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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일제는 “후진적인 한국을 일본의 힘으로 문명화시키기 위하여 통치한다”는
이른바 ‘문명개발’의 논리로 그들의 지배를 합리화하려 하였다.1)1)일제가 선전
한 ‘문명개발’의 범주에는 농업 및 기타 각종 산업의 ‘발전’, 철도부설 등과 함
께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삼림 분야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선총독은 각종
연설에서 이른바 ‘시정개선의 성과’를 거론할 때마다 반드시 치산(治山)의 성
과에 대해 언급하곤 하였다. 치산의 문제는 실제 그 성과가 어떠했는가의 문
제를 떠나서 조선총독부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항상 언급되는 지표였던 것이다.
물론 일제의 삼림정책은 그들이 선전하듯이 한국인을 위한 개발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었다. 일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의 삼림자원을 독점적으로 이
용하기 위한 각종 장치와 제도를 구축하는 것에 있었고, 그러한 수탈적인 삼
림정책을 입안 및 추진하는 과정은 항상 “문명화”의 논리로 포장되었다. 이
점에서 일제 삼림정책의 목적과 성격을 살피는 작업은 일제가 내세웠던 이른
1) 권태억, 2004 ｢1910년대 일제 식민통치의 기조｣ 한국사연구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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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문명개발’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일제의 삼림정책의 전개과정과 그 실상 및 성격을 살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1917년부터 1924년 사이에 이루어진 임야조사사업
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야조사사업은 토지조사사업과 더불어 1910년대 일제 산업수탈책의 주요
부문을 형성하는 조치였다. 이 조사사업은 한국인들의 임야소유권을 확인하고
2)

이를 법인(法認)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2)

그런데 임야조사사업의 목적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선구적으로
행해진 기존 연구에서는 임야조사사업의 목적이 국유림창출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민유림의 국유림화 = 수탈”이라는 이해방식에 근거하여 일제 수탈 삼
림정책의 전개과정을 설명하였다.3)3)아울러 일제 삼림정책의 목적이 조선인 소
유의 삼림을 점탈하는 것에 있었다고 규정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일제는
임야조사사업 과정에서 “신고주의”원칙을 채용하여 미신고지를 중심으로 상당
면적의 국유림을 창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주총대를 비롯한 친일적 계층을
동원하여 사유림의 소유권을 부정하였다.
최근에는 임야조사사업의 성격을 다르게 이해하는 연구경향이 등장하고 있
다. 이에서는 기존의 “민유림의 국유림화 = 수탈”이라는 시각에 비판을 가하
고 있는데,4)4)임야조사사업을 “1물 1권주의적 소유권”의 확립에 그 목적을 둔
것으로서 “근대적 지적·등기제도의 성립에 의하여 ｢죽은 자본｣으로서의 부동
산 자산이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되어 ｢자본｣으로 부활할 수 있는 근대적 소유
권제도가 성립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5)5)일제삼림정책이 소유권 점탈보다는
임야 소유권의 법인(法認)에 목적을 둔 것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2) 조선시대 이래의 삼림정책은 ‘여민공지’의 이념 하에 공용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조선 후기 이래 점차 궁방, 양반가를 중심으로 사점화경향이 강해졌고 이에 民들
도 배타적으로 삼림공용지를 확보하는 등 삼림분할이 가속화되었다. 이에 대해서
는 이경식, 1999 ｢산지공유의 전통과 그 倒壞 : 국사를 통해 본 환경인식｣ 사회
과학교육3 참조.
3) 강영심, 1983 ｢日帝下의 ‘朝鮮林野調査事業’에 관한 연구｣ 한국학보33․34집.
4) 이우연, 2005 ｢植民地期 林業의 近代化 : 採取林業에서 育成林業으로｣ 經濟史學
38.
5) 이우연, 2005 ｢植民地期 林野所有權의 整理: 山林綠化와 所有權의 形成·法認｣
2005년 11월 경제사학회 월례발표회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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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과 함께 이 연구에서는 일제 삼림정책이 입목(立木)수탈과 소유권 점탈보
다는 녹화주의(‘綠化主義)’라는 이름 하에서 주로 식림장려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고 파악하였다.
위에서 소개한 양자의 시각은 임야조사사업으로 인하여 민유림이 축소하였
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하는 사실문제 뿐만 아니라 그 목적 자체에 대해서
도 상이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는 이렇게 입장을 달
리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임야조사사업 당시의 실증적 자료를 통해 논지를 전
개하지 않았고, 주로 법령의 의미 및 사업진행과정상의 특징을 분석하는 방식
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이 글에서는 비록 지역적인 사례에 치우칠 우
려가 있으나 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경기도 시흥군 일부지역의 임야조사
부를 직접 살피는 방식으로 임야조사사업의 결과 민유림이 증가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나아가 임야조사사업을 통해 일제가 관철하고자 한 삼림정
6)

책의 목적을 살피도록 하겠다.

시흥군 일부 지역의 사례에 한정된 분석은 잠

6)

정적인 결론의 도출에 그칠 우려를 품고 있으나 임야조사사업을 통해 이루어
진 조선총독부 삼림정책의 일단을 이해하는 데에는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것
으로 본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일제의 삼림정책 특히 민유림정책은 ‘국
유림의 창출’ 그 자체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었다. 물론 함경도, 평안도 등지
의 울창한 삼림지대는 일제의 직접적 목재수탈대상이 되어 상당면적이 국유
림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192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
지 꾸준히 민유림 면적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었고, 전체적 면적에 있어서도
국유림보다는 민유림이 더 많았다. 이러한 추세는 임야조사사업의 실시과정에
서 분명히 나타났고 1926년 ｢특별연고삼림양여령｣에 의하여 절정에 달하게 된
다. 즉 기존 연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일제 삼림정책이 국유림의 창출에
6) 경기도 시흥군 지역은 일제시기 당시 서울로 연료를 공급하는 생산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 삼림소유문제가 조선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곳이었다. 게다가 서울과
인접한 곳이어서 조선총독부의 정책의지가 관철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 글에서 시흥군의 사례에 주목하는 것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임야조사
사업이 여타 지역보다 보다 철저히 시행되었을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지
역적 사례에 불과하지만 조선 전체의 통계를 곁들여 지역적 특수성에 치우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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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을 두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말이다. 그런데 민유림이 확대되고 있
었다 해서 일제 삼림정책을 수탈적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일제 삼림정책의 수탈성은 반드시 ‘민유림의 국유화’를 동반하면서 진행된 것
이 아니었다. 일제는 1)입목의 직접적 수탈 2)장래 입목수탈을 위한 수종개량
3)식량공급의 보장을 위한 치수사업 4)지방재원마련이라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삼림정책을 입안하였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조선인
들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들의 임야소유권을 대폭 인정하였다. 즉 일제
는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빼앗기보다는 오히려 근대적인 등기제도라는 형식
으로 법인하였는데 이는 수탈을 위한 기본적 비용을 조선인들에게 전가시키
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임야조사사업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전조사 작업으로서의 성격이
짙었다. 임야조사사업이 종료된 직후 만들어진 삼림조합은 위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장치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이하에서는 이상 언급한 점들을
논증하기 위해 임야조사사업이 시행된 배경과 그 특징을 살피고 삼림조합의
설립목적을 임야조사사업의 시행목적과 관련지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2. 임야조사사업의 시행배경
1) 1908년 ‘삼림법’의 시행과 국유림 창출
일제는 러일전쟁 직후 열강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이른바 ‘배타적 권리’를
보장받음과 동시에 삼림을 비롯한 각종 자원의 수탈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1907년 3월 일제는 법률 제24호로 ｢한국삼림특별회계법｣을 공포하여 한국정부
와의 공동출자 형식으로 한국 내 삼림자원 수탈을 위한 재정을 마련한 다음
주요 삼림지역에 대한 벌채사업을 시작하였고 그와 동시에 통감부영림창 관
제를 만들어 본격적인 삼림자원 조사 및 관리에 돌입하였다.7)7)당시 주로 수탈
7) ｢한국삼림특별회계법｣은 압록강 및 두만강 일대의 삼림을 경영하기 위하여 ‘삼림
경영 목적의 회사’를 설립하고 그 경비를 한국정부와 분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
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岡衛治(임경빈 외 역), 1941 朝鮮林業史 上卷, 42～
104쪽 참조.

․

일제 하 임야조사사업의 시행목적과 성격

195

의 대상이 되었던 삼림은 두만강과 압록강 및 대동강 유역의 임야였다. 일제
는 한일합방 이후에도 이들 지역의 삼림자원을 수탈하기 위하여 영림서를 두
고 산하 57개 벌목장에서 ‘관행작벌(官行斫伐)’이라는 이름 하에 매년 많은 양
8)

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8)

영림서 관할 하의 산림은 이른 시기부터 국유로 편입

된 곳들이었다.
그런데 일제의 삼림자원 수탈은 입목자원에 대한 직접적 수탈만을 내용으
로 한 것이 아니었다. 일제의 삼림정책은 1)입목의 직접적 수탈 2)장래 입목
수탈을 위한 수종개량 3)식량공급의 보장을 위한 치수사업 4)지방재원마련이
라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기획, 추진되었다. 일제는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유
역과 같이 삼림이 울창한 곳에 대해서는 목재를 직접 수탈하는 방법을 채택
하였으나 기타 지역의 삼림자원에 대해서는 2), 3), 4)의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삼림의 소
유권자를 확인하고 이들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대가로 각종 의무를 부과하
는 조치를 취하였다.
사실 일제가 조선 내 삼림을 모두 국유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크
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당시 조선 산림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소나무, 참
나무가 일제에게는 경제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들 삼림을 국유화
한 후 입목을 벌목함으로써 거둘 수 있는 수익도 크지 않았다. 일제는 소나무
를 지목하여 ‘망국수(亡國樹)’라고 불렀는데 이는 “장양(長養)이 지지(遲遲)하
고 방생(傍生)이 무(無)하고 수십 년 울창한 것이라 하더라도 충해를 입으면
하루아침에 독적(禿赤)으로 화한다”는 이유에서였다.9)9)즉 소나무는 생육에 들
이는 시간이 많고 병충해에도 약해 산업용으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시 일제는 “근년에 각종의 건축 및 토목사업이 시작되어 다량의 용재가 필
요한데도 (중략) 압록강, 대동강 및 조선 각 지방 재래산 목재나 北海道, 樺太
에서 들여오는 비교적 염가의 목재로 겨우 충당”하고 있으며 “조선에는 유망
한 용재로 쓸 수 있는 수종이 없다”라고 말하곤 하였다.10)

10)

8) 朝鮮總督府 農林局, 1940 朝鮮の林業, 53쪽.
9) 매일신보 1914년 2월 7일자 사설 ｢삼림보호의 급무｣
10) 卦場定吉, 1911 ｢朝鮮に於て薪材林を仕立つるには如何なる樹種と土地とを選ぶべ
きか｣ 朝鮮農會報 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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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가 “유망한 수종”이라고 지목하고 있던 나무는 백양, 아카시아, 포플러
등이었다. 이들 나무는 대개 그 생장속도가 빠르고 성냥, 철도침목 등과 같이
산업용 원료로도 사용될 수 있었다.11) 따라서 일제는 통감부 설립 직후부터
11)

이들 수종을 식재, 이용하기 위하여 ‘국비조림사업’이라는 이름 하에서 묘포를
설치하고 묘목배급에 주의를 기울였다.12) 나아가 ‘10개년조림계획안’을 작성하
12)

