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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면양장려계획(1934~1945)의 

개과정과 식민지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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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성 룡 **

1. 머리말

2. 면양장려계획(緬羊獎勵計畫)의 수립배경

  1) 사(前史): 면양증식계획(1918)의 수립과 단

  2) 양모자 자족과 북선개발을 한 면양장려계획의 수립

3. 면양장려계획의 개과정과 특징

  1) 1차 면양장려계획: 동척(東拓) 심의 진주의  개 

  2) 2차 면양장려계획: 진주의의 폐기와 속한 확충을 한 종면양(種緬羊) 수입증가 

  3) 3차 면양장려계획: 제국단 의 면양계획 수립과 민간면양 보호․장려의 확

4. 면양장려계획의 한계로 보는 식민지개발

  1) 면양장려계획의 수량  검토 

  2) 면양장려계획의 실패 요인 분석

5. 맺음말

1. 머리말

식민지개발은 근  제도의 수립, 자본의 투하, 첨단기술의 도입 등 근 성의 

이식을 통해서 이 졌다. 와 같은 근 성은 식민지개발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식민지지배의 근간이었다. 동의 받지 못한 권력을 유지하기 해서는 생산력의 

압도  격차를 실 하고 보여줘야 했기 때문에 식민권력은 근 성의 보 에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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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지원을 받았음. 

** 고려 학교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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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울 다. 그러나 식민지성에서 래되는 다양한 한계(재정능력의 부족, 헤

게모니의 부재 등)들로 인해 지배의 심부에서 멀어질수록 지체되는 상이 나

타났고, 특히 농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그 결과 식민권력은 통  생산형태를 

일소할 수 없었고 많은 부분을 농민들의 생산력에 의지해야 했다.

와 같은 상황에서 개되는 개발의 성패는 제도․자본․기술과 함께 환경․

사회․문화 등의 요인에 의해서도 많이 좌우된다. 그 기 때문에 서구나 일본에

서 성공했던 개발정책이 식민지 조선에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최말단의 생산 장으로 내려가면 총독부 농업기술자들의 이론이 지

사정과 부합하지 않아서 때로는 농민들의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식민지개발의 성공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해서는 

지의 환경․사회․문화 등에 한 높은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총독부 농업기술자들은 근 인 제도와 기술을 무분

별하게 조선에 용하려고 했고 이러한 방식들은 부분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1)1)물론 이 실패의 순간에서 조차 총독부는 그 원인을 조선농민들의 ‘무

지’로 돌리곤 했다.

식민지의 환경, 사회, 문화에 한 식민권력의 몰이해와 근 성에 한 과도한 

신념은 식민지개발에서 나타나는 요한 특징  하나이다. 그동안 식민지개발

에 한 평가는 근 성을 기 으로 이 져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은 주목

받지 못했다. 제도의 합리성, 재정의 규모, 기술발 의 수 만이 개발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근 성이 통  생산형태를 압도하지는 

못했던 농 지역에서는 농민의 창조성에서 나오는 사회  생산력도 요한 요소

다. 그 기 때문에 조선의 환경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사회조직을 

와해시켜가며 추진되었던 개발계획들은 재정투여로 인한 순간 인 성장은 가능

했지만 그 지속성까지 담보할 수는 없었다. 

본고는 와 같은 을 바탕으로 1934년 면양장려계획을 통해 식민지개발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면양은 조선사회에서 사육(飼育)하던 가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권력의 필요에 의해 조선에 도입되

1) 제임스 C.스콧( 상인 옮김), 2010 �국가처럼 보기�, 에코리 르,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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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면양은 규모 방목을 기본으로 하지만 기간지(旣墾地)가 많은 조선에서

는 방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농가부업식 사육이 주된 생산형태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생산형태는 농민의 생산력에 의존하는 부분이 큼에도 불구하고 면양장려

계획이 수립 될 때 조선의 환경이나 사육 습, 농조직과의 연 성 등이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면양장려계획은 앞서 말한 식민지개발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는데 매우 한 소재이다.

면양장려계획은 1930년  표 인 수탈정책인 남면북양정책(南綿北羊政策)으

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실상에 한 연구는 무하다. 쟁수행을 해 공업원

료인 양모를 수탈하고 조선농민의 잉여노동력을 착취한 수탈정책으로서만 개설

서 등에 서술되었을 뿐이다.2)2)이와 같은 서술은 면 한 분석이 없이 양모수탈이

라는 부분만 강조한 결과 식민지 수탈구조에 한 이해를 단순화 시키고 말았

다. 사실 면양장려계획은 면양증식 목표와 양모공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따

라서 양모공출의 량을 가지고 수탈의 강약을 논의하는 것은 생산 이지 못

하다. 보다 요한 것은 정책의 한계를 구명하는 것을 통해 식민지개발의 성격

을 논의하는데 있다. 

이와 련해서는 안승택의 연구가 주목된다.3)3)안승택은 근  제도‧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조선의 자연환경과 사회문화 속에서 어떻게 통  제도‧기술과 

경쟁하고 좌 되어 갔는지에 해서 분석한다. 와 같은 연구는 근  제도‧

기술이 합리성․과학성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환경에서 비효율 일 수 있다는 

과 반 로 근  에서 비합리 인 통  제도․기술이 조선의 환경에서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다는 을 강조한다.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환경․사

회․문화 등의 요소들을 농업생산의 합리화와 연결시키는 안승택의 연구는 식민

지개발의 한계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근법을 제공한다.

본고는 와 같은 연구성과들을 바탕으로 면양장려계획의 개과정에 해 분

석한다. 1장은 1930년  이 의 면양정책과 면양장려계획의 수립 배경에 해 

다룬다. 2장은 1~3차에 걸친 면양장려계획의 변천과정과 특징들에 구명한다. 3

2) ｢남면북양정책｣, 국사편찬 원회 우리역사넷(http://contents.history.go.kr).

3) 안승택, 2009 �식민지 조선의 근 농법과 재래농법�, 신구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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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면양장려계획의 수량  검토를 통해 계획의 성패를 살펴 본 후 그 원인에 

해 분석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식민지개발이 가지는 특징과 한계를 밝 내고

자 한다.

2. 면양장려계획(緬羊獎勵計畫)의 수립배경

1) 사(前史): 면양증식계획(1918)의 수립과 단 

양모는 다른 직물에 비해 탄력성, 보존성, 염료흡수성, 수분흡수성, 자외선 투

과흡수력 등이 뛰어나기 때문에 피복원료로서 체 불가능한 지 를 하고 있

었다. 따라서 민간의복뿐만 아니라 군수용피복 재료로도 사용되는 요한 략

물자 기 때문에 국제법상 시 제품으로서 취 되었다.4)4)실제로 1차 이 

한창인 1916년 국은 양모를 수출 제품으로 지정하여 연방(英聯邦) 체에 

한 양모수출 리를 단행했다.

이로 인해 민수는 물론 군수양모조차 수 불능의 상태가 된 일본은 1917년 임

시산업조사국을 설치하여 양모자 화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임시산업조사국은 

최소한 육해군, 경찰 , 철도직원의 피복정도는 자  할 수 있을 만큼의 증산을 

도모하기로 했다. 1918년 25개년간 100만두의 면양증식을 목표로 하는 면양증식

계획이 수립되었고 곧바로 농상무성 농무국에 면양과가 설치되어 본 사업을 담

당했다. 한 일본에 5개의 종양장(種羊場)이 설치되어 종면양(種緬羊)의 공

을 담당했으며, 앙  지방에 면양사업을 지도할 기술원들이 배치되었다. 뿐만 

아니라 면양사육에 필요한 보조 이 책정되었는데 그 액이 무려 천만 엔에 달

했다.5)5)

임시산업조사국은 조선에 해서도 면양 30만두의 증산계획을 수립하도록 했

고, 총독부는 이를 바탕으로 면양증식계획을 추진했다. 장려품종은 몽고종으로 

결정되었고 번식에 필요한 종면양은 세포목양장(洗浦牧羊場)에서 사육하여 배포

4) 吉庄逸夫, 1935 ｢緬羊獎勵の趣旨竝に計劃の槪要に就て｣ �文敎の朝鮮� 121, 67면.

5) 鎌田澤一郞, 1934 �緬羊及緬羊事業硏究�, 朝鮮總督府, 85-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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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우선 함남, 함북, 평북, 황해, 남 등 5개도의 농가에 몽고양을 배부하여 

실제 농가사육에 합한지를 시험했으나 세포목양장에 비해 민간의 면양사육성

은 매우 불량했다.6)6)이를 타개하기 해 1922년 총독부는 기존의 면양증식계

획을 갱신하여 면양시험구역을 국으로 확 하고, 장려품종도 몽고양 신 잡

종양으로 변경하 다. 한 민간에 우량한 암양(牝羊)을 매하고 면양지도기

을 확충하는 동시에 일본  해외에 연구생․유학생을 견하여 기술자 양성에 

힘을 쏟았다. 더욱이 면양사육보조비를 증액하여 면양사육을 진하고 세포목양

장을 권업모범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 인 면양시험장으로 삼고자 했다.7)7) 

그러나 1924년 행․재정정리(行․財政整理)로 인해 면양증식계획은 폐기되었

고 이를 주도했던 세포목양장 역시 같은 해 폐쇄되었다.8)8)이후 면양시험은 난곡

목마장(蘭谷牧馬場)으로 옮겨갔지만 이조차도 1929년 폐쇄됨에 따라 면양에 

한 연구는 사실상 맥이 끊어지게 되었다.9)9)면양정책은 1934년 다시 재추진 될 

때까지 무려 10년간 공백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에 해 총독부 농정 료

던 코바야카와( 早川九郞)는 “그 발달의 맹아가 제거되었다”라고까지 표 하기

도 했다.10)10)코바야카와의 말처럼 면양증식계획의 단은 정책 ․기술 ․경

 경험의 축 을 사실상 백지상태로 되돌린 것과 다름이 없었다.

2) 양모자 자족과 북선개발을 한 면양장려계획의 수립

1930년  공황 이후 보호무역이 득세하면서 세계 각국은 블록경제를 구축하

기 시작했다. 일본 역시 일본․조선․만주를 아우르는 자 자족 경제권인 엔 블

록을 구축하여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경제 기를 극복하고자 했다. 당시 일본에

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던 상품은 면화와 양모 다. 면화는 1930년  연간 평

 6) 鎌田澤一郞, 앞의 , 95면.

 7) 早川九郞, 1960 �(補訂)朝鮮農業發達史 發達編�, 友邦協 , 394면.

 8) 鎌田澤一郞, 앞의 , 95면.

 9) 난곡목마장 폐지 이후 면양시험은 이왕직-권업모범장-농사시험장 북선지장으로 계속 옮

겨가면서 지속되기는 했지만 겨우 명맥만 유지한 것에 불과했고 사실상 방임된 상태 다

( 早川九郞, 앞의 , 395면).

