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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文 抄 錄
본 논문은 일제 강점 초기부터 1925년 경성소방서가 설치되기까지의 소
방 운영 체계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제도사적 흐름을 정리하
거나, 특정 지역의 소방조·소방 기구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이에 본 논문은
조선 ｢消防組規則｣ 제정 전후로의 조선 전국의 소방조 조직 및 활동 양상
과 함께 소방서의 등장 배경, 소방서 설치와 동시기 병존한 소방조 활동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한제국 병합 이전 재조일본인들은 신변보장을 위해 조선 내 거주 지역
에 자치 소방 조직인 소방조를 설치하였다. 1910년 대한제국 병합 이후 조
선총독부는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관청을 설립하였으나, 소방 분야는 기존
의 소방조를 활용하였다. 일본인 소방조는 재조일본인 거류민단이 관리하였
고, 기타 소방조도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였다. 소방조 수는 전반적
으로 증가하나, 통치 체제가 정립되어가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조선인 조직
은 증가하는 반면 일본인 조직은 감소하는 등 민족별 차이가 있었다. 조직
구성은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간부급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하였다.
소방조는 주로 갹출금과 기부금으로 재정을 충당하되 각 지역별로 재원이
있는 경우 그것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민족 간 소방조 재정 부담은 그 경중
이 달랐다. 소방 용수의 확보를 위해 소화전도 설치되는데 개항지, 일본인
거류지를 기점으로 설치되었다. 그 외 지역은 하천·저수지·우물 등에서 급수
하였다. 소방조의 활동은 수화재 방어, 야경업무 등이었고 때에 따라서 경
찰과 협업하였다. 또한 출초식, 소방 훈련 등을 시행해 防火사상 및 소방조
의 위력을 선전하였고, 해당 지역에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 동원되었다.
1914년 府制가 시행되면서 각 지역의 府와 조선총독부가 거류민단이 관
할하였던 공공사업들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소방조 역시 조선총독부 산하에
서 활동하게 되었다. 1915년 조선 ｢消防組規則｣이 제정․발포되었는데 그 내
용은 일본의 ｢消防組規則｣과 유사하나 조선 ｢消防組規則｣에만 있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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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었다. 이후 조선의 소방 운영 체계는 경찰 권력 하에서 중앙의 통제를
받았고, 소방조는 공설화되었다. 1915년 이후 소방조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하나 민족 간에 다르게 적용되는 사회 정책에 영향을 받아 민족별 소방조
수는 차이가 있었다. 일본인과 조선인 간부의 수도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
｢消防組規則｣이 발포된 이후 소방조 재정은 부의 경우 각 부가 부담하고
그 외의 지역은 갹출금·기부금으로 충당했으며, 소방조에서 기부금을 청하기
도 하였다. 소화전도 그 수가 증가했는데, 1915년 이후 항만과 국경 인접지
역, 철도 중심지에 다수의 소화전이 설치되었다. 소방조는 이전 시기와 마
찬가지로 수화재 방어, 야경활동, 출초식, 훈련 등을 행함과 동시에 소방후
원회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경찰·헌병과 함께 조선인들을 탄압하거
나,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조선총독부가 통치 기반들을 마련하고 재조일본인의 수도 점차 증가하자,
1921년부터 소방 전문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예산상의 문제
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1922년에는 경성소방소가 설치되었지만 역부족이었
다. 화재 발생 빈도는 점증하였고, 조선총독부는 전조선 소방조두를 소집하
는 등의 노력을 하지만 경성의 화재는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전문 소방 운
영 시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경기도는 소방 업무의 전
문화를 위해 소방과를 보안과에서 분리·신설하였으나, 이내 소방과는 폐지되
었고 1925년 경성소방서가 설립되었다.
｢京城消防署規程｣를 조선 ｢消防組規則｣과 비교하였을 때 소방서는 나름
의 독립적인 소방 운영 체계를 가질 수 있었다. 이후 ｢消防組規則｣도 일부
변경되었다. 경성소방서의 재정은 소방조의 재정과는 다르게 경기도 지방비
에서 부담을 하되, 경성부에서 일부 부담하였다. 한편 기존의 경성소방대와
상비소방대, 경성소방서 모두 일본인 거주 지역에 설치되어, 전문 소방 기
관들의 설치에는 일본인을 우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일한 소방 전문 관청인 경성소방서가 경성부 전체를 관할할 수
는 없어 소방조가 병존하며 활동하였다. 소방서와 소방조는 독립적이었기
때문에 소방조의 운영 역시 기존과 같았다. 재정 충당 방식, 활동 양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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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이전과 비슷하였고, 오히려 그 규모가 커져 외부에 기부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소방조의 폭행과 같은 문제점도 지속되어, 전문성을 갖추려
는 당시의 흐름에 역행하기도 하였다.
결국 일제 강점 전반기 조선의 소방 운영 체계는 당시 사회 변화의 흐름
과 연결되어 있었다. 소방 관련 규칙과 관청 모두 여타 사회의 기반 규정
및 관청들에 비해 뒤늦게 등장하였고,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조선의 상황이
반영되었다.

주요어: 消防組, 消防組規則, 府制, 京城消防署, 京城消防署規程, 在朝日
本人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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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言
예부터 防災는 모든 국가에서 항상 관심 사항으로 삼았다. 재해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로 인해 국가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화재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인간이 불
을 매일 사용하여 더욱 예의주시하여야 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방재에 관련
해 법·규율과 같은 금지와 명령의 도구를 활용하는 안전의 본질적인 성격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를 제한하고 억제하며, 질서
를 조절하였다.
조선시대에는 經國大典과 續大典에서 禁火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여 화재
를 경계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별 화재 경계는 이루어졌으나, 소방 활동을
위한 전문 단체는 없었다. 단 한성부는 국가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예외적으
로 방화책을 수립하거나1) 관청을 설치하였다.2) 17세기 담당관청이 혁파된
후에는 병조와 한성부가 필요에 따라 금화업무를 담당하였다. 1876년 조일
수호조규 체결 후 조선 내 일본인이 증가하였고, 재조일본인들은 ‘消防組’를
설치하였다. 1910년 대한제국 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는 조선 사회를 재
편성하였다. 이 때 소방 업무는 소방조가 담당하였고, ‘自衛·自警’의 역할
을 하며 각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1914년 府制 시행 후 1915년에 조선 ｢消防組規則｣이 제정․발포되었고
총독부는 명목상 조선 내 주민의 안전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실제 소방조의
운영은 민족별·거주지별로 달랐으며 경무국 산하에서 본래 목적과 다른 활
동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消防組規則｣은 제정되었으나 소방조가 관청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후 기존의 소방조 활동과 당
시 사회적 요구에 영향을 받아, 1925년 4월 경성소방서가 조선 최초의 소
1) 巡邏(조선시대 순찰제도로 도둑이나 화재 따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밤에 궁중과 도성
둘레를 순시하는 행위), 관청 간의 협업 체계, 5부 거주 방리민의 동원 등이 있다(법
문사, 경찰학사전 , 2012.11 ; 중앙소방학교, 한국소방행정사 , 2009, p.20).
2) 세종 8년(1426) 2월 禁火都監이 설치되었다( 世宗實錄 卷31, 世宗 8년 2월 26일 庚
寅). 그리고 같은 해에 城門都監과 합쳐져 修城禁火都監이 되어 수·화재를 모두 담당
하였다. 수성금화도감은 1481년에 修城禁火司로 명칭이 바뀌면서 정4품아문이 되었
으나, 1637년에 혁파되었다( 仁祖實錄 卷34, 仁祖 15년 3월 8일 丁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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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전문 관청으로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일제 강점 초기부터 1925년 경성소방서가 설치되기
까지의 소방 운영 체계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각종 자료
를 활용하여 조선 ｢消防組規則｣ 제정 전후로의 소방조의 조직 및 활동 양
상과 함께 소방서의 등장 배경, 소방서 설치와 동시기 병존한 소방조 활동
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일제 강점기 소방조 및 소방 운영 체계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두 부류
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전국 및 각 지역별 소방행정사와 같은 개설서류로,3)
해당 시기 소방조와 그 운영 체계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서 간략하게 언급하
는 정도이다. 다음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소방조 및 소방 기구
의 활동에 대한 연구들로, 군산 지역의 소방조의 일상적인 업무를 다룬 연
구,4) 군산소방조의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연결된 활동에 관한 연구,5) 목포소
방조의 결성배경 및 역할, 활동에 관한 연구,6) 경성 지역의 소방 기구의 변
화 및 활동양상에 관한 연구7)가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소방행정의 제도사적 흐름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
고 있기 때문에 소방조와 지역 사회가 맺고 있는 연관성 등을 제대로 다루
지 못하였다. 그리고 소방 운영 체계가 갖는 역사적 의미 또한 충분히 드러
내지 못하고 있다. 후자는 개별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지역 소방조에 대
해서는 해당 지역과 연관시켜 세부적인 특색과 의미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당시의 전반적인 소방 정책과의 연관성, 전체 사회의 변동 속에서 소방조가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8)
3) 행정자치부, 한국소방행정사 , 1999. ;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 서울소방행정사 ,
1999. ; 경상북도소방본부, 경북소방행정사 , 2002. ; 서귀포소방서 소방과, 서귀포
소방행정사 , 2004. ; 전라남도 소방본부, (다시보는)전남소방행정사 , 2007. ; 인천
광역시 소방방재본부, 인천소방행정사 , 2008.
4) 김봉삼, ｢일제시대 군산의 화재발생과 소방활동｣, 典農史論 11, 2005.
5) 원영금, ｢한말, 일제강점기 군산소방조의 조직과 활동｣,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6) 김상욱, ｢한말, 일제강점기 목포소방조의 결성과 그 활동｣, 역사학연구 34, 목포사학
회, 2008.
7) 염복규, ｢일제하 경성 지역 소방 기구의 변화 과정과 활동 양상｣, 서울학연구 49,
서울학연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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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한계들을 보완하기 위해, 본문에서 특정 지
역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즉 해당 시기에 조선 전국에 걸쳐 나타난 소방
운영 체계가 당시 정책과 어떠한 관련을 맺으며 변화 양상이 드러나고 있는
지 시기별로 살펴볼 것이다. 이와 동시에 변화에 내포된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시기는 1910년 일제강점이 시작된 이후부터 경성소
방서가 등장한 1925년까지이다. 해당 시기의 소방 운영 체계를 고찰함으로
써 우선 소방서라는 전문 관청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소방 운영 체계의 변화
를 겪는 과도기인 만큼, 현재와 같은 전문화된 소방 운영 체계가 어떠한 기
반 위에서 근대화․체계화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해당 시기는 일제가 명목상 주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근대적
소방 운영 체계를 도입했지만, 실제로 이를 적용했을 때 조선인의 지배를
위해 어떻게 활용했는지 명확히 드러나는 때이다. 즉 해당 시기는 일제의
소방 운영 체계가 형성․정립되었던 중요한 시기임과 동시에 근대화의 이중
적 면모가 잘 드러나는 시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각 장의 내용은 이를
유념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우선 1914년 부제 시행 이전까지 조선총독부와 거류민단의 부제 시행에
대한 의견 대립과정과 이에 영향을 받는 소방조의 활동 양상을 소방조 수,
소화전 수의 변화 추이 및 실제 활동 사례 등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
은 부제 시행 이후 1915년에 ｢消防組規則｣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소방조를
총괄하던 거류민단 대신 경찰 권력이 소방조를 흡수하는데, 이에 따른 1925
년 이전까지의 소방조의 전반적인 변화와 활동, 한계를 파악하고 소방조 활
동의 이면에 담긴 조선총독부의 의도를 밝히고자 한다. 끝으로 1925년 소방
8) 이 외에 일제강점기 소방제도의 변천 과정을 설명한 연구(김상욱, ｢일제강점기 소방
제도의 변화｣, 논문집 14, 광주광역시소방학교, 2009)가 있다. 이 연구는 각 장에서
소방정책, 소방조·경방단 활동, 상비 소방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소방
정책과 소방조가 하나의 소방 운영 체계로 연결된 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소방조에 대한 해외의 연구는 일본의 촌락 내 소방조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연구(大
淵英雄, ｢村落生活と消防組-長野県諏訪市湖南区南真志野｣,
哲学 47, 三田哲学会,
1965.12. 東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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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관청인 경성소방서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과 그 과정·활동을 분석하며
조선총독부가 소방의 전문화․체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소방조가
공존하면서 이원적인 소방 체계가 운영되었음을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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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10년대 전반 消防組의 운영과 실태
대한제국 병합 이전 재조일본인들은 신변보장을 위해 조선 내 거주지역에
자국의 근대적 소방 기술과 함께 자치 소방 조직인 소방조 체계를 도입하였
다. 이는 조선에 있었던 소방 운영 체계와는 달랐다. 일본인들은 지리적 특
성상 에도시대부터 소방에 대한 의식이 강하였다.9) 따라서 그들이 거류하는
지역에는 항상 소방조를 설치하여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다. 조
선에서도 예외는 없었다. 1910년 이후 조선의 모든 행정 체제는 일본에 의
해 재편성되었고, 소방 분야 역시 조선총독부의 소관이 되었다. 하지만 소
방 업무는 각 지역의 소방조가 계속 담당하였다.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여전
히 민간자율 소방조의 성격을 띠었다.10)
일본이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였지만, 기존에 있었던 일본인 거류지역을 비
롯하여 외국인 거류지역까지 직접 관할하는 것은 민감한 사항이었다. 일제
강점 이전까지 외국인 거류지는 치외법권 지역이었고 거류민들이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류민들은 필요한 조직이 있다면 자체적
으로 조직하여 행정적·재정적 측면 모두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였다. 이러한
조직들을 총괄하는 것은 거류민들의 대표 단체였던 각 지역 居留民團(속칭
민단)이었다. 이 중 다수를 차지했던 일본인 거류민단은 대한제국 병합 이
전까지는 각 지역 이사청의 이사관 감독 하에 있었고, 병합 이후에도 조선
총독부로부터 감독만 받았을 뿐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다.11)
1905년 2월 일본에서 거류민단법이 제정되었고 조선에서는 1906년 7월
에는 통감부령 제20호 거류민단법시행규칙이 발포되면서, 조선 내 거류민단
의 규모는 점차 커졌다. 이에 따라 거류민단에서는 많은 활동을 했는데, 그
중 주된 공공사업으로 교육, 토목, 병원, 신사관리 등과 더불어 소방운영을
9) 加藤畿三郞, 光州消防 20年史 , 光州消防組, 1933, p.2. ; 김상욱, 위 논문, 2008,
p.121에서 재인용.
10) 김상욱, ｢일제강점기 소방제도의 변화｣, 논문집 14, 광주광역시소방학교, 2009,
p.44.
11) 손정목, ｢일제침략초기 지방행정제도와 행정구역에 관한 연구(1)｣,
지방행정
32-359,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83,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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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12) 거류민단은 개항 후 설치되었던 사설 소방조들이 공인되거
나13) 소방 기구의 개편 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14) 또한 다음의 기사
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방부의 배치나 소방사무 개정에도 관여하였다.

城內에 居住 日本人家屋에 近日에 火災가 頻數으로 日本人居留
民團에셔 昨日붓터 消防夫二名을 同事務所內에 當直케 다더라.15)

京城民團의 經營에 係 諸般 事業은 漸次 進步되 中이나 惟獨 消防
事務 幼稚한 故로 有事 境遇에 現在 消防으로 甚히 困難지라
來春을 期야 民團에셔 東京 其他 各地의 消防事務 視察기 爲야
吏員을 出張케 다더라.16)

첫 번째 기사의 내용처럼 거류민단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안위를
책임지는 요소로 소방이 필요함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소방부를 동사무소
내에 배치하였다. 비록 완전한 소방조의 형태는 아니지만 당직 소방부를 두
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기사에 따르면, 거류민단은
그들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들이 순항을 하고 있는데, 그 중 소방과 관련한
부분은 아직 미흡했기 때문에 관리를 일본에 파견 보낼 것을 계획하고 있었
다. 거류민단 스스로 소방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를 절감했기 때문이
12) 대전에서는 일본 거류민회가 1907년 3월 31일 해산하고 그 권리가 새로 조직된 대
전학교조합으로 인계되어, 학교조합이 교육에 관한 사무뿐만 아니라, 토목, 위생, 소
방 등 일본인에게 필요한 공공사업을 실시하였다. 명목상 학교조합이었지만, 실시한
활동을 보면 다른 지역의 거류민단이 하는 활동과 다름없기 때문에 대전의 학교조합
은 거류민단의 또 다른 형태로 보아도 될 것이다(정현숙, ｢일제시대 대전의 역사지리
적 고찰｣,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2. pp.19~20 참고).
13) 1906년 경성소방조의 공인을 시작으로 1909년 1월 6일 원산소방조, 9월 25일 부
산소방조, 11월 26일 평양소방조, 12월 27일 목포소방조, 1912년 4월 1일 군산소방
조가 공인되었다.
14) 山中麻衣, ｢서울 거주 일본인 자치기구 연구: 1885~1914｣,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1. p.15. ; 김대래, 김호범, ｢부산일본거류민단 재정 연구(1907-1914): 부
산부재정의 성립과 관련하여｣,
지방정부학회보 10-2,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
pp.190~191.
15) 皇城新聞 1909년 12월 17일자(｢日本人消防夫｣).
16) 每日申報 1911년 12월 5일자(｢民團의 消防事務 視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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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거류지를 총독부에서 통제하며 단일한 행정체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거류민단 역시 폐지하고자 하였다. 이는
1910년 8월 29일 당시 통감이었던 寺内正毅의 훈령 중 일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거류민단은 원래 외국에 주거하는 제국신민이 설립한 단체이지만, 조
선이 제국의 판도에 귀속된 이상 당연히 지방행정기관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갑자기 이를 폐지해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것보다는, 임
시로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장래에 이를 대신할 지방제도의 완성을 기다려 차
츰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17)

여기서 지방행정기관은 일본의 市町村 체제에 해당한다. 통감부와 그 뒤
를 잇는 조선총독부에서는 기존의 외국거류지, 조계지들이 남아있는 경우
지방행정이 이원화되어 일본이 조선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기 때문에 거류
민단의 폐지를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게다가 대한제국 병합 이전부터 거류
민들은 조선에서 타인을 멸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마음대로 일삼았
다.18)
따라서 통감부(와 조선총독부)는 조선인들이 이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거류민들의 행동들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거류민단을 해체해야 하였다. 통감부는 표면적으로 ‘새롭게 따르게 된 인민’
인 조선인들이 나쁜 감정과 거리감을 느껴 영원히 서로 융화될 기회를 잃어
서는 안 되니, 동포가 되어 友誼로써 서로 제휴하길 바란다며 거류민단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거류민단의 반발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당분간
17)

朝鮮總督府官報 , 1910년 8월 29일자(｢倂合條約ニ依リ各理事廳理事官ニ訓令ノ件
(統監府訓令第16號)｣). ; 京城居留民團役所 著,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譯, 京城發
達史 ,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2010, p.529.
18) 이는 1910년 8월 29일 朝鮮總督府官報 에 실린 寺内의 훈령에서 역시 언급하고
있다.
“… 종래 일본(本邦) 거류민 대부분은 외국(異邦)에 잠깐 거처(僑居)할 생각으로 와 우쭐한
행동을 일삼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폐해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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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존과 같이 거류민단의 존재를 인정하겠다고 공표하였다.19)
일본인 거류지와 조선인 거주 지역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 거류민단이
반발할 것이라는 통감부의 예상대로, 당시 거류지에 거주하던 재조일본인들
은 특정 지방행정체제에 편입되지 않고 기존과 같이 자치제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였다. 1910년 9월 10일자 京城新報 에서는 ‘거류민단’은 폐지되어
도, 다른 형태의 자치기관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거류민들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20)
이와 같이 조선총독부와 재조일본인 간에 의견차가 생겼는데, 데라우치는
같은 해 11월 2일에 열린 도장관회의에서 당장의 거류민단 폐지는 유보하
고 적당한 방법을 찾아 처분한 후 일반 지방행정제도의 일부로 통합해야 한
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21) 그 결과 기존의 거류민들은 그들의 사회를 당분
간은 유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소방조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거류민들이 거
주하고 있던 지역의 안위를 보전하는 자경단체로 계속 활동하였고, 각지에
소방의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소방조가 증가하였다.
<표 1> 1910~1915년 전국 소방조 수 변화 (단위: 개소)
연도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조선인

22

77

156

414

401

375

일본인

41

39

32

28

26

22

중국인

-

-

-

-

1

1

조·일 공동

5

38

111

191

266

317

조·일·중 공동

-

1

1

2

-

-

합계

68

155

300

635

694

715

조직

19) 京城居留民團役所, 위의 책, p.530.
20) 당시 京城新報 는 재조일본인 사회의 대표적 일간지였다(박양신, ｢재한일본인 거
류민단의 성립과 해체｣, 아시아문화연구 26,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2,
p.259).
21) “원래 정치기관을 통일함에 있어 거류민단과 같은 특수한 제도는 장래 그대로 둘
수 없으나, 이미 다년간의 역사를 갖는 존재이므로 오늘날 갑자기 이를 폐지하는 것
은 불가하다. 모름지기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원활히 처분하고 일반 지방행정제도의
일부로 통합해야 한다.” (元師寺内伯爵傳記編纂所, 元師寺内伯爵傳 下, 1920, p.624.
; 박양신, 위 논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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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1~1915年版. (표의 1912년도 수치는 每日申報 1912년
11월 19일 ｢幷川市에 消防組, 아오내에 소방대 조직｣ 및 1913년 9월 7일 ｢消防組의
急務｣ 활용)
비고: 조선총독부시정연보에는 1910년과 1911년의 일본인 소방조 수 총계가 각 27, 35개소
로 되어있으나 1913년 통계연보에는 41개와 39개로 되어있다. 본문에서는 다른 연도들
과 마찬가지로 통계연보의 기록을 따랐다.

