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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

향토는 교육의 재료 면에서 보면 계속 샘솟아 마르지 않는 샘물이

고 방법 면에서 보면 다방면의 재료를 통합시키는 소우주이다. 그리

고 이 소우주가 함축하는 모든 가치의 폭과 깊이를 유감없이 활용하

는 것이 학교 교육에 부여된 중요한 임무이다. 향토는 개념적으로 분

석하면 지리적, 역사적, 자연과학적, 경제적, 직업적, 윤리적, 종교적, 

예술적 측면 등으로 나뉘는데, 이렇게 다방면에 유기적으로 결합해 

혼연일체를 이루는 통일체가 향토이다. 그 다방면의 모든 것이 다른 

향토와 공통점을 이루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색채를 띠는 것이 향토의 

향토다운 이유이다. 현재의 향토는 과거의 연속이고 장래에 연속될 

향토이며 진정한 향토애는 근본을 잊지 않고 보답해 장래의 번 을 

꾀하는 헌신적 노력이다. 향토 교육과 각 교과의 관계는 향토가 각 

교과에 대해 어떤 임무를 다 할 수 있는지의 관계이자 각 교과가 향

토 교육에 대해 무엇을 공헌할 수 있는지의 관계이다. 이는 이론적 

분석의 결과일 뿐이고 살아있는 교육에서는 양자가 상호 연계해서 떼

려야 뗄 수 없는 상즉불리(相卽不離)의 관계이다.

이상의 의미에서 다무라 가즈히사(田村一久)의 저서 조선 향토지



리의 실례 (朝鮮に於ける郷土地理の実例)의 가치를 인정한다. 본서

는 제목이 보여주듯이 대구를 실례로 연구한 결과인데 학교 교육의 

향상과 발전은 물론이고 졸업생 지도와 농촌·산촌·어촌의 진흥 등 

현재의 시대 추이에 비추어 볼 때 토대 자료의 수집과 연구로서 의미 

있는 작업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한 지역의 각 부분이 각각 특수

한 장점을 지니고 구역마다 경제생활의 취향을 달리하지만, 이것을 

자세히 알고 적합한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장래의 발전에 중요한 일

이 되어야 한다. 제1차 세계대전의 호경기에 취했던 우리 국민이 시

시각각 압박해오는 경제 불황에 각성해서 국내의 생산과 소비의 균형

을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지에 뜻을 두고자 할 때 우선은 각 지역

의 지리적 환경의 성질을 명확히 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는 이 책을 펼쳐봄으로써 생활 형태의 모든 방면을 다시 한번 지

리학적으로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감하는 동시에 그 길

에 뜻을 둔 사람들에게 자료로서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1933년 8월 1일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하야시 시게키(林茂樹)



서문 2

최근 교육계를 풍미하는 향토 교육의 의의를 밝히고자 할 때 향토

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다룰지가 중요하다. 향토는 한마디로 말

하면 자아와 생활의 관계에서 가장 친화적 관계에 있는 지역, 풍물, 

문화 등을 가리킨다. 생활의 관계는 자아의 체험 세계에 깊숙이 파고

들어 그 중심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향토 관념의 본질적 요소로서 

체험의 세계를 제일 첫 번째로 꼽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향토 교육’이란 무엇인가. 이미 향토 개념을 체험 세계에 

중심을 두고 설명한 것처럼 향토 교육의 목적은 향토를 조사하고 생활

의 확충을 꾀하는 것에 있다. 즉 향토 교육은 향토 조사의 실천이다.

원래 어린 학생이 살아 있는 자연 및 사회의 직접적 향에 대해 

부단한 반성과 비판과 이해를 쌓으면서 각자 스스로 순응하고 제어하

는 과정에 교육적 활동의 근본이 깃들어 있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은 

교실에 갇혀 추상으로 내달리고 전문적인 분화와 분열을 재촉하며 자

연적, 사회적 환경에 대한 총체적 접촉과 순응은 점점 축소되어 생활

의 공허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때에 환경 중심의 생활지도에 따라 자발적·협동적으로 체



험을 감득하는 교육, 즉 향토 교육이 교육의 본뜻과 오늘날의 교육 

혁신에서 절대적 가치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1933년 8월

대구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장 시라가 주키치(白神壽吉)



서문 3

서언

우리의 생활환경은 자연적,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으로 모든 문화

적 사실과 현상 위에 항상 융합해서 혼연일체하는 존재이다. 그 혼연

일체는 자연과 인문 상호 간의 움직임으로 성립하지만, 그 움직임의 

소재와 동향은 지역마다 각양각색으로 독자적이고 특수한 경관을 보

여준다.

이런 현실의 생활환경을 자연 현상과 인문 현상의 상관관계에서, 

혹은 현재를 잉태한 과거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스스로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생생한 사실에 대한 극명한 인식으로 그 관계를 종합적으

로 파악해 각 생활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체험을 배양하는 것이 향토 

교육이다.

향토의 복잡한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항상 넓은 세계와 연결된 생

활 체험 안에서 현재의 우리 입장을 명료하게 자각할 수 있고 동시에 

전 세계를 인식하는 생활의 초점이 생겨 튼튼한 토대 위에 설 수 있

다. 또한 향토의 고유한 장점과 단점을 확인함으로써 현재 생활을 보

다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상과 감정을 키울 수 있고, 향토의 경 과 



개선에 대한 깊은 자각을 환기할 수 있다. 향토 교육의 지도 원리는 

실로 이것이다.

오늘날 교과의 분화와 분열로 추상에 빠지기 쉬운 교육의 실제화

를 고조시키고 지방화와 생활화를 제창해 구체와 직관을 중시하게 된 

것도 교육의 이념과 향토 교육의 지도 원리가 상통하기 때문이다. 최

근 일본 본토와 서구에서 향토 교육, 지역조사, 사회적 조사 등으로 

향토 교육 운동이 대두한 것은 앞과 같은 교육 이념의 현현(顯現)1)이

어서 다행스럽고 기쁜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지극히 필요하지만 동시에 지극히 어렵다. 특

히 생활양식과 역사 측면에서 과도기에 있는 조선에서 이러한 느낌이 

강하게 든다. 이 책은 저자가 이상과 같은 필요에 입각해 조사한 것이

다. 저자 스스로 보기에도 자료면에서나 구성면에서나 뜻은 있지만 부

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게다가 저자의 보잘것없는 체험과 좁은 

사색으로 만들어 낸 점에서 부지불식중에 빠져버린 오류가 있을 것이

다. 이 책을 읽는 식자들의 기탄없는 비판과 편달을 바라는 바이다.

또한 조사할 때 대구부(大邱府) 및 근교의 존경하는 벗과 현명한 

여러분의 혜려를 받은 것에 감사를 표하고, 마지막으로 졸저에 광

스럽게도 서문을 써주신 하야시 학무국장 각하와 항상 교시(敎示)와 

편달을 주시는 은사이자 학교장인 시라가 선생님의 서문에 삼가 감사

를 표하는 바이다.

1933년 8월

대구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 교유(敎諭) 다무라 가즈히사(田村一久)

1) 뚜렷이 모습을 나타냄, 명백하게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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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분지의 지형

1. 대구분지 지형 개략

대구분지는 조선 남부 남의 핵심으로 낙동강 중류로 흘러 들어

가는 금호강과 그 지류인 신천(대구천)에 걸친 분지이다. 북쪽 경계

에는 팔공산 봉우리가 병풍처럼 서 있고 그 남쪽에는 이와  평행하게 

구조곡(構造谷)이 있으며 더 남쪽에는 팔공산 앞산(前山)과 앞앞산

(前々山)이 있다. 남쪽 경계에는 비슬산이 우뚝 솟아 있다. 분지 서

쪽은 낙동강의 계곡이 이어진다. 동쪽은 금호강의 충적평야로 이어진

다. 남북은 약 20㎞로 팔공산과 비슬산으로 경계가 분명하고 서쪽은 

낙동강이 경계를 형성한다. 동쪽은 금호강의 연안 평야가 멀리 펼쳐

져 천 평야와 분명한 지리적 구분 없이 점차 이행하는 모습이다.

이 책에서는 경산군 안심면 평야까지를 경계로 삼는다. 분지 바닥

(盆地床)의 남쪽 경계 산록부에 애추(崖錐)1)가 이어지고 그 밖에 구

릉성 산지군, 선상지(扇狀地), 단구(段丘)2), 충적원(沖積原) 등이 섞

1) 풍화작용으로 가파른 낭떠러지 밑이나 경사진산허리에 고깔 모양으로 쌓인 흙모래나 

돌부스러기.



여 있으며 그 중앙에 신천 범람원(汎濫原)3)이 있다. 대구부는 바로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

2. 북쪽 경계 산지

1) 팔공산맥

분지의 북쪽 경계는 대구를 가로막으며 약 16㎞에 걸쳐 동남동에

서 서북서를 향해 팔공산맥이 병풍처럼 이어지고, 화강암 풍화토는 

곳곳에 악지지형(badlands)을 형성하며, 산표면은 백갈색이다. 이 경

관은 대구의 분지 바닥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팔공산의 동남동쪽은 경산군 하양면과 안심면 사이에 솟아 있는 

초례봉(醮禮峯 636m)에서 시작해 북쪽으로 한천성령(寒泉城嶺 543m. 

조선에서는 일본에서 고개(峠)에 해당하는 것을 (嶺)·치(峙)·현

(峴) 자로 표기한다)의 안부(鞍部)4)를 통과해서 환성산(環城山 808m)

에 다다른 후 북쪽의 능무동 취락 골짜기를 거쳐 와촌면 인봉(印峯 

891m)에 이른다. 여기서 서북서쪽으로 급히 방향을 틀어 팔공산 연

봉의 주봉인 팔공 봉우리(八公立 1192m)에 이른다. 이 주봉 부근은 

산봉우리가 험준하고 화강암이 노출된 암석산릉(岩石山稜)이며 직립

한 암석 사면이 절재봉(切裁峯)5)을 형성하고 있는데 바위 봉우리는 

장년기 산 모양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조선 남부에서는 드물다.  

2) 강물이나 바닷물의 침식, 지반의 융기 또는 사력의 퇴적으로 강-호수-바다의 연안에 

생긴 계단모양 지형.

3) 하천 양 곁에 있는 땅으로 홍수가 날 때 그로 인해 잠기는 낮은 땅.

4) 산마루가 말안장처럼 움푹 들어간 곳.

5) 높은 산지의 꼭대기에서 볼 수 있는 급한 사면으로 둘린 날카롭게 뾰족한 봉우리.



  

그림1. 대구분지 지체(地體) 구조6)

주봉에서 서북서쪽으로 진행해 파계고개의 안부(按部)를 지나 산성

으로 이름이 높은 가산(架山 901m)에 이르면 그 서쪽은 다부원의 

246m 높이 협애(狹隘)7)로 끝난다. 팔공산 연봉은 인봉(印峯)에서 서

북서의 가산까지이고 그 길이는 약 20여㎞이며 안부는 790m의 능패

령(能覇嶺)과 900m의 파계고개만 있다. 이로써 산봉우리를 횡단하는 

구조곡이 없음이 분명해진다.

가산의 정상은 평정봉(平頂峯)8)으로 융기 준평원(隆起準平原)이다. 

부근에서 평정봉은 서쪽으로 약 25㎞ 떨어진 금오산(金烏山 976m)이 

있고, 동북쪽으로 약 12㎞ 떨어진 화산(華山 828m)이 있다. 금오산은 

6) 번역본의 그림 속 문자나 사진은 판독하기 어렵거나 선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 

부분은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원본을 참조하시길 바란다. 

7) 지세가 몹시 좁고 험함.

8) 정상이 평평한 봉우리.



800m 높이의 경사변환선(傾斜變換線) 상부에 직경 약 1㎞의 원형에 

가까운 평평한 지면이 멋지게 남아 있고 그 안에 금오산 취락이 성벽

에 둘러싸인 것처럼 자리 잡고 있다. 화산은 600m의 경사변환선을 

보여주며 평탄면 위에 화산동 취락이 있다.

팔공산 산봉우리를 횡단하는 구조곡이 드문 것과 반대로 단층곡군

(斷層谷群)의 존재를 통해 연봉에 평행한 하천과 구조곡이 매우 많다

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사진1. 지질 차이에 따른 식물 경관. 점판암-송림, 화강암-민둥산

팔공산 산봉우리 북측에는 낙동강 지류인 위천(渭川)의 상류에 해

당하는 남천과 금호강 지류인 신녕천(가칭)이 일직선으로 뻗어 봉우

리 선과 약 7∼8㎞ 간격을 유지하면서 약 30㎞에 걸쳐 산록선을 형성

하고 있다. 남쪽은 봉우리 선과 평행하게 약 3㎞ 간격을 유지하면서 

약 600m∼1,000m 사이의 비고(比高)9)를 형성하고, 동남동쪽은 와촌

면의 이름 없는 천을 거슬러 능성동의 330m 골짜기 속 분수를 거친 

후 산록을 따라 이붕식(梨棚式) 하천10)인 문암천(門岩川)을 지나면서 

9) 어떤 범위 안의 최고 높이와 최저 높이의 차이.



높이 365m의 통골짜기(通谷)11)를 형성하며 다부원에 도달하는 단층

선(斷層線)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단층선의 동쪽 끝은 신문동에서 이

름 없는 천으로 경계를 이루면서 화강암 동쪽 끝단의 남쪽 부분은 동

쪽으로 북쪽 부분은 서쪽으로 이동해 약 2㎞의 어긋남이 있는데, 이

는 수평 이동이 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구조곡은 남쪽의 환성산을 분리시키고 더 남쪽에는 구조곡과 

평행한 단층선이 있어서 용암천(龍岩川, 가칭)과 하양천(河陽川, 가

칭)이 통골짜기를 만들고 한천성령의 안부가 남쪽의 초례산을 재단하

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산은 모두 대규모 케른버트(kernbut)12)를 보

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단층선은 모두 생성 후 침식이 현저해 확연한 

단층절벽(斷層崖)이 아니라 오히려 단층선 계곡(斷層線谷) 모습을 보

여준다. 

문암천과 외천의 지류는 모두 유역의 경사 방향을 따라 흐르며 휘

는 정도가 심하고 산록은 악지지형 모습이다. 1930년에 공산면(公山

面) 산사태 재해가 발생한 곳도 이 계곡이다. 계곡 벽에는 완경사의 

애추(崖錐)가 있고 하천바닥(河床)에는 암석 부스러기(岩屑)가 다량 

퇴적되어 있으며 하천은 지하로 흐르며 곳곳에 와디(wadi)13)를 많이 

형성하고 있다. 이 밖에 이들 하천의 오른쪽 기슭에는 지질의 조직에 

따라 발달한 지류가 애추(崖錐, talus)를 퇴적시킨 후 그 말단부가 잘

려져서 멋진 단구가 병렬해 있다.

요컨대 팔공산 봉우리는 대구분지의 북쪽을 경계 지우면서 병풍 

10)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흐르는 하천.

11) 한 줄기로 이어지는 골짜기.

12) 단층면과 낙하한 부분 사이의 낮은 안부를 경계로 언덕이 분리된 것. 지형도 위에

서 사면 도중에 고립된 구릉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는 경우가 많다. 조사로 단

층이 인정되어야 케른버트라고 할 수 있다.

13) 우기 이외에는 물이 없는 천이나 강.



모양의 봉우리가 북동쪽을 등지고 대구분지 쪽으로 급경사면을 이룬 

대형 경동지괴(傾動地塊)14)를 형성하고, 남쪽과 북쪽에는 구조곡이 

평행하게 있어서 지루지괴(地壘地塊)15)와 같다고 고찰할 수 있다. 