10) 早川九郞, 앞의 , 6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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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4억1천만 엔을 수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면을 수입한 후 일본에서 다시 가

공하여 매했기 때문에 무역 자는 실제로 크지 않았다.

<표 1> 1927~31년간 일본의 양모제품 생산  수입 추이

(단 : 운드)

연도 1927 1928 1929 1930 1931

생산량 125,307 131,537 136,465 145,096 165,914

수입량 170,179,494 164,981,586 14,101,475 140,425,510 214,899,756

소비량 164,100,707 157,066,291 130,811,990 129,770,770 205,098,746

수입액(圓) 175,192,707 140,493,908 99,193,050 108,568,550 103,160,252

* 출  : 朝鮮總督府, 1934 ｢朝鮮總督府緬羊獎勵第一期計畫｣ �朝鮮� 225, 302면.

양모의 경우 <표 1>에서 보이는 것처럼 1931년 일본 국내에서 16만 운드를 

생산하고 있었지만 수요가 2억 운드에 달했기 때문에  다수를 수입에 의

존해야 했다. 일본은 1931년 2억 운드 이상의 양모를 수입했고 그 으로 1

억 엔을 지불했다. 면화와 달리 량을 일본에서 소비했기 때문에 수입의 부

분은 무역 자로 환될 수밖에 없었다.11)11)1억 엔에 달하는 양모수입액은 일본

의 외수지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하나로 이를 자 하는 것이 국민경제상 

단히 요한 문제 다. 

한 략물자인 양모의 높은 외의존도는 안보상 불안을 래할 우려가 있

었다. 만주사변 이후 사실상 시체제로 돌입한 일본의 입장에서 양모의 자

자족은 경제  논리를 뛰어 넘는 요한 사안이었다. 따라서 수입양모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더라도 양모국산화는 “일국 경제력의 충족에 공헌하여 단연

코 손실로 지불”되지 않는 사안으로 평가받았다.12)12) 

1930년  양모 자 자족의 요성이 더욱 높아지자 일본정부는 다시 면양증식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5년간 천만 엔을 쏟아 부은 면양증식계획의 

11) 鎌田澤一郞, 앞의 , 20면; 朝鮮總督府, 1934 ｢朝鮮總督府緬羊獎勵第一期計畫｣ �朝鮮�

225, 302면.

12) 鎌田澤一郞, 앞의 , 24-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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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3만두에 불과했기 때문에 일본의 면양생산력에 회의 인 의견이 많았

다.13)13)이에 일본을 신하여 300만두 가량의 면양을 사육하고 활한 원야를 보

유한 만주가 요한 양모 산지로서 부상했다. 하지만 만주면양은 부분 몽고양

으로 피복 생산에 사용하기 어려웠고,14)14)원야의 부분이 기경지(起耕地)이거나 

습지여서 면양사육에 필요한 목 가 부족했다. 게다가 치안이 불안하여 철도연

선의 농가를 제외하고는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당장 면양증식을 기 하기

는 어려웠다.15)15) 

일본과 만주의 면양증식이 요원한 상황에서 조선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면양증식계획도 1924년 단되었으나 총독부 농정

료들은 이를 실패로 평가하지 않았다. 그들은 행․재정정리라는 특수한 사정으

로 인해 단된 것이며16)
16)6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겨우 연간 5만 엔을 투여한 

사업치고는 좋은 성 을 거두었다고까지 생각했다.17)17)따라서 여 히 조선은 면

양사육의 호 지로 다시 면양증식계획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선 내에서도 북선개발과 농가경제안정화의 수단으로서 면양이 주목받

고 있었다. 조선총독 우가키(宇垣一成)는 일본․조선․만주의 분업  블록경제

를 실 하기 해 1932년 2,683만 엔에 달하는 북선개척사업을 실시했다.18)18)북선

개척사업은 국유림의 개발․이용, 철도․도로 부설, 화 민 지도, 산림지역의 농

경지 이용, 인구 이주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고지  개발계획으로서 

면양사업도 포함되어 있었다.19)19) 

13) 油井垈治, 1933 ｢朝鮮に於ける緬羊事業の 來｣ �朝鮮農 報� 7-6, 19면.

14) 몽고양은 고기와 모피를 주된 목 으로 생산하는 품종이어서, 카페트 이외에 사용될 가

능성이 었다(鎌田澤一郞, 앞의 , 28면).

15) 油井垈治, 앞의 , 19면; 鎌田澤一郞, 앞의 , 19면. 

16) “그 성 이 어땠을까라고 한다면, 목장에서 성 은 內地에도 비유할 수 없는 우수한 성

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포 된 양의 지방에서의 성 도 당 의 것으로서는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시작부터 겨우 5,6년으로 1924년의 행정정리의 때,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폐지되었을 뿐이다. 단지 폐지된다고 하는 사정만 보고 세간에서

는 실패했던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결코 그 지 않다. 단기간이라고는 하지만 

자세히 그 성 을 조사해 본다면 매우 양호했다”(油井垈治, 의 , 19면).

17) 鎌田澤一郞, 앞의 , 121면.

18) 안유림, 1994 ｢1930年代 總督 宇垣一成의 植民政策｣ �梨大史苑� 27, 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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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선은 목야지 가 많고 한랭하며 강우량이 다는 단 아래 환경 으로 면

양사육에 합한 것으로 인식되었다.20)20)게다가 면양은 성질이 온순하여 부녀자

의 노동력으로도 사육 할 수 있고 사육비가 축우에 비해 소액이기 때문에 농가

부업으로서 당했다. 한 양모와 어린양(仔羊)의 매는 로가 안정 이어서 

수입을 얻는데 유리했다. 겨울에는 휴한기 잉여노동력을 이용하여 홈스펀

(homespun) 의류를 생산․ 매할 수도 있었다.21)21)면양사육을 통해 얻을 수 있

는 수입은 총독부 조사에 의하면 1두 당 10엔22)으로22)다수 사육이 가능하다

는 을 염두에 둘 때 결코 지 않았다. 따라서 농림국장인 와타나베(渡邊忽)

는 면양사육을 “농가경제 궁핍의 완화책으로 효과가 결코 지 않으며…농가경

제의 갱생을 도모하여 피폐 곤란한 반도 농 의 진흥에 이바지 하는 요한 의

의를 가진” 사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23)23)그런 의미에서 볼 때 면양사업은 북

선개발과 농가경제안정이라는 당시 총독부의 주요정책들을 통하는 사업이었다. 

지 까지 살펴본 것처럼 면양장려계획은 양모 자 자족이라는 일본 제국의 필

요성과 북선개발  농가경제안정화라는 총독부의 필요성이 맞아 떨어져서 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1934년 산안을 승인받기 해 이마이다(今井田

淸德) 정무총감이 도쿄를 방문했을 때 다카하시(高橋是淸) 장상은 면양문제만

을 가지고 수십 분을 허비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했을 정도로 면양사업은 일본

정부  총독부에게 있어 요한 국책사업이었다.24)24)따라서 1934년 많은 사업

19) 朝鮮總督府, 1940 �施政三十年史�, 朝鮮總督府, 725면.

20) 鎌田澤一郞, 앞의 , 3면.

21) 吉庄逸夫, 앞의 , 69면.

22) 朝鮮總督府, 1934 앞의 , 303면.

23) 1935 ｢緬羊獎勵事務打合 ｣ �朝鮮農 報� 9-2, 99면.

24) “지난날 다카하시 장상은 산문제에 해서 지  이마이다 정무총감과 회견했을 때, 

특히 면양문제만 수십 분을 허비했다. 장상이 이미 농상무성 농무국장 시 에 면양장

려계획의 생각을 말했고, 그 성과를 올리는 것에 해서는 주 한 비와 세심한 주의에 

기 하여 쉽지 않는 노력이 요구됨을 설명했다. 본 계획에 해서도 크게 자 을 구하고 

편달을 더했다고 해 들었다. 산이 무사히 의회를 통과했을 때에는, 신년도를 계기로

서 조선의 면양시 가 재 된다고 하는데 있어, 이 신흥산업에 한 실천과정은 다카하

시 장상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신 한 발족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鎌田澤一郞,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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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들이 장성에 의해 크게 삭감되거나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양장려계획

은 원안에 가깝게 통과되면서 본격 으로 면양정책이 시작되었다.25)25) 

3. 면양장려계획의 개과정과 특징

 

1) 1차 면양장려계획: 동척(東拓) 심의 진주의  개

｢면양장려1기계획｣(이하 1차 계획)은 면양사육에 합한 서북선 6개도(황해․

평남․평북․강원․함남․함북)에서 우선 으로 실시한 이후 국으로 확 시킬 

방침 하에 수립되었다. 본 계획은 농가 1호당 5두의 부업면양을 사육하는 것을 

주안으로 했으며, 장려 품종은 코리데일종으로 결정했다. 다만 코리데일종만으로 

단기간 증식하는 것은 당시 재정에 비춰 볼 때 어려운 문제 다. 따라서 당장은 

몽고종을 개량하여 사용하지만 계획완료 때 총 두수의 1.5%를 유하는데 불과

할 정도로 차 도태시켜 나가기로 했다.26)26) 

<표 2> 사료공   농가호수를 기 으로 한 서북선 6도 면양증식 가능 두수

(단 : 千頭)

항목

사료공 기 농가호수기

잉여사료고 

(千貫)

면양 사료고 

(千貫)

가능 

두수

농가호수

(千戶)

면양사육호수

(千戶)

가능 

두수

두수 1,354 677 2,708 1,061 533 2,667

* 출  : 朝鮮總督府, 1934 ｢朝鮮總督府緬羊獎勵第一期計畫｣ �朝鮮� 225, 296면.

면양장려계획을 본격 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총독부는 서북선 6개도에서 증식 

가능한 면양의 수를 조사했다. 우선 사료공  상에서 볼 때 <표 2>에서 보이는 

, 5-6면).

25) ｢朝鮮明年度豫算中 新規事業全部削除｣ �東亞日報� 1933.12.23; ｢明年度豫算 全額이承認｣ 

�東亞日報� 1933.12.27.