1910년 초 31개소,22) 1910년 말 68개소였던 전국 소방조의 총합계는
<표 1>과 같이 1913년까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이후에는 증가폭이 완
만해졌다. 그리고 조선·일본인 공동조직의 소방조 수는 1910년부터 1915년
까지 조선인 소방조 수보다 적었지만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였다. 반면
조선인 소방조는 1913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府制가 시행되는
1914년부터 소폭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일본인 소방조의 수는 1911년
일본이 조선을 강점한 직후에는 조선·일본인 공동조직 소방조와 그 수가 비
슷했는데(일본인 39개소, 조선·일본인 공동 38개소) 공동조직과는 상반되게
계속 감소하였다.
먼저 조선인 소방조의 수를 살펴보면, 1915년 전까지 동일 시기의 조선·
일본인 공동조직과 비교하였을 때 그 수가 많았다. 기존의 소방조는 지역
주민들의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
22)

皇城新聞 1910년 2월 19일 기사 중 ｢消防組數｣에서 당시 소방조 수를 통계했을
때 31개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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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自警의 의미로 본다면 전국 소방조의 총합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
였다. 그런데 조선인만으로 조직된 소방조가 1910년 일제 강점 이후부터 계
속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1913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前述하였던 재조일본인들의 자치권 유지와 관련이 있다.
주지하듯이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였지만 재조일본인들은 조선 내에서 자신
들의 자치권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하였다. 그리고 조선총독부 역시 이미
각 지역에서 막강한 세력을 보이고 있는 거류민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 따
라서 총독부는 단일한 지방행정체제에 편입하는 것을 한동안 유보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직에 대해 자율성이 허락되는 것은 비단 일본인뿐만이 아니었다. 일제
강점이 시작되었으나 몇 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을 비롯한 모든 행
정 체제가 정착되는 과도기를 거치고 있었다. 조선인들도 그 속에서 일본인
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 조선인만으로 구성된 소방
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였다.23) 조선총독부는 과도기 속에서 조선인
소방조가 설치되는 것을 완전히 억제할 수는 없었으며, 오히려 억제하기보
다 수용하여 아직 불완전한 조선 내 치안·경비의 일부를 맡겼다. 이에 조선
인 소방조는 1913년까지 증가하고 1914년에 소폭 감소하여 401개소가 있
었으며, 계속 그 수가 조금씩 감소하였다.
또한 每日申報 1913년 9월 7일자 사설에서는 ‘내지인(일본인) 조직을
제외하고는 기계기구가 불완전함으로 화재예방에 충분한 효과를 얻기 힘들
다’고 서술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조선인 소방조의 절대 수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조직 안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구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소방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24)
조선인 소방조의 수와는 달리 일본인 소방조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

23) 이는 每日申報 의 1912년 9월 26일 기사 중 ｢全州通信: 鮮人消防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에는 당시에 이미 화재소방을 위해 庄司 경찰서장이 일본인으로 소방조
를 조직하였고, 조선인 소방조 조직도 필요하다 하여 종종 협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24) 每日申報 , 1913년 9월 7일자(｢消防組의 急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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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1910년대가 일본의 지배력이 강하게 작용하던 ‘헌병통치’ 시기인 만
큼, 일본인 소방조가 활동하기 편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물론 그 수는 1년에 10개도 채
되지 않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총 일본인 소방조 대비 연도별 감소율을 본
다면 1911년부터 13년까지 39개소에서 28개소로 11개소가 줄어들면서 약
28%가, 13년부터 14년까지 약 7%(2개소 감소), 14년부터 15년까지 약
15%(4개소 감소)의 감소율을 보인다. 이 때 감소한 일본인 소방조 중 일부
는 조선인·일본인 공동조직 소방조로 전환되었다. 이는 충청남도 태전소방조
의 사례에서 나타난다. 태전소방조는 원래 일본인 소방조였으나 1912년에
조선인·일본인 공동조직으로 전환되었다.25)
<표 2> 1912~1915년 소방조 직책 민족별 분포 (단위: 명)
직책
연도

1912
1913
1914
1915

조두

부조두

소두

소방수

일본 조선 중국 일본 조선 일본 조선 중국 일본
117 199
(2.5) (1.2)
178 473
(3.0) (0.8)
216 461
(3.3) (0.7)
255 454
(3.7) (0.7)

0
0
1
1

87

191

359

974

(2.0) (1.1) (8.0) (5.6)
110 354 510 1699
(1.8) (0.6) (8.5) (3.0)
145 363 602 1907
(2.3) (0.5) (9.4) (2.8)
147 382 711 2392
(2.1) (0.6) (10.2) (3.6)

1
1
2
2

합계

조선 중국 일본

3957 15893
(87.5) (92.1)
5224 54033
(86.7) (95.6)
5428 65310
(85.0) (96.0)
5869 62438
(84.0) (95.1)

조선 중국

계

8

4520 17257

9

21786

7

6022 56559

8

62589

41 6391 68041 44 74476
25 6982 65666 28 72676

출전: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30年版, 警察>消防組.
비고: 괄호 안은 일본·조선인별 합계 대비 해당 직급 비율. (단위:%)
중국인은 전체 인원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생략함.

실제 소방조가 조직되었을 때, 소방조 수와 함께 그 구성원 수에도 차이
가 있었다. <표 2>에 따르면 수치상 조선인이 어떤 직급에서든지 그 수가
월등히 많고, 모든 민족이 공통적으로 소방수의 인원이 가장 많았다. 하지
만 각 직급별 분포 비율을 보면, 일본인들은 조선인에 비해 組頭부터 小頭
까지 간부급이 많고 그 비율도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였다. 반면에 조선인
25) 每日申報 , 1912년 7월 3일자(｢太田의 消防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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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소방수를 제외한 직급들의 비율이 점차 낮아졌다.
소방조를 조직하거나 이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였다. 소방조는 초기에 등장할 때부터 거류민단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자치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일제 강점 이
후에도 지속되었다. 따라서 소방조에 관한 비용은 각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부담하였다. 일본의 長野縣 諏訪市 湖南區 南眞志野의 경우, 소방조의 필
요 경비는 해당 지역의 耕地에서 조달되었다. 그리고 소방조 경비에 관한
사항은 경지협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경지의 재원은 크게 4항목으로 ①경지협의비로서 이미 각 호에서 모은 경
지의 회계비(매년 화재소방급여 5엔 지급) ②필요한 경우 새로 호수로 나눠
매 호에 부과하는 비용 ③경지 공유재산의 매각(주로 공유산에 있는 나무의
매각) 대금 ④기부금으로 구분하였다. 이 때 ①의 경지협의비는 정기적으로
각 지역의 주민들에게 거두었고 ②와 ④는 부정기적으로 각 지역의 주민들
에게 의존하였으며 ③은 필요에 따라 공유산의 나무를 매각하여 수입을 거
두었다. 즉 소방조의 재정 확충은 해당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사안
이었다. 그리고 각 도시마다 위의 네 가지 방법 중 적합한 것에 더 비중을
두면서 유동적으로 재정을 충당하였다.26)
조선 역시 위와 같은 방식에 영향을 받았다. 일례로 조선 내 전관거류지
였던 인천에서는 ｢인천거류지 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제6장(제35, 36조) 거
류지 入費 항목 안에 화재소방비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거류민들에게 소방
비용을 징수하여 재정을 보충한 후 유사시를 대비하였다.27)
그런데 1910년 2월 19일 皇城新聞 의 ｢消防組數｣기사에 따르면, 당시
전국 소방조의 경비가 “日本人으로 組織 者 約一萬圓의 經常費가 有
나 其他 隨時捐出”28) 하였다. 즉 일본인 소방조는 조직적으로 경상비
를 만들어 운영을 하고, 조선인 소방조를 포함한 기타 소방조는 기부금으로

26) 大淵英雄, 위 논문, pp.47~48.
27) 京城府 著,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譯, 京城府史 2, 2013, p.504.
28) 皇城新聞 , 1910년 2월 19일자(｢消防組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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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기부금은 부정기적 재원이라는 특성상 소방조
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없었다. 기사가 게재된 시기는 일제 강점 직
전이지만,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조선의 제반 사항들을 장악한 점을 고려한
다면 이와 같이 일본인 조직과 조선인 조직의 재원 조달 방법은 계속 차이
가 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3월 10일자 ｢消防補助｣기사에서는 대한제국 內部의
지방비로 소방대를 보조할 계획이고, 대구의 일본인 조직을 우선 보조하겠
다고 언급하였다. 그 사유는 밝히지 않고 일본인 소방조를 우선 보조할 계
획이라고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 민족 간 소방조 재원은 차이가 있었고
재정 부담의 경중이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29)
1910년 12월 내무부에서는 각 도 장관에게 면 경비를 마련할 수 있는 지
침을 전달하였다. 지침 내 수록된 방법은 일본의 예와 유사하게 ①국세 및
지방비 부과금(도세 등)의 징수에 의한 교부금(징세액의 100분의 2) ②면유
재산(임야 등) ③잡수입 ④기부금 ⑤면민이 부담하는 부과금의 일종(戶別割,
地稅割, 段別割, 家屋稅割, 現品賦課, 夫役 등)의 징수였다.30)
소방조도 각 면에서 자율적으로 경영해야 했기 때문에 이 지침을 유념하
여 재정을 확충하였다.31) 이 중 ③잡수입의 세부 내용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일본과 조선의 이전 규칙에서 열거하고 있는 공유 임야로부터의 수
입이나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분담금 등을 포함할 것이다. 또한 각종 행사
등을 통해 거둔 수익이나 관계자들의 찬조금 역시 잡수입에 속한다.32) 하지
29) 皇城新聞 , 1910년 3월 10일자(｢消防補助｣).
30)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年報 (1910) ; 河村雅亮, ｢地方制度三十年史｣, 朝鮮行
政 1942년 10월호. (이와 관련하여 김태웅, ｢제6장 강점 초기 조선총독부의 지방재
정정책과 세출입의 추이｣, 한국근대 지방재정 연구 , 2012, pp.417~418 참고.)
31) 기부금은 황제가 주는 경우도 있었다. 皇城新聞 1909년 1월 15일자(｢下賜金條例
｣)에서는 순종황제가 부산, 마산, 대구의 여러 단체들과 경기, 충청남북, 경상남북, 전
라남북도의 각 관찰사에게 하사한 금액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 중 마산과 대구의 소
방조합에도 각 100환씩을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32) 전라북도 전주에서 소방용 우물(井戶) 60개소를 부내 각 지역에 굴착하기 위해 ‘素人
演藝會’(전문가가 아닌 사람들(素人)이 대중에게 주로 무료로 음악, 무용, 연극, 만담 따
위의 재주를 보여 주는 모임)를 3일간 열고, 여기에서 거둔 수익과 함께 관리자, 의원,
유력자들의 찬조를 얻었던 사례가 있다( 每日申報 , 1913년 5월 1일자(｢最近의 全北:
素人演藝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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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지역별로 수입원이 조금씩 다르고, 앞의 사례와 같은 기타 수입원이 없
는 경우도 있어 소방조의 설치 및 운영은 주로 갹출금33)과 기부금품34)으로
이루어졌다.
咸南 新加乙波鎭에 居留 內地人 二十名 及 朝鮮人 三十名이 共同發
起야 消防組 設置고 … 經費 該地居留民中의 寄附金으로 支用
다더라.35)
茂長郡 內鮮人 代表 上田應 金永坤 二氏 消防組들 設置기 爲야 仝
器具를 購入고 仝郡警察署에 申請야 今回認可를 受얏다 … 此
等費用은 邑內鮮人에 分集다터라.36)

위의 두 기사를 통해 소방조를 새롭게 설치하는데 그 경비를 각각 거류민
의 기부금과 해당지역의 조선인·일본인에게서 분집한 비용으로 충당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소방조 유지에 필요한 소방 기구를 증설할 때에
도 해당 지역 세력가들에게 일정 금액을 갹출하였다.37) 또한 부산에서는 개
인적인 기부금품과 갹출금을 소방조에 바로 전달하지 않고, ‘소방후원회’를
조직하여 기구 구입 등의 소방조 원조를 진행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 등
재정 조달에 조직적인 모습을 보였다.38) 이와 같이 소방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각 지역마다 다른 방식으로 부담했지만, 공통적으로 관청에
서 지원받지 않고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였다.39)
33) 같은 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이 나누어 낸 돈(참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34)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대가 없이 내놓은 돈 또는 물품(참고: 국립국
어원 표준국어대사전).
35) 每日申報 , 1911년 11월 8일자(｢新加乙波鎭의 消防組｣).
36) 每日申報 , 1913년 3월 27일자(｢茂長郡의 消防組｣).
37) 이는 당시 한강소방조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龍山憲兵分隊管內 漢江消防組에셔 纛島, 東幕等의 火災에 鑑야 洞民有志者 四十九名
에게 金二百八十圓을 醵出야 腕用喞筒 一臺及 其他器具를 增設얏다더라.” ( 每日
申報 , 1912년 4월 30일자(｢漢江消防組의 增設｣).)
38) 每日申報 , 1911년 10월 22일자(｢釜山鎭의 消防組 組織｣).
39) 이 외에 소방조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조 조직 시 재산가 자제들을 구성
원으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每日申報 1912년 9월 26일의 한 기사에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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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署警務官 洪奭鉉氏가 消防組器械를 買置하야 火災 防守次로 坊內各富
民의게 勒斂하 故로 民怨이 狼籍하다더니 一不出錢하야 洪氏計劃이 歸
之烏有라더라.40)
(*中署: 한성부 내 五部의 하나인 中部를 맡아서 다스리던 경무관서.)

그러나 위의 기사와 같이 소방조와 관련한 기금을 강청하는 경우도 있었
다. 당시 경무청 경무관이었던 洪奭鉉은 소방조 활동에 필요한 기계를 구입
하기 위해 관할 지역 富民들에게 기금을 강제로 거두려 하였다. 그러나 부
민들은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계획이 무산되었다.
소방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정적인 측면과 함께 물, 즉 소
방 용수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소방전용의 ‘소화전’이 소방조와
함께 등장하였고 위급 상황 시 소방 활동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
비 설치하였다. 조선에서는 부산에 1895년 처음 상수도가 축조된 이후로 상
수도가 확장되었는데41), 이 때 다른 급수전들과 함께 防火栓이 설치되었다.
당시 방화전은 45개에서 155개로 증가하였고 전체 상수도에서 방화전이
차지하는 비율도 11.30%에서 14.56%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전체 방화전
155개 중 124개가 과거 일본의 전관거류지였던 지역에 설치, 나머지는 초
량부산진(28개), 영도(3개)와 같이 항만이 있는 지역에 설치되었다. 즉 당시
수도와 방화전은 일본인 거주지 위주로 설치되어 그 혜택이 제공되었다.42)
러난다.
“… 鮮人의 消防組 組織이 必要라야 種々 協議바 有얏 今回 鮮人消防組를
組織기 爲야 財産家子弟少年으로 二十一名을 □定한 바 …” (□는 해독불가)
( 每日申報 , 1912년 9월 26일자(｢全州通信: 鮮人消防組｣).)
40) 大韓每日申報 , 1906년 6월 30일자(｢消防難成｣).
41) 김승, ｢한말 부산거류 일본인의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와 그 의미｣, 한국민족문화
34,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p.5.
42) 김승, 위 논문, pp.263~264 ; 한성부의 사설 상수도 설치 위치도 일본인이 다수 거
주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한성부는 1903년 林田와 坂本 등이 거류민단의 허가 하에
사설 수도를 설치하였고 그 배수지는 일본인 구락부 근처의 땅이었다. 이를 통해 소
화전도 상수도와 함께 유사한 위치에 설치되었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이연경, ｢한
성부 일본인 거류지의 공간과 사회: 1885년~1910년까지 도시환경변화의 성격과 의
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p.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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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는 공사를 계획할 시점에는 아직 일제강점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
에 거류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이 시작된 후에는
‘방화전’이라는 명칭의 의미대로 소방조에서 이를 사용하여 이전보다 원활한
소방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朝鮮總督府統計年報 에서도 수도
사업 통계에 소화전의 수치가 독립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일반인들이 사용하
는 공용전 등과는 별개로 소화전이 설치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1910~1915년 수도사업 총황 중 소화전수 및 일본인 인구수
연도
수도

1910

1911

1912

1913

1914

1915

소화전 인구수 소화전 인구수 소화전 인구수 소화전 인구수 소화전 인구수 소화전 인구수

경성 321
인천 175
193
평양
(12)
부산 113
목포 군산 -

-

324 46,061 397 50,291 486
181 11,609 184 11,932 185

-

538 59,075 557 62,914
206 11,745 207 11,898

-

181

228

-

231

-

155 26,130 156 28,109 188
40 5,126
44 5,909
48
4,475
4,986
-

-

193 28,254 198 29,890
48 4,908
48 5,360
4,742
76 5,291

진남
원산

-

-

-

881

-

합계 802

7,922

4,746
5,574
111,
643

215

996

8,940

5,463
6,257
121,
1,135
887

-

8,635

231

8,670

-

4,876
64 5,536
6,871
99 7,082
136,
129,
1,480
1,216
641
106

출전: 朝鮮總督府統計年報 , 1910~1915年版, 土木及築港> 水道事業一覽.
비고: 소화전수 단위:  , 인구수 단위: 명. 괄호 안은 소화전 겸용 급수전수.

<표 3>과 같이 소화전은 1910년 경성, 인천, 평양, 부산에 먼저 설치되었
다. 이 지역들은 일제 강점 이전부터 개항지, 일본인 거류지로서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였다. 또한 1910년대 전반(1911~1915년)에도 일본인들은 전국
에서 이 네 지역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1911년의 목포와 1915년의
군산, 진남포, 원산은 전술한 지역들보다는 약간 늦었지만 바로 뒤를 이어
서 소화전이 설치되었다. 이 지역들 또한 다수의 일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개항장도시였다.
이 때 8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인구수가 조선 전국 거주 일본
인 인구수 중 최소 44.3%(1914년 129,106명), 최대 53%(1911년 11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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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은 모두 일제 강점이 시작되기 이전
부터 거류민단이 조직되었던 도시들이고 소방조도 빨리 조직되었다.43) 이는
소방조의 수가 1915년까지 민족과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증가하였던
것과는 다른 양태이다.44) 따라서 당시 설치되었던 전국의 소방조가 모두 소
화전을 이용할 수는 없었고, 소화전이 없는 지역에서는 소방 기구를 활용할
때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천·저수지·우물 등에서 물을 길어와 급수를 한 후
소방 활동을 전개하였다.
소방조의 주요 활동으로는 우선 조직 설립의 목적대로 화재를 방어하는
활동이 있다. 다음의 신문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관할 지역에 화재가 발생
하였다는 급보를 전달받으면 바로 출동을 하였다.

