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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tatus of food specialties in Kore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rough『Specialities of

Joseon (朝鮮の特産)』. The book recorded a total of 164 areas and 317 specialties, focusing on five railway lines and branch

lines on the Gyeongbu, Honam, Gyeongui, Gyeongwon, and Hamgyeong. Among the specialities, 211 species were

included, excluding overlapping ones. The food specialties accounted for 100 kinds in 159 regions or 47.4 percent of the

specialties. There were 47 food specialties in 47 areas of the Gyeongbu Line, 21 food specialties in 20 areas of the Honam

Line, 32 food specialties in 40 areas of the Gyeongui Line, 26 food specialties in 15 areas of the Gyeongwon Line, and 33

food specialties in 42 areas of the Hamgyeong Line. Among the specialties, the amount of fish and their workpiece was

overwhelmingly the largest. Next came processed goods of fruits, grains, and vegetables. In modern factories, corn,

tomatoes, blueberries, and sardines were made of processed goods. Factories have been constructed for glass noodles,

sugar, and soju. Specialities and processed goods produced in each region were brought to Jap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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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일제강점기는 1910년 8월 국권피탈로 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기까지 35년간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식민통

치를 당한 시대였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효율적인 식민 지배

를 위한 탄압정책, 영구예속화를 위한 고유성 말살과 우민화

정책, 경제적 수탈정책 등을 끊임없이 펼쳤다(Lee & Park

2006). 특히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까지 조선을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

기지로 삼고 인력 강제동원과 물자공출로 전력화하였다(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996). 이로 인해 조선은 극심

한 식량난에 시달렸고, 조선인의 삶은 피폐해졌다(Lee 2019).

한편으론 일본인과 서구인들에 의한 서구식의 식품가공기술

도입으로 식품가공공장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또 농작물

재배기술의 발달과 대량생산을 위한 농장이 세워지며 전통

적인 식문화가 근대적인 식문화로 전화되는 시기였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은 효과적인 물자 공출을 위해 다방

면에서 조선의 현황을 파악하였고, 그 결과물들이 조선총독

부와 산하기관에서 발행되었다. 그중 하나가『Specialities of

Joseon: Which and Where (朝鮮の特産どこに何があるか)』

(이하『朝鮮の特産』)이다.『朝鮮の特産』는 사토 사카에다

[佐藤技]가 1933년에 저술한 책이다. 사토 사카에다는 당시

조선총독부 철도국 영업과에 10년 가까이 근무하며 화물운

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인물이었다. 이미 1932년에

『A Practical Study on the History of Joseon Economic

History (朝鮮經濟史の實踐的硏究-大量貨物はどう動く)』를

저술하였으며, 일제강점기 조선의 산업 경제적 상황을 한눈

에 파악하고 있었다(Sato 1932).

사토 사카에다는 책의 출간에 대해 세 가지의 전제를 달

았다. 첫째 저술은 철도국 조사 내용에 기반을 두고, 저자 자

신이 조선 여행을 더하여 관점과 표현이 일치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책에 수록된 품목은 조선에서 일반적으로 대량 생

산되는 물품보다 각지 특산품에 초점을 두었다. 세 번째 책

의 서술순서는 한반도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지리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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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따랐다. 이는 책의 첫 페이지에 “관부(關釜) 연락선(連

絡船) 8시간, 건너면 조선의 맑게 갠 하늘, 기름진 벌판으로

이어지는 13도”에서 알 수 있듯 일본인들은 시모노세키항에

서 배를 타고 부산항으로 입국하였고, 부산에서부터 기차로

한반도의 여행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남쪽에서 내려 북쪽으

로 여행 할 일본인 여행자 또는 시찰자에게 노선 주변 산업

안내, 화물 안내를 하고자 한다.”라는 대목에서 이 책의 저

술 목적이 더욱 명확해진다.

일제강점기 일본은 식민지 홍보에 열을 올렸고, 그 결과

조선 관광안내서의 발간이 붐을 이루었다. 1905년 경부선과

경의선을 개통하며 철도국은『Joseon Railway Guidance (朝

鮮鐵道案內)』, 1915년, 1918년, 1921년에『Joseon Railway

Travel Guide (朝鮮鐵道旅行案內)』, 1934년에『Report on

travel to Joseon (朝鮮旅行案內記)』 등을 발행하였다(Sul JH

ed. 2018). 이들 책에는 조선관광을 위한 관광지 사진과 지

도, 지역별 산업현황과 풍습, 숙박시설 등 수많은 정보를 실

었다. 하지만『朝鮮の特産』은 철도 노선별로 지역을 특산

물을 소재로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서술과는 다른 관점의

조선 홍보 책자였다. 즉『朝鮮の特産』은 산업 경제적 측면

에서 당시 조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뿐만 아니라 특산물의

명칭, 용도와 품질, 재배면적과 생산량, 가격, 가공품 공장이

나 조합 설립자, 설립연도 및 규모, 자본상태, 원료 수급처,

철도 운송량과 운임비, 배송현황 등의 전국적 또는 일본과의

비교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기존의 물산지(物産志)와

차별된다.

본고는『朝鮮の特産』를 통해 1930년대 수탈의 대상이 되

었던 조선의 농산, 수산, 축산, 임산 식품의 특산물 현황을

살펴보았다.『朝鮮の特産』에서 다룬 경부선, 호남선, 경의

선, 경원선, 함경선 5개 철도 노선을 따라 총 164개 지역의

특산품 현황을 분석 고찰하여, 일제강점기 조선의 식품 특산

물과 특히 일본인들에 의해 식품가공 공장이 세워지는 근대

화의 면모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근대 식품산업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문헌 소개

『朝鮮の特産』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소장되

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본은 PDF로 서비스되고 있는데,

416~417쪽이 한글로 ‘빈면’으로 표기되며 유실되어 있었다.

아마도 PDF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유실된 페이지를 파악하

고 한글로 공란을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국회도서

관 소장본에는 책의 유실부분 없이 모든 부분의 보관 상태

가 양호하였다.

책의 크기는 가로 12 cm, 세로 18.5 cm로, 총 624쪽 분량

이었다. 1933년 5월 5일 발행으로 푸른색의 하드커버로 장

전되어 있었다. 전체 일본어(日本語)로 표기되어 있고, 본문

은 한쪽에 13줄씩 한줄 당 37글자씩 세로쓰기로 기록되었다.

책의 발행처는 조선철도협회(朝鮮鐵道協會)이고, 정가는 1원

80전(金壹圓八十錢)으로 되어있었다. 국회도서관 소장본의 경

우 표지에 파란색 펜글씨로 저자와 책 제목이 필사되어 있

었다.

책의 본문은 조선의 주요 5개 철도노선을 중심으로, 남에

서 북으로 위치한 각 지역별로 산출되는 특산물을 기록하였

다. 경부선(京釜線)은 경전남부선(慶全南部線), 동해중부선(東

海中部線), 경인선(京仁線)을 포함하여 47개 지역, 호남선(湖

南線)은 광주선(光州線), 경전북부선(京全北部線)을 포함하여

20개 지역, 경의선(京義線)은 평양탄광선(平壤炭鑛線), 평남

선(平南線), 평원선(平元線), 평원선(平元線), 만포선(滿浦線)

을 포함하여 40개 지역, 경원선(京元線)은 동해북부선(東海

北部線)을 포함하여 15개 지역, 함경선(咸鏡線)은 도문선(圖

們線), 대간선(大幹線)을 포함하여 42개 지역이었다. 각 철도

노선마다 지선을 포함한 각 지역은 본문 서술 전 특산물 목

록이 정리되어 있었다. 본문은 각 철도 노선별 지역 특징과

<Figure 1> The cover and copyright of 『Special products of Joseon (朝鮮の特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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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산물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본문에는 설

명되어 있으나, 지역의 특산물 목록에 누락되었거나, 목록에

는 있으나, 본문 설명이 누락된 경우도 몇몇 있었다.

책의 서문은 두 사람에 의해 작성 되었다. 먼저 모로도미

시카시로[諸富鹿四郞]는 1915~1933년까지 조선 철도국에 근

무한 저자의 상사였다. 그는 사토 사카에다가 조선 철도국

영업과에 10년 근무하였으며, 화물업무를 맡아 조선의 경제

사정에 대해 매우 해박하여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고 칭찬하였다. 이미 조선을 소개하는 책자는 많이 있지

만, 대부분 인정, 풍속, 명소, 유적지 등에 국한된 한계를 벗

어나, 만주국 건설과 함께 조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즈음

에『朝鮮の特産』의 발간이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추천의 의

사를 밝혔다. 두 번째 서문 작성자는 와쓰지 히로키[和廣樹]

는 오사카 아사히신문사 경성지국에 근무하던 언론인이었다.

그는 사토 사카에다가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특산물에 주

목하였고, 이동경로와 전설, 풍습을 정확한 숫자로 서술하였

기에 이 책의 발간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

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저자는 매우 꼼꼼하며 자신의 직무에

철저한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朝鮮の特産』에 기록된 자료는 내용분석

(content analysis) 기법을 이용하였다(Yu & Kim ed. 1995).

내용분석을 위해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양적, 질적 분석을

위한 유목을 분류하였다. 유목은 첫째 각 철도노선의 지역별

로 전체 특산물의 물종과 수량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 지역

의 특산물을 식품 특산물, 조리를 위한 식기 및 조리용구, 기

타 특산물로 분류하였다. 이 중 식품 특산물만을 구별하여

특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나누어 추출하였다. 추출된 텍스트

는 곡류, 두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해조류, 과실류, 수육류,

조육류와 난류, 어패류, 우유류, 양념류, 주류 등의 식품군과

가공품으로 분석하였고, 특산물의 산지, 생산 현황, 가격, 유

통 형태, 배송량과 배송지 등을 살폈다. 분석된 내용은 선행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고찰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지역별 특산물 현황

조선 철도 경부선, 호남선, 경의선, 경원선, 함경선의 5개

노선과 지선을 중심으로, 남에서 북으로 위치한 총 164개 지

역의 특산물이 기록되어 있었다. 164개 지역에서 317종의 특

산물이 기록되어 있었다. 특산물 중 중복되는 물종을 제외하

면『朝鮮の特産』에 기록된 특산물은 총 211종이었다. 이중

식생활관련 특산물은 117종으로 전체의 55.5%였는데, 식품

특산물 100종이 159개 지역에서 기록되어 전체의 47.4%였

고, 식기 및 조리용구 17종이 22개 지역에서 기록되어 8.1%

였다. 기타 생활용품 및 광물이 94종이 136개 지역에 기록

되어 42.9%였다.

특산물을 철도노선별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특산물 수량이 가장 많은 노선은 경부선이고, 다음은 함경선,

경의선 순이었다. 이들 지역 중『朝鮮の特産』에서 가장 긴

분량으로 지역의 특징과 특산물을 상세히 설명한 곳은 경원

선 세포(洗浦)였다. 세포는 21쪽을 할애하여 목초, 숯가마니,

약재, 햄, 소시지, 우유, 냉동 두부 등 7종의 특산물을 설명

하여 특산물 수량도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원선 원산(元

山)이 17쪽, 호남선 김제(金堤)와 함경선 회녕(會寧)이 14쪽,

경부선(京釜線) 대구(大邱)와 천안(天安)이 13쪽, 경부선(京

釜線) 부산진(釜山鎭)과 인천(仁川)이 12쪽 순이었다.

