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37 -

일제하 형 의 건설과 ‘개발재난’ *
- 일본질소의 부 강수력발 소 건설 사례를 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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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지 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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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력산업은 규모 토목공사를 동반하며 추진된다. 그로 인해 개발을 거치며 

력산업의 개발 장은 비가역 인 재편을 겪는다. 이 은 한국에서 최 로 

추진된 형  건설 사업이었던 日本窒素肥料株式 社(이하 ‘일본질소’로 약칭)

의 赴戰江水力發電所 건설 과정과 그에 따른 개발 지의 변화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건설 이후의 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개발 지에서 각종 재난이 

*  본 논문은 2019년도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 연구클러스터 구축 지원 사업

의 지원을 받았음. 본 논문은 양지혜, 2020 �일제하 일본질소비료(주)의 흥남 건설과 지역

사회�, 한양 학교 사학과 박사학 논문의 Ⅳ장 2 을 수정․보완한 이다. 2019년 12월 

개최된 <식민지기 조선 북부의 개발과 지역사회> 학술회의에서 명쾌하고 사려 깊은 토론

을 해주신 강정원 선생님과 이 을 심사해주신 익명의 심사 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

다. 수정과정에서 충분히 반 하지 못한 지 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린다.

** 조선 학교 재난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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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증한 에 주목해, 개발에 한 정치․법률․사회  규제가 취약했던 식민지 조

선의 지역사회에서는 개발 그 자체가 하나의 ‘재난’이 되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일본질소는 기업가 野口遵(1873~1944년)이 설립한 기업그룹으로, 1944년 40

개의 계열사를 포함한 근  일본의 ‘신흥재벌’이었다.1)1)1908년 일본 九州에서 同

名의 母 社가 창립된 이래 일본질소가 이처럼 단기간에 격히 성장한 것은 식

민지 조선으로 진출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질소는 1925년 조선 진출 계획을 발표

하고, 이후 함경남도 赴戰江․長津江․虛川江과 평안북도 鴨綠江에서 차례로 

형 수력 력사업을 추진했다. 한 여기에서 생산한 력을 바탕으로 함경남도 

南에 세계  규모의 화학공업단지를 구축했다. 그 결과 일본질소는 1942년 

조선 내 공업 투자자본 의 1/4을 유할 만큼 조선 산업계의 최  기업으로 

부상했으며,2)2)이를 동력으로 일본제국 차원의 핵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일제시기 일본과 조선의 산업․경제에서 일본질소가 차지한 이러한 치와 역

할에 주목해 일본질소의 사업에 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특

히 력산업과 련해서는 1910년  이래 火力 심의 소규모․지역분산 이었

던 력생산․공 체계가 1920년  반 일본질소의 부 강발 소 건설 이후 水

力 심의 규모․지역통합  체계로 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조선총독부의 

력정책과 함께 일본질소의 자본 투자가 요한 역할을 차지했다는 사실이 밝

졌다.3)3)그럼에도 기존 연구의 공통된 심은 ‘총독부’와 ‘일본질소’라는 양자의 

1) チッソ, 2011 �風雪の百年-チッソ株式会社史�, DNP年史センター 참고.

2) 東洋經濟新報社, 1942 �年間朝鮮(朝鮮産業の共榮圈參加體制)�, 26-27면(허수열, 2005 �개

발 없는 개발�, 은행나무, 173면에서 재인용).

3) 朝鮮電氣事業史編纂委員 , 1981 �朝鮮電氣事業史�, 中央日韓協 ; 尹明憲, 1985 ｢朝窒に

よる電源開發｣ �朝鮮における日窒コンツェルン�, 不二出版株式 社; 호리 가즈오(주익종 

옮김), 2003 ｢조선의 력업과 일본자본｣ �한국 근 의 공업화: 일본 자본주의와의 계�, 

통과 ; 김경림, 1990 ｢1930년  식민지조선의 기사업｣ �사학연구� 42; 김경림, 

1995 ｢일제말 시하 조선의 력통제정책｣ �국사 논총� 66; 김경림, 1999 ｢식민지 시기 

독  기사업 체제의 형성｣ �梨大史苑� 32; 김경림, 2001 ｢식민지시기 조선의 독  

기 수 구조와 공업구조의 기형화｣ �이화사학연구� 28; 広瀬貞三, 2003 ｢‘満州国’におけ

る水豊ダム建設｣ �新潟国際情報大学情報文化学部紀要� 6; 오선실, 2008 ｢1920~30년  

식민지 조선의 력시스템 환｣ �한국과학사학회지� 12-1; 김웅기, 2010 ｢일본질소에 의

한 압록강 본류 원 개발과 조선총독부․만주국 간의 공조｣ �근  열강의 식민지 통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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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한 분석에 집 되어 왔다.4)4)그러나 연구의 심이 식민정부와 기업의 

양자로 국한되는 한 개발의 역사는 정치가․ 료․기업가․기술자와 같은 ‘ 문

가들의 역사’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해서는 개발에 한 하향

식 근을 넘어, 개발 지에 한 심에서 출발하는 상향식 근이 실하다. 

이 에서는 일본질소의 부 강수력발 소 건설을 ‘개발 이후 개발 지의 사

회․환경의 변화’라는 주제를 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5)5)이 사업은 일본질소

가 조선에서 추진한 최 의 로젝트로,6)6)사업 착수 이후 해방 직 까지 20여 

년간 지역사회에서 벌어진 장기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사례이다. 여

기에서는 특히 발 소 건설 이후 지역 환경의 격한 재편과 그에 따른 재난의 

증가 양상을 주목하겠다. 이를 통해 ‘개발에 따른 재난(disaster caused by 

development)’이자, ‘재난으로서의 개발(development as a disaster)’로  건설

지 인근에 ‘개발재난’(이하, ‘’ 생략)이 발생한 과정을 규명할 것이다. 특히, 개발

에 한 정책  규제가 부재했던 ‘식민지 조선’이 가진 정치  조건이 그 재난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을 유념하며, 제국 내의 정치  격차 

국민통합�, 동북아역사재단; 오진석, 2011 ｢일제말 력국가 리체제의 수립｣ �연세경제

연구� 18; 오진석, 2012 ｢1920~30년   력통제정책의 수립과정｣ �사학연구� 108; 李

光宰, 2013 �韓國電力業の起源�, 柘植書房新社; 정 지, 2016 ｢조선총독부의 력통제와 

일본질소비료회사의 력사업｣, 연세 학교 석사논문.

4) 개발연구에서 분석의 이 ‘國家  場’의 문제로 국한되어 온 것에 해서는 여러 비

 논의가 제기되었다. 표 으로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리엄 이스털리(김

홍식 옮김), 2016 � 문가의 독재: 경제학자, 독재자 그리고 빈자들의 잊힌 권리�, 열린책

들; 린 리엄스, 폴라 메스, 이티 리스(손 상 외 옮김), 2016 �개발도상국과 국제

개발�, 푸른길.

5) 이 에서 분석하는 일본질소의 발 소 건설과 지역 환경 변화에 해서는 이미 内稔, 

1985 ｢朝鮮民衆との摩擦․抵抗｣ �朝鮮における日窒コンツェルン�, 不二出版株式 社, 285 

-287면(부 강발 소 사례)과 강정원, 2016 ｢1930년  일제의 조선공업화와 산림정책｣   

�한국근 사연구� 79, 211-213면(장진강발 소 사례)이 발표된 바 있다. 이 에서는 

이러한 선구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과 환경’ 나아가 ‘개발의 사회  비용’에 한 근

을 통해 련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고자 한다.

6) 이는 일본질소가 조선에서 시행한 여러 사업(수력발 소 건설, 탄  개발, 화학공업 등) 

 해당 사업이 첫 번째로 시행된 사업임을 의미한다. 일본질소는 부 강수력발 소 건설

을 기 으로 조선에서의 본격  사업을 시작해, 이후 흥남공업단지의 화학공업을 비롯

한 여러 방면으로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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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그 과정을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식민지기 개발의 功過를 지역사회의 

시선에서 분석하고, 나아가 일제시기 이래의 경제성장주의  개발 행에 한 

비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하고자 한다.7)7)

이 의 분석 상인 부 강수력발 소는 ‘유역변경식 공법’과 ‘  구조’라는 

당  최신의 건설기법을 도입한 신  개발 사업으로 알려져 왔다.8)8)강 상류에 

형 을 건설해 물을 가두고, 그 물을 산맥에 뚫은 지하터 로 통과시켜 原流

에 비해 낙차가 큰 역방향으로 떨어트리는 발 공법이었다.9)9)건설 당시 이 사업

은 최신의 건설공법으로 자연을 정복한 근 과학의 쾌거로 알려졌으며,10)10) 력

의 생산뿐 아니라 발 소에 인 한 함흥평야의 개시설 개선과 인 지역 내 홍

수․가뭄을 구히 해결한 개발의 성공사례로 선 되었다.11)11)이 에서는 이러

한 장 빛 망과 개발 지의 지역사회가 마주한 실 사이에 많은 괴리가 있었

음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해  세계 으로 형 의 건설 이후 인 지역이 ‘희생지 화’하는 

경향을 분석한 여러 기존 논의들을 참고하고자 한다.12)12)이들 연구는 개발 이후 

 7) 다만 이 에서는 지면 계상 부 강수력발 소 건설지에서 발생한 개발재난의 양상과 

그에 한 지역사회의 응에 분석의 을 맞추고자 한다. 개발 이후 지역사회의 면

 변화에 해서는 추후 별도의 원고를 기약하겠다.

 8) 조선에서 유역변경식 공법의 용은 당  ‘최신’의 공법이기는 했지만 일본질소가 ‘최 ’

로 용한 것은 아니었다. 최  용은 1920년   강산 기철도(주)에 의한 총 출력

량 1만 3,500㎾(1930년  후반 합계) 규모의 수력발 소 건설 과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9) チッソ, 앞의 책, 61-67면.

10) 부 강발 소 건설 이후 일본질소의 발 소 개발에 한 주요 선 담론에 해서는 野口

遵 述, 安藤德器 編, 1938 �今日を築くまで�, 生活社 외에, 최근 연구로 김은혜, 2013 ｢아

시아 개발주의 원풍경: 수풍  이미지｣ �한림일본학� 22를 참고할 수 있다.

11) “나아가 發電 放流를 이용해 함흥평야 1만 수천 헥타르를 灌漑하고, 홍수․가뭄으로 어

려움을 겪던 이 평야를 원히 비옥한 땅으로 변화시켰다.”(飯田賢一 編, 1982 �技術の社

史-重工業化の展開と矛盾�, 有斐閣, 230면); “ 수지 하류의 하천 유량이 조정된 결과, 

어느 하천에서나 홍수는 없어졌다. 수지의 호수는 수상 교통으로 이용되었다.” “부

강․장진강의 두 발 소의 방수는 1만 수 천 헥타르인 함흥평야의 논을 셔 가뭄은 

사라지고 따라서 매년 풍성한 비옥한 토지가 생겼다.”(朝鮮電氣事業史編纂委員 , 1981 

�朝鮮電氣事業史�, 中央日韓協 , 458면).

12) “희생지 (Sacrifice zone)”는 경제개발과 환경훼손으로 인해 구 으로 괴된 지역을 

의미하는 용어로, 리즘과 환경학 분야에서 국제․국내 경제개발과 그에 따른 기후변



일제하 대형 댐의 건설과 ‘개발재난’·241

지역 생태계의 변화,13)13) 염병의 발생,14)14)지역주민의 개발난민화15)와15)같은 다양

한 주제로 그 논의의 폭을 확 하고 있다. 이 에서는 이러한 기존 논의들을 

참고해, 발 소의 건설 이후 지역 내 물기근․침수․붕괴 등 재난의 발생 양상

을 기업의 ‘이익’과 지역민의 ‘생존․생계’ 사이의 갈등에 을 두고 분석하고

자 한다.16)16)

화  재난이 소득․ 발 ․소수자 거주지에 집 되고 있음을 비 하기 해 사용되

고 있다. 특히 력생산 과정에서 력의 생산지역(수력  원자력발 소 건설지)과 소

비지역 사이에서 나타나는 불평등과 그에 따른 희생지 화에 해서는 다음의 련 논의

들을 참고할 수 있다. 나오미 클라인(이순희 옮김), 2016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열

린책들, 436-443면; 다카하시 데쓰야(한승동 옮김), 2013 �희생의 시스템 후쿠시마 오키

나와�, 돌베개, 24-35면, 169-189면; 비자이 라샤드 편(추선  옮김), 2018 �아스팔트

를 뚫고 피어난 꽃: 자본주의 시  기후 변화에 한 단상�, 두 번째테제.