… 지금 관측소 뒤에 큰 불이 일어나셔 거의 다 타게 되얏다 급보가 인
쳔 즁뎡(仲町)쇼방와 밋 궁뎡(宮町)쇼방분파소에 잇슴으로 각 쇼방소에셔
정말 관측소에 큰 불이 난 줄로 각고, 쇼방긔전부(消防機全部)를 휴
고 … 즉시 현쟝에 츌쟝야 본즉 큰 불이 낫다 것은 그 관측소 셔븍편에
잇 오륙십평 되 초가집인 발셔 그 소원들이 달녀드려 소멸바 급보를
듯고 현쟝에 출쟝얏던 일동은 큰 우슘으로 도라온터인 …

45)

위 기사는 인천관측소에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착각한 소방대에서 소방 활
동을 위해 철저히 준비를 하고 출동을 한 내용이다. 당시 인천관측소는 총
43) 소방조는 1884년 인천을 시작으로 경성 내 일본인 정착지역인 남촌, 원산(이상
1889), 부산(1894), 군산, 목포(1899), 평양, 진남포(이상 1904), 대구(1905), 광주
(1907) 등 각지에서 조직되었다. 그리고 1896년 인천소방조가 공설화되었고, 1909
년에는 원산, 부산, 평양, 목포소방조가 차례로 공인되기도 하였다(인천광역시 역사자
료관 역사문화연구실, (역주)인천향토사 , 2005, pp.344~345. ; 中濱究 , 山重雄三
郞, 大邱案內 , 麗朗社, 1934. ; 外務省, 外務省警察史, 韓國ノ部(自明治19年9月至
同38年3月) , 1879, pp.3212~3217. ; KFI, 소방검정 , 2007 신년호, 봄호. ; 미디
어21, 119magazine 167, 168호. 2004. 04, 05. ; 서귀포소방서 소방과, 앞의 책,
2004.).
44) 군산부는 전체 소화전의 설치 위치를 알 수 없지만 1934년 총 9개의 소화전이 남
아있었다고 하는데, 일본인 거주지역인 大和町, 本町 2丁目, 全州通, 榮町 12丁目, 開
福町 1丁目, 京町, 本町 1丁目에 각각 1개씩 있었고 元町에 2개가 있었다(群山府,
群山府史 , 1935, p.244. ; 김봉삼, 위 논문, p.43에서 재인용).
45) 每日申報 , 1913년 3월 13일자(｢消防 全部의 出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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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부 산하의 기관으로 인천부 山根町에 있었다. 이 관측소는 조선 기상 사
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였다. 또한 기상대는 그 특성상 산 정
상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주변 산림지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 활동이 더욱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였다. 그리고 기사 내
용 중 화재의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여 경찰에서도 출동을 하였다는 기록도
있어, 화재의 규모가 크거나 진압하기 힘든 경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경
찰이 감독 혹은 지원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재뿐만 아니라 수재 방어도 소방조의 활동 중 하나였다. 일례로 1912년
익산군 大塲村 등지에 홍수가 발생해 수재민이 발생했을 때 소방조가 재향
군인회와 협력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
였다.46) 또한 도난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시내를 巡行하는 등 야경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하였다. 이는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平壤警察署에서 … 當分間은 消防手를 十名으로 야 平壤市內에 夜警을
巡 하기로 決고 一年豫算은 二十餘圓으로 定야 此를 民團에서 支出기
로 旣히 民團豫算에 編入얏다더라.47)

… 도난 화 예방에 심신 결과로 셩뎍이 자못 양호지라, 양력 셰말과
밋 졍월은 무얏스나, 음력 셰밑에 야 일층 쥬의기로, 당 경찰셔와
밋 소방죠에셔 더욱 쥬의야, 야 십시로 그 잇흔경날 사시지, 시를 슌
고, 예방계를 엄밀히  즁이라더라.48)

첫 번째 기사에서는 소방수가 야경활동을 하고, 그 예산을 20원으로 책정
하되 거류민단 예산에서 지출하였다고 밝혔다. 거류민단에서 소방조를 관리
하면서 야경활동에 필요한 예산까지 책정하는 것은 그만큼 야경업무가 소방
조의 주요한 활동 중 하나였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에 따르면
46) 每日申報 , 1912년 7월 28일자(｢遭難民의 救助｣).
47) 每日申報 , 1913년 1월 14일자(｢平壤通信: 消防手 市內 夜警｣).
48) 每日申報 , 1913년 1월 26일자(｢大邱 警官 消防 夜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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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에 경찰서와 소방조가 협력하여 야경 업무를 진행하였다. 소방조는
앞서 살펴본 화재 방어 활동도 경찰 또는 재향군인회 등과 협력하고 있었
다. 따라서 여타 소방조의 야경 활동 역시 소방조 활동의 일부로 경찰 등과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소방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위한 出初式과
훈련들을 거행하는 것도 소방조의 임무 중 하나였다. 우선 출초식은 일본에
서부터 진행되던 소방 관련 행사로 매년 1월 4일에 시행하였고, 조선 내에
서의 출초식은 1912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의 출초식은 원
래 일본적 전통을 근대화한 조직으로서의 소방조를 보여주려는 상징적 의도
의 행사였다.49)
조선의 소방조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고, 이를 주최한 거류민단은 암묵
적으로 소방조의 모의 활동을 통해 조선을 근대화 하고 있다는 선전용으로
활용하였다.50) 출초식은 전국적으로 진행했는데 그 내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오전에 화재 경보 타종으로 시작하여 소방대 혹은 소방조들
이 실제 화재 상황에 임하는 것처럼 장비를 갖춘 후 모의 화재 진화 훈련
을 하고 해산하는 형식이었다. 그리고 연초에 진행되는 만큼 출초식 당일
신년연회까지 함께 하는 경우도 있었다.

庄司警察署長은 日鮮人消防組 擴張後 第一回 練習기 爲야 二十一日
午前八時 內鮮消防組를 署로 召集야 筒喞 四臺 幷 所隨機具로 練習을
行야 市街地內外에 周行하고 午后四時 退散을 命더라.51)
49) 松井茂, 國民消防 , 1926, 松華堂. p.6. ; 鈴木淳, 町火消たちの近代-東京の消防史
, 1999, 吉川弘文館. p.186. ; 염복규, 위 논문, p. 48에서 재인용.
50) 특히 경성에서의 출초식은 ‘경성’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상징성이 있어 선전 효과가
배가될 수 있었다. 1912년 경성의 출초식은 경무총감부 구내광장에서 진행되었는데, 광
장은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내빈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관람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叅加 者는 京城消防組 第1, 第2, 第3部 龍山消防組 及 常備消防隊 等이 九時三十分
式場에 整列야 明石 警務總長은 一一이 檢閱을 終了 後 一塲의 訓示 與고 目
錄을 授與 後 第二의 爆竹으로써 閉會얏 餘興으로 梯子乘, 射水競爭, 常備消
防隊의 操練等이 有야 極히 盛況을 呈얏더라.” ( 每日申報 , 1912년 1월 5일자(｢
消防出初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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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筒喞은 喞筒의 誤字로 보인다.)

소방 훈련은 지역별로 연습이 필요할 경우 날짜를 정하여 소방조원을 소
집 후 진행하였는데, 방식은 출초식과 비슷하였다. 위의 기사는 1912년 당
시 전라북도 전주에서 행해진 연습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전주의 조선인․일본인 공동소방조는 확장 후 연습을 한 번도 하
지 않았다. 따라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에 걸쳐 喞筒52) 등 소
방 기구들로 연습을 하거나 시내 행진을 하며, 소방조의 활동 및 위력을 지
역주민들에게 선전하였다.
그 밖에도 소방·자경 활동 및 훈련 이외에 노동력을 필요로 할 경우 소방
조가 동원되었다. 소방조가 공설화 되었지만 여전히 거류민단에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1912년 12월 경성부 용산면 마포 31통 4호에 거
주하던 소방부 감독인 李明春을 비롯한 소방부 31명은 같은 지역 주민인
李弼駿의 아버지를 매장하기 위하여 동원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매장을 반대하자 소방조원들이 나서서 주민들을 폭행하였
다.53)
한편 일부 도시 지역의 시가지가 복잡해지고 소방 기구들의 성능이 고도
화되자, 신속하게 출동하면서 소방 기구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
하였다. 이에 따라 의용 소방의 성격을 띠었던 소방조 내에 상비소방수가
배치되었다. 뿐만 아니라 1907~1908년 최초의 소방 전문 인력이었던 경성
소방조 소속 상비소방수가 1912년 경성소방조 상비대로 개편되면서 상비
소방의 기틀을 다졌다.54)
51)
52)
53)
54)

每日申報 , 1912년 9월 26일자(｢全州通信: 消防組의 練習｣).
무자위. 물을 높은 곳으로 퍼 올리는 기계(참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每日申報 , 1912년 12월 3일자(｢消防夫의 暴行｣).
서울특별시소방방재본부, 앞의 책, p.79. ;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서울재해사
, 2013, p.596에서 재인용.
경성 외에도 상비소방수가 설치된 지역들이 있었다. 1910년 목포소방조는 상비대
원을 채용해 야간 경계순찰을 실시하였고, 1912년 군산소방조는 공설소방조로 재창
설되면서 조원 중 4명을 상비소방수로 임명하였다. (김상욱, ｢한말일제강점기 호남소
방조의 활동과 그 성격｣, 논문집 15, 光州廣域市消防學校, 2010, p.48. ; 원영금, 위
논문,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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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비소방수 및 상비대는 인원이 극소수였고 기존의 소방조에 속해
있어서 소방 기구도 완벽하게 갖추지는 못하였다. 게다가 궁궐이나 경찰서,
일본인 거주지역 등지에만 상비대를 설치하였다.55) 따라서 경성 내 모든 수
화재를 전담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여전히 소방조의 활동이 중요하였다.
이처럼 1910년 이전 소방조는 일본인 거류민들의 자경단체로 설치되어
거류민단 하에 소속되었다. 한국병합 이후에도 소방조는 민간 자율적 성격
을 유지하며 각 지역의 자경을 담당하였다. 조직 주체는 재조일본인뿐만 아
니라 조선인, 재조중국인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소방조 수와 간부 분포 수,
소방조의 재정 부담 및 소화전 설치 지역 등의 사항에서 민족별 차이가 있
었다. 그러나 府制가 실시된 후 조선인뿐만 아니라 거류민들도 점차 자치권
을 잃었고, 자율적 활동을 유지하였던 소방조 역시 변화를 맞았다.

55) 1912년 6월 1일부터 남대문, 동현, 동대문, 창덕궁, 덕수궁소방힐소가 설치·시행되
었고 12월 21일부터 남산정힐소가 설치, 1914년 11월 경성소방조 상비대 황금정 힐
소가 새롭게 낙성식을 가졌다. ( 朝鮮總督府官報 , 1912년 5월 21일자(｢常備消防手
詰所｣(警務摠監部告示 第6號)). ; 朝鮮總督府官報 , 1912년 12월 20일자(｢京城消防
組常備隊詰所(五)｣(警務摠監部告示 第5號)). ; 每日申報 , 1914년 11월 17일자(｢황
금뎡쇼방집｣). ;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 앞의 책, p.86. ; 서울특별시시사편찬
위원회, 앞의 책, p.597에서 재인용.)
*詰所: ‘대기소’라는 의미로 후일의 소방수파출소 혹은 소방수출장소와 같은 의미이다(서
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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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14년 府制 시행 이후 消防組 운영의 변화
조선총독부는 조선 강점 직후 거류민단의 반발로 府制를 바로 시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거류민단에게 자치권을 계속 부여하였지만, 단계적으로 지
방제도를 완성시켜 거류민단을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즉 궁극적으
로는 거류민단의 폐지와 함께 이를 대신할 지방제도로 부제를 시행할 것을
계속 염두에 두었다.
거류민단을 폐지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의도는 여러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
다. 총독부는 러일전쟁 이후 발전한 거류민단 지역을 식민통치의 기반으로
활용하려 하였다.56) 그리고 재조일본인과 조선인들이 충돌하거나, 조선인들
이 조선총독부를 향해 자주권을 주장하며 반발하는 사례가 생길 경우, 조선
총독부에서 억제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질 수 있었다. 따라서 거류민단을
폐지하고 재조일본인과 조선인에게 같은 법제를 적용하여, 표면적으로는 內
鮮融和를 보여주면서 조선인의 불만을 완화시키려 하였다.
또한 거류민단의 존속은 조선과 일본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과의 이해관계에서 일본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여지
가 있었다. 일본은 1899년 이미 외국인거류지가 폐지되었는데, 이제 조선과
의 병합을 시행하여 양국의 모든 체계를 동일화한 후 통치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선에만 거류지를 남겨둘 수는 없었다.57) 이와 같은 이유로 조선
총독부는 거류민단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총독부 체제 하에 편입하려 하였다.
결국 조선총독부는 1913년 10월 부제를 공포했고 1914년 3월 31일 거류
민단을 폐지하여 4월 1일부터 각 부에 거류민단을 편입시켰다. 1914년에
시행된 부제는 일본에서 1888년에 실시한 市制를 본뜬 것이다. 시제는 당
시 제도를 실시할 때 ‘자치 및 분권의 원칙을 실시’할 것이라고 명백히 밝
히고 있다. 이를 통해 시의원이 제한선거로 선출된 후 의회가 구성되었고,

56) 박양신, 위 논문, p.262
57) 방광석, ｢한국병합 전후 서울의 ‘재한일본인’ 사회와 식민권력｣, 역사와 담론 56,
호서사학회, 2010. pp.193~194. ; 山中麻衣, ｢서울거주 일본인 자치구조 연구
(1885~1914년)｣,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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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시의회에서 선출한 후보자 3인 중 내무대신이 임명하였다.
그러나 부제는 이와 달랐다. 우선 시장에 대응하는 부윤은 총독이 임명하
고 시의원에 대응하는 부협의회 의원은 도장관이 임명하였다. 또한 시의회
에 대응하는 부협의회는 부윤의 자문기관이었고 그 의장도 부윤이 맡았
다.58) 즉 조선의 부제는 일본의 시제 형식을 차용하되 실제 핵심인 자치부
분은 생략하여, 변형된 형태로서 조선총독부의 행정 체제이자 자연스럽게
조선인을 배제하는 수단이 되었다.59)
또한 거류민단의 해체와 부제의 시행으로 민단이 담당하고 있던 다수의
공공사업들은 자연스럽게 일제 강점 체제 하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사업의
관리 또한 해당지역의 부와 조선총독부가 담당하였다. 이 때 소방조는 이전
에 가지고 있던 자치적 성격이 사라지고, 조선총독부 산하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활동하는 전환점을 맞았다.
소방조는 일제 강점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경찰의 감독을 받았다. 설립과
전반적인 운영의 총괄은 거류민단이 맡고 있었지만 출동 등 실제 활동을 할
때에는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다.60) 따라서 거류민단이 해체된 후
58)

손정목, ｢일제침략초기 지방행정제도와 행정구역에 관한 연구(2)｣,
지방행정
32-35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83. p.91.
59) 부제가 시행되었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을 일원화하여 대우한 것은
아니었다. 12개의 부(경성, 인천, 군산, 목포, 대전, 부산, 마산, 평양, 진남포, 의주,
원산, 청진)에서도 일본인 우대의 태도가 엿보인다. 첫째, 12부 산하의 농촌면은 별
도의 군으로 독립시키고, 부를 일본인이 다수 사는 도시행정구역으로 만들어 재정적
측면을 독립시킨 공법인으로 인정하여 군·면보다 우대하려 하였다. 둘째, 부윤의 자문
기관이었던 부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총독통치의 협조기관이었다. 셋째, 거류민단의 폐
지로 반발을 일으킬 수 있는 재조일본인들을 부협의회로 흡수하였다. 넷째, 일본거류
민단이 남긴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거류민단에서 관리했던 재산 중 수익성이 있는 것
만 학교조합에 남기고 나머지는 부에 승계하였고, 이는 조선인들이 부담하였다. 다섯
째, 기존에 있던 317개 군과 4322개 면을 각각 200개와 2521개로 감축하여 경비의
절감과 함께 중앙통제력을 강화하려 하였다(박정후, ｢일제시대의 지방통치제도에 관
한 연구: 1910~1930년대 지방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pp.26~29).
60) 이는 당시 거류지의 소방조규칙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09년 1월 30일 원산
이사청령 제1호로 발포한 ｢원산소방조규칙｣에서는 ‘제4조 소방조는 경찰서장의 감독
에 속함.’이라고 명기하고 있고, ｢군산각국거류지소방조규칙｣에서도 ‘제7조 소방조는
거류지 경찰서장이 그것을 지휘감독한다.(이하생략)’라고 밝히고 있다. 두 규칙에서는
이외에도 결정·명령할 사항이 있으면 각 조항에서 대부분 경찰관이 명령하고 경찰서
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하였다(송병기 편,
통감부법령자료집(中)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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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조는 자연스럽게 경찰의 조직 내에 편입되었다. 부제가 실시된 1년 후
인 1915년 6월 조선총독부는 조선 ｢消防組規則｣을 제정·발포하는데, 이를
통해 소방조가 경찰 소속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표 4> 조선 ｢消防組規則｣(1915.6.23) 및 일본 ｢消防組規則｣(1894.2.9) 비교
내용
설치
목적
및
승인

구성
인원
및
임명

구성
원
직급
별
역할

지휘
체계

기타
지역
지원
활동

일본 ｢消防組規則｣62)
조선 ｢消防組規則｣61)
제1조 경무부장은 화재의 경계방어를 위하
여 지역을 정해 소방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조 府縣知事(역주-부현의 책임자) 수
경무부장이 소방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화재 경계방어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소
조직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도장관의 승인 방조를 설치함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의
을 받아야 한다. 폐합할 때에도 또한 같 조규에 의한다.
다.
제2조 소방조는 조두 1인, 소두 및 소방수
제3조 소방조는 조두 한 명, 소두 약 2
약간인으로 조직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명 및 소방수 약간의 인원으로 이것을
부조두 1인을 둘 수 있다.
조직한다.
제3조 조두 부조두 및 소두는 경무부장이
조두 및 소두는 경부장과 같은 그 위
명면한다. 소방수는 경찰서장(경찰서의 사
임을 주고 경찰서장이 이를 命免한다. 소
무를 취급하는 헌병분대장 또는 헌병분견
방수는 경찰서장이 이를 명면한다.
소장 이하 같다)이 명면한다.
제4조 조두는 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소방
조의 사무를 관리하고 조원을 지휘·감독한
제4조 조두는 경찰관의 명을 이어받아
다. 부조두는 조두를 보좌하고 소두는 조
부하의 지휘단속을 맡는 서무에 종사한
두, 부조두의 명을 받아 소방수를 지휘한
다. 소두는 조두를 돕고 조두가 지장이
다. 조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조두 또
있으면 이에 대신하는 것으로 한다.
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소두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6조 소방조는 부현지사가 지정한 경찰
제5조 경찰서장은 소방조를 지휘 감독한 서장이 그것을 지휘감독하고 소방조는
다. 소방조원은 경찰관 또는 헌병대장의 경찰관의 지휘에 따라 진퇴하도록 한다.
지휘에 따라 진퇴하며 화재시에 경찰관과 단 수화재 발생시에 경찰관이 맡고 그
헌병대원이 임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조 때에 (경찰관이) 없는 경우에는 조두가,
두가 지휘한다.
혹은 (조두가 없는 경우)소두가 조두를
도와 지휘를 할 수 있다.
제7조 소방조는 그 구역 외의 수화재라
제6조 경찰서장은 그 밖에 지역소방조에 고 하더라도 경찰서장의 지휘에 따라 그
대하여 화재 시 응원을 청할 수 있다. 전 경방을 응원한다. 위급한 경우에 경찰서
항의 경우 응원할 소방조는 화재지를 관할 장은 전항(6조)의 지휘를 하고, 경찰서장
하는 경찰서장의 지휘에 따른다.
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경찰관 경찰서장
이 대신 그 지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1973. pp.492~494. ; 朝鮮總督府 總務部 外事局, ｢群山 各國 居留地 消防組規則｣,
各國居留地の關り取調書類 (1910年 12月~1911年 3月) , 1910 p.113.).
61) 朝鮮總督府官報 , 1915년 6월 23일자(｢消防組規則｣(朝鮮總督府令 第65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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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경부장은 부현지사의 명을 받아
그 지방 전체의 소방조를 지휘감독한다.
제8조 소방조는 화재의 경우 외에는 집합
소방조는 수화재경방을 위해 존재하게
집합·
또는 운동할 수 없다. 다만 의식훈련 등을
운동
되는 집합과 운동을 할 수 없다. 단 경부
위하여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제한
장 혹은 그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에게
는 此限에 不在한다.
의식훈련 및 기타 재해를 위해 집합운동
을 명하게 되는 경우는 그 한계에 둔다.
제9조 부의 구역에 있어 소방조에 관한
비용은 부의 부담으로 하고 기타 지역 소
관련 방조에 관한 비용은 그 지역주민의 갹출금
제13조 소방조에 대한 비용은 그 시정촌
비용 으로 支辨한다. 부 이외의 소방조에 관한
과 정촌조합의 부담으로 한다.
부담 비용 및 收支 방법에 관하여는 경무부장
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전조의 인가는 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부현지사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
정되면 시정촌 그리고 정촌조합을 만들
기타
어 소방조원에게 일정한 수당과 함께 피
(정원,
제10조 소방조의 정원·휘장·복장·급여·상여
복 등을 주게 될 수 있다.
복장,
및 기구·기계 등에 관하여는 도장관의 승
제12조 소방조의 이용에 필요한 기구와
수당,
인을 얻어 경무부장이 정한다.
기구,
건물은 부현지사가 정한 바에 따라 그
기계)
시정촌 및 정촌조합에서 그것을 설비한
다.
조선
제7조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방조에 대하여 수재 및 화재의 경계
유일
방어태세를 명할 수 있다.
조항
제2조 소방조의 설치구역은 시정촌의 구역에 의한다. (세부사항은 각주 참고63))
일본
제9조 소방조의 복무규율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부현지사가 그것을 정한다.
유일
제5조 소방조는 부현지사가 그것을 여러 부로 나누어 둘 수 있다.
조항
제10조 소방조의 擧動治安에 방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부현지사가 그것을 해
결할 수 있다.