여 본격적인 수종개량에 착수하려 하였다.13)

13)

한편 식량공급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치수사업도 일제에게는 시급한 사안
이었다. 일제는 조선에 홍수가 빈발하고 이로 인한 농산물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서 조선을 식량공급기지로 삼기 위해서는 조림정책을 강력히 추진하
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초대 조선총독 寺內正毅는 “삼림사업에 관한 시설
경영은 조선의 금후 개발상 극히 중대한 관계가 있는 바”이며 그 목적은 “수
원함양림의 보호”에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명하였다.14) 치수 실패는 곧 수해와
14)

이로 인한 농산물 생산 격감이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었고, 미곡수탈에 관심을
두었던 일제로서는 이 문제를 좌시할 수 없었다. 경성치수사업소(京城治水事
務所) 소장을 지낸 바 있는 本間孝義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원래 治山의 목적은 治水로서 그 주된 사업은 식림과 砂防이다. (중략) 조선 전
인구의 8할4분은 농민이고 산업의 大宗은 농업이다. 고로 생활안정과 산업발달을
위해서는 농업개발이 중시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농법은 조악하여 생산이 적
고 한발이 닥쳐 수확이 심하게 감소되는 예가 많으며 하천은 원시적인 상태에 놓
15)
여 하루아침에 호우가 퍼부으면 평야에 물이 범람하여 흉작이 발생한다.15)

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제는 소위 ‘농업개발’을 위해서 식림과
16)16)

사방(砂防)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일제 삼림정책은 입목수탈 뿐만

11) 위의 글.
12) 매일신보 1914년 2월 10일자 ｢지방부록-경기도 식림사업의 추세(2)｣
13) 齋藤音作, ｢施政前後に於ける治山創始時の追憶｣ 朝鮮山林會報 1935년 11월～
1936년 3월호.
14) 매일신보 1914년 7월 4일자 사설 ｢치수계획과 삼림사업｣
15) 本間孝義, ｢治山と治水｣ 朝鮮 1923년 10월호.
16) 식림은 일제시기 전체를 걸쳐 농업생산력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
장 기본적인 정책적 고려사항이었다. 일제는 “저수지에 토사가 지속적으로 유입
하고 농지에도 토사가 밀려들어온 결과 수많은 농지가 유실될 위험에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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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미곡수탈을 위한 치수책의 하나로서 식림을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
었던 것이다.
장래의 입목수탈을 위한 수종개량과 치수사업을 위한 식림이라는 문제와
함께 일제가 중시하고 있던 산림정책상 목표는 삼림을 지방재원으로 삼는 문
제였다. 삼림을 지방재원으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일본 국내에서 이미 오래 전
부터 이루어진 바 있다. 일제는 자국 내에서 1888년 시정촌(市町村)제도를 시
행하여 기존 자연촌락 위에 정, 촌이라는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하고 이어 임야,
토지 등의 자연촌락 소유재산을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이름 하에서 지방자치
단체에 흡수시키려 하였다.17) 물론 경제성이 매우 뛰어난 삼림자원은 국유화
17)

되어 국가재정에 흡수되었는데, 이를 제외한 여타 임야 가운데 그 소유주체가
부락으로 되어 있어 공유(公有)의 성격을 지닌 재산은 정, 촌의 재산으로 편
입하는 것이 기본적인 추세였다.
부락유재산의 지방재정편입 문제는 1910년 12월 일본정계 실력자를 다수
망라하여 구성된 임시치수조사회(臨時治水調査會)의 의결과정에서도 중요하게
거론된 사항이었다.18) 1900년대 후반 일본 국내를 휩쓴 수차례의 수해를 거울
18)

삼아 치수방안을 협의한다는 목적으로 소집된 임시치수조사회는 식림의 적극
적인 장려라는 명분에서 부락유임야의 완전정리를 선언하였다. 부락유임야가
부락민의 입회지로 기능함으로 말미암아 무분별한 벌채가 지속되고 이로 인
하여 삼림황폐, 홍수피해가 심화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실제 일본정부의
목적은 식림장려, 입회권정리라는 명분에서 이들 재산을 지방재정으로 편입하
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조선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공경제(公經濟)
의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서 산림을 군, 면의 관리에 두고 그 산물을 군, 면에
서 판매, 수득해야 한다는 논리가 이른 시기부터 총독부에 의하여 표명되었던
것이다.19)

19)

치산의 필요성을 부르짖는 바”라고 하여 식림과 농업수탈을 관련지어 이해하였
다.(朝鮮總督府 內務局, 1936 南鮮の洪水, 61쪽.)
17) 이에 대해서는 北條浩, 2002 部落,部落有財産と近代化, 65～137쪽 참조.
18) 임시치수조사회의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加藤正美, ｢治水事業の經過と其の將來｣ 山
林彙報 1921년 1월호 참조. 일본임시치수위원회의 위원에는 水野鍊太郞, 井上角
五郞, 下岡忠治 등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으로 부임하게 되는 인물이 다수 포진하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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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거론한 일제 삼림정책의 목표들은 1908년 ｢삼림법｣의 시행과 함께
본격적으로 현실화되었다. 일제는 삼림정책상의 위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삼림소유의 현황을 파악하고 소유권자들에게 수종개량과 식림에 필요한
비용을 전가시키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나아가 임야소유권자들로부터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여 지방재정에 편입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조선
인들의 임야소유관계를 밝히고 이를 법인(法認)할 필요가 있었다.20) 이에 일
20)

제는 대한제국 정부발표의 형식을 빌어 ｢삼림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은 통감
부 수석기사 道家充之가 입안한 것으로서 전문 22개조로 구성되어 있었는
데,21) 산림을 그 소유주체에 따라 제실림(帝室林), 국유림, 공유림(公有林), 사
21)

유림으로 구분하고 국유림에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림제도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22) 이외에도 토사붕괴가 우려되는 곳, 수원지 보호
22)

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어부림(魚付林)이 필요한 곳 등을 보안림
(保安林)으로 지정하여 소유자의 자의적 벌채를 금지하는 조항을 수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삼림법｣ 공포의 주요 목적은 임야 소유권자를 확인
하는 데에 있었다. 일제는 동법 제 19조에 “삼림산야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
로부터 3개년 이내에 삼림산야의 지적(地籍) 및 면적의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
공부대신에게 신고하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국유로 간주한
다”라는 조항을 설정하고, 이 조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당수의
임야를 국유로 편입하였다.
｢삼림법｣ 제 19조의 조항에 따라 1911년까지 지적신고가 이루어진 건수는
19) 매일신보 1916년 10월 1일자 ｢삼림효용과 보식원｣
20) 조선총독부 산림국장 齋藤音作은 1911년 무렵 “소유권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식
림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여 당시 일제가 지향하고 있던 삼림정책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法認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었
다. 齋藤音作, ｢朝鮮の山林に就いて｣ 朝鮮 1911년 2월호, 朝鮮雜誌社.
21) 이에 대해서는 배재수, 2001 ｢삼림법(1908)의 地籍申告制度가 日帝의 林地정책
에 미친 影響에 관한 연구｣ 한국임학회지90(3)호를 참조할 것.
22) 부분림제도란 국유임야에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조림을 행하도록 인허하고 그 수
익을 국가와 조림자가 나누어 가지는 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한편 일제가 소유
자 형태를 표준으로 구분한 제실림, 공유림, 사유림 가운데 공유림과 사유림을
합쳐 민유림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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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52만 건에 이르지만 면적으로 살펴 볼 경우 조선 내 전체임야 1,600만
정보 가운데 220만 정보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삼림법｣에 규정된 지적신고를
행한 임야 소유자가 적었던 것은 소유권신고에 필요한 지적도 작성을 산야의
소유자가 직접 측량, 작성하도록 한 것과 임야관련 세금부과를 위한 기초조사
라는 풍문에 의하여 많은 임야소유자가 신고를 기피한 데에 기인한다. 측량경
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소유자는 결국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혹은 향후에 매
겨질지도 모르는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소유권 신고를 포기하였던 것이
다.23)

23)

한편 지적신고가 이루어진 220만 정보 중에서도 다시 1912년 2월 발표된 ｢삼
림산야 및 미간지국유사유구분표준(森林山野及未墾地國有私有區分標準)｣에 해
당하는 임야만이 사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는 220만 정보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24) 당시 일제가 국유, 사유의 구분
24)

으로 제시한 표준은 1)결수연명부에 등재되어 있거나 등재되지 않더라도 지세
가 부과된 사실이 확실히 있는 곳 2)｢토지가옥증명규칙｣ 시행 이전에 관청으
로부터 사유로 인정받은 곳 3)｢토지가옥증명규칙｣ 및 ｢토지가옥소유증명규칙｣
의 증명에 의하여 사유로 인정된 곳 4)｢토지조사법｣ 처분에 의해 사유로 인정
된 곳 5)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패지(賜牌地) 6)관청이 환부(還付), 대여, 양도
한 증서가 있는 임야 7)융희2년(1908년) ‘칙령 39호’ 이전에 궁내부(宮內府)에
25)25)

서 사인(私人)에게 환부, 양여한 곳

8)영년(永年) 수목을 금양한 곳 9)조선

총독이 특별히 지정한 곳 등이었다.
이 ‘표준’에서 주목되는 것은 8)번 항목 “영년 수목을 금양한 곳”이란 구절
이다. ‘영년금양지’라 함은 평균입목도 3/10으로써 해당지역 수목의 평균수령
23)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편, 구례 류씨가의 생활일기 1909년 4월 29일자
기사에 의하면 “가세가 어느 정도 있는 집에서나 측량을 한다”라고 언급되어 있
어 당시 일반 농민들로서는 임야지적신고를 제출하는 일 자체가 매우 곤란한 것
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4) 매일신보 1912년 2월 4일자 ｢임야의 국유사유구분표준｣
25) 1908년에 발표된 ‘칙령39’호는 ｢宮內府所管及慶善宮所屬財産移屬及帝室債務整理
의 件｣ 으로서 제실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삼림산야를 양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해당 법령의 전문은 度支部에서 발간한 韓國法典 1,062쪽에 수록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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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0년 이상에 달한 것을 의미한다. 즉 아무리 사유림이라고 하더라도 그 임
야 내의 수목밀도가 높지 않거나 수목의 평균수령이 높지 않으면 사유림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따라서 ｢삼림법｣ 시행 결과 사유림이라도 국유림으로 편입
된 곳이 많았다. 실제로 지적신고가 완료된 후 조선총독부 산림국장 齋藤音作
은 전체 1600만 정보의 임야 가운데 180만 정보 가량만 사유림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26)

26)

삼림자원의 수탈을 위해 입안된 ｢삼림법｣은 위와 같이 ‘국유림 창출’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일제의 삼림침탈이 반드시 ‘국유림 창출’이라는 외형을 필
요조건으로 하였던 것은 아니다. 즉 ｢삼림법｣을 시작으로 진행된 일제의 삼림
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한 바가 ‘국유림 창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
이다. 일제는 앞서 언급한 삼림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유림으로
편입된 임야의 상당부분을 이후 민유림화하였다. 즉 ‘(원)사유림→｢삼림법｣에
의한 국유림화→사유림’의 형식으로 원래의 소유자에게 다시 귀속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2) 국유림의 민유림화 과정과 임야조사사업 시행 필요성의 대두
일제는 1908년부터 1911년 사이에 ｢삼림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지적신고
가 이루어질 무렵, 그와는 별도로 임상과 국유, 민유 상황을 간단히 파악하는
임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적신고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민간의 자발적인 소유
권 신고와는 별도로 진행된 이 조사를 통해 일제는 전체 삼림 가운데 47.6%
정도는 본래부터 소유자가 있는 사유림인 것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들 사유림으로 인정되는 임야 가운데 국유림으로 편입된 곳은 대부, 양여의
방법으로 민유화하는 절차가 시작되었다. 여기서 1908년 ｢삼림법｣ 이후 취해
진 임적조사 등 일련의 삼림관련 조치를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26) 齋藤音作,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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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법 → 임적조사 → 구분조사 → 삼림령 → 임야조사사업 →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1908)
(1910)
(1911)
(1911)
(1917-1924)
(1926)
*지적신고
제출 규정
*미신고지
국유 편입.

