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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농민복리

  -사회사 관점 중심으로-*5)

최 옥 채

(전북 학교)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농민복리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자료화하고, 당시 농민복리

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작용을 바탕으로 사회사 관점에서 해석하는 데 있다. 1차 자료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농민복리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농민복리운동, 농장의 사회사업, 상부상

조, 기타로 분류 자료화했다. 이 자료를 사회사 관점에서 혼란한 사회에서의 표적화, 음모론적 시혜, 

독점자본과 차별 속의 수혜, 소외된 자의 저항적 자구책, 문명적 삶의 부분적 개량화, 구조적 이중고 

속의 종교적 은혜, 농민의 국부적 생활 향상이라는 일곱 주제를 추출하여 해석하고, 이 내용에 근거하

여 농촌사회복지에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일제강점기, 사회복지, 농민복리, 사회사 관점

1. 문제제기

일제강점기 농민은 조선 전체 인구의 70-80% 를 차지하 다. 이농현상이 심해지면서 1930년  후

반부터 감소추세를 보 지만, 예컨  1910년 농민은 전체 인구의 78.1%에서 1920년 83.4%로 급증하

고(윤수종, 2010: 17), 1925년에는 84.6%에 달하 다(민경배, 2008: 267). 이뿐만 아니라 “지방 농

민이 곤란하여 농업기초가 동요되는 날 우리 사회 전체가 동요할 것”(조선일보, 1921년 4월 1일), “인

구의 8할이 농민이고, 생산품의 7할이 농산물인 조선은 농업국”(조선일보, 1924년 10월 1일), 그래서 

* 이 논문은 2012년도 전북 학교 지원 연구비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화여자 학교 이화사학연구소의 
제37회 정기학술 회(2012년)에서 “일제강점기 농민복리에 관한 사회사적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한 
후, 보완 및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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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급무인 산업개발이 농업”(동아일보, 1921년 4월 1일)이었다. 결국 “식민정책에서 농업과 농촌문

제는 핵심적 사안이었고, 식민지배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부문”(이송순, 2008a: 67)이었다. 이

런 상황에서 일제는 35년간 강점하며 조선 농민에게 무슨 사회복지를 어떻게 펼쳤을까? 사회복지학 

연구자로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일제강점기 농민복리1)에 관한 연구 필요성은 도시와 농촌의 이분법적 이해의 타당성에 근거한 바, 

“농촌사회의 변동 문제를 다루는 것은 한국 사회 전반을 이해하는 첩경이 된다.”(최재석, 1988: 1)고 

한 점, “현재의 한국 농촌․농업에 한 이해는 일제하 식민지 한국 농업의 성격에 한 파악과 긴

히 연결되어 있다.”(조승연, 2000: 90)고 한 바와 맥락을 같이 한다.2) 특히 일제가 조선을 강점했던 

사회상에 주목하면 농민복리에 관한 연구는 당연한 작업일 터이다.3) 물론 당시의 농민복리를 연구하

는 것 자체로도 소중한 작업이지만 이 연구를 통해 농촌사회복지에의 시사점을 끌어내 논의할 수 있

다면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일 것이다.

그럼에도 일제강점기 농민에게 주어진 사회복지 관련 연구는 박정란(朴貞蘭, 2007)이 그의 저술에

서 다룬 것을 제외하면 찾아볼 수 없다.4) 당시 조선총독부나 민간에 의한 농민복리가 다소 이루어졌

을 법함에도 정리된 자료나 연구가 일천하다. 특히 개화기 사회복지 현상을 다루며 한국적 사회복지

를 정립하기 위해 한국의 사회복지역사를 살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한 양옥경 외(2012)의 

연구에서도 복지 상 유형을 거지, 환자, 장애인, 고아를 포함하여 총 64개로 구분했지만 정녕 농민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당시 농민이 부분을 차지하여 굳이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했을까? 여전히 사

회제도가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진 점에 따른 단순한 무의식적 반응이었을까?

일제강점기와 관련하여 일상에서 접하는 자료는 부분 일제가 조선인을 위한 복리보다는 조선을 

통제하며, 특히 농촌을 피폐시킨 일에 집중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박정란(朴貞蘭, 2007: 185-187)이 

일제강점기 중심으로 한국 사회사업의 성립과 전개 과정을 다루면서 농촌사회사업으로 탁아소사업과 

사설농촌사회사업 두 가지를 소개하 다. 체로 일제강점기 농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연구는 당시 

전체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류진석, 1989; 신은주, 1989; 하상락, 1989; 

송경옥, 1992; 홍금자, 1999; 안상훈 외, 2005; 안상훈, 2006), 당시 사회상에 관련한 연구에 파편적으

로 이루어진 것(조동걸, 1978; 강만길, 1987; 김주용, 1999; 홍성찬, 2006; 민경배, 2008)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파편적 자료는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도 드러나고 있다. 이들 연구나 자료는 체로 사

회복지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서 세세히 다루기보다는 일제의 식민정책 일환으로 수탈 및 시혜 성격이 

강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농민복리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이면서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

1) 굳이 ‘농민복리’로 표현한 것은 가능하면 당시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시 상을 접하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이다.

2) 이 같은 정당성은 농촌이 예나 지금이나 도시민을 불문한 모든 인간 먹거리 생산의 근원지라는 면
이 결정적으로 밑받침한다.

3) 1920년 부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는 당시 농촌과 농민의 어려운 실상을 반 한 기사가 끊임이 
실렸다. 

4) 朴貞蘭(2007)은 한국에서의 사회사업이 성립된 시기를 일제가 무단정치를 펼친 1920년 로 잡아 사
회사업 전개과정을 소개하면서 당시 농촌사회사업의 내용과 성격을 소개하 다.



일제강점기 농민복리  289

졌고, 이중에 김주용(1999)과 홍성찬(2006) 연구는 각기 경기 양주와 전북 김제 지역 중심으로 지방

사 연구 차원에서 특정 지방에 한정하여 복리사업을 다루었다. 안상훈 외(2005: 1) 동료 연구자들도 

강조한 바처럼 사회복지 관련 활동이 있었을 것임에도 오늘날 한국 사회복지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근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가 일천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농민복리의 실체를 체계적으로 자료화하고, 당시 농민복

리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작용을 바탕으로 사회사 관점에서 해석하는 데 있다. 특별히 사회사 

관점에서 일제강점기 농민복리에 관하여 이해하려는 것은 이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엮어 한층 

입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당시 농민복리가 품는 함의를 더욱 치 하게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컨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한 것은 정치적으로 그 자체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경제적으로 

수탈의 상은 농민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나아가 사회적으로 일본인과 조선인 관계에서 온갖 

핍박 속에 있었다는 면에서, 문화는 당시 언어의 근 성까지도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역동

적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5) 요컨  일제강점기 농민복리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함으로써 농촌사회

복지의 역사적 맥락을 한층 정 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문헌고찰

1) 일제강점기와 사회복지

일제강점기는 한민국 역사의 주체성을 잃었다는 점에서 단절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실

상은 “우리 민족의 주체적 조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취약해진”(강만길, 1996: 132) 시기

다는 측면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식민 상황에서는 지배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근 화를 명분

으로 피식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억압했음이 당연하다(Fox, 1977: 최길성, 

1992: 53에서 재인용). 특히 일제는 강점기간 식민사관으로 조선역사를 마치 지금 중국이 중화패권사

학으로 동북정공을 펼치듯 왜곡하 다. 한편 조동걸(1978: 12)은, 특별히 일제강점기 농업정책의 기조

를 1910년 이전의 경제질서 파괴, 1910년 의 식민지 통치권력 기초 확립, 1920년 의 지주의 수익추

구, 1930년 의 농촌 및 농민의 식민적 조직화, 1940년 의 전시적 수탈로 구분하 다. 이외에도 일제

는 자국 농민의 점진적인 농업이민과 일제상품의 시장지배로 조선의 농촌경제를 붕괴시킴은 물론 농

민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 다.6) 이와 같은 일제강점기의 시기구분과 활동상에 한 비판은 일제가 

조선 농민을 착취하는 관점으로 일관함으로써 일제가 조선 농민을 위해 어떤 복리도 취하지 않았을 

5)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신복룡이 강조한 바처럼(신복룡․장우 , 2000: 7-8) 국수주의
에서 벗어나 일제강점기의 시 상을 한층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

6) 일제는 이미 1904년 ‘한국농업주식회사’를 비롯하여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총 11개 
회사를 강점기에 운 하며 토지매수와 농업이민을 조장했으며(조기준, 1977: 152-153), 1907년 당시 
전국의 곡창지  중심으로 전북 김제군 ‘吉田農場’을 비롯하여 강점기에 총 32개 농장을 일본인들이 
운 하 다(조동걸, 1978: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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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단정케 하는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당시 조선총독부 계통의 문헌 곳곳에 일제가 조선 농