13) 수력발 을 한  건설 이후 지역 생태계 변화에 해서는 다음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패트릭 맥컬리(강호정 외 옮김), 2001 �소리 잃은 강�, 지식공작소의 ｢2장. 강은 더 

이상 없다｣; 리처드 화이트(이두갑․김주희 옮김), 2018 �자연기계�, 이음; 가이아 빈스

(김명주 옮김), 2018 �인류세의 모험�, 곰출 의 ｢3. 강｣. 이외에 수력발 을 한  건

설 이후 기후변화 발생과 련해 “기후변화의 원인제공자가 아님에도 가장 큰 피해를 입

는 당사자”를 “기후채권자”로 정의하고, 그에 따른 희생의 문제를 분석한 나오미 클라인, 

앞의 책, 22면의 논의 역시 참고할 수 있다. 

14) 운하  의 건설 이후 염병의 유행에 해서는 패트릭 맥컬리, 앞의 책, 152-171면과 

요아힘 라트카우(이 희 옮김), 2012 �자연과 권력: 인간과 자연, 갈등과 개입 그리고 화

해의 역사�, 사이언스북스, 226-231면을 참고할 수 있다. 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례 

 개사업으로 인한 만의 말라리아 유행에 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顧雅文, 2005 ｢植民地期台湾における開発とマラリアの流行-作られた‘悪環境’｣ �社会経済

史学� 70-5.

15) 수력발 소 건설에 따라 발생하는 수몰민을 비롯해, 력산업의 확 에 따른 개발난민은 

재까지도 세계 인 사회문제로 재 되고 있다. 이에 해서는 다음의 분석을 참고할 

수 있다. 패트릭 맥컬리, 앞의 책, ｢제3장. 운명의 사원｣; 이응철, 2011 ｢싼샤 (三峽大

坝) 건설의 사회  의미: 자연과 과학기술, 국가와 인민의 경합｣ � 국학연구� 57; 장훈

교, 2016 � 양 쟁: 공통자원 기반 진 민주주의 로젝트�, 나름북스.

16) 부 강발 소 건설지의 경우, 생태 변화에 한 가장 기  사료라 할 수 있는 기후통계

마 도 집계되지 않아(�조선총독부 측소연보�에 따르면 신흥군 동상면의 기후변화 집

계는 1938년의 1건이 유일하다) 장기사  근을 할 수 없었다. 여기에서는 다만, 개발에 

따른 지역사회의 피해를 일차 으로 규명하는 차원에서 분석을 집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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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질소의 조선 수력 원 개발과 면세 특혜

① 화력 력 개발과 비용 ② 화력 력 개발과 수력 력 개발

③ 수력 력 개발과 지역민의 배상  요구 ④ 조선으로 간 일본질소

⑤ 본문(발췌)

• 조선회사원: 무엇보다도 내가 싸다고 생각한 건 첫째로 水利權이 공짜라는 거야.

• 일본회사원: 內地라면 비싸게 팔기도 하고, 비싸게 값을 매겨서 자본이 엄청 들 텐데.

• 조선회사원: 그게 없을 테니 우선 수리권 매수비라는 엄청난 낭비가 없지. 둘째로는 인 지역[원  

   문은 沿道町村 - 인용자]의 불평이 어.

• 일본회사원: 그 말은?

• 조선회사원: 아이고, 수리․ 개에 불편이 생긴다느니, 여러 가지로 인 지역에 불편이 생기겠지.  

   그것 때문에 지 않은 시간과 수수료가 들고, 꽤 많은 배상 을 뜯기지.

• 일본 회사원: 그 지.

<그림 1> 부 강발 소 건설과 조선의 수리권(만평 ‘조선수 ’의 일부)

※ 출 : 下村海南, 1929 �さし潮ひき汐�, 日本評論社, 155-164면.
※ 비고: 실제 삽화의 그림과 하단의 화가 일 일로 응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는 4컷의 삽화를 인용하고(①~④), 주요 화 내용은 별도로 일부만을 발췌했다(⑤).   
   각 삽화의 번호와 제목은 편의상 필자가 임의로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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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림은 ‘조선수 ’이라는 만평의 일부로, 원본은 1929년 일본평론사에서 

발간한 만평집에 수록되었다. 이 만평은 일본질소의 조선 진출에 한 ‘조선회사

원’(조선에서 재직하는 일본인 회사원을 의미 - 인용자)과 ‘일본회사원’의 가상 

화를 본문으로 하고, 여기에 6개의 삽화를 포함했다. 작가는 력기업을 도깨

비로, 株主와 지역민을 돈 먹는 괴물로 묘사하며 기업친화 인 시 에서 일본질

소의 조선 진출 기를 풀어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력개발은 화력과 수

력 모두 부지 비용, 주주 배당, 원료비(석탄․수리권), 청부공사 비용 등으로 인

해 낭비가 많은 사업이었다(<그림 1> ①, ②, ③). 하지만 일본질소는 조선으로 

진출해 낭비를 피할 수 있었다. 일본에서는 수력발 용 水利權을 얻기 해 지

역 행정기 에 높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고, 수리․ 개 문제에 해 지역민들

이 요구하는 배상 도 지불해야 하지만(③), 조선에서는 두 가지 비용이 모두 

무료이기 때문이었다(⑤). 작가는 일본질소의 조선 진출이 “內地 사람들에게 좋

은 모범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④․⑤).17)17) 

만평을 통해 단 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일제하에서 발 용 수리권의 

획득과 이를 통한 수력 력의 개발 과정은 일본과 조선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이미 제1차 세계 을 후로 발 용 수리권을 확보하기 한 기업 

간의 경쟁이 과열되었다.18)18) 기야 수리권이 ‘거래’되는 투기화 양상까지 나타나

면서 일본 정부에서는 발 용 수리권의 이 ․ 여를 지하는 한편, 수리권의 

허가 이후에는 1년 이내에 발 소의 착공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정하기도 했다.19)19)

한 ‘하천법’(1897년 제정) 제42조에 근거해, 발 용으로 수리를 사용하는 경

우에는 해당 하천 소재지의 지방 청이 기업 측에 일정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규정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그 수익의 용도를 하천 정비 사업 실시비로 

17) 下村海南, 1929 �さし潮ひき汐�, 日本評論社, 164면.

18) 당시 일본의 력산업과 조선의 력산업의 차이에 해서는 朝鮮電氣事業史編纂委員 , 

1981 �朝鮮電氣事業史�, 中央日韓協 를 참고.

19) 체신성 기국장․내무성 토목국장 발신 → 각 지방장  수신(이하 ‘→’는 발․수신을 의

미), ｢水利使用出願事件取扱ニ關スル件｣, 1918.09.20.(內務省 土木局 河川課 編, 1936 �河

川法關係法規類集�, 常磐書店, 311면); 체신성 기국장․내무성 토목국장→각 지방장 , 

｢水利使用事業取扱ニ關スル件｣, 1919.06.09.(內務省 土木局 河川課 編, 의 책, 3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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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해서, 력산업으로 인한 하천의 변화에 응하기 한 정비 비용을 기업 

측에 부과하도록 했다.20)20)그 부과율은 각 지방 청장이 해당 기업과 정해서 

결정하도록 규정했는데,21)21)이로 인해 산업이 집된 지역이나 수력발 상 유리

한 지 에서는 지방 청이 정부가 제시한 표  액율을 뛰어 넘어 더 높은 

액을 기업 측에 요구할 수 있었다. 일례로 1924년 재 일본정부 토목국장이 제

안한 해당 액의 표  부과율은 ‘발 수력 1이론마력 당 매년 1원 이내’ 다.22)22)

그러나 같은 해 佐賀縣에서는 宇治川 본류의 발 용 수리권에 ‘1이론마력 당 매

년 8원’의 사용료를 거두어 들 다. 여기에 해당 하천의 경과지인 京都府에서도 

추가로 50 씩을 기업 측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논의를 거듭하기도 했다.23)23)즉, 

일본 내에서 발 용 수리권을 사용하는 기업은 게는 매년 1이론마력 당 1원

씩, 많게는 그 8배 이상을 사용료로 납입해야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질소 역시 이러한 조건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일본질소의 � 역회의록�을 

살펴보면, 1910년  일본질소가 岐阜․愛知․廣島․島根․熊本․鹿児島縣 등 6

개 이상의 縣을 상으로 유망한 수력지 을 조사하고, 경쟁 으로 수리권을 신

청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24)24)다만 이 과정은 그리 매끄럽지 않았다. 해방 후

에 前 조선총독부 내무국장이 남긴 회고에 따르면, 일본질소 사장 野口遵은 조

20) ‘하천법’ 제42조의 문은 다음과 같다. “흐르는 물을 가두거나, 는 끌어들이기 한 공

작물의 시설, 기타 하천의 사용 는 용을 허가할 때에는 그 리자, 사용자 는 용

자로부터 사용료 는 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 조항의 사용료 는 용료, 기타 하

천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府縣에 귀속한다.”(內務省 土木局 河川課 編, 의 책, 264면) 

21) 일차 으로는 지역의 정에 근거하고, 최종 으로는 정부에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무성 

토목국장→京都府知事, ｢發電用水利使用料徵收ノ件｣, 1897.11.01.; 토목국장→각 지방장

(沖縄縣 제외), ｢水ノ使用料徵收ニ關スル件｣, 1921.12.26.; 토목국장→각 지방장 , ｢發

電ノ爲ニスル水利使用ニ シ使用料其ノ他徵收ニ關スル件｣, 1922.04.11.(內務省 土木局 河

川課 編, 의 책)

22) 토목국장→각 지방장 , ｢發電用ノ水ノ使用料徵收ニ關スル件｣, 1924.06.11.(內務省 土木

局 河川課 編, 의 책)

23) 滋賀縣知事→京都府知事, ｢宇治川第一期發電用水利使用料徵收ノ件｣, 1925.02.07.(內務省 

土木局 河川課 編, 의 책)

24) �重役 議事  大正4年度~7年度�, 1916.10.28; 1917.05.12; 1917.05.05; 1917.07.04; 1917. 

09.20.(�日窒抄 �, 41-44면) 문서건별 이름이 날짜와 동일하기에, 문서철명과 날짜만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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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진출을 결심한 이유에 해 “內地에서는 水力은 안 돼. 아무리 조그만 강이

라도 시끄러워서, 그 게 득달같이 돈을 받으러 찾아오는 일본은 싫어. 조선이라

면 틀림없지.”25)라고25)답변한 바 있었다. 한 일본질소에서 조선 내 발 소 건설

과 각종 토목사업을 실질 으로 담했던 久保田豊 역시 “일본 內地는 기성 재

벌에 의해 모두 개발이 되어 있어서 그 사이에 끼어 들 여지가 없었다. 발 소

나 공장을 새로 세우려고 해도 부 다 이권과 보상으로 얽 있어서 계획이 원

활하게 진척될 수 없었다.”라고 증언했다.26)26)일본에서는 수리권을 둘러싼 기업 

간 경쟁이 심각했을 뿐만 아니라, 개발에 한 지역의 여론이나 보상 요구가 복

잡했던 것을 보여 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타의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질

소 역시 발 소 건설 이후 수리권 사용료 명목으로 해당 지방 청에 매년 일정 

액을 납부해야만 했다. 그 납부 규모를 확인해 보기에 앞서, 먼  조선에서 

련 상황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질소가 조선 진출 계획을 발표한 1925년 당시는 조선에서 발 용 수리권

의 유망함이 막 알려지기 시작한 시 으로, 일본질소는 막 한 자본을 동원해 

조선의 수력 력 시장에 선두로 진입했다. 이때 조선총독부에서는 1927년 기존

의 ‘하천취체규칙’을 폐지하고, 이를 신해 조선총독부령으로 ‘조선하천령’(1927. 

01.22. 제정, 1927.06.01. 시행)을 발표하면서 하천을 둘러싼 제반 법령을 정비했

다. 여기에 따르면 총독부 역시 일본 정부와 마찬가지로 하천 이용에 해 비용

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구체 으로는 하천에서 流水를 끌어 쓰거나 하천을 占

用할 경우 총독부와 도지사가 사용 요 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하천령’ 제3

장), 한 “도지사가 리하는 하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도지방비의 수입으로 

한다”고 지정한 것이다(제4장 39조 1항). 이를 토 로 각 道에서는 道令으로 ‘하

천사용료규정’을 발표하고,27)27)하천을 사용하는 각종 사업에 수리권 사용료를 징

25) 高梨光司 編, 1952 ｢朝鮮關係 座談 ｣ �野口遵翁追懷 �, 野口遵翁追懐録編纂 , 899- 

900면.

26) 永塚利一, 1966 �久保田豊�, 株式 社電氣情報社, 128면.

27) 해당 道令의 명칭은 각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일례로 라남도에서는 ‘하천사용

료징수규정’으로 명명하던 것을 1937년 ‘ 라남도하천사용료규칙’으로 개정하기도 했다. 