26) 朝鮮總督府, 1934 앞의 , 2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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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생산 가능한 사료는 총 270만 (貫)으로 이  반이 기존에 소비되었

기 때문에 135만 의 잉여사료가 존재했다. 면양 1두가 1년간 250 의 사료를 

소비한다고 가정할 때, 잉여사료의 1/2인 67만 을 면양사료로 공용한다면 약 

270만두의 면양을 사육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농가호수 기 으로 봤을 때 <표 

2>에서 보이는 것처럼 서북선 6도의 농가호수는 106만호에 달했는데, 이  반

인 53만호의 농가가 면양을 사육할 수 있다고 총독부는 상했다. 따라서 1호 5

두라는 장려방침에 비춰 봤을 때 266만두의 증식이 가능했다.27)27) 

와 같은 조사는 과학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 통계를 참고한 서류

상의 계획에 불과했지만, 총독부는 이를 바탕으로 1963년까지 423만두의 면양을 

증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1차 계획은 면양증식에 필요한 기  양을 확

보하는데 주안 을 두는 진주의 방식을 표방했기 때문에 1934년부터 10년간 

10만두 증식을 목표로 한 소극 인 계획으로 수립되었으며, 산은 매년 20만 

엔으로 책정되었다.28)28)

1차 계획은 종면양(種緬羊)의 생산공 , 면양사육의 지도 감독, 민간면양의 보

호장려를 주요 사업으로 하여 추진되었다. 우선 종면양의 생산공 을 해 총독

부는 국립종양장을 설치했다. 1934년 8월 11일 ｢조선총독부종양장 제(朝鮮總督

府種羊場官制)｣의 공포로 세포목양장이 폐쇄된 지 10년 만에 국립종양장이 다시 

설치되었다. 조선총독부종양장은 종면양의 리․개량․사육․배부를 담당했으

며, 종양장장(種羊場長) 1명, 임기사 1명, 임기수 2명을 직원으로 두었다.29)29) 

국립종양장만으로 충분한 종면양공 이 어렵다고 생각한 총독부는 민간종양장 

설치도 장려했다. 그러나 면양증식계획 실패 이후 민간면양사업은 크게 축되

어 있었고, 그나마 있던 민간목장들마  경 난으로 폐쇄되는 상황 속에서 민간

종양장의 설치는 요원 할 수밖에 없었다.30)30) 와 같은 상황에서 국책에 부응하

여 규모 종양장을 운 할 수 있는 기업은 조선 내에서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

27) 총독부는 사료  농가호수를 기 으로 한 상치  최소치를 채택 할 경우 234만두의 

면양 증식이 가능하다고 상했다( 의 , 296면).

28) 의 , 290면.

29) ｢朝鮮總督府種羊場官制制定ノ件｣ �朝鮮總督府官報� 1934.08.11.

30) 1934 ｢牧羊農民を養成｣ �朝鮮農 報� 8-5, 1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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拓殖株式 社, 이하 동척)밖에 없었다. 동척은 이미 1933년 총독부의 북선개척 

방침에 순응하여 경원목양장(慶源牧羊場)을 개설한 상태 다.31)31)총독부는 1차 

계획 실시 이후 동척과 ｢면양사업경 에 한 정｣(이하 ｢ 정｣)을 맺어 종면

양의 수입․번식․배 기 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 정｣은 동척

이 연간 2,500두의 종면양을 수입하여 번식시킨 후 도․농회․개인목장 등에 배

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신 총독부는 면양기술자를 동척에 알선하고 보조

을 교부하기로 했다.32)32) 

<표 3> 1934~36년간 종면양 수입 두수

(단 : 頭)

연도
총 수입 

두수

동척목장 수용두수 동척 

이외경원(慶源) 온성(穩城) 훈융(訓戎) 곡산(谷山) 합계

1934 2,328 2,247 - - - 2,247 81

1935 2,861 - 1,985 - - 1,985 876

1936 2,656 - - 1,458 462 1,920 736

합계 7,845 2,247 1,985 1,458 462 6,152 1,693

평균 2,615 749 662 486 154 2,051 564

* 출  : 東洋拓殖株式 社, 1940 �東拓の緬羊事業�, 東洋拓殖株式 社, 4면.

총독부는 종면양으로 사용할 코리데일종을 호주로부터 수입했는데 구매 알선

은 주로 동척에서 담당했다.33)33)수입규모는 <표 3>에서 보다시피 연평균 2,615두

에 달했으며 78%가 동척목장, 22%가 국립종양장․도종양장(道種羊場) 등에 수

용되었다. 동척은 ｢ 정｣에 따라 온성(1935), 훈융․곡산(1936)에 목양장을 추가

로 설치하여 1936년까지 총 4개의 목장을 운 했다.34)34)수입 종면양의 부분을 

31) 東洋拓殖株式 社, 1940 �東拓の緬羊事業�, 東洋拓殖株式 社, 1면.

32) 東洋拓殖株式 社, 연도미상, ｢緬羊事業｣(국사편찬 원회 자사료  리번호: AJP036 

_00C0021_029), 388-389면.

33) 의 , 390면.

34) 각 목양장의 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온성목양장-함북 온성군 미포면 1,843정보 규

모, 훈융목양장-함북 온성군 훈융면 1,732정보 규모, 곡산목양장-황해 신계군 사지면 

1,126정보 규모. 1936년 이후에는 함북 경원군(제2경원목양장)  강원 평강군(이목목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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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한 동척은 1936년 기 으로 무려 6,301두를 사육하고 있었다.35)35)1935년 조선

총독부종양장의 종면양이 417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동척이 사실

상 종양배 기 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36)36)동척은 수입한 종면양을 

자사 목장에서 번식시킨 다음 2차 종양배 기 인 도종양장․군농회(郡農 ) 등

에 배 했다. 2차 배 기 은 종면양을 사육한 후 조선농가에 배 하여 면양의 

번식을 도모했다.37)37) 

다음으로 면양사육의 지도감독을 한 면양기술원을 총독부  지방청에 설치

했다. 우선 총독부에는 기수 2명, 고원 1명, 지방청은 함북에 도기사(道技師) 1

명, 서북선 6개도에 각각 도기수(道技手) 1명씩을 고용했다. 그밖에 국고보조에 

의한 지방산업 기수를 서북선 6개도에 38명 증원하여 면양사육의 지도감독을 

맡겼다.38)38)

마지막으로 민간면양의 보호장려를 해 면양사육장려 을 농회에 교부하여 

면양의 구매와 탁을 장려했다.39)39)농회는 사육 가능한 조선농가를 조사하여 

탁한 후 지속 인 지도․ 리를 통해 면양의 증식을 도모했다.40)40) 탁면양의 규

모는 <표 4>에서 보이듯이 1936년 기  1,149두에 달했는데 그  91%인 1,048두

를 농회에서 탁했을 정도로 면양 탁은 농회가 주도하고 있었다.41)41)

장)에 2개의 목장을 추가로 설립한다. 경원제2목양장(1937)-함북 경원군 경원면 1,792정

보 규모. 이목목양장(1940)-강원 평강군 내면 2,419정보 규모. 반면 1933년 설치한 경

원목양장은 1940년에 이르러 일본육군 군마보충부 용지로서 징발되었기 때문에 폐쇄되

었다(東洋拓殖株式 社, 1940 앞의 , 2면).

35) 東洋拓殖株式 社, 1940 앞의 , 6면.

36) 1936 ｢西北鮮ニ於ケル緬羊飼養狀況｣(국가기록원 리번호: CJA0011236), 611면.

37) 1935 ｢緬羊獎勵事務打合 ｣ �朝鮮農 報� 9-2, 101면.

38) 朝鮮總督府, 1937 ｢說明資料 其ノ二(緬羊增殖獎勵ニ關スル事務ノ爲ノ增員說明 等)｣(국

사편찬 원회 자사료  리번호: AJP035_01_00C0179), 218면.

39) 1936 ｢昭和十一年道國庫支辨緬羊獎勵補助金交付ニ關スル件｣(국가기록원 리번호: CJA 

0003140_0026900158), 617면.

40) 1935 ｢緬羊獎勵事務打合 ｣ �朝鮮農 報� 9-2, 101면.

41) 1936 ｢西北鮮ニ於ケル緬羊飼養狀況｣, 6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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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1935년 주체별 소유  탁 면양 두수

(단  : 頭, %)

소유 

주체
청 공공단체

민간
합계

탁수

동척 동척 외 소계 농회 기타 합계

면양 

두수

565

(6)

2,374

(26)

4,674

(51)

1,593

(17)

6,267

(68)

9,206

(100)

1,048

(91)

101

(9)

1,149

(100)

* 출  : 1936 ｢西北鮮ニ於ケル緬羊飼養狀況｣(국가기록원 리번호: CJA0011236), 612면; 
東洋拓殖株式 社, 1940 �東拓の緬羊事業�, 東洋拓殖株式 社, 7면.

1차 계획의 성과에 해서는 <표 4>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부분의 

면양은 공공단체와 민간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에서도 민간의 비 이 68%

로 매우 컸다. 하지만 민간 소유 면양의 부분은 동척(51%)이 소유했으며, 조

선농가가 사육하는 면양은 17%에 불과했다. 게다가 조선농가가 사육하는 면양 

 72%가 탁면양이었을 정도로 직  구매해서 사육하는 숫자는 매우 었다. 

조선농가 입장에서는 경험이 없는 면양사육을 선호하지 않았고, 할 경우에도 최

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해 직  구매보다 탁 방식을 선호했다. 

1차 계획은 진주의를 표방하며 10년간 10만두의 면양증식을 목표로 개되

었다. 1924년 면양증식정책 폐기 이후 10년간 면양정책이 부재했던 조선에서 

격한 증식보다 진 으로 면양증식의 기 를 확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농가에 면양사육의 풍토를 정착시키기보다 동척의 종면양 수입과 목장

운 을 심으로 개되었기 때문에 면양사육의 기 를 확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2) 2차 면양장려계획: 진주의의 폐기와 속한 확충을 한 종면양(種緬羊) 

수입증가 

1차 계획의 증식목표는 1934~36년간 7,775두, 12,930두, 19,328두 는데, 실제 

달성률은 각각 70%, 73%, 63%로42)
42)총독부 스스로 순조롭다고 평가할 만큼의 

성 을 나타내고 있었다.43)43) 와 같은 상황에서 총독부는 면양사육을 서북선 6

42) 朝鮮總督府, 1934 앞의 , 2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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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국으로 확 하여 양모 생산의 증가와 농가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44)44)따라서 1937년 기존의 면양장려계획을 확충한 ｢면양장려확충계획｣(이하 

2차 계획)을 수립하여 더 강력한 면양증식을 개해 나갔다.

2차 계획은 1차 계획의 진주의를 폐기하고 15년간 50만두의 면양을 격히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내용은 크게 종면양 수입 확 , 면양기술원 증원, 

민간면양 보호장려로 구성되었다. 우선 1차 계획 때 매년 2천여 두의 종면양을 

수입하던 것을 확 하여 1937년에 6천두, 1938~40년간 매년 8천두, 1941년부터

는 4천두를 수입하기로 계획했다.45)45)종면양의 수입이 3~4배로 격히 확 되자 

총독부는 수입 종면양을 수용할 수 있는 종양장 증설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

다. 이에 따라 1937년 평안남도 순천군( 川郡)에 국립종양장이 추가되었다.46)46) 

<표 5> 1934~38년간 동척목장 면양 사육  배 두수 추이

(단 : 頭)

연도 사육두수
배 두수

조선 만주 합계

1934 2,474 　 　 　

1935 4,674 629 13 642

1936 6,301 367 367

1937 8,239 1,633 208 1,841

1938 8,316 2,352 900 3,252

* 출  : 東洋拓殖株式 社, 1940 �東拓の緬羊事業�, 東洋拓殖株式 社, 5-7면.