1) 경부선의 지역별 특산물

경부선은 부산에서 경성까지 450 km로, 9시간 반이 소요

되는 노선이었다. 삼랑진을 기점으로 조선 남부 연안을 통과

하는 경전남부선(慶全南部線), 대구를 기점으로 동해안으로

가는 동해중부선(東海中部線), 김천을 기점으로 하는 조철경

북선(朝鐵慶北線), 경성에서 인천으로 가는 경인선(京仁線)

등과 연결되어 있었다. 대전에서는 호남선과도 닿아 있어 조

선 팔도를 모두 연결하는 중요 노선이었으며, 조선의 주요

선로 중 여객 교통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경부선이 지

나가는 지역은 비교적 문화가 발달한 조선의 남쪽 지방으로,

<Table 1> Ratio of regional specialities through 『Specialities of Joseon (朝鮮の特産)』

region Quantity
Regional Specialities Related to Food Life

Others
Specialities utensils %

Gyeongbu line 47 93 47 50.5% 11 11.8% 62.37% 35 37.6%

Honam line 20 48 21 43.8% 1 2.1% 45.83% 26 54.2%

Gyeongui line 40 65 32 49.2% 8 12.3% 61.54% 25 38.5%

Gyeongwon line 15 36 26 72.2% 0 - 72.22% 10 27.8%

Hamgyeong line 42 75 33 42.7% 2 4% 46.67% 40 53.3%

total 164 317 159 50.2% 22 6.9% 57.1% 136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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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gional Specialities of Gyeongbu Line through 『Specialities of Joseon (朝鮮の特産)』

Region Specialities and the processed food Utensils Others

1 Busan - Gyeongjildogi Manila rope, Cotton net

2 Busanjin Quail, Cherry Tree - Rubber Shoes

3 Gupo Pear - Portable Seats

4 Samrangjin Apple - -

5 Yucheon Yeast - -

6 Cheongdo Persimmon - -

7 Gyeongsan - - Korean paper

8 Daegu Apple, Cherry, Tomato pulp - Cyperus product

9 Shindong - Jar -

10 Gimcheon - - Korean paper

11 Chupungryeong - - Granite

12 Hwanggan Savoury Persimmon, Jujube - Graphite

13 Yeongdong - - Cotton ginning, Graphite

14 Shimcheon Watermelon - -

15 Daejeon Greenhouse Vegetables, MisoSoy Sauce Cookware Cotton Thread

16 Shintanjin - - Fulling block

17 Bugang - - Seedings

18 Jochiwon Chestnut - Glass bead

19 Cheonan Walnuts - -

20 Seonghwan Korean Melon - -

21 Seojeongri Nutgrass - -

22 Byeongjeom - Earthenware Red deal

23 Gunpojang - - Earthenware tile

24 Anyang Chestnuts - -

25 Yeongdeungpo - Earthenware Cotton, Leather, Leather product

26 Noryangjin Cow’s Nipples Earthenware Osier Product, Grinded cork & corks

27 Yongsan - - Cement root tile

28 Gyeongseong - Pearlware, Rice swipper Rubber shoes, Livestock feed

29 Jinyoung Quail, Egg, Persimmon Bowl Leaf tobacco

30 Yurimjeong - - Portable Seats, Reed hat

31 Changwon - - Wristlets, Undershirt

32 Gumasan
Dried Cod, Seaweed, Sea cucumber, 

Dried seaweed
- -

33 Masan Cheongju, Miso, Soy Sauce, Fish - -

34 Jinhae Fry, Peas - -

35 Dongchon Apple - -

36 Geumho Watermelon - -

37 Geoncheon - - Korean Paper

38 Gyeongjoo - - Korean Paper

39 Geumjang - Pottery -

40 Bujo Geonmiyeok - Bamboo tobacco

41 Pohang Grape Wine - -

42 Hogye - Kettle Cotton

43 Oryudong Korean Melon - -

44 Sosa Peach, Grape - -

45 Bupyeong Sweet Potato - -

46 Juan Salt - -

47 Incheon Soju, Cheongju, Soy sauce, Glass Noodle - Fire Match



일제강점기 식품 특산물 현황 분석 655

조선의 관문인 부산을 중심으로 일찍이 신문화(新文化)와 접

촉한 지역들인 만큼 특산품 생산이 많았다.

경부선 28개 지역, 경전남부선 6개 지역, 동해중부선 8개

지역, 경인선 5개 지역을 포함하여 총 47개 지역에 기록된

특산물은 <Table 2>와 같다. 특산물의 수는 총 93종이었다.

이중 식품 특산물이 47종으로 전체의 50.5%였다. 사과, 수

박, 감, 밤, 참외 등 과실류의 비중이 높았고, 도기나 토기,

옹기 등의 식기와 보관용구의 생산지가 다수였다.

2) 호남선의 지역별 특산물

호남선(湖南線)은 대전(大田)을 기점으로 하여 목포까지 통

하는 260.6 km의 노선이었다. 광주선(光州線)과 경전북부선

(慶全北部線)의 지역을 포함하여 기술되었다. 호남선은 금강,

만경강, 동진강, 영산강 유역을 포함하는 넓은 곡창지대와 서

해의 긴 해안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철도이므로 곡물과

수산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노선이었다. 그러므로 다른 철도

노선보다 경제적 유용성이 높았다(Railway Industry Information

Center. 2010).

광주선과 경전북부선을을 포함한 호남선 20개 지역에 기

록된 특산물은 <Table 3>과 같다. 특산물의 수는 총 48종으

로 이중 식품 특산물이 21종으로 전체 특산물의 43.8%였다.

강경, 몽탄, 목포, 군산 등의 수산물과 그 가공품이 많았고,

나주와 담양의 죽제품과 갈대와 골풀을 활용한 모자나 돗자

리가 생산되었다. 특히 군산은 경제상업 도시로, 특히 미곡

상업이 대단히 왕성하였다. 1930년대 초 군산 인구는 2만 5

천여 명으로, 목포, 원산을 뛰어넘는 발달 수준을 보였다.

3) 경의선(京義線)의 지역별 특산물

경의선은 서울을 기점으로 개성-사리원-평양-신안주를 거

쳐 신의주까지의 노선으로 총 499 km였다. 1905년 일본이

러일전쟁 시작 후 대륙 침략의 목적으로 부설하였다. 경부선

과 함께 평시에는 원료 공급, 공업 제품의 수송을 맡았으나,

전시에는 일본 군국주의의 대륙 침략 노선으로 이용되었다.

서울 남대문과 만주의 장춘(長春) 간을 주 3회씩 직통 급행

열차가 운행됨으로써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국제철도의

일환이 형성되었다(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경의선 26개 지역과 평양탄광선, 겸이포선, 평남선, 평원선,

만포선 14개 지역을 포함하여 총 40개 지역에 기록된 특산

물은 <Table 4>와 같다. 특산물의 수는 총 65종으로 이중

식품 특산물이 32종으로 전체 특산물의 49.2%였다. 장단과

순천에는 콩이 특산물이었으며, 흥수, 순안, 숙천 등 8개 지

역에서 소주공장이, 사리원에는 당면공장이, 대동강지역에는

옥수수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이 생산되었다.

<Table 3> Regional Specialities of Honam Line through 『Specialities of Joseon (朝鮮の特産)』

Region Specialities and the processed food utensils others

1 Dogye Persimmon - -

2 Nonsan Cheongju - -

3 Kanggyeong Salted Corvina - Fulling Block, Diamond, Reed mat

4 Hamyeol Breeding Chicken, Egg - Reed mat

5 Hwangdeung - - Granite stone

6 Buyong - - Ploughshare

7 Gimjae Soonchae, Canned Quail -

8 Jeongeup - - Ramie, Ramie fabric

9 Naegoeri - - Firewood

10 Shinheungri - Small table Firewood

11 Jangseong Agar - -

12 Songjeongri Strawberry, Melon - -

13 Naju - - Bambooware, Bamboo brush

14 Yeongsanpo - - Rush product, Rug, Mat, Rush

15 Mongtan Seasoned Jellyfish, Canned Eel - -

16 Mokpo
Cotton oil, Cotton meal,

Sea cucumber intestine, Seaweed, bog
- -

17 Gunsan Rice, Frozen fish - -

18 Samnye Ginger - -

19 Jeonju Ripen persimmon -
Korean Paper, Round Fan, Fan, 

Umbrella, Stiff paper

20 Damyang - -
Bale, Farmer’s hat,

Bamboo Basket, Fan, C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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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원선(京元線)의 지역별 특산물

경원선은 경성~원산 사이에 부설된 223.7 km 철도로,

1914년 9월 6일 개통되었다. 경인선과 함께 국토를 가로질러

경성과 동서해를 잇는 간선 철도이다. 경성과 당시 동해안

제일의 항구였던 원산을 연결하는 중요한 노선이었다. 함경

선과 이어져 두만강 연안에 이르고, 국경을 지나면 대륙 철

<Table 4> Regional Specialities of Gyeongui Line through 『Specialities of Joseon (朝鮮の特産)』

Region Specialities and the processed foods Utensils Others

1 Susaek - - Broom

2 Ilsan - - Ginseng Scope, Hat

3 Jangdan Bean - -

4 Gaeseong Ginseng - -

5 Gyejeong - - Stone flour

6 Namcheon - - Natural Slate, Marble

7 Mulgae - - Fluro

8 Seoheung - Copperware -

9 Heungsu Soju Pottery -

10 Shinbongsan - - Charcoal

11 Sariwon Glass Noodle - -

12 Hwangju Apple - -

13 Junghwa Herbal Medication - -

14 Pyeongyang Chestnuts, Soju, Cheongju - Rubber Shoes

15 West Pyeongyang Soju - Rubber shoes

16 Seokam - - Plank

17 Shinanju Bear - Wooden ware

18 Sunan Soju - -

19 Sookcheon Soju - -

20 Namsi Soju - -

21 Charyeongwan Soju - -

22 Maengjoongri Sesame Oil - Graphite

23 Wunjeon - Copperware -

24 Jeongju Apple Korean style Seven-dish table -

25 Bihyeon Piglet -

26 Shinuiju
Skewered dish, Bean Jelly,

Dired white bait and its fillet
Wooden Chopstick Pulp, Paper, 

27 Daedong River
Corn products: starch, sugar, glucose, 

syrup, Others (feed, corn oil, salad oil)
- -

28 Seongyori Sugar - -

29 Sadong - - Charcoal

30 Seunghori - - Cement

31 Jangcheonri - - Ondol mat, Reed hat

32 Gyeomipo - - Pig iron

33 Jinjidong - - Cotton

34 Jinnampo Apple Goryeo ceramic kiln

35 Maram - Pottery -

36 Jasan Soju - -

37 Suncheon Bean - -

38 Eunsan - - Silica

39 Shinchang - - Leaf tobacco, Pit wood, Natural Slate

40 Cheondong - -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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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접속되어 산업군사상 막중한 위치였다(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경원선 15개 지역으로 동해북부선의 지역이 포함되어 기

술된 특산물은 <Table 5>와 같다. 특산물의 수는 총 36종으

로 이중 식품 특산물이 26종으로 전체 특산물의 72.2%였다.

식생활 관련 용품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서빙고와 철원은

천연얼음을 저장하였다가 공급하는 곳이었다. 덕정에는 꿀벌

애벌레 통조림을, 원산에는 토마토정어리통조림 가공공장이,

세포에는 햄과 소시지를 가공하는 공장에 있었다. 평강(平康)

은 잡경(雜景)이라 적고 메추라기와 꿩을 잡기위한 좋은 사

냥터라 하였다.

5) 함경선(咸鏡線)의 지역별 특산물

함경선은 함경남도 원산과 함경북도 종성군 상삼봉(上三峰)

사이에 부설된 철도로 총 길이 666.9 km였다. 일제강점기 일

본이 중국과 소련에 대한 군사적 목적과 한반도 북부지역의

풍부한 수산자원·수력자원·지하자원을 개발과 길림·간

도 지방과의 신속한 연결을 목적으로 부설되었다. 영흥·함

흥·길주 평야 등의 동해안 해안평야 지대와 정어리·명태

의 중요한 생산지인 군선을 통과하였다. 이 노선 부근에는

해안의 즐비한 기암·학사대·주을온천 등의 관광 명승지

가 있었다(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함경선 35개 지역과 웅기에서 남양까지 도문선(圖們線) 7

개 지역을 포함한 총 42개 지역에 기록된 특산물은 <Table

6>과 같다. 특산물의 수는 총 75종으로, 이중 식품 특산물이

33종으로 전체의 42.7%였다. 5개의 철도노선 중 가장 식생

활관련 특산품이 적었다. 이는 시멘트. 흑연, 철광석, 활석,

구석, 규석 대리석 등의 천연 광물자원과 목재의 양이 많았

기 때문이다.

식품 특산물 중에서는 명태와 명란이 주를 이루었고, 경원,

훈용, 남양지역은 만주와 인접하고 있어 만주로부터의 대두

유통이 많았다. 나남은 들쭉을 이용한 시럽이나 진액, 와인

제품이 생산되었다. 정어리를 가공한 정어리 지게미와 정어

리유가 차호, 군선, 용현, 일신, 웅기지역의 특산물로 기록되

어 있었고, 다시 정어리 지게미는 영양어분으로, 정어리유는

경화유로 재가공 되었다.

2. 식품별 현황

각 지역의 특산물을 식품군과 그 가공품별로 나누어 본 결

과는 <Table 7>과 같다. 식품 중 어패류와 그 가공품이 41

개 지역에 26종 기록되어 가장 많았다. 이는 일본으로의 이

출을 위해 일본인들의 필요에 의한 작물 파악과 육성이 있

었던 시기이고, 생선을 위주로 한 식사를 하는 일본인들의

기호가 반영된 결과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과실류가 30개 지

역에 16종으로 많았다. 그중에서도 사과의 특산지가 6곳으

로 가장 많았고, 감이 5곳이었다.