민에게 복리사업을 펼쳤거나 펼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 예컨  농가의 소

비권역이 생산권역 안에서 이루어졌던 시기에 이들 권역이 서로 벌어지면서 자급권역은 줄어든 반면 

구매권역이 넓어지면서 당시 농민은 지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 고(文奉午, 1936: 53), 전체 인구의 

80%인 농민 중 85%가 소작인으로 사는 것이 농촌사회문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한 점을

(阿部望洋, 1926: 77) 통해 짐작할 수 있다.7)

한편 사회복지는 그 역사에서 보듯 정부보다는 민간이 앞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제도화 과정을 맞

이하기도 한다(최옥채․정하나, 2012: 422). 그런가 하면 왕이 통치하는 국가 형태에서는 왕권 유지 

및 자비 차원에서 음모이론이나 사회양심이론 성격이 강한 사회복지사업을 펼친다(김상균, 1989). 예

컨  일제는 조선을 강점하면서 임시은사제도를 통해 일왕이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이후 항일세력을 

잠재우기 위해 갖가지 사회사업을 실시하 다. 이와 같은 실상은 일제의 식민통치시기를 준비기, 형성

기, 회유조정기, 병참기지화기, 전시동원기로 구분한 점(김운태, 1982: 류진석, 1989: 329에서 재인용), 

일제의 사회복지제도 부분이 각 시기별로 통치목적을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점(안상훈 외, 2005: 

145)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정부의 공공복지 못지않게 민간활동이 일제에 항하

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어쨌든 공공 및 민간에 의한 사회복지 활동은 당시 사회사업으로 

불렸고, 지금의 전문사회사업과는 달리 구호의 성격이 강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 같은 일련의 정황을 

소상히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2) 농민복리와 사회사 관점

사회복지가 “인간의 욕구충족을 위한 원조활동”(오정수 외, 2010: 14),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

과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와 제도”(김성천 외, 2009: 49)라는 점에서 농민복리는 

농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사회복지의 한 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굳이 농민과 도시민의 사회

복지를 구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8) 농민과 도시민을 구분 짓는 것은 관례적으로 농촌과 

도시의 차이로부터 시작했다. 예컨  사회복지에서 농촌과 도시를 구별했던 실례를 1977년에 실시된 

의료보험이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을 따로 확  실시한 사실을 들 수 있고9), 이는 사회제도적 향

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농민의 복리를 도시민의 복리와 따로 떼어 보아야 함은 마치 ‘여성의 전

7) 특히 조선총독부의 기관지로 불리는 조선사회사업에 기고한 文奉午는 당시 조선총독부 촉탁으로, 

阿部望洋는 조선총독부 사회과에 근무하고 있었다.

8) 무엇보다도 도시에 비해 전통적 농촌은 협동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두드러지고(양춘 외, 1986: 

388), 한국 농촌의 기능을 고려할 때 자연부락을 농촌사회의 기본 단위로 받아들이고 있다(최재석, 

1988: 12). 물론 농촌은 어촌, 산촌, 광산촌을 포함하며, 전통적 농촌의 특성은 도시화와 함께 변화
하고 있다.

9) 1988년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농어민의 불만이 고조되었는데, 이는 도시 직장인에 비해 
보험료 부과의 형편성 문제와 열악한 의료 인프라 및 의료이용의 제한 들이 불만의 핵심이었다(조

재, 2008: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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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따로 운 하고, 교도소에 여성 수용자를 위해 따로 시설을 갖추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아 무

방하다. 한편 농민복리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컨  임시은사금제도나 조선구

호령은 농민과 도시민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었고, 민간복지시설이 당시 충남 공주나 전북 김제와 

같은 농촌에 소재했다고 전적으로 농민을 상으로 한 농민복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농민에 중점을 두어 시행되었던 사업에 한정 주목하 다.

덧붙여 복리라고 한 언어의 근 성과 맞물려 생각해보아야 한다. 당시 ‘복리’라는 용어는 지금의 

‘사회복지’라는 용어와는 달랐고, 유사한 용어로 ‘자선’, ‘사회사업’, ‘후생’ 들이 사용되기도 했다. 이는 

사회복지의 전개나 발전 과정을 드러내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예컨  조선사회사업협회는 매월 조
선사회사업을 발간하면서 시 상을 반 하여 동포애나 조선후생사업으로 바꾸었다. 이는 농민복

리가 사회복지의 한 역으로 존재하면서 정치로부터 향을 적지 않게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사회사는 사상사․경제사․과학사․예술사와 같은 ‘부분 사회사’와 정치와 경제의 역을 포

함시켜 다른 역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전체 사회를 구성하는가를 규명하는 ‘전체 사회사’로 구분된

다(김필동, 1995: 15-16).10) 즉 사회사는 경제사처럼 연구 역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사회제도사 및 

사회관계사, 전형적인 사회 상황사와 사회 풍습사, 국민 신앙사 및 국민 운동사 따위가 사회사의 연구

역에 포함된다(이호민 역, 1993: 53). 요컨  “사회사는 경제, 정치와 사회, 문화의 측면으로 나누어 

다루어 그 순서가 일정하다.”(조동일, 1993: 269)는 측면에서 사회사에서 사회는 헌법이 강조하는 국

가 구성체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총괄하는 것으로 보아 마땅하고11), 사회사는 특정 현상을 역

사학에 근거하여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는 특성을 지닌다는 면에서 한 가지 접근 방법이기도 하다(김필

동, 1995: 16).

특히 사회사의 의무는, 예컨  “동아시아 근 세계에서 전염병이 가지는 특징들에 주목하여 동아시

아 근 문명과 전염병의 관계가 해명될 필요가 있다.”(신규환, 2006: 7)고 하듯 근본을 찾아 성찰함을 

강조하는 데 있다.12) 따라서 사회복지의 사회사는 Hauser가 “경제생활에서 식량의 채집, 수렵에서 식

량생산으로 이해하는 과정의 여러 중간 형태에 상응하는 것이 경제생활의 사회사”(백낙청 역, 1999: 

30)라고 강조한 바처럼 사회복지의 변천과정에 관한 역사로 이해할 수 있다.13) 이뿐만 아니라 사회사 

소설이 “사회내의 계급모순을 각기 어느 측면에서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한데 합쳐 거 한 그림을 

그리는 것”(조동일, 2005a: 455)처럼 사회사는 전체 맥락에서 사회의 역동을 바탕으로 특정 현상을 

10) 아울러 신용하(1984: 52)는 “역사로서의 사회사는 그 저변에서 역사를 이끌어온 민중의 생활사와 
민중의 일하던 역사를 동시에 깊이 구명하여 사회 ‘전체’내용을 심층까지 밝힘으로써 종래 한국의 
역사연구가 고위의 중앙정치의 역사와 지배층의 역사의 구명에 집중해온 것에서 탈피할 수 있다.”

고 강조하 다.

11) 예컨 , 조동일(2001: 6)은 “소설의 사회사는 소설가의 사회적 위치, 소설의 생산․유통․소비, 소
설에서 다룬 사회문제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복합되어 있는 역사이다.”고 주장하 다.

12) 이뿐만 아니라 김수현․정창현(2011: 173)이 “사진은 철도와 함께 근 를 표하는 상징물이고, 근
 이전의 모습은 그림과 기록을 통해 ‘상상’할 뿐이지만 근 는 사진을 통해 다시 볼 수가 있다.”

고 강조한 점에서도 사진의 사회사를 엿볼 수 있다. 