국립종양장의 증설과 함께 동척도 경원 제2목양장을 증설하면서 총 5곳의 목

장을 운 하게 되었다.47)47)동척목장의 수용력이 확 되면서 <표 5>에서 보이듯이 

면양 사육두수가 1934년 2,474두에서 1938년 8,316두로 크게 증가했다. 동척목장

에서 배 하는 면양의 숫자도 1935년 629두에서 1938년 3,252두로 증하여 여

43) 朝鮮總督府, 1937 앞의 , 215면.

44) 의 , 215면.

45) 의 , 220면.

46) 朝鮮總督府, 1940 앞의 , 602면.

47) 東洋拓殖株式 社, 1940 앞의 ,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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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1차 종양배 기 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2차 계획에서는 면양의 

배 을 조선뿐만 아니라 만주까지 확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208~900두의 수

컷 종면양(種牡羊)을 만주로 배 했다. 이로써 조선은 일본제국에 종면양을 공

하는 요한 고리로서 부상했다.

다음으로 면양기술원 역시 1차 계획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기존의 기술원만

으로는 격한 면양 확충에 따른 사무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사 1명, 

탁 1명, 기수 2명, 고원 3명을 총독부에 증원하기로 계획했다.48)48)지방청에서도 

1937년에 도기사 1명, 1938년에 도기사 4명, 도기수 7명, 지방산업 기수 51명을 

추가로 증원하고자 했다.49)49) 

민간면양의 보호장려를 한 조치들은 1차 계획과 거의 비슷했다. 우선 조선

농가의 면양사육을 직 으로 보조해주는 사업은 농회의 면양 탁이 유일했다

는 에서 1차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양육이용장려․양모가공사업은 

1차 계획에 비해 확 되었다. 총독부는 양육이용장려를 해 기존의 소비선  

뿐만 아니라 지정양육상(指定羊肉商)을 조성하여 양육 매를 알선하도록 하고 

그 가로 3엔의 보조 을 교부했다. 한 1938년부터 3개년간 생산되는 양육의 

80%에 해 양육출하운임 보조 명목으로 1두당 1엔의 보조 을 교부했다. 다음

으로 1937~38년간 8개의 방모기(紡毛機)와 8개의 홈스펀기기를 설치하여 조선

농가의 양모가공사업을 장려했다.50)50)

<표 6> 1937년 면양사육장려 보조  구성

(단 : 圓, %)

항목

종양수입보조 종양육성

장용지 

보조

양육장

려보조

양모가공

사업조성

면양사육

장려

강습회  

품평회 

보조

면양단

체보조
합계종양구입

보조

양사설비

보조

액
368,400

(87)

35,206

(8)

2,400

(1)

4,580

(1)

3,632

(1)

5,915

(1)

1,200

(0)

3,000 

(1)

424,333

(100)

* 출  : 朝鮮總督府, 1937 ｢說明資料 其ノ二(緬羊增殖獎勵ニ關スル事務ノ爲ノ增員說明 等)｣
(국사편찬 원회 자사료  리번호: AJP035_01_00C0179), 222면.

48) 朝鮮總督府, 1937 앞의 , 218면.

49) 의 , 219면.

50) 의 , 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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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표 6>을 통해 2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해서 살펴보도록 하

자. 우선 연간 20만 엔 정도로 추진되었던 1차 계획과 달리 2차 계획은 2배가량 

증액되어 연간 42만 엔의 산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용 인 면에서는 

종면양수입 련 산이 체 96%를 차지했을 정도로 압도 이었다. 그런 의미

에서 2차 계획의 산증액은 종면양 수입증가(2천두→6천두)에 따른 수입비용의 

증가 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직 부를 통해 농가의 면양사육을 늘리는 면양

사육장려 보조 은 1%에 불과했다. 이는 총독부가 동척에 면양사업 보조 으로 

지불한 액(128,141엔)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었다.51)51) 

진주의를 폐기하고 속한 확충을 표방한 2차 계획은 종면양 수입의 증가를 

통한 양 확 를 추구했다. 반면 농가와 면양을 결합시키거나 면양사육의 안정

성을 더하는 부분들에 한 정책  고려는 매우 었다. 즉 2차 계획은 조선농

가에 한 직  보조 신 동척에 보조 을 지 하여 면양을 수입하는 방법으

로 면양을 증식시켰던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양 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었지만 면양사육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상 으로 부족했다. 격

한 확충에만 하여 종면양 수입 심으로 정책이 개 된 결과 면양증식의 

기 를 확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3) 3차 면양장려계획: 제국단 의 면양계획 수립과 민간면양 보호․장려의 확

일본․조선․만주 등 주요 지역에서는 면양증식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지

만 제국 체를 아우르는 통합 인 면양증식계획은 부재한 상태 다. 그러나 

1937년 일 쟁의 발발로 일본이 본격 인 시체제로 돌입하면서 양모의 자

화가 요한 사안으로 다시 부상했다. 1937년 일본 제국의 양모수요는 84만표

(俵)에 달했던 반면 공 은 2,500표에 불과했다. 게다가 일 쟁 발발로 군수용 

양모수요가 격히 증가하면서 쟁수행에 필요한 21만 표의 양모를 조달하는 

문제가 긴 한 상황이었다. 이에 물자동원  요경제계획을 입안하던 기획원

( 劃院)은 쟁수행에 필요한 양모의 자 화를 해 일본․조선․만주․북

국․몽고를 아우르는 ｢양모생산력확충 강계획｣(羊毛生産力擴充大綱計畫, 이하 

51) 東洋拓殖株式 社, 연도미상, 앞의 , 3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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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계획｣)을 1938년부터 계획하기 시작했다.52)52)｢양모계획｣은 군수용 양모생산

에 필요한 면양 1천만 두를 일본 제국의 각 지역에 할당하여 생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53)53)

<표 7> ｢양모생산력확충 강계획｣에 의한 각 지역별 면양증식 할당 두수

(단 : 千頭, %)

연도 일본 조선 동주 만주국 북 국 몽고 합계

1939 180(54) 76(23) 4(1) 67(20) 2(1) 4(1) 336

1941 372(42) 170(19) 7(1) 193(22) 44(5) 89(10) 878

1943 664(29) 311(14) 13(1) 565(25) 247(11) 494(22) 2,297

1945 1,105(18) 518(8) 22(0) 2,643(42) 669(11) 1,338(21) 6,296

* 출  : 劃院, 1938 ｢羊毛生産力擴充大綱計畫｣(JACAR Ref: B05016226700), 379면.

<표 8> 일본 제국권 종면양 공  계획 두수

(단 : 頭)

공 처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일본 7,325 10,500 12,250 26,070 23,718 28,542 34,097 41,517

조선 3,250 5,000 8,250 15,640 20,774 28,420 37,388 49,667

동주 -　 　- 　- 839 444 611 850 1,155

합계 10,575 15,500 20,500 42,549 44,936 57,573 72,335 92,339

* 출  : <표 7>과 같음.

다음으로 <표 7>, <표 8>을 통해 ｢양모계획｣ 속에서 조선의 치를 살펴보도

록 하자. 1939년까지 일본(54%)과 조선(23%)은 제국 체에서 가장 요한 면

양생산지 다. 그러나 1941년부터 두 지역의 비 이 차 떨어지는 신 만주․

몽고․북 국의 비 이 차 상승해 갔다. 만주․몽고․북 국은 창기 치안문

제로 생산력이 떨어졌지만 활한 원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재  생산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 받고 있었다. 기획원은  지역의 통치가 안정화되면 생산

52) 1940 ｢道畜産課長主任官 同｣ �朝鮮獸醫畜産學 報� 8-6, 17면.

53) 劃院, 1938 ｢羊毛生産力擴充大綱計畫｣(JACAR Ref: B05016226700), 372-3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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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회복될 것으로 상하고 부분의 면양생산을 할당했다.54)54)

면양생산에서 조선이 차지하는 비 은 차 하락해 갔던 반면 종면양 공 지

로서의 상은 차 상승해 갔다. <표 8>에서 보이는 것처럼 1943년까지는 일본

의 종면양 공 이 조선보다 많았지만 1944년에 이르러서 양자는 거의 동률을 나

타냈다. 1945년에 이르러서는 조선의 공 량이 일본을 앞서갔으며 계획 완료 때 

조선은 일본 제국권 종면양 공 의 54%를 담당하는 치까지 올라간다. 

기획원은 조선에 면양생산지이자 종면양 공 지로서의 역할을 조선에 부여했

고, 총독부는 ｢면양장려계획｣(緬羊獎勵計畫, 이하 3차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부

응했다. 3차 계획은 1946년까지 65만두의 면양과 10,300표의 양모 생산을 목표로 

했는데, 이는 기획원의 계획을 그 로 조선에 용한 것이었다.55)55)그리고 1948년

까지 50만두를 목표로 했던 2차 계획에 비해 기간은 더 짧아지고 증식할 두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조치를 필요로 했다.

3차 계획은 크게 국립종양장  종양지장(種羊場支場)의 설치, 면양기술원의 

증원, 민간면양 보호 장려를 핵심으로 하고 있었다. 우선 2개의 국립종양장을 추

가로 설치하여 총 4개의 국립종양장을 운 하기로 했다. 한 종양장지장 2개소

를 설치하여 종모양의 육성 배부, 사료 재배, 민간면양 기술지도를 담당하게 했

다.56)56)많은 시설비와 인건비를 필요로 하는 국립종양장의 설치가 실 으로 어

려운 상황에서 지장을 늘리는 방법으로 부족한 종양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

이었다. 그밖에 국비보조에 인한 종양육성장(種羊育成場)을 설치하여 면양 증식

에 필요한 종양을 육성하고 배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57)57)

다음으로 총독부  지방청에 소속되어 있는 면양기술원도 크게 증원되었다. 

총독부에는 사무  1명, 기사 2명, 탁 1명, 기수 4명, 고원 3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지방청에는 1940년까지 추가로 도기사 11명(평북․평남․강원․황해  

남선 7개도), 도기수 7명(경기․충북․충남․ 북․ 남․경북․경남), 지방산업

기수 182명( 국)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처럼 3차 계획의 기술원의 증원규모는 

54) 劃院, 1938 앞의 , 375면.