1) 곡류

쌀은 호남선의 군산(群山)과 동해북부선의 통천(通川)이 특

산지로 기록되어 있었다. 군산은 전주평야, 김제평야, 강경평

야와 인접해 있고, 금강, 만경강, 동진강 하구와 7리 정도 떨

어져 있기 때문에 당시 많은 배가 모여들었다. 1931년 일본

이 조선에서 이출한 쌀 800만 섬 가운데 약 190만 섬이 군

산에서 이출되었다. 곡물의 양은 조선시대 내내 부피로 계산

되었으나, 일제강점기부터 점차 무게표시가 병행되었다. 또

일본상인들 사이에 쓰이던 가마니가 1909년부터 일반농가에

<Table 5> Regional Specialities of Gyeongwon Line through 『Specialities of Joseon (朝鮮の特産)』

Region Specialities and the processed foods Utensils Others

1 Seobinggo Beam, Natural Ice - Ballast 

2 Uijeongbu Chestnuts - -

3 Deokjeong Canned honeybee larvae - -

4 Dongducheon Pine nut - -

5 Cheolwon Nautral Ice, Beef - -

6 PyeongGang - - Japgyeong

7 Geombullang Buckwheat, Corn, Potato - Coal straw bag, Coal

8 Sepo Herb, Ham, Sausage, Milk, Frozen Tofu - Trees, Coal Straw Bag 

9 Sambang Honey - Coal

10 Gosan - - Comb

11 Seokwangsa Pine mushroom - -

12 Wonsan
Canned Tomato sardine, Oyster,

Pawn of a pollack, Pollack
- -

13 Paecheon - - Hongsong

14 Tongcheon Rice - -

15 Gojeo Hailbut, Atlantic Mekerel, Sardine, Clam - C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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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gional Specialities of Hamgyeongwon Line through 『Specialities of Joseon (朝鮮の特産)』

Region Specialities and the processed foods Utensils Others

1 Munpyeong - - Crude Oil

2 Cheonnari - - Cement

3 Yeongheung - - Graphite, Silk, Jamranji

4 Majang - - Portable Seats

5 Jungpyeong Clam - -

6 Hamheung - - Lumber, Charcoa

7 Heungnam Hardened oil -
Ammonium sulfate,

Ammonium phosphate

8 Seohojin Spawn of pollack - -

9 Twaejo Spawn of pollack - -

10 Shinpo
Seasoned Sea Urchin,

Spawn of pollack
- -

11 Shinchang Dried pollack, Spawn of pollack - -

12 Iewoncheolsan - - Iron ore, Talc

13 Chaho Sardine yeast, Sardine Oil - Silica, Guseok

14 Bookcheong - - Birch

15 Gunseon Sardine Oil, Sardine yeast - Coal

16 Dancheon Soju - -

17 Yonghyen Srdine oil, Sardine yeast - -

18 Ilshin
Sea urchin, Sardine Oil,

Sardine yeast, Seaweed
- -

19 Seongjin - - Marble

20 Eopeok - - Graphite

21 Wonpyeong - - Graphite

22 Gocham - Pottery -

23 Yeongan - - Heavy Oil, Paraffin, Coalite

24 Bonggang - - Coal

25 Hoemun - - Hemp fiber

26 Saenggiryeong - - Goryeo soil

27 Juel Pine mushroom, Trout - -

28 Nanam
Blueberry product

(syrup, juice, wine)
-

Black Diamond Nanam coal,

Hoan Black Diamond

29 Cheongjin Fish Feed, Japanese amberjack, Squid - -

30 Buryeong Pine mushroom, Trout - Lumber, Wooden Coal

31 Gomusan - - Lumber

32 Poongsan - - Brushwood, Lumber

33 Hwaeryeong - Hwaeryeong ceramic kiln -

34 Sangsambong - - Natural Resources

35 Jongseong - - Ink stone

36 Oonggi Sardine yeast, Sardine oil - -

37 Guryongpyeong - - Mamushi

38 Aoji - - Charcoal

39 Shingeon - - Charcoal

40 Gyeongwon Bean - -

41 Hunyung Bean, Walnuts - Red Pine

42 Namyang Bean - Lumber



일제강점기 식품 특산물 현황 분석 659

보급되었다. 1911년 전국상업회의소연합회에서 쌀 1가마니

는 5말을 표준으로 하고, 72 kg이었으니, 1섬은 2가마, 즉

144 kg에 해당되는 양이었다(Chung 2008). 조선정미주식회

사공장(朝鮮精米株式會社工場)과 구로다정미소공장[黑田精米

所工場]이 대표적인 정미공장이었다. 조선정미주식회사는 공

장인원이 130여 명으로, 당시 연간 원료 소비량은 벼 12,000

톤, 현미 1,300톤, 석분 250톤이었다. 생산액은 백미 6,400톤,

쌀겨 1,000톤이었다. 구로다정미소는 좀 더 규모가 크고 생

산량도 많았다. 기존 정미 공정은 벼에서 현미로, 현미에서

백미로 공정하는 단계적 방식이지만, 이 두 공장은 벼를 바

로 백미로 도정하였다.

경원선 검블랑(劒拂浪)은 특산물 목록에는 메밀이 기록되

어 있으나, 본문에는 설명이 누락되어 있었다. 하지만 인근

지역인 삼방과 세포에서 꿀벌들의 이동경로에 메밀꽃을 언

급한 것으로 보아 이 지역들에 메밀밭이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옥수수는 경원선 검불랑의 특산품으로, 해발 2,000척(尺)

의 높은 지대에서 잡곡과 함께 약 500톤가량 생산되었다. 만

주지역에서의 소비가 많아 경의선 대동강(大同江)에는 이를

가공하는 공장이 있었다. 원료는 평안도산 외에도 안동역과

진남포역을 경유하여 오는 수입품을 사용하여 연간 10,000

톤 안팎의 옥수수와 수수가 이 지역에 모여 여러 옥수수 제

품으로 만들어졌다. 대동강의 옥수수 가공공장은 ‘일본 Corn

Products 주식회사’로, 1917년에 미국의 ‘Corn Products

Refining Company’ 사업 방식에 착안하여 설립된 근대식 공

장이라 하였다. 생산 제품은 옥수수 전분과 전분에 화학적

처리를 하여 만든 설탕, 단당류(單糖類), 시럽, 글루텐 사료,

옥수수유와 옥수수샐러드유 등 여러 제품이 있었다.

누룩의 특산지는 경부선 유천(楡川)이었다. 탁주는 원거리

이동이 불가능하여 대개 주막에서 양조하였으므로 대신 누

룩이 조선의 여러 곳에 유통되었다. 누룩은 보통 밀기울로

만들며, 상등품은 순수한 흰 보릿가루로 만들었다. 연간 생

산액은 약 900톤이었다. 철도 수송량은 1928년에 867톤이었

으나, 1930년에는 714톤으로 감소하였다. 배송지는 대구가

325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산 45톤, 구마산(舊馬山)

이 33톤이라 하였다.

2) 두류 및 두류 가공품

두류로는 대두와 완두의 특산지가 기록되어 있었고, 두류

가공품으로 두부와 당면이 있었다. 당면 제조를 위한 원료로

녹두가 사용되었으나, 녹두의 특산지는 별도로 서술하지 않

았다.

대두의 특산지는 경의선 장단(長湍)과 순천(順川), 경원선

의 서빙고(西氷庫), 함경선의 경원(慶源), 훈융(訓戎), 남양(南

洋)이었다. 장단은 금한(金汗), 연천(漣川)과 함께 유명한 대

두 생산지로, 연간 철도 수송량은 3,000~4,000톤이었다. 생

<Table 7> Comparison of Regional Specialities through 『Specialities of Joseon (朝鮮の特産)』

Types Ingredients Processed Foods
numbers per 

record

Grains Rice, Buckwheat, Corn, 
Corn product (glucose, starch, sugar, syrup),

Corn oil, Corn salad oil, Yeast
10/11

Beans Soy bean, Peas Frozen Bean curds, Bean cake, Glass Noodle 4/10

Potatoes Potato, Sweet potato 2/2

Vegetables
butterbur, mastic leaf, ginger, Brasenia, Greenhouse 

Vegetables (Cucumber, Hot Pepper, Eggplant, Tomato)
Canned tomato sardine, Tomato pulp 8/8

Mushroom Pine mushroom - 1/3

Sea weed Laver, Seaweed, Sea tangle Dried Seaweed, Agar 5/6

Fruits

Persimmon, Jujube, Strawberry, Melon, Chestnut, 

Pear, Peach, Apple, Watermelon, Cherry, Pine nuts, 

Korean melon, Grape, Walnuts

Ripen Persimmon, Blueberry product 16/30

Meat Bear, Piglet, Beef Sausage, Ham 5/5

Poultry & egg Breeding chicken, Quail, Egg Canned tree sparrow 4/6

Sea food

Oyster, Hailbut, Atlantic Mackerel, Pollack, Clam, 

Amberjack, Trout, Fish, Squid, Sardine, Fry,

Sea cucumber

Spawn of a pollack, Dried cod, Dried pollack, 

Salted croaker, Fish feed, Canned eel, Skewered 

amberjack, Sea urchin, Frozen fish, Sea cucumber 

intestine, Seasoned jellyfish, Sardine oil, Sardine 

yeast, Dried white bait & its fillet, Hardened oil 

26/41

Milk Milk - 1/2

Seasoning Honey, Sugar, Salt, Sesame Oil, Cotton oil Soy sauce, Miso 7/10

Liquor - Grape Wine, Soju, Cheongju 3/15

Others Herbs, Ginseung, Natural ice Canned honeybee larvae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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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양 대부분이 인천(仁川)으로 수송되어 소량만 소비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일본으로 이출되었으니 쌀과 함께 일제 수탈

의 대표적인 식품이었다. 순천(順川)의 대두는 1928년 평양

탄광선이 개통되면서부터 순천역을 경유해 진남포(鎭南浦)에

서 배로 실어 날랐다. 당시 출하량은 연간 3,500톤 남짓으로

장단과 유사하였다. 서빙고(西氷庫)의 용산대두는 조선 대두

계의 핵심이라 하였다. 한강 유역 130여 리에서 생산하고 있

으며, 알맹이가 커서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 한강물이 녹아

야 출하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생산품보다 섬당 가격

이 20~30엔 정도가 더 비쌌다. 연간 출하량은 5,000~10,000

톤이었다.

강원도 평강군 고삽면 세포리에는 추운 날씨를 이용한 대

두를 이용한 냉동 두부공장이 있었다. 세포는 해발 2,000 피

트인 지역에 혹한기에는 영하 30oC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10

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반 년 가량 자연 냉기를 이용한 냉

동 두부 생산이 가능하였다. 1929년도에 판매된 양은 1,000

개들이 상자 1,100개로, 철도 발송량은 1926년이 50톤으로

가장 많다고 하였다. 냉동 두부는 코우야두부[高野豆腐]와 유

바[湯葉] 같은 정진요리(精進料理)에 주로 사용되었으니 일

본인들을 위한 식품이었다. 가격은 한 모에 1전이며, 1상자

는 10엔 정도였다.

완두는 조생청완두가 경부선 진해(鎭海)에서 생산되었다.

초완두( 豌豆)는 온실과 반지붕온실[半溫室]에서 속성 재배

되어 4월 말~5월까지 생산되었다. 가격은 5월 상순에 1관(貫)

이 1엔 50~70전 정도였다. 1915년 일본인들이 히로시마의

완두 종자를 가져온 것을 조선인들이 시험 재배하면서 시작

되었다. 이듬해 약 300관을 수확하여 부산, 마산, 통영 방면

으로 판매처를 개척하였다. 1930년 대 초 연간 생산액은

10,000여 관으로 그 가격은 5,000엔에 달한다고 하였다.

중국소면(支那素 )이라 표기한 당면(唐 )은 경의선 사

리원(沙里院)과 경인선 인천(仁川)의 특산물이었다. 사리원은

녹두 생산 조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당면의 원료로 녹두와

감자 전분을 사용하였다. 당면은 80돈(刃) 또는 50돈 가량을

다발로 묶어 80돈 다발은 큰 상자에, 50돈 다발은 석유상자

크기의 상자에 넣어 유통하였다. 1930년대에는 소매가격은

감자전분의 투입량에 따라 1근에 15전~22전까지이고, 50돈

짜리 다발 하나에 6~7전 가량하였다. 1921년에 세운 광흥공

장은 1930년대 들어 중국인 노동자가 50명에 1일 생산량은

3,000근에 달했다. 철도취급은 1928년이 415톤으로 가장 많

았다. 배송지는 국내는 물론 일본 오사카, 도쿄, 나가사키이

며 대만, 만주 방면에도 발송되었다. 일본 출하품은 감자전

분이 적은 고급품이 주로 배송되었다. 인천 당면은 외장의리

(外長意里) 대진두면공장(大津豆麵工場)에서 대부분 생산하

였다. 원료인 녹두는 만주와 조선 황해도 산을 사용하고, 전

분은 일본과 대만에서 들여왔다. 중국인 위주로 50여 명을

고용하여 연간 생산액 500,000근을 생산하였다. 인천당면은

녹두의 원산지인 사리원보다 수질이 좋아 당면의 윤기가 뛰

어나다고 하였다.

저자는 조선인들은 당면, 시금치, 고추를 섞어 ‘잡채(雜菜)’

를 만든다고 하였다. 조선시대 잡채는 이름 그대로 여러 가

지 채소를 섞어 놓은 음식이었다. 방신영의『조선요리제법』

1921년 판본에 기록된 잡채에는 드디어 당면이 나타났다

(Korean Traditional Knowledge Portal). 먼저 채소를 각각

볶고, 당면을 물에 불려 삶아 썰어 다른 재료와 섞는다고 하

였다. 일제강점기 당면잡채가 시작되었으니 불과 100년이 넘

었을 뿐이다. 당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요리강습을 할 때도

전통적인 잡채와 별도로 당면잡채가 소개되었다(Lee 2017).

