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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서부 권역인 언양읍 일대를 대상 지역으로 하여, 근대전환기 

농촌 사회·경제의 지속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식민지기 이래 대상 지역 소농 경제의 전

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1909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대상 지역 인구 관련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2개 면의 『호적부』와 1912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토지 소유 관련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4개 면의 『토지대장』 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모두 전산화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식민지기 농업 경제에 관하여 흔히 떠올리는 정형화된 이미지에 만족하는 

대신에, ‘근대화’라는 외부로부터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대응해 왔던 소

농의 다양한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기본적인 문제의식으로 

가지고 있다. 식민지기에 농지 소유가 극단적으로 불평등해 지는 이른바 ‘식민지지주제’

가 발달한 가운데 대다수의 영세한 농민은 지주의 억압 속에 극히 궁핍한 삶을 이어나

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능동적인 모습은 오로지 지주에 대한 집단적 저항의 형태로

만 나타났던 것이 일반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식민지기 농업 경제에 관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는 식민지기의 소농은, 오늘날 그들의 후예들이 역시 그러하듯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려는 강한 성취 욕망을 지닌 존재라

는 점에 주목하여, 그들이 연출하고 있는 소농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인구이동, 교육, 

친족질서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시도이다.  

1장에서는 식민지기 이래의 농지 소유 불평등도의 장기 추이를 지니계수를 통해 살펴

보았다. 조선 후기 양안 자료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언양 지역의 분산적인 농지 소유 

구조는 식민지기를 거치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토지대장 자료와 함께 호적 자료를 추가로 

활용하고, 토지대장 자료의 분석 방법도 일층 개선하였는데, 그러한 결과 역시 선행 연

구의 결론을 지지하였다. 나아가 매 연도별로 지니계수를 산출하여 불평등도의 장기 추

이를 살펴본 결과, 1920년대 중반 이후 불평등도의 하락이 관찰되고 있었다. 기존에 토

지대장을 이용한 상당수 연구들이 1930년대 후반인 전시기(戰時期)에 비로소 식민지지

주제가 약화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비해 그보다 훨씬 이른 시기인 1920년대 중반부

터 불평등도가 완화되고 있었다는 점은 언양 지역의 독특한 유형적 특질을 말해주고 있

는 것이다. 1910년대 초반 조사에 의하면 언양 지역은 상대적으로 농업의 토지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이 뒤떨어진 농업 후진 지역이었으나, 1930년대에 이르면 오히려 쌀의 생산

지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는 점이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언양 지역에서 식민지기

에 지주제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던 것은 농업 후진 지역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소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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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체가 되어 외부로부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식민지기 인구의 활발한 이동은 언양 지역 소농 경제의 안정을 가져온 또 하나의 요

인이 되고 있었다. 2장에서는 인구 이동 현상에 주목하여 언양 지역의 인구 유출 실태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식민지기 전반부에는 주로 경제적으로 열

악한 하위 계층의 차남 이하가 혼인 이후에 외지에 정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점차 인구 이동이 전체 계층으로 확산되어 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식민지기 후반부에 이르면 경제적 지위나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어졌던 것이

다. 나아가 식민지기에 가장 많은 인구가 이동지역으로 선택한 일본으로 이민한 사례도 

아울러 분석하였는데, 교통 사정이 좋고, 정보 획득에 유리했던 언양면의 경우에는 부

(富)와 이민 확률 간에 음의 관계가 있었던 데 비하여, 상대적으로 교통 사정이 열악했

던 삼동면의 경우 부와 이민 확률 간에 역U자형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

민지기 언양 지역에서 다수의 인구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키기 위해 일본행을 

택하였으나 지역적 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양상은 달랐던 것이다.

언양 지역의 소농 경제의 안정은 높은 교육열로 표출되고 있었다. 3장에서는 식민지

기 언양 지역의 사실상 유일한 6년제 학교였던 언양공립보통학교(현 언양초등학교)의 

졸업생 명부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식민지기 근대 교육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었던 모습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학령기 아동의 보통학교 졸

업률을 구해보면, 주로 식민지기 말기에 졸업하게 되는 출생코호트의 경우, 해당 출생 

아동 중 남성은 32-33%, 여성은 12-13% 정도가 보통학교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나

타나, 그다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언양 지역의 보통학교 입학 경

쟁률이 약 3:1 정도였다는 당시의 신문기사를 참작한다면, 낮은 졸업률은 낮은 교육 공

급에서 비롯된 문제일 가능성이 크며, 언양 지역의 교육 수요가 높았던 점은 분명한 사

실일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출신 계급에 따른 졸업 확률의 차이도 살펴보

았는데, 양반과 향리, 그리고 상민 출신들 간에 졸업 확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는 않았다. 교육에 대한 열정은 전통적인 출신 배경과는 무관하게 언양 지역민 모두에

게 일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던 현상이었다. 근대로의 전환 과정에서 도입된 대중 교육

은 비록 빠르지는 않았지만 일반 소농의 성취 욕망을 자극하면서 점차 보급되어 갔으

며, 그러한 가운데 근대적인 생활양식과 문화가 일상으로 침투해 들어갔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1940년 창씨 신고 결과를 통해 언양 지역 부계 친족 집단의 

응집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씨 설정 신고라는 중대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여 

각각의 호주는 어느 정도의 친족 범위에서 서로 협의하고 공동의 행동을 취하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부계 친족 집단의 응집력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분석 결과, 인구 

유동성이 높은 읍내 지역의 경우 동성동본(同姓同本) 집단 내에서 제각기 다른 씨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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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읍외 지역의 경우 동성동본 집단 내에서 씨의 설정을 

통일하고 있는 다수의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몇몇 가문에 대해 족보와 호적을 대조

해 본 결과, 씨의 설정을 통일하고 있는 동성동본 집단은 8촌 이내의 당내(堂內)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당내 집단을 단위로 한 부계 친족 집단이 1940년 시

점 현재 다수 형성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친족 집단의 형성 과정을 

동태적, 인과적으로 파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해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이

와 같은 분석 결과는 한편으로는 소농 경제의 안정이 친족 집단이 형성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제공한 동시에, 역으로 그러한 친족 집단의 형성 자체가 소농 경제 안정의 배경

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시사하는 것이다. 향후 추가 연구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

석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창씨 신고 결과와 더불어 개명(改名) 신고 결과도 아울러 

살펴보았는데, 근대적인 부분과 접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근대 교육을 받은 

20-30대 젊은 남성의 경우에 개명 확률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소농의 지위 상승 욕

구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소농 경제의 다양성’이라는 보다 확장된 연구 주제를 염두에 두고, 언양 

지역의 사례를 발굴하여 구체적으로 추적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소농 경제의 지역적 

다양성과 그 구체적인 전개 과정을 다채롭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역의 호적

과 토지대장 자료를 발굴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언양 지역의 경우 조선 

후기의 인구 관련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전근대(前近代) 호적과 토지 소유와 농업 경영 

관련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양안, 깃기 등의 자료가 다수 남아 있어 조선 후기 이래 지

역 사회·경제의 장기적인 동태를 분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횡

적으로나 종적으로나 보다 더 큰 기획의 연구의 준비 단계로서, 그러한 보다 더 큰 기

획의 연구를 이제 막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다.

주요어: 호적, 토지대장, 토지자산 불평등도, 근대 교육, 인구 이동, 일본 이민, 창씨

개명, 동성촌락

학  번: 2012-3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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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章

1. 선행연구의 검토와 문제의 소재

전근대 농업 사회는 그가 처한 자연지리적 조건과 인문사회적 조건에 따라 전 세계적

으로 상이한 유형적 특징을 보이며 발전하여 왔다. 이영훈(2002)은 이러한 전근대 농업  

사회의 유형적 차이를 가져오는 제반 조건을 ‘생태형’과 ‘가족형’으로 구분하고, 생태형

과 가족형에서 각각 한전(旱田)형과 핵가족형을 특징으로 하는 구미 사회에서는 자본주

의적 농업이라 할 수 있는 영주의 ‘직영지 대경영’이 출현한 반면, 수전(水田)형과 직계

가족형을 특징으로 하는 일본과 한국에서는 소농경제가 지배적이었다고 주장한다. 

수전형과 직계가족형에 해당하는 한국에서는 토지의 단위 면적 당 농업생산성이 높

고, 치밀한 제초작업이 요구되는 수전형 농업의 특성상 소규모 토지를 경영하는 가족 

규모의 생산 단위가 대규모 경영보다 생산에 유리하였다. 또한 조선 중기 이래 성립하

기 시작하여 식민지기 호주제 도입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된 직계가족제도는 가(家)의 

계승 관념을 전 계층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생산성에서의 우위에 기반한 소농 자립은 한

편으로 경제 주체의 일상적인 경제 의지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근대 한국의 소농경제로서의 특징은 그 안에서도 일률적인 것은 아

니었고, 지역적으로 처한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점 역시 지적할 필요가 있

다. 일찍이 久間健一(1950)가 식민지기 조선의 농업지대 구분론을 통하여 지적한 바 있

듯이 자연환경적으로 산간부 지역인지 평야부 지역인지, 주된 농업 생산 방식이 수도작

인지, 밭 작물 위주인지 등에 따라 농업 경제의 양상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

다. 수도작 지역 내에서도 농업 경제의 모습은 일률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지기 농

업 경제를 고찰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적인 편차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컨대 농

지의 배분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히사마의 분류 방식에 의한 ‘전북도작지역’은 자작농의 

비율이 5.6%에 불과하여, 전형적인 식민지 지주제가 발달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이 속해 있기도 한 ‘경북도작지역’의 경우 자작농의 비율이 

18.6%나 되어 농지의 배분이 보다 균등한 사회였다.1) 久間健一은 농지 소유 관계의 양

상이 왜 지역마다 편차가 있었는지까지 분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를 규정한 지역적 

조건에 대해 주의 깊게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 유럽형과 일본, 한국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였지만, 기실 유럽 내에서도 농업 경

제의 양상은 상이하였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수도 파리를 포함한 북부지역은 영국과 

같이 기업가적 차지농에 의한 넓은 농지의 경영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남부지역은 가족 

1) 久間健一(1950). p.544 총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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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경영이 우세하여 개별 농가가 독자적인 경영 단위로서 자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두 지역의 자연환경적 조건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북부의 경우 심경

(深耕)을 위해서는 대규모 농기구가 필요했으며, 축력에 의존해야 했던 반면에, 남부의 

경우 토양의 특성상 소규모 농기구만으로도 밭을 갈고 지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였

다. 따라서 개별 농가 수준에서도 지속적인 농사에 따른 농업생산성의 하락을 충분히 

방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상이한 자연환경적 조건이 상이한 사회 계층 구조를 

가져오게 된 것은 유럽 내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2)

이와 같이 보았을 때 전근대 농업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상이한 유형으로 구분되었으

며, 개별 국가 내에서도 지역적 차이가 다분하였다는 점은 일종의 상식으로 통용되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식민지기 농업에 관한 그간의 연구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상식이 

자리 잡기 위해서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식민지기 농업 경제에 대한 연구는 시기상 조선 후기 이래 농업 경제의 전개 방향을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조선 후기 농업에 대한 연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게 된다. 조선 

후기 농업 경제의 양상에 대한 연구로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김용섭(1975)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일제로부터의 해방 이후, 소위 식민사관을 극복한다는 명분하에 ‘자본

주의 맹아론’을 선구적으로 주창한 이 연구는 조선 후기 농업 경제에서 ‘자본가적 차지

농’이 출현했다는 점을 실증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전근대 농업 경제의 다양성을 외

면한 채, 영국의 농업사에서 나타난 소위 ‘삼분할제’를 유일한 전근대 농업의 발전 경로

로 상정한 이 사관은 한 외국인 학자가 오렌지 나무에서 사과를 찾고자 한 헛된 일이라 

일갈하였듯이3) 이렇다 할 실증적 근거를 찾지 못한 채 학설사(學說史)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데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4)

이러한 연구 경향은 식민지기 농업에 대한 연구로도 이어져, 소위 ‘동태적 지주’에 대

한 사례 연구를 축적하는 한편, 농업 경영 규모의 ‘양극 분해’가 있었는지5)를 규명하고

자 한 연구로 이어졌다.6) 이러한 연구는 식민지기 농업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있지

2) T. Scott et al.(1998) 2장 참조.

3) 주익종 역(2008), p.30.

4) 이영훈(1988: 8장)은 김용섭의 분석은 특정 시점에서의 횡단면 자료를 분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하였으며, 시계열이 확인되는 12개 지역의 양안, 깃기, 추수기 등을 분석해 보면, 오히려 

경영규모에 있어 영세균등화하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소농 경영이 점차 성

숙하였다는 것이다.

5) 기업가적 차지농이 존재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농업 경영 규모의 양극 분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양극 분해란, 말 그대로 전제 농가 중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토지를 경작하는 상층농가

가 증대하면서 동시에 극히 영세한 토지를 경작하는 하층농가 역시 그 비중이 증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하층농가는 임금노동자를 겸하거나 곧 그렇게 될 운명에 놓인 자들이다. 상대적

으로 중간 정도의 토지를 경작하는 농가는 점차 그 비중이 감소한다. 이러한 양극 분해는 결

국 경작하는 토지 규모와 농업생산성 간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지주 경영에 대한 사례연구로는 홍성찬의 연구들이 대표적이며, ‘양극 분해’에 관하여는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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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한편으로는 지역적 차이에 주목한 久間健一(1950) 등의 이전의 성과를 계승하지 못

하고, 식민지기 농업 경제의 전체적인 추이를 해명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농업 경영 관계상의 연구와 더불어 농지 소유 구조상의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들은 토지대장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농지 소유 관계의 장

기 추이를 규명하고자 한 시도인데, 지역 레벨의 자료를 활용하였음에도 기본적인 문제

의식은 식민지기 지주제 발달 과정의 추세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지역

간 유형적 차이에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대체로 농지 소유 불평등도의 장

기 추이를 살펴보는 선에 그치고 말았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한계를 지니는 것이었다.7)

그러나 토지대장을 분석한 연구를 통해 식민지기 지주제의 시기별 추이에서 일관되게 

농지 분배의 악화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은 새롭게 

알 수 있었다. 정승진(1997, 2004)과 조석곤(2005b) 사례의 경우에는 대체로 식민지기 

동안 식민지 지주제의 강화, 즉 토지소유분배의 악화가 있었지만 식민지기 말기에는 그

러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악화 없이 소유 구조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범

(1988), 홍성찬(1992), 조석곤(2001), 조석곤(2005a) 등 나머지 사례에서는 오히려 식민

지기 말기인 전시기에 토지소유분배의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8) 조석곤(2005a: 

11)은 그간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여 1915-1942년간은 불평등도의 악화기, 1943-1964

년은 불평등도 완화기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9)

형과 장시원의 연구를 꼽을 수 있는데 둘 간의 입장이 대립적이다. 우대형(2001)은 식민지기 

중반인 1930년대에 이르면 농업 경영 규모에서의 양극 분해가 있었다는 점을 실증 분석을 통

해 보여주고 있으나, 장시원(2003)은 우대형(2001)이 활용한 자료가 전북 지역에 한정된 것이

라는 점에서 비판하며, 식민지기 조선 전체의 일반적인 경향은 소규모 토지를 소작하여 경영하

는 소작빈농층의 퇴적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장시원이 소작빈농층의 퇴적으로 요약한 현상을 

두고 이영훈(1996)은 소농경제의 성숙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에 따르면 남부 지방에서 0.3-1정보 경영 계층, 북부 지방에서 1-3정보 경영 계층의 비중 증

가는 다름 아닌 이영훈(1988)에서 이미 제시한 소농 경제의 역사적 성숙 과정을 나타내는 것

이며, 다만 식민지기 인구 증가에 따라 그 경영 규모가 축소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들 계층의 증가는 단순히 빈농의 퇴적 현상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소농 경제의 성

숙 과정으로 평가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7) 그간 토지대장을 이용하여 여러 지역의 사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전남 무안군의 사례를 연

구한 이종범(1988)이 선구적인 업적이다. 홍성찬(1992)은 전남 화순의 토지대장 자료를 이용하

였는데, 호적 자료와 결합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일층 진보한 것이었다. 그 후 한 동안 연구

가 없다가 1990년대 말에 본격적인 연구가 재개되었다. 발표 순으로, 정승진(1997)의 충남 서

천, 조석곤(2001)의 경북 예천, 정승진(2004)의 전북 익산, 조석곤(2005a)의 강원 원주, 조석곤

(2005b) 전북 김제 등의 사례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이들 연구는 모두 토지대장 자료만을 이

용한 것이었다. 홍제환·이영훈(2008)도 있는데, 조석곤(2001)과 동일한 경북 예천 지역을 분석

하면서도 전시기 소토지 소유자 증가 현상에 집중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8) 토지대장을 이용한 논문들의 분석 방법이 표준적이지 않아 사례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용이한 일은 아니다. 예컨대 지니계수, 엔트로피 지수 등 자산 불평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의 시기별 추이를 제시하는 등 분석 방법이 보다 표준화되어, 사례연구의 축적이 상호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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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조석곤(2005a)은 전시기 불평등도가 완화된 것은 전시기 공출제가 실시됨으로

써 지주 계층에게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

에서 한발 더 나아가 홍제환·이영훈(2008)에서는 그러한 전시기 불평등도 완화의 원인

이 보다 구체적으로 추적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1930년대 실시된 자작농지설정사업10)과 

1930년대 말부터 실시된 전시 인력 동원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주의 수익성 악화라는 토지 공급 측면의 요인 이외에 토지 수요 측면의 요인

을 도전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를 진척시키는 것이다.

한편 토지대장을 이용한 기존 연구는 그 자료상의 한계와 분석 방법상의 문제점 때문

에 자료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발굴하여 활용하거나 분석 방법을 개

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자료상의 한계라는 것은 기존 연구에서도 지

적되고 있는데, 상속 등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없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변동

한 경우 토지대장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점, 개인 명의로 등재되기 때문에 농가 단위

의 분석이 곤란하다는 점을 말한다. 이는 호적 자료를 통해 일정 정도 보완이 가능하

다. 호적을 통해 상속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가족 관계의 복원을 통해 가족 간에 

분산 소유하는 경우에도 농가 단위로 일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 분석 방법상의 문제라고 한 것은 논과 밭의 면적을 단순 합계하여 불평등도를 

분석한 점을 말한다. 기존 연구들은 예외 없이 논과 밭의 면적을 단순히 합하는 방식으

로 각각의 소유권자의 소유 규모를 산출하였다. 그러나 논과 밭은 당시 엄연히 경제적 

9) 토지대장을 이용한 분석은 아니지만 마츠모토(1992) 역시 수리조합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소유

구조 추이에서 전시기에 모멘텀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이영훈 외 편

(1992) 6장.

10) 정문종(1993)은 1930년대 농업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더불어 그 정책적 효과도 제시하

고 있어 주목된다. 이 논문 5장은 1차 농가갱생계획에 참여한 농가 중 각 읍면 별 1호를 선정

하여 1932년 4월에서 1933년 3월까지, 1937년 4월에서 1938년 3월까지의 각각 1년간의 기간 

동안 농가경제의 실태를 조사한 패널 자료인 『농가경제개황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동 

자료에 따르면 1차 농가갱생계획에 참여한 농가들의 경우 두 시점 간에 일정한 경영 상승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 때 경영상승이란 소작농의 경우 자소작농으로, 자소작농의 경우 순수 자

작농으로 계층이 상승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영 상승 중 특히 소작농이 자소작농으로 상승

한 경우에는 자작농지설정사업이 주된 계기가 되었다고 조사되었다.(정문종1993: 229) 

그러나 이를 가지고 1930년대 자작농지설정사업의 효과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곤란할 듯 

싶다. 1932년부터 1939년간 실시된 총독부 자금 대부에 의한 자작농지설정사업의 대상은 매

년 2000-2500호에 불과하였다. 1937년 당시 자소작농 및 소작농 총호수는 239만 호 정도였

으므로 매년 1면에 1호 정도 만이 대상이 된 시범적인 사업이었던 것이다.(정문종1993: 119) 

금융조합 자금을 이용한 자작농지설정사업의 경우가 규모가 더 컸지만, 실시 첫 해인 1933년

에는 역시 1만 4천여 호만을 대상으로 할 뿐이었다. 금융조합을 통한 자작농지설정사업이 본

격화된 것은 1938년 이후로서 1938년에 10.3만여 호, 1939년 35.8만여 호, 1940년 21.2만여 

호였다.(정문종1993: 125) 따라서 자작농지설정사업으로 인한 효과가 1930년대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기는 힘들었을 것이며, 홍제환·이영훈(2008)의 지적과 같이 전시기의 불평등도 완화에는 

일정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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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다른 재화였다는 점에 유의해야만 한다. 경제적 가치가 다른 재화를 단순히 물

량 단위로 합하는 것은 경제학적 상식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본 연구의 차별성 및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에 대한 이해를 전제한 가운데, 현 울산광역시 서부 

권역인 울주군에 속한 언양읍과 삼동면 지역11)의 식민지기 호적과 토지대장 등 지역 레

벨의 미시 자료를 발굴·분석하여 식민지기 소농경제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는 데 일차적

인 목적이 있다.

본 연구가 주된 분석 자료로 사용한 호적과 토지대장 자료에 대해서 우선 설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호적 자료란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적부』와 『재제부』

라는 자료를 일컫는다. 『제적부』란 말소된 호적을 모아 편철한 장부를 말한다. 호의 대

표자인 호주가 사망하여 호적 내 다른 구성원으로 호주가 승계되거나, 호주 승계자가 

없어 절가된 경우, 호 전체가 다른 행정관할 구역12)으로 본적지를 바꾼 경우 등의 사유

가 발생하면 호적을 말소하게 되는데, 이때 말소되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호적을 

말소 연도별로 편철하여 제적부라고 부르고 면사무소에 보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제적부는 1911년부터 1977년까지의 기간 동안 생산된 것이다.

『재제부』란 현재 사용 중인 호적을 새로운 양식으로 옮겨 적은 후 구 양식의 호적을 

일제히 말소하여 편철한 장부를 말한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에서는 1975년과 1977년 

두 차례에 걸쳐 1909년 민적조사 이래 사용하여 온 세로쓰기 방식의 구 양식의 호적을 

전부 가로쓰기 방식의 신 양식으로 이기하면서 재제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제적부』와 함께 『재제부』를 분석 대상으로 하게 됨으로써 세로쓰기 방식의 구 양식에 

기재된 정보를 모두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1개의 호적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호주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방계친족 등이 

호의 구성원으로서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호적은 호주 승계나 다른 행정관할 지역으

로부터의 전적 등으로 생성되어 호적의 말소 시점까지 존속하면서 구성원의 출생, 사망, 

11) 이하에서는 현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과 삼동면 관할 지역을 통틀어 언양·삼동 지역으로 

칭하며, 언양읍과 삼동면을 구분하여 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각 언양 지역, 삼동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칭하도록 하겠다. 이는 행정상의 명칭이 계속 변동하였기 때문인데, 언양읍의 경우 

1996년 이전에는 언양면이었고, 삼동면의 경우, 1933년부터 1989년까지는 삼남면의 일부로 

독립된 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다만 호적과 토지대장 자료는 현재의 행정 관할 구역 구분에 

따라 분류·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자료가 수집되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었다.

12) 식민지기에는 부(府) 또는 면이 호적의 행정관할 구역이었다(조선호적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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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등의 인구 동태 정보를 수록하게 된다.13) 호주 승계로 생성된 새 호적에는 이전 

호적에 기록된 출생, 혼인 등이 동일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호적 자료를 분석할 때에는 

동일한 정보가 여러 번 등장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14)

『토지대장』 자료는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에 의해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으로 근

대적인 토지 소유권이 사정되면서 작성되어, 이후 1976년까지 가로쓰기 방식의 신 양식

으로 이기하기 전까지 사용된 자료이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은 일찍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1912년 시점에서부터 소유 이력이 기재되어 있다. 토지대장은 매 지

번별로 1장씩 작성되었으며, 각 지번의 필지에 대한 지목, 지적, 토지등급, 과세기준가

액과 함께 소유권자의 변동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1970년대 대규모 경지정리를 실시하

면서 각 필지를 새롭게 구획하고, 신 지번을 부여하였는데, 이 때 이전까지 사용한 토

지대장을 전부 말소하여 『폐쇄대장』 으로 철하였다. 따라서 토지대장을 분석에 활용할 

때에는 1976년 가로쓰기 양식으로 이기하기 전까지 사용한 자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말소된 자료도 모두 확보해야 올바른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폐쇄대

장』도 모두 전산화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자료에 대한 설명에 이어 본 연구의 대상 지역으로 언양·삼동 지역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는 언양·삼동 지역의 자료 사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

으로 우수하다는 점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이미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듯이 언양·삼

동 지역의 조선시대 양안과 호적자료가 다수 현전하고 있다.15) 이들 조선시대 자료와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식민지기 호적과 토지대장 자료 등을 결합·분석한다면 장기

적인 농업 경제 변동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아직 그러한 장기 변동

에 대한 분석까지 시도하고 있지는 않지만, 차후 그러한 분석을 준비하는 단계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동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것이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와 대비하여 갖는 차별성에 대해 이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

13) 호적에 기재되는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은 보고적 신고와 창설적 신고로 나뉘는데, 출생, 사망

과 같은 보고적 신고는 신고 시점과 상관없이 그 사실이 발생한 시점부터 법적 효력을 인정받

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그 사실이 실제 발생한 연월일과 그 사실을 신고한 연월일을 함께 

기재하게 된다. 반면 혼인과 같은 창설적 신고는 오직 신고에 의해서만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어 실제 그 사실이 발생한 연월일이 기재되지는 않고, 단지 그 신고 연월일을 기재할 뿐이

다. 

14) 호적 자료에 대한 설명은 필자의 공저 논문 박기주·김성남(2013)의 서술을 활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언양·삼동 지역 호적 자료의 전산화 작업에는 경북대학교 박희진 

박사의 지휘 하에 필자도 참여하였었는데, 그 자료가 공동연구팀 내부에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미 여러 편의 관련 논문이 제출되었다. 따라서 호적 자료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다음의 논문들도 참조할 수 있다. 박이택 (2013a); 박이택(2013b). 박이택(2014a); 박이택

(2014b); 박희진(2009); 박희진·백승민 (2015); 이영훈(2015); Kye, B. and H. Park (2016).

15) 언양 지역 호적 자료에 대한 소개는 김석희(1983) 참조. 양안과 호적자료에 대한 분석은 이영

훈(1988)을 비롯하여 최근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정수(201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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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갖는 차별성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토지대장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호적 

자료를 추가로 활용하고 있는 점이다. 홍성찬(1992)의 경우에 이미 토지대장과 호적 자

료를 결합하여 식민지기 농지 소유 관계의 추이를 분석한 바가 있다. 그러나 홍성찬

(1992)이 읍내에 해당하는 3개 리에 대해서만 분석하고 있는데 비해 본 연구는 2개 면, 

21개 리에 걸친 보다 방대한 지역의 호적 자료와 4개 면에 걸친 토지대장 자료를 입력·

분석하였다. 이는 자료의 범위를 크게 늘림으로써, 여러 지역에 걸쳐 농지를 분산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주계층의 소유 규모를 보다 실태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홍성찬(1992)이 읍내 지역만을 분석한 데 비해, 읍내와 읍외 

지역을 분리하여 비교·고찰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타가키(2008)는 경북 상주 지역에 대한 방대한 자료 수집과 필드워크를 통해 농촌 

지역이 식민지기 근대로 변용하는 과정을 인류학적으로 치밀하게 추적하고 있다. 그는 

상주읍 읍내가 식민지기에 점차 시가지화 되면서 주변의 농촌부와는 이질적인 지역이 

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16) 그의 주장은 식민지기 농업에 대해 분석하고자 할 때에도 

읍내와 읍외 지역을 분리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홍성찬

(1992)은 읍내 지역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는 것이며, 본 연

구는 읍외 지역의 자료도 분석에 포함시킴으로써 읍내와 읍외 지역을 상호 비교 가능한 

방식으로 분석하였다는 데 보다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각각의 소유권자의 소유 규모를 산출할 때에 기존 연구와 달리 

논과 밭의 경제적 가치 차이를 반영하여 가중치를 달리 주고자 하였다. 토지대장에서 

확인되는 논과 밭의 평당 과세가격 비율, 경상남도의 식민지기 논과 밭의 평균시가 비

율을 감안하여 논이 밭보다 대략 3배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하여 둘의 면

적에 3:1의 가중치를 주어 합산한 것이다. 그러나 매 필지의 토지 비옥도에 따라 시가

가 달랐을 것이고, 또한 이는 시기별로도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률적인 가

중치를 부여하는 것도 실은 실태를 온전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지주 계층의 경우 비옥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필지별 비옥도를 일일이 고려하지 않는다면, 농지 소유의 불평등도를 과소평가

하게 될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이 매 필지별, 매 연도별 가중치를 달

리 주기 위해서 소요되는 DB 작업 등의 비용적 측면을 고려하여 일관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선에서 타협하는 선에서 만족하고자 하며, 각 필지별 비옥도를 고려한 분석한 

16) 원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그러한 가운데 진행된 것이 읍내의 ‘시가지’화였다. 성곽도시로

서의 읍치는 병합을 전후로 환골탈태되었다. (중략) 그러한 읍성의 식민지적 변용 과정과 병행

하여 읍내가 작은 시가지로 되어 갔다. 읍내는 산업구성, 교통, 풍경 등의 점에서 농촌부와는 

이질적인 ‘도시적’ 존재가 되었고, <근대>의 지리적 불균등성을 드러냈다.” 홍종욱·이대화 역

(2015: 1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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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후의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식민지기 대상 지역 소농경제의 전개 양상을 구체적으로 추적하

는 한편, 이어서 그러한 소농경제의 전개 양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그러한 소농

경제의 전개 방향을 결정짓기도 하는 요소로서 인구이동의 확대, 근대교육의 보급, 친족

집단의 형성이라는 구체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대상 지역의 특징에 대해 보다 세부적으

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근대로의 전환 과정에 있었던 식민지기라는 시대적 특징 상 

변화의 측면과 전통의 지속이라는 측면이 병존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변화와 지속’이

라는 관점을 분석 과정 내내 대상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시선으로 삼고자 한다.

이미 이영훈(2015)에 의해서 언양 지역의 토지대장을 통한 분석을 통해 동 지역에서 

식민지기 지주제의 발달은 그다지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된 바가 있다. 다만 이 

분석은 앞서 언급한 토지대장 자료상의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으며, 토지조사사업으로 

최초로 근대적 토지소유권이 사정된 1912년과 일제로부터 해방된 1945년 양 시점 간의 

비교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민지기 동안의 농지소유구조 양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여

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자료상의 문제와 분석 방법상의 문제

를 개선하였으며, 매 연도의 농지소유구조를 추적하고 있으므로 이영훈(2015)의 분석을 

일층 개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장에서 상세히 다룰 문제이지만 그러한 분석의 개선 

결과 언양 지역의 소유구조 변화 양상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며, 

결론적으로 이영훈(2015)의 발견과 마찬가지로 언양·삼동 지역은 식민지기에 소농경제

가 한층 성숙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식민지기에 언양·삼동 지역에서 지주제가 강화되지 않고, 소농경제의 성숙이

라는 여타 지역과 또 다른 유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소개하

였던 정문종(1993)은 1930년대 식민지 당국의 자작농지설정사업이 농가 경제 안정과 

계층 상승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였지만, 1930년대에는 아직 사업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17)

이에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인구이동이다. 김성남(2008)은 삼동 지역에 한하여 

일본으로의 인구 이동을 다루었는데,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일본으로의 이민이 크게 

증가하였던 것을 확인하였다. 기실 언양·삼동 지역의 호적 자료를 단순히 훑어보는 것만

으로도 식민지기 이 지역의 인구 이동이 얼마나 활발했는지는 쉽사리 짐작하고도 남는

다. 식민지기에 태어난 사람들의 출생지역이 이 지역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특

히 일본 지역을 출생지로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을 포함한 외지로의 활발한 인구 유출이 이 지역 내 인구 압력 완화

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인구이동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17) 각주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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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인구이동의 결과 이 지역은 식민지기 동안 대지의 전체 면적이 크게 변동하지 

않았는데, 식민지기 인구증가로 뚜렷하게 대지 면적이 증가한 전남 장흥 지역의 사례와

는 대조적인 것이었다.18) 이는 이 지역이 외지로 이동하기에 편리한 지리적 조건을 지

니고 있었기에 가능한 현상이었다. 18세기 말 조선 정조 연간에 작성되었다고 알려진 

한 소설에서도 언양·삼동 지역의 인구 이동이 활발했음을 알려주는 단서를 찾을 수 있

다.19) 과도한 부역과 인징, 족징이라는 부세의 중압을 견디지 못해 언양 주민들이 인근

의 청도, 밀양, 울산, 양산으로 거처를 옮기고 있다는 사실을 묘사하는 내용인데, 역사

적으로도 언양·삼동 지역민에게는 필요에 따라 거처를 바꾸는 것이 그리 낯선 일이 아

니었던 것이다. 이것이 식민지기 일본으로 이민할 수 있는 길이 생기자 대규모의 일본 

이민 행렬로 표출되었던 것이며, 일본 이민을 포함한 인구의 유출은 상대적으로 언양·삼

동 지역 소농경제의 안정을 가져온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언양·삼동 지역 소농경제의 안정은 한편으로 강한 교육열로 이어졌을 것이다. 언양 

지역에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기 전인 1906년에 이미 이 지역 양반, 향리 출신 인사

들의 주도하에 근대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있었다.20) 이것이 후에 식민지 교육 체제하에

서 공립보통학교로 전환되어 운영되었으며, 1915년에 1회 졸업생 12명을 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기 언양공립보통학교의 후신인 현 언양초등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졸업생 명부를 입수하여 식민지기 근대교육의 확산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당시 근대교

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식민지기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오성철(2000)과 같이 총독부 당국이 편찬

한 자료를 활용하여 식민지기 조선 전체의 관점에서 보통학교 교육의 실태에 대해 규명

한 연구나 이타가키(2008) 4장과 같이 식민지기 학적부를 입수하여 분석한 연구들을 더

러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졸업생 명부라는 미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

적부를 분석한 선행 연구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적부와 같은 

미시 자료를 분석하고 있더라도 자료상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만을 분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학교를 입학하지 않은 더 많은 사람들과의 비교·분석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

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전체 호적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호적에

18) 김건태(2009) 참조.

19) “떠나갈 뿐이다. 왕토 아닌 곳이 없어 어느 곳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청도 아니면 밀양이오, 

울산 아니면, 양산이다. 한번 떠나 거처를 바꾸면 부역의 번극(煩劇)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인족

의 횡징을 면할 수 있다.” (去矣乎乎 莫非王土 何所不適 非淸則密 非蔚則梁 一別環堵 可以逃 

賦役之煩劇 可以免 隣族之橫徵) 『헌산지』에 수록된 소설의 한 대목. 삼남면지편찬위원회

(2002) pp.576-591 참조.

20) 다음의 황성신문 기사를 참조할 수 있다. 「彥陽郡永明學校捐義人氏名」(1908.9.1.), 「賀彥陽永

明學校發起人士」(19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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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확인되는 전체 학령아동 중에서 누가 근대학교에 다녔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

다. 이 점에 있어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와 명백한 차별성을 지닌다고 자부한다.

이 지역의 소농경제의 안정과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요소는 본 연구에서 마지막으로 

다루게 될 친족집단의 형성이다. 지역 내에 친족집단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족이 흩어

지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 집단 거주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한

편으로는 친족집단이 형성됨으로써 혈연으로 맺어진 상호부조의 경제적 연망이 갖추어 

짐에 따라 소농경제가 더욱 안정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기도 한다.21) 즉 소농경제의 

안정과 친족집단의 형성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식민지기 친족집단의 실태를 1940년 실

시된 창씨개명 정책에 대한 대응 결과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친족 집단은 보통 부계의 친족을 의미하는데, 부계 친족 간의 집거 문화

는 본래 양반 계층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 일부 경제적으로 윤택해 진 

상민 가문을 중심으로 양반층의 전유 문화였던 ‘부계 집거’의 문화가 모방·확산되었으

며,22) 이러한 부계 집거 문화의 확산은 식민지기에도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

다. 식민지기 동성촌락에 대한 조사로는 총독부 촉탁 善生永助가 작성한 보고가 잘 알

려져 있다. 그에 따르면 1930년대 조선의 촌락 28,336개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672개

가 동성촌락이며, 이 가운데 동일 성관이 50호가 넘는 저명 동성촌락은 1,685개였다고 

한다. 다만 이 보고는 동일 성관이면 같은 친족이라고 간주하고, 촌락 내 동일 성관이 

일정 수 이상이 되면 동성촌락으로 본 것이나, 이는 다소 의문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

다.23) 동성동본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혈연관계가 가까운 친족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

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족집단의 형성을 살펴보기 위해 동일 성관 여부가 아닌 1940년 

창씨 신고 결과를 이용하고자 한다. 창씨(創氏)란, 기존의 성(姓)을 대체하여 일상생활에

서 사용하게 될 씨를 새롭게 만들게 한 조치로서, 창씨 신고의 주체가 된 각 호의 호주

들은 어떠한 씨로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근린의 친족들과 협의하여 동일

21) 최재석(1975)은 1950년대에 문중 등 농촌의 동족집단 조직의 기능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

고하고 있다. 이 때 조사된 동족집단 조직의 기능은 선조의 제사 비용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한 일이나 족보 편찬 등 사회적 지위 표시의 활동에 치중되어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빈한한 

동족을 부조하기 위한 활동 등 상호부조적 기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는 공식

적인 동족조직에 대한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친족 간에 비공식적인 경제적 상호 부조가 전혀 

없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다.