*국유, 민유 소유 *국유림의
*조림대부제 *임야소유조사를
현황을 총독부가 요존, 불요존
다시 시행함.
자체조사로 파악 여부 결정
*민유림인정지가
*국유편입지 중
늘어남
사실상 민유림이
다수임을 확인함.

*임야조사시 소유권 인정받지
못한 연고자에게 대거 삼림을
양여함

위 도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임적조사가 종료된 직후 일제는 곧바로 ‘구분
조사’라는 이름 하에서 국유림 편입지를 상대로 요존, 불요존을 가르는 조사작
업을 시행하였다. 구분조사사업을 통해 ｢삼림법｣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이 된
지역을 대상으로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을 구분한 것이다. 요존국유림이
란 이른바 “국토보안과 삼림경영”을 위하여 국유로 계속 존치시킬 삼림을 의
미하였고 불요존국유림은 “장차 민간에 이양할 임야”로서 대부 및 양여의 대
상이 되었다.27) 당시 불요존림으로 구분된 산림은 대개 임적조사에 의하여 실
27)

질적으로는 민유림에 해당한다는 것이 밝혀진 임야 가운데 임상이 빈약하여
경제적인 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 대다수였다. 일제는 이들 불요존림을 “조림
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민간에 조림을 조건으로 대부하기 시작하였다.28) 이
28)

를 ‘조림대부제도’라고 불렀는데 조림대부제도는 구분조사사업의 시작과 거의
동시에 발표된 ｢삼림령｣에 규정되어 있었다.
1911년 6월 공포된 ｢삼림령｣ 제 7조에 규정된 조림대부제도는 불요존국유
림에 속하는 임야를 연고자 혹은 기타 민간인에게 대부하는 제도이다. 조림대
27) 요존국유림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1. 軍事상 국유로 存置할 필요가 인정되는 곳
2. 학술상 특히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곳 3. 保安林 또는 그에 준하여
취급할 필요가 있는 임야로서, 국가의 경영에 속하지 않으면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개소 4. 封山 기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곳 5. 하나
의 事業區로 경영하기에 족한 임야로서 약 2천 정보이상의 집단을 이루는 곳 6.
要存置豫定林野의 경영을 위해 附屬시키는 것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곳 등이었
다. 이들 요존림의 대부분은 임상이 우수하여 경제적 가치가 높았다. 요존국유림
구분표준은 1911년 11월 10일에 공포된 ｢要存置豫定林野選定標準에 關한 件｣에
의하여 지정되었다.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11월 10일자 ｢관통첩 제331호｣
28) 조선총독부는 구분조사의 목적이 산림을 ‘연고자’ 즉 본래의 소유자 혹은 자본력
이 확실한 자에게 조림을 전제조건으로 대부, 양여하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매일신보 1915년 1월 13일자 ｢임야구분조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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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도를 통해 대부된 삼림은 대부자가 일정기간 동안 조림을 행하도록 되어
있었고 조림계획이 성공한 것으로 인정될 시에는 이를 무상양여하도록 규정
되었다.29) 조림대부 대상임야로 분류된 불요존림은 다시 제1종과 제2종으로
29)

나뉘어 있었는데, 제1종 불요존림은 해당 국유림에 특별한 연고자가 없는 경
우를 의미하고 제2종 불요존림은 연고자가 있는 국유림을 의미한다. 이 때 연
고자라 함은 다음의 경우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이른다.
1) 능원묘 기타유적이 존재하는 삼림산야에 있어서 그 유적에 연고가 있는 자
2) 古記 혹은 역사에 증명되는 바 사찰에 연고가 있는 삼림 산야에 있어 그
사찰
3) 삼림에 관한 구법(삼림법)에 의하여 지적계 제출을 행하지 않아 이로써 국
유에 귀속된 산야에 있어서는 그 종전의 소유자
4) 개간, 방축, 조림 혹은 공작물의 건설을 위하여 대부를 행한 삼림산야에 있
어서는 그 차수인
5) 구 ｢삼림법｣ 시행 전 적법으로 점유한 삼림산야에 있어서는 그 점유자
6) 부분림에 있어서는 그 분수의 권리는 가진 자
30)30)
7) 입회의 관행이 있는 삼림산야에 있어서 그 입회 당사자

위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는 제2종 불요존림의 연고자가 조림대부를 신청
할 시에는 원칙적으로 연고자에게 대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제2종 불요
존림에 해당되지 않은 나머지 불요존림 즉 제1종 불요존림에 대해서는 누구
든지 조림대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잠깐 조림대부 차수의 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개인 연고자가 제2종 불요존림을 대부받는 경우
이 경우는 1)1908년 ｢삼림법｣ 제19조에 의한 지적신고를 제출하지 않아 국
유지가 된 곳의 원 소유자 2)조상대대로 분묘와 주위 임야를 금양한 사실이
분명하나 ｢삼림산야 및 미간지국유사유구분표준｣에 규정된 바 입목도가 3/10
29) 조림대부제도에 의하여 민간으로 대부된 후 조림성공을 인정받아 무상양여된 국
유림은 1941년말까지 83,086건에 1,756,606정보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서는 배재
수, 2002 ｢조림대부제도의 전개과정에 관한 사적고찰｣한국임학회지91(1) 참조.
30) 매일신보 1912년 9월 4일자 ｢국유삼림미간지 및 삼림산물특별처분령에 의한
연고자의 범위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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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달하여 국유지로 편입된 곳의 원 소유자 등이 대부를 신청하여 허가받
은 것에 해당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분조사에 의하여 제2종 불요존림
으로 규정된 임야에서는 연고자가 우선 대부권자로 지정되어 있었다. 대부자
는 대부 계약 체결 시 조림조건을 약정하는데 대부기간 내에 그 조건이 충족
될 경우에는 해당 임야를 양여하도록 되어 있었다. 대부계약 체결 시에는 적
정 대부료를 산정,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연고자의 경우에는 1912년 8월
에 ‘칙령 6호’로 공포된 ｢조선국유삼림미간지 및 삼림산물특별처분령(朝鮮國有
森林未墾地及森林産物特別處分令)｣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가 이루어졌다.31)
31)

② 자연촌락주민들이 연고자의 자격으로 공동대부받는 경우
자연촌락주민들도 연고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자연촌락주민들의 연고
지는 이른바 ‘입회지’를 의미한다. ‘입회지’라 함은 “비료와 연료용의 柴草를
채취하거나 목축, 기타의 수익을 목적으로 개별 부락 혹은 수개의 부락이 그
점유지 혹은 타인의 소유지를 이용하는 관습”을 뜻한다.32) 일제는 처음 조선
32)

내 입회권의 존재를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나,33) 1911년 11월 판례를 통하
33)

34)34)

여 입회관행 자체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12년 조선총독부령 10호

로 발표된 ｢조선국유삼림미간지 및 삼림산물특별처분령｣에 ‘입회 관행이 있는
자’를 연고자로 지정하였다. 입회관행자가 조림대부를 신청할 시에는 역시 대
부료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입회관행을 가진 자연촌락이 조림대부를 받을 때에는 마을주민 공동명의로
신청하거나 마을주민으로 차수인조합을 구성한 후 그 명의로 신청하도록 하
31) 매일신보 1912년 8월 22일자 ｢삼림미간지처분｣
32) 不動産法調査會, 1906 韓國不動産に關する慣例- 黃海道篇, 89쪽.
33) 1909년 탁지부 임시재산정리국 촉탁 塭田與助는 “한국에서는 일본민법에 소위
입회권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 예가 심히 적어서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
만 경상도에서 가끔 비슷한 예가 있는 것 같지만 原野의 경우에만 한정되고 삼
림에 대해서는 입회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입회관행 자체를 부정한
바 있다. 탁지부 임시재산정리국, 1909 土地調査參考書 3권, 72쪽
34) 1911년 조선총독부 천안재판소는 “국유림으로서 동리민들이 시초를 채취하거나
입장하는 곳은 입회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하여 입회관행이 조선
내에 존재함을 인정한 바 있었고 이러한 입장은 이후에도 일관되었다. 조선총독
부 중추원, 1933 ｢洞山に關する件｣ 民事慣習回答彙集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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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공동차수인조합은 “임야를 공동으로 대부받아 조림을 행하는 경우에 시
일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그 통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차수인 중에 사
망, 행방불명되는 자가 많아 차수인의 명의를 변경해야하는 번잡한 경우가 발
35)35)

생”한다는 이유에서 만들어졌다.

차수인조합은 조림조합, 식림조합, 삼림조

36)36)

합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임야조사사업 직후 등장하는 삼림

조합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으나 삼림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차수인조합
과 관제 삼림조합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조직임을 유의해야 한다.
마을주민 공동명의 혹은 공동차수인조합으로 하여금 대부 신청하도록 한
것은 사실 이들 산야가 총유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었다. 총유라 함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또 부락주민의 자격으로 그를 향유하는 것
으로 새로 그 부락에 들어온 자는 당연히 향유하는 반면 그 부락을 떠나는
자는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요약되는 성질의 소유형태이다.37) 이 개념은
37)

일본 내에서도 메이지유신 이래 부락유재산의 성격을 규정할 때 받아들여지
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메이지정부는 총유재산인 부락재산의 분할, 처분을 사
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총유재산의 처분을 불가능하게 하고 그 관리자를 정촌
38)38)

으로 지정하였다.

일제는 조선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였다. 1914년

동리통폐합에 의하여 몇 개의 자연촌락이 하나의 행정동리를 구성할 당시 각
도 단위로 ｢정동리재산관리규정(町洞里有財産管理規程)｣을 마련하고 동 규정
4조에 “정동리유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군수, 도사의 인가를 받는다.”라고 하
여 총유재산의 처분, 분할을 연고자들이 자의로 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39)

39)

35) 帝國地方行政學會, 1925 京畿道例規集 ｢國有林野共同借受人組合組織に關する件｣
36) 강영심은 삼림조합이 처음 조선인들의 자발적인 식림단체의 형태로 출발하여 결
국 관제조합으로 흡수되었다는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강영심, 1998 ｢일제의 삼
림조합 결성과 한국인의 저항｣ 한국근현대사연구8.) 그러나 일제가 조직한 관
제 삼림조합과 조선인들의 각종 식림단체는 전혀 별개의 조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식림조합, 조림조합 등의 상당수가 조림대부를 받기 위하여 지역주민
들이 조직한 공동차수인조합이었으며 이들 조직은 관제 삼림조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37) ‘총유’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川島武宜, 潮見俊隆, 渡邊洋三 공
저, 1959 入會權の解體, 2쪽 이하 참조.
38) 北條浩, 앞의 책, 97～136쪽.
39) 帝國地方行政學會, 1925 京畿道例規集, 850쪽.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 각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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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락입회지가 제2종 불요존림으로서 촌락민들에게 대부된 후 역시 조림이
성공하였을 시에는 무상양여가 이루어졌다. 다만 이 경우 양여를 받는 주체가
문제시되었는데 일제는 대개의 경우 조림대부를 받은 촌락민을 대신하여 면
40)40)

을 그 주체로 할 것을 강요하였다.