(그림1, 그림4, 그림5 참조)

2) 팔공산 앞산 산열(前山山列) 

팔공산 주산맥 남쪽 산록의 구조선이 만든 움푹 팬 낮은 땅(低窪

地)을 사이에 두고 팔공산맥 남쪽에 나란히 있는 팔공산 앞산의 산열

은 하천이 셋으로 나누고 있다. 동쪽은 문암천과 환상산 및 초례봉 

사이에 끼어 있고 그 안에 문암산(門岩山 424m)이 있다. 중앙은 문암

천과 외천 사이에 응봉산(鷹峯山 624m), 암해산(巖蟹山 507m), 도덕

산(道德山 660m)을 품고 있고, 서쪽은 외천 서쪽에 황학산(黃鶴山 

762m), 소학산(巢鶴山 620m)이 있다. 하천의 휘는 정도가 모두 심해

서 문암천과 외천의 강바닥 침식16)으로 셋으로 나누어진 것인데 하

천 양쪽 기슭의 지층을 확인해 보면 이전에는 하나로 이어진 산맥이

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 팔공산 앞산 산열은 비고 400m의 

앞면이 북쪽 단층곡(斷層谷)17)으로 향한 경동지괴이다. 산지는 모두 

남지방에 널리 퍼져 있는 이암(泥岩), 사암(砂岩), 혈암(頁岩)18) 등

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쪽에 있는 팔공산 산령의 분리지괴인 환성산, 

초례봉의 화강암 산지와 함께 나란히 서 있어서 산모양이 거의 차이

가 없다. 게다가 환성산 서쪽을 동서로 달리는 평광동의 용암천(龍岩

14) 땅이 한쪽 부분만 올라가거나 내려가서 한쪽은 가파른 단층이 되고, 다른 쪽은 완

만하게 기울어진 땅덩어리.

15) 지루(horst) 둘레가 단층으로 경계 지어진 땅덩어리.

16) 하천의 물이 강바닥을 침식하는 작용.

17) 지표에 드러난 단층면이 침식을 받아서 이루어진 골짜기.

18) 지표상에서 가장 흔한 퇴적암. shale.



川 가칭) 등은 단층선 위를 흘러서 상이한 지질을 직선으로 동일하게 

침식하고 있다. 이로써 지질 형성 후에 만들어진 단층이라는 것이 수

긍된다. 용암천, 문암천, 외천은 앞산 산열을 횡단해서 남쪽의 금호강

으로 합류한다. 하천이 산지를 횡단하는 곳은 침식으로 계곡 벽이 급

한 낭떠러지인 선행성 유로(先行性流路)를 형성하고 있다. 또 단층계

곡 곳곳에 하애단구(河崖段丘)가 있다. 이것은 모두 화강암인 팔공산 

앞산 산열이 접촉 변질로 경화된 지질이기 때문이며 침식에 저항해 

협곡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문암천과  용암천 일부는 감입곡류 유로

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1, 그림4 참조)

3) 팔공산 앞앞산(前前山) 구릉군

앞산의 남쪽에는 팔공산괴에 대해 ‘앞앞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고

도 200m∼300m의 작은 구릉성 산지들이 산록 구릉을 형성하며 동서

로 펼쳐져 있다. 구릉군의 남쪽 끝은 금호강변과 만나 불규칙한 톱니

모양의 산부리(山嘴)가 또렷한 침식 단면을 보여준다. 특히 동촌의 

동쪽은 활모양을 이루며 분지바닥과 만난다. 이들 구릉군은 앞산과 

마찬가지로 이암, 사암, 혈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앞산 산열처럼 

접촉 변질이 없고 침식에 대한 저항도 약해 구릉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산지의 서북단은 편마암 지질로 낙동강 기슭의 왜관 부근부터 

강 오른쪽 기슭을 건너 서남쪽으로 뻗는 선으로 경계를 이루는데 그 

동쪽에 하부경상층(下部慶尙層)이 있다. 이와 인접한 동쪽에 상부경

상층이 있고 모두 평행한 띠 모양 구조이다. 팔공산 앞산과 앞앞산의 

경계는 그다지 명료하지 않은데 고도 차이는 현저하다.

구릉군은 다수의 산무리(群山)들로 분할되어 있다. 즉 동정천, 대

천, 이언천, 외천, 문암천, 용암천 등이 모두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평행한 골짜기를 만들며 동서로 나뉘고 이들 하곡(河谷)19)과 거의 직



각으로 교차하는 형태로 서북쪽에서 남동쪽을 향해 구조곡이 부곡(副

谷)으로 발달해 있어서 산지는 장방형으로 구획된다. 주요 구조곡은 

왜관에서 시작해 동남쪽 신동과 칠곡을 지나 동남쪽 정현(鼎峴. 솥고

개)의 지세가 좁고 험한 곳을 넘어 문암천 골짜기 건너 평광동에 도

달하는 것, 왜관 북쪽 반지천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 반계동과 장자동

을 거쳐 수정동에 도달하는 것, 그 북쪽 외내동에서 동남쪽 남등현을 

지나 망정동을 거친 후 수정동에 이르러 칠전·상어동·동암리를 통

과해 덕산리에 도달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구조곡 선이 모두 매우 

뚜렷하다. (그림1, 그림2, 그림4 참조)

4) 북쪽 경계 산지 요약

북쪽 경계 산지는 팔공산 연봉이 중심을 이루며 병풍 모양으로 대

구분지의 북쪽을 경계 짓고 분지를 향해서는 이와 평행한 팔공산 앞

앞산열 및 앞앞산 구릉군이 조금씩 낮아져 900m∼1100m, 400m∼

800m, 200m∼300m의 3단의 계단모양 산지를 이루면서 대구분지로 

다가온다. 이곳을 구성하는 지질은 팔공산령이 화강암, 팔공산 앞산

과 앞앞산이 이암, 사암, 혈암, 역암, 편마암 등이며 팔공산 앞산은 

화강암의 접촉 변질로 경화되어 있다.

하천은 구조선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되어 팔공산령 남북에서는 

산령(山嶺)과 평행하게 동서 방향으로 흐르는데 특히 남쪽은 이붕식

(梨棚式) 하천을 이루고 있다. 팔공산 앞산 산지를 횡단하는 곳은 선

행성 유로이고, 팔공산 앞앞산 구릉은 동북과 남서의 주곡(主谷)이 

절단하고 있으며, 부곡(副谷)은 주곡과 직각을 이룬다.

19) 하천이 흐르는 골짜기.



3. 남쪽 경계 산지

대구분지 남쪽에는 비슬산괴(琵瑟山塊)가 고후지(小藤) 박사가 말

한 이른바 ‘중국 방향’으로 남남서에서 북북동쪽으로 뻗은 연산이 존

재한다. 이 산괴는 낙동강 하류 창녕평야와 대구분지를 완전히 차단

하기 때문에 낙동강은 서쪽으로 일대 만곡(彎曲)을 형성하고 있다. 

비슬산지는 북쪽 경계 산지와 달라서 많은 계곡이 다수의 지괴(地塊)

로 분할하고 있다. 즉 신천의 주곡(主谷)이 동서를 양분하고 그 지류

의 부곡(副谷)이 또다시 양분한다. 또한 동부 지역은 경산의 남천이 

그 동쪽 지괴와 분리하고 있다.

1) 비슬산괴

남쪽 경계 산괴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서방 지괴인 비슬연산(琵瑟

連山)이다. 비슬산(1,083m)이 주봉이고 북북서쪽에 청룡산(靑龍山 

792m)과 산성산(山城山 653m)이 있으며, 앞산(前山 659m)에 이르러 

대구분지 지대에 묻힌다. 그 길이는 약 20㎞로 동쪽은 신천의 지곡

(支谷)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서북쪽은 완만한 경사를 이룬 경동지괴

(傾動地塊)의 모양이다. 산지가 분지에 묻히는 선은 앞산 산록에 있

는 연병장부터 서남쪽으로 화원면 본리동, 옥포면 반송동의 설현을 

지나 논공면 북동에 이르는 직선으로 많은 산부리(山嘴)와 애추(崖

錐)가 있고 그 서북쪽에서 구릉지가 삼각형을 이루어 교차하고 있다. 

하천은 유역의 경사면을 따라 흐르면서 두부침식으로 V자형 계곡을 

만들고 산록에는 복합 선상지(扇狀地)가 형성되어 있으며 산지의 비

고는 분지와 접하는 곳에서 북쪽은 500m에 달하지만  남쪽으로 가면

서 구릉으로 바뀌어 고도가 점차 낮아진다. (그림1, 그림4, 그림5 참조)



2) 최정산(最頂山) 산괴

비슬산 연봉 동쪽에 신천의 지곡을 사이에 두고 최정산(915m) 산

괴가 분리되어 있다. 북쪽은 신천 본류 및 팔조령 통행골짜기(通谷)

가 경계를 형성하고, 남쪽은 양강 지류인 청도천(淸道川 가칭) 하

천으로 휘어져 흐른다. 산괴는 대체로 가파르고 험준하며 계곡과 습

곡도 조 하다.

3) 용제산(龍祭山) 산괴

신천 본류의 동북쪽에는 용제산(634m)을 주봉으로 해서 대덕산(大

德山 603m)과 병풍산(屛風山 568m) 산괴가 있다. 북쪽은 대구 동부

의 구릉군, 신천 지류, 남천 지류가 일직선으로 이어지다가 당현(堂

峴. 당고개)의 협애를 낀 계곡으로 경계를 형성하고 동쪽은 남천에서 

끝난다. 남동쪽은 청도로 휘어져 흐른다.

4) 남쪽 경계 산지 요약

비슬산괴는 모두 분암(玢岩)20) 지질로 암장(岩漿)21)이 열하분출

(裂罅噴出)22)해 흘러넘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산의 정상은 평평한

데, 산 중턱은 하천의 강바닥 침식이 현저해 경사가 급하고 험준하며 

곳곳에 암류(岩流)23)가 방추모양(紡錘狀)24)으로 늘어서 있어 분암의 

부스러기가 퇴적해 있다. 산록에는 애추가 현저하게 발달해 있는데 

앞산 산록의 골프장은 이 애추를 이용한 것이다.

20) 화성암의 한 종류.

21) 땅속 깊은 곳에 뜨겁고 녹은 상태로 있는 바위를 만드는 물질.

22) 지표의 갈라진 틈으로 마그마가 분출하는 현상.

23) 바위부스러기 층이 비탈진 면을 천천히 아래로 이동하는 현상.

24) 방추는 물레의 가락.



하천은 비슬산을 분수의 중심으로 해서 방사선으로 갈라져 흐른다. 

북북서쪽으로 향하는 하천 가운데 가장 장대한 기세곡천은 직선으로 

단층곡을 흘러내려 낙동강으로 흘러간다. 이 선상에 있는 용연사 약

수(조선에서는 냉광천(冷鑛泉)을 약수라고 한다)는 특히 유명하다. 

북북동쪽으로 향하는 신천의 지곡은 강바닥이 현저한 침식을 보이고 

본류와 직각으로 교차한다. 이 하천은 주변에서 드물게 수량이 풍부

하다.

또한 이 하천의 방향을 남남서쪽으로 연장하면 양강 상류가 형

성되는 곳이다. 이 밖에 팔조령이 수원인 신천 본류 계곡은 이 산괴

에서 두드러지는 하천이다. 이렇게 다수의 하천이 몇 개의 지괴로 분

할하지만, 그들 계곡의 대부분은 북북서에서 남남동 방향, 남남서에

서 북북동 방향이고 대부분 직각의 구조선으로 조각(調刻)되어 있다. 

이들 각 지괴 사이에는 많은 좁고 험한 골짜기와 안부가 있고 신천의 

상류는 팔조령(373m) 통골짜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곳이 옛 부산

가도의 가장 중요한 고개 다. 용제산 산괴 중에서는 비내현(飛內峴 

426m)이 있는 신천 지류와 청도천 상류의 삼봉현(三峯峴 520m)과 

이정현(梨亭峴) 등이 있다. 최정산 산괴 중에서는 통점령(通店嶺 

703m)이 있고 비슬연산에는 고산현(高山峴)과 월배현(月背峴)이 있

는 등 북쪽 경계 산괴와 특색 있는 대칭을 보여준다.

4. 분지 내 구릉군(丘陵群)

1) 대구 동부 구릉군

대구 시가지 동쪽의 신천을 사이에 두고 동남에서 서북 방향으로 

이어지는 구릉군으로 서쪽은 신천이 경계를 짓고 북쪽과 동쪽은 금호



강이 측면 침식으로 연속된 벽을 두르며 남쪽은 대덕산, 용제산, 북

쪽 산록인 당현(162m)의 좁은 골짜기로 이어지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릉군이다. 폭은 남부가 8㎞이고 북부가 3㎞이며, 남북의 길이는  

10㎞이다. 고도는 216m가 최고이며 모봉(母峯 150m)과 연암산(燕岩

山 134m) 등을 끌어안아 약 50m∼200m를 형성한다.

구릉의 대부분은 이암, 사암, 혈암 등 이른바 대구층으로 상부 경

상층에 속하고 자색의 풍화토를 퇴적하고 있다. 단 서북부의 연암산

만은 분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 정상은 평탄해서 완만한 물결 모양이고 노년기 지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분수계는 워낙에 불분명하다. 분수선이 동쪽으로 편중

되어 비대칭적인 구릉이라는 것은 땅의 경사와 침식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2. 대구분지 지형 개관



구릉 내 하천은 방사선 유로이고 폭이 넓고 경사가 완만한 침식곡

을 이루며 대개 물이 없는 하천이라서 비가 내릴 때만 물이 있고 평

소에는 도로로 사용된다. 경산가도, 경주가도, 경부철도 등은 모두 이 

구릉 안의 침식곡을 꿰매어 이은 것이다. 구릉군의 동남쪽에는 봉수

(烽燧)로 유명한 성산(城山)이 하천 침식으로 고립되어 있고 서북쪽

에는 침산(砧山)이 신천 때문에 대구분지 지대와 분리되어 있다.

2) 대구 서남부 구릉군

대구 시가지 서남쪽에 펼쳐진 구릉군으로 북쪽 및 서쪽은 금호강

과 낙동강이 경계를 만들고 동쪽은 분지 바닥 아래로 묻힌다. 동남쪽

은 비슬산 연봉의 산록과 경계를 이룬다. 동서쪽은 약 6㎞, 서남쪽은 

약 5㎞에 이르는 지역을 점하고 있다. 지질도 대구층으로 동부 구릉

군과 차이가 없다. 단 서쪽 끝에 일부 신라자갈층(新羅礫層)이 있을 

뿐이다. 높이는 50m∼150m 범위 안에 있다. 대구 시가지와 인접한 

달성산, 동산, 남산, 오포대, 수도산 등은 모두 이 구릉군에 포함된다.

구릉군 서부에는 말발굽 모양을 한 와룡산(臥龍山 299m)과 그 서

쪽의 궁산(弓山 252m)이 있는데 이것은 고도와 산모양 때문에 구릉

군 중에서 특히 시선을 끈다. 와룡산은 그 말발굽 모양 안에서 화강

암 노출이 보이는데 그 주위가 접촉 변질로 딱딱해져 침식에 대한 저

항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궁산은 지층이 역암(礫岩)으로 이루

어져 다른 구릉처럼 침식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1, 

그림2, 그림4 참조)



5. 분지 바닥(盆地床)의 선상지(扇狀地)

1) 해안면과 안심면의 복합선상지(複合扇狀地)

북쪽 경계인 팔공산맥에 대해 앞앞산지를 이루는 용암산 구릉지의 

남쪽에는 금호강변에 묻히는 활모양 선을 따라 동서로 배열된 벤치 

모양의 복합선상지가 있다. 해안면과 안심면 두 개 면에 걸쳐 있고 

해안면의 지저동25) 취락을 선상지 정상(扇頂26))으로 하는 용암천의 

선상지, 둔산동 취락을 선상지 중앙(扇央)27)으로 하는 곳, 안심면 율

하동 취락과 차내동 취락을 선상지 중앙으로 하는 곳이다. 이들이 서

로 선상지 측면(扇側)을 이어가면서 복합선상지를 형성하고 있다. 대

부분은 이름 없는 작은 하천의 퇴적으로 생긴 것으로 선상지 정상 고

도는 40m∼50m이고, 선상지 끝(扇端)은 높이가 32m∼35m이다. 선

상지의 퇴적으로 려난 선상지 끝의 활모양 윤곽과 만나는 곳에 옛 

금호강의 무능천(無能川)28)이 있다. 동내동 취락을 선상지 정상으로 

한 선상지는 그 중앙에 무능천을 품으면서 금호강변으로 더 려났기 

때문에 강이 남쪽으로 활모양 만곡을 이루게 된 것이다.