22) 권내현(2010) 참조.

23) 동 보고는 충남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상산임씨 동족의 공동경작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최재

석(1975: 235)은 현지인의 말을 빌려, 동 보고에 실려 있는 공동경작지를 일족이 공동으로 경

작하고 있는 사진이 사실은 연출된 것이며, 그러한 공동경작지도 실제로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동 보고의 동족촌락의 실태가 다소 과장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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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씨로 설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창씨의 실태를 통해 1940년 시점에서 씨 설정 

문제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상호 협의하여, 공동 행동을 취하고 있는 지역 내 친족 집

단들을 검출해 낼 수가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창씨 정책은 일종의 자연실험으로서 당

시의 친족질서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창씨개명 정책에 대해 국내 학계에 본격적으로 학술적 차원의 소개가 이루어진 것은 

정운현 편(1994)이다. 이후 水野直樹(2008)의 연구로부터 창씨개명 정책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창씨개명 정책 자체에 대한 분

석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었고, 그 실태에 관해서는 관찬 자료 소개 이외에는 이렇다 할 

연구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 관찬 자료 이외의 1차 자료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연구는 족보를 활용한 김필동(2010)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족보의 서문 내용을 분석하는 선에 그치는 것이어서 본격적인 미시적 레벨의 

분석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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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언양·삼동 지역의 농가 경제의 전개 양상: 농지 소유구조를 중심으로

1. 머리말

본 장에서는 우선 언양·삼동 지역의 농가 경제의 전개 양상을 농지 소유의 불평등도

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미 1871년 양안의 분석으로부터 언양·삼동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토지소유자가 적고, 전체적으로 토지소유가 분산적인 가

운데 개별 농민의 소유규모가 영세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언양·삼동 지

역에서 지주제가 성립하는 것은 식민지기에 이르러서 이며, 19세기에는 아직 지주제가 

출현하지는 않았는데, 지주제가 일찍이 성립하지 못한 데에는 농업의 노동생산성과 토

지생산성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농업후진지역이었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1) 그러나 최근 언양·삼동 지역의 식민지기 토지대장 분석을 통해 식민지기

에도 역시 지주제의 발달은 그리 볼만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농민의 지배

적 형태는 자작농과 자소작농이었다는 언양·삼동 지역의 농지소유 구조상의 특징은 식

민지기를 거치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2)

그러나 이영훈(2015)의 분석은 토지조사사업으로 최초로 소유권이 사정(査定)되어 토

지대장에 소유권이 기재되는 1912년 시점과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1945년 시점, 이렇

게 양 시점을 서로 비교한 것이어서, 식민지기 농지소유의 구조가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는 매 연도별로 추적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분석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서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토지대장을 이용한 연구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1930년대 말

인 전시기에 돌입하면서 지주제가 완화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지주제

가 완화된 전시기 이후인 1945년 시점에서의 정보로는 비록 식민지기에 지주제가 발달

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제대로 포착해 낼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매 연

도 말 시점에서의 농지 소유의 구조를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포착함으로써 이영훈(2015)

의 분석 방법을 보완하여, 과연 식민지기를 거치면서 언양·삼동 지역 농지 소유의 구조

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지주제의 완화라든가, 농지 소유의 불평

등도의 완화가 있었다면 그 시점은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추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다.

또한 본 장은 서장에서 설명한 대로, 기존에 토지대장을 이용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자료상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호적 자료를 추가적으로 이

용하여 인구 관계 정보를 복원하고자 하였다. 한 농가에 속하는 가족들이 사실상 하나

의 경영체에 의해 관리되는 농지를 분산 소유하는 경우 전체적인 불평등도는 과소평가

1) 이영훈(1988) pp.372-381.

2) 이영훈(2015)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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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밖에 없는데, 호적 자료를 이용하면 그러한 문제를 교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

지의 소유권자가 사망하여 그 소유권이 사실상 상속된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대장에는 여전히 사망한 사람이 명의자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양·삼동 지역 농지의 소유자 총수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우려

가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도 호적 자료를 통해 교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존 

토지대장을 통한 연구들이 농지 소유의 불평등도를 살펴보면서 논과 밭의 실제 가치 차

이를 고려하지 않고, 둘의 면적을 단순 합계하였는데, 본 장에서는 서장의 서술과 같이 

당시의 실정을 반영하여 논과 밭에 3:1의 가중치를 두어 합산하였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호적 자료와 토지대장 자료의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특히 호적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 관계 정보를 복원하는 데 있어

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상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것이 본 장의 주된 관심인 농지 소

유 구조를 분석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호적 자료

를 이용하여 토지대장의 사망자 명의의 농지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구해보고, 

그것의 교정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3절에서는 토지대장과 호적을 결합한 분석 결

과를 제시하는 데 앞서, 언양·삼동 지역을 포함한 4개 면의 토지대장 DB를 분석한 결과

를 제시한 다음, 4절에서 본격적으로 토지대장과 호적을 결합하여 분석함으로써 본 장

의 목적인 언양·삼동 지역의 농지 소유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5절을 통

해 본 장의 결과를 요약한다.

2. 호적과 토지대장 자료에 대한 이해

본 절을 통해 우선 언양·삼동 지역의 토지소유관계의 장기 추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두 자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자료적 특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호적 자료를 통해 인구 정보를 복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호적을 통하여 과연 당대의 인구 실태를 온전하게 복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당

초 1909년 민적법에 의한 민적조사 당시에는 비록 일부 호의 누락은 있었으나, 개별 호

의 법적 편제는 자연 상태의 호 그대로를 조사하였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점차 일본식 

본적지 개념이 조선의 관습 및 제도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호적은 실제의 ‘가’ 대신 관

념상의 ‘가’를 등재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본적지 역시 실제 거주지와 다른 추상적 공간

이 되었다.3)

호적이 점차 실태와 거리가 멀어지고, 관념화 되면서 인구파악 장부로서의 기능이 떨

어지자 일제는 1942년 조선기류령을 제정하여 오늘날 주민등록부의 원형이 되는 『기류

부』라는 새로운 인구대장을 마련한다.4) 전시기에 조선인에 대한 징병제도를 도입하기 

3) 이승일(2008) pp.21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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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병적의 기초가 되는 호적의 완비가 필요하였는데, 누적된 인구이동의 결과 본

적지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증가하여 개별 인구의 소재를 온전히 파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호적은 그 작성원리 상 부계직계가족 형태의 가 구성을 상정하기 때문에 부계직

계가족 원리에 따라 호적부 상의 가가 인위적으로 편제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예

컨대 1909년 민적조사 당시에서 장남이라고 하더라도 부모와 별거하면 별도의 민적으

로 편제하였으나 이후 1915년까지 호적정리가 이루어져 장남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부

모와 같은 호적에 등재되게 되었다.5) 또한 여성 직계비속의 경우 혼인하면 당연 제적되

므로, 비록 딸, 외손과 실제로 동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모두 한 호적에 등재되

지는 않는다. 따라서 호적을 통해서는 자연 상태의 호를 그대로 관찰하기는 어렵고 부

계직계가족제도의 프리즘에 굴절된 이미지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1950년대 농촌 현지 조사를 통해 호적제도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제도의 개선 

나아가 호주제도의 폐지 자체를 주장하였던 김주수 교수는 그의 저서 『친족상속법』

(1964)에서 호적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현실생활공동체와 호적은 점점 유리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있

어서 법률상 家라고 하는 것은, 다만 호적상의 형식적인 집단에 지나지 않고 실제의 생활

공동체와는 거의 대부분이 유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에 있어서 ‘家’

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현실적인 생활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호적상의 것이 되고 만 것이다.6)

이러한 사실은 언양·삼동 지역 호적을 분석해 보아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언양·삼동 

지역의 1호 당 구성원 수의 추세를 보면, 1912년 현재 4.85명이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증가하여 1937년 7.06명, 1962년에 8.8명으로서 피크에 달하였다. 반면 

1925년 국세조사 결과 파악된 언양면의 평균 1세대 당 가족규모는 5.05명, 1935년에는 

5.14명이었다가 1944년 인구조사 결과에서는 오히려 가족 규모가 줄어들어 평균 4.94

명으로 조사되었다.7)

[표1-1]의 호적 구성원의 변화를 통해 보면 기존에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잘 등재되지 

않았던 손, 질, 숙부 등이 가족으로 한 호적에 점차 등재되어 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들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로서 대가족을 구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완전히 배

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호적상의 변화에는 앞서 서술한 호적 작성 방식의 변화라

4) 이명종(2007).

5) 손병규(2006)

6) 김주수(1963) p.46. 1963년 제1판이 나온 이 책은 2016년에 제13판이 출간되었다.

7) 1963년부터 차남 이하는 혼인하면 자동으로 호적상 분가시키는 법정분가 제도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1호당 구성원 수는 점차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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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1937년 1962년

최대값 21 45 39

평균 4.85 7.06 8.8

표준편차 2.39 4.2 5.65

[표1-2] 호적 구성원 수의 변화

　 1912년 1937년 1962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처 1672 20.5% 1966 11.7% 2464 9.6%

자녀 3935 48.2% 7690 45.9% 11018 43.1%

자부 553 6.8% 1025 6.1% 1144 4.5%

손 682 8.3% 2222 13.3% 3561 13.9%

모 446 5.5% 604 3.6% 777 3.0%

제 261 3.2% 819 4.9% 1286 5.0%

제수 50 0.6% 329 2.0% 617 2.4%

질 91 1.1% 804 4.8% 2472 9.7%

매 105 1.3% 327 2.0% 620 2.4%

숙부 4 0.0% 70 0.4% 136 0.5%

기타 371 4.5% 891 5.3% 1497 5.8%

합계 8170 100.0% 16747 100.0% 25592 100.0%

자료: 언양면, 삼동면 『제적부』, 『재제부』. 

비고: 이후 표나 그림에서 [표1-1]과 동일한 자료를 사용한 경우 출처 표기를 생략함.

[표1-1] 호적 구성원의 변화

는 제도적 측면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분가 신고의 실태는 어떠하였을까. [표1-3]으로부터 호적상 분가 신고 실태

를 확인해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분가의 시기가 늦춰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10년대에는 이제 막 민적이 작성된 직후여서 분가 자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하

나의 호가 성장하여 둘 이상의 호로 분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경과해야 했기 때문

이다.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분가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주목해야 할 점이 시간이 

지날수록 분가의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1920년대에는 혼인 5년 이내에 분가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점차 늦어져 1940년대부터는 전체 분가 신고 중 30% 이상

이 혼인한지 10년 이상 지난 사람들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해방 후인 1950년대부

터 분가의 시기가 다시 앞당겨지기 시작하였는데, 1960년대 이후에는 법정분가 제도의 

실시로 강제로 분가되었기 때문에 혼인한 해에 분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오래전 혼인한 사람들의 분가 신고가 있었는데, 이는 법정분가 제도가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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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구분
혼인 이후 호적상 분가까지 걸린 기간

혼인한 해 2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20년 초과

1910년대 0.00% 100.00% 0.00% 0.00% 0.00% 0.00%

1920년대 26.09% 41.30% 23.91% 6.52% 2.17% 0.00%

1930년대 7.62% 18.57% 24.29% 31.43% 15.71% 2.38%

1940년대 전반 4.38% 13.13% 16.88% 31.88% 30.63% 3.13%

1940년대 후반 3.64% 3.64% 14.55% 36.36% 30.91% 10.91%

1950년대 8.07% 10.16% 11.72% 17.45% 33.07% 19.53%

1960년대 43.63% 3.91% 6.12% 10.46% 15.11% 20.78%

1970년대 71.64% 0.32% 1.18% 1.29% 11.92% 13.64%

비고: ① 혼인신고일이 첫 자녀의 출생일보다 늦은 경우, 첫 자녀 출생일 1년 전에 혼인하였다고 간주함.

비고: 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강조 표시함.

[표1-3] 시기별 혼인 이후 호적상 분가까지 걸린 기간의 분포

실시되기 이전에 혼인한 사람들에게까지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분가 신고가 점차 늦어지고 있었던 원인의 하나로서 우선 일본 이민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지역의 경우 식민지기 일본으로의 이민이 많았는데8), 일본과 조선은 이

법(異法) 지역으로서 서로 전적이 금지되었다는 점 때문에 일본 이민자의 경우 분가 신

고 자체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 외에 식민지기 인구의 증가로 토지소유가 점차 영세해져 분가를 경제적으로 제약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도 가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상속제도 또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1914년 9월 조선고등법원 판

결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경우든지 가족이 사망한 경우든지를 불문하고 사망에 의하

여 그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자는 그 가적(家籍)에 있는 자에 한하며 타가에 있는 자

는 상속인이 될 수 없음은 조선의 관습이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차남 이하의 경우 

분가하여 가적(즉, 호적)을 달리하거나 혼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딸은 상속 대상에서 배

제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의 타당성이 문제가 되어 이후 1933년 12월 앞의 판례를 변경하

는 연합부 결정이 있었는데, “모의 유산은 남녀를 불문하고 그 자(녀)가 이를 상속하여 

동일 가적에 있고, 있지 아니함을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에 대하

여 부의 유산 상속에 있어서도 가적 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9) 대개 상속받을 토지가 상당히 있었던 상류층에 국한된 이야기이겠

8) 자세한 내용은 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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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각 연도 분가 건수의 비율

지만 이러한 사정 또한 분가 신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요인 외에 분가 신고 자체가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구태여 하지 않았

던 사정도 작용했던 것 같다. 1950년대 말 강원도 지역을 답사한 조사 결과 보고를 보

면, 1950년대 들어 분가 신고가 늘고 있었는데 80%는 병역문제 때문에 호적상 분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호주의 경우 징집을 연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1950년대 들어 

분가 신고의 유인이 생겼기 때문에 법률상 분가가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림1-1]에서 

볼 수 있듯이 언양·삼동 지역에서도 1950년대 분가 신고가 증가하였다.10)

이와 같이 분가 신고가 지연된 결과 각 호의 규모는 증가해 갔지만, 이들이 모두 언

양·삼동 지역에 거주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호적상 재적 인구와 인구센서스를 통해 

조사된 현주인구 통계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925년부터 실시된 국세조사 결

과와 호적에서 추출한 인구 통계를 비교하면 호적상 인구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9) 정광현(1940) pp.94-5.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 모의 이혼으로 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호적에 

속하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동거하고 있었던 경우로서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정광현

(1967) pp.283-5 참조.

10) 식민지기 보통학교 입학 아동을 선별하기 위해 납세 증명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납세액이 많을수록 입학이 용이했기 때문에 분가했던 차남이 다시 복적하여 호의 규모를 

늘리고 있었던 사례도 있다. (동아일보 1930.2.12.) 그러나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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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언양 호적과 인구센서스의 만 연령별 인구 분포 비교: 1955년 9월 1일 현재

있다. 1955년 실시된 간이총인구조사는 유일하게 언양 지역의 각 연령별 남녀 인구통계

가 제시되어 있는 센서스 결과인데, 이를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 호적상 재적인구 통

계와 비교하면 다음 [그림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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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자료를 비교해보면, 호적상 인구가 훨씬 많은 가운데 뚜렷한 특징은 20대 남성

의 경우 호적상의 인구보다 훨씬 적은 인구만이 센서스에 조사되었다는 점이다. 그 이

유에 대해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기가 한국전쟁 직후여서 20대 남성 사망자

가 많았는데 아직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20대 남성의 경우, 혼인과 분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젊은 시

절 타지로 돈을 벌기 위해 나가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인구 비율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

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20대 남성을 제외하면 모든 연령에서 호적상 

인구와 인구센서스 상 인구는 1.5~2배의 차이를 보여, 연령별 차이는 뚜렷하지 않다.

각 연령별 인구 차이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것은 호적상의 재적인구 과다는 특정 연령

대에서 실태와 괴리되어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 전 연령대에 걸친 문제 즉 호의 파악 

문제와 관련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해 준다. 분가 신고의 지연으로 각 호의 규모가 비

대해 지는 가운데, 인구 이동이 누적된 결과 실제 이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

히 호적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림1-3]과 같이 호적부의 숫자 그 

자체는 인구센서스에서 조사된 세대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동일 호적 내에 2~3

개의 세대가 결합된 형태에서, 이들 중 일부 세대가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분가 신고를 

미룬 채 본적지를 언양·삼동 지역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호적상 전적의 문제이다. 호적상 전적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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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인 제약이 있었다던가, 혹은 분가 신고와 같이 전적 신고를 지연, 태만하게 하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면 역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1935년의 호적상의 삼동 

지역 호의 총수와 인구센서스로부터 조사된 세대수는 거의 일치하고 있지만 그 총수를 

구성하는 실제 호들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령 호

적상 재적 호수의 10% 정도는 전적 신고 없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지만, 역시 그 

10%와 같은 수의 호가 전적 신고 없이 타 지역으로부터 이주해 와서 살고 있었다면, 

인구센서스 결과 총 세대수와 호적상 호의 총수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호적상 전적에 관해서는 두 가지 제도 변화가 중요하였다. 첫째, 1943년에 있었던 전

적 제한 조치이다. 총독부는 전시기(戰時期)인 1943년 법무국장 통첩 「轉籍ノ濫用防止

ニ關スル件」(1943.1.22.)을 발하여 행정 당국 일선에서 전적 신고의 수리를 가급적 제한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11) 둘째, 1963년 전적 신고제도의 도입이다. 1963년부터 

시행된 1차 개정 민법은 114조 2항에서 “시, 읍, 면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전

적’을 지칭)의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전적 신고가 있는 경우 이

를 반드시 수리토록 하였다. 1943년의 전적 제한 조치가 법률적으로 해제되었던 것이

다. 이를 두고 당시 언론에서는 ‘전적 허가제’에서 ‘전적 신고제’로 바뀌었다고 표현하였

다.

이러한 제도상의 변화는 언양·삼동 지역의 전적 통계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다음 [그림1-4], [그림1-5]에서와 같이 전적이 자유롭지 못하였던 1943-1963년 기간 동

안 전적 건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12) 다만 1943년 조치 이전 해인 1942년부터 전적

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은 정확히 모른다. 1942년 이전 전적 신고 비율은 전적

이 완전히 자유롭게 허용된 1963년 이후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즉 식민지기 후반

기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적에 있어서 별다른 제도적 제약이 없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외에 전적 통계에서 몇 가지 특이한 점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두고자 한다. 전입

11) 원문을 번역하여 옮기면 다음과 같다. “본적은 법률상 가의 소재로서 현실 생활의 본거인 주

소와는 전혀 그 관념을 달리하므로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없음은 물론임에도 불구하고, 곧잘 

본적을 주소라고 오해하는 자가 있다. 민적법 시행 당시의 취급에서는 이거했을 때에는 일정기

간 내에 그것을 신고하게 하여 본적을 경정(更正)하는 것이 규정이었기 때문에(제1조의 2) 현

재에도 이를 묵수(墨守)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소를 변경했을 때마다 전적을 하는 자가 

해마다 상당수에 달하는 실정이어서, 이러한 무익한 전적 때문에 부·읍·면의 사무가 현저히 증

가하여 번망하기까지 하고, 그간 호적 기재의 착오유루를 낳은 사례가 많으므로 이러한 잘못된 

견해는 적당히 지도 계몽하여 시정케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적절한 조치를 강

구하고 있다고 사료되고 있지만, 조만간 실시될 호적과 기류의 일제조사, 이후 정비 사무의 원

활한 운용을 꾀하기 위해서는 전적이 빈발한 것은 심히 장애가 될 우려가 현저하므로 극력 이

의 남용 방지에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는 관하 부윤, 읍면장으로 하여

금 전적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권고하여 그것을 철회케 하는 등 적당한 대책을 강구

케 함으로써 그 일을 실시함에 모든 유감이 없도록 하시기 바란다.” 조선호적협회(1943) 

p.47-8.

12) ‘전출(轉出)’과 ‘전입(轉入)’은 호적 ‘공부(公簿)’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편의상 타 지역으로의 전적을 전출, 타 지역으로부터의 전적을 전입으로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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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에서 전출비율을 뺀 순전입 비율 통계를 보면 1910년대 전반에는 전출이 전입보다 

많았지만, 1910년대 후반에는 반대로 전입 건수가 압도적이었다. 우선 전반부에 전출이 

많았던 것은 이 지역의 비농가 호들이 이 시기에 상당수가 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

농가 호의 대부분은 상업 또는 음식점에 종사한 호였는데 이들 80호 중 절반 이상인 

46호가 이 시기 전출하였다.13) 이들은 언양장시를 중심으로 모여든 장돌뱅이와 같은 이

들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1909년 민적조사를 통해 일단 이곳에 민적이 만들어졌다

가 이후 민적 정리 과정에서 타 지역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1910년

대 후반부에 전입이 많았던 것은 민적조사에서 누락된 호들이 이 시기에 취적의 형태로 

새롭게 호적이 편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이동한 경우는 아니

라고 할 수 있다.

1970년 이후 전입 건수가 급감한 것은 이 시기부터 가로쓰기 양식의 신호적이 동시

에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 전입된 호적은 새로운 양식의 호적부에 작성되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호적은 1909년 민적법에 의해 만들어져 1977년 재제로 전체가 

말소된 세로쓰기 양식의 호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 따라서 실제 전입이 

감소한 것은 아니고, 자료상의 문제에 불과하다.

1963년 전적과 전입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것은 이전 시기 억제되었던 전적 신고가 민

법 개정에 따라 이 해에 몰렸기 때문이다.

13) 이영훈(2015) pp.143-149. 이들을 두고 ‘조잔한 상공업자’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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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각 연도 전적 호수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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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각 연도 순 전입 호수의 비율

이러한 전적 통계의 검토를 종합해보면, 전적 신고의 경우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분가 신고의 관행이 각 호들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는 가정을 추가한다면, 호적 자료가 비록 현실의 인구 실태

와는 괴리되어 있지만 적어도 호 또는 세대 단위로 인구를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큰 문

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즉 앞서 설명하였듯이 법률상의 호는 시간

이 갈수록 비대해져 2-3개의 자연세대를 포함하게 되었지만, 이들 중 일부 세대는 사실

상 분가를 통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결국 호적상 호와 언양·삼동 지역의 자연

세대는 거의 동일한 관측 단위가 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토지대장의 소유자 변경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서장에서 토지대

장의 자료상 한계로 소유권자 이전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상속의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도 상속인의 권리가 인정되므로, 이 경우 토지대

장 상 소유자의 변동이 없게 된다. 다만 여러 형제들에게 분할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다툼을 방지하고자 상속인 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 토지대장 상에도 반영되

지만, 대부분의 영세한 토지만을 보유한 농가의 경우 상속인의 소유권 등기는 거의 없

었던 것으로 보인다.

토지대장에서 이미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에서 차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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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율을 구해 보면 다음 [그림1-6]과 같다. 대체로 1960년대 전반까지 증가하는 경향

이었는데 1930년대 초반 대공황으로 인한 토지매매가 증가하면서 약간 감소하였다. 또

한 농지개혁 전 사전 방매 기간에도 토지의 매매 거래가 활발하였는데 이때에도 소폭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 증가한다. 이러한 증가 경향이 최종적으로 해소되는 것

은 1962년 이후로 이때에 농지개혁으로 인한 분배농지의 소유권 등기와 특별법14)에 의

한 일반농지 소유권이전 등기가 허용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토지대장의 자료상 문제를 감안하여 4절에서 호적과 토지대장을 연결하여 분

석할 때, 분가가 아닌 호주상속에 의해 호주가 된 경우에 전호주 명의의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즉 호주를 승계하는 사람이 부친의 재산을 모두 상

속하였다고 본 것이다. 이 호주 승계자는 대부분 장남이나, 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 

차남이 호주를 승계하게 되고, 장남이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그의 아들이 있는 경우, 그 

장손이 호주를 승계하게 된다.

14)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1657호, 1964.9.1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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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전체 농지 중 논의 구성비 추이

3. 구 언양군 지역15) 토지 소유 관계 개관: 토지대장을 통한 분석

서장에서 히사마의 연구를 소개하면서 언양·삼동 지역은 ‘경북도작지역’으로 분류되

며, 전남·북, 경남의 도작지역과 달리 자작농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는 점을 언급

하였다. 그러나 같은 경북도작지역에 속하였지만 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역시 지역

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언양·삼동 지역을 비롯하여 상북, 

삼남 지역의 토지대장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여 이 일대의 토지 소유 관계

를 개관하고자 한다.

우선 [그림1-7]과 같이 전체 농지 중 논의 비율을 살펴본다. 논과 밭의 농지를 포함

한 전체 토지 면적은 식민지기 내내 거의 변동이 없었으며, 해방 이후에는 유지, 하천, 

도로 등 기존에 토지대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목이 대거 편입되면서 전체 토지의 규모

가 증가하였다. 논과 밭 사이의 지목 변환 이외에 주목되는 것은 1959년에 상당수 밭이 

임야로 지목이 변환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1950년대 비료 공급의 차질로 농업 생산성이 

하락한 가운데 더 이상 농지로 사용하지 않게 된 소규모 밭이 이 때 한꺼번에 지목 변

15) 토지대장 자료의 경우 구 언양군에 속했던 언양읍, 상북면, 삼동면, 삼남면 4개 지역의 자료

를 모두 확보하였기 때문에 토지대장을 이용한 분석은 이들 4개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었

다. 단 호적 자료의 경우 비용 문제로 인해 언양읍, 삼동면만을 DB화 하였으므로, 4절에서는 

언양·삼동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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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처리된 결과로 여겨진다.16)

이를 전제로 하여 전체 농지 중 논의 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첫째, 식민지기 동안 

밭에서 논으로의 활발한 지목 변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남 지역의 경우에 그 경

향이 뚜렷하지 않았지만 다른 세 지역의 경우 모두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중반

까지 논으로의 지목 변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언양 지역의 경우 당시 ‘언양미(彦陽

米)’로 명성을 얻고 있었으며, 인근 부산과 연결하는 도로가 나 있어 일본으로의 쌀 수

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에 대응하여 미작 중심으로 농업 

생산이 전환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 1950년대 말 논의 구성비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밭이 임야로 전환된 결과이지, 밭에서 논으로 지목이 

변환된 결과는 아니었다. 

둘째, 4개 지역 간에는 논의 구성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된 

1912년에 상북면은 전체 농지 중 75% 정도가 논이어서 쌀농사가 4개 지역 중 가장 활

발하였다. 다음으로 삼동, 삼남, 언양의 순이었는데 이들은 65% 내외로 큰 차이를 보이

지는 않았다. 상북면의 논 비중이 높은 것은 이곳의 자연지리적 환경과 관계가 깊다. 

상북면은 북서쪽의 산악지대에 발원한 태화강의 상류(궁근정천)가 관통하고 있는데, 산

간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보 등의 수리시설을 만들기가 유리하였고, 하천수를 

이용한 관개가 가능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은 일찍부터 논농사가 발달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그림1-8]과 같이 논과 밭의 소유자를 주소지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논의 

구성비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북면이 논과 밭 모두에서 면내 거주자의 소유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삼남면이 논과 밭 둘 다에서 면내 거주자의 소유면적 비율

이 가장 낮았으며, 언양, 삼동의 경우 논과 밭에서 순위가 엇갈렸다. 한편 논과 밭을 서

로 비교해 보면 논에서는 면내 거주자의 소유면적 비율이 1912년 기준 40~65% 선이지

만, 밭의 경우 80~90% 선으로 훨씬 높았다. 밭의 경우 대개 거주민의 소유였으며, 외

지에 거주한 부재지주들은 주로 논을 소유했던 사정을 말해준다. 그러나 당초 외지에 

거주한 부재지주들의 소유지였던 논들도 점차 면내 거주자의 소유가 되어 면내 거주자 

소유면적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였다. 식민지기 내내 논 중 면내 거주자 소유 몫이 증가

하였으며, 해방 직후 농지개혁 사전방매기에 크게 증가하였다가 농지개혁 분배농지의 

등기가 완료되는 1960년대에 이르면 거의 모든 논이 면내 거주자의 소유가 되고 있다. 

처음부터 면내 거주자의 소유 비율이 높았던 밭의 경우에는 식민지기 동안 뚜렷한 변화

가 있지는 않았다.

이상과 같은 사정은 이들 지역 지주 계층의 소유 관계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 토지

대장에서 확인되는 5정보 이상의 논을 소유한 계층을 지주 계층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소유 몫을 살펴본 것이 [그림1-9]이다. 역시 논의 구성비가 높았던 상북 지역에서 지주 

경제가 가장 발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1912년 기준 상북면 논의 18% 정도는 부재지주

16) 조석곤(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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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전체 농지 중 면내 거주자 소유 비율

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상북면에 거주한 지주 역시 11%를 소유하였다. 삼동, 언양 지역

의 경우에는 이보다 덜하지만 역시 부재지주의 소유 몫이 커서 1912년 기준 각각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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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삼동

[그림1-9] 4개 지역별 전체 답 중 지주 유형별 소유 면적 구성 

의 10%, 9% 가량을 이들 부재지주가 차지하고 있었다. 상북면을 제외하고는 재지지주

의 소유면적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눈에 띄는 특징은 삼남, 삼동 지역의 경우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의 논이 

많이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삼남면의 경우 전체의 15%가 법인 명의의 논이었고, 삼동 

지역도 이것의 비중이 10%나 되었다. [그림1-10]과 같이 이들 법인의 소유 몫을 따로 

떼어 살펴보면, 대부분 인근 양산군에 소재한 사찰 통도사의 소유 몫임을 확인할 수 있

다. 통도사는 고려 시대 이래 인근 토지를 상당수 소유하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들 

통도사의 소유가 이곳 삼남, 삼동 지방까지 뻗어져 있는 것이다. 통도사 외에 법인 몫

으로는 동양척식회사의 소유분이 눈에 띄는데 대부분 구 언양현의 현치였던 언양 지역  

토지이다. 과거 역토, 둔토 등이 동척의 소유로 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들 4개 지역 중 상북면이 답의 비중이 가장 높고, 지주경제

가 가장 발달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상북면의 경우 부재지주의 몫도 많았지만 재지지

주가 소유한 면적도 많았다. <부표>에 4개 지역 토지대장에서 확인되는 5정보 이상 논

을 소유한 지주 명단을 제시하였는데, 상북면에 거주하고 있는 지주의 경우 소유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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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0] 4개 지역별 전체 답 중 법인 지주의 소유 면적 구성

상대적으로 크다. 언양 지역의 유력 가문으로 소위 ‘언양6성’을 일컫는데, 이들 6개 가

문 중 5개의 가문은 상북면에 세거하는 가문이다. 즉 상북면의 경우 그 자연지리적 환

경으로 말미암아 오래 전부터 유력 양반 가문의 세거지가 되어 왔으며, 이들 양반 지주

들에 의한 지주경제가 발달했던 것이다. 지주경제의 발달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언양 지

역은 중간 정도였으며, 삼남, 삼동 지역은 사찰 통도사가 유력 지주로 군림하는 가운데 

개인 지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들 4개 지역의 농업 경제에서 일본인 지주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았다. [부표]를 

통해 보면 일본인이 소유한 답의 규모는 크지 않았으며, 또한 대부분의 일본인 지주들

은 식민지기 말기에 잠깐 농지를 소유했을 뿐이었다. 1920년경에 일본인 3인이 삼남면 

일대의 잡종지 130정보를 빌려서 농장을 개설하여 과수원 운영을 해보려다 실패하였다

는 이야기가 있다.17) 이들은 이어 과수원을 논으로 개답하였으나 수리 문제로 곤란을 

겪다 결국 중남수리조합 창설을 주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지역의 일본인 지주들은 

이미 조선인의 소유 구조가 강건하게 존재한 가운데 그 조선인 소유구조의 틈새에 놓여

17) 동아일보 1927.10.11. 「일본인 부호 3인의 열심운동으로 창설 – 중남수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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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열등지에 진출한 것이 고작이었다. 중남수리조합 창설을 주도하였다던 농장주 3인

의 경우에도 토지대장 상에서 그 소유가 확인되는 것은 佐佐松賢識이 밭 2정보 가량을 

소유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 농장의 관리인으로 소개된 高橋仙太郞도 역시 밭 2정보

만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4개 지역의 농지 소유의 지니계수 추이가 어떠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때 각 소유자별 토지자산규모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논과 밭의 면적을 단순히 합하는 

대신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하였다. 이에는 두 가지 정보를 활용하였다. 첫째, 

토지대장에 기록된 과세가격 정보를 활용하였다. 1912년 토지조사사업 사정이 완료된 

시점에서 각 토지의 수확고를 조사하여 등급을 매기고 과세가격을 설정한 것이 기록되

어 있다. 이 중 지목의 변환이 없었던 언양·삼동 지역 전체 논과 밭 중 1/3에 해당하는 

10,700 필지에 대해서 사정 당시 조사된 과세가격 정보를 입력하여 논과 밭의 평균적인 

경제적 가치의 차이를 구하였다.18) 이렇게 구해진 1평당 논과 밭의 과세가격비가 대략 

3:1 정도였다.

둘째,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수록된 토지매매가격 정보를 참조하였다. 여기에는 표

본으로 선정된 몇몇 지역의 상, 중, 하 등급별 평균 매매가격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언

양 지역이 표본으로 조사된 경우도 있는데, 평당 논과 밭의 평균 매매가격 비율을 구해

보면 역시 대략 3:1 정도로 나타난다. 따라서 논 면적의 3배를 한 수치에 밭 면적을 합

한 수치를 구해 각 호의 토지자산규모 지표로 삼았다.

[그림1-11]로부터 지니계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역시 지주경제가 가장 발달한 상북면

의 지니계수가 가장 높았다. 시기별 추이를 살펴보면, 당초 지주경제가 발달했던 상북면

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지역의 경우 1920년대 초중반까지 지니계수가 상승하였다. 삼남

면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지역은 1930년대부터 지니계수가 하락하고 있어, 1930년대 들

어 지주경제가 점차 쇠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에는 토지대

장의 자료상의 한계로 인한 문제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4절에서 이를 호적과 결합

한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볼 것이다. 끝으로 4개 지역의 공통된 특징으로 1946-1949년간 

농지개혁 사전방매의 효과로 지니계수가 크게 하락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토지조

사사업 직후 지니계수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이 시기에 이르면 모두 비슷한 0.55 언

저리의 수치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지니계수의 추이에 영향을 미친 사건을 살펴보기 위해 토지대장을 통해 파악

할 수 있는 매 연도별 토지 거래 양상을 [그림1-12]로 제시한다. 해방 이후 토지대장의 

필지수 증가를 감안하여, 전체 필지수 대비 매 연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 진 필지수를 

구하였다. 앞서 사망자 명의의 토지 비중이 감소하는 시기가 1930년경과 1945-49년간

18) 토지등급 란에는 시기별 구분 없이 지목 변환이 있는 경우 이전 등급 기록에 선을 그어 삭제

하고 여백에 새롭게 등급을 기재하고 있다. 지목 변환이 잦은 경우 등급이 기록된 순서를 알

기 어려워 지목 변환이 없는 필지만을 입력하여 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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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농지개혁 실시 전 농지의 사전방매가 활발했던 1946년부터 1949년까지를 별도로 강조함.