③ 일본인이 제1종 불요존림을 대부받는 경우
연고자가 존재하지 않는 산야는 구분조사 당시 제1종 불요존림으로 편입되
었다. 제1종 불요존림의 경우 연고자 외에 어느 누구에게나 대부될 수 있었다.
제1종 불요존림은 제2종 불요존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불요존림인데 “대개
부락에서 먼 장소에 있는 것으로 그 구역은 부락민의 생활과 상관이 없다고
인정되는 곳”으로 규정되었다.41) 그러나 실은 제2종 불요존림으로 구분되어야
41)

할 연고삼림이 제1종으로 구분되어 일본인에게 대부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이로 인한 분쟁도 다수 발생하였다.
연고림 즉 제2종 불요존림을 일본인에게 무단으로 대부한 사례들은 대개
해당 삼림의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경우에 속한다. 일제가 경제가치가 높은 삼
림을 일본인에게 대부하게 될 경우 조선인들은 강력히 항의하고 이에 맞서기
도 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폭력을 앞세워 이를 관철시키는 형편이었고 이렇게
하여 住友, 동양척식회사, 山下, 三井, 中村組, 片倉殖産, 野村 등 일본인자본의
42)42)

이익을 보장해주었다.

규집에 모두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자연촌락의 입회권을 행정동리 하
수개 자연촌락 공동의 권리로 변모시키기도 하였다. 1920년 조선고등법원은 “1
면 내의 동리가 재산을 소유할 수 있음은 조선관습이 인정하는 바로서 동리(행
정동리-필자)가 그 재산을 소유라고 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동리는 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1914년 동리통폐합
이후 동일한 행정동리에 속하게 된 촌락이 특정 산야에 입회권을 행사하고 있는
인근 자연촌락의 입회지에 입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요지의 판례를 남겼다.(朝
鮮高等法院判決錄 ｢大正9年 民上127號-柴草共同採取確認請求の件｣) 이로써 자
연촌락의 연고림이 행정동리전체의 연고림으로 규정되었고 자연촌락 공유림(共
有林)을 일제가 면이나 행정동리의 이름으로 침해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
되었다.
40) 西村義秋, ｢朝鮮に於ける部落有林の整理に就て｣ 朝鮮山林會報 1929년 9월호
41) 帝國地方行政學會 編, 1925 江原道例規集 ｢大正8年 江原道 勸業第439號-造林獎
勵に關す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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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연고자 이외의 조선인이 대부받은 경우
한편 일본인 외에도 조선인들이 제1종 불요존림의 대부를 신청하기도 있었
다. 이에 속하는 사례는 대개 자본력이 있는 조선인들이 연고와 상관없이 신
청하는 경우, 연고림으로 분류되지 않았어도 실제로는 지역주민의 생활에 매
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하여 대부신청하는 경
우로 나뉘어진다. 전자의 경우로는 조선귀족단과 평북 선천의 대목산식림조합
43)43)

등을 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입회관행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제1종

불요존림으로 편입된 것이 많은데 조선인들은 이러한 때에도 마을주민의 생
활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부를 신청하였다. 촌락연고림을 지역주민들이
대부신청할 경우 일제가 주민들에게 공동차수인조합을 만들도록 함으로써 산
야분할을 막았음은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다. 그런데 제1종 불요존림의 경우에
도 공동차수인조합이 설립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상과 같이 일제는 구분조사사업을 통해 국유림을 요존, 불요존으로 구분
한 후 다시 불요존림을 제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제1종 불요존림을 주로 일
44)44)

본인에게, 제2종 불요존림을 조선인연고자에게 대부하였다.

조림대부제도는

사실상 1910년대 일제 임정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으며 일제도 조림대부제의
42) 일제자본 가운데에서도 동척이 1939년말 기준으로 115,000여 정보를 대부 혹은
양여받아 가장 많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住友가 85,000여 정
보에 이르는 임야를 대부, 양여받았다. 이들을 포함하여 상위 30위에 해당하는
일제자본이 관리한 임야의 합계가 60만여 정보에 이르러 엄청난 면적을 소수 일
본자본이 차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배재수, 앞의 논문 참조.
43) 조선귀족단은 조선인으로서는 가장 많은 면적의 대부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에 대해서는 매일신보 1915년 12월 16일자 ｢각지식림상황｣ 참조. 한편 선천
대목산식림조합은 신민회원 양전백이 설립한 신성학교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
여 이 지역 기독교계 주요인사들이 모여 불요존림을 대부받아 설립한 단체이다.
일제는 대목산식림조합를 해체시키고 그 대부지를 선천 읍유재산으로 귀속시키
기 위해 조합원의 일부를 매수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표적인 민족주
의계열의 교육단체로 지목된 신성학교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아일보
1932년 5월 13일자 ｢大睦山林野讓與問題, 宣川邑에의 寄附는 不可｣ 참조.
44) 제1종 불요존림과 제2종 불요존림을 통털어 조선인, 일본인의 대부 현황을 살펴
보면 건수 측면에서 조선인에게 대부된 경우가 97%, 일본인에게 대부된 경우가
3%였고, 면적으로 보면 조선인 52.8%, 일본인 47.2%였다. 배재수,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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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이 곧 1910년대 삼림정책의 근간이라는 인식 하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
다.45) 조림성공 시 대부자에게 무상으로 해당 산야를 양여하겠다는 총독부의
45)

방침은 당시 일제가 이 제도에 기울인 관심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1939년도
까지 집계된 통계에 의하면 당시까지 이루어진 대부건수는 86,281건이었고 그
면적은 1,673,518정보에 이를 정도였다. 그 중에서 조림성공이 인정된 경우는
63%에 달하였다.46)

46)

조림대부제도는 조림을 유인책으로 내세워 민간인으로 하여금 식림비용을
직접 분담하도록 한 것이었다. 일제는 식수를 장려하는 수종으로 대부분 그들
이 원하는 포플러, 아카시아 등을 선정하도록 하였고, 해당 수종이 생육하기
47)47)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소나무 등을 식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조림대부자가 대부림에 입산하여 그 산물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었다. 즉 조림대부제도 실시를 통해 일제는 수종개량, 치수사업이라는 두 가
지 목적을 민간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임적조사→구분조사→조림대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불요
존국유림보다는 일반 민유림에 대한 통제가 문제시되기 시작하였다. 불요존림
의 경우 조림대부 계약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조림이 시행되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감독이 가능하였지만 일반 민유림의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방도가
일제로서는 없었다. 민유림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선호하는 수종을 심도록 강
제할 수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치수사업을 명목으로 삼림자원이용을 금지
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던 것이다. 즉 1908년 ｢삼림법｣ 규정에 의하여 지적신
고를 제출하고 삼림 사유권을 인정받은 자가 자기 소유의 산에서 삼림자원을
45) 조림대부제도를 실시한 초대총독 寺內正毅는 “삼림의 보호 및 증식은 국토의 보
전, 수원함양 내지 임목 연료의 공급과 풍치유지 등 제종의 관계로 인하여 하루
도 소홀히 하기 불가하다. 조림은 구래 실상에 照하여 最히 力을 竭할 급무인
고로 본 총독은 예의 其 독려에 노력하여 명치44년 삼림령을 제조하였다. (중
략) 국유임야의 조림대부는 민간 식림장려상 제일보인 고로 신중히 조사를 遂하
여 아무쪼록 처리의 敏速을 기하고 대부를 허한 임야에 대해서는 當히 지도 독
려를 가하여 조림업의 촉진에 노력할지라”라고 하여 조림대부제도의 정착을
1910년대 삼림정책의 주요현안으로 꼽았다. 매일신보 1914년 7월 19일자 ｢임
무주사회의에서의 총독훈시｣
46) 岡衛治, 앞의 책, 422쪽.
47) 帝國地方行政學會 編, 1925 咸鏡北道例規集 ｢대정8,4,10-速成造林に關す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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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행위를 금지, 관리할 방법이 없었고 민유림은 일제의 통제 권역 밖
에 존재하게 되었다. 나아가 조림대부계약에 의한 조림계획이 성공하여 대부
림이 민유림으로 이양될 시에 해당 산야에 대한 감독,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는
문제점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일제는 점차 민유림에 대한 광범
위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게 되었다.
물론 일제는 1916년부터 1917년 사이에 도령(道令)으로 ｢사유림벌채취체규
칙｣, ｢사유림보호규칙｣ 등을 공포하고 일반 민유림이라고 하더라도 수령 10년
미만의 활엽수와 20년 미만의 침엽수는 벌채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식으로
민유림을 통제하려 하였다.48) 그러나 민유림 소유자를 대상으로 일일이 벌채
48)

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삼림간수를 비롯한 삼림관계 직원을 배치해야 했고 이
들에게 지급되는 급료를 마련하여야 했다. 일제는 조선인 민유림 소유자들에
게서 그 비용을 염출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서 민유림 소유자의 소유권을 다
시금 확실히 파악하고 소유자들에게 일종의 ‘세금’을 거두는 것이 필요했다.
이에 일제는 1917년 이후 1924년까지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고 민유림 소
유자를 다시금 확인한 후 민유림소유자와 불요존국유림 대부자들을 조합원으
로 하는 삼림조합을 설립, 조합비를 거두어들이는 방법으로 민유림을 통제하
고 삼림관련 비용을 조달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1908년 ｢삼림법｣에 따라 삼림
의 소유권자를 일차적으로 확인한 바 있었으나 “지적신고 당시 일반소유자의
법령 이해부족으로 누락된 자가 많고, 이미 지적계를 제출하여 소유증명을 받
은 자라고 하더라도 확실히 그 소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였다”
라고 하여 재조사의 필요가 있다고 일제는 보았다.49)

49)

요컨대 1910년대 일제의 삼림정책은 1)입목의 직접적 수탈 2)장래 입목수
탈을 위한 수종개량 3)식량공급의 보장을 위한 치수사업 4)지방재원마련의 방
향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말하자면 요존국유림에 대해서는 입목을 직
접 수탈하는 방식으로, 불요존국유림에 대해서는 수종개량과 식림장려를 강요
하는 방법으로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조림대부라는 이름
하에서 민간에 전가시키는 방식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기타 민유림을
48) 岡衛治, 1941 朝鮮林業史 下卷, 24쪽.
49) 매일신보 1917년 2월 14일자 ｢창원군 임야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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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관리, 통제하지는 못했고 민유림을 재원으로 삼지도 못하고 있었
다. 민유림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와 재원염출을 위해서는 그 소유권자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1917년 이래 임야조사사업에 돌입하게 되었
다.