선상지 정상은 각력(角礫)29)으로 덮여 있고 하천은 물이 없는 천으

로 선상지 중앙을 관통하는 유로를 택해 큰 비 이외에는 물을 볼 수 

없다. 모래톱의 폭도 넓고 사력(砂礫)30)의 퇴적이 현저하며 강은 하

25) 원자료 오류 수정. 원자료에 ‘技低洞’으로 되어 있으나 올바른 지명은 ‘枝底洞’임. 

26) 선상지의 정점에 가까운 부분. ‘선상지, 선정, 선앙, 선측, 선단’ 등은 ｢해제｣ 설명

과 그림참조.

27) 선상지의 가운데 부분. 지하수가 깊고 개발이 늦어져서 들판으로 남아 있는 곳이 

많다.

28) 하천의 기능을 잃어버린 하천을 의미. 넓은 계곡 바닥 평야를 수량이 극히 적은 강

이 흐르는 경우에 그 강을 무능하천이라고 한다. 때로는 표면수가 없이 복류만 하

기도 한다. 하천끼리 쟁탈이 일어나 상류를 다른 하천에 빼앗기면 하류는 무능하

천이 된다.

29) 모양이 모가 난 모양의 자갈.

30) 퇴적물을 이루는 암석의 쇄설물 중 모래나 자갈 등 비교적 입자 크기가 큰 물질.



천 바닥이 주변 평야보다 높아진 천정천(天井川)이다. 하천수는 평소 

지하로 스며들어 흐르고, 선상지 정상의 수심은 모두 3m 내외이며, 

지하로 흐르는 물은 선상지 끝 무능천에 난천(亂泉)으로 솟아올라 물

이 고여 있다. (그림2 참조)

2) 월배 복합선상지

팔공산 북쪽 및 서쪽에 걸쳐 수성면, 달서면, 월배면부터 옥포면, 논

공면에 걸친 복합선상지이다. 동북쪽은 연병장을 선상지 중앙(扇央)으

로 하고 북쪽 선지까지 선상지 끝이 펼쳐지며, 서북쪽은 대구 서남

부 구릉군에 차단되어 하천은 퇴적물 때문에 남쪽으로 려나 다나카 

게지(田中啓爾)가 말한 좌선측편이식(左扇側偏移式) 유로를 취한다. 저

지대의 지하수가 솟아나는 곳에 발달한 동괘진(東掛津)과 서괘진(西掛

津) 취락이 선상지 경계이다. 선상지 경사(扇傾)는 상당히 커서 선상지 

중앙은 북쪽의 신천과 남쪽의 낙동강 지류의 분수계를 이룬다.

이 선상지 남쪽에는 앞산의 서남쪽 애추(崖錐) 상류에서 솟아오르

는 장군수(將軍水 냉광천)로 시작하는 하천이 만든 선상지가 있다. 

이 선상지의 하천은 선상지 우선측편이식(右扇側偏移式) 유로로 흐르

다가 앞의 하천과 합류해 봉합와지(縫合窪地)31)를 이룬다. 또한 그 

서남쪽 인접지는 매자동 취락을 정상으로 하는 선상지(扇狀地)로 이

어진다. 이 선상지 좌측(左扇側)은 앞산의 전방 구릉으로 월배 선상

지와 분명하게 분할된다.

월배 선상지는 제정동 취락을 선상지 정상으로 하며 선상지 끝까

지가 약 5㎞, 폭이 2㎞에 이르러 대구 부근에서는 매우 드문 일대 선

상지이다. 선상지 중앙은 지하수가 깊고, 자갈 및 암설(岩屑)의 퇴적

31) 움푹 패어 웅덩이가 된 땅.



이 현저하다. 하천은 좌선측편이식 유로이고 평상시에는 물이 없다. 

선상지 측면은 좌우 모두 지하수 깊이가 얕고 선상지 중앙은 선상지 

정상(扇頂)에서 약 3㎞ 지점부터 지하수가 솟아오르기 시작해 선상지 

끝까지 작은 하천을 다수 만들며 선상지 끝에서 명잔천과 만나 낙동

강으로 합류한다.

선상지 남쪽 인접지는 화원면 천내동 취락을 선상지 정상으로 하는 

선상지와 이어진다. 선상지 끝은 봉수대로 이름 높은 성산(城山)에 가

로막혀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다. 또한 나란히 있는 기세곡천의 선상지 

및 남쪽의 논공면 연화정 취락을 정상으로 하는 선상지와 이어진다.

월배 선상지는 이상의 복합선상지 중앙에 있고 규모가 가장 크다. 

따라서 이들을 가칭 ‘월배 복합선상지’라고 이름 붙 다.

월배 복합선상지와 해안 복합선상지를 비교하면 전자는 하천이 선

상지 측면에 치우쳐 있는 것에 반해 후자는 선상지 중앙을 관통해서 

흐른다. 전자의 선상지 중앙은 투수성이 매우 커서 자갈과 바위 부스

러기의 퇴적이 현저한 것에 반해 후자는 자갈의 퇴적이 적고 선상지 

경사도 완만하다. 전자는 선상지 중앙을 밭(田. 조선에서는 논(水田)

을 답(畓), 밭(畑)을 전(田)이라고 부른다)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해 후

자는 논이 선상지 전면을 덮고 있어 그 차이가 현저하다. 이는 전자

의 경우 선상지 배후지가 남쪽 경계 산지의 분암인 것에 반해 후자의 

경우는 이암, 사암, 혈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며, 퇴적된 자

갈과 바위 부스러기의 풍화 정도에 차이가 발생했고 전자가 후자보다 

생성시기가 늦기 때문인 것으로 고찰된다. (그림2 참조)

3) 호산면 복합선상지

남쪽 경계 산괴와 대덕산 동북쪽 산록에 남천의 두 개의 지류가 만

든 선상지부터 내곶동32)과 욱수동 취락을 각각 선상지 정상(扇頂)으



로 해서 발달한 것이 선상지 측면에서 이어져 복합선상지를 형성한 

것이다. 하천은 물이 없는 천이 되었고 선상지 측면(扇側)으로 편이

되어 있다. (그림2 참조)

6. 분지 바닥(盆地床)의 하안단구(河岸段丘)

1) 문암천의 단구

공산면에서 성북면에 이르는 문암천이 팔공산 앞산과 앞앞산을 횡

단하는 곳은 골짜기를 파고들어 뱀이 움직이는 것 같은 모양을 보인

다. 그 뱀 모양 자락에 높이 3m∼4m의 작은 단구들이 있다. 큰 것은 

공산면 미대동 취락의 맞은편 강가에 있는 것이고, 미대동에서 백안

동 취락에 이르는 약 2㎞ 거리의 오른쪽 기슭에는 완만한 경사에 애

추 말단이 잘린 2단 단구가 있다.

2) 용암천의 단구

용암천이 평광동 취락을 통과하는 오른쪽 기슭에 약 1m의 단구가 

상당한 넓이와 폭의 2단 하안단구를 형성하고 있다. 이곳에서 하류까

지는 곳곳에 단구가 있지만, 산지와 떨어진 골짜기 입구에는 오른쪽 

기슭에 축적된 고기하성층(古期河成層)의 동쪽 끝이 절단되어 상당한 

넓이의 단구면을 형성하고 있고 그 위에 도동 취락이 자리 잡고 있다.

3) 외천의 하안단구

외천의 상류, 앞천 오른쪽 기슭에는 칠곡 읍내가 자리 잡고 있는 

하안단구가 있다.

32) 內串洞. 현재는 대흥동이다.



4) 하안단구 요약

요약하자면 대구분지에서 하안단구가 발달한 지역은 북쪽 경계 산

지의 앞산 및 앞앞산 구역에 한정된다. 이는 해당 산지에서 하천이 

돌아 흐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원인은 후방 산지의 화강암에

서 생긴 자갈모래(砂礫)가 퇴적되고 앞산 산괴와 접촉 변질로 경화되

어 골짜기 벽의 침식이 어려워진 것에 기인하는 것 같다. (그림1, 그

림2, 그림5 참조)

7. 분지 바닥의 범람원(氾濫原)33)

1) 신천 범람원

대구분지의 핵심을 형성하는 곳으로 좁은 의미의 대구분지에 해당

한다. 동부 구릉군이 물결 모양 곡선으로 동쪽을 경계 짓고 서부 구

릉군이 서남쪽 경계를 형성한다. 이 경계선은 구릉군 때문에 불규칙

한 선을 그리고 있다. 이 사이에 장방형의 저지대가 동남쪽에서 서북

쪽을 향해 열려 있다. 남쪽 경계 산지 기슭에서 북쪽 금호강 물가까

지는 약 9㎞이고 폭이 2㎞인데 금호강 물가에 이르면 5㎞에 달하는 

저지대 중앙에 구릉군에서 분리된 침산(砧山 123m)이 빗 모양으로 

고립되어 있다.

이 저지대는 대부분이 신천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신천이 비슬산

괴 산지에서 흘러나오는 곳에서 여러 갈래로 갈라지기 때문에 하천 

모양의 변천도 많았음을 추측할 수 있다. 옛 하천 길은 서부 구릉군 

기슭을 서북쪽으로 흘러 구릉의 방사형 골짜기(放射谷) 하천과 합쳐

33) 하천이 홍수 등으로 범람하여 토사가 퇴적되어 형성된 하천 주변의 넓고 평평한 

지형. ｢해제｣ 참조.



져 팔달교 부근에서 금호강과 합류하는데, 이 옛 하천이 만든 퇴적으

로 하천 흐름은 동쪽으로 치우쳤고 본류는 현재 골짜기 입구에서 북

쪽으로 직선로를 취해 동부 구릉군 기슭을 침식하면서 북쪽으로 흐르

게 되었다.

 

그림3. 금호강 범람원의 퇴적층

신천의 지류는 범람원 위를 밧줄 모양처럼 흐른다. 전체적으로는 

골짜기 입구 가까운 지역은 퇴적이 많고 역암 크기도 크며 물은 지하

로 스며들어 물이 없는 천이다. 대구역의 동서선(東西線) 북쪽에서 

수심은 풍부해져 점차 작은 지류를 늘려간다. 침산 서쪽에 지류의 숫

자가 가장 많다.



고도는 남쪽 골짜기 입구에서 70m 다가 금호강변에서는 25∼

26m가 되어 그 차이가 44∼45m이며, 경사는 1/200이 안된다.

이상과 같이 해당 구역은 일대 선상지(扇狀地)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선상지 역사 위에서 대구 시가지가 발달한 것이다. 경사도가 적어 

다른 선상지와 비교하면 그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선상지형 범람원이

라고도 할 수 있다.

서북부 비산동에서는 이전에 하천이었던 무능천이 있는 선, 즉 이

현동부터 비산교 선을 경계로 그 서북쪽은 금호강으로 형성된 범람원

이다. 이 금호강 범람원은 점토질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신천 범

람원의 모래·자갈 성질의 토양과 다르다.

범람원의 퇴적층은 3m∼5m에 이르고 분지 밑 암반은 해수면에서 

겨우 20m 이내에 있다. (그림2 참조)

2) 금호강 범람원

 (1) 성북면 범람원

금호강이 동부 구릉군에서 북부로 굴절하는 곳은 오른쪽 기슭에 

갈지자의 공격면을 향하면서 왼쪽 기슭에 갈지자의 기슭을 둘러싸고 

반원 모양을 하고 있다. 옛 하천 흔적은 이 기슭의 토대부(基部)를 직

선으로 횡단하며 모래·자갈의 퇴적을 보여준다. (그림3 참조)

 (2) 동촌 범람원

해안면 복합선상지 끝에 위치하는 무능천과 금호강 사이에 가는 

모래가 섞인 점토질 토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금호강에 가까워지면서 

자갈의 양이 증가해서 함수층(含水層)은 2.5m∼3m 깊이에 이른다. 

(그림2 참조)



3) 남천 범람원

동촌 범람원의 동남부에 해당하고 대각선상의 남천 유역에 남천 

범람원이 있다. 경산을 정점으로 해서 북쪽 금호강으로 향하고 강기

슭은 금호강의 범람원과 합쳐진다. 강기슭은 동서로 약 4㎞에 이르

고, 남천은 그 중앙을 북쪽으로 흐르면서 갈라져서 곳곳에 많은 물 

없는 천을 만들고 있다.

정점인 경산은 고도가 60m에 가깝고 금호강변은 35m이어서 그 차

이가 25m이며, 경사는 1/200이다. 서쪽은 고산면 복합선상지로 이어

진다. 이 범람원은 신천 범람원과 마찬가지로 선상지형 범람원이다. 

(그림2 참조)

4) 낙동강 범람원

하빈면: 낙동강이 왜관에서 남쪽으로 곧게 흐르다가 동쪽으로 직각

으로 트는 갈지자 기슭은 그 토대부를 남천이 단절해 퇴적이 두드러

지고 기슭 토대부는 토양이 오래되어 논으로 이용하는 곳도 있지만, 

강기슭에 가까울수록 모래·자갈이 증가해 결국 하원(河原)을 형성하

고 있다.

다산면: 월배면의 맞은편 기슭인 다산면에는 직경 약 3㎞의 반원형 

퇴적면이 갈지자 기슭에 보존되어 있다. 그 중심에 호촌동 취락이 있

고 이전에 하천이었던 무능하천은 호촌동 동쪽에 호수로 남아 있다.

달서면, 월배면: 금호강이 낙동강에 합류하는 지점의 왼쪽 기슭에 

있는 달서면과 월배선상지 바깥쪽에 습윤한 일대 범람원이 있고 남쪽

은 성산(城山)이 경계 짓고 있다.

옥포면, 논공면: 낙동강 왼쪽 기슭 월배 복합선상지 끝에서 낙동강

변의 남북으로 이어지는 좁고 긴 범람원이 있다. (그림2 참조)



8. 결론

1) 지사적(地史的)34) 고찰

 

그림4. 대구분지의 지질과 단층명

대구분지는 남지방에 넓게 퍼져 있는 상부 쥐라기(侏羅紀)에서 

백악기(白堊紀)에 걸쳐 침적해 구성된 경상층군(慶尙層群)이 지반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경상층군은 분지의 서북부 왜관면에 

있는 금산동에서 낙동강을 넘어 백하강변의 선남동과 관화동에 이르

는 일직선 및 그 서남쪽 연장선에서 시작하는 선의 동남부 지역을 차

지하고 있다. 선의 서북부는 경상층군부터 편마암이 존재한다. 이 편

34) 地史: 지구의 형성과 발달 변천에 관한 역사.