55) 朝鮮總督府, 1941 ｢增産計劃 等 調書｣(민족문제연구소, 2001 �日帝下 戰時體制期政策史

料叢書� 81, 한국학술정보, 245면에서 재수록).

56) 朝鮮總督府, 1941 ｢朝鮮總督府種羊場官制中ヲ改正ス｣(JACAR Ref: A02030272600), 11-13면.

57) 의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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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계획을 훨씬 압도하는 것이었고, 증원지역도 기존 서북선 6도를 벗어나 

국으로 확 되었다.58)58) 

면양기술원 증원 사업에서 제일 주목해야 할 것은 면양사육지도원의 설치이

다. 기존 설치한 앙  지방청의 면양기술자들로는 농가에 한 직 인 실

지지도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면양사육기술의 보 이 매우 지체되

고 있었다.59)59)총독부는 와 같은 부분을 보완하기 해 제1선지도원인 면양사

육지도원을 1940~43년간 1,732명 설치하여 농가의 면양사육을 지도하도록 했

다.60)60)그러나 1943년 목표면양두수가 31만두라는  염두에 둘 때 1명 지도원이 

180두의 면양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도의 도는 여 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계획지역의 확 에 따라 지도원이 국으로 분산되면서 이와 같은 곤란

은 더욱 가 되었다. 후술하겠지만 면양지도원 설치에도 불구하고 사육지도의 

부족문제는 장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표 9> 1939~45년간 수입 종면양 배  정표

(단 : 頭, %)

연도 동척목장 도종양장 군농회 종양장 군농회 합계

1939 1,020(10) 510(5) 1,020(10) 7,560(75) 10,110(100)

1941 4,000(23) 　 2,000(12) 11,100(65) 17,100(100)

1943 4,000(23) 　 2,000(12) 11,100(65) 17,100(100)

1945 　 　 　 17,100(100) 17,100(100)

* 출  : 朝鮮總督府, 1941 ｢朝鮮總督府種羊場官制中ヲ改正ス｣(JACAR Ref: A02030272600), 
19면.

* 비고 : 동척목장은 1940년 이후 조선축산주식회사 목장으로 변경.

다음으로 민간 면양 보호 장려가 양 으로 크게 확충되었다. 우선 종면양 수

입은 2차 계획까지 연간 6천두를 수입했지만 3차 계획에서는 연간 17,100두로 

크게 증가했다.61)61)수입한 종면양은 <표 9>에서 보이는 것처럼 동척목장, 도종양

58) 朝鮮總督府, 1941 앞의 , 13-14면.

59) 1935 ｢緬羊獎勵事務打合 ｣ �朝鮮農 報� 9-2, 103면.

60) 朝鮮總督府, 1941 앞의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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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군농회 종양장, 군농회로 배 되었는데, 군농회의 부가 65~7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동척목장이 10~23%를 차지하고 있었다. 2차 계획까지는 동척

이 1차 배 기 으로서 종면양 수입  배 을 주도했지만 3차 계획에 들어와서

는 그 지 를 군농회에 넘겨주었다. 군농회는 수입량의 12% 정도만 자체 종양

장에서 사육하고 나머지는 65% 정도는 곧바로 개인목장  조선농가에 부․

탁했다. 특수종양장에서 수입종면양을 사육하던 1․2차 계획과 달리 3차 계획

은 조선농가의 직 사육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되었다. 즉 수입 종면양을 직

생산자인 조선농가에 곧바로 부하여 면양사육을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면양 

증식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다.

<표 9>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립종양장의 증설과 군농회의 역할 강화로 인해 

종양배 기 으로서 동척의 상은  하락했다. 게다가 동척은 조선지역의 

경험을 바탕으로 몽고지역에서의 면양장려계획을 주도하는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조선의 면양사업에 해 집 하기 어려웠다.62)62)따라서 1940년 

동척은 면양사업 부분을 정리하여 조선축산주식회사(朝鮮畜産株式 社)에 넘기

고 몽고지역의 면양장려계획에 집 하게 된다.63)63) 

<표 10> 1940․1941년 면양사육장려보조  내역

(단 : 圓, %)

연도
종양 수입 련

면양사육장려 기술원설치비 기타 합계
종양수입비 양사설비비

1940 622,842(80) 39,603(5) 28,520(4) 68,000(9) 18,362(2) 777,327

1941 622,842(69) 39,603(4) 114,820(13) 103,900(12) 16,762(2) 897,927

* 출  : 1940-朝鮮總督府, 1941 ｢朝鮮總督府種羊場官制中ヲ改正ス｣(JACAR Ref: A020 
30272600), 23-24면. 1941-朝鮮總督府, 1941 ｢增産計劃 等 調書｣(민족문제연구소, 2001 
�日帝下 戰時體制期政策史料叢書� 81, 한국학술정보, 246면에서 재수록).

61) 의 , 14면.

62) 東洋拓殖株式 社, 1939 ｢9.其他ノ(26)東拓ノ緬羊改良增殖事業ニ關スル件｣(JACAR Ref: 

B06050258600), 20면.

63) 다만 조선축산주식회사의 주주가 동척이었기 때문에 동척은 조선의 면양사업에 간

으로 참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朝鮮畜産株式 社, 1939 ｢東拓ノ朝鮮畜産株式

社引受ニ關スル件ノ分割1｣(JACAR Ref: B06050224500),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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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3차 계획의 산을 나타내는 <표 10>을 통해 성과와 한계에 해

서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체 산은 1940년 77만 엔, 1941년 89만 엔으로 연

간 44만 엔에 불과했던 2차 계획에 비해 상당 부분 증액되었다. 각 항목별로 살

펴보면 종양수입 련 항목이 각각 85%, 73%로 여 히 가장 높은 비 을 차지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1․2차 계획과 마찬가지로 3차 계획 역시 종양수입을 

통한 속한 증식을 심축으로 하여 개되었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2차 계획 때 6천 엔에 불과했던 면양사육장려 이 각각 2만8천 엔, 11

만4천 엔으로 격히 증가했다는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농가 탁

을 목 으로 농회에서 면양을 구매할 경우 구매비를 보조해주는 면양장려 의 

증액은 농가의 면양사육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농가의 면양사육을 

지도해주는 기술원의 설치비가 새롭게 추가되어 1940~41년간 9%, 12%를 차지

하고 있다는 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기술원이 증원되어 조선농가에 

한 실지지도를 도 있게 한다면 면양사육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즉 면양사육장려 과 지도원설치비의 증가는 직 생산자인 조선농가의 생산

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로 단순히 종면양 수입에만 집 했던 이  계획과는 차

별성이 존재했다. 

그러나 여 히 종면양 수입을 증식의 기 로 삼고 있다는 에서 면양증식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한 탁을 통해 면양을 양 으로 증가시킬 수 

있었지만, 소유권과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육 리가 상 으로 불철 할 

수밖에 없었다.64)64)그리고 면양지도원을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에서는 농가

의 면양지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계속 나올 정도로 원활한 지도가 이 지지는 

못했다.65)65)따라서 면양사육의 재생산구조 자체는 여 히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64) 축우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소유한 가축에 비해 탁한 가축의 사육 리가 불량한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해 탁 가축들은 쉽게 폐사하는 사례가 많았다(德永幸久, 1933 ｢朝鮮牛

の改良增殖に就て｣ �朝鮮の畜産� 12-1, 33면). 

65) 1943 ｢道畜産課長竝に畜産主任官事務打合 ｣ �朝鮮獸醫畜産學 報� 1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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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면양장려계획의 한계로 보는 식민지개발

1) 면양장려계획의 수량  검토 

이번 장에서는 면양통계에 한 수량  검토를 통해 면양장려계획의 목표 달

성 여부와 그 원인에 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우선 <그림 1>에서 보이듯이 

1943년까지 면양의 실제 증식추이는 3만8천두에 불과하여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

패하고 말았다. 1943년 기 으로 10만두를 목표로 한 1차 계획에는 그나마 근

하 으나 이 역시 실제보다 2.7배나 많았고, 20만두를 목표로 한 2차 계획은 5.2

배, 30만두를 목표로 한 3차 계획은 8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처럼 계획과 실제

의 추이는 상당히 큰 격차를 보 다.

<그림 1> 1934~43년간 1~3차 면양장려계획의 목표 두수와 실제 두수 추이(단 : 頭)

* 출  : 1차-朝鮮總督府, 1934 ｢朝鮮總督府緬羊獎勵第一期計畫｣ �朝鮮� 225, 292면; 2차-
朝鮮總督府, 1937 ｢緬羊獎勵擴充計畫要綱｣, 216면; 3차-朝鮮總督府, 1941 ｢朝鮮總督府種
羊場官制中ヲ改正ス｣(JACAR Ref: A02030272600), 17면; 실제-朝鮮總督府, 각년도 , �
朝鮮總督府統計年報�, 朝鮮總督府.

그 다면 와 같은 격차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총독부는 3~8세의 암컷 

면양을 출산 가능한 번식빈양(繁殖牝羊)으로 삼은 후 생산율을 90%로 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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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을 바탕으로 목표량을 산출했다.66)66)  계산식의 핵심은 기 가 되는 번식

빈양을 최 한 빠르게 증가시키는 에 있었다. 번식빈양의 증가는 해외로부터

의 면양수입과 새끼 암컷 면양(仔牝羊)이 3세까지 성장하는 것을 통해 가능했

다. 즉 본 계획은 최 한 많은 양을 수입하고 생산하면서 동시에 폐사하지 않도

록 사육 리를 철 히 한다는 제하에서 성립된 것이다. 실제로 총독부는 면양

의 폐사율을 5%로 가정했을 정도로 사육․ 리에 자신감을 나타냈다.67)67)

<표 11> 1934~43년간 면양 생산율 추이

(단 : 頭)

연도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3

암컷면양(A) 4,772 7,977 10,443 17,418 23,387 32,993 30,655

번식빈양추정두수 

(A×0.84=B)
4,008 6,701 8,772 14,631 19,645 27,714 25,750

생산두수(C) 1,557 2,845 3,714 7,683 10,280 12,950 19,484

생산율(C/B) 39% 42% 42% 53% 52% 47% 76%

* 출  : 朝鮮總督府, 각년도 , �朝鮮總督府統計年報�, 朝鮮總督府.

그 다면 실제 생산율과 폐사율의 추이는 어떠했을까? 우선 <표 11>을 통해 

생산율의 실제추이부터 살펴보자. 재 면양의 연령을 보여주는 것은 1939년 통

계뿐이기 때문에 이를 기 으로 3세 이상의 암컷면양의 비 을 악할 수밖에 

없다.68)68)  통계에 의하면 3세 이상의 암컷 면양의 비 은 84%로, 이를 바탕으

로 번식빈양의 숫자(B)를 추정한 다음 실제 출산 면양수(C)로 나눠 생산율을 

추정했다. 그 결과 1939년까지 생산율은 40~50%에 불과했고 그 이후 생산율이 

증가해 76%를 나타냈다. 1939년까지는 계획에서 근거로 삼았던 생산율(90%)에

는 한참 미치지 못했으며, 이후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 히 부족했다. 이처럼 면

양장려계획은 생산율을 지나치게 높은 수치로 삼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생산력을 

과 평가하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

66) 朝鮮總督府, 1941 앞의 , 17면.