13) 이와 관련하여 이이화(2001: 137)는 윷놀이에서의 사회사 글쓰기 실례로 가축의 이름을 말로 삼은 
것은 수렵시 가 지나가고 농사와 목축을 하는 시 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한 점을 들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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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요컨  일제강점기 농민복리는 일상 현상에 중점을 두어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함으로써 이 주제를 풍성히 논의케 한다는 데 그 유익함을 찾을 수 있다.14)

3) 선행연구 검토

일제강점기 농민복리에 관한 연구는 눈에 띠지 않고, 앞에 언급한 박정란(朴貞蘭, 2007)의 저술 내

용과 극히 부분적인 연구가 있을 뿐이다. 아울러 저술이나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통해 당시 농민복리

를 간략하게나마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들 연구 및 저술 내용이나 기사의 특성은 체로 일제강점기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학 이외의 분야에서 농민복리와 관련하는 파편적 자료, 당시 신

문에 나타난 임시방편의 농민복리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컨  박상일(1971)의 일정시  사

회사업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송경옥(1992)이 일제강점기 아동보호 중심으로 한국인의 사회복지 

활동을, 홍금자(1999)가 일제시  사회복지를 시기별로 연구했다.15) 안상훈(2006)이 한국 사회복지제

도의 기원과 형성을 다루면서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를 언급했고, 최근에는 양옥경 외(2012)가 개항

기 한국 사회복지활동에 관하여 깊게 연구하 다. 이들 연구와 함께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농민복리

에 관한 연구는 근  한국의 사회복지를 규명하는 일부가 될 것이다. 한편 구자헌(1970), 류진석

(1989), 신은주(1989) 들이 저술에서 일제강점기 사회복지를 정리했고, 안상훈 외(2005) 동료가 한국

의 근  사회복지에 관하여 저술했다. 이들 연구와 저술은 당시 농민복리를 상세히 다루지 않고, 제한

하여 관련 사항을 언급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저술에서는 단순히 제도나 사업을 소개하는 데 그치거

나, 당시의 정치경제 상황을 독립시켜 기술하 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농민복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

해서는 무엇보다도 농민복리를 망라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다양한 시점에서 통합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3.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1차 자료에 기반한 문헌연구를 적용하 다. 특히 당시의 농민복리를 소

개하는 문헌이 주요 역할을 할 것이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산재한 조각자료를 확보하

14) 이외에도 문학사가와 예술사회학자로서 활동한 Hauser는 “살림살이가 조직화된 시 가 시작되며 
인간은 노동하고 관리할 줄을 알게 되고, (…)노동의 조직화, 기능의 분업화, 직업의 분화가 발생
하며 목축과 농업, 원료생산과 수공업, 공장생산과 가내노동, 남자의 일과 여자의 일, 농지의 경작
과 그 방위 등이 점차 분업화되어 가는 것이다.”(백낙청 역, 1999: 23-24)고 기술함으로써 사회사 
관점의 특성을 강조하 다.

15) 이보다 앞서 신은주(1985)가 일제강점기 당시 경성부 방면위원제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을 냈으
나 이는 하상락 편(1989) 저술에 수록되어 여기에서는 생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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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로 자료수집은 일제강점기 중심으로 농민 관련 논문과 저술, 사회복지 관련 논문과 저술, 농민

복리를 언급한 신문과 정기간행물 세 유형의 자료에 집중하여 이루어졌다.16) 이외에도 일본 사회복지

의 형성초기부터 전후(戰後)까지 망라한 자료를 확보 참고했다. 한편 조각자료모음을 실시하 는데, 

이는 일제강점기 조선 농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자료가 매우 파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

이다. 특히 이 시기의 내재적 자료는 일제가 폭정으로 일관함으로써 조선 농민이 저항적으로 실시한 

점에 집중하기도 하 다. 이 같은 자료 틈바구니에 농민복리 관련 자료가 끼어 있었다. 실제로 신문기

사에서 한두 줄로 소개한 농민복리 관련 시책, 정기간행물에서 ‘선전’ 및 독려하는 지방의 사례, 일제강

점기 사회복지를 다룬 저술에서 농민복리와 관련된 극히 일부의 사례 따위에서 찾아 자료화하 다.

2)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를 <표 1>과 같이 분류하고, 이를 사회사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분석 및 

해석하 다.

첫째, 모은 자료를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농민복리운동, 농장의 사회사업, 상부상조, 

기타로 유형화하 다. 아울러 이를 제도(사업)로 세분하고, 사업별 전달체계와 내용 및 특징을 소개하

다. 이때 작업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자료를 확보하면 이의 유형(성격)을 파악 재조정하

며 반복 실시하 다.

둘째, 이렇게 분류한 농민복리의 유형별 사업을 상술하 다. 즉 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사

항을 기술하 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저술, 논문, 정기간행물, 신문에 흩어져 설명된 것을 ‘그림조각 

맞추기’처럼 특정 제도의 내용과 시행 방법 따위 내용의 완성도를 높여 나아갔다.

셋째, 이 상술 내용에 근거하여 사회사 관점에서 농민복리를 해석하 다. 공공부조에서 기타까지 

총 일곱 유형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며 몇 가지 주제를 추출하고, 이를 해석하는 데 사회사 관점을 적

용하 다. 특히 추출한 모든 주제를 사회사 맥락에서 한 틀로 도해함으로써 조선 농민복리의 역동성

을 드러내보 다.

3) 엄정한 연구를 위한 노력

엄하고 올바른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 다. 이 같은 노력은 질적연구에서 몇몇 연구

자들이 강조한 연구의 엄격성이나 윤리성에 견줄 수 있다. 

첫째, 조각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연구문헌과 중매체를 망라하여 수집했다. 예컨  연구 

및 저술은 물론 일제강점기 발행된 신문기사와 정기간행물에서 당시 농민복리 관련 자료를 찾아 체계

화 하 다.

16) 신문으로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들 수 있고, 정기간행물로는 자력갱생휘보와 조선사회사업
이었다. 특히 자력갱생휘보는 1933년부터 매월 발행되어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농업정책을 다루었
고, 조선사회사업은 1923년부터 조선사회사업협회가 월간으로 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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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사업 전달체계 내용 및 특징

공공부조

임시은사17)
황실/조선총독부/
도/부·군

직기·잠업·상원·어구 지원, 황화(皇
化)의 혜택 강조, 총독의 희사

방면사업
총독부/도/부·군/
읍·면/방면위원

상담지도, 보호구제, 보건구호, 알선  및 
소개

빈민구료 총독부/도/부·군 구료상자 설치, 진료권 발급

화전민대책 총독부/도/부·군 화전 및 화전민의 정리구제위원회

농가부채정리
저리자금유통
구제토목사업
소농생업자금
세농보호사업
근농보도사업

조선총독부/도 /
부·군

부채상환 기간 연장, 빈농을 위한 구제
토목사업 실시 

조선구호령 총독부/도/부·군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

둘째, 조각난 원자료를 반복하며 내용을 채우고 짜 맞추어 정 화를 꾀하 다. 예컨  농민복리를 

소개하면서 각기 문헌에 따라 달리 기술한 것을 종합화 하여 각 복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완

성도를 높 다. 아울러 ‘방면위원’을 ‘방면사업’으로 통일함으로써 혼돈을 피했고, ‘교화사업’과 ‘방빈사

업’과 위생사업을 사회사업의 하위 사업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조선총독부나 조선사회사업협회가 발

행한 정기간행물을 통해 가능했다.

셋째, 정리한 농민복리 현황으로부터 주제를 이끌어내어 이를 사회사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해 이 현

황을 반복해 살펴보았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자료를 찾아 예증법을 적용 기술하 다. 예컨  두레

와 같은 농민의 상부상조 활동 사례, 농촌진흥운동 따위와 관련하는 지방의 사례를 찾아 소개하 다.

4. 일제강점기 조선의 농민복리 사회사

사회사 관점으로 보는 일제강점기 농민복리는 자료분석에서부터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상황

을 염두에 두며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먼저 일제강점기의 농민복리 관련 사업을 <표 1>에 요약하고, 

여기에서 도출한 몇 가지 주제를 도해 및 해석하 다.

1) 농민복리 현황

일제강점기 농민복리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성격을 띠며 이루어졌다. 물론 이렇게 분

류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성격별로 문헌에 근거하여 더욱 자세히 기술하 다.

<표 1>  일제강 기 농민복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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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발견하지 못함

사회복지
서비스

사
회
사
업

교화사업
방빈사업
위생사업

조선총독부/도 /
부·군

인류행복/평화사회 실현, 빈곤타파, 탁아
소 운영, 심전개발운동, 간담회, 강연회, 
의식주 개선

민간구제 
일본인/총독부,
조선인, 종교단체

인보관, 양로원, 고아원, 행려병자구호, 
조성금 지급, 기부활동, 불교/조선교회 
및 외국 선교단체 활동 

농민복리
운동

농촌진흥운동
조선총독부/도 /
부·군농회

농촌진흥위원회 설치, 자력갱생, 농민생
활향상, 현장지도, 농사훈련소, 농가경제 
갱생5개년 계획 수립, 갱생지정부락, 갱
생지정농가, 탁아사업18), 중견인물 양
성19) 

민간농민운동
조선농민단체
외국 선교단체
개인

일제에 대항, 기독교와 천도교 주도, 농
민의 지식과 교양 계발, 경제운동, 도시
인/지식계층의 계몽주의적 농촌개량운
동, 협동조합운동, 농민야학

농장의
사회사업

혼인답 
공제보험
품평회

일본인 농장회사 흥농회 따위를 조직함. 형식성이 강함

상부상조

두레 농민단체
각 농가에서 성인 남자 한 명이 참여해 
구성됨

품앗이 농민
품을 받는 쪽은 노동력을 받는 대신 식
사, 술, 담재를 제공함

고지 농민
주로 논농사에서 계약증서, 고지계약서, 
청부계약서를 작성함

기타 농민
지주 및 부농과 빈농들 간 소겨리, 소배
내기, 공동경작

기타

구황방
총독부(임시한해
구제위원회)/농회

조선농회가 가뭄에 대비해 구황식물을 
정리하여 농민에게 권장 소개함

농어촌개발 개인 일본인 사업가에 의한 생활환경 개량

사회조사 조선총독부/도/부
농촌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치
한 조사 

17) 예컨  1920년  5달러로 환자 한 명을 한 달간 치료 및 요양할 수 있는 상황에서 1923년 일본 황
실은 구병원에 200달러, 사이토(齊藤實) 총독이 3,500달러를 희사했고, 일본 황태후가 1930년부터 
1935년까지 매년 1,000원씩, 특히 1932년에는 6,000원을 은급으로 주었다(Annual Report on the 

Administration of Chosen 1932-1933: 민경배, 2008: 384에서 재인용). 