[그림1-11] 4개 지역별 지니계수의 추이

의 농지개혁 전 사전방매기, 그리고 농지개혁 등의 결과 소유권 이전이 대량으로 발생

하는 1950년대 말 이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소유권이전 건수 역시 이 세 시기에 활발

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30년 일본의 쌀 풍작으로 인한 미가의 급락 사태에 

따른 토지 유동성의 증가는 지니계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하였으며, 1945-49년간의 

유동성 증가 역시 지니계수를 큰 폭으로 하락시켰다. 1950년대 말의 농지개혁 분배농지

의 소유권 이전의 경우 비록 그 건수는 사전방매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역시 지니

계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분배농지의 전매를 반영한 1964년 이후 소

유권 이전은 상북면을 제외하고는 지니계수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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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토지대장』의 소유권자 사고(事故)란에는 소유권자가 설정 또는 변경된 사유를 적고 있다. 토지조사사

업으로 최초로 소유권이 설정된 경우 ‘査定’으로 기재하였으며, 일반적인 소유권 변경시 ‘所有權移轉’

이라고 기재하였다. 농지개혁으로 분배받은 농지를 등기할 경우, ‘所有權移轉’으로 기재하고 바로 밑

에 ‘農地分配’를 부기하였으며, 1964년 이후 특별법에 의한 등기의 경우 ‘法律第一六五七號에依한所

有權移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 그림은 일반적인 소유권이전 뿐만 아니라 농지분배 및 특별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도 포함한 건수의 매 연도 전체 필지수 대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1-12] 매 연도별 전체 필지 중 대비 소유권이전 필지 비율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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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읍외 지역 단위: 戶

연도
농지자산규모

합계
농지없음 500이하 501-4500 4501-9000 9001-27000 27001이상

1912 556
(32.4%)

251
(14.6%)

619
(36.1%)

163
(9.5%)

103
(6.0%)

24
(1.4%)

1716
(100%)

1915 605
(33.4%)

279
(15.4%)

631
(34.8%)

170
(9.4%)

104
(5.7%)

22
(1.2%)

1811
(100%)

1920 704
(35.2%)

324
(16.2%)

642
(32.1%)

187
(9.4%)

118
(5.9%)

23
(1.2%)

1998
(100%)

1925
778

(36.6%)
313

(14.7%)
671

(31.6%)
214

(10.1%)
128

(6.0%)
21

(1.0%)
2125

(100%)

1930
758

(35.7%)
307

(14.4%)
676

(31.8%)
229

(10.8%)
135

(6.3%)
21

(1%)
2126

(100%)

1935 794
(36.2%)

336
(15.3%)

671
(30.6%)

219
(10.0%)

156
(7.1%)

19
(0.9%)

2195
(100%)

1940 835
(37.1%)

304
(13.5%)

678
(30.1%)

255
(11.3%)

161
(7.2%)

16
(0.7%)

2249
(100%)

1945
929

(39.1%)
297

(12.5%)
724

(30.4%)
274

(11.5%)
138

(5.8%)
16

(0.7%)
2378

(100%)

1950 791
(33.9%)

240
(10.3%)

743
(31.9%)

343
(14.7%)

204
(8.8%)

9
(0.4%)

2330
(100%)

1955 892
(36.5%)

250
(10.2%)

780
(31.9%)

335
(13.7%)

180
(7.4%)

9
(0.4%)

2446
(100%)

1960 998
(38.9%)

210
(8.2%)

829
(32.3%)

348
(13.6%)

177
(6.9%)

6
(0.2%)

2568
(100%)

1965 1236
(42.0%)

251
(8.5%)

915
(31.1%)

356
(12.1%)

181
(6.1%)

6
(0.2%)

2945
(100%)

1970 1508
(48.8%)

246
(8.0%)

888
(28.7%)

310
(10%)

136
(4.4%)

4
(0.1%)

3092
(100%)

1975 1045
(47.0%)

147
(6.6%)

638
(28.7%)

260
(11.7%)

130
(5.8%)

4
(0.2%)

2224
(100%)

[표1-4] 농지소유규모별 호수의 분포와 그 비율

4. 언양·삼동 지역 토지 소유 관계의 장기 추이 및 그 특징: 호적을 활용한 분석

본 장에서는 호적 자료와 연결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2절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호적에 속한 구성원은 동일 생계를 영위한다고 간주하였다. 또

한 사망자 명의의 토지는 호주를 승계한 사람에게 모두 귀속한다고 보았다. 

우선 토지조사사업 결과 소유권이 사정된 1912년과 1915년부터 매 5년 간격의 시점

에서 토지소유 규모에 따른 계층별 호수와 그 비율을 정리해 본 것이 [표1-4] 이다. 읍

내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였는데, 구 언양현의 읍치 지역이었던 언양면 동

부리, 서부리, 남부리 3개 리 지역을 읍내 지역으로, 그 이외는 읍외 지역으로 하였다. 

계층 구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였다. 농지의 토지자산규모는 앞 절과 마찬가지로 

논과 밭 면적에 3: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값이다. 토지소유규모에 따른 계층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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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읍내 지역(언양면 동부리, 서부리, 남부리)

연도
농지자산규모

합계
농지없음 500이하 501-4500 4501-9000 9001-27000 27001이상

1912 338
(70.1%)

35
(7.3%)

65
(13.5%)

29
(6.0%)

12
(2.5%)

3
(0.6%)

482
(100%)

1915 315
(67.5%)

41
(8.8%)

67
(14.3%)

32
(6.9%)

9
(1.9%)

3
(0.6%)

467
(100%)

1920 330
(68.5%)

35
(7.3%)

70
(14.5%)

27
(5.6%)

15
(3.1%)

5
(1.0%)

482
(100%)

1925 342
(68.3%)

35
(7.0%)

77
(15.4%)

30
(6%)

11
(2.2%)

6
(1.2%)

501
(100%)

1930 368
(69.7%)

40
(7.6%)

74
(14%)

21
(4%)

22
(4.2%)

3
(0.6%)

528
(100%)

1935 376
(68.7%)

36
(6.6%)

80
(14.6%)

29
(5.3%)

19
(3.5%)

7
(1.3%)

547
(100%)

1940
416

(69.7%)
31

(5.2%)
97

(16.2%)
29

(4.9%)
17

(2.8%)
7

(1.2%)
597

(100%)

1945
448

(71.6%)
30

(4.8%)
99

(15.8%)
29

(4.6%)
14

(2.2%)
6

(1%)
626

(100%)

1950 419
(67.3%)

28
(4.5%)

122
(19.6%)

40
(6.4%)

12
(1.9%)

2
(0.3%)

623
(100%)

1955 438
(68.5%)

30
(4.7%)

126
(19.7%)

32
(5%)

12
(1.9%)

1
(0.2%)

639
(100%)

1960
477

(72.5%)
25

(3.8%)
112

(17%)
32

(4.9%)
12

(1.8%)
0

(0%)
658

(100%)

1965
518

(72.5%)
42

(5.9%)
125

(17.5%)
24

(3.4%)
5

(0.7%)
0

(0%)
714

(100%)

1970 578
(75.8%)

43
(5.6%)

115
(15.1%)

23
(3.0%)

4
(0.5%)

0
(0%)

763
(100%)

1975 360
(79.5%)

18
(4%)

56
(12.4%)

14
(3.1%)

5
(1.1%)

0
(0%)

453
(100%)

분은 6단계로 하였는데, 물론 가장 경제적으로 열악한 계층은 전혀 농지를 보유하고 있

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자산규모 500 이하는 

텃밭 수준의 농지만을 보유한 빈농계층이다. 토지자산규모 501 이상 4500 이하는 논으

로 환산하였을 때 0.5정보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계층이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작

을 필요로 했던 계층이다. 다음 토지자산규모 4501 이상 9000 이하는 논으로 환산하여 

1정보 미만을 소유한 계층이다. 9001 이상 27000 이하는 논으로 1-3정보를 소유한 계

층으로서 자작만으로 농가의 재생산이 가능했던 중농 계층으로 볼 수 있다. 나머지는 

논으로 3정보 이상을 가진 계층인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지주라고 부르기에는 다

소 그 규모가 작지만 이 정도 규모의 농가도 이 지역에서는 드물었기 때문에 하나의 계

층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농지 소유 분포를 보다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각 호의 토지자산규모

의 매 연도별 평균과 지니계수를 구하여 제시한 것이 [그림1-13]이다. 평균을 우선 살

펴보면 읍내 거주민의 경우 평균 소유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읍내에는 비농가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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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3] 언양·삼동 지역 토지자산 소유 분해의 추이

상당수 있었을 것이기에 평균 토지자산규모가 낮게 나오는 것이다. 읍내를 제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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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를 보면, 1912년 시점에서 언양 지역의 평균이 더 높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

라 그 차이가 줄어들어 2500-3000 선으로 수렴하고 있는 모습이다. 1940년대부터 읍

내 지역은 계속 평균 규모가 줄어들었다. 이는 읍내 지역의 도시화 정도를 반영하는 결

과일 것이다. 비농가호가 점차 증가하면서 토지 자산 이외에 다른 형태의 자산을 취득

하는 경우도 많아졌을 것이기에 읍내 거주민의 농지 소유는 평균적으로 줄어들었던 것

이다. 그 외 지역의 경우 농지개혁 사전방매기에 평균이 증가하였지만, 이후 호의 증가

에 따라 평균이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호의 증가는 해방 이후 분가 신고의 증가와 법

정 분가 실시에 따른 것인데, 따라서 이러한 평균 감소 현상이 실상을 반영하는 것인지

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의구심이 있다.

다음으로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토지대장을 이용한 분석과는 달리 전혀 토지를 소유

하지 못한 계층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니계수는 더욱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니계수의 경우에도 역시 읍내 지역이 높게 나타난다. 시기별 경향을 보

면, 언양·삼동 지역의 경우 1920년대 중반 이래 지니계수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 지역의 경우 ‘경북도작지역’에 속하여 전라, 경상의 남부지역 중 지주경제가 가

장 발달하지 않은 지역이면서, 그 안에서도 인근 상북면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지주 계

층을 발달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다. 그러한 지주경제 마저도 1920년대 중반 이후 쇠퇴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지니계수는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이는 

평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호적상 호의 증가에서 비롯된 효과도 있어서 다소 현실을 과

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지니계수의 추이는 토지대장을 이용한 분석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높

낮이의 차이는 있지만 증가와 감소의 시계열적 추이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

는다. 즉, 토지대장의 자료적 한계로 지적된 것 중 하나인 농가 내에서 소유권이 분산

되어 있어 실태 파악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지적은 적어도 이 지역에서는 그리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개 각 호의 호주가 토지의 소유자이다. 전호주 명의

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새롭게 자신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대장 상 

일견 2개의 호로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리 많지 않다. 농지를 많이 보

유한 경우 한 호에 속한 여러 구성원들이 토지를 분산하여 소유하는 경우도 찾아 볼 수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여 전체 지니계수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이는 이 지역

의 호당 농지 소유 규모가 영세하다는 사정과도 관련이 있다. 

전 기간을 통틀어 지니계수의 증가는 1910년대-1920년대 전반 시기와 호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 해방 이후의 시기에 발생하였는데, 해방 이후의 경우에는 호적 자료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1910년대-1920년대 전반의 지니계수 감소의 경우만 좀 더 살펴보

고자 한다. 1910년대-1920년대 전반의 지니계수가 악화된 원인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

자면 구조적인 양극화의 결과라기보다는 주로 이 기간 동안 언양·삼동 지역으로 전입한 

호들이 영세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언양의 읍외 지역만을 살펴보면 191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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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년 말 1925년 말

농지 없음 0.0 451.8

500 이하 222.2 492.0

501 이상 4500 이하 2087.0 2452.2

4501 이상 9000 이하 6184.9 5609.8

9001 이상 27000 이하 14077.3 13020.9

27001 이상 46398.4 42155.9

전체 평균 3170.0 3277.4

[표1-5] 1912-1925년간 존속한 호의 계층별 평균 토지자산규모 비교

지니계수가 가장 높았던 1925년까지의 기간 동안 존속하였던 호의 경우, 지니계수는 비

록 증가했지만 구조적인 양극화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힘들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동 기간 동안 존속한 호들의 계층별 평균 토지소유규모를 보고자 한 것이 [표1-5]이다.

[표1-4]와 같이 6단계 계층 구분에 따라 1912년-1925년간 존속한 읍외 지역에 거주

한 호들의 평균 토지소유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501 이상, 즉 논으로 0.5 정보 

이상의 계층에서는 평균이 하락하였으나 그보다 소유규모가 작은 계층에서는 평균이 상

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지주 계층 및 중농 계층에서의 평균 규모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

에 구조적인 양극화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힘든 것이다.

두 기간 동안 전체 호를 대상으로 한 지니계수는 0.773에서 0.789로 상승하였는데, 

그 증가폭이 작아서 구조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기에도 무리가 있지만, 1912-1925년간 

존속한 호들의 경우만을 살펴보면, 그 증가폭은 전체 호를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작아

져서 0.736에서 0.747로의 상승에 불과하였다. 이 시기 지니계수의 상승은 전입과 전출

로부터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전입한 호는 244호로 전출한 호 171

호보다 많았는데, 이들 전입, 전출하는 호들의 경우 평균 소유규모가 작았던 계층들이

다. 전입한 호의 경우 평균이 1457, 전출한 호의 경우 평균이 1089로 나타나는데, 지니

계수의 증가는 이들 영세호의 순전입으로부터도 영향을 받고 있었다. 

다음으로 [그림1-14]를 통해 위의 6단계 계층별로 절대수가 아닌 1912년 시점을 100

으로 하였을 때 이후 증감을 살펴보기로 한다. 즉 각 계층별로 호수의 증감에 체계적인 

차이가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읍내를 제외한 지역을 우선 살펴보면, 두 가지 경향이 

눈에 띈다. 가장 극빈 계층인 토지자산규모 ‘없음’ 계층의 경우 식민지기 동안 그 수가 

계속 증가하였다. 이들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농지개혁 사전방매 기간으로 이때가 비

로소 토지 없는 계층의 상당수가 비로소 제 이름으로 된 토지를 갖게 된 시기이다. 둘

째, 토지자산규모 ‘4500-9000’, ‘9001-27000’의 중간 계층도 증가하고 있었다는 게 눈

에 띈다. 영세농의 증가와 함께 중농 또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었다. 셋째, 가장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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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4] 토지자산규모별 호수의 증감 비교(1912년=100)

계층인 ‘27001 이상’은 1912-1977년 동안 점차 그 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농지개혁으로 

최종적으로 사라졌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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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습은 읍내 지역만을 분석하였을 때 또 달라진다. 읍내 지역의 경우 ‘27001 

이상’ 상층농의 증가가 오히려 뚜렷하였다. 하위 계층은 거의 증감이 없었으며, 식민지

기 말기에 약간 증가하는 수준이었다. 읍내 지역의 상층농 증가는 앞서 제시한 읍내 이

외 지역의 상층농이 이주한 결과는 아니다. 면 내에서의 이동의 경우 호적의 전적 대상

이 아니기 때문에 호적상으로 파악되지 않는다. 이들 읍내 거주 상층농의 증가는 본래 

읍내에 거주했던 이들 중 일부의 지위가 상승한 결과이다. 이들은 언양장을 매개로 들

어온 식민지 자본주의에 호응하여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킨 이들일 것이다.

호적과 토지대장을 연결하여 분석한 홍성찬(1992)의 연구는 읍내 지역만을 분석하여 

식민지기 농가 경제의 동향을 양극분해로 결론지은 바 있다. 언양 지역에서도 읍내 지

역만을 놓고 보면, 상층농의 수가 뚜렷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시야를 그 배후에 놓인 광활한 농업 지대로 돌려 보면 또 다른 이미지를 

보게 된다. 전통적인 전근대적 농업 질서가 비교적 강고한 그 지역에서는 농지의 소유

규모가 점차 영세해 지는 가운데, 상층농은 줄어들고, 중층농의 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식민지기 농지 소유 규모의 영세화는 지주제를 전제로 한 총독부 농업정책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식민지기 인구의 자연 증가의 결과일 수도 있다. 이 지역의 

경우 앞서 고찰한대로 식민지기 동안 호수가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은 한편, 새롭게 

분가하게 될 세대는 호적상의 분가를 미룬 채 외지로 이동하여 나갔다. 인구의 자연증

가로 인해 가해지는 인구 압력은 외부로의 이동을 자극하고 있었고, 특히 부산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가기가 비교적 유리했던 이 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일본으로의 이민이 활

발하게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인구 이동의 결과 이 지역 농업 경제에 가해지는 인

구 압력이 상당수 완화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인구의 증가에 따라 호의 수는 완만하

게나마 증가하였다.

만약 호의 증가가 없었다면 어떠했을 지에 대한 반사실적 가정의 결과를 살펴본 것이 

다음 [그림1-15] 이다. 1912년에 시점의 호가 이후 호적상 분가되지 않고 그대로 지속

되었다고 한다면 호의 분가로 인한 영세화가 발생하지 않아 평균 소유규모는 실제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분가로 인해 토지가 분할되지 않은 까닭에 불평등

도도 실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지역의 경우 인구 이동이 활발하였고, 

호적상 분가가 지연되고 있었다는 자료상의 특성 때문에 분가가 토지소유의 영세화에 

미치는 효과가 그리 컸다고 할 수는 없다. 향후 인구이동이 덜 활발했던 지역을 대상으

19) 토지소유규모가 많은 순으로 일렬로 늘어놓았을 때 상위 1%, 상위 10%, 상위 50%가 소유한 

규모의 비중을 살펴보아도 이와 비슷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언양 지역 읍내 이외의 지역의 

경우, 1912년 말 기준 상위 1%는 전체 규모의 21.4%를 소유하였는데, 1945년 말 기준으로 

15.4%만을 소유하는 것으로 줄어들었다. 상위 10%, 상위 50%에 대해서도 각각 61.9%에서 

55.2%로, 98.1%에서 99.0%로 변하였다. 대개 전체 호의 절반 가량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가운데, 나머지 절반의 경우에는 소유규모가 보다 균등해 지는 경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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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5] 분가가 없는 경우(반사실적 가정) 토지자산 소유 분해의 추이

로 분가가 토지소유 규모의 영세화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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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균

[그림1-16] 마을 내 친족집단 규모와 토지자산 규모와의 관계

마지막으로 [그림1-16]을 통해 마을 내 동족집단이 존재했던 호와 그렇지 않았던 호

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 지역의 경우 호적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동족집단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들 동족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어떠한 경제적 우위가 있

었는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호적의 본적지 정보를 활용하여 마을을 구분한 후 1912년 

시점에서20) 각 마을 내에서 동성동본 호가 10호 이상 이상인 경우에 이를 동족집단으

로 식별하고, 이들의 토지소유규모를 나머지와 비교해 보았다. <부표>에 각 마을별 성

씨 구성을 제시하였다.

이들 동족집단에 속한 호와 그렇지 않은 호 간의 토지소유규모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동족집단이 있는 경우에 평균 소유규모가 높았다. 둘째, 불평등도는 

전체적인 경향보다 낮았다. 동족집단이 있었던 성관의 경우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지역

20) 삼동 지역의 경우 화재로 인한 호적의 멸실로 1923년 이전 호적의 일부가 누락되어 1923년

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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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니계수

에 터를 잡고 오랫동안 거주해 왔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규모

도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이다. 또한 이들 동족집단 내에서 살펴보면, 물론 토지가 많은 

호와 토지가 적은 호로 나눠지고 있었지만, 그 불평등도의 정도는 전체 수준보다는 작

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족집단에 속한 호는 상대적으로 그 경제적 지위가 균등했다

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이러한 동족집단을 가진 호들의 경제적 우위는 끈질기게 유지되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야 최종적으로 해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지개혁의 내용이 토지대장

에 늦게 반영되어서 이와 같이 나타난 걸로 추정되는데, 이를 감안한다면 농지개혁의 

효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즉, 농지개혁으로 농촌 사회 내에서 존재했던 동족집단과 

그렇지 않은 이들 간의 경제적 격차가 비로소 해소되었던 것이다.

5. 소결

본 장에서는 호적과 토지대장 자료를 이용하여 언양·삼동 지역 농가 경제의 전개 양

상을 개관하였다. 이에 앞서 우선 두 자료의 자료적 특성에 대해 검토하는 데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였다. 검토 결과, 호적상 분가 신고는 점차 지연되고 있어 호적상 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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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대해 지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전적 신고의 경우 

특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인구센서

스와 비교했을 때 인구수의 경우 호적의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호수에 

있어서는 양자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토로부터 호적상의 호는 비록 분가의 지연으로 2개 이상의 자연세대의 결합

으로 비대해 졌지만, 한 호에 속한 자연세대 중 일부는 실제로는 외지로 이동하였기 때

문에 인구센서스와 비교했을 때 호수의 차이는 거의 없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

었다. 따라서 호적상의 호 그 자체를 하나의 분석단위로 하더라도, 이 지역의 실태를 

살펴보는 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또한 토지대장에서 명의 변경이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사망자의 명

의로 된 토지가 점차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호주 승계자의 경우 전호주 명

의의 토지를 사실상 소유한다고 간주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토지대장 자료를 활용하여 언양·삼동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언양·삼동 

지역은 히사마의 농업지대 구분론에 따르면 ‘경북도작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상

대적으로 자작농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일찍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경북도

작지역’ 내에서도 지역적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산간부에 위치하여 전통적

인 보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수리 조건이 좋았던 상북면의 경우 지주경제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상북면을 포함한 이 일대 지역의 경우 대체로 1920

년대 중반 이후로는 지주경제가 점차 쇠퇴하여 식민지기 말기에 이르면 1912년보다 불

평등도가 완화되고 있었다. 불평등도는 농지개혁 사전방매기에 크게 완화되었으며, 

1960년대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토지대장으로 확인한 토지소유관계의 시기별 동향을 호적자료를 결합한 분

석을 통해서 재차 확인하였다. 호적자료를 이용하면 농지를 전혀 소유하지 못한 극빈 

계층도 파악할 수 있어서, 토지대장 자료를 이용해 구한 지니계수의 과소 추계를 보정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니계수의 증가 및 감소 추이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적어도 불평등도의 추이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기존에 토지대장을 활용한 연구에서 

지적된 자료적 한계, 예컨대 토지를 한 가구 내에서 여러 명의자로 분산 소유하는 등의 

문제가 크게 염려할 만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읍내 거주민과 읍내 제외 지역 거주민을 구분하여 분석하여 보면, 서로 상이한 모습

을 보이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읍내 거주민의 경우 3정보 이상을 소유한 지주 계층의 

비중이 증가하여, 종래 식민지기 농업경제 연구에서 지적되었던 양극화의 모습을 뚜렷

하게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읍내 제외 지역의 경우 3정보 이상 지주층은 점차 감소하였

고, 이들의 계층이 하락한 결과 중농 계층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읍내 제외 지

역의 경우 중농의 증가가 오히려 표준적인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여기에 추가로 분가가 토지의 영세화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는데, 이 지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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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기 인구 이동이 활발하여 인구 압력의 중압은 그리 크지 않았으나, 분가로 인해 

토지소유가 점차 영세해 지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분가의 효과에 관해서는 향후 

인구 이동이 활달하지 않았던 지역의 사례를 추가로 분석할 여지가 남아 있다. 동족집

단의 경제적 우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동족집단에 속한 경우 평균 소유 규모가 

컸으며, 그들만 따로 뽑아 구한 분배의 불평등도는 전체 불평등도보다 낮았다. 동족집단

에 속한 경우 평균적으로 경제적으로 우월하였으며, 동족집단 내에서의 경제적 처지는 

상대적으로 균등했던 것이다. 식민지기에 비록 토지소유의 불평등도가 완화되었지만, 이

들 동족집단의 경제적 우위는 해방 이후 농지개혁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해

소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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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91219131914191519161917191819191920192119221923192419251926192719281929193019311932193319341935193619371938193919401941194219431944

교본량조 0.2 0.2 0.2 0.2 0.2 0.2 0.2 0.2 6.7 6.7 6.7 6.7 6.7 6.7 7.0 0.2 0.2 0.2 0.2 0.2 0.2 0.2 0.2 0.2

구강양조 0.2 5.5 5.5 5.5 5.5 5.5 5.5 5.5 5.5

국본구길 1.0 1.1 0.6 1.3 1.4 1.5 1.5 1.6 1.6 2.3 2.5 3.3 4.3 5.6 4.9 4.6 5.3 7.8 7.8 7.6 7.6 7.3 7.3 7.2 7.2

대하천영삼랑 18.0 18.0 18.2

도정구청태랑 6.5 6.5 6.5 6.5 6.5 7.1 7.1 7.1 7.1

성산의영 0.2 0.4 0.4 0.4 20.4 20.4 20.4 19.4

식촌구삼랑 6.6

십촌직삼 3.0 3.7 5.0 5.3 6.5 6.6 6.6 6.6 6.6

원강반차랑 0.3 1.4 5.0 5.0 5.8 6.6 8.0 13.4 14.5 15.6 16.4 18.9 19.2 19.2 19.1 19.1 19.1 19.1 13.0 0.5

원림정식 0.0 0.0 0.0 0.0 0.0 0.0 0.0 0.2 0.2 8.7 8.1 7.9

이등우의 6.5 6.5 6.5 6.5 6.5 6.5

좌산우좌길 3.2 9.6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9 9.8 9.7 0.7 0.2 0.2 0.2 0.2 0.2 0.2 0.2 0.2

좌산장 0.1 10.9 6.1 6.1 6.1 6.1 6.1 6.1 6.1 6.1

중산우기 4.7 5.6

중촌무 1.6 8.9 9.7 9.7 9.7 9.7 9.7

창산영일 3.1 3.4 3.5 5.0 5.0 5.0 5.0 5.0 5.0 5.0 5.0

판정수 외2인 2.5 9.0

흥전우실 0.1 0.1 0.1 0.1 10.9 10.9 10.9 10.9 10.9

[부표1-1] 5정보 이상 논 소유 일본인 지주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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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91219131914191519161917191819191920192119221923192419251926192719281929193019311932193319341935193619371938193919401941194219431944

동양척식

주식회사
12.4 13.8 13.8 13.8 13.8 13.8 14.2 14.2 14.2 14.2 14.2 14.2 14.2 14.2 14.2 14.1 14.1 14.1 14.1 14.1 14.0 13.7 13.6 13.6 10.6 10.6 10.9 10.9 12.3 12.3 12.3 12.3 12.3

석남사 23.2 24.6 26.7 26.7 26.8 26.8 26.8 26.8 27.2 27.2 28.4 28.4 28.4 28.5 28.5 28.5 28.5 28.5 28.5 28.2 28.2 28.0 27.6 27.6 27.5 27.5 27.5 27.5 27.3 27.6 27.1 27.1 27.3

태고사 0.5 33.8 33.8 35.1

통도사 145.9 147.4 147.0 147.5 147.5147.5 149.1 149.5 151.2 151.2 151.2 151.2151.8 151.7 152.1151.3 151.0 151.0 151.0151.6 151.8 151.8151.8 151.8 151.7 151.7 151.7 151.7 151.8151.3 120.5 120.5 118.3

풍전산업

주식회사
2.8 12.0 12.0 12.0

[부표1-2] 5정보 이상 논 소유 법인 지주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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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91219131914191519161917191819191920192119221923192419251926192719281929193019311932193319341935193619371938193919401941194219431944

강호문 5.1 5.3 5.1 5.1 5.1 5.1 5.1 5.1 5.1 5.1 5.1 4.9 4.9 4.9 4.9 4.6 4.6 4.6 4.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김교철 3.4 4.2 4.4 4.5 4.5 4.6 4.6 4.6 5.4 5.4 5.0 5.0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5.1 5.1 5.0 4.8 4.8 4.8 4.8 4.4

김교홍 2.0 2.0 2.4 3.0 3.0 3.0 3.2 3.7 4.1 4.4 5.1 5.2 5.2 5.2 5.3 5.3 5.3 5.8 5.9 5.9 5.7 5.7 5.7 5.7 5.7 5.7 6.1 6.1 6.1 6.1 6.1 3.6 3.0

김락진 5.1 5.1 5.1 5.1 5.1 5.1 5.1 4.6 4.6 4.6 4.6 3.7 3.7 3.7 3.7 3.7 3.7 3.7 3.7 3.6 3.6 3.6 3.6 3.6 3.6 2.5 2.5 2.5 2.5 2.5 0.0 0.0 0.0

김방일 8.6 8.6 8.6 8.6 8.6 7.3 7.3 7.5 7.5 7.5 7.5 7.5 7.5 7.5 7.5 7.4 7.4 7.4 7.4 7.4 7.4 7.4 7.4 7.4 7.4 7.4 7.3 7.3 7.3 7.3 6.7 6.7 6.7

김병표 6.3 4.0 3.2 2.9 2.9 2.7 2.3 2.3 2.3 2.3 2.1 1.2 1.4 1.0 1.0 0.8 0.8 0.8 0.8 0.8 0.4 0.4 0.4 0.4 0.3 0.3 0.3 0.3 0.3 0.3 0.3 0.3 0.3

김병홍 6.2 6.2 5.6 4.6 4.6 4.6 4.6 4.6 4.6 4.6 4.6 4.8 4.8 4.8 4.8 4.9 5.2 5.7 6.1 6.0 6.0 6.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김석한 5.4 5.9 6.1 7.0 7.0 7.4 7.9 8.1 8.1 8.4 9.1 10.0 11.5 13.3 13.4 13.8 14.0 14.6 15.2 16.2 16.3 16.0 16.2 16.3 16.4 16.6 16.5 16.5 16.3 16.5 16.5 16.3 11.8

김영훈 0.0 0.3 1.1 1.3 1.3 1.4 1.4 1.9 1.9 2.0 2.2 2.3 2.8 3.1 3.4 3.5 3.6 3.6 3.6 4.0 4.0 4.0 9.1 8.3 7.9 7.3 6.7 6.4 6.3 6.0 5.7 5.8 5.5

김찬희 5.1 5.6 5.7 6.4 6.4 7.6 8.7 9.4 9.4 9.8 10.8 10.9 12.2 13.5 14.1 15.8 16.4 16.4 16.8 16.8 17.1 17.6 17.3 18.0 17.4 17.2 17.0 17.0 17.0 17.0 16.6 15.7 14.5

김태진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7 12.2 12.2 12.2 12.2 12.2 12.2 12.2 12.2 12.2 12.2 12.2 12.2 12.2 12.2 12.2 12.2 12.1 12.1 12.1 10.7 10.7 10.7 10.6

김형한 9.7 9.9 11.1 11.2 11.3 11.0 11.3 10.8 10.8 10.8 10.8 10.8 10.4 10.6 10.6 11.0 10.7 10.7 11.0 11.6 11.8 12.0 8.0 8.0 7.5 7.2 6.9 6.4 6.2 5.8 7.3 7.0 6.9

김호동 0.0 0.0 0.0 0.0 0.0 0.2 0.2 0.8 0.8 0.8 0.8 1.4 2.2 2.2 2.2 3.0 3.0 3.2 3.0 4.6 4.8 5.0 7.4 8.2 8.2 6.7 6.7 6.7 6.6 6.2 5.0 4.2 3.7

노병숙 0.0 0.0 0.0 0.9 1.1 1.1 1.3 1.5 1.9 2.6 2.6 2.6 5.7 5.7 5.7 3.6 3.6 3.6 3.6 3.2 3.2 3.2 3.2 3.2 3.2 3.2 2.5 2.7 2.5 1.9 0.4 0.4 0.4

박재화 5.0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8 4.4 4.4 4.4 4.4 4.4 4.4 4.4 4.4 4.4 3.8 1.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박학묵 0.0 0.0 0.0 0.0 0.0 0.0 0.0 8.9 1.7 0.8 0.3 0.3 0.2 0.2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성만조 0.0 0.0 0.0 0.0 0.0 0.0 0.0 0.0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3.4 2.9 3.4 3.4 3.6 5.6 5.3 5.3 5.3 5.3 5.3

성상환 4.0 5.7 4.9 4.9 4.9 4.9 4.6 4.6 4.6 4.2 4.2 4.2 4.2 4.2 4.2 4.2 4.2 4.0 4.0 4.0 4.0 4.0 0.8 1.0 1.5 1.5 1.5 1.5 1.5 1.5 1.5 1.5 1.5

성충갑 1.3 1.3 1.3 1.7 1.7 1.9 2.1 2.6 3.1 3.1 3.8 3.8 4.4 6.1 6.8 7.5 8.2 8.4 8.4 9.1 9.4 10.6 7.3 7.5 7.5 7.5 7.9 8.6 8.2 8.3 8.0 8.0 7.4

[부표1-3] 5정보 이상 논 소유 상북면 거주 지주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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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91219131914191519161917191819191920192119221923192419251926192719281929193019311932193319341935193619371938193919401941194219431944

성헌장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2 1.2 0.3 0.4 0.4 0.4 0.4 0.4 0.1 0.1 0.0 0.0 6.6 6.4 6.5 6.3 6.3 6.3 6.3 6.3 6.3 4.3 4.1

이규로 7.0 6.6 6.0 3.5 3.5 3.3 3.1 2.8 0.4 0.2 0.2 0.2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정경조 16.3 16.2 16.2 16.2 15.8 16.2 15.3 2.7 1.2 1.2 0.8 0.8 0.6 0.6 0.5 0.5 0.2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정병회 4.7 5.2 5.2 5.2 5.2 5.2 5.2 5.2 5.2 5.2 5.2 5.2 5.2 5.0 5.0 5.0 5.0 5.0 5.0 5.0 5.2 5.9 5.2 4.9 4.9 4.9 5.1 5.1 5.1 5.1 5.1 4.8 4.4

정상록 0.0 0.0 0.0 0.0 0.0 0.4 0.4 1.5 1.5 1.5 1.5 2.2 2.2 2.7 2.7 3.2 3.2 3.4 3.4 3.7 3.7 4.2 4.5 5.0 5.2 5.2 4.9 4.9 4.9 4.9 4.9 4.7 4.4

정인구 3.8 4.6 4.6 5.2 6.8 6.8 7.1 7.1 5.7 5.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정진규 0.0 0.0 0.4 0.8 1.0 1.0 1.0 1.2 1.8 1.8 1.8 2.2 2.2 3.1 3.2 3.4 3.4 3.5 3.5 3.9 4.2 4.5 4.5 4.7 5.4 5.4 5.4 5.4 5.4 5.4 4.7 4.3 3.6

정쾌수 0.0 0.0 0.0 0.5 0.5 1.1 1.3 1.4 1.4 1.5 1.7 2.2 4.1 5.0 5.0 5.0 5.0 5.1 5.1 6.1 6.1 6.3 7.1 7.1 7.3 8.0 8.3 7.9 7.9 7.6 5.0 5.0 4.6

정필조 6.8 5.3 5.3 1.9 1.9 1.9 1.9 1.2 1.2 1.2 1.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성명 191219131914191519161917191819191920192119221923192419251926192719281929193019311932193319341935193619371938193919401941194219431944

서익조 1.4 1.7 1.8 6.2 6.2 6.2 6.2 6.2 6.2 6.2 5.7 5.0 5.0 5.0 4.5 1.2

안덕기 5.6 6.0 6.0

[부표1-4] 5정보 이상 논 소유 삼동면, 삼남면 거주 지주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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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91219131914191519161917191819191920192119221923192419251926192719281929193019311932193319341935193619371938193919401941194219431944

김경애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8.4 8.4 8.4 8.2 8.2 8.2 8.9 8.9 8.9 8.6 8.6 0.9 0.4 0.4 0.4 0.4 0.4 0.4 0.4 0.4 0.4 0.4

김도일 0.1 0.4 5.1 5.1 5.1 0.1 0.1 0.2 0.2 0.2 0.2 0.1 0.1

김리득 0.5 0.5 0.5 0.5 0.5 0.5 0.5 0.5 0.7 0.7 1.0 4.3 4.3 4.3 5.0 6.3 6.5 6.5 6.6 4.0 3.1 2.8 2.8

김상봉 5.8 5.8 5.8 5.8 5.8 5.8 5.8 5.8 5.8 5.8 5.8 5.8 5.8 5.8 5.8 6.1 6.1 6.6 6.7 6.7 6.6 6.6 6.6 6.4 6.4 6.4 6.4 5.5 5.5 5.5 5.5 5.5 5.5

김정곤 5.7 5.7 4.8 4.7 5.1 5.1 5.1 5.1 5.1 4.9 4.9 0.2 0.2 0.2 0.2 0.2

김한빈 4.9 5.1 5.4 5.2 5.2 5.2 5.2 5.2 5.2 3.6 3.6 3.3 3.0 3.0 3.0 3.0 3.0 2.8 2.0

김홍경 0.3 0.3 0.3 0.8 0.8 1.6 2.5 2.6 2.6 2.6 5.3 6.0 5.7 6.1 1.1 1.0 1.8 1.8 1.8 1.8 1.8 1.8 1.8 1.7 1.3 1.3 1.3 1.3