1915년 발포된 조선 ｢消防組規則｣은 20세기 말 조선 내 일본인 거류지
역에 적용된 ｢消防組規則｣과 마찬가지로, 1894년 공포한 일본의 ｢消防組
規則｣과 몇 개 조항을 제외하고 내용이 같다. 일본의 규칙은 총 19조, 조선
의 규칙은 총 10조이다. 그 중 일본의 지리적·행정적 특수성을 감안한 조항
들을 제외하였을 때, 거의 대부분의 조항들이 조선의 규칙에 적용되었다.
62) 內閣官報局, ｢消防組規則｣(勅令第15號), 官報 第3183號, 1894年 2月10日.
63) 町村 제116조 제2항에 의해 정촌조합을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방조의 설치조
직은 그 조합의 구역에 의할 수 있다.
부현지사가 토지의 상황에 의해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시정촌내의 1 이상의 大字(역주일본의 말단 행정구역)와 같은 구역으로 소방조의 설치구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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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주요 관리자의 차이가 있는데, 일본 ｢消防組規則｣은 최종 결정권자
가 부현지사라면 조선 ｢消防組規則｣에서는 간부를 임명하거나 소방조가 활
동을 할 때 경무부장 혹은 헌병분대장(헌병분견소장), 경찰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다.64) 양국의 ｢消防組規則｣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제18조65)를 제외하고 각 지역의 자치를 담당하는 부현지사가 소방조의 결
정권자였다. 반면 조선에서는 경찰이 소방조의 모든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
정하였다. 이는 조선 내 소방조가 경찰 즉 당시 경무총감부 산하에서 중앙
의 통제를 받고 있음을 잘 나타내는 부분 중 하나이고, 일본과 조선의 소방
조 운영의 큰 차이점이다.66)
그런데 조선의 ｢消防組規則｣에는 일본의 ｢消防組規則｣에 없는 조항이 있
다.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방조에 대하여 수재 및 화재의 경
계 방어태세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7조가 그것이다. 이 조항
을 통해 조선총독부는 각 지역 경찰서장에게 소방조 소집 재량권을 이양할
수 있었다. 또한 제7조는 위급상황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선총독부의 의도가 포함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1915년 당시 조선은 헌병경찰제였고 경찰권이 강력하게 작용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장이 자신이 판단했을 때 수화재의 상황이 아니라도 필요시
언제든지 구실을 만들어서 소방조가 출동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었다.

64) 간부 임명은 경무부장이 담당하고, 그 외의 모든 활동은 경찰서장 혹은 헌병분대장
(헌병분견소장)이 결정하였다.
65) 일본 ｢消防組規則｣ 제18조 내용을 보면 조선의 ｢消防組規則｣과 東京府郡部에 적용되
는 규칙의 결정권한을 가진 직급이 같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선의 ｢消防組規則｣은
도쿄의 것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66) 실제로 ｢消防組規則｣이 발포된 지 5년 후에 東亞日報 의 한 기사에서 일본 및 영미
국가들과는 다르게 소방조가 여타 행정들과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주의 하에서 통제받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 보인다.
“…英美와 如한 國家에서는 警察行政도 自治團體에서 行하고 消防事務는 各國을 通
하야 自治團體가 行하나니리…(중략)…以上의 行政事務는 모다 地方自治團體의 行政範
圍에 屬한 것이라 萬般行政을 絶對中央集權主義로 官僚의 專橫 下에 呻吟하는 朝鮮
사람의 眼目으로 以上의 말한 地方分權的 自治行政을 觀察할  엇지 寒心과 冷淚를
禁하리오.” ( 東亞日報 , 1920년 6월 15일자(｢地方自治의 槪念(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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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915~1925년 전국 소방조 수 변화 (단위: 개소)
연도 1915 1916 1917
조직
상비조직
조선인
375 275 219
일본인
22
18
17
중국인
1
조·일 공동
317 373 403
조·일·중 공동
5
2
합계
715 671 641

1918
1
234
14
397
5
651

1919
212
15
427
2
656

1920
202
13
1
412
7
635

1921
213
20
406
12
651

1922
5
231
11
435
17
699

1923
6
248
11
465
16
746

1924
6
261
11
495
20
793

1925
6
270
11
509
22
818

출전: 朝鮮總督府統計年報 , 1915~1925年版, 警察>消防組.

부제의 시행과 함께 조선 ｢消防組規則｣이 발포된 이후 소방조의 수와 소
방 설비, 세부 활동도 변화를 보였다. 먼저 소방조 수를 살펴보면, 전체 소
방조 수가 1915년 715개소에서 1년 뒤인 1916년에 671개소, 1917년 641
개소로 감소하고 이후 1920년까지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지속한다. 반면 조
선인·일본인 공동조직은 이와 상반되게 ｢消防組規則｣ 제정 이전과 마찬가
지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조선인·일본인 공동조직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전체 소
방조 수는 이전과 다르게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조선인 소방조가 급감하였
기 때문이다. 조선인 소방조는 1915년 375개소에서 1916년 275개소로 100
개소가 감소하고, 1917년에도 약 60여개소가 감소하여 219개소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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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사이에 1915년 수의 약 42%에 해당하는 156개소나 감소한 것이다.
이는 1915년 ｢消防組規則｣이 제정된 후 공식적으로 소방조 조직과 설치
에 각 도의 장관, 경찰·헌병이 간여를 하게 되면서, 조선인 소방조의 설치
및 유지에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지인 소방조가 조선인·일
본인 공동조직 소방조로 전환되는67)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조선인
소방조가 조선인·일본인 공동조직 소방조로 전환되면서 전자의 수는 감소하
고 후자의 수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후 그 수는
계속 감소하는데 1920년에는 부제 시행 이전인 1913년 대비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1913년 414개소, 1919년 212개소), 1920년대 초까지 치폐를
반복하며 200여개의 수가 유지되었다.
일본인 소방조는 점차 그 수가 줄어 1919년 말에는 15개소가 남았다. 일
본인 소방조 수가 감소한 것은 헌병통치가 시작되면서 경찰 조직이 강화되
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인의 권익을 대변하려는 조합들이 많이 형성되
면서 일본에서의 생활과 비슷하게 자신들의 재산 및 생활 전반을 충분히 지
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일본인 소방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68)

<표 6> 1913~1925년 일본인 조직 소방조 수 (단위: 개소)
도

연도 1913 1914 1915 1917 1918 1919 1921 1922 1923 1924 1925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2
1
1
1
5

3
1
1
2
3

4
0
1
1
2

5
0
1
1
1

4
1
1
1
1

4
1
0
1
0

7
0
2
1
3

3
0
1
1
1

3
0
1
1
1

3
0
1
1
1

3
0
1
1
1

67) 이와 같은 현상은 이미 ｢消防組規則｣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나타났다. 일례로 태전소방
조는 1912년 기존에 일본인으로만 조직되었다가 조선인·일본인 공동조직으로 전환하였
다( 每日申報 , 1912년 7월 3일자(｢太田의 消防組織｣)).
68) 1916년 경성일보 기자 奧田直毅가 총 10회에 걸쳐 每日申報 (1916.2.1~2.15)에
｢忠南橫縱記｣라는 기행문을 게재하였다. 여기에는 이 시기에 지방에서 헌병에 의한
철저한 단속 임무 수행 덕에 치안이 잘 유지되었다는 기술 내용이 있다. 이는 헌병통
치제 덕분에 조선이 유지됨을 노출함과 동시에 강력한 헌병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심원섭, ｢1910년대 중반 일본인 기자들의 조선기행문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48, 한국문학연구학회, 2012.10. pp.19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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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상남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총계

2
4
0
6
1
0
1
4
23

3
5
0
2
1
0
1
4
26

3
5
0
2
1
0
1
2
22

2
2
1
1
0
0
1
2
17

1
2
0
1
0
0
1
1
14

2
2
2
2
0
0
1
0
15

1
2
0
2
0
1
1
0
20

1
2
0
1
0
0
1
0
11

1
2
0
1
0
0
1
0
11

1
2
0
1
0
0
1
0
11

1
2
0
1
0
0
1
0
11

출전: 朝鮮總督府統計年報 , 1913~1925年版. 警察>消防組 중 日本人 消防組數.

그런데 이 때 모든 지역의 일본인 소방조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었다. <표
6>을 살펴보면, 전라남도, 경상남도, 평안남도, 함경북도의 일본인 소방조는
1913년과 1919년을 비교했을 때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
다. 이 지역들은 기존에 있던 일본인 소방조가 해체되면서 구성원들은 자신
의 생업에 종사하는 데 전념하거나, 다른 민족과 함께하는 공동 소방조의
일원이 되어 계속 참여했을 것이다. 위의 4개 도와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은
1910년 초기부터 일본인 소방조의 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변화가 미
미하다.
반면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1913년 2개소에서 1919년 4개소로
증가했고 최대 7개소까지 설치(1921)되었다가 다시 3개소로 감소, 그 수를
유지하였다. 이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조선의
수도인 경성을 포함하고 있고, 각종 분야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경성을 비롯해 경성 주변인 경기도 내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69) 다른 지
역에 비해 특히 많은 일본인이 계속 유입되어 거주하였기 때문에 절대 인구
수에 비례하여 일본인 소방조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당

69) 1910년대 조선 내에서 거주한 일본인 인구수 대비 경기도 인구수는 1913년 4.68%
를 시작으로 1915년에 5.12%가 되고 계속 5%대의 수치를 유지하되 약간의 증감을
반복하다 1923년에는 102,348명으로 5.51%의 비율을 나타낸다. (1923년 당시 10만
명 이상의 일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도가 유일하였다.) 전국 평균 1.76%(1913
년)~2.25%(1923년)의 비율로 일본인이 거주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일본인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13~1923년 각 도별 일본인
인구수는 부록 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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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조선을 강하게 압박하며 통치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소방의 근본 목적인
‘생명과 재산 보호’ 뿐만 아니라 일본인 중앙 관리들이 포진하고 있는 중요
행정관청을 유사시 더욱 신속하고 확실하게 비호하는 수단으로 소방조를 활
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1918년에는 소방조 중 상비조직이 등장하였다. 이전까지 상비소방수는 기
존의 소방조 내에 소수가 배치되었고, 경성에 있던 상비대 역시 경성소방조
의 일부였다.70) 그런데 1918년 경기도에서 상비조직이 일반 소방조 조직과
구분되어 나타났다.71) 같은 해 경기도, 경상북도, 평안남도에는 일반 소방조
내 상비소방수도 배치되었다. 상비조직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1925년까지 경기도 외 경상북도, 평안남도, 경상남도에서 1개소 내지 2개소
가 나타났다.72) 이는 1910년대 초반부터 상비소방 조직이 요구되었던 흐름
과 일치하였고, 이후 1925년 경성소방서라는 전문 단체가 등장하게 되는 배
경이 되기도 하였다.

70) 1915년 5월 1일에는 상비대 소방힐소의 명칭을 소방소로 변경하고 광화문전에 신
설하여 남대문, 황금정, 동대문, 창덕궁, 덕수궁, 광화문전소방소(이상 경무부상비소방
대 6개소), 남산정소방소(이상 경성소방조상비대) 총 7개의 상비소방소가 조직되었
다. 그리고 1917년 광화문전소방소가 폐지되며, 1919년 2월에는 용산소방조에 상비
소방수 16명이 배치되었다. ( 朝鮮總督府官報 , 1915년 5월1일자(｢常備消防隊詰所ノ
名稱位置｣(京畿道警務部告示 第1號)). ; 朝鮮總督府官報 , 1917년
12월 17일자(｢
常備消防隊光化門消防所廢止｣(京畿道警務部告示 第5號)). ;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
부, 앞의 책, p.86. ;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p.597에서 재인용.)
71) 朝鮮總督府統計年報 1930年版. 警察>消防組. 1918년 상비조직은 1개소로 경기도
내에 있었다. 정확한 위치는 파악할 수 없으나, 경성소방조에 상비대가 편성되어 있
었던 것으로 보아, 경성소방조를 상비조직으로 구분했을 가능성이 크다.
72) 1918년부터 1925년까지의 상비조직 수는 아래와 같다. (단위: 개소)
전국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평안남도
1918
1
1
1922
5
4
1
1923
6
4
1
1
1924
6
4
1
1
1925
6
2
1
2
1
출전: 朝鮮總督府統計年報 , 1918~1925年版. 警察>消防組 중 常備組織數.
비고: 1919~1921년에는 상비조직 수가 집계되지 않았다.
상비조직 직원수는 부록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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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1916~1925년 소방조 직책 민족별 분포 (단위: 명)
조두
부조두
직책
연도 일본 조선 중국 일본 조선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285

379

(3.9) (0.6)
319

316

(4.2) (0.8)
346

305

(4.5) (0.8)
340

287

(4.3) (0.8)
341

279

(4.3) (0.9)
340

297

(4.2) (0.9)
362

326

(4.3) (1.0)
378

352

(4.3) (0.9)
416

368

(4.6) (0.9)
407

389

(4.4) (0.9)

-

144

322

소두
조선 중국 일본

780

2164

(2.0) (0.5) (10.6) (3.4)
148

307

806

1745

(2.0) (0.8) (10.7) (4.3)
150

299

804

1862

(2.0) (0.8) (10.4) (5.0)
165

296

821

1802

(2.1) (0.8) (10.3) (5.0)
158

273

831

1743

(2.0) (0.8) (10.5) (5.2)
155

301

807

1652

(2.0) (0.9) (10.1) (4.8)
162

355

872

1766

(1.9) (1.0) (10.3) (5.2)
187

380

932

2135

(2.1) (1.0) (10.6) (5.4)
193

402 1002 2267

(2.1) (1.0) (11.1) (5.5)
187

424 1029 2293

(2.0) (1.0) (11.1) (5.4)

출전: 朝鮮總督府統計年報

소방수

일본

3
1
2
1
2
2
1
4
4
3

6116

조선
60987

(83.5) (95.5)
6257

37877

(83.1) (94.1)
6383

35079

(83.1) (93.4)
6629

34188

(83.3) (93.4)
6613

31154

(83.2) (93.1)
6711

31970

(83.7) (93.4)
7093

31801

(83.5) (92.8)
7293

36300

(83.0) (92.7)
7453

38269

(82.2) (92.6)
7630

39734

(82.5) (92.7)

합계
중국 일본 조선 중국

계

36 7325 63852 39 71216
33 7530 40245 34 47809
43 7683 37545 45 45273
40 7955 36573 41 44569
68 7943 33449 70 41462
69 8013 34220 71 42304
72 8489 34248 73 42810
82 8790 39167 86 48043
94 9064 41306 98 50468
95 9253 42840 98 52191

1930年版. 警察>消防組.

비고: 괄호 안은 일본·조선인별 합계 대비 해당 직급 비율. (단위: %)

소방조 구성원 수 역시 변화가 있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각 민족의 전
체 수와 비교했을 때 일본인은 조선인보다 간부급에 더 많이 분포를 하였
다. 그런데 1915년까지는 조두의 절대 수가 조선인이 더 많았지만, 1917년
부터 그 수마저 일본인이 더 많았다. 이는 소방조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임
명되는 조두들이 조선인보다 일본인이 더 많았음을 증명한다.
한편 1917년부터 조선인 소방조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각 직급별
로 조선인 소방조원의 감소 추세를 보면, 조두와 부조두의 수는 크게 차이
가 없으나, 소두와 소방수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소두는 1918년에 약
100여명 가량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소방수의 경우 19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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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많게는 23,000명, 적게는 1000명 정도 꾸준히 감소하였다. 1920년 소
방조원은 33,449명으로 1916년 63,852명에 비하면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소방조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조선 ｢消防組規則｣ 제9조에서 명시하고 있
듯이, 府內 소방조에 관한 비용은 각 부가 부담하고 그 외의 지역은 해당
지역주민에게 갹출금을 거두어 충당하였다. 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消防
組規則｣이 제정되기 이전과 같은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여 갹출금을 거두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부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바
로 갹출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 행정 단위이자 기관인 부에서 부담을
하도록 설정하였다. 이는 당시 부제를 시행하면서 부를 다른 행정구역과는
다르게 재정적 측면을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법인으로 인정한 것
과 관련이 있다.73)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조선총독부는 부제를 시행하면서 12부 산하에 있던
농촌면을 별도의 군으로 독립시켰다. 그리고 일본거류민단과 각국 공동조계
등을 폐지하고 부에 편입시켜, 부를 일본인이 다수 사는 도시행정구역으로
만들었다. 또한 부협의회를 만들어 재조일본인들이 이전과 유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선총독부에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졌
다.74)
결국 부제의 시행은 형식적으로 단순히 행정 단위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
지만, 이를 통해 일반 군·면보다는 우대하여 일본인의 삶을 보장하려 하였
다. 새롭게 편성된 부에서 소방조의 비용을 부담한다면 각 부별로 편성된
국가 예산을 활용해 일본인들의 안전을 용이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물론 부와 소방조 간의 관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에게 갹출금을 거두는 것보다는 재정 확보가 용이하고 소방조의 활동
73) 1913년 공포된 부제의 제1조에서 부는 법인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제1조 부는 법
인으로 하고 관리의 감독을 받아 그 공공사무 및 법령에 의해 부에 속하는 사무를 처
리한다.). 또한 제19조, 20조 등에서 부의 재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측면이
보인다(제19조 부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기부 및 보조를 할 수 있다. ;
제20조 부는 필요한 비용 및 법령에 의해 부의 부담에 속하는 비용을 支辨할 의무를
가진다.). ( 朝鮮總督府官報 , 1913년 10월 30일자(｢府制｣(勅令第7號)).)
74) 박정후, 위 논문, pp.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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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더욱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1916년도 함경남도 경무부령 제3호 ｢消防組規則施行細則｣ 제7조에서는
재원을 4항으로 분류하여 좀 더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75) 여기서도 역시 갹
출금이 포함되었고, 앞 장에서 살펴보았던 1910년대 초반의 소방조가 재정
을 마련하였던 방법과 다르지 않은 형태를 제시한다. 이 같은 소방조 경비
부담 방법은 당시 기타 도 지역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기부금도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간헐적으로 거두어졌다. 한 개인이 자
신이 겪은 화재를 계기로 소방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기부금을 낸 것을 바탕
으로 소방조가 조직되거나,76) 개인의 기념일에 학교와 소방조에 일정 금액
을 기부하기도 하였다.77)
大邱府 西城町 二丁目 居住하는 金蔚山 女史는 自來로 貧寒한 生活로
勤儉貯蓄한 結果 現今은 巨大한 資産을 致에하고 慈善事業에