18) 이 사업은 농촌진흥운동의 일환으로 농촌진흥회가 주도해 이루어졌는데, 농촌 여성의 노동력을 확
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운 비용은 농촌진흥회의 공동적립금과 마을 안팎의 기부금 및 기타 보
조금으로 충당하 다(朴貞蘭, 2007: 185-186).

19) 군 단위별로 교화담당 직원은 농업에 종사하는 중견인물을 양성시키는 업무를 실시하 다(자력갱
생휘보, 1938년 1월호). 이 외에도 모범 농업국으로 네덜란드의 농업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농촌
진흥란’을 실어 매월 소개하 고(동포애. 1935년 9월), 일본에서도 농촌경제시찰단에 의한 네덜란
드 농촌의 사회상태를 소개하 다(사회사업, 192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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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조

은혜로 내려준다는 은사(恩賜)는 일왕이나 조선총독이 베푼 혜택이라는 시각에 입각하고, 이를 통

해 각 지역 ‘산업의 개량발전’을 촉진한다는 명분아래 ‘식민지경 ’을 노골화하 다(김민  역, 2005: 

7). 황실은 임시은사금을 기금으로 만들어 그 이자로 은사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했는데, 농촌

에서 은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직기, 새끼줄, 가마니, 고구마 묘상, 축산, 종계, 기업(機業, 피륙을 짜

는 사업), 잠업, 상원, 어로, 어구, 선공 들이 전국에 걸쳐 이루어졌다. 한편 지방세 재정의 확고한 기

반을 마련하고, 임시은사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공동은사수산장을 설치하여 구호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했다(김주용, 1999: 223). 특히 어구를 지원한 것은 1911년 ｢조선어업령｣을 내려 황실 및 개인 소유 

어장을 일본인 소유로 재편성함으로써 어업을 촉진시키려는 속셈에 기인하기도 했지만(김 호, 2011: 

170), 실제로 어선, 어구, 어법을 개선 및 개량하도록 독려하 다(山本茂幸, 1938: 36).20)

방면사업은 1928년 경성부에서 시작한 방면위원제도에 의한 것으로, 앞의 임시은사와 같이 전 조선

인에게 해당하므로 도시민과 함께 농민에게 주어졌다. 아울러 이 사업에 협력하는 방면위원이 농민을 

통제하는 데 협력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 다.

빈민구료는 1916년 ｢은사진휼자금 궁민구조규정｣에 따라 은사진료, 시료, 실비진료, 특종진료 4가지

가 있었다. 특히 은사진료에 구료상자와 진료권이 있었는데, 이는 관공립병원이나 공의가 없는 농촌지

역에 구료상자와 진료권을 설치 및 배부해 진료를 받도록 했다(류진석, 1989: 344). 예컨  경기도에

서는 1932년 구료계획을 세워 은사금 2,000원, 국고보조금 2,160원으로 구료사업을 시행하 다(京畿道, 

1933: 김주용, 1999: 234에서 재인용).

화전민 책은 1920년  후반에 들어와 늘어나는 화전민을 정착농민화 한다는 명목 아래 5백호당 1

명 비율의 지도원을 두고, 지도원 10명에 1명 감독을 두어 화전민들의 주부업을 지도하고, 처음 5개년 

간 1호당 매년 50전의 시비장려금(施肥獎勵金)을 지급하여 정착케 하고, 농경적지로 지정한 곳으로 

옮겨 정착하는 농가에는 1호당 평균 20원의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했다(류진석, 1989: 352-353).

한편 조선총독부는 농촌 구제책으로 농가부채정리, 저리자금융통, 구제토목사업을 실시하 다. 예컨

 1932년 농촌의 상황이 ‘보릿고개’, ‘쌀 고개’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자 비록 비난은 받았지

만 농민을 위해 구제책을 실시하 다(조선일보, 1932년 6월 19일). 즉 농가가 진 빚을 상환하는 기간

을 연장해주거나, 자금을 저리로 여하고, 나아가 농촌 빈민을 위한 구제사업으로 취로사업과 같은 

토목사업을 실시하여 참여하는 농민들에게 임금을 지불했다(강만길, 1987: 14). 실제로 1939년 충청북

도에서는 갱생지도농가의 부채정리 요령을 공지했는데, 부채정리위원부를 설치해 고리부채를 감면하

거나 저리로 체케 하고, 이를 시행한 자에게는 금융조합이 생산자금을 저리로 융통하도록 했다(자

력갱생휘보, 1939년 4월호). 아울러 소농생업자금, 세농보호사업, 근농보도사업을 실시했는데, 예컨  

마을의 개량을 위해 소농에 생업자금을 지원했으며(조선사회사업, 1931년 5월호), 여주군에서 세농을 

위한 보호사업을 실시했고(조선사회사업, 1931년 6월호), 경기도 화정리에서는 근농공제조합을 통해 

20) 당시 어업기술을 향상시킨 결과, 예컨  울릉도에서는 어민 1인당 어획고가 그 전에 비해 4배 이상
의 차이가 났다(양보경 외, 2009: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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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업을 시행했다(조선사회사업, 1931년 10월호).

조선구호령은 1944년 3월 실시하 고, 적용 상은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불구, 폐질, 질병, 상이, 기타 정신 및 신체장애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자로 규정했다. 이는 방면사업을 

이어가는 공공부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21) 재정은 총독부가 1/2나 7/12를, 도가 1/4을 보조할 수 

있고, 이하는 읍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 다(류진석, 1989: 347-348). 그럼에도 “일본에서보다 12년 

늦게 시작하면서 순수한 구빈 목적보다는 조선인을 전쟁 수행에 필요한 학도병이나 징병으로 차출하

는 가로 지불한 것”(한국사회복지사협회, 2007: 116)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 사회보험

사회보험 성격을 띠는 제도는 찾지 못했다. 다만 농장회사가 직원을 상 로 생명보험료를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홍성찬, 2006: 86).

(3) 사회복지서비스

일제강점기 사회사업은 <표 1>에서 다룬 모든 유형의 사업을 일컫기도 하면서, 지금의 사회복지서

비스 유형의 사업에 한정하여 불리기도 했다. 사회복지서비스 유형의 사회사업 중 농촌에서 두드러지

게 실시된 것으로 교화사업, 방빈사업, 위생사업을 들 수 있다. 교화사업은 농민의 의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어 간담회나 강연회를 통해 성행하 다. 특히 1935년부터 농민의 정신수양 및 계도를 목

표로 심전개발운동이 전개되었고, 이를 조선사회사업협회22)가 적극 지원했다(송치호, 2007: 92-93). 

방빈사업은 농촌의 빈곤퇴치를 주요 목표로 이루어졌고23), 위생사업은 식수를 개선하는 것을 비롯하

여 의식주의 문명화에 힘썼다.24) 아울러 일반인들의 위생관념을 일신시키기 위해 위생전람회를 개최

했는데, 조선총독부의 독자적 경비로 운 되기보다는 일반인들의 의연금과 민족의식에 호소하여 충당

하는 경우가 많았다(京畿道, 1933: 김주용, 1999: 235에서 재인용). 이들 사업은 농민복리운동에서도 

이루어졌다.

