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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식민지 시기 대지주들의 자본축적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
으며, 어떤 자본축적 유형의 지주가 자본축적에 있어 가장 성공적이었는가를 밝
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제시대의 전북 지역『지주명부』를 이용하
여 1926 년에서 1938 년 동안 전북 지역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였던 181 명을 분
석대상으로 삼아서, 전북지역 대지주들의 자본축적 유형을 식민지 정치 권력의
참여 유무와 농외투자 유무라는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교차시켜 정경유
착형 지주, 권력형 지주, 시장형 지주, 현상유지형 지주로 구분했으며, 그리고
이 축적 유형 중에서 어느 축적 유형이 식민지 시기 자본축적에 가장 성공적이
었는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전북 지역에 1926 년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 수는 78 명이고, 1930 년에는 78
명, 1936 년에는 73 명, 그리고 1938 년에는 91 명이었다. 이 4 시기 중 1 회 이
상 지주명부에 등재된 지주는 단체 지주 3 명을 포함해서 개인 지주는 191 명이
다. 이 중에서 2 명은 부자관계가 확인되어서 제외시켰고, 5 명은 자료가 없어서
분석에서 제외했으며, 그리고 단체지주 3 명도 제외했다. 최종 분석 대상은 181
명이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많은 연구들은 지주와 식민지 권력의 정치적 연합을 주어진 연구의 전제
로 삼고 있지만, 이 전제는 경험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지주경영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에 의지해야 했지만, 그 자체가 성공
적인 지주경영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다.
2) 지주들의 자본축적의 지표로 사용한 것은 토지가격과 농외투자 액수를 합
한 금액이다. 각 축적 유형들은 이 금액의 평균이 달랐다. 자본 축적을
가장 성공적인 자본축적을 이룬 유형의 지주는 정경유착형의 지주였다.

식민지 시기 한국이나 해방이후의 한국에서 정경유착을 통한 자본축적이 성
공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은 조선시대 이후부터 지속되어 왔던 중앙집권적 지배구
조의 특질 때문이다. ‘권력에 의한 자본의 통제는 식민지적 경제재편에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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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을 뿐만 아니라 해방후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수단이었다.

핵심어 : 전라북도, 식민지기, 지주의 자본축적 유형, 정경유착형, 권력형, 시
장형, 현상유지형, 중앙집권적 지배구조, 권력에 의한 자본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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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1910 년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국치라고 말
한다. 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
은 당시 조선이 처했던 위기에 대한 후진적인 정치적 대응으로 집약된다. 과도
한 세금, 관리들의 부정부패, 내외부적인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상실, 일본의
야심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식민지로 전락되었다는 설명이다. 유구한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식민지 경험은 상당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짧
은 시기가 그 어떤 물리적 시간량과는 다른 무게가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이 시기가 세계시간의 차원에서 지배구조와 생산양식이 어떤 형태로든 변화할
수 있는 기회구조의 타이밍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에서 반사실적 가정은 무용한 것이라고 평가되지만,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지 않았다면 조선 왕조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라고 묻지 않
을 수 없다. 내재적 발전론자들의 견해처럼 조선후기에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발
전하기 시작한 경제의 추동력을 통해 서구와 같은 보편적 역사발전의 궤도에 진
입했을까? 아니면 아시아적 정체성이 자생적인 조선의 근대적 변동들을 무한히
유예시켰을까?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답도 내릴
수 없다. 실제 역사 전개 과정은 일제 식민지를 경험했고, 이러한 역사적 사실
은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이러한 열등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논의의 중
심의제로 부각시켰다.
19 세기 말과 20 세기 초, 조선의 주권유지와 근대화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두 가지 역사적 기본과제였다. 이 두 과제는 식민화의 위협이 가중되던 상황 속
에서 “근대민족국가의 수립”문제로 집약되었다. 주권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근대화는 식민지로의 길을 가속화시킬 뿐이고, 근대화를 외면한 주권 수호는 반
동적ㆍ반역사적 길을 고집할 뿐이기 때문이다(강만길,1976).
무어(Moore)에 따르면 전통사회가 근대사회로 변화하는 방향의 가능성은 세
가지이다. 영국처럼 부르주아 계급에 의한 부르주아적 근대화, 프러시아나 일본
처럼 국가 엘리트에 의한 위로부터의 근대화, 그리고 중국처럼 농민혁명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근대화가 그 세 가지이다. 그러나 부르주아적 근대화는 유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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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리고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났던 특정한 역사적 경험이였다. 그러
나 비서구 사회에서의 근대화의 가능성은 실제로 두 가지 중의 하나의 형태로
현실화되었다. 실제로 비서구 지역에서 식민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자립적인 정
치공동체, 즉 민족국가를 수립했던 경우는 일본처럼 위로부의 혁명을 통한 근대
화의 길과 중국처럼 아래로부터의 농민혁명을 통한 근대화의 길이었다. 그렇다
면 이 두 가지 가능성 중에서 어느 하나도 현실화시키지 못했던 조선의 경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국의 경험은 동학농민운동 같은 아래로부터의 근대화와 갑오경장이나 광무
개혁같은 위로부터의 근대화가 모두 실패로 끝나면서 조선보다 먼저 근대화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김동노,1996). 이 당시 한국의 경험을 무어의 틀로
서 해석하는 입장은 아래로부터의 근대화를 강조하는 입장과 위로부터의 근대화
를 강조하는 입장이 모두 존재한다. 이것은 조선후기의 농업 발전의 형태를 정
체적 이미지로 환원시키느냐 아니면 역동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다르
다. 커밍스(Cummings,1986:47-8)처럼, 정체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입장에서 볼
때 지주계급은 기생적이다. 권력의 주체가 내부에 존재했건 외부적으로 부과된
것이든 조선의 지주들은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이용하여 농민들을 수탈하고 토
지소유를 무기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려 하는 계급일 뿐이다. 따라서 농업의
상업화에 대한 동기도 낮았고, 스스로 혁명의 저수지에 물을 채우게 된다. 한국
내의 발전이 그대로 지속되었다면 그 결과 농민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전망
할 수 있지만, 일본의 조선 침입은 한국의 아래로부터의 자생적 근대화를 중단
시켰다. 커밍스와 다르게 김동택(1998)은 조선후기를 좀 역동적 이미지로 묘사
한다. 조선후기 이래 농업발달은 지주-전호 간의 계급갈등을 낳았고 이 계급갈
등은 일제가 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고 본다. 개항이후
농업의 상업화와 그 형태에 있어 농촌의 각 계급들이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지
주계급은 강력한 국가수립을 필요로 했는데 이러한 성격의 국가는 대한제국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이는 일제라는 외부 권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
이다. 즉 총독부라는 식민지배권력이 지주계급을 보호해 주면서 압축적 자본주
의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한말 근대화에 대한 이러한 인식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제
식민지 시기에 대한 평가는 식민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을 중심으로 식민
지 시기의 경험과 해방 후 한국 사회 사이에 역사적 연속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
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식민지 수탈론은 일제의 침략이 조선사회의 내
재적 발전을 좌절시키고 해방이후 남북 분단을 포함하여 한국 사회의 왜곡된 발
전의 구조적 연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신용하,1997;정태헌,1997). 반면에 식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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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근대화론은 일제의 식민지배가 조선사회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근대적인 것을
이식시켜 해방 후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한다(이영
훈,1996;안병직,1997). 따라서 이 두 입장 모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식민지
시기와 해방이후 한국 사회 사이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한편, 식민지 이전의 조
선후기와 일제 식민지 시기는 서로 단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은 이
론적으로 일제에 의한 조선의 식민화를 조선 후기의 사회변동의 한 결과로 파악
하기 보다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이 낳은 결과로 보며, 또한 식민지 시기의
사회변동은 일제의 ‘의도’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리고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
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제의 ‘조선토지조사사업’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하는 연구들은 토
지조사사업과 조선후기의 사적 지주제의 발달과의 연관성을 지적하고 있다(배영
순,1987;조석곤,1987). 이것은 조선후기 사회나 식민지 사회의 농업생산관계에
있어 질적 변화가 없었음에 주목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논의를 상부
수준에서 살펴보면, 일제의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는 식민통치 이전 조선사회의
지배구조를 온존시키는 틀 위에서 부과된 것이라고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핸더
슨,2000;최장집,1996:48). 핸더슨(Handerson)의 경우 “소용돌이의 사회”라는 개
념을 통해 조선왕조, 일제, 미군정기 그리고 해방이후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이
모두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설 때, 조
선후기, 일제 식민지기, 그리고 해방이후 한국 사회는 분명히 어떤 역사적 연속
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후기, 식민지 그리고 해방이후 한국 역사의 연속적 측면은 어
떻게 바라 볼 수 있는가?

이 논문은 중앙집권적 지배구조와 자본축적의 연관성

속에서 조선후기, 식민지, 그리고 해방이후 한국 사회가 서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Lew,1996)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해방이후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
서 나타난 국가가 자본 일반에 대해 보여준 강력한 지배는 단순히 제 3 공화국
이후의 현상이 아니라 그것은 유교가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자리잡은 조선시대이
후 한국사회에 뿌리깊게 각인된 현상이라는 주장이다.
중앙집권적 유교국가인 조선에서 경제는 항상 정치의 종속변수였다. 생산과
유통에 종사하는 집단의 이해는 절대 그 자체로서 정치적 판단을 뛰어 넘어 독
립적인 목표를 추구할 수 없었다. 서구에서는 부르주아 집단이 시민권의 확보를
통해 정치적 자율성을 획득하여 패권적 부르주아로 등장하였지만, 한국의 역사
에서는 그런 사회구조의 변화를 경험한 사례를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한국의
부르주아들은 정치권력에 대해 취약하고 종속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역사적 계기들을 더 많이 경험하였었다(유석춘ㆍ최복천,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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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의 역사를 연속성으로 바라볼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은 중요한 근
대적 경험들이 식민지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한다. 식민지의
경험은 한국의 역사를 ‘지향으로서의 역사’와 ‘실재로서의 역사’라는 두 개의 서
로 상이한 역사로 나누어 파악하게 만들었다(최배근,1998;정연태,1999). 한국사
에 대한 이런 양분적 인식은 한국 자본주의를 평가하는 천민성, 종속성, 파행성,
기형성 등과 같은 키워드에 잘 나타나 있다.이러한 평가는 한국 자본주의에 대
한 규정을 ‘당위로서의 자본주의,’ ‘규범으로서의 자본주의’라는 이상형을 관념
적으로, 그리고 선험적으로 머리 속에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
가는 지향으로서의 역사와 실재로서의 역사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간격의 극복을 막연하게 서구의 보편적 제도의 한국화를 통해서 이룩하려는
인식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역사 인식에 있어서 실제로서의 역사와 지향으로서의 역사가 만
들어 내는 괴리 중의 하나가 정경유착을 둘러싼 해석의 문제이다. 흔히 정경유
착이란 해방이후 한국사회에서 국가와 자본, 좀더 구체적으로 정부와 대기업 사
이의 관계를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용어이다.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정치와 경
제가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는 자신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의 선택을 종용하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의 권유에 따르게 한다는 것이다(박섭,1998:1).
그렇다면 해방이후 한국에서 이러한 관계가 구조화될 수 있었던 역사적 기원
은 어디에서 찾아질 수 있는가 ? 혹자는 조선후기 또는 일제 식민지 시기를 지
적한다. 국가가 금융과 같은 핵심 자원의 분배권을 장악하고, 이것을 수단으로
경제집단을 선별한다는 점에서는 일제 식민지 시기가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말 근대화 과정 속에서도 황권을 중심으로 자본축적이 이루어지고 있
었다(이승렬,1996;전우용,1997). 대한제국기에 도고상업체제는 황실 중심의 자
본축적의 주요 기반이 되었으며, 관료자본이 식산흥업을 추구했던 사실에 비추
어 보면(전우용,1997), 한말에서도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전우용의 주장에
따르면, 근대화 초기 단계에서 개별 기업이 국가권력과 결탁하는 것은 일반적
양상이며, 특히 국가 근대화를 주도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권력
과의 결탁’만을 근거로 자본의 전근대성을 논하는 것은 국내에 자본 축적이 미
흡한 상태에서 불가피한 조건이었음을 고려해야만한다고 주장한다. 한말에도 금
융기관이 불비한 상황에서 황실에서 세금 감면과 특정 물품에 대한 독점 매매권
을 부여하여 상업자본의 축적 기반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보호가 있었다.
그러나 경제가 정치에 종속된 현상은 전통사회라면 어디에나 나타나는 현상
인 반면, 국가가 핵심 자원의 분배권을 장악하고 이것을 선별적으로 경제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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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분배하는 것은 역사적 조건, 즉 국가의 능력 변화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기원은 일제 식민지 시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일제의 식
민지 통치 권력인 조선총독부가 다른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중앙집권적 지배구조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총독
부가 전통적인 조선사회의 지배구조를 온존시키는 틀 위에서 지배구조를 확립하
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서용석,1993). 이것은 경제를 정치에 종속시키는
중앙집권적 지배구조가 단순히 과거 전통사회의 산물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장
기지속적 구조이며, 중앙집권적 지배구조가 얼마나 뿌리깊게 전통 한국 사회에
각인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 후기 이래 한국 사회에 존재
했던 지속적인 구조가 일제 식민지를 계기로 온존ㆍ강화되었다면, 정경유착의
기원은 조선 사회의 지배구조와의 연속선 상에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일제 식민지 시기의 토착 기득권 계급은 지주, 식민관료 그리고 자본가들이
다. 이들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일제 시기 내내 부와 명예를 한 몸에 누린 사
람들이고, 일제 패망이후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빠르게 유착한 경우 그 부와
명예를 해방이후에도 누릴 수 있었던 집단들로 평가된다.물론 지주계급은 해방
이후 구조적으로 몰락했다.일부가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켜 자본가로
변신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극히 소수의 사례이다.
한국 사회의 정경유착의 제도적 기원은 조선후기에서 시작되지만, 그 유형이
경제발전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시기는 일제시대이다. 조선총독부는
당시 식민지 조선에 투자한 일본 은행들을 동원하여 선별적으로 조선인 지주들
이나 자산가들에게 자원을 배분했다. 이것은 국가가 금융자원의 분배권을 장악
하고, 은행을 통해 정부가 신용을 배분하기 시작한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일제
는 조선인 지주들이 민족주의 세력이 되거나 항일운동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
한 분할통치의 일환으로 일부 지주들에게 선별적인 자금지원과 기술지원을 통해
일제가 필요로 하는 자원동원, 즉 식량증산을 유도하였다. 즉 조선인이라고 할
지라도 일제에 협력하는 경우 자금지원을 포함한 행정적 편의를 누리면서 성장
할 수 있었다. 에커트(Eckert,1991)에 따를 때, 민족자본으로 알려져 있는 경성
방직이 식민지 조선 내에서 뿐만 아니라 만주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
은 일본 총독부의 재정지원과 기술협력, 사업알선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회
사령의 제정 의도에서 보듯이 민족자본의 형성을 일제가 철저히 가로막은 것도
사실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민족자본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
에서 조선에 진출한 일본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기업경영과 사업확장에 필수적
일 수 밖에 없었다(김인영, 1999:132).
지주계급은 일제 식민지 시기 경제적 지배계급의 대명사였다. 그러나 해방

- 5 -

이후 한국 사회에서 지주계급이 몰락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아래로부터의 요구
와 통치권력의 의도가 국가의 정당성과 결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비록 식민지와
해방이후 통치권력의 주체가 다르지만, 지주계급은 권력의 필요와 의도에 의해
성장하였고, 또 몰락하였다. 물론 일제 시대 모든 지주들이 통치권력으로부터
성장을 보장 받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지주들은 통치권력으로부터
지속적인 토지자본축적으로 보장받은 반면, 왜 어떤 지주들은 그렇지 못했는가?
과연 일제와의 유착여부가 자본축적의 중요한 수단이었던가?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찿기 위한 작업이다.

제 2 절 자료 및 분석방법
1. 자료
1) 지주명부
1985 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간된 『농지개혁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
하 대지주 명부』에는 해방이후 농지개혁당시 피분배지주의 이름과 피분배농지
면적 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지 시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진주, 평북
지역의 대지주의 토지소유 상황이 구체적인 이름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일제 식민지 시기의 지주명단의 경우는 일제 식민지 시기에 발간된 것을 수집하
여 재수록한 것이다. 일제 식민지 시기의 대지주 명부에 관한 구체적 상황은 아
래 < 표 1-1 > 와 같다.

< 표 1-1 > 일제시대 대지주 명부 일람
자료명
경기도

자료내용

1937 년 당시 경기도내에 전답 30 정보 이상 소유지주

출처서명

지주명부(1938).경기도 농회.

자료명
충청북도

경기도 지주명부

충청북도 대지주명단

자료내용

1930 년 100 정보 이상 소유지주

출처서명

소작관행조사서(1933:230-231 쪽).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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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충청남도

자료내용

1929 년 당시 100 정보 이상의 지주명단(구체적 소유경지는 모름)

출처서명

충청남도농업요람(1932:288-297)

자료명
충청남도

1930 년 당시 100 정보 이상의 조선인과 30 정보 이상의 일본인

출처서명

安齊霞堂.충청남도발전사(1932:293-300)

1926 년 당시 100 정보 이상의 조선인과 50 정보 이상의 일본인

출처서명

내선인 지주소유지조(1928).전라북도.

1930 년 당시 100 정보 이상의 조선인과 50 정보 이상의 일본인(전북).
1930 년 당시 50 정보 이상의 조선인과 30 정보 이상의 일본인(전남)

출처서명

전라북도ㆍ전라남도 지주조(미상). 농림성 경성미곡사무소 군산출장
소.
진주부내 소작료 500 석 이상 지주명단

자료내용

소작료 500 석이상 지주명단(조사시점 미상)

출처서명

진주대관(1940:171-2)

자료명
함경북도

전라북도ㆍ전라남도 地主調

자료내용

자료명
진주부

전라북도 地主所有調

자료내용

자료명
전남ㆍ북

충청남도 대지주명부

자료내용

자료명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지 100 정보 이상 所有地主調

평안북도 대지주명단

자료내용

1930 년 당시 경지 100 정보 이상 소유자

출처서명

소작관행조사서(1931:252-7). 평안북도.

『농지개혁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 명부』에 나타난 일제 식민지 시
기 지주명부는 주로 1930 년이라는 특정 시점에 한정되어 있으며, 전북 지역과
충남 지역을 제외하면 단 한 시점의 자료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전북 지역은
1926 년과 1930 년의 두 시기에 대한 100 정보 이상의 지주들의 소유변동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 지역이다. 충남 지역도 두 시기에 걸쳐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 명단이 존재하지만, 1929 년의 충남 자료의 경우는 개별 지주들
의 구체적인 경지 소유 상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전북의 경우는 1926 년과 1930 년 외에도 1936 년과 1938 년의 100 정보 이상
의 대지주들의 소유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 전북 지역 100 정
보 이상의 대지주들의 소유변동에 관한 연구는 松本武祝(1987)과 장시원(1989)
에 의해 이미 선행된 바 있다. 이들은 1926 년, 1930 년, 그리고 1938 년의 세
시기의 지주들의 소유변동의 양상에 대해서 연구했다. 1936 년의 전북지역 100
정보 이상의 소유경지에 대한 자료는 1936 년에 간행된 “全羅北道農業事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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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1937)”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 자료는 1936 년 100 정보 이상의 지주
명단과 지주의 유형구분, 그리고 소작인과 관리인의 수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1938 년의 자료는 全北 農村振興課에서 1939 년에 간행한 『(秘)全
羅北道大地主調』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자료에는 1938 년 전북 지역 30 정보 이
상의 지주 475 명(조선인 지주 338 명, 일본인 지주 137 명)에 대한 소유지와 지
주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1936 년의 자료는 전북대학교에서 발간한 『전라문화논총』제 1 집에 “전라북
도의 농업 사정(1933-1937)”의 제목으로 재수록되어 있으며, 이 논총에 수록된
강길원의 논문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운동기의 전북의 농업에 대한 선
행연구를 남겼다. 1938 년의 전북 지역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 명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 장시원의 박사논문에 수록되어 있는 명단을 이용하였
다. 다음의 < 표 1-2>는 전라북도 지역 대지주들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 자료
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 표 1-2 > 일제시대 전북지역 대지주 명부 일람
조사시기

지주수

자료명

본 논문의 분석 대상

1926 년

78 명

全羅北道 地主所有調

78 명

1930 년

78 명

全羅北道ㆍ全羅南道 地主調

78 명

1936 년

75 명

全羅北道農業事情(1933-1937)

73 명

1938 년

91 명

全羅北道大地主調

83 명

*

*

1938 년 100 정보 이상의 지주수는 91 명이고, 분석 대상수가 83 명이다. 8 명의 차이
는 우선 3 명은 단체지주이고, 5 명은 누가 얼마나 경지를 갖고 있는지 자료를 파악할
수 없었다.

전북 지역의 경우는 각각 조사시기가 다른 4 개의 자료가 있다. 1926 년 당시
토지 100 정보 이상을 소유한 대지주는 78 명이지만, 『지주명부』(원래 자료명
은 ‘지주명부’가 아니지만, 이하 지주 소유지에 관한 자료명은 『지주명부』로
통일하고자 한다)에는 100 정보 미만의 지주 9 명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1926
년 『지주명부』에 수록된 지주는 모두 87 명이다. 1926 년 『지주명부』에는 87
명의 조선인 대지주에 대해 소유지 소재군명, 소유면적(沓ㆍ田ㆍ林野ㆍ기타로
구분), 주소 및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 1930 년의 『지주명부』에는 96 명의 지
주에 대한 소유지 소재군명ㆍ소유지면적(沓ㆍ田ㆍ기타로 구분)ㆍ주소 및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 1936 년의 『지주명부』에는 소유지 소재군명ㆍ소유지면적(沓ㆍ
田ㆍ林野ㆍ기타로 구분)ㆍ소작인수ㆍ관리인수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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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정보 이상의 경지를 소유한 사람은 75 명이다. 그리고 장시원 박사논문에 따
를 때, 1938 년의 『지주명부』에는 30 정보 이상을 소유한 대지주 475 명(조선
인 지주는 338 명, 일본인 지주는 137 명)의 소유지 소재군명ㆍ소유면적(沓ㆍ田
으로 구분), 주소 및 이름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경지 100 정보 이상을
소유한 사람은 91 명이다.
이 4 개의 자료 중 본인이 직접 확인한 3 개의 자료를 볼 때 각각 상이한 시
기의 지주별 소유지의 면적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서 신빙성이 상
당히 높은 자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38 년의 자료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못한 관계로 91 명의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 중 장시원 박사논문의 72
쪽과 150 쪽에 소개된 86 명 중 단체지구 3 명을 제외한 83 명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위의 자료에 따를 때 일제 식민지 시기 전북지역의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
는 『지주명부』에 따를 때 1926 년에 78 명, 1930 년에 78 명, 1936 년에 75 명,
그리고 1938 년에 91 명이었다. 모든 지주가 각 시기에 단 1 회만 100 정보 이상
의 대지주로 존재했다면, 분석대상의 지주는 322 명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1 명
의 지주가 단 1 시기에만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로 존재한 사람도 있지만, 2 시
기 이상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로 존재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고려할 때 분석대상은 191 명이 된다. 본 연구의 실제 분석 대상은 181 명이다.
3 명은 단체지주이고, 2 명은 부자관계로 확인되어 한 명의 지주로 간주한 경우
이고, 그리고 5 명은 자료가 불명하기 때문에 제외했다.『지주명부』에 따를 때,
단 1 시기만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로 존재한 사람도 있고, 2 시기만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로 존재한 사람, 3 시기 동안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로 존재한 사
람, 그리고 4 시기 동안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로 존재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2 시기 이상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로 『지주명부』에 나타난 사람 중 1926 년
1930 년 연속적으로 대지주로 존재한 사람이 있는 반면, 1926 년과 1936 년 단절
적으로 대지주로 존재한 사람도 있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1926 년, 1930 년,
그리고 1936 년 3 시기 뿐이다. 1938 년의 경우는 장시원의 박사논문에서 91 명
중 86 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5 명의 구체적 이름은 확인이 불가능했다.
1938 년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5 명의 지주는 1926 년에만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 존재했던 사람과 1926 년과 1936 년에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로 존재했
던 사람 중에서 3 명과 신규진입자 2 명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장시원 박사논문 70 쪽의 <표 18>의 '경지 100 정보 이상의 조선인 대지주의 변
동 상황'과 150 쪽의 1938 년 100 정보 소유의 대지주로 신규 진입한 55 명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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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름과의 비교에 따른 것이다. 1926 년과 1938 년의 두 시기에만 100 정보 이
상의 대지주로 밝혀진 사람은 5 명이다. 이 중에서 2 명이 누구인지는 장시원의
박사논문에서 밝혀지고 있지만, 3 명은 밝혀져 있지 않다. 그리고 장시원의 박
사논문의 표 18 에서는 때 1938 년 신규 진입자 수는 57 명인데, 그의 논문 150
쪽에 구체적으로 그 이름과 소유지의 면적이 밝혀져 있는 사람은 55 명(단체지
주 3 명 포함)이다. 1926 년에만 지주로 나타난 사람이 19 명인데 분석의 대상에
서 제외된 5 명 중 3 명은 이 19 명 중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
리고 나머지 2 명은 신규 진입자이다.
1936 년과 1938 년의 『지주명부』에는 단체지주가 각각 2 명과 3 명씩 나타나
고 있는데 이것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단체지주를 분석에서 제외한 이유는 축
적유형 4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포함시켜 분석하기에 애매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936 년과 1938 년에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로 신규 진입한 단체지주
는 총 3 개이다. 하나는 농장이지만, 두 개는 학교재단이다. 농장의 경우는 구
체적으로 그 대표자조차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4 가지의 축적유형의 어느 것
에 포함시키기 어려웠으며, 그리고 학교의 경우는 축적 유형 어느 것에 포함시
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족관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재산분할상속으로 인해 단지 소유주의 이름만 바뀐 채 한 가계의 지주경영이 유
지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지주가 대리인을 내세웠을 가능성도 존재
하는데 이것도 본 연구에서 파악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지주의 가족관
계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 별개의 지주로 파악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부자관계가 확실히 파악되는 地主家가 존재한다. 박제현(子:박명규), 박
기순(子:박영철), 김경중(子:김연수)이다. 박제현家와 박기순家는 부자를 하나
의 지주로 파악했다. 그러나 김경중家의 경우는 별도로 지주로 파악했다. 김경
중家의 경우는 그 가계의 4 명의 지주가 지주명부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 중
한명은 100 정보 미만의 지주(김재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김성수와 김연수, 그
리고 김경중이다.
박제현의 경우는 1926 년, 1930 년, 그리고 1938 년의 지주로 나타나지만, 그
의 아들인 박명규는 1936 년에만 지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박명규의 소유를
박제현에 포함시켜 박제현을 4 시기 연속적으로 지주경영을 유지한 지주로 본다.
박기순의 경우는 1930 년에만 대지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박영철은 1936 년에만
대지주로 나타나고 있다. 박영철을 박기순에 포함시켜 박기순의 경우는 1930 년
과 1936 년 두 시기 연속적으로 지주경영을 유지했던 지주로 본다.
그리고 전북지역과 타지역에 걸쳐 토지를 소유한 경우는 전북이외의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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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것은 타지역의 자료는 시계열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
이다. 이것을 분석에 포함시킬 경우 개별 지주의 특정 시점의 보유 소유 경지가
비체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 이것은 지주소유의 변동을 파악하는 본 논문의 주
제를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대지주의 농외투자 자료
기존의 대지주의 농외투자에 대한 연구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했던 자료
는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이다. 이 자료는 식민지기의 조선인 회사에 대해서
현존하는 어떤 자료보다도 그 내용이 풍부하고, 1921 년 이후 거의 매 2 년마다
간행되고 있어 시계열적인 분석도 가능하다.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에는 각
회사마다 그 설립일시, 업종, 소재지, 대표자명, 자본금 규모 등을 기록한 회사
명부인데, 이 자료에는 중역이나 대주주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
대지주들의 농외 투자에 대한 장시원의 연구는 지주명부에 등장하는 이름과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에 등장하는 중역이나 주주 이름을 대조하여 일치 하
는 경우를 찾아내어 어떤 지주가 어느 규모로 어떤 회사에 투자했는가를 파악하
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본 연구가 따르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 간단
한 방법을 좀더 심화시킬 경우, 지주의 자본이 비농업부문의 자본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까지도 밝힐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시원의 농외투자 분석자료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다만 100정보
미만의 지주들로 밝혀진 3명의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전북지역의 181명의

지주 중에서 농외투자의 경험이 있는 지주는 51명이다. 이 51명을 본 논문에서
농외투자의 지주로 간주할 것이다.