心하는바

… 大邱消防組에 金額百圓을 寄附하고 其他赤貧者에 多大한 錢穀을 捐出
救恤얏슴으로 女子界模範家로 稱誦이 藉藉하더라(大邱)78)

元山 義勇消防組는今回 日本人 居留地消防組와 分離하야 諸般機具를 新
備할 目的으로 … 此를 援助하기 위하야 元山春城藝妓組合에서는 去三四兩
日間 同樂座에서 演劇을 興行하야 一切 收入을 該消防組에 기부하얏더라79)

75)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소방조의 소요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것을 충당한다. 1. 갹출금 2. 기부금품
3. 재산에서 나오는 수입 4. 잡수입” ( 朝鮮總督府官報 , 1916년 3월 1일자(｢消防組規
則施行細則｣(咸鏡南道警務部令第3號)).)
76) “… 그 동긔를 듯건 댱단역 압 려관 챠원실(車元實, 52)의 곡간에 칠월 삼십일 불
이 나셔 한참 복쟉거린 헤 쥬인 챠원실은 쇼방조의 업슴을 유감으로 녁여 금 사십
원을 소방긔구입비로 뎨공한 에 이 긔본삼아 소방조가 조직되얏더라.” ( 每
日申報 , 1917년 8월 23일자(｢長湍에 消防組, 화당고 긔부｣).)
77) “木浦吳乃衡氏는 今般回甲의 壽宴을 機會로 하야 木浦 尋常小學校 及 普通學校에 各
各金參百圓式, 消防組에 金百圓을 기부하얏다더라(木浦)” ( 東亞日報 , 1920년 5월 11
일자(｢吳氏의 寄附｣).)
78) 東亞日報 , 1920년 7월 25일자(｢金女史의 特志｣). 그녀의 기부는 1920년 6월 21
일 每日申報 에서도 ｢地方通信版: 鮮婦人 消組 寄附｣라고 이미 보도되었다.
79) 東亞日報 , 1923년 7월 11일자(｢義勇消防組援助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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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기사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기부의 형태를 보여준다. 이전까지
주로 남성들 혹은 단체에서 기부금을 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여성 개인이
혹은 여성이 다수 포함되었던 단체가 기부를 하였다. 첫 번째 기사는 한 여
성이 생활고를 이겨내고 자본을 모아 자선사업을 활발히 하던 중 소방조에
도 기부금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때 기사의 주인공인 김울산씨의 거
주 지역이 대구부인 것으로 보아, 소방조 운영비용을 부에서 부담하는 것과
함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부금을 받기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기사는 당시 일본인 소방조와 분리되려는 원산 의용소방조를 돕기
위해 예기조합에서 연극을 자발적으로 진행, 수익금 전부를 소방조에 기부
하였다. 이 외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소방 기구를 구입하기 위해
素人演劇을 행하거나80) 자본가들에게 기부금을 낼 것을 청하는 경우도 있
었다.81)
소방조의 재정으로 전술한 갹출금, 기부금품, 기타 수입들은 모두 행정적
인 측면과는 다르게 자율적인 특징을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이 반드
시 원활한 소방조 운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당시 부에 거주하는 조선인
들은 일본거류민단이 남긴 부채의 대다수를 부담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부에서 소방조 운영비를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할 경우에는 일반 군·면 거주
조선인들의 갹출금에 대한 부담과 동일해졌다. 그리고 1917년 9월부터 면
내 소방조 경비를 면에서 분담하도록 ｢消防組規則｣이 개정되었다.82) 이 또
한 부와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을 그대로 전가한다
면 상황은 이전과 다를 바 없었다.
80) 每日申報 , 1921년 1월 14일자(｢地方通信: 消防組의 素人劇｣).
81) 每日申報 , 1919년 1월 23일자(｢金海: 消防組發展狀況｣). 이 기사에서는 소방조가 직
접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수리조합장·금융조합장·헌병소장이 협의하여 상업계 및 지역
세력가들에게 소방조 발달을 위한 기증금을 청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기증금이 반드시 자발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례로
당시 學校費도 소방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戶別割과 기부금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호별할이 제대로 거두어지지 않게 되자 학교비 재정은 상당히 불안정해졌고, 각
부·군의 학교비는 기부금을 强徵하는 형식으로 재정의 부족분을 보충하였다(최병택, ｢일
제하 학교비 재정 운영의 성격-호별할(戶別割)과 기부금 문제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90, 한국역사연구회, 2013.12. pp.25~26).
82) 행정자치부, 앞의 책,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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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1915~1925년 수도 사업 총황 중 소화전수 (단위:  )
연도
수도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경성
인천

557
207

617
208

623
210

623
214

623
262

636
217

563
219

664
219

695
190

758
198

808
215

평양

231

243

243

252

243

246

253

256

256

258

269

부산
목포
군산
진남
원산
나남
회령
진해
의주
대구
해주
청진
광주
신의주
진주
함흥
청주
공주
통영
강경
전주
춘천

198
48
76
64
99
-

212
58
74
72
101
9
4
29
5
-

212
62
74
72
101
9
5
32
5
117
5
-

212
62
74
75
102
9
5
32
5
127
5
-

213
62
74
75
102
9
5
32
5
134
5
-

213
67
74
77
114
9
5
32
5
135
7
30
30
-

232
67
74
81
124
16
5
32
5
135
13
37
28
10
22
26
-

233
79
76
81
127
28
4
32
5
143
15
37
39
10
30
46
32
-

234
79
76
81
132
35
4
32
5
160
17
38
47
11
34
48
32
18
20
-

235
79
76
83
139
37
4
32
5
164
17
52
51
11
38
48
33
18
21
33
93
11

238
79
76
85
144
40
15
37
5
213
17
54
53
12
41
31
35
20
43
33
93
19

합계

1480 1632 1770 1797 1844 1897 1942 2156 2244 2494 2675

출전: 朝鮮總督府統計年報 , 1915~1925年版, 土木及築港> 水道事業一覽.

소방조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 활동에 필요한 용수 역시 이전보다 더 요구
되었다. 소화전은 해를 거듭할수록 설치되는 범위가 넓어지고, 경성·인천 등
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 폐치를 거듭하기도 하지만 그 수도 점차 증가하였
다. <표 8>에서 설치시기와 지역을 자세히 보면, 먼저 경성, 인천, 부산, 평
양은 여타 지역과 달리 1915년에도 200여개 혹은 그 이상의 소화전이 설치
되었다. 그리고 네 지역들은 2장에서 확인했듯이 1910년부터 소화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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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계되었다. 이는 위 지역들이 일찍이 일본과 교류가 많아 일제 강점 이
전부터 일본인이 지속적으로 많이 거주하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1915년부터는 기존에 소화전이 있던 경성, 인천, 부산, 평양 이외의 지역
에 설치가 되는데, 분포 지역은 주로 항만과 국경 인접지역이었다. 특히 항
만 지역이 많은데 이는 일본인들이 접근하기 좋고 물자가 많이 이동하는 곳
이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항만에는 소화전의 수 또
한 많았다. 국경 인접지역인 회령, 의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소화전이 일찍
설치되었지만, 그 수는 1924년까지 한자리 수에 그쳤다. 1910년대까지 설
치된 지역들 중 내륙지역은 대구뿐인데 이곳은 경성, 평양, 부산, 인천 다음
으로 많은 수를 보였다. 또한 첫 해 설치된 수(117  )가 1909년 부산에
있었던 소화전의 수(113  )보다 더 많다. 대구는 내륙지역임에도 불구
하고 경부선의 주요 역 중 한 곳에 해당해 항만만큼이나 인구와 물자의
이동이 많았고, 무엇보다 일본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사시
를 대비해야 하였다.83)
그리고 화재는 주로 人災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집결되었던 곳에 소화
전을 더 많이 설치하였다. <부록 1>의 조선 내 거주 일본인 수와 비교해
보았을 때, 1919년까지 소화전은 충청남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도마다 설치
되었고 그 설치시기 역시 대체로 인구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타났다.84) 수도
사업 역시 여타 사회간접자본시설과 마찬가지로 해당 자본시설을 영위할 대
83) 1911년부터 1925년까지 대구부에 거주한 총인구 및 일본인 수를 살펴보면, 1914년에
총인구가 감소하지만 일본인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해당지역의 약 20%를 차지한
다. 재대구일본인 인구수는 1920년에 주춤하지만 계속 증가하고, 해당지역의 거주 비율
은 30%에 근접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1911

1912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합계 106506 112253 31944 32740 35879 38716 40065 41413 44707 46043 54952 62895 66282 72127
일본인 6410
7310 7271 7948 9997 11557 12105 12603 11942 12515 16162 19316 20765 22143

84) 소화전이 처음 설치되는 시점의 해당지역이 소속된 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11~1914년: 경성, 인천(이상 경기도), 목포(전라남도), 부산(경상남도), 평양(평안남도)
1915년: 군산(전라북도), 원산(함경남도), 진남포(평안남도).
1916년: 나남, 회령(이상 함경북도), 진해(경상남도), 의주(평안북도)
1917년: 대구(경상북도), 해주(황해도)
(출전: 朝鮮總督府統計年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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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많은 지역부터 설치를 하고 그 주변으로 점차 확대시켜 나간 것이다.
하지만 상수도 공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소화전이 확장
되는 지역 역시 국한되었다.
1922년 3월 조선총독부에서는 경성, 인천, 평양, 진남포의 기존 官營水道
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는데85) 특히 네 지역이 모두 일본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소화전은 상수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관영
수도가 폐지될 경우 그 수도에 의존하고 있던 소화전은 비상시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었다. 그런데 <표 8>에서 해당시기(1922년)의 소화전수를
보면, 네 지역 모두 직전시기보다 그 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소화전과 연결
된 관영수도를 사설수도화 한 것을 관영수도의 폐지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
다.
또 관영수도 자체를 완전히 없앤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완할 사설수
도나 저수지, 우물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 소화전을 설치해도 무리가 없
었다. 1920년 조선총독부에서는 수리 계획을 세울 때 저수지를 많이 이용해
야 한다는 점86)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를 통해 조선총독부는 이미 관영
수도를 폐지할 계획을 하고 있었고, 1910년대 후반 및 1920년대 전반에도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저수지를 水源으로 삼아 생활용수 및 소방용수로
활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우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소방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관청이 생기기 전까지 소방조의 활동은 다방
면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消防組規則｣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그들 본연
의 임무 중 하나인 수재 및 화재의 경계방어를 위해 힘썼다. 일례로 섬진강
에 대홍수가 발생했을 때 경찰 및 군청의 인력, 청년구제단과 함께 협업하
여 이재민들을 구호하였다.87) 또한 일반 가옥뿐만 아니라 사찰에도 소방조를
각각 두어 화재를 예방하려고 하였다.88) 그러나 소방조가 있음에도 불구하
85) 東亞日報 , 1922년 3월 31일자(｢官營水道廢止｣).
86) 朝鮮總督府 著, 한국건설기술연구원 譯, 치수 및 수리답사서(1920년) , 국토해양부,
2011. 제3장 수리계획, 제1절 수리계획 요항, p.31
87) 東亞日報 , 1920년 7월 29일자(｢蟾津江大增水｣). 이 사례 외에도 東亞日報 1921
년 3월 16일자(宜寧邑內失火｣) 기사 등에서 당시 소방조가 경찰과 협업을 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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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방 활동에 필요한 제반 시설들이 뒷받침되지 않아 활동에 어려움을 겪
기도 하였다.
그 所謂 文化政治라 하는 齎藤總督의 施政下에서 더군다나 公平無私를
平素에 豪語하는 府尹 杉井君의 治下에 있는 大邱 朝鮮人 市街의 現狀은
이러하다. 爲先 南山町부터 紹介하면 …그 다음은 道路가 極히 狹隘하다.
… 무엇보다도 火災가 有할 時에는 消防自動車의 通行이 不可能이다.…89)

위 기사에서 언급하는 대구부의 남산정은 조선인 거주 지역으로 그 시가
지의 상태가 열악한데, 기사에서도 언급하듯이 문화정치가 시행되었던 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거주 지역에는 도로와 같은 기간시설이 따라주지
않아 소방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로 뿐만 아니라 기타 소방
관련 기구 등에 있어서도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소방조는 위와 같은 수재 및 화재 경계방어 임무와 함께, 기존에 진행하
던 출초식과 정기 훈련을 통해 소방조에 대한 순화된 인상을 각인시키려 하
거나 ‘소방’ 선전 활동을 펼쳤다. 이러한 정기 활동 외에도 소방조는 여러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浪花節90) 연주를 후원하기도 하고,91) 운동회 및 수영
대회를 개최해 자신들의 체력을 시험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소방조원들의 건
강하고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회를 만들었다.92)
또한 자신들의 소방 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활동까지도 선전을
하여 소방조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하였다. 每日申報 1921년 11월
11일자 기사에 따르면 경성소방대 및 경성소방조는 사진 영사전을 개최하
였다.93) 영사전은 교통안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는데, 그 밖에도 소방조가
88)
89)
90)
91)
92)

每日申報 , 1915년 5월 1일자(｢각 사찰의 消防組, 장 화예방으로｣).
東亞日報 , 1923년 12월 31일자(｢大邱鮮人市街 現狀은 如此하다｣).
三味線을 반주로, 주로 의리나 인정을 노래한 대중적인 창을 의미한다.
每日申報 , 1924년 5월 12일자(｢浪花節 演奏 盛況｣).
每日申報 , 1919년 8월 8일자(｢消防隊의 遊泳會｣). ; 每日申報 , 1924년 5월 20일
자(｢春川消防組 運動會｣).
93)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성쇼방대(京城消防隊)와 경셩쇼방죠(京城消防組)에셔 됴션총독부의 후원으로 작일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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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를 하거나 사회개선에 노력하는 사진을 전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
에게 소방사상과 안전의식을 높여줄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소방조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어 소방조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였다.94)
하지만 이러한 선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재로 인한 손해액이 많자 당시
남대문 소방대장 小熊경부는 그 원인으로 화재 사상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 지난달에는 남대문 시장의 화재가 뎨일 크고 일본인 가옥이 두 곳, 조
선인 가옥이 아홉 곳인대 … 이것은 모다 화재에 대한 사상이 발달되지 못
한 닭으로 이러난 것이며 일본 전국에서 일개월 동안 화재로 밧는 손해는
칠천오만원이나 되나니 부민은 각각 주의할 필요가 잇다고 말하더라.95)

위 기사에 따르면 1개월간 일본인 가옥보다 조선인 가옥에서 발생한 화재
수가 더 많았다. 또한 인용하지는 않았으나 온돌에 의한 화재가 6건이었다.
기사의 필자는 이러한 현상이 근본적으로 화재 사상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
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정기적으로 출초식과 소방 연습, 기타 활동들이 진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사상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한 것이다.96) 사
상부족의 주체는 경성부민이라고 하였지만, 화재 빈도와 화재 원인을 고려
하였을 때 이는 조선인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외에도 1922년 대전에서 택견대회가 개최되었을 때 소방조에서 渡川
橋梁을 가설하는 활동을 하는 사례와 같이 사회사업에 노동력이 필요할 경
교통안젼(交通安全)을 목뎍하야 회봉 션뎐활동대사진(宣傳活動大寫眞)을 영터이
라 바 … 풍경명소(風景名所)의 실사와 사회개션(社會改善)의 공즁영사와 교통안전(交通
安全)의 션뎐영화 교육극(敎育劇) 군활극(軍事大活劇) 등의 미가 진진한 것으로만 십
여죵이 된다하며 ….” ( 每日申報 , 1921년 11월 11일자(｢京城에 防火宣傳, 사회봉사
선뎐활동 사진회를 열어｣).)
94) 이 외에 每日申報 1921년 11월 29일자(｢防火交通宣傳映寫｣)에서 진남포소방조의 방
화 선전 활동을 다루고 있다.
95) 東亞日報 , 1921년 11월 29일자(｢灰燼된 六十萬圓｣). ; 이 내용은 每日申報 1921
년 11월 29일 ｢一個月에 六十萬圓 - 戰慄할 火災의 損害額, 지난달에  화 통계
와 소름이 칠 놀나운 손｣이라는 기사로 그대로 실려 있다.
96) 1921년 경성에 거주하는 일본인 주택수는 17,120호였고 조선인은 주택수는 39,121호
였다. 민족별 주택수 대비 화재횟수를 비교하면, 1921년 10월 일본인과 조선인 가옥의
화재 비율 중 조선인 가옥의 비율이 미약하게나마 더 높았다. (일본인: 0.012%, 조선
인: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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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동원되기도 하였다.97) 그리고 소방조가 직접 활동한 사항은 아니지만,
1924년 1월 김해에서는 김해소방조를 후원하기 위해 ‘김해소방후원회’를 설
립하여 구성원을 조직하였다. 이는 소방조의 진일보한 활동을 위해 소방과
관련하여 이전보다 체계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소방조의 활동은 경찰이 협업하는 경우가 많아 두 조직 간의
관계는 그만큼 긴밀하였다. 따라서 경찰이 출동할 때 소방조 역시 지원 활
동을 벌였다. 특히 조선인들의 소요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탄압을 하는 등
경찰·헌병과 다를 바 없는 활동을 하였다. 1919년 3·1 독립 운동 시기에도
소방조는 조선인들을 탄압하기 위해 경찰을 支援하였다.
… 3월 18일 진주 장날(市日)에 기독교 예배당에서 알리는 정오 종을 신
호로 일제히 조선독립만세를 큰 소리로 외치고, 약 1만의 군집은 … 일대 시
위운동을 감행, 소요를 약속했던 것을 진주서원(晉州署員), 경찰부원(警察部
員), 헌병대원과 협력하고 소방조를 지휘해 군집을 해산, 주모자 및 관계자
로 지목된 300여명을 검거, 진압하였다.98)