한편 민간에 의한 사회사업은 일본인, 조선인, 선교단체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먼저 일본인 지원은, 

예컨  도쿄에 있는 은사재단 경복회가 1935-37년까지 조선의 사설 사회사업단체를 선정하여 조성금

21) 이렇게 보려는 것은 방면위원제도 자체가 구체적인 서비스라기보다는 서비스를 위한 수단으로 보
아야 하고, 나아가 ｢조선구호령｣의 내용이 방면사업과 비슷하고, 신은주(1989: 416)가 강조한 바처
럼 ｢조선구호령｣에 방면위원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22) 1921년 조선총독부 사회과장 지도 아래 관민유지가 ‘조선사회사업연구회’를 설립했고, 1923년 5월부
터 월간 조선사회사업을 1944년까지 발행했으며, 1929년 ‘조선사회사업협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홍금자, 1999: 송치호, 2007: 1에서 재인용). 

23) 예컨  방빈사업과 관련해 경상남도 농무과(農務課) 직원은 농촌의 빈곤 실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을 강구하도록 하면서 교육을 받지 않은 농민이 많고, 책임감 있는 우수한 면직원이 충분하지 

않고, 농민의 70%가 넘는 소작인과 접한 소작관계법의 문제점 따위를 지적하며 무엇보다도 교
육시설을 확보해 실업교육을 강화하고, 농업경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식주를 개선해 문명적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野澤西之助, 1931: 17-18).

24) 예컨  1936년에는 경상남도 울산읍 달리에서 실시한 위생조사결과보고서를 일본의 岩波書店이 발
행하 다(篠崎篤三, 194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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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급했다(국가기록원, http://contents.archives.go.kr). 이를 위해 경복회는 조선총독부에 사설 사

회사업단체의 추천 및 선정을 의뢰하 다. 이는 농민에 한정하여 지원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사업기관

이, 예컨  충남의 농촌에 있는 풍덕원이 선정된 것을 고려하면 이 사업의 손이 농촌에까지 뻗혔음을 

알 수 있다. 조성금을 받은 사설 사회사업단체는 종교기관에서 운 하는 곳도 많았다.

조선인의 지원은, 예컨  조선인 재산가나 지주가 소작인을 비롯한 농민을 위해 기부한 사례가 있

었고, 이를 언론에서는 사회사업의 일환이라 칭하 다. 체로 이 같은 기부행위는 한해나 수해로 농

촌이 어려울 때 있었는데, 예컨  소작인으로부터 받은 도조를 돌려주거나(조선일보, 1925년 2월 25

일), 구제회를 만들어 기부활동을 꾀하거나(조선일보, 1925년 2월 26일), 기근구제회가 기근민에게 구

제금을 분배하고(동아일보, 1925년 5월 14일)25), 조난당한 선원들에게 배를 짓는 데 지원하고(조선일

보, 1925년 12월 2일), 빈민자제를 위해 무료이발과 학비를 보장하고(조선일보, 1926년 11월 12일), 빈

곤한 자에게 소작지를 배정하는(조선일보, 1931년 6월 3일) 독지가가 있었다.

종교단체 활동에서 체로 불교단체는 일본에서 건너온 것이 주류를 이루었고, 기독교단체는 일본

과 서구에서 들어왔는데,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서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상훈 외, 2005: 

119). 아울러 조선의 자생적 종교단체로 천도교가 앞장서 사회사업을 펼쳤다. 특히 교회는 구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 다. 개인 자격으로도 사회사업기관을 운 하 는데, 부분 경성이나 평양과 

같은 도시에 집중했고, 이강혁이 1940년 경기도 고양군에 양로원인 자혜원을 설립 운 하 다.26) 

부분 조선총독부의 지원을 받았지만 박인묵은 자기 자본으로 시설을 운 함은 물론 빈곤 가정에 곡식

을 나눠주며 다양한 사회사업을 펼쳤다(동아일보, 1924: 안상훈 외, 2005: 93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민간구제와 뒤에 볼 민간농민운동은, 특히 정치적인 면에서 조선총독부가 주도해 실시한 사회사업과

는 달리 한층 자유로운 상황에서 농민들 간 유 감을 더욱 돈독하게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4) 농민복리운동

농민복리운동과 관련하여 조선총독부는 농민의 생활개선을 위해 공동세탁소 설치, 재봉기술 학습 

따위를 통해 정책효과를 선전하는 데 더욱 적극적이었다(김주용, 1999: 228). 이뿐만 아니라 면 단위

에까지 진흥회를 두어 공동경작 및 공동양돈 따위를 독려했다(홍성덕 외 역, 2008: 571). 총독부는 

1932년부터 소작빈농층을 위한 책으로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하면서 경제의 갱생, 생활의 안정, 사회

주의사상 침투방지 따위 목적을 내세웠다(역사신문편찬위원회 편, 1997: 86).27) 예컨  생활개선을 

위해 염색한 옷 입기, 관혼상제 간소화, 단발장려, 금주금연, 도박금지, 미신타파 따위를 강조했다. 각 

25) 특히 평양기구회는 기근민에게 구제기금 분배를 결정한 후, 경성조선기근구제회에 남조선 기근민에
게 분배할 것을 의뢰했는데(동아일보, 1925년 5월 14일), 이는 이 활동이 조선 전 반도에 걸쳐 이
루어졌음을 가늠케 한다.

26) 예컨  불교단체로는 경성불교자제회가 1918년부터 행려병자를 수용 보호하 고(하상락, 1989: 

80), 오긍선이 1913년과 1919년에 각각 경성양로원과 경성보육원을 설립 운 했고, 윤치호와 김익
두가 중심이 되어 1936년 삼동회를 조직해 무료숙박시설을 운 했으며, 구세군이 1928년부터 ‘자선
남비’를 실시하 고, 정지강이 1935년 애린원을 설립해 탁아소와 여자숙박소를 운 했으며, 애린
이라는 사회사업 잡지를 간행하며 우리나라 사회사업의 초석이 되었다(민경배, 2008: 378-380).

27) 즉 1933년 농가경제 갱생계획 실시요강을 발표해 갱생 3목표를 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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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설립된 조선농회는 조선농가독본을 제작하여 농민을 계몽하는 데 활용하 다. 아울러 농촌 

여성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탁아소를 운 했고(朴貞蘭, 2007: 185), 소득증 를 위해 자급비료 생

산, 새끼꼬기, 가마니치기 따위를 부업으로 제시하고, 갱생지정부락이나 갱생지정농가 따위를 지정하

며 모범사례를 만들어 독려했다. 특히 농사훈련소는 기숙사, 양잠실, 교사, 우사, 실습용지 따위의 제

반 시설을 갖추어 농촌진흥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 다(김주용, 1999: 223). 1933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실시된 이 운동의 이면에는 식민통치에 의한 악화된 민심수습, 1929년 이후 세계 

공황에 따른 침체된 농촌경제 회생, 1933년 발생한 만주사변에 의한 후방기지인 조선반도의 정치사회

적 안정이 깔려 있었다(조승연, 2000: 93).

한편 일제에 맞서 민간에서는 농민운동 차원에서 농민복리를 펼쳤다. 예컨  기독교와 천도교가 농

민계몽지 출판과 강연회 및 농민야학을 열어 농민의 지위를 향상시켰다(조동걸, 1978: 97). 기독교는 

1903년 기독청년회(YMCA)를 창설해 그해부터 뜨개질, 도자기 굽기, 비누 만들기, 염색과 같은 실업

교육을 실시했으며(민경배, 2008), 천도교는 1925년 조선농민사를 설립해 농민지식의 향상, 조선농민

의 세력화장과 함께 농민의 복리증진을 들어 3 정책으로 삼았다(이광순, 193?: 최원식, 1997: 152에

서 재인용). 특히 기독청년회는 농민 중에서 자기 향촌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야

학과 서학(書學) 중심의 농민학교를, 전국에서 선발한 농민지도자 중심의 농민고등학교를, 지방의 유

력 농민 중심의 농민강습소를 운 하 다(전택부, 1971: 197-199).28) 이외에도 1920년  소작쟁의에

서 탄원한 내용 중 농민복리와 관련하여, 1) 무수확지 종자 를 면제할 것, 2) 15석 미만 수확지의 수

세는 면제할 것, 3) 개척비는 농장에서 부담할 것, 4) 산업개량조합에서 장려비를 지불할 것을 강조했

다(조동걸, 1978: 153). 이에 덧붙여 구의 남선노농동맹은 1924년 결의사항 중 농민복리와 관련하

여, 1) 소작인 교양의 건, 2) 부업장려의 건, 3) 농촌고용에 관한 건을 들고 나왔다(동아일보, 1924년 

3월 14일). 1930년  초 농민운동이 확산되면서 농촌계몽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는데, 이는 농민이 주도

한 것이 아니고, 도시인을 포함한 지식계층이 참여한 계몽주의적 농촌개량운동이었다(조동걸, 1978: 

198). 이 같은 농촌계몽운동은 단순히 농민계몽뿐만 아니라 농민의 민족 공동의식을 성장시켰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29)

(5) 농장의 사회사업

비록 형식적으로 시행했다고 하지만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아 일본인이 경 하는 농장의 사회사

업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  1904년에 설립된 조선흥업주식회사는 전남과 경남 등지에 규

모 농장을 운 하면서 흥농회를 조직하여 소작인의 사회사업 명목으로 소작인 가족 위안회, 육  및 

위생사업, 일본 관광단 시찰 따위를 실시했다(윤수종, 1988: 57). 이 같은 사업은 1930-40년  전북에

28) 농민학교는 아동 및 성인을 상으로 주간 3,000명, 야간 18,000-20,000명을 가르쳤고, 농민고등학교
는 연희전문학교 도움을 받아 네덜란드식으로 운 했으며, 농민강습소는 10일 내지 6주간 단기로 
13도에 20개를 설치 운 했고(전택부, 1971: 197-199), 이들은 체로 “지붕이 새고 토담벽이 무너
진 오막살이”(김현, 1991: 339)에서 사는 빈곤한 이들이었다.