3) 서류 및 서류 가공품

서류로는 감자와 고구마의 특산지가 기록되어 있었다. 경

원선 검불랑(劒拂浪)은 해발 2,000척(尺)의 높은 지대로, 감

자가 300톤 정도 생산되었다. 이중 1,000,000여톤의 감자는

경성으로 배송되었다. 고구마[甘藷]는 경인선 부평(富平)이

특산지였다. 부평의 고구마 재배는 1920년대에 시작되었는

데, 토양에 자갈이 많아 배수가 용이한 재배 적지였기 때문

이었다. 일본인과 조선인들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총 140,000

~150,000관의 고구마가 생산되었다. 부평 고구마는 옅은 복

숭아 색으로 달콤한 만생종을 주로 재배하는데, 군고구마용

이라 하였다. 만생종은 8월 중순~10월 중순까지 생산되었고,

출시 가격은 1관에 30~35전 정도였다. 저자는 날씨가 추운

탓에 조선은 고구마의 저장이 어려워 씨고구마의 가격이 비

싸다고 하였다.

4) 채소류 및 채소류 가공품

채소류로는 속성재배 채소류, 머위, 생강, 순채나물, 산초

나무순, 토마토가공품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경부선 대전(大

田)에서는 1905년경부터 일본인들이 채소 재배를 시작한 후

속성원예조합[促成園藝組合]을 결성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

서며 채소 재배 주안점을 ‘속성(速成)’에 두고 12정보(町步)

의 농장에 속성재배를 위한 채소를 키우며 채소의 특산지가

되었다. 주요 작물은 오이, 가지, 토마토, 조선고추 등이지만,

일본 품종에 대항하는 정호원(正護院)의 절성(節成)오이가 작

물의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하였다. 일본인들은 껍질이 연한

중국 오이를 선호하지만, 정호원 오이가 일본산 오이에 비해

1개월 정도 빨리 출시되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였다. 3~6

월까지는 일본인을 위해 경성으로 보내졌고, 6월 이후에는

경성 근처에서 중국 오이가 출시되므로 조선인을 대상으로

출하되었다. 가격은 3~10전 정도로, 온실 재배 생산비가 높

았지만 일본산보다는 저렴하였다. 그 외 조선고추, 가지, 토

마토의 주요 배송지는 경성으로, 발송량은 1929년에 440톤,

1930년에는 295톤이라 하였다.

목포는 머위 생산지로 유명하였다. 목포 머위는 일본 나고

야 개량종으로, 1926년 시험재배를 시작한 뒤 점차 생산액

이 증가하였다. 생산지는 무안군 이로면(二老面) 목포원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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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木浦園藝組合)이었다. 재배면적은 10정보로, 연간 생산액

은 30 kg 상자 3,500~4,000개였다. 가격은 30 kg 한 상자가

1엔 40~50전이었다. 배송량은 총 1,000,000톤 안팎인데, 배

송지는 경성이 가장 많고, 평양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고 하

였다.

호남선 삼례(參禮)는 생강의 특산지였다. 전주 봉동면(鳳東

面)을 중심으로 고산, 삼례, 용진에서도 재배되었다. 재배 면

적은 대략 1,000,000정보이고, 연간 생산액은 1,300섬 안팎

이며 재배자 조합이 있었다. 생강은 8월에 가장 많이 생산되

지만 기온이 높고 잎이 나기 때문에 생강이 쉽게 물러졌다.

그러므로 장거리 배송을 위해서는 건강(乾姜)이나 분강(粉姜)

으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생강조합에서 생강의 품질과 중량

검사를 통과하면 꼬리표를 달아 품질을 증명해주었다. 가격

은 1,500,000근이 6엔 안팎이었다. 벼 가마니 안에 생강 2근

과 황토 8근을 넣어 포장하였다, 11~12월의 출하량이 가장

많고, 주요 배송지는 경성, 평양, 대구이고, 경의선과 경부선

각 지역에 발송하였다.

김제(金堤)에는 천년이 넘은 늪이 아니면 자랄 수 없다는

순채나물[蓴菜]이 있었다. 일본인들은 순채는 메이지[明治]

이전부터 가공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또는 꿀이나 식초

를 넣어 음료처럼 즐겼다. 김제 부근에서 순채가 자라는 총

면적은 대략 300만평으로, 그 중 현재 전북 김제군 공덕면

일대의 지내리 연못이 대략 50만 평으로 가장 크고, 생산액

도 가장 많았다. 순채를 상품화 한 것은 1912년 이시이 카메

타로[石井龜太郞]가 순채나물을 정제해 판매한 것이 그 시작

이었다. 귀한 순채의 부패 방지하기 위해 증기 살균한 병조

림으로 제조하였다. 김제에서 발송한 184톤 가운데 80%가

군산을 거쳐 오사카나 나고야, 시모노세키, 멀리는 요코하마

까지 배송되었다고 하였다.

산초나무 순[山椒の芽]은 부산진의 특산물로, 봄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주요 생산지는 동래면(東萊面)

동래읍(東萊邑)으로, 과거 산과 들에서 자생하던 것을 채취

했지만, 당시에는 재배를 하였다. 연간 발송량은 2,000근(斤)

이상이었다. 환기구를 뚫은 귤 상자나 판지 상자에 5근씩을

넣어 포장하는데, 1상자가 생산지에서 1엔 50전, 경성에서는

2~2엔 50전 정도였다. 처음 채취한 것은 주로 봉천(奉天), 장

춘(長春) 등 만주 방면으로, 이후에 채취한 것을 남쪽 지역

으로 보냈다.

토마토는 경부선 대구와 대전이 특산지였다. 대전은 속성

재배하는 채소류 중 하나였다. 대구는 토마토 재배에 적합한

토질과 기후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생산된 토마토는 토마토

소스, 케첩 사딘(sardine)을 위한 펄프로 만들어져 캔과 병제

품으로 포장되었는데, 4엔 정도의 가격을 받았다. 대장흥농

원에서는 1922년부터 토마토를 재배하여 토마토케첩 제조하

고, 1931년에는 토마토소스에 조미한 정어리를 넣은 토마토

사딘통조림을 만들어 조선은 물론 일본 시장도 개척하였다.

경원선 원산(元山)에서도 1930년대 들어 토마토정어리통조

림을 만들어 토마토 펄프와 함께 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하

였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하였으나 토마토 재배가 증가

하고, 정어리를 어유(魚油) 재료로 쓸 수 없게 되면서 1931

년에만 30,000통을 생산하였다. 가격은 48개들이 한 상자가

4엔 70~80전, 소매가격은 1통 당 10전 내외였다. 경성 미쓰

코시[三越] 백화점 식료품부에서는 1통 당 8~9전에 거래되

었다. 이 통조림을 생산하기 위한 토마토는 펄프는 비교적

싼 값에 원거리 수송이 가능하나, 생 정어리는 원거리 수송

이 어렵기 때문에 통조림은 항상 정어리 원산지에서 주로 생

산되었다고 하였다.

5) 버섯류

버섯류 중에는 송이(松茸)가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송

이의 특산지는 경원선 석왕사(釋王寺), 함경선 주을(朱乙)과

부령(富寧)으로, 산간 지역의 진미였다. 함경북도 송이는 일

본산보다 약 1개월 정도 출하가 빨라 일본에서도 상당히 경

쟁력을 가지고 있었다. 1931년 부령역과 고무산역(古茂山驛)

에서 발송한 화물은 총 20,000 kg으로, 제철에는 100몬메에

2~30전 정도였다. 철도 수송양의 반은 경성으로 보내지고, 나

머지는 함흥, 시모노세키, 원산, 인천 순이었다. 영조(英祖,

1757~1765) 대에 조선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엮은

전국 읍지(邑誌)인『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버섯류가 총

217개 지역의 물산과 진공으로 기록되어 있었다(Byen JS ed.

2009). 이중 송이(松茸)가 85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고, 석이

(石茸)가 69개 지역, 표고[香]가 37개 지역에서 생산되었다.

송이는 전국적으로 생산되었으나, 강원도 16개 지역으로 가

장 많았고, 함경도는 7개 지역이었으나,『朝鮮の特産』에는

함경도의 송이를 강조하였다.

6) 해조류 및 해조류 가공품

해조류는 미역, 다시마, 김의 특산지가 있다. 미역과 다시

마는 경부선 구마산(舊馬山)과 동해중부선 부조(扶助), 함경

선 일신(日新)이 특산지였다. 경남 진해만 통영 연안에서 생

산되는 미역의 연간 생산액은 약 70,000엔 정도로, 1929년

구마산역에서 발송한 양이 119톤이었다. 조선 전역에 걸쳐

배송되고 있는데, 경성, 평양과 김천 순으로 많았다. 경상북

도 해안에서 생산하는 미역은 영덕(盈德), 구룡포(九龍浦), 송

라(松羅)산 순으로 품질이 좋다고 하였다. 동해중부선 부조

미역은 구룡포산으로, 채취 시기는 4~6월까지였다. 미역은

길이 3~6척, 폭 4치, 두께 2~3분인 띠 모양으로 건조하여

10줄기를 1묶음으로 삼고, 다시 8묶음을 지푸라기로 감싼 뒤

새끼줄로 묶어 포장하였다. 생산지 원가는 1줄기에 5~10전

가량이나 거간꾼을 거쳐 부조 시장에 나오면 1줄기에 17전

이 되었다. 약 50 kg 1상자 가격은 15엔이었다. 조선 북쪽에

있는 신포(新浦), 신창(新昌), 명천(明川) 등이 유명하지만, 일

신지역의 해조류 품질과 수량은 으뜸이라 하였다.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김 생산지는 목포이고, 그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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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곳이 바로 구마산이다 하였으나, 목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구마산의 김은 하동군으로 섬진강 하구가 재배장이

었다. 당시 재배 면적은 1,100,000평이고, 연간 생산액은

250,000엔이다. 이 지역의 김 재배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으

나, 일제강점기 재배 방법과 김 뜨는 방식을 크게 개량하여

품질이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가격은 50 kg 1꾸러미 당 50엔

정도였다. 생산된 김은 아사쿠사 김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도쿄로 보내지고 정제하여 색을 밝게 만들었다고 한다. 1930

년 구마산역에서 발송한 철도 취급량은 87톤이다. 12월부터

3월 사이에 발송한 김 배송지는 경성이 27톤으로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 대구가 18톤, 김천 9톤 등이었다.

한천(寒天)은 호남선 장성(長城)의 특산품이었다. 장성 수

산리(壽山里)에 고리 시게타로(郡繁太郞)가 경영하는 조선한

천제조소(朝鮮寒天製造所)에서 생산되었다. 제주도 외 다도

해 연안에서 나는 천화채(天花菜)를 원료로 연간 8만 근 안

팎을 생산하였다. 장성 한천은 1912년 12월로 시작하여

1919년에는 최신식 공장을 증설한 이후 계속하여 발전하였

다고 하였다. 1931년 생산한 한천은 10만 근에 이르며, 당시

소련까지 거래를 하였다. 한천은 조선시대에는 우모(牛毛)라

했다.『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남해안의 경상도와 전라도

10개 지역의 물산과 진공품이었다(Byen JS ed. 2009). 1450

년대『산가요록(山家要錄)』에 우모전과(牛毛煎果) 만드는

법이 기록되어 있고(Han 2003), 조선시대 내내 꾸준히 진상

되어 과정류를 만드는 재료로 활용되었다. 일제강점기에 들

며 장성과 함께 1912년 대구 신암동에 조선총독부의 한천제

조시험소가 작업을 시작하였다. 오늘날 가장 대규모로 한천

을 제조하는 경남 밀양은 1913년에는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

속되고 있다(Miryangagaragar).

7) 과실류 및 과실류 가공품

과실류는 사과[ 果], 감[甘 , 盤木市, 澁木市, 土音木市], 수박[西

瓜], 대추[棗], 딸기[ ], 멜론[メロン], 밤[栗], 배[梨], 복숭아

[桃], 앵두[櫻桃], 잣[松の實], 참외[甛瓜], 포도(葡萄), 호두[胡

桃]가 28지역의 특산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중 사과가 6지

역으로 가장 많았고, 감과 밤이 4지역으로 다음이었다. 과실

류의 가공품으로는 곶감[乾木市]과 들쭉가공품 생산지가 있었다.