3) 공직자 자료

요즘은 공직자라고 하면 정부 관리 혹은 공무원을 일컫는 말이지만, 일제 식
민지 시기 공직자의 개념은 지금과는 달랐다. 일제 시대 공직자 중에는 보수를
받는 半官團體의 직원도 포함될 수 있지만, 무보수로 半官團體에서 민간인 임원
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을 주로 일컫는 말이다(지수걸,1999). 본 논문에서도 이러
한 개념으로 일제의 자문기구나 半官團體에서 참여했던 사람들에 관한 자료를
공직자 자료라고 칭하겠다.
지주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식민지 정치 권력이 마련해 놓은 半官團體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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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명록을 이용하였다. 1922 년, 1931 년, 1935 년 그
리고 1940 년에 발간된 『朝鮮人事興信錄』(1922;1935), 『朝鮮紳士錄』(1931),
『 朝鮮人名錄 』(1940), 『 朝鮮金融組合と人物』 (1937), 『 朝鮮土地改良事業要
覽』, 그리고 해방이후에 간행된 각종 친일파 인명록 등이 그것이다. 『금융조
합과 인물』은 금융조합에 연관된 지주가 누구인가를 찾기 위해서, 『朝鮮土地
改良事業要覽』은 수리조합에 연관된 지주가 누구인가를 찾기 위해서 활용하였
다.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은 일제 식민지 시기 수리조합에 대한 통계 자료
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 수리조합별 조합장의 이름이 밝혀지고 있다.
이 작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와 관련을 맺으면서 일제의 권
력에 참여했는지를 파악하고, 그것과 지주경영의 유지확대에 있어서 구체적인
상관성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일부 사례연구를 제외하고는 일제
의 협력과 지주경영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존재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을
뿐이다. 즉 경험적으로 분석해야 할 문제를 이론적 전제로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식민지 정치 권력의 협조 유무에 어떤 지역적 차이와 특수성이 반영
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연구결과가 축적되지 않아서
없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인대지주들은 식민지 사회에서 산업조합, 금
융조합, 수리조합 등과 같은 식민지농정의 일선담당기관이나 군청ㆍ면사무소 등
의 일선 행정기관과 면협의회ㆍ학교평의회ㆍ부협의회ㆍ도평의회ㆍ중추원 등과
같은 식민지행정자문기관에 주로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에서도 소
수의 대자산가는 일제 말기의 제반 전쟁협력기관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장시원(1989)의 연구에서는 전남 지역을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전남
의 50 정보 이상의 대지주 260 명 중에서 19%인 50 명이 이러한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50 명이 참여한 것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산업조합ㆍ금융조합
ㆍ수리조합ㆍ농회 등과 같은 식민지 농정의 일선담당기관 내지 협력기관에 참여
한 자가 27 명이며, 면협의회ㆍ학교평의회ㆍ군학무위원ㆍ부협의회ㆍ도평의회ㆍ
중추원 등과 같은 식민지행정 및 교육 자문기관에 참여한 자가 37 명이고, 면사
무소ㆍ군청ㆍ도청 등과 같은 식민지행정기관에 참여한 자가 11 명, 기타 전쟁
협력기관에 참여자가 3 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볼 때, 조선
인대지주들은 주로 식민지 농정의 일선담당기관과 식민지 행정자문기관에 참여
함으로써, 한편으로 일제 식민지 통치의 사회적 지주로 기능하면서 다른 한편
농촌사회 질서 속에서 그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전남 지역 이외에 다른 대지주 밀집지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경기, 충남, 전북 지역과 같은 대지주 밀집지역에
서 어떤 조선인 대지주들이 식민지농정의 일선담당기관과 식민지행정기관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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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했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현재까지 없다. 지수걸의 일련의 관료-유지지배체
제에 대한 사례연구들이 있다. 이것은 일제 식민지 시기 무수히 많은 지주들이
있었지만, 실제 그 신상에 대한 기록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우선 지주 명부에서 확인한 지주의
이름과, 농외투자의 지주 이름, 그리고 식민지 권력에 관리로든 공직자로든 참
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서로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지주의 한 명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첫째 세 가지 종류의 자료 모두에 이름이 나타
나는 경우, 둘째 세 가지 자료 중에서 두 가지 종류의 자료에 이름이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셋째 오직 지주 명부에만 이름이 나타나는 경우다. 첫번째 경우는
한 지주의 이름이 농외투자 자료와 식민지 정치 권력 참여 자료 모두에 나타나
는 경우 인데 이러한 지주를 본 논문에서는 정경유착형 지주라고 분류한다. 두
번째 경우는

농외투자의 자료나 식민지 정치 권력 참여 자료 두 가지 중에 한

자료에만 지주의 이름이 중복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지주는 시장형 지주나 권력
형 지주라고 분류한다. 지주 명부에 나오는 이름이 농외 투자의 자료에만 나타
나는 경우는 시장형 지주라고 하고, 식민지 정치 권력 참여 자료에만 나타나면
권력형 지주라고 한다. 그리고 세번째 경우는 다른 어떤 자료에도 이름이 나타
나지 않고 오직 지주명부에만 이름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이러한 지주들은 현상
유지형 지주라고 분류한다.
이러한 지주의 축적유형 분류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농외투자의 자료와 식민
지 권력의 자료를 얼마나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 지주명부 이외의 두 종류의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한계
점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이것은 연구자의 연구 소홀에 기인하는 경
우도 있겠지만,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는 문제
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각종 인명록과 지주명부의 이름들을 서로 대조하는 방법을 사
용하여 일치하는 사람 중에서 일제 식민 권력에 참여한 사람을 추출하였다. 그
러나 식민권력의 참여와 지주로서의 자본축적 간의 인과성을 규명한 것은 아니
다. 예를들면 1939 년의 인명록에 나타나 있는 이름과 1926 년의 전북지역 지주
명부에 나타나 있는 이름이 중복되면 식민권력에 참여한 지주로 간주한다. 지주
명부의 자료 시기와 인명록의 시기를 고려해야 하지만, 1920 년대와 1930 년대
중반의 인명록 자료와 지주명부의 자료를 서로 비교했을 때, 중복되는 이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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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적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느 한 시기의 인명록과 지주 명부 자료의 어
떤 한 시기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이 중복되어 있다면 일제 권력에 참여한 지주
로 간주하는 방법론적 한계는 곧 이 논문의 방법적 한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대조 과정을 거쳐 일제 정치 권력에 협력한 것으로 파악된 전북의 대
지주는 28 명이다. 이 28 명의 일부는 가족의 한 사람이 일제 정치 권력에 협력
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일제 정치 권력에 협력한 것으로 파악된 사람도 있
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김경중과 김성수이다. 김경중의 경우는 구한말 당시
군수를 엮임했고, 을사 조약이 체결되는 해에 무슨 이유때문인지 관직에서 물러
났다. 김성수의 식민지 권력 참여에 관한 사항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김연수가 확실하게 식민지 권력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은 식민지 권력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민대식의 경우는 특별히 식민지 권력에 참여한 흔적은 없다. 그는 한말 세도
가 민영휘의 아들로서 동생인 민규식과 더불어 정치적 배경과 토지자본을 바탕
으로 자본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일제 식민지 시기 예속자본가로 분류되는
인물이다(이한구,1989:212). 그러나 일제 식민지 시기 은행을 오랫동안 경영할
수 있을 정도면 일제에 어떤 형태로든 협력하지 않고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추
측할 수 있다. 그의 동생인 민규식은 1940 년 이후 식민지 정치 권력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1941 년 흥아보국단 상임위원, 1943 년 국민총력조선연맹 평의
원, 1944 년 경기도 상공경제회 위원이었고(장시원,1984), 1945 년 6 월에는 중
추원 참의가 되었다(김학민ㆍ정운현,1993:25).
부자간의 토지소유에 있어 박명규나 박영철의 사례는 실제로는 그들의 부친
과 두 명의 개별지주이지만, 부친 만을 지주로 간주하였다. 박영철의 경우는 그
의 아버지인 박기순이 1930 년대만 토지를 소유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그
리고 박영철은 1936 년에만 토지를 소유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는데 이 두 명
의 경우 박영철의 부친인 박기순이 1930 년과 1936 년에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
인 것으로 간주했다. 박명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의 아버지인 박제현은
1936 년만을 제외하고 세 시기 모두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로 밝혀졌다. 그리고
박명규는 자신의 부친이 대지주에서 탈락한 1936 년에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로
등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제현과 박명규를 하나로 묶어 하나의 대지주로 간
주하였다.
본 연구에서 식민지 정치 권력에 참여한 지주로 밝혀진 28 명은 이러한 고려
사항을 거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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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 > 전북지역 식민지 정치 권력 참여자 명단
이름
김상훈

주요 경력

자료출처
J

39

31

39

김성수

도회의원
경기도관선도평의원(1932), 시국대책조사위원회 위원(1938)
중추원 참의(1940)
김연수와 일가

김경중

김연수와 일가

E

김영무

전북도회의원 중추원 참의 (1925-27)

P

39

문종구

전북 지방 토지조사위원회 임시위원(1917) 중추원 참의(1939)

P

39

민병석

중추원 고문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 취제역
민규식(41 년 흥아보국단 상임위원, 45 년 중추원 참의)의 형
전북 예산 군수(1910), 금융조합장, 중추원 참의(1925-27)

31

35

P

F

박영철 / 박기순의 장남, 중추원 참의
전북내무부 주사, 전북지방토지조사위원회 임시위원(1916-7)
경성상공회의소 의원, 경성부 산업조사회위원
박명규의 부친

31

35

E

P

31

39

박명규/

I

J

39

김연수

민대식
박기순
박영근
박제현

수리조합장 도회의원

E

중추원 참의(1928-9)

P

박희옥

중추원 참의 (1933-38), 도평의원, 남원군 금융조합장

P

백남혁

전주 부회의원, 전주상공회의소 의원

39

백인기

탁지부 주사(1900), 경기도 도회의원, 중추원 참의(1928-9)

P

송병우

I

김용술

왕궁수리조합
전북 지방 토지조사위원회 임시위원(1917)
진안군수(1923-4) 금융조합장
전주부회의원, 전주 금융조합장 중추원 참의(1936-8)
중추원 참의(1930-2) 전북 평의원(1924)
전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임시위원(1917)
정주읍회의원

39

박봉규

논산읍회의원

39

신문휴

J
P

은성우

전북도회의원
농공상부 임시면화 재배소 기수(1909)
강원 통천군 서기(1910), 황해도 해주군 서기(1912)
금융조합장

이동기

전북도회의원

E

장병선

전주상공회의소 의원

39

정계원

강원도 철원군 주사(1909) 철원군 서기(1910)

P

진만수

전북 도회의원

39

인창환
홍종철

오성근

39

31

박흥규

이완식

E

35
35

P
P

39

P

31

39

F

31=『朝鮮紳士錄』(1931),35=『朝鮮人事興信錄』(1935) 39=『朝鮮人名錄』(1940)
P=박은경(1999), J=『조선연감』,F=『『朝鮮金融組合と人物』(1937) I=『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E= 친일파 관련 서적 및 기타 서적[반민족문제연구소.1993;이한구,1989;김학민ㆍ정운현,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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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방법에 따라 지주들의 자본축적 유형을 구분하려고 한다.
이러한 유형 구분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인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다. 두 변인을 상호교차시켜 4 가지 유형의 지주들의 축적유형을 만
들어냈다. 정치적 요인의 지표는 식민지 정치 권력에 참여하여 자본을 축적했느
냐 그렇지 않냐를 통해서, 경제적 요인의 지표는 농외투자에 참여하면서 지주경
영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이 4 가지 축적 요인에 따라 대지주들의 자본
축적의 양상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 표 1-4 >은 대
지주들의 축적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 표 1-4 > 식민지 시기 대지주들의 자본축적 유형
식민지 정치 권력의 참여 유무

농
외
투
자
의
유
무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정경유착형 지주

시장형 지주

농외투자와 일제 권력
에 대한 협력이 동시
에 이루어진 지주

일제에 협력하지 않고
농외투자를 하면서 지
주 경영을 했던 지주

권력형 지주

현상유지형 지주

농외투자는 하지 않고
있지만 일제 권력에
협력하여 지주경영을
했던 지주

일제에 협력하지도 않
았고 농외투자도 하지
않고 지주경영을 했던
지주

이러한 자본 축적 유형의 이론적 근거는 베버의 지배구조론과 무어의 근대화
의 경로론을 종합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화 될 수 있는 근대화의 경우에서 부르
주아적 근대화 경로가 많은 사회에서 오직 가능성으로만 존재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각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지속된 지배구조의 관성 때문이다. 자기무장권
의 권리와 의무로 집약될 수 있는 봉건제적 전통이 없는 중앙집권적 사회에서
부르주아적 근대화란 상당히 발생하기 힘든 가능성이라는 것을 베버의 지배구조
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무어의 근대화 경로론이 베버의 지배구조와 결합될 필요성을 보여주
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무어는 한 사회의 근대화의 경로를 결정하는 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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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농업의 상업화에 대한 상층지주의 동기와 더불어 상업화의 형태, 즉 경제적
수단만을 이용할 것인가 경제외적 수단을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상업화의 형태를 규정짓는 것은 전적으로 지주의 의지에 달려있
는 것이 아니라 지주의 동기와 행위를 규정짓는 지배구조의 특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린 것이다. 분권화된 지배구조 내의 지주는 경제외적 수단을 이용하여
시장 기회를 활용하기 보다는 경제적 수단을 이용하여 시장기회를 활용할 수 있
는 가능성이 더 크며, 중앙집권화된 지배구조 내의 지주는 경제적 수단 보다는
경제 외적 수단을 이용하여 시장 기회를 활용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
것은 지주의 의지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행위자에게 압박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
본 연구의 축적 유형의 구분은 농업에 대한 상업화에 대한 지주계급의 동기
의 강도와 상업화의 형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지주계급의 상업화의 동기의
강도 측정을 위해서 농외투자 유무라는 변수를 선택했다. 이것은 이윤추구의 방
법이 농업만을 이용했느냐 아니면 농업 이외의 부문까지를 이용했느냐 따라 상
업화의 동기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주들의
식민지 정치권력의 참여 여부는 상층 지주들의 상업화 형태, 즉 경제외적 수단
을 사용하여 이윤추구 동기를 실현했느냐 아니면 경제적 수단에만 의지하여 이
윤추구 동기를 실현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l

식민지 시기는 그 어떤 시기보다도 정치 권력에 의해 자본의 통제가 심한
사회였다. 따라서 식민지 정치 권력에 참여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이 식민지
정치 권력에 참여하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더 유리했을 것이다.

l

식민지 정치 권력에 참여하는 것이 다른 축적 유형보다 부의 축적에 유리하
다고 할지라도 이윤추구방법이 다양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에는 차이
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설은 검정하기 위해 t-검정과 ANOVA(분산분석)를 이용하려고

한다. 이 때 사용되는 영가설과 대립가설은 다음과 같다.
l

농외투자에 참여한 지주나 그렇지 않은 지주나 평균토지소유규모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l

식민지 정치 권력에 참여한 지주나 그렇지 않은 지주 간에는 평균토지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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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l

정경유착형 지주, 권력형 지주, 시장형 지주, 현상유지형 지주라는 네 집단
사이의 평균 토지소유 규모의 차이는 없을 것이다.
우선 기존의 연구들이 지주의 농외투자에 따라 토지소유규모의 차이가 있다

는 주장을 검토하기 위해서 농외투자를 한 지주와 그렇지 않은 지주들의 평균
토지 규모에 대한 t-검정을 실시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의 연구의 전
제로 삼고 있는 지주들의 식민지 정치 권력 참여의 유무에 따른 집단간 토지소
유 규모의 평균에 대해서도 t-검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ANOVA(분산분석) 분석
을 통해서 축적유형별 평균토지소유 규모의 차이가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는지를
검정할 것이다.
그리고 당시에는 농업 자본과 농업 이외의 자본 사이의 상호전환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따라서 각 축적 유형별로, 특히 시장형의 지주의 경우 이러한 경향
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즉 시장형 지주의 경우는 토지를
매각하여 이를 농외부문에 투자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 토지소유 규
모는 작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위해 토지소유규모를 당시 토지가액(중등지
가격기준)으로 환산한 후 이것을 농외투자 액수와 합산하여 자본축적의 지표로
삼아 집단간, 축적유형별 평균자본축적의 통계적 비교를 수행할 것이다. 농외투
자 유무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고, 식민지 정치 권력 참여 유무에 따라 두 집
단으로 나누어 t-검정을 할 것이다. 그리고 축적유형별 자본축적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밝히기 위해 ANOVA(분산분석)을 할 것이다. 이러한 통
계분석은 SPSS 10.0 라는 컴퓨터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할 것이다.
< 표 1-5 > 변수의 선정과 정의
변수 정의
정경유착형

독립
변인

지배구조
(축적유형)

권력형

지주경영 +

시장형

지주경영 + 농외투자

현상유지형

종속
변수

자본축적

지주경영 + 농외투자 + 식민지 권력 참여

자본축적금액

+ 식민지 권력 참여

지주경영 +
토지규모(토지가액) + 농외투자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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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제 1 절

식민 지배의 역사적 맥락과
조선총독부의 농업 정책

식민지의 지배구조:조선후기와의 연속과 단절

일제의 식민지 조선의 지배방식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중
앙집권적이었다. ‘식민지 수탈’이 일제의 중앙집권적 지배구조를 통해 이루어
진 것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개발’ 또한 중앙집권적 지배구조를 통해 이루어졌
다. 일제의 지배방식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억압적이었냐는 이미 많은 연구들에
서 밝혀진 바이다. 그리고 식민지기의 관료제에 관한 연구(박은경,1999), 지배
정책에 관한 연구(진덕규,2000) 등에서 일제의 식민지배가 중앙집권적으로 이루
었졌음을 밝히고 있다.
조선총독부를 통해 식민지에서 전개된 이러한 강제력의 행사는 식민지 사회
내의 동의에 기초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본의 일부 의회세력과 해외 언론
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한상일,1988).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이러한 비판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식민지 지배 기간 내내 식민지에서 경제적 수탈과 개발의
담당자로서 그리고 물리적 억압의 강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제의 식
민지배는 이러한 강제적 측면과 중앙집권적 특성이 결합된 것이다.
에커트(Eckert,1991:257-9)는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독단적인 권력 행사가 조
선의 역사에서는 물론 일본의 역사에서도 존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것은 전통사회의 역사적 산물이 아니라 식민지의 필요와 목적에서 파생된 것
이라고 본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내외 학자들은 조선왕조가 양반관료들의 계급
이익에 포위된 연성 국가임을 강조하며, 그리고 해방 후 한국사회에 강한 국 가
가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전통의 유산이 아니라 일제의 유산이라고 본다
1 )

(McNamara,1990;커밍스,1985;팔레,1993;암스덴,1989;김용섭,1991;김택,1998).

1 ) 한국의 근대국가 형성을 전통사회와의 단절 속에서 대부분 파악하고 있다. 커밍스,
팔레, 에커트, 맥나라마, 암스덴 같은 외국인 학자들은 한국의 전통국가는 약했지만
일제에 의해 강한 국가로 변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본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한국 근대국가 형성을 전통사회와의 연속성에서 파악할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
도 있다. 박종일(1995),유석춘(1997)의 논의가 있다. 이러한 양분된 논의들의 핵심
쟁점은 한국의 일본 식민지 경험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조선후기-일제 식민지-해방이후를 중앙집권적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볼 때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입장과 일제가 이민족의 식민 권력이며 일제에 의해 근대적 제도들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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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년대 이후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배경에는 강한 국가의 역할을 부정
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강한 국가의 제도적 전통이 일제가 아니라 조
선시대부터 강하게 존재해온 중앙집권적 지배구조의 유산이었다는 점은 무시되
고 있다(Lew,1992;박종일,1995;유석춘,1997). 다수의 연구자들은 그 제도적 전
통은 일제의 유산이라는 측면만 강조한다. 왜냐하면 식민지기 이전 조선의 국가
는 약한 국가로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조선후기 허약한 국가 지배력을
그 증거로 제시한다. 즉, 조선후기에 국가는 이미 토지와 인신지배에 있어 붕괴
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다. 대한제국기 양전 사업을 보더라도, 그것은 숙종때의
경자양전 이래 거의 200 년 만에 실시하는 것이었고, 사회 내에서는 양반수가
증가하고 상민이 감소하는 신분제 해체 현상이 광범위하게 번져가고 있었다.
일제의 조선토지조사사업은 조선 왕조가 이루지 못한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와
지세제도를 근대화시켰다(조석곤, 1997). 이것은 양반 귀족 및 지방의 재지세력
들에게 잠식당했던 자원을 국가에 세금을 통해 집중시킬 수 있는 제도적 혁신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변동은 조선총독부가 외형상 근대국가의 면모를 갖
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에서 어떻게 중앙집권적 지배구조를 그렇
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확립할 수 있었는가? 가장 일반적인 대답은 일제의 필요
와 목표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모든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모든 계급을 억압할 수 있는 강력한 통치기구 확립을 필요로 한다. 이러
한 필요가 일제의 경우 다른 서구 제국주의보다 강했다. 일제도 다른 서구 제국
주의처럼 식민모국 경제를 위한 식량, 원료의 공급지이자 상품의 판매시장으로
식민지 조선을 개발ㆍ수탈하는 경제적 지배의 노선을 지향했지만, 서구 제국주
의와는 다르게 식민지 경제를 단지 자국경제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형태로 국
한 시킨 것은 아니었다. 일제는 조선을 전쟁과 같은 국제적 경쟁의 중요한 물적
기반으로서 삼았다. 따라서 다른 식민제국들 보다 더욱 더 강력하게 식민모국의
필요에 따라 식민정책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성격을
띨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일제의 지배정책을 볼 때, 대부분의 연구들은 일제
시대 식민지 조선에 형성된 지배구조가 조선사회의 구조적 특징을 무시한 채 중
심부 일본으로부터 도출된 것이고, 고도로 침투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관료제를
주축으로 편재된 것임을 강조한다(박은경, 1999:35).
그러나 식민지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경제적 자원들을 철
저히 통제하면서 식민모국의 이해에 따라 본격적으로 식민지 사회를 재편ㆍ동원
부적으로 위로부터 이식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연속적이라는 입장으로 양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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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은 식민지를 어떻게 하든 쥐어짜겠다는 의지와 강제력만으로 이루어지
는 것은 아니다. 제국주의가 식민지에서 동원화를 시도할 때 그것은 막대한 경
제적 부담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비용이 상쇄될 수 있을 만큼 식민지가
지하자원 같은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실현가능한 것이다.
일본 자본주의는 조선을 비롯하여 아시아의 식민지ㆍ후진국에 대해서는 선진
적 열강의 일원으로서 면제품ㆍ잡화류 및 기계ㆍ철류를 수출하고 면화ㆍ식량 등
의 농산물, 중공업원자재를 수입하는 제국주의 국가의 면모를 보였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적 서구열강에 대해서는 후진국적 위치에서 면제품ㆍ잡화류
를 수출하고 중공업품ㆍ중공업원자재 및 섬유원료를 수입하는 관계였다. 일본의
제국주의가 ‘자본없는 제국주의’로 평가되는 것은 당시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독
특한 위치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 개발이 과잉자본의 모순
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제는 레닌이
정식화시킨 제국주의 이론이 적용되기 힘든 독특한 제국주의 사례라는 점을 보
여준다. 일본은 제 1 차세계대전 당시 전쟁경기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에만 국제
수지 상에서 무역흑자를 보았을 뿐 만성적인 국제 수지 적자에 허덕이는 국가였
으며, 일본 국내 경제는 자본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었다(서용석,1993).
그렇다면 일제가 이러한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를 중앙집권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만든 요인은 무엇인가? 상당한 재원을 일본에서 보조
하면서 식민지 직접통치를 수행 했던 요인은 20 세기초에 들어 국가안보라는 논
리로 해외팽창의 당위성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일본 내 군부세력 때문이다(서용
석,1993). 하지만 이들의 의욕이 아무리 강했다 하더라도 식민지의 직접 통치비
용(중앙집권화ㆍ식민지 치안유지비용ㆍ식민지 정부 관리비용 등)이 현실 불가능
할 정도의 것이었다면, 일본은 서구 제국주의처럼 간접통치 방식을 통해 경제적
인 식민지 지배노선에 따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선은 낮은 비용으로 식민지
을 중앙집권화 시키고 동원화시킬 수 있는 사회정치적 구조를 갖고 있는 사회였
다. 식민지 조선은 식민화 이전에도 상당히 오랜기간 동안 중앙집권적으로 그리
고 관료제에 기초하여 통치되었던 제도적 전통이 존재하였고, 이것은 일제로 하
여금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보다 철저한 중앙집권적인 식민지 지배를 이룩할
수 있도록 만든 토대를 제공했다.
그리고 조선의 지배계급이었던 양반계급이 필리핀이나 남미처럼 그들이 소유
한 토지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지주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은 식민
지 국가의 동원력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서용석,1992). 양반 지주가 남미
나 필리핀의 지주만큼 세력을 갖고 있었다면 일제의 중앙집권화의 비용과 동원
화의 비용은 엄청나게 커졌을 것이다. 하지만 식민지 조선에서의 양반지주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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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에서 배타적인 정치적ㆍ경제적 자원을 독점하지도 못했으며 그 결과로서
식민지 국가로부터도 자율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지배 구조란 지배 관계, 즉 권력의 행사 방식이 제도화된 역사적 형태를 의
미한다. 권력의 행사가 중앙집권적 형태를 취하면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분권
적 형태로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인간에 의한 지배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법과
제도에 의한 지배로 이루어지느냐는 시대에 따라 공간에 따라 그 독특성을 갖고
진행되었다. 이러한 지배 관계는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의 특수한 사회적 관계로
서 이해관계나 정당성에 기초하여 행사되었다.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행사되는
지배관계는 주로 경제 영역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사회적 관계이며, 정당성에 기
초하여 행사되는 지배관계는 주로 정치 영역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관계이다. 따
라서 역사의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회에서 권력과 재화를 둘러싼 상호작용방식
에 의해 사회의 제도와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해관계와 정당성
이 어떻게 각각을 규정하는지에 대한 관계적 시각이 사회현상의 보다 많은 부분
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베버의 지배구조론에 따른 것이다. 그에 따를 때, 전통사회의
지배구조는 크게 두 가지의 이념형으로 나뉘어진다. 유럽의 전통적 지배유형과
동양의 가산제적 지배유형이다(전성우,1996). 유럽의 전통적 지배구조인 봉건제
의 특성은 지배집단인 귀족이 전쟁 및 행정수단을 사유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배집단들은 자신들의 지배수단, 특히 전쟁수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았으
며, 그 결과 자신들의 독자적 정치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사회문화적으로 무
기의 소유와 행사가 정당화될 수 있었다. 따라서 봉건제적 지배구조를 갖고 있
었던 유럽 사회는 여러 다양한 자율적 정치조직체가 출현할 수 있었고, 이들간
의 끊임없는 상호견제, 헤게모니를 위한 갈등 및 경쟁의 관계가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동양, 특히 중국의 가산제적 지배구조은 전쟁 및 행정수단이 관료로
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한 명의 최고 통치자의 손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지배구조 원리가 바로 가산제적 중앙집권화이다. 가산제적 최고통치자는
독자적인 권력기반을 갖는 신분계층의 출현을 억제하려고 시도한다.
베버의 이러한 전통적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왜 서구에서 근대 자본주의가
발생할 수 있었는가의 문제와 관련된 논의이다. 베버는 지배구조가 자본주의 성
립의 필수적 전제조건을 형성하느냐 못하느냐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은 한다고
본다. 유럽은 봉건제적 지배구조에서 근대적 지배구조로 이행한 반면, 동양은
이행하지 못한 채 가부장적 질서에 기초한 지배구조가 지속되었다고 본다. 분명
히 가산제적 지배구조는 자생적 자본주의를 이룩할 동력이 없다. 그러나 외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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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부과된 자본주의를 흡수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없는 것은 아니
다.
조선시대의 지배구조는 관료제적 중앙집권적 지배구조 2 )였다. 그 구성요인으
로는 통치자인 군주와 관료 그리고 관료예비군인 재지세력이다. 군주가 농민을
직접 지배한 것이 아니라 군주와 농민 사이에는 현지권력인 토호ㆍ향리를 매개
로 지배하였다. 이 경우 토호ㆍ향리는 왕권 및 그 대리자인 수령과 직접생산자
농민과의 중간에 개제하여 한편으로는 왕권에 대항하는 입장을 취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왕권의 유지 존립을 위해 농민을 지배수탈 하여 왕권에 이바지 하는
입장을 취한다. 이렇게 중층적 질서로 구성되어 있는 조선시대 통치권력의 행사
구조는 토지 소유 구조와 조응하고 있다. 국가권력의 배치구조에 상응하여 토지
소유도 중층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김태영,1988).
아무리 권세가 막강한 관료라고 할지라도 그 자신의 전제적인 왕권 앞에서는
언제나 그 예속 하에 존립하는 하나의 신민일 뿐이었다. 그들은 어느 경우에나
서양 중세의 영주처럼 스스로 독자적인 세력권을 창출해내지 못하였다. 독자적
인 사법권, 군사권의 부재 상태에서 비록 대지주라 하더라도 그들의 토지 소유
규모는 상대적으로 영세성과 분산성을 면치 못하였으며, 그 토지 또한 국왕의
토지영유권의 보편적 지배하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향리ㆍ토호를 관료예비군으
로 기반으로 하는 관료층의 지주제적 토지소유는 한편으로는 전제적인 국왕의
토지점유권을 침식하면서 자신의 지배하에 광범위한 직접생산자 소작농을 거느
리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편적인 직접 생산자층을 계급적으로 수탈하
면서 전제적인 왕권을 강인하게 존속시켜가는 역할을 수행하고도 있었던 것이다.
즉 이 시기 토지소유관계의 중층성은 전제적 왕권을 강인하게 지탱해 나가는 기
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전근대 한국의 중앙권력은 지방의 유력자들에게 지역에 대한 배타적
인 지배력을 인정한 적이 없었던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일제도 식민지 시기 내
내 직접통치를 시행하여 조선인에게 권력을 나누어주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지
시가 농민에 이르기까지 왜곡되지 않고 전달되는 것이 중요했다.
2) 조선시대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왕과 양반관료들의 관계에 있어 왕이 절대적 권
력자였는가 아니면 실질적 권력행사가 제한되었는가에 따라 그 인식이 다를 수 있다.
조선 초기처럼 양반 관료가 강력한 왕권을 정점으로 구축된 관료 체제로 정치가 운영
되어 양반은 왕정을 보필하는 충실한 관료이냐 아니면 조선역사의 대부분의 시기처럼
자율적인 왕권 행사에 끊임없이 견제를 가하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추구했느냐에
따라 조선의 지배구조를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진다. 전자의 입장이 가산제적 중앙집
권제를 조선의 지배구조로 본다면, 후자의 입장은 양반 관료제를 조선의 지배구조로
본다. 이러한 입장차이는 아시아적 생산양식론과 조선봉건제론의 입장차이로 이어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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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ㆍ 17 세기에는 재지사족들이 官權과의 일정한 타협에 기초하여, 군현 단위
및 촌락사회에서 그들의 향촌지배를 관철시킬 수 있는 지배기구를 장악하고, 관
리와 백성들을 통제하고 있었던 사족지배체제가 존재했었지만, 18 세기 중엽 이
후에는 관권의 비호를 받는 신흥세력과 재지사족 사이에 鄕戰의 전개가 진행되
면서 수령-이ㆍ향 지배구조로 변화한다(고석규,1991) 그리고 이러한 수령-이ㆍ
향 지배구조는 일제 식민지시기에 이르러서는 관료-유지 지배체제(지수걸,1999)
가 확립될 수 있었던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만은 국가능력을 專制적 힘(despotic power)과 사회 기반력(infrastructural
power)이라는 두 종류로 구분함으로써 국가 능력의 변이를 개념화시키고 있다.
專制적 힘(despotic power)이란 강제력에 기초하여 국가 엘리트가 민간 사회에
대해 행사하는 분배적 힘이다. 이 힘은 국가 엘리트가 민간 사회의 집단들로부
터 동의없이 실행할 수 있는 행위능력에서 확인되며, 이러한 자의적 권력 행사
는 사회 집단의 국가 권력 행사에 대한 합리적 예측가능성을 갖게 만들 수 없다
(Mann,1988).
사회 기반력(infrastructural power)이란 국가가 전제적 힘을 갖고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국가의 결정을 실행할 수 잇는 제도적 능력이다. 이런 힘
은 집합적인 힘인 동시에 국가가 사회기반 시설(예를 들면, 후발산업국가의 경
우 금융기관을 통한 선별적 금융지원)을 통하여 사회 집단들을 조정하는, 사회
를 ‘통한’ 힘이다(Mann,1988).
이러한 만의 시각에 따를 때, 조선왕조와 식민지 국가의 국가자율성의 정도
가 비교 가능하다. 국가의 전제력에 있어 조선의 국가나 식민지 국가의 권력 강
도는 강했지만, 사회 기반력에 있어서는 식민지 국가의 강도가 조선 왕조의 강
도 보다는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김태은(2000)에 따르면, 사회 기반력이 미비한 전통 사회에서 국가가 중앙집
권적 통합성을 이룩하는 메커니즘은 분명히 근대 국가와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
고 있다. 그가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고려는 사회 기반력이 조선시대만도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서관리에 기초한 행정체제를 이룩하여 국가의 중앙집권성
을 확립하고 유지하였다. 고려는 문서행정을 특징으로 하는 지방통치구조가 성
립하고 문서행정 능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신분과 특권이 국가적 제도를 통해 재
분배되는 방식이 구조화됨으로써 지역 지배층들의 지속적인 국가적 통합을 가능
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변화나 외부의 침입, 전쟁에도 불구하고 지역
지배층들의 국가적 통합인 국가적 권력관계가 특별한 영토적 분할을 겪지 않고
도 유지되고 재생산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전통 사회에 존재했던 문서행정에 기초한 행정체계 대신 강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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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한 행정체계를 통해 중앙집권성을 유지하고 재생산했다는 측면은 일제가
한국의 전통사회와 다른 방식으로 중앙집권성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일제도 3 ㆍ 1 운동을 계기로 강압에 의한 지배의 한계를 느끼고, 한국의 전통사
회의 측면들을 활용하여 식민지 지배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갔다. 일제의 1920
년대 舊慣조사는 조선의 풍습과 관습을 조사하여 이것에 기초하여 지배정책을
수립했다(최석영,1997).일제는 여기에 더해 근대 국가 권력의 면모를 이 합리적
관료제 같은 사회 기반적 권력의 형성을 통해 식민지 지배 질서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조선식민지배에 있어 다음과 같이 사회기반력을 활용하였다(서용
석,1993). 官의 주도에 의해 진행되었던 일본의 위로부터의 혁명의 모델은 일본
자체만의 발전모델이 아니라 식민지를 포괄하는 모델이다. 제국주의 일본에 의
한 식민지 한국의 동원은 식민지 역사에서 보기 드믄 사례에 속한다. 왜냐하면
식민지 전체를 동원한다는 문제는 제국주의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난 비용
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식민지 지배를 동원의 형
태로 끌고 가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의 식민지 조선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철저
한 중앙집권적 통제를 통해 식민지를 동원하려고 하였던 점에서 그 독특성이 있
다.
식민지 초기부터 제국주의 일본이 식민지 조선을 동원하려고 계획한 것은 아
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식민지 기간 내내 본국으로부터