｢조선총독부 라남도령제20호｣ �조선총독부 보� 3212, 193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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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기 시작했다.28)28)

신문기사에 따르면 이 ‘하천령’의 제정 이래 조선에서 수리권 사용료의 주된 

부과 상은 지역의 소업자들이었다. 여기에 해 특히 水車․水砧 등을 운

하는 세업자들은 그 수익에 비해서 사용료 부과율이 과 하다고 불만을 제기

했으며,29)29)충청북도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畓의 하천사용료 부과율이 높았던 

을 둘러싸고 도청과 도회의원 사이에 오랜 기간 갈등이 지속되었다.30)30) 한 함

경남북도에서는 벌목업자들이 이 과세 문제를 제기했는데, 국유림 벌채에 한 

세 을 책정하고 다시 流筏 과정에서 하천 사용에 한 세 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호소 다.31)31)이처럼 조선에서의 수리권 사용료에 한 논의는 련 

규정의 제정 이후 10년 가까이 지역 내 소업자들만의 문제로 개되어 왔다. 

조선에서 하천 사용의 최  수익자 던 일본질소는 그 기간까지 사용료의 부과 

상에서 면제되었기 때문이었다.

수리권 사용료와 련해 일본질소의 免稅 문제는 1936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

로 논란의 상이 되었다. 당시 총독부는 산 항목에서 하천의 유지․ 리비를 

삭제하고 이를 각 道의 담당으로 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홍수를 비롯한 

여러 자연재해에 취약했던 조선의 실에서, 이는 민 의 생계와 직결된 하천 

정비 사업의 비용을 으로 지역에 가하는 것을 의미했다. 각 道에서 해당 

경비를 염출할 수 있는 방법은 수리권 사용료, 寄附, 賦役의 세 가지에 불과했

다.32)32)이러한 상황에서 함경남도에서는 그간 수리권 사용료를 면제받아 온 일본

질소에 한 비 이 제기되었다. 련 논의의 단편을 1936년 3월 열린 道  석

상의 상황을 통해 엿볼 수 있다.33)33)

28) ｢河川使用料規程 도령으로 발포되얏다｣ �매일신보�, 1928.12.02.

29) ｢하천사용료로 水砧業 困難｣ �동아일보�, 1931.03.10.

30) ｢ 低收量을 基準으로 不當負擔을 除却 河川使用料輕減에 하야 松澤內務部長談｣ �매

일신보�, 1931.11.08; ｢河川使用料 徵收狀况不良｣ �매일신보�, 1935.01.28; ｢하천사용료로 

朴議員이 詰問｣ �동아일보�, 1936.03.06.

31) ｢豐山一帶處女林 十萬尺締流筏搬出｣ �동아일보�, 1936.05.20; ｢咸北木材業  “하천사용

료” 철폐운동｣ �동아일보�, 1937.07.23.

32) ｢河川管理費削減으로 賦役過重은 難免｣ �동아일보�, 1935.10.01.

33) ｢朝窒發電用河川에 使用料徵收는 當然 營利事業의 擁護는 不可하다 劉泰卨君論鋒銳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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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劉泰卨: 부 강․장진강의 하천사용료를 받는가. 그리고 그 성 과 그 토지의 

종래 세 액은 얼마나 되는가.

▪ 도 내무부장: 電氣 社의 하천사용료는 나라[國]에서도 징수치 아니하므로 道

에서도 받지 않는다. 면 과 세 액은 모르겠다.

▪ 유태설: 나는 忠 을 말한다. 충언은 귀에 거슬리리라. 그 하천에 들어간 토지

는 종래 세 을 받지 않았는가. 그 토지․하천을 이용하여 電氣를 내는 朝窒회

사는 막 한 이익을 보지 않는가. 그 반면 나라[國]는 세 을 받지 못하니 손

해가 아닌가. ‘하천사용령’에는 하천사용료를 받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감정  말이 아니다. 함흥고등여학교 新設에 빈민까지도 기부를 하는데 함남의 

최고의 부자[一富]인 電氣 社는 한 푼도 기부하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를 볼 때에 하천사용료를 받는 것은 국가의 권리요. 사용자는 이것을 납부하는 

것이 의무일 것이다. 더욱이 도내 각지는 교육기 , 토목사업 등 긴 을 요하

는 것이 많으나 도 산이 어서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 게 산이 곤란한 

때를 당해 당연 징수하여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은 그 心事를 알지 못하겠다. 

빈민이 자기 생활을 해 水車를 가설하는 것도 세 을 받으면서, 年 幾百萬 

원이라는 이익을 내는 회사에는 어 하여 세 을 받지 않는가. 이것은 참으로 

도 당국이 인민의 의심을 받을 이다. 이러한 모순된 일을 하고 있으니 어

하여 의심을 받지 아니하겠는가. 나는 이것이(원문 그 로 - 인용자) 도회의원

이라는 책임으로 말한다. 년은 세 을 받지 않게[안하게] 되었지마는 내년은 

받을 용의가 있는가. (…)

▪ 도 내무부장: 電氣事業은 국가의 이익을 주는 사업이니 그것이 내용 충실되는 

것을 기다려서 볼 일이다.

라고 일축. 유태설군이 답변은 만족치 안타고 분개. 이에 湯村知事가 調定役으로 나

서서 機히 간 한 태도로 장래 연구하자고 劉군을 달내엇스나 劉군 不服. (강조는 

인용자)

의 인용은 도회 녹취록을 요약한 �매일신보� 기사의 일부이다.34)34)일본질소

의 수리권 사용료 면제에 한 함흥 출신 도회의원 劉泰卨35)의35)질문과 그에 

�매일신보�, 1936.03.07.

34) 당일 도회의 논의는 �동아일보� 기사에도 수록되었으나, �매일신보� 기사가 보다 상세하

다. ｢貧 의 負擔 輕減시키고 赴戰江 長津江 使用料 懲收하라 慮도 못해본 當局은 狼

狽, 咸南道 에서 大論戰(咸 )｣ �동아일보�, 1936.03.07.

35) 유태설은 1890년 함남 북청에서 출생했다. 1914년 경성 수학교를 졸업해 조선총독부 

사로 활동했고, 1926년 퇴직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1933년 조선총독부 추원 참의

에 임명되었다. <한국근 인물자료> 참고(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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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함경남도 내무부장과 도지사의 응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유태설의 논지는 

첫째, 사용료의 징수는 국가의 ‘권리’이자, 사용자의 ‘의무’로 법령에 근거한다. 

둘째, 빈민의 水車에는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일본질소에 이를 면제하는 것은 법

의 형평성에 어 나는 일로, 기업에 한 ‘특혜’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 셋째, 함

흥고등여학교 설립 기부  모 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일본질소는 지역의 공

유자원인 수리권을 이용하면서도 지역사회의 公利를 해 기여하는 것이 없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해 함경남도 내무부장은 발 용 수리권 사용료는 국가에서

도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수력 력사업은 국익을 한 사업이니 보호․육성해

야 한다는 논리로 응했다. 이어서 문천 출신 安重鉉, 홍원 출신 洪性龍, 함흥 

출신 李曦燮의원 역시 유태설의 견해에 동의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나가자,36)36)

도지사는 “장래에 연구하자”는 발언으로 련 논의를 단시켰다. 이 논의를 통

해 이들 도회의원들은 동일한 법령에 해 소규모 사업체에 해서는 세 을 

부과하면서도 규모 사업체인 일본질소에게 면세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임을 

지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본질소의 수리권 사용료 면세 문제가 도회 석상에서 논란이 된 이

후, 함경남도 측은 일본 내 각 府․縣의 발 용 수리권 사용료의 징수 상황에 

한 조사에 착수했다.37)37)그럼에도 논의 기에는 총독부와 함경남도 모두 발

용 수리권 사용료 징수에 해 기존의 부정 인 입장을 고수했다. 즉, ‘장래 산

업개발과 동시에 발흥 기운에 있는 함남 水電사업에 지장은 물론, 조선 체의 

산업 개발에 한 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여 총독부로서는 결국 사용료 징수

는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었다.38)38)나아가 총독부 역시 ‘ 력통제계획이 

확립되기까지는 징수가 곤란하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39)39)결국 발 용 수

36) 유태설과 유사한 취지의 발언이기에 별도의 인용은 생략하겠다.

37) ｢咸南各水電 社 河川使用料問題 道 에서 徵收論이 擡頭되어 當局實地調查着手｣ �조선

앙일보�, 1936.03.30; ｢함남도회의 신재원 3  수 에 괴세 결정 조질에도 년부터 과

세｣ �조선일보�, 1936.04.01; ｢貧 負擔 輕減코  赴戰江 長津江 使用料徵收, 연 四만 원

이란 신재원이 생겨, 그 用途가 極히 注目, 咸南에서(咸 )｣ �동아일보�, 1936.04.26.

38) ｢咸南河川使用에 徵稅尙早論 各地産業에 미칠 影響을 參酌 本府에서 躊躇狀態｣ �매일신

보�, 1936.04.13.

39) ｢長津江使用料 徵收는 困難｣ �매일신보�, 193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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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권 사용료의 징수는 1939년에 이르러서야 실화되어, 그 해 함경남도에서는 

1만 7,000여 원을 일본질소로부터 거둬들일 수 있었다.40)40) 련 자료가 부족해서 

해당 징수가 왜 1939년부터 시작되었는지, 한 징수 액의 산정 원칙 등은 확

인하기 어렵다. 다만, 1939년 당시 함경남도에 납입한 해당 액을 일본질소가 

조선에 진출하기 이 부터 일본의 宮崎縣에 납입해 온 발 용 수리권 사용료와 

비교해, 일본과 조선의 차이를 살펴볼 수는 있다. 

<표 1> 일본질소의 지역별 수리권 사용료 납입규모 비교

(단 : ㎾, 원, 원/㎾)

지역 발 소 출력량 사용료 단 요 최 발 최 납입

일본 宮崎縣
五ヶ瀨川 12,000

30,137 1.37 1925년 1927년
一ツ瀨川 10,000

조선 咸鏡南道 赴戰江 201,400 17,000 0.08 1929년 1939년

※ 출 : 五ヶ瀨川發電所, ｢宮崎縣 내 수력 기 기부 의 건｣ �延岡工場稟議書 昭和4年 上
半期�, 1929.05.11.(�日窒抄 � 49-6-1, 468면); 五ヶ瀨川發電所, ｢宮崎縣 내 河水사용에 
따른 기부 의 건｣ �延岡工場稟議書 昭和5年 上半期�, 1930.03.01.(�日窒抄 � 59-3-9, 
507면); ｢함남 하천의 사용료 6만 2,000여 원｣ �동아일보�, 1939.11.24.; 朝鮮總督府, 1943 
｢電力評價審査委員 配 資料, 發電水力槪況｣(호리 가즈오 지음, 주익종 옮김, 2003 �한
국 근 의 공업화: 일본 자본주의와의 계�, 통과 , 236면에서 재인용); チッソ, 
앞의 책, 59면.

※ 비고: 인용 자료의 원문은 ‘이론마력 당 사용료’를 기 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마력’과 
‘㎾’의 환산기 에는 국가별･시 별로 차이가 있기에 재 단순 환산이 불가능하다. 오해
를 이기 해 여기에서는 발 소의 출력규모(㎾) 당 사용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구성
했다.

앞서 언 한 것처럼 일본질소의 기록에는 1925년부터 미야자키 에 발 용 수

리권 사용료를 납입한 내역이 남아있다.41)41)  <표 1>은 이 자료를 토 로, 일본

에서의 납입 규모와 조선에서의 납입 규모를 비교한 것이다. 여기에 따르면 일

본질소는 일본에서는 약 2만 2,000㎾ 규모의 수력발 소를 운 하며 1㎾ 당 1원 

40) ｢함남 하천의 사용료 6만 2,000여 원｣ �동아일보�, 1939.11.24; ｢水電王國咸南의새財源 

河川使用料六萬圓｣ �동아일보�, 1940.04.11. 1939년 재 함경남도가 거둔 하천 사용료 

수익은 총 6만여 원이었으나, 이  일본질소로부터 거두어들인 발 용 수리권 사용료는 

1만 7,000여 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소규모 사용자로부터의 수입이었다.

41) 이후 미야자키  소재 계열사는 법인이 분리되었기 때문에(법인만을 분리한 형식  조

치), 법인 분리 이후의 납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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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을 사용료로 납입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약 20만㎾ 규모의 수력발 소를 

운 하며 단 당 사용료는 일본의 1/17인 8 을 납입했다. 납입 기간 역시 일본

에서는 發電 개시 이후 2년 만에 납입을 시작한 반면, 조선에서는 발 을 시작

한 후 10여년 만에야 그 납입을 시작했다. 사업규모를 고려할 때 일본과 비해 

조선에서는 사용료의 납입 기간과 규모 모두 훨씬 었던 것을 보여 다. 