위의 기사는 1919년 3월 경상남도 진주에서 독립 운동이 일어났을 때 소
방조원들이 경찰, 헌병과 함께 시민들을 해산시켰던 사건을 보도하였다.99)
1919년 진주군 총 인구는 약 11만명, 그 중 조선인은 약 10만 7600명이었
다.100) 조선인 수의 1/10가량이 참여한 대규모의 독립운동이었으나, 소방조
는 이를 저지하는데 일조하였다. 조선인들은 3·1운동 이후에도 계속 전국
각지에서 조선의 독립을 외치는 시위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소방조도 계속
경찰 혹은 헌병의 지휘를 받으며 조선인들을 해산·탄압하였다.101)
97) 東亞日報 , 1922년 9월 12일자(｢大田脚戱大會盛况｣).
98) 경상남도경찰부, 高等警察関係摘錄 (1919~1935年), 1986, 여강출판사. pp.10~11.
99) 1919년 4월 고성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월 1일 오후 4시 30분 고성 장날에 군집 약 80명이 독립만세를 크게 외쳐(高唱)
구한국기(舊韓國旗)들을 압수(押樹)하고 시위운동을 감행, 소요를 야기한 것으로 고
성헌병분견소는 사천헌병분대원, 고성재향군인분회원, 소방조원 등과 협력해 진압한
바 주모자 7명을 검거하였다.” (慶尙南道警察部, 앞의 책, p.16.)
100) 朝鮮總督府統計年報 , 1919年版, 戶口>現住戶口府郡島別>慶尙南道>晉州郡.
101) 소방조가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모습은 韓國獨立運動之血史 에도 보인다. ｢제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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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운동을 탄압하는 것 이외에도 일제 혹은 일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위
해를 가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가해자인 조선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기도
하였다. 일례로 1923년 8월 15일 전라남도 함평 노농친목회 회원들이 일을
마치고 한 주민의 집에 가 놀음을 하려다 다툼이 일어났고, 집주인이 경찰
서로 몸을 피하자 회원들이 경찰서까지 몰려간 일이 생겼다. 이 때 경관들
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소방조를 출동시켰다.102)
3·1운동 이후 일제 관헌들은 조선인들이 언제든지 단합해 행동할 수 있음
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재조일본인들에게 위압적으로 다가
오거나 실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3·1운동
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려 하면 소방조를 투입, 무력을 사용하여 탄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방조는 위와 같이 경찰을 도와 탄압하는 공식적인 활동 외에, 간헐적으
로 자신들이 가진 소방기구나 무력을 사용해 폭력을 행하거나 횡포를 부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다음의 기사는 한 조선인에게 금전적 손
실을 입힌 후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오히려 기부금을 내라고 요구하면서 발
생한 소방대의 횡포를 다루고 있다.
대뎐군 류천면 류천리(大田郡 柳川面 柳川里)에 잇는 소방대(消防隊)에서
는 음력 지난 십일々 오후에 불도 붓지 아니한 멀정한 집에 폼푸 를 대이
고 안방 거는방 할 것 업시 물을 리어  아닌 홍수를 만도려놋코 갈구리
진 곡광이를 가지고 집웅을 헤치는 등 사람 사는 집에 말할 수 업는 폭행을
하얏다는대 … 소방대에서 … 밥사발 다섯 개를 트렷다 하야 주인이 사
발 갑을 무러내이라고 하얏든 바 그 이튼날 … 삼십여 명의 대원은 그 집에
드러가서 사발 갑은 내일터이니 소방대에 돈을 긔부하라고 강청함으로 주인
은 돈이 업다고 거절하엿더니 그러면 우리가 불 는 연습을 하겟다고 하면
일본인의 만행｣에서 일본인이 독립을 원하는 사람에게 행한 만행으로 총 17항목을 제
시하는데, 그 중 “6. 소방수들이 쇠갈고리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잡아당겨 끌고
감.… ”이라는 항목이 있다(박은식 著, 김도형 譯, 韓國獨立運動之血史 (下), 소명출판,
2012).
102) 東亞日報 , 1923년 8월 19일자(｢農民 數百警官과 衝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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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준비하야가지고 갓든 소방 폼푸 를 방안에 대이고 물을 리어 … 일 년
에 한 번식 소방대는 이러한 연습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여러 사람이 혹
은 발로 차며 손으로 리는 등 뭇매질을 함으로 … 경관은 역시 소방대가
하는 일은 간섭할 수 업다는 듯한 말로 어름々々하면서 뭇매질만 말니엇다
는대 …103)

기사 내용에 따르면 위와 같이 소방대가 폭행을 저지른 이후 조선인들은
분개하였고 대전 군내 각 세력가들이 대책을 협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
방조의 횡포는 계속되었다. 확실한 대책 협의를 위해 사건이 있었던 마을에
방문해 실지조사를 하니, 사건 이후 소방조는 집집마다 ‘돈을 기부하라. 만
일 기부하지 않으면 저 집과 같이 불 끄는 연습을 한다.’고 하여 2~5원 가
량의 돈을 농민들에게서 거두었다. 이 사실이 더해져 소방조에 대한 강한
비난이 일었고, 유지들은 더욱 철저한 대책이 필요함을 각성하였다.
또한 위의 기사에서 소방조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휘말리지 않으려
고 회피하는 경찰의 태도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소방조와 경찰은 원래의 의
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을 역이용하였다. 이에
대전군에 있는 12개 단체104)의 대표와 시민들이 모여 군민대회를 열고 피
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대표가 각각 당시 상황과 사정을 설명하여, 사죄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결의문을 만들어 제출 위원 3명을 선정 후 관계
당국에 해당 결의문을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105) 이는 당시 조선인들이 나
름 의기투합하여 소방조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하려 하는 모습으로
보인다.106)
103) 東亞日報 , 1923년 3월 11일자(｢消防隊? 破壞隊?｣).
104) 가수원농부대회, 유천면농우회, 유천면단연회, 대전노동회, 철우회, 교육회, 소작인상
조회, 대전단연회, 호일친목회, 식산조합, 체육회, 금은세공조합을 말한다.
105) 결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무단히 방안에 물을 뿌린 잘못을 피해자와 일반 군민에게 신문지상으로 사과의 뜻을
표할 일
2. 불붙지 않은 집에 무자위질 하는 소위 통계라는 연습을 폐지할 일
3. 이상의 요구를 양력 3월 30일 안으로 실행할 일
大正12年(1923) 3月 18日 大田
郡民會”
(참고: 東亞日報 , 1923년 3월 21일자(｢十二團體의 郡民會｣).)
106) 대전과 비슷한 기부금 강탈 및 폭행 사건은 1925년에 대구지역에서도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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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소방조는 1914년 총독부가 부제를 시행하며 행정체계를 개편
할 때 경찰권 내에 흡수, 공설화 되었다. 그리고 전국의 소방조에 적용되는
｢消防組規則｣이 제정되어 공설화에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소방조가 공설
화 되면서 기본적인 소방 활동과 함께 경찰·헌병과 같은 활동을 하기도 하
였다. 하지만 소방조의 재정은 부내 소방조를 제외하고 여전히 갹출금·기부
금과 같이 자율적인 방법으로 조달해야 했다. 그런데 1920년 전반부터 일각
에서 소방조의 활동만으로는 소방 운영 체계가 불완전함을 지적하였다. 이
에 따라 조선 내에서 소방 전문 관청이 등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東亞日報 1925년 2월 4일, 5일자(｢達城郡玄風面 消防組의 惡手段｣(一), (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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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25년 京城消防署의 설립과 소방 운영 체계
소방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관청인 소방서는 1920년대 전반까지도 설립
되지 않았다. 상비소방수나 상비대, 상비 소방조가 있었으나 전술하였듯이
그 인원이 소수였으며 소방 기구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소방
조의 활동은 조선 내 소방 체계에서 여전히 중요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대한제국 병합 이후 10여 년간 조선을 통치하며 어
느 정도의 통치 기반들을 쌓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의 수도 계속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조선 내에서 防火·防水의 역할 뿐만 아
니라 실제 수화재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처·진압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의
필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소방 전문 관청의 필요성은
1921년부터 이미 공론화되고 있었다.

경셩과 갓치 큰 도시에 쇼방셔(消防署)의 독립이 못된 것은 크게 유감이며
젹어도 젼임경시(專任警視)셔장을 두어가지고 사무를 젼하지 안으면 완젼
 보안의 목뎍을 달 수 업슴으로 천엽삼부장(千葉三部長)은 경셩에 부임
 부터 이 뎜에 야 만흔 각이 잇셧스며 본부에셔도 이 의견을 들
어쥬 것이 필요로 인뎡기 나 예산상 관계로 당분은 실키 어려
운 일이나 대정십년도 신시셜에 대 비용 요구에 물론 뎨삼부의 즁요목
항이 되엿지만은 결국 그 됴목은 삭졔를 당고 말엇스며 다만 뎨삼부 보안
과의 분과 쇼쇽으로 유지야 가게 된 고로 쳔엽삼부장은 우 유감으로 알
만 아니라 경셩시 젼톄에 대 유감이라 겟더라.107)

1921년 경성에는 총 261,698명의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인구가
많이 증가한 만큼 위 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완전한 보안을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지만, 아직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경성은 많은 인구
가 거주하는 만큼 일본인도 약 69,774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는 재조일본

107) 每日申報 , 1921년 1월 8일자(｢府內에 設置 消防署 問題, 예산 부족으로써 쇼방
독립은 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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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중에 경기도(95,903명)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상남도
(69,750)의 수보다도 많았다.108) 따라서 철저한 보안 시스템이 시급한 상황
이었다. 하지만 상부에서는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가며 시행할 수 없다는 의
사를 밝혔고, 전문 관청을 위한 비용에 대한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신시설 대신 보안과의 분과 소속으로 유지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1922년에 설치되는 경성소방소를 말한다. 비록 전문 관청의
면모는 부족하지만, 그 필요성을 느끼고 제한적으로나마 보안과에 소속하여
소방조와는 차별된 조직을 만들려는 시도가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
에 있는 소방대를 독립시켜 전문 관청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은 5개월 후
東亞日報 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 시가의 안전을 보호하는 소방대(消防隊)의 설비는 오히려 구시대의 유
물로 간신히 단층집이나 혹은 초가집의 적은 불을 기에 적당하든 설비를
그대로 어느  지든지 사용하기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 원래 경성소
방조의 제도로 보면 여러 갈내로 난우어서 혹은 의용소방대 혹은 경찰소관
의 소방대 경성시의 소관인 소방 등 여러 종류가 잇서 실제에 통일한 동
을 할 수가 업슬 만 아니라 물론 설비로 말하드라도 차々 시가의 건축물
도 밀접하고 큰집이 증가함에 라서 소방에 사용하는 긔계라든지 는 전
문기술가의 필요가 잇슴으로 … 경성에 독립한 소방대를 설치하려는 목뎍으
로 … 소방대는 한 긔관을 독립긔관으로 하야 지금지 여러 종류로 난우어
있든 긔관을 통일하고 대원의 자격이라든지 대원의 보수 밋 대우도 지금졔
도를 개뎡하야 대원도 역시 일반 관리와 가치 은급(恩給)제도를 시하야 종
신의 위안을 엇도록 하고 기타 새로운 소방긔계와 전문 기술자를 사용하야
근본뎍으로 경성소방대의 안전을 도모케 할 계획인대 …

109)

위 기사는 경성시가는 점차 변화하고 발달해 가고 있으나, 소방조의 설비
는 이전의 초가집 혹은 단층집에 맞는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위험한 상
108) 朝鮮總督府統計年報 , 1921年版, 人口,家口>戶口.
109) 東亞日報 , 1921년 6월 8일자(｢消防隊를 獨立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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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하지만 소방 방책으로 기존에 있던 소
방망루110)를 증축하거나 자동차 “폼푸”를 구입할 뿐 진일보한 소방 시스템
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당시 경성의 소방조 제도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 통일되고 체
계적인, 본연의 소방 활동을 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물론 이미 ｢消防組
規則｣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소방조든지 경찰서장의 명령
에 따라 활동하였다. 하지만 각자 소속과 관할이 달라 소방 활동 이외의 명
령을 따를 여지가 많았다. 따라서 위 기사의 필자는 이를 통일할 독립된 소
방 기관과 함께 발달된 소방 기구를 구입함은 물론 이를 다룰 수 있는 전
문 기술가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한 물적
자원과 함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도 함께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경비과는 전술하였듯이 소방제도의 개량을 시도하였으
나 실현하지는 못했고, 다만 소방대원의 급료가 개정되어 소방대원의 대우
및 월급을 순사와 같이 하였다. 그러나 경기도 경비과는 더 나아가 1921년
소방 제도를 통일하면서 독립된 소방기관을 만들려고 다시금 노력하였다.
또한 동경의 독립소방대 규정을 참고하여 만든 조선의 관련 규정들을 같은
해 8월까지 당국에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기도 경
비과의 노력은 1910년대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화재 피해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9> 1914~1921년 전국 및 경기도 화재 총수 및 피해액
1914년

1915년

1916년

1917년

총수 피해액 총수 피해액 총수 피해액 총수
583,
1,046
1,088,
3,984
3,321
3,762
전국 3,441
825
,786
239
164,
208,
117,
560
441
586
경기 546
444
808
166

1918년

1919년

1920년

1921년

피해액 총수 피해액 총수 피해액 총수 피해액 총수 피해액
2,679,
1,833,
1,979,
1,340,
652,
3,519
2,443
3,221
3,558
397
401
188
456
154
1,135,
345
506
639,
163,
661
441
524
487
174
355
487
507
177

110) 소방망루는 경성에서 1917년에 개시되는데, 이는 朝鮮總督府官報 에서도 소개하고
있다.
“경성부 내 용산철도국 수도급수소 산 위에 소방망루를 개시하고 다음의 기간에 소방조원으로
하여금 전망근무를 맡게(服) 함. 1.매년 11월 16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 말까지의 야간.”
( 朝鮮總督府官報 , 1917년 12월 22일자(｢消防望樓開始｣(京畿道警務部告示 第6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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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朝鮮總督府統計年報 , 1914~1921年版, 警察>火災(火災道別).
비고: 화재 총수 단위: 건, 피해액 단위: 円
1920년 경기도 수치는 경찰 부분이 생략되어 국가통계포털에 기재된 수치를 활용함.

<표 9>에서도 보이듯이 전국 화재 총수와 경기도 화재 총수 모두 1910년
대와 1920년대 초반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그러나 피해액은 1921년
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언론 매체를 통해 조직화된 소방 운영 체계,
전문화된 소방 기관의 필요를 역설하는 경기도의 경우 1921년의 피해액이
1921년에 처음으로 100만 원대를 기록하였고, 1914년의 그것에 비하면 약
10배였다. 이와 같이 1921년에 화재 피해로 인한 손실이 컸기 때문에 당시
에 조직적인 소방 기관을 더 요구했을 것이다.
總督府警務局에서는 … 全朝鮮消防組頭會議를 開하고 丸山 警務局長과
石川 保安課長의 統裁下에 全朝鮮消防組頭 六十名이 會集하야 局長의 訓
示가 有한 後 消防組와 警察官의 指揮에 關한 事項과 其他府面과의 連絡
等에 就하야 協議를 進行하얏는바 第二日及第三日의 協議事項과 順序는 左
와 如하더라 …111)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가 계속 증가하자112) 조선총독부에서는 全朝鮮消
防組頭會議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소방과 관련한 강연을 진행하고
앞으로의 지휘, 연락 체계 등에 관해 협의를 하는 등 소방 업무를 체계화하
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회의에서 이루어진 강연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존의 소방 운영 체계에 대한 고찰과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바에 의해 소
방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종 기
술이 점차 발달함에 따라 이에 발맞추기 위해 화재 원인에 대한 과학적․기
술적인 분석을 시도하는 강연도 있었다.113)
111) 東亞日報 , 1923년 4월 20일자(｢全朝鮮消防會議｣).
112) 피해 규모는 1922년 전국 3,056,684원, 경기도 818,504원, 1923년 전국 7,387,321
원, 경기도 1,729,285원이다( 朝鮮總督府統計年報 , 1923~1924年版, 警察>火災道別
참고).
113) 각 주제별 강연들의 연사와 제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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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경성 내에서 전문 소방 기관․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동안, 1923년 11월 초순에는 하루 동안 시내 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에 소방 설비가 불완전하다는 여론이 거세졌고, 12월
6일 경찰 관계자들과 용산상비소방대114) 당국 등 경성부내 소방 관계자들
은 회의를 하여 경성부 당국에 요구할 사항을 구체화하여 확정지었다.
주요 내용은 ① 소방 기구의 보충(자동차 펌프, 수관자동차, 자동차 사다
리, 호스) ② 소방수 증원 ③ 의용소방대 운전수의 보수 증액 및 일반 경비
증액 ④ 부내 소방대 파출소 증축이었다.115) 하지만 이때도 경성부에서는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 한 번에 완성할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진행시켜 나가
보도록 하겠다며 난색을 표하였다.
전문 소방 운영 체계에 대한 여론이 일반인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자, 전
문가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자 경기도에서는 사무분장규정을 개정하면서 消
防課를 보안과에서 분리, 신설하여 소방 업무 및 각종 재해 사항을 전담하
도록 하였다.116) 이를 통해 東亞日報 1921년 6월 ｢소방대를 독립코자｣의
기사에서 비판하였던 소방 조직 담당기관의 통일성 부족 문제를 다소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
소방과에서 주관하는 바는 ① 風火震水 등 재해의 예방 및 구호에 관한
사항, ② 산야의 入火단속에 관한 사항, ③ 소방조 기타 소방 및 수방에 관
한 사항이다. 이전 규칙에서는 경찰력의 총괄을 받거나 협업을 하도록 명시
되어 있어 소방 활동 이외의 활동을 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소방과 신설
시 정립한 주관 사항들은 재해, 소방 관련 업무만 담당하고 있었다.

① 기존의 소방 운영 체계에 대한 고찰: 新庄事務官, “消防警察에 就”.
② 실제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소방의 중요성 역설: “牧島屬視察談, “浦項의 水難救助狀
況” 및 小熊警部, “防火上으로 經驗한 火의 傳播”.
③ 화재 원인에 대한 과학적․기술적인 분석: 安藤技師, “科學上으로 見한 火災原因” 및
中川枝師, “電氣와 火災原因”.
114) 용산상비소방대가 언제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1919년 2월 용산소방조에 상비소방
수 16명이 배치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상비소방수들이 하나의 상비소방대로 조직
된 것으로 보인다.
115) 東亞日報 , 1923년 12월 8일자(｢火災頻發에 鑑하야 京城府의 消防擴張｣).
116) 東亞日報 , 1924년 3월 1일자(｢京畿道 消防課 新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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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①에서 언급한 재해의 종류 중 震災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1923년 일본에서 발생한 關東大地震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서는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이 발생하면서 건물이 붕괴되고 화재, 해
일 등의 2차 피해까지 크게 입었다. 이후 일본 당국은 혼란한 상황을 수습
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은 조선총독부와 재조일본인이 소
방․안전시설에 대해 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본국과 인접하면
서 일본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조선, 그 중에서도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의 소방 설비에 대해 이전 의견들을 수합하여 소방과의 신설이라는
하나의 방법을 강구하였다.
경기도 이외의 기타 지역에서도 소방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
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일례로 공주에서는 소방조원에게 소방 기술 중 하나
인 揚水시험을 보았다. 즉 시험을 통해 단순히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 이
상의 소방 활동을 시도하려는 노력을 하였다.117)
소방서 설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1924년 12월 경기도 각 부의 소
속과의 개편이었다. 당시 훈령에 의해 소속과를 개편하면서 刑事課와 함께
消防課가 폐지될 예정되었다. 따라서 소방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다른 부
서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선후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소방서의 설치가 한
방안으로 제기되었다.

… 경성 안에 새로히 독립한 소방서(消防署)란 관서를 설치하야 일반소방
행뎡을 맛하보게 하리라는데 그 서의 주뢰자로는 경시급의 인물을 임명할
터이라고 하는바 암아 불원에 실현될 듯 하다더라.118)

이틀 후 東亞日報 에서는 경기도 각 부서별 설치과를 게재하는데, “消
防課는 京畿道가 大都府(역주-경성)를 抱擁하고잇고 關係上 他道에 比하
117) 원문은 다음과 같다.
“公州消防組에셔 揚水試驗을 爲하야 八日午前十時 全員召集 道廳內庭園에셔 揚水
試驗을 行한 後 正午브터 巡査敎習所 內에셔 慰勞宴을 開催하얏더라” ( 每日申報 ,
1924년 5월 11일자(｢公州消防組 試驗｣).)
118) 東亞日報 , 1924년 12월 20일자(｢消防署 獨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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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相異한 事情도 잇고 痛切히 存續할 必要도 잇슴으로 特別히 設하게되
면 廢止의 運을 免할”119)것이라고 서술되어 있어 소방과의 존폐는 아직 미
정인 상태였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한 사정과 존속의 필요’는 경찰의 정원
축소 문제를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당시 소방과는 경찰과 연계되어 있어 소
방과가 폐지될 경우 경찰의 정원도 함께 축소되어야 하였다.
따라서 “경찰관 정원 유지를 위한 맹렬한 교섭” 끝에 결국 소방과는 폐지
되었고 그 대신 경찰서급의 경성소방서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다.120) 그리
고 1925년 4월 1일 ｢京城消防署規程｣이 제정됨과 함께 경기도 경찰부 소
속의 경성소방서가 신설되었다. ｢京城消防署規程｣은 3장에서 살펴보았던
조선 ｢消防組規則｣과 유사하지만, 상이한 조항도 눈에 띈다.
<표 10> ｢京城消防署規程｣(1925.4.1) 및 조선 ｢消防組規則｣ 비교
분류

지휘
체계

조직
구성

｢京城消防署規程｣121)

조선｢消防組規則｣
122)

제1조 소방서에는 도경부, 도경부보 및 도순사를 배치하고 서장
의 지휘를 따르며 그 직무를 보좌한다.
제2조 소방수파출소는 소방수부장이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감
독하게 한다.
제7조 出火場지휘관은 소방서장으로 한다. 소방서장이 出場에
앞서 없으면 소방서수석, 도경부 뒤를 이어 도경부보가 그것을
제5조 해당
대리한다.
제13조 소방반의 출장 및 소방수출장소의 출동구역 외의 출장
에 관한 것은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14조 화재 이외의 재해에 대한 출장에 관한 것은 경찰부장의
지휘를 따른다.
前項의 출장에 관한 것은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소방서에는 다음의 소방반을 두고 반장은 소방수부장 또
는 上席소방수로 충원한다.
제2조, 제3조 해당
1. 펌프반 1. 수관반 1. 파괴반 1. 사다리(梯子)반
제4조 소방수파출소의 출동구역 및 소방반의 배치는 경찰부장
의 지휘를 따라 소방서장이 그것을 정한다.