67) 의 , 17면.

68) 劃院, 1940 ｢沼和十五年度生産力擴充實施計畫｣(민족문제연구소, 2001 �日帝下 戰時體

制期 政策資料叢書� 76, 한국학술정보, 752면에서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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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1934~43년간 면양 폐사율 추이

(단 : 頭)

연도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면양 

두수(A)
5,473 9,388 12,143 19,952 27,405 37,957 45,002 45,485 42,011 38,081

폐사 

두수(B)
1,074 1,070 2,453 3,182 4,149 6,370 11,832 18,511 17,479 16,420

폐사율

(B/A)
20% 11% 20% 16% 15% 17% 26% 41% 42% 43%

* 출  : 朝鮮總督府, 각년도 , �朝鮮總督府統計年報�, 朝鮮總督府.

다음으로 <표 12>를 통해 폐사율의 실제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총독부가 

상했던 5%의 폐사율과 달리 실제는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1940년

까지는 11~26% 정도의 폐사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총독부 상치의 2~5배를 

넘는 수치 다. 게다가 1941년 이후에는 폐사율이 격히 상승하여 상치의 8

배인 40%에 달했다. 1940년  생산율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1>에서 

보이는 것처럼 면양두수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하는 이유 역시 폐사율의 격한 

증가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 이는 3차 계획을 통해 면양지도원을 크게 증원하여 실지지도를 강화했음

에도 불구하고 지도효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의미했다. 진주의 방침을 폐기한 

이후 속한 확충 주로 계획이 개 된 결과 면양사육의 안정성이 크게 

받았던 것이다. 실제로 1%에 불과한 축우 폐사율과 비교해 볼 때 면양 폐사율

은 상 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69)69)

수량  분석 결과 총독부는가 조선의 면양 생산율을 과 평가하고 폐사율을 

과소평가했음을 밝  낼 수 있었다. 면양장려계획이 실제와 큰 괴리를 나타낼 

수밖에 없던 이유는 와 같은 평가에 기 하여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민

간 문가 던 히로토(廣戶茂吉)70)는70)가장 실 이었던 1차 계획 조차 “ 후 10

69) 朝鮮總督府, 각년도 , �朝鮮總督府統計年報�, 朝鮮總督府.

70) 廣戶茂吉는 東京兼松商店 무 취체역으로서 1907년 히토츠바시 고상(高商)을 졸업한 

후 울(wool) 연구를 해 호주에 20년간 거주했던 양모 문가이자 업계의 권 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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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년간 10만두로 증식한다고 하는 것은 자못 곤란한 것”이라고 냉정하게 진단했

다.71)71)반면 총독부는 1차 계획에 해 “일견 과소한 감이 없지 않다”라고 할 정

도로 조선의 면양생산력을 과신하고 있었다.72)72) 

면양생산력에 해 과 평가했던 것은 일본정부도 마찬가지 다. 기획원에 의

해 일본 제국 단 의 면양장려계획이 수립되었을 당시 북 국 일본 사 은 계

획안에 해 “자연 ․경제 ․사회  특수 사정으로 인해…목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는 의견을 달했다.73)73)조선과 마찬가지로 북 국에서도 지의 제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본 제국 수요에 의해 무리하게 할당한 계획의 실

성 부족 문제가 지 되고 있었다. 조선의 면양 생산율과 폐사율이 계획과 큰 격

차를 나타냈다는 사실은 조선의 제반 조건이 면양사업에 합하지 않는다는 것

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일본 제국의 수요에 부응하기 해 혹은 북

선개척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해 면양장려계획은 무리하게 추진되었다. 

그 결과 종면양 수입을 심으로 한 양  확충에 한 나머지 면양생산의 안

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2) 면양장려계획의 실패 요인 분석

앞 에서 살펴본 것처럼 면양장려계획은 낮은 생산율, 높은 폐사율로 인해 

총독부가 설정한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 다면 조선의 면양이 낮은 생산

율과 높은 폐사율은 나타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본 에서는 이를 환경 ․사

회 ․경제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환경  요인

면양장려계획 수립 당시 총독부 농정 료들은 세 가지 이유에서 조선의 환경

이 면양사육에 합하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 이유는 강우와 강설(降雪)이 비교

(廣戶茂吉, 1934 ｢濠州の緬羊事業と朝鮮の牧羊｣ �朝鮮農 報� 8-7, 33면).

71) 廣戶茂吉, 앞의 , 34면.

72) 朝鮮總督府, 1934 앞의 , 291면

73) 劃院, 1938 앞의 , 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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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74)74)면양은 습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강우량이 많을 

경우 부제병(腐蹄病)에 걸리기 쉬우며, 발육이 나빠지고 번식률도 떨어진다.75)75) 

강설이 많으면 2~3월에 이르러서도 풀이 나오지 못해 체 으로 방목 기간이 

어든다.76)76)방목기간이 면 사사( 飼)기간이 증가하여 사료비가 상승하고 면

양이 운동부족으로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77)77)사료비 상승은 채산성의 악화를 

비만은 임신불량  질병을 래한다.78)78) 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보통 건조하

고 강우․강설이 은 지역들이 면양사육의 최 지가 되었다. 북선은 연  강수

량이 600~700mm로 일본(1,403mm)과 남선(1,042mm)에 비해 상당히 은 편이

었다.79)79)따라서 총독부 농정 료들은 북선이 면양사육에 합한 지역이라고 단

하여 서북선 6개도를 우선  상으로 하여 면양장려계획을 실시했던 것이다. 

하지만 막상 면양사육을 직  수행해본 결과 지에서는 조선의 기후․풍토가 

상과 달리 “면양사업지로서 호 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

다.80)80)동척의 보고에 의하면 ①겨울의 긴 추  ②비교  많은 폭풍일수 ③연속

되는 여름 강우 ④안개발생 등으로 인해 245일을 상했던 방목일수가 실제로는 

100일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81)81)따라서 사사 기간이 연장되어 사료비가 증 하

고 면양의 운동부족  양불량을 래했다. 그 결과 동척 스스로 “창업 이래 

업 을 들 만한 게 없다”라고까지 평가할 정도로 불량한 성 을 나타냈다.82)82)북

선의 기후는 총독부의 상과 달리 면양사육에 합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면양

사육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총독부가 조선을 면양사육의 최 지로 단한 두 번째 이유는 사료가 비교  

74) 朝鮮總督府, 1934 앞의 , 289면.

75) 油井垈治, 앞의 , 16면; 鎌田澤一郞, 앞의 , 154면.

76) 泉竹藏, 1936 ｢羊毛の品質より見たる朝鮮緬羊飼育の情況と之れが批判｣ �朝鮮農 報�

10-7, 34면.

77) 大谷一彌, 1934 ｢緬羊の獎勵と生産物の處理方法に就て｣ �朝鮮農 報� 8-2, 48면.

78) 鎌田澤一郞, 앞의 , 154면.

79) 大谷一彌, 앞의 , 49면.

80) 東洋拓殖株式 社, 연도미상, 앞의 , 377면.

81) 의 , 378면.

82) 의 , 3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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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83)83)<표 2>에 의하면 총독부는 서북선 6도에서 생

산되는 사료로 270만두의 면양사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본 으로 

조선은 집약  농업이 발달하여 목 지가 부족했고, 지가(地價)가 비싸기 때문

에 사료수 이 쉽지 않았다.84)84)실제로 조선의 면양은 좋은 목 를 공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체 으로 양상태가 매우 불량하며 양모의 질도 떨어진다는 평

가를 받고 있었다.85)85)더욱이 1939년 한해(大旱害)가 발생한 이후에는 조사료

(粗飼料)86)의86)불량화, 농후사료(濃厚飼料)87)의87)식량화, 겨(米糠)의 감산, 만주

산 사료의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사료공 이 더욱 악화되면서 면양사육에 커다

란 타격을 주었다.88)88)이처럼 총독부의 상과 달리 조선농가는 면양사육에 필요

한 사료공 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면양들이 양불량  

질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장려품종인 호주산 코리데일종89)이89)조선의 환경에 쉽게 응할 것

이라고 생각했다. 총독부가 코리데일을 장려품종으로 정한 이유는 모육겸용종

(毛肉兼用種)으로 이용범 가 넓고, 생산한 양모가 일본인의 기호에 합하며, 

풍토에 한 응성이 강하고 번식능력이 큰 품종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었다.90)90) 

하지만 호주산 코리데일 면양을 직  수입하여 사육했던 동척은 수입종 부분

이 조선 특유의 계  격변에 응하지 못해 폐사가 많고 성육율(成育率)이 낮았

83) 朝鮮總督府, 1934 앞의 , 289면.

84) 大谷一彌, 앞의 , 48-49면.

85) 泉竹藏, 앞의 , 31면.

86) 조사료는 섬유질이 풍부하고 수분이 많으며 일반 으로 용 이 큰 것에 비해 양분 포

함이 은 사료이다. 표 으로 목 , 건 , 짚, 근채류 등이 있다(鎌田澤一郞, 앞의 , 

155면).

87) 농후사료는 농산물 혹은 농업부산물로서 섬유질이 고 용량에 비해 양분을 함유한 것

이 높은 사료이다. 표 으로 옥수수, 겨, 두박, 콩 등이 있다(鎌田澤一郞, 앞의 , 

155면).

88) 1940 ｢道畜産課長主任官 同｣ �朝鮮獸醫畜産學 報� 8-6, 18면.

89) 코리데일종은 뉴질랜드 원산의 품종으로 표 인 毛肉兼用種이다. 무뿔을 보통으로 하

고 평균 産毛量은 암컷 3-4kg, 수컷 4-5kg이다. 기후  환경에 한 응력이 강한 품종

으로 알려져 있다(鎌田澤一郞, 앞의 , 107면).