29) 예컨  YMCA는 1932년 통계에 1인당 교육비가 1원 20전인데 비해 담배 (煙草代)를 뺀 주 (酒代)

만 1인당 4원 50전이었다며 금주할 것을 강조하 다(김교신, 1933: 민경배, 2008: 39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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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업으로 운 된 구마모토농장(熊本農場)에서도 유사하게 이루어졌다. 이 농장주는 농업기술과 관

리경 이 뛰어난 지배인을 발탁하여 농촌문제 해결과 농촌진흥 책으로 농업개혁을 시도했고(홍성찬, 

2006: 80-83), 이 과정에서 직원복리를 꾀하면서 이 직원들이 소작인을 살피도록 하 다.30) 아울러 

농장의 관리기구로 경리부, 사업부, 진료부를 두었는데, 특히 진료부는 의료기관을 설치하여 소작인들

이 진료를 받도록 했다(大野保, 1941: 조승연, 2000: 136에서 재인용).

(6) 상부상조

상부상조가 직접적 농민복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의 주요 가치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일제강점

기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한 주요 공동작업으로 두레, 품앗이, 기타 농민의 공동작업을 들 수 있다. 두

레는 상부상조하는 농민 공동체라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조선 후기 이앙법의 발달과 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조직․제의․노동․놀이뿐 아니라 심지어는 농민반란과도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주강

현, 2006: 6) 당시 농민들 간 상부상조의 으뜸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두레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화폐경제가 침투한 상황에서 다소 변질된 내용과 형태를 지니기도 했다(신용하, 1984: 44).

품앗이는 농사를 위해 농민들 간 노동력을 주고받는 상호부조이다. 두레가 마을 단위로 이루어졌다

면 품앗이는 소수 이웃 간 행위임을 그 특성으로 삼을 수 있다. 한편 고지는, 특히 일제강점기 중남부 

지역에 성행한 농업노동청부제도로 빈농이나 농업노동자가 임금을 미리 받고 다음 철이나 해에 일을 

했다(윤수종, 2010: 130). 이외에도 몇몇 농가가 소와 쟁기 중심으로 결합하여 공동 작업하는 조직인 

소겨리, 부농이 빈농에 소를 맡겨 기르게 한 소배내기가 있었다.31) 아울러 마을의 폐휴지 따위를 주

민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공동경작이 있었다.32)

(7) 기타

구황방(救荒方)은 조선농회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고, 앞에서 언급한 폐휴지(廢畦地)를 활용하여 

공동으로 작업하기도 했다. 특히 여름 가뭄을 이겨내기 위해 산야의 농경지 작물은 물론 초목까지 타

들어가는 처참상이나 가을 이후 열악한 국민식량에 처하기 위해 구황식물을 찾아 농민에게 권장하

다(구자옥, 2010: 2). 조선총독부 산하 임시한해구제위원회와 지방 독지가가 참여함으로써 관민이 

흉년의 재해를 극복하는 데 힘이 되었다.33)

30) 직원복리 차원에서 수당과 상여금은 물론 생명보험료, 병원비, 약 를 납하고, 매년 농사 시작과 
끝에 피로연과 직원 간친회를 열었고, 이들 직원은 상을 당한 소작인에게 부의금을 전달했다(김용
섭, 2000: 홍성찬, 2006: 91에서 재인용).

31) 소배내기는 이외에도 중소나 송아지를 사주고 기르게 하여 새끼를 사육자와 나누기도 했는데, 이는 
소뿐 아니라 돼지나 닭으로도 이루어졌다(윤수종, 2010: 241).

32) 1912년 조사에 따르면 마을 공동수익지가 404개소, 농계에 의한 공동경작지가 496개소로 경작지 총
면적은 약 1,620정보 다(朝鮮總督府月報, 1913: 윤수종, 2010: 273에서 재인용). 이는 현재 남한에 
소재하는 480여 사회복지관 수와 비슷한 규모이다.

33) 조선농회는 1919년 植木秀幹에게 조선의 구황식물을, 1935년 兒野榮에게 조선의 산과와 산채
를, 1945년 林泰治에게 조선의 구황식물과 식용법을 저술하도록 의뢰하 고, 예컨  당시 조선의 
농서에 30종에 불과한 식물에 비해 우에키는 382종을 소개했다(구자옥, 20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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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개발은 조선에서 사업하는 일본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본인 사업가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문명의 이기를 적극 활용하는 과정에서 농어촌을 개발시켰다. 예컨  당시 부분 농촌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일본인들이 근  어촌으로 개발한 거문도에 전기가 들어왔었던 점을 들 수 있

다.34) 이 같은 일본인의 노력은 “조선 농촌의 퇴폐 원인은 전등 하나도 쓰지 못하고 석유등을 사용하

며 문명과 동떨어져 있다.”(藤井忠治郞, 1922: 35)고 지적한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35) 따라서 일제강

점기 농촌 주거환경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컸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사회조사는 사회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문제의 상황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매우 중시한 과업이었다. 앞에 언급한 방빈․위

생사업에서도 사회조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 다.

2) 사회사적 해석

앞에 서술한 내용으로부터 사회사 관점을 적용하여 ‘혼란한 사회에서의 표적화’를 포함해 일곱 주

제를 이끌어냈고, 이들 주제 역시 사회사 관점에서 해석하 다. 먼저 <그림 1>과 같이 이들 주제로 전

체 상황을 도해하 다.

전체 
맥락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역동맥락 연계

맥락
결과
맥락

   사
   회
   에
혼 서
란 의
한 
   표
   적
   화

▶ 음모론적 시혜 ▶

   국
   부
   적
농    
민 생
의 활

   향
   상

▼  ▲

▶ 독점자본과 차별 속의 수혜 ▶    
종 
교 은
적 혜

▶

▼  ▲

▶ 소외된 자의 저항적 자구책 ▶ ▶

▼  ▲

▶ 문명적 삶의 부분적 개량화 ▶

<그림 1>  일제강 기 조선의 농민복리 사회사

34) 전남 여수군 삼산면 거문리에는 1932년 말 일본인 110호 376명, 한국인 72호 224명으로 총 184호 
605명이었고, 해방 후 인구가 매년 200명씩 감소했으나 거문리만은 줄지 않았다(최길성, 1992: 61). 

이외에도 “일본인이 운 했던 가학광산(당시 시흥관산)은 1912년에 문을 열어 1937년에 전기시설
을 갖추면서 인근 마을에 전기가 다른 마을에 비해 일찍 들어왔다.”고 해설가가 관광단에게 설명
하 다.

35) 이는 조선부식농원 주사로 있던 藤井忠治郞가 ‘조선인 하층사회 연구’에서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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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란한 사회에서의 표적화

일제강점 35년간 조선은 혼란한 상황에 처했고, 이런 처지에서 조선 농민은 일제의 표적이 되어 식

량증산의 도구로 전락하 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마치 중국 천지를 다 차지함으

로써 우리 민족의 해방이 불가능할 것처럼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로 변신해갔다(강만길, 1996: 

175). 이는 혼란한 사회에서 일제가 주목하는 것이 농업이라는 측면에서 그 주요 상은 농민일 수밖

에 없었다. 이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의 발달이 농촌을 변하게 했다. 예컨  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수 

있는 경지면적이 확 되는 이른바 광작(廣作)이 가능해지자, 소작인의 일거리마저 잃은 무리는 자기

고장을 떠나 농사가 아닌 방법으로 벌이를 개척해야 했다(조동일, 2005b: 605). 여기에 덧붙여 사회적

인 요인이 겹쳤다. 예컨  관가의 수탈을 피해 타처로 가버리는 도망꾼도 적지 않았으며, 노비가 상전

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자취를 감추는 것은 거의 일반화된 추세 다. 그 억업과 수탈 정도는 

그들이 “조선인은 교육할 필요가 없다.”(문정창, 1966: 이태일, 1984: 214에서 재인용)고 일출한 점으

로부터 가늠할 수 있다.