제8조 출화장에서 지휘관의 위치는 주간에는 消防旗 야간에는
화재
消防燈으로 그것을 표시한다.
시
제9조 출화장에서 소방상 필요한 질서유지에 관해서는 관계경
활동
찰서장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화장지휘관은 그것을 지휘한다.

제6조 해당

119) 東亞日報 , 1924년 12월 22일자(｢京畿道各部 設課决定｣).
120) 京城日報 , 1924년 12월 18일, 1924년 12월 20일, 1924년 12월 23일. ; 염복규,
위 논문, p.4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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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출화중 타인에 대해 사고를 惹起하였을 때는 그 정도에
따라 뜻(旨)을 알리거나 所要人員을 멈추게(止)하여 그 처리를
하고(當) 행진을 계속한다.
전항의 경우에 대해서는 물러난(引上) 후 바로 사고발생지 관할
(所轄) 경찰서장에게 상세하게 그 상황을 통보한다.
제11조 非番員은 출화를 인지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에 가서
(赴) 출화장지휘관의 지휘를 따른다.
제12조 화재신호종을 설치하여 署, 所에 대해서는 소방조규칙
시행세칙의 정한 바에 준하여 신호를 한다.
소방서장은 화재의 정도에 의해 전항의 신호방법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 출장, 비상소집, 기타 근무에 관한 세칙은 소방서장이
기타
제10조 해당
그것을 정한다.
제5조 점검은 통상점검, 임시점검 및 현장점검으로 구분한다.
통상점검은 당번원에 대해 매일 아침, 저녁 소방서장이 그것을 행하는 인원,
기계 및 출동준비의 整否를 검사하고 실무 및 법령의 응용에 관한 사항을 訓
화재
授 또는 應問하는 것으로 한다. 단 저녁점검은 대리자가 행하면 훈수·응문을
경성
대비
소방서
생략할 수 있다.
활동
규정
임시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방서장 또는 그 대리자가 그것을 행한다.
(점검,
현장점검은 출화 장소에서 물러날 때 각 引卒者에 대하여 그것을 행하는 인
연습)
원 및 기구에 대해 그 이상 유무를 검사할 수 있다.
유일
조항
제6조 소방서장은 매월 2회 소방수 총원을 소집하여 필요한 사항을 訓授하
고 應問 및 操練을 행하거나 또는 操典을 연습하게 한다.
소방수
제15조 교습중인 소방수의 교습기간은 2개월로 한다.
교습

우선 ｢京城消防署規程｣(이하 ｢消防署規程｣)은 최종 명령 혹은 책임자가
소방서장으로 설정되어 있다. 물론 소방서 내에 경찰 권력이 배치되어 상시
대기를 하고 있고, 警視 또는 警部와 직급이 같은 소방서장이 상급자인 경
찰부장, 경찰서장에게 하달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나름
의 지휘권을 가지고 전문적인 소방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조금씩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조선 ｢消防組規則｣(이하 ｢消防組規則｣)에서는 주로
경무부장이었던 것에 비하면 소방서 나름의 독립적인 소방 운영 체계를 가
지고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소방서가 소방 활동을 전담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실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명령 체계를 세우고 있다.(제7조~제13
121) 朝鮮總督府官報 , 1925년 4월 13일자(｢京城消防署規程｣(朝鮮總督府京畿道訓令 第
14號)).
122) 해당 조항의 상세 내용은 본문 24쪽의 <표 4>에 수록된 조선 ｢消防組規則｣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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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消防組規則｣이 단순히 상명하달의 대상이 각각 누구인지를 지정하기
만 하였다면, ｢消防署規程｣은 더 나아가 출동 시 소방서장의 위치를 나타
내는 도구를 지정하는 것(제8조)부터 출화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일
들에 대한 처리 방법까지 지정(제10조)하여 이전보다 상세하게 조목을 설정
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연습과 점검을 조항으로 설정하여 평소에 철저히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5조, 제6조) 특히 점검의 경우 통상․임시․현장
점검으로 나누었고 통상 점검과 현장 점검에서 실시하게 되는 내용은 간단
히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는 ｢消防組規則｣에서는 없었던 부분으로 경
성소방서가 그만큼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현대
의 소방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 점검․훈련과 매우 유사하다.
제15조에서는 소방수의 교습기간을 지정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는 소방
수를 채용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2개월간의 교습기간 동안
훈련을 시키면서 소방서 소속 소방수들이 전문성을 띠도록 만들었다. 이는
기존의 소방조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다.
｢消防署規程｣이 제정되고 경성소방서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조선총독부
에서는 ｢消防組規則｣도 일부 변경을 하였다. 기존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경
무부장 및 헌병분대, 헌병분견소장 대신 각 직급에 맞게 도지사, 경찰부장,
소방서장으로 변경하였다. 당시는 문화통치가 시작되어 안정권에 접어든 시
기이면서 새롭게 ｢消防署規程｣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헌병’ 부분을 삭제하
고, 소방조에서 반발을 일으키지 않도록 일정 부분은 ｢消防署規程｣의 결정
권자와 비슷하게 맞춘 것으로 보인다.123)
경성소방서의 재정과 관련해서는 ｢消防署規程｣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해 4월 제정된 조선총독부령의 내용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조선총
독부령 제35호에 따르면 소방비는 경기도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되, 경성부
에서 일부 부담을 해야 했다.124) 1915년 ｢消防組規則｣에서는 부에 속한 소
123) 朝鮮總督府官報 , 1925년 5월 7일자(｢朝鮮總督府令 第55號｣). ; 朝鮮總督府官報 ,
1925년 6월 7일자(｢消防組規則施行細則中改正｣(京畿道令 第7號)).
124) “경성부는 경기도지방비의 지변에 속하는 소방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앞의 사항(前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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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는 부에서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부 예산 중
일부로 부담을 하는 것인지 부 자체에서 처리할 부분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여기서도 경성소방서 재정을 직접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경성소방서
역시 조선 소방 체계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담당 관청이기 때문에 경기
도와 경성부에서 그 재원을 마련해 주었을 것이다.
한편 전문 소방 기관의 설치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조선인보다 일본인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고 있었다. 1924년 6월 15, 16일에 있었던 全鮮公職者
大會에서 당시 용산의용소방조두인 秋山督次씨는 방화시설 및 警火선전을
제의하였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손해액의 88%가 일본인의 피
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125)
또한 1924년에는 비록 경성소방서가 설립되기 이전이지만, 그 전신인 경
성소방소와 상비소방대가 설치되어 이전의 소방조와는 차별되는 전문성을
어느 정도 띠고 있었다. 그런데 소방서와 상비소방대에 대해, 실제 그 기관
들이 설치된 위치를 보면 종로를 기준으로 남부에 집중되어 있어, 과연 누
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다.

경비비는 작년 본뎡(本町), 정뎡(櫻井町) 등의 화재로 인하야 소방긔관
을 충실히 하라는 일반의 여론이 만흠을 라 부당국에서도 다소간 충실히
시설할 필요를 늣기고 작년보다 3만여원을 증가하게 된 것인데 자동차 몃
개를 느리고 소방긔구를 더 갓추고 소방수 몃명을 더 늘이고 아울러 그들의
(거의 일인) 대우를 올려주는 것 가튼 것은 별로 문뎨가 아니나 이가치 충실
히 하는 소방대들이 어느 곳에 있는가. 상비소방대(常備消防隊)는 남대문밧
게, 경성소방대(京防)는 영락뎡에, 룡산소방대(龍防)는 룡산에 잇서 황금뎡
큰길을 이북으로 한 소위 북부에는 비번소방수(非番消防手) 1인이 잇슬 출
장소 한개 설비치 아니하얏스니 가장 중앙에 잇서야 할 소방대의 위치가 엇
의 규정에 의해 경성부가 부담하는 액수는 경기도지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그것을
정한다.” ( 朝鮮總督府官報 , 1925년 4월 1일자(｢朝鮮總督府令 第35號｣).)
125) 기사에서는 상세 수치를 제시하며 설명하였다.
“작년도 중에 화재 손해고는 740여만 원, 횟수는 3630회요 이 손해액의 8할8분은 일본
인인데 1회에 평균 15600원이오, 조선인은 1회에 평균 224원….” ( 東亞日報 , 1924
년 6월 15일자(｢防火施設提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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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면 이가치도 한 곳에 몰리엇는지 닭은 알 수 업스나 엇지하얏든지 현
재의 소방대와 북부와의 거리가 먼 것만큼 그만큼 북부와는 등한한 처디인
즉 20여만원의 경비는 누구의 생명, 재산을 보호할 밋천인가. …(후략)…126)

당시 본정과 앵정정은 모두 일본인 중심의 거주지역이었다. 또한 경성소
방서가 설치되었던 지역도 경성부 南米倉町으로 황금정 남부였고, 경성소방
대와 가까웠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못해 이동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근접성이 신속성에 직결되었다. 따라서 소방서가 경성부 일
원을 관할하더라도 실제 조선인이 다수 거주하는 북촌, 즉 황금정 북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화재 진압을 보장할 수 없었고, 출동한 소방수
들의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소방대도 많지 않아 소방 활동이 어려웠다.
이와 같이 소방 전문 관청이 등장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기술과 상황을
고려한다면 유일한 관청 하나가 경성부의 많은 인구와 넓은 지역을 모두 관
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전문 관청은 경성에서 처음 생긴 뒤 한
동안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경성소방서가 등장한 전후로도 계속 소방조의
활동은 이어졌다.
市外 高陽郡 纛島消防組 備品을 購入한다 함은 別頃報道와 如하거니와
이에對하야 善隣貯蓄稧와 金融稧에서는 各自로 金五十二圓式 合計百四圓
을 自發的으로 寄附하야 左記物品을 購買케 하엿다고(徃十里) 1.汲水機 五
十二組 2.消防燈 三十組 3.鳶口 二十本127)

이전에도 소방조의 주된 재정이 기부금이었듯이, 소방서 설립이 추진되었
던 당시에도 소방조는 기부금을 통해 활동 기반을 마련하였다. 위 기사에서
는 고양군 善隣貯蓄契와 금융계에서 각 50여원씩 소방조에 자발적으로 기
부를 하였고, 소방조는 그 기부금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
였다. 이와 같은 소방조에 대한 기부는 각지에서 일어났는데, 특히 전국 중
126) 東亞日報 , 1924년 3월 24일자(｢朝鮮人과 無關係한｣).
127) 東亞日報 , 1925년 3월 25일자(｢消防組에 寄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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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흥소방조로의 기부는 매우 활발하여 每日申報 에서 2회에 걸쳐 기사화
되었다.
당시 함흥은 두 기사가 게재되기 이전 시기에 화재가 빈발하였다. 1925년
2월 함흥경찰서에 집계된 1924년 함흥의 화재 수는 22건이었고, 2월 17일
부터 19일까지 3일간 함흥군 함흥면 동흥리 지역에서만 하루에 한 건, 총
세 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2월 20일에도 동흥리에서 두 건의 화재
가 발생하였는데 이때는 소방 활동을 하던 시민이 얼굴에 화상을 입는 중상
을 당하는 등의 화재 피해까지 있었다.128)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함흥소방조
는 계속 기금 모집을 시도하였고 지역 유지들도 조금씩 시설의 개선이 필요
함을 자각하였다. 소방조 간부들이 기부금 모집에 나섰고 기부에 응하는 인
물들도 늘어나 공공사업을 진행하기에 충분할 정도였다.129) 함흥의 유지들
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 기부를 하였고 그 총액이 1만원을 넘어 신기록
을 세울 정도였다.
咸興에 消防組가 설립된지는 旣히 相當한 時日을 經하얏스나 其設備가
太히 不完全한 感이 有하든바 將次 大咸興의 建設과 共히 消防의 設備 此
에 從하야 內容을 一層充實히 하여야 할 것은 勿論임으로 咸興의 各有力家
等은 警察當局과 協同하야 該組의 基本金에 □한 寄附募集에 着手하얏다는
바 此가 日淺함에도 不拘하고 旣히 醵出한 人士가 百五十餘名이오 金額은
萬圓을 超過하얏는대 아직도 더 募集할 餘裕가 綽綽하야 前例에 無한 新記
錄을 作하얏스며 社會의 公共事業에는 一厘를 喜捨치 안튼 吝嗇者流의 富
豪들도 今番에는 廻避치 못하고 應分의 寄附를 爲하야 今後 寄附行爲의 總
鑑을 仵하얏는대 消防組 幹部 外에 同組를 爲하야 努力을 不惜하는 人士는
金魯善, 柳炳義, 金壎, 朴浚燮 외 諸氏이라하며 寄附者의 芳名은 如左하더
라. …130)

(□는 해독불가)

128) 東亞日報 , 1925년 2월 18일자(｢火災數及原因｣). ; 東亞日報 , 1925년 2월 21일자
(｢同里三處火災｣). ; 東亞日報 , 1925년 2월 24일자(｢火中重傷｣).
129) 每日申報 , 1925년 4월 5일자(｢咸興소방조의 寄附募集成績, 資産家의 覺醒｣).
130) 每日申報 , 1925년 4월 17일자(｢一大新記錄을 作한 咸興消防組의 前途, 各 有志
人士로부터 寄附한 金額은 旣히 1萬圓 以上을 突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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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서 단기간에 지역 인사 150여명이 기부를 한 것도 놀랍지만, 지
역 세력가들이 1명당 평균 약 70원 가량의 상당히 많은 액수를 기부하였다
는 점도 언론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이는 앞서 고양군의 纛島消防組에
선린저축계와 금융계에서 각각 52원을 기부하였던 것과 비교해도 많은 금
액이다. 그리고 여타 공공사업에는 기부하지 않았던 ‘인색자류의 부호’들도
기부를 하고 있어, 당시 함흥 지역에서 소방조에 기부를 하는 분위기가 얼
마나 활발했는지 잘 보여준다.
소방조의 활동 역시 이전과 비슷하게 진행되었다. 1925년 4월 14일 每
日申報 의 한 기사를 보면 제목에 “南山에 山火, 소방조의 노력으로 즉시
진화하였다고”라고 되어있다. 실제 기사 내용에는 소방조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제목에서 소방조의 신속한 화재 진압 활동을 짐
작할 수 있다.131) 그리고 수해 시에도 신속하게 출동하여 상비소방대와 함
께 구호 활동을 진행하였다. 1925년 7월 17일 이촌동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 덕산의용소방대가 먼저 출동하여 주변의 이재민을 구호하였고, 그 뒤를
이어 경성상비소방대가 출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경성상비소방대는 이촌동
외에도 여타 경성 지역의 수해 지역에 출동해야 했기 때문에, 각 지역 의용
소방대의 이재민 구호 활동은 필수적이었다.132)
그리고 화재 발생 이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의 행사 등을 이
용해 防火宣傳 활동도 꾸준히 전개하였다. 일례로 부산에서는 1925년 경상
남도청 이전 축하회를 개최하면서 소방조가 瓦電회사, 시내 자동차 영업자
들과 협력하여 교통 및 방화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였다.133) 직접적인 방화
선전은 아니지만, 외국에 여성 소방조가 등장한 사례를 기사화하여 남성뿐
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소방 활동에 참여할 것을 간접적으로 선전하는 경우

131) 每日申報 , 1925년 4월 14일자(｢南山에 山火 소방조의 로력으로 즉시 진화하얏다고
｣).
132) 每日申報 , 1925년 7월 18일자(｢各消防組總出 의용소방대는 이촌동을 구호｣).
133) 東亞日報 , 1925년 4월 1일자(｢交通防火宣傳｣)에서 부산소방조의 방화선전 활동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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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었다.134)
소방 기구의 구입 등 소방 설비의 개선을 위한 소인극 역시 필요시 공연
하였다. 다음의 사례는 실제 소방활동을 하는 경찰당국과 소방조에서 소방
기구의 완비가 필요함을 절감하고, 소방조가 홍천장학회와 연합하여 소인극
을 주최한 것이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洪川邑에셔는 從來 消防器具의 設備가 不完全하야 不意의 失火를 遭할
時에는 多大한 損害를 貽하는 事가 多함으로 警察當局과 消防組에셔는 此
의 完備의 必要를 痛感하든 中 客月中에는 消防組와 同地獎學會의 聯合主
催로 消防器具購入과 當地貞淑女學堂經費補助의 目的으로 洪川靑年의 素
人劇과 妓生演奏會를 興行하고 其收入金 約六百餘圓으로써 消防器具購入
과 同學堂經費에 補充하얏다더라135)

기사의 말미에 소인극을 통해 거둔 수익금을 소방 기구 구입뿐만 아니라
정숙여학교 경비에 보충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소방조와 공동주최자인
홍천장학회에서 추진하였던 내용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통해 소방조가
경찰이 아닌 지역 사회의 다른 단체와 연합하여 활동을 전개하고 상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당시 소방조는 소속 지역에서 여타 조직과 소통을
하며 기존에 했던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소방조가 재정을 조금씩 갖추어 나가자, 지금까지의 사례와는 반대
로 그들이 외부에 기부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전라북도 익산에서
는 당시 재정난에 시달리던 유치원을 돕고자 新派金小浪 일행이 연극을 하
였고, 많은 지역 세력가들이 기부를 하였다. 그런데 그 중에 소방대도 일정
기금을 쾌척하였다.136) 즉 일부 소방조에서는 지역사회에 기부금을 낼 만큼
134) 여자 소방대에 대한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쥬젼란(역주-제1차 세계대전)이 막을 닷친 후로 녀자의 작업열이 각국에 왕셩하야
긔차의 차장, 자동차 운젼수 등은 지금은 녯말이 되얏고 심지어 경찰과 군대에지
녀자가 참섭하게 되얏는대 최근 미국에는 녀자 소방대가 조직되야 사진과 갓치 남자
이상의 활동을 하는 즁이다.” ( 每日申報 , 1925년 9월 9일자(｢女子의 消防隊｣).)
135) 每日申報 , 1925년 3월 25일자(｢洪川의 消防組의 學校의 經費로 - 素人劇과 妓生
演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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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과 활동에 짜임새를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소방서가 생기는 시
점에 소방조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앞 장에서 나타났던 소방조의 문제점 또한 계속 이어졌다. 대표적
으로 폭행 사례가 있다. 일례로 황해도 은율군 장연면 소방조에서 1200원의
예산을 세운 뒤 이를 지역 세력가들에게 기부받으려 했으나 하지 않았고,
소방펌프를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 문제를 견디지 못하고 조합원
이 탈퇴를 하였는데, 이를 통해 사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알 수 있
다.137)

慶南 泗川郡守 朴瑢夏氏의 公正한 行政下에 從來 放縱한 요구와 무리한
虛慾을 除去함에 憤慨한 泗川郡 泗川面 消防手의 今回暴擧는 一口難說이
며 其外에 所謂 公醫者의 診斷書도 曖昧한 點이 多하고 原告等이 意思가
少無한 告訴狀을 提出케 煽動 敎唆한 事實은 …138)