마암을 기반으로 해서 부정합(不整合)으로 동남부에 하부 경상층군과 

상부 경상층군의 순서로 서남쪽에서 동북쪽을 향해 흐트러지지 않고 

정연하게 띠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 경상층군에 종종 분암이 섞여 있는데, 특히 남쪽 경계 산지는 

터진 틈으로 분출해 흘러나온 대규모의 분암이다. 게다가 상부 백악

기에 이르러서는 북쪽 경계 팔공산 일대에 불국사층의 화강암이 넓게 

분입(噴入)했고, 이 화강암이 대구분지 지역의 가장 새로운 지질을 

형성해 제3기 침적층은 전혀 알아볼 수 없다. (그림4)

이상의 지질로 인해 본 지역은 경상층기(慶尙層紀)에 일어난 광범

위한 해침(海浸)35)으로 침적과 동시에 거듭된 블록 운동으로 지반이 

잘리고 분암의 분출을 동반했다. 이 분암 분출은 조선 남부에서 일반

적으로 일어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또한 경상층군에 한결같이 완만

한 습곡(褶曲)36)이 있는 것도 분암의 분출과 같은 원인이다. 조산(造

山) 작용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상부 백악기에 이르러 지반의 마지막 

일대 요란이 일어나 화강암의 대규모 분입(噴入)이 있었고 그 후에 

건육(乾陸)이 이어져 현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제3기에 지괴(地塊) 

운동이 빈번하게 반복되어 화강암 중에 단층군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

측된다. 단층에 신구의 구별이 명료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괴운동

의 성질이 같았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 지역은 제3기의 시작부터 

오늘날까지 장기간에 걸쳐 완전한 건육(乾陸)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침식작용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제4기에 충적도 광범위하게 진행되

어 지형이 눈에 띄게 노화되었다. (그림4 참조)

  

35) 지질 시대에 지반의 침강이나 해수면의 상승으로 바다가 육지를 덮어 바다가 넓어

지는 일.

36) 지층이 물결 모양으로 주름이 지는 현상.



 그림5. 대구분지의 수계(水系)와 수계의 방향

2) 지체구조선(地體構造線)37)

이 지역의 구조선은 대략 3개 지역으로 나누어 서술할 수 있다. 첫

째는 분지 내 구릉군 및 북쪽 경계 산지의 앞앞산(북부구릉군)과 그 

서쪽으로 이어지는 구릉군으로 편마암이고, 경상층군에서 두드러지는 

북동쪽에서 서남쪽 주향(走向)38)의 구조선을 주곡(主谷)으로 하며, 

이것과 직각으로 교차하면서 북서쪽에서 동남쪽으로 이어지는 구조

선을 부곡(副谷)으로 한다. 전자인 주곡은 지질의 주향과 일치하고 

조선반도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된다. 바로 고후지(小藤) 박사가 말한 

한산계(韓山系)이다. 이는 경상층군의 침적 때부터 제3기에 이르는 

기간에 조선반도에 서북쪽에서 횡압(橫壓)이 강했음을 말해준다. 하

천에서는 반원천·동정천·남천 주류와 백천·외천·문암천 지류가 

이런 경향을 현저히 보여준다. 후자인 부곡은 동정천의 지류인 경천

과 백천 등이 같은 경향을 보인다. 둘째는 남쪽 경계 산지의 분암에

37) 지체 구조 : 어떤 하나의 대규모 지질체.

38) 기울어진 지층이 수평면과 만나서 이루는 선의 방향. 북쪽을 기준으로 측정한 방

위각으로 표시함.



서 두드러지게 확인되는 것으로 북서쪽에서 동남쪽 선을 주요 구조선

으로 하고 이와 직각 교차하는 형태로 동북쪽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지

는 주향을 부곡(副谷)으로 한다. 기세곡천·신천·남천의 본류는 전

자와 친족관계이며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이어지는 선과 함께 이 지

역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이는 동북쪽에서 측압(側壓)이 강하게 가해

진 조산운동으로 생겨난 것이다. 대구·경산의 충적원 구성도 이 구

조선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셋째는 북쪽 경계인 팔공산맥 및 

그 서쪽으로 이어진 지역에서 동서쪽 또는 이에 가까운 방향을 보이

는 단층선으로, 용암천·하양천·문암천 상류와 신녕천·남천 등의 

계곡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이밖에 본 지역 곳곳에 남북의 구조선이 

있는 것도 하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구조곡(構造谷)의 주

요한 것은 동북에서 서남, 서북에서 동남으로 이어지는 2개 선이고 

남북과 동서의 부곡은 앞선 두 개의 간섭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측된

다.(그림5 참조)

3) 요약

대구분지는 장기간의 침식으로 둥글둥글한 구릉이 대부분이다. 그 

구릉은 상부 쥐라기에서 백악기에 걸쳐 침적되어 널리 남 지역의 

지반을 구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구릉 지역의 자연 지리상 경계는 

불분명하다. 그런데 남쪽으로 비슬산괴, 북쪽으로 팔공산괴의 화산암

산지가 관입(貫入) 또는 분출되어서 남북에서 협착된 오목렌즈 형태

의 분지를 형성하면서 분지의 남북을 분명하게 경계짓기에 이르렀다. 

단 동서 방향은 구릉이 연속적으로 점이하는 모습이다. 더불어 동북

에서 서남, 서북에서 동남으로 향하는 2개 주요 구조선은 하천 방향

을 결정하고 제4기 충적원의 퇴적면을 제약해서 분지의 핵심을 형성

하고 낙동강의 중류와 금호강 분기점에서 이 분지를 정위(定位)39)하



게 되었다. [1/50,000 지형도 대구, 왜관, 천, 효령(孝令), 인동(仁

同), 신녕, 경산, 고령, 자인. 1/25,000 지형도 대구, 칠곡, 왜관, 현내

동, 백안동, 동촌, 경산, 용칠동, 천내동, 조선지질도 제10집 참조. 사

진1. 참조]

39) 위치나 자세를 능동적으로 정하다.



제2장

대구의 기후

1. 기온

대구는 북위 35도 52분에 위치하고 이 위치를 일본 본토와 비교하

면 고후시(甲府市, 35도 238분), 기후시(岐阜市, 35도 24분)와 대략 

비슷하다. 대구의 기온을 두 도시와 비교하면 대구의 연평균 기온은 

12.5도이고, 고후시는 13.4도이며, 기후시는 14.3도를 보여 대구보다 

각각 1도 내외의 고온을 보인다. 8월 평균 기온은 3개 도시가 큰 차

이가 없지만 겨울 기온은 대구가 1월 평균(과거 28년간 평균) 하 

1.6도인데 반해 일본 본토에서 조금 내륙성 기후인 고후시는 1.2도로 

그 차이가 2.8도이고, 기후시는 3도 이상이어서 그 차이가 실로 5도

에 가깝다. 이렇게 겨울에 한랭한 것이 대구가 일본 본토의 고후시와 

기후시보다 습기가 적은 요인이다.

8월과 1월의 기온 차이는 대구가 27.7도, 고후시는 24.2도, 기후시 

22.9도로 대구와 두 도시의 차이는 4도 내외에 이르러 그 차이가 확

연하다. 가령 대구와 연평균 기온이 거의 같은 지역을 찾아보면 니가

타시(新潟市)가 12.6도, 미토시(水戸市)가 12.7도로 비슷하지만, 니가



타시는 북위 37도 55분으로 대구보다 2도 이상의 고위도 지역이다. 

(그림6 참조)

 

그림6. 대구-고후(甲府)-기후(岐阜) 기온 비교

조선 내 각지와 대구의 기온을 비교하면 부산, 대구, 경성, 중강진

과 같이 북쪽일수록 대륙성 기후가 강해진다. 그리고 그 차이는 여름

보다도 겨울에 두드러진다. 중강진에서 여름은 7월 온도가 가장 높아 

대구보다도 대륙성 기후로 인한 온도 차이가 크다. 기온의 극수(極

數)40)를 보면 대구의 최고 기온은 1927년 7월 28일로 39.2도(화씨 

102.56도)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 전국을 통틀어도 최고 기록이다. 

부산의 최고 극수 35도와 비교하면 4.2도의 차이를 보인다. 최저 극

40) 일정한 기간에 나타난 기온이나 강수량과 같은 기상 요소의 최고값과 최저값을 아

울러 이르는 말.



수는 1923년 1월 19일의 하 20.2도로 부산의 최저 극수 하 14도

와 비교하면 6도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대구와 부산의 극수 차이

는 대구가 10도 이상으로 그 차이가 더 크다. 불과 90여㎞ 떨어져 있

지만 해양성 기후인 부산과 내륙성 기후인 대구의 기온 경향은 차이

가 현저하다. (그림6 참조)

게다가 대구의 여름철 극수가 항상 7월이고 보통 7월 하순부터 8월 상

순까지가 폭염이라는 점에서 대륙성 기후의 온도차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큰 것과 더불어 하루 중 기온 차이도 

커서 더위가 지극히 심한 여름도 밤늦게는 땅에서 열이 방사되어 이

른 아침의 냉기는 심한 더위를 벗어나기에 족하다.

 그림7. 대구-부산-경성-평양 기온 비교



대구가 이렇게 대륙성 기후가 왕성한 것은 여름철 동남 계절풍이 

끌고 오는 바닷바람을 남쪽 경계 비슬산맥이 완전히 차단해서 바람이 

적고, 분지의 고도가 겨우 30∼40m이고 나무가 적은 지면을 햇빛이 

직사해서 복사량이 많으며, 토지가 건조해서 증발에 따른 기화열(氣

化熱)41)로 빼앗기는 일 없이 더운 열기가 점점 쌓이기 때문이다. 겨

울은 서북쪽 계절풍이 낙동강 하곡(河谷)42)을 타고 들어와 가로막힘 

없이 한기가 분지 바닥을 휘몰아치기 때문이다.

또한 겨울철은 대륙 고기압의 발달과 소멸에 좌우되고 서북 계절

풍의 성쇠가 발생해 주기적으로 기온의 고저(高低)를 보인다. 조선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이른바 삼한사온 현상은 정신적으로 혹한에 대

한 두려움을 덜어준다.

대륙성 기후는 겨울철 한기가 점차 사라지면 매화, 복숭아, 벚꽃이 

거의 10일간 일제히 피어 비교적 단기간의 봄을 맞게 된다. (그림7, 

그림10 참조)

2. 강우량 

대구의 강우량은 연평균(과거 15년 평균) 966.2mm이다. 일본 본

토에서 비가 적은 지역으로 유명한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43)의 평

균 980mm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고, 세토나이카이 지역을 제외하

면 혼슈(本州) 이남에서는 필적할 만한 곳이 없다. 홋카이도(北海道) 

네무로(根室 974mm), 오비히로(帯廣) 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 일본 

본토에서 비가 많은 지역인 시오노미사키(潮岬 2,611mm), 고치(高知 

41) 액체가 기화할 때 외부로부터 흡수하는 열량.

42) 하천이 흐르는 골짜기.

43)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 : 일본의 혼슈(本州), 시코쿠(四國), 규슈(九州) 사이에 있

는 좁은 바다.



2,727mm)와 비교하면 이들 지역의 40%도 되지 않는다.

조선의 각 지역과 대조하면 중강진44)과 성진45)(최소우 지역으로 

694mm)보다는 조금 많지만, 경성과 부산보다는 훨씬 적은 양이다. 부산

의 연평균 강우량 1,400mm과 비교하면 400mm 이상 적은 양이다. 실험 

삼아 부산에서 대구에 이르는 지역의 강우량 변화를 보면 1,400mm인 

부산에서 김해, 양산군의 산지를 지나 삼랑진에 이르면 1,200mm 이하

가 되고, 청도는 1,100mm 이하, 비슬산을 넘어 대구 분지에 이르면 

966mm로 감소한다. 즉 부산 북부 산지와 대구 남쪽 경계 산지의 두 산

지로 인해 계단 형태로 명확히 해양 차단성 기후를 보여준다.  

그림8. 대구-부산-경성-평양 강수량 비교

44) 中江津. 평안북도 자성군 중강면에 있는 국경 도시.

45) 城津. 함경북도 학성군의 옛 이름.



연간 강우 추이를 보면 여름철 7월에 비가 가장 많아서 한 달 사이

에 연간 강우량의 20%를 넘는 양이 내린다. 7월의 비는 조선의 장맛

비이지만 일본 본토처럼 장맛비로 음울한 날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나기성이 강해서 날씨가 편안하고 쾌청하다. 이 시기에는 가끔 호

우로 인해 하루 강우량이 100mm를 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일일 최

대 강우량은 1925년 7월 18일의 142.2mm로 그 해 일 년 강우량의 

1/7에 달했다. 이 소나기성 호우는 민둥산 상태와 치수의 불완전함이 

겹쳐서 홍수 피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7월에 최대 강우량을 보

이는 동시에 여름은 전체적으로 우기여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연간 강우량의 67.4%가 내린다.

이에 반해 겨울철 강우량은 매우 적다. 특히 12월∼2월 3개월의 강

우량은 연간 강우량의 겨우 7.2%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 푸르고 청명한 하늘은 그 느낌이 일본 본토 하늘

과 많이 다르다. (그림9, 그림10 참조)

이처럼 일 년이 우기와 건기로 확연히 나뉘는 것은 반도에서 일반

적인 현상으로 여름에는 동남쪽 해상의 고기압이 왕성해서 동남계절

풍이 강하고 겨울에는 대륙성 고기압의 발달로 서북계절풍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림9. 연평균 강우량 / 그림10. 최고-최저 기온도

또한 건기가 끝나고 5월부터 6월에 걸쳐 강우량이 변화하는 때가 

이 지역의 모내기 시기인데 계절풍으로 인한 강우량 변화는 이 지역

이 가뭄 피해에 시달리는 근본 원인이 된다.(그림8, 그림9 참조)  

그림11. 대구의 풍향



3. 바람

대구의 풍향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두 개 방향의 탁월풍(卓越

風)46)이 있다. 즉 여름의 동쪽 계절풍과 겨울의 서쪽 계절풍이다. 11

월부터 3월까지는 서풍과 서남서풍이 가장 현저해서 반도 내륙을 거

쳐오는 추풍령 바람의 한기는 몸에 스미고 피부를 베는 느낌이다. 

4·5·8·9월 넉 달은 동풍 빈도가 가장 높은데 이 동남쪽 해풍이 습

기와 따뜻한 기온을 가져온다. 이것은 기압이 여름에는 동고서저(東

高西低)의 등압선(等壓線) 모양을 보이고 겨울에는 서고동저의 양상

이 지배적인 것에서 기인한다. 또한 서풍 및 서남서풍이 매우 두드러

지는 것은 낙동강 골짜기가 남북으로 뻗어 있고 게다가 분지가 골짜

기에 나팔 모양으로 열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풍과 북풍이 약한 

것은 분지 남북의 산지가 높고 험준해 두 방향의 바람을 완벽히 차단

하기 때문이다.

대구가 조선 남부에서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 특징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서술했다. 지형상 겨울철 서북계절풍이 발달해서 한기가 

더해지고 동남계절풍이 강하게 차단되면서 동남쪽의 기온이 막혀 대

구 시가지에서 동서로 관통하는 길은 겨울철 혹한이 특히 심하고 여

름철에 동향 가옥은 더 시원하다. 또한 교외의 가옥을 보면 서향 가

옥이 적고 동남향 가옥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폭풍이 적고 특히 7월경에 찾아오는 태풍 경로를 피하기 때문에 

태풍 피해는 거의 없지만, 겨울철 서풍은 강해서 때때로 폭풍이 되는 

경우가 있고 12월부터 4월 기간에 폭풍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다. 지

방풍 가운데 특히 두드러지는 것은 산바람과 골짜기 바람이다. 여름

철 혹서 때에 특히 두드러지는데 두 바람이 교대될 때의 저녁뜸47)은 

46) 어떤 시기나 지역에 따라 특정한 방향으로 많이 부는 바람.

47) 저녁때 해풍과 육지 바람이 교체할 때 일시 무풍 상태가 되는 것



산이 멀리 있는 관계상 그 시간이 길고 열기가 한층 심해져 길 양쪽 

처마 밑에서 시원한 저녁 바람 쐬는 정취를 유혹한다. 이것은 일본 

본토의 세토나이카이 지방에서 해륙연풍(海陸軟風)에 기인하는 저녁

뜸에 저녁 바람을 쐬는 것과 같은 풍경이다. (그림11 참조)

4. 습도

습도는 일본 본토와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난다. 예컨대 시모노세

키(下関)가 연평균 76%, 니가타(新潟)가 79%, 시오노미사키(潮岬)가 

77%인데 대구는 연평균 습도가 65%로 10% 이상 낮다. 이렇게 습도

가 낮은 것은 조선의 전체적 현상이다.