3. 임야조사사업의 진행과 그 결과
1) 민유림 소유권자의 수적 증가
일제는 1917년부터 1924년에 걸쳐 임야의 소유권자를 확정짓는 임야조사사
업을 단행하였다. 임야조사는 부윤, 면장이 도장관의 지휘 하에 조사예정지를
고시하고, 해당 지역에 임야를 소유한 권리자가 자진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신
고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진행되었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고하면 면에서 채
용한 측량원이 출장하여 측량을 실시하는데 이 때 소유자와 지주총대(地主總
代)가 입회하도록 되어 있었다. 측량 결과는 도장관이 주관하는 사정작업을
통해 확정되고 그 결과물을 다시 면사무소 등에 비치하여 소유자가 확인하도
록 한 후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야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었다.
측량 시 입회하도록 되어 있던 지주총대는 임야소유자가 제출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불만스럽다고 생각될 경우 이에 이의를 표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지주총대는“이장이나 구장직에 오랫동안 종사하던 자로서 일반의 실정에
정통하고 당국에 협조적인 자”라고 이해되어져 왔다.50)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
50)

는 지주총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민유림이 국유림으로 사정될 가능성
이 상존했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현재 지주총대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전남 구례군 토지면의 사례에 의하면 토지조사사업 당시에 선정된 지주
총대가 그대로 임야지주총대로 임명된 것으로 생각되고, 구장이나 이장직을
가진 인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51) 지주총대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인
51)

50) 강영심, 1998 ｢일제의 한국삼림수탈과 한국인의 저항｣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51) 구례 류씨가의 생활일기 1919년 7월 3일 기사에 의하면 구례군 토지면의 임야
지주총대는 구성리 장○○, 운천리 서○○, 방송리 송○○, 송정리 이○○, 오미
리 왕○○, 파도리 임○○, 구산리 오○○ 등(실명을 표기하지 않고 성씨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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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불과하였으며 이들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국유림을 무단 창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임야조사당시 만들어진 임야조사부를 살펴볼 경우 대다수의 임야가
사유림 혹은 연고림으로 귀속되었고 국유림이 상대적으로 적었음이 확인된다.
1908년 ｢삼림법｣에 의하여 국유림으로 귀속된 곳이 오히려 사유림으로 뒤바뀌
는 경우도 많았다. 이하에서는 시흥군 군자면, 수암면, 과천면의 임야조사부
를 중심으로 임야조사사업 결과를 통해 확정된 국유림 및 민유림 면적을 살
피도록 하겠다.52)

52)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수암면, 과천면 지역에서 1918년 시행된 임야조사사
업 결과 확정된 각 면 관하 동리별 국유 및 민유림의 면적은 <표 1>과 같았다.
<표 1> 시흥군 군자면, 수암면, 과천면 국유, 민유림별 면적(면적단위:정보)
민유림 면적 및
비율(B)

전체임야(A)
지역

국유림 면적 및
비율(C)

국유림 중 연고자가 있는
임야의 면적과 비율(D)

전체면
전제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적 대비 필지 면적
대비 필지
비율
비율

면적

국유림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면적)

장현리

101

92.58

78

76.78 82.9(%) 23

23

15.82

100(%)

군자면 장곡리

85

93.00

82

85.02

91.8

3

1.47

8.2

3

1.47

100

153 282.20 127 233.61

82.8

26

48.59

17.2

25

45.55

93.7

월곶리

15.82 17.1(%)

함)인데 구장 혹은 이장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1923년 9월 7일자 기사를 확
인해보면 이들 모두 구장, 이장의 직을 맡고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아
가 1916년 9월 1일자 일기에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주총대를 맡았던 인물이 그
대로 임야지주총대를 맡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토지조사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지주총대가 선정 혹은 유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배영순은 토지조사사업 시 선
발된 지주총대가 대지주이거나 관과 유착된 인물이 아니라 해당지역의 토지보유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일반인이었음을 밝힌 바 있다. 배영순, 2002 한말일제초기
의 토지조사와 지세개정
52) 이 글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始興郡 秀岩面 林野調査簿, 始興郡 君子面 林
野調査簿, 始興郡 果川面 林野調査簿는 현재 경기도 시흥시문화원에 소장되
어 있는 것을 이용하였다. 이들 자료가 정확히 언제 작성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朝鮮總督府農林局이 1936년도에 발간한 朝鮮林野調査事業報告
87쪽에 의하면 1923년 12월에 시흥군 임야조사가 종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 1923
년 12월 이후에 정리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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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리

145 295.97 139 277.05

93.6

6

18.92

6.4

5

14.52

군자리

194 278.08 173 207.04

74.5

21

71.04

25.5

21

71.04

100

거모리

174 165.29 159 134.53

81.4

15

30.76

18.6

13

16.46

53.5

선부리

172 320.90 147 271.14

84.5

25

49.76

15.5

25

49.76

100

원곡리

122 132.72 105 118.52

89.3

17

14.20

10.7

17

14.20

100

신길리

73

98.81

65

94.88

96.0

8

3.93

4

7

3.80

96.7

성곡리

78

103.27

76 102.05

98.9

2

1.22

1.1

2

1.22

100

목내리

131 120.88 128 120.00

99.3

3

0.88

0.7

2

0.50

56.8

수암리

49

242.89

38 139.59

57.5

11

103.3

42.5

2

10.36

10

장상리

80

170.90

80 170.90

100

0

0

0

0

0

-

장하리

44

96.86

28

67.89

70.1

16

28.97

29.9

16

28.97

100

부곡리

59

321.33

56 317.84

98.9

3

3.49

1.1

3

3.49

100

성포리

71

162.50

61 141.48

87.0

10

21.02

13.0

10

21.02

100

양상리

82

257.95

67 222.06

86.0

15

35.89

14.0

15

35.89

100

능곡리

78

102.35

68

90.41

88.3

10

11.94

11.7

10

11.94

100

화정리

102 243.45

96 195.72

80.4

24

47.73

19.6

24

47.73

100

도남리

123 391.14

94 334.97

85.6

29

56.17

14.4

27

55.70

99.1

논곡리

71

108.26

59

78.36

72.3

12

29.90

27.7

12

29.90

100

물왕리

65

121.00

53

79.68

65.9

12

41.32

34.1

12

41.32

100

산현리

77

331.38

64 284.64

85.9

13

46.74

14.1

13

46.74

100

광석리

42

152.30

19

14.96

9.8

23 137.34

90.2

23

137.34

100

목감리

98

156.64

81 131.45

83.9

17

6.1

16

23.60

93.7

하상리

19

30.43

8

2.07

6.8

11

28.36

93.2

11

28.36

100

하중리

41

43.63

14

6.02

13.8

27

37.61

86.2

27

37.61

100

25.19

76.7

와리

81

175.52

72 166.02

94.6

9

9.5

5.4

9

9.5

100

고잔리

98

174.86

63

96.01

54.9

35

78.85

45.1

34

78.16

99.1

주암리

109 195.90 106 150.06

76.6

3

45.84

23.4

3

45.84

100

관문리
과천면

211

47.04

29.2

7

114.30

70.8

5

106.07

92.8

하리

118 374.91

25

161.34

82 170.44

18

45.5

36 204.47

54.5

36

204.47

100

막계리

134 728.16

85 218.67

30.0

49 509.49

70.0

49

509.49

100

문원리

161 716.92 103 229.19

32.0

58 487.73

68.0

58

487.73

100

갈현리

112 193.78

71.2

24

28.8

24

55.83

100

88 137.95

55.83

※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수암면, 과천면의 林野調査簿를 근거로 정리함

이에 의하면 시흥군 군자면, 수암면, 과천면 일대의 임야는 모두 3,595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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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그 면적은 약 8,000정보에 이르렀다. 이 8,000정보의 임야 가운데 5,214정
보 즉 65.2%에 해당하는 임야가 민유림으로 사정되었고, 나머지 34.8%가 국
유림으로 귀속되었다. 민유림에는 사유림과 공유림이 포함되어 있는데, 면 등
의 이른바 ‘공공단체’가 소유한 공유임야로는 군자면 장현리의 공동묘지와 거
모리에 소재한 2필지를 모두 합쳐 2.5정보 정도가 있었다. 개인 혹은 면 이외
에도 과천면 문원리 일대에는 시흥군 향교재산이라는 명목으로 6정보 가량의
임야가 있었다. 이를 합친 8.5정보 이외의 민유림은 모두 사유림인 것이다.
1908년 ｢삼림법｣시행 당시 이 지역 내에 위치한 임야의 소유자가 지적신고
서를 제출하여 그 사유권을 인정받은 곳은 수암면 154필지, 군자면 139필지,
과천면 95필지로서 모두 388필지(면적으로 합산할 경우 1,746여 정보)에 불과
하였다.53) 이 세 지역 내에서 1918년 임야조사사업 결과 민유림으로 인정받은
53)

곳은 <표 1>의 (B)항의 각 마을별 필지수를 합산하여 모두 2,782필지이므로
전체 민유림 필지의 14%(전체 임야면적 대비 23%)만이 ｢삼림법｣ 시행 당시
에 지적계를 제출한 셈이 되고, 지적계를 제출하지 않은 나머지는 ｢삼림법｣규
정에 의하여 국유림으로 편입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임야조사사업 결과 1908
년 ｢삼림법｣ 시행 당시 국유림이 되었던 2,394필지의 임야가 다시 민유로 인
정받았다. 즉 일제는 임야조사사업으로 국유림을 확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유림 면적을 줄이고 다수의 임야를 민유로 귀속시킨 것이다.
민유림으로 확인된 65.2%의 임야 이외에 국유림으로 편입된 곳 중에서도
53) 林野調査簿의 각 필지 ‘비고’란에 ｢삼림법｣ 시행 당시 지적신고 제출 여부가
신고일자와 함께 표시되어 있다. 신고는 삼림법이 공포된 1908년 즉 융희2년부
터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신고 제출이 마감된 1912년 이후에도 소유권
인정이 이루어진 경우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이전에 이미 제출한 신
고서를 사후적으로 뒤늦게 승인한 경우, 조림대부 후 양여된 경우 등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분석상 엄밀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고’란에
1908년에서 1911년 사이 지적계가 제출된 후 승인된 것으로 기재된 경우만 1908
년 ｢삼림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인정의 사례로 보았다. ｢삼림법｣이 규정한 시
기에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되 사정작업이 지연되어 1912년 이후 소유권이 승인된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임야조사부 각 필지 ‘비고’란에서는 관련사실을 구
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아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례들
은 통계작성에서 일단 제외하도록 한다. 해당 사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추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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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는 사유림이거나 장래 사유로 귀속될 예정인 임야가 다수 존재하
였다. <표 1>에 나타난 바 각 마을의 임야 소유자현황을 살피면, 수암면 장상
리의 경우에 해당 지역 소재 임야의 100%가 사유림이었다. 이에 반해 같은
면 광석리의 경우에는 9.8%만이 사유림인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이 마을에 소
재한 임야의 90.2%는 국유림인 것이다. 그렇지만 <표 1>의 (D)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마을 소재 국유림의 전부가 연고림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들
54)54)