자본유입이 계속되었

다. 초기에는 재정자립을 이룩하기 전까지만 본국으로부터 식민지 통치비용을
충당하고, 식민지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려고 했다. 그러나 일본 국내 사정의 변화와 해외 사정의 변화로 식민지
정부는 상당한 비용을 본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충당했다.
1920 년대 식민지에서의 산미증식계획은 제국주의 일본의 식량부족 때문에 대
규모 재원을 식민지 정치권력에 지원했다. 이것은 식민지에서 동원화를 위한 첫
번째 조치였다.
산미증식계획을 통한 식민지 농업의 동원화는 외형적으로는 중심부-주변부의
종속구조를 띠고 있었지만, 제국주의에 의한 조선농업의 재편은 남미처럼 특정
한 몇 가지의 현금작물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전통적 농업부문 전체였으며, 이
기간에 중심적인 행위자는 제국주의의 동맹자인 지주계급이 아니라 관료조직을
통해 농촌에 깊숙이 침투해 있었던 국가였다.
식민지 조선에서 해외시장을 위한 생산은 전통적인 산업 부문 전체에서 이루
어지고 있었으며, 이 부문에 식민지의 80%이상의 인구가 관련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산미증식계획은 농업부문 아니 식민지 조선 전체에 그 영향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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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30 년대의 식민지에서의 동원은 일본이 세계체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서 발생한 것이었다. 보호무역 장벽이 높아지는 세계경제의 조건 속에서 일본은
상품시장을 확보하려는 제국주의 전쟁에 관련되었다. 이러한 제국주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일본의 선택은 식민지 공업 발전을 통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동원
이었다. 대부분의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식민모국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
하는데 반해, 식민지 조선은 일본에게 있어 세계체제 내의 경쟁에서 그 승패로
좌우하는 요인이었다. 그래서 일본 외에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그들의
식민지를 국제적 경쟁에 중요한 물적 기반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한 반면 일본은
식민지에서 동원화의 형태를 변화, 확대시켜 제국주의 경쟁의 물적 토대로 삼았
다.
이렇게 일본이 식민지 동원체제를 확대ㆍ발전시킬 수 있었던 토대는 두 가지
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일본의 식민지에 대해 행사하는 합리화된 강제력이며,
둘째는 식민지에서 동원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사회적 토대이다. 즉, 식민지
조선이 일본의 관료적 동원의 모델에 대한 역사적 경험을 갖을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사회적 조건과 조선의 사회역사적 조건이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제가 전제적이면서 동시에 내부적 침투력이 강한 식민지 국가를 조선에 건설
할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한국 사회의 어떠한 기본적 사회요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자율적 기구로 만들어졌다. 일제 합병당시 조선은 비록 주권이 상실되고
왕조가 붕괴되었지만, 사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강력한 친족적 사회관계의 그
물망이 짜여져 있었고 유교적 사회규범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이것은 식민지
국가관료 체제가 사회의 최하층인 촌락단위까지 가장 능률적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었던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그리고 한편 상업적 농업으로 전환한 토지귀
족으로서가 아니라 지주계급은 농업잉여를 수취하기 위하여 하나의 식민지 관료
기구에 의존하였다. 따라서 기본적인 토착 지배계급이 식민지 당국과의 밀접한
결탁을 통해서만 자신들이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최장
집,1997:219-220).
그리고 이러한 지배구조는 식민지 시기 독립운동이 탈중심화된 채 전개될 수
밖에 없으며, 해방 후 민족운동의 리더쉽 간의 연계를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했
다. 일제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지배구조는 식민지 시기에 한국 민족운동의 리더
쉽을 대중으로부터 분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리더쉽 간의 연계를 가로막음으로써
민족해방운동의 중심부를 탈중심화시켰다. 일제 시대 민족독립운동은 분산적,
고립적, 비합법적 성격을 갖고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은 해방 후 민족독
립국가 건설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 사회 단체의 출현의 중요 원인이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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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 성격이나 대변하려는 사회적 기반이 동일하거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고
립되고 분절적인 독립운동의 경험 때문에 경쟁의 단위를 세분화하는 경향이 있
었다(최장집,1989:122).

제 2 절
1.

식민지의 농업정책
식민지 농업정책의 역사적 맥락

지주제에 대한 기존의 사례연구에 따르면, 개항이후 향반계층, 중인층, 상인
층 등 다양한 계층들로부터 다수의 신흥지주층 또는 서민지주층이 발흥하였으며,
이들의 성장이 한말 이래 일제하에 걸쳐 지주제의 확대를 주도하고 있었다는 것
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 신분에 의존하여 지주권을 형성하
던 시기에서 언제 서민지주제가 확립되었는지는 한국사 연구에 있어 쟁점이 되
는 부분이다(김동노,1996: 266).
조선후기 농업발전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은 18 세기 중반이래 신분제 해체 3 )
에 따른 사회구조가 생산력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조선후기의
발전 방향은 영국형 모델과 프랑스형 모델로 나누어 제시되었다. 영국형 모델이
란 강한 영주 귀족 지주들의 정치적 힘을 바탕으로 농촌에서 생산수단으로부터
생산계급을 분리시켜 토지를 집적시키며 이것이 산업화에 기초가 되고 자본주의
의 기원이 되는 모델이다. 반면 프랑스형 모델은 강력한 농민계급이 왕권의 보
호하에 영세균등한 농업경영을 하는 소농체제를 유지하고 국가로부터 농촌잉여
가 직접 수탈되는 모델을 말한다. 먼저 영국형 모델을 따르고 있는 입장으로는
자본주의 맹아론이 대표적이다. 17 세기에서 19 세기말에 이르는 조선후기에 사
회경제의 커다란 발전이 있었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앙법과 견종법의 보급과 같

3) 이 당시 신분제의 변화는 사회 차등에 의한 국가질서 유지의 틀을 붕괴시키는 정도까
지 진행된 것은 아니다. 1894 년 과거제 폐지이전 까지 과거를 통한 관료 선발에 있
어서 양반 권력의 사회적 배경이 되는 신분은 파괴되지 못하였다. 이 당시 신분제의
변화는 부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것이었다. 四方博에 따를 때, 19 세기 중반에 이
르면 대체로 양반이 전체의 65%, 평민이 34%로 분포되었고 노비는 거의 소멸되었다.
송준호로 대표되는 안정ㆍ강화론자들은 변동ㆍ해체론자들의 양적 변화에 주목하는 입
장, 즉 四方博으로 대표되는 특정신분층의 증감여부와 신분 이동의 실제 여부를 통해
신분제의 변동ㆍ해체를 주장하는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조선시대 재지양반들의 영향
력이 해방이후 산업화 이전까지 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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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농업생산력의 발전, 농업과 공업을 비롯한 제산업에 걸친 상품생산의 진전,
그에 따른 시장관계의 확대 등이 생산적 기초에서 일어났던 진보의 중심적 내용
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같은 생산적 기초에서의 진보를 토대로 하여 사회적 제
관계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양반-노비 관계를 기축으로 한 전통적 신분
제의 해체, 그에 따른 농촌사회의 지배질서의 재편, 나아가 19 세기의 민란으로
상징되는 전통적 국가체제의 위기 심화 등이 그것이다. 1963 년에 발표된 김용
섭의 “續ㆍ양안의 연구”에서는 자작지에다 소작지를 추가하여 1 결이상을 경영
하는 소위 ‘경영형부농’의 존재가 실증되었다. 농업에 있어서 자본주의 맹아론
간주된 이 부농의 존재는 이후 조선 후기사회를 해체기의 전통사회로 평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조선 후기는 전통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
행하고 있었으며 조선 후기의 사회적 격변 속에서 농업생산력의 미증유로 발전
하고 새로운 사회를 담당할 자본가적 차지농에 비정될 수 잇는 경영형 부농이
하나의 사회계층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전통적 신분구조가 해체되어
가고 새로운 동학이 발전되고 있었던 것이다. 김용섭의 “경영형 부농”에 따르면,
조선후기 사회가 상당히 근대화된 사회임을 발견할 수 있다. 김용섭은 일정면적
이상의 경지를 경작하는 농민, 농업노동자 및 농산물의 상품화를 결합하여 경영
형 부농을 검출하고 있다.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소유 내지 경작규모라는 요인으
로 그것이 자본자적 차지농이라고 결론내리고, 이것을 통해 조선후기 사회를 상
당한 수준으로 근대화된 사회로 묘사하고 있다.
이와 상반된 입장은 이영훈의 연구가 있다(이영훈,1988). 이 입장은 프랑스
형 모델에 가깝다. 이영훈의 주장에 따르면, 조선 후기 농민분화의 기본추세는
김용섭이 상정하는 것처럼, 근대적인 농민층 분해가 발생하여 노동력 절감형인
조방적 농업경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층농이 감소하고 중ㆍ하층농이 증대
하는 영세균등화의 현상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영세균등화추세는 신분
제의 해체에 따른 협호의 자립적 소경영으로의 성장이라는 구조적 변화의 내용
을 담고 있었다. 여기에 조선후기 농업생산력 발전의 주체였던 집약적 소농 농
법이 소농민경영의 성장ㆍ발전을 근저로부터 규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장하는
안정적 구조의 집약적 소농민 경영을 생산력적 기초로 하여 지주제가 발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농민경영이 지니고 있는 재생산구조의 불안정성 때문에 지주
제는 그 구조적 취약성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조선
후기 농업변동의 방향을 직접생산자 소농민경영의 동향에서 찾고, 농민경영의
시각에서 지주제의 동태를 논하고 있다.
이러한 두 입장의 근본적 차이점은 국가 권력을 바라보는 견해에 대한 상이
한 입장, 당시 시장 발전을 바라보는 상이한 입장, 자생적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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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전망에 의한 것이다. 우선 농업발전의 영국적 경로와 프랑스적 경로를 농
업 재생산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영국적 경로는 재생산방식에 있어서 기업가형
지주와 농업노동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자본 축적의 정도에서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농민들이 받는 고통의 정도는 시장합리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
으며 그러한 정도로 농민들이 저항성은 약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프랑스적
경로가 갖는 특징은 재생산방식에 있어서 경제외적 강제와 추출적인 방식에 의
존하고 있다. 따라서 고도로 억압적이며 경제외적 강제의 필요성을 강화시킨다.
이것은 농민들의 저항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재생산에 있어서 국가에 의한 강
력한 개입을 필요로 한다. 현상적인 발전 정도에 있어서 양자의 차이는 시장의
차이와 연관되어 있다. 영국의 농업은 세계시장을 전제한 생산이었던 반면 프랑
스의 경우는 국내시장에 국한되었다(김동택,2000:23).
농업부문에서의 생산력 발달이 본원적 축적으로 이어지는데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자본축적이 정치적 진공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
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선후기의 정치 상황을 고려
할 때, 농업부문에서의 축적이 영국형 모델을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보여주며, 조선후기의 축적 조건은 프랑스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 세기 조선의 상황이란 “돈 있는 자도 권세가 있어야 돈 버는 일이 가능하고,
또 권세 있는 자도 돈이 있어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상황”(고석규,1995:160)이
었다. 수령을 매개로 향촌질서를 재건시킨다는 목적으로 강화된 수령권은 19 세
기에 이르면 세도정권과 수령의 사적 이득을 위해 행사되고 있었다. 수령이란
부세수탈을 통해 치부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으며, 19 세기 후반 농민항쟁이
이러한 수령의 부세수탈에 저항하여 일어난 점을 고려해 볼 때 수령의 부세수탈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 향촌사회에서 수탈자로서의 수령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권력의 보호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수령이 중앙의 세도가
문과 혈연적으로 연결된 인물일 경우 지방에서 특별한 저항 없이 수탈을 통해
치부가 가능했다. 토호 집단의 경우도 수령-이ㆍ향 지배체제의 틀 안에서 치부
가 가능했다. 향촌사회에서 토호층은 지방마다 성격이 약간씩 다르다. 경기도나
충청도 지방처럼 척신세력과 결탁하여 이들의 비호하에 있던 토호층은 수령권을
압도하면서 향촌사회에 군림할 수 있었던 반면, 경상도와 전라도의 토호들은 중
앙정계에서 탈락하거나 관직에 오르는 일이 좌절되어 차선책으로 향촌에 토착한
향촌세력이었다. 따라서 전라도의 토호는 경기도의 토호와는 다르게 그 무단의
정도가 약했기 때문에 수령 및 이ㆍ향층에 의하여 쉽게 견제되었고, 심지어는
이들의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하기도 했다. 토호의 재산축적은 중앙정계와의 연
계를 통해서 또는 지방관과 결탁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을 때만이 국가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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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인 지배 밖에 있으면서 동시에 국가의 수취기반을 침탈하여 자신의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 19 세기의 수령-이향지배체제란 기본적으로 수령과 이서ㆍ향임
층간의 결탁을 전제로 운영되는 군현단위의 향촌지배체제이다. 이시기 부농이
성장은 이 체제와의 결탁 여부에 크게 영향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개항으로 인해 농업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
마만큼 대지주의 등장을 촉진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이영
훈,1996). 개항에 따른 곡물시장의 확대에 따라 그에 성공적으로 편승한 지주가
이전에 볼 수 없던 규모와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여러 사례를 통해 전국
도처에서 상민ㆍ중인 출신의 기백 두락 규모의 지주들의 등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곡물수출에 따른 상품화의 진전과 지대시장의 확대는 지주 성장에 온
실을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 시장 관계의 확대에 따르는 농민들의 저항과 식민
지가 임박해 오는 과정 속에서 국가의 정치적 대응은 농민들의 안정적 축적을
어렵게 만들었다. 개항이 제공한 미곡수출시장이 지주제 성장의 획기적 계기였
음은 부정할 수 없지만, 여전히 자연재해나 분할상속, 나아가 국가의 수탈의 위
협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지주적 축적을 가속할 수 있는 정치경제적 조건들이
완숙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개항기 곡물수출의 역사적 성격을 조선사회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개항기의
조선미의 산출고는 대체로 평년작 1 천만석 전후로 잡을 수 있다. 수출이 가장
많이 되던 1897 년의 수출량이 70 만석 정도였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아도 수로
는 전체의 7%에 불과했고, 평균 3-4%정도였다. 상품화된 미곡을 대상으로 하면
그 비율은 10-20% 정도가 된다. 이 같은 실정에서 단순히 양적 측면만 고려한다
면 곡물수출이 조선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도 있다(하원호,1997:208209). 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곡물수출은 조선과 일본 사이의 가격의 차이에서
가능한 것이다. 개항 당시만 해도 조선의 미가는 일본에 비하면 3 분의 1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한다(하원호,1997:126). 개항 후 곡물이 조선과 일본 사이의 가격
차이로 교역기회가 증대되고 교역조건이 유리해져 간 상황은 곡물의 상품화를
가속화 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곡물수출의 증가는 종래 협소한 국내 시장을 대
상으로 하던 地代의 시장 확대를 초래하여 19 세기 중반이후 광범위한 농민항쟁
으로 정체되어 온 지주제에 변화를 가져왔다. 적어도 개항장과 인접한 배후지에
서는 농민전쟁 이전에도 어느 정도 지주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 같은 현상은 농민전쟁 이전 단계에서는 주로 개항장의 배후지를 중심으
로 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며 개항장과 거리가 먼 지역에서는 오히려 지주제가 정
체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1890 년대에 들어, 대량의 곡물수출 결과 지주제
는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에 있었고 대일수출곡물의 많은 부분을 소작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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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고 있었다.
지주들은 지대수취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작료 인상, 생산물 지대로의 전환을
꾀하고 직영지의 확대, 정미를 통한 상품화 과정을 직접 장악하는 등의 방식으
로 지주제를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고리대, 상업에의 투자 등으로도 부
를 축적했고 여기에서 얻어진 수익을 토지에 재투자하며 보다 큰 지주로 성장하
려 했다. 또 이 시기에 들어 곡물무역의 증대라는 역사적 조건을 배경으로 곡물
의 상품화에 적극적으로 편승해 새롭게 등장하는 지주도 있었다. 물론 이 같은
경향은 왕실이나 관청에 소속된 토지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었다. 농민전
쟁 이전부터 왕실은 전통적 권력을 통하여 일반 民田에 대규모의 庄土를 설치하
고 있었으며, 갑오개혁 이후 驛屯土정리사업도 국가나 왕실 소속의 소유토지에
대한 지주권과 지대수탈의 강화가 목적이었던 것이다.
지방관의 경우에도 수탈을 강화하며 세납곡물을 개항장으로 운송하고 상품화
시키고 있었다. 지반방관에 의한 상품화는 직접적으로 세곡수탈의 양을 증대시
키는 방식만이 아니라, 방곡 실시로 관할지역 내 곡물유출을 금지한 후 낮은 가
격으로 매집하고 이를 개항장이나 곡가가 높은 지역에 판매하는 방법, 조세의
금납화 과정을 이용해 농민에게서 곡물을 수취한 후 冠庫에 저장하고 곡가가 오
르기를 기다려 판매하거나 이를 개항장으로 운송ㆍ판매하여 취득한 화폐를 상납
하고 그 차액을 착복하는 방식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같은 수탈을
통하여 축적된 관료자본은 지주제 강화를 통해 수탈된 지대, 그리고 일부의 상
인자본과 함께 대한제국시기 식산흥업운동의 물질적 기반이 되었다.
한국에서 근대로의 이행과정에서 식민지 체제가 등장할 수 있었던 사회 정치
적 맥락이란 개항이후 급격히 확대되어간 상품 경제의 발전 속에서 이윤을 확대
시킬 결정적인 국면이 농민항쟁으로 이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황제가 주도하는 대한제국이 정치적 안정을 확립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외부
로부터 제공되는 보호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김동
택,1998:144-9). 조선의 식민화 이후 일제의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의의는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의 확립이나 근대적 조세체계 확립에 있다기 보다는 총독부 권력에
의한 지주제 보호라고 할 수 있다.
1910 년대에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은 조선의 토지소유관계의 재편성, 즉 식민
지 지주제를 창출해고 그것에 의해 지주경제의 기반이 확립되었다. 이렇게 확립
된 지주경제의 기반을 확고하게 만든 것이 1920 년대 후반의 금융정책이고 미곡
상품화의 급격한 전개이다(河合和男.198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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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민지 농업정책의 변화: 지주육성에서 소농육성으로

모든 제국주의 하의 식민지 경제는 제국주의 국가의 역외분업적 요구에 의하
여 규정되기 때문에 상품 및 자본의 수출시장, 식량 및 원료의 공급시장으로 규
정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규정은 식민지와 식민모국 사이의 유통관계 만을 강조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제국주의는 식민지 경제를 유통과정을 통해서
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며 식민지 경제의 생산과정을 직접 지배한다(안병직,
1987:21). 총독부의 식민지에서의 역할은 조선 농업구조의 식민지적 재편을 통
하여 일본자본주의의 식민지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조선농촌의 지배체
제를 재편하여 식민지 지배질서의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총독부의
의도는 제국주의에 의해 식민지 경제 지배가 유통과정 뿐만 아니라 생산과정까
지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10 년대 일제의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은 조선농업의 식민지적 재편이었으며
지주회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장치로서 만들어졌다. 식민지에서 지주회의
우선적인 목적은 농사개량의 실행기관이 되는 것이었다. 여기서 농사개량이라
하는 것은 일본품종의 보급을 필두로 하여 명치유신이후 일제의 관제농업기술을
확산시켜 조선산 농산물이 일본시장에서 상품성을 갖도록하며, 그 생산량을 증
대시켜 안정적인 식량, 원료공급지로 재편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국이나 식민지
에서나 농사시험장 등에서 개발한 관제농업기술을 농업단체를 매개로 하여 직접
생산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이기훈,1993:21).
1910 년대 식민지통치기구를 완전히 정비하지 못하였던 일제는 농업정책의
수행을 위해 각종 행정기구 뿐 아니라 헌병경찰까지 동원하였다. 그러나 이런
강압적인 수단만으로는 효과적인 농업정책을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농촌사회의
각 구성원을 포괄하여 농업 단체를 조직하였다. 지주회는 소작농에 대한 지주의
지배력을 이용해 농업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일제는 당
시 농촌사회의 지배계급인 지주들이 가지는 강제력을 이용하여 일제의 관제 농
업기술을 농업생산현장에 침투시키고, 더 나아가 이들을 통제하여 생산관계를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국가권력이 농업개발에 적극적으로 개
입하고 국가의 농업정책이 효과적으로 농촌사회에 침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농
촌내의 가장 유력한 지배계급인 지주를 조직화하여 소작농의 농사개량을 독려하
게 한다는 것은 명치유신이후 일본의 중심적인 농정방침이었다. 이러한 일본에
서의 경험이 식민지 조선에서 지주회로 나타난 것이다. 지주회는 일제가 조선농
업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식민지지주계급을 어떻게 포섭하고 활용해나갔는지 밝
혀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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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와 식민지 지주계급은 이해관계에 있어 서로 일치되는 부분이 있었다.
일본의 이해는 반일감정을 무마하고 항구적인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제는 조선의 식민화 과정에서 자신과 이해관계를 같이해 왔던, 즉 사
회의 안정과 안녕을 그 어떤 계급ㆍ계층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회세력과 굳
건한 동맹관계가 필요했다. 조선인 지주 세력의 이해는 생산자 농민들의 저항과
이탈을 방지하고 식민지 상품생산체제에 편승하여 개항 이래의 지주적 발전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지주들은 지주경영에 필수적인 권력 확보를 위해서도, 그리
고 안정적인 지주적 질서유지를 위해서 총독부 권력의 지원이 필요했다.
1910 년대 일제에 의한 지주회의 설립은 명목상 “지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농
사개선, 소작방법, 소작기간 협정 등 지주와 소작인의 공동이익을 표방하는” 농
사단체의 설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주를 농촌지배의 직접적 전위세력ㆍ정치
세력으로 결집하기 위한 것이다. 일제는 합방초기 조선인 지주층과 헌병대, 금
융조합을 하나의 동반자 동맹세력으로 묶어 강력한 농촌지배구조를 구축하려 했
다. 지주계급들은 지주회를 매개로 군청과 연결되고 다시 이를 통해 일제의 헌
병대로부터는 정치적 보호를, 일제의 금융기관인 금융조합으로부터는 금융적 보
호를, 군농기관으로부터는 기술적 지원을 받고, 더 나아가 지주회를 매개로 인
근 지주층과의 공식적인 교제와 정보교환을 통해 소작인에 대한 대책을 좀더 집
단적이고 효과적으로 강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점들이 지주회 설립과 운
영에 있어 일제와 당시 지주계급 사이에 있어 상호 이해의 일치를 볼 수 있었던
점이다(홍성찬,1992:55-8).
1910 년대의 지주회는 식민지 권력이 지주계급을 포섭하여 농사개량을 실천
하는데 기여하였지만 본격적인 농사단체로서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지
주회는 총독부 권력이 농민을 직접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지주들을 조직하고 통
제하여 농업구조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
해서는 지주들의 자발성이 필요했다.
1920 년대 일제의 농업정책이 지주중심의 농업정책 이었지만, 일제는 모든 지
주들의 이익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일제의 의도에 충실하게 적응할 수 있는 지
주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었다. 일제가 농업정책을 통해서 식민지 기간 내내 요
구했던 地主象은 동태적 지주였다. 정태적 지주들의 동태적 지주화는 일제가 조
선인 지주들에게 요구했던 방향이자 목표이기도 했다. 토지조사사업이후 본격적
으로 일제는 선택적 유인책을 통해 지주들을 통치의 협력자로 확보하기 시작했
다. 이 과정에서 많은 지주들이 도태되어 갔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토지
조사사업이후 근대적 소유권 제도와 지세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토지의 상품화가
급진전되었다. 이 과정 속에서 일제는 토지소유규모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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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이는 규모의 경제를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일
률적으로 지세가 부담되었기 때문에 소유규모가 클수록 지세 부담의 정도는 적
었다.대지주에게 유리한 지세제도와 함게 곡물의 대외수출로 인해 농업의 상업
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화폐경제의 도입이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경
제적 기제의 작용으로 인해 지주의 경제적 위치는 더욱 공고해 졌고 지주의 농
업자본이 토지소유권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측면은 모든 지주들에게 공통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는 미곡
생산의 측면에서 일제의 식량공급지로서 조선 농촌을 재편하려는 의도에 충실한
지주에게 직간접적인 혜택을 부여했다. 일본식 개량품종과 개량농법을 사용하는
지주들은 직간접적인 특혜를 받았다. 지세의 결정에 있어서 개량농법을 행하는
지주에게는 이들이 보다 많은 생산을 하더라도 재래농법을 행한 것과 같은 산출
량으로 산정했고, 개량품종을 재배하는 곳에서는 재래품종과 비교하여 수확량에
상당한 참작을 가한다는 원칙이 취해졌다. 지가결정의 기준이 되는 수확량의 산
정에 개량농법과 개량품종을 우대한 것은 곧 일제의 요구에 따르는 지주의 보호
를 의미하며 지주는 일본의 요구를 따를만한 경제적인 동기부여를 받은 것이다.
일제가 정태적 지주의 산출량에 맞추어 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주들이 동태화
될 수 있는 경제적 동기가 되었다.
식민화 후 일제는 품종 개량, 시비법 개선, 수리시설 개선을 삼위일체로 하
는 이른바 명치농법ㆍ개량농법을 적극 보급한 바가 있었다. 그런데 일제는 이러
한 개량농법을 농사 현장의 모든 농민, 소작인에게 신속하게 일일이 강제하기
어려웠으므로 지주간담회, 지주회 등을 통하여 우선 대지주들에게 그때 그때 당
국이 구상한 증산정책 등 각종 농업정책의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을 하달한 후,
지주들을 통해서 이들 소작농에게 재차 보급 확산시키는 방법을 택하였다. 일제
는 기존의 지주제를 매개로 총독부-지방관청-지주-소작농으로 연결된 정책 전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개량농법을 포함한 일제의 농업정책을 신속하게 모든 농사
현장에 보급할 수 있었고, 이런 점에서 대지주들은 일제 강점정책의 사회적 지
주였던 것이다(홍성찬,1999:6-7).
그러나 모든 지주들이 이러한 일제에 요구에 따라 온 것은 아니었다. 개항이
후부터 1920 년대 중반까지 일본 미곡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속적인 시장
확대는 지주들로 하여금 생산의 요소 중에 노동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
가령 자본과 기술을 집중적으로 투하하는 심화의 방법보다는 단순히 토지의 소
유권을 확장, 즉 소작지를 확장하여 자신이 취득할 수 있는 생산량을 증가시키
는 방법을 사용하게 만들었다(김동노,1996). 따라서 일제는 지주계급에 대해 선
택적 유인책을 주어 이들을 통치의 협력자로 확보하였다. 일제 시대 조선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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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일본인 지주와 다른 존재로 구분하였던 관학자들의 의도는 생산력 향상에
관심이 없는 지주들에 대한 일제의 불만을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태적
지주와 동태적 지구를 구분하는 기준은 지주의 경영형태이지만, 이는 보다 근본
적으로는 일제의 농촌 지배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소작쟁의가 문제될
때는 소작쟁의의 원인 제공 지주를 정태적 지주라고 규정지었으며, 전시체제기
에는 식량증산정책에 호응하여 협조하는 지주는 동태적 지주이고, 그렇지 않으
면 재지 지주라고 할 지라도 정태적 지주내지 부재지주로 규정했다.
일제 시대 지주가 식민지 권력으로부터 금융특혜 같은 특혜를 누리며 식민
지배의 한 지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농업 생산
에 바탕이 되는 토지를 소유했기 때문만은 아니며 더군다나 단순히 그들이 일제
에 협력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지주가 식민지 권력으로부터 각
종 특혜를 누린 것은 아니다. 일제로부터 특혜를 받은 지주들은 식민지 기간 내
내 – 지주제가 식민지 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시기와 그렇지 못했던 시기
를 통틀어서 – 일제의 경제적 목적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종류, 즉 동태
적 지주였다(김동노,1997;정태연,1992).
식민권력이 지주에게 제공한 특혜는 재산권 보호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 금
융과 세제 상의 특혜를 통해 지주들은 민족적 차별이 존재하는 식민지 사회 속
에서도 지속적인 자본축적을 이룩할 수 있었다. 지주에 대한 일제의 특혜는 식
민지 기간이 경과되면서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 경향은 조선총독부
가 식민지 지주제의 모순, 예를 들면 소작쟁의의 격화와 공황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봉합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지주들은 식민
지배의 사회적 지주로서의 역할 또한 감소되고 있었다. 지주의 역할을 대신 한
것은 식민지의 관료와 지배기구였다(서용석,1993).
조선총독부의 농업정책을 규정하는 것은 농업 생산력의 확충과 농촌의 치안
유지가 농업정책의 2 대과제였다. 이 두 가지 과제가 체계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산미증식계획은 1918 년 일본의 쌀소동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미곡증산정책이었
음과 동시에 농촌경제개발을 통해 1919 년 3 ㆍ 1 운동 후의 농촌치안회복ㆍ유지
를 기도하고자 한 사업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산미증식계획은 두 가지 정책과제를 동시에 실현하지 못
했다. 산미증식계획의 진전은 농촌경제의 상품경제화를 심화시켜, 농민층의 분
해를 촉진했다. 또한 지주-소작 사이의 분배를 둘러싼 이해대립을 격화시켰다.
이리하여 미곡생산력 확충이 농촌의 치안 안정화를 연결되지 못함이 분명했다
(松本武祝,1996).
물론 1920 년대 후반에서 1930 년대 초반의 식민지가 내외부적을 위기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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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사실을 많은 연구자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애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측면을 과장될 정도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작
쟁의 격화와 농업공황이 지주의 동태화를 가속화시키고(신기욱,1993;박섭,1998)
감소한 지주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지주자본의 산업자본화(Eckert,1991;임대
식,1994), 즉 농외투자가 본격화 되는 등의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은 지주-소작이라는 생산관계의 차원에서 지주가 20 년
대 처럼 여전히 강한가 아니면 소작쟁의 격화에 따른 식민정책의 변화로 인해
약해졌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지주가 강했던 약했다는 사실이 어쩌면 그
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근거일 것이다. 내외부
적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주가 강하게 존재할 수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지주
는 강하게 존속할 수 밖에 없었고, 지주가 약해졌다면 무엇 때문에 지주는 약해
질 수 밖에 없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대답은 “식민지 국가”인 총독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강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단순하게 말해서 결코 총독부는 식민지배의 支柱였던
지주를 버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1930 년대 식민정책의 기만성
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지지하는