조선 내 각 지역을 비교해보면 부산 66%, 인천 72%, 성진 73%의 

수치를 보인다. 대구는 조선 안에서도 습도가 낮은 지역으로 중국 관

동주(關東州) 다이렌(大連) 정도가 겨우 대구에 필적하는 지역이다.

사계절에 따른 습도 변화를 보면 겨울철은 많이 건조해서 특히 1

월∼3월의 최저습도는 55%밖에 안 된다. 겨울철은 맑은 날이 이어지

고 가끔 눈비가 내리지만, 혹한으로 수분이 동결되어 버린다. 이에 

반해 여름철은 강우량이 많고 햇빛이 강하며 기온이 높아서 증발이 

왕성하기 때문에 습도가 높고 가장 높은 7월은 79%에 이른다.

대구는 쾌청한 날이 매우 많아서 1년을 통틀어 60일 내외에 이르

고 강우일은 100일 전후밖에 안 된다. 따라서 일본 본토의 태평양 반

대쪽에 있는48) 음울하고 다습한 지역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현상을 

보여준다.

48) 일본에서 동해와 접하는 지역을 통칭하는 말.



5. 서리

대구의 첫서리는 10월 25일(14년 평균)이고 끝서리는 4월 12일이

다. 첫서리 시기는 일본 본토의 야마가타(山形 10월 26일), 후쿠시마

(福島 10월 26일)와 비슷하고 도쿄·니가타·히로시마보다는 약 1개

월 빠르며 끝서리는 거의 시기가 같다. 따라서 보통 겨울이 빨리 오

고 초여름이 오는 것도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리가 내리는 기

간은 약 1개월 정도의 장기간이다. 눈이 내리는 날짜수는 겨울철의 

건조와 맞물려 겨우 20일 전후밖에 안 된다. 적설량도 1923년 1월 15

일에 기록한 25.8cm가 최고치이다. (그림15 참조)

6. 요약

조선반도는 일본의 해양성 기후와 아시아 대륙의 대륙성 기후의 

중간에 위치해 점이지대49)를 이룬다. 이것 때문에 대구의 기후도 당

연히 점이지대 선상에 있지만 조선 남부에 한정해서 보면 더위가 너

무 심해서 일본 전체의 최고치 수준이고 추위도 상당히 심해 점이지

대의 경향에서 벗어나 다분히 대륙성 기후를 보인다. 강수 상황을 보

아도 여름철에 비교적 비가 많고 겨울철의 건조함은 비교가 안될 정

도로 핵심 건조지역이다. 요컨대 혹서, 혹한, 건조는 조선 남부에서 

대구 기후의 특징을 이루는 것으로 대구분지의 지형과 맞물려 조선 

남부에서 특징적인 자연 지리 구역을 형성하고 있다.

49) 서로 다른 지리적 특징을 가진 두 지역 사이에 위치하여 그 중간적 성격을 나타내

는 지대.



제3장

대구분지의 생산 지역과 경작 풍경

1. 분지의 생산 지역

대구분지 안 생산 지역 분포에서 특히 주의를 끄는 것은 경지 중에

서 논 면적이 가장 넓다는 점이고, 지형과 지질로 인해 하천·빗물·

인공적 관개 등의 지리적 요인에 따라 생산지역 분포가 결정되고 지

형이 결정되는 것도 경작 상황의 일대 특징이다. 이것은 일본 본토의 

논(水田) 분포 양상과 같다. 논이 농가 생활의 기초가 되고 경제의 토

대가 되는 것은 단일재배 경향이 농후한 조선 농가에서는 특히 두드

러진다.

1) 논의 분포

  (1) 범람원의 논

범람원 가운데 신천 선상지 모양 범람원이 논 집단지역에서 가장 

넓다. 대구 시가지가 이를 양분해 시가지 동남부의 수성면 논과 시가

지 북쪽에서 서북쪽에 이르는 칠성정·원대동·침산동·산격동에 걸



친 지역으로 나뉜다.

① 수성면 범람원 논은 남북으로 방추(紡錘)50) 모양으로 펼쳐져 있

고 약 400정보(町步)51)이다. 신천의 본류와 동부 구릉군 절벽을 활모

양으로 두르는 선에 둘러싸여 있다. 관개수는 예전에는 신천이 비슬

산지에서 벗어나 암석 부스러기 퇴적층 속으로 스며들기 전에 이용했

는데 지금은 수리조합에서 인공적으로 신천의 유수(流水)를 모아 일

대 호수를 조성해 관개수에 충당하고 있다. 

② 대구 시가지 북쪽 논은 동남쪽에서 서북쪽으로 나팔 모양으로 

펼쳐진다. 신천의 퇴적으로 구성된 두터운 조약돌층에 침투한 지하의 

복류수가 대구 시가지를 벗어나 마침내 지표 1m 이내를 흐르고 토지

도 윤택하며 용수(湧水)52)도 많은 논 지역이다. 관개수는 수량이 풍

부한 작은 하천에 의존하고 있다. 이 작은 하천은 서북쪽으로 뻗어 

평상시에는 물이 없는 천으로 금호강변 범람원의 점토질 모래흙 안으

로 스며든다. 이 논 지역 가운데 침산 구릉이 고립된 모습으로 동부

구릉군에서 분리되어 있다. 그 면적은 약 560정보이다.

③ 남천 범람원은 경산을 중심으로 일대 선상지형 범람원을 이루고 

있다. 남천은 그 중심축에 넓은 모래톱을 노출하며 북쪽으로 흐르면

서 많은 지류를 만든다. 논은 남천변에 있는 밭을 중심으로 동서로 갈

라지고, 주변은 모두 구릉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북부는 금호강 범

람원과 경계를 이루며 끝난다. 관개수 이용은 다양해서 남부 산지의 

애추(崖錐) 밑 용수, 남천의 유수, 인공 관개용 호수 세 가지이다. 

④ 금호강 범람원은 거의 모두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성북면 신

기동과 검단동에 걸친 동부구릉군의 서북쪽 끝을 따라 조금 오래된 

50) 물레의 가락북.

51) 약 120만평. 1정보는 약 3000평.

52) 지표에 솟아 나온 지하수.



시대에 형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범람원은 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대

불지53)에서 농사에 필요한 물을 끌어온다. 하류에 해당하는 침산동 

서북쪽에는 강의 지류로 생긴 하중도가 있고, 새로 개간한 논이 있

다. 하중도 논은 대구분지에서 드문 경우이다.

  (2) 선상지의 논

대구분지 안 범람원 지역과 함께 논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선상지

이다. 선상지 논은 위치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해안면과 

안심면의 복합선상지처럼 전체가 논으로 이용되는 개답식(皆畓式)54)

이고, 또 하나는 월배 복합선상지처럼 선상지 말단부는 부채모양으로 

논이 두드러진 지역을 이루고 선상지 정상부는 밭이 두드러진 지역을 

이루어 선상지 전체를 보면 줄무늬 모양 경작 풍경을 이루는 것이다. 

이 선상지 말단부는 논 지역의 일종으로 선상지 측면은 논이 탁월한 

지역을 형성한다.

① 해안면의 복합선상지는 용문천과 이름 없는 천 하나로 구성되

어 있고 그 경사가 대구분지 바닥에서 큰 편이며 선상지 정상(扇頂)

은 산록선(山麓線)과 접하고 선상지 끝(扇端)은 옛 금호강 흔적에 해

당하는 하천에 이른다. 모난 조약돌과 특히 큰 암석 부스러기가 섞인 

점토질이고 하천은 천장천(天井川)55)으로 비가 내려야 물이 흐르는 

간헐천이다. 완전히 논으로 된 것은 점판암56)의 부식으로 물이 투수

하지 못하는 토질과 용수로가 선상지 정상에서 방사선으로 퍼지는 지

형 덕분이다. 특히 인공 관개연못(灌漑池)이 산록선에 만들어져 있는 

것은 관개에서 매우 중요한 요건인데, 지금은 수리조합 사업으로 문

53) 大佛池. 옛 배자못.

54) 계단식 논의 형태.

55) 토사가 뚝 안 하천 바닥에 쌓여 하상이 뚝 바깥 주변 지면보다 높아진 강.

56) 점토나 화산재 같은 세립질 퇴적물이 광역 변성 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변성암.



암천에 언제(堰堤)57)을 만들고 산록선의 용수로를 만들어 가뭄에 대

응할 수 있는 논 면적이 550정보에 이른다.

② 안심면 복합선상지는 해안면 선상지 동쪽에 연속해 있는 곳으

로 북부 산지의 화강암 지대와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하천이 흐르는 

토질은 사력질58) 점토가 많고 관개는 대부분 인공 호소(湖沼)59)이며 

해안면 선상지와 마찬가지로 모두 논이다.

③ 월배의 큰 선상지와 그 동북쪽 앞산의 애추와 연결되는 곳도 있

다. 하천은 선상지 정상에서 선상지 측면으로 편류(偏流)해서 봉합와

지(縫合窪地)를 형성하고 있다. 논은 모두 물이 스며들어 흐르다가 

용출하는 선상지 말단부의 반원모양 아래 땅에 한정되어 있고 이곳에

서 선상지 좌우 측면으로 말굽 모양 지역을 이루면서 넓어진다. 선상

지 끝에서는 용천(湧泉)으로 농업용수를 충당하고, 선상지 측면에서

는 인공 관개용 저수지로 용수를 공급한다.

④ 월배 이남의 복합선상지는 화원, 옥포, 논공면에 이르고, 논의 

분포 형식은 개답식에 가깝다. 하천도 선상지 가운데를 흐르며 논 안

에 작은 분리 구릉 및 밭이 산재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⑤ 고산면 복합선상지는 남부 산지의 대덕산 동북쪽 기슭에 있는 

선상지로 논은 선상지 측면에 모여 있고 농업용수는 인공 저수지를 

이용하며 그 면적도 협소하다.

  (3) 구릉군 침식면의 논

대구 동부 구릉군 및 서남부 구릉군 중에는 방사선 침식곡 바닥을 

따라 배치된 논이 있다. 농업용수는 인공 연못과 비에 의존할 뿐이

57) 물을 가두어 두거나, 수해를 막기 위해 하천이나 골짜기 따위에 쌓은 둑.

58) 모래와 자갈을 많이 포함한 토질.

59) 호수와 늪.



다. 따라서 논의 분포는 결정적으로 지형의 제약을 받고 완만한 계단

식 논이 구획한다. 침식곡 바닥에서 좌우 산기슭을 관통하는 구획으

로 긴 직선 모양, 초승달 모양, 혹은 주름모양 논 등으로 구분된다. 

골짜기 바닥에는 많은 저수지가 있고 이 중 큰 곳은 논 면적도 넓고 

저수지가 작으면 논 면적도 좁아지는 식으로 논 면적은 저수지 크기

에 제약을 받는다. 전체적으로 방사선 혹은 관절에서 나누어져 나뭇

가지 모양으로 분포해 있고 고도는 50~60m 이내이다.

  (4) 하안단구 및 계곡의 논 

북쪽 경계 산지의 남쪽 혹은 동남쪽으로 흐르는 하천의 단구 위에

는 좁고 긴 논이 분포한다. 용암천, 문암천, 외천에 특히 발달한 단구

에 많다. 팔공면의 평광동과 백안동 지역 논이 두드러진 예이다. 농

업용수는 지류에서 간헐적으로 흐르는 물로 공급한다. 외천 유역 칠

곡면의 논은 외천의 범람원에 해당하며 남북으로 약 4㎞ 이어지고 폭

이 가장 넓은 곳은 1㎞에 이르면서 방추 모양을 형성하고 있다. 북쪽 

경계 산지에서 논이 가장 넓게 분포하는 지역이다.

계곡의 논은 나뭇가지 모양으로 분포한 것이 현저한 특징이다. 북

쪽 경계 산지 중에서 이언천과 남천의 주곡을 따라 연속적으로 약 

300m~500m 폭을 이루고 길이는 11㎞를 넘는다. 논 지역이 산지 사

이를 관통하고 있다. 팔공산맥 남쪽의 이붕식 하천 및 남쪽 비슬산 

지역의 신천 연안에는 불연속적으로 논이 분포한다. 고도는 대개 

400m 이내이지만 500m를 넘는 것도 있다. 드물게 존재하는 관개는 

전적으로 산간 유수에 의존하고 있다. (그림12 참조)



그림12. 대구를 중심으로 한 지도 (1)



 그림12. 대구를 중심으로 한 지도 (2)



 그림12. 대구를 중심으로 한 지도 (3)



 그림12. 대구를 중심으로 한 지도 (4)

2) 밭의 분포

대구분지 내 밭의 분포는 특징에 따라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밭의 대형 집단구역으로 낙동강, 금호강, 기타 하천 변에 

있는 범람원에 모래질 토양으로 구성되어 많이 건조하며 투수성이 높

은 지역이다. 두 번째 대형 집단구역은 남부 산괴(山塊) 서북방에 선

상지의 분암60) 암석 부스러기로 구성된 선상지 중앙 지역이다. 선상

지 중앙 거의 전부가 밭 지역이고 하천수는 지하 깊숙이 스며들어 흐

르기 때문에 배수도 양호하다. 세 번째 집단구역은 산 지역으로 구릉

60) 화성암의 하나. 얼룩무늬의 안산암 성분을 지닌 반상암으로 사장석, 각섬석, 휘석

이 섞여 있다.



의 침식곡61) 벽면의 완만한 경사면에 구릉군 침식면 골짜기 바닥의 

논, 골짜기 벽의 밭, 구릉 정상의 소나무 숲과 같은 형태로 세 유형이 

섞여 있는 지역이다. 이상의 세 개 대형 집단구역은 모두 논이 발달

하기에 부적합한 자연지리적 요인을 갖고 있고 밭 경작지로는 가장 

유리한 요건을 갖췄다는 공통점이 있다.

  (1) 범람원의 밭

① 금호강 범람원의 경지는 부근 경지 중에서 가장 최근 개간된 곳

에 속한다. 따라서 범람원을 경작하는 취락이 지금도 여전히 형성중

이거나 기존 다른 취락에서 와서 경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지대가 낮고 강기슭에 있어서 여름철 호우 때에 홍수 위험이 크기 때

문이다. 동촌 범람원에는 금호강과 흔적만 남은 천 사이에 약 400정

보의 밭이 있다. 동쪽은 모래·자갈 성질의 흙이고 하류의 아양교 부

근 서쪽은 점차 점토질 모래흙으로 바뀐다. 과수원, 뽕나무밭, 야채 

농원 등 고도로 집약된 농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주 가도와 동해 

중부선 교통로의 요충지여서 범람원 중에서는 가장 빨리 개간되었다. 

관개는 하천 수면이 낮기 때문에 대부분 우물에 의존한다. 대구 시가

지 북쪽 성북면에는 신천과 금호강의 합류 지점 부근에 모래·자갈 

토질의 범람원이 있고 과수원과 뽕나무밭이 형성되어 있다. 개간지는 

대구 시가지 동쪽부터 칠성정의 개간이 북쪽으로 발전·연장되어 밭

으로 바뀐 곳이다. 팔달교 부근 왼쪽 기슭에는 비산동 밭이 약 80정

보의 집단지역을 이루고 있다. 신천 범람원 위를 그물처럼 흐르는 가

느다란 물줄기가 물이 흐르지 않는 무능하천을 형성한 선과 금호강으

로 둘러싸여 있다. 가는 모래가 섞인 두터운 점토질로 덮여 있고 건

조에 강한 밭이어서 조선 야채를 재배하며 비 이외에 관개용수 시설

61) 침식작용으로 생긴 골짜기.



이 전혀 없다.

② 낙동강변에는 구불구불한 기슭을 이루는 달성군 하빈면 및 강 

맞은편 고령군의 다산면에 반원 모양의 줄무늬 경작풍경이 펼쳐진다. 