송명택 1.9 7.8 6.7 6.7 6.7 6.8 4.8 4.8 4.8 4.8 3.5 3.4 3.4 3.0 3.0 3.0 3.0 2.8 2.8 2.8 2.6 2.4 2.4 2.2 2.2 2.2 1.0 1.0 1.0 1.0 1.0 0.9 0.9

송선택 5.7 5.7 5.9 5.9 5.9 6.6 6.6 6.6 7.0 7.0 8.0 8.0 8.0 8.0 8.2 8.0 8.0 8.1 8.0 8.0 7.5 7.5 7.6 7.6 7.6 7.6 6.9 6.9 6.9 4.7 4.6 4.6 4.2

송종서 13.5 6.9 6.3 6.3 6.3 6.3 5.4 5.4 4.6 4.6 1.5

송종훈 5.6 5.9 5.5 3.3 3.3 3.3 3.3 3.1 3.1 2.4 1.7 0.6 0.6 0.6 0.5 0.5 0.5 0.5 0.5 0.5 0.5 0.0 0.0 0.0

오무근 15.0 14.1 14.1 1.9 0.3 0.3 0.3 0.3 0.3 0.3 0.3 0.3

윤재복 3.4 3.4 3.4 3.4 3.4 3.7 3.7 3.7 3.7 3.5 3.8 7.9 7.4 7.4 2.8 1.5 1.5 0.8 0.6 0.0 0.0

정재순 3.0 3.0 3.0 3.1 3.1 3.1 3.4 3.4 3.5 4.6 4.6 4.6 4.6 4.6 4.8 4.8 4.9 4.9 4.6 4.6 4.6 4.9 4.7 4.6 3.9 4.0 4.0 4.0 5.8 5.2 5.2 5.1 5.1

정택하 9.0 5.4 5.5 5.4 5.1 5.1 5.1 5.1 5.1 5.1 5.3 5.3 5.3 5.3 5.3 5.3 5.3 5.3 5.5 5.5 5.3 5.3 5.3 5.0 5.0 3.6 3.6 3.6 3.6 3.6 3.3 3.3 0.0

조성언 0.9 5.1 4.2 4.2 4.2 1.0 0.9 0.6 0.4 0.4 0.4 0.4 0.4 0.4 0.4 0.1 0.1 0.1 0.1 0.1 0.1

최상봉 3.5 3.5 3.5 2.0 2.0 2.0 2.0 3.8 3.8 3.8 3.8 3.8 4.3 4.3 4.7 4.8 5.1 5.1 5.3 5.6 5.6

하봉철 0.2 0.4 0.8 0.8 1.0 4.3 5.2 5.4 6.1 6.6 6.6 6.9 6.9 6.9 6.7 6.7 7.0 7.0 6.6

한렬이 5.0 5.5 5.5 5.8 5.8 5.8 5.8 5.8 5.8 5.8 5.6 5.6 5.6 5.6 5.6 5.6 5.6 10.2 10.2 10.8 10.6 0.8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부표1-5] 5정보 이상 논 소유 언양면 거주 지주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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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리 마을 1912년 재적 호수
(삼동은 1923년)

주요 성관
(괄호 안은 해당 성관 호수)

삼동면 금곡리 하금곡 31 영월 엄(8), 보성 선(6), 영산 신(4)

삼동면 금곡리 중금곡 28 영산 신(7), 청송 심(6), 영월 엄(3)

삼동면 금곡리 상금곡 17 청송 심(4), 경주 김(3), 청주 한(2)

삼동면 둔기리 둔기 57 영산 신(25) , 보성 선(9), 창녕 조(7)

삼동면 둔기리 상작 44 광주 노(12) , 전의 이(8), 영산 신(5)

삼동면 둔기리 하작 19 광주 노(4), 김해 김(4), 경주 최(2)

삼동면 둔기리 대밭각단 9 경주 김(4), 광주 김(3)

삼동면 보은리 외양 44 김해 김(7), 밀양 박(6), 영산 신(6)

삼동면 보은리 원보은 28 단양 우(14) , 언양 김(2), 경주 최(2)

삼동면 보은리 내양 26 밀양 박(8), 김해 김(4), 단양 우(4)

삼동면 보은리 하송정 17 초계 변(4), 밀양 박(2), 보성 선(2)

삼동면 보은리 상송정 4 초계 변(3)

삼동면 작동리 중리 61 광주 노(7), 영산 신(6), 김녕 김(4)

삼동면 작동리 산현 34 김해 김(12) , 밀양 손(7), 경주 이(3)

삼동면 작동리 채안골 8 전의 이(2), 진주 강(2)

삼동면 작동리 음달 8 광주 노(3)

삼동면 조일리 원조일 61 영산 신(10) , 김해 김(9), 연일 정(7)

삼동면 조일리 지랑 54 영산 신(38) , 김해 김(4), 광주 이(2)

삼동면 조일리 암리 51 김해 김(10) , 밀양 박(7), 창원 황(6)

삼동면 조일리 보삼 21 경주 이(5), 김녕 김(4), 밀양 박(2)

삼동면 출강리 윗출강 47 연안 차(17) , 영산 신(6), 고령 김(2)

삼동면 출강리 아랫출강 25 달성 서(13)

삼동면 하잠리 하잠 74 영산 신(34) , 달성 서(5), 경주 최(4)

삼동면 하잠리 사촌 73 안동 권(8), 보성 선(7), 경주 김(6)

삼동면 하잠리 왕방 27 영산 신(13) , 초계 변(2), 밀양 박(2)

언양읍 다개리 새말 43 남양 홍(12), 경주 이(11), 밀양 박(4)

언양읍 다개리 고래샘 37 경주 이(6), 경주 김(6), 안동 권(4)

언양읍 다개리 굼닥 32 청주 한(12) , 경주 최(4), 김해 김(3)

언양읍 다개리 갈전 10 김해 김(3), 나주 임(2)

언양읍 대곡리 한실 81 김해 김(20) , 경주 박(7), 경주 이(5)

언양읍 대곡리 반구 24 청안 이(11) , 김해 김(3), 안동 권(2)

언양읍 반곡리 언동 40 안동 권(5), 김해 김(4), 경주 김(4)

언양읍 반곡리 옥동 34 수원 백(13) , 강릉 류(8), 진주 강(4)

언양읍 반곡리 고하 32 안동 권(9), 경주 김(4), 청주 한(4)

언양읍 반곡리 아랫진티 24 김해 김(17) , 월성 정(3), 

언양읍 반송리 장촌 59 인동 장(15) , 경주 김(5), 경주 이(4)

[부표1-6] 마을별 주요성관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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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리 마을 1912년 재적 호수
(삼동은 1923년)

주요 성관
(괄호 안은 해당 성관 호수)

언양읍 반송리 원반송 47 경주 김(16) , 연안 송(6), 무안 박(5)

언양읍 반송리 공촌 16 무안 박(4), 초계 변(3), 곡부 공(2)

언양읍 반송리 황새골 9 연안 송(3)

언양읍 반연리 톡골 24 김녕 김(10) , 경주 박(4), 밀양 박(3)

언양읍 반연리 아랫옹태 13 밀양 박(7), 밀성 박(4)

언양읍 반연리 세연 12 경주 김(7), 밀양 박(2), 

언양읍 반연리 가막못안 11 경주 김(5)

언양읍 반천리 미연 59 경주 김(11) , 김녕 김(9), 진주 강(5)

언양읍 반천리 샘소 54 연안 송(20) , 문화 류(7), 남원 양(3)

언양읍 반천리 고무재 21 영양 천(8), 김해 김(5), 김녕 김(4)

언양읍 반천리 싯찌뫼 2 경주 김(2)

언양읍 송대리 성마실 18 동래 정(3), 대구 서(2), 전주 이(2)

언양읍 송대리 내곡 13 경주 최(4), 대구 서(2), 청주 한(2)

언양읍 송대리 구교동 13 해주 오(3), 경주 김(2), 전주 이(2)

언양읍 송대리 능골 11 김해 허(2), 언양 김(2)

언양읍 어음리 어음하리 42 월성 최(9), 김해 김(5), 밀양 박(5)

언양읍 어음리 어음상리 33 경주 김(6), 김해 김(3), 달성 서(3)

언양읍 직동리 새터 28 경주 김(6), 경주 최(4), 강릉 김(2)

언양읍 직동리 고등골 22 경주 김(10) , 경주 최(2), 밀양 박(2)

언양읍 직동리 돈밖고개 13 파평 윤(4), 경주 이(2)

언양읍 직동리 외골 12 밀양 박(4), 경주 최(2)

언양읍 직동리 정거리 7 경주 김(2)

언양읍 직동리 감내 7

언양읍 직동리 관정 7 김녕 김(3)

언양읍 태기리 틀못 50 김녕 김(11) , 경주 김(6), 김해 김(5)

언양읍 태기리 윗옹태 25 경주 김(15) , 영월 엄(3), 김해 김(3)

언양읍 평리 원평 32 경주 김(7), 안동 권(7), 동래 정(3)

언양읍 평리 괴말 22 안동 권(13) , 김해 김(2), 경주 김(2)

언양읍 평리 점말 19 파평 윤(3), 경주 김(3), 김해 김(2)

언양읍 평리 쥐꼬리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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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언양·삼동 지역 인구 이동의 양상

1. 머리말

오늘날 국제 질서의 변동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의 이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이민이 다시금 각광받고 있는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 EU 설립으로 인한 유럽 지역의 

통합으로 EU 역내의 인구 이동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서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소요로 

인한 대량의 이슬람 난민이 유럽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에 대한 연구가 다시

금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이민에 대한 경제학 연구에서의 주된 관심은 첫째, 생산요소

인 노동이 직접 이동하는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해 이론적,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문제이다. 이민유출국에서의 임금 수준 및 소득분배, 유입국에서의 

임금 수준 및 소득분배가 이민 전후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등이 이러한 연구 주제에 

속한다.1) 둘째, 이민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민하는 사람들의 본국에

서의 경제적 지위나 기술, 지식의 수준 정도에 따라 이민 전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달

라질 것이므로 실증적으로 누가 이민하는가를 규명하는 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된다.

누가 이민하는 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오늘날 국제 이민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탐구하는 연구도 있으나,2) 19세기 대량 이민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오늘날 이민 

현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연구도 등장하고 있다.3) 19세기 대량 이민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것은 당시는 이민에 대한 정책적 제약이 없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민 

쿼터 등의 규제 조치로 대량의 이민이 정책적으로 종식된 이후인 20세기의 사례로는 오

늘날 EU 역내 이민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함의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19세기 

대량 이민은 일종의 자연 실험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부(wealth)가 이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 당시의 시대적 배경, 유출국과 유입국의 

특성, 그리고 이민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과 기대 이익에 따라 서로 상이한 관계가 나타

나고 있다. 부와 이민 간의 관계는 대체로 3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부가 

증가함에 따라 이민 확률이 증가하는 경우이다. Chiswick(1978)은 부가 많을수록 이민

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가 쉽고, 부유할수록 기술 수준이 높아 이민의 기대 효용

이 높으므로 부와 이민 확률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Abramitsky el al.(2012)는 19세기 노르웨이-미국 간의 이민 사례 분석을 통해 유입국

1) Borjas(1989)

2) Borjas et al.(1999), 『Economic research on the determinants of immigration: lessons 
for the European Union』

3) Abramitzky et al.(2013), 「Have the poor always been less likely to migrate? 
Evidence from inheritance practices during the Age of Mass Migration」, J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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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출국에서의 기술에 대한 보상 차이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 당시에는 노르웨이

에서의 기술에 대한 보상이 높았기 때문에 기술 수준이 낮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미

국으로 이민하게 되었다고 한다. 특히 Abramitsky et al.(2013)은 19세기 대량 이민의 

시대에는 대서양 횡단에 드는 비용이 저렴하였고, 이민에 대한 정책적 제한 조치도 없

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이동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때는 부

와 이민 확률 간에 역의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부와 이민 확률 간의 관계에 대한 제3의 이해는 둘 사이에 역U자 형태의 관계가 있

다는 것이다. 즉, 어느 수준까지는 부가 증가함에 따라 이민 확률이 증가하다가 부가 

특정 수준에 이르면 다시 이민 확률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McKenzie el al.(2007)은 2

기간 존재하는 가계의 효용극대화 모형을 설정하여 부와 이민 확률 간에 역U자 형태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Dustmann et al.(2014)는 

2005-2006년 간 조사된 갤럽세계조사(Gallop World Poll)를 이용하여 소득과 이민 간

의 관계를 탐구하고 있다. 이 조사는 각국 당 1000명씩, 129개국을 조사한 방대한 자료

인데, 이로부터 각국이 처한 상이한 조건에 따라 둘 사이의 관계 역시 상이하게 나타난

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금융 조달이 어려운 후진국의 경우 소득 

증가에 따라 이민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금융 제약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평

가되는 남미 국가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특히 본국에서의 생활 조건에 대한 만족

도가 높을수록 이민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효과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하

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

에서는 소득과 이민 확률 간에 역U자 형태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격적으로 해외 이민이 개시된 것은 식민지기로 알려져 있다. 그러

나 1910년대에는 아직 이민이 본격화 되지 않아, 이민 노동자를 모집하는 것이 쉽지 않

았다고 한다. 이민이 본격화 된 것은 1920년대이다. 특히 일본으로의 이민이 점차 증가

하여 1925년에 이르면 그동안의 자유 이민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도항 허가증을 내주는 이민 제한 정책이 실시된다.4) 다만 이러한 이민 제한 

정책이 일관되게 실시된 것은 아니어서, 1930년 이후 대공황으로 인해 일본 본국의 실

업 문제가 심각해지면 도항 제한을 엄격하게 실시하기도 하였고, 1930년대 말 전쟁 수

행으로 일본 내 노동력 수요가 증가하였을 때에는 총독부가 정책적으로 일본 이민자를 

모집하기도 하였다.

일제의 이민 제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식민지기 일본으로의 이민자는 꾸준히 증가하였

다. 이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해서는 당시 일본 당국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

인들을 대상으로 남긴 방대한 생활실태 조사 자료들을 활용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

4) 당시에 식민지 조선은 일본 제국에 속하였으므로, 엄밀히 말해 오늘날의 국가 간 이민과는 개

념이 다르다. 그러나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1925년 이후 정책적으로 한일 간 도항이 자유

롭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날 국가와 유사한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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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 이러한 생활실태 조사 자료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당시 일본 이민자들 

중에는 중층 농가 이상 출신자들이 많았다는 점이다.6) 이는 식민지기 일본으로의 이민

에 있어서도, 이민에 수반되는 비용 조달 문제가 가난한 이들이 실제 이민을 감행하는 

것을 제약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부와 이민 확률 간에 역U자 형태의 관계가 있었음

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장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언양·삼동 지역의 호적과 토지대장 자료를 이용하

여 식민지기 이 지역에서 일본으로의 이민을 이끌었던 결정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분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때 일본으로의 이민뿐만이 아니라 일본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

한 전체 사례를 아울러 조망하는 가운데, 일본 이민을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방식

을 취하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인구 이동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호적과 토지대장 자료를 활용한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3절에서는 이 지역의 식민

지기부터 해방 후까지의 긴 시기 동안 인구 이동의 패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

다. 4절에서는 누가 이동하였는지에 대해 토지자산규모로 살펴본 경제적 지위와 출생순

위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5절에서는 일본 이민의 결정 요인에 대한 로

짓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끝으로 소결을 통해 본 장을 요약·정리하고자 한다.

2. 자료의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언양·삼동 지역의 호적 자료로부터 인구 정보를 추출하고, 토지대장 자료

로부터 토지자산의 소유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경제적 지위를 판별하는 대리지표로 이용

한다. 이 과정에서 호적 자료가 실제 어떻게 만들어진 자료인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호적 자료는 특정 시점에서 일제히 인구 정보를 조사한 횡단면 자료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호적은 1개의 호적부에 호주를 위시하여 호주의 여성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및 방계친족이 수록되고, 그들의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데, 호적에 기재된 이들의 인구동태 정보는 일시에 조사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출생, 

혼인, 사망 등의 개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그 사건의 연혁

이 비로소 기재된 것이다. 따라서 호적의 정보를 활용하고자 할 때 그러한 신고의 실태

가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자발적인 신고에 의해 작성된 자료로부터 얻은 결과가 과연 

당시의 실정을 잘 반영하는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7)

이러한 문제는 호적과 병행하여 다른 자료를 함께 이용하고자 할 때 더욱 크게 부각

5) 박경식 편(2000), 『재일조선인관계자료집성』에 수록되어 있다.

6) 김광열(2010), 2장 참조. 강정택(1940)도 식민지기 울산 달리 지역 사례를 조사하여 동일한 사

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문웅 편(2008)에 수록.  

7) 호적 자료에 대한 설명은 1장의 내용과 다소 중복되지만 본 장의 분석 방법을 이해하는 데 필

요하기 때문에 재차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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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토지대장 자료와 호적을 연결하여 언양·삼동 지역 거주민의 토지자산규모를 파악

하는 문제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점은 과연 호적 상의 인물이 실제 이 지역에 거주했

는냐, 하는 점이다. 당초 언양·삼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이 지역을 본적지로 하고 있

던 사람이 이후 거주지를 옮기면서 전적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를 언

양·삼동 지역의 거주민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식민지기에 이러한 전적 신고

의 지연이 만연하여 호적의 인구 파악 능력이 문제가 되었다. 1930년대 말 전시기에 일

제는 효과적으로 노동력을 징발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의 인구 동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

요가 있었다. 그러나 호적이 더 이상 현주(現住)인구 파악 장부로서 부적합했기 때문에 

일제는 1942년 조선기류령을 제정하여 일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새로운 인구파악 장

부인 기류부를 작성하기에 이른다.8) 이와 같이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인물이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거주했다면, 토지대장에서 파악되는 이들의 토지자산은 거의 없을 가능성

이 높다. 이 때문에 호적과 토지대장을 연결한 분석 결과가 당시의 실정과는 상당히 괴

리될 수도 있는 것이다.9)

이와 같은 자료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분석 대상을 확정하는 문제에 있

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분석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첫째, 

출생지가 언양·삼동 지역이어야 한다. 둘째, 호적에 혼인한 기록 및 자녀를 출산한 기록

이 있어야 한다. 셋째, 동일한 정보가 여러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을 수 있는데, 첫 자녀

의 출산을 기점으로 5년의 기간 동안 입적 중이었던 호적부상의 정보만을 분석 대상으

로 한정한다.

이 세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그는 언양, 삼동 이외의 지역에

서 태어났으나 이후 언양·삼동 지역으로 본적지를 옮긴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10) 이 경

우 토지대장을 통해 그의 경제적 지위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지

역에 소재한 토지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아예 파악이 되지 않으며11), 주소지가 바

8) 이명종(2007). 전적 신고와 관련하여 언양·삼동 지역 호적의 실태에 관하여는 본 논문 1장에서 

상술한다.

9) 여기에 추가로 토지대장의 작성 방식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토지대장의 경우 매 번지 별로 

1장씩 작성되는데, 토지조사사업으로 소유권 사정이 완료된 이래 소유권의 변동 이력이 적혀 

있다. 문제는 상속에 의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이다. 상속에 의해 토지의 소유권자

가 변동될 경우, 그것이 즉시 토지대장에 반영되지 않고, 해당 토지의 상속인이 타인에게 매매

하고자 할 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토지의 소유권자로 토지대장에 등재되게 

된다. 이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와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지대장 상 

그는 이전 등기일 단 하루만 해당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토지대장 상의 소

유권자가 호적 상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그의 추정상속인이 실제 토지의 소유권자라고 상정할 

필요가 있다.

10) 언양, 삼동 이외 지역에서 태어났으면서 1909년 민적조사 이전에 이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최초 민적 작성 당시부터 이 지역 호적을 가질 수 있으나 그런 사례는 극히 적다. 

11) 본 논문은 언양면, 삼동면을 비롯하여 인근의 삼남면, 상북면을 포함한 4개 면의 토지대장 자

료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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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분석 대상의 선택

뀜에 따라 본인 명의의 토지 재산이더라도 타인의 토지로 판단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

다. 후자는 본 연구에서 호적과 토지대장을 연결한 방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두 자료 간 성명의 일치 여부만으로 판단하면, 동명이인을 잘못 연결시키는 문제가 있

어 토지대장 상 소유권자의 주소지, 성명과 호적 상 본적지, 성명이 둘 다 일치할 경우

에만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의 경우 비

록 언양·삼동 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지만 타 지역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어 토지자산

규모를 과소 파악할 우려가 있게 된다.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그가 과연 이동했는지, 이동하지 않았는지 알 수

가 없기 때문에 배제할 필요가 있다. 호적 자료에서 파악되는 인구 동태 정보는 전적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출생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데 자녀를 출산

한 기록이 없다면, 그의 이동 여부를 알 수가 없다. 

세 번째 조건을 추가한 것은 동일한 정보를 이중으로 이용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예

컨대, 어떤 사람이 혼인하고도 상당히 기간이 경과한 후에 분가하여 비로소 호주가 되

었다고 하고, 분가 전에는 맏형을 호주로 하는 호적에 입적해 있었다고 하자. 그의 혼

인 및 자녀 출산 기록은 사건 발생 당시 입적해 있던 맏형을 호주로 하는 호적부에 일

단 기재되지만, 이후 분가하여 본인을 호주로 하는 새로운 호적부가 편제된 경우에도 

신 호적부에 같은 정보가 기재되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정보가 이중으로 존재하게 되

는데, 이 때 세 번째 조건에 맞는 정보, 즉 맏형을 호주로 하는 호적부 상의 정보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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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활용하겠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분석 대상을 확정한 과정을 요약한 것이 [그림2-1]이다. 점선의 박스는 언

양, 삼동 호적에 입적 중인 상태를 의미하기 위해 표시한 것으로서 입적 시점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입적 중인 상태가 끝나는 시점이 중요하다. A의 사례만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이고, B, C의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C와 같은 경우는 첫 자녀를 출산한 이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호적부의 교체가 발생한 경우이다. 본인의 분가가 있었던가 아

니면 호주의 사망 또는 전적이 발생했던 경우이다. 본인의 분가 또는 호주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앞의 설명과 같이 신 호적부 편제 후 이전 기록을 소급하여 기재한 것은 모

두 분석에서 제외하였기 자연히 제외되었고, 호주의 전적으로 인한 것은 5년 기간 동안

의 관측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역시 제외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역시 앞의 

세 번째 조건에 의해 자동적으로 제외된 것이다. 이와 같은 선택의 결과 총 6136명의 

분석 대상을 모집단으로 확정하였다. 호적은 부계 중심의 기록으로서 혼인한 딸의 자녀

가 기록되지는 않으므로 이들 6136명은 물론 모두 남자이다.12)

3. 인구 이동의 양상

분석 대상 6136명은 혼인 이후의 정착지를 정리하면 다음 [표2-1]과 같다. 출생코호

트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인원수가 적은 1889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10년 단위로 

묶었고, 그 이후 출생 코호트는 5년 단위로 묶었다. 1939년 이전 출생자에 한해서만 나

타낸 것은 그 이후 출생자의 경우 1970년대에 혼인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논문의 분석 

자료에는 해당 기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언양·삼동 지역의 

1940년생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만 26세 정도였으므로,13) 대부분이 1970년대에 혼인

하였을 것이다. 본 논문이 분석하고 있는 DB자료에는 구 민적부 등 세로쓰기 양식의 

호적부만이 포함되어 있다. 1970년부터 가로쓰기 양식의 호적부가 동시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1970년대의 인구 동태 정보가 온전히 파악되지 않는다. 따라서 1935-1939년 

출생코호트까지만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1935-1939년 출생코호트의 경우

12) 문화인류학에서는 혼인 후 부부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정하는 거주율(居住律)에는 부거제, 

모거제, 신거제의 3가지 유형이 존재한다고 한다. 부거제는 남편 가족과 함께 살거나, 그 인근

에 거주하는 규칙이고, 모거제는 아내 가족과 함께 살거나 그 인근에 거주하는 규칙을 말한다. 

신거제는 제3의 장소에서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데 산업화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확정한 6136명은 모두 언양·삼동 지역 출생자이므로 이들 중 

결혼 후에 해당 면 지역 외에 정착한 사례는 대부분 신거제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호적 자료를 통해 이러한 거주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지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 모거제 규칙을 따르는 사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전 본적지

를 아내 가족의 실 거주지로 가정할 필요가 있다.

13) 박기주·김성남(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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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원수 (단위: 명)

출생코호트 이동 안함 근거리 일본 부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중국/만주 기타지역 총합계

1870-1879 374 23 3 2 4 3 2 411

1880-1889 424 60 48 4 6 6 5 553

1890-1894 214 42 53 8 7 4 1 329

1895-1899 291 59 88 15 11 5 4 473

1900-1904 245 53 88 11 11 7 8 423

1905-1909 273 78 145 21 24 13 19 573

1910-1914 242 82 168 40 13 9 14 568

1915-1919 245 93 128 55 10 11 14 556

1920-1924 286 72 62 86 19 4 9 538

1925-1929 295 116 8 109 16 1 23 568

1930-1934 271 104 5 142 15 36 573

1935-1939 206 113 4 183 17 48 571

총합계 3,366 895 800 676 153 63 183 6,136

B. 비율 (단위: %)

출생코호트 이동 안함 근거리 일본 부산
경상북도

경상남도
중국/만주 기타지역 총합계

1870-1879 91.0% 5.6% 0.7% 0.5% 1.0% 0.7% 0.5% 100.0%

1880-1889 76.7% 10.8% 8.7% 0.7% 1.1% 1.1% 0.9% 100.0%

1890-1894 65.0% 12.8% 16.1% 2.4% 2.1% 1.2% 0.3% 100.0%

1895-1899 61.5% 12.5% 18.6% 3.2% 2.3% 1.1% 0.8% 100.0%

1900-1904 57.9% 12.5% 20.8% 2.6% 2.6% 1.7% 1.9% 100.0%

1905-1909 47.6% 13.6% 25.3% 3.7% 4.2% 2.3% 3.3% 100.0%

1910-1914 42.6% 14.4% 29.6% 7.0% 2.3% 1.6% 2.5% 100.0%

1915-1919 44.1% 16.7% 23.0% 9.9% 1.8% 2.0% 2.5% 100.0%

1920-1924 53.2% 13.4% 11.5% 16.0% 3.5% 0.7% 1.7% 100.0%

1925-1929 51.9% 20.4% 1.4% 19.2% 2.8% 0.2% 4.0% 100.0%

1930-1934 47.3% 18.2% 0.9% 24.8% 2.6% 0.0% 6.3% 100.0%

1935-1939 36.1% 19.8% 0.7% 32.0% 3.0% 0.0% 8.4% 100.0%

총합계 54.9% 14.6% 13.0% 11.0% 2.5% 1.0% 3.0% 100.0%

자료: 언양읍, 삼동면 『제적부』, 『재제부』

비고: 1) 같은 면 내로 이동한 경우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비고: 2) 근거리는 울주, 밀양, 양산, 경주, 울산 지역을 의미함.

비고: 3) 1909년 민적조사 이후 기록된 정보이기 때문에, 언양·삼동 지역에서 태어났더라도 1909년 민적조사 이전

에 혼인하여 타 지역에 정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1909년 이전에 혼인할 가능성이 높은 초기 

출생 코호트의 인원수는 언양·삼동 지역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이들의 ‘이

동 안함’ 비율은 실제를 과대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표2-1] 출생코호트별 혼인 이후 정착지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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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일찍 혼인하여 1960년대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만 이동 여부가 파악되었다.

[표2-1]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전 시기에 걸쳐 이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동하지 않은 인구의 비율의 시기별 추이

를 살펴보면 변화 양상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1870-1979년 출생코호트의 경우 거

의 대부분인 91%가 혼인 이후에도 언양·삼동 지역에 정착하였다.14) 그러던 것이 이후 

출생한 코호트일수록 점차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가, 1920-1924년 출생 

코호트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다.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상승한 것은 일본으로의 이민 

기회가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이 출생코호트의 평균 혼인연령은 만 23세 정도였는데, 

이들이 주로 혼인하는 기간 중에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 따라서 이들 중 일찍 결혼한 

이들은 일본에 정착할 기회가 있었으나, 혼인이 늦은 경우 그럴 가능성은 배제되었다. 

이전 출생 코호트의 23.0%가 일본에 정착한 반면 1920-1924년 출생코호트의 경우 그 

절반 수준인 11.5%만이 일본에 정착하였던 것도 그러한 사정 탓이다.

이동하지 않는 경우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근거리로 이동한 경우이

다. 이 때 근거리 지역은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언양, 삼동면 이외의 울주

군 지역과 울주군과 인접한 경주군, 밀양군, 양산군, 그리고 현 울산광역시 중 울주군을 

제외한 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이들은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언양, 삼동 이외의 지역에 

정착하려고 할 경우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곳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가장 많은 

인구가 이 지역으로 이동하였으며, 그 비중은 다소간의 증감이 있었지만 계속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가 대체로 20% 선에서 안정되고 있었다.

근거리 이동보다도 더 주목되는 것은 일본으로 이민하는 경우가 거의 근거리 이동에 

육박할 만큼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1910-1914년 출생 코호트의 경우 

전체의 29.6%가 일본으로의 이민을 선택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제로부터 해방되

면서 일본으로의 이동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이후 출생 코호트의 경우 일본을 선택하는 

경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는 일본으로 이민한 것으로 나타

나는데 이 경우 어렸을 때 부형과 함께 일본으로 이민하였다가 해방 이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일본에 정착한 사례로 파악된다. 재일조선인의 경우에 국적 문제로 인해 한국에 

호적을 가지고 있었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 한국 호적에 입적시키는 경우가 있었던 것

이다.

일본 다음의 선택지는 부산이었다. 해방 전에는 부산에 정착하는 비율이 일본에 비한

다면 상대적으로 작았다. 부산은 언양·삼동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대도시, 부(府) 지역이

었으나 부산보다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일본의 공업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더 선호하

14) 1909년 민적조사 이후 기록된 정보이기 때문에, 언양·삼동 지역에서 태어났더라도 1909년 민

적조사 이전에 혼인하여 타 지역에 정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1909년 이전에 혼

인할 가능성이 높은 초기 출생 코호트의 인원수는 언양·삼동 지역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을 포

함한 것이 아니며, 그러므로 이들의 이동 안함 비율은 실제를 과대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

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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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본으로의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일본 현지의 조선인 집단 

거주 지역이 형성됨에 따라 일본으로의 이민을 더욱 손쉬운 선택지로 만들었을 것이다. 

해방 전에 정착지로 부산을 택한 경우에도 종착지로 일본을 희망하였으나 도항 허가를 

끝내 얻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부산에 정착하게 된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던 것이 해방 이후 일본으로의 이민이 차단되면서 가장 선호되는 지역으로 부산이 

선택되었다. 해방 이후 부산으로의 이동이 점차 증가하여 1935-1939년 출생 코호트의 

경우 무려 32.0%가 부산에 정착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대규모 이

촌향도 현상이 부산을 향하여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언양·삼동 지역에

서는 그러한 이촌향도 현상이 이미 식민지기 일본으로의 이민으로 나타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지역 이외에 정착한 사례는 많지 않았다. 1930년대 조선총독부는 농

가경제안정정책의 일환으로 남선 지방의 농민들을 북선 및 만주 지방으로 이민시키는 

정책을 실시한다.15) 그러나 언양·삼동 지역에서의 만주, 북선으로의 이민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 및 만주, 경상남·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의 이동은 

그 수가 많지 않아서 기타로 분류하였는데, 이후 출생 코호트에서 기타 지역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서울로 이동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언양·삼동 지역의 인구 이동의 시기별 양상을 정리해 보면, 첫째, 혼인 

이후에 자신이 태어난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즉 

부거제의 관습이 퇴색되고 있었다. 둘째, 고향에 정착하지 않는 경우, 가장 많이 선택하

는 지역은 이동에 따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접 군 지역이었으며, 1960년대에 이

르기까지도 그 비중은 20% 선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셋째, 고향을 등지고 공업 지

역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였다. 식민지기에는 일본을 선택하는 경우가 압도

적이었으나, 해방 이후에는 부산이 새로운 정착지로 각광받고 있었다. 이상을 염두에 두

고, 다음 절에서 이들 이동한 사람들과 이동하지 않은 사람들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 떠난 사람들과 남은 사람들

이 절에서는 경제적 배경과 출생 순위를 통해 이동한 사람들과 이동하지 않은 사람들 

간의 차이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경제적 배경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만 20세 시점

에서 그가 속한 호적의 호주가 소유한 토지자산의 규모를 살펴본다. 그가 성인이 된 시

점에서의 경제적 풍요로움에 따라 혼인 후에 정착할 지역을 결정한다고 간주하였다. 이 

때 만 20세 이전에 이미 토지를 상속받아 본인 명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

15) 「조선인 이주대책의 건」(1934년, 각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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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는데,16) 이때는 호주의 토지자산과 함께, 본인의 토지자산 규모를 합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토지대장으로부터 토지소유 규모를 파악할 때에는 논과 밭의 소유 규모만

을 이용하였으며, 논과 밭은 식민지기 경상남도 평균매매가격 비율 등을 고려하여 3:1

로 가중치를 주어 합산하였다.17)

출생순위에 관하여는 호적에 그것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대로 이용하지 않았다. 호적

의 출생순위 란에는 태어난 순서에 따라 장남, 이남, 삼남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지만, 문제는 형제가 어려서 사망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호적의 

출생순위 정보와 상관없이 그가 만 15세 되는 시점에서 생존해 있는 형의 수에 따라 장

남, 이남 등을 구분하였다. 예컨대 호적상에는 출생순위가 이남으로 되어 있으나 그가 

만 15세에 이르기 전 장남인 형이 사망하였다면 그는 이남이 아닌 장남으로 간주한 것

이다.18) 출생순위 별로 이동 여부를 살펴보려는 것은 출생순위에 따라 재산 상속의 가

능성이 달랐으며, 장남의 경우 재산 상속의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양·삼동 

지역에 남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가설에서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장남은 제사를 상속하

며, 호적상으로도 부친의 사망 시에 호주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언양·삼동 지역에 

머물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식민지기 상속 관행이 어떠하였는지는 이미 언양 지역의 연안 송씨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가 제출되어 있다.19) 언양 지역 연안 송씨 가문은 소위 ‘언양6성’이라고 불리는 남

인 계열의 유력 양반 가문이다. 연안 송씨 가문의 식민지기 토지 상속 관행을 분석한 

결과, 조선후기와 마찬가지로 장자 우대 상속 관행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우리나라 대법원이 구(舊)민법 시행 시기, 즉 식민지기의 상속 관습에 대해 판시한 내용

을 보더라도 장자 우대 상속관행이 일반적인 관습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

아래의 판결요지가 그것이다.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중자 數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장남은 호

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2분의 1은 자기가 취득하

고 나머지를 차남 이하의 중자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할 의무가 있으나 그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게 하거나 현물분할의 방법을 임의로 하는 것은 그 재량권에 속하는 것이

라고 보는 것이 구민법 시행 당시의 민사령에 의한 관습이다.

(1969.11.25. 67므25 카869 집17④)

16) 이른 나이에 토지를 상속받는 것은 대개 부유한 일부에 국한된다.

17) 서장의 내용 참조.

18) 형제들과 한 호적에 있었던 경우가 없어 출생순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였

다. 대신 호적에 기재된 출생순위 정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삼동면의 경우 대부분 출생순위에 

남, 녀로만 기재되어 있어, 호적의 출생순위 정보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로서 1066개의 관측치

를 잃게 되었다.