90) 1935 ｢緬羊獎勵事務打合 ｣ �朝鮮農 報� 9-2, 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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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만 아니라 양모생산량이 고, 품질 한 조악했다고 보고했다.91)91)이론과 

달리 실제 장에서는 격한 환경변화에 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환경  요인을 종합해보면 총독부의 조선환경에 한 이해부족, 이론과 실제

의 괴리 등의 문제가 주목된다. 총독부는 조선의 자연환경을 매우 정형화 한 형

태로 이해했고 자신들의 면양이론을 여기에 끼워 맞추려고 했다. 그 결과 계획

이 실제로 옮겨졌을 때 환경 조건과 맞지 않은 결과들이 발생했고, 이에 한 

별다른 책을 찾지 못한 채 양불량, 폐사 등의 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가 래 된 근본 인 원인은 시험사육이나 연구 없이 1934년 갑작스

럽게 면양장려계획을 실시했다는 에 있었다. 1924년 행․재정정리로 조선에서 

면양정책이 증발되어 버린 후 10년간 면양연구경험이라고는 조선의 환경에 응 

된 몽고양이 부 다. 따라서 총독부는 다양한 시행착오와 함께 값비싼 수업료

를 지불 할 수밖에 없었다. 

(2) 사회  요인

면양장려계획 수립 당시 총독부가 조선을 면양사육의 지로 단한 이유  

하나는 “농가는 고래(古來) 축우를 잘 길들여서, 목양을 가르치기가 비교  쉬

울 것”이라는 에 있었다.92)92)축우사육에 뛰어난 모습을 보여  만큼 면양사육

에도 쉽게 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면양사육의 

습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93)93) 

1918년  면양증식계획을 담당했던 유이(油井垈治)는 조선에서 면양이라는 새로

운 가축을 사육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며 응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

하다고 우려했다.94)94)민간 문가인 히로토(廣戶茂吉) 역시 면양이 조선인들에게 

91) “母羊의 쇠약을 래하여 폐사가 많고  양모생산량이 고  품질이 조악했다. 그리

고 仔羊은 노약함을 면치 못하여 성육 비율이 히 하되었다”(東洋拓殖株式 社, 연

도미상, 앞의 , 378면).

92) 朝鮮總督府, 1934 앞의 , 289면.

93) 鎌田澤一郞, 앞의 , 93-95면.

94) “최 로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호주 같이 재 세계에 

있어서 가장 왕성한 면양사육지조차도, 최  사육만큼은 상당의 고심과 시간을 쏟은 사

정이 있다”(油井垈治, 앞의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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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숙하지 못한 가축이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기까지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조언했다.95)95)

실제로 1기계획이 시작 된 후 총독부에서 개최한 ‘면양장려사무타합회(緬羊獎

勵事務打合 )’에서 “(면양은) 신규 가축이기 때문에 당 는 의외의 지장(支障)

에 조우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다.96)96)이에 농림국장 와

타나베는 타합회 석상에서 “무경험한 농가로써 이에 담당하게 하는 계 상 그 

장려 때에는 가장 주도(周到)한 지도를 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지지도 강화를 

통해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총독부의 지도강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선농가들이 면양사육에 어려

움을 겪고 있었다. 1940년  개최 된 ‘도(道)축산과장주임 회동’에서는 “사육의 

실의(失宜)에 의한 양불량”으로 인해 생산율, 육성율, 폐사율 모두 “계획에 비

하여 한 차이가 있어 기의 성 을 거둘 수 없는 실정”이라며 재 성 을 

매우 비 으로 봤다. 그 원인에 해서는 농가의 면양에 한 낮은 이해와 지

도원의 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었다.97)97)1943년 개최 된 회의에서도 마찬가

지로 면양사육에 한 농가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면양사육이 충분히 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98)98)면양지도원 설치에도 불구하고 지도 부족 문제는 끝

까지 해결되지 못했던 것이다.

면양을 사육하기 해서는 종양의 선정, 양사  운동장 설치, 사료 여, 종부 

 분만, 포유․이유, 모(剪毛), 생 등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했다.99)99)따라

서 기존에 사육하던 가축들과 다른 특성을 가진 면양에 익숙하지 못한 조선농민

들은 사육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경주종양장의 보고에 의하면 

조선농가에서 기르는 면양들은 체 으로 수척하고 살이 지 않는 등 양상

95) “특히 인민에게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 생물로, 친숙함이 어 면양의 증식에 해서 

완 한 성과를 거두기에는 다 의 희생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물론, 부단의 각오를 

요하는 것입니다”(廣戶茂吉, 앞의 , 34면).

96) 1935 ｢緬羊獎勵事務打合 ｣ �朝鮮農 報� 9-2, 103면.

97) 1940 ｢道畜産課長主任官 同｣ �朝鮮獸醫畜産學 報� 8-6, 20면.

98) 1943 ｢道畜産課長竝に畜産主任官事務打合 ｣ �朝鮮獸醫畜産學 報� 11-6, 29면.

99) 鎌田澤一郞, 앞의 , 145-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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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100)100)심지어 조선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목장을 

보유하고 있는 동척마  면양에 익숙하지 못해서 새끼양의 육성이나 종면양의 

양 리, 기타 사육 리에 실패하여 다수가 폐사되기도 했다.101)101)이처럼 동척조

차도 어려운 면양사육을 자본  기술이 없는 조선농가에서 실시하기란 쉽지 않

은 일이었다.

면양의 사육 리가 어렵다보니 사육농가자체가 많지 않았다. 1943년 기 으로 

면양사육농가는 4,749호 는데 이는 체농가의 1/641에 불과했고, 서북선 6도를 

기 으로 할 경우에도 1/273에 미치지 못했다.102)102)이는 축우사육농가가 체농가

의 1/2에 달한다는 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큰 차이 다. 

조선농가가 면양을 사육하지 않은 이유는 습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농조직

과 결합되지 못했다는 도 컸다. 조선의 축산은 하나의 산업으로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농업과 결합해서 존재했다. 하지만 면양의 경우 농업노동력의 제공이 

불가능 했고, 고기는 기호에 맞지 않아 거의 소비되지 않았으며, 시장에 매하

여 화하기도 쉽지 않았다. 면양은 오직 양모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는 이용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기 때문에 농업에 유기 으로 결합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면양은 다른 가축에 비해 목 의 공 이 매우 요했다. 경주종양장의 

실험에 의하면 목  여 여부에 따라 면양의 양 상태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103)103)하지만 부분의 조선농가는 목 지를 보유하기가 쉽지 않았

고 기왕의 사료도 다른 가축과 경합했다. 한 공유지의 개발과 통  용익권 

부정으로 사료의 공 처는 계속 축소되었다. 즉 면양사육은 농가입장에서 농업

과 유기 으로 결합되지 않아 장 이 었던 반면, 농가가 갖기 어려운 요소들

을 필요로 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면양은 조선의 농업시스템에 부 합했다.

사회  요인을 종합해보면 조선농가의 면양사육 습 부재와 농조직과의 미

결합이 주목된다. 총독부가 농가 부업식 사육을 주요한 생산형태로서 채택한 이

100) 慶州種羊場, 1943 ｢農家の緬羊は何故に肥らないのか｣ �朝鮮獸醫畜産學 報� 11-10, 38면.

101) 東洋拓殖株式 社, 연도미상, 앞의 , 378면.

102) 朝鮮總督府, 1943 �朝鮮總督府統計年報�, 朝鮮總督府.

103) 慶州種羊場, 앞의 , 39면.



일제하 면양장려계획(1934~1945)의 전개과정과 식민지개발·331

상 증식여부는 조선농가의 생산력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면양사육은 조선의 사

회  습  농형태와 맞지 않기 때문에 농가가 생산력 증진을 기 하기 힘

들었다. 이처럼 면양장려계획은 조선의 사회  제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양모자 과 북선개발이라는 정책  목 을 해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목표한 성

과를 얻을 수 없었다.

(3) 경제  요인

총독부가 농가경제 안정화 수단으로 면양사육을 장려한 이유는 면양생산물 

매로 인해 수입이 클 것이라 상했기 때문이었다.104)104)계획 수립 단계에서 

그 근거가 되었던 것은 바로 <표 13>이다. <표 13>에서 보이듯이 코리데일종 면

양 1두를 사육할 경우 수입은 23.5엔, 지출은 13.4엔이기 때문에 10.1엔 정도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 총독부는 농가 1호당 5두씩의 면양사육을 할 경우 연간 

50.5엔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상했다.105)105) 

<표 13> 코리데일종 면양사육의 경제성 조사

(단 : 圓, %)

수입
양모 양비(羊肥) 새끼양 매 폐양 수입계(A) 수지(B-A)

4.2(18) 1.9(8) 16(68) 1.4(6) 23.5(100)

10.1
지출

사료비 양사 상각비 면양 상각비 구입  이자 지출계(B)

5(37) 0.3(2) 4.8(36) 3.3(25) 13.4(100)

* 출  : 朝鮮總督府, 1934 ｢朝鮮總督府緬羊獎勵第一期計畫｣ �朝鮮� 225, 303면.

  

수입과 지출의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지출의 경우 사료비가 37%, 

면양 감가상각비가 36%, 구입비 이자가 25%로 3가지 항목이 차지하는 비 이 

비슷했다. 반면 수입의 경우 새끼양 매 이 68%로 양모(18%), 양비(8%)

에 비해 압도 으로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었다. 면양사육은 새끼양을 많이 

104) 朝鮮總督府, 1934 앞의 , 289면.

105) 朝鮮總督府, 1934 앞의 , 2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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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고 그 사육 리를 철 히 해야만 안정 으로 유지 될 수 있는 구조 다.

그러나 총독부가 출산율을 90%, 폐사율을 5%로 상했던 것과 달리 앞서 살

펴본 것처럼 실제 출산율은 50%, 폐사율은 20~40%에 달했다. 따라서 면양사육

경제의 핵심이 되는 새끼양의 매가 상과 달리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

다. 함경북도 산업기사 던 오오타니(大谷一彌)는 “면양사육의 채산 을 과 하

게 견 해서는 목양사업의 견실성을 결코 바랄 수 없다. 새끼양의 공 은 일시

인 것으로 가끔 상외의 수입이 있다고 해도, 장래의 목양채산 의 기 을 

여기에 두는 것은 매우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다”며 당시 존재하던 경제조사들

에 해 크게 비 했다.106)106)조선처럼 면양의 생산율이 낮고 폐사율이 높은 지역

에서는 면양사육경제의 기 를 새끼양 매에 두는 것은 오오타니의 말처럼 

단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다. 총독부의 기 조사는 이와 같은 높은 리스크를 

계산하지 않고 경제성을 기계 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면양사육의 이익이 실제보

다 과 평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새끼양 매뿐만 아니라 양모 매 역시 실제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조선의 양모는 ①튼튼하지 않음, ②색(色)이 바램, ③길이가 짧음, ④산출량이 

고 오염이 심함 등의 이유로 인해 가치가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107)107) 한 개별 

농가에서 부업식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품질의 통일도 결여되어 있어 공업용으로 

사용하기도 어려웠다.108)108)따라서 조선농가에서 생산하는 양모  소수의 우량한 

것만 공업용 원료로서 사용되고 다수의 조악한 것은 가내수공업인 홈스펀가공

에 의한 가공생산품으로 활용 다.109)109)조선농가 입장에서 원모(原毛)를 매하지 

못하더라도 홈스펀가공을 통한 매 루트가 존재했던 것이다. 하지만 홈스펀가

공은 많은 노동력이 소모되고 가공기술  홈스펀 설비 시설을 필요로 했기 때

문에 양모가공처리에 익숙하지 않는 조선농가에겐 쉽지 않은 일이었다. 