즉 범람원을 구성하는 토질과 토질의 신구(新舊)에 따라 경작에 차이

가 있다. 강기슭 바깥쪽 둘레를 이루는 모래땅 안쪽에는 황무지가 있

고 그 안쪽에 차례로 성긴 활엽수 숲과 덤불, 밭, 논이 있고 산록에 

취락선이 있어서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다. 밭의 경작은 금호강

변에 비하면 매우 소박하고 농경이 엉성해서 홍수가 없을 때 수확을 

얻는 요행을 기대하는 정도이다. 서남쪽 구릉군의 서쪽 끝 궁산(弓

山)의 남쪽 산록에 있는 성서면에서 화원면 성산(城山) 북쪽 산록으

로 길게 이어지는 범람원 및 그 하류의 옥포와 논공면에 걸친 범람원

의 밭 집단지역은 안쪽에 풀밭과 성긴 숲이 있는데, 다른 취락 농민

이 엉성하게 경작하고 있다.

  (2) 선상지 선상 중앙의 밭

월배 선상지의 선상지 정상 및 중앙은 바위 부스러기가 퇴적해 있

고 하천은 선상지 좌측으로 편중되어 흐르는 흐름을 보인다. 하천 바

닥은 선상지 면보다 낮아서 선상지 중앙은 하천을 용수로 쓸 수 있는 

편리함이 없고 이에 더해 투수성이 강하며 등각삼각형 모양의 대형 

밭 집단지역을 이루면서 고도 30m 선을 저변으로 점차 고도를 높여 

80m 위치에 선상지 정상이 있다. 그 거리는 약 3㎞에 이르고 경사는 

1/60이다. 면적은 약 280정보로 선상지 정상의 밭 지역에서 최대 면

적이다. 월배 선상지 동북쪽으로 이어지는 앞산 북쪽 기슭의 복합선

상지는 모두 소규모이지만 밭으로 통일된 지역이다. 동북쪽 끝은 연

병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고산면 복합선상지도 동일한 형식에 속한다.



3) 침식곡벽(侵蝕谷壁)의 밭

침식곡벽의 완만한 경사면 밭에서 특징이 현저한 곳은 구릉군 가

운데이다. 골짜기 바닥은 논, 완만한 경사면은 밭, 구릉 정상은 소나

무 숲 혹은 묘지로 이용되어 가장 뒤섞여 있는 곳이다. 점판암의 풍

화로 적갈색 점토 지질이어서 빗물로 충분히 관개를 할 수 있다. 밭 

지역의 구획은 구불구불한 방식이 많고 계단식 밭(段田)은 적으며 많

은 경우 경사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흙 두께가 비교적 얇아 

척박할 수밖에 없다. 계곡의 경사면 밭은 각지에 산재해 있어서 대규

모 밭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림12 참조)

2. 분지의 경작 풍경

1) 논의 경작 풍경

  (1) 논의 관개법

논은 생산 지역 가운데 수확이 가장 풍부해서 농업 경제활동의 근

간이다. 논 개간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관개용수이다. 특히 강우량이 

연간 966mm인 대구분지에서 벼 발육은 전적으로 강우량에 좌우된

다. 6월∼9월의 4개월 기간이 연간 강우량의 67%를 차지해 계절풍대 

강우의 편중을 보인다. 게다가 분지는 소나기성 호우와 조선 특유의 

치수 및 식림의 불완전함이 맞물려 대홍수가 거듭 일어나는 홍수 지

역의 특징을 보인다. 또한 여름철 우기의 편이(偏移) 혹은 비 없는 장

마가 원인이 되어 가뭄 피해도 자주 반복된다. 특히 강우량 변화가 

비교적 큰 6월이 모내기 시기여서 가뭄이 오면 김매기 때와 모내기 

때를 놓치게 된다.



그림13. 대구 부근 관개용 저수지와 호수

그림14. 구릉지의 관개 저수지-호수 및 못자리



파종기인 5월 하순부터 모내기 때인 6월 중순까지는 강우량이 적

어서 못자리는 인공 관개 저수지 물이 있어야 발육이 가능하다. 예컨

대 분지 안 못자리 위치를 보면 거의 전부가 농업용수 확보가 편리한 

관개용 저수지 제방 밑에 모여 있다. 물론 인문적 요인인 노동력 관

계 때문에 못자리가 취락 부근에 편재하는 경향도 있지만, 관개용 저

수지가 위치 결정의 절대적 조건인 것은 분명하다. 

관개 방법 측면에서 논을 분류하면 하천 관개, 연못 관개, 인공못 

관개, 빗물 관개로 나눌 수 있다.

하천 관개는 문암천·외천·이언천 등 북쪽 경계 팔공산맥에서 시

작하는 것과 신천·기세곡천·남천 등 비슬산괴에서 흘러나오는 것

이 있다. 수량이 풍부하고 경사가 크기 때문에 용수로 시설에 편리한 

계곡 혹은 계곡 입구 논에 관개한다. 금호강과 낙동강 같은 큰 하천

은 수량이 풍부하지만, 수위가 낮아 양수 설비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

해서 관개용수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이 밖에 작은 하천은 비가 내릴 때만 물이 흐르고 평소에는 말라 

있기 때문에 강우 때만 용수 도랑으로 이용한다.

연못 관개 논은 선상지의 지하수가 선상지 끝에서 용출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대구분지 바닥에서는 월배 선상지의 줄무늬 모양 배

열 논과 대구 서북부 범람원 논밖에 없다.

인공적 관개 저수지[조선에서는 인공적 관개 저수지를 언제(堰堤:

물을 가두어 두거나 막기 위해 하천이나 골짜기에 쌓은 둑), 구거(溝

渠:급수나 배수를 위해 판 도랑)를 보(洑:논에 물을 대기 위해 둑을 

쌓아 흐르는 냇물을 모아두는 곳) 혹은 동(洞:골)이라고 한다]는 대구

분지의 가장 큰 특색이고 면적도 월등히 넓다. 각 농가에서 비용 및 

노동력을 모아서 만드는 작업조직 제도를 활용해(조선에서 ‘계(稧)’라

고 칭한다) 자급적으로 소규모로 축조한다. 분지 바닥의 동쪽 및 서



남쪽 구릉군 내 침식곡에는 골짜기 바닥마다 상하로 적당한 간격으로 

2개 혹은 3개가 있다. 동부 구릉군의 대불지, 연지, 서남 구릉군의 성

당지, 감삼지, 선지 등이 주요한 것이다. 이 밖에 해안면, 안심면의 

복합선상지에는 등거리를 두고 산록대62)와 평행하게 저수지와 늪지

대가 있다. 이들 지역에서 논 면적이 넓은 곳은 큰 호소(湖沼)나 호수 

도가 높다. 논 면적은 취락 크기를 결정하는 표준이 되어 호수·

논·취락 3자의 수치가 완전히 정비례한다.

전통적 계(稧)에 기초한 자급적 관개법은 규모가 작고 관개 저수지

가 상당히 무리한 위치에 있어서 가뭄에 견딜 수 없으며 그 자체가 

불완전해서 최근 경제 구성 또는 위정자의 방침으로 대자본을 들여 

수리조합의 발달을 촉진하기에 이르렀다. 해안수리조합(解顏水利組

合)은 문암천에 둑을 쌓았는데 몽리(蒙利)63) 면적이 490정보에 이른

다. 이 밖에 수성수리조합과 동부수리조합 등도 비슬산괴에서 물을 

끌어와 관개용 대규모 호수를 축조해 각 360정보, 130정보 논에 관개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대구분지 안의 관개 호수군은 사누키 평야(讃岐平野)64)나 이즈미 

지방(和泉地方)65)의 저수지와 비슷한 형태이고 세토(瀬戸) 안쪽 건조

지역과 대구분지의 강우량이 모두 967mm 정도이면서 서로 같은 형

태의 특징을 보여준다.

천수답(天水畓)66)은 구릉 내 작은 침식곡 또는 산지의 작은 하천을 

만드는 계곡과 금호강·낙동강 강변의 충적지에 있는 논인데 관개용 

저수지가 없어서 빗물로만 관개용수를 충당한다. 위치도 광범위하고 

62) 식물 수직분포의 한 지대. 교목대의 아래이며 일반 평야와 같은 식물이 자란다.

63) 저수지, 보 따위의 수리 시설에서 물을 받음.

64) 현재 가가와현에 속하는 옛 사누키 지역의 평야.

65) 현재 오사카부에 속하는 지역의 옛 이름.

66) 오직 빗물로만 경작할 수 있는 논.



면적도 넓다.

대구분지 바닥은 햇빛이 강해서 증발이 왕성하기 때문에 맑은 날

이 이어질 때는 팔공산, 비슬산 같은 깊은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마르고, 관개용 저수지조차 호수 바닥에 소와 말을 방목할 정도이다. 

이런 때에 농민은 저녁 무렵에 부근의 조망이 좋은 작은 산 정상에 

모여 모닥불을 피우며 열심히 기우제를 지내는 관습이 있다. 지역마

다 기우산(乞雨山)이 있는 것은 그 관습을 유력하게 입증해주는 것으

로 대구에서는 용제산이 기우산이다. (그림13, 그림14 참조)

  (2) 논의 수확

대구분지의 논 경작지별 수확량은 다음과 같다.

<벼농사 평균 반(反)67) 당 수확량 (1930년도)>

달성면 1.7석(石), 공산면 1.4석, 달서면 1.6석, 가창면 1.4석, 해안

면 1.6석, 월배면 1.4석, 성서면 1.6석, 화원면 1.4석, 하빈면 1.5석, 

성북면 1.2석

위 수확량을 경북 전체 평균, 조선 및 일본 본토와 비교하면 경상

북도 1.037석, 조선 0.890석, 일본 본토 1.857석이다. 경북은 조선 전

체와 비교하면 훨씬 상위에 있지만 일본 본토의 논 수확량과 비교하

면 차이가 크다. 그 원인은 경작법과 토지 생산력의 향 때문이다. 

특히 경작법은 일본 본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엉성하다.

대구분지에서는 신천 범람원의 수성면이 수확량이 가장 많고 달서

면이 그 다음이다. 해안 선상지 논이 그 뒤를 잇는다. 공산면, 가창

면, 월배, 화원, 성북은 모두 수확이 적다. 대구분지 안의 범람원은 

67) 1(反)=300(步). 1정보(町步)의 1/10.



부식토 퇴적층이 두텁고 다소 집약적 경작으로 관개수도 풍부한데 공

산면과 가창면처럼 산간 계곡이거나 화원과 월배 선상지처럼 계곡의 

퇴적토가 얇고 관개수 온도가 낮아 수리가 불편하며 이에 더해 모

래·자갈 성질의 척박한 곳은 수확량이 적다.

논은 70%가 이모작이고 물기가 있는 습한 논(濕畓)만 겨울철 보리 

이모작이 불가능해 일모작만 한다. 쌀 종류는 고쿠료토(穀良都)와 하

야신리키(早神力) 두 종류인데 고쿠료토를 개량종으로 장려 중이어서 

하야신리키는 현재 고쿠료토의 1/2도 안된다.

5월 하순에 파종해서 6월 중순에 모내기를 하고 10월 하순에 벼베

기를 한다. 벼베기와 탈곡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후상 

맑은 하늘이 이어지는 건조한 계절로 바뀌어 벼 건조에 장시간이 필

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본토와 같은 벼 건조도 필요 없고 벼

를 훑은 후에 건조하는 것도 간단해서 벼 베기부터 벼를 가마니에 넣

는 것까지 열흘 만에 마친다. 수확 작업은 대개 논의 일부 혹은 부근 

야외에서 하고 농가에서 아주 근접한 논만 마당에서 한다. 어느 쪽이

든 모두 노천작업이다. 작업은 대부분 자리를 깔지 않고 풍구(唐

箕)68)가 아니라 자연풍으로 벼와 쭉정이를 나누는 등 지극히 소박하

다. 맑은 가을날 교외에서 구호가 힘차게 들리고 수확 작업이 분주한 

것은 조선의 일대 특징이다.

농가는 자가에 필요한 벼 이외는 곧바로 시장에 내다 판다. 따라서 

창고가 있는 농가는 전무하고 매갈이69) 작업도 농촌이 아니라 도시 

공업의 일부가 되어 있다.

논갈이부터 모내기까지 기간과 벼 베기부터 수확까지 기간이 일본 

본토보다 짧아 농번기에 아주 바쁘고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한

68) 곡식을 까부는데 쓰는 도구.

69) 벼를 매통에 갈아서 왕겨만 벗기고 속겨는 벗기지 않은 쌀을 만드는 일.



다. 논갈이가 가장 일이 많다. 이에 농가는 자급적으로 소를 사육한

다. 농번기 이외에는 짐 운반용으로도 활용한다.

볏짚은 대부분 농가 지붕에 사용한다. 새 볏짚을 사용한 농가 지붕 

얹기는 조선 농가의 연중행사 가운데 첫 번째로 꼽혀서 매년 수확기

의 농번기가 끝나면 초가지붕은 모두 이전 짚 위에 새 짚이 한 겹 더 

얹어져 취락이 완전히 새로워진 느낌을 준다.

 

2) 밭의 경작 풍경

대구분지 경작 면적의 47%는 밭이고 대부분이 이모작 경지이다. 

여름에는 대두를 광범위하게 재배한다. 그루갈이인 보리는 재배면적

이 가장 넓어서 전체 밭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대두가 60%로 그 

뒤를 잇는다. 보리와 대두 다음은 면화 경작이 8%이다.

  (1) 면화 경작

경상북도의 면화 경작은 연간 수확량이 1,300만 근이고 이 가운데 

2만여 근이 조선의 재래면(在來棉)이며 그 밖에는 모두 개량종인 육

지면(陸地綿)이다. 경상북도에서는 의성, 안동, 예천 3개 군이 비교적 

산지와 구릉이 많아 수확량이 가장 탁월하다. 지금도 재래면을 재배

하는 곳은 덕, 양, 주, 봉화 지역으로 해풍이 불거나 지대가 높

아서 여름철 더위가 조금 덜하다. 

대구분지 면화 가운데 재래면은 현재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조선

의 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육지면 지대의 동쪽 끝에 위치한다.

면화 밭은 대구분지 안 구릉지의 비교적 건조한 지역이나 혹은 산

지 지역의 계곡 벽과 애추 등에 많은데 모두 점토층 토질이 덮고 있

는 곳이다. 집약적으로 재배하는 곳이 적고 대부분 분산되어 있다. 

면화 나무는 왜소해서 70cm 이하이다. 분지에서 면화 재배가 가능한 



여건은 여름철 혹서와 강우의 편중과 가을철 수확기의 건조함이다. 

수확한 면화는 자가 소비, 또는 이불용 면화로 시장에 공급되고 대

구의 조면(繰綿)70) 공장으로 수송되어 방적 원료로 제공된다.

 그림15. 대구분지 작물 재배기

  (2) 연초(煙草) 경작

연초도 기후 요인이 면화와 비슷한데 특히 가을 수확기의 건조함

은 향기를 높여주고 건조에 도움이 된다. 경작지는 토질 선택과 지정

70) 목화씨를 앗아 틀어 솜을 만드는 작업.



재배에 따른 재배 기술 지도와 감독, 공동 건조 등의 자연적·인문적 

조건 때문에 집단 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월배 선상지의 선상지 중앙인 대천동과 상동의 동쪽부터 선상지 

정상에 이르는 지역이 연초 경작 집 지역이고 남쪽에서는 화원 선

상지 중앙부터 북쪽으로 펼쳐져 성서면의 앞산 애추를 거쳐 달성면 

대명동에 이르는 지대이다. 월배 선상지는 재배 풍경에 큰 특징이 있

어서 언뜻 보기에 창고 비슷한 건조실이 곳곳에 있고 농가는 형지 및 

헛간에 건조를 위해 특별한 시설을 만들어 놓았다. 경작지는 자갈성 

점토층이고 지하수가 지하 깊이 흐르는 땅이다.