19) 박희진·백승민(2015)

20) 식민지기 조선민사령은 일본 민법을 의용하였으나, 능력, 친족, 상속에 한해서는 조선의 관습

을 인용(認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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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분 언양 삼동

출생코호트 구분
1870.1.1. - 

1909.12.31. 출생

1910.1.1. - 

1924.12.31. 출생

1925.1.1. - 

1940.12.31. 출생

1870.1.1. - 

1909.12.31. 출생

1910.1.1. - 

1924.12.31. 출생

1925.1.1. - 

1940.12.31. 출생

정착지별 각 그룹 평균 – 이동하지 않은 그룹 평균

근거리

(울산, 양산, 밀양, 경주)

-1083.77

(0.001)

700.525

(0.245)

126.165

(0.847)

-480.64

(0.642)

599.758

(0.601)

487.219

(0.110)

일본
-1373.8

(0.000)

-758.915

(0.082)

-226.515

(0.994)

-1091.89

(0.004)

286.205

(0.953)

1206.85

(0.356)

부산
-1514.16

(0.150)

378.546

(0.866)

57.6082

(0.991)

-1501.49

(0.095)

606.215

(0.670)

729.679

(0.002)

중국/만주
-1545.75

(0.412)

-319.216

(0.998)

-490.315

(0.999)

-974.569

(0.575)

140.399

(1.000)
관측치 없음

기타 지역
732.963

(0.401)

-462.465

(0.894)

36.6423

(1.000)

-1422.14

(0.222)

445.066

(0.985)

125.52

(0.990)

ANOVA F-값

(p-값)

8.58

(0.0000)

2.71

(0.0191)

0.23

(0.9512)

3.51

(0.0038)

0.47

(0.7962)

3.66

(0.0059)

자료: 언양읍, 삼동면 『제적부』, 『재제부』, 『토지대장』, 『폐쇄대장』

비고①: ANOVA F-값을 나타내는 마지막 행을 제외한 나머지 행의 수치는 각 그룹(행머리말) 평균 토지자산

규모 값에서 이동하지 않은 그룹의 평균 토지자산규모 값을 차감한 수치이며, 병기한 (   )안의 값은 

Dunnett 방법에 의하여 보정한 p-값이다. (귀무가설은 두 그룹 간 평균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비고②: ‘토지자산규모’란 논과 밭의 평 단위 면적을 3:1의 가중치로 합한 값을 말한다.

[표2-2] 혼인 이후 정착지별 부(父)의 평균 토지자산규모 비교

(ANOVA를 통한 여러 그룹 간 평균 비교 및 두 그룹 간 평균 비교)

구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한 때에는 그 장남이 호주상속과 함께 그 유산 전부를 

단독 승계하고 차남 이하의 중자는 단지 분재청구권만 가지게 될 뿐이다.

(1979.12.27. 76그2 행결집15-107)21)

식민지기에 장남의 상속 가능성이 차남 이하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장남의 대응 방식이 달랐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부친

의 재산이 있는 경우 그것의 상속을 기대할 수 있는 장남은 고향에 남게 되고, 차남 이

하는 살길을 찾아 고향을 등질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부친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따라서 장남이지만 상속받을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차남 이하와 

21) 법원행정처(1985) p.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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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성향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먼저 [표2-2]와 같이 ANOVA 방법을 이용하여 우선 이동 지역 별로 토지자산 규모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출생 코호트를 1870-1909, 1910-1924, 1925-1939의 세 구

간으로 구분하였는데, 차례대로 식민지기 전반부, 식민지기 후반부, 해방 이후에 주로 

혼인하여 그 때 시점에서 이동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집단이다. 또한 언양 지역과 삼

동 지역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포착하기 위하여 지역도 구분하였다. 

혼인 이후 정착지별로 부(父)의 평균 토지자산규모를 비교해 보면, 1시기 출생코호트

의 경우 각 정착지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가 존재하며(ANOVA 

F-값 참조), 이는 이동하지 않은 그룹과 이동한 그룹 간에 체계적인 경제력 격차가 존

재하였음을 말해준다. 이동하지 않은 그룹에 대해 각 그룹을 일일이 짝지어서 비교해 

보면, 이러한 경제력 격차는 근거리, 일본 이동 그룹에서 유의미한 값을 보이고 있다. 

즉, 1시기에 혼인 이후 근거리, 일본에 정착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열악한 

그룹 출신자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점은 언양 지역만을 분석한 결과에서 뚜렷하게 나

타나며, 삼동 지역에서도 일본에 정착한 그룹은 유의미하게 경제력이 열악하였으나, 근

거리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결과를 얻었다. 다만, 삼동 지역 호적 자료는 초기 관측치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시기의 경우에 언양 지역은 1.9% 유의수준에서 각 그룹 간 평균의 차이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유의미한 ANOVA F-값을 얻었지만, 삼동 지역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으며, 두 그룹 간 짝지어서 비교한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가 검출되지 

않는다.

3시기의 경우, 언양 지역은 각 그룹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삼동지역의 경

우 1%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ANOVA F-값을 얻었으며, 두 그룹을 짝지어서 비교한 

결과, 부산 지역에 정착한 경우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우월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1시기에는 경제력이 열악한 계층 위주로 근거리, 일본 

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발생하였으나, 뒷 시기로 갈수록 이동하지 않는 그룹과 외지에 

정착한 그룹 간에 체계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즉,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

구 유출 현상이 모든 경제적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출생순위에 따라 이동성향에 체계적인 차이가 있었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

해 종속변수를 이동하지 않은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로 하는 로짓 모형을 상정

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장남인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와 부(父)의 토지자산규모별

로 5개의 그룹으로 구분한 더미변수를 사용하였으며, 아울러 이 두 더미변수 간의 교차

항도 삽입하여, 장남 효과가 토지자산규모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

다.

로짓 모형의 분석 결과인 [표2-3]을 살펴보면, 1, 2시기에는 장남의 정착 성향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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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음을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차남 이하가 외지에 더 많이 정착하였다. 그러나 장남

우대상속 관행에 따라 장남의 정착 성향이 차남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상속

받을 재산이 많을수록, 즉 토지자산규모가 많은 그룹일수록, 장남의 정착가능성이 높아

야 하지만, 교차항의 계수를 검토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장남의 정

착 성향이 높은 것은 상속가능성과는 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속가능성이 정

착 성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은 이 지역의 토지 소유 규모가 전반적으로 영세

한 탓에 토지의 상속이 현지 정착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만큼 매력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3시기의 교차항의 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갖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에서, 오히려 장남의 정착 성향이 낮았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 두 가지 점을 함의하는 것이다. 첫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지로의 

이동이 확산되면서, 기존에는 차남 이하가 분가22)하는 형태가 주된 이동의 형태였던 반

면에, 장남을 포함한 일가 전체가 이동하거나 혹은 먼저 혼인하게 되는 장남이 가족 전

체의 생계를 위하여 외지의 직업 기회를 찾아 이동하는 형태로 양상이 변해 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기존에는 경제력이 열악한 계층 위주로 외지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아, 

배출(push) 요인이 더 중요했으나,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외지의 경제적 기회를 쫒아 

이동하는 사례, 즉 흡인(pull) 요인에 의한 인구 이동이 많아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

겠다.

22) 법적 분가가 아닌 사실상의 분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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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출생코호트 구분 1870.1.1. - 1909.12.31. 출생 1910.1.1. - 1924.12.31. 출생 1925.1.1. - 1940.12.31. 출생

설명변수 종속변수: 이동하지 않은 경우 (=1)

장남인 경우(=1)
0.2284***

(2.52)

0.2219**

(1.96)

0.0551

(0.52)

토
지
자
산
규
모

그룹2
0.3213

(1.15)

-0.0704

(-0.22)
-0.6517*

(-1.76)

그룹3
0.5726*

(1.79)

0.3654

(1.17)

0.4650

(1.35)

그룹4
1.7076***

(5.02)

0.4253*

(1.92)
0.3252

(1.12)

그룹5
2.6486***

(3.65)

0.7444*

(1.81)

0.3516

(0.52)

장남 × 그룹2
0.1413

(0.36)

-0.1284

(-0.29)

-1.9139**

(-2.32)

장남 × 그룹3
0.2134

(0.50)

-0.1850

(-0.43)

-1.4594***

(-2.93)

장남 × 그룹4
-0.4160

(-0.98)

-0.6943**

(-2.04)

-2.4265***

(-4.34)

장남 × 그룹5
-1.1286

(-1.33)

-0.5865

(-0.94)

-1.6645

(-1.60)

상수항
0.3718***

(6.55)

-0.2744***

(-3.61)

-0.1285*

(-1.81)

관측치 수 2,762 1,662 1,712

pseudo R제곱 0.038 0.005 0.030

Log Likelihood -1704.4 -1142.3 -1142.8

자료: [표2-2]와 동일.

비고①: (   )안은 t-값,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비고②: ‘토지자산규모’ 변수는 논과 밭의 평 단위 면적을 3:1의 가중치로 합한 값을 말하며, 토지자산규모 크기별 

그룹은 다음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다. 각각 ‘그룹1’(base그룹)은 토지자산규모 500 미만, ‘그룹2’는 500 

이상 1500 미만, ‘그룹3’은 1500 이상 3000 미만, ‘그룹4’는 3000 이상 9000 미만, ‘그룹5’는 9000 이상

을 소유한 계층이다.

[표2-3] 출생순위, 토지자산규모별 정착 성향 로짓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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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앙값 최대값

토지자산규모 0.732 1.91 0 0 49.1

같은 부락 사람 중 먼저 이민한 

사람이 있는 경우 (더미)
0.376

언양초 졸업한 경우(더미) 0.064

읍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더미) 0.175

향리(더미) 0.231

양반(더미) 0.052

자료: [표2-2]와 동일.

비고: 먼저 이민한 형의 수가 1명인 경우의 관측치수는 268개, 2명인 경우의 관측치수는 31개이다.

[표2-4] 주요 변수 기초통계량

5. 일본으로의 이민 결정 요인 분석 

근거리 이동을 제외하였을 때 식민지기 언양·삼동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선택

했던 이동 지역은 일본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본으로의 이민을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일본으로의 이민을 감행하는 데 있어 그들의 부(wealth), 

즉 토지자산규모가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고자 한다. 부와 이동 성향 간에 정의 

관계였는지, 혹은 부의 관계였는지, 아니면 비선형의 역U자 관계였는지가 주된 관심사

이다. 한편 일본으로의 이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연고 효과가 존재하였는지, 연고 효

과가 있었다면 그 크기는 어느 정도였는지도 추정해 본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서 일본으로의 이민자의 경우 1의 값을 갖는 종속변수를 설정

한 로짓 모형을 추정하였으며, 이 때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토지자산규모는 앞서의 

분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즉 만 20세 시점에서의 호주의 토지자산규모와 본

인의 토지자산규모를 합한 값이다. 또한 토지자산규모와 이민 확률 간의 비선형 관계를 

포착하기 위하여 이차항을 추가하였다. 새롭게 도입한 변수는 연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

한 것으로서 형제 중 기이민자 수를 나타내는 더미 변수와 같은 마을 이웃 중 기이민자 

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가 그것이다. 먼저 이민한 형의 수 변수는 자신의 형 중에 이

미 일본으로 이민한 형이 있는 경우 그 수에 따라 해당하는 더미변수가 1의 값을 갖게 

한 것이다. 같은 마을 이웃 중 기이민자 유무는 그가 속해있는 마을에서 이미 일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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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지역 구분 언양 삼동

출생코호트 1870.1.1. - 1924.12.31. 출생

설명 변수 혼인 이후 일본에 정착한 경우 (=1)

토지자산규모

(단위: 정보)

-0.3852***

(-4.75)

0.3106

(1.30)

토지자산규모^2
0.0079**

(2.61)

-0.1685*

(-1.96)

먼저 이민한 

형의 수

1명
0.7588***

(3.99)

0.9059***

(3.49)

2명
1.1382*

(1.96)

0.2483

(0.36)

같은 부락 사람 중 

먼저 이민한 사람이  

있는 경우 (=1)

3.2780***

(21.27)

2.8346***

(13.65)

언양초 졸업한 경우 

(=1)

-0.7978***

(-3.90)

-0.8729

(-1.09)

읍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

-0.3968***

(-3.01)

향리
-0.1697

(-1.32)

0.0874

(0.35)

양반
-0.1732

(-0.46)

0.0192

(0.08)

관측치 수 3,088 1,335

pseudo R제곱 0.317 0.261

Log Likelihood -962.0 -483.3

자료: [표2-2]와 동일.

비고①: (   )안은 t-값,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비고②: ‘토지자산규모’ 변수는 정보(1정보=3000평) 단위의 논과 밭의 면적을 3:1의 가중치로 합한 값이다.

비고③: ‘같은 부락 사람 중 먼저 이민한 사람이 있는 경우’ 변수는 자녀의 출생연도를 일본 이민 시점이

라고 간주하였을 때, 본인보다 2년 이상 먼저 이민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같은 부락 사람이 1명 

이상 있는 경우 1의 값을 부여한 더미 변수이다.  

[표2-5] 일본 이민의 결정 요인 로짓 분석

이민한 사람이 있는 경우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이다. 같은 마을 내의 이웃 중 일본

으로 이민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들의 영향을 받아 그러한 연고가 없는 경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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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표2-2]와 동일.

비고: 상하단 펜스는 95% 신뢰구간임.

[그림2-2] 연고 유무와 일본으로의 이민 확률: 1924.12.31. 이전 출생자

이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표2-5]의 로짓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예상한 대로 연고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2

개의 출생코호트로 구분하여, 언양·삼동 지역을 별도로 분석하였는데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 형제 중 기이민자 수와 같은 마을 내 기이민자 유무가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같은 마을 내 이미 일본에 이민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를 좇아 이민할 가능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일본에 연고가 있는 경우 일본 이민 확률에 미

치는 한계 효과를 추정해 보면, 약 37% 정도로 나타난다.23) 즉 연고가 있는 사람의 경

우 37% 정도 더 일본에 이민할 가능성이 높았다. 형제의 경우 이민한 형제 수에 따라 

달랐는데, 형 1명이 이미 이민한 경우 약 8% 정도 이민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

난다. 그러나 형 2명이 이미 이민한 경우에는 이민한 형이 1명일 때에 비해 이민 확률

의 증가 폭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도 아니다. 형 2명이 이미 일본에 이민한 상태에서는 일본 이민을 주저하게 만드는 효

과, 즉 동생은 고향에 남게 하는 효과가 작용하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토지자산규모와 이민 확률 간의 관계를 보면, 언양·삼동 지역에서 그 관계가 상이하

23) 여타의 변수가 평균 수준이라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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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표2-2]와 동일.

비고: 상하단 펜스는 95% 신뢰구간임.

[그림2-3] 토지자산규모와 일본으로의 이민 확률: 1924.12.31. 이전 출생자

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언양 지역의 경우 토지자산규모와 이민 확률 간에는 

부의 관계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토지자산이 아주 많은 경우 오히려 이민 확률이 높

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U자 곡선의 최저점에 해당하는 토지자산의 규모가 커서 아

웃라이어 효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24) 반면 삼동 지역의 경우 토지자산 규모가 작

은 구간에서는 부(wealth)의 증가에 따라 이민 확률이 증가하나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다시금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역U자 관계에서 이민 확률이 최고점

에 도달하는 토지자산 규모는 밭 면적 기준으로는 1정보, 논 면적 기준으로는 1/3 정보

에 해당한다. 삼동지역의 경우 아예 토지가 없는 계층보다는 어느 정도의 토지를 보유

한 계층일수록 일본으로 이민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그 기준이 선행연구에서 제시

한 것과 같은 중농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언양·삼동 지역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가설

이 가능할 것 같다. 첫째, 언양 지역의 경우 교통 사정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일본 이

24) [그림2-3]은 X축의 범위를 10정보(밭 면적 기준) 이내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그림 상에는 나

타나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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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울산군 군세일반』(1935)

[그림2-4] 언양·삼동 지역의 교통 사정

민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가 용이하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래 [그림2-4]와 같이 

언양 읍내는 동서남북으로 각각 울산, 양산, 밀양, 경주로 통하는 유급도로가 교차하고 

있었다. 특히 언양 읍내에서 개최되는 언양장을 통하여 외부의 정보가 쉽게 유입될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 반면 삼동 지역은 당시 삼남면 동쪽 일부였는데, 언양 지역과 같

은 유급도로가 없었고 등외도로(노란색 선)만이 있었으며, 그마저도 일부구간은 1935년 

현재 개수예정으로 되어 있다. 둘째, 언양 지역은 동부리, 서부리, 남부리의 시가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농업 지역만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토지자산 규모가 경제적 부의 대

리지표로서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토지자산 규모는 작더라도 경제적으로는 그렇

게 영세하지 않았던 이들도 어느 정도 존재하였을 것이기에 경제적 부와 이민 확률 간

의 관계가 실제와는 다르게 측정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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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결

본 장에서는 언양·삼동 지역의 인구 이동 양상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호적 자료를 분

석에 이용할 때에는 그 자료적 특성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어진 정보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편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동 패턴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인의 출생지와 혼인 후 정착지를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때 언양·삼동 지역에서 

출생한 경우에 한하였고, 혼인 후 정착지는 첫 자녀 이후 5년간 출산하는 자녀의 출생

지를 통해 판단하였다. 이러한 5년의 기간 동안 언양·삼동 지역 이외에서 출산한 자녀

가 있다면, 자신이 태어난 고향을 떠나 타지에 정착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이 분석 대상을 선정하여 출생코호트별로 이동패턴을 파악해 보면, 19세기 후

반 출생코호트의 경우 혼인 이후에도 자신의 출생지인 언양·삼동 지역에 정착하는 비중

이 높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혼인 이후 외지에 정착하는 경우, 즉 인구 이동의 사

례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거리 지역으로의 이동을 제외하면 식민지기에는 

일본에 정착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고, 해방 이후에는 부산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았다. 

부산을 통해 일본으로 건너가기가 비교적 용이했던 이 지역의 지리적 이점 때문에 제도

적으로 일본 이민이 제약되고 있었음에도 상당수가 일본행을 택하였던 것이다. 부산을 

향한 이촌향도에 앞서 일본으로의 이촌향도가 있었다고 말할 만하였다.

이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초기에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계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

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토지소유규모와는 상관없이 외지로 이동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었다. 식민지기 동안 농업 이외의 별다른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던 언양·

삼동 지역에서는 더 이상 삶의 방편을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출생 순위에 따른 이동성향도 살펴보았는데, 초기에는 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계층

의 차남 이하가 외부로 이동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생순위 별로 이동 성향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남이 상속가능성이 높아 고향에 남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가설을 기각하는 결과이다.

한편 일본으로의 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민 결정요인에 관한 로짓 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으로의 이민에는 연고 효과가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같은 마을에 거주한 이웃은 일본으로의 이민을 이끄는 강력한 매개체가 되고 

있었다. 경제적 부와 일본 이민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언양과 삼동 지역에서 상이한 결

과를 보였다. 언양 지역의 경우 양자가 부의 관계에 있었으나, 삼동 지역의 경우 역U자 

형태의 관계를 보였다. 언양 지역의 경우 언양장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기가 용이했고, 

부산과 연결되는 도로가 관통하고 있는 등 이민에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발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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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식민지기 언양공립보통학교 졸업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1. 머리말

교육은 지속적인 근대적 경제 성장을 설명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이다.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의 축적은 생산성을 향상시켜 경제의 성장을 촉진한다. 경제가 성

장하면, 지식과 기술이 생산요소로서 더욱 중요해져 교육에 대한 임금 보상이 상

승한다. 이러한 임금 프리미엄의 상승은 더 많은 교육 투자를 유도하고, 인적 자

본의 축적이 지속됨으로써 경제 성장을 더욱 촉진하게 된다. 교육을 매개로 한 

이와 같은 호순환 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지

속적인 근대적 경제 성장을 가능했던 요인이 무엇이었는가, 이러한 경제사의 오

랜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매개로서 중요하지만, 교육의 양상에 따라 근대

적인 경제 성장을 지체시키기도 한다.1) 최근 통합성장이론 학파의 연구자들은 산

업화를 지체시키는 요인으로서 토지자산의 불평등한 배분에 주목하였다. 토지자

산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다는 것은 곧 그 사회에서 농업 엘리트, 즉 지주들

의 경제력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 엘리트는 공교육의 확산에 부

정적이다. 농업 생산 과정에서는 지식과 기술의 중요성이 낮기 때문에 일반 대중

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문제에 관심이 덜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교육이 확

산되면서 교육을 받은 이들이 늘어나고, 이들이 제조업 등의 농외 부문으로 유출

되면서 농업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져 지주들의 경제적 이익이 저해될 지도 모

른다. 따라서 지역 사회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농업 엘리트는 공교육 투

자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가 적어, 대중교육이 아닌 엘리

트 교육에 치중하는 한 교육의 확산이 느리게 진행되고, 따라서 근대적 경제 성

장의 개시도 지체되는 것이다.2) 우리나라의 식민지기 보통학교 교육 보급 양상에 

관한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엘리트 효과가 확인되었다. 농업 엘리트의 비중이 높

은 지역일수록 개인의 교육비 부담이 높았고, 그에 따라 취학률의 증가가 더뎠다

는 것이다.3)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의 보급 과정에서 농업 엘리트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면, 전통적인 엘리트인 양반과 향리는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도 중요한 질문으

1) Glaeser, E., et al. (2004).

2) Galor, O., et al. (2009). 

3) Go, S. and K.-J. Park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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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떠오른다. 전통적인 양반 출신 중에는 경제적으로 몰락한 경우도 있을 수 있

으므로 전통적인 엘리트가 반드시 농업 엘리트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들은 지주 계급으로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 사

회에서 오랜 기간 세거해 오면서 지역 내에서 정치적 실권을 행사해 온 세력들이

다. 이들의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은 근대 교육의 전개 방향에 어

떠한 영향을 주었을까.

우리나라의 전통 엘리트들이 근대 교육의 확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들은 서로 조금씩 다른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다. 양반들이 근대 교육에 부

정적이었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에,4) 양반이 근대 교육 보급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곳도 있었다.5) 양반 가문들이 개인적인 사숙에서 유교 교육에 치중하는 동안 

향리 출신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를 설립한 지역도 있었다.6)

이 논문은 현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에 소재한 언양초등학교의 전신인 언양

공립보통학교의 졸업생 명부를 분석한다. 이 때 언양 및 삼동 지역의 호적 및 토

지대장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식민지기 언양공립보통학교 졸업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규명하는 것을 구체적인 과제로 한다. 토지대장 자료로부터 토지 자산의 

규모를 파악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배경에 대해 알 수 있고, 호적 자료로부터는 

그들이 양반 출신인지 향리 출신인지를 구분해 낼 수가 있다. 

호적 자료와 토지대장 자료를 통해 개인 레벨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이외

에도 많이 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형제의 많고 적음과 교육을 받을 

확률 간의 관계이다. 전통적인 농업 사회에서는 남성 노동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형제의 수가 많을수록 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낮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노

동력이 풍부하다면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도 경제적 지위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

기 때문이다. 또한 호적 자료를 통해 거주 지역에 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대 교육의 지리적 확산 과정을 살펴 볼 수도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언양공립보통학교의 설립 배경에 대

해 간략히 소개하고, 본 논문은 주된 분석 자료인 『졸업증서수여대장』의 특징 및 

이를 호적, 토지대장 자료와 연결한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3절에서는 자료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언양 지역의 보통학교 교육의 확산 과정에 대해서 다룬다. 4절에

서는 언양 지역 보통학교 졸업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를 

4) 무릇 신제 교육은 모든 계급을 통털어 아동의 취급을 평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

민은 기뻐하는데 비야여 양반은 불만족을 느끼고 있으나 동시에 양반들도 간혹 군청의 

명에 의해 출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상민 출신 젊은 친구가 군서기 등이 되어 이들

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에 크게 치욕을 느껴 자제를 보통학교에 보내기 시작했

다. (오성철 외(2015) p.28로부터 幣原坦(1919)을 재인용) 

5) 이타가키 류타(2015) 4장 참조.

6) 홍성찬(1999) p.48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1999)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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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호적 자료로부터 식민지기 언양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할 가능성이 있었던 

12,085명을 추출하여, 이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 중 실제 졸업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언양공립

보통학교 졸업자의 경우 1의 값을 갖는 종속변수를 설정한 로짓 모형을 추정하였

다. 끝으로 소결을 통해 본장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다.

2. 자료 소개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언양공립보통학교의 연혁에 대해 먼저 간단히 살펴본 

후, 분석 대상인 『졸업증서수여대장』을 소개하기로 한다. 이후 『졸업증서수여대

장』과 호적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한 방법 및 그 작업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언양공립보통학교는 대한제국기인 1906년에 설립되었다. 설

립 당시의 명칭은 사립영명학교로서 언양청년회가 설립을 주도하였다고 한다. 언

양청년회는 민족자주를 위한 민족개화교육을 주창하였던 단체였는데, 성필건(하북

면 능산리), 박재하(언양읍 반송리), 강봉기(하북면 능산리), 오인영(하북면 지내

리), 신성호(삼동면 둔기리), 최지형(상북면 지내리), 이규천(상북면 거리), 이장혁

(언양읍 대곡리)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7)

사립영명학교를 설립한 언양청년회의 주도 세력들은 어떠한 신분적 배경을 가

진 이들이었을까. 이들 중 성필건은 언양군 좌수와 별감을 역임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양반 출신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8) 나머지의 경우 이름만으로 이들의 

출신 신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신성호, 강봉기, 박재하의 경우 역대 언양 

향교 임원 명단에서 동명의 인물을 찾을 수 있어 역시 양반 출신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9) 언양 지역의 경우 유력 양반 가문과 향리 가문의 성관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성을 통해 출신 신분을 추측해 볼 수도 있다.10) 이와 같은 방법으

7) 언양초등학교100년사편집부 편(2006) pp.14-15.

8) 언양초등학교100년사편집부 편(2006) p.14.

9) 언양향교지편찬위원회(2006), p.272.

10) 언양 지역의 유력 양반 가문으로 소위 남인 계열의 ‘언양6성’과 노론 계열의 ‘북권남

신’이 거론되고 있다. ‘언양6성’은 명촌의 경주 김씨, 못안의 동래 정씨, 이불의 경주 이

씨, 능산과 향산의 진주 강씨, 길천의 밀양 박씨, 천소의 연안 송씨를 일컫는데 앞서 5

개 성씨는 세거지는 모두 현 상북면이고, 마지막의 천소의 연안 송씨는 현 언양읍 반천

리 샘소(泉所) 부락에 세거한 연안 송씨를 말한다. ‘북권남신’은 반곡의 안동 권씨 및 

하잠의 영산 신씨를 말하는데, 이들의 세거지는 각각 현 언양읍 반곡리, 삼동면 일대이

다. 즉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언양·삼동 지역의 경우 천소의 연안 송씨, 반곡의 안동 

권씨, 하잠의 영산 신씨 이렇게 3개 가문만이 유력 양반 성씨임을 알 수 있다. 유력 향

리 가문으로는 해주 오씨, 경주 김씨, 경산 전씨, 고령 신씨 등 9개 가문이 알려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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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출신 신분을 추측할 수 있는 경우가 오인영인데, 그는 유력 향리 가문인 해주 

오씨의 일원으로 볼 수 있다.11) 그 외에 최지형, 이규천, 이장혁의 출신 신분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근대 교육 기관 설립 과정에 양반 출신들이 독점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양반 출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다. 

언양 지역의 양반 가문이 사립영명학교 설립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

은 언양청년회가 사용하였던 건물이 다름 아닌 향청 건물이었다는 점에서도 확인

된다. 언양청년회는 1903년 옛 향청의 건물을 인수하여 청년회관으로 활용하여 

오다가 1906년에 사립영명학교를 설립하면서 이 건물을 학교 시설로 사용하였

다.12) 1913년에는 학교의 부지를 언양읍성 내로 옮겼는데, 이 때 새로 부지를 기

증한 사람도 다름 아닌 언양 유력 지주로서, 상북 지역 양반 가문의 일원인 동래 

정씨의 정택하였다.13) 전통적인 양반 가문이 근대 교육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다른 지역의 사례나 191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근대교육기관인 보통학교

보다도 전통교육기관이 서당이 더욱 많았다는 사실과는 사뭇 달랐던 사정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1906년 설립된 사립영명학교는 일제의 정책에 따라 1911년 사립보통학교로 개

명하였고, 1913년에는 다시 언양공립보통학교로 개명되어 이후 전시기에 심상소

학교로 명칭이 바뀌기 전까지 해당 교명을 유지한다. 설립이후 잦은 교명의 변경

과도 연관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 학교의 제1회 졸업생은 1915년에

야 배출된다. 제1회 졸업생 12명은 1913년과 1914년 사이에 입학하여 불과 1~2

년간의 교육을 거처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졸업생 12명 중에는 전신인 

사립보통학교에서 3년 간 수학한 경력이 있던 이들도 있었으나, 입학 전에 한문

데, 특히 해주 오씨와 경주 김씨가 읍권(邑權)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였다고 한다. 이

훈상·손숙경(1999), 언양읍지발간추진위원회(2001) pp.830-831 참조.

11) 언양, 삼동 호적으로부터 오씨 성을 가진 호주의 본관을 살펴보면 전체의 약 92%가 

해주 오씨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 지역의 오씨는 대부분 해주 오씨 가문인 것이다. 또

한 언양공립보통학교 제1회 졸업생 12명 중 오씨인 3명은 모두 호적에서 확인되는데 

이들 모두 해주 오씨이다. 따라서 사립영명학교 설립 과정에 당시 유력 향리 가문 중 

하나였던 해주 오씨의 일원이 참여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12) 언양초등학교 100년사 편집부 편(2006) p.28.

13) 정택하의 장남 정인목과 차남 정인섭은 각각 언양공립보통학교 제2회, 제3회 졸업생이

다. 차남 정인섭은 훗날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수학하였으며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활동

하였다. 소파 방정환과 함께 어린이 운동에도 헌신하여 색동회를 설립하였는데,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정인섭의 호를 딴 눈솔상을 제정하여 1985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 정택하의 육녀 정복순도 어린이 교육에 헌신하였는데 1946년 병중에 유언으로 토

지를 기증하여 유치원을 설립하도록 하였다. (언양천주교회(1993)) 참조. 정택하의 자녀

들이 어린이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던 데에는 선친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였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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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숙에 다녔던 이들도 있었다.14) 학교 설립 초창기에는 아직 학제가 완전히 정비

되지 않았고, 근대 교육과 전통 교육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학교 설립 초창기인 1910년대에 국한된 사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분

석에서 다루게 될 내용이지만 식민지기에 보통학교 교육의 보급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고 보통학교 이외의 여러 교육기관과 경쟁 내지 보완 관계에 있었다. 언

양공립보통학교의 경우에도 입학 전에 한문사숙, 통도사학교, 사립강습소 등에서 

수학한 경력이 있는 이들이 입학하였고, 이 때문에 보결입학과 편입학을 허용하

고 있었다. 학적부 상으로 1939년에 졸업한 이들 중에도 입학 전 강습소 경력이 

있는 이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언양면과 인접한 상북면, 삼남면, 두서면에는 

보통학교가 1927년에 가서야 설립되었으며, 그마저도 4년제 학교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거주한 이들은 4년제 학교를 졸업한 후 희망에 따라 6년제인 

언양공립보통학교로 편입하고 있다. 즉 언양공립보통학교 졸업생이라고 해서 반

드시 이 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한 이들은 아니었으며, 다른 4년제 보통학교 졸업

생 혹은 강습소와 같은 대안적인 교육기관에서 수학하였다가 편입한 이들도 있

다.15)

본 연구는 언양공립보통학교의 식민지기 졸업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어떠하였는지를 살피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 때 활용하는 자료는 언

양공립보통학교의 『졸업증서수여대장』이다. 이 자료는 매 회 졸업생의 성명과 주

소, 생년월일 등 간단한 정보만을 기입한 일종의 졸업생 명부로서, 현재 언양초등

학교에 보관되어 있다. 당시 사용하였던 학적부에는 이외에도 신장, 체중, 흉부모

양 등 각종 신체발달 상황과 성적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기에 보다 다양한 분

석이 가능하겠으나, 아쉽게도 식민지기 사용된 언양공립보통학교 학적부의 소재

가 확인되지 않는다. 언양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 2006년 펴낸 『언양초등학교 

100년사』에는 식민지기 학적부의 표지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매 졸업년도 학적부

의 특징을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이로 보아 적어도 2006년 동 책자의 발간 당시

까지는 학적부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나, 현재 언양초등학교에는 이 학적부가 

보관되어 있지 않고, 국가기록원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 『졸업증서수여대장사본』 자료는 다음 [그림3-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람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매 졸업연도 마다 기재된 정보가 조금씩 차이가 난

다. 제1회 졸업생의 경우는 그림과 같이 순번, 성명, 신분구별, 생년월일 및 주소

14) 언양초등학교 100년사 편집부 편(2006) p.120부터 매 졸업연도 학적부에 대해 간단히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15) 롯데그룹 창립자인 신격호 씨는 삼동면 둔기리 출신인데, 4년제인 삼동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언양공립보통학교에 편입하여 6년 과정을 마무리하였다고 한다. 정순태

(2006)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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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 < 1면 >

  출처: 언양초등학교 소장 자료를 필자가 촬영.

[그림3-1] 『졸업증서수여대장사본』 표지와 1면 사진

가 적혀 있다. 제1회 졸업생 12명 중 동래 정씨로 추정되는 상북면 거주 정태하 

만이 양반으로 그 신분이 기재되었고 나머지 11명은 모두 상민으로 적혀있다. 이

러한 신분 구분은 이후에 나타나지 않다가 1927년-1929년 간 졸업생에서 또다시 

등장한다. 이 3년간의 졸업생 165명 중에도 양반 신분인 이는 극히 적어 2명에 

불과하였다.16) 어떤 해에는 졸업성적 순위가 기재된 경우도 있으며, 1923년 졸업

생부터는 남, 여가 구분되어 여자 졸업생이 배출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1939년 졸업생부터는 보호자의 성명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 1941년 졸업생부

터는 성명이 창씨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특이하게도 1946년 3월 졸업생까지도 광

복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창씨명으로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17)

이러한 『졸업증서수여대장사본』 자료와 함께 호적과 토지대장을 활용하여 졸업

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해 분석한다. 이 때 상이한 방식으로 작성된 자료를 

16) 이 2명 중 1명은 언양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호적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 경

주 최씨인 것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하나는 상북면에 거주한 동래 정씨의 일원으로 추

측된다.

17) 엄밀히 말해 1940년에 실시된 소위 창씨개명 정책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1946년 

10월 미군정의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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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언양읍, 삼동면 『제적부』, 『재제부』, 『졸업증서수여대장』

비고: 가로축은 출생연도, 세로축은 연결비율을 나타냄.

[그림3-2] 『졸업증서수여대장』의 언양·삼동 지역 거주 졸업자 중 호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비율

서로 연결하는 것이 간단한 작업이 아니었기에 그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상기 분석 자료들을 연결한 과

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졸업증서수여대장사본』 과 호적자료와의 연결에는 성명, 주소지, 출생년월일 3

개의 정보를 활용하였다. 이 3개의 정보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일인임을 확신할 수 있다. 

문제는 이 3개의 정보 중 2개만이 일치하는 경우이다. 3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

한데, 우선 성명과 주소지는 같으나 출생일이 다른 경우이다. 출생신고 당시 출생

일은 양력과 음력 둘 다 선택이 가능하였으므로 두 자료에 기록된 출생일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 또한 출생신고를 제 때 하지 않고 뒤늦게 신고를 한 경우도 있

을 수 있는데, 이 때 출생 14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18) 때문에 

출생신고일과 가까운 임의의 날짜로 거짓으로 신고했을 가능성도 있어 호적상의 

18) “출생신고는 14일 내에 하여야 한다.”(조선호적령 제5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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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과 학교에 보고한 출생일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출

생일 간에 2년 이내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동일인으로 간주하였다.19) 2년을 넘는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정황상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도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동일인으로 판정한 사례가 있다.20)

성명과 출생년월일이 같으면서 주소지만 다른 경우에는 대부분 동일인으로 판

정하였다. 호적상 본적지가 반드시 실제 거주지일 필요는 없으며, 또한 같은 면 

내에서의 본적지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면 내 다른 리로 거주지

를 이전한 경우에도 본적지는 이전과 동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소

지만 다른 경우에는, 3개의 조건이 모두 일치하는 다른 사람이 없는 한,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일인으로 간주해도 좋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명만이 다른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았다.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자료를 DB화하는 과정에서 입력 오류가 발생

할 수도 있다는 점도 물론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의 결과 [그림3-2]과 같은 

비율로 두 자료가 연결되었다. 초반에는 연결 비율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만 

이후에는 60-70% 선에서 비교적 일정하였다. 1910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성명, 

출생연월일 등의 호적 기록에 잘못된 정보가 많아 이와 같이 초기 연결비율이 낮

게 나왔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21) 전체 연결비율은 64.2%이다.

19) Abramitzky et al.(2013)는 1865년, 1900년 두 시점에서의 노르웨이, 미국의 센서스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여 19세기 말 노르웨이 출신 미국 이민자의 경제적 출신 배경

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 이 때 성명(family name과 first name), 출생지, 나이 정보

를 활용하여 두 시점의 센서스 자료를 연결하였다. 이 때 나이가 정확히 일치하는 조건

을 부여할 경우 연결되는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성명과 출생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비록 나이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서로 2년 이내의 차이가 있다면 동일인으로 간

주하고 있다. 이렇게 일치 조건을 완화하더라도 두 시점의 자료 간에 연결되는 비율은 

26%에 불과하였다. 두 시점 간에는 35년의 차이가 나는데, 당시 평균수명이 35세 정도

였다는 사실로부터 50%는 이미 사망하였다고 간주하더라도, 절반 정도 밖에 연결되지 

않은 셈이다.