또한 이와 같이 소방조원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외부에서 통제
를 할 경우에 그 소방조원이 폭거를 행하기도 하였다. 당시 사천군수였던
박용하씨는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차별을 없애고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
136)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新派金小浪 一行이 裡里에서 一月一日부터 興行하야오든 바 私機關인 裡里幼稚園의 經營
難을 듯고 自進하야 一夜興行의 收入全部를 幼稚園에 寄贈하기로 하고 裡里 有志와 本
社裡里支局의 後援下에서 去五日夜 裡里座에서 行演하엿는데 … 現場에서 六百餘圓의
巨額에 達하는 大盛況을 呈하엿는데 그 同情金과 芳名은 如左하다고. … 金 十五圓 鮮
人消防組 ….” ( 東亞日報 , 1925년 1월 9일자(｢寄附興行盛况｣).)
137)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곳 몃몃 청년으로 조직된 댱련소방조(長連消防組)에서 동군 동부리(東部理) 임창
기(任昌基, 六四)란 로인을 비롯하야 각처에 무리한 행동이 만타하야 비난이 만흔 중
최근에는 그 조합원지 합비 를 버서버리고 탈퇴를 선언하는 사람이 만타는데 …
현금 삼십원의 긔부를 청하엿다는 바 그 주인은 구차한 형세에 도뎌히 삼십원지의
긔부를 할 수가 업슨즉 나는 사원만 내겠다 함을 듯고 밧게 있든 사람들에게 푸
를 쏘라하야 그들은 그 집 방문을 향하야 푸 를 발사함애 줄기찬 물이 창을 뚤코
드러가서 그 방안에 잇든 전긔 임창긔의 귀를 먹게 한 일도 잇다하며 그들은 다시 그
것을 을고 다니면서 지나가든 로동자에게 그 가튼 폭행을 한 일이 잇섯다 하야 그
가치 비난이 자자하다더라.” ( 東亞日報 , 1925년 12월 31일자(｢寄附金 적게낸다고
喞筒으로 冷水放射｣).)
138) 每日申報 , 1925년 5월 16일자(｢朴郡守는 至公無私, 泗川消防組問題內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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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 노력하였다. 일본인들은 불만을 가질 수 있었지만, 군민들은 대체로
군수를 존경하며 그를 따랐다. 그런데 이러한 군수의 태도로 인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방종한 요구와 무리한 허욕”을 제거당한 한 소방수가 폭거
를 일으켰다. 사건의 주범인 소방수가 조선인인지 일본인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139) 그의 폭거가 소방조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는지도 확실치 않으나,
당시 소방조에서 보일 수 있는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위의 사례들에
서 알 수 있듯이, 소방조는 일부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전문성와 체계성을
갖추어가려고 시도하는 당시의 소방 운영 체계와는 달리 이전의 활동을 그
대로 유지하였다. 또한 그 활동들 중 일부에 수반하는 문제도 여전히 답습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1920년대 전반에 예방 차원이 아닌 신속한 화재 진압을 목적
으로 하는 소방 전문 관청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여론과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맞물려 1925년 경성소방서가 조선 최초 소방 전문 관청으로
설치되었다. 이 시기 경성소방서는 이전보다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소방 체
계를 갖추어 나가는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1939년 이전까지 경성소방서가
소방 관청으로는 유일해, 기존의 소방조가 활동을 지속하였다.140) 따라서
소방서의 설치 목적과 그 성격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들은
이후 조선에 소방 체계를 개편하는 도화선이 되었다.

139) 기사 내용 중 이번 사건이 민족적 투쟁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점과 사천군수가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차별을 없앴다는 맥락상, 폭거의 주체는 일본인이었을 것으로 추
정한다.
140) 1939년 4월 1일 부산과 평양에 각각 소방서 1개소가 설치되었다(김상욱, 위 논문,
2009,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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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結語
지금까지 일제 강점 전반기에 조선의 소방 운영 체계가 어떠한 식으로 변
화했는지 부제 시행 이후 조선 ｢消防組規則｣이 제정된 1915년을 전후로
나누어 살펴보고, 1925년 전문 소방 기관인 경성소방서가 등장하기까지의
배경과 소방서 등장 후 기존의 소방 운영 체계인 소방조의 활동 양상을 고
찰하였다. 결어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의미를 파악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1910년 대한제국 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는 조선을 통치하는 데 필요한 각
종 규정을 제정하고 관청을 설립하였으나, 소방 분야는 기존에 있던 의용
소방 체계인 소방조를 활용하였다. 소방조는 재조일본인 거류민단이 자율적
으로 관리하였고 거류민단이 폐지되고 부제가 시행되는 1914년까지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였다. 소방조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민족별로 그 수에
차이가 있다. 이는 당시 일제의 통치 체제가 정립되어가는 과도기였기 때문
이다. 조직 구성은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간부급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
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부제가 시행되고 ｢消防組規則｣이 발포되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소방조의 재정은 주로 갹출금과 기부금으로 충당하되 각 지역별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재원이 있는 경우 그것을 활용하였다. 일본인 소방조는 일제
강점 직전에도 경상비를 마련하거나 조선의 지원을 받기도 하여 민족 간 소
방조 재정 부담의 경중에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소방 용수의 확보를 위해
소화전도 설치되는데 개항지, 일본인 거류지를 기점으로 등장하였다. 그 외
지역은 하천·저수지·우물 등에서 급수하였다. 소방조의 활동은 화재 방어,
수재 방어, 자경을 위한 야경업무이었고 때에 따라서 경찰과 협업하였다.
그리고 출초식, 소방 훈련 등을 시행해 防火 사상 및 소방조의 위력을 지역
주민들에게 선전하였다. 또 해당 지역에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 동원되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거류민단의 반발로 인해 유보했던 부제를 1914년에
시행하였다. 따라서 해당지역의 府와 조선총독부가 거류민단이 기존에 관할

- 60 -

하였던 공공사업들을 담당하였다. 소방조 역시 조선총독부 산하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활동하였다. 1915년 조선 ｢消防組規則｣이 제정․발포되었
는데 그 내용은 일본의 ｢消防組規則｣과 유사하지만, 조선 ｢消防組規則｣에
만 있는 조항도 있어 소방조를 조선인 배제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
다. 당시 조선의 소방 운영 체계는 경찰 권력 산하에서 중앙의 통제를 받았
다. 따라서 소방조는 사설․자치의 성격이 옅어지고 공설화되었다. 이 시기
소방조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나, 당시 사회 정책이 변화하되 민족 간 다
르게 적용되어 소방조 수 역시 영향을 받았다. 소방조 구성에서도 1910년대
전반에 보였던 일본인과 조선인 간부의 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消防組規則｣이 발포된 이후 소방조 재정은 부의 경우 각 부가 부담하고
그 외의 지역은 해당 지역주민에게 주로 갹출금을 거두거나 기부금을 받았
다. 소방조에서 기부금을 청하기도 하였다. 소화전의 설치도 확장되었는데,
1915년 이후 항만과 국경 인접지역, 철도 중심지에 다수의 소화전이 설치되
었다. 1910년대 전반과 마찬가지로 소방조는 다방면으로 활동했다. 대부분
은 이전과 같았는데, 그 외에도 소방후원회를 조직하거나 경찰·헌병과 함께
출동하여 조선인들을 탄압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하거나
횡포를 부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재조일본인의 수가 증가하고 조선총독부가 통치 기반들을 마련하자, 防
火·防水 활동을 넘어 실제 수화재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처하여 진압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1921년부터 제기되었으나 예
산상의 문제로 시행되지 않았다. 경무국 보안과 소속의 경성소방소가 1922
년에 설치되어 소방조와 차별된 모습이 일면 보였으나 역부족이었다. 전문
관청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 되었고, 경기도 경비과는 대안으로 소방대원의
급료 개정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당시 화재 발생 빈도도 증가하여 이에 심
각성을 느낀 조선총독부는 전조선 소방조두를 소집하는 등 소방 업무를 조
직화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성의 화재로 인해 전문 소방 운영
시설에 대한 여론이 일반인뿐만 아니라 관계 당국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
두가 되자 경기도에서는 소방과를 보안과에서 분리·신설하는 등의 소방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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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추어 나갔다. 결국 소방과는 폐지되고 1925년 4
월 1일 경성소방서가 설립되었다. ｢京城消防署規程｣을 이전의 조선 ｢消防
組規則｣과 비교하였을 때, 소방서는 나름의 독립적인 소방 운영 체계를 가
지고 활동할 수 있었다. 이후 ｢消防組規則｣도 일부 변경되었다. 경성소방서
의 재정은 경기도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되, 경성부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어 소방조의 재정 충당과는 다른 면모를 보였다. 한편 기존의 경성소방대
와 상비소방대, 경성소방서 모두 일본인 거주 지역에 설치되어, 전문 소방
기관들이 설치된 내면에는 일본인을 우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소방 전문 관청은 경성소방서 하나였기 때문에 경성부의 많은 인
구와 넓은 지역을 모두 관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소방조의 활동
은 경성소방서가 설립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소방서와 소방조는 독립적이
었기 때문에 소방서의 설립으로 인해 소방조의 운영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
았다. 재정 충당 방식, 활동 양상 모두 이전과 비슷하였고, 오히려 그 규모
가 커져 외부에 기부를 하는 사례가 있었다. 소방조의 폭행과 같은 문제점
도 여전히 지속되어, 전문성을 갖추어가려고 시도하는 당시의 분위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일제 강점 전반기 소방 운영 체계의 변천 과정을 전국적으로
분석하되 이것이 당시 사회 변화의 흐름과 연결되어 있음을 고찰한 점에 의
의가 있다. 소방 관련 규칙과 관청 모두 뒤늦게 등장하였고 이러한 배경에
는 당시 조선의 상황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1925년 이후 소방 운영 체계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
하였다. 경성소방서가 설치된 시점에는 소방 전문 관청과 소방조가 병존하
는 형태를 띠었지만, 이후 기타 도시들에도 점차 소방서가 설치되었을 것이
고 소방조도 이러한 전문 관청에 영향을 받아 이전보다 더욱 체계화되어 소
방 활동을 진행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이 국가총동
원법을 발포하면서 조선도 戰時 상황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한 차례 변화를
겪게 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본 연구와 연결하여 추후
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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哲学 47,

<부록 1> 1913~1923년 각 도별 일본인 인구수 및 거주 비율 (단위: 명)
1913
1914
1915
1916
1917
1918
1919
1920
1921
1922
1923
271,591 291,217 303,659 320,938 332,456 336,872 346,619 347,850 367,618 386,493 403,011
전국
(1.76) (1.83) (1.87) (1.93) (1.96) (1.97) (2.02) (2.01) (2.11) (2.19) (2.25)
77,801 83,108 87,309 92,834 91,727 89,047 91,092 90,870 95,903 99,271 102,348
경기도
(4.68) (4.90) (5.12) (5.29) (5.18) (5.02) (5.08) (5.09) (5.30) (5.44) (5.51)
4,575 5,594 5,716 6,435 7,267 6,511 6,714 5,883 6,410 6,672 7,531
충청북도
(0.67) (0.79) (0.81) (0.88) (0.97) (0.87) (0.89) (0.76) (0.83) (0.86) (0.96)
13,964 14,488 15,660 17,658 17,936 17,977 18,089 16,814 17,208 18,366 18,830
충청남도
(1.33) (1.40) (1.47) (1.62) (1.61) (1.61) (1.62) (1.48) (1.50) (1.58) (1.61)
15,658 17,761 19,691 19,712 21,123 21,869 22,661 21,254 23,094 23,164 24,094
전라북도
(1.51) (1.66) (1.83) (1.80) (1.89) (1.94) (1.99) (1.74) (1.90) (1.89) (1.93)
19,920 21,309 22,433 24,567 25,417 25,636 25,905 26,659 27,870 29,144 30,600
전라남도
(1.15) (1.19) (1.23) (1.32) (1.35) (1.37) (1.37) (1.36) (1.43) (1.49) (1.53)
17,838 21,592 22,144 25,531 28,068 28,865 29,825 28,744 29,731 33,843 37,657
경상북도
(0.97) (1.15) (1.14) (1.28) (1.37) (1.40) (1.43) (1.36) (1.40) (1.61) (1.76)
62,059 61,705 63,162 62,536 62,254 61,869 64,052 65,467 69,750 71,471 72,230
경상남도
(3.88) (3.73) (3.67) (3.58) (3.53) (3.55) (3.64) (3.70) (3.86) (3.92) (3.94)
7,057 9,182 9,271 9,596 10,613 13,533 12,316 14,255 15,032 13,796 14,248
황해도
(0.60) (0.74) (0.74) (0.76) (0.82) (1.03) (0.94) (1.11) (1.16) (1.06) (1.07)
17,761 18,265 18,264 19,045 22,722 25,502 28,094 27.646 29,513 31,495 33,841
평안남도
(1.76) (1.72) (1.73) (1.76) (2.00) (2.24) (2.47) (2.55) (2.67) (2.79) (2.94)
9,123 9,771 9,530 10,084 10,436 10,391 11,091 12,040 12,859 13,741 14,291
평안북도
(0.81) (0.84) (0.81) (0.84) (0.85) (0.83) (0.89) (1.00) (1.04) (1.08) (1.10)
4,905 5,600 5,791 5,986 6,391 6,464 6,014 6,459 6,797 7,471 7,677
강원도
(0.50) (0.53) (0.54) (0.54) (0.57) (0.57) (0.52) (0.55) (0.57) (0.62) (0.63)
13,112 13,551 14,185 15,316 16,317 16,557 16,434 15,828 16,311 17,747 18,335
함경남도
(1.20) (1.20) (1.22) (1.28) (1.34) (1.35) (1.33) (1.29) (1.31) (1.41) (1.46)
7,818 9,291 10,503 11,638 12,185 12,651 14,332 14,931 17,140 20,312 21,329
함경북도
(1.60) (1.85) (2.05) (2.23) (2.31) (2.41) (2.70) (2.85) (3.12) (3.26) (3.58)

출전: 朝鮮總督府統計年報 , 1910~1919年版, 人口 > ‘市郡道別 戶口及人口’, ‘國籍別 人
口構成比及性比’ 중 일본인 부분 편집.
비고: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지역별 전체 인구 중 일본인 거주 비율(단위: %)

<부록 2> 1918, 1922~1925년 상비 소방조 직원 수 변화 (단위: 명)
1918
1922
1923
1924
1925
조선인일본인 합계 조선인일본인 합계 조선인일본인 합계 조선인일본인 합계 조선인일본인 합계
21
80
전국 (35) (16) 101 112 99 211 118 103 221 123 101 224 116 143 259
21 101 86
84 170 86
84 170 87
82 169 78
78 156
경기도 80
(20)
3
8
11
9
10 19 13
10 23 14
9
23
경상북도
(6) (2)
경상남도 1
43 44
23
7
30 23
9
32 23
9
32 23
13 36
평안남도 (9) (14) -

출전: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18~1925年版. 警察>消防組 중 常備組織數.
비고: 괄호 안의 숫자는 일본인 소방조 내 상비소방원 수. 상비 소방조 내 조원의 수와는 별
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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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n the Change of Fire-Fighting
Operation System and Establishment of Fire Station
During Early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1910-1925)
Lee Jae sun
History Education Major,
Department of Soci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 in
fire-fighting operation system from beginning of japanese occupation
period to establishment of Kyungseong Fire Station(京城消防署),
corresponding to the year 1910-1925. Th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or on activities of Fire-Fighting Service(消
防組) and fire-fighting organizations of certain areas. The study,
accordingly,

sought

to

investigate

organizing

the

nationwide

Fire-Fighting Service and their activities of Joseon around the legislation
of Rule for Fire-Fighting Service(消防組規則) as well as background of
emergence of fire station and the implication of the activities of
Fire-Fighting Service performed simultaneously with the establishment of
fire station.
The Japanese in Joseon before the annexation of the Korean Empire
set up the Fire-Fighting Service, a voluntary fire-fighting organization,
in their residential district for the guarantee of personal security.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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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was used by the Joseon Governor General(朝鮮總督府) even
though the Office establish other variou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offices after the annexation in the year 1910. The Japanese
Fire-Fighting Service was managed by the Japanese settlement
corporations in Joseon(在朝日本人 居留民團) and other Fire-Fighting
Services were also managed by the members voluntarily. The number of
the Fire-Fighting Service increased, however it was a time of transition
for establishing government system, in that, for example, Korean
organization increased whereas the Japanese one decreased. The
Japanese distributed relatively more on executive level in organizational
composition.
The Fire-Fighting Service was funded from, if any, the local financial
resource, though mainly from contribution and donation. The financial
burden between ethnics, however, differed from each other. The fire
hydrants equipped to obtain fire-fighting water were placed in mainly
treaty ports and Japanese residental districts as a starting point. The
fire-fighting waters, in other regions, were obtained from river, reservoir
or wells. The activities of Fire-Fighting Service included defense against
flood or fire accidents and night patrol and sometimes they cooperated
with police officers. They also promoted movements for prevention of
fire accident and strength of Fire-Fighting Service through conducting
such events as roll-out ceremony or fire-fighting discipline. Besides they
were mobilized locally when work forces were need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Bu

system(府制)

in

1914,

the

responsibilities for public works in each regions shifted from Japanese
settlement corporations to Bu and the Joseon Governor General, forcing
the Fire-Fighting Service to be under the control of the Joseon
Governor General. The clauses of Rule for Fire-Fighting Service(消防組
規則) legislated and publicized was similar in many ways with tha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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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however, some clauses were unique. The fire-fighting operation
system afterward was controlled by central government under police
authorities and the Fire-Fighting Service was publicized. The overall
number of Fire-Fighting Service after 1915 increased, however it
differed between ethnics due to discriminatory social polices. The
number of officials of each ethnic group differed as well.
The budget of Fire-Fighting Service, after the proclamation of the
Rule for Fire-Fighting Service, was served by each Bu and, in the
regions

other

than

Bu,

by

contribution

and

donation.

Some

Fire-Fighting Services asked for donation. The number of fire hydrants
also increased thanks to many ones equipped at regions port, near
border and railroad hubs after 1915. Some Fire-Fighting Service, in
addition to the existing activities including defense against flood or fire
accidents, night patrol, roll-out ceremony and discipline, founded
supporters’ association for fire-fighting. Some Fire-Fighting Service's
members, along together with police and military police, suppressed and
assault Koreans without any reasons.
As the Joseon Governor General built governance system and Japanese
in Joseon increased, the needs for exclusive fire-fighting institution were
raised since 1921. The plan was, however, delayed because of limited
finance and the Kyungsung fire substation(京城消防所) established in
1922 was not enough to deal with the fire accidents. The Joseon
Governor General, in response to the increasing fire events, attempted
many measures including the summon of all heads of Fire-Fighting
Service in Joseon. However the fire accietns in Kyungsung did not
decrease. Those lead to the raising of public opinion demanding the
establishment of exclusive fire-fighting institution is needed. The
fire-fighting department, in Gyeong-gi Do, was separated from security
department because of professionalizing fire-fighting work. B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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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was abolished and the Kyungsung Fire-Station(京城消防署)
was established in 1925.
The Rule for Kyungsung Fire Station(京城消防署規程) set the fire
station as more independent organization compared to one set in the
Rule for Fire-Fighting Service, which was also revised afterward. The
budget of Kyungsung Fire Station, unlike the Fire-Fighting Service, was
financed mainly by local fund from Gyeong-gi Do and partly by
Kyungsung Bu. The existing fire-fighting unit and standing one in
Kyungsung, and Kyungsung Fire Station was established in Japanese
residential district, meaning that the behind motive for establishment of
exclusive fire-fighting institution was preferential treatment for Japanese.
The Kyungsung Fire Station and Fire-Fighting Service existed together
because of limited capacity of former to serve Kyungsung Bu
completely. Two institutions were autonomous. Therefore the activities
and financial resource of

Fire-Fighting Service remained as it had

been, and it contributed to other organizations as the size have become
bigger. However Fire-Fighting Service still had the problems such as
violence by that members, reversing the intention of those time for
professionalization.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fire-fighting operation system in the
early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was linked to the flow of social
change at that time. And all the rule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fire-fighting were established lately compared to those of other social
areas, reflecting the situation of Joseon at those time.
Keywords : Fire-Fighting Service, The Rule for Fire-Fighting Service,
Bu

system,

Kyungsung

Fire-Station,

The

Kyungsung Fire Station, The Japanese in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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