사과[ 果]는 경부선의 삼량진(三浪津)과 대구(大丘), 동해

중부선의 동촌(東村), 경의선의 황해황주(黃海黃州), 정주(定

州) 그리고 진남포(鎭南浦)에서 생산되었다. 재래종 조선 사

과는 과실의 크기가 작은 품종이었으나, 1930년대 재배하는

우량종은 1903년경 도미타[富田]가 진남포에 들여온 품종이

라 하였다. 이후 대구와 황주 등 유명 산지에서 시험 재배를

시작하였고, 시행착오 끝에 중생종(中生種)과 만생종(晩生種)

을 수확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의 사과 생산량은 약 1,000

만 관인데, 이 가운데 진남포에서 생산되거나 진남포에 집산

되는 사과의 양만 1931년도 기준 2,500,000관에 달했다. 황

해 황주 지역에 사과가 재배되기 시작한 시기는 1905년이었

다. 토지의 생산력과 기후가 알맞은 지역이지만, 많은 실패

를 거쳐 아오모리[靑森] 사과와 판매 경쟁을 벌이는 수준에

이르렀다. 경의선의 정주의 사과 재배면적은 100정보, 연간

생산액은 100,000관이 넘었다. 이 가운데 철도 배송양은 약

100톤으로, 배송지는 안동(安東)이 대부분이고 신의주와 선

천(宣川)에도 배송되었다. 대구 사과는 1892년 영국인 아치

발드 그레이 플레쳐(Archibald Gray Fletcher)에 의해 수입되

어 시험재배된 것이 러일 전쟁 이후 한반도로 들어온 일본

기업가들에 의해 대구과수재배조합이 설립되면서 조직적으

로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치발드 그레이 플레쳐는

1908년 의료선교사로 한국에 발령을 받아 입국하였고, 대구

제중원(濟衆院) 자대 병원장을 역임한 기록이 있어 대구 사

과재배의 발상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Lee 2006). 1930년 대구 사과의 철도 운송량은 1,200

톤으로 압도적인 양이 일본으로 향했고, 당시 일본의 대표적

사과명산지인 아오모리 사과보다 더 좋은 품질 평가를 받았

다고 하여 대구사과 품질의 우수성을 추측할 수 있었다.

감(木市)은 경부선의 청도(淸道), 황간(黃澗), 진영(進永) 그리

고 호남선의 두계(豆溪)가 특산지였다. 청도에서 나는 감은

씨 없는 반시(盤木市)였다. 1관에 40전으로, 주로 부산으로 출

하되었다. 1930년 3,700여 호의 농가에서 48톤을 생산하였

다. 황간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감은 떫은 감[澁木市]이었다. 연

간 300톤이 생산되는데, 철도 수송량은 1930년도에 159톤이

배송되었다. 진영의 감은 단감[甘 ]이었다. 당시 조선에는

단감이 적었다. 일본 품종 단감을 이식하였어도 떫은맛이 났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영에서 생산되는 단감은 매우 귀한

대접을 받았다. 후유[富有]종의 재배가 가장 많아 150관, 젠

지마루[禪寺丸]가 100관, 그 외에 술을 담그는 이용하는 하

치야[蜂屋]가 500관정도 생산되었다. 조선에서 감이 가장 밀

집된 두계(豆溪)지역의 감은 술 담그기에 적합한 배감[培木市]

이 생산되었다. 배감으로 담군 술은 맛이 좋고 저장 기간이

길어 인기가 높았다. 전주(全州)에서는 생산되는 모든 감을

곶감으로 가공되었다. 전주 곶감은 건조 방법을 연구하여 조

청 빛깔에 표면에 흰 분이 피고, 수분함량이 적당하고 식감

이 좋았다고 평가하였다. 전주군 고산면 고산리에서 주로 생

산되는데, 최근 연간 생산액이 13,000관이었다. 곶감은 1백

개 씩 대바구니에 넣어 시장에 출하하는데, 가격은 한 바구

니에 2엔 50전 가량이었다. 철도 취급량은 연간 50~120톤

정도로 소량이었다. 경성으로 보내는 양이 제일 많고 다음으

로 군산, 목포 순이었다.

경부선 구포(龜浦)는 배로 유명한 곳인데, 일원(一原), 박다

청(博多靑), 태백(太白), 이십세기(二十世紀), 장십랑(長十郞),

조생적(早生赤), 금촌추(今村秋), 만삼길(晩三吉), 명월(明月),

적룡(赤龍) 등 다양한 품종이 생산되었다. 1907년 시험재배

를 시작으로 당시 104호 농가가 7~8정보의 생산을 하여 연

간 생산량이 1,100,000여 관이 되었다. 구포에서 생산된 배

는 대부분 소형선에 실려 일본 큐슈로 갔고, 나머지는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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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송되어 전국에서 소비되었다.

조선에서 수박[西瓜]은 경부선(京釜線)의 구미(龜尾), 대신

(大新), 심천(深川) 그리고 호남선(湖南線) 이리(裡里), 송정리

(松汀里) 등이 유명한 생산지였다. 심천은 1915년부터 심천

의 후쿠다농장[福田農場]에서 재배가 시작되어 온실 재배가

되고 있었다. 생산량은 연간 2,000~3,000톤으로 양은 많지

않았으나, 맛이 좋았다고 하였다. 부산에서 일본산과 경쟁 한

다는 것으로 보아 일본산 수박이 수입되어 팔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부선의 금호(琴湖)와 대구도 주요 시장에 출하

하는 수박 공급지였다. 영천군은 금호면의 신대리, 삼호동,

덕성동, 냉천면 등을 중심으로 하여 당시 수박 생산액이

300~400톤에 이르렀다. 삼호강 근처가 모래땅이기 때문에 수

박 재배에 가장 적합하여 농가(農家)가 모두 수박을 재배하

였다.

밤[栗]은 경의선의 평양(平壤), 경원선의 의정부(議政府),

경부선 조치원(鳥致院)과 안양(安養)이 특산지였다. 평양밤은

조선을 대표하는 상품인데, 평원군(平原郡) 함종면(咸從面)에

서 생산되었다. 보통 생밤 5말을 가마니 하나에 넣어 75 kg

정도 되는 양을 판매하였다. 가격은 일정하지 않지만 20엔부

터 24~25엔 사이였다. 1928년 발송량이 1,871톤에 달했지만

이후 불황이 심해져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다. 일본으로 발송

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조선 내 소비는 약 200톤 정도였다.

의정부에서 생산하는 밤은 이른바 ‘양주밤’으로 불리는 가율

(茄栗)로, 알맹이가 큰데 경성을 중심으로 조선에서만 소비되

었다. 양주군의 밤 생산액은 연간 500톤 남짓으로, 품질과 수

량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하였다. 경부선의 조치원 밤의 철도

취급량은 1930년 172톤으로, 시즈오카, 시모노세키, 오사카

등지로 배송되었다. 안양에서 생산되는 밤은 크기로 유명하

였다. 크기가 평양 밤보다 세 배정도 크기 때문이다. 일본인

대농장주와 조선인들이 운영하는 밤 농장의 면적은 120여 정

보에 달했고, 나무의 수는 50,000여 그루였다. 배송지는 경

성이 제일 많았다.

대추[棗]는 경부선 황간(黃澗)지역의 특산이다. 대추는 연

간 생산량은 100톤 정도로, 말린 상태로 출하되었다. 철도로

는 1930년에 50톤이 수송되었다.

참외[甛瓜]는 경부선 성환(成歡)과 경인선 오류동(梧柳洞)

이 특산지였다. 성환참외는 큰 것은 일본산 금참외(金甛瓜)

의 3배 정도로, 숙성한 참외의 과육은 두툼한 담황색이고, 과

즙이 풍부하며 매우 달콤하다고 하였다. 시장 출하는 일반

참외보다 약간 늦은 8월초로, 9월 상순까지 약 40일간이었

다. 가격은 맏물 때 1개에 6~8전(錢) 정도이고. 성수기 때는

4전이었다. 군농회(郡農會)에서는 성환참외조합을 조직하여

품질 검사를 거쳐 인증하였다. 오류동 참외는 외형이 푸른

바탕에 엷은 황색 줄무늬가 들어간 일반적인 조선 참외지만,

오류동의 윤기 나는 점토가 참외에 특유의 향을 주는 것으

로 인식하였다. 연간 생산액은 100톤 안팎으로 트럭으로 수

송되었다.

복숭아는 경인선 소사(素砂)는 복숭아의 특산지였다. 소사

는 점토질로, 지세가 완만한 경사이고, 배수가 좋아 복숭아

재배의 적지였다. 소사역을 중심으로 한 소사면, 오정면, 소

래면에서 70여명이 과수원을 경영하는데 대부분 복숭아였다.

재배 면적은 150정보로 연간 생산액은 30만 관에 달했다. 복

숭아는 6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시기에 따라 다양한 품종

이 생산되었다. 상자에 3관씩 넣어 경성, 평양, 안동, 신의주

등으로 배송되었다. 1930년대 재배 면적은 150정보에 달해

과일 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고, 생산자 조합에서는 복숭아

잼, 통조림, 시럽 등 가공품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경인선 소사에는 품질이 뛰어난 포도도 소량 생산되었다.

소래면 우메노농원[梅野農園]에서 주로 생산하는 포도는 연

간 20,000~30,000관 가량이었다. 우메노농원이 수년 동안 유

럽과 미국 품종 포도를 연구하여 시험 재배한 결과라 하였다.

조선에서 널리 알려진 호두[胡桃] 생산지는 천안 부근이

유일하였다. 호두는 본문에서 ‘桃胡’라고 되어 있으나 ‘胡桃’

의 오자인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 초 꽃이 피어 결실기(結

實期)에 이른 10년 이상 된 나무가 3,000그루 이상 있었다고

하였다. 1년 생산액은 500~600섬 정도였다. 발송양은 10~11

월이 가장 많았다. 배송지는 경성이 대다수이고, 그 다음이

인천과 강경 등이었다. 호두의 가격은 원산지에서 1섬에

30~50원(圓)정도이다. 극히 일부를 천안 호두과자와 호두양

갱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천안 내 소비는 거의 없었다. 호두

과자는 1930년 10월 의장등록(意匠登錄), 1931년 3월 부산

에서 개최한 조선총독부 주최 조선과자품평회(朝鮮菓子品評

會)에서 1등을 하였다고 하여 호두과자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함경선 훈융(訓戎)에도 호두가 특산으로 되어 있으

나.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 특수 재료로 취급되는 목재에 주

목하고 있었다.

잣[柏子]은 조선 중부지방과 이북지역에서 많이 생산되었

다. 특히 금강산 일대가 주요 생산지이며, 강원도 회양, 평강,

철원, 금화, 고성, 인제에서도 생산되었다. 북쪽 지방으로 출

하하는 물량은 고산역(高山驛)으로, 서쪽 지방으로 출하는 물

량은 동두천(東豆川)역에 모여 대부분 경성으로 배송되기 때

문에 경원선의 동두천이 특산지로 기록되어 있었다. 잣 생산

량은 50,000~60,000근이었다. 주요 생산지인 강원도 생산액

은 전체 생산액의 절반 정도로 연간 30,000근 안팎이었다.

철도 취급량은 연간 100톤 전후로, 대부분 경성으로 배송되

었다.

들쭉액을 가공한 들쭉시럽, 진액, 와인제품은 함경선 나남

(羅南)의 특산물이었다. 들쭉은 조선 북쪽의 산업이 발전되면

서 일본에게 알려진 산간 지역의 특산품이었다. 1930년대 들

쭉채취량은 7백 섬으로, 시럽, 진액, 들쭉와인의 생산액은

80,000엔에 달했다. 들쭉 자생지는 함남 풍산군(豊山郡)이며,

약 530정보에서 들쭉이 집단으로 자라고 있었다. 이곳을 사

업소로 삼아 조선들쭉제조소는 저장고를 만들어 액즙(液汁)

을 제조하였다. 들쭉액은 4말들이 나무통에 넣어 북청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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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남역으로 보내지고, 시럽, 진액, 들쭉와인으로 가공되었다.

시럽의 가격은 4홉들이 병 4개가 36엔, 2홉들이 병 4개가

23엔이었다. 조선 내 수요가 70%, 일본과 대만, 만주가 30%

를 차지하였다.

경부선의 대구(大邱)는 진남포(鎭南浦), 송정리(松汀里), 부

산진(釜山鎭)과 함께 앵두 생산지로 유명하다고 하였으나, 진

남포, 송정리, 부산진의 앵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품종은

나폴레옹, 홍옥(紅玉), 히노데(日の出) 등이었다. 4월 중순~6

월 상순 까지 채취가 가능한데, 5월에 가장 성황으로 생과실

로 유통되었다. 앵두는 작은 상자에 1관을 넣어 시장에 출하

하는데, 보통 1관에 3엔 50전 정도였다고 한다. 연간 3천관

을 생산하였으며, 철도 운송량이 1931년 1,600관으로, 주로

일본 오사카, 고베, 교토 등지로 배송되며 고급과일로 취급

되었다.

딸기는 호남선 송정리(松汀里)가 특산지였다. 1926년 속성

재배 원조인 호리노농원[堀野農園] 주인이 딸기 우량종을 개

발하였다. 생산지에서 판매하는 딸기 1상자의 값은 4월까지

는 1엔 50전이지만, 5~6월에는 60전이었다. 생산량은 해마

다 급증하여 1930년 12,000상자였다. 배송지는 경성이 가장

많았고, 평양과 만주 방면으로도 배송되었다.