입장이다(정연태,1990;박명규,1984;지수

걸,1984). 반면에 지주가 약해졌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일본이 겪은 내외부적 요
인과 식민지 조선이 겪은 내외부적 요인이 일본적 계기와 조선적 계기로 상호결
합하여 소농위주, 즉 자작농 육성 사업을 정책적으로 펼쳤다는 측면에 주목한다
(정문종,1993;박섭,1988;김선일,1998). 단순하게 말해서 총독부가 지주에서 소
농으로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곧 조선총독부의 국가자율성이 30 년대에 전
개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총독인 우카키의 “조선인에게도 충분한 빵이
있어야” 표현은 식민지 체제의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소작농민에게 무엇
인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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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제 1 절

식민지 농업의 지배구조와 자본축적

농업지배구조로서 식민지 지주제

식민지 조선의 일본 식량기지화는 18 세기 이후 발달하기 시작한 농업생산력
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식민화 당시 조선은 인구의 절대 다수가 농업
에 종사하는 농업사회였으며, 일제 식민지배 기간 내내 전체 인구의 70%이상이
농민인 농업사회였다 4 ). 따라서 전체 사회관계 중에서 가장 지배적인 사회관계
는 농업을 둘러싼 사회 관계일 수 밖에 없었으며, 식민지 시기 지주제의 문제는
단순히 농업부문의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 사회의 중심적인 문제를 구성하고 있
었다.
식민지 지주제는 외래적인 식민지 권력에 기초하여 강압적으로 형성ㆍ유지되
는 지주제를 뜻한다. 좀 더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식민지 정치 권력과 경제적 지
배 계급이 결합하여 나타난 식민지 구조가 바로 식민지 지주제이다. 한국 사회
의 경우 이러한 식민지 지주제가 완성된 시기는 1910 년 한일합방이후, 좀더 구
체적으로 보면 1918 년 토지조사사업의 완료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토지조사사
업은 토지소유권의 배타적 권리 확립을 통해 식민지 지주제의 법적 제도적 근거
를 마련해 주었다(박명규,1986:11-12). 식민지 지주제란 전근대성과 식민지성과
의 상호 규정관계 속에서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확립ㆍ재편되고 해
방 후 농지개혁 또는 토지개혁에 의해 체계적으로 일단 해체된 기생지주적 토지
소유의 일종을 말한다(장시원,1989:5). 이 지주제는 쌀 수집기구로서의 경제적
기능과 식민지 지배의 사회적 지주라는 정치적 기능을 식민성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정치 경제적 범주이다. 따라서 식민지 지주제는 일본 자본주의의 발전단
계에 따른 식민지 수탈의 요구 변화(즉 쌀 수집기구로서의 식민지 지주제의 의
의 약화), 소유관계의 근대성과 착취관계의 봉건성 간의 모순, 생산자 농민의
영세화, 무산자화에 따른 영세농적 생산양식의 위기 등 경제적 측면과 식민지사
회에서의 지주ㆍ소작농민 간의 계급투쟁을 포함한 민족해방운동의 고조(즉 식민
지 지배의 사회적 지주로서의 식민지 지주제의 기능 약화)라는 정치적 측면의
4) 1918 년말 조선인의 직업별 戶數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83.9%였다. 그리고 식
민지 지배가 전개되면서 이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1940 년에는 70%를 차지하였다(堀
和生,199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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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본질적으로 해체의 계기를 가진 불안정한 경제제도이다
(정연태,1990:228).
일제 하에서 식민지 농업 구조의 형성 과정은 곧 식민지 지주제의 창출 과정
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식민지 지주제는 일제 통치 기간 내내 식민지 조선 사회
의 경제적 기본구조로 강하게 존속하였다. 식민지 지주제의 형성과 발전을 고찰
한다는 것은 곧 조선의 식민지화와 식민지하에서의 조선 사회의 변화상을 추적
하는 작업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 된다. 일제의 경제 침탈은 조선이 일본에 식
민화되기 이전부터 여러 부문에서 시작되었지만 식민화 이후 지속적으로 식민지
적 구조의 기초가 되었던 것은 식민지 지주제의 형성, 다시 말해 농업 생산 과
정 그 자체에 대한 지배메커니즘의 형성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일제시대 존재했던 지주제를 식민지지주제라고 부른다. 지주제란
농업 사회에서 경제적 잉여의 배분을 둘러싼 경제적 관계와 동시에 보다 근본적
으로 정치적ㆍ사회적 관계가 중첩적으로 투영되어 있는 인간 관계의 총체적 구
조를 말한다(김동노,1996:164). 따라서 식민지 지주제란 단순히 경제적 차원으
로 환원될 수 있는 범주라기 보다는 농업을 둘러싼 내ㆍ외부적 환경이 복합적으
로 상호작용하여 형성시킨 농업사회구조라고 볼 수 있다.
흔히 식민지 지주제는 일본인 지주제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된다(淺田喬
一,1990:주봉규,소순열,1996:14 에서 재인용). 이것은 내부 조건에 있어서는 일
본의 기생지주제와 식민지지주제가 지주-소작이라는 생산관계의 유사성에 주목
한 것이며, 외부조건에 있어서 식민지지주제의 민족적 계급적 이해관계를 보장
하기 위한 고율의 소작료 수취가 경제외적인 강제, 즉 총독부의 식민통치권력의
강제력과 제도적인 보장에 의해 관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식민지 지주제가 곧 일본인 지주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식민지
지주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일본인 지주를 그 기축으로 하면서 일부 조선인

지주들의 변질에서 그 성격을 찾는 연구(堀和生, 1983) 경향에 주목하여 일본인
지주=동태적 지주, 조선인지주=정태적 지주라는 기존의 지주제 양분론을 기각시
키고, 조선인 지주에 대한 두 가지 유형론이 제시되기에 이른다(홍성찬,1989).
조선인 지주의 동태화란 조선인 지주가 일본인 지주와 마찬가지로 상품경제에
대응하여 소작농의 전 노동과정을 통제함으로써 생산력의 증가à생산수량의 증
대à 생산물의 상품화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소작농
민에 의해 필요 임금까지 잠식해 버릴 만큼 전 잉여노동을 흡수하는 소작료 수
취기구의 정비ㆍ확립이 전제된 것이다.
홍성찬은 정태적 지주와 동태적 지주의 구분에 있어 그 기준을 금융자본의
농촌지배 과정에 편입 정도에서 찾는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농업 경영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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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만큼 원금과 이자 상환의 압박에 직면하기 때문에 동태적 지주로 전화하지
않으면 이 환경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결정론적 견해에 도달한다. 이에 따를 때
식민지 지주제는 일제의 필요에 의한 미곡증산과정의 농업정책 속에서 정책수단
인 금융에 종속된 지주제를 의미한다. 이것은 일제하 식민농정과 지주제, 금융
자본의 구조적 연관관계와 그에 따른 지주제의 변동이 조선농촌사회를 어떻게
규정하였는가를 일정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그러나 금융자본의 대지주층의 집중이 곧 기계적으로 지주제의 성장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1920 년대 산미증식계획과 그 정책수단으로서 농업금융의 혜
택은 주로 중규모 이상의 지주층과 수리조합 등의 공공단체에 집중되었다. 그러
나 조선인에 대한 농업금융의 증가가 바로 조선인 대지주의 일방적 성장과 연결
된 것은 아니다. 1920 년대 중엽 이후 특히 100 정보 이상을 소유한 조선인 대지
주의 수가 오히려 감소했는데, 이것은 미곡상품화, 농업금융, 지세정책 등의 측
면에서 대지주계급의 성장에 유리한 객관적 조건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조건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갔는가 하는 주체적 조건의 차이도 중요
하게 작용하였음을 시사해 준다(장시원,1994:277).
식민지 조선에서 지주적 동태화란 노동집약적 생산극대화 전략이기 때문에
생산수단인 토지의 확장을 기초로 한 것이다. 경영 합리화란 곧 노동통제의 강
화이상이 아니다. 따라서 식민지 지주제의 물적 기반은 토지로 환원될 수 있고,
식민지 시기 토지소유의 성격에 주목해야 한다.
식민지지주제는 식민지시기에 영세소농뿐만 아니라 조선인 중소지주의 몰락
을 바탕으로 토지를 집적해 간 일본인ㆍ조선인 대지주에 의해 이루어진 토지소
유제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조석곤,1998:81). 장시원은 일제하 대지주는
1910 년을 전후하여 급속히 성장하였으며, 농업 내부적으로는 소작농에 대한 규
제를 강화함으로써 수입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농외투자에도 눈을 돌리고 있었
던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다.
일제 식민지 시기 100 정보 이상 조선인 대지주들이 얼마나 존재했는가를 살
펴보자. < 표 3-1 > 과 < 그림 3-1 > 은 지역별 지주수 자료가 존재하는 연도를
위주로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의 戶數를 살피고 있는 것이다. 지역 배열은 기
존의 논의와 다르게 배열했다. 한반도를 동서와 동북의 대각선으로 양분하여 나
눈 것이다. 경기, 충남, 전북, 전남, 황해, 평안남도, 경상남도는 한반도의 동
서쪽 라인이 되며, 경북, 강원, 충북, 평북, 함경도는 한반도의 동북 라인이 된
다. 이렇게 두 지역간에는 농업경영의 차이가 있다. 동북은 자작농 밀집지대이
며, 동서 지역은 지주 밀집지대이다(조명우,1999). 그리고 홍경래 난 같은 동북
지역에서의 농민항쟁과 삼남 지방에서의 조선시대 농민항쟁도 그 성격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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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했다(고석규,1991). 따라서 일제 시대 이 두 지역 사이에서 일어난 소작쟁
의의 성격도 따르다. 급진적 소작쟁의를 다루는 연구들의 이준식(1991)의 연구
사례는 동북 지역이었으며, 소작쟁의의 개량적 성격을 다룬 신기욱(1993)의 연
구사례는 주로 동서 지역이었다.

< 표 3-1 > 전국 100 정보 이상 토지소유 지주 戶數 추이
연도
지역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황해
충북
강원
평남
평북
함남
함북
합계

*

1913
132
24
72
31
34
31
17
1
3
30
10
5
3
393

100 정보 이상 소유한 지주수
1927*
1930
1936
393
126
121
54
77
31
127
89
84
129
108
79
104
90
35
68
43
46
123
87
118
27
10
16
5
36
38
82
79
36
55
45
39
2
9
12
4
1,169
799
655

1942
98
32
34
61
19
21
120
9
66
54
18
10
3
545

자료 : 장시원(1989);宮嶋博史(1983a)에서 재인용
1919 년과 1927 년은 일본인 지주를 포함한 지주수이며,
1930 년, 1936 년,1942 년은 조선인 지주수

< 표 3-1 >은 1913 년과 1927 년의 자료는 조선인 지주와 일본인 지주가 구분
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선인 지주와 일본인 지주를 합산한 수치를 제시하
였다. 1910 년대와 1920 년대 대지주의 추이가 어떠했나를 보여주는데 무리가 없
는 것 같다. 1913 년 자료는 조선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되기 이전 시점의 자료이
다. 이 자료에 따를 때, 1910 년대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의 수가 다른 시기들
에 비해 상당히 적음을 알 수 있다. 이후 20 년대와 30 년대의 지주수는 미곡시
장의 확대와 총독부의 적극적인 농업개발정책에 의해 증가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경기지역은 1913 년 당시 100 명이 넘는 지주들이 존재한 유일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경기지역이 전통적으로 양반관료들의 소유지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27 년을 정점으로 그 수가 점차 쇠퇴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경기지역이 일본인 지주가 30 년대 자료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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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조선인 지주의 1/4 정도의 수준이었음을 고려해 본다면 시장확대로 인
해 지주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시장이 축소되면서 시장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경우 1927 년과 1930 년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일부 지역이 경기지역처럼 지주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1927 년의 자료가 일본인과 조선인을 포함한 자료이고, 1930 년의 자료는 조선인
지주만의 수치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경기지역처럼 1/4 의 수준으로 급격하게
하락하고 않으며, 충남ㆍ강원ㆍ평남ㆍ함남 지역은 그 수가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김용섭의 강화 金氏家의 사례연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전통적 양
반지주들이 정치 경제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수동적 자세로 상
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지주 수

< 그림 3-1 > 남부 4 개 지역과 전국 100 정보 이상 대지수 추이 비교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1169

799
655
545

393

13년

27년

30년

36년

42년

연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전국합계

1930 년, 1936 년, 1942 년의 자료는 100 정보 이상을 소유한 조선인 대지주들
의 전국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 지역은 그 수가 시기별로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지만 황해지역과 강원 지역은 그 수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 그림 3-1 >에서 보듯이 지주제가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발전한 지역이
라고 볼 수 있는 남부 4 개 지역의 100 정보 이상 대지주수의 시기별 변동 상황
이 나타나 있다. 전반적으로 1927 년을 정점으로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수는 감
소하거나 정체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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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식민지 대지주의 자본축적 메카니즘 :
시장확대와 정경유착

정경유착이란 근대 초기 유럽의 중상주의를 특징짓는 자원배분 메커니즘이다.
중상주의는 민족국가의 형성기이자 상업자본주의시대에 유럽에 등장하였던 경제
적 민족주의의 경제정책 체계라고 볼 수 있다. 중상주의는 정부에 의한 경제규
제, 대자본과 정부의 정경유착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중상주의는 자유로운
경쟁을 억제하는 폐단이 있지만 그 자체가 역사적 필연적 산물이라는 성격을 갖
고 있다. 중상주의가 등장하는 근대적 산업경제의 초기 단계에서는 아직 민간기
업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아 민간주도가 힘들고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이 불가피한
면이있다. 또한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할되어 있던 전통 지역경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경제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중상주의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중상주의는 근대 초기에 유럽에 등장하였던 경제정책 체계 분만
아니라 전통적 경제에서 벗어나 근대적 공업화를 시작하는 단계에 등장하는 정
부주도의 경제개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19 세기 말과 20 세기 초 메이지(明
治)시대의 일본, 사회주의 혁명 이후 수십 년간의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제 3 세계 국가들이 모두 이러한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추진과
국민경제 형성이라는 중상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국가의 강력한
개입 때문에 모두 정경유착, 대기업 위주의 성장, 인위적인 독과점이라는 공통
된 특징을 갖고 있다(이근식,1999:54-8).
시장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장소를 의미
한다. 시장의 작동원리는 상품화와 상대가격에 따른 교환이다. 가격을 결정하는
기구로서 시장이 제도화된 것은 근대이후의 현상이다. 단순히 재화와 용역을 일
정한 장소에서 교환하는 시장은 신석기이래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생산ㆍ교환ㆍ
분배의 모든 경제활동이 외부의 간섭이나 도움없이 시장원리에 의해 스스로 조
절되고 통제되는 체계로서, 즉 자기조정적 시장의 등장은 근대이후의 현상이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자기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국부의 원천 혹은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스미
스는 인간이란 이기적 존재라는 규범적 가정에서 출발하여, 국가로부터 간섭없
이 자유롭게 자기이익을 극대화시키도록 내버려 두면 노동분화가 이루어진고 그
결과 생산성이 증대되며, 초과생산을 교환하기 위한 시장을 형성시켜 개인이익
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사회전체의 부도 극대화되는 균형상태에 이르
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영역에서의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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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전체의 파레토 최적균형상태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시장을 중요시
한다. 시장은 개인들의 합리적 경제행위의 결과이면서, 또한 가격지표를 통하여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한다(이호

철,1996:67-8)
폴라니(1992)는 이것을 자기조정적 시장으로 개념화시켰다. 시장경제는 자기
조정적 시장체계 내부에서 행동하는 모든 인간을 합리적이라고 가정하며, 재화
의 가격은 이들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상정한다. 자유주의자들은 자기조정적 시장을 통해서만 경제행위가 통일성과 안
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로써 권력 같은 일체의 외부적 간섭없이
오직 시장가격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경제가 근대를 특징짓게 되었고, 이러한 시
장은 다른 모든 사회제도를 시장의 자기조정적 필요에 맞게 변형시키고 통제하
기에 이르게 되었다.
폴라니에 따르면, 자기조정적 시장이란 생산ㆍ교환ㆍ분배의 모든 경제활동이
외부의 간섭이나 도움없이 시장원리에 의해 스스로 조절되고 통제되는 체계를
의미한다. 이처럼 독특한 시장 제도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이 재화 뿐만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모든 생산요소들, 즉 노동력ㆍ토지ㆍ화폐를 교환과 매매
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조정적 시장의 성립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시장이 사회의 조절대상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독자적인 경
제제도가 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시장이 다른 모든 사회제도들을 규제하고 통
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건 공급이 수
요를 창출하건 간에 수요와 공급 사이의 상호작용이 형성하는 자기조정적 시장
은 생산조직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자기조정적 시장은 노동력, 토지, 화폐
등 모든 생산요소들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나 사회라
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가격인 임금을 결정함으
로서 인간생활을 규제하고, 토지사용료인 지대를 결정함으로써 자연을 지배하고,
화폐의 공급량과 이자를 결정함으로써 생산조직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
지만 이 자기조정적 시장기구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경쟁적 노동시장, 금
본위제, 국제적 자유무역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의도적 개입에 의해 창출되
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국가의 보호와 간
섭에 의존해야 했던 것이다.
19 세기의 국가는 시장경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중적 역할을 수행했다.
국가는 시장경제의 형성을 촉진하는 보호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시장의 파괴
적 작용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사회를 방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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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시도하였다(폴라니,1992:177). 국가는 시장화의 속도를 조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늦추기도 하였다. 그리고 시장의 파괴력에 노출된 사회세력에 대하여
각종 사회입법 및 부조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이처럼 국가의 이중적 성
격은 한편으로는 시장경제를 의도적으로 형성하여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자본
가의 이해관계를 보장해 주는 계급국가의 성격을 취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사회에서 소외된 노동자, 농민 등을 위해 각종 보호조치를 취하는 보편국가
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자기조정적 시장은 국가의 의도적 개입과 보호
의 산물이고, 시장기구가 발달함에 따라 노동, 토지, 화폐, 시장을 감독하기 위
한 고도로 복잡한 행정기구들이 설립될 수 밖에 없다. 국가는 시장의 확대를 꾀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장을 억제하기도 했다.
베버는 자본과 이윤 출처의 성격에 따라 자본주의를 경제적 자본주의와 정치
적 자본주의로 나누고 있다. 경제적 자본주의는 시장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영
리행위가 자본축적의 근원이다. 노동과정의 분할적 체계, 합리적경영조직, 형식
적으로 자유로운 노동계급을 바탕을 한 합리적 노동조직,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이 경제적 자본주의의 특징이다. 반면에 정치적 자본주의는 정치권력 또는 정
치적 현상과 밀착된 자본축적 방식이다. 정치적 자본주의는 세계 어디서나 모든
시대에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인 반면, 경제적 자본주의는 근대에 들어서 서구에
서만 발전한 자본주의이다.경제적 자본주의에서 자본가가 노동자를 지배하는 방
식은 권위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시장에서의 이해상황에 의한 지배이다. 자본주
의는 시장세력과 이해관계에 바탕한 사적인 지배에 의지하고 있다.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자본축적이란 기업의 저축과 투자로 나타나는 자본의
지속적인 증대를 말하며, 맑시즘의 입장에서 자본축적이란 노동력 착취를 통해
추출한 잉여가치를 자본으로 전환하여 이루어진 자본의 확대재생산을 의미한다.
이 두 입장 모두 경제적 축적이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자생적이고 독립적으로 이
루어지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에서 자본주의가 근대적 경제체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독특한 측면, 즉 정치와 경제의 영역 분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
유럽의 전형적인 경제적 근대성을 규정지었던 중요한 제도적 요인은 경제와 정
치의 영역 분리에 기초한 유럽의 선진 자본주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분
리로 인해 자본가는 정치적 영역의 주도권을 포기한 대가로 경제적 자유를 획득
했고, 더 이상 정치적 권력을 대가로 지불해야 할 공적 의무는 담당하지 않은
채 경제적 수단을 통해 잉여의 전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김동노,1997:50).
시장의 발전은 개항이전 18 세기 후반 조선 후기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정기시 형태로 발전해온 조선의 장시는 18 세기 후반이 되면 전국적으로 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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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장시들이 형성될 정도로 발전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선후기 사회의
시장의 발달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자본주의 맹아론은 이 시기의
시장을 근대적인 시장경제로 발전하고 있다는 적극적인 평가를 내리는 반면, 다
른 한편에서는 이시기의 시장이란 폴라니가 말하는 국가적 재분배에 종속되어
잇는 소농 경제의 내권화에 따르는 보완적 기능물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이
영훈, 1996:최배근,1998). 즉 이 시기의 시장의 발달은 자생적 자본주의 발달에
역기능을 갖고 있었다고 본다.
무어의 논의에서 보듯이 근대로의 이행이 상업적 농업이 발전과 이에 따른
농촌계급구조의 변동을 역사적 변수로 하여 상업적 농업의 발전과 혁명이 동시
에 나타나면 민주주의로, 상업적 농업은 발전했으나 혁명이 부재할 경우에는 파
시즘으로, 상업적 농업이 부재한 가운데 혁명이 발생하면 공산주의로 이행한다
고 밝히고 있다. 정치체제의 성격이 억압적이냐 민주적이냐의 사회적 기원은 상
업적 농업의 발전 여부와 그것의 형태가 야기시킨 사회적 압력, 그리고 이에 대
응했던 농민과 지주들간의 정치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지적하고
있다. 무어는 상층농업계급의 상업화의 동기도 중요하지만, 상업적 농업의 형태
가 귀족 지주들의 상업화 자체만큼 중요하다고 본다. 새로운 시장 기회로 인해
이윤추구의 보편적 욕구가 한층 더 가속화되기 쉽다. 그렇지만 어떤 수단을 통
해 이윤추구를 하는가가 시장기회를 이용한다는 것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농
민을 경제적 강제, 즉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농민의 곡물생산을 강화할 것인
지 아니면 권력과의 유착이 불가피한 정치적 사회적 수단, 즉 경제외적 강제를
더욱 억압적으로 사용하여 곡물생산을 강화할 것인지의 상업화의 형태에 따라
지주와 국가와의 관계는 달라진다. 전자의 경우 국가권력과의 관계에서 자율성
을 갖고 심지어는 국가를 지주의 지배수단으로 만들 수 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
는 더욱더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 종속적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민주주의에
불리한 세가지 요인을 만든다. 즉 첫째는 상층 지주 계급은 강력한 압제적 기구
를 갖춘 국가를 요구하기 쉬우며, 국가는 그 압제적 기구를 동원하여 인간의 자
유에 대한 유해한 정치, 사회적 여론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이것은 둘째로
도시에 대한 농촌의 우위를 조장하고 도시는 원거리 시장으로의 수출을 위한 농
산물의 집산지로 만든다. 그리고 셋째로 생산계급과 소유계급 사이의 적대적 노
사관계를 출현시키게 만든다.
일제 식민지 대지주의 성장은 지속적인 시장의 확대와 시장의 위축 속에서
대지주은 흥망성쇄의 길을 걸었다. 일제 시대 농업의 시장 상황을 대변하는 것
은 토지수익율과 은행대출 이자율 간의 관계이다. 토지수익율이 은행이자 대출
이자율보다 높았다. 1920 년대, 30 년대를 통해 토지수익율(=실수소작료-제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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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토지매매가격)은 8-9%의 수준이었다. 토지수익율을 8.5%로 가정하여 경
제적 논리로 토지 확대 재생산을 계산하면, 이것을 복리로 계산하면 토지수익이
토지가격을 전부 보상하기까지에는 약 8 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것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8 년마다 자기 토지를 두 배로 늘리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것은 소수 대지주에 의한 대토지 소유화의 추세의 객관적
조건이 된다(최배근,1998:288). 그렇지만 1920 년대 후반에서 30 년대 초반 사이
에 조선총독부의 농업정책은 세계적 농업공황, 미가의 폭락, 조선미와 일본미의
마찰 등으로 종래의 수리조합, 토지개량사업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자본투자에
의한 농업개발이 1930 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계에 봉착하였다. 1920 년대 말부터
더욱 심화된 수리조합의 경영난, 1931 년 8 월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개량부
폐지, 1934 년 ‘산미증식계획’ 중지, 1935 년 토지개량주식회사 해상 등은 농업
이 투자가치를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게 당시 토지 이윤 역시
1928 년 8.7%에서 농업공황이 극심한 1931 년에는 7.7%까지 하락하며, 1932 년
8.8%로 반등하지만 1934 년 8.3% 1936 년 8.2%, 1937 년 8.0% 1939 년 7.7%로 전
체적으로 이윤이 저하되고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지주의 경영난을 초래하여
1930 년대에 들어서면 50 정보 미만의 중소지주층은 전반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하
였고 대지주 역시 경영난을 면치 못하였다. 특히 ‘산민증식계획’이후 높아진 금
융자본에 대한 의존도는 경영수지의 악화 속에서 이자부담의 증대를 초래하여
많은 지주들이 파탄상황에 처하게 된다(정병욱,1992:90).
경제의 발전방향을 순수하게 경제적 과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새로운 경제체제가 형성되는 이행기에는 경제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경제적 과정 뿐만 아니라 정치 과정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치과정은 경제
과정으로부터 독립해 있는 것이 아니면, 경제과정에 의하여 크게 제약되어 있음
은 물론이다.