연고자에게 모두 대부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계약 당시 약정

한 조림이 성공할 경우에는 모든 임야가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임야였던 것
이다.
위 표에 등장하는 바 광석리의 임야 대부분이 연고자가 있는 국유림 즉 연
고림으로 구분된 것은 연고자들이 소유권신고를 이행했어도 해당 산야가 ｢삼
림산야 및 미간지국유사유구분표준｣에 규정된 ‘영년(永年) 수목을 금양한 곳’
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년금양지’라 함은 평균입목도 3/10으로써 해
당지역 수목의 평균수령이 10년 이상에 달한 것을 의미한다. 즉 광석리 임야
는 다른 지역보다 임야가 황폐해 이 표준에 미달하였던 것이다. 일제는 이런
경우 식림을 소유권 이양의 전제로 하여 연고자들에게 대부하였음은 전술한
바이다.
광석리 이외에도 국유로 편입된 산이 많은 마을 대부분은 국유림에 연고자
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대부가 결정되었다. <표 1>의 (D)항에 표시된 바에
의하면 수암면 수암리와 군자면 정왕리, 거모리, 목내리를 제외한 모든 마을에
서 국유림의 90%이상이 연고림으로 조사되었고, 이들 연고림의 대부분은 또
54) 제1종 혹은 제2종 불요존림으로 분류된 임야가 조림대부되었을 때에는 연고자
혹은 조림대부자를 임야조사부 상의 소유자란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자,
소유자 성명란의 위쪽에 “處分見込”이라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에는 무상
대부 혹은 유상대부 등의 처분현황을 적도록 되어 있다. 광석리는 국유림 모두
가 유상대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보통 연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무상대부가
원칙이었다. 광석리 소재 임야 모두가 林野調査簿와 함께 첨부된 집계표에 연
고림으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무상대부가 이루어져야 했다. 그럼에도 유상대부가
규정된 것은 일제가 겉으로는 이들에게 연고권을 인정한다고 표방하면서 자의적
으로 주민들의 연고권 주장 근거가 되는 입회관행을 부정했기 때문이었던 것으
로 보인다. 결국 이로 인하여 주민들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대부료를 납부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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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연고자에게 이미 대부된 상태이거나 임야조사 직후 대부되었다. <표 1>
에는 연고림의 비율만 기재되어 있지만 임야조사부를 확인해보면 군자면 국
유림 149필지 중 140필지 181.69정보가 조림대부라는 이름으로 민간에 돌아갔
고, 수암면은 국유림 전체 273필지 중 263필지 631.07정보가 대부된 것으로 기
재되어 있다. 과천면의 경우에도 전체 국유림 175필지 가운데 170필지 1396.73
정보가 대부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세 개 면의 국유림 면적은 2417.54정보
인데 그 91.4%에 해당하는 2,209.49정보가 대부된 것이다.
위 대부 대상자는 앞서 언급한 바처럼 마을 주민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과
천면 문원리 소재 334정보의 임야, 갈현리 25정보 임야와 같이 박영효가 원장
으로 있었던 조선귀족단 보식원(普植園)에서 대부받은 사례도 있다. 연고자
이외의 인물 혹은 법인이 임야를 대부받았던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제1
종 불요존림인 경우에 가능한데 시흥군 3개면에서 제1종 불요존림으로 구분된
곳은 19필지 가량이었다. 이 중에서 가장 경제성이 뛰어난 관악산 산록의 임
야가 조선귀족단 보식원에게 돌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 지역을 통털어 24필지의 국유림만이 국유로 계속 존치되었는데,
대부 대상이 되지 않는 요존국유림은 이들 세 지역에서 5필지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19필지에는 요존인지 불요존인지 확인되지 않는 것, 조선총독부 토목
국 소관으로 된 것, 연고자가 있으나 아직 대부가 신청되지 않은 것 등이 포
함되어 있다. 요존국유림으로 분류된 곳은 수암면 수암리 소재 수암산 일대,
고잔리 태봉산 일대, 군자면 성곡리 성두산 일대, 거모리 인근 연성산 등지인
데 이들 산이 요존국유림으로 지정된 것은 ‘사적(史蹟)보호’의 명분에서였
55)55)

다.

실제로 이들 지역에는 옛 안산읍성, 향교 등의 사적이 자리잡고 있었다.

일제는 이들 사적을 보호한다는 명분에서 해당 지역을 요존국유림으로 두어
삼림자원을 직접 수탈하고 나머지는 불요존림으로 지정하여 모두 대부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조림이 성공할 시에는 이들 모두가 사유림이 될 수 있었다.
시흥군 3개 면의 임야는 ｢삼림법｣ 시행 당시 전체 임야면적의 23%만이 지
적신고를 제출, 사유권을 인정받았으나 임야조사사업으로 민유림면적이 65%
55) ｢國有林野區分調査에 關한 件-京畿 始興 秀岩山 外 25개｣ (국가기록원 문서번호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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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폭 증가하였다. 임야조사사업으로 사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임야는 35%
가량에 이르렀는데 이 국유귀속 임야의 91%가 조림대부의 형식으로 민간관리
로 돌아갔고 그 대부분은 지역주민 즉 조선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다. 이로
보건대 일제는 임야조사사업으로 대부분 임야의 상당부분을 국유로 묶어두기
보다는 오히려 민유림화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일제는 함경도, 평안도 지역
의 경우와 같이 입목벌채, 수탈의 대상이 될 만한 지역은 국유로 적극 편입하
였다. 예를 들어 1932년의 통계에 의하면 함경북도 전체 임야 가운데 민유림
이 479,443정보였고 요존국유림이 1,004,568정보였으며 불요존림이 213,945정보
로서 국유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56) 그러나 함경도, 평안도 지역을 제외하면
56)

민유림이 국유림에 비해 더 많은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의 사례와 양주군 구리면의 사례에
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필자가 확인한 이들 지역의 林野調査簿에 의하면
고양군 송포면 일대 전체 임야 중 민유림이 446필지 408.32정보였고 국유림은
49필지 69.21정보였다.57) 이 지역 국유임야의 전부가 연고림이었고, 연고자들
57)

에게 유료 혹은 무료대부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양주군 구리면
역시 민유림이 1,016필지 1,843.03정보인 반면 국유림은 83필지 231.96정보로
민유림이 더욱 큰 면적을 차지했다. 양주군 구리면에서 국유림으로 편입된 임
야 중 74필지 150.90정보가 연고림이었고 연고자들에게 대부 조치된 것으로
되어 있다.
<표 2> 1920~32년 임야 국유, 민유 소유별 현황 (단위:천 정보)
연도

요존국유림

불요존국유림

사유림

1920

5,427

3,942

6,398

1921

5,395

3,973

6,399

1922

5,385

3,976

6,406

1923

5,317

3,923

6,527

1925

5,317

3,844

6,606

56) 매일신보 1932년 2월 24일자 ｢함북임야의 1인당 면적｣
57) 楊州郡九里面 林野調査簿 및 高陽郡松浦面 林野調査簿는 현재 국가기록원
전산자료 분류번호 ‘22681’이하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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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5,275

3,895

7,300

1928

4,847

3,537

7,891

1929

5,076

3,235

8,132

1930

4,791

3,066

8,742

1931

4,764

2,250

9,474

1932

4,699

1,931

9,827

※朝鮮總督府統計年報 각 년도 발행분을 참조로 작성하되 천 단위 이하는 절사함.
※1924년의 통계자료는 누락되어 있음.
※1926년의 통계는 朝鮮總督府統計年報 1925년도 발행분의 통계를 그대로 전재한 것으로 보이
므로 본 표에서는 삭제함.
※각 년도의 국유림, 민유림 합계가 모두 다른데 이는 매년 임야로 사정, 편입되는 지역이 추가되
었고 지목이 토지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가 임야조사를 통하여 소유권을 법인하거나 대부를 통해 민유지화한
현상은 일제하 조선 내 전체임야의 소유상태 변화과정을 살펴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표 2>는 1920년부터 1932년까지 조선 내 국유림, 민유림의 소유현황
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1920년 이래 지속적으로 민유림의 면
적은 확대를 거듭하여 3,429,000정보가 증가되었다. 이에 비해 요존국유림은
1929년의 예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불요존국유림은
임야조사사업의 종료가 가까워진 192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1930년 무렵
에는 급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임야조사사업이 완료되고 소유자들의 불복신
청이 한창일 1925년부터 1927년의 통계를 보면 민유림이 대폭 증가한 것이 확
인된다. 이는 임야조사사업의 종료와 함께 민유로 사정된 임야가 늘었음을 보
여준다. 요컨대 <표 2>를 통해서 볼 때 상당한 면적의 요존국유림이 불요존림
으로 변경되었고 그 중 일부가 다시 민유로 대부, 양여되면서 민유림이 급증
한 것이다.58)

58)

58) 물론 임야조사사업 직후 그 사정결과에 불복하여 불복신청을 제기한 건수가
111,300여건에 이르러 그 소유명의자 및 국유, 민유의 구분을 두고 분쟁이 다수
발생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 중 7만여건이 곧 불복신청을 취하하였
고, 1926년 이후 ｢특별연고삼림양여령｣ 조치로 원 연고자에게 삼림이 무상양여
됨으로써 불복원인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불복신청의 건수로
서 임야조사사업의 목적과 성격을 논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불복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임야는 적법하고 정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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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군, 고양군, 양주군의 임야조사 사례를 통해 다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1) 임야조사사업을 통해 일제는 1908년 ｢삼림법｣ 당시 지적계를 제출하지 않아
국유로 편입된 지역 중 불요존림의 경우에는 다시금 사유를 인정하였다.59)
2) 임야조사 결과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연고권만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연
고자에게 조림대부가 이루어졌다.
3) 연고자가 확실치 않아 제1종 불요존림으로 구분된 곳은 연고자가 아닌 개인
혹은 법인이 조림대부를 받았다.
59)

임야조사사업 결과 일제는 1908년 ｢삼림법｣ 시행 당시에 비하여 상대적으
로 많은 면적의 임야에 대해 사유권을 인정하였다. 물론 일부 임야는 연고지
로 분류되기도 하였지만 그런 경우에도 연고자에게 곧 대부되는 것이 보통이
었다. 그런데 연고림의 일부는 조림대부를 거치지 않고, 혹은 조림대부 중이라
고 하더라도 임야조사사업 종료 직후 다시 사유권을 인정받았다. 위에서 잠깐
언급한대로 임야조사사업이 종료된 직후인 1926년 4월 일제가 ｢특별연고삼림
양여령｣을 공포하여 연고림으로 분류된 임야의 연고자에게 소유권을 ‘특별 양
여’하는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이다.60) 이로 인해 민유림면적은 다시 대폭 늘
60)

을 것이라는 전제가 결과적으로 도출될 것이고 이는 일제 삼림정책의 강압성과
수탈성을 밝히는 데에 근거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불복신청의 건
수가 많고 적음은 임야조사사업의 성격을 논의함에 있어 그 정확한 분석의 근거
가 되지 못하리라 여겨진다. 불복신청의 건수와 그 취하 상황에 대해서는 林野
調査委員會, 1936 朝鮮總督府林野調査委員會事務報告, 75쪽 이하 참조.
59) 그 과정에서 소유권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임야 중 소유자의 권리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그 소유권을 인정해 준 경우도 있었다. 본
문에서 언급한 시흥군 과천면 임야조사부에 의하면 지적계 제출이 없어도 일제
가 자의적으로 사유를 인정한 임야가 등장하고 있다. 한편 불요존림에 대하여
소유권자가 소유를 주장할 시에는 ｢삼림산야 및 미간지국유사유구분표준｣에 의
하여 소유권 인정 여부가 결정되었다. 임야조사사업 이전에 연고자의 자격으로
조림대부를 받은 자가 임야조사사업 과정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그 조
림의 성과를 참작하여 사유를 인정하도록 되어 있었다.(帝國地方行政學會 編,
1925 江原道例規集 ｢國有林野造林貸付地 內に火田及不服申立地がある境遇の分
割讓與處分の件｣)
60) 이 조치는 1925년 정무총감으로 부임한 下岡忠治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로 인
하여 임야조사사업 당시에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연고자의 상당수가 그 삼림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1933년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이 조치로 모두
1,174,454건, 면적 합계 3,416,433정보의 양여신청이 접수되었고 그 중 1,16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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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게 된다.
조림대부, 임야조사사업, 특별연고삼림양여 등을 거치며 조선 내 민유림 면
적은 더욱 확대되었다. 일제는 이를 “일대의 선정”이라고 선전하였으나61) 후
61)