멜론의 특산지는 호남선 송정리(松汀里)로 조선에서 유일

하였다. 6월 초에 생산한 멜론은 경성 시장에서 100몬메( )

당 1엔 40~50전에 팔리고, 성수기에도 50~60전 밑으로는 떨

어지지 않았다. 1923년 호리노농원 주인이 영국에서 가져온

멜론을 시험 재배한 것이 시초였다. 여름 멜론은 6~7월 사이

에, 가을 멜론은 11~12월 사이에 출하되었다. 배송지는 경성

이 절대 다수이나, 여름 멜론이 많이 나는 시기에는 봉천, 무

순 등 만주 방면으로도 발송한다고 하였다.

『여지도서(輿地圖書)』(Byen JS ed. 2009)에는 석류가 경

상도 전라도 100개 지역의 물산 및 진공품으로 가장 높은 빈

도로 기록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잣이 94개 지역, 귤, 금귤,

청귤, 감자, 산귤, 동정귤 등의 감귤류가 70개 지역, 배가 51

개 지역, 감이 50개 지역, 유자가 47개 지역, 호두가 39개

지역, 대추가 27개 지역, 밤이 20개 지역으로 주를 이루었다.

그 외 포도, 복숭아, 앵두 등이 생산되었다.『朝鮮の特産』

에서 강조한 사과, 수박, 딸기, 멜론은 전혀 없었다.

8) 수육류 및 수육류 육가공품

1930년대 조선의 축우(畜牛) 수는 약 2,000,000마리로, 전

국 어디에나 많지만 경원선 철원(鐵原)은 회령(會寧), 함흥

(咸興)과 더불어 특히 소가 많은 특산지였다. 철원에서는 철

도 개통 이후 1930년대에 연간 2,000마리 이상이 출하되었

는데, 주요 배송지는 부산진을 통한 일본이었다. 일제강점기

에는 구우계(購牛契)나 식우계(殖牛契), 종모우계(種牡牛契)

같은 여러 계(契)가 조직되어 소를 중심으로 한 금융 개념이

시작되었다. 조선에서 열리는 우시장은 대략 800개로, 이 시

장에서는 2~3년 정도 자란 소가 연간 250만 마리 정도 거래

되었다. 조선은 우금령(牛禁令)으로 농우의 도축을 엄격히 제

한하였으나(Kim & Cha 2015), 일제강점기 육우 생산을 위

한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경의선 비현(枇峴)은 돼지의 사육과 거래가 많은 장터로

유명한 곳이었다. 평양북도는 특히 중국과 가까워 오래전부

터 농가 부업으로 돼지를 길러 왔고, 돼지 울음소리가 들리

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양돈업이 성황이었다. 1930년대

에는 도(道) 차원에서 요크셔(Yorkshire)와 버크셔(Berkshire)

같은 영국산 개량종을 보급하여 양돈 사업을 더욱 장려하였

다. 비현의 장날에서 거래되는 새끼 돼지의 수는 연간 7천

마리 정도였다. 생후 2개월 정도 돼지의 가격이 개량종은

15~30엔, 잡종(雜種)은 5~12엔, 재래종은 2~5엔 정도로 품종

마다 차이가 있었다. 철도로 수송할 때에는 평균 6마리를 한

상자에 넣어 보내는데, 연간 발송량은 약 200톤이었다.

경원선 세포(洗浦)에 위치한 난곡기계농장은 200마리 정도

의 돼지를 사육하여 햄과 소시지를 만들었다. 난곡기계농장

은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중 중국 칭다오에서 잡은 독일인

포로들에 의해 설립되었다(Miura & Kim 2008). 가격은 햄

1파운드에 70전~1엔, 소시지는 1파운드에 80전~1엔 20전이

다. 품질이 좋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일본과 조선에 거주하

는 외국인이 주요 구매 대상이기 때문에 대중성을 지니지는

못하였다. 연간 생산량은 햄 12,000엔, 소시지 6,500엔이었다.

조선의 산에서 흔히 곰[熊]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제강점기에는 평안북도 오지에서는 심심치 않게 발견되었

다고 한다. 과거 이 지역에서는 500마리에 달하는 곰이 돌아

다닐 정도였는데, 잡은 곰은 경의선 신안주(新安州)로 집결

되었다. 곰 사냥의 주목적은 쓸개 때문이지만, 가죽이나 고

기도 이용되었다. 가격은 곰의 크기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데, 1930년대에 곰 한 마리(100근)당 쓸개가 30엔, 가죽이

20엔 정도라고 하였다. 철도 수송량은 연간 100마리 정도로,

무게로는 10톤에 가까웠다. 배송지는 평양과 경성으로, 대구

까지도 배송되었다.

9) 조육류 및 조육류 가공품, 계란류

조선은 농업 국가로 축산(畜産)은 소 사육에만 집중되어

있었으나, 1930년대 들어 양계(養鷄)가 조금씩 부흥되었다.

계란은 경부선 경성(京城), 경부선 진영(進永), 호남선 함열(咸

悅)이 특산지였다. 조선 내 양계 호수(戶數)는 약 1,500,000

호(戶)이고, 닭은 대략 6,200,000~6,300,000마리로 어림잡아

연간 산란액(産卵額)이 약 2억 개정도라 하였다. 하지만 소

비량에 비해 부족하여 중국에서 매년 약 120,000~130,000근

을 수입하였다. 함열은 종계(種鷄)와 계란의 최대 생산지였

다. 함열의 양계업은 1921년부터 세키소이치로(關宗一郞)가

시작하여 대규모로 성장시켰는데, 닭에게 과학적으로 연구된

사료를 먹인 결과 우량하여 영양 가치가 높기 때문이라 하

였다. 진영에서는 일본인 12명이 동업하여 계란공판조합(進

永鷄卵共販組合)을 설립하여 계란을 생산하는데, 철도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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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16톤이었다. 

메추라기는 경전남부선의 진영과 경부선의 부산진이 특산

지였다. 이중 진영이 가장 유명하였고, 가까운 부산진이나 평

양, 북청에도 있었다. 메추라기는 중국에서 전라남도나 경상

남도의 연안으로 찾아드는 철새로, 벼 수확이 끝난 이후 북

서풍을 타고 찾아오기 때문에 포획의 적기는 9~12월 중순까

지였다. 김해군 진영면을 중심으로 당시 연간 6만 마리의 포

획이 가능하였는데, 가을에서 겨울까지 3개월간 부산진에서

포획하는 양은 대략 5,000~10,000마리에 이르렀다. 보통 한

마리 당 30~40전으로, 시세가 높을 때는 70~80전이며, 시세

가 낮다고 하더라도 쌀 한 되 값에 맞먹었다고 한다. 잡힌

메추라기는 일본상류층의 가이세키요리 재료로 반출되었다. 

호남선의 김제(金堤)는 쌀의 고장답게 논 주변에 참새가

많았다. 특히 쌀 수확 철이 되면 참새의 극성은 극에 달해

면사무소에서 1921년부터 참새 다리 두 개를 가져오면 1마

리 당 현금 8리를 추출장려금을 줄 정도였다. 이렇게 잡은

참새는 통조림으로 탄생되었다. 통조림은 참새고기를 간장,

미림, 아지노모토[味の素]로 양념하여 여러 번 구워 만들었

다. 통조림 하나에 10필이 들어간 4다스가 1상자에 들어가

고, 중량은 12 kg으로, 연간 1백 상자 정도가 생산되었다고

하였다. 한 상자 가격은 16엔 가량이었다. 연간 철도 취급량

은 약 100상자로, 경성이 50상자 안팎으로 가장 많았다. 

10) 어패류 및 어패류 가공품

생선으로는 동해안 북쪽 원산은 명태가 남쪽 포항은 대구

가, 남서해안에서는 조기가 유명하다고 하였다. 통영, 삼천포,

여수, 남해와 함께 경부선의 마산(馬山)은 조선에서 유명한

어장이었다. 동해안은 정어리, 청어, 명태처럼 떼 지어 헤엄

치는 어류가 많은 반면, 마산 지역은 도미, 문어, 가자미, 고

등어, 갯장어, 전갱이, 삼치, 붕장어 등 흩어져 다니는 고급

어류가 서식하였다. 남해안의 1930년대 연간 어획량은 대략

500,000엔 정도였는데, 이를 위해 총 1만여 척의 다양한 어

획선이 있었다.

진해만 특산품인 대구[魚雪]는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 불과

20~30일 동안에만 많이 잡혔다. 부산, 통영, 구마산 세 항구

중 구마산 어획량이 가장 많았는데, 연간 생산액은 100,000

엔 정도였다. 철도 취급량은 500~600톤이었다. 대구는 말리

면 조리하기도 좋고 가격도 높았기 때문에 생물보다는 건대

구[平干]를 만들었다. 건대구 1마리는 10전 정도에 거래되었

다고 하였다.

경의선 신의주는 압록강 유역에서 뗏목을 타고 잡은 뱅어

와 뱅어포가 유명하였다. 뱅어는 압록강의 얼음이 녹은 봄철

2개월 동안 잡을 수 있었다. 신의주에서 잡은 뱅어는 30,000

관에 달하였고, 뱅어포로 만들면 5,000관이 되었다. 판매액

이 100,000엔을 돌파하였지만, 당시의 수요를 다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하였다. 뱅어는 말린 뱅어와 뱅어포로 가공

을 했다. 말린 뱅어는 뱅어를 삶아 간을 한 뒤 그늘에 말린

제품으로, 다량의 조미료를 사용하여 완성된 상품은 약간 짜

고 매운맛이 있었다. 가벼운 안주용으로 좋은데, 그 맛이 좋

아 일본 황실에까지 납품하였다고 한다. 뱅어포는 뱅어를 전

병(煎餠)처럼 얇게 구운 것이었다. 재료의 원형을 유지하는

말린 뱅어와 달리 뱅어를 완전히 구워서 만들었다. 1920년

에 일본인 업자에 의해 전병 형태로 구운 뱅어를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압록강 뱅어는 생산량 대부분이 일본으

로 배송되어 주로 오사카, 고베, 도쿄의 일류 식료품점에서

독점 계약으로 판매되었다. 소매가격은 100문에 1엔 50전 정

도로, 말린 명태의 30배에 달하는 가격이었으니 뱅어포 제작

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

함경선 청진 앞바다에는 오상진(五常津), 삼포동(三浦洞),

이진(梨津), 대양화(大良化) 등 방어 전문 4개의 어장이 있었

다. 방어는 연간 150,000엔 정도 어획되었는데, 냉동된 후 대

부분이 일본으로 이출되어 조선인에게는 보이지 않는 대량

생산물이라 하였다. 6월에 잡히는 여름방어와 가을방어의 크

기는 차이가 없으나, 맛이 떨어져 여름방어가 가을방어에 비

해 20% 정도 저렴하다고 하였다. 가을방어는 냉동고에서 냉

동되어 1마리 당 20엔 정도에 판매되었다. 방어는 냉동장치

가 달린 배에 실어 일본 시모노세키로 보내지고, 조선 내에

서는 나남 지역이나 간도(間島) 지역에 있는 일본 군인들에

게도 보내졌으니 결국 일본인들이 모두 소비하는 셈이 된다.

염장조기[鹽藏石首魚]는 호남선 강경(江景)이 특산지였다.

황해도 용당포(龍塘浦) 앞에 펼쳐진 연평도의 연간 어획량이

1,000,000엔 정도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강 하구 군산

항과 청도(靑島) 부근이었다. 여기서 잡힌 조기는 강경에 모

여 염장조기로 가공되었다. 소금에 절여 색이 변하고 단단하

게 된 염장조기는 10마리를 한 지푸라기에 묶어 판매하였다.

가격은 작은 조기가 15~20전이며, 큰 것은 30~35전이었다.

철도 취급량은 1925년에 685톤 정도였다. 배송지는 호남선

여러 지역 외에 대전, 김천 등 경부선 여러 지역도 포함되었다.

호남선 군산의 부둣가 인근에 위치한 경장리(京場里)에는

냉동 공장이 있었다. 군산 인근 서해바다에서 잡히는 주꾸미,

뱅어, 새우, 도미, 고등어, 넙치, 조기, 농어, 동갈민어 등이

영하 30~40oC로 냉동어로 가공되었다. 하루 10~20톤을 생산

할 수 있는 제빙 시설과 저빙고(貯氷庫)를 갖추고 있었다. 냉

동어의 대부분은 냉장 장치가 설비된 선박을 통해 시모노세

키 공장에 발송되었다.

오징어는 함경선 청진(淸津)의 특산으로, 너무 손쉽게 어

처구니없을 정도로 많이 잡혀 ‘바보 오징어’라 불렀을 정도

로 당시 어획량이 많았다고 하였다. 어장의 규모는 청진 인

근에 있는 바다 2~3리 정도였다. 어획량은 8월 중순~9월에

가장 많았는데 연간 200,000~300,000마리 정도가 잡혔다. 청

진의 소매가는 가장 비쌀 때가 1전 5리(厘), 가장 저렴할 때

가 5~6리 정도였다. 오징어는 생물, 냉동, 건조하여 유통되

었다.

해삼은 경부선 구마산(舊馬山)은 동해를 통해 일본과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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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닿아 있기 때문에 조선에서 가장 유력한 해삼 공급지였다.