106) 大谷一彌, 앞의 , 49면.

107) 泉竹藏, 앞의 , 31-33면.

108) 1935 ｢緬羊獎勵事務打合 ｣ �朝鮮農 報� 9-2, 103면.

109) 1936 ｢緬羊飼育獎勵計畫(忠北)｣ �朝鮮農 報� 10-1, 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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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1935~37년간 동척면양목장 수지 내역

(단 : 圓)

연도 수입(A) 지출(B) B-A

1935 123,697 241,082 -117,385

1936 244,274 389,758 -145,484

1937 109,292 291,980 -182,688

* 출  : 東洋拓殖株式 社, 연도미상, ｢緬羊事業｣(국사편찬 원회 자사료  리번호: 
AJP036_00C0021_029), 367면.

면양사육의 경제성 문제는 비단 조선농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표 14>에서 

보이듯이 동척의 면양목장도 매년 11만~18만 엔 정도의 자를 나타내고 있었

다. 물론 동척목장은 종양배 기 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비교하

기는 어렵지만, 지출  수입내역의 구성은 <표 13>의 조사내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 매년 10만 엔 정도의 보조 을 총독부로부터 보조받았다는 을 염

두에 둘 때 면양사육의 수익성은 분명 낮았다고 볼 수 있다.110)110)실제로 동척이 

1940년 면양사업을 청산했을 때  자규모는 60만 엔에 달했다.111)111)면양사

업은 동척 스스로 “희생”이라고 표 했을 정도로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사업

이었다.112)112)

경제 요인을 종합해보면 면양사육의 경제성에 한 총독부의 과 평가와 높

은 리스크가 주목된다. 면양사육은 양모생산  처리의 어려움, 농조직과의 괴

리 등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제한되었던 반면 낮은 출산율과 높은 폐사

율로 인해 래되는 리스크는 매우 높았다. 따라서 면양사육의 경제성을 과 평

가했던 총독부의 상과는 달리 조선농가는 익숙지 않은 면양 사업에 뛰어들기

가 쉽지 않았다. 

110) 東洋拓殖株式 社, 연도미상, 앞의 , 371면.

111) 朝鮮畜産株式 社, 1939 앞의 , 113면.

112) 의 , 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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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1930년  보호무역주의의 강화와 조선의 농업공황은 국제수지의 악화와 농가

경제의 탄이라는 기를 래했다. 일본정부와 총독부는 이러한 기를 극복

하기 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면양에 주목했다. 면양사육은 양모의 자 자족을 

통한 무역 자 완화, 고지 개발에 의한 북선개척, 수입을 통한 농가경제의 

안정을 가져다  수 있는 요한 산업으로 각  받았다. 따라서 총독부는 1934

년 북선개척사업의 일환으로 3차에 걸친 면양장려계획을 추진했다.

1차 계획은 진주의를 표방하며 10년간 10만두의 증식을 목표로 1934년 서북

선 6개도에서 실시되었다. 총독부는 국립종양장을 설치하여 종면양의 생산  

배 을 도모하는 동시에 동척과 ｢ 정｣을 맺어 호주로부터 종면양을 수입했다. 

동척은 1차 배 기 으로서 수입한 종면양을 목장에서 사육하다 민간에 공 했

다. 동척의 면양이 조선 체의 51%에 달했을 정도로 1차 계획은 동척을 심

으로 개되었다.

2차 계획은 1차 계획에서 표방했던 진주의를 폐기하고 격한 확충을 내세

우며 15개년간 50만두를 목표로 1937년부터 실시되었다. 우선 종면양 수입을 기

존 2천여 두에서 8천여 두까지 확 했다. 종면양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

립종양장과 동척목장을 증설했다. 종면양의 배 은 여 히 동척을 심으로 이

졌으며 배 지역은 만주까지 확 되었다. 한 면양기술자도 1차 계획에 비해 

크게 확충했으며 양육이용  양모가공사업이 보다 확 되었다. 그러나 속한 

확충을 표방한 2차 계획은 면양의 격한 증식을 해 종면양 수입에만 의존했

다. 그 결과 면양사육의 기 를 확립하는데 소홀히 하 고 이로 인해 면양사육

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3차 계획부터는 기획원이 제국단 에서 수립한 ｢양모계획｣의 할당량에 맞춰 

계획을 조정하면서 추진되었다. 1939년 시작 된 3차 계획은 1946년까지 65만두

의 면양증식을 목표로 했다. 이를 해 국립종양장․종양지장․종양육성장을 설

치했으며, 군농회 주도아래 종면양의 생산과 배 을 도모했다. 면양사육의 기  

확립에 소홀했던 2차 계획의 단 을 보완하기 해 1,732명에 달하는 면양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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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설치했고, 민간의 면양사육을 보조하는 면양사육장려 을 크게 증액시켰다. 

그러나 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 히 면양사육의 안정성은 개선되지 못

했다.

1943년까지 증식한 면양은 38,000두에 불과하여 목표량에 크게 미달했다. 계획 

수립 당시 총독부는 90%의 생산율과 5%의 폐사율을 기 로 목표량을 산정했지

만, 실제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생산율은 50%에 불과한 반면 폐사율은 20~40%

에 달했다. 이와 같은 낮은 생산율, 높은 폐사율은 면양사육이 총독부의 상보

다 훨씬 불안정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면양사육이 불안정한 이유는 크게 환경․사회․경제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첫째 환경  요인은 조선환경에 한 이해 부족,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계획 실제로 옮겨졌을 때 조선의 환경과 맞지 않는 결과들

이 발생했고, 총독부는 책을 찾지 못한 채 양 불량, 폐사 등의 기에 직면

했다. 둘째 사회  요인은 조선농가의 면양사육 습 부재와 농조직과의 미결

합을 들 수 있다. 농가 부업식 면양사육이 주요한 생산형태 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사회․문화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력 증진을 기 하기 어려웠다. 셋 

째 경제  요인은 면양사육의 경제성에 한 총독부의 과 평가와 높은 리스크

를 들 수 있다. 면양사육으로 인해 조선농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총독부의 

상보다 제한 이었던 반면 낮은 출산율과 높은 폐사율로 인한 리스크는 매우 

높았다. 따라서 조선농가는 면양사업에 쉽게 참여하기 어려웠고 이는 면양증식

에 악 향을 미쳤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근 성은 식민지성에 의해 래되는 지체 상들로 인해 

심부에서 멀어질수록 향력이 약해졌다. 총독부는 기존 조선사회의 생산형태를 

일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산의 많은 부분들은 여 히 조선사회에 의지했다. 

와 같은 상황에서 개되는 개발계획은 근  제도․자본․기술과 함께 조선 

고유의 환경․사회․문화 등도 고려하면서 추진되어야 했다. 즉 조선의 자연환

경에 가장 합한 품종과 사육방법을 채택하고, 농조직과 결합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동시에 농가가 면양에 익숙해질 때까지 진 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조선 고유의 환경․사회․문화 등을 크게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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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고 투입요소의 증가를 통한 격한 확충만을 추구했다. 그 결과 면양

사육의 불안정성이 증폭되었고 면양장려계획은 목표달성에 실패하고 말았다. 이

처럼 식민지개발은 조선의 사회  생산력에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

시함으로써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었다. 

본고는 면양장려계획의 배경, 개, 특징, 한계 등에만 주목한 나머지 계획의 

수립과 운 을 둘러 싼 다양한 주체(일본정부, 총독부 각 부처, 일본 자본 등)들

의 논의과정(인식, 갈등, 균열, 조정)을 구체 으로 분석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

했다. 비합리 으로 보이는 정책이 어떠한 인식과 논리 하에서 구체 인 정책으

로 구 되는지를 밝 내는 작업은 식민지개발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 반드시 필

요한 작업이다. 이에 해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주제어 : 남면북양, 면양, 식민지근 성, 북선개척사업, 북선개발, 동양척식주

식회사, 식민지개발

투고일(2020. 2. 3),  심사시작일(2020. 2. 7),  심사완료일(2020.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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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ocess of the promotion plan for wool (1934~1945) and 

colony development under Japanese imperialism
113)

Noh, SeongRyong *

This article analyzed the background, process, and result of the promotion plan for 

wool implemented three times from 1934 to 1945.

In 1930's, more protectionism and agricultural depression of Korea caused poor 

imbalance of payments and economic collapse of farm families.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paid attention to wool as a 

countermeasure to overcome that crisis. Wool received attention as important industry 

that could bring economic stability to farm families by reducing trade deficit through 

self-sufficiency for war cotton and wool, developing North Korea region, and a cash 

income. Therefore,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carried out the promotion plan 

three times as a measure of developing North Korea region.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set the primary objective of 90% production rate 

and 5% mortality rate at the designing step, but actually the production rate was just 

50%, while the mortality rate was 20~40%. Such poor performance showed that sheep 

raising was much more unstable than expected. There were only 38,000 sheep bred until 

1943. As a result, the plan had failed to achieve its goal.

The reason for the failure of the plan consisted of three factors. First, the 

environmental factor: there were lack of knowledge about Korea's environment and a gap 

between reality and theory. Thus, the plan got unexpected and poor results when it was 

practically implemented.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could not present a 

countermeasure to the problems, so sheep bred came to crisis such as malnutrition or 

mortality. Secondly, as the social factor, Korean farm families had neither custom nor 

farming system for raising sheep. It was hard to expect high productivity for w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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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the sheep raising was a sideline for Korean farm families as well as did not 

match Korea’s society and culture. The economic factor, the third, was that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overestimated the wool production and ignored the high 

risk for raising sheep. It was difficult for Korean farm families to easily participate in 

the promotion plan because the plan showed both lower profitability and higher risk than 

expected, which resulted in the poor production for wool.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still had to rely on Korea society in wool 

production because it was not feasible to do a complete overhaul for the way of wool 

production. The development project under the condition shown above should have been 

implemented considering modern systems, capital and technology as well as Korean 

unique environment, society and culture. However,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tried to increase input in order to only pursue a drastic expansion of wool production. 

Consequently, sheep raising became more unstable and the promotion plan had finally 

failed to achieve its goal. In this manner, the colonial development exposed its limit 

because of ignoring that it needed to rely on Korea’s productive capacity.

Key Words : Promotion plan for wool, Wool, Colonial modernity, North Korea 

development project, Japanese Oriental Development Company, Colony 

develo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