종합해 보면, 조선총독부는 ‘하천령’에 근거해서 개발 이후의 하천정비에 필요

한 비용을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규제정책을 운 했다. 그러나 그 용 상은 

소규모 사업체에 한정되었으며, 규모 사업체인 일본질소는 ‘면세’의 특혜를 

렸다. 총독부가 일본질소에 제공한 이러한 특혜로 인해 개발 지의 지역사회

는 개발에 따른 하천환경의 변화에 응할 기회를 상실했다. 아래에서는 그에 

따른 피해 양상을 살펴보겠다.42)42)

3. 부 강수력발 소의 건설과 개발재난의 양상

1) 련 하천의 환경재편과 재난의 연쇄

부 강은 신흥군 동상면과 고면의 경계에 치한 赴戰嶺에서 발원해, 본래 

北流해서 동상면 내의 赴戰高原을 지나 장진강으로 합류한 후 압록강을 향해 흘

다.43)43)그 유역 면 은 408㎢로, 일본질소는 1925년의 실측 결과에 기 해 평균 

수량을 당 222㎥로 계산하고, 안 율을 감안해 당 178㎥의 수력 이용을 목

표로 발 소의 건설을 기획했다.44)44)한편 성천강은 풍산군과 신흥군 상원천․하

42)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선택 인 규제 용’은 일본질소에 의한 개발재난이 ‘ 규모 개발

경험의 부재로 인한 행정 청의 사 지식 부족’ 는 ‘행정력의 공백’에 따른 결과가 아

니었음을 보여 다. 일본질소에게도 규제가 보편 으로 용되었다면 지역 행정 청에서

는 발 소의 당 부터 하천정비사업의 재원을 마련하 을 것이며, 개발재난의 발생 속도

나 강도를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43) 부 강의 개발 이후 부 강의 原流 던 장진강과 압록강에서 나타난 변화에 해서는 보

다 거시 이고 장기 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시야를 좁 , 발 소 건설로 부

강이 南流해 성천강으로 합류하게 되면서 생긴 변화만을 집 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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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면의 경계에 있는 禁牌嶺에서 발원해 南流하는 강으로, 신흥군과 정평군, 함

흥군을 거쳐 동해로 유입되었다. 그 유역 면 은 주요 지천인 瑚璉川․黑林川 

․汝渭川 등을 포함해 체 약 3,000㎢로, 유역 체에 걸쳐 조선 3  평야  

하나인 함흥평야가 형성되어 있었다. 

성천강은 부 강수력발 소의 건설 이후 자연 유입되는 당 56㎥의 수량에, 

발 소로부터 당 160㎥의 부 강 류수가 추가로 유입되어 당 약 216㎥로 

체 流量이 변화될 것으로 상되었다.45)45)여기에 해 함흥평야의 지주인 함

흥군 함흥면의 조선인유력자들이 심이 되어 함흥수리조합을 조직하고, 사업비 

366만 5,000원으로(이  조선총독부 보조 에 기 할 사업은 334만 8,900원) 성

천강 하류 兩岸에 몽리구역 3,630만 평에 달하는 규모 수리조합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발 소의 건설과 함께 부 강과 성천강 모두 면  재편을 거친 것

이다. 이 재편 과정과 련해 다음의 세 가지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발 소의 건설에 따라 하천의 총체 인 재편이 불가피했음에도 불구하

고 변화 이후의 피해를 완화하기 한 하천 정비 사업이 제 로 실시되지 않았

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에서는 ‘하천법’에 근거해 지역 행정기 이 발 용 

수리권 사용료를 징수해서 기업에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제했지만 조선에서는 

‘하천령’에 규정된 련조항을 일본질소에 한해 면제했기 때문이었다. 함경남도

청은 회사에서 비용을 구하는 신 道債를 발행해 궁민구제사업으로 하천정비사

업을 시행했다.46)46) 

44) 이하, 이 문단의 서술은 다음의 문서를 근거로 했다. 조선수 주식회사, 1929 ｢부 강수

력발 공사개요｣ �水利組合設置認可書�(CJA0007110), 473-474면; 조선총독부, 1929 �조

선하천조사서�, 조선총독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옮김, 2010 ｢13 . 성천강 개수계획｣ �조

선하천조사서(1929년)�, 국토해양부, 583면).

45) 이하, 이 문단의 서술은 다음의 문서를 근거로 했다. 토지개량부장→정무총감, 1929 ｢咸

水利組合設置認可ノ件｣ �水利組合設置認可書�(CJA0007110), 423면, 437면.

46) 궁민구제사업의 재원과 도(道) 지방재정에 해서는 金澤史男, 2010 ｢ 金部地方資金形

態における対植民地金融の展開―一九二〇∼三〇年代の朝鮮を中心に｣ �近代日本地方財政史

研究�, 日本経済評論社 참고.



252·한국문화 89

<그림 2> 부 강발 소 건설 이후 부 강․성천강 유역의 변화

※ 출 : (상단) 손정목, 1996 ｢세계최  화학공업도시 흥남의 형성․발 과 종말｣ �(日帝
强占期) 都 化過程硏究�, 一志社, 597면의 그림을 편집 후 재인용; (하단) 吉田初三郎, 
1936 ｢景勝之咸 府鳥瞰図｣(京都府立京都學․歷彩館 소장)를 재편집.

※ 비고: 하단 그림의 원본은 함흥의 景勝 홍보를 해 제작된 조감도로, 여기에서는 원본
의 좌․우 일부분(부산․청진 부분)을 삭제 후 수록했다.

※ 비고: 하단 그림에서 ‘화살표’는 발 소 시설을 통해 유역변경된 부 강․장진강의 흐름
(발 소 수지에서 水壓鐵管을 통해 성천강으로 유입)을 의미. 

그러나 빠듯한 財源 규모를 고려해 하천정비사업의 목표는 “改修 工費에 비해 

효과가 히 크게 나타나도록 하기 해 하류 함흥평야  홍수방어를 필요로 

하는 최소한도의 구역을 선정”하는 수 에 그쳤다.47)47)그 결과 1931년부터 1935

년까지 궁민구제사업으로 총 공사비 387만 원을 들여 성천강 개수공사를 시행했

지만,48)48)그 정비 범 는 성천강 하류의 일부 지역에 국한되었다. 이로 인해 아래

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처럼 정비 공사를 마친 후에도 성천강 상류부터 재해가 

47) 조선총독부, 앞의 책(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옮김, 앞의 책, 584면).

48) ｢三百八十萬圓工費의 성천강개수 공식｣ �동아일보�, 193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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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유역 체를 상으로 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

이 반복되었다.49)49)

둘째, 일본질소의 사업 기획 단계에서의 오 과 공사 과정에서의 속도 식 추

진이 재난의 래를 강화했다. 일본육군측량부가 제작한 500만 분의 1 지도를 

놓고 부 강의 수력지 을 기획했다는 일화에서 나타나듯,50)50)일본질소의 부 강

발 소 개발은 모험 인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결정들이 임의

이고 즉흥 으로 내려졌는데, 일례로 부 강에 한 장기 인 수량 정보를 확

보하지 못하자 인 지에 치하며 지형이 유사하다는 이유를 들어 장진강의 정

보로 이를 신한 사례를 들 수 있다.51)51)수력지 의 발  능력치를 계산하는 핵

심  정보 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조사를 거치거나 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의 공사는 실제 流量에 비해 부풀려진 상 데이터를 토 로 추진

되었다. 

이로 인해 1930년 10월 당  기획한 제1~제3발 소의 공사가 모두 완공되었

지만, 1932년까지 매년 갈수기의 력 생산량은 상 수치의 반 이하를 하회

했다.52)52)여기에 해 사장과 임원들은 ‘이건 단순한 력 증가(문제-인용자)가 

아니라, 제품인 硫安으로 계산하면 큰 문제(손해 - 인용자)’라며, 부풀려진 상

치를 토 로 설정했던 력․비료의 목표생산량을 맞추기 해 발 소 시설을 

증설했다.53)53)이에 따라 1932년부터는 기존 시설에 양수시설을 추가하고,54)54)그해 

8월에는 제4발 소를 신규 착공했으며, 1933년 5월에는 장진강수력 력회사를 

49) 부 강발 소 건설 이후 성천강유역 역에서 홍수가 연쇄  피해를 일으킨 에 해서

는 아래 본문에서 상세히 다루겠다.

50) 永塚利一, 1966 �久保田豊�, 株式 社電氣情報社, 100-127면.

51) “ 체로 부 강의 水文 자료는 장기간의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지형이 비슷하고 인 한 

장진강의 기록을 유일하게 참고했다. 그런데 우연히 조사에 들어간 해는 홍수가 많았고, 

공사 착수를 하고 나서도 매년 홍수가 나서 수치를 높이 상했다. 그런 로 괜찮겠지라

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 부 강 쪽이 유량이 었다.” 佐藤時彦, 1969 �土木人生五十

年�, 中央公論事業出版, 105면.

52) ｢朝鮮水電畫内容｣ �朝鮮新聞�, 1925.07.01; ｢三都 가새로出現? 北鮮의電氣街｣ �동아일

보�, 1925.07.11; ｢京城電氣의 利問題｣ �동아일보�, 1926.02.14.

53) 佐藤時彦, 앞의 책, 104면.

54) 의 책, 104-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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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고 수량 8억 4,000만㎥ 규모로 장진강발 소의 신규 건설을 추진했다.55)55) 

발 소 시설의 신․증축은 부 강과 성천강, 장진강과 이들 하천의 지류를 막아

서 그 수량을 발 소에 끌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개발의 상 범 가 확

될수록 회사와 지역사회 사이에서 물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래했다. 

한 개발이 속도  양상으로 추진된 것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 다. 일례로 

제4발 소의 경우, 설계부터 용지의 매수, 완공까지의  과정이 “1년 3개월 만

에 완성시킨다는 강행공사”로 추진되었다.56)56)이러한 속도 심 개발 방식으로 

인해 공사 과정에서 많은 인명이 희생된 것은 물론이며,57)57)완공 이후에도 발

소 시설의 붕괴나 균열에 따른 각종 재난이 빈발하게 되었다.58)58)

셋째, 수리조합의 건설로 인해 그 피해와 갈등이 심화되었다. 함흥수리조합은 

일본질소의 방류수를 이용해 함흥평야의 생산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건설되

었다. 그러나 유역 체에 걸친 하천 정비 사업이 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류

부터 된 험과 피해가 하류의 평야 일 까지 연쇄 으로 향을 미치는 과

정에서 수리조합의 건설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59)59)강의 머리(부

강 수지)에서는 일본질소가 기업의 리를 우선시하면서 강물을 통제(방수․

통수․인수)하고, 수리조합은 상류에 있는 일본질소로 인해 취약한 상황에 놓여

55) 姜在彦 編, 1985 �朝鮮における日窒ユンツェルン�, 不二出版, 368-379면.

56) 佐藤時彦, 앞의 책, 109-110면.

57) 공사 과정에서 일어난 인명 피해에 해서는 内稔, 앞의 논문과 박상필, 앞의 논문의 

분석을 참고할 수 있다.

58) 피해 양상은 아래 본문에서 상세히 살펴보겠다.

59) 이 에서는 ‘함흥수리조합’과 련된 문제 일반보다는, 일본질소로 인해 함흥수리조합 

구역 내에서 발생한 피해에 을 두겠다. 이 에서 소개하지 않는 함흥수리조합의 부

실공사와 설계불충분으로 인한 피해에 해서는 다음의 연구와 신문기사들을 참고할 수 

있다. ｢排水溝와 堤防 업서 浸水 五十 農物被害 진정 원 二층서 떨어져 상 咸 水組

에  非難｣ �동아일보�, 1932.07.27; ｢設計不充分으로 又復問題된 咸 水組 排水路不足

하야 田畓이 泥海化 關係農民에 死活問題｣ �조선 앙일보�, 1934.07.02; ｢咸 水組管內

排水工事施行 新畓문에 畓이 往往浸水 不日間測量에 着手｣ �매일신보�, 1934.07.31;  

｢咸 水組事務所에 五十餘農民殺到 排水路設置와 損害賠償絕呌 深夜에 勝利歸家｣ �조선

앙일보�, 1934.08.01; 박수 , 2001 �일제하 수리조합 항쟁 연구�, 앙 학교 박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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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강의 허리를 막아 수리조합 구역 바깥의 지역민의 

생계를 했기 때문이다.60)60)

요컨 , 부 강발 소 건설은 형 토목공사를 통해 하천 일 를 물리 으로 

재편하는 동시에, 일본질소의 리를 우선시한 개발 방식과 총독부․함경남도청

의 규제와 책 부재, 함흥수리조합이라는 이익단체의 개입 등 다양한 정치․사

회  문제를 동반했다. 아래에서는 신문기사와 일본질소의 기업 자료를 토 로, 

부 강발 소의 건설에 따라 하천 일 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과 그 피해 양상을 

살펴보겠다.

<표 2> 부 강발 소로 인한 부 강․성천강 일  재난의 발생

60) 이로 인해 1935년에는 “수리조합 설치로 각지에서 아직까지 좋은 성 을 별로 보지 못하

고 있는 에, 수리조합[水組] 구역에 편입해 달라함은 좀 이상한 감이 될 듯”한 상황인

데도, 정평군에서 약 30만 평을 수리조합 구역으로 편입해 달라는 신청이 있기도 했다.  