채취 시기는 10월 초부터 이듬해 5월까지로, 11~12월에 가

장 수확이 많았다. 진해만, 통영, 고성 등에서는 젓갈용으로

쓸 해삼내장을 분리했다. 해삼 내장젓은 일본에서 숭어알 젓

갈, 성게알 젓갈과 함께 일본 3대 진미 중 하나로 손꼽히기

때문이었다. 신선한 해삼은 석유캔에 100개씩 넣어 조선 각

지로 보냈고, 말린 ‘건해삼’은 중국에 수출하였다. 해삼 가격

은 1캔에 보통 1엔 20전 정도였다. 해삼 내장 젓갈 1캔은

맏물 시세가 50엔 가량이고, 음력 2월 말에는 8~9엔으로 값

이 떨어진다. 연간 생산액 30만 엔이고, 1930년 철도 취급량

은 159톤이었다.

함경선 신포(新浦)는 조선에서 유일한 게 내장 젓갈을 생

산하는 곳이었다. 게의 알이 다 성장하기 전에 신선한 알을

채취하여 만들었다. 포장은 미국에 있는 앵커 캡(anchor cap)

회사에서 만든 일명 ‘속이 보이는 통조림’ 용기로, 뚜껑은 양

철이었다. 가격은 4타(打)들이 1상자가 도매가 21원이고, 경

성의 소매가 1캔의 값은 60전 안팎이었다. 배송지는 경성과

부산이 대부분이었으며, 출하는 12월부터 2~3월까지만 이루

어졌다.

성게알젓은 함경선 일신(日新)이 특산지였다. 1927년 오오

타카 신스케[大高新介]가 성게알젓 제조 사업을 시작하여

1930년대에는 연간 1만 5천 엔에 달했다. 병에 담아 출하되

는데, 큰 병에 60문 정도, 중간 병에는 45문, 작은 병에 30

문이 들어갔다. 배송지는 주로 경성, 원산, 성진 등이었다. 소

매가로 작은 병은 30전 정도였다.

전남의 금창만(金倉灣)과 담진(澹津) 강구(江口), 경남 가덕

만(加德灣), 진교만(辰橋灣) 등을 비롯한 한반도 각지에서 굴

이 생산되었다. 이 중에서도 경원선 원산 영흥만 부근의 송

전만 굴이 가장 유명하였다. 송전만은 굴 생산을 위해 1909

년 대한제국 어업법 허가를 받았고, 1931년 일본수산흥업주

식회사(日本水産興業株式會社)가 굴 양식장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다. 양식법을 평면식(平面式)에서 입체식(立體式)으로 전

환하여 4,800,000평 정도의 굴 양식장에서 10만여 관을 채취

하였다. 조선 내에서는 생굴로 각지에 발송되고, 말린 굴은

일본 고베, 대만, 중국 등으로 수출되었는데, 매년 670,000엔

에 이르렀다. 원산의 철도 발송량은 30,000~40,000 kg이었다.

명태는 함경남도와 강원도 두 바다에서 잡혔다. 경원선 원

산(元山)과 신창(新昌)은 명태의 특산지였다. 명태잡이는 함

남의 신포충(新浦沖)과 마양도(馬養島) 부근을 중심으로 이

루어졌는데 조선 굴지의 중요 어업이었다. 명태 제품은 생물

과 건어물 두 가지로, 생물을 파는 경우는 적고, 동건법(凍乾

法)과 일건법(日乾法)으로 말린 건어물 제품을 파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가격은 풍어기나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보통 200마리 1태(馬太)당 신선한 명태는 60엔 전후이고, 말린

명태는 80~100엔 가량이었다. 명란(明卵)은 함경선 신포(新

浦), 퇴조(退潮), 서호진(西湖津) 등 함경선 5개 지역의 특산

이었다. 함경선 개통 이전에는 이 지역들의 생산품 전량이

선박에 실려 원산에 도착하였으므로, 원산은 명태와 명란을

파는 시장으로 유명했다. 명란은 조선 사람은 물론 일본인에

게도 인기가 많아 1930년대 초반 연간 300,000~500,000관에

달하는 명란이 일본으로 이출되었으며 러시아, 중국으로도

20,000관정도 수출되었다. 명란의 출하량이 10월 말부터 많

아지는데, 1관들이 용기부터 5관들이 용기까지 다양한 크기

가 사용되었다.

해파리를 대량 생산을 하는 곳은 학교(鶴橋) 뿐으로, 원산

지는 영산강 하류 전라남도 미암군 연안이라 하였다. 현재

지명이 바뀌어 학교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전라남

도 함평군 학교면(鶴橋面)으로 추정된다. 해파리를 가공한 병

조림[海月漬]은 전라남도 몽탄(夢灘) 특산품으로, 가격은 4병

들이 한 상자가 12엔, 한 병에 25전이었다. 주 거래처는 일

본으로, 생산량의 90% 정도가 목포를 거쳐 오사카, 나고야,

시모노세키로 보내지고, 나머지는 조선과 만주에서 소비되었

다. 바지락은 함경선 정평(定平)과 동해북부선(東海北部線)의

고저(庫底) 지역에서 생산되었다. 채취는 5월 초순~8월말이

었다.

산천어(山川魚)는 함경선 부령(富寧)과 주을(朱乙)이 특산

지였다. 수성천(輸城川)의 상류지역인 부령은 급류에 산천어

가 많이 서식하였고, 주을천을 거슬러 서남쪽으로 2~3리 정

도 떨어진 보상동(甫上洞)으로 가면 시냇물이 가장 많이 몰

려드는 곳에 많았다.

영산강은 유명한 뱀장어 포획지로, 몽탄에서는 뱀장어 통

조림이 생산되었다. 영산강 주변 무안, 나주, 관암에서 이른

봄부터 11월 사이에 잡은 뱀장어 포획량은 연간 7,000관 정

도인데, 30%는 생 뱀장어 꼬치가 되고, 나머지는 병조림으

로 가공되었다. 통조림 1백 몬메들이 한 통의 도매가는 80전

이고, 40몬메는 35전이었다. 40몬메들이 통조림 4개가 든 상

자 하나의 값은 16~17엔이었다. 장어덮밥을 좋아하는 일본

인들을 위해 주로 일본에 배송되었다.

정어리는 식용으로 유통되지 않고, 지게미와 기름을 생산

하는 재료로 사용되었다. 또 이를 활용하여 어분과 경화유로

재가공 되었다. 정어리를 이용한 지게미와 정어리유 생산은

동해안 북쪽에 위치한 함경선 차호(遮湖), 군선(群仙), 일신(日

新), 웅기(雄基)가 특산지였다. 정어리 지게미는 비료용이고,

정어리유는 공업용으로, 주된 수요지가 일본이었다. 생산은

조선인과 일본인을 포함하여 차호지역에서 약 30호, 일신지

역이 25호, 군선과 웅기지역도 각각 수십호였다. 생산량은 정

어리 어획량에 따라 매년 다르지만 차호에서 보통 지게미가

15,000~23,000자루, 정어리기름이 50,000~70,000통 생산되었

다. 군선지역의 연간 생산량은 정어리 지게미가 10,000본(本),

정어리기름이 30,000여통이었다. 일신은 1920년대 중반부터

1929년까지 연간 정어리 지게미가 300,000본(本), 정어리기

름이 약 100,000통 정도 생산되는 성황을 누렸다. 웅기지역

의 연간 생산량은 정어리 지게미가 7,500톤, 정어리기름이

5,000톤이었다. 선박을 통해 오사카와 고베, 도쿄 등지로 운



일제강점기 식품 특산물 현황 분석 667

송되었다(Shim & Ha 2017). 마키식[牧式]영양어분(魚粉)은

1932년 8월부터 제조 판매한 상품으로, 함경선 청진(淸津)의

특산물이었다. 영양가가 충분한 정어리 지게미를 식용분말로

제조하여 식품화한 것이었다. 어분은 1개월에 50톤가량 생

산되었는데, 25 kg들이 2천 5백 자루에 해당하는 양이었다.

오사카와 청진에 출하되었다. 경화유(硬化油)는 함경선 흥남

만의 특산품이었다. 정어리유가 원료인데, 조선질소비료주식

회사 흥남공장에서 수소(水素)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경화유

공장은 1931년 7월에 세워졌고, 조업은 1932년 3월에 개시

되었다. 계획하고 있는 연간 생산량은 약 15,000톤이었다. 경

화유는 양초와 비누용 원료나 고형지방(固形脂肪) 대용품으

로 소비되었다. 배송지는 일본, 조선, 인도, 유럽 등 세계 각

지였다.

1931년 까지는 수산물의 이출이 수출보다 월등히 앞섰다.

그러나 1933년을 기점으로 이출과 수출이 역전되어 수출이

증가하였다. 경남지역 어시장의 수산물 수출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함경북도였다. 1932년 만주국 건국과 1937년 중일전

쟁 등을 거치면서 만주와 중국지역의 수산물 수요가 급증했

기 때문이었다. 이는 1929년 경원선 개통과 1933년 웅기~회

령간 도문선(圖們線)과 만주 길림에서 함북 회령까지의 길회

선(吉會線) 등이 개통되면서 북만주와 길림성방면 배송을 원

활하게 도왔다(Kim 2017).

11) 우유류

우유는 경부선 노량진(鷺梁津)과 경원선 세포(洗浦)가 특

산지였다. 노량진에는 1906년에 창설된 아라이 목장[荒井牧

場]에서 연간 약 500섬이 생산되어 연간 30~40톤이 철도로

운송되었다. 세포에서는 미쓰하시목장[三橋牧場]과 난곡기계

농장에서 우유를 생산하고 있었다. 1916년 처음 승인을 받

아 1930년대 당시 젖소 40여 마리를 키워 1일 4섬(石) 가량

의 우유를 공급하였다. 주요 시장은 경성, 원산, 함흥 등이었

다. 1911년에 ‘우유영업취체규칙(牛乳營業取締規則)’이 만들

어지면서 우유의 생산과 보급이 체계화되었다. 냉장시설이

보급되지 않았던 당시에는 생우유의 소비에 한계가 있어 일

본인들은 본국에서 들여온 연유와 분유도 소비하였다(Lee

2016).

12) 양념류

경부선 대전(大田)과 마산(馬山)에서는 일본식 된장[味口曾]

과 간장[醬油] 공장이 있었다. 1904년 츠지 킨노스케(謹之助)

가 대전에 창업한 공장은 1930년대 간장 5,000섬과 일본식

된장 20,000관을 생산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시장 가격

은 간장 1통(24 kg)이 4엔, 일본식 된장 1통(87 kg)이 9엔

가량이었다. 1930년에 철도 취급량은 간장 397톤, 일본식 된

장 168톤이었다. 경부선 마산에서는 일본인 6명에 의해 일

본식 된장과 간장이 생산되고 있었다. 원료로 함경남도, 함경

북도, 강원도의 대두와 경상남도, 경상북도, 황해도의 밀, 그

리고 관동주와 청도의 소금을 사용하였다. 1905년 업자 1명

의 양조량이 150섬이었던 것을 시작으로 매년 성장하여

1930년에는 간장 5,200섬, 일본식 된장 124,000관을 생산하

였다. 가격은 4말이 들은 간장 1병이 13엔 50전, 일본식 된

장 1병이 10엔 정도였다. 철도 취급량은 약 100톤 안팎이었

다. 경인선 인천에는 노다간장[野田醬油] 인천공장이 있었다

. 이 공장은 일본 노다간장에 버금가는 간장 생산지로 연간

10,000섬의 간장이 생산되고 있었다.

경의선 선교리(船橋里)는 대일본정당주식회사(大日本精糖

株式會社) 조선지점 평양공장의 소재지였다. 조선 유일의 제

당(製糖)공장으로, 1920년 건설비 약 5,000,000엔을 들여 건

설되었다. 처음에는 경의선과 함경선 몇몇 지방에서 생산한

사탕무를 원료 일부로 충당하였는데, 1930년대에는 진남포

를 경유하여 수이입(輸移入)되는 고구마 원당(原糖)을 원료

로 사용하였다. 설탕의 연간 생산량은 16,000~17,000톤이었

다. 일제강점기 설탕의 소비는 문명의 우열기준이 되었다. 일

본인들에 의한 서구적 설탕문화의 소비는 제과제빵산업의 발

달과 함께 근대화의 시발점이기도 했다(Lee 2012).

경인선 주안(朱安)은 소금 특산지인데, 염전 면적이 212정

보 남짓으로. 연간 생산양은 1천 7백만 근이었다. 경의선 맹

중리(孟中里)는 참기름 특산지였다. 원료인 깨는 대부분 만

주산(滿洲産)고, 연간 생산량은 약 100섬으로 가격으로는

13,000엔 가량이었다.

면실유는 호남선 목포(木浦)가 특산지로, 목화산업의 부산

물이었다. 목화 최대 생산지는 전라남도이고, 목화씨로 만드

는 기름은 목포에서만 만들었다. 면실유 사업은 1916년 8월

에 처음 시작하였는데, 압착식 공법으로 목화씨 100근 당 기

름 10근, 면실박 44~45근을 추출하였다. 연간 생산량은

70,000상자로 대략 2,100여 톤이고, 이 중 철도 취급량은

10%인 200여 톤이다. 대부분 배에 실어 일본으로 보냈고, 조

선 내 배송지는 대구, 함흥 외 호남선 각 지역으로 보내졌다.