20)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출생연도만 다르고 출생월

과 출생일이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 때 호적상의 출생연도 정보를 신뢰할 수 없고, 

정황상 졸업생 명부상의 출생연도가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둘을 동일인으

로 판정한 사례가 있다. 호적에는 자녀가 출생 순서대로 기재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기재 순서와 출생연도가 정합적이지 않다면, 애당초 호적상의 기재 내용이 틀렸거나 호

적을 DB화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21) 1909년에 민적조사를 완료하여 호적의 원형이 되는 민적부를 일제히 작성하였으므로 

이들은 일제 민적조사를 통해 한꺼번에 호적에 등재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

에서 이후에 출생신고를 통해 개별적으로 등재된 경우와는 정보의 정확성 측면에서 차

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933년 출생 코호트의 경우 연결 비율이 40%밖

에 되지 않는데, 본 연구는 식민지기인 1945년 졸업자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1933년생의 경우 3월 이전 출생자만 해당되어 표본수가 적기 때문에 전체 추세와는 다

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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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양지역 보통학교 교육의 확산 과정

언양공립보통학교의 졸업생은 매년 증가 일로에 있었다. 제1회 졸업생은 12명

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졸업자의 수가 증가하여 식민지기 말인 1945년에는 165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매 연도별 졸업생 수의 추이는 다소간의 등락이 있었

지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따라서 식민지기 동안 보통교육이 확산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학령아동의 수 역시도 증가했을 수 있으므로, 이 지역의 전체 학령아동의 

수의 추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해 호적 자료로부터 관련 정보를 추출하였다.22) 졸업할 시

점에서의 평균 연령을 감안하여 만 14세 시점에서 언양·삼동 지역에 호적을 두고 

있으면서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이들의 수를 계산하였다. 즉 언양·삼동 지역에서 

출생하여 만 14세 시점에서 언양·삼동 지역을 본적지로 하는 호적에 이름을 올리

고 있는 이들은 언양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이들을 모

집단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러한 모집단을 출생연도에 따라 개별 코호트로 구분

하여 매 출생연도 코호트별로 언양공립보통학교 졸업률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림3-3]이 그 결과이다.

이 때 앞 절에서 설명한 대로 졸업자 중 호적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인원이 있

기 때문에 두 가지 방식으로 출생코호트별 졸업률을 추정하였다. 졸업률1은 호적

과 연결된 경우만을 한정하여 추산한 것이다. 호적에서 확인되는 해당 출생코호

트 전체 인원수 즉 언양·삼동 지역에서 태어나서 만 14세까지 호적을 유지하는 

이들 중에서 『졸업증서수여대장』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원, 즉 두 

자료가 연결되어 언양공립보통학교 졸업자로 판명되는 인원의 비율을 구한 것이 

졸업률1이 된다.

이와 달리 졸업률2를 구하는 데 사용된 모집단, 즉 분모의 값은 졸업률1을 구

하는 데 사용한 인원수에 『졸업증서수여대장』에 언양·삼동 지역 거주자로 되어 

있으나 호적에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어 미연결된 졸업자의 수를 합한 값을 

이용하였다. 분자의 값은 졸업률1에서는 호적과 연결된 인원수를 사용한 반면, 졸

업률2에서는 『졸업증서수여대장』에서 호적과의 연결 유무와는 관계 없이 『졸업증

서수여대장』에서 확인되는 언양·삼동 지역 거주 졸업자 전체 수를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별도로 졸업률2의 통계를 산출한 데에는 호적이 실제 거주 실태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업증서수여대장』에 기재된 

22) 본 분석에는 삼동면의 호적 자료도 활용하였다. 1927년 이후 삼동공립보통학교가 설립

되지만 각주15와 같은 신격호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삼동면에 거주하더라도 6년

제 학교를 마치기 위해서는 언양공립보통학교에 다녀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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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그림3-2]와 동일.

비고: 졸업률1과 졸업률2의 산출 방법은 본문을 참조할 것.

[그림3-3] 언양·삼동 지역 6년제 보통학교 졸업률 추이

언양·삼동 지역 거주 졸업자 중 일부가 호적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23) 따라서 

미연결된 인원들은 실제로는 언양·삼동 지역에 거주하지만 해당 지역으로 본적지

를 옮기지 않아 호적에서 확인되지 않은 인원으로 간주하였으며, 이에 따라 모집

단도 조정한 것이다. 그러나 타 지역에 호적을 둔 채로 언양·삼동 지역에 거주하

면서 언양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접근이 

완벽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타지역에 호적을 두면서 졸업자도 아닌 경

우에는 본 논문이 활용하는 자료의 수준에서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의 추론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출생코호트별 졸업률을 추산한 결과, 우선 초기 졸업자들인 19세기 말 출생한 

남성 코호트의 경우 보통학교를 졸업한 비율은 5%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간 출생한 여자의 경우에는 아예 보통학교 졸업자가 없었다. 이

23) 물론 입력 오류에 기인한 사례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자료 가공 과정에서 세심하여 

주의를 기울여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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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낮은 비율에서 출발하였던 것이 식민지기 말기에 졸업하게 되는 후기 출

생 코호트의 경우 남성은 30% 이상, 여성은 10% 이상으로 졸업률이 상승하였다. 

식민지기 내내 졸업률은 증가 일로에 있어서 졸업생 수의 증가 추세와 부합한다. 

졸업률 추산의 모집단이 된 학령아동의 증가보다도 빠른 속도로 졸업생의 수가 

증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기 동안 보통학교 교육은 계속하여 확대되어 

갔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학교 교육의 확산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되었다. 당시 국제 수

준과 비교하였을 때 식민지기 말기 시점에서도 초등교육의 보급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1935-40년 기간 동안 초등학교 취학률

을 살펴보면, 북미, 북유럽 등은 70-80% 선이었으며, 일본 또한 60%에 달하였

다. 식민지 조선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률은 23.4%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22.5%

인 서아시아, 북아프리카와 19.6%로 취학률이 가장 저조하였던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와 비견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24)

식민지기 초등학교 취학률이 낮았던 것은 당시 공교육의 공급이 교육 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언양공립보통학교의 경우 전시기에 이르러 인접 

면의 4년제 학교가 6년제로 승격하기 전까지 이 일대의 유일한 6년제 보통학교였

으며, 따라서 졸업자의 거주 지역 분포에 있어서도 언양면 뿐만이 아니라 인접 

면 거주자도 상당한 인원을 차지하고 있다. 예컨대 식민지기 말기인 1945년 3월 

졸업자 165명 중 6명은 인근 상북면 거주자였으며, 2명은 인근 삼남면 거주자였

다. 언양공립보통학교 입학경쟁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다만 1936년 

한 신문기사를 통해 1930년대 중반 3:1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낮은 졸

업은 공교육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근대 교육에 대한 지역 내에서

의 수요는 굉장히 높았다고 볼 수 있다.25)

언양공립보통학교를 입학하였더라도 학업 중간에 가정 형편 등으로 퇴학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졸업자들만이 근대적인 보통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당시의 진급률의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제학교일람』 자료

로부터 중도 퇴학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 제한적으로나마 확인해 볼 수 있다. 

상기 자료에는 전국에 있는 각 보통학교 별로 학년별 아동수가 기재되어 있다. 

『제학교일람』은 매년 발간된 것으로 보이나 현전하는 자료에는 결락인 해가 많

24) 취학률의 국제 비교는 박기주·남기곤(2013) p.18에서 확인. 본 연구에서 구한 졸업률

은 취학률과 다른 개념이지만 20년대 말 출생코호트의 경우 남녀 전체 졸업률이 박기

주·남기곤(2013)에서 제시하고 있는 1935-40년 기간 동안의 취학률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시기에 이르면 취학률과 졸업률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는 추론이 가

능하다.

25) 「언양공보교학교증설을 촉함」 (동아일보 1936.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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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남학생(언양공보) 남학생(전국)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926 100 81.9 70.8 100 95.1 91.2 86.9 73.9 66.1

1929 100 77.2 64.9 100.0 100.0 100 97.7 93.7 88.2 76.1 72.6

1931 100 93.8 100.0 96.9 100 95.7 97 99 86.1 82.5

1932 100 92.3 80.8 100 102.1 107.1 109.4 91.9 89.5

1933 100 98.1 100 104 108.2 113.3 94 93.7

연도
여학생(언양공보) 여학생(전국)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926 100 90.9 81.8 100 82.1 74.1 66.5 55.4 48.9

1929 100 84.6 69.2 61.5 61.5 100 87 76.6 69.2 59.3 55.7

1931 100 88.2 88.2 88.2 100 86.8 83.7 79.8 69.9 66.2

1932 100 69.2 69.2 100 91.4 89.3 87.2 75.2 71.9

1933 100 72.2 100 95.9 93.9 91.7 79.8 78.3

자료: 『졸업증서수여대장』, 『제학교일람』

비고: 1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수를 100으로 환산했을 때의 인원수.

[표3-1] 언양공립보통학교 진급률의 추정

다. 따라서 언양공립보통학교의 경우 일부 연도에 한해서만 학년별 아동수를 확

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것을 정리한 것이 [표3-1]이다.26)

『제학교일람』을 통해 언양공립보통학교 각 학년별 아동수를 확인할 수 있는 

1926년, 1929년, 1931년, 1932년, 1933년 자료를 전국 수치와 비교하여 보았다. 

[표3-1]은 각 연도별로 1학년으로 입학한 아동수를 100으로 하였을 때 이들 중 

진급하면서 남는 인원의 수를 계산한 것이다. 예를 들어 1926년 언양공립보통학

교 1학년 재학생을 100으로 하였을 때 이들이 6학년에 이르는 1931년 시점에서

의 6학년 아동의 수는 70.8이며, 이 수치를 연도가 1926인 동일한 행에 배치하였

다. 

그러나 앞 절에서의 설명과 같이 편입과 보결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수치가 반드시 진급률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연도가 1929인 행을 보면 

3학년이 77.2로서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에 22.8%가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것으

로 일견 보이지만 5학년 수치는 다시 높아져 100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1929년에 1학년인 학생이 5학년이 되는 1933년 시점에서의 5학년 아동수가 

26) 자료가 결락인 연도가 있지만, 전국 통계는 누적 통계로 제시하고 있어서 전국 수준에

서 각 학년별 아동수는 매년도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오성철(2000) pp.163-164는 이

를 활용하여 진급률을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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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그림3-2]와 동일.

[그림3-4] 졸업연도별 졸업자의 평균 만연령 추이

1929년 1학년 아동수와 동일했기 때문인데, 실상 1933년 5학년 아동에는 1929년

에 입학한 이들 뿐만이 아니라 편입 등의 사유로 다른 해에 입학하여 이 해에 5

학년이 된 아동들도 모두 들어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각 년도 학년별 아동

수를 통해 진급률을 추정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따른다. 특히 자료의 결락으

로 전국 통계와 달리 언양공립보통학교의 매 연도 학년별 아동수를 알 수도 없

다. 따라서 1931년, 1932년, 1933년 행에 빈 곳이 많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이 언양공립보통학교의 진급률을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급률이 낮았으며, 이는 전국적인 추

세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별 차이와 함께 시기별 차이에 

있어서도, 언양공립보통학교의 경우 자료의 결락이 많아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렵지만 전국 통계로부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점점 줄

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전국적인 경향을 언양공립보통학교에 적용한다면, 

각 출생연도 코호트별 입학률에 있어서 여학생의 경우 졸업률보다 높았으며, 성

별과 무관하게 앞 시기 출생코호트의 입학률이 졸업률보다 높았다고 추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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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된다. 따라서 만약 졸업률이 아닌 입학률의 추세를 관찰할 수 있다면 졸업

률의 추세보다는 훨씬 증가가 완만할 것이며, 여학생의 경우 졸업률 추세 위에 

입학률 추세가 놓이게 될 것이다. 학령인구 중 보통학교 재학자의 비율로 측정하

는 취학률에 있어서도 이러한 입학률 추이를 반영하여 보다 완만한 증가세를 보

일 것으로 예측된다.

초등교육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보통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연령 구성은 어떠

한 변화를 보이고 있었는지를 이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초등교육을 받는 것이 점

차 보편적인 현상이 됨에 따라 입학하는 아동들의 연령이 보다 일정하게 변화했

을 것이고, 또한 거의 전원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고 있었다면 졸업자의 연령 

분포의 분산 역시 줄어들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매 졸업연도별로 졸업자의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그림3-4]와 같다. 초창

기 졸업자의 경우 이제 막 보통학교 교육이 개시된 터라 졸업자들의 연령 구성이 

꽤나 다양하였다. 보통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수학하다 뒤늦게 입학한 이들

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중간에 학업을 중단했다가 뒤늦게 학업을 

재개한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평균연령이 높고 연도별로 졸업자의 평균

연령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20년대 중반 이후 졸업자의 평균 

연령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1930년대에 이르면 점차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오성철(2000)에서 식민지기 초등교육이 대중화되는 전환점으로 1933년을 

지적하고 있는데, 언양공립보통학교 졸업자들의 평균연령 추이에 있어서도 이 점

이 확인되고 있다.27)  

평균연령이 점차 하락하여 안정되는 것과 함께 표준편차의 변화로부터도 졸업

자들의 연령구성이 보다 단일하게 변화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5개년 동안 

출생한 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편성하여 각 출생연도 그룹 졸업자들의 연령 히

스토그램을 그려 본 것이 [그림3-5]이다. 초기 출생 그룹 내에서 보다 연령 분포

가 다양하였으며 후기 출생 그룹으로 갈수록 연령 분포가 단일하게 변화하고 있

었음을 본 히스토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그룹 내 졸업당시 연령의 표준

편차를 구해보면, 2.05 → 1.74 → 1.70 → 1.21 → 1.14 → 0.81 로 시종일관 

하락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졸업 연령이 일정해 지고 있었다는 것은 곧 입학 

연령도 일정해 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학교 교육의 확산은 비록 점진

적이었으나, 그럼에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통학교 교육을 받는 것이 언양·삼

동 지역 사회의 보편적인 모습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27) 1940년대에 들어서 다시 졸업자의 평균연령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1930년대 말 전시

기에 들어서면서 조선총독부가 보통학교 교육의 보급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과 무

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을 받아 늦은 나이에 입학 또는 편입하는 학생

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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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그림3-2]와 동일.

[그림3-5] 5개년 출생코호트별 졸업당시 만연령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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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통학교 졸업 결정 요인 분석

지금까지 언양·삼동 지역에서 점진적이었지만 근대 초등교육이 점차 확대되어 

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확산 과정의 보다 구체적인 양상은 

어떠하였던가를 본 절을 통해 해명해 보고자 한다. 즉 어떠한 이들이 근대 교육

의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적극적으로 근대 교육을 수용하였을까, 앞

서 2절에서 언양공립보통학교 설립과정에서 양반 출신 계층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는데, 그렇다면 이후에도 주로 양반 출신 계층의 자녀들이 학

교를 졸업하였을까, 하는 문제가 우선의 관심사이다. 이 외에도 경제적 배경이나, 

거주지와 학교간의 거리 등의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인해 본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앞서 언양·삼동 지역 졸업률 추이를 구하기 위

하여 구축하였던 모집단을 다시금 사용한다. 즉 언양·삼동 지역에서 출생하였으면

서 졸업 당시 평균 연령인 만 14세 시점에서 언양·삼동 지역에 호적이 있는 이들

을 모집단으로 하여 이 중 언양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이들의 특징을 살펴본다. 

분석은 언양공립보통학교 졸업자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종

속변수를 설정하여 로짓 모형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설명변수로는 호주의 

토지자산규모와 남자형제의 수, 거주하는 마을 내 기졸업자의 수를 나타내는 수

준 변수와 함께 학교 와 거주지 간의 거리, 양반 또는 향리 여부, 형제 중 기졸업

자가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이산형 변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졸업여부     호주의토지자산규모남자형제의수

학교와거주지간의거리 양반여부 향리여부

형제중기졸업자유무같은마을거주자중기졸업자유무

  설명변수벡터
 로지스틱함수

우선 설명변수의 작성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첫 번째 변수인 호주의 

토지자산규모는 모집단에 해당하는 이들의 호주가 소유한 토지자산 규모를 측정

한 값이다. 이 때 만 8세 시점에서 보통학교 입학 여부를 결정한다고 가정하고, 

만 8세 시점의 호주의 토지자산규모를 살펴보았다. 토지자산규모를 파악하기 위

해 언양면, 삼동면과 함께 인접한 삼남면, 상북면 『토지대장』 자료를 사용하였으

며, 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논과 밭만을 대상으로 하여, 논과 밭의 면적에 3:1의 

가중치를 주어 합산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이 3:1이라는 가중치는 『조선총독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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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중앙값 최대값

호주의 토지자산규모 2254.7 5197.7 0 166 74777

남자형제의 수 1.99 1.31 0 2 11

향리 (더미) 0.223

양반 (더미) 0.040

기졸업한 형제가 있는 경우(더미) 0.104

같은 마을 내 기졸업자의 수 21.9 60.6 0 1 370

자료: 언양읍, 삼동면 『제적부』, 『재제부』, 『언양초등학교 졸업증서수여대장』

자료: 언양면, 삼동면, 삼남면, 상북면 『토지대장』, 『폐쇄대장』

[표3-2] 주요 변수 기초통계량

계연보』에서 확인되는 경상남도 지역 등급 중등지인 논과 밭의 평균 매매가격 비

율 및 언양·삼동 지역 『토지대장』에서 확인되는 1912년 사정 완료 당시 논과 밭

의 평균 과세가격 비율을 고려하여 임의로 설정한 값이다. 토지자산규모의 기초

통계랑은 [표3-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남자형제의 수는 만 8세 시점에서 생존해 있는 남자 형제의 수를 나타낸다. 만 

8세 시점에서 보통학교 입학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고, 해당 시점에서 이미 사망

한 형제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간주하였다. 또한 당시는 주 산업이 농업

인 사회였으므로 남성의 노동력이 중요하다고 보아 여자형제의 많고 적음은 고려

하지 않았다. [표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인을 제외한 남자형제의 수는 최대 

11명까지 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대개 2명 정도가 일반적이었다.

학교와 거주지간의 거리는 범주형 변수로 나타내었다. 이 때 본적지와 거주지

가 동일하다고 간주한다. 언양공립보통학교가 위치한 동부리를 포함하여 동부리

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5개 리를 본적지로 하는 경우 ‘1’의 값을 부여하였다. 이

어서 나머지 리 중 ‘1’의 값을 갖는 리와 경계를 접하는 리를 본적지로 하는 경우 

‘2’의 값을 부여하였으며, 같은 식으로 ‘2’의 값을 갖는 리와 경계를 접하는 리가 

본적인 경우가 ‘3’의 값을 갖게 되었다. 삼동면에 속하는 리는 일괄적으로 ‘4’의 

값을 부여하였다. 학교와 본적지 리의 중심지 간의 직선거리를 사용할 수도 있지

만, 학교와의 통행 거리는 지형 등 여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

소의 단순화를 무릅쓰고 위와 같은 범주형 변수를 사용하고자 한다.

향리와 양반 더미는 각주 10의 설명에서와 같이 이 지역의 유력 양반, 향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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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 ‘학교-거주지간 거리’ 변수 값의 부여 방법

문에 속하는 경우 1의 값을 부여한 값이다. 이와 같이 값을 부여해보면, 기초통계

량을 나타내는 [표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리는 전체 모집단의 22.3%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28) 양반의 경우 4%로서 극히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각주 10에서의 설명과 같이 구 언양현 지역의 유력 양반 가문은 주로 현 상북면 

지역에 세거하였던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형제 중 기 졸업자가 있는 경우 1의 값을 부여한 변수는 만 8세 시점에서 생존

해 있는 연상의 남자형제 중 언양공립보통학교의 졸업생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

28) 더미변수의 평균값이 0.223이므로 이는 곧 더미변수가 1의 값을 갖는 관측치의 비율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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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변수를 추가로 작성한 데에는 호주의 토지자산규모, 남자형제의 수, 

그리고 양반, 향리라는 전통 신분의 차이 이외의 보통학교 교육을 받게 하는 제3

의 요인을 포착하기 위해서이다. 형이 보통학교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그 자신도 

상대적으로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긍정

적 태도라는 문화적 요소를 형과 동일하게 선대로부터 전수받았을 수도 있을 것

이며, 이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형을 보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의를 가졌을 가

능성도 있다. 혹은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다거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지적인 호기심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

한 제3의 요인을 포착하는 변수로서 형제 중 기졸업자 유무를 설명변수로 작성하

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주하고 있는 마을 중 기졸업자의 수를 나타내는 수준 변수를 추

가하였다. 보통학교에 다니는 것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인근 주민 중에

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가 입학 결정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이웃을 모방하고자 

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으며, 이웃 중에 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를 통해 입학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가 보다 용이해 질 수도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초등교육의 확산 과정에서 이웃의 효과가 과연 존재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변수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학교 졸업자 중 자신이 출생한 해 바로 직전 연도 3월 31일 이전 출생

자들은 통상 1-2년 일찍 입학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수

를 같은 마을 내 거주민 중 먼저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이미 졸업한 이들로 간

주하고 변수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보통학교 졸업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짓 모형을 설정하여 이를 추

정한 결과가 [표3-3]이다. 시기를 두 구간으로 나누어 보통학교 교육이 아직 정착

하기 전 시기와 그 이후 시기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첫 번째 시기는 1915

년 말까지 출생한 코호트로서 1920년대를 포함한 그 이전 졸업자들이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나머지는 1930년대와 1945년 3월 해방 직전까지의 졸업생이 포

함된 출생코호트이다.  

우선 남학생의 경우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설명변수들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값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선 호주의 토지소유규모는 예상한 

대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당시의 관찰과도 정합적이

다. 1932년 농가 경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농가계층을 지주, 자작, 자소작, 소작, 

궁농으로 구분하였을 때 동일한 순서로 가구당 취학 아동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난다.29) 다만 이 결과의 해석에 유의할 필요는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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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남녀 구분 남성 여성

출생코호트 구분
1896.1.1. - 

1915.12.31. 출생

1916.1.1. - 

1933.2.28. 출생

1896.1.1. - 

1915.12.31. 출생

1916.1.1. - 

1933.2.28. 출생

설명변수 종속변수: 졸업한 경우 (=1)

호주의 토지소유규모

(단위: 정보)

0.1138***

(3.46)

0.1711***

(5.21)

0.1797**

(2.55)

0.1117***

(3.67)

남자형제의 수
-0.2030**

(-2.42)
-0.1655***

(-3.53)
-0.1512
(-0.54)

-0.2652***
(-3.09)

학교-거주지간 거리
-0.7365***

(-6.52)
-0.9366***

(-13.66)
-1.2704***

(-6.06)

향리
0.2142
(1.18)

0.0874
(0.71)

-0.4673
(-0.68)

0.4574** 
(2.41)

양반
0.6626
(1.35)

0.6132**
(2.17)

1.2053**
(2.09)

기 졸업한 형제가 

있는 경우

1.4951***
(6.40)

0.9333***
(6.75)

1.3942**
(2.08)

1.0148***
(4.87)

같은 마을 내

기 졸업자의 수

0.0167***
(4.35)

0.0015***
(2.58)

0.0541***
(5.22)

0.0050***
(5.72)

상수항
-1.4780***

(-5.07)
0.3119*
(1.65)

-6.5305***
(-10.12)

-1.6741***
(-4.73)

관측치 수 2,907 3,075 2,576 3.527

pseudo R제곱 0.165 0.204 0.239 0.261

Log Likelihood -531.1 -1098.8 -62.2 -449.0

자료: [표3-2]와 동일.

비고: 1) (   )안은 t-값,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낸다.

비고: 2) ‘학교-거주지간 거리’ 변수의 작성 방식은 별도로 설명한다.

비고: 3) 회귀분석 (3)의 경우, 해당 출생코호트 여성 중 졸업자는 13명에 불과하고, 이들은 모두 ‘학교-거주

지간 거리’가 1인 지역에 거주하며, ‘양반’ 변수의 값이 모두 0, 즉 양반이 아니므로 두 변수를 설명

변수에서 제외하였다.  

비고: 4) 회귀분석 (4)의 경우, ‘향리’와 ‘양반’ 변수의 계수 추정치의 차이는 0.7479인데, 이러한 차이의 t-

값은 1.28, p-값은 20.1%이다. 즉, 양반과 향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3-3] 보통학교 졸업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로짓 분석

29) 노동규(1932) pp.516-524 (오성철(2000) p.16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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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풍족할수록 보통학교를 졸업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다. 

전체 인구 중 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이 절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보통학교 졸

업자 중에도 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구의 아동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즉 보

통학교 교육을 받은 이들이 소수의 지주 엘리트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

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남자형제의 수가 많을수록 보통학교를 졸업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시기별로 보아도 별다른 차이가 있지 않았다. 전통 농업 사회에서는 

남성의 근력이 생산요소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형제의 수가 많을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적게 할 유인이 클 것이다. 그러나 농업 중심 사회에서 점차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하면서 더 이상 남성의 근력에 의존하는 생산 방식보다는 

지식과 기술에 보다 의존하는 생산 방식이 중시될 것이기에, 형제수와 무관하게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일정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30) 그러나 두 시기 간에 뚜렷

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이 시기에 언양·삼동 지역이 여전히 농업 중심의 사회

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언양·삼동 지역의 직업 구성의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면 보다 명확하다. [표3-4]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언양면의 경우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은 1909

년 민적조사 당시 77.6%이었는데, 30년 정도가 경과한 1930년대 후반 조사를 보

더라도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1936년 통계에서는 76.6%로 약간 감

소하였으나 2년 후에는 오히려 농가 비중이 증가하여 81.4%가 되었다. 삼동면은 

당시 삼남면의 일부로 있었기 때문에 삼동 지역만을 따로 고찰할 수는 없다. 대

신 삼남면의 통계를 살펴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중은 1909년 87.9%에

서 1936년 92.2%로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통계로부터 당시 언양·

삼동 지역의 경우 보통학교 교육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오히

려 농업 중심 사회라는 특질이 계속 유지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근대 교육을 

받은 이들이 점차 증가하였지만, 이들을 수용할 만한 산업 구조의 변화는 그다지 

없었던 것이다. 남자형제가 많을수록 교육받을 가능성이 낮았다는 로짓 분석의 

결과는 이러한 당시의 사정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31)

학교와 거주지간 거리는 예상과 같이 거리가 멀수록 졸업 확률에 부정적인 영

30) Becker et al.(1976)은 자녀의 질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자녀의 양에 대한 소득 탄력

성보다 높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질 높은, 즉 교육 수준이 높은 적은 

수의 자녀”를 희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31) 1930년대에 쓰인 경북 상주 지역의 S씨, 전남 화순 지역의 오씨의 일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두 인물은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상급 학교에도 진

학했던 고학력 엘리트였지만 자신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갖지 못한 데 대한 

울분과 농사일의 고달픔을 일기 곳곳에서 토로하고 있다. 이타가키 류타(2015) 5장, 홍

성찬(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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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호)

언양(1909)

관공리 양반 유생 상업 농업 공업 일가 기타 무직 총합계

11 8 5 183 1,221 5 60 60 21 1,574

0.7% 0.5% 0.3% 11.6% 77.6% 0.3% 3.8% 3.8% 1.3% 100.0%

언양(1936)

공무자유 상업교통 농림목축 공업 기타 무업

33 128 1,345 30 140 81 1,757

1.9% 7.3% 76.6% 1.7% 8.0% 4.6% 100.0%

언양(1938)
20 113 1,395 16 131 39 1,714

1.2% 6.6% 81.4% 0.9% 7.6% 2.3% 100.0%

삼남(1909)

관공리 양반 유생 상업 농업 공업 일가 기타 무직 총합계

2 6 4 78 1,315 4 40 28 19 1,496

0.1% 0.4% 0.3% 5.2% 87.9% 0.3% 2.7% 1.9% 1.3% 100.0%

삼남(1936)

공무 및

자유업
상업 농업 공업

기타

유업
무업 총합계

6 20 1,521 5 50 48 1,650

0.4% 1.2% 92.2% 0.3% 3.0% 2.9% 100.0%

자료: 『민적통계표』, 『언양면 면세일반』(1937), 『언양면 면세일반』(1939), 『삼남면 면세일반』(1937)

비고: 1) 1909년 통계는 『민적통계표』로부터 나머지는 해당 『면세일반』으로부터 작성하였음. 행정구역의 

변화를 반영하여 1909년 민적조사 당시 상북면, 중북면 통계를 언양으로 중남면, 삼동면 통계를 

삼남으로 통합하여 제시함. 

비고: 2) 직업 항목은 원 자료를 표현을 그대로 인용함.

비고: 3) 인원수가 0인 어업, 광업은 제외함.

[표3-4] 식민지기 언양·삼동 지역의 직업 구성의 변화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의 교통 사정을 생각한다면 자명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양반, 향리라는 전통적인 신분은 둘 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설립 과정에서는 양반 출신 인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여기

에 향리 출신들도 참여하고 있었지만, 이후 졸업생들을 분석하여 보면, 양반이나 

향리 출신 자제들이 상대적으로 교육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는 것이다. 상민 계층 등을 포함한 전 계층이 교육의 수혜 계층으로 나타나며, 근

대 교육의 확산은 일부 상류 계층에 편향되었던 것은 아니고, 전 계층에 걸친 보

다 보편적인 현상이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기 졸업한 남자형제가 있는 경우, 보통학교 졸업 확률에 긍정적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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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한 대로 형이 보통학

교를 다녔다면, 동생들도 보통학교를 다녔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것은 앞서 설명

한 보통학교 졸업에 미치는 제3의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같은 마을 이웃 중 기졸업자가 많을수록 졸업 확률이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의 확산 과정에서 이웃에 의한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

하였음을 암시하는 결과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웃을 통해 입학에 관한 정보

를 얻기가 용이했을 수도 있고, 단순히 교육을 받은 이웃을 따라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다. 정확한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은 추후의 연구를 기약

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에서는 근대 교육의 확산 과정에서 이웃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선에서 만족하고자 한다. 

[표3-3]에서는 남학생과 함께 여학생의 경우도 분석하고 있다. 주요 변수들의 

계수 추정치의 방향이나 통계적 유의성은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점은 양반, 향리를 나

타내는 변수가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여학생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검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 시기 출생코호트를 대상으로 하는 회귀분석 (3)의 경우 졸업자 중 여학생의 

수가 극히 적고, 여자 졸업생 중 양반 출신인 경우는 단 1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뒷 시기 출생 코호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회귀분석 (4)에서는 양반과 향리 변수 모두 5% 유의수준에서 졸업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반과 향리 양자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즉 남학생과는 달리 여학생의 경우 전통적

인 출신 신분이 근대 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이러한 신분 효과가 

나타난 데에는 남성과 달리 여성의 교육 참여는 소수에 국한된 현상으로서 아직 

보편화된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5. 소결

본 장에서는 언양초등학교 졸업생명부를 입수하여 이를 호적, 토지대장 자료와 

연결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졸업생명부에서 언양·삼동 지역에 거주한다

고 되어 있는 졸업자들이 호적의 정보와 연결되는 비율은 64.2%로서 전체의 3분

의 2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3분의 1의 경우 호적과 연결이 되지 않았는

데, 이는 초기 호적의 경우 정보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지역에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학교 통학 등을 위해 언양·삼동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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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주하면서 본적은 옮기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언양·삼동 지역에서의 근대 교육의 확산 과정을 살펴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대교육이 점차 보급되어 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세기 말 출생코호트의 경우 남성은 5% 정도가 근대 교육을 받았으며, 여성은 

전무하였다. 그러던 것이 식민지기 말기에 졸업하게 되는 1920년대 말 이후 출생

코호트의 경우 남성은 30%, 여성은 10% 정도가 근대교육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

다. 이는 당시의 선진국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낮은 수준이었으나, 1930년대 중

반 언양공립보통학교의 입학 경쟁률이 약 3:1정도 되었다는 신문기사를 감안한다

면, 이는 교육 공급 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언양·삼동 지역의 교육열

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초등교육이 점차 보급됨에 따라 

동일 학년 내에서의 연령 분포도 점차 특정 연령으로 집중되어 가는 경향이 있었

다. 초등교육이 점차 특정한 연령의 아동이 의례 통과해야 하는 과정으로 자리매

김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생연도가 같은 코호트들 간에 생

애주기(life-cycle)가 보다 단일해져 갔음을 추론할 수 있다.

보통학교 졸업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호주의 토지

자산규모, 남자형제의 수, 양반, 향리라는 전통적인 출신 신분, 형제 중 기졸업자 

유무, 같은 마을 이웃 중 기졸업자의 수 등을 설명변수로 하는 로짓 모형을 설정

하여 분석해 보았다. 예상과 같이 호주의 토지자산규모가 클수록, 즉 경제적으로 

풍족할수록 보통학교를 졸업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반, 

향리와 같은 전통적인 출신 신분은 여성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보통학교 취학이 많지 않았

던 여성의 경우에는 양반, 향리 등 지역 사회 내에서 이름 있는 집안의 자제들이 

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높았던 반면, 보다 취학률이 높았던 남성의 경우에는 보통

학교 졸업이 전통적인 신분 질서와는 무관한 보다 보편적인 현상이었던 것이다.

또한 남자형제 수와 졸업확률 간에는 역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 지역에서 식민지기 근대 교육이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사정과 부합하는 것이다. 농업 생산에 

투입할 육체 노동력이 많았던 가정의 경우 아동의 교육은 제약되고 있었던 것이

다. 그밖에 연상 형제 중 이미 졸업자가 있는 경우에 졸업 확률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전반적인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한 아이를 학교에 보낸 가정의 경우, 학비의 부담 때문에 그 동생

은 학교에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오히려 아이를 학

교에 보낸 가정에서 계속하여 동생들도 입학시키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비용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에서 공유되는 일종의 교육에 대한 열망이 더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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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마을 이웃 중 이미 졸업한 사람의 수 역시 졸업

확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웃 중에 학교에 다녔던 사람이 많은 경

우에 근대교육을 접하는 것이 더욱 용이했었으며, 식민지기 근대 교육은 이웃을 

매개로 하여 점차 확산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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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언양·삼동 지역의 창씨개명 실태와 동족집단의 대응

1. 머리말

본 장에서는 언양·삼동 지역의 소농 경제의 안정이 친족 질서에 미친 영향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시론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친족 질서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1940년 실시된 일제의 창씨개명 정책이다. 창씨개명 정

책은 일본식 이름을 강요한 민족말살 정책으로 흔히 알려져 있지만, 법적인 내용

에 있어서 소가족제도를 지향한 씨(氏)의 설정 문제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가족

제도로서의 측면도 지니는 것이었다. 

창씨 정책은 각 호의 호주를 신고대상자로 하여, 장차 기존의 성(姓) 대신에 일

상적인 개인의 표지로서 사용하게 될 씨를 설정하여 신고하도록 하였는데,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여 각 호주는 인근의 친족들과 이 문제를 협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언양·삼동 지역 호적 자료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씨 설정 신고의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동일한 씨를 설정하는 친족의 

범위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다. 창씨 정책이 1940년 당시의 친족 

질서를 엿볼 수 있는 일종의 자연실험이 되었던 것이다.

19세기 단성 지역 호적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상민 신분의 가(家)는 한 지

역에서 대를 이어 거주하는 경향이 상당히 약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에 높은 

이동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1) 19세기에 일부 경제적으로 성공한 

상민 가문에서 부계 친족 집단끼리 일정 지역에 집거하는 양반 계층의 문화를 모

방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으나2), 상민 가문에 그러한 집거 문화가 아직 본격

적으로 확산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반면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세기에 들어 언양·삼동 지역의 소농 경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상민 가문의 높은 유동성은 어느 정

도 완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호적 자료에서 1940년 시점에서 씨 

설정을 통일하고 있는 다수의 부계 친족 집단이 찾아진다면, 어느 정도 그러한 

혐의의 단서를 찾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본 장이 작성되었다.