(2) 음모론적 시혜

혼란한 사회에서 표적이 된 조선의 농민복리는 정치적으로 ‘음모론적 시혜’를 비롯해 다음에 보는 

‘독점자본과 차별 속의 수혜’, ‘소외된 자의 저항적 자구책’, ‘문명적 삶의 개량화’와 같이 경제, 사회, 

문화의 역동 속에서 이루어졌다. 일제의 사회사업은 체로 음모론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일제는 시기

별로 무단통치, 문화정치, 륙침략 병참기지화를 펼쳤고(안상훈 외, 2005: 75-76), 사회사업 역시 시

기에 따라 정략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만주사변(1931)과 중일전쟁(1937)을 시작하면서 1930년 에

는 농민복리의 시혜성이 더욱 짙어지는가 하면, 일제의 강압적 태도 역시 한층 강화되었다. 한편 조선

총독부는 1933년 ‘농산어촌진흥계획’을 마련하여 당시 농민의 80%를 차지했던 소작농의 춘궁기에 

처하도록 했고, 구체적으로는 ‘국민총력 농산촌 생산보국 실천요강’에 따라 애국반을 만들어 활동하도

록 했다(김종익 역, 2012: 55-62). 이 같은 일을 실핏줄처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선총독부는 1922년 

제정된 일본의 ｢농회법｣을 모법으로 1926년 ｢조선농회령｣을 제정하여 기존 농업단체를 통폐합하여 

1927년 ‘조선농회’의 계통체계를 완성했고(김용달, 2003: 162-175), 이를 활용하여 농민의 격한 감정을 

달래기도 했다.

(3) 독점자본과 차별 속의 수혜

한편 일제의 식민정책 아래 왜곡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근 적 사회경제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중세

적 사회 질서에 입각한 전통적 사회관계가 현저하게 약화되기 시작했다(이준식, 1995: 402). 이 시기 

일본은 이미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들어가 지주나 농민의 이익을 변하기보다 독점자본의 최  이윤

을 위한 농업생산 관계 및 생산구조를 창출하는 입장이었다(이송순, 2008a: 70). 따라서 일제강점기 

농민복리는 독점자본이 침투하는 상황에서 주어졌고, 아울러 차별 받으며 이루어졌다. 먼저 일제강점

기 자본이 지배하는 농민복리 현상은 기업가가 조선총독부를 등에 업고 농민을 압박하는 가운데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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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농촌의 피폐와 이농현상에 따라 상자가 도시민이면서도 농민으로서 

처한 형편에 따라 지원을 받았다.36) 즉 농민에게 주어진 복리는 조선총독부가 실시한 것 못지않게 민

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적지 않았고, 농촌에 살던 농민이 갑자기 도시로 옮겨 받음으로써 복리행

위의 모호한 면을 드러냈다. 나아가 이들 농민은 일본인과 비교해 형편없이 낮은 수준에서 받았음은 

물론 농장회사에서도 직원들과도 비교해 열악한 복리를 받았다. 이렇게 독점자본이 침투한 상황에서 

차별을 받으며 농민복리가 이루어진 데에는 강압하는 일제에 농민 세력이 적극 항하는 사회경제적 

분위기가 일조하 다.

(4) 소외된 자의 저항적 자구책

조선 농민은 도시민으로부터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과 관계에서도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분위기 다. 일제의 강압 논리는 우쓰미(內海愛子)와 무라이(村井吉敬)가 “국가와 민족이 보다 보편

적인 가치로 승화된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기심과 무책임이 옛 식민지 치하의 한 인간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존재를 말살시키고 싶어 했다.”(김종익 역, 2012: 19)고 강조한 점에서도 드러

난다. 실제로 일제는 1910년 부터 일제의 헌병경찰제에 의한 무단통치가 한국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역의 활동을 봉쇄하 다. 아울러 일본은 본토에서도 1929년 공황으로 농민층이 아사 

직전 상태에 빠졌음에도 방관적 태도를 견지하 다(加藤陽子, 2010).37) 이런 상황에서 조선 농민은 

상부상조에서뿐만 아니라 농민복리운동의 민간 농민운동을 통해 자구책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조선총

독부는 1920-30년  조선의 농민문제는 곧 빈곤문제와 직결되어 민족운동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우려

해 농민의 생활고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 고(遊佐敏彦, 1934: 117), 이런 분위기에서 

민간의 농민복리운동은 다소 활기를 띤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5) 문명적 삶의 부분적 개량화

체로 조선 농민의 일상은, 특히 일본인의 생활에 비해 문명적이지 못했다. 예컨  1930년  중반 

빈농층은 숯과 땔감 행상과 같은 농업경  이외의 방법으로 생계를 보충할 수밖에 없었고, 부채를 질 

수 있는 곳은 이자가 상 적으로 싼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 고리 금업자나 고리 금업화한 계나 

재(齋) 따위 다(이준식, 1995: 398-399).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독점자본주의가 침투해 적지 않게 그 

역할을 수행했다(조선일보, 1925년 5월 14일).38) 어쨌든 일본인은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들의 윤

36) 농민의 이농은 흉년이나 풍년을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예컨  1914년부터 풍작
을 이뤄 쌀값이 폭락했는데, 1913년 쌀 한 가마니에 14원이던 것이 1914년에는 5원이었다(General 

Survey, 1914: 민경배, 2008: 216에서 재인용).

37) 이 같은 일제의 태도는 1942년 인도네시아에서까지 일본인 장교가 “너희 조센징은 어쩔 수 없다.”

(김종익 역, 2012: 144)고 조선인 군무원에게 모멸스럽게 업신여기는 처사에서 보듯 일본인은 조
선인에 한 무의식적 열등감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38) 예컨  1920년  말 이후 일본의 독점자본, 특히 중화학공업이 함경도의 요지인 함흥, 원산, 청진 
등지에 활발하게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함경남도 지방에서도 산업화와 함께 자본에 의한 
토지겸병 및 농촌 내부의 계급분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농민들은 자본의 진출에 따라 급속
히 유리되거나 임노동자화 하 다(이준식, 1994: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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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한 일상의 삶을 위해 농어촌을 개발시켰고, 이를 통해 조선의 농민과 어민 및 산촌인은 부분적으로 

문명적 삶을 꾀할 수 있었다.

(6) 구조적 이중고 속의 종교적 은혜

일제강점기 조선의 농민복리는, 특히 경제 및 사회 측면에서 독점자본과 차별 속에 수혜 받음과 동

시에 소외된 자로서 저항하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책을 펼치는 가운데 구조적 이중고 속의 종교

적 은혜를 받았다. 구조적 이중고는 농민이 처한 어려움이 두 경로로 이어져 겹침을 의미한다. 한 길

은 농촌과 도시를 차별하는 사회제도 사이에서, 다른 한 길은 농촌 내 지주와 소작인의 불공정한 관

계 사이에서 고충을 받았던 점이다. 이는 산업제도가 사회조직의 축이 되어 도회가 농촌을 지배 및 

착취하는 지위에 놓 기 때문이었다(조선일보, 1924년 10월 1일). 이처럼 쉽게 변화시킬 수 없는 모순

된 체제에서 종교기관이 실시하는 사회사업은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보아 마땅하다. 이 같은 이중 고

난을 받으며 지탱하는 것은 종교기관의 사회사업 실상을 감안할 때 종교적 은혜로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농촌을 떠나 도시로 진입한 농민 역시 도시로 몰려들어 도시 빈민을 형성함으

로써 도시 노동자 역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을 것이다.

(7) 농민의 국부적 생활 향상

결국 조선의 농민복리는 ‘음모론적 시혜’, ‘독점자본과 차별 속의 수혜’, ‘소외된 자의 저항적 자구

책’, ‘문명적 삶의 부분적 개량화’의 역동 속에서 종교적 은혜를 받아 극미한 수준에서 그것도 한정된 

지역에서 국부적으로 생활이 향상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사회사업이 상자의 심리심층적 변화보다

는 물질을 적절히 제공하는 데 더 중점을 두었다. 즉 전문사회사업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일천한 사회복지 역사 측면에서나 전문사회사업을 시도할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이 갖추어

져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그러면서도 사회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사업의 새로운 방안

이 제시되기도 했다.39) 한편 농민복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25년부터 기독청년회가 농민의 

계몽과 제반 생활 향상 차원에서 국문교수, 숫자가감법, 농사개량, 종돈 및 종계, 위생교육 따위를 바

탕으로 지원한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민경배, 2008: 339). 특히 일제는 강점 이후 개량농법을 도입해 

쌀 증산을 꾀하 는데, 이는 품종, 비료, 물 3요소를 개선하며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높 다(이송순, 

2008b: 249). 이와 같은 종합적 접근은 지금의 교육, 보육, 주거, 소득, 복지 들을 함께 강조하는 통합

서비스를 연상케 한다.