제 3 절

식민지대지주의 자본축적 유형

일제하 조선인 대지주의 존재형태는 다양했다. 지주경영의 규모는 작게는 수
십 정보에서 크게는 수천 정보까지 다양하였고, 자본전환 실태도 평생 지주경영
에만 몰두한 지주로부터 상공업 금융업 등 근대산업 부문에 토지투자액을 상회
하는 거액을 투자한 지주까지 다양하였다. 지주 경영의 형태도 다양하였다. 이
것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토지개량ㆍ농사개량 등에
는 큰 관심이 없이 주로 마름이나 감독관을 시켜 해마다 정해진 고율의 소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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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수취한, 심지어는 자신의 소작지가 어디 있는지 조차 모르는 이른바 재래
의 단순한ㆍ정태적 지주였다. 다른 하나는 일제가 이식한 자본주의 농업기구와
농업정책에 편승하여 구래의 지주경영 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화해 간 이른
바 동태적ㆍ기업가적 지주였다(홍성찬,1999:2).
임대식(1995)은 경기지역의 30 정보 이상의 지주들의 농외투자 양상과 지방
의회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1920 년대 후반부터 격화되기 시작한 소작쟁의 같은
계급갈등과 세계공황은 1930 년대 들어 식민지 사회경제적 조건을 이전과는 다
른 사회로 변하게 만들었다. 1930 년대 변화하는 사회정치적 조건은 지주들이
농업이외의 부문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였고, 새롭게 형성된 정치참여
기회, 즉 지방의회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작쟁의의 격화와 이에 따른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대응하여 지주들은 소작
농지를 농장으로 전환하고 소작계약을 단순한 고용계약으로 변경함으로써 쟁의
의 원천을 감소시켜 나가거나 소작인의 엄선을 강화하는 등 자구책에 부심했다.
이것은 암태도의 문씨가의 사례연구(박천우, 1983)나 해남 尹氏家의 사례연구
(최원규,1985)에도 나타나 있다. 더 나아가 투자가치로서의 토지의 중요성이 감
소함에 따라 자본을 농업에서 산업으로 이전하는 지주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
다. 식민지 조선의 자본가 계급 성장을 제약하는 여러 조건이 있었음은 사실이
다. 그렇다고 지주들이 산업자본에 투자할 유인요소가 없었다거나 토지에의 투
자가 반드시 유리하였다고 단언하기 힘들다(신기욱,1993). 강화 김씨가의 사례
연구(김용섭,1992a)에 따르면 지주경영을 청산하고 포목상으로의 자본전환을 시
도하며, 강화도의 홍씨가의 사례(홍성찬,1985)도 金氏家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지주 경영의 어려움을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점을 보여주
고 있다.
김용섭의 지주경영에 대한 일련의 사례연구(1992a:1992b;1992c)는 일제하 지
주제의 역사적 성격과 관련해 두 가지 측면을 드러내 주고 있다. 물론 이것은
김용섭의 지주경영 사례연구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연구자들의 사
례연구에서도 밝혀진 것이다. 하나는 일제하의 지주경영이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농업 정책 및 그와 결합된 금융자본의 지배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하고 있었고, 여기에 개별지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지주경영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비록 부분적인 현
상이지만 일제하에서 소작농을 노동자로 부리는 자본제적 지주경영이 출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것은 조선후기의 경영형부농이 일제 시대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밝히는 부분이기도 한다(이윤갑,1997:540).
결국 일제 식민지 시기 지주들의 자본축적 유형은 시장의 확대로 인해 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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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영을 시작하였지만,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는 일제와의 협력이 불가피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제하에서 조선인 자본가의 정경유착은 성장의 필수조건
이었다. 1930 년에 이르면 지주계급은 금융자본, 이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
던 일제 총독부 권력과 유착하지 않으면 자기발전이 불가능해질 만큼 취약해졌
다는 점이다. 특히 총독부 권력과 정치 경제적 유착에 실패하거나 유착 정도가
약한 조선인 지주계급가운데 1930 년대 이후 지주경영의 확대는커녕 그 유지조
차 실패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이러한 경향은 전국적으로 100 정보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통계수치와 기존의 사례 연구들이 보여 주고 있다. 총독부와 뚜렷한
유착관계를 맺지 못한 강화 홍씨가, 강화 김씨가는 1930 년대에 이르러 지주경
영을 청산한 대 반하여 총독부와 정치적으로 유착하는 데 성공한 곡성 정씨가,
고부 김씨가, 해남 윤씨가는 지주경영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런 점에서 본다면 금융자본과 금융자본을 통제하는 일제권력에 대한 지주의 종
속성은 이 시기에 이르러 더욱 심화되었다고 알 수 있다(정연태,1995:130).
1930 년대 지주제의 정체는 단지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그 현상의 본질은 금융
자본과 일제 총독부 권력에 대한 지주의 종속성이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지주계급이 이렇게 지주경영의 환경이 급격하게 결빙되고 자체적으로 소작쟁
의와 같은 계급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주들이 선택한 해결책은
정치권력과 유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것은 정치 권력에 의해 배
분되는 핵심자원을 통해 자본축적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지주계급의
주체적 조건은 정경유착으로 방향지을 수 밖에 없었다. 대지주들이 중추원참의,
도의원, 농회, 상공회의소 등을 비롯한 각급 기구에 참여하였고, 농회, 지주회,
소방조, 학교조합, 적십자회, 군사후원연맹 및 수리조합, 산림조합, 양잠조합,
금융조합 같은 여러 관변단체의 장, 이사, 평의원이 되어 유관 관청의 관리들과
도 유대를 다졌다.은행업, 금융업, 상공업 분야 회사의 주주ㆍ중역이 되어 농외
부문 인사들과의 연결망도 구축하였다. 또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등 정치권력
과의 직접적 연결도 추구하였다.
지주들의 자본축적에 있어 일제와의 협력 여부가 필수요건이라는 것을 고려
하고, 수입의 다각화를 위해 농외투자에 참여하는 것이 자본축적에 유리했을 것
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주 축적유형은 네 가지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일제
와 협력하면서 농외투자를 했던 지주들의 자본축적 양상, 일제에 협력은 했지만
농외투자를 하지 않고 지주경영만을 했던 지주들의 자본축적 양상, 일제와의 협
력없이 농외투자를 통해 수입의 다각화를 추구했던 지주들, 그리고 일제와의 협
력도 없었고, 농외투자도 없이 오직 지주경영만을 했던 지주들의 자본축적 양상
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네 가지 자본축적 양상을 기존의 사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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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을 포괄하여 나누어 보면 < 표 3-2 >와 같다.

< 표 3-2 > 자본축적 유형에 따른 사례연구 성과 분류
식민지 정치 권력의 참여 유무
있음

농
외
투
자
의

없음

있음

고창 金氏家 (김용섭,1992c)
동복 오씨가 (홍성찬,1992)
암태도 문씨가 (박천우,1983)
강화 홍씨가 (홍성찬,1981)
곡성 조씨가 (홍성찬,1986)
곡성 정씨가 (홍성찬,1997)
예산 成氏家 (김성보,1987)
김갑순 (지수걸,1996)
서덕순 (지수걸,1997)

이병철(이병철,1986)
나주 이씨가(김용섭,1992 b)

없음

보성 이씨가 (홍성찬,1986)
해남 尹氏家 (최원규,1985)

강화 金氏家(김용섭,1992a)
경주 이씨가(박석두,1988)
영광 신씨가 (정승진,1998

유
무

기존의 사례연구들을 본 연구의 축적유형에 비추어 분류해 보면, 정경유착형
지주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렇지만, 시장형 지주와 권력형 지주에 대한 사례는
상당히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존의 연구들이 생산관계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일본 금융자본의 농촌지배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보
여준 연구 결과들이 정치권력에 의한 농업 자본의 통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
어졌는가에 대한 이론적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을 정치권력에 의한 자본의 통제를 간과하고 있다.
홍성찬의 사례연구들은 일제의 금융자본이 농촌을 지배하는 과정에서 조선인
지주들이 동태화되어 가는 측면을 부각시키고, 이 과정에서 기업가적 농장형지
주 유형을 도출시키고 있다. 김용섭은 나주 李氏家의 사례에서 자본가적 기업농
을 부각시키고 있다. 홍성찬을 조선후기와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지주유형을 부
각시키는 반면, 김용섭은 조선후기의 경영형 부농의 전통이 식민지 시기의 자본
가적 기업농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부각시킨다. 이 두 연구자 모두 초점은 지주
의 동태화에 두고 있다. 지주의 동태화는 시장의 압력과 그에 대한 적응의 문제
일 수 있지만, 식민지 시기라는 정치적 조건의 특수성 속에서 지주의 동태화의
동인은 경제외적 측면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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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시대 지주의 동태화는 권력에 의한 자본 통제의 한 결과일 수 있다. 이
러한 측면은 김용섭의 강화 金氏家의 사례와 최원규의 해남 尹氏家의 사례를 비
교해 보면 잘 드러난다. 이 두 사례는 모두 구래의 양반지주라는 점에서 공통점
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한 지주는 30 년대 지주경영을 포기하고 농업자본을 상
업자본화시키는 반면에 또 다른 사례는 지주경영을 농장제로 바꾸어 일제 식민
지 시기 내내 지주로 온존한다. 이 두 사례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식민지
권력에 참여했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서로 다른 자본축적의 결과를 보여준
다는 것이다.
해남 윤씨의 경우는 한말 국가의 농민전쟁 수습 과정에서 국가에 적극 협조
하면서 지주로서의 기반을 확립하게 된다. 그리고 일제 식민지기에는 일제의 금
융자본을 적극 이용하였다. 이러한 尹氏家의 금융혜택은 정치권력의 참여를 바
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일제 식민지 시기에는 중추원 참의까지 하게 된다.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아들이 일본에서 보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지주경영을 새
롭게 혁신한다. 지주경영 형태를 농장제로 바꾼 것이었다. 尹氏家의 이러한 동
태화는 기업가 정신에 의한 발로라기 보다는 국가 정책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
의지에 충실히 따르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金氏家는 식
민지 권력에 저항하는 민족자본적 모습이 강했다. 결국 금융혜택으로부터도 배
제되고, 또한 스스로 지주경영도 혁신하지 못한 채 지주경영을 정리하여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게 된다.
일제에 대한 정치적 태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 지주경영방식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지주로서의 자기존속과 쇠퇴에 차이가 나고, 따라서 지주계급 내부에서도
그 지주경영이 쇠퇴하는 가운데 몰락하는 자가 많았다(김용섭,1992a). 대부분의
연구자들을 이렇게 일제 식민지 시기 지주경영에 있어 정치권력의 영향력이 얼
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협조를 하나의 변
수가 아니라 상수로서 전제되며, 그렇지만 이들의 연구 전제는 정치적 중요한
것은 경제적 조정과 적응이라는 믿음이다.
조선의 지배계급은 관직을 갖고 있을 때 가장 안정된 부의 재생산을 누릴 수
있었으며 관직에 참여하는 경우 권력을 활용하여 보다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
듯이, 일제 식민지 시기에는 식민지 정치 권력에 참여할 경우에 그 권력을 통해
보다 큰 부를 축적하고 있다. 이 두 시기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권력을 통한
부의 축적이 국가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더 이상의 축적이 허용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가 전제력 뿐만 아니라 금융자원이나 산업
정책 같은 사회기반력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제 식민지기 이래 국가
권력의 이 두 측면은 양날의 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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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제 1 절

조선인 대지주의 자본축적 :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북지역에서 식민지 지주제의 전개

전북지역은 일제 식민지 시기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조선시대에도 대표적인
미곡 생산지대였다. 이곳은 전남과 더불어 조선왕조의 궁방전, 둔토 등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던 지역이다(박명규,1995:18). 김용섭의 경영형 부농이 검출된
지역도 바로 전북 지역이다. 한반도 최고의 미곡생산지역인 전북지역은 1899 년
군산이 개항되면서 일본의 집중적인 개발 대상지역이 되었다.
일제는 1897 년 목포를, 그리고 1899 년 군산을 개항시켰다. 군산항의 개항은
이 지역의 물자, 특히 곡물을 일본으로 이출시키는 주요한 통로로 기능하였다.
곡물 유출의 통로로서 군산이 갖는 비중은 계속 커져갔다. 특히 군산시는 일제
가 주변의 김제 및 만경평야 등의 지역에서 생산된 미곡을 일본 자국으로 수출
하고, 전북 및 충남 지역에 자신들의 자본제적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장시킨 거점 도시로서, 1913 년 부로 승격된 이후 1945 년 해방 당시까지 인구
ㆍ경제ㆍ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가속적인 성장을 보인 도시였다. 그러나 해방이
되면서 일본 미곡시장이 사라진 후의 군산시는 항구도시로서 기능을 상실하면서
쇠퇴의 길을 걸었다.
군산의 배후지에는 옥구, 김제, 익산, 부안에 걸쳐 넓고 비옥한 김제ㆍ만경
평야가 자리잡고 있었다. 전북 지역의 경작가능한 농지 비율은 조선의 평균 수
준을 웃돈다. 조선 전체 평균이 21.3%인데 전북 지역의 평균은 23.3%이다. 그리
고 경지면적 중 답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최고이다. 조선전체 경지중 답이차
지하는 비중이 36.9%인데, 전북지역은 72.1%이다. 전북지역에는 한일합방(1910
년)이전부터 일본인 농장이 개설되었다. 전라북도 군산, 전주 및 충남 강경 부
근에 佐藤農場, 宮崎農場, 川崎農場, 中西農場, 島谷農場, 藤井農場, 眞田農場,
吉田農場, 細川農場 등이 일찍부터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인 농장은
1910-1918 년 사이에 진행되었던 토지조사사업을 계기로 규모와 수가 더욱 크게
확대되었다. 1910 년 전북의 경우 일본인 농장은 24 개였으나, 1920 년에는 무려
58 개로 급증한다. 그 수는 더욱 늘어 1925 년경 전북에는 1 천정보 이상의 일본
인 농장 9 개, 100 정보 이상 39 개, 30 정보 이상 39 개 등 총 87 개의 일본인 농
장이 소재하여 그 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았다. 당시 일본인 농장이 많이 밀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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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던 지역은 군산부, 옥구군, 익산군, 김제군 등 군산 배후지였다. 특히
군산 및 옥구군의 일인 농장이 소유한 면적은 총 7 천 2 백 정보에 이르렀다(김
영정,1996:618-9).
일제는 군산 배후지역에 생산되는 미곡 이출을 위한 준비 전략으로 대단위
토목공사를 진행시켰다. 1907 년 한국 최초로 길이 46.7Km, 폭 7m 의 군산-전주
간 도로(全群道路)를 아스팔트로 포장하였다. 이 공사는 당시의 교통량이나 수
요로 볼 때 매우 특이한 것이었다. 미래의 본격적인 미곡 수송을 위한 것이었다.
또 다른 대단위 공사가 1912 년 군산-전주간 철도공사이다. 이 공사의 목적이
무엇인가는

군산선(群山線) 철도에 위치한 역의 소재지를 볼 때 금방 드러난다.

전주를 기점으로 동산역에는 미쓰비시 소유인 동산농장, 삼례역에는 조선인 대
지주 백인기와 금융가인 박기순의 농장, 대장역에는 細川農場, 이리역에는 동척
과 일본의 大橋농장 등 여러 지주들의 농장, 오산역에는 불이흥업의 전북농장,
임피역에는 전북의 대지주인 장영규의 원창농장과 천기농장, 대야역에는 八木農
場, 개정역에는 能本農場, 그리고 군산부에는 宮崎農場과 불이흥업의 대단위 간
척농장이 위치하고 있었다(이경란, 1992:258).
그밖에 일본이 전북을 미곡생산의 중심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은

수

리조합의 조직 및 정리사업이었다. 대체로 1920 년대 말까지 전북지역에 소재한
대표적인 수리조합은 익옥조합, 고부조합, 전익조합, 임옥조합, 옥구서부조합,
동진조합 등이었다. 1906 년 공포된 「수리조합조례」는 일본인들이 지목변경이
가능한 밭과 황무지를 대량으로 매수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리조합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 따를 때, 이러한 분쟁은 다음의 두 사실에
기원한 것이다. 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일제의 통치권력과 금융기관 그리고
대지주, 특히 일본인 대지주의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대지
주가 중소토지소유자와 소작농에게 부담을 전가시킴으로써 중소토지소유자의 토
지상실과 소작농의 궁핍화가 촉진되었다는 사실이다. 일본인 지주들에게 조합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몰락한 중소지주나 자작농들의 토지를 매입하는데 금융기관
의 대출이 필수적이었으며, 특히 후자의 사실에서 출발하는 계급갈등의 해결을
위해 정치권력에 의지했다(이경란,1990). 이것은 정경유착을 통한 자본축적이
동태적 지주들에게도 선택되는 자본축적 양식임을 보여준다. 즉 수리조합 같은
자본집약적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수입을 극대화를 하려는 동태적 지주로
분류되는 일본인 지주들도 계급갈등 문제를 식민지 통치권력에 의지하여 해결하
였다.
군산항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쌀이 일본으로 이출되면서 군산 주변에는 정미
업과 일본인 거류자들을 위한 조미료업, 양조업, 식료품업, 기타 생필품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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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업이 발전하였다. 1920 년대 이후 군산 지역에는 일본인 기업들이 속속 설
립되기 시작하였고, 이들 일본인들에게 기업자금과 상업자금을 조달해주기 위한
금융기관도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30 년대에 접어들며서 군산지역은 호
남지역의 금융중심지로 부상한다. 당시 군산에 소재했던 금융기관은 식산은행,
조선은행, 상업은행, 저축은행, 조흥은행 등 5 개에 이르렀다.
전북의 지주-소작 관계의 특성을 살펴볼 때, 전북 지역은 다른 지역과 비교
해 볼 때 다음의 두 가지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소작계약방식
이 주로 문서를 통해 이루어진 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작료의 결정방식이
주로 정조법 및 집조법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북 지역의 지주-소작 관계에 있어
서 지주의 강한 권한, 다시 말해 소작농의 취약한 상황을 말해 주는 것이다. 문
서계약은 형식상 자유계약이며,계약내용과 기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그래
서 지주가 원하면 소작권 이동이 구두 계약보다 쉽다. 소작계약시 문서계약은
식민지 조선에서 일반적 상황은 아니었다. 전국 평균이 27%인데 반해, 전북 평
균은 74%이다. 이것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질성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인 지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을 뿐 아니라 일본인 지주
가 차지하는 경지면적 또한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소작료 방식에 있어서도 소작농의 취약성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전
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타조법은 생산된 곡물을 일정비율에 의해 나누는 방식인
데 주로 5 할의 비율이다. 이 방식하에서는 실제경작자가 흉년을 만났을 때 자
동적으로 소작료액이 감소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존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러
나 정조법은 미리 소작료액이 결정되어 있는 방식으로서 실제 경작자의 부담이
더욱 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조법에서는 흉년의 수확량감소에도 불구하고
일정액의 소작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이는 결국 지주의 수입을 확보ㆍ
보장해 주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 표 4-1 > 전북 지방의 경영형태별 농가 戶數 추이
연도
1926 년
1930 년
1936 년
1938 년

총호수

지주
(甲)

지주
(乙)

자작

자소작

소작농

화전민

210,807

493

2,558

11,640

51,798

143,551

767

(100%)

(0.23%)

(1.21%)

(5.52%)

(24.57%)

(68.10%)

(0.36%)

228,217

450

2,612

10,100

53,101

161,529

698

(100%)

(0.20%)

(1.14%)

(4.43%)

(23.27%)

(70.78%)

(0.31%)

-

-

-

-

238,902
(100%)
236,969
(100%)

피용자
-

11,093

41,367

166,287

588

19,567

(4.64%)

(17.32%)

(69.60%)

(0.25%)

(8.19%)

11,442

40,373

162,691

1,071

21,392

(4.83%)

(17.04%)

(68.65%)

(0.45%)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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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정연태, 1997 에서 재인용. 1926 년과 1930 년 자료는 조선총독부 農林局, 1934
에서 인용.

< 표 4-1 >를 보자. 1926 년, 1930 년, 1936 년, 그리고 1938 년의 4 시기의
경영형태별 농가 추이를 살펴보면, 경영지주인 지주 (甲)과 소작지주인 지주
(乙)은 그 비율이 1926 년과 1930 년 두 시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하락하고 있다.
1936 년과 1938 년에 지주에 관한 자료가 없는 것은 일제 당국이 1933 년 이후에
는 집계하지 않고 지주(乙) 경우 자작에 포함시키고 있다. 자작의 경우는 1930
년이후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자소작과 소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준다.
1930 년대 중반기는 1920 년대 후반과 30 년대 초반의 농업공황의 종료로 미
가의 상승 추세가 물가지수의 추세를 능가하는 등 농가의 농업경영에 유리한 환
경이 조성되었다. < 그림 4-1 >을 보면 이러한 추세가 잘 나타나 있다. 농가의
경제사정도 그 이전에 비해 상대적 안정국면을 맞이 하였다. < 표 4-2 >는 전북
지방에서 소유농지를 매각한 농가수를 조사한 것인데, 자작농ㆍ자소작농 모두
해가 지날수록 소유지를 매각하는 戶數는 감소하고, 대항농가 총호수에 대한 비
율도 줄어들고 있다. 그 결과 1926 년에는 소유지 매각 戶數나 그 비율이 1933
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만큼 경영형태의 변동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
< 그림 4-1 > 전북 지역 논의 가격과 전국 논 수익율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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沓價/
40
수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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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北沓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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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沓수익율

< 표 4-2 > 전북지방의 소유지 매각호수
연도

자작농

자소작농

1933

551

(5.0%)

1,939 (4.6%)

1934

366

(3.4%)

1,526 (3.7%)

1935

362

(3.3%)

1,236 (2.9%)

1936

232

(2.1%)

821 (2.0%)

자료 : “全羅北道의 農業事情(1933-37)”.『全羅文化論叢』1.p.349.
그러나 이러한 감소가 농가 경영 상태의 호전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화전
민과 피용자는 증가되는 측면을 보여주는데 감소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이
부분으로 전이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1930 년대 농촌진흥운
동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자작농과 소작농의 경영 형태의 호전은 상대적인 측면
에서 호전이라고 할 수 있다(정연태,1997:270).
한편 지주적 소유분해는 진전되고 있었다. 소작농 비율의 감소와 자작농 비
율의 정체 추세는 소작지율의 정체 추세화 함께 흔히 지주적 토지소유가 이 시
기에 와서 정체된 것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박섭,1988)되고 있는데, 이는 양
면적 해석이 동시에 가능하다. 淺田喬一(1990)과 宮嶋博史(1993)은 이에 대해
서로 상반된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淺田喬一(1990:주봉규ㆍ소순열,1996:16-8 에서 재인용)과 宮嶋博史(1993)은
1930 년대 지주제에 대한 논의를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논의하
고 있다. 淺田喬一은 1930 년대 지주제 확대론을 확대론은 宮嶋博史는 1930 년대
정체론을 전개한다.
淺田喬一은 주로 대지주의 호수 및 소유면적 추이를 통해 전라북도 지주제의
특질 및 추진과정과 그것을 규정했던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검토하여 다
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930 년대 전북 지주제는 조선 지주제의 일반적 동향
과 동일하게 지주의 민족적 계급적 이익을 위해 고율소작료 수취를, 권력적 제
도적인 보장에 의해 이루어진 1920 년대에 이어 계속해서 강화해 왔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의 지주제의 확대에 있어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두 가지고 주목한다.
淺田喬一은 1930 년대 전북 지주제의 진전을 가능하게 했던 정치적 요인으로 일
본제국주의의 조선내 지배권력이 지주적 토지소유의 본질을 저지하는 개혁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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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 경제적 요인으로 지주가 토지소유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최대 조건인 고액고율의 소작료 수탈을 일본제국주의가 권력적이
고, 제도적으로 보장했던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지적한 경제적 요인
은 사실 내용적으로 정치적 요인이다(1990:주봉규ㆍ소순열,1996:17).
반면에 宮嶋博史(1993)는 1910 년 이전부터 1930 년대가지 식민지 지주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宮嶋博史은 지세납입자
자료를 통해 전국적 경향을 한쪽의 시야에, 그리고 宮嶋博史(1997), 이종범
(1987), 松本武祝(1987), 장시원(1989) 등에서 전개된 지역 사례연구를 다른 한
쪽 시야에 넣고 식민지기 지주제를 논하고 있다. 그는 다른 연구들과 다르게 광
무개혁 당시부터 1940 년대까지의 시간대를 시야에 담고 있다. 그에 따를 때 지
주적 토지집중 경향은 1910 년대 이전부터 1932 년까지 계속되었지만, 확대 속도
는 1920 년대 이전이 그 어떤 시기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확대는 일본
인 지주의 진출의 급증에 따를 것이었다. 그렇지만, 지주적 토지소유의 확대 경
향은 1933 년 이후 정체국면에 들어가고, 전북의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수(1942
년 당시 조선인 42 명)를 볼 때나 지세납입자 자료를 볼 때 1940 년대에는 축소
되었다.
宮嶋博史(1993:130-1)의 핵심적 주장은 식민지기 지주제의 연구는 식민지지
주제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대지주제”라는 측
면에서 동시에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식민지 기간동안에 토지소유 확
대 경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소수 대지주에 의한 토지집적은 지
속적으로 이루어졌었고, 이러한 집적은 지주제 내부의 격심한 교대ㆍ변동이 진
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것이다.
淺田喬一은 전북의 지주제 변화를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
명하려고 시도했지만, 정치적 요인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편향성을 보였다. 그리
고 宮嶋博史는 식민지지주제의 연구에서 “근대 지주제”의 측면을 도입할 필요성
을 제기하고 있지만, 경제적 요인, 특히 시장기회를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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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시기별 대지주의 소유경지 변동추이
(1926 년-1938 년)

1920 년대 지주중심의 농업정책이 1930 년대까지 지속된 것은 아니다. 1930
년대 일제의 사회개량적인 농업정책 속에서 자작농과 소작농의 어느 정도 상대
적으로 안정되어 갔지만 소수의 대지주들의 토지집중은 여전했다. 100 정보 이
상의 전국의 대지주들은 1936 년과 1942 년 사이에 972 명에서 1,055 명으로 그
수가 증가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총소유 면적은 1936 년에 322,382 정보, 1942
년에 321,477 정보였다. 그러나 평균 소유규모는 332 정보에서 305 정보로 감소
한 것이 된다. 여기서는 전국 지주의 추세를 염두해 두고 1920 년대 후반에서
1930 년대 후반까지 전북 지역 100 정보 이상의 조선인 대지주들의 자본축적 양
상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자.
< 표 4-3 > 은 전국 단위 자료이며, < 표 4-4 >는 전북 지역 자료이다. 이
두 표는 전북 지역이 전국의 수준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려
고 한 표들이지만, 사실 이 두 자료는 이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우선 지세자
료는 면단위에서 수집된 자료를 전국적으로 합산한 것이다. 따라서 여러 면에
걸쳐 토지소유의 합이 100 정보 이상인 사람은 제외되어 있으며, 순수하게 소유
면적에 의거한 자료라고 보기에는 난점이 존재하는 자료이다. 두번째 자료는 실
제로 소유면적에 의한 집계자료와 지세자료에 의한 집계자료가 혼재되어 있다.
여러 곳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을 한 곳에 모았기 때문에 『지주명부』의 집계와
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다

< 표 4-3 > 시기별 전국 100 정보 이상 지세납입자수
전국 상황
지세
납입자
戶數

1918

1922

1926

1930

1936

1937

조선인

328

327

391

354

385

476

일본인

404

480

543

548

561

596

합 계

732

807

934

902

946

1,072

자료 : 장시원,1989: 54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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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4 > 전북 지역 시기별 100 정보 이상 토지소유자수의 변동 상황
(단위 : 정보)
전북 상황

戶數

1919년

1926년

1930년

1936년

1938년

조선인

26

54

78

78

73(84)

*

일본인

34

35

46

58

42(56)

*

57

115(140)

*

148

계
경지
총 면적

경지소유
면적

1922년

60
234,730

89
-

124
235,851

136
235,345

237,656

91

238,438

조선인(%)

8,454
(3.6%)

-

18,734
(7.9%)

18,524
(7.9%)

19,983
(8.3%)

19,557
(8.2%)

일본인(%)

29,980
(12.8%)

-

35,827
(15.2%)

39,499
(16.8%)

37,498
(15.5%)

40,721
(17.1%)

계(%)

38,434
(16.4%)

-

54,561
(23.1%)

58,023
(24.7%)

57,481
(24.1%)

60,278
(25.3%)

자료 : 장시원,1989:63, 堀和生,1983:216; 주봉규ㆍ소순열,1996:209 에서 재인용
1) 원자료는 1919 년은 “徹底的 小作人 保護論,” 金融と經濟 6-4, 1919.8. 8 쪽.; 1922 년
은 全羅北道, 『 全羅北道農業槪要 』 ,1923;1926 년은 全羅北道, 內鮮人地主所有地
調 .1928; 1930 년은 日本 農林省 京城米穀事務所 群山出張所, 全北·全南地主
調;1936 년은, 全羅北道 農務課, “全羅北道農業事情(1933-1937),1937.;1936 년은 姬野
實,『朝鮮經濟圖表』,朝鮮統計協會.1940.;1938 년은 全北 農村振興課,『(秘)全羅北道
大地主調』,1939.
2) 경지소유면적란의 %는 각 해당연도의 전북 총경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3) 1936 년은 두 가지 자료가 존재 ( )*는 姬野實,『朝鮮經濟圖表』,朝鮮統計協會.1940
이다. 이러한 차이는 1936 년부터 도외지주가 집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
된다(松本武祝,1987 참조).