｢咸 水組創設後로 沃土가 荒蕪地化 千餘町步의 灌水不能으로 定平春柳面民蹶起｣ �조선

앙일보�, 1935.03.18.

구분 지역 원인 시기 피해 지역민의 응

물

기근

신

흥

군

고면

① 하천 지류 폐쇄 1930.11 식수․ 개용수 기근 진정․항의

② 하천 지류 폐쇄 1931.09 개용수 부족 진정․항의

③ 하천 지류 폐쇄 1932.06 개용수 기근 항의․자 조직

④ 하천 지류 폐쇄 1935.12 개용수 부족 항의

서고천면 ⑤ 하천 지류 폐쇄 1932.07 개용수 기근 진정

함흥

수리

조합

⑥ 통수량 제한 1931.05 개용수 부족 충돌(압박)

⑦ 통수량 제한 1932.05 개용수 부족 충돌․진정․ 의

⑧ 통수량 제한 1933.05 개용수 부족 불명

⑨ 통수량 제한 1934.05 개용수 부족 불명

⑩ 통수량 제한 1935.05 개용수 부족 불명

⑪ 통수량 제한 1936.06 개용수 부족 충돌( 괴)

침수

붕괴

신

흥

군

동상면

⑫ 수문 기습 폐쇄 1929.07 침수 불명

⑬ 제방 범람 1930.01 침수 소송

⑭  범람 1931.09 도로 두  장기화 항의

고면

⑮ 공사용 자갈 채취 1930.01 천연제방 붕괴 충돌(탈취)

⑯ 인수  열 1930.11 지하수 분출․솟구침 진정

⑰ 하천정리 미비 1930.07 일상  만수․범람 진정

⑱ 하천정리 미비 1931.08 일상  만수․범람 진정․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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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 ①｢水電社의江水引用으로 三千住民에水饑饉｣ �동아일보�, 1930.11.04.; ②｢朝窒社防
江에 住民再次抗爭｣ �동아일보�, 1931.09.26.; ③｢淸潭,永川兩江막어 六里七百戶가廢農｣  
�동아일보�, 1932.06.28; ｢百三十餘町沃土는 龜裂枯着의 慘狀 水電 社에서 江水를 引用
하야 新 郡永高面民大擧陳情｣ �매일신보�, 1932.07.05; ④｢松 川中間取入으로 下流域水
量不足｣ �동아일보�, 1935.12.15; ⑤｢江막게되면 三百町步廢農｣ �동아일보�, 1932.07.30;  
｢朝窒發電 한 희생｣ �동아일보�, 1932.07.30; ⑥｢鍤, 鍬를 메인 數百農民 水組事務所에 
殺到｣ �동아일보�, 1931.06.25; ⑦｢咸鏡南道, 咸水蒙利區內一部の灌漑水不足を來す, 植付
を前に憂慮さる朝窒の統制が原因か｣ �朝鮮新聞�, 1932.05.19; ｢咸 水組의 水量不足問題, 
組合長面 强請 農民五百名又復殺到, 咸 警察總動鎭壓//動機는 評議員 ｣ �동아일보�, 
1932.05.21; ｢朝窒 社도 業務短縮 原因은 水電 社故障으로 水不足의 騷動｣ �매일신보�, 
1932.05.23; ⑧｢水量不足을 豫想코 開畓工事를 中止 작년 신답 八천五백 정보 개 불능 
受難中의 咸 水組｣ �동아일보�, 1933.05.05; ⑨｢二幹水路缺潰되어 六千町步灌漑不能 苗
板과 播種畓에 一滴水不給 咸 水組又復受難｣ �동아일보�, 1934.05.18; ⑩｢赴戰江減水로 
農水를 憂慮 朝窒과 咸 水組當局 苦心 咸南에도 旱魃酷甚｣ �조선 앙일보�, 1935.05.25; 
⑪｢八十餘名農民이 咸 水組에 殺到 給水不足의 策을 要求｣ �매일신보�, 1936.06.20;  
｢咸 水組問題 解决은 在邇 문제는 식부시기의 변조로 島咸南道技師談｣ �매일신보�, 
1936.06.22; ⑫｢조선수 의 과실로 신흥 동상면에 수난. 침수 4백여호 재민 3천여명, 그
에 37호는 완 히 물속에 들어가, 水電 당국의 책임  / 침몰 가옥 37호 재민의 慘

景目不忍見｣ �조선일보�, 1929.07.25; ⑬｢堤堰을 揑撤하야 砂石을 採取 군수실정으로 
변한 新 四十餘戶民｣ � 외일보�, 1930.01.04; ⑭｢朝窒社堤堰으로 兩面 주민 불평｣ �동
아일보�, 1931.09.17; ⑮｢제언을 훼철하여 砂石을 탐취, 군수 실정으로 변한 신흥 40여 
호민｣ � 외일보�, 1930.01.04; ｢新 砂石問題 又復住民騷動-서장이하 총출동하야 主
四名을 檢擧｣ � 외일보�, 1930.02.10; ◯16｢引水管破裂로 四十餘家에 湧水, 이 겨울에 집안
에 물이 나 住民은 水電社에 非難, 新 郡永高面 松下의 第二발 소와 第三발 소의 
水管｣ �동아일보�, 1930.11.30; ｢修繕工事遲晩 住民怨聲漸高｣ �동아일보�, 1930.12.05; ◯17  
｢發電所 鐵管通水後 沿江住民 危險切迫. 時急한 新 河川整理,朝鮮水電련 ｣ �조선일보�, 
1930.07.05; ◯18｢汎濫할憂慮잇다고 沿江住民이陳情｣ �동아일보�, 1931.08.16; ｢朝窒鐵管으
로 住民又陳情｣ �동아일보�, 1931.08.20; ｢朝窒의 鐵管水로 新 仁坪江汎濫｣ �동아일보�, 
1931.08.24; ｢朝窒의 無誠意로 仁坪里民 依然 不安. 문제 만흔 발 소 방수로 제4차 진정 
제출｣ �조선일보�, 1931.09.17; ◯19｢砂石에 막  江流 범람 주민피해 막심｣ �동아일보�, 
1932.06.02; ◯20｢水電工事中堤防決潰 苗板全部를 流失 新 郡仁坪里六十戶農民은 一年農作
이 水泡化｣ �매일신보�, 1932.06.13; ｢水電被害地 復 費不足｣ �동아일보�, 1932.06.29; ◯21

｢松 川中間取入으로 下流域水量不足｣ �동아일보�, 1935.12.15; ◯22｢朝窒발 소 水路의 제
방 수축을 陳情｣ �동아일보�, 1935.02.17; ◯23 ｢放水피해로 회사 걸어 提訴｣ �동아일보�, 
1936.03.18; ◯24｢신흥주  제방 손은 河上 電塔이 원인. 조질회사에 진정 결정｣ �조선일
보�, 1939.03.19; ◯25朝鮮窒素, ｢부 강 第3區 堤放水에 따른 피해 見舞金의 건｣ �朝鮮窒素
稟議書 昭和15年度�, 1940.09.24.(�日窒抄 � 176-2-52, 1343면); ◯26朝鮮窒素, ｢제3 제언 

⑲ 공사용 자갈 재 1932.06 하상의 상승→범람 진정․탄원

⑳ 인수제방 붕괴 1932.06 못자리 유실, 사석화 진정

◯21 취입구 제방 붕괴 1933.07 범람 불명

서고천면

․원평면

◯22 하천정리 미비 1935.02 경지 괴, 침수 진정

◯23 인수제방 붕괴 1936.03 침수 소송

동고천면 ◯24 송 탑 건설 1938.08 제방 괴→침수 진정

불명
◯25 양수펌  고장 1940.06 유벌 유실 배상 요구

◯26 양수펌  고장 1940.06 침수, 유실 불명

성천강 ◯27 하천정리 미비 매년 침수, 유실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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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水에 따른 하류 피해자에 한 見舞金 증정의 건｣ �朝鮮窒素稟議書 昭和16年度(1)�, 
1941.03.20.(�日窒抄 � 187-1-19, 1432면); ◯27｢堤防決潰로 五百戶流失, 五 一邑全滅｣   
�동아일보�, 1938.08.20; ｢長津水電四發電所 尙今沙汰에 埋沒, 赴戰江系만은 復 ｣ �매일
신보�, 1938.08.21; ｢僻地의 被害尤甚!｣ �동아일보�, 1938.08.22.

먼  그 피해 지역을 보면, 련 재난이 모두 부 강 상류부터 성천강 하류에 

이르는 하천 일  역을 범 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세부 으로는 발 소 

건설 지인 신흥군의 피해 보도 사례가 가장 많았지만, 물 기근의 경우 특히 

함흥수리조합에서, 침수․붕괴의 경우 성천강 일  역에서 그 피해를 호소하

는 기사가 빈번하게 보도되었다. 이  피해 보도 빈도가 가장 높았던 신흥군 

내의 사정을 장소별로 구분해 보면, 물 기근은 주로 발 소 건설지( 고면․서

고천면)에서, 침수․붕괴는 수지 수몰지(동상면)와 발 소  련시설의 경

과지( 고면․서고천면․원평면․동고천면)에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그 원인을 재난의 유형, 발생 시기, 피해 양상과 련시켜 살펴보겠다. 

먼  물 기근의 경우 일본질소가 리를 앞세우면서 발생한 피해가 주를 이루었

다. 특히 신흥군 내에서는 력 생산 목표량을 달성하기 해 회사가 하천 지류

를 가로막고 발 소로 물을 끌어가면서(<표 2> ‘원인’란의 ①~⑤), 지역에서 물

이 마르는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신흥군 바깥에서는 주로 함흥수리조합의 

피해가 집 으로 보도되었다. 가뭄기인 철에 회사 측이 발 용 수량 확보

를 해 通水量을 제한하면서(⑥~⑪), 하류에 있는 수리조합 일 에서 이앙기

에 논이 말라붙는 피해가 매년 반복된 것이었다. 

침수․붕괴의 경우 주로 세 가지 원인을 심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첫째, 회

사의 리  결정․조치에 따른 피해 다. 회사는 ‘발 소 시설 보호’를 앞세우

며 수지의 수문을 기습 으로 폐쇄하거나(⑫), 공사용 자재를 마련하는 과정

에서 마을의 천연 제방을 붕괴시키거나(⑮), 자재를 무단으로 재해서 강바닥

을 상승시키면서 범람을 래했다(◯19). 

둘째, 발 소 시설 리의 미비로 인한 피해도 지 않았다. 이러한 피해는 기

온이 격히 내려가는 겨울철에 특히 집 되었다. 발 소 수지에서 수량을 

리하지 못해 물이 제방에서 넘쳐 범람하거나(⑬), 引水管이 열되어 지하수가 

솟구쳤다(◯16). 한 양수 펌 의 고장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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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배수․방수 시설의 미비로 인해 여름철 홍수 피해가 강화되었다(◯17◯18◯22

◯27). 홍수로 인한 피해는 조선의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부 강과 성천강 연안

에서도 발 소 건설 이 부터 매년  발생해 왔다. 그 지만 발 소 건설 이후 

이 일 에 발생한 홍수 피해의 양상은 이 과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발 소 건

설로 인해 부 강과 성천강이 하나로 합쳐졌지만 排水․防水시설과 같은 기

인 하천정비조차 제 로 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름철의 집  호우에 제 로 

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몇 가지 통계를 근거로 그 상세한 상황을 살펴보면, 발 소 건설 직  성천강 

유역에서는 1914년과 1925년의 두 해에 홍수가 발생했다. 당시 함흥군과 신흥

군에서 그로 인한 사망자는 1914년 당시 34명, 1925년 당시 4명에 그쳤다.61)61)반

면, 발 소 건설 이후인 1938년 홍수에는62)
62)신흥군에서만 17명, 함주군에서는 

하조양면이라는 1개 면에서만 5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63)63) 한 물에 휩쓸려간 

가옥 수 역시 1914년 당시는 123호, 1925년 당시는 13호 지만,64)64)1938년에는 일

본질소의 제1발 소가 건설되어 부 강과 성천강이 합류되는 지 에 치한 

고면 송흥리에서만 체 가옥 500호  150호가 유실되었고 120호가 완 히 붕

괴되었으며 100여 호는 반 정도 손되었다.65)65) 한 부 강발 소 방류수와 

장진강발 소 방류수가 합쳐져 함흥수리조합구역으로 들어가는 기 에 치했던 

함주군 오로리에서도 체 호수 500호가 부 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66)66)즉, 

일본질소의 발 소 건설 이후 부 강과 성천강 일 는 홍수피해에 더욱 취약해

61) 조선총독부, 앞의 책(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옮김, 앞의 책, 583면).

62) 1938년의 홍수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일본질소의 발 소 시설 자체에도 큰 피해를 

남겼다. 당시 홍수의 피해로 부 강․장진강의 8개 발 소가 침수되어 그 해결을 해 

京城의 화력발 소로부터 電을 받기도 했으며, 특히 장진강에서는 산사태가 겹쳐 발

소 시설이 묻  심각하게 손되기도 했다. ｢長津水電四發電所 尙今沙汰에 埋沒, 赴

戰江系만은 復 ｣ �매일신보�, 1938.08.21; ｢부 강발 소 완 히 복구, 京城서 電을 

停止｣ �매일신보�, 1938.08.25.