소농 경제의 안정이 부계 친족 집단끼리 일정 지역에 집거하는 경향을 확산시

켰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부계 친족 집단의 형성 자체가 소농 경제의 안정을 가

져왔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양자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1) 이영훈·조영준(2005)

2) 권내현(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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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장은 언양·삼동 지역 소농 경제와 친족 질서 간에 인과적

인 관계를 정치하게 파악하고자 한 것은 아니며, 소농 경제 안정의 일면을 친족 

질서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는 데 일단은 만족하고자 한다. 추후 추가적인 자료를 

통한 보완이나 분석방법론상의 개선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

으며, 본 장은 이를 위한 시론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창씨개명 정책의 가족제도적인 성격에 

대해서 고찰하며, 3절에서는 창씨개명 정책의 실시과정에 대하여, 선행 연구를 통

해 알려진 전국적인 실태와 함께 호적 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언양·삼동 지역의 

실태를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4절에서는 창씨 정책에 대한 동족집단의 대응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5절에서는 친족 질서를 살펴보고자 하는 본 장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지만, 창씨 정책과 함께 도입된 개명 정책에 대해서 각 개

인의 대응이 어떠했는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6절에서 본 장의 내용을 

요약한다.

2. 창씨개명 정책의 가족제도적 성격

일제는 1939년 제령 제19호의 공포를 통해 오늘날 민법에 해당하는 조선민사

령을 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1940년부터 소위 창씨개명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

러한 창씨개명 정책은 비록 가족제도의 변화를 법적인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일제의 전시기 황민화 정책 내지는 민족말살 정책으로 더욱 잘 알려

져 있다.3)

주지하다시피 일제는 1937년 중일전쟁을 시작으로 하여, 아시아를 서구 열강으

로부터 해방시키고 일본을 맹주로 하는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한다는 명분하에 연

일 침략 전쟁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식민지 조선은 지리적 여건상 일본이 대륙

으로 침략하는 과정에서 첨병 역할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었으므로 물적 동원과 

함께 점차 인적 자원의 동원까지도 요구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인을 제국의 병

력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민족의식을 불식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4) 따라서 조선인을 천황의 충량한 신민으로 만드는 것, 즉 황

3) 조선민사령 3차 개정, 즉 창씨개명 정책의 성격과 그 실시 과정에 관하여는 정운현 편

역(1994), 『창씨개명』, 水野直樹(2008), 『創氏改名 - 日本の朝鮮支配の中で』(정선태 역

(2008), 『창씨개명 – 일본의 조선지배와 이름의 정치학』 가 참조된다. 본 장의 창씨개

명 정책과 그 실시 과정에 관한 서술은 독창적인 내용은 아니고, 이들 선행연구의 성과

에 크게 의존하였다. 

4) 당시 일본군은 병사 부족 문제를 조선인의 징병으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그 

실시에 앞서 조선인의 민족 감정에 대해 대단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 결국 개병제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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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 작업이 급선무였으며, 그러한 작업이 완수된 이후에야 비로소 조선인을 병

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황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조선인의 이름을 일본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여 학교 일선에서의 일

본어 교육 및 황민화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종래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의 식민

지 교육 체제를 소학교, 중학교의 일본식 체제와 동일하게 바꾸었다. 

그러나 3차 조선민사령의 개정을 단순히 일제의 황민화 정책 내지는 민족말살

정책으로만 평가하기에는 그 법적인 내용이 심오하다. 1912년 3월 제정 당시 조

선민사령은 민사에 관한 상당수 조항을 일본 민법을 의용하면서도 능력, 친족, 상

속에 관하여는 조선의 관습을 존중하여 일본 민법의 의용 대신 조선의 관습을 인

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점

차 완화되어 조선의 관습 대신 더 많은 부분을 일본 민법을 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갔다. 

1912년 말 시행된 1차 개정을 통해 능력에 관하여 일본 민법을 의용하도록 하

였고, 1923년 7월 시행된 2차 개정 조선민사령에서는 혼인에 관한 규정도 일본 

민법을 의용토록 하였다. 이러한 조선민사령의 개정 과정은 조선의 관습을 차츰 

일본식 제도로 동화시켜 가려는 식민지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조선의 관습 자체가 일제를 매개로 도입된 근대적 제

도의 영향을 받아 점차 변화해 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조선 관습을 변화라는 측면에서 3차 조선민사령 개정의 의의 역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조선의 가족 제도의 특징은 세 가지 철칙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성(姓) 불변’, 

‘이성(異姓) 불양’, ‘동성(同姓) 불혼’이 그것이다. 3차 조선민사령의 개정은 이들 

세 가지 조선 고유 관습 중 ‘성불변’, ‘이성불양’의 원칙에 수정을 가해 이들 관습

의 법원(法源)으로서의 지위를 강등시킨 조치이다. 성불변 철칙은 부계로부터 물

려받은 성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5) 3차 조선민사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종래의 성은 유지하되, 새롭게 씨(氏)를 창설하여 일상생활에서 성 대신에 

씨를 사용하게 하였다. 새롭게 도입된 씨란 혈족 지표인 성6)과 달리 가족의 칭호

각한 조선인 징병은 1944년에 가서야 실시되고 대신 1938년부터 조선인 지원병 제도를 

실시한다. 1930년대 말의 상황에 대해서는 일본군 문서에서의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참

조된다. “일본제국의 위엄이 날로 신장되어 잠시 숨을 죽이고 있을 뿐 조선인들이 가슴

에 품은 민족의식이 소멸된 것은 결코 아니다”, “(일본인을) 흡혈귀처럼 생각하거나 불

구대천의 원수처럼 왜놈이라고 부르고” 등등의 표현이 그렇다.(정운현 편(1994) p.22)

5) 이 철칙은 일부 완화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강력하게 잔존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서

양이나 일본과 달리 여성의 경우 혼인하더라도 성이 바뀌지 않는다. 

6) 성(姓)은 그 글자 형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女’와 ‘生’의 합성으로 고대 중국에서 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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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씨 제도의 도입을 통해 혼인으로 새롭게 가족이 구성되면 그 가족의 성원

은 모두 동일한 씨를 갖게 하였다. 

이성 불양의 철칙은 조선민사령의 개정으로 서양자 제도가 도입되면서 불식되

었다. 서양자 제도, 즉 데릴사위 제도란 가(家)의 상속을 남계로만 한정하던 조선 

관습 대신 데릴사위를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함으로써 여계로도 가의 상속을 가능

케 한 조치이다. 종래 식민지 조선에서 실시된 호적 제도 하에서는 여성은 혼인

하면 당연 제적되어, 그 남편인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등재되는 것이 불가능하였

으나 서양자 제도를 통해 사위도 호적의 성원으로 입적할 수 있고, 또 이들은 창

씨를 통해 새롭게 도입된 씨를 공유하는 한편, 전 호주의 사망 시 호주도 승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법률상 가의 상속이 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딸만 있는 가족

이 딸들이 모두 혼인하여 제적되면 가를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 법률상 절가(絶家)

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종래 남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비로소 철폐

된 것이다.7)

이러한 새로운 가족제도의 도입은 한편으로 조선민사령 개정이 황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까닭에 독특한 형식을 갖게 된다. 즉 종래 일상적으로 사용

하던 성과 동일한 씨를 갖도록 하는 대신에 두 글자로 구성된 일본식의 씨를 갖

도록 한 것이다.8) 황민화 정책이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실

시된 만큼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자극할 수 있는 종래의 성을 뒤로 감추고, 동성

동본의 문중 집단을 약체화시켜 조선인을 천황과 직결시킨다는 사상적 배경에 따

라 창씨 신고 과정에서 두 글자의 씨로 설정할 것이 권장되었다.9) 그러나 당시 

조선에서의 창씨 정책은 일본 본토에서도 상당한 반대 여론에 직면해 있었기 때

문에, 일본인과 혼용할 수 있는 두 글자의 씨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유도해 가고 

있었다.10) 이러한 정책적 혼선은 당초 구상하였던 천황제 이데올로기와는 반대로 

혈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예컨대 고대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삼황 중 하나인 복희씨는 성이 ‘風’인데 이는 모계를 따른 것이다.(정광현(1940) 

pp.26-8.) 그러나 점차 부계 중심의 사회로 변모하면서 성을 부계 혈족을 나타내는 표

지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7) 평생을 호주제도 폐지에 헌신해 온 김주수 교수는 호주의 상속을 남계로만 한정한 법률

적 조치를 우리나라에서 남아선호 사상이 만연하게 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기도 하였

다. (김주수·김상용(2016) p.13) 여성 직계비속만 있는 경우, 여성인 배우자나 딸도 호

주를 승계할 수 있지만 혼인 또는 사망하면 결국 절가된다는 점에서 임시적인 것에 불

과하다.

8) 3대 철칙 중 ‘동성동본 불혼’의 철칙은 여전히 용인되었기 때문에 종래 성이 법률상 없

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을 그대로 씨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고, 

새롭게 씨를 만드는 ‘창씨’였는데, 그 창씨를 어떤 형태로 하는지가 문제였다.

9) 정선태 역(2008) pp.76-80 참조.

10) 정선태 역(2008) pp.200-210 참조. 예컨대 조선총독부 법무국에서 발간한 『조선에서 

씨제도를 실행하는 이유』를 보면 “신문, 라디오, 팸플릿, 강연, 정신총동원[연맹]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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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동성동본의 문중 집단에서 무엇으로 창씨할지 결정하게 하는 여지를 낳기

도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종래 민족말살 정책 내지는 동화정책으로 알

려져 있던 일제의 창씨개명 정책은 그 법적인 내용으로 씨 중심의 새로운 가족제

도의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구체적으로 씨를 설정하는 문제에

서는 이미 일본인이 사용하는 씨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함으로써 민족 분리 정책

의 일면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11) 이 논문은 이러한 창씨개명 정책에 대한 이

해를 전제로 하여, 언양·삼동 지역의 호적 자료를 활용하여 면 단위 지역 레벨에

서 창씨, 그리고 개명의 실태가 어떠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추적하고자 한다.

3. 창씨개명 정책의 실시 과정

1939년 제령 제19호로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새롭게 씨 제도를 도입하는 한

편 동시에 제령 제20호 「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명(名)도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새롭게 사용하게 될 씨를 무엇

으로 정할지에 대한 권한은 호주에게 있었는데, 따라서 자신이 호주가 아니라면 

임의로 씨를 설정할 수 없었으며, 분가를 통해 호적을 분리하여야 했다. 

씨의 설정 신고 기간은 1940년 2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의 6개월간으로 정

하였다. 2월 11일은 일본의 기원절로서 특히 1940년은 황기 2600년이 되는 해였

다. 일제는 창씨개명이라는 ‘내선일체’의 동화 정책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황기 2600년이 되는 해의 기원절을 그 시작일로 삼은 것이다. 따라서 창씨 정책

에 대하여 이후 조선총독이 언급할 때에는 항상 “기원의 가절(佳節)에 실시된 창

씨”라는 수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영광스런’ 창씨의 신고를 받기 위해 기원절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관청의 호적계 창구는 평일과 다름없이 운영하였다. 

여 내지인식의 씨 즉 이자제의 씨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일본 기존의 씨를 답용하

게 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중략)을 철저하게 주지하도록 도모”하고 있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11) 당초 조선인의 이름에 관하여 일제는 병합 직후부터 강한 분리주의 원칙을 고수하였

다. 1911년에 발한 조선총독부령 124호 「조선인의 성명 개칭에 관한 건」을 통해 개명

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였으며, 일본인과 혼동할 수 있는 이름으로의 변경은 개

명 허가를 하지 않았다. 신생아에게 일본식 이름을 지어주는 것도 금지되었다.(정선태 

역(2008) pp.39-47 참조) 한편 조선과 일본은 각각 조선호적령, 호적법의 적용을 받는 

이법(異法) 지역으로 구분되어, 두 지역 간 호적의 전적이 금지되었다. 즉 외형으로 비

록 조선인과 일본인을 구분할 수 없을지라도, 서류에 적힌 본적지를 통해 그가 조선인

인지 일본인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적 금지 조치와 일본식 작명 금지 조치

는 대표적인 일본의 분리주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 106 -

월 조선 전체 언양 삼동

2월
(11일 이후)

0.4% 0.2% 0.3%

3월 1.1% 0.8% 0.3%

4월 2.4% 1.1% 0.7%

5월 8.6% 7.4% 0.6%

6월 14.5% 14.2% 6.1%

7월 26.7% 49.4% 35.8%

8월
(10일 까지)

26.6% 7.2% 13.3%

총 신고비율 80.3% 80.2% 57.2%

비고: 전체 신고 대상 호 중 해당 기간에 신고한 호의 비율을 나타냄. 전체 신고 대상 호적 수의 

경우, 조선 전체 통계는 호주의 소재불명, 호주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절가 수속 미제 등으로 

창씨를 할 수 없는 호적을 제외한 숫자이며, 언양·삼동 지역의 경우 1940년 7월 1일 기준 

호적 총수를 사용.

자료: 조선 전체의 통계는 朝鮮總督府法務局 「氏制度實施の狀況」, 『朝鮮總督府帝国議會說明資料』 

第5券,(水野直樹(2008) p.64에서 재인용).  

[표4-1] 월별 신고 건수의 비율

그러나 첫날 창씨 신고 건수는 총독부의 기대와는 달리 전국을 통틀어 48건에 

불과하였다. 이후 연일 신문지상에는 창씨 신고가 활발하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매우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었다. 당시의 신고 실적을 나타내는 [표

4-1]을 보면, 2월에 신고된 건수는 전체 호수의 0.4%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

다. 

[표4-1]에는 조선 전체의 통계와 함께 언양·삼동 지역 호적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지역의 창씨 신고 실적을 제시하였다. 역시 조선 전체와 비슷하게 신고 기간 

초반에는 거의 신고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언양·삼동 지역의 경우 전체 호적의 

80.2%가 신고를 하였는데, 상당수는 신고 마감이 임박한 7월 이후에서야 신고를 

하였다. 삼동 지역의 경우 전체의 57.2%만이 창씨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역시 상당수는 7월 이후에야 비로소 신고를 했다. 언양·삼동 지역의 전체 신고 비

율이 조선 전체의 통계와 그다지 차이가 없는 데 비해 삼동 지역의 신고율이 저

조했던 이유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삼동 지역의 호적의 경우 해방 이후

인 1949년에 면사무소 화재로 멸실되어 이후 법원에 보관 중이던 부본을 통해 

복구한 것인데, 호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옮길 필요가 없었던 창씨 신고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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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옮기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할 뿐이다.12)

징병제의 실시와 일본 천황의 조선 행행(行幸)을 최초로 실현하는 것을 자신의 

통치목표로 삼은 당시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1936.8.5.~1942.5.29. 재임)는, 천황

의 행행에 앞서 조선 내 치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었기에, 황민화 

정도의 척도인 창씨 신고 실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13) 이에 따라 창씨 설정 신

고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 주도의 여러 방법들이 동원되었다.

4월 5일 총독부 법무국장 발신의 「창씨철저에 관한 건」이라는 문서가 각 지방

법원으로 송부되었는데, 이는 씨제도 창설에 관하여 주지철저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계획과 그것에 필요한 경비견적을 20일까지 회답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

다.14) 이에 대한 경기지방법원장의 회답을 살펴보면, 당시 행정, 사법 당국이 창

씨 신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각 호주가 면사무소에 와서 신고하도록 한 기존의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재판소 직원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을을 순회하며 

창씨 신고를 독려하였다는 점을 확연히 알 수 있다. 회답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씨신고용지를 제작, “부윤, 읍면장 지시 아래 마을 총대, 구장, 총동원연맹 애

국반 등을 동원하여 씨설정 신고를 호별로 지도, 알선”한다. 또 부읍면에서는 신고

의 무료 대서 등의 편의를 도모한다.

2. “신고가 적은 부읍면 및 벽원지”에 7월 중순까지 재판소 직원을 출장 보내, 

“면의 알선을 얻어 구장 및 가능한 한 다수의 호주를 소집”하여 “취지의 철저”를 

도모하고 아울러 “하나하나 친절한 태도로 알선”을 하도록 한다.

3. 사법서사회·호적사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창씨 신고의 실행에 몸을 바쳐 협력”

하도록 한다.

4. 재판소 호적계 직원을 강화하여 “친절한 지도, 신속한 사무 처리”를 기한다.

5. “도지사와 연락하여 경찰서, 경찰관주재소 등 재근 경찰관에게 부락민의 창씨

개명 상담에 대응”하도록 의뢰한다.

언양·삼동 지역의 창씨 신고일 분석을 통해서도 이러한 당시의 실태를 유추할 

수 있다. [표4-2]와 같이 특정 일자에 신고 건수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데, 특히 언양 지역의 경우 7월 15일에 전체 호의 35%나 창씨 신고를 하였다. 

장시일을 맞아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러 갔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언

12) 창씨개명 정책이 실시되고 불과 5년 만에 일제로부터 독립하였기에 창씨명을 일상적으

로 사용하는 단계까지 가기에는 제도의 시행 기간이 짧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창씨 

개명 정책은 해방과 동시에 무의미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상 창씨명이 무효가 된 

것은 1946년 10월 미군정청 법령 122호 「조선성명복구령」에 의해서이다. 따라서 법률

상 무효가 된 창씨 신고는 복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13) 정운현 편(1994) p.13.

14) 정선태 역(2008) pp.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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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언양 삼동

6월 2일 3.4% 0.0%

6월 19일 5.8% 0.3%

7월 15일 35.0% 3.3%

7월 17일 0.0% 5.3%

7월 20일 0.3% 9.1%

7월 21일 0.0% 4.3%

7월 25일 9.2% 3.7%

8월 2일 0.1% 3.1%

8월 8일 4.3% 1.9%

8월 10일 1.8% 3.5%
자료: 언양면, 삼동면 『제적부』, 『재제부』. 이후 같은 자료를 이용한 경우 자료 출처 표기를 생략함.

비고: 전체 호적수 대비 신고 비율. 비율이 3% 이상인 경우만 제시함.

[표4-2] 창씨 신고 건수가 많았던 날짜

양 읍내에서 열렸던 장시는 매 2,7일에 개설되었으므로,15) 이들 신고일과 장시 

개설일은 큰 연관이 없는 듯하며, 위의 자료와 같이 관계 당국 인사가 마을을 순

회하며 창씨를 독려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행정적 편의 조치를 통해 신고 실적을 향상시키려는 것과 함께, 학교 

등과 같은 각종 단체를 매개로 하여 창씨 신고를 강요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

다. 5월 초 총독부 학무국에서는 학교 교직원의 창씨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교직

원의 ‘창씨율’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어떤 소학교에서는 창씨를 한 아동은 ‘창

씨명찰’을 달고 다니게 함으로써 무언의 압박을 가한 사례도 있었다.16) 총독부 관

계 당국이 창씨 신고 실적을 꾸준히 집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의 창

씨 강요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창씨 강요의 분위기 속에서 초기에는 총독부나 일본인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되는 직종의 종사자들만이 주로 창씨 신고를 하였으나,17) 앞의 [표

15) 『언양면 면세일반』(1936)

16) 정선태 역(2008), 「강제의 양상」 pp.124-136. 李垀鉉(2004) 참조. 1938년 7월 현재 

경상남도 공무원 명단에 관한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직원록』(1938), 국

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일제시기 희귀자료), 이를 통해 언양 삼동 지역의 

면장을 비롯한 면직원, 소학교 교원, 언양산업조합, 언양금융조합 인사 명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호적의 특성상 동명이인이 많아 인명만으로 관련 정보를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이들의 창씨 실태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다. 단 언양면장을 역임하고 

당시 언양산업조합에서 활약하고 있었던 김규환 씨의 경우 불과 신고 마감일 2일 전

인 8월 8일에야 창씨 신고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행정 당국을 통한 강제가 

과연 있었는지는 다소 간의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17) 정운현 편(1994) pp.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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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에서 본 바와 같이 창씨 신고는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와 동

시에 조선인들의 반발 또한 적지 않게 쏟아졌다. 이러한 조선인들의 반발은 일제

의 동화정책 속에 감추어진 은밀한 민족 차별에 대한 강한 민족 감정에서 비롯된 

저항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 전통적인 성(姓)에 대한 조선인의 뿌리 깊은 애착

도 반발의 원인이었다. 일제 정책에 대한 반발적인 언행을 하여 검거된 조선인의 

취조 기록이 실려 있는 『고등외사월보』의 다음과 같은 진술들이 참조된다.18)

고래 몇 백대나 계승돼 온 성(姓)을 영구히 자손에게 전하는 것이야말로 조상숭배의 길

이고, 자손의 입장을 생각하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창씨하지 않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함남, 신경대학 2학년생 이동신)

성(姓)을 대대손손 전해 비로소 혈통을 완수함으로써, 옛말에도 성을 바꾸면 머슴보다 

못하다고 해서 자신은 목숨이 붙어있는 한 성을 바꿀 생각이 없다.

(경기도, 양반)

창씨는 유서 있는 집안의 우리들로서는 선조의 공로를 모독하는 유감스러운 것으로 참

기 어려운 고통이다.

(전라북도, 양반)

내지식으로 씨를 새로 만들면 양반과 상민간의 신분적 구별이 가지 않아 우리들은 우월

적 지위와 성가(聲價)를 실추해 사회혼돈을 초래할 것이다.

(경상북도, 양반)

이와 같이 기존 가족제도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조선인의 반발과 함께 앞서 

서술하였듯이 총독부가 일본인으로 혼동될 수 있는 기존의 일본인 씨로 창씨하지 

말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성동본 문중 중심의 창씨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중 중심의 창씨 과정을 통해 기존의 성과 유사한 씨가 만들

어지게 되었다. 즉 본래의 성에 한 글자를 더해 창씨하거나, 본관에서 유래하는 

씨, 예컨대 장수황씨(長水黃氏)의 경우 본관을 따라 ‘하세가와(長谷川)’로 창씨하

는 등 종래 소가족 중심의 씨 제도를 도입한다는 정책 목표가 무색하게 되었다. 

류씨의 경우 여러 종족집단이 협의하여 풍산류씨(豐山柳氏)는 ‘야나세(柳瀨)’, 

서녕류씨(瑞寧柳氏)는 ‘야나가와(柳川)’ 등 본관별로 따로따로 창씨하기로 합의하

였는데 희귀한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본관별로 씨를 안배한 경우도 있었

다.19) 미처 창씨 과정에서 대응하지 못한 종족집단의 경우, 이후 창씨명이 수록된 

18) 정운현 편(1994) pp.91.

19) 정선태 역(2008) pp.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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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를 편찬하여 후세들이 비록 씨는 다르지만 동성동본의 일족이라는 점을 잊지 

않도록 하기도 하였다.20)

총독부 등 관계 당국이 창씨 실적을 올리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었고, 당초 냉

담한 반응을 보였던 조선인들 사이에서도 문중 중심의 대응이 활발해 지면서 창

씨 신고가 폭증하여 결국 신고 마감 직후 약 70%가 창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집계 결과 약 80%가 창씨한 실적을 보였다. 미나미 지로 총독은 8월 15일 

“반도 민중이 황국신민이라는 자부심에 불타 내지인과 일체가 되어 함께 동아신

질서 건설의 성업 완수에 매진하고자 하는 열성적인 기개가 용솟음친 것이라 하

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여 창씨개명 정책의 성공을 자평하였

다.21) 창씨 신고를 하지 않은 나머지 약 20%의 호는 8월 11일자로 본래의 성을 

씨로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기에 가족제도로서의 씨 제도는 전 조선인에게 도입되

었다.22)

4. 언양·삼동 지역 창씨의 실태

(1) 동족집단의 대응

언양·삼동 지역은 농업을 주된 산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미작 중심의 농업 지대

이다. 1909년 민적조사 당시 언양 지역의 농가 호수의 비율은 전체 호수의 

77.6%에 달하였으며, 삼동 지역은 이보다 더 높았다. 1930년대 중반 시점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 1936년 언양면의 농가호수는 전체의 

76.6%, 삼동 지역을 포함한 삼남면의 농가호수는 전체의 92.2%에 달하였다.23)

특히 『울산군군세일반』(1936)에서도 쌀의 산지로서 유명하다고 설명할 정도로 당

시 언양미(彦陽米)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따라서 공동 노동이 필요한 농업의 특성상 대가족 제도와 동족부락이 발달하기 

쉬운 조건에 있었고, 동성동본의 문중조직이 강고하게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24) 조선총독부 촉탁 젠쇼가 식민지기 동족마을의 실태에 관해 저술한 

20) 김필동(2010)

21) 정선태 역(2008) pp.147-8.

22) 단 여호주의 경우 사별한 남편이 있는 경우 본인의 성이 아닌 사별한 남편의 성을 씨

로 설정하였다.

23) 『민적통계표』, 『언양면 면세일반』(1937, 1939), 『삼남면 면세일반』(1937)

24) 농경을 기원으로 발달한 사회의 경우 대가족 제도가 발달한 반면, 수렵 채집 방식에 

보다 의존하였던 사회의 경우 소가족 형태가 주종을 이룬다고 한다. 수렵 채집 사회에

서는 이동에 적합한 단출한 소가족이 생존에 적합하였으나, 농경 사회의 경우 공동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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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본관 및 성 창씨 구성(괄호 안은 해당 호수)
총호수

1912 1940

동부리 김해 김
金(5) 金原(3) 金田(3) 金本(2) 金谷(2) 金海(1) 金澤

(1) 
16 17

동부리 해주 오
吳宮(2) 吳山(2) 花田(1) 상구(1) 松山(1) 山本(1)

元田(1) 西本(1) 향촌(1) 섭택(1) 福田(1) 松岡(1) 
14 14

남부리 경주 김
金城(7) 金(4) 金本(3) 立花(2) 창촌(1) 桑村(1) 황미

(1) 金井(1) 金山(1) 吉村(1) 
20 22

남부리 경주 이 岩本(3) 李(2) 石本(2) 岩田(1) 國定(1) 小山(1) 13 10

남부리 김해 김
金本(6) 金澤(5) 金山(3) 金元(3) 金谷(2) 金(1) 中浦

(1) 大野(1) 安田(1) 金井(1) 金森(1) 金島(1) 
22 26

남부리 밀양 박 朴(4) 新井(3) 三井(1) 신이(1) 松岡(1) 桑田(1) 12 11

남부리 해주 오 吳宮(4) 吳(3) 寺山(1) 松原(1) 松岡(1) 西田(1) 10 11

서부리 경주 김 金城(11) 金(2) 金山(1) 桑村(1) 金本(1) 金井(1) 19 17

서부리 경주 이 岩本(7) 岩井(3) 李(2) 향월(1) 平山(1) 10 14

서부리 김해 김

金(5) 金井(3) 金山(3) 金村(2) 義富(1) 매본(1) 청포

(1) 金光(1) 木村(1) 光金(1) 川野(1) 金本(1) 金岡(1)

德海(1) 

15 23

서부리 밀양 박
三井(8) 朴(4) 松岡(3) 新井(2) 武田(1) 德山(1) 羅井

(1) 
17 20

비고: 1) 1912년에 비해 1940년 호수가 증가한 집단은 총호수 항목에 음영으로 강조 표시함.

비고: 2) 본 연구의 분석 자료인 호적을 전산화할 때 한자는 모두 한글로 변환하여 입력하였기 

때문에 창씨를 한자로는 알 수 없었으나, 토지대장 자료의 디지털 이미지를 확보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 한자로 변환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서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표4-3] 읍내 거주 주요 성관의 창씨 구성

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책임감, 복종과 같은 규율을 발달시키고 가족제도로서 대가족 제

도가 창출되었다는 것이다. 산업화 과정에도 가족제도가 영향을 미치는데 가족제도에 

따라 산업화가 촉진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지체되기도 한다. 소가족 제도는 타인에 대

한 일반적인 신뢰를 발달시켜 산업화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던 반면, 대가족 제도는 

가족 내의 노동에 치중하게 하여 다수의 임금노동자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화에 불리하

게 작용하였다. (Alesina et al.(2014) 참조) 이러한 대가족 제도의 경제적 유산은 오늘

날 남부 이탈리아 경제에서 쉽게 확인된다. 그러나 거꾸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기존

의 대가족 제도가 소가족 제도로 이행해 가는 모습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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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본관 및 성 창씨 구성(괄호 안은 해당 호수)
총호수

1912 1940

다개리 

굼닥 
청주 한 淸原(10) 淸水(2) 14 12

다개리 

새말 
경주 이 岩本(10) 岩村(1) 木下(1) 11 12

다개리 

새말 
남양 홍 德山(15) 12 15

대곡리 

반구 
청안 이

李(7) 淸君(3) 淸水(2) 木子(1) 淸安(1) 李家(1) 李本

(1) 
11 16

대곡리 

한실 
김해 김

金谷(5) 金澤(4) 金(2) 金田(2) 松岡(2) 금부(1) 吉野

(1) 金井(1) 
20 18

반곡리 

아랫진티 
김해 김 金田(20) 金井(1) 17 21

반곡리 

옥동 
수원 백 泉原(7) 白原(4) 水原(1) 白(1) 白田(1) 13 14

반송리 

원반송 
경주 김 金山(5) 金(3) 金本(1) 金子(1) 金光(1) 金城(1) 16 12

반송리 

장촌 
인동 장 張田(21) 張(2) 16 23

반연리 

톡골 
김녕 김 金本(11) 西田(1) 金(1) 10 13

반천리 

미연 
경주 김 金光(6) 慶金(4) 金(1) 金山(1) 11 12

반천리 

샘소 
연안 송 松井(16) 松本(4) 松(3) 松山(2) 安本(1) 三原(1) 21 27

어음리 

어음하리 
월성 최 高山(13) 山佳(1) 11 14

직동리 

고등골 
경주 김 金城(6) 金本(2) 金(1) 10 9

태기리 

틀못 
김녕 김 金本(10) 金(1) 11 11

태기리 

윗옹태 
경주 김 金本(12) 金城(6) 金(2) 岩本(1) 15 21

평리 

괴말 
안동 권 權藤(13) 權(1) 13 14

비고: [표4-3]과 동일.

[표4-4] 언양 거주(읍내 제외) 주요 성관의 창씨 구성

『朝鮮の聚落』(1935)에서도 삼동의 하잠, 둔기 지역의 영산 신씨를 동족마을의 사

례로서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둔기의 영산 신씨들은 자율적으로 「둔기경제긴축

저축회」를 설립·운영하고 있어 그 자치규약이 소개되고 있기도 하다.25)

언양, 삼동 호적으로부터도 상당히 많은 수의 동족마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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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창씨 구성을 지역별 구분하여 연달아 [표4-3]과 [표4-4]로 제시하였다. 언양 

지역의 경우 1912년 말 현용 호적, 삼동 지역의 경우 1923년 말 현용 호적을 기

준으로 하여26), 본적지를 오늘날 지적도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마을을 구분한 후

에 각 마을에 속한 호의 호주 성관을 확인하였다. 개별 법정리는 자연적으로 형

성된 3-4개의 마을로 구분되고, 집촌의 형태를 띠는 이들 마을 내의 동성동본 호

들은 그들 간에 가까운 부계 친족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무리 없이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양 동부리, 남부리, 서부리의 3개 읍내 지역의 경우 이

미 식민지기에 상당한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마을의 구분이 어

려웠다. 따라서 이들 3개 읍내 지역의 경우 마을의 구분 없이 해당 성관이 10호 

이상인 경우를 동족마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읍내 지역의 경우 통계 분류의 기

준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여호주의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창씨 실태에 앞서 우선 읍내 지역의 주요 성관의 호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2년 말 현재 11개의 동성동본 집단이 10호 이상 거주하였던 것으로 확

인되는데, 이들 중 1940년에 창씨 신고의 기록이 확인되는 호들을 보면 호수가 

증가한 집단도 있지만 감소한 사례도 있다. 총 7개 집단에서 호수가 증가한 반면 

3개 집단은 감소하였다. 같은 언양 지역이면서 읍내 지역을 제외한 사례들을 보

면 총 17개의 집단 중 12개 집단에서 호수 증가가 확인되며, 4개 집단에서 감소

를 보였다. 읍내 지역에서 감소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지만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즉 인구 이동에 의한 동족집단의 성쇠는 읍내와 그 외 지역 간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창씨 구성에서는 읍내와 그 외 지역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쉽

게 알 수 있다. 읍내의 동족집단의 경우에 창씨의 구성이 훨씬 다양하게 나타나

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반드시 가까운 부계 친족 집단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자료상의 한계에 유의해야 하지만, 예컨대 동부리의 해주 오씨의 경우, 경주 김씨

와 함께 19세기 읍권(邑權)을 양분(兩分)하였다고 알려진 유력 향리 가문인데, 14

25) 朝鮮總督府 編(1935), p.876. 둔기 지역 영산 신씨의 결집력은 해방 이후까지 이어지

고 있다. 1960년대 울산공단에 공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대암댐을 축조하여 둔기 마

을이 대부분 수몰되자 동족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둔기 영산 신씨들은 ‘둔기

회’라는 모임을 조직,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동족 간의 친목을 과시하고 있다. 이에는 

둔기 영산 신씨의 일원이면서 유명한 기업가인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역할이 중요하

였다고 한다.

26) 삼동면의 경우 1949년 면사무소 화재로 호적이 멸실되어 이후 법원의 부본으로 복구

한 것이다. 부본의 작성을 규정한 조선호적령이 시행되기 전인 1923년 이전에 말소된 

호적은 부본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복구가 되지 않아, 1923년 이전 호적은 일부만이 

현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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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본관 및 성 창씨 구성(괄호 안은 해당 호수)
총호수

1923 1940

둔기리 

둔기
영산 신 重光(24) 26 24

둔기리 

상작 
광주 노 光山(12) 田中(2) 12 14

보은리 

원보은 
단양 우 三中(7) 新原(1) 丹山(1) 大浜(1) 14 10

작동리 

산현 
김해 김 金山(6) 金本(3) 金島(2) 12 11

조일리 

원조일 
영산 신 重光(2) 辛島(1) 10 3

조일리 

지랑 
영산 신 重光(21) 辛島(3) 38 24

출강리 

아랫출강
달성 서 大城(7) 大岡(1) 13 8

출강리 

윗출강 
연안 차 三中(8) 安本(1) 17 9

하잠리 

왕방 
영산 신 重光(10) 辛山(1) 13 11

하잠리 

하잠 
영산 신 重光(14) 辛山(5) 春山(1) 本城(1) 辛島(1) 34 22

[표4-5] 삼동 거주 주요 성관의 창씨 구성

개 호가 무려 12개의 창씨로 분할되고 있었음을 볼 때 읍내 거주 집단의 경우 다

른 지역과 체계적인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김해 

김씨의 경우에도 거주 지역을 막론하고 창씨의 구성이 실로 다양하여, 사실상 이

들이 동족집단인지 조차도 의심스럽게 한다.

반면 읍내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창씨 신고를 통해 오히려 친족집단의 결집력

의 과시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반송리 장촌은 인동 장씨의 집성촌으로서 그 

성씨가 곧 마을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 곳이다. 이들 장촌의 인동 장씨는 2명을 

제외하고 모두 ‘張田’으로 창씨하였다. 반곡리 아랫진티 김해 김씨, 태기리 틀못 

김녕 김씨 역시 일족이 단합하여 창씨하였음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그러나 읍

내 사례와 같이 창씨에 있어 분열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반천리 샘소에 거주

한 연안 송씨는 소위 ‘언양 6성’의 한 일족으로 노론 계열의 유명 양반 가문이다. 

이들은 ‘松井’으로 창씨한 사례가 16호나 되었으나, 6개의 서로 다른 창씨로 분할

되고 있어 역시나 친족집단으로서의 결집력은 다소 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삼동 지역의 창씨 실태는 [표4-5]와 같았다. 다만 삼동 지역은 앞서 설명하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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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방 이후 화재로 멸실된 호적을 복구한 것이어서 창씨 기록에 다소간의 누락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창씨 신고 호수를 기준으로 호수의 증감을 파악

하는 것이 별 의미는 없다. 