전반적으로 전국적 100 정보 이상의 지세납입자의 수와 더불어, 전북의 총경
지에서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들이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도 증가추세에 있다.
1919 년 26 명이었던 것이, 1922 년에는 54 명으로 3 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한다.
1922 년과 1926 년 사이의 변화는 1919 년과 1922 년의 증가추세보다는 다소 완
만하다. 1926 년과 1930 년 사이에는 증가를 보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 이것은
1920 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외부적으로 세계농업공황, 내부적으로 소작쟁의와
같은 계급갈등 상황에 지주 경영지 확대에 장애요소로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생
각된다. 그렇지만, 1930 년의 78 명의 지주수가 1936 년에는 73 명(84 명), 1938
년에는 91 명의 추세를 보여준다. 전북지역의 100 정보 이상의 조선인 대지주들
은 1919 년부터 1938 년에 이르는 20 년간의 기간 동안에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1942 년에 이르면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전시통제체제로 전
환하면서 지주의 힘도 약해지는데, 이 때 전북의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수는
34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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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00 정보 이상의 조선인 대지주가 전북 총 경지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1919 년의 26 명의 대지주가 전북 경지의 3.6%
를 차지하고, 1926 년에는 78 명의 지주가 전북 총경지의 7.9%, 1936 년에는 84
명의 지주가 전북 총경지의 8.3%, 1938 년에는 91 명의 지주가 전북 총경지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지주 1 인 평균 면적이 점차적으로 감소
함을 나타낸다. 그래서 이 지표를 통해 지주의 힘이 1930 년대 들어서 정책전환
을 통해 약해지는 추세로 해석하는 연구도 있지만(박섭,1995), 지주계급 내부의
경영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제 식민지 시기 내내 지주-소작
라는 생산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지주제는 그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별적 수준에서는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시기별로 상당수이 지주
들이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에서 탈락하고, 또 신규진입자들이 지속적으로 등
장한다는 것은 일제 식민지시기 농업이 갖고 있는 매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제 식민지 시기 전북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100 정보 이상의 대지
주들의 지주경영지의 변동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한다. 1926 년,
1930 년, 1936 년, 그리고 1938 년 4 개년에 걸친 자료가 있다. 이 자료는 20 년
대 일제의 산미증식계획과 팽창하는 시장기회의 덕분에 경제적 수혜자였던 지주
계급이 지주중심의 농업정책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30 년대에는 어떻게 변했는
가를 보여줄 수 있다.
본 논문은 1920 년대 일본의 미곡시장의 확대와 일제의 산미증식계획으로 인
한 총독부가 지주에 후원하는 농업금융 같은 혜택의 증가가 기계적으로 조선인
대지주의 일방적 성장과 연결된 것은 아니다. 1920 년대 중엽 이후 특히 100 정
보 이상을 소유한 조선인 대지주의 수가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이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미곡수요 확대, 미곡상품화, 농업금융, 지세
정책 등의 측면에서 대지주계급의 성장에 유리한 객관적 조건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객관적 조건은 대지주계급 내부의 급격한 교체현상을 포함하면
서 일부 지주들의 토지집적을 가능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전북 지역의 시기별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의 수의 변동은 이러한 측면을 매우 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를 때 4 시기 중 한 시기라도 100 정보 이상 토지를 소유했던 대
지주는 181 명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일제 식민지 시기 내내 지주-소작이라는
생산관계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토지자본의 인
격체로서 지주가 아니라 개인적 수준에서 대지주를 볼 때 개별지주경영의 안정
성은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다. 181 명의 지주 중 과반수 이상이 4 개의 시기 중

- 59 -

에서 단 하나의 시기에만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로 나타났다. 그만큼 각 시기
간에 100 정보 이상의 지주에서 100 정보 미만의 지주로 하락하는 경우와 100 정
보 미만의 지주에서 100 정보 이상의 지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
1926 년, 1930 년, 1936 년, 그리고 1938 년 4 개의 시기에 대해 지주들이 대
지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15 가지이다5). 이 15 가지 가능성은 6 가지
유형으로 좀 더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것은 2 개 이상의 조사시기에서 연
속적으로 대지주로 존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리고 단지 한 개의 조사시점에
서만 대지주로 존재하는냐 등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단속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 대지주로서의 생존을 낮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두 시기만 대지주로
존재했던 사람보다 세 시기를 단속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이 대지주로서의 위상은
더 높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표 4-5 > 각 유형별 지주유형 분포
해당 인원수

연속적

비

고

제 1 유형

16 명

(8.8%) 연속적 4 시기

제 2 유형

8명

(4.4%) 연속적 3 시기

제 3 유형

50 명 (27.6%) 연속적 2 시기

제 4 유형

5명

(2.7%) 단속적 2 시기

제 5 유형

6명

(3.3%) 단속적 3 시기

단절적
1 회성

제 6 유형

96 명 (53.0%) 1 시점만 대지주
181 명

< 표 4-5 >는 대지주들의 4 개의 조사시기에 지주로서의 존재가능성을 6 가지
로 줄인 것이다. 제 1 유형에서 제 6 유형까지 존립 방식을 좀 더 자세히 열거해

5) 4 개의 조사시점에 있어서 단지 1 개 년도에만 대지주로 존재할 수 있는 경우가 4 가
지, 26 년 30 년처럼 2 개년 연속으로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로 존재하는 경우가 3 가
지, 26 년 36 년처럼 연속적은 아니지만 2 개연도에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3 가지, 3 개년 연속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2 가지, 3 개년에
걸쳐 연달아 100 정보 이상의 지주는 아니지만 3 개년에 걸쳐 100 정보 이상의 지주로
존재할 가능성이 2 가지 그리고 4 개 시점 모두에 100 정보 이상의 지주로 존재하는
가능성은 1 가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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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다음과 같다. 1926 년의 100 정보 이상의 지주가 1938 년까지 한 시기도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로서 탈락하지 않고 4 시기에 걸쳐 100 정보 이상의 대지
주로 지속성을 갖고 존재하는 지주들이 제 1 유형을 이룬다. 이 유형에 속하는
지주수는 16 명이다. 제 2 유형의 지주는 1926 년이나 1930 년에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로 존재하기 시작해서 이후 두 시기에도 100 정보 이상의 지주로 존재하
는 지주들이 제 2 유형을 이루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지주들은 모두 8 명이
다. 1926 년과 1930 년, 1930 년과 1936 년, 그리고 1936 년과 1938 년 등 2 시점
에 걸쳐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로 존재하는 지주들이 제 3 유형을 이룬다. 이
유형에 속하는 지주들은 모두 50 명이다. 제 1 유형에서 제 3 유형에 이르는 지주
들 처럼 지속적으로 100 정보 이상의 지주로서 존재하지는 않지만 2 시점, 3 시
점에 걸쳐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로 존재하는 지주들이 각각 제 4 유형, 제 5 유
형의 지주들로 존재한다. 제 4 유형에 속하는 지주는 모두 5 명이며, 제 5 유형에
속하는 지주는 모두 6 명이다. 즉 이들은 4 개의 시점 중에서 3 개의 시점에 또
는 2 개의 시점에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로 존재하지만 그것이 연속적으로 이어
지지 않는 지주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오직 1 개의 시점에만 100 정보 이상의 대
지주로 존재하는 지주들이 제 6 의 유형을 이룬다. 제 6 유형의 경우는 총 96 명
이다. 1926 년에만 100 정보 이상의 지주로 존재하는 자가 19 명, 1930 년에만
100 정보 이상의 지주로 존재하는 자가 14 명, 1936 년에만 100 정보 이상의 지주
로 존재하는 자가 25 명, 그리고 1938 년에 100 정보의 지주로 존재하는 자가 38
명이다. 이는 181 명의 100 정보 이상의 지주 중에서 53%의 비율에 이르는 수치
이다.
< 표 4-6 >와 <그림 4-2>는

각 시기에 걸쳐 연속적으로 대지주로 존재했던

사람과 단속적으로 대지주로 존재했던 사람들을 모두 포괄하여 각 시기의 신규
진입자들이 그 다음 시기에 얼마나 살아 남고, 최초의 조사시점인 1926 년에서
부터 최종 조사시점인 1938 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생존했는가를 보여주고 있
다. < 그림 4-2 >와 < 표 4-6 >는 1926 년부터 1938 년 사이 전북지역의 조선인
대지주들의 시기별 잔존율을 통해 소유변동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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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 > 100 정보 이상 대지주의 각 시기별 잔존자수
100%
23
80%

38
42
1938년
1936년

60%
78

비율

17

40%

55

1930년
1926년

6
6

20%

25

22

0%
26년

30년

36년

38년

연도

< 표 4-6 > 100 정보 이상 대지주의 각 시기별 잔존자수
기준/비교연도

1926 년

1930 년

1936 년

1938 년

1926 년

78 명

55

25

22

23

6

6

42

17

1930 년
1936 년
1938 년
합계

38
78 명

78 명

73 명

83 명

1926 년의 78 명의 100 정보 이상의 토지소유자 가운데 1938 년까지 지속적으
로 100 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 중에 16 명 뿐이다. 4 시기
중 어느 한 시기라도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에서 탈락하였다가 다시 진입했던
6 명을 포함하면 22 명이다. 1930 년도에 일시적으로 탈락했던 사람이 2 명 있고,
1936 년에 일시적으로 탈락했던 사람이 4 명 있다. 1926 년과 1930 년에 걸쳐 동
시에 100 정보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55 명이다. 1930 년 78 명의 100 정
보 이상의 토지소유자 가운데 23 명은 새롭게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로 등장한
사람들이다. 1936 년 대지주 73 명 중에서 1926 년에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였었
던 사람은 25 명이다. 이 중에서 1926 년과 1930 년의 100 정보 이상의 지주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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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출신은 21 명이다. 즉 1926 년, 1930 년, 그리고 1936 년 세 시기에 걸쳐 연속
적으로 대지주인 사람이 21 명이라는 애기다. 1930 년의 신규진입자 23 명 중에
6 명(이중에는 부자관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주로 간주했던 박기순-박영철 부
자가 포함되어 있다)만이 1936 년에도 100 정보 이상의 지주로 남아있고, 1936
년에 또다시 42 명의 신규자가 발생했다. 1926 년에 100 정보 이상의 지주 중 4
명은 1930 년에 일시적으로 100 정보에서 탈락했다가 1936 년에 다시 100 정보 이
상의 대지주로 복귀하였다. 1938 년의 자료를 보면, 1926 년부터 1938 년 사이에
100 정보 이상을 지속적으로 지켜온 사람은 16 명과 신규진입자 38 명, 36 년의
신규 진입자 42 명중 17 명이 1938 년에도 100 정보 이상의 지주로 남아있고, 그
리고 1930 년에서 100 정보 이상의 지주였다가 1938 년에 재등장한 지주들이 있
다.
이것은 식민지 시기 지주경영이 안정성을 갖고 진행된 것이 아니라 불안정성
을 갖고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흔히 기존의 연구들은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에 정태적 지주가 도태되고, 동태적 지주들이 주로 생존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주경영이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만 규정될 때나 가능한 애기다.
지주경영은 전적으로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만 규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
1926 년에 100 정보 이상의 지주인 사람 78 명 중에 22 명(26.8%)만이 1938 년
에도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이다. 22 명 중에 16 명은 4 시기 중에서 한번도 대
지주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며, 6 명은 1930 년이나 1936 년의 시기
에는 대지주에서 탈락했던 사람들이다. 1930 년에 대지주에서 탈락되었다가 다
시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로 등장한 사람은 2 명(이준녕, 권찬성)이며, 1936 년
에 대지주에서 탈락되었던 사람(곽동석, 나도진, 진재석, 김병순)은 4 명이다.
1926 년의 대지주 중에서 1936 년에도 대지주인 사람은 25 명인데, 이 중에서 4
명은 30 년도에는 대지주에서 탈락한 뒤 1936 년에 다시 대지주로 등장한 사람이
다. 이 4 명 중에 2 명은 38 년에도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로 남아있다.
1930 년에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로 신규 진입했던 23 명 중에서 1938 년에도
대지주인 사람은 6 명이다. 생존률이 7.3% 밖에 안된다. 그리고 6 명 중의 3 명
은 36 년에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의 명단에서는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다. 1930
년도 신규 대지주 진입자 23 명 중에서 1936 년에도 대지주로 존재하고 있는 사
람은 6 명 뿐이다. 1930 년과 1936 년의 시기 사이에 잔존률은 26%이다.
1936 년에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로 신규 진입했던 사람은 42 명이다. 이 중
에서 17 명(39.5%)는 1938 년에도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로 남아있다. 그리고
1938 년의 100 정보 이상 대지주의 신규 진입자는 38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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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전북과 전북이외의 지역에 경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
서 살펴보자. 전남이나 충남에 경지를 소유하고 있던 지주들보다는 경기 지역에
토지를 소유했던 지주만을 살펴보자. 이유는 경기도의 지주명부는 37 년의 상황
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1938 년 전북지역 대지주의 신규진입자인 이종훈은
경기지역에 41 정보의 토지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1930 년에만 지주로 존재했던
3 명은 1937 년 경기지역에 토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중 2 명은
100 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1 명도 84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지역에서 1926 년, 1930 년, 1936 년 그리고 1938 년에 한 시점이상 100
정보 이상의 경지를 소유했던 지주의 총 수는 181 명이다. 시기별 신규 진입자
는 1930 년에 23 명, 1936 년에 42 명, 1938 년 38 명이다. 1926 년에 100 정보 이
상의 대지주로 알려진 78 명은 1926 년 이전에도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로 존재
했을 가능성6)이 상당히 크지만, 본 논문에서는 78 명 모두를 1926 년 신규 진입
자로 간주하기로 하겠다.
신규 진입 지주를 축적유형별로 어느 규모의 토지소유지를 갖고 100 정보 이
상의 지주로서 시작했는지를 살펴보자. 1926 년의 경우는 그 이전부터 대지주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무척 높지만, 연구자 자의에 따라 토지규모를 100 정보 이상
에서 150 정보 미만을 1 등급이라고 하고, 150 정보에서 200 정보 미만을 2 등급
이라고 하고, 그리고 200 정보 이상을 3 등급으로 나누어 보기로 하겠다. 1926
년의 경우는 이러한 구분이 무의미할 수 있지만, 1930 년 이후 신규 진입자들의
경우에 있어 150 정보 이상의 규모로 신규 진입을 하는 경우는 최소한 자신의
지주경영지를 2 배 이상 확장한 경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2 등급이나 3 등급
으로 신규 진입하는 경우는 신규 진입이전에도 100 정보는 아니지만 상당한 토
지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6) 김용섭(1992c:195)의 연구에 따르면, 김경중과 그의 아들들인 김성수-김연수 일가의
1918 년 토지소유 상황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일가의 당시 토지소유 상황은 대략 743
정보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1923 년 『동아일보』 3 월 10 일자에는 토지조사사업 완
료이후 1910 년대말 토지소유상황으로 판단되는 토지소유 상황을 보도하고 있는다.
이에 따르면,민대식은 2,333 정보, 민병석은 931 정보, 백인기는 901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강동진,198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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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7 > 1926 년 신규 진입자의 축적유형별 토지규모
1926 년

정경유착형

권력형

시장형

현상유지형

합

1 등급

6명

1명

7명

24 명

38 명

2 등급

3명

1명

8명

6명

18 명

3 등급

6명

6명

10 명

22 명

합

15 명

21 명

40 명

78 명

2명

1 등급(100-149 정보) , 2 등급(150-199 정보),

3 등급(200 정보 이상)

1926 년 전북 지역 100 정보 이상의 토지소유자 78 명의 명단을 30 년의 100
정보 이상 토지소유자의 명단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중 55 명은 30 년에도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임이 확인되고 있지만, 23 명은 30 년도에 100 정보 이상의
지주 명단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리고 이 23 명 중 19 명은 1926 년 이후에는 다
시는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의 명단에 나타나지 않고있으며, 4 명은 36 년이나
38 년에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1926 년 이후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 명단에 나타나지 않는 19 명 중
에서 30 년도 이후 토지소유상황이 알려져 있는 사람은 6 명이다. 우선 30 년도
의 토지소유 상황이 알려진 사람은 5 명이고, 1938 년의 토지소유 상황이 알려져
있는 1 명의 지주가 있다. 1930 년도의 토지소유 상황이 알려진 5 명은 이완식
(133 정보 →46 정보), 박인초(119 정보 →72 정보), 송택규(152 정보 →81 정보),
문성리(115 정보 →88 정보),그리고 허판선(103 정보 →88 정보)이다. 김태형은
1926 년에 109 정보의 지주경영을 하였으나, 1926 년 이후에는 100 정보 이상의
지주에서 빠져있으며, 1938 년에 그의 토지소유 상황이 확인되는데, 확인된 토
지소유 상황은 52 정보였다. 그리고 이준녕, 권찬성, 박병선, 노병준은 26 년에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였다가 30 년에는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 명단에서 제외
되었다가 1936 년에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 명단에서 다시 발견되는 4 명의 지
주들이다. 이준녕은 1926 년 131 정보, 1936 년과 1938 년에는 각각 160 정보,
105 정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권찬성은 1926 년에 177
정보의 지주경영지를 갖고 있었으나, 1930 년도에는 100 정보 이상의 지주 명단
에서 제외되었다가 1936 년과 1938 년 대지주 명단에 182 정보를 소유한 지주로
다시 나타난다. 노병준과 박병선은 1936 년의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 명단에 다
시 나타나는데, 노병준은 1926 년에는 119 정보의 경지를 소유하였으나 1936 년
에는 111 정보의 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병선은 26 년에
는 161 정보의 토지소유를 하고 있었으며, 1936 년에는 138 정보의 토지를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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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확인된다. 박병선은 나머지 3 명의 지주들과는 다르게 농외투자도 1
건하고 있다. 1929 년에 창립한 자본금 16,000 원의 ㈜安全자동차의 감사(31 년)
와 이사(35 년)을 지냈다. 이 회사는 38 년 이후 그 존속여부는 불명상태이다.
추측컨데 박병선은 1931 년의 자료에 농외투자 지주로 나타나고 있는 박병선은
자신의 농업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킨 지주였고, 산업자본으로 전환시킨 이
후 30 년대 산업자본에서의 이윤을 다시 토지자본으로 전환시켜 100 정보 이상의
지주로 등장하였다가 회사의 존립여부가 불명확한 시점이 38 년이라는 것을 고
려할 때,1938 년 이후에는 대지주로서 그리고 자본가로서의 위치를 상실한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1930 년부터 1938 년까지의 신규로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로 등장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1930 년 전북지역의 지주명단에 따를 때, 100 정보 이상의 토
지소유자로 확인된 사람은 78 명이다. 이 중에서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사람은 23 명이다. 물론 이들이 정말로 1930 년도부터 100 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기 시작한 지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1930 년
이전에 100 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1926 년도 100 정보 이상의 지주 명단에서 이들의 이름이 발견되
지 않았다는 사실에만 주목하여 이들이 1930 년도에 처음으로 100 정보 이상의
지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할 뿐이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 진입 지주들에
게도 이러한 가정을 적용시킬 것이다.
신규 진입 지주 23 명은 어느 규모의 토지소유지를 갖고 100 정보 이상의 지
주로서 시작했는지를 살펴보자. < 표 4-8 > 은 축적 유형별로 신규 진입시의 토
지규모를 3 등급으로 나눈 것이다.

< 표 4-8 > 1930 년 100 정보 이상 신규진입자 수
1930 년

정경유착형

1 등급

시장형

현상유지형

합

강영태(104 정보)
유창근(111 정보)

12 명

14 명

2 등급

인창환(151 정보)

민윤식(187 정보)

3 등급

박기순(756 정보)

윤용식(252 정보)

합

2명

4명

1 등급(100-149 정보) , 2 등급(150-199 정보),

박기철(184 정보)
외 2명
조용규(332 정보)
외 1명
17 명

3 등급(200 정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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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4명
23 명

정경유착에는 인창환과 박기순이 있다. 박기순은 전북 예산 군수(1910 년),
금융조합장, 조선농회 전북 지역 부회장, 중추원 참의 등을 통해 일제 식민 권
력에 참여했다. 1926 년의 지주명부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1926 년 이후부터
축적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는 토지규모로 1930 년에 신
규 진입하였다. 30 년 이전까지 4 건의 농외투자를 기록하고 있다. 2 건은 은행
업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철도업, 나머지 하나는 축산업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박영철도 1931 년과 1935 년의 신사록(1931:376;1935:414)에 따르면,
1930 년 중추원 참의와 조선상업은행두취를 역임했다. 여기서 박기순과 박영철
의 경제활동에 있어 관직경험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박
영철은 전북 대지주 백인기와는 친구로 알려져 있다. 그외 러일전쟁 참전부터
시작해서 화려한 이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해방 전 1939 년에 죽었지만, 해
방후 대표적인 친일파 중의 한명으로 평가된다. 박영철은 7 건의 농외투자를 기
록하고 있다.
인창환은 1936 년에서 1938 년 사이에 중추원 참의를 역임했고 전주부회의원,
전주금융조합장을 역임했으며, 금융업과 은행이사를 지냈다. 2 건의 농외투자에
관여하고 있다. 하나는 ㈜전주무진과 ㈜ 삼남은행이다. 전주무진7)은 1923 년에
10 만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한 금융업종이다. 인창환은 1925 년에 이사의 직위를
갖고 있었다. 이 회사는 1939 년에 전북無盡으로 통합되었다. 삼남은행은 1920
년 100 만원의 자본금으로 출발한 은행이다. 인창환은 1925 년부터 이 은행의 이
사를 역임했다. 그러나 삼남 은행은 1927 년 신은행령에 따라 조선상업은행으로
합병되었다. 인창환은 1930 년 151 정보, 1930 년 255 정보, 그리고 1936 년에는
245 정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1938 년의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박기철의 경우는 현상유지형 지주이다. 1926 년에는 89 정보의 토지를 소유하
고 있던 지주였으며 1930 년에는 184 정보 이상의 지주로 토지소유를 확장시킨

7 ) 無盡會社는 일본인에 의해 조선에 이식된 금융기관의 일종이다. 일본인간의 자금의
상호융통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無盡講’이 회사형태로 변한 것이 무진회사이다.
1922 년 「조선무진업령」이 발효된 이후 무진회사는 전국 각지에서 설립되었다. 무
진회사는 금전대차뿐 아니라 토지건물 임대차, 생산물 위착판매 등의 재산관리를 겸
하여 사실상 다른 금융회사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무진회사는 도시노동자 및 영
세상공업자간의 자금융통을 담당하였던 금융기관이고, 이에 조선인의 일부가 포섭되
어 있으나 그 중심은 일본인이다. 이와 같이 무진업은 근대적 금융기관으로부터 소외
될 수 밖에 없었던 계층을 대상으로 성장한 금융기관이었다. 무진회사는 1931 년
「조선무진업령」이 개정되면서 최소자본금 10 만원으로 규정되면서 합병이 진행되어
20 년대말과 30 년대초 전성기를 누렸던 무진회사는 1937 년 23 개사로 그 수가 감소된
다(배영목,1990:2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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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이다. 그러나 1930 년도 이후 다시는 100 정보 이상의 지주 명단에서 확인되
지 않는 인물이기도 하다. 무엇때문인지 몰라도 급격하게 성장했고 또한 급격하
게 하강한 것으로 보인다.
1930 년에 신규 100 정보 이상의 지주로 등장한 지주들 23 명 중에 14 명은
1930 년에만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로 존재하였고 그 이후에는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 명단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인물들이다. 현상유지형 지주 이정규(216 정
보), 시장형 지주에는 윤용식(252 정보), 박기순 등은 1930 년도의 지주명부에만
나타나는 지주이다. 그러나 박기순의 경우는 1936 년에 그의 아들 박영철이 755
정보 규모의 대지주로 신규 진입하고 있는 것을 명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표 4-9 > 에 나타나는 것처럼, 1936 년 전북지역에서 신규로 100 정보 이상
의 지주경영자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42 명이다. 이중에서 17 명은 1938 년에
도 연속적으로 100 정보 이상의 지주로 남아있지만, 25 명은 1936 년에만 100 정
보 이상의 대지주로 등장할 뿐이다.

< 표 4-9 > 1936 년 100 정보 이상 대지주 신규 진입자
1936 년

정경유착형

권력형

시장형

1 등급

2 등급

백남혁
(186 정보)

3 등급

김상훈(207 정보)
2명

신문휴
(176 정보)
이동기
(464 정보)

2명

1 등급(100-149 정보) , 2 등급(150-199 정보),

신수달
(159 정보)
박정식
(193 정보)

현상유지형
김동렬(140 정보)
외 22 명

23 명

양경수(180 정보)
외6명

12 명

김영섭(641 정보)
외5명

7명

35 명

42 명

2명
3 등급(200 정보 이상)

< 표 4-10 >은 1938 년에 신규로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로 등장한 사람들의
수가 나타나 있다. 1938 년에 신규로 100 정보 이상의 지주에 오른 사람은 38 명
이다. < 표 4-10 >은 38 명은 어떠한 규모로 100 정보 이상의 지주로 진입했는
가를 보여준다. 100 정보에서 150 정보 사이는 25 명이고, 150 정보 이상에서 200
정보 사이는 9 명이다. 200 정보 이상은 4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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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0 > 1938 년 100 정보 이상 대지주 신규 진입자
1938 년

1 등급

권력형
장병선(105 정보)
김용술(141 정보)

2 등급

3 등급
합

시장형

현상유지형

합

정태한(100 정보)
이종훈(103 정보)
최두일(110 정보)
박석규(118 정보)

19 명

25 명

이석한(160 정보)

8명

9명

조영규(209 정보)
나정환(221 정보)
허방환(489 정보)

진만수(355 정보)
3명

1 등급(100-149 정보) , 2 등급(150-199 정보),

5명

30 명

4명
38 명

3 등급(200 정보 이상)

1938 년 전북지역에서 새롭게 100 정보 이상의 지주경영자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38 명이다. 이 38 명 중에는 일본에 협조를 하면서 동시에 농외부문에 투
자하고 있는 정경유착형 지주는 없지만, 시장형 지주가 5 명, 권력형 지주도 3
명, 그리고 현상유지형 지주는 28 명이다.
우선 권력형 지주로는 장병선(105 정보), 김용술(141 정보), 진만수(355 정보)
이 있다. 장병선은 전주상공회의소의원을 역임했으며, 그리고 금융업과 정미업
에 농외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그 규모가 작기 때문인지 장시원의 연
구에서 농외지주로는 제외되어 있는 인물이다. 김용술은 정주 읍회의원을 지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진만수는 전북도회의원을 역임했다.
1926 년부터 1938 년까지 4 시기에 거쳐서 지속적으로 100 정보 이상을 소유하
고 있는 사람은 16 명이다. < 표 4-11 > 은 1926 년부터 1938 년까지 지속적으로
100 정보 이상을 소유한 16 명의 지주들에 대한 각 시기별 소유변동이 제시되어
있으며, 농외투자 건수와 식민지 권력 참여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16 명의 대
지주 중에서 정경유착형이 7 명, 시장형은 4 명 그리고 현상유지형이 5 명이 있
다.이 16 명의 지주들은 1926 년부터 1938 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주경영을 유지해
왔지만, 지속적으로 토지를 확대한 지주들 보다는 토지의 확대와 축소가 반복되
었다. 4 시기에 걸쳐 한 번도 소유토지가 감소되지 않았던 사람은 정경유착형
지주인 박희옥, 현상유지형 지주가 2 명있다. 강대식과 장영규이다. 장영규의
경우는 농장형 지주이다. 20 년대에서 30 년대로 가면서 토지가 점점 축소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있었다.
이 16 명의 대부분은 농외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시장형 지주가 농외투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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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나 정경유착형 지주가 농외투자 한 경우는 각각 5 명, 6 명이지만, 투자회사
후에서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경유착형 지주들은 수개의 회사에 투자
했었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시장형 지주의 경우는 모두 1 개의 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 표 4-11 > 1926 년에서 1938 년까지 지속적으로 경지 100 정보 이상을 소유하
는 조선인 대지주 일람표
(단위 : 정보)
이름

26 년

30 년

36 년

38 년

김기동

102

196

233

166

1

174

박동래

105

138

157

237

-

159

박제현

120

450

483

267

9

330

子:도회의원

김영무

144

247

362

320

6

268

참의(’27-29)

박희옥

156

266

386

574

1

346

참의(’33-38)

김상기

157

129

285

279

1

213

강대식

161

248

255

291

1

239

*

문종구

189

365

277

222

3

263

박용만

220

237

430

172

-

265

김헌영

256

254

120

251

-

220

이영일

332

377

100

364

1

293

*

장영규

347

583

798

720

-

612

김인철

350

270

249

191

-

265

*

홍종철

409

372

100

370

2

313

참의(’30-2)

*

김연수

1,130

704

538

659

21

758

참의(’940)

*

백인기

1,236

2,296

3,686

1,908

9

2,282

*

*

농외
4 시기
투자
평균면적
회사수

주요경력

참의(’39)

참의(’28-9)

표시는 농장경영지주를 말한다. ‘참의’는 중추원 참의를 말한다.

16 명의 4 시기 연속 100 정보 이상의 토지를 유지했던 대지중 중에서 4 시기
의 평균 토지소유 면적이 컸던 두 사람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백인기는 한일합방 직후인 1911 년 일제에 의해 조사한 전국 50 만엔 이상의 조
선인 자산가 32 명 중의 한명이다. 1923 년 3 월 10 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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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기의 소유경지는 대략 900 정보이다(강동진,1980:152). 백인기는 1882 년생
으로 대한제국기에 탁지부 주사(1900), 육군보병참위(1903), 외부참서관을 역임
했으며, 통감부이후 한성농공은행 감사, 한일은행 전무 취제역, 경기도회 의원,
중추원 참의(1928-29)등을 역임했다(박은경,210). 수리조합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토지개량보조사업에도 참여했다. 1923 년 12 월에 총독부로부터 허가
를 받아 1920 년에 준공된 것으로 51 정보의 면적을 개량하여 32 정보를 개답하
였다.1926 년부터 1936 년까지 지속적으로 지주경영을 확대하였다. 1926 년의 소
유토지는 1,235 정보, 1930 년에는 2,296 정보, 그리고 1936 년에는 3,686 정보
를 소유하였다. 그러나 1938 년에 이르면, 1,908 정보로 1930 년과 1936 년과 비
교할 때 그 규모가 감소되었다. 백인기는 해방 무렵 300 정보 정도의 토지를 소
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토지는 부인에 의해 남성학원 설립을 통해
사회에 환원했다.
김연수의 경우는 1926 년 당시 1,130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1930 년에는
704 정보, 1936 년에는 538 정보, 그리고 1938 년에는 659 정보의 토지를 보유하
고 있었다. 1926 년 이후 지주경영은 축소되었지만, 그는 식민지 조선의 대표적
인 자본가로서 지주경영에서 축소된 부분은 농업이외의 부문에 투자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그는 농업 부문과 공업 부문 두 부문 모두에 관련하여 자본
을 축적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농장경영은 1924 년 삼수사의 설립에서 시작되
어, 1925 년과 1926 년에는 줄포농장, 고창농장, 고홍농장, 신태인농장을, 1927
년에는 법성포농장을, 1931 년에는 영광농장을 개설하는 등 급속한 외형적인 사
세확장을 이룩하였고, 1934 년 ‘삼양사’라는 농장을 개원했다. 삼양사는 자본금
120 만원인 합자회사이다. 당시 16 살인 장남을 포함하여 다섯 아들과 김연수가
각각 20 만원씩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다. 공업부문에 있어서 식민지 기간 동
안 그와 그의 가족이 관련된 회사는 신문사, 제조업, 보험업, 은행업, 광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24 개사에 이른다.이 중에서 경성방직은 방직업 분야에서
조선인이 소유한 가장 큰 회사 중의 하나이다. 김연수는 경성주재 만주국 명예
총영사,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 중추원 참의 등을 식민지 시기 동안 역임했으
며, 태평양 전쟁 기간 중에는 813,000 원의 헌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
방후 반민특위에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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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대지주의 자본축적 유형별 양상

< 표 4-12 > 와 < 표 4-13 > 은 식민지 시기 전북지역의 1926 년부터 1938 년
의 시기 동안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 181 명에 대한 구성의 분포와 비율이 축적
유형별 그리고 시기별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 표 4-12 > 축적 유형별 분석대상의 수
식민지 정치 권력의 참여 유무
농
외
투
자
의
유
무

있음

없음

있음

정경유착형 지주
19 명(10.5%)

시장형 지주
32 명(17.7%)

51 명
(28.2%)

없음

권력형 지주
9 명(5.0%)

현상유지형 지주
120 명(66.9%)

130 명
(71.8%)

28 명(15.5%)

153 명(84.5%)

181 명
(100%)

< 표 4-13 > 시기별 축적유형별 수의 변화
1926 년
정경유착형

15 명(19.2%)

1930 년

1936 년

1938 년

16 명(20.5%) 12 명(16.4%) 10 명(12.0%)

권력형

2 명 (2.6%)

2 명 (2.6%)

4 명 (5.5%)

시장형

21 명(26.9%)

21 명(26.9%) 11 명(15.1%) 14 명(16.9%)

현상유지형

40 명(51.3%)

39 명(50.0%) 46 명(63.0%) 52 명(62.7%)

합계

78 명(100%)

78 명(100%)

73 명(100%)

7 명 (8.4%)

83 명(100%)

여기서는 시기별 축적유형별 자본축적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t-검정
과 ANOVA(분산분석) 분석을 중심으로 토지소유규모와 자본축적 양상에 대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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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검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토지규모 분석에서 농외지주와 식민지 정
치 권력에 참여한 지주들은 투자나 참여의 시점이 언제였었는지를 구별하지 않
고 분석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식민지 지주제 연구에서 주로 지주의 경제적 차
원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고안된 것이다. 즉 지주 경
영에 있어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 양자가 모두 중요하지만 이 중에 어느 것
이 더 규정적인가를 밝히기 위해서이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토지자본과 농외자
본을 합한 자본축적을 살펴볼 때에 농외투자 시점과 그 액수를 명확히 반영시킬
것임을 밝혀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은 정치 권력 참여 시점을 고려하지 않
아 정치 권력 참여와 자본축적 사이의 인과성을 규명하지 못했듯이, 한 축적 유
형에서 다른 축적 유형으로의 전환, 예를들면, 정경유착형 지주가 시장형 지주
로 변신하고, 시장형 지주가 정경유착형 지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1.