63) ｢僻地의 被害尤甚!｣ �동아일보�, 1938.08.22.

64) 조선총독부, 앞의 책(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옮김, 앞의 책, 583면).

65) ｢僻地의 被害尤甚!｣ �동아일보�, 1938.08.22.

66) ｢堤防決潰로 五百戶流失, 五 一邑全滅｣ �동아일보�, 193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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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으며 특히 발 소 건설공사로 인해 지형이 격하게 변화된 지 에서 그로 인

한 피해가 집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홍수로 인해 발 소 堤防이 무 지면서 인 지에서는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14◯20◯21◯23), 河上에 건설된 송 철탑에 강물이 부딪히면서 

제방을 무 뜨려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24). 

2) 지역민․유력자․행정 청의 응

이러한 재난에 한 지역사회의 응을 지역민․유력자․행정 청의 3자로 구

분해 살펴볼 수 있다. 먼 , 지역민들의 경우 언론기 에 피해를 하소연하거나, 

일본질소와 그 감독기 인 군수․도지사를 찾아가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책 

마련을 구했다(◯1 ◯2 ◯3 ◯4 ◯14◯25). 한 군청․도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회사의 

지류 폐쇄, 공사자재 채취  재 등의 허가 철회(◯1 ◯2 ◯5 ◯15◯19), 시 한 책 

마련(◯7 ◯16◯20◯24), 하천정비사업의 실시(◯17◯18◯22◯27)를 요구했다. 한 개인 는 

다수가 회사를 상 로 소송을 제기해서 법  책임 규명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도 했다(◯13◯23). 

이러한 탄원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일부 지역민들은 보다 직

으로 책 마련을 요구하기에 나섰다. 이와 련해 감시․ 압․소동․ 괴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응을 다음 6건의 주요 사례를 통해 간략히 확인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사례는 1930년 1월 신흥군 고면 천강 일  주민들의 응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공사 장으로 몰려가서 수십 명의 주민이 소동을 벌인 사례

다(◯15). 발단은 일본질소의 토목청부업체가 공사 자재로 자갈을 채취하면서 지

역의 천연제방을 무 뜨린 데서 시작되었다. 문제가 처음 공론화된 1929년 겨울, 

지역민들은 탄원을 통해 자재 채취 구역을 축소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

다. 그럼에도 1930년 들어 청부업체가 약속을 반하면서 문제가 재발하자, ‘수

십 명의 주민은 砂石 채취 장소에 가서 채취하는 장을 빼앗는다’ ‘자갈을 牛車

에 실은 것을 부리 운다’ 하면서 소동을 일으켰다. 결국 장에 출동한 경찰이 

참여 주민  4명을 주모자로 검거하면서 사건이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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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1931년 6월 함주군 주서면․삼평면․연포면 일  주민들의 응으

로, 함흥수리조합으로 수백 명이 몰려가서 압력을 행사한 사례 다(◯6 ). 이 지역

에서는 수리조합 건설 이후 일본질소가 방수량을 제한하면서 에 없는 물 기근

이 발생했다. 지역민 수백 명은 가래와 쟁기를 메고 ‘수리조합을 곧[곳] 없애버

리려고[업새버리라고]’ 조합사무소에 몰려가 조합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

은 이러한 압박행 를 통해, 수리조합 건설 후 조합의 규칙 반이라고 경찰이 

지해 왔던 在來洑 이용을 승낙 받아 당장의 험을 만회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신흥군 고면의 인평강변 주민들의 응으로, 거듭된 범람에도 불

구하고 책이 마련되지 않자 경 출소와 회사로 몰려간 사례 다(◯17). 인평

강변은 성천강 최상류에 치해 부 강 류수의 방류로 인한 수량 증가와 그에 

따른 河床의 상승으로 범람 기가 일상 으로 발생한 지역이었다. 지역민들은 

몇 년에 걸쳐 회사와 군청․도청에 그 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해결책을 얻지 

못했다. 여기에 장마로 인해 ‘필경 범람할 지경’에 이르자, ‘ 기 경각한 군 은 

해당 지역[當地]에 주둔한 경 출소와 회사에 몰려들어 (…) 험악’한 상황을 

연출했다.67)67) 

네 번째는 1932년 6월 고면 주민들의 응으로, 회사의 水口 開閉를 주민들

이 직  감시한 사례 다(③). 이들은 직  행동에 앞서 회사 측에 탄원을 해서 

이앙기에는 수구를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회사가 이 약속을 제 로 지

키지 않자 직  그 감시에 나선 것이었다.68)68)

다섯 번째는 1936년 6월 함주군 연포면 주민들의 응으로, 함흥수리조합으로 

몰려들어 수리조합 시설을 괴한 사례 다(⑪). 이 지역은 함흥수리조합의 구

역 내에 치해 수리조합이 건설된 이후 일본질소의 방수량 제한으로 매년 물 

기근이 반복되었다(⑥~⑪). 결국 1936년에는 농민 80여 명이 몰려들어 수리조

합의 分水口와 기타 공작물을 괴하 다.69)69)

67) 다만, 이 사례에서 지역민들은 더 이상의 물리  갈등은 없이 해산된 것으로 보도되었으

며, 련 후속 상황은 추가 보도되지 않았다.

68) 자료의 한계로 역시 후속 상황은 제 로 악할 수 없었다.

69) 다만 자료의 한계로 해당 괴 이후의 후속 상황은 상세히 악할 수 없었다. ｢八十餘名

農民이 咸 水組에 殺到 給水不足의 策을 要求｣ �매일신보�, 1936.06.20; ｢咸 水組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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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는 1931년 8월 신흥군 고면 인평리 주민들의 응으로, 사회주의

운동가 韓澤奎를 주민 표로 삼아 진정운동을 벌인 사례 다.70)70)그는 외일보 

신흥지국 기자로, 1926년~27년 신흥군 군민 회의 회 원을 역임했으며, 이후 

1930년  반까지 신흥군 사회주의단체의 표로 활동했다. 그는 인평리 표

로 활동하기 직  필화사건을 일으킨 의로 체포되어 한 달간 구속․수감되었

다 풀려났으며, 인평리 표로 활동하던 에는 색노동․농민운동(소  ‘조선

국내공작 원회사건’)에 참여한 의로 구속․수감되었다. 읍내 출신으로 피해 

장인 인평리와 직  연고가 없었으며,71)71)나아가 진정활동 후로 경찰에 구

속․수감되었던 사회주의운동가가 리 단  운동의 표를 맡은 것은 특징 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진정운동이라는 운동의 특성상, 그 성과는 ‘함남도 당국에

서 조사하겠다는 언명’을 받는 수 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72)72) 한 한택규 자신

을 포함해 1931년 이후 신흥군 내에서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규모로 검거되기 

시작하면서, 련 진정운동에서 운동가가 표를 맡는 사례는 더는 나타나지 못

했다.73)73)

이처럼 지역민들은 감시․ 압․소동․ 괴․진정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피해에 응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각 개별 사례를 후로 지

역민들이 어떠한 장기 인 응을 했는가는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보다 조직

인 응은 지역유력자의 차원에서 개되었다. 이를 郡 단  지역유력자와 함

흥수리조합 지도층의 응을 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題 解决은 在邇 문제는 식부시기의 변조로 島咸南道技師談｣ �매일신보�, 1936.06.22. 

함흥수리조합은 그 설립 이 부터 건설, 운 에 이르기까지 수리조합 간부에 의한 살

인․사기․횡령 사건들이 빈발해, 지역민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지면 계상 이 논문

에서는 일본질소와 직결된 일부 사례만을 소개하는 것에 그치겠다. 해당 지역에서의 수

리조합 반 운동의 흐름에 해서는 박수 , 앞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70) ｢朝窒鐵管으로 住民又陳情｣ �동아일보�, 1931.08.20.

71) 신문기사에 따르면 한택규는 1925년 재는 읍내인 동고천면을 기반으로 활동했으며, 

1931년 5월 재는 구속을 피해 피신생활을 하며 일정한 주소지를 갖지 않은 상태 다. 

｢소년동아일보｣ �동아일보�, 1925.10.29; ｢한택규 局｣ �동아일보�, 1931.05.13.

72) ｢朝窒의 鐵管水로 新 仁坪江汎濫｣ �동아일보�, 1931.08.24.

73) 일본질소의 개발과 신흥군 내 사회주의 운동세력의 계에 해서는 양지혜, 앞의 논문

의 Ⅲ-2의 서술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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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단 의 응이 이루어진 지역은 발 소 건설 지인 신흥군을 심으로 했

다. 신흥군에서는 1931년 공직자 회, 1933년 토목기성회, 1934년 공직자 의회

의 명의로 군 단  지역유력자들이 함남도청과 총독부를 상 로 3차례에 걸쳐 

진정서를 제출했다.74)74)이들 사례 모두 그 핵심 인 요구조건은 성천강정비사업

의 실시 다.75)75)앞서 살펴본 것처럼, 발 소 건설 이후 하천정비사업에 해 함

경남도청에서는 ‘비용 비 효과’를 시하며 성천강 하류에 치한 함흥․함주

군에서만 그 정비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 응해 신흥군의 유력자

들은 발 소의 방류수 유입이 시작되고 그로 인한 환경변화가 집 된 기 인 성

천강 상류부터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하천정비사업 

요구는 피해 당사자인 지역민 일반이 요구하는 핵심 조건이기도 했다. 군 단  

유력자들 역시 큰 틀에서는 지역민 일반과 동일한 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의할 것은 그 주도층의 인  구성이었다. 1931년 공직자 회에서는 東上面

長이자 도회의원이었던 崔鍾律이 해당 회의 집행 원으로 활동했으며, 1933년 

토목기성회에서는 일본질소 고문 柳承欽과 郡守 全林鳳이 참여했다. 1934년 공

직자 의회에서는 일본질소 임원 瀧 三이 의장직을 맡았다. 이들은 일본질소의 

임원이거나, 일본질소가 신흥군에 진출할 당시 회사 측에 력하거나, 발 소 완

공 이후 일본질소의 하청회사 간부로 임명되는 인물들이었다.76)76)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들 군 단  유력자들의 응은 총독부를 상 로 토목공사의 

산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했다고 볼 수 있다. 하천정리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같았지만 이들의 요구는 일본질소에 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를 우선

했던 지역민의 요구와는 달리, 피해를 유발한 일본질소에 한 면책성 조치 다

는 에 차이가 있었다.

74) ｢郡內四團體를 一機關으로 合倂 緊急한 要望을 當局에 交涉코자 新 郡의 公職 大 ｣  

�매일신보�, 1931.09.27; ｢公職 大  重要事 討議｣ �동아일보�, 1931.09.22; ｢新 有志

가 土木期成創立｣ �동아일보�, 1933.03.15; ｢咸鏡南道, 新 郡凶作窮民救濟の方法决定｣  

�朝鮮新聞�, 1934.12.21.

75) 이외의 요구사항은 1931년의 경우 지방산업장려기 의 단일화, 학교 월사 의 감하, 1933

년의 경우 신흥-홍원간 도로 개통, 신흥교 가설, 동상면 도로 개통, 1934년의 경우 홍원-

강진 3등도로 개수공사 진, 사방공사 시공이었다.

76) 신흥군의 주요 지역유력자와 일본질소의 계에 해서는 양지혜, 앞의 논문 Ⅲ-2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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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함흥수리조합 임원의 응을 검토해보겠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

질소의 방수량 제한으로 인해서 함흥수리조합에서는 매년 심각한 물 기근이 반

복되었다(⑥~⑪). 그때마다 분노한 농민들은 수백 명이 한꺼번에 조합 사무실

로 몰려가 임원들을 압하거나, 그 시설물을 괴했다. 당시 함흥수리조합의 임

원들은 그 부분이 조선인 지주들로, 조합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은 모두 일

본질소의 발 소․공장 건설에 력한77)
77)함흥번 회 회원인 洪聖淵(창립 원장, 

조합장), 金夏涉(평의원), 蔡容默(평의원), 申錫定(평의원) 등이었다.78)78) 련 피

해에 한 이들의 응은 자료의 한계로 일 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신문보

도에 근거해 몇 가지 표 인 련 사례를 엿볼 수 있다. 