경원선 삼방(三防)은 꿀벌 사육지였다. 삼방은 함남 안변

군 신고산면(新高山面) 남단이다. 7월 초 사철쑥이 피기 시

작하면 경성에서 양봉업자들이 이 지역으로 와 꿀벌을 기르

기 시작해 8월 하순까지만 이루어졌다. 사철쑥은 꿀벌의 유

일한 먹이로, 이 시기 삼방에 도착하는 꿀벌은 어림잡아

1,200~1,300마리라고 하였다.

13) 주류

주류는 포도주, 소주, 청주의 특산지가 기록되었는데 이중

소주의 특산지가 10곳으로 전체 특산물 중 빈도수가 가장 높

았다. 동해중부선 포항(浦項)은 삼륜포도주(三輪葡萄酒)의 특

산지였다. 포항 미츠와 농장 포도원에서 생산되는데, 연간 포

도 수확량은 100,000관으로, 최근 생산액은 생포도주 800섬,

브랜디 100섬, 달콤한 포도주 500섬이었다. 상표는 식탁용

생포도주(食卓用生葡萄酒), 식탁용 백생포도주(食卓用白生葡

萄酒), 달콤한 백포도주, 달콤한 적포도주, 브랜디, 올드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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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휴대용 올드브랜디, 휴대용 브랜디 등으로, 프랑스산 와

인과 견줄만한 품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생산

액의 99%가 배를 통해 일본으로 이출되었으나, 막걸리에서

당밀소주로, 이후 청주, 위스키, 브랜디로 조선인들이 술기호

가 바뀌어가고 있어 그 양이 줄어들고 있었다.

소주(燒酎)는 경인선 인천(仁川)과 경의선 흥수(興水), 평양

(平壤), 서평양(西平壤), 순안(順安), 숙천(肅川), 남시(南市),

차련관(車輦館), 자산(慈山) 등이 10개지역이 특산지로 기록

되었다. 당시 도입된 맥주와 위스키가 일본 사케를 위협하고,

소주가 탁주를 위협한다고 하여 대중들의 소비가 높아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조선의 신식 소주 소비량은

90,000섬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소비량이 갑절로 늘어날 것

이라는 전망하였다.

평양의 오히라양조[大平釀造], 마산의 쇼와주류[昭和酒類]

등은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 평양의 오히라양조, 즉

태평주조에서 만든 소주는 월선소주와 영월소주로, 1920년

대부터 해방이후 1960년대까지 인기가 있었다(National

institute of Korean). 인천의 아사히양조주식회사[朝日釀造株

式會社]는 1919년 설립되어 조선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

닌 주조회사였다. 경의선 평양 소주는 1906년 다나카 슈스

케[田中周助]가 경제리(鏡齊里)에서 시작하였고, 1927년 사

토 큐타로[齋藤久太郞]가 대평양조회사(大平釀造會社)를 설

립하여 당밀을 원료로 한 저렴한 기계소주를 대량생산하였

다. 평양에서 발송하는 소주는 연간 5,000톤으로, 많은 해는

10,000톤에 이르렀다. 배송지는 경성, 부산, 대구, 전주 등 전

국 각지였다. 경의선 서평양역에서는 기림리(箕林里)에 있는

칠성소주(七星燒酒) 양조장에서 생산한 모든 상품이 출하되

었다. 경의선 순안(順安), 숙천(肅川), 남시(南市), 차련관(車

輦館)는 만주에서 생산된 조, 수수 또는 외국산 쌀 등을 원

료로 한 소주를 생산했다. 경의선 자산(慈山)도 역에서 동북

쪽으로 몇 정보 떨어진 곳에 있는 자산소주양조소(慈山燒酎

釀造所)가 있었다. 연간 생산량은 2,000섬으로 인근 지역과

경성, 세포(洗浦) 등지로 판매되었다.

경인선 인천, 경부선 마산, 호남선 논산, 경의선 평양 등은

청주(淸酒)의 특산지로, 1931년도 조선의 청주 양조량은 대

략 6만 섬이었다. 이중 인천이 가장 유명한데, 조선양조주식

회사(朝鮮釀造株式會社)의 금강학, 마스다야상점[益田屋商店]

의 선학, 가노합명회사[嘉納合名會社] 의 백학의 품질이 좋

아 조선 외에도 만주와 대련 등 중국까지 판매되었다. 이 외

에도 인천에는 후카미상점[深見商店]의 성학, 대금, 히사고정

종[ヒサゴ正宗]이 있었다. 인천은 다른 기계소주가 감히 대

적할 수 없었다. 철도 취급량은 인천역에서 발송한 주류 합

계가 4,000여 톤이고, 그 가운데 일본주는 800여 톤이었다.

배송지는 경성이 500 톤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청진, 함흥, 원산, 김천 등이었다. 호남선 논산(論山)

은 명주(銘酒) 아침꽃[朝の花]이 유명하였고, 경부선 마산(馬

山)에는 빈학(濱鶴), 한모단(寒牡丹), 학림(鶴林), 염록(艶綠),

대전정종(大典正宗), 미생(彌生), 후쿠츠루 정종[富久鶴正宗],

소나무의 색[松の色], 아침의 나다[朝の灘], 달의 포구[月の浦],

사쿠라 정종[櫻正宗] 등이 생산되는 양조장이 13곳이나 있었

다. 경의선 평양의 청주는 1908년에 시작되었는데, 나카다

칸이치[中田勘一]가 평양 사쿠라마치(櫻町)에서 처음으로 양

조를 시작한 것이 기원이라 하였다. 1917년에는 사토 큐타

로[齋藤久太郞]가 사토주조합명회사(齋藤酒造合名會社)를 설

립하여 5,000섬에 이르는 대량 생산하였다.

일제강점기 가장 큰 식문화의 변화는 주조(酒造)금지에 따

른 가양주(家釀酒)문화의 쇠퇴라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통

감부 시대에 공포된 주세법(1909)과 조선총독부제령 제2호

주세령(1916)은 오늘날과 같은 주세제도 형성의 시발점이 되

었다. 가가호호 계절마다 빚던 술을 세금으로 규제하고, 공

장 단위에서 양산하는 청주나 소주 생산체제로 바뀌었다(Lee

& Gu 2017).

14) 기타 식품류

경의선 개성(開城)은 조선의 대표적인 인삼 특산지였다. 저

자는 개성인삼이 품질, 형태, 효능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것보다 뛰어났다고 평가하였다. 인삼은 형태가 큰 것을 양품

(良品)이라고 하며 20편(片), 30편 등의 단위를 붙여 그 품위

와 가격을 정했다. 가격은 일정하지 않으나, 보통 1근에 8~9

엔에서 16~17엔 정도였다. 1930년 수삼 수확량은 약 437톤

으로, 이 중 148톤이 일본으로 이출되었다. 개성에서 보내는

인삼은 중국 수출용으로 인천에 100톤, 경성에 41톤이 수송

되었다.

약재(藥材)는 경의선 중화군(中和郡) 상원면(祥原面)이 특

산지였다. 약 20년 전 중화군 천국면(天國面)에서 종자를 옮

겨 심은 것을 시작으로, 당시 약 20명의 재배자가 20,000엔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 경원선 세포에서도 약품, 약재의 수

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당시 연간 12,000톤을 돌파하였

다. 약재 종류로는 도라지, 세신(細辛), 만삼강활(滿蔘羌活),

당귀(當歸) 등으로 종류가 다양하였다.

천연얼음은 경원선 서빙고(西氷庫)와 철원(鐵原)이 특산지

였다. 한강을 중심으로 서빙고와 강 건너편 노량진은 천연

얼음 채취 장소였다. 금강의 신탄진, 대동강의 사동, 압록강

의 신의주처럼 지역 천연 얼음을 채취하는 곳은 운송을 위

해 하천과 철로와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다. 서빙고는 하천에

가장 근접해 있어 얼음을 수송하기에 가장 적합하였다. 한강

천연 얼음은 1919~1920년 경 일본 큐슈로 이출되기 시작하

였다. 한 때 연간 12,000~13,000톤에 이르는 양이었다. 하지

만 일본에서 제빙 기술이 개발되면서부터 더 이상 이출은 이

루어지지 않았다. 1930년대 연간 채빙량은 1천 톤 안팎이며,

철도편에 의한 출하는 700~800톤으로 감소하였다. 봄이 되

어 한강의 얼음의 녹기 시작하면 철원에서 채빙하였다.

‘스가루(すがる)라 불리는 ‘꿀벌 애벌레’는 질그릇 냄비에

넣어 볶으면 고소한 맛이 나서 산간지역의 안주로 애용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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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종벌의 애벌레는 경원선 덕정(德亭)이 특산지이다. 경

기도 양주군에 있는 산림에서 채집하여 덕정리 금목농장(今

牧農場)에서 제조하였다. 1924년 9월부터 생산이 시작되었는

데, 1933년 계획은 300마리 정도 들어가는 80몬메( )짜리

통조림을 5,000개 생산이 목표라 하였다. 덕정역의 발송량은

1,500~2,000 kg 사이로, 일본 나카쓰가와, 가미스와, 다쓰노

등으로 배송되었다

IV. 요약 및 결론

『朝鮮の特産』에 기록된 철도 경부선, 호남선, 경의선, 경

원선, 함경선의 5개 노선과 지선을 중심으로 총 164개 지역

의 특산물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지역의 특산물

은 총 317종으로 지역 간 중복되는 물종을 제외하면 211종

이었다. 이중 식품 특산물 100종이 159개 지역에서 기록되

어 전체 특산물의 47.4%였다. 경부선 47개 지역의 특산물

수는 총 93종이었는데, 이중 식품 특산물이 47종으로 전체

의 50.5%였다. 사과, 수박, 감, 밤, 참외 등 과실류의 비중이

높았다. 호남선 20개 지역에 기록된 특산물의 수는 총 48종

으로 이중 식품 특산물이 21종으로 전체 특산물의 43.8%였

다. 군산의 쌀과 서해안 연안 강경, 몽탄, 목포, 군산 등의 수

산물과 그 가공품이 많았다. 경의선 40개 지역의 특산물의

수는 총 65종으로 이중 식품 특산물이 32종으로 전체 특산

물의 49.2%였다. 장단과 순천에는 콩이 특산물이었으며, 소

주공장과 당면공장, 옥수수가공품이 생산되었다. 경원선 15

개 지역의 특산물의 수는 총 36종으로 이중 식품 특산물이

26종으로 전체 특산물의 72.2%였다. 원산의 토마토정어리통

조림, 세포의 햄과 소시지 같은 근대식 식품 가공공장이 있

었다. 함경선 총 42개 지역에 기록된 특산물의 수는 총 75종

으로, 이중 식품 특산물이 총 33종으로 전체의 42.7%였다.

천연지하자원이 많은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식품 특산물의 양

이 적었다. 동해안의 정어리와 명태 활용이 많았다.

식품군별로 살펴보면 방어, 명태, 고등어, 조기, 뱅어, 오징

어, 해파리 등의 어패류와 해삼과 성게 내장젓, 뱀장어통조

림 등 그 가공품의 양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다. 함경선의

동해안 연안 지역에서는 정어리가지게미와 정어리유로 가공

되어 일본으로 이출되었다. 과실류로는 사과, 감, 배, 참외,

복숭아, 수박, 밤, 잣, 딸기, 멜론, 앵두 등 한반도의 전통적

인 과일과 일본인들의 시험재배에 의한 서양과일들이 도입

되어 생산되었다. 채소는 속성재배기술에 따라 오이, 고추, 가

지, 토마토 등이 재배되었고, 토마토펄프를 활용한 토마토케

첩, 토마토정어리통조림이 생산되었다. 대두 만든 두부는 냉

동두부로 가공되고, 녹두를 이용한 당면이 생산되기 시작하였

다. 근대식 공장에서 설탕과 주류의 생산이 본격화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일본이 일제강점기 동안 얼마나 많

고 다양한 물종의 조선 특산물 이출을 하였는지 알 수 있었

다. 물자의 효과적인 반출을 위해 일본은 우리에게 근대적

농사기술이 전수하여 농산물의 생산 증대, 외래종의 도입과

시험재배, 종자 개량화가 되기도 했다. 둘째 수산물은 건조

하거나 염장하던 전통적인 식품저장법을 벗어나 병조림이나

통조림, 추출과 여과를 통한 정유성분의 활용, 분말화 등 식

품가공기술의 발달로 근대적 식문화의 세계로 진입하는 시

점을 파악하게 되었다. 셋째 문화의 발전과 변용은 스스로의

성장 또는 타자에 의한 강제적 피동적 사건으로도 일어난다

. 일제강점기는 타자에 의한 강압과 수탈로 우리 역사에 큰

상처와 교훈을 남겼다. 이 과정에 식품의 생산과 소비문화도

크게 변모하였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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