토지소유규모에 대한 평균 비교

먼저 농외투자의 유무에 의해 두 집단을 나누어 평균을 비교하고, 식민지 권
력 참여 유무에 의해 지주들을 두 집단을 나누어 평균을 비교한 다음, 시기별로
각 축적 유형별의 토지소유 규모의 평균은 서로간에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기
로 하겠다. 앞의 두 작업은 t-검정으로, 마지막 작업은 ANOVA 분석을 할 것이다.

< 표 4-14 > 농외투자 유무에 따른 평균토지규모 차이 비교
연도

농외투자 유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O

37

285.93

280.61

X

41

180.51

112.86

0

38

305.58

365.97

X

40

174.55

90.67

O

22

442.41

745.59

X

51

205.22

150.68

O

23

329.66

378.36

X

60

172.58

111.59

1926

1930

1936

1938
*

p <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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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

t값

76

2.216*

76

2.195*

71

2.189*

81

2.925**

< 표 4-14 >는 네 시기에 대해서 지주들이 농외투자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에 따라 토지규모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t-검정의 결과이다. t-검
정을 위해서 농외투자 유무에 의해 지주 집단을 둘로 나누어 이 두 집단의 토지
소유규모의 평균을 분석하였다. < 표 4-14 >를 보면, 먼저 농외투자를 했던 지
주와 그렇지 않은 지주들 사이의 집단별 사례수가 있다. 이 두 집단은 시기별로
그 수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26 년은 78 명의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 중에서 농외지주의 경우는 37 명인
데 반해 일반 지주는 41 명이었다. 1930 년은 78 명의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 중
에서 농외지주의 경우는 38 명인데 반해 일반지주는 40 명이었다. 1936 년은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 73 명 중에서 농외지주의 경우는 22 명이고, 일반지주는 51
명이다. 그리고 1938 년의 경우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는 91 명이나 분석의 대
상이 된 지주는 83 명이다(이에 대해서는 제 1 장 2 절 참조). 이 83 명 중 농외
지주는 23 명이고, 일반지주는 60 명이었다. 일제 식민지배가 후기에 갈수록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 중에서 농외지주가 차지하는 수가 줄어듦을 알 수 있다.
이런 경향과 대조적으로 농외투자의 지주들의 토지소유 규모는 1936 년을 정
점으로 해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1926 년에서 1938 년까지
조사된 4 시기에 있어 농외지주들의 평균토지소유 규모는 286 정보à 306 정보
à 442 정보 à 330 정보였다. 1938 년의 경우는 1936 년 보다 감소한 경향을 보
이지만, 1926 년이나 1930 년 보다는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일반 지주의 경우는 식민지 지배의 기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대지주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 지주 집단의 평균 소유 면적은 1936 년
의 제외하면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1926 년에서 1938 년까지 조사된
4 시기에 있어 일반 지주들의 평균 토지소유 규모는 181 정보à 175 정보 à 205
정보 à 173 정보였다.
이러한 두 집단의 지주들 사이에 토지소유평균의 차이는 1926 년에 286 정보
대 181 정보, 1930 년의 306 정보 대 175 정보, 1936 년의 442 정보 대 205 정보,
그리고 1938 년의 330 정보 대 173 정보로 나타났는데 표면상으로 두 집단사이의
평균차이는 매 시기 거의 2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나는 것인지, 즉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살펴보자. 두 집단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를 판단
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유의확률(p 값)이다. 이 유의확률은 “두 집단간의 평
균의 차이가 없다”라는 영가설을 채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통계적 오류를 말
한다. 즉 두 집단간에 서로 평균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간에 평균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할 확률을 말한다. 각 시기 집단간 평균은 모두 p 값은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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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0.1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각 집단의 평균이 각 시기에 걸쳐 모두 통계
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것은 기존의 논의에서 밝혀진 것처럼 상당히 큰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지주들이 농외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검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표 4-15 > 식민지 권력 참여 유무에 따른 평균토지규모 차이비교
연도

권력참여 유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O

17

377.74

376.24

X

61

189.49

117.21

0

18

418.11

502.31

X

60

184.47

97.90

O

16

546.81

859.72

X

57

200.88

139.64

O

17

414.29

423.70

66

165.06

94.64

1926

1930

1936

1938
*

p < .05,

X
**

p <.01

***

자유도

t값

76

3.405**

76

3.440**

71

2.952**

81

4.437***

p <.001

< 표 4-15 >는 각 시기에 있어서 식민지 권력에 참여했었던 지주와 그렇지
않은 지주들 사이의 토지소유면적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t-검정의
결과이다.
이 결과를 보면, 먼저 식민지 권력에 참여한 집단의 지주들과 식민지 권력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주들에 대한 집단별 사례수가 들어 있다. 1926 년은 78 명의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 중에서 식민지 정치권력에 참여한 지주는 17 명(21.8%)
이고 그렇지 않은 지주들은 61 명(78.2%)이다. 1930 년은 78 명의 100 정보 이상
의 대지주 중에서 식민지 정치 권력에 참여한 지주는 18 명(23.1%)이고 그렇지
않은 지주들은 60 명(76.9%)이다. 1936 년은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 73 명 중에
서 식민지 정치권력에 참여한 지주는 16 명(21.9%)이고 그렇지 않은 지주는 57
명(78.1%)이다. 그리고 1938 년의 경우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는 91 명이나 분
석의 대상이 된 지주는 83 명이다. 이 83 명 중 정치권력에 참여한 지주는 17 명
(20.5%)이고 그렇지 않은 지주들은 66 명(79.5%)이다. 일제 식민지배의 기간의
경과함에 따라 두 집단이 전체 지주의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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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볼 수 있다.
식민지 권력에 참여한 지주와 그렇지 않은 지주들 사이의 평균 토지소유 규
모를 살펴보자. 이 두 집단 사이의 토지소유 규모의 차이는 1926 년에 378 정보
대 190 정보, 1930 년에 418 정보 대 185 정보, 1936 년에 547 정보 대 201 정보
그리고 1938 년에 414 정보 대 165 정보로 외견상 2 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도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외견상의 평균 차이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시기 두 집단간 평균 차이에 대한 판별기준으로 삼은 p 값이 모두 0.1 또는
0.5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렇게 식민지 권력 참여 여부에 따른 대지주들의 평균토지소유 면적의 비교
는 그 동안의 연구들 속에서 지주들의 식민지 권력과의 유착문제가 하나의 당연
한 전제로서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던 점이 통계적으로 검증되고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또한 지주들의 식민지 권력과의 유착문제가
단순히 선험적으로 주어진 연구의 전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전
제라는 점을 고려하게 만든다.
< 표 4-15 >의 평균 비교에서 보았듯이,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의 전체 비중
에 있어서 식민지 권력에 참여한 지주와 그렇지 않은 지주들 간의 비율이 각 시
기별로 대략 20 대 80 이었다. 이러한 비율 얼마나 진실의 모수에 가까운지를
판단할 근거는 없다.
1931 년 부ㆍ읍회 조선인 의원 수와 지세납입의무자 수를 비교해 본다면 지
주들의 식민지 권력 참여의 비율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추정도
지주들의 정치 참여 형태가 다양했던 점을 고려해 본다면 매우 불안정한 추정일
수 있다. 1931 년 선거에서 당선된 조선인의 총수는 25,214 명이다. 이 총수의
상당수는 2 만 3 천명에 이르는 면협의회원 수이다. 당선자 총 수 중에서 직업이
농업인 사람은 21,742 명이다. 부회의원의 조선인 정원 157 명 중에서 직업이 농
업인 사람은 24 명이었고, 읍회의원 조선인 정원 259 명 중에서 직업이 농업인
사람은 77 명이었고, 면협의회원 조선인 정원 23,145 명 중에서 직업이 농업인
사람은 21,145 명이었다. 지주납입자의 통계에서 10 정보 이상의 지주가 가장 많
았던 때는 1927 년 자료이다. 시기는 서로 틀리지만, 조선인 지주 납입자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를 비교하여 살펴보자. 10 정보 이상 지세납입의무자수는
49,256 명이다.
여기서 10 정보 이상 50 정보 미만의 지주가 식민지 정치 권력의 참여하는 형
태는 면협의회라고 가정하고, 50 정보 이상의 지주가 식민지 정치 권력에 참여
하는 형태는 읍회의원 또는 부회의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10 정보 이상 50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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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만의 지주는 47,304 명 중 23,145 명(45.6%)가 면협의회의 형태로 식민지 권
력에 참여했다는 계산이 나오고, 50 정보 이상의 지세납세자 1,952 명 중 101 명
(5.1%)이 부ㆍ읍회의원 형태로 식민지 권력에 참여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양
자를 산술적으로 합산할 때, 49,256 의 지세납세자 중 23,561 명(50.9%)이 의회
형태로 식민지 권력에 참여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비율을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식민지 권력 참여 지주의 비중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자료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1926 년, 1930 년, 1936 년 그리고 1938 년 전북 지역 대지주들 중 식민지 시
기의 전반기가 되었든 후반기가 되었든 어떤 형태로 식민지 권력에 참여한 것으
로 밝혀진 지주에 대해서는 1926 년부터 권력에 의존하여 농업 자본 축적을 한
지주라고 가정할 때, 본 논문의 연구 대상으로 삼은 181 명의 전북지역 대지주
중에서 식민지 권력에 참여한 지주로 밝혀진 사람은 총 28 명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각 시기별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 중에서 식민지 권력에 참여한 28 명
의 지주 중 대략 60% 정도만이 각 시기에 대지주로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40%
정도는 100 정보 이상의 지주경영에서 탈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율
이 농외투자의 유무에 따른 평균토지규모의 차이의 분석에서 살펴볼 때, 농외투
자 지주와 일반 지주 사이의 비율이 대략 70 대 30 의 비율에서 45 대 55 의 비율
로 변화하는 양상과는 다른 점을 보여준다. 각 시기별로 식민지 정치권력에 참
여한 지주들은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 중에서 존속과 탈락이 일정한 비율로 유
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식민지 시기 지주 경영의 일정한 구조적 요인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 이 각 시기별로 일제 식민지 시기 지주경영에 있어서 식민지
권력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필수조건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 자
체가 지주경영의 존속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식민
지 권력이 요구하는 바를 지주들이 따를 지 않을 때에는 권력이 대지주로서의
자기존속이 보장받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을 각 시기별로 농외투자 지주들이 전체 지주들의 비율에 있어 각 시기
마다 차이가 있었던 사실에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볼 수가 있다. 1930 년대의 조
선인 자본의 성장과 몰락에는 상당히 복합적인 측면이 내재해 있었다. 즉 1930
년대는 일제하 전기간을 통해 조선인 자본의 회사설립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인
동시에 조선인 자본의 회사들이 상당수 몰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났던 시기
였다(주익종,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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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6 > 식민지 권력 참여 여부에 따른 농외투자 액수
연도

권력참여 유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O

17

89,938

268,019

X

15

52,267

70,066

0

17

22,459

324,058

X

18

46,986

65,145

O

14

69,670

360,939

X

16

26,922

53,213

O

14

62,254

393,622

16

28,734

50,637

1926

1930

1936

1938
*

p < .05,

X
**

p <.01

***

자유도

t값

30

1.929

33

2.252*

28

2.664*

28

2.357*

p <.001

< 표 4-16 >는 네 조사시기에 대한 지주들의 농액투자 액수가 식민지 권력
참여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t-검정의 결과이다. 이
결과를 보면, 먼저 식민지 권력에 참여한 집단의 지주들과 식민지 권력에 참여
하지 않았던 지주들에 대한 집단별 사례수가 제시되어 있다.
1926 년은 78 명의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 중에서 32 명이 농외투자에 참여했
다. 이 32 명 중에서 식민지 정치권력에 참여한 지주는 17 명이고 그렇지 않은
지주들은 15 명이다. 이 수치는 < 표 4-14 >에서의 수치와 차이를 보인다. < 표
4-14 >에서는 37 명이 농외투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32 명이
농외투자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명의 차이는 무엇일까? 이것은 앞에서도 언
급했듯이 < 표 4-14 >은 투자 시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 표 4-16 >의 분
석은 실제 투자의 시기와 액수를 고려한 개념이다. 다른 시기의 경우도 마찬가
지다.
1930 년은 78 명의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 중에서 34 명이 농외투자에 참여하
였다. 이 38 명 중에서 식민지 정치 권력에 참여한 지주는 17 명이고 그렇지 않
은 지주들은 18 명이다. 1936 년은 100 정보 이상의 대지주 73 명 중에서 34 명이
농외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이 34 명 중에서 식민지 정치권력에 참여한 지주는
14 명이고 그렇지 않은 지주는 16 명이다. 그리고 1938 년의 경우 100 정보 이상
의 대지주는 91 명이나 분석의 대상이 된 지주는 83 명이다. 이 83 명 중 농외투
자에 참여하고 있는 지주는 30 명이다. 이 30 명 중에서 정치권력에 참여한 지주
는 14 명이고 그렇지 않은 지주들은 16 명이다.
각 시기 중에서 1926 년은 통계적으로 평균 투자액에 있어 두 집단 간에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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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다른 시기들은 식민지 정치 권력 참여의 유무에
따라 투자액에 있어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존재한다.
1930 년의 경우는 식민지 정치권력에 참여한 지주들 보다 그렇지 않은 지주
들의 평균 투자액이 더 많았고, 1936 년과 1938 년의 경우에는 식민지 정치권력
에 참여한 지주들이 그렇지 않은 지주들보다 평균 투자액이 더 많았다. 식민지
정치권력에 참여했던 지주집단의 평균 투자액은 1930 년 22,459 圓에서 1936 년
69,670 圓으로 증가했으나 1938 년에는 62,254 圓으로 약간 감소했다. 시장형 지
주 집단의 경우는 1930 년 46,982 圓이었으나 1936 년에는 26,922 圓으로 평균 투
자액이 감소한다. 그러나 1938 년에는 28,734 圓으로 약간 감소한다.
아래의 < 그림 4-3 >은 식민지 시기 조선인 자본의 투자 추이를 나타낸 것이
다. 이러한 추이를 고려해 본다면 조선인 지주의 농외투자가 어떤 의미를 지니
고 있는 지 보다 분명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칭자본금 1 만원 이
하 규모의 회사는 꾸준히 존재해 왔다. 그러나 1933 년부터 공칭 자본금 1 만원
이상의 회사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식민지 권력에 참여했던 지주 집단의 평균 농외투자 금액의 변화 추이는
이러한 조선인 자본 추이를 반여하고 있는 반면, 식민지 권력에 참여하지 않았
던 지주 집단의 평균 농외투자 금액의 변화 추이는 이러한 식민지 시기 조선인
자본 추이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림 4-3 > 자본금 규모별 조선인 자본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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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허수열(1993)에서 재구성

이제 각 축적 유형별 평균 토지소유 규모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것은 농외투
자 금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각 축적 유형의 자본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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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흔히 일제 식민지 시기 자본가 계급의 확대재생산의 원천은 토지에서부터 나
오는 수익이라고 보고있다. 그래서 조선인 자본의 성격 중에서 토지투기성 문제
가 제기되는데, 이는 지주의 회사나 공장의 설립ㆍ운영이 많았고, 또 역으로 회
사나 공장 운영자 중 상당수가 지주로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주들의 이런 점은 지주의 농외투자 현상 자체를 갖
고서 농업 자본이 산업자본으로 변화된 것이라는 근대적 측면을 강조하기 힘든
근거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가령 조선인 경성방직같은 대산업자본의 경우를 생
각해 보면, 자생적 자본축적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고 이 경우 자본은 외부원천
에서 구해질 수 밖에 없으며, 당시 최대의 자산가층이었던 지주가 그 최대의 공
급자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허수열,1993).
그리고 맥나라마가 제시한 조선인 자본의 투자 패턴에서 농업자본이 차지하
는 역할을 고려해 볼 때 토지자본은 자본축적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는 일제 식민지 시기에서 은행자본, 상업자본, 그리고 산업자본
을 대표하는 조선인 자본가로 閔氏家, 朴氏家, 그리고 金氏家의 1930 년대 중반
부터 10 년 동안의 기업을 중심으로한 그들의 투자 패턴을 4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는 가족 소유의 기업으로서 주로 부동산과 농업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김연
수家의 삼양사 閔氏家의 영보 같은 내부 핵심회사에 대한 투자이다. 두번째는
가족이 경영책임을 갖는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이다. 세번째는 경영에 대한 책임
이 없는 다른 조선인 자본에 대한 소규모 투자이다. 네번째 형태는 경영에 대한
책임이 없는 일본인 회사에 대한 투자이다(McNamara,1990).
모든 조선인 대지주들은 삼양사와 같은 농장기업 형태로 자신의 토지자본을
조직화시킨 것은 아니지만, 토지에 대한 투자와 토지로부터의 수익이 지주수입
의 주요 원천이었던 것은 분명했다. 지주들이 상업, 금융, 제조업, 정미ㆍ양조
업 등 농업 이외의 부문의 투자는 토지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지주들의 농외부문의 투자는 주식회사의 형태이건 아니면 합자ㆍ합명회사의 형
태이건 간에 직접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에 참가하고 그 책임을 지는 형태로 이
루어지거나 아니면 단순히 경영의 책임이나 경영참여 없이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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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7 > 각 축적유형별 각 시기별 평균토지소유 규모
축적 유형
정경유착형

권력형

시장형

현상유지형

합 계

통계치

1926 년

1930 년

1936 년

1938 년

평 균

401.2

447.44

656

537.5

사례수

15(19.2%)

16(20.5%)

12(16.4%)

10(12.0%)

표준편차

395.25

526.73

973.83

505.27

평 균

201.8

183.5

219.25

238.29

사례수

2(2.6%)

2(2.6%)

4(5.5%)

7(8.4%)

표준편차

87.40

61.52

166.02

185.29

평 균

207.33

202.41

186.1

169.77

사례수

22(28.2%)

22(28.2%)

10(13.7%)

13(15.7%)

표준편차

121.97

106.37

64.72

85.37

평 균

179.42

174.08

204.02

163.91

사례수

39(50.0%)

38(48.7%)

47(64.4%)

53(63.9%)

표준편차

114.81

92.51

151.2

97.51

평균

230.52

238.38

276.7

216.10

사례수

78(100%)

78(100%)

73(100%)

83(100%)

표준편차

215.03

269.94

435.79

228.84

< 그림 4-4 > 축적유형별 시기별 평균토지소유 면적

700

656

평균 면적 600
(단위:町步)
500

400

538
401

447

207
202
179

100

219
204
186

202
184
174

238
170
164

0
26년

30년

권력형
시장형
현상유지형

300
200

정경유착형

36년

38년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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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7 > 는 각 축적 유형의 각 시기별 평균 토지소유 규모를 나타낸 것
이고, <그림 4-4 >은 각 축적유형별 각 시기별 평균 토지소유 규모가 어떻게 변
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정경유착형 지주와 다른 나머지 세 유형 간의 평균 토지소유
규모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권력형,시장형, 그리고 현상유지형의
상호간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926 년, 1930 년, 1936 년 그리고 1938 년의 전북 지역 대지주의 평균 소유면
적은 231 정보 à 238 정보 à 276 정보 à 216 정보 변화하였다. 각 시기별로
정경유착형 지주의 경우는 401 정보à 447 정보à 656 정보à 538 정보이며, 권력
형 지주의 평균 토지소유 규모 변화는 202 정보à184 정보à219 정보à238 정보이
며, 시장형 지주의 경우는 207 정보 à 202 정보 à 186 정보 à 170 정보이며,
그리고 현상유지형 지주는 179 정보 à 174 정보 à 204 정보 à 164 정보이다.
전체적으로 시장형 지주만을 제외하고는 각 축적 유형별로 평균토지소유 면적의
최고치는 1936 년에 나타난다. 그리고 대부분의 축적유형은 각 시기별로 상승과
하강이 교차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권력형 지주는 각 시기별로 지속적인 평균
토지소유 면적의 증가를 보인다. 그러나 권력형 지주의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어떤 해석도 내리기 힘들다. 식민지 정치 권력에 참여 했던 지주들 자체를 분류
하는 데 있어서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권력형 지주의 수가 식민
지 지배 후반기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식민지
권력 참여 유무가 토지 자본축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무어가 중국의 근대화 경로를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도 밝혔듯이, 관
직에 참여하여, 즉 권력을 활용해야 보다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사실이 왕
조 정권이 무너진 후에도 변함없이 관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의
중앙집권적 지배구조가 조선왕조가 일제에 의해 몰락한 이후에도 식민지 조선사
회에서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배구조와 생산양식
의 이행기에 식민지 지배를 경험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민족 성원을 이민족
의 수탈로 인한 고통 속에 빠지게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지 경험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지속되었던 지배구조의 관성을 온존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
히려 더 강화시켰다.
아래 < 표 4-17 > 는 각 측정치의 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의 토지
소유 평균이 통계적으로 구분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 아래 < 표 4-17 >의 F 값에 따를 때, 각 시기별로 그리고 각 축적 유형별
로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구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1926
년과 1930 년의 F 값은 0.01%의 수준에서, 1936 년의 F 값은 0.5%의 수준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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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1938 년의 F 값은 0.01%의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이러한 차이는 어떤 우연
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 권력의 참여 유무와 농외투자의 참
여 유무에 따른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표 4-18 > 축적유형별 평균 토지 소유 규모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
연도

자승합

1926

1930

1936

1938

*

p < .05,

**

2.

자유도

평균자승

집단간

552,288.98

3

184,096.33

집단내

3,008,102.69

74

40,650.04

합 계

3,560,391.67

77

집단간

890,885.94

3

296,961.98

집단내

4,719,730.52

74

63,780.14

합 계

5,610,616.46

77

집단간

2,069,970.74

3

689,990.25

집단내

11,603,856.63

69

168,171.84

합 계

13,673,827.37

72

집단간

1,208,715.26

3

402,905.09

집단내

3,085,558.77

79

39,057.71

합 계

4.294,274.02

82

p <.01

***

F값
4.529**

4.656**

4.103*

10.316***

p <.001

자본축적에 대한 평균 비교

지금까지는 토지소유 규모를 중심으로 각 축적 유형 사이의 평균토지소유 규
모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켜 왔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일제 식민
지 시기에는 토지자본과 상업ㆍ산업자본 사이에는 역동적인 상호 전환관계가 형
성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농외투자를 한 지주는 농외투자를 하지 않은 지주보
다는 최소한 더 많은 자본축적 상태를 보이고 있어야 할 것이라는 가설이 성립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농외투자를 했던 지주와 그렇지 않은 지주 두 집
단 사이의 평균 자본축적 상태를 t-검정을 통해 비교해 보고, 마찬가지로 식민
지 권력 참여 유무를 기준으로 두 집단을 나누어 평균 자본 상태를 비교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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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각 시기별 각 축적 유형별 평균 자본축적의 차이에 대해 ANOVA(분산
분석)을 실시하려고 한다.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l

지주의 이윤추구 방법이 농업에 한정되어 있는 지주보다 농업이외의 다양한
부문의 투자 활용하는 지주가 더 많은 자본축적을 하였을 것이다.

l

식민지 시기는 정치 권력에 의해 자본이 강력하게 통제되는 시기인 만큼 농
외투자의 유무보다는 식민지 권력의 참여 유무가 자본축적의 양상을 결정지
을 것이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농외투자에 참여하는 지주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
단 사이의 자본축적 액수의 평균에 차이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살펴
보자. 아래 < 표 4-19 >는 농외투자 유무에 두 집단의 평균 자본축적을 t-검정
한 결과이다.

< 표 4-19 > 농외투자 유무에 따른 자본축적의 양상 차이
연도

농외투자 유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O

42

383,978

432,350

X

41

204,765

134,330

0

43

352,002

436,385

X

40

153,657

876,34

O

38

528,636

779,380

X

51

389,012

302,491

O

41

339,657

537,730

X

60

222,978

144,169

1926

1930

1936

1938
*

p < .05,

**

p <.01

***

자유도

t값

81

2.537*

81

2.821**

87

1.168

99

1.602

p <.001

두 집단의 사례수의 합은 토지규모의 비교에서 보여준 사례수 보다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100 정보 이상의 지주 대열에서는 탈락했
어도 농외투자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 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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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에서 처럼 농외투자에 유무에 의한 평균 토지소유 규모의 t-검정에서는 각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농외투자를 했다면, 농외투자의 지주로 규정하고 분석
한 것과는 다르게 실질적인 투자액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자본축
적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분석 결과는 첫번째 가설에서 기대한 바와 다르게 나타났다. 1926 년과 1930
년에만 농외투자 유무에 따른 두 집단의 평균 자본축적 양상이 서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1936 년과 1938 년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그 차이를 구
분할 수 없다. 즉 통계적으로 농외투자를 한 지주 집단이나 그렇지 않은 집단
모두 평균에는 차이가 없다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 이렇게 첫번째 가설에서 기대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식민지
권력 참여 유무에 의한 두 집단 사이의 자본축적의 평균에 대한 t-검정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자.

< 표 4-20 > 식민지 권력 참여 유무에 따른 자본축적의 양상 차이
연도

권력참여 유무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O

19

553,792

578,793

X

64

218,756

147,872

0

19

553,682

590,986

X

64

168,162

101,471

O

21

842,089

940,610

X

68

327,116

287,152

O

23

555,209

652,249

78

186,344

132,303

1926

1930

1936

1938
*

p < .05,

X
**

p <.01

***

자유도

t값

81

4.241***

81

5.043***

87

3.993***

99

4.727

***

p <.001

위의 < 표 4-20 >는 식민지 권력 참여 유무에 따라 집단을 둘로 나누고, 이
둘 사이에 있어 자본축적 평균을 서로 비교한 것이다. 각 시기 0.1%의 유의 수
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식민지 시기 지주의 자본축
적을 결정하는데 있어 식민지 권력 참여 유무가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다.
이제 각 시기별 각 축적 유형별로 자본축적의 평균에 대해서 비교해 보자. <
표 4-21 >와 < 그림 4-5 >은 각 축적유형별로 각 시기에 따른 자본축적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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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고 있다. < 그림 4-5 >을 보면, 각 축적유형의 평균 토지소유규모의 비교
에서 보았던 양상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경유착형 지주
의 자본축적 양상이 다른 나머지 세 가지의 자본축적 양상과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권력형 지주, 시장형 지주, 그리고 현상유지형 지주들의 자본축
적 평균은 약간씩 차이는 보이지만 그렇게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주목할만한 사항은 1936 년과 1938 년에는 시장형의 지주는 토지 자본
이외에 비농업 분야에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외부문에
투자가 없는 지주보다 자본축적의 평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4-21 > 축적유형에 따른 시기별 평균 자본축적에 대한 비교
축적 유형

정경유착형

권력형

시장형

현상유지형

합 계
*

p < .05,

**

통계치

1926 년

1930 년

1936 년

1938 년

평 균

592,087

601,061

936,333

663,422

사례수

17 (20.5%)

17 (20.5%)

17 (19.1%)

16 (15.8%)

표준편차

601,160

608,293

1016407

748,330

평 균

228,285

150,960

441,555

307,865

사례수

2 (2.4%)

2 (2.4%)

4 (4.5%)

7 (6.9%)

표준편차

104,348

62452

352,568

239,397

평 균

242,464

189,155

198,596

132,448

사례수

25 (30.1%)

26 (31.3%)

21 (23.6%)

25 (24.8%)

표준편차

163,909

115,548

204,029

131,595

평 균

203,558

153,799

384,540

211,766

사례수

39 (47.0%)

38 (45.8%)

47 (52.8%)

53 (52.5%)

표준편차

136,664

89,382

301,812

125,982

평균

295,451

256,414

448,627

270,343

사례수

83 (100%)

83 (100%)

89 (100%)

101 (100%)

표준편차

332,252

333,366

558,758

362,271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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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5 > 축적유형별 자본축적 양상

1000000
936,333
정경유착형
800000
자본축적액수
(단위:圓)
600000

663,422
592,087

권력형
시장형
현상유지형

601,061
441,555

400000

307,865

242,464
228,285

189,155

384,540

211,766

200000
203,558

153,799
198,596
150,960

26년

30년

132,448

0
36년

38년

연도

각 시기별 각 축적유형 사이의 구성비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938
년 정경유착형 지주의 구성비가 다른 세 시기에 비해 감소하기 시작한 모습을
보이고 권력형 지주의 구성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모든 축적 유형이 1938 년에 가서 자본축적의 평균액이 감소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다른 축적 유형보다도 정경유착형 자본축적 평균액이 30% 정
도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경유착형 지주들이 자본축적에 있어 다른 축
적 유형의 지주들보다는 성공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1938 년에 이르러서는
자본축적의 평균액이 감소하는가?
아마도 일제의 전쟁으로 인해 식민지 조선이 새롭게 동원되는 과정을 보여주
는 것 같다. 이것은 정경유착형 지주들이 일제의 지배권력에 의해 다시금 새롭
게 재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서로 구별될 수 있는지, 즉 각 축
적 유형별 평균의 차이가 실질적인지를 살펴보자. 아래 < 표 4-22 >는 각 시기
별 각 축적 유형별 자본축적 평균의 차이를 ANOVA 을 통해 비교한 것이다. 각
시기별 각 축적유형별 자본축적 평균의 차이는 각 시기 0.1%의 유의수준에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토지 소유규모의 분석에서와 동일한
것이다.
정경유착형 지주들이 전체 지주들에서 차지하는 구성비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본축적 액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축적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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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할 때 가장 성공적인 자본축적을 보여주고 있다.