먼 , 주민에게 양보를 구하는 한편 경찰의 통제를 요구한 사례들이다. 이들 

임원은 수리조합을 건설한 후 첫해 던 1931년에는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일단 

수용해서 在來洑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⑥: 1931년 6월). 이듬해에는 조

합 구역 면  체 3,630만여 평  70%에 육박하는 2,550만여 평이 물 기근으

로 인해 이앙을 할 수 없게 되자, 농민들에게 콩 종자를 배 하며 밭농사로 

환을 유도했다.79)79)같은 해에는 한편으로 ‘道 토지개량계와 의’해80)
80)‘농민들에게 

진상을 조사하여 당한 책을 강구할 것을 언명’하면서도,81)81)‘만일에 비하기 

해 함흥서(경찰서 - 인용자)와도 여러 차례 간담을 마치며 백방으로 분주’했

다.82)82)조합구역의 70%가 廢畓해야 하는 극단  피해 앞에서 명확한 해결책을 

77) 함흥번 회 회원의 일본질소 유치운동에 해서는 의 논문 Ⅲ-1을 참고.

78) ｢咸 水組 委員 開催 委員長도 選擧｣ �매일신보�, 1927.11.27; ｢咸 水利組合 第一回地

主總  評議員等 役員選擧｣ �매일신보�, 1929.05.10.

79) ｢水量不足을 豫想코 開畓工事를 中止 작년 신답 八천五백 정보 개 불능 受難中의 咸

水組｣ �동아일보�, 1933.05.05; ｢二幹水路缺潰되어 六千町步灌漑不能 苗板과 播種畓에 一

滴水不給 咸 水組又復受難｣ �동아일보�, 1934.05.18.

80) ｢咸鏡南道, 咸水蒙利區內一部の灌漑水不足を來す, 植付を前に憂慮さる朝窒の統制が原因

か｣ �朝鮮新聞�, 1932.05.19.

81) ｢八十餘名農民이 咸 水組에 殺到 給水不足의 策을 要求｣ �매일신보�, 1936.06.20; ｢咸

水組問題 解决은 在邇 문제는 식부시기의 변조로 島咸南道技師談｣ �매일신보�, 

1936.06.22.

82) ｢咸鏡南道, 咸水蒙利區內一部の灌漑水不足を來す, 植付を前に憂慮さる朝窒の統制が原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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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지 못한 채, 혹시 모를 농민들의 물리  항을 비하며 경찰의 력을 

요구하기에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질소의 기술  조치에 의존한 를 주목할 수 있다. 일본질소의 

방수량 제한으로 인한 물 기근이 매년 반복되는 상황에서 1935년에는 일본질소

의 장진강발 소 건설을 통해 그 방수량이 함흥수리조합 구역 내로 추가 투입될 

것이라는 계획이 발표되며, 수리조합구역 내의 고질 인 물 기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 를 모았다.83)83)그럼에도 장진강수  공사는 일본질소에서 

간에 계획을 변경하면서, 본래의 계획지 에서 약 2,000m 하류 지 에 발 소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다. 수리조합 임원들의 기 에도 불구하고 일본질

소 측이 일방 으로 설계를 변경한 결과, 해당 지 과 수리조합의 기존 취입구 

사이에 치한 2,100만여 평( 체 조합구역의 약 58%)이 폐답 기에 놓이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84)84) 

이처럼 수리조합 간부들은 일본질소 측에 책을 요구하기 보다는 조합 농민

을 통제하는 것을 우선했으며, 한 일본질소에서 장진강을 새롭게 개발해 물 

기근이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 기 하는 수동 인 응만을 취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수리조합 구역을 염두에 두지 않고 새로운 발 소를 건설했으며, 그로 인

해 수리조합은 장진강발 소의 건설 이후 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제 이러한 피해에 해 행정기 이 보인 반응을 살펴보겠다. 앞서 언 한 

것처럼 피해 주민들은 군청․도청․총독부를 상 로 피해 원인의 조사와 책임 

규명, 일본질소에 한 의와 시정 명령, 일본질소의 하천사용허가 취소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 해 함경남도지사와 신흥군수 등의 책임자들은 그 피해 상황 

조사를 명령하고,85)85)지역민과 회사 사이에서 이해 계 조정에 나섰다.86)86)그러나 

か｣ �朝鮮新聞�, 1932.05.19.

83) ｢工費八萬餘圓으로 引水施設改良｣ �매일신보�, 1935.10.15.

84) ｢道의 ｢現地調査｣로 設備如何론 取水可能, 咸 水組의 水源問題｣ �동아일보�, 1937.12.02.

85) ｢朝窒의 鐵管水로 新 仁坪江汎濫｣ �동아일보�, 1931.08.24; ｢咸鏡南道, 咸水蒙利區內一

部の灌漑水不足を來す, 植付を前に憂慮さる朝窒の統制が原因か｣ �朝鮮新聞�, 1932.05.19; 

｢八十餘名農民이 咸 水組에 殺到 給水不足의 策을 要求｣ �매일신보�, 1936.06.20.

86) ｢水電社의 江水引用으로 三千住民에水饑饉｣ �동아일보�, 1930.11.04; ｢新 砂石問題 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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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와 의․조정은 모두 간  조치로, 하천정리사업의 면  시행이나 일

본질소에 한 제재 명령 등의 직  조치를 동반하지 않는 한 그 효과는 일시

 수 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수리권’과 ‘재산권’이라

는 법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공사를 지속했고, 행정 청에서는 이를 막지 

않았다.87)87) 

한 갈수기에는 농민들의 개사업을 보장하기 해 水口를 개방한다는 등의 

약속을 회사와 지역민이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 시에 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지역의 피해를 막지 못했다.88)88)오히려 신흥군에서는 회사

의 引水堤防이 무 져 지역이 침수되자, 신흥군수가 나서서 ‘全 책임은 군수가 

짊어지며 種苗를 매입해 피해자에게 배 할 터’라며 회사를 신해 郡 재정으로 

그 피해보상을 약속하기도 했다.89)89)이처럼 행정 청은 일본질소의 개발 이후 지

역 내의 재난과 련한 해결 책의 마련이나, 회사에 한 리․감독의 의지

를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 해 피해 지역민들은 “ 년 水電 社에서 4호 발

소 공사가 착수됨은 실은 지방군수가 알선하여 궁민구제책을 목표함이라고 선

된 바, 우리들[吾等]도 계지에 거주함으로써 郡에 권유를 듣고 토지와 임야를 

제공하기로 승낙하 으나, 번 피해 사건으로 보면 우리는 호미를 쥐어주고 방

바닥에 구멍을 뚫은 것과 다름없다”며 자책할 수밖에 없었다.90)90)

종합해보면, 부 강발 소의 건설에 따른 부 강․성천강의 변화와 그로 인한 

재난과 피해는 발 소 건설 지인 신흥군은 물론, 하류의 함흥부, 정평군 등 

련 하천 일  역에서 발생했다. 그 피해 상 역시 산간의 소농부터 수리조합

復住民騷動-서장이하 총출동하야 主 四名을 檢擧｣ � 외일보�, 1930.02.10.

87) ｢朝窒社防江에 住民再次抗爭｣ �동아일보�, 1931.09.26.

88) ｢淸潭,永川兩江막어 六里七百戶가廢農｣ �동아일보�, 1932.06.28; ｢百三十餘町沃土는 龜裂

枯着의 慘狀 水電 社에서 江水를 引用하야 新 郡永高面民大擧陳情｣ �매일신보�, 

1932.07.05.

89) ｢水電工事中堤防決潰 苗板全部를 流失 新 郡仁坪里六十戶農民은 一年農作이 水泡化｣  

�매일신보�, 1932.06.13.

90) ｢水電工事中堤防決潰 苗板全部를 流失 新 郡仁坪里六十戶農民은 一年農作이 水泡化｣  

�매일신보�, 193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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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을 막론했다. 그 기 때문에 그 양태와 정도는 달랐지

만 피해 당사자는 물론 지역유력자들도 행정기 과 회사에 응책의 마련을 요

구했다. 그럼에도 행정기 은 간 인 개입만을 취했을 뿐 상황을 근본 으로 

변화시키기 해 노력하지 않아 피해를 더욱 강화시켰다. 

4. 일본질소의 책임 부정과 ‘식민지’의 장소성

부 강발 소를 건설할 당시 그 공사 책임자로 근무했던 佐藤時彦는 해방 후 

“  하류 4㎞ 치에서 漏水가 있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가 지방신문

에 커다랗게 실렸던 도 있다.”라는 회고를 남겼다.91)91)그의 기억과는 달리, 앞

서 살펴본 것처럼 지역에서는 부 강발 소의 건설 이후 그 시설의 붕괴․

수․방수로 인한 재난과 그에 따른 피해가 반복되었다. 당시 신문 보도에 따르

면, 회사 측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자 ‘책임은 부 공사 청부업체[請負組]에 

있다’거나,92)92)‘회사에서는 면사무소[面所]를 거쳐 지  상태로는 제방을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의 서면’을 달하거나,93)93)‘송흥(신흥군 고면 송흥리 - 인용자)

에 있는 농림부(회사 소속 농장  책임기  - 인용자)에 책임을 가하고 조사

하겠다는 막연한 답변’만을 하는 방식으로,94)94)일 되게 회피하는 태도를 유지

했다. 이와 련해 일본질소의 기록에서 이 문제와 련한 액 지출 내역을 발

췌해 보면 다음과 같다.

91) 佐藤時彦, 앞의 책, 104면. 佐藤가 말한 이 수는 건설 장에서 굴삭 공사 과정에서 발생

한 湧水와는 다르다. 공사 장에서 발생한 용수에 해서는 같은 책, 83-85면과 최근 발

표된 谷川竜一, 2018 ｢1930年代の朝鮮半島における水力発電所建設技術と建設体制: ‘帝国

の建設協働体’試論｣ �国際研究集会‘植民地帝国日本における知と権力’報告書� 51을 참고

할 수 있다.

92) ｢水電工事中堤防決潰 苗板全部를 流失 新 郡仁坪里六十戶農民은 一年農作이 水泡化｣ �매

일신보�, 1932.06.13. 

93) ｢朝窒鐵管으로 住民又陳情｣ �동아일보�, 1931.08.20.

94) ｢朝窒의 鐵管水로 新 仁坪江汎濫｣ �동아일보�, 193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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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부 강발 소 련 피해에 한 일본질소의 액 지

작성일자 원인 명목 알선 상 액 비고

40.09.24 물 펌  고장으로 

인한 放水
로

림서장 下流 유벌업자 13,000원 각서체결

41.03.20 不明 下流 피해지역민 2,051원 *

※ 출 : 朝鮮窒素, ｢부 강 第3區 堤放水에 따른 피해 見舞金의 건｣ �朝鮮窒素稟議書 昭和
15年度�, 1940.09.24.(�日窒抄 � 176-2-52, 1343면); 朝鮮窒素, ｢제3 제언 放水에 따른 하
류 피해자에 한 見舞金 증정의 건｣ �朝鮮窒素稟議書 昭和16年度(1)�, 1941. 03.20.(�日
窒抄 � 187-1-19, 1432면)

※ 비고: *는 액 산정근거로 ‘물품, 신탄, 의류, 우마차 유실’이라는 표기가 부기되어 있다.

<표 3>과 같이, 재 남아있는 일본질소 기록 가운데95)
95)부 강발 소 건설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에 해 회사 측이 액을 지 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

다. 이들 사례는 모두 1940년 6월 부 강발 소 제3 의 양수 펌 가 고장이 나

면서 이로 인해  하류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문제를 상으로 했다(앞의 <표 

2>의 ◯25◯26). 구체 으로는 流筏業 에게는 사고 발생 후 3개월 시 에서 1만 

3,000원을, 피해지역에는 사고 발생 후 9개월 시 에서 2,051원 50 을 일  지

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유벌업자에 비해서 일반지역민에 한 보상

시 이 6개월 이상 늦었고, 그 액의 규모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재는 

유벌업자와 지역민의 피해를 비교할 수 있는 교차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상세

한 분석은 어렵지만, 두 사례 모두 진상조사나 책 마련과 같은 근본  근이 

아닌 ‘ 액 산정’이라는 수치  근만이 시행되었을 뿐이며, 그 명목 한 “

로 [見舞金]”이었다는 을 주목할 수 있다. 회사는 기부 는 施惠를 하는 차

원에서 로 을 달한 것으로, 피해를 유발한 책임에 해서는 인정하지 않았

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련해 회사가 유벌업자와 맺은 각서  다음과 같은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 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96)96)

95) 이유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日窒抄 � 기록에는 조선질소에 합병되기 이 까지 1926 

~1929년 간 ‘조선수 주식회사’ 당시의 문서철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96) 朝鮮窒素, ｢부 강 第3區 堤放水에 따른 피해 見舞金의 건｣ �朝鮮窒素稟議書 昭和15年度�, 

1940.09.24.(�日窒抄 � 176-2-52, 13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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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堤에서의 방수는 회사로서 당연히 취해야만 하는 자 수단으로, 권리행 이다. 

여기에 해 유벌업자는 이와 같은 북제 하류에서의 유벌업(의 조건 - 인용자)을 충

분히 헤아린다. 앞으로 방수에 해서는 양자가 만 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

되, (유벌 - 인용자) 업자 측에서는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일체 不問에 붙인다. (강

조는 인용자)

회사의 放水는 회사 측의 “자 수단”이자 “권리행 ”이기 때문에 추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유벌업자들은 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단 

2건에 불과한 로  지  사례에서도 회사 측이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을 맞추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에서의 사례와 상당한 차이가 있었

다. 아래의 <표 4>는 일본질소의 기록에서 회사 측이 일본 내 自社 발 소 건설

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민에게 액을 지 한 내역을 정리한 것이다.