사진2. 월배 선상지 중앙의 연초 경작 사진

수확 후에는 대부분 대구 전매국 연초공장의 원료로 공급되지만, 

일부는 이집트 등지에 담배 원료로 수출된다.

이밖에 밭에서는 조(粟)·피(稗)·수수(黍)·메 (蕎麥) 등의 잡곡



을 재배하고, 대마·들깨·참깨(胡麻)·완초(莞草) 등의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밭도 있다. 경작 면적은 잡곡이 밭 면적 전체의 4%, 특용작

물도 1%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가운데 메 은 성장기가 짧고 강우량

이 적어도 성육 가능해서 가뭄 때 벼의 대용작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3) 뽕나무, 사과 경작

대구분지 안 신전(新田)으로 새롭게 개척된 뽕나무밭과 과수원은 

새로운 경작풍경이자 대구분지의 한 가지 특색이다. 뽕나무밭은 밭의 

4%를 차지하며 새로운 개척지가 과수원과 함께 금호강 강변 사력질 

토양의 충적지에 배당되었다. 해안면의 동촌, 성북면의 산격동에서 

신천 천변의 칠성정으로 이어지며 분지 바닥의 뽕나무밭과 과수원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한편 산기슭에서 구릉 안에 걸쳐 개척된 곳은 대구층이 습기로 썩

어서 생긴 점토질 토양의 숲 지대를 형성해 침식 곡벽 상부에 작은 

면적이 산재해 있다. 재배자가 주로 일본인이라는 점도 한가지 특색

이다. (상세는 제6장 ｢근교 농촌(郊村), 동촌(東村)｣)

  (4) 소채 경작

근교 농촌 풍경의 현저한 특색은 대구에서 소비하는 야채를 공급

하는 소채 경작이다. 일본인 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소채 재배는 주로 

동촌의 일본인이 경 하는 소채원으로 약 50정보가 동촌 범람원에 

있고 그 재배법은 대구분지 안에서 가장 고도화된 것이다. 중국인이 

경 하는 소채원은 대구부 교외에 산재하지만, 지금은 동촌 소채원에  

압도되어 중국인은 단지 야채 행상 판매자로서 명맥을 잇고 있을 뿐

이다.



조선인 수요를 목적으로 하는 소채원은 달서면 비산동 범람원에 

약 80정보의 소채 지역이 있고, 경작자는 모두 조선인이다. 재배법도 

동촌 소채원에 비해 지극히 소박하다. 이 밖에 대구분지 안 선상지 

중앙에 작은 면적의 소채원이 분산되어 있다.

이 밖에 수박과 참외는 각지에 있지만 성북면 및 해안면 위남동 남

부에 있는 금호 범람원에 집단 재배지역이 있고, 왜관 및 하양의 수

박은 특히 유명하다. (상세는 제6장 ｢근교 농촌(郊村), 동촌(東村)｣)

3. 신탄(薪炭) 공급지

소채 공급지가 근교 농촌 풍경을 이루고 있지만 신탄 공급지도 또 

하나의 교촌 풍경을 만들고 있다. 특히 겨울철 혹한과 긴 겨울로 인

해 대량의 신탄이 난방용으로 필요하다. 부근의 신탄 소비량은 잔디

를 포함해서 가구당 연평균 1,300∼1,400관(5,000∼5,250kg)이다. 대

구에 출하되는 신탄의 60%는 비슬산괴의 계곡촌인 가창면에서 출하

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북쪽 경계 팔공산맥 남쪽 기슭의 팔공면에서 

공급한다. 가창면은 전답 경작지가 협소하고 동시에 산지가 깊어서 

주민들은 풍부한 신탄을 농가 경제의 토대로 삼기에 이르렀다. 출하

는 일년내내 하지만 여름철 및 가을철에 벌채한 소나무 잎 및 소나무 

장작을 초겨울에 가장 많이 반출한다. 방식은 산간 계곡 도로에서 적

절한 조선식 이륜 우차(牛車)를 활용하거나 혹은 소나 사람이 짊어지

는 방식이다. 거리가 약 12㎞이므로 하루거리로 딱 좋은 위치에 있

다. 팔공면도 가창면과 조건이 같고 거리가 2∼3㎞ 더 먼 정도이다.



4. 요약

요약하자면 논은 수리와 지형의 제약에 따라 범람원과 선상지를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고 산지 계곡과 구릉 침식곡도 개간되어 있다. 

밭은 범람원의 퇴적으로 투수성이 강한 땅을 중심으로 산지 경사면과 

선상지 중앙을 차지하고 있다. 논 경작은 기후적 요인으로 인공적 관

개 연못을 이용하며 그루갈이는 보리 경작이 탁월하다. 밭 경작은 그

루갈이로 보리를 경작하고 앞갈이로 대두를 주로 한다. 이 밖에 연

초·면작·뽕·과수·야채원 재배 풍경이 발달해 있다. 농은 일본 

본토에 비해 현저히 엉성하고 자급적 경향이 강하며 단일품목을 재배

하는 경향을 보인다. 과수와 야채 재배는 고도로 발달한 농업 경 법

이 채용되어 대구분지에서 특색 있는 지역을 형성한다.

농가의 일반 경제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경제적 관계 속에서 대

구분지의 중심인 대구에 정미, 제사, 연초 등의 농업 가공업 발달을 

불러일으켰다. (사진2 참조)



제4장

대구분지의 취락 풍경

대구분지 취락은 자리 잡은 곳의 자연적 위치에 따라 ‘산록 지대 

취락, 분지 바닥 취락, 구릉 안과 산지 계곡 및 계곡 입구 취락’ 이렇

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 산록(山麓) 지대 취락

대구분지 취락 가운데 단위 호구 숫자가 다른 두 취락보다 월등히 

많은 대단위 취락이다. 일본 본토와 마찬가지로 취락 입구에 역참마

을과 장터거리가 발달해 있다. 화원과 해안 시장은 이에 해당한다. 

해안면과 안심면 취락은 선상지 정상과 산지 애추의 경계선에 해당하

고 약 35m∼45m 사이의 해발에 봉무, 단산71), 불로, 입석, 검사, 격

양, 평리, 구룡, 서호 등의 취락이 약 1㎞의 등거리를 두고 취락을 형

성하고 있다. 남부 산지 서남부에는 앞산 산록의 애추 위에 매자, 송

71) 일본어 원자료에 ‘圓山’으로 되어 있으나 ‘丹山’의 오기임.



현, 상인 등의 작은 취락이 존재하고 월배 이남에는 진천, 천내, 설

화, 천경, 본리, 교정, 시저 등의 지역이 약 1.5㎞ 간격으로 자리 잡고 

있다. 모두 대구분지 안의 큰 취락으로 140∼150호가 있다. 동부 구

릉지의 수성 범람원과 인접한 땅에는 신상동과 범어동 취락이 있다.

이들 취락은 모두 집촌(集村, 團村)을 구성해서 20호 내지 200호 

규모이고 그 모습도 일정한 형식이 없다. 경사를 따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연장되는 형태, 혹은 계단 형태로 배열된 곳도 있다. 지

형의 제약을 크게 받은 경우는 수성 범람원과 동부 구릉지가 만나는 

좁고 긴 지대에 끼어 있는 신상동 취락으로 연장 길이는 600m, 폭은 

겨우 두 집이 나란히 있을 수 있는 정도이다. 언뜻 일본 본토의 가촌

식(街村式) 취락 느낌이 있다. 취락의 도로는 대부분 가지런하지 않

고 매우 불규칙하다.

이들 취락의 용수는 모두 공동우물이고 우물 하나가 평균 20∼30

호에 물을 공급한다. 매자동과 진천동처럼 하천 변에 있는 취락은 말

발굽 모양의 얕은 우물을 설치해 특이한 경관을 보여준다.

농업경제 측면에서 보면 이들 취락의 두드러진 기능은 분명하다. 

즉 취락의 크기는 대부분 논 면적의 넓고 좁음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뒤쪽에 산을 두고 있고 생산물 변환선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연료원 

공급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요컨대 산록 지대 취락은 습기를 피해 

건조지를 택한 것이고 더불어 맑은 물을 얻기에 편리한 지형적 조건

과 논농사에 유리한 위치를 선택한 것이다. 이런 취락의 단위 수는 20

호 이상 200호 이내이다. 이는 조선 전체의 특징 중 하나이다.



2. 분지 바닥의 취락

산록 지대 취락의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의 결과 필연적으로 촉진

되었고, 더불어 대구분지의 핵심인 대구의 발전이 동인이 되어 새로

운 교통로를 따라 동심원 형태로 생겨난 곳이 분지 바닥 취락이다. 

따라서 신전(新田)의 개척에 따라 이른바 친촌(親村)에 대해 자촌(子

村) 혹은 출촌(出村)이나 지촌(枝村) 형태로 생겨났다. 경제적 발전은 

현재 여전히 친촌보다 못하다. 따라서 취락도 일반적으로 친촌에 비

해 현저히 작다.

분지 바닥 취락은 하천변 제방 위에 있는 취락, 선상지 취락, 새롭

게 개척한 도로를 따라 자리 잡은 취락, 강기슭 범람원 위에 있는 취

락으로 나뉜다.

1) 하천변 자연 제방 위 취락

자연 제방 위에 도로와 밭을 만들어 취락이 발생했다. 신천을 따라 

수성면의 상동, 중·하동, 신하동, 신동과 옥산동과 산격동처럼 용암

천의 향동, 향하동, 불로동 같은 곳이다. 흥미롭게도 옥산동과 산격동 

2개 동이 강을 사이에 두고 비스듬하게 쇠사슬 모양 취락을 이루어 

신천의 구불구불한 골주(骨走)의 경사면에 자리 잡고 있다.

2) 선상지 취락

월배면 선상지의 본리동, 도평동, 오복동은 선상지 중앙 취락 형태

이고, 상동, 하동, 조암동, 대천동의 각 취락은 선상지 중앙의 자갈층

(礫層)이 지하수 용출 지점을 만들면서 그 연속선상에 취락 지대를 

형성했다. 또한 진천, 송정, 유천 등은 선상지 측면의 지하수가 얕은 

땅에 발달한 취락이다. 새로운 취락은 선상지 중앙의 우물이 깊어서 



많이 곤란했는데 철관 굴착이 가능해지면서 새로 생겼다.

수성면의 동괘진과 서괘진은 선상지의 봉합지에 자리잡고 있다. 

이들 선상지 취락에서는 조약돌을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가옥의 담을 

동그란 조약돌로만 정교하게 쌓아 올린 것은 자연 이용 측면에서 이

색적이다.

3) 가도(街道)를 따라 형성된 취락

새로운 가도가 생기면서 중앙의 세력이 직접 향을 끼치는 가도

는 중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가촌식(街村式)’ 상업 촌락이 형성되었

다. 기존 취락은 가도에 무관심했다. 가도와 함께 발달한 취락은 대

구분지의 경산가도, 경주가도, 안동가도, 현풍가도에서 많이 볼 수 있

다. 그 구조는 모두 가촌식으로 이전에 조선에 없던 신형 취락이다. 

대부분 나무가 없이 그대로 노출된 새로운 밭 풍경을 보여주고 소박

한 음식점, 찻집, 담뱃집이 제일 처음 생기고 나서 잡화상 등이 형성

되기 때문에 여행객과 농민의 경제적 교섭이 접한 취락이다.

4) 범람원의 취락

하천 기슭 범람원 취락은 새롭게 개척된 취락의 선구인데 지금도 

여전히 독립 취락의 기능을 갖지 못한 채 대부분 지촌(枝村)으로 존

재할 뿐이다. 대부분이 고립되어 흩어져 있는 산촌(散村)으로 이른바 

고립장택(孤立莊宅72))과 비슷하다. 금호강변의 비산동과 동촌이 대표

적이다. 비산동은 논 구역 경계에 무능천이 존재해 구획이 확연하고 

금호강을 따라 약 80정보의 밭 구역에 조금씩 등거리를 두고 17호의 

농가가 산재해 있다.

72) 외따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농가



 

사진3. 동촌 범람원 상의 가옥

이 범람원은 가는 모래가 섞인 점토 토질인 점, 지대가 낮아서 홍

수 피해를 입기 쉽다는 점 때문에 경작풍경이 한정적이고 재배는 밭 

경작, 특히 뽕나무밭, 과수원, 소채 재배를 주로 한다. 논 경작은 농

번기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고 용수, 저수지, 제방 축조 등의 공동

사업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농한기의 잉여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집약적 취락을 형성한다. 이에 반해 밭 경작은 농번기와 

농한기의 노동력에 차이가 작고 노동력 과잉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평균적인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고 집 주위에 경지가 있어서 재배에 

편리하다. 또한 토지가 조금 굴곡이 있어도 대개 평탄해서 물을 자유

롭게 얻을 수 있고 사회적 관계에서 자유로워 자연스럽게 고립된 산

촌으로 발달했다. 농가는 모두 1.5m∼2m의 축대를 만들고 그 위에 

가옥을 세워 홍수에 대처하고 있는데, 이는 범람원에서 특이한 경관

을 보여준다. (사진4 참조) 

경지별로 산촌(散村) 형식의 취락을 발생시킨 것은 월배 선상지 및 

구릉군 안의 취락으로 밭 재배를 하는 지대와 같은 형식이다. 



 

사진4. 비산동

3. 산지 계곡, 계곡 입구(溪口) 취락

산지 내 계곡 취락은 산록 지대 및 분지 바닥 취락에 비해서 소규모

라서 농업 생산량이 적고 논과 밭 면적도 좁으며 토양도 척박하다. 그 

지형적 위치는 하성단구(河成段丘)73) 위나 산 중턱 완만한 경사지에 

한정된다. 특히 혹한에 대비해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계곡의 하안단구(河岸段丘)74)가 교통 면에서 중요한 것처

럼 계곡과 계곡 입구 취락은 대구분지와 다른 지방의 교통상 고개 아

랫마을에 해당하는 것이 많다. 이들 취락은 교통 면에서 중요한 계곡 

하안단구 위에 위치한다. 팔조령의 가창면, 다부원의 칠곡, 능성동 고

개의 백안동과 같이 고개 아래에 취락이 존재하는 것이 그 예이다.

구릉내 취락은 논 경작지의 협소함과 천수답인 점 때문에 밭 경작

을 중시하고 3∼4호의 작은 취락이 계단식 밭과 소나무 숲의 경계에 

존재한다. 게다가 이들 구릉면 취락은 햇볕으로 따뜻한 사면과 서풍

이 부는 응달에 편재하면서 교묘하게 구릉을 이용하고 있다.

73) 하천의 흐름을 따라 생긴 계단모양의 지형. 지반 운동이나 기후 변화 따위로 생긴다.

74) 하성단구처럼 하천의 흐름을 따라 생긴 계단모양의 지형. 



4. 취락 명칭

1) 신전 취락의 명칭

신전(新田) 개발 과정은 취락 명칭에 이용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명칭에 상·중·하와 내·외 및 신(新)이 붙은 취락이 많이 존재한

다. 상·중·하를 붙이는 것은 일본 본토 중세시대의 호족이 분가할 

때와 같은 방식이라고 요네쿠라(米倉) 씨가 밝혔다.

상·중·하는 본래 높고 낮음을 표시하는 말이지만 취락 명칭에서

는 개척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분명하다. 수성면 신천 제방을 따라 

신천 골짜기 입구에서 하류로 가면서 순서대로 상동, 중동, 하동, 신

하동, 신동 취락이 각각 1.2㎞, 900m, 800m, 400m 간격을 두고 수성

교 자락까지 형성되어 있다. 하동, 신하동, 신동은 명칭에서도 신전 

개척지에서 생긴 취락임이 분명한데 이런 방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상동, 중동, 하동의 경우 중동은 상동의 신전이고, 하동은 중동에 부

속해 발생이 촉진된 것으로 추측된다.