술하는 바와 같이 임야조사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군을 범위로 하는 삼림조
합이 설치되고 강력한 벌채단속과 조합비 강제징수가 시작된 점에 비추어보
면 민유림면적의 확대는 일제 삼림정책의 억압성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삼림조합의 등장과 삼림이용제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조선총독부의 민유림 정책은 수종개량비용과 치수비
의 민간전가 및 지방재원 염출이라는 측면에서 입안, 시행되었다. 삼림조합은
이러한 일제 임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조직이었고, 임야조사사업은 사실상 삼림조합의 조직을 위하여 이루어진 사업
이었다.
삼림조합은 총유지 즉 촌락림의 개인분할을 방지하고 이를 국유로 편입하
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독일에서 설립된 제도이다. 일본정부가 처음 삼림조합
제도 실시를 법령으로 공포한 것은 1907년의 일이다. 일본에서 설립된 삼림조
합은 정촌제 실시 이전 부락이 가지고 있는 총유지(總有地) 즉 입회지를 계승
한 시업조합(施業組合)과 임업자본가들이 임도(林道)를 공동으로 만들기 위해
조직한 토공조합(土工組合)으로 대별된다. 이 중 전자가 일본정부에서 보급하
고자 한 조합이었다.62) 이들 시업조합은 기존 입회지를 관리하면서 그 분할을
62)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그 구역 역시 행정단위별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입회권을 가진 부락단위로 정해졌다. 이에 비해 조선의
삼림조합은 군 단위로 구성되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조선의 삼림조합은 1910년대 초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초기 삼림조합
은 주로 지방단위에서 지방관이나 지역유지들이 주도하여 만들어졌는데 대개
건이 양도처분되었다. 岡衛治, 1941 朝鮮林業史 上卷, 450쪽.
61) 朴重陽, ｢朝鮮の林政｣ 朝鮮山林會報 1928년 9월호.
62) 島田錦藏, 1941 森林組合論,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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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림장려와 ‘남벌방지’라는 명분 하에서 삼림이용을 간섭, 억제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에는 삼림조합이라는 이름 외에도 산림조합,
조림조합, 삼림보호조합, 식림계, 조림계, 임업계 등 조합이나 계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조직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다. 이들 조합, 계 조직은 1)지방관이
관내의 조림을 촉진하기 위해 임야소유자 및 점유자를 회원으로 하여 묘목배
급과 남벌방지를 목적으로 만든 것 2)지역유지들이 해당 지역의 조림을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것 3)지역주민들이 마을근처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받기 위
해 만든 공동차수인조합 4)요존국유림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하여 조직
된 국유림보호조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의 경우에 해당하는 조직은 기존의 송계조직이거나 이를 바탕으로 조직
된 것이었고 3)의 공동차수인조합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촌락민들이 마을
근처의 불요존국유림을 대부받기 위해 만든 조직이었다. 4)의 조직은 국유림
근처의 마을주민들을 조합원으로 하고 면장을 조합장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
으로서 1911년 공포된 ｢삼림령｣ 제 10조에 그 조직이 규정되어 있다. 해당 조
항에 의하면 국유림보호조합은 요존국유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하여금
국유삼림을 보호하게 하고 그 대가로 국유림의 산물을 이용하도록 한 조직이
었다. 그러나 “조합장이 자기가 조합장인 줄도 모르고 지역주민은 조합이 있
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일 정도로 그 운영이 허술하였다.63) 그런데 2,
63)

3), 4)의 조직은 사실상 임야조사사업 직후 등장하는 관제 군삼림조합에 연결
되지 않는 전혀 별개의 조직이었고 임야조사사업 직후 등장한 삼림조합은 1)
의 유형에 해당하는 조직을 계승한 것이었다.
현재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임업 관련 조합으로서 1)의 성격을 지닌 최초의
조직은 1911년 3월 전라북도에서 설치한 식림조합이다.64) 1911년 이래 등장한
64)

63) 佐藤瑞城, ｢國有林保護組合の指導に就て｣ 朝鮮山林會報 1930년 3월호.
64) 매일신보 1911년 3월 3일자 ｢식림조합의 장려｣ 참조. 강영심은 최초의 삼림조
합은 1913년 2월 평안북도에서 道 告諭 1호로 山林保護規約을 공포한 데에서 비
롯하였다고 언급한 바 있다.(강영심, 1998 ｢일제의 삼림조합 결성과 한국인의 저
항｣ 한국근현대사연구8) 나아가 그는 초기 삼림조합의 다수가 자발적인 의사
에 의하여 만들어진 조직이었고 일제가 임정수행상 그 유용성을 인정하여 이를
적극 관제화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삼림조합이 최초로 구성된 것
은 1911년의 일이었고 민간의 자발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관제조직인 경우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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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림관련 조합은 대개 조림조합, 식림조합, 식림계 등의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었고 그 범위도 군이나 면 혹은 부락을 단위로 하는 등 조직마다 다른 양
상을 보였다. 설립주체 역시 군수, 면장, 헌병분견소장 등으로 일정하지 않았
65)65)

다.

그러나 명칭과 조직범위 등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은 대개 동일

하였으며 각자가 가진 정식명칭 외에 관행적으로 삼림조합이라고 칭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일제가 이렇게 다양한 이름의 조합을 군을 단위로 하여 통합,
66)66)

정비한 것은 임야조사사업이 마무리되기 시작할 무렵부터였다.

임야조사사업은 각 군마다 다른 시기에 진행되었고 그 종료일시도 달랐다.
따라서 각 군마다 삼림조합이 설립된 시기 역시 달랐다. 예를 들어 구례 류
씨가의 생활일기에 의하면 전남 구례지역의 임야조사사업이 1922년에 종료되
었고 그 다음해 3월 각 임야소유자에게 조합비가 처음 청구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67) 그런데 경기도 용인 지역의 일제시기 사회상을 전해주는 관란재일기
67)

에 의하면 1924년 초에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조합비가 청구된 것으로 기록되
어 있다.68) 또 동아일보 1921년 5월 17일자에는 경기도 안성군이 해당 지역
68)

에서 임야조사사업이 끝난 직후 기존의 면단위 삼림조합을 폐지하고 군단위
69)69)

삼림조합을 만들었다는 보도가 등장하고 있다.

65)

66)

67)
68)

이로 보건대 지역별로 삼림

도적으로 많았다. 조선인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임야관련 조합의 대다수는 공동
차수인 조합으로서 조림대부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일제는
1917년 이후 임야조사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군삼림조합을 조직하였는데 이는 지방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염출하기 위한 목
적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인들이 조직한 조합이 이후 군삼림조합
으로 계승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매일신보 1913년 6월 26일자 ｢풍덕면장 특거｣라는 제목의 기사에 면장이 자의
적으로 관할 면을 범위로 하는 식림조합을 조직한 사례가 등장하며 같은 신문
1911년 3월 19일자 ｢금송회의 조직｣이라는 기사에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의 헌병
분견소장이 금송회라는 이름의 임업관련 조직의 설립에 관여한 예가 나타난다.
이외에도 면장 혹은 헌병분견대의 간섭에 의해 만들어진 조합이 상당수 존재하
였다.
일제가 군을 단위로 삼림조합을 재편, 정비한 것은 삼림이 수 개의 면에 걸쳐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면을 단위로 삼림행정을 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하였기 때문이다. 한규복, ｢朝鮮に郡制施行に就て｣ 朝鮮地方行政 1928년 9월호
참조.
구례 류씨가의 생활일기 1923년 2월 30일(음력) 기사
국사편찬위원회 편, 관란재일기 1923년 12월 23일(음력)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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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결성 시기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삼림조합은 법률상으로는 법인격을 가지지 못한 임의단체로서 군을 단위로
하여 관내 민유림 소유자 및 불요존림대부자를 조합원으로 한 조직이었다. 그
가입은 원칙적으로 자유의사에 속하는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군수가 조합
장이 되고, 군민들을 강제가입시키는 등 관제조직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70)
70)

조합원에게는 각 군 삼림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조합비를 부담하는
71)71)

의무가 부과되었고

그 외에도 산불방지활동, 송충이구제, 벌채제한, 묘목구

입과 식수 등의 각종 의무가 가해졌다. 이 중에서 삼림조합이 실질적으로 주
의를 기울여 시행한 것은 이른바 ‘임목벌채지도'였다. ‘임목벌채지도'라 함은
조합원 소유림 및 대부림 내 수목의 벌채를 완전히 금지하고 정해진 기일에
군직원의 감독 하에서 지엽 정도를 채취하도록 하는 업무를 의미하였는데 이
러한 조치로 조선인들은 자신의 소유지에서도 마음대로 벌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일제는 삼림조합을 이른바 “식림장려”를 위해 만든 조직이라고
선전하였지만 “식림장려”라는 명분 하에 실제로는 극심한 입산금지조치가 행
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삼림조합은 조선인들의 중요 불만사항이 될 수
밖에 없었다. 1926년 6월경 동아일보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한 바
있다.
근년에 사유 국유를 물론하고 수목의 채벌이 금지됨으로 말미암아 농민의 막심
한 고통이 되어 잡초로 비료로 하는 대신에 고가의 금비료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
게 되어 農費가 배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금일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장래의
행복을 위하여 삼림의 위패를 방지하고 임상의 회복을 圖하고자 함이니 이만한 고
통은 堅忍하여야 된다”고 당국자는 호언한다. 다시 말하면 “명일 살기 위하여는
69) 동아일보 1921년 5월 17일자 ｢安城郡森林保護組合創立總會｣
70) 동아일보 1928년 6월 23일자 ｢장성군민의 숙원-조합비징수에만 예의 식수양재
에는 등한｣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의하면 전라남도 장성군의 군수가 삼림조합을
조직하였는데 “조합원과의 회의도 없고 통고도 없이 군당국자가 자의로 삼림소
유자 약 2천명을 전부 조합원으로 만들어 버리고 평의원도 임의로 임명”하였다
고 한다. 이러한 사정은 여타지역도 마찬가지였다.
71) 朝鮮山林會報 1932년 11월호 기사 ｢森林組合制度改革に當りて｣에 의하면 , 가
장 액수가 적은 경우는 1정보당 4전 가량이었고 가장 많은 지역은 1정보당 50전
이었다. 한편 각 군에서 부과한 삼림조합비를 평균하면 임야 1정보당 약 15전
가량이었다. (朝鮮山林會報 1933년 3월호 기사 ｢林野稅の賦課に就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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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죽어도 좋다”는 말이 되겠다. (중략) 수목의 남벌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나
뭇가지라도 채취함이 발각되면 즉시 다액의 과태료를 과하고 만일 이에 응하지 않
으면 구타로 농민에 대하고, 묘목재배를 권장한다는 이유로 묘목대금 지출의 능력
이 결여한 농민에 대하여 무리하게 묘목을 배부하고 대금 징수를 강제하여 농민으
로 하여금 가옥집기를 방매하게 하며 식림장려의 기관이라는 이유로 삼림조합을
설치하여 놓고 농민을 무리하게 가입케 하고 조합비를 납입하지 않는다 하여 구타
하고 (중략) 산업장려 식림장려라는 미명 하에 허다한 가혹한 행동이 공공연히 연
출된다. 이렇게 ”좋은 일을 시켜도 듣지 않으니 때릴 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무단
72)
적 산업장려를 해야만 될 것인가?72)