삼동 지역의 경우 창씨 구성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하면, 언양 지역 읍내 제

외 지역과 유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영산 신씨 집성촌이 유독 많은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앞서 젠쇼의 저서에서도 소개되었던 둔기 영산 신씨들은 모두 ‘重

光’으로 창씨하고 있는 점이다. 삼동 지역의 영산 신씨의 경우 ‘重光’ 혹은 ‘辛山’

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10호 이상의 동족집단의 형성하고 있었던 영산 

신씨의 경우 ‘重光’으로 통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작의 광주 노씨, 아랫출강의 

달성 서씨, 윗출강의 연안 차씨 등도 대부분의 일족이 단합하여 창씨하고 있는 

사례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읍내 지역의 경우 읍내를 제외한 

지역에 비해 창씨의 구성이 다양하였다. 이는 도시화된 지역일수록 농경 문화에

서 유래한 동족 집단 의식이 희박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도시 

지역인 경성부청 용산출장소 관내 총 7,770호 중 창씨신고를 한 7,541호에 대하

여 구체적인 창씨 방법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씨 설정 방법으로 ‘문중의 결의’

라고 답한 사례는 전체의 10%에 불과하였다. 가장 많은 것은 ‘자기 독자의 고안’

으로 30%를 차지하였으며, ‘유력자가 결정해 주었다’ 15%, ‘성명판단’27) 15%, 

‘근친 간의 협의’ 5%가 그 뒤를 따랐으며 기타가 25%였다.28) 둘째, 농촌 지역의 

경우 동족집단의 결집력이 강한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어, 식민지기 다수의 

동족집단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들 간의 친족 관념이 우세하였다

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들 지역의 농업 비중이 식민지기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

았다는 사실과도 부합한다. 언양·삼동 지역에서의 근대는 일부 읍내 지역에 국한

된 것이었으며, 광범위한 농업 지역에서는 전통이 온존하거나 오히려 강화되는 

소위 복선의 전환이 뚜렷하였다.29) 셋째, 성관 정보로 동성집단을 파악하는 데에

는 다소 실태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동성동본이라 하

더라도 서얼 출신 방계의 경우 같은 마을에 거주하더라도 일족으로서의 관념이 

희박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서로 다른 당내(堂內) 집단에 속한 경우, 즉 고조

부(高祖父)를 달리하는 8촌 이상의 경우에도 같은 친족으로서의 의식이 약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같은 동성동본 집단이면서도 서로 다른 당내 집단에 속한 경우 창씨를 달리 하

27) 작명소에 의뢰한 것으로 추측된다.

28) 정선태 역(2008) pp.208-10.

29) 이영훈(2015), 「20세기 전반 언양의 소농사회」 참조. 식민지기 언양 지역에서 관찰된 

‘근대적 전환’과 ‘유교적 전환’을 아울러 ‘복선의 전환’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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戶번호 지역(리) 지역(부락) 설정 氏 호주世數 直系25世 直系24世 直系23世 堂內구분

1 금곡리 중금곡 丹山 29世 師國 鼎鎭 漢榮 D

2 금곡리 중금곡 丹山 29世 師國 鼎鎭 漢榮 D

3 금곡리 중금곡 丹山 28世 師國 鼎鎭 漢榮 D

4 남부리 禹

5 다개리 굼닥 禹

6 동부리 吉松 30世 師錫 鼎鎭 漢榮 E

7 동부리 吉松

8 보은리 원보은 吉松 29世 師範 鼎宅 漢榮 A

9 보은리 원보은 丹山 28世 師國 鼎鎭 漢榮 D

10 보은리 원보은 丹山 29世 師國 鼎鎭 漢榮 D

11 보은리 원보은 丹山

12 보은리 원보은 大浜 29世 師宗 鼎龜 漢儀 H

13 보은리 원보은 三中 29世 師鯤 鼎有 漢榮 G

14 보은리 원보은 三中 27世 師彦 鼎有 漢榮 G

15 보은리 원보은 三中 28世 師彦 鼎有 漢榮 G

16 보은리 원보은 三中 28世 師逸 鼎有 漢榮 G

17 보은리 원보은 三中 28世 師逸 鼎有 漢榮 G

18 보은리 원보은 三中 28世 師逸 鼎有 漢榮 G

19 보은리 원보은 三中 29世 師學 鼎殷 漢榮 F

20 보은리 원보은 三中 28世 師度 鼎殷 漢榮 F

21 보은리 원보은 三中 28世 師鉉 鼎宅 漢榮 B

22 보은리 원보은 三中

23 보은리 원보은 三中

24 보은리 원보은 三中

25 보은리 원보은 三中

26 보은리 원보은 三中

27 보은리 원보은 新原

28 보은리 원보은 春山 29世 師律 鼎宅 漢榮 C

29 어음리 어음상리 吉松

30 하잠리 사촌 三中 28世 師彦 鼎有 漢榮 G

31 하잠리 왕방 大浜 29世 師宗 鼎龜 漢儀 H

32 하잠리 왕방 大浜

자료: 언양면, 삼동면 『제적부』, 『제재부』, 『단양우씨문희공파세보』

[표4-6] 단양 우씨 창씨 신고 호의 당내 집단 구분

였을 것이라는 점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한다. 호적 자료를 통해서는 선조를 추적

하여 당내집단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족보 자료를 추가로 활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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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慶州金氏鷄林君派大同譜』(1991)에서 언양 태기리 윗옹태 마을에 거주하였던 

경주 김씨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1819년생인 김봉호의 후손들이다. 

1940년 현재 창씨 신고의 대상이 되는 호는 총 9호로서 김봉호의 손자 혹은 증

손이 그 호주로 되어 있었다. 즉 이들 9호는 모두 같은 당내 집단에 속한다. 호적

의 창씨 기록을 살펴보면, 이 중 9호는 모두 ‘金本’으로 창씨하였음을 알 수 있

다. 

김봉호의 후손 말고도 태기리에는 다른 경주 김씨 호들도 있었는데, 이들 중에

는 김봉호의 후손들과 동일하게 ‘金本’으로 창씨한 사례도 있었지만, ‘金城’으로 

창씨한 경우도 6호나 되었다. ‘金城’으로 창씨한 이들을 계림군파 족보에서 찾을 

수는 없었으나 김봉호의 자손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당내에 속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태기리 윗옹태 경주 김씨의 경우 당내 집단에 따라 창씨를 달리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당내 집단별로 창씨를 달리하였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보여주는 것은 단양 우

씨의 사례이다. 『丹陽禹氏文僖公派世譜』(2009)로부터 삼동 보은리를 중심으로 세

거하였던 단양 우씨 일족을 찾을 수 있었다. 이들 단양 우씨는 언양의 유력 양반 

성씨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꾸준한 지위 향상의 노력으로 19세기 말에 이르면 언

양 지역 양반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양반의 문화적 표상인 효자 정려도 획득하게 

된다.30) 이들은 18세기 중반 이래 이 지역에서 세거해 왔기 때문에 1940년 현재 

여러 개의 당내 집단으로 분화되어 있었다.31) 단양 우씨의 경우 당내 집단 별로 

창씨를 달리 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표4-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호적에서 찾을 수 있는 창씨 신고 당시의 

단양 우씨 호는 총 32호인데, 이들 중 문희공파 세보에서 찾을 수 있는 호는 20

호이다. 이들 20호는 모두 중시조로부터 22세인 1660년생 우세홍의 자손들로 확

인된다. 1940년 창씨 신고 당시 호주의 세수가 28-29세 정도였으므로, 대개 

24-25세 정도에서 당내 집단이 갈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창씨 신고의 결

과도 대체로 이러한 당내 집단 별로 구분되었다. 삼동 보은리 원보은에 거주하였

던 단양 우씨들 가운데 각기 ‘三中’, ‘丹山’, ‘大浜’ 으로 창씨한 호들은 서로 다

른 당내 집단에 속하였던 것이다.

같은 부락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서로 같은 당내에 속한 경우 창씨를 같이 하

30) 손숙경 편(2015) 참조.

31) 손숙경 편(2015) 참조. 단양 우씨 후손들의 구전에 따르면 1577년생인 우인경 代에 보

은리에 정착하였다고 하나, 1711년 호적 자료에서 단양 우씨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 시기에 정착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1777년 호적에는 단양 우씨 호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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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표4-6]과 동일. 

비고: 괄호안은 출생연도.

[그림4-1] 단양 우씨 문희공파 당내 집단별 씨설정 구분(계보도)

고 있었다. 금곡리 중금곡에 거주한 단양 우씨 3호와 보은리에 거주한 단양 우씨 

2호는 서로 같은 당내집단(구분기호 ‘D’)에 속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丹山’으로 

창씨하였다. 창씨에 있어서 혈연적 근친 정도가 더 중요했던 것이며, 그에는 전통

적인 제사 관습인 ‘4대 봉사’로 구분되는 당내가 하나의 분절 단위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당내 집단 별 창씨 결과를 정리하면 [그림4-1]과 같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당내 집단 별로 창씨를 달리 하였던 경우도 있었지만, 당내 

집단 내에서도 창씨를 달리하는 경우도 찾을 수 있었다. 언양 반천리, 반송리 일

대에 세거하였던 연안 송씨는 앞서 언급하였던 언양 지역 유력 양반 성씨 중 하

나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전통적인 부계 친족 의식이 더 강하였을 것으로 생

각되지만, 창씨의 실상은 그와는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연안 송씨의 경우 창씨 기록이 있는 호 중 39호를 족보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은 19세 송흥렴 또는 송흥수의 자손들로서, 창씨 신고 당시 호주는 주로 

24-25세에 분포해 있었기 때문에 20-21세에서 당내 집단이 갈리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21세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여도, 그 후손들내에서 창씨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앞서 단양 우씨의 경우 당내 집단에 속하는 

호들의 경우 단일하게 창씨하고 있었는데 비해서 연안 송씨들은 당내 집단 내에

서도 집단이 구분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에는 형제들끼리도 창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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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世 20世 21世
氏

木本 三原 宋 松本 松山 松井 松村 安本 延安 宇村

興濂

必賢

練 2 1

諴 1 1

誌 1 1

謹 1 1

克俊

謜 2 2

謙 2 9

說 1

興洙

必俊
譚 3 1

諄 1

文俊

詮 2

誠 3

識 2 2

족보에서 찾을 수 없음 4 1 1 2 4

합계 4 2 3 5 6 17 2 1 7 4

자료: 언양면, 삼동면 『제적부』, 『제재부』, 『연안송씨대동보』(1987)

비고: 1) 氏 설정 당시 호주의 世數별 구성은 족보와 매칭이 되는 39호 중 24世 25戶, 25世 8戶, 

23世 5戶, 26世 1戶이다. 대체로 호주의 세수는 24~25世이며, 따라서 堂內 집단은 20~21

世에서 나눠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비고: 2) 씨 설정을 ‘木本’으로 한 4戶는 모두 언양 반곡리 고하 부락을 본적지로 하는 戶이다.

[표4-7] 연안 송씨 당내 집단별 씨설정 구분

를 달리 하는 경우가 있어서, 유력 양반 가문의 후예이면서도 전통적인 친족 의

식이 다소 약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을 22세 기준으로 창씨 분포를 계보도로서 표시한 것이 다음 그림이다. 22

세이면 창씨 호주를 기준으로 조부 또는 증조부에 해당하는데, 그들 내에서는 단

일하게 창씨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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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표4-6]과 동일. 

비고: 괄호안은 출생연도.

[그림4-2] 연안 송씨 당내 집단별 씨설정 구분(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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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고기간 중 만7세- 만13세 아동이 있는 호적 대상

그 아동이 언양초 

졸업자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차이에 대한 t-값

창씨 신고까지 걸린 

평균 일수
136.9일 151.0일 8.46

B. 전체 호적 대상

언양초 졸업자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차이에 대한 t-값

창씨 신고까지 걸린 

평균 일수
136.8일 150.8일 12.87

[표4-8] 언양초 졸업생 유무와 창씨 신고까지 걸린 일수와의 관계

(2) 학교에서의 창씨 강요

창씨 정책에 대한 동족집단에 대응에 이어, 호적 자료로부터 분석할 수 있는 

창씨 관련 주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학교에서의 창씨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앞서 

2절에서 설명하였듯이 식민지 당국은 창씨 신고가 활발하지 않은 데 대해 조바심

을 갖고 있었고, 학교 현장을 통해 조속히 창씨 신고를 할 것을 독려 혹은 강요

하고 있었음이 선행연구들에서 지적되고 있다. 언양·삼동 지역의 경우에도 언양초

등학교가 1915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었으며, 그 졸업생 명부를 입수할 수 

있어서 이를 분석해 볼 수 있다.32)

창씨 신고기간인 1940년에 만7세에서 만 13세 아동이 있었던 호를 대상으로 

하여 언양초등학교 재학생 유무가 창씨 신고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

았다. 그 만7세~만13세 아동이 언양초등학교 졸업생 명부에서 찾아지는 경우, 창

씨 신고 당시 언양초등학교 재학생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할 수 있다. 이들 재학

생이 있는 호의 경우 평균적으로 창씨 신고까지 걸린 일수는 136.9일로서, 그 외

의 경우 평균 151일이 소요된 것에 비해 14일 정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일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학교에서의 창씨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분석을 전체 졸업생으로 확대하더라도 역시 졸업자 유무와 창씨 신고까

지 걸린 일수는 비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 호적을 대상으로 하여 언양초 

졸업자가 있는 호와 그렇지 않은 호를 비교해 보면 졸업자가 있는 경우에 평균 

32) 졸업생 명부의 분석은 3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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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 삼동

호적말소사유 창씨설정 신고 창씨설정 미신고 창씨설정 신고 창씨설정 미신고

제적 71.1% 26.1% 71.7% 50.2%

재제 28.9% 73.9% 28.3% 49.8%

[표4-9] 창씨설정 미신고 호의 호적말소사유 검토

136.8일이 소요되어, 그 외의 경우의 평균인 150.8일보다 역시 14일 빠른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위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학교에서의 창씨 강요의 결과라

기보다는 다른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즉 언양초 

졸업자가 있는 호의 경우 근대 교육을 받았고, 근대적인 부문과 더 접촉할 기회

가 많은 이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창씨 신고가 빨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앞서 2절에서 창씨 신고가 개시된 2월 달에 신고한 이들의 경우, 일본인과의 접

촉이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았다고 하였는데, 그러한 맥락에

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3) 창씨 신고를 하지 않은 호

정해진 신고 기간에 창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종래의 성이 곧 씨가 되었다. 

‘林’ 씨나 ‘南’씨와 같이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씨와 글자가 동일하여 각각 ‘하

야시’, ‘미나미’로 훈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일본식으로 창씨할 필요가 없으

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제의 창씨 정책에 

반대하였기 때문에 끝내 창씨 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당국의 직권으로 신고 기간 

종료 후 종래 성으로 씨가 설정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앞의 3절에서 창씨 신고 월별표로 제시하였듯이 언양 지역의 경우에 창씨 신고

를 하지 않아 8월 11일에 일제히 종래 성으로 씨를 설정한 경우를 상당수 찾아볼 

수 있다. 삼동 지역의 경우, 호적 원자료의 문제인지, 호적을 DB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창씨 신고 기간에 존재한 호이면서도 

창씨 기록이 없는 호들이 거의 40%가량이나 된다.

그렇다면 이들 대부분을 창씨 정책에 반발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호로 볼 수 

있을까. 이들 호적의 말소 사유를 살펴보면 반드시 그러했던 것 같지는 않다. [표



- 123 -

4-9]에서 볼 수 있듯이 언양 지역의 경우 창씨 설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73.9%가 재제(再製)로 호적이 말소되고 있었다. 창씨 설정 신고를 한 경우에는 

반대로 71.1%의 호들이 제적되어 말소되었다.

언양 지역의 경우 1975년, 1977년에 두 차례에 걸쳐 일제히 호적이 재제되었

다. ‘재제’란 문자 그대로 호적을 새로 만든다는 의미로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호적이 멸실되었거나, 일부가 마멸되어 내용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 그리고 새로

운 호적부 양식이 제정된 경우에 기존 호적의 내용을 통째로 새 호적으로 옮겨 

적는 것을 말한다. 1975, 1977년의 재제는 새롭게 가로쓰기 양식이 정해졌기 때

문에 일제히 옮겨 적은 것이었다. 따라서 호적이 재제로 말소되었다는 것은 1975

년, 1977년 시점에서 현용 호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제적으로 호적이 말소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호주가 사

망하였거나, 호 전체가 다른 읍면동으로 전적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이 경우 

그러한 사망, 이주의 사실이 신고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창씨 신고를 하지 않은 호의 경우 재제 비율이 높았다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

을 암시하는 것이다. 첫째, 창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호주가 더 오래 살았거

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창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애당초 이 지역에 호적이 있지만 실제 이곳에 

거주하지는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는 사람으로서 창씨 신고 자체를 할 수 

없었던 경우이거나, 연고가 없어 사망 사실이 아예 신고되지 않은 경우일 가능성

도 있다. 창씨 신고와 사망, 이주와 특별히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번째 가능성보다는 두 번째 가능성이 더 그럴 듯한 것으로 

생각된다. 말하자면, 창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일제의 창씨 정책에 저

항적이어서 그랬다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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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연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1940 8 7 22 85 183 212 288 334 98 99 42 1,378

1941 46 51 18 30 6 11 6 19 7 4 2 200

1942 12 20 6 4 4 4 6 3 1 6 66

1943 11 6 1 5 1 4 3 4 2 5 2 44

1944 5 9 7 5 1 1 5 33

1945 1 1 1 3

[표4-10] 시기별 개명 신고 건수 

5. 언양·삼동 지역 개명의 실태

절을 바꿔 개명의 실태에 대해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개명의 경우, 창씨

와 달리 반드시 할 필요는 없었다. 창씨의 결과 일본식 씨를 갖게 된 경우, 기존

의 조선식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 따르는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명 과정에서 창씨와 같은 강요나 독려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 따라서 창씨와 같이 문중 차원에서의 대응이 개입될 여지는 

없었으며, 따라서 가족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고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가족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고찰 대신에 각 개인의 선택에 초점을 맞

춰 개명을 한 이들이 어떠한 부류에 속한 이들이었던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개명 신고 시기를 살펴보면, [표4-10]과 같다. 창씨와 달리 개명은 특별히 신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 조선 전체에서의 개명 신고 시기 역시도 자료가 

남아 있어 전체적인 경향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언양·삼동 지역에서도 전체적인 

경향과 비슷하게 초기 2년간 신고가 집중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1940, 1941년 2개년 간에 한정하여 개명 신고 대상이 되었던 모집단을 

확정하였다. 2개년에 걸쳐 언양·삼동 지역 호적에 등재되었던 이들은 모두 

17,490명으로서 이들 중 9.7%인 1,691명이 동 기간에 개명 신고를 하였다. 개명

한 사람들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관심을 갖는 설명변수는 연령, 토지자산규모, 

언양초 졸업여부, 양반 또는 향리 여부, 남성 여부, 읍내 거주 여부 등이며, 개명

한 경우 1의 값을 갖는 종속변수를 설정한 로짓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연령을 살펴본다. 연령의 경우 2차항을 넣었는데, 역 U자 관계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역 U자 관계에서 피크가 되는 나이는 만 27세로서 그보다 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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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언양면, 삼동면 『제적부』, 『재제부』, 『토지대장』, 『폐쇄대장』

비고: 위아래 펜스는 95% 신뢰구간을 나타냄.

[그림4-3] 연령과 개명과의 관계

개명 가능성이 낮아지고, 또 그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도 개명 가능성이 연령 

증가에 따라 낮아졌다. 1940년 당시 20-30대들은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세대이

면서 동시에 일제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 성장기를 보낸 이들이다. 따라서 사회생

활을 위해 일본식 이름을 가질 필요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또한 일본식 이름에 

대한 거부감도 낮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나이가 많은 이들의 개명 확률이 낮은 

것은 일본식 이름을 가질 필요가 구태여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식 이름에 

대한 거부감과 일제 정책에 대한 저항 의식도 일정 정도 작용했으리라 생각된다. 

그 밖에 토지자산이 많을수록, 근대 교육을 받은 경우일수록, 남성일수록, 읍내

에 거주할수록 개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의 경우 근대화된 

부문과의 접촉 정도를 반영하는 척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예상과 부합

하게, 일본식 이름을 갖는 것이 필요한 사람들일수록 개명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

이다.

특히 향리와 양반의 전통 신분의 구분을 보면, 향리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개명 가능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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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회귀분석방법 Logit
OLS

(이분산 가정)

종속변수
개명 여부

(개명한 경우 =1)
개명신고까지 걸린 일수

설명변수

만연령
0.028***

(4.81)

-1.89

(-0.59)

(만연령)^2
-0.0005***

(-5.95)

-0.01

(-0.28)

호주의 토지자산규모

(단위: 정보)

0.1358***

(10.7)

-0.004***

(-4.56)

언양초 졸업한 경우
0.8361***

(8.94)

-48.20

(-1.17)

향리인 경우
0.2091***

(3.14)

-23.11

(-0.74)

양반인 경우
0.2444

(1.63)

0.568

(0.01)

남성인 경우
0.6567***

(10.66)

64.52**

(2.21)

읍내에 거주하는 경우
1.3327***

(21.37)

-72.28**

(-2.41)

상수항
-3.6486***

(-40.45)

419.1***

(6.92)

관측치 수 17,490 1,691

Pseudo R제곱

(또는 R제곱)
0.1007 0.0144

Log Likelihood -4318.05

자료: [그림4-3]과 동일.

비고: 1) (   )안은 t-값.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비고: 2) 1940년 현재 만연령이 1세 이하 또는 100세 이상인 66개 사례의 경우 분석에서 제외함.

[표4-11] 개명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경우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검출되지 않았다. 언양초 졸업 여부를 별도의 독립변

수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는 교육의 효과라기보다는 그 출신배경 자체에 내재된 

요인의 영향일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개명한 1,691명에 대하여 개명신고까지 걸린 일수를 분석하여 보았

다. 비록 결정계수가 그리 크지 않아, 제시한 모형이 충분하지 않지만, 토지자산

이 많을수록, 읍내에 거주할수록 개명이 더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명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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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개명한 여성보다 개명신고가 평균적으로 늦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쉽게 추측되지 않는다. 

6. 소결

본 장에서는 언양·삼동 지역의 창씨개명 실태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창씨 정책

은 흔히 황민화 또는 민족말살 정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법적인 내용으로 소

가족 중심의 서양식 가족제도로의 변화를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식민

지 당국에서는 창씨개명 정책의 의의로서 대가족 제도가 붕괴하고 소가족 제도로 

이행해 가는 당시의 현실을 쫒아 제도를 혁신하는 것으로 홍보하기도 하였다.33)

그러나 창씨 정책을 실제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본인의 반발과 조선인의 문중차

원에서의 대응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당초의 정책 목표는 상당히 퇴색할 수밖에 

없었다.

본 장에서는 창씨 정책이 가족제도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언양·삼동 지역의 창

씨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당시의 친족 질서를 파악하고자 한 시도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가족제도적인 측면에 대한 고찰은 아니지만, 개명에 대해서도 분석함으

로써 주로 정책 분석에 한정되었던 창씨개명 정책에 관한 기존 연구사를 진전시

키고자 하였다.

창씨 정책에 대한 언양·삼동 지역의 대응 양상을 보면, 우선 읍내 거주민과 읍

내 이외 지역의 거주민의 대응 양상이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읍내 거주민

의 경우, 동성동본이더라도 서로 다르게 씨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부계친족집

단으로서의 의식이 약하였거나, 아니면 애당초 이들이 부계동족집단이 아닐 가능

성도 보여주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읍내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동성동본 집단 

내에서 단일한 씨로 설정하는 집단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는 1940년 시점에서 상

당수의 동족집단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서, 1장에서 분석하였듯

이 식민지기 언양·삼동 지역 소농경제의 상대적 안정의 결과로서도 해석할 수 있

는 내용이다. 

창씨 구성이 다양한 가문의 경우 몇몇 사례는 족보와 대조하여 추가로 분석해 

보았다. 언양 태기리 윗옹태 경주 김씨와 삼동 보은리 일대에 세거한 단양 우씨

의 사례의 경우 8촌 이내의 당내 집단끼리 창씨를 통일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연안 송씨와 같은 예외적인 사례도 찾을 수 있었지만, 당내를 기준

으로 하는 친족의식이 상당히 확산되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상민 집

33) 김두헌(1940a, 194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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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의 지역 간 이동성이 상당히 높았던 19세기와는 조금은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

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창씨 실태를 통해 당시의 친족질서를 살펴보려는 본 장의 시도는 아직 

시론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차후에 족보 등과 같이 호적 자료와 결합

하여 분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발굴하고, 분석 방법을 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하며, 본 장에서는 그것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해 본 데에 일단은 만

족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개명한 이들을 분석한 결과 근대적인 부문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일본식 이름을 갖는 것이 필요했던 읍내에 거주하는 20-30대의 교육 받은 남성

일수록 개명에 보다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 치하의 전시기라는 엄

혹한 상황에서도 한편으로는 삶의 방편을 추구해야만 했던 그 시대의 개인이 직

면했던 모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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終章

본 연구는 언양 일원 지역의 호적과 토지대장을 기본 자료로 하여 식민지기 이 

지역의 장기 동태를 근대전환기 사회·경제의 지속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자 하였다. 본장과의 중복을 가급적 피하면서 본 연구 전체의 요지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호적과 토지대장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언양·삼동 지역에서는 동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식민지기 지주제가 크게 발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안고 있는 자

료상의 한계와 분석방법 상의 문제를 일층 개선하고자 한 시도였는데, 그 분석 

결과로부터도 식민지기 소농경제의 성숙이라는 언양·삼동 지역의 특징은 여전히 

뚜렷하게 식별되었다. 1912년 토지조사사업으로 확인된 농지 소유 구조가 큰 변

화 없이 지속되었으며, 그마저도 지니계수의 추이를 통해서 볼 때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읍외 지역에서 불평등도의 개선이 나타나고 있었다. 종래 토지대장을 

이용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전시기 지주제 약화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

는데 비해, 언양·삼동 지역의 경우 전시기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불평등도의 개선

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언양·삼동 지역은 久間健一(1950)이 자작농의 비중

이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구분한 ‘경북도작지구’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곳으로서, 그간 이루어진 선행 연구들과 대비하여 볼 때 

식민지기 농업 경제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부하게 하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

다.

식민지기 언양·삼동 지역의 소농경제의 안정을 가져온 하나의 요인으로서 본 

연구는 활발한 인구 이동에 주목하여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

과 식민지기 전반에는 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계층의 차남 이하가 혼인 이후 외

지에 정착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인구 이동이 전 계층으로 광

범위하게 확산되어 경제적 지위나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가 무색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활발한 인구의 외부 유출의 결과,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지역 대지(垈地)의 총 면적은 식민지기 동안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던 

것이다. 식민지기 인구의 증가에 따라 가중되었던 농지에 대한 인구압력은 외지

로 이동하기에 유리했던 이 지역의 조건과 결부되어 외부로의 활발한 인구 유출

과 대규모의 일본 이민 현상으로 표출되었으며, 이는 이 지역 소농경제가 상대적

으로 안정될 수 있었던 조건을 창출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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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삼동 지역 소농경제의 안정은 높은 교육열로 이어지고 있었다. 사실상 언

양·삼동 지역 일원의 유일한 6년제 학교였던 언양공립보통학교의 졸업생 명부를 

분석한 결과 식민지기 근대 교육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통학교 졸업률은 식민지기 말기에 주로 졸업하게 되는 출생코호트의 

경우 남성의 경우 최대 32-33%, 여성의 경우 최대 12-13% 정도로 추정되어 높

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당시 언양·삼동 지역의 보통학교 입학 경

쟁률이 약 3:1 정도 되었다는 신문기사의 내용을 참작한다면, 낮은 졸업률은 교

육 공급 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큰 것이며, 식민지기 이 지역의 교육열이 매우 높

았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전통적인 출신 계급에 따른 졸업 확률의 차

이를 분석해 본 결과, 양반, 향리, 그리고 상민 출신들 간에 졸업 확률에서 유의

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즉, 교육에 대한 열정은 전통적인 출신 배경과

는 무관하게 언양·삼동 지역민 모두에게 일반적인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다. 식민지기 소농경제 성숙의 또 다른 일면이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1940년 창씨 신고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언양·삼동 지역의 친족

질서를 살펴본 결과, 읍내 지역의 경우 씨의 설정이 동성동본인 간에도 천차만별

이었으나 읍외 지역의 경우 동일 마을에 거주하는 동성동본인 간에 씨의 설정을 

통일하고 있는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가 있었다. 몇몇 가문을 족보와 대조해 본 

결과, 씨의 설정을 통일하는 동성동본인들은 8촌 이내의 당내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당내 집단을 단위로 한 부계 친족 집단이 

1940년 시점 현재 다수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친족집단의 

형성은 한편으로 근린에 거주하는 혈연 집단에 의한 비공식적인 경제적 안전망의 

제공을 통해 소농경제의 안정을 가져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친족 집단의 

형성 자체가 소농경제의 성숙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본 연구는 1940년 

시점에서의 관찰에 그치고 있어, 친족집단의 형성과정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어, 아직 시론적인 분석에 그치고 말았다는 한계가 있으나, 향후 자료의 보완과 

분석 방법의 개선을 통해 동태적 과정을 면밀히 추적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

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을 정리해 보았는데, 서장에서 제기하였던 문

제의 소재와 관련해서 다시금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언양·삼동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장에서 지적한 바 있는 소농

경제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을 전면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아니었다. 그러한 다양성

이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서,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유형적 특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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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는 언양·삼동 지역의 사례 분석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지주제 발달과 농

지 소유의 불평등도 악화라는 정형화된 식민지기 농업에 대한 이미지를 재고(再

考)하도록 하는 데에 일조하였다는 점에 만족할 뿐이다. 

본 연구의 의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하자면, 본 연구는 ‘소농경제의 다양성’

을 보다 다채롭게 묘사할 수 있는 보다 확장된 연구 테마를 위한 준비 단계로서 

의의를 지닌다는 점일 것이다. 식민지기 소농경제의 천태만상(千態萬象)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의 자료를 발굴하여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상이한 유형의 대표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대상 지역의 

호적과 토지대장 자료를 발굴하여 보다 발전된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면밀하게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서장에서 언양·삼동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한 이

유로 조선시대 양안과 호적 자료가 다수 현전하고 있어, 장기 동태에 관한 연구

를 전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는데, 그와 결합하여 본다면 본 연

구는 횡적으로나 종적으로나 보다 더 큰 기획의 연구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끝으로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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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 detail the development 

aspects of the peasant economy under the colonial period by focusing 

on continuity and change in society and economy of rural farming area 

in the modernizing process. The subject region of this study is 

Eonyang, which located in the west of Ulsan. For this purpose, I 

digitized and analyzed family registers(戶籍) of two townships(面) which 

have informations of demographics of the subject region between 1909 

and the mid 1970's and land register records of four townships(面) 

which have informations of land ownership between 1912 and the mid 

1970's.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the fundamental idea that it has to 

comprehend in detail a variety of aspects of peasantry who had been 

coping with the huge change from the outside, "modernization", in an 

active and independent way, instead of being content with the 

stereotypes of agricultural economy under the Japanese rule. The 

stereotyped image of agricultural economy under the Japanese rule is 

like this: with the colonial landlord system, where the distribution of 

land ownership becomes extremely unequal, most of the small peasants 

had to manage to lead a life of distress under the oppression of the 

landlord, and their active role appeared only in the form of collective 

resistance against the landlords. In contrast, this study seeks to achieve 



- 142 -

a full and deep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aspects of peasant society 

and economy in detail, expecially in terms of human migration, 

education, and ties of kinship, focusing on the fact that the peasants 

were human beings who had strong desires to enhance their social and 

economic status, as is their posterity in present day.

    Chapter 1 focuses on the long-term trend of inequality in farmland 

ownership by using the Gini coefficient. According to earlier researches, 

the farmland ownership structure of Eonyang, which was found in the 

records from the late Chosun period, is relatively equal, and showed 

little change even after going through the colonial period. To go further 

than the earlier researches, this study not only utilized family registers 

in addition to land registers, but also improved the method of analyzing 

the land registers. The result, nevertheless, was supporting earlier 

researches. Furthermore, the study investigated the long-term 

development aspects of the degree of inequality by computing the Gini 

coefficient of each year and observed the decline in the degree of 

inequality after the middle of 1920's. While most literatures based on 

the land register point out that the colonial landlord system was not on 

the decline until the wartime period, the late 1930's, the result of this 

study that the degree of inequality started to decline from the middle of 

1920's represents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Eonyang. According to 

data from the early 1910's, Eonyang was an underdeveloped area where 

both land productivity and labor productivity were relatively low. 

However, several descriptive materials suggest that the region gained a 

reputation as a rice producing area in 1930's. The fact that the colonial 

landlord system was not dominant in Eonyang is not because the region 

was a underdeveloped farming area, but because the small farmers 

themselves were actively responsive to changes from the outside.

    Another important factor that brought about the stability of peasant 

economy in Eonyang was the vigorous human migration in the colonial 

period. Chapter 2 investigates the aspects of population outflow in 

detail, focusing on the human migration phenomenon. According to the 

analysis, while those who settled down in other regions than their 

hometown after marriage in the early period of colonization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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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most the sons whose birth order is the second or lower from the 

poor families, as time went by, the human migration spread throughout 

the whole stratum. This means that the difference in the economic 

status and the birth order started to disappear as it proceeded to the 

late period of colonization. The study also investigated the case of 

migration to Japan, to which most of the migrant population in the 

colonial period moved. The result suggests that Eonyang-township(面), 

the region with decent transportation environment and rich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showed a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wealth and the 

migration probability, while Samdong-township(面), the region with 

relatively poor transportation environment, had a reverse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wealth and the migration probability. Even when 

most of the population in Eonyang chose to move to Japan in an effort 

to enhance their economic status in the colonial period, the specific 

aspects in it varied according to the regional conditions. 

    The economic stability of peasant society of Eonyang was marked 

by high level of educational enthusiasm. In chapter 3,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ist of graduates of Eonyang elementary school, that 

only had the 6-year school system in that period of Eonyang. The 

analysis shows that modern education in the colonial period was 

spreading gradually. Calculating the graduation rates of the school-aged 

population of the area, in the birth cohort who were supposed to 

graduate in the late colonial period, 32 to 33% of the male and 12 to 

13% of the female actually graduated primary school, which is not 

much a high rate. However, considering the newspaper article of the 

time that the admission rate in Eonyang for entering the primary 

school was approximately 3:1, the low graduation rates are supposedly 

attributed to the low level of education supply and the demand for the 

education was clearly supposed to be high. The investigation was also 

carried out on the graduation rates in different classes,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graduation rates between traditional 

classes, such as yang-ban(兩班), hyang-ri(鄕吏), and sang-min(常民). 

Thus, it can be said that the educational enthusiasm was spreading 

throughout all the population in Eonyang, regardless of the tra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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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es. Public education, introduced in the process of turning to the 

modern ages, though not at a fast rate, gradually spread to the mass 

and stimulated the desires of small peasants, through which modern 

lifestyle and culture permeated as well.

    Lastly, chapter 4 focuses on the cohesiveness of paternal kinship 

groups in Eonyang by examining the records of family name 

registrations of 1940. The cohesiveness can be measured by 

investigating in what scope of the kinship a head of each family 

cooperated and took a mutual action when faced with the choice of 

family name registr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in the 

rural regions, there were a number cases where people unified the way 

they determined the family name in the groups of the same surname 

from the same family origin(同姓同本), while in the urban areas, which 

had high level of population mobility, most household heads decided to 

take a distinctive family name each other in the groups of the same 

surname from the same family origin(同姓同本). Comparing a few family 

groups' family genealogy(族譜) with family register, it was found that the 

groups of the same surname from the same family origin that unified 

the family name determination were highly likely to be the Dang-nae(堂

內). This shows that a number of paternal kinship groups based on the 

Dang-nae(堂內) had already been formed by the time of 1940. It takes a 

prudent approach in interpreting the formation of kinship groups as the 

analysis didn't include dynamic and causal methods. However, the 

result of the analysis suggests that, on one hand, the peasantry's 

economic stability provided the economic basis that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kinship groups, and on the other hand, the formation of 

the kinship groups itself could have worked as the background of the 

peasantry's economic stability. This part in particular needs to be 

compensated in detail with further research. In addition to the records 

of family name registrations, the study also examined the records of 

changing the names to japanese style, and the result shows that the 

young male group between their 20's and 30's, who received modern 

education and thus had high probability of contacting modern culture 

and content, had high rates of changing their names, which means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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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d strong desires to enhance their status from peasants.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investigated the concrete 

cases of Eonyang and tracked the records in detail, focusing on the 

extended research subject 'the variety of peasant economy'. More family 

registers and land registers from a number of other regions need to be 

collected and analyzed in order to fully understand the variety of 

peasant economy in different areas and its development process in 

detail. Furthermore, it is also possible to examine and analyze the 

long-term dynamics of the local society and economy since the late 

Chosun period as there are many historical materials in Eonyang, such 

as yang-an(量案) and gis-gi(衿記), which have the information related to 

land ownership and agriculture management, as well as the pre-modern 

family registers, which have demographic information of the late 

Chosun period. In this sense, this study can be said to be starting the 

research for the bigger project, in both horizontal and vertical ways.

Keywords: household register, land register, degree of inequality in land 

distribution, modern education, human migration, emigration to Japan, 

family name change, single-surname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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