<표 4> 일본 내 발 소 련 피해에 한 일본질소의 액 지

(단 : 명, 원)

구분 발 소 시 명칭 이유 상 액

어업

綠川 1928.04.20 보상 로 은어[鮎]회류 감소 400 5,690

綠川 1925.01. 보상 어획감소 연안어민 20,000

綠川 1927.01. 로 어획감소 204 2,040

綠川 1927.05. 로 어획감소 101 350

綠川 1928.04. 로 어획감소 419 5,690

綠川 1925.11. 기부 은어 인공부화 불명 1,370

綠川 1925.11. 기부 은어 인공부화 불명 매년 580

綠川 1930.05.06 보상료 어획감소분쟁 275 3,000

농업

川走川 1930.02.23 손해보상료 개용수 부족 불명 75

川走川 1930.12.25 손해보상료 개용수 단 2 200

綠川 1935.02.20 손해보상료 개용수 단 1 200

綠川 1928.03.01 피해보상료 침수 불명 1,550

日向川 1930.01.19 손해보상료 침수 불명 25

日向川 1930.01.19 손해보상료 침수 불명 12

日向川 1930.02.16 손해보상료 침수 불명 20

※ 출 : (인용순서 기 ) ｢綠川筋 鮎 減損 補償見舞金｣ �水俣工場稟議書 昭和3年 上半期�, 
1928.04.20.(�日窒抄 � 36-8-9, 379면); ｢發電水利사용에 한 보상  지출조서 제출의 
건｣ �本社稟議書 昭和5年度�, 1930.07.29.(�日窒抄 � 56-4-7, 490면); ｢五木川어업보상료
의 건｣ �土木部稟議書 昭和5年 下半期�, 1930.05.06.(�日窒抄 � 64-3-1, 525면); ｢ 개용
수 손해보상료 지불의 건｣ �電氣部稟議書 昭和5年 上半期�, 1930.02.23.(�日窒抄 �

63-3-1, 523면); ｢ 개용 湧水 斷水로 인한 손해보상료 지출｣ �電氣部稟議書 昭和6年 上
半期�, 1930.12.25.(�日窒抄 � 75-2-1, 661면); ｢손해보상  교부의 건｣ �水俣工場稟議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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昭和9年 下半期 11月~10年3月�, 1935.02.20.(�日窒抄 � 115-6-13, 880면); ｢토지피해보
상｣ �水俣工場稟議書 昭和3年 上半期�, 1928.03.01.(�日窒抄 � 36-8-7, 379면); ｢침수지 
손해보상료 지불｣ �土木部稟議書 昭和5年 上半期�, 1930.01.19.(�日窒抄 � 63-3-1, 523
면); ｢침수지 손해보상료 지불｣ �土木部稟議書 昭和5年 上半期�, 1930.01.19.(�日窒抄 �

63-3-2, 523면); ｢침수지 손해보상료 지불｣ �土木部稟議書 昭和5年 上半期�, 1930.02.16.
(�日窒抄 � 63-3-4, 523면)

자료의 한계로, 련 내용을 악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熊本縣 綠川․川走

川․日向川發電所의 사례에 그쳤다.97)97)이들 발 소는 같은 의 水俣공장과 宮

崎縣 延岡공장에 력을 공 하기 해, 1918년(綠川)부터 1927년(川走川) 사이

에 완공된 시설이었다. 각 시설의 출력능력은 4,700㎾(綠川․川走川) 규모로, 20

만 1,400㎾ 이었던 부 강발 소의 2.3%에 불과한 규모 다.98)98)그럼에도 <표 

4>와 같이, 이들 시설에서는 1925년부터 1935년까지 피해 지역민에게 총 15차례

에 걸친 액 지 이 이루어졌다. 그 지  명목은 로 ․기부 이 6건, 손해보

상료․보상료가 9건이었으며, 지불 상은 어업 련이 8건, 농업 련이 7건이

었다. 구체 으로는 어업의 경우 발 소 건설 이후 回遊性 魚種인 은어[鮎]의 

회유가 감소하는 것에 해 3건, 일반 인 어획량 감소에 해 5건, 농업의 경우 

개용수의 부족과 단 에 해 3건, 침수 피해에 해 4건의 비용 집행이 이루

어졌다. 건당 지 액은 게는 12원에서 많게는 2만 원까지 으며, 건당 액

을 지 한 상 역시 1명에서 400명 이상으로 각 사례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일본에서의 사례를 부 강발 소의 사례와 일 일로 비교하는 것은 불

가능하다. 무엇보다 ‘기업문서’라는 자료가 가진 특성상 기록의 이 지  

액과 그 산정 근거에 있었기 때문에, 기 인 피해 양상이나 규모는 제 로 기

록되지 않아 그 세 한 맥락을 구체 으로 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표 

4>는 일본과 조선에서 일본질소가 보인 몇 가지 분명한 차이 을 보여 다. 

첫째, 액 지  빈도의 차이이다. 조선 소재 발 소와 일본 소재 발 소는 그 

출력 능력이 조선의 경우 약 20만㎾, 일본의 경우 5,000㎾로 크게 달랐다. 그러

97) 자료의 한계로, 이들 발 소 이외에 일본질소가 일본에서 운 한 다른 발 소에서의 

련 사실 여부는 악할 수 없었다. 한 같은 이유로 표의 분석 상 시  역시 련 내

역이 남아있는 1925~1935년에 그쳤다.

98) チッソ, 앞의 책,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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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개발로 인한 피해에 해 일본에서는 15건의 액 지 이 이루어졌지만, 

조선에서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둘째, 지  명목의 차이이다. 일본에서는 체 15건의 사례  9건의 사례에서 

그 지  명목에 ‘보상’을 명시해서 피해에 한 회사의 직  연 성을 표기했

다. 조선에서는 그 명목을 ‘ 로 ’이라 칭했으며, 나아가 피해의 원인이 된 회사

의 放水를 그 “자 수단”이자 “권리행 ”로 합리화했다. 

셋째, 일본에서는 단 1명을 상으로라도, 12원에 불과한 소액이라도 액을 

지불했다. 즉, 일본에서는 그 피해 정도가 막 하거나 피해 련자가 규모가 

아니라도 손해보상에 한 심사와 지 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했다.

개발과 련한 사회  피해에 한 정책  규제가 부재했던 식민지 조선에서 

기업의 이익은 극 화된 반면, 그로 인한 피해와 험은 보다 격화되어 지역으

로 가된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이 에서는 부 강수력발 소의 건설 이후 부 강과 성천강 유역이 면 으

로 변화되면서, 개발재난으로 인해 지역민의 생계와 생존의 험이 증가한 양상

에 주목했다. 특히, 일본에서는 수력 력 개발에 앞서 이러한 험을 방지하기 

해 기업 측에 수리권 이용료를 강제하고 하천정비사업의 비용을 마련한 반면, 

식민지 조선에서는 이를 면제해 험에 따른 비용과 피해를 지역사회에 가한 

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일본질소의 발 소 건설 사업은 개발에 따른 재난을 

증가시킨 동시에, 나아가 그 개발 자체가 지역사회에 하나의 거 한 재난이 된 

‘개발재난’이었음을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그 주요 분석 내용을 요약하며 가름

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질소는 부 강발 소 건설에 유역변경식 공법과  구조라는 최

신의 건설기법을 도입했다. 그러나 개발 이후 지역 내에서는 하천지형의 변화로 

인한 재난이 빈발했다. 총독부가 일본질소에게 하천정비사업의 명목으로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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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수리권 사용료를 면제해주면서, 그 피해를 막기 한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

기 때문이다. 한 일본질소가 流量을 제 로 측정하지 않은 채 속도  방식으

로 건설을 추진해 완공 이후에는 부족한 수량을 확보하기 한 갈등이 반복되었

다. 여기에 일본질소의 방류수를 이용하기 해 성천강 하류에 함흥수리조합이 

건설되면서, 발 소 건설에 따른 향이 하천 하류의 평야지역까지 연쇄 으로 

벌어지며 피해가 확 되었다. 

둘째, 이후 부 강과 성천강이 통과하는 지역 일  역에서 재난이 격증했다. 

에는 가뭄으로 물이 말라붙자 회사 측이 발 용 수량을 확보하기 해 통수

량을 제한하면서 하류의 수리조합 일 까지 이앙기에 논이 말라붙는 피해가 매

년 반복되었다. 여름에는 홍수로, 겨울에는 동 로 인해 제방․인수  등 발 소 

시설의 붕괴․ 손과 그로 인한 범람․ 수․용출 피해가 빈발했다. 이외에도 

공사용 자갈 채취를 해 마을의 제방을 붕괴시키거나, 발 소의 시설 보호를 

해 수문을 기습 폐쇄하는 등 발 소의 건설과 운 에 따른 직  재난도 이

어졌다. 

셋째, 일본질소는 이미 일본에서 발 소 건설에 따른 피해와 사  비, 사후 

책 마련과 보상을 경험한 바 있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를 추진하지 않아 

피해를 강화했다. 이는 일본과 조선 사이의 정치․사회  지역차를 이용한 회사

의 략에 따른 결과이자, ‘기업’의 편의를 해 ‘지역민’에 희생을 가한 식민

지 행정기 의 선택에 따른 결과 다.

1930년  조선 북부에서 추진된 격한 력 개발과 산업화는 ‘식민지 근 화’

의 증거로 거론되고는 했다. 그러나 지역의 시선에서 그 개발은 생존과 생계를 

일상 으로 하는 ‘재난’에 다름 아니었다.

주제어 : 일본질소, 조선질소, 부 강수력발 소, 수리조합,  건설, 지역사

회, 개발재난, 희생지 , 환경 괴, 식민지 유산, 식민지근 화

투고일(2020. 2. 4),  심사시작일(2020. 2. 10),  심사완료일(202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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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truction of Large Dams Under the Japanese Rule in Korea 

and “Development Disaster” 

- A Case Study of Nitchitsu’s Construction of Bujeongang Hydroelectric 

Power Plant -

99)

YANG Ji-hye *

As a key industry, electric power industries characteristically involve large engineering 

works, which irreversibly change the community and environment of the development 

area. This article traced Nitchitsu’s building of Bujeongang Hydroelectric Power Plant 

and its concomitant change in the development area. It was the first-ever construction 

project promoted in Korea for a large dam. It was notable how,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dam, every conceivable disaster increased in the development area. This was due to 

the radical environmental changes. It was concluded that “development itself was a 

disaster” in the local society of colonial Korea, where political, legal, and social 

regulations regarding development were poor. This study expounded three significant 

points. 

First, Nitchitsu adopted the latest construction technology called the watershed change 

method and large-dam structure when they built the Bujeongang Hydroelectric Power 

Plant. After development, however, disasters occurred frequently in the area due to the 

change of fluvial landform. It was because the Government–General exempted Nitchitsu 

from a water tax, which was imposed on river maintenance construction. It was 

exempted because they were unable to finance the damage prevention. Nitchitsu hurriedly 

drove construction without measuring the quantity of flow properly. After completion, 

conflicts about securing the lacking quantity occurred time and again. Furthermore, 

Hamheung Irrigation Association was constructed downriver to use Nitchitsu’s effluents. 

Due to the construction of the power plant, the overflow reached the plain area 

* Research professor, Research Institute of Disaster Humanities, Chosu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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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stream serially, spreading damage.

Second, after construction of the power plant, disasters from environmental change 

increased sharply in the area. In spring, as water dried up due to drought, the company 

put restrictions on drain capacity to secure pondage for generation of electric power. 

This repeated the damage to a rice field that dried up annually during the rice planting 

season in the area of the Irrigation Association. Floods in summertime and freezing 

temperatures in winter caused collapse and breakage at the plant facilities. Therefore, the 

resultant damage of overflow, water leakage, and gush occurred frequently. There were 

successive disasters caused directly by the operational plant. There were, for example, 

the collapse of the village’s embankment after gathering gravel for construction work, or 

surprise closure of sluices to protect facilities of the plant.

Third, Nitchitsu had already experienced damage in Japan with plant construction, 

advance preparation, post-factum provision of measures, and compensation, but did not 

execute these in colonial Korea, enlarging the damage. This was the result of a 

corporate strategy that capitalized from a sociopolitical difference between Japan and 

colonial Korea. It was the result of the choice made by a colonial administrative organ 

that sacrificed “residents” for the convenience of “the company”. 

In summary, for the locals, development did not mean a level road to 

“modernization” or “richness”; for them, it brought about a history of disaster where 

they had to suffer menace in their subsistence and living for the profit of the enterprise.

Key Words : Nitchitsu, Nihon Chisso, development disaster, environmental destruction, 

sacrifice zone, colonial legacy, Colonial Modern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