이에서 살필 수 있듯이 일제는 임야조사사업의 종료와 더불어 이른바 “식
림장려”를 행한다는 명분으로 삼림조합을 설치하고 조합원 소유의 산림에 대
하여 나뭇가지 하나도 벌채하지 못하게 함은 물론 만일 이를 어기고 지엽 등
을 채취하는 경우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나아가 조합원들에게 무리하
게 묘목을 배부하여 묘목대금을 받아내고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제는 “좋은 일을 시킴에도 이를 따
르지 않으니 폭력을 행사한다”라는 식으로 그들의 강압책을 합리화하였던 것
이다.
조선인들이 삼림조합에 반감을 가지게 된 것은 위에서 제시된 이유 뿐만
아니라 조합비 이외에 부과되는 각종 잡비 때문이기도 하였다. 삼림조합은 봄,
가을 2회에 걸쳐 임야소유자들로 하여금 장작 등을 벌채할 수 있도록 허락하
였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자가용의 신목을 벌채하기 위해서 채신세(採薪稅)라
는 명목의 별도 부과금을 납부하거나,73) 소유임야 각필지마다 임야벌채신청서
73)

를 작성하고 용지 1매에 10전씩을 납부하여야 했다.74) 또 어떤 경우에는 ‘지게
74)

세’라는 명목으로 지게를 지고 입산, 벌채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금을 매기기
도 하였으며,75) 벌채가 끝난 후 벌채가 규정대로 행해졌는지를 검사하면서
75)

‘간벌검사료’라는 명목으로 추가 부과금을 징수하기까지 하였다.76) 이러한 잡
76)

72) 동아일보 1926년 6월 3일자 ｢식림과 민원｣
73) 중외일보 1928년 8월 30일자 ｢영주산림조합에서 수납하던 採薪稅는 농민의 항
의로 폐지｣
74) 동아일보 1931년 9월 22일자 ｢화천 삼조비난-탄압이 심하여｣
75) 동아일보 1928년 2월 7일자 ｢淳昌의 怪稅 지게에도 賦課 산림보호와 남벌방지
구실로 입산표를 맨들어 지게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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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은 결국 삼림조합을 통한 지방세입의 증대를 노리고 만들어진 것이었다.
여기에서 1929년 당시 조사된 조선 내 삼림조합의 전체 세출, 세입내역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표 3> 1929년도 삼림조합 세입세출
(단위:圓)
세입
항목

세출
액수

항목

액수

조합비

1,227,550

사무비

257,385

보조금

136,604

사업비

1,535,736

잡수입

376,414

회의비

28,256

과년도수입

154,568

예비비

122,399

조월금

207,848

기타

185,540

2,098,487

합계

2,129,316

합계

※朝鮮總督府山林部, 1930 ｢森林組合の狀況｣ 朝鮮山林會報 1930년 1월호를 참조하여 작성.
※조선 내 205개 전체 삼림조합 세입세출을 합계한 것임.

위 <표 3>의 오른쪽 항목 즉 세출 항목에 기재된 ‘사무비’라 함은 군, 면 삼
림담당 직원의 급여를 의미하며 사업비는 삼림조합비로 따로 배치된 삼림기
수의 급여, 묘포운영비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었다. 이 두 항목의 세출액은 각
각 257,385원, 1,535,736원으로 전체 삼림조합 세출의 84%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삼림조합에서 한 해 지출하는 비용의 대부분은 군, 면직원 및 삼림조합직
원의 급여 및 군청 소속 기관 운영비로 쓰인 것이다. 그 외 항목의 경우도 임
업 관련 직원의 회의비, 여비 등으로 지출되는 등 대부분 군, 면 직원의 활동
비로 쓰였다. 삼림조합이 관하 임야에 식림을 할 시에는 묘목대금을 조합원으
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조합비에서 실질적으로 식수에 사용되는 비용은 거의
없었다.
세입항목을 살피면 삼림조합 세입의 대부분을 조합비가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1929년 한해 삼림조합 전체 세입이 2,098,487원이었고 납부된 조합비가
76) 동아일보 1931년 9월 20일자 ｢間伐검사료면제 유명무실로 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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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550원이었으므로 전체 세입 중 조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8%인 셈이
다. 군, 면 단위 직원에 지급되는 급여와 활동비의 상당부분이 조선인들에게서
거두어들인 조합비로 충당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일제시기 당시에도
조합비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쓰이며 실제 식림에 투자되는 비용은 없다는 점
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대두하였다.77) 세입을 구성하는 항목에는 조합비 이외
77)

에도 보조금, 잡수입 등이 있는데 잡수입은 여러 명목으로 청구되는 잡부금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보조금은 삼림조합기수에게 주어지는 급여 부족분을 보
충하기 위해 도지방비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기술지도를 장려한다는 명분에서
주어진 사실상 급여명목의 비용이었다.78)

78)

요컨대 임야조사사업으로 민유림의 면적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민유
림확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림정책을 입안한 것은 아니었고, 삼림조합을 설
립하여 이를 통해 민유림을 통제, 관리하려는 것이 사실상의 목적이었다. 일제
하 군삼림조합은 1911년부터 군수, 면장들이 관내 임야의 조림을 위하여 각기
만들어 운영하던 삼림조합, 산림조합, 조림조합 등을 임야조사사업의 종료와
함께 통합, 정비한 것이다. 그러나 ‘조합’이라는 명칭과 달리 조선인들의 자발
적인 의사와 상관없이 조직된 것이었고 조합비를 징수하여 군․면단위 관리
의 급여로 전용하는 것에 목적이 두어져 있었다. 조합의 업무는 ‘식림장려’라
는 명분 하에 삼림이용을 극단적으로 금지, 통제하는 데에 제한되어 있었고
조합비를 식목비용으로 사용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 따라서 삼림조합에 대한
조선인들의 원성도 높았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일제 하 임야조사사업의 목적을 삼림조합 설립이라는 문제와 관
련지어 살펴보았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제의 삼림정책은 국유림을
77) 예를 들어 조선중앙일보 1932년 3월 26일자에는 ｢삼조비 3천2백원에 인건비 2
천6백원, 산림보호가 아니라 직업기관, 고원삼림조합 예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에서 상당수의 조선인들이 삼림조합비로 인한 식림의 진척이
전혀 없다고 비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8) 帝國地方行政學會, 1925 京畿道例規集 ｢森林組合補助金の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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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 창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기 보다는 수종개량, 치수사업, 지방재원마
련 등의 다각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물론 두만강, 압록강 유역의
삼림지대는 이른 시기부터 국유림으로 편입되었고, 이에 대한 직접 수탈도 심
하였다. 그러나 기타지역 대다수의 임야는 국유림 편입의 대상이 아니었다. 일
제는 임야조사사업을 통해 민유림 면적을 확대하여 민유림 소유권자를 늘리
고 이들에게 수종개량, 치수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가시켰으며 동시에
삼림조합을 설립한 후 조합비를 거두어들이는 방법으로 지방재원을 마련하고
자 하였다.
삼림조합은 임야조사사업이 종료된 지역 순으로 설립되었으며 원래 군이나
면, 동리를 단위로 하여 군수나 경찰에 의하여 구성된 임업관련 조직을 통합
한 것이었다. 삼림조합의 조합원은 해당 지역 관내의 민유림 소유자와 조림대
부자였는데 임야조사사업 결과 민유림 소유자가 늘어났으므로 조합비를 부담
하는 계층도 늘어난 것이 되었다. 임야조사사업을 통하여 일제는 그들의 지방
통치재원을 늘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일제는 삼림조합을 조직할 당시 식림을
장려한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그러나 실제 삼림조합의 식림장려 업무라는 것
은 조선인들의 삼림이용을 극단적으로 금지, 제한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삼
림조합이 결성된 결과 민유림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자기 산에 입산
할 수 없었고, 정해진 기일에만 조합직원의 감시 하에 가지, 잡초만을 수득할
수 있었다. 소유권자가 그 소유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
게 ‘금벌’ 위주로 진행된 삼림조합의 조림사업은 후일 일본인들마저도 실패한
것으로 간주할 만큼 큰 소득 없이 끝나게 된다.79)

79)

임야조사사업과 삼림조합의 등장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일제가 이
른바 ‘문명개발’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조선인들에게 각종 부담을 일방적으
로 전가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 삼림정책의 목표는 일본 산업발전을
79) 잡지 林業사의 주간 加藤兵次에 의하면 삼림조합 등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식수가 강제된 나무의 수는 1개년에 3억만본 이상에 달하였으나 그 중 생존한
것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다액의 조림비가 이로 인해 허비되었다고 한
다. 당시 조선에 체류한 일본인들은 이를 근거로 일제 삼림정책이 실패한 것이
라고 조선총독부를 비난하였다. 加藤兵次, ｢林野稅廢止問題に就て當局者の三省を
促す｣ 朝鮮農會報1936년 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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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원료공급과 조선통치비용의 조달에 두어져 있었고 이를 위하여 민유림
소유자를 광범위하게 창출, 법인(法認)하였다. 이 과정에서 임야소유권에 대한
‘1물 1권주의’가 법적으로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는 일제
가 ‘근대적 제도’를 이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소유자 개
인이 그 재산을 임의로 용익할 수 있는 권리는 극도로 제한되었고 폭력적인
통제가 심하게 가해졌다. 따라서 임야조사사업을 거쳐 법인된 임야의 소유자
가 해당 임야를 기반으로 ‘자본’을 축적할 기회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인
다. ‘근대적 제도’의 도입은 이른바 ‘국가’의 필요에 피식민자인 조선인을 일방
적으로 동원,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고,80)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일
80)

상적 수요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필자 : 서울대학교 강사)

주제어 : 임야조사사업, 삼림조합, 민유림
투고일(2006.5.10), 심사시작일(2006.5.22), 심사종료일(2006.5.30)

80) 일제는 조선총독부의 행정을 ‘국가’의 행정이라고 말하고 이른바 ‘국가’에 의한
임업통제가 ‘국가임업’의 확립에 목표를 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西村義
秋, 앞의 글.

․

일제 하 임야조사사업의 시행목적과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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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Forest Survey
Project Conducted by Colonial Korea in the
1920-30s

Choe Byung-taek *
81)

This article investigated main purposes of the Project of Forest Land
Survey(Imya Chosa Saŏp) performed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in Chosŏn from the year of 1917 to 1924. Although it has been regarded
that this project played the important role in the Japanese authority's
plunder of some of land owned by Koreans, in fact the purpose of this
project was not to create public forest section but to officially approve of
existing land ownership.
According to some studies published by Japanese scholars, the GovernmentGeneral intended to modernize Korean rural area. The Government-General
also required the improvement of watercourses and the conservancy of
forest zones in order to carry out this modernization. Therefore forestation
had been adopted as the primary economic policy by the Japanese colonial
authority. In other words, this project was that the Japanese authority
allowed existing Korean land-owners legal ownership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Koreans' voluntary forestation in private land.
But this project was actually functioned as an way for expanding tax

* Lecturer,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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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rces of the colonial government. Finall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forced land-owners to organize cooperative associations, and levied
heavy taxes to these associations after carrying out this project.

Key Words : The Project of Forest Land Survey, Forest land-ownership,
The forest land-owners' cooperative soc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