< 표 4-22 > 각 축적유형별 자본축적 평균에 대한 ANOVA 분석 결과
연도

1926

1930

1936

1938

*

p < .05,

**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집단간

1,904,414,551,317

3

634,804,850,439

집단내

7,147,691,244,871

79

90,477,104,365

합 계

9,052,105,796,188

82

집단간

2,559,281,951,581

3

853,093,983,861

집단내

6,553,601,127,584

79

82,956,976,299

합 계

9,112,883,079,166

82

집단간

5,549,620,012,288

3

1,849,873,337,429

집단내

21,924,950,250,901

85

257,940,591,187

합 계

27,474,570,263,189

88

집단간

3,139,271,467,909

3

1,046,423,822,636

집단내

9,984,753,961,894

97

102,935,607,855

합 계

13,124,025,429,803

100

p <.01

***

F값
7.016***

10.284***

7.172***

10.166***

p <.001

지금까지 분석의 방법과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농외투자의
유무에 따라 지주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자본축적 양상을 서로 비교
해 보고, 식민지 권력 참여 유무에 따라 지주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자본 축적 양상을 서로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을 서
로 교차시켜 지주를 4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의 평균을 비교해 보았다. 토지
자본에만 국한하여 분석하든, 농외투자의 현황까지 포함하여 분석하든 정경유착
형 지주가 다른 축적 유형의 지주 집단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자본축적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것은 권력에 의한 자본의 통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관철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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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본 논문은 1926 년부터 1938 년의 일제 식민지 기간 동안에 전북 지역 100 정
보 이상 대지주의 토지소유 면적의 변화와 그것이 갖는 의미를 지배구조와 자본
축적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일제의 지배구조는 중앙집권적 지배구조였고, 이
러한 지배구조 하에서 정치권력과 유착하지 않고는 성공적인 자본축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결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꼭 연구해 보아야 아느냐?”라고
반문할 지 모른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60 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은 곧
정경유착의 역사이고, 이러한 성장은 모순된 성장이며 IMF 와 같은 위기는 예고
된 파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은 정경유착의 자본축적에서 시
장형 자본축적으로 사회가 이행되어야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조선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온전해 왔던 지배구조가 어
떤 방향으로 개선되고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해방후

한국 사회의 자

본축적 방식이 일제 시대 대지주들의 자본축적 방식에서 그렇게 멀리 벗어나 있
지 못한 것 같다. 시장지향적 경제는 거기에 조응하는 지배구조의 틀 속에서 바
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이며, 온갖 후진적인 것이고 전근대적인 것이
라고 평가되었던 사회적 정치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
었던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해오던 사회적 유산에 적합한 경
제발전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자본주의 역사는 자생적인 과정을 통해 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자본주의를 이루었던 사회와는 분명히 다른 자본주의의 길을 걸었다.
한국 자본주의에 있어 하나의 前史로 여겨지는 일제 식민지 시기는 결코 자본가
들이 우후죽순처럼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 것도 아니고, 자본가들이
순탄하게 자본축적을 이룰 수 있는 환경 또한 아니었다. 상당히 불리한 제약 조
건 하에서 일제 식민지 시기의 서로 다른 모습의 자본가상이 대립되고 있다.
산업 자본의 형성에서 에커트와 주익종의 서로 대조적인 두 사례분석은 한국
사회에서 자본축적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를 대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에커트(1991)가 분석한 경성방직의 자본축적 과정은 자본축적 과정을 둘러싼 불
리한 조건 속에서 정경유착을 통해 이러한 불리한 조건들을 극복해 나가는 자본
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주익종(1994)은 일제시대 에커트가
분석한 경성방직과는 자본 축적 경로를 보여준다. 평양의 메리아스공업은 기업
가정신, 시장기회, 그리고 생산의 조직화라는 경제적 계기에 의한, 즉 외부의
도움없이 자력에 의한 성장이 존재했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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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대조적인 자본가상은 단순히 일제 식민지 시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IMF 경제 위기 이후 어떠한 자본가상이 바람직한 자본가상이냐는 논의와
이어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리는 진단은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면 보다
유연한 경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되기 위
해서는 사회구조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며, 과연 무엇이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
게 만들 수 있냐에 대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의 유지ㆍ발전을 전
제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할 때 상당히 협소한 대안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 성원들의 의식이 바뀌어 점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던가 아니면 국가에 의
한 제도변화이다. 결국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행위주체는 국가와 사회로 압
축된다. 이 두 가지 중에 현실성이 높은 것은 국가에 의한 제도개혁일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IMF 위기와 그 위기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듯이 경제
조직이든 정치조직이든 어떠한 조직적 수준에서의 사회적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는 경험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실제로 위기 완화 과정 속에서 국가 이외에
두드러지게 활동을 보인 사회행위자는 없었다.
본 논문의 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식민지 시기 한국이나 해방이후의 한국
에서 정경유착을 통한 자본축적이 성공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은 조선시대 이후부
터 지속되어 왔던 중앙집권적 지배구조의 특질 때문이다. ‘권력에 의한 자본의
통제는 식민지적 경제재편에 필수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해방 후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수단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력의 집적ㆍ집중은 자유주의 발현, 즉 경쟁에 의한 독점
이라기 보다는 정치세력과의 유착에 의한 특권적 독점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것
은 전반적인 국부를 증가시키기 보다는 소수에게 부를 집중시키는 폐해를 낳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본축적 양식이 한국사회에 대다수 사람들
의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국가의 전제
력과 사회기반력이 독특한 비율로 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과거부터 강하게 존재했던 국가 전제력이 식민지를 계기로 사회기반력을 갖
게 되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일제의 식민지 경험은 해방후 한국의 국가
로 하여금 사회 침투력이 높은 거미줄을 갖고 되었다. 그러나 이 거미줄의 거미
는 국가나 사회 그 어느 누구의 전유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만이
이 거미줄 위를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뿐이다. 특별히 사회구조의 변화가
외부적으로 강요되지 않는 한 국가주도의 제도적 관성은 식민지 시기처럼, 60
년대 이후 강한 국가의 시기처럼 국가가 여전히 사회를 조직하고 조정하는 데
중요한 행위자로 남을 것 같다.

- 90 -

參 考 文 獻
1. 資料

[地主名簿]
全羅北道. 1928. “1920 年 現在 土地 100 町步 以上 所有者 名單.”『全羅北道 地
主所有調』.(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농지개혁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하 대
지주 명부』에 재수록)
日本 農林省 京城米穀事務所 群山出張所. 연대미상. 『 全羅北道ㆍ全羅南道 地主
調』. 프린트판.(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농지개혁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
하 대지주 명부』에 재수록).
全羅北道 農務課. 1937. “全羅北道農業事情(1933-1937)” (전라문화연구소. 1987.
『全羅文化論叢』1. 전북대학교:297-353 에 재수록)
全北 農村振興課. 1939. 『(秘)全羅北道大地主調』.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5. 『농지개혁시 피분배지주 및 일제하 대지주 명부』.
中村資郞 편. 1940.『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1939 년판). 동아경제신보사

[公職者 名簿]
강동진. 1980.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박은경. 1999. 『일제하 조선인 관료연구』. 학민사.
반민족문제연구소 편.1993. 『친일파 99 인』1 ㆍ 2. 돌베개.
임종국. 1982. 『일제침략과 친일파』. 청사.
혁신출판사 편집부. 1949. 『민족정기의 심판』. 혁신출판사.(김학민ㆍ정운현.
1993. 『친일파 죄상기』. 학민사:5-149.에 재수록)
京城日報社. 1940. 『朝鮮人名錄』.
京城日報社.1934-38. 『朝鮮年鑑』

- 100 -

藤澤淸次郞. 1937. 『朝鮮金融組合と人物』.
朝鮮金融組合協會. 1929. 『朝鮮金融組合社』
朝鮮新聞社 편. 1922.『朝鮮人事興信錄』.
朝鮮新聞社 편. 1935.『朝鮮人事興信錄』.
朝鮮紳士錄 刊行會. 1931. 『朝鮮紳士錄』.
朝鮮總督府 농림국 편. 『朝鮮土地改良事業要覽』. 1927-1941 년도판.

[統計 및 기타 資料]
朝鮮總督府 農林局.1934. 『朝鮮ニ於ケル小作ニ關スル參考事項摘要』.
朝鮮總督府.『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26-1938.
姬野實. 1940.『朝鮮經濟圖表』朝鮮統計協會.

小早川九郞.1944.『朝鮮農業發達史』(發達扁). 朝鮮農會.

2. 日本 文獻
谷浦孝雄. 1981. “해방후 한국 상업자본의 형성과 발전.” 진덕규 외『1950 년대
의 인식』. 한길사.
橋谷弘. 1995. "1930 ㆍ 40 년대 조선사회성격을 둘러싸고." 이해수ㆍ최성일 편
역.『한국근대사회경제사의 제문제』. 부산대학교출판부.
堀和生. 1983. “일제하 조선에 있어서 식민지 농업정책.” 『 한국근대경제사연
구』.사계절.
宮嶋博史. 1983a. “식민지하 조선인 대지주의 존재형태에 관한 시론.” 강재언
외. 『식민지하 조선인 대지주의 존재형태에 관한 시론』. 백산서당.
. 1983b. “토지조사사업의 역사적 전제조건의 형성.”『한국근대경제사
연구』. 사계절.
. 1993. “朝鮮における植民地地主制の展開.”『近代日本と植民地』3. 植
民地化と産業化. 岩波書店.
金森襄作. 1971. “일제하 조선금융조합과 그 농촌경제에 미친 영향.” 『史叢』
15 ㆍ 16 합집. 고려대사학회.
松本武祝. 1987. “朝鮮ㆍ全羅北道農業の構造變化 – 昭和恐慌期を中心に --.”

- 101 -

『日本史硏究』298.
. 1995. "식민지기 조선의 농업정책과 촌락." 이해수ㆍ최성일 편역.
『한국근대사회경제사의 제문제』.부산대학교출판부.
松本武祝. 1998.『植民地權力と朝鮮農民』.社會評論社.
淺田喬一.1990. “1930 年代植民地(朝鮮)地主制の存在形態 - 全羅北道地主制の事
例分析.”경澤大學 ,『經濟學論集』21-3.
河合和男. 1983. “산미증식계획과 식민지 농업의 전개.”『한국근대경제사연구』.
사계절.
. 1986. 『朝鮮에서 産米增殖計劃』. 未來社.

3.地主制 事例硏究

김성보. 1992. “일제하 조선인 지주의 자본전환 사례-예산의 성씨가.”『한국사
연구』76.
김용섭. 1992. 『한국근현대농업사연구-한말·일제하의 지주제와 농업문제』.일
조각.
. 1992a.

“강화 金氏家의 지주경영과 그 성쇠.” 『한국근현대농업사연

구』. 일조각.
. 1992b. “나주 李氏家의 지주경영의 성장과 변동.” 『한국근현대농업사
연구』. 일조각.
. 1992c “고창 金氏家의 지주경영과 자본전환.” 『 한국근현대농업사연
구』. 일조각.
박석두. 1987. “농지개혁과 식민지 지주제의 해체 – 경주 李氏家의 토지 경영사
례를 중심으로–.” 『경제사학』11.
박천우. 1983. “한말 일제하의 지주제 연구-암태 문씨가의 지주로의 성장과 그
변동.”연세대 석사학위논문.
이병철. 1986. 『호암자전』.중앙일보사.
이영훈. 1985. “개항기 지주제의 일존재형태와 그 정체적 위기의 실상-명례궁방
전에 관한 사례분석.”『경제사학』9.
정승진. 1998. “19 ㆍ 20 세기 전반 농민경영의 변동양상-영광 신씨가의 작인층

- 102 -

을 중심으로-.”『경제사학』25.
최원규. 1985. “한말ㆍ일제하의 농업경영에 관한 연구-해남 윤씨가의 사례-.”
『한국사연구』50 ㆍ 51.
홍성찬. 1981. “한말ㆍ일제하 지주제연구-강화 홍씨가의 추수기와 장책분석을
중심으로-.”『한국사연구』(33).
. 1985. “한말ㆍ일제하의 지주제연구.-곡성 조씨가의 지주로의 성장과 그
변동.”『동방학지』49.
. 1986. “한말ㆍ일제하의 지주제연구-50 정보지주 보성이씨가의 지주경영
사례-.”『동방학지』53.
. 1998. “19 세기ㆍ 20 세기 초 향리층의 사회경제동향-곡성 정씨가의 사
례를 중심으로.” 『경제사학』24.

4. 단행본
H.라우텐자흐. 1998. 김종규ㆍ강경원ㆍ손명철 옮김. 『 코레아Ⅱ-답사와 문헌에
기초한 1930 년대 한국 지리, 지지, 지형』. 민음사.
무어,배링턴. 1985. 『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 진덕규 옮김. 까치.
베버, 막스. 1981. 금종문ㆍ전남석 옮김.『지배의 사회학』. 한길사.
. 1990. 『사회경제사』. 조기준 옮김. 삼성출판사.
. 1997. 『경제와 사회』1. 박성환 옮김. 문학과 지성사.
. 1998.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박성수 옮김.
문예출판사.
브레너 외. 1985. 이영석ㆍ임지현ㆍ장수한 옮김『신자본주의 이행논쟁』. 한겨
레.
암스덴, 앨리스. 1989. 『아시아의 다음 거인』. 이근달 옮김. 시사영어사.
커밍스, 브루스. 1986. 『한국전쟁의 기원』. 김자동 옮김. 일월서각.
팔레, 제임스. 1993. 『전통한국의 정치와 정책』. 이훈상 옮김. 신원.
폴라니, 칼. 1992. 『거대한 변환』. 민음사
핸더슨. 2000. 『소용돌이의 한국정치』.박행웅ㆍ이종삼 옮김. 한울.
강정구. 1988. 『좌절된 사회혁명』. 열음사
고석규. 1998. 『19 세기 조선의 향촌사회연구-지배와 저항의 구조-』. 서울대

- 103 -

학교출판부.
김경근. 1998. 『프랑스 근대사 연구』.한울.
박찬승. 1992.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수당 김연수선생 전기 편찬위원회. 1996.『한국 근대기업의 선구자 -수당 김연
수 선생 일대기-』. 서울: 삼양사.
유석춘 편. 1992. 『막스베버와 동양사회』. 나남.
이근식. 1999. 『자유주의 사회경제사상』. 한길사.
이

선ㆍ좌승희ㆍ정광선ㆍ김용구 엮음. 2000.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현재와 미
래』. 미래경영개발연구원.

이영훈. 1998. 『조선후기사회경제사』. 한길사.
이영훈ㆍ장시원ㆍ宮嶋博史ㆍ松本武祝. 1992. 『근대조선수리조합연구』. 일조각.
이재광. 1998. 『식민과 제국의 길』. 나남.
이한구, 1989. 『일제하 민족계 기업설립운동』. 청사.
정근식. 1992. 『근현대의 형성과 지역 엘리트』.새길.
정태헌. 1996.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 –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 』. 역
사비평사.
주봉규ㆍ소순열. 1996. 『근대지역농업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진덕규. 2000.『한국 현대정치사 서설』. 지식산업사.
최배근. 1998. 『한국 경제의 역사적 인식:유럽중심적 사고의 극복』. 박영사.
최장집. 1989. 『한국 현대정치의 구조와 변화』. 까치.
. 1996.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 1997. 『한국의 노동운동과 국가』. 나남
하원호. 1997. 『한국 근대경제사 연구』. 신서원
한국사회학회 편. 1999.『SPSS 사회조사분석』. 고려정보산업.
한상일. 1988. 『일본의 국가주의』. 까치.
한상진. 1984. 『제 3 세계 정치체제와 관료적 권위주의』. 한울.
Eckert, Carter J..1991. Offspring of Empire - The Koch’ang Kims and the Colonial Origin of
Capitalism,1876-1945. Seattle & London: Univ. of Washington Press.
McNamara, Dennis. 1990.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enterprise, 1910-1945.
Cambridge: Cambrridge University Press.
Mann, Michael. 1986. “The Autonomous Power of the State” in States in History, edited by
John A Hall. Oxford:Basil Blackwell.

- 104 -

Suh, Yongsug, 1991. Class and the Colonial Path to Modernity in Korea(1910-1945). Ph. D.
Dissertation UCLA.

5. 연구논문
강만길. 1976. “<민족사학>론의 반성.” 『창작과 비평』39.
고석규. 1991. “19 세기 향촌지배세력의 변동과 농민항쟁의 양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경택. 1994. "일제의 한국침략정책."『한국사』13. 한길사.
김낙연. 1993. “일본의 자본수출과 식민지 조선의 공업화.” 『경제사학』17.別
冊.
. 1994a. "일본제국주의 식민지지배의 특질."『한국사』13. 한길사.
. 1994b. "식민지 조선의 공업화."『한국사』13. 한길사.
김도형. 1995. “권업모범장의 식민지 농업지배.”『한국근현대사연구』3.
김도형. 1997. “일제의 농업기술 보급과 농민들의 대응.” 우송조동걸선생정년기
념논총간행위원회.『한국민족운동사연구』.나남.
김동노. 1996. “한말 개항기의 국가위기와 농업사회의 변화.”『경제와 사회』30.
. 1997. “개항기 농업의 상업화와 지주제의 변화.”『한국의 사회제도와
사회변동』문학과 지성사.
. 1997. “식민지 시대 근대적 수탈과 수탈을 통한 근대화.”연세대학교 현
대한국학연구소 발표논문.(『창작과 비평』99 에 재수록)
김동택. 1998. 『대한제국 붕괴의 사회 정치적 기원』. 서강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2000. “식민지와 근대.”『정치비평』7.
김선일. 1998. 『식민지적 자본가의 형성-1930 년대 조선총독부와 조선인자본가
집단-』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정. 1996. "일제시대의 도시성장 -군산시 사례-."『한국사회학』30.
김용학. 1999.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는가.”『사회비평』
20.
김인영. 1999. “정경유착:굿바이 한국주식회사.” 김인영 외 . 『비리와 합리의
한국사회』.소화.

- 105 -

김태은. 2000. 『고려의 지방통치구조로 본 전근대 국가의 성립원리』. 연세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문소정. 1986. “대한제국기 일본인 대지주의 형성.” 『한국근대농촌사회와 일본
제국주의』. 문학과 지성사.
박명규. 1986. “식민지 지주제의 형성 배경 -한말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 근대농촌사회와 일본제국주의』. 문학과 지성사.
박명규. 1997. “일본인 대지주의 형성과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학보』 86.
박

섭. 1988. “식민지조선에 있어서 1930 년대의 농업정책에 관한 연구-농촌진
흥운동과 조선농지령을 중심으로.” 『한국근대 농촌사회와 농민운동』.
열음사.
. 1994. “식민지 후기의 지주제-실태와 정책-.”『경제사학』18.
. 1998. “서평:松本武祝 저『식민지권력과 조선농민』.”『경제사학』25.
. 1998. “식민지기 한국과 인도에서의 기업가의 형성.” 『성곡논총』 29.

박수현. “1920 ㆍ 30 年代 水利組合反對運動의 一樣相 -지주ㆍ소작농의 연대투쟁
을 중심으로-”『明知史論』10.
박종일. 1995. 『전자본주의 한국사회의 인구압력과 사회경제적 변화』. 연세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성준. 1998.“1930 년대 경성지역 공업의 식민지적 '이중구조'.” 『역사연구』
6.
배영목. 1992. “조선식산은행과 농업.” 『국사관논총』 36. 1992.
배영순. 1985. “조선토지조사사업기간의 국유지분쟁에 있어서 소유권의 정리방
향.” 『일제의 한국 식민통치』. 정음사. 1985.
. 1988. 『한말ㆍ일제초기의 토지조사와 지세개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하교 박사학위논문.
서승갑. 1990. 『일제하 수리조합 구역내 증산미곡의 분배와 농민운동 – 임익ㆍ
익옥수리조합을 중심으로 --』.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용석. 1992. “서평: Carter J. Eckert 「 Offspring of Empire 」 - The
Koch’ang Kims and the Colonial Origin of Capitalism,1876-1945 .”『아세아연구』87.
. 1993. “해방 후 자본주의와 변화하는 식민지.” 『아세아연구』90.
신기욱. 1993. “1930 년대 농촌 사회 변화와 갈등.”『동방학지』82.
신용하. 1997. “‘식민지근대화론’의 재정립 시도에 대한 비판.” 『 창작과 비

- 106 -

평』. 97.
안병직. 1976. “농업사 연구의 문제점.” 『창작과 비평』40:726-733.
. 1987. “일제 식민지의 경제적 유산과 민족해방의 의의.” 박현채 외『한
국경제론』. 까치.
. 1997. “한국근현대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작과 비평』. 97.
우대형. 『일제하 「개량농법」의 보급과 농촌구조의 변화 』. 연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유석춘. 1997. “유교자본주의의 가능성과 한계.”『전통과 현대』174-93.
. 1998. “동양과 서양, 그리고 자본주의.”『계간 사상』봄호.
유석춘ㆍ최복천. 1999. “미군정기의 지배구조와 자본축적.” 『미군정기 한국의
사회변동과 사회사』.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이경란. 1991. 『일제하 수리조합과 농장지주제-옥구ㆍ익산 지역의 사례- 』 연
세대석사학위논문.
이기훈. 1993. 『1912-1926 년 일제의 농정 수행과 지주회』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렬.1996. “일제하 조선인 자본가의 ‘근대성’”. 역사문제연구소 편.『한국의
‘근대’와 ‘근대성’비판』. 역사비평사.
이애숙. 1985. “일제하 수리조합의 설립과 운영.” 『한국사연구』 50.51 합. 한
국사연구회.
이영훈. 1996. “한국사에 있어서 근대로의 이행과 특질.”『경제사학』21.
이윤갑. 1991. “1894-1910 년의 상업적 농업의 변동과 지주제-경북지역의 농업
변동 사례연구.” 『한국사론』 25.
. 1997. “일제하 사회성격론.”『한국 근현대의 민족문제와 신국가건설』.
지식산업사.
. 1998. “일제강점기 농민운동사 연구에 대한 방법론 비판.” 『 계명사
학』 9.
이호철. 1996. "행위자와 구조, 그리고 제도:제도주의의 분석수준." 『 사회비
평』14.
임대식. 1994. 『 1930 년대말 경기지역 조선인 대지주의 농외투자와 지방의회
참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장덕진. 1999. “경제위기와 대안적 지배구조로서의 신뢰.”『사회비평』20.
장시원. 1984. “식민지반봉건사회론.” 이대근ㆍ정운영 편. 『한국자본주의론』.

- 107 -

까치.
. 1988. “식민지하 조선인대지주 범주에 관한 연구.” 『한국근대 농촌사
회와 농민운동』.
. 1989. 『일제하 대지주의 존재형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 1991. “1930 년대의 농업생산구조와 지주제의 동향에 관한 일시론.”
『한국방송통신대 논문집』 12. 1991.
. 1994. "산미증식계획과 농업구조의 변화."『한국사』13. 한길사.
. 1997. “식민지기 농업사연구의 성과와 과제-80 년대 이후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논문집』2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강수. 1984. “일제하 수리조합 사업이 지주제 전개에 미친 영향.”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93. 『식민지조선의 미곡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전성우. 1995. “막스 베버의 지배사회학 연구.” 배동인 외.『막스 베버 사회학
의 쟁점들』. 민음사.
. 1996. “중세 도시 및 도시 시민계층.” 『막스베버의 사회학 연구』. 사
회비평사.
전우용. 1997. 『19 세기말-20 세기초 한인 회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정문종. 1993. 『1930 년대 조선에서의 농업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정병욱. 1992. “1918-1937 년 조선식산은행의 자본형성과 금융활동.” 『한국사
연구』 79.
정연태. 1988. “1910 년대 일제의 농업정책과 식민지 지주제 -이른바 [미작개량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20. 서울대 국사학과.
. 1994. 『일제의 한국 농지정책(1905-1945)』.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1995. “1930 년대 일제의 식민농정에 대한 재검토.”『역사비평』28.
. 1996. “일제의 식민농정과 농업의 변화.” 한국역사학회 편. 『한국역사
입문』3. 풀빛.
. 1997. “지향으로서의 근대와 실제로서의 근대.”『역사비평』.봄호.

- 108 -

. 1999. “식민지근대화론 논쟁의 비판과 신근대사론의 모색.”『창작과 비
평』.103.
. 1990. “1930 년대 '조선농지령'과 일제의 농촌통제.” 『역사와현실』 4.
. 1992. “1940 년대 전반 일제의 한국농업 재편성 – ‘농업재편성정책’을
중심으로-.”『국사관논총』38.
.1995. “1930 년대 일제의 식민농정에 대한 재검토.” 『역사비평』 28. 1
정용욱. 1987. “1907～1918 년 '지방금융조합'활동의 전개.” 『한국사론』 16.
정태헌. 1991. “1930 년대 식민지농업정책의 성격전환에 관한 연구” 한국근현대
사 연구회.『일제말 조선사회와 민족해방운동』. 일송정.
조기준. 1977. “일제 통치하의 민족자본.” 『한국근대사론』1. 지식산업사.
. “삼일운동 전후의 민족기업의 일유형 -경성방직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삼일운동 50 주년기념논집』. 서울: 동아일보사, 1969.
조명우. 1999. “한국 전통 가족구조의 지역 편차의 원인과 결과.” 연세대 사회
발전연구소 제 37 차 월례발표회 발표문.
조석곤. 1997. “수탈론과 근대화론을 넘어서.”『창작과 비평』. 96.
조재희. 1989. "일제 초기 식민지 국가기구의 형성과 그 성격."『3 ㆍ 1 민족해
방운동연구』. 청년사:77-104.
주익종. 1991. “일제하 조선인회사자본의 동향.-1920 ㆍ 30 년대를 중심으로-.”
『경제사학』15:31-66.
주종환. 1999. “일제 조선토지조사사업에 관한 '식민지근대화론'비판 -근대성을
강조하는 나까무라 교수의 역사이론에 대하여-.” 『역사비평』 47.
지수걸. 1989. “1930 년대 전반기 조선인 대지주층의 정치적 동향.” 『 역사학
보』 122. 역사학회.
. 1996. “일제하 공주지역 유지집단 연구 -사레 1:서덕순(1892～1969)의
'유지 기반'과 '유지 정치'.” 『역사와 역사교육』1.
. 1997a. “일제하의 공주지역 유지집단 연구 -사례 2: 김갑순(1872～
1960)의 '유지기반'과 '유지정치'-.” 간송조동걸선생정년기념논총간행
위원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 1997b. “일제하 전남 순천지역의 소작인조합운동과 '관료-유지 지배체
제'.” 『한국사연구』 96.
. 1997c. “일제하 공주지역 유지집단 연구 -사례 3: 지헌정(1890～1950)
의 '유지기반'과 '유지정치')-.” 『역사와 역사교육』 2.

- 109 -

. 1999. “구한말ㆍ일제초기 유지집단의 형성과 향리.”『한국 근대이행기
중인연구』. 신서원.
차명수. 1991. “세계농업공황과 일제하 조선경제.”『경제사학』15.
. 1996. “국제쌀시장의 통합과 분단,1878-1936.”『경제사학』20.
. 1997. “한국 경제성장의 역사적 인식:생산력 특성과 내재적 시각.”『경
제사학』22.
홍성찬. 1989. “일제하 기업가적 농장형 지주제의 역사적 성격.”『동방학지』.
63.
. 1992. 『한국근대농촌사회의 변동과 지주층』. 지식산업사.
. 1999. “농지개혁 전후의 대지주동향.”『농지개혁의 역사적 재조명 』.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 제 3 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허수열. 1989. “일제하 조선인회사 및 조선인중역의 분석.” 『근대조선의 경제
구조』.비봉출판사.
. 1993. “식민지기 조선인 자본의 성장.”『경제사학』17.別冊.
Lew, Seok-Choon. 1996. “The Structure of Domination and Capital Accumulation in
Contemporary Korea.”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ASA.NewYork.

- 110 -

ABSTRACT
Capital Accumulation of Korean Landlord in Colonial Period
LEE, HUI-JEI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The main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clarify the way how capital accumulation of
large landlord was made and what is the most successful type of landlord in capital
accumulation.
This study deals with 181 chonbuk landlord in colonial period selected on the
[landowners registers] with 100 hectares or more from 1926 to 1938. For this attempt, this
study divides the landlord 's type of capital accumulation into four type.. the type of statebusiness coalition type, the type of the power-oriented, the type of market-oriented, and the
type of status-quo by crossing political factor and economic factor, and through this process,
examined statistically what type of capital accumulation was the most successful.
In Chonbuk, the number of landlord with 100 hectars was 78 in 1926 and 1930, and 73
in 1936, 91 in 1938. The number of individual landlord who enlisted to [landowners
registers] 1 time or more except group landlord was 191. But 3 was impersonal, 2 was
redundant, 5 was no data, so the final object for analysis is 181.
The fingdings are as follows:
1. Although many studies have been based on the political coalition with landlord and
colonial power, this basis needs to be analyzed empirically. To keep and enlarge their
management, landlord should have depended on political power. But it didn't guarantee
the successful management in itself.
2. The index used for the capital accumulation of landlord is the sum of land price and
non-agricultural investments. Each accumulation type was different in the average of
this sum. The most successful type of landlord in capital accumulation is the type of
state-business coa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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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son why capital accumulation on the type of state-business coalition was
successful in colonial korea and after Liberation is the characteristic of power-concentrated
domination structure since Chosun dynasty.
Capital control by power was essential to colonial economic reorganization and it was
important means for successful economic development after Liberation.

Keywords: chonbuk province , colonial period, the landlord 's type of capital accumulation,
the type of state-business coalition, the type of the power-oriented , the type of marketoriented, the type of status-quo, of power-concentrated domination structure, Capital control
by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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