39) 실제로 金景煥(1931: 20-21)은 조선사회사업에서 당시 농촌에서의 사회사업으로 토지관리 행사
업, 사상선도소 설치, 보통학교 졸업생 및 농촌 청년 지도, 1면 1무료진료소 설치를 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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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와 제언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농민복리의 유형, 법제도, 전달체계, 주요 내용 및 특징 중심으로 조사 및 

정리했다. 아울러 이들 농민복리를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유형에 따라 분석 및 

해석했다. 이 결과에 근거하여 몇 가지 사항을 논의 및 제언했다.

첫째, 비록 일제가 침략전쟁의 뒷바라지를 위해 가혹히 나선 것은 분명하나(강만길, 1984), 농민복

리와 관련된 문헌을 정 히 검토함으로써 일제의 강점 안에서 농민복리가 특정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민복리 관련 자료는 매우 파편화하여 여러 형태의 문헌에 흩어져 모든 

농민복리사업을 온전히 확인했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당시 시행된 농민복리는 자료로써 역사적 가치

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분절된 시기이지만 조선 농민의 를 이어 오늘의 농민이 존재함을 인식케 

하는 발판임이 분명하다. 이런 면에서 더욱 철저히 당시 농민복리 관련 자료를 모아 정리하고, 특히 1

차 자료 중심으로 이를 규명 및 해석하는 연구가 절실하다. 아울러 일제강점에 한 감정적 응으로 

일관함으로써 실제 자료를 유기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고, 만약 묻힌 게 있다면 이를 걷어내 

복원해야 한다.

둘째, 당시 사회사업은 오늘날 전문사회사업과는 달랐다. 사회복지가 넓게는 사회복지제도와 사회

복지실천으로 형성된다고 할 때 전자는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후자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즉 사회

사업으로 보아 마땅하다. 당시 일본에서는 사회사업의 운 을 일종의 경제행위로 봐서는 안 된다며 

기부금, 상부상조, 사회사업기관의 생산활동, 국가보조를 강조하기도 했는데(遺水祐四郞, 1926: 49), 

이는 어디까지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어쨌든 일제강점기에 흔히 ‘사회

사업’이라고 한 것은 오늘날 사회복지실천과 달리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이와 같

은 상황은 김태성(1981: 2)이 “사회사업을 자선사업으로 오해하고 사회사업을 전문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염려한 점이 뒷받침한다. 특히 일제강점기 사회사업은 넓게는 전기나 식

수와 같이 산업발전에 따른 근 화에 힘입어 사회개발의 성격을 띠어 이루어진 것도 적지 않다. 이 

연구에서 언급한 모든 유형의 사업(제도)을 포괄하면서도 좁게는 구제나 후생의 성격이 강한 일부의 

사업으로 한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사회사업은 시 상에 따라 변화하 고, 당시에는 구호 및 구제의 

성격이 강하면서 지금의 통합 서비스와 같은 특성이 있었다.

셋째, 인구비를 보아도 농민이 많았음에도 왜 농민을 위한 사회복지는 빈약했을까? 이를 규명하면 

오늘날 농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의 실상을 추측 이해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모든 사회제

도가 도시의 틀에 근거하여 형성 및 집행됨으로써 농민은 거의 착취 상황에서 도시민에 비해 열악하

고 차등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농촌에서의 사회복지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

에서도 규모 지주나 농업회사는 농민을 상 로 이익을 창출했는데, 이는 일제가 내세운 식민정책과 

농촌이 지닌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일제는 강점 초기 무단정치를 펼치며 회유책으로

써 구제사업을 실시하 고(朴貞蘭, 2007: 24), 원래 자급자족해왔던 농민이 농산물을 판매하여 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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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하기 시작하 다(北康利, 2008: 44). 이와 같은 정책과 실상에서 식민지 통치가 시작되자 사회 모

순의 가장 극심한 양상이 농촌에서 나타났다(조동일, 2005a: 335). 이는 농촌의 토지가 주요 자산으로 

등장하면서 농촌의 근간이 변화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따른 각별한 개입이 없었

고, 부분의 사회제도는 여전히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역사의 무서운 점은 그 시 가 

지났음에도 당시 배어든 감각이나 사고 양식은 그 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齋藤孝, 2006: 29)

고 한 것처럼 이런 양상이 지금의 농촌에 드러나고 있다.

넷째, 조선의 농민복리는 공공과 민간의 합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나 민간의 활동이 더욱 두드러지

게 나타났다. 특히 민간 활동은 일제에 항하는 성격도 깔려 있었다. 이와 같은 민간의 노력은 요즘 

시민단체가 사회복지제도화에 기여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시민운동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활동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농촌을 위한 사회복지 지도자를 양성해 

이들이 일제강점기의 농민복리활동처럼 농촌사회복지를 주도케 하는 것도 이의 활성화를 위한 한 가

지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특정 지방의 특성에 따라 농민복리가 활성화되었거나 신설된 사례가 

있었던 점을 통해 지방별 농민복리에 편차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다섯째, 일제강점기 조선의 농민복리에 민간 자격으로 종교단체가 기여한 점을 경시할 수 없는데, 

이 과정에서 종교별 특성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당시 종교단체는 농민복리뿐만 아니라 도시를 

포함해 전반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펼쳤다. 체로 불교는 일본에서, 기독교는 서구에서, 천도교는 조선 

내에 기반하여 활동했다. 예컨  일제강점기 한국 교회는 농촌운동을 사회봉사, 사회사업, 사회개혁과 

함께 민족 사활의 문제로 보았고(민경배, 2008: 4), 이에 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반면 기

독교 이외의 종교단체가 실시한 당시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는 일천한 상태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독

교 이외 다른 종교의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종교단체가, 특히 농촌에서 펼친 사회사

업의 규모가 작지 않아 당시의 사회사업 역사 차원에서도 연구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사

례를 정 히 연구함으로써 지금의 농촌사회복지실천 모형이나 방안을 개발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농촌에서의 상부상조가 다른 어느 곳에서보다 더 강조되었는데, 상부상조가 진정한 사회복

지 측면에서 농민복리라고 할 수 있을까? “공동노동조직이 당시 조건에서 개별적인 노동보다 능률적

이고, 농업생산율을 높일 수 있고, 부족한 노동력과 축력(畜力)을 상통하여 생활상 난관을 극복해나갈 

수 있게 했다.”(김내창, 1992: 272)는 측면에서 이들 상부상조의 사회사업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농민 스스로 노동력을 주고받아 곤란한 상황을 극복함으로써 장래 맞이할 “근  사회보험제도의 기본

원리 태동, 자조집단 출현에의 향, 사회행동의 발전에 기여했다.”(감정기 외, 2010: 109-111)는 면에

서 상부상조는 적지 않은 사회복지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일곱째, 이 연구를 위해 수집한 각 농민복리 사업의 재정 현황을 함께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당시 

사업의 전체적인 면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수집한 자료가 체로 사업 내용에 국한함으로

써 재정에 근거한 이들 사업의 규모를 소개할 수 없었다. 아울러 각 사업을 소개하면서 특정 지역에

서 이루어지는 개별 사례에 한정해 다룸으로써 조선의 농민복리를 전체적으로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조선 농민복리에 일제가 시도했던 바를 더욱 깊이 알기 위해서는 농민복리사업별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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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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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cial Historical Study on the Farmer's Welfare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Choi, Okchai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has been planned to examine the three faces as follows; 1) 

systematization of research materials on the farmer's welfare served in the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and 2) a social historical analyzation of the farmer's 

welfare in the context of politics, economy, social lives, and culture. The collected 

data focused on the primary resources has been organized such as seven 

categories: 1) public aid; 2) social insurance; 3) social welfare service; 4) farmer's 

welfare movement; 5) farm's social work; 6) mutual dependence; and 7) the 

others. The organized data has been analyzed in view of social history such as 

important themes: 1) being targeted in the confused society; 2) conspirative 

almsgiving; 3) being benefited from monopolistic capitalism and discrimination; 4) 

alienators' resistant self-help efforts; 5) reforming of civilized lives; 6) religious 

blessings within structural double torture; and 7) farmer's partial progress of 

lives. Finally, some various implications are suggested based on the analyzed 

results.

Key words: Japanese Imperialism, Social Welfare, Farmer's Welfare, Social 

Historic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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