사진5. 마당의 감나무들



또한 각 취락에 현존하는 마당의 나무(감나무가 가장 많다)의 연령

과 그 숫자를 보아도 상동의 나무가 가장 오래되었고 중동과 하동 순

서로 나무가 어린 것을 알 수 있다. 

교통의 변천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대구와 경산의 옛 가도는 대구, 

봉덕동, 신천의 계곡을 건너서 상동에 도달하고 법니산 북쪽 기슭을 

따라 동쪽으로 범어동 역원(驛院)을 통과해서 경산으로 향했다는 것

은 노인들 이야기에도 있고, 범어역원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분명하

다. 지금은 대구-경산 가도는 신천에 수성교가 놓여 신하동을 경유하

는 거의 직선 경로이다. 이 밖에 인구 및 호수도 상동, 중동, 하동, 

신하동, 신동 순서대로 그 수가 줄어드는 것도 자촌(子村)으로 발생

한 것을 말해준다.

요컨대 상·중·하는 시간의 추이를 나타내며 친촌(親村)과 자촌

(子村)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 밖에 내·외가 붙은 취락도 상·중·

하의 사용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대구분지에는 수성면의 범어동·하범어동, 남천면의 상대명·하대

명과 상방동·하방동, 해안면의 상향동·하향동, 안심면의 상율동·

하율동·율하동, 옥포면의 상기세동·기세동·하기세동, 칠곡면의 상

납동·하납동이 있다. ‘내·외’를 붙인 경우는 산간 계곡 취락에 많아

서 가창면의 내주·외주, 하주동의 내박곡·외박곡, 고산면의 내곶·

외곶, 공산면의 내계·외계, 칠곡면의 내증·외증 및 내오·외오 등 

그 수가 많다. 

‘신’을 붙여 신전(新田)을 나타낸 것은 남천면의 구교동·신교동, 

수성면의 신암·신상·신천·신하동이 있다. 특히 신기동[新基洞. 기

(基)는 조선에서 대(垈:터)를 의미한다]은 그 수가 매우 많아서 안심, 

월배, 남천, 성북, 수성, 고산, 성서, 하빈, 다사 등의 각 면에 같은 이

름의 취락이 있다.



2) 지형 및 기타 취락명

취락명이 지형적 특징과 위치를 나타내는 예로 고산면의 욱수동은 

선상지의 분류를 표징하고, 월배면은 활모양을 나타내는 데에 매우 

적절한 명칭이다.

월배면의 사암등[沙岩嶝. 등(嶝)은 조선에서 언덕을 오른다는 뜻]·

개산등, 가창면의 죽전등, 성서면의 송현[松峴. 현(峴)은 조선에서 낮

은 고개를 의미], 달서면의 이현동, 고산면의 팔현동처럼 모두 고개

(峴)에 위치하는 것에서 유래한 취락명이다.

또한 팔공면의 평리동[坪里洞, 평(坪)은 큰 평원 또는 평지를 의미

하고 이를 전용해서 읍리(邑里)를 의미하기도 한다], 달서면의 평리

동, 월배면의 도평동, 가창면의 전평동, 논공면의 평촌, 해안면의 평

리동, 경산면의 대평동은 모두 평원(들)을 의미한다.

성북면의 백사동[白沙洞. 사(沙)는 모래언덕을 의미], 논공면의 사

촌 또는 진두(津頭)는 모두 사력지(砂礫地)와 나루(河港)를 표현한 것

이다.

수리(水利) 관계로 생긴 취락이 천지(泉地)를 중심으로 생성된 것

을 나타내는 취락명은 안심면의 임천동, 가창면의 냉천동과 한천동, 

남천면의 천동·백천동, 성북면의 용천동·학천동, 월배면의 진천·

감천·대천동 등이 있다.

또한 고적에서 비롯된 명칭으로 성서면 원대동은 과거에 역참 택

지 터에서 유래했고, 화원면 성산동과 고산면의 성동은 모두 봉수산 

성터를 말하는 것이다.



5. 동성(同姓) 취락

동성 취락은 단일 혈족 취락으로 ‘동족 취락’이라고도 한다. 대구 

부근에 다수 존재한다. 공산면 미대동의 채 씨, 평광동의 우 씨, 해안

면 칠동의 최 씨, 월배면 월배동의 우 씨, 달서면 산격동의 서 씨, 침

산동의 박 씨 등이 있다. 이러한 취락의 위치는 교통이 비교적 불편

한 계곡 또는 산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일본 본토의 은거 주

거지와 비슷하다.

종가는 사회적 문벌과 재정적 힘을 갖추고 근린 취락에서 존경을 

받는데 그 세력이 강대한 것은 놀라울 정도이다. 이러한 동성 취락은 

일족의 집이 종가를 둘러싸고 그 주위에 일족의 고용인과 소작인 가

옥이 존재한다. 동성 취락은 일반 농촌과 달리 대부분 기와지붕이 호

장한 가옥(보통 농가는 왜소한 초가지붕 가옥이 집단을 이룬다)을 중

심에 두고 있어서 한눈에 동성 취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취락의 현저한 특징은 정신적으로 매우 보수적 인습을 받드는 

것이다. 일족은 종가의 재력에 의지해 생활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활

을 경 하려는 마음이 부족하다. 따라서 종가 호주의 권력은 일족에

게 거의 절대적이다. 종가는 많은 경우 지주농으로 일본 본토의 오사

햐쿠쇼(長百城)75)에 해당하고 부재지주이다.

조선은 지금도 여전히 가계 문벌을 받드는 것이 놀랍다. 특히 결혼

은 가계가 제일 첫 번째 조건이다. 가계를 표현하는 문서의 호적에 

‘본관(本貫)’이라고 해서 선조의 출신지와 성을 기록한다. 그러나 이런 

사상도 생활양식과 경제구성의 변천에 따라 점차 와해되고 있다. 따

라서 동성 취락도 과거처럼 순수한 단일 혈족이 모인 곳은 줄고 있다.

75) 일본 근세 촌락의 주인(主)이었던 백성. 명주(名主)와 쇼야(庄屋) 다음의 지위.



6. 요약

요약하자면 대구분지의 취락은 산록선의 건조지로서 위생상 깨끗

한 마실 물을 얻기 쉽고 동시에 분지 바닥의 논 지역에 근접해 있는 

한편 배후의 산지는 신탄 공급지와 초지76)가 있어서 편리하다. 노동

력 이용 면에서는 필연적으로 집단적 취락을 발달시켜 산록 취락대를 

구성해 분지 주변을 활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다.

대구분지 바닥의 평탄한 땅에 발달한 취락은 신전(新田) 방식으로 

생겨난 것으로 도로 분포에 호응해서 하천변 및 주요 간선도로를 따

라 소규모 취락이 자리 잡았다.

선상지와 하천변 범람원에서는 토지의 건조와 토양의 성질에 따라 

소채원 지구, 연초재배 지구, 과수원 지구, 뽕나무밭 지구로 나뉘어져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는 한편 노동력 관계와 맞물려 산재한 형태의 

취락이 발달해 점점 이 지역의 특징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계곡 취락에서는 논, 밭, 산림 세 가지를 병행하는 직업구성에 따

라 소집단 취락을 구성하는 동시에 교통상 요충과 지형·일조 조건을 

긴 히 조화시켜 자리잡고 있다. (그림12 참조. 사진3, 4 참조)

76) 전답의 비료와 소말의 여물을 위해 풀을 베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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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지의 핵심, 대구부

1. 개략(槪說)

조선의 도시는 중국의 도시와 발생 요인이 같아서 위정자의 거주

지로 발달한 정치도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오늘날 경성(京城), 경성

(鏡城), 개성 등지가 성곽도시인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시 대부분

이 일본 본토의 다이묘(大名)나 쇼묘(小名)77)의 조카마치(城下町)78)

처럼 형성되었다. 따라서 대부분 소비도시이다. 최근에는 경제 방면

의 발전과 함께 상공업을 중심으로 발생한 부산, 군산, 인천 등의 도

시도 추가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조선의 경제 상황에서 도시의 발전은 지극히 늦다. 

경상북도 인구의 83%가 농민이라는 점에서 상황을 어렵지 않게 추찰

할 수 있다.

알다시피 대구는 성벽에 둘러싸인 순연한 ‘정치도시’로 출발했다. 

그런데 ‘대구시장’으로 그 이름이 알려져 있듯이 ‘시장 도시’로서 점차 

77) 지가 다이묘보다 적었던 무가.

78) 일본 근세 시대에 다이묘의 성을 중심으로 동심원 구조로 구역화된 공간 구조.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대구는 근대적 상공업의 

발전에 따라 조금씩 ‘경제도시’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대구부는 인구 10만 3천명으로 조선에서 경성부, 평양부, 부산부에 

이어 제4위를 차지하는 도시로 경성을 중심으로 조선 북부의 평양, 

조선 남부의 대구가 서로 대칭을 이룬다.

2. 위치

1) 자연적 위치

대구는 결정적으로 낙동강이 그 역을 제약하고 있다. 낙동강은 

조선 남부의 큰 강으로 전체 길이가 525㎞이며 남(조령의 남쪽을 

가리키고 경상남북도 지역을 의미한다)을 남북으로 관통한다. 유역의 

넓이는 조선 반도 안에서 한강에 이어서 두 번째이며 면적은 23,535

㎢로 남의 75%를 차지한다. 유역의 완만한 경사는 1만분의 17로 

압록강의 1만분의 28과 비교하면 노년기의 강임을 보여준다. 특히 강 

중류 이하의 경사는 1만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대구분지는 낙동강 하구에서 240㎞ 떨어진 중간지점에 위치하며 

금호강 분기점 부근에 펼쳐져 있어 낙동강 유역의 핵심으로 발달했

다. 대구분지의 하류는 1만분의 1의 경사이고 상류는 1만분의 31의 

경사를 보인다. 대구분지 남쪽은 평원이고 북쪽은 산지와 분지가 섞

여 있다. 대구는 분지 중앙에 있고 금호강과 그 지류인 신천에 의해 

형성된 신천 범람원의 서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낙동강 본류 

골짜기와 금호강 골짜기 2개가 배후에 있어서 산지, 분지, 평야의 접

촉점에 위치한다.

 



   

그림16. 대구 범람원의 해발 /  그림17. 대구의 수위

범람원의 표고는 시가지 북쪽이 35m, 동남쪽이 55m이다. 모래와 

자갈이 섞인 토양으로 신천에 의해 두텁게 충적되어 투수성이 강하고 

강물은 땅으로 침투하여 지하수를 이룬다. 지하수는 깊게 흘러 땅 표

면이 건조해도 지하의 수량이 매우 풍부해서 어떤 가뭄에도 지하수가 

고갈되는 일이 없다. 그 핵심 지역에 시가지가 형성된 점이 큰 특징

이다. 이렇게 수량이 풍부한 것은 신천이 비슬산괴 중 팔조령에서 시

작해 중첩된 산악들 사이의 깊은 계곡을 파고들어 단층곡(斷層谷)을 

흐르기 때문이다.

범람원의 동쪽과 서남쪽 구릉군이 주거지로 잘 이용되지 않는 것

은 도쿄의 무사시노(武蔵野)가 주택지로 개발된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데, 대구의 구릉군에 샘물이 없어 주거지로서의 요건이 부족하

기 때문이다. (그림16, 17, 18 참조)

2) 관계적 위치

원래 반도는 중간적 위치이다. 조선 반도도 아시아 대륙과 일본열

도 사이에서 공간적으로 항상 통과 경로의 복도 역할을 하고 있다. 



조선의 역사는 이러한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조선 반도가 이 가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도 낙동강 골짜기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 지리적으로 낙동강은 남의 동맥과 같다.

소백산맥이 활모양으로 남을 둘러싸고 그 산맥 중간에 있는 추

풍령, 조령, 죽령의 좁은 경로로 조선 중부와 통한다. 이 세 개의 고

개가 모두 낙동강 본류와 지류를 따라 대구를 구심점으로 집합하는 

것은 롬바르디아(Lombardia)평원을 둘러싼 알프스 횡단로가 모두 

라노를 구심점으로 모이는 것과 닮았다.

이렇게 북방 통로의 구심적 위치에 있는 대구는 포항, 울산, 부산, 

마산 각 항구로 방사선처럼 열려 있다. 

그림18. 대구 시가지 단층도

대구는 교통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물자의 집산 측면에서

도 약 30만 정보에 달하는 낙동강 유역 경작지의 핵심을 이룬다는 점

에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안동, 의성, 군위, 상주, 김천, 성

주, 합천, 거창, 포항 등을 배후에 두고 부산, 마산, 울산과 같은 조선

해협의 모든 항구를 전방에 두고 있다.



남을 한 단위로 하는 자연적 지리 구역의 중심지 던 대구는 

1895년(조선 개국 504년)에 경상도가 남북의 2개 도로 나뉘게 되면서 

경상북도의 치우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인문적 구분으로 자연적 

단위를 다소 불합리하게 분할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이유로 대구

의 정치상 위치는 과거 덴마크 역의 중심에 위치하던 수도 코펜하

겐이 토가 축소된 후에도 여전히 수도로서 존재하는 것과 같다. 

(그림20 참조) 

그림19. 대구 부근의 고적



3. 정치 중심지 성곽도시

1) 대구의 시작

대구는 신라시대에 처음 정치의 중심지로 등장했다. 당시에는 대

구를 달구화(達句火, 達弗城)라 불렀다가 신라 경덕왕(일본 奈良朝 

聖武帝 무렵)에 의해 오늘날의 대구로 개명되었다.

동국여지승람에 ｢달성(達城)……부(府) 서쪽 4리에 있다(在府西四

里). 돌로 축조되었다(石築). 둘레가 944척, 높이 4척,  그 안에는 3개

의 우물이 있고, 2개의 연못이 있다. 군창(軍倉)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달성은 오늘날 서남 구릉군의 동북단 쪽 구릉을 이용하여 평산

성(平山城)으로 축성되었는데, 오늘날의 달성공원을 가리킨다. 달성

은 원형으로 그 형식은 경주의 월성(月城)과 같다.

그런데 이 달성의 남쪽과 서남쪽 구릉에는 100기에 가까운 고분군

이 존재한다. 고분군의 유물을 고려할 때 고신라시대(古新羅時代)의 

것으로 보이며, 이미 고신라시대에 유력한 부족이 달성을 거성(居城)

으로 삼아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달성은 서기 5, 6

세기경에 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뒤에 신라의 속현으로서 달

불성(達弗城)이라 명명되어 비로소 정치의 중심이 되었다.

시대가 흘러 고려조에 여러 차례 개폐가 이루어지다가 조선 초기 

세종 때(일본의 아시가카시대[足利時代]) 군(郡)이 되었지만, 시가지

가 좁아서 달성에서 신천(新川) 범람원으로 이전했다. 대구가 경상도

의 정치 중심지가 되어 최초로 관찰사를 둔 것은 선조 29년(황기 

2255년)이었다. 그 후 몇 번의 변천을 거쳐 1895년 경상도를 남북 2

도로 나누고 북도의 관찰사를 대구에 두었다.

그리고 대구가 신천 범람원으로 이전한 뒤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방어의 견지에서 성곽의 필요를 통감해오다가, 관찰사 민응수(閔應



洙, 일본의 도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 시대)가 성벽을 축조했다.79) 

(그림19 참조)

그림20. 대구의 위치

79) 원문에는 민응주(閔應珠)로 되어 있으나 민응수가 맞다.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1590년 달성에서 동으로 2리(약 800m) 떨어진 곳에 토성으로 축조되었으나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이 통과하면서 파괴되었다. 관찰사 민응수는 1736년 조의 

윤허를 얻어 그해 1월부터 6월까지 대구 주변 군현민들을 동원해서 달성으로부터 

약 4리(1,600m) 떨어진 곳에 전보다 넓게 석축으로 재건하 다. 대구향토역사관 

HP “대구의 역사”. https://artcenter.daegu.go.kr/hyangto/content.html?md=0218. 

(검색일: 20220129)



그림21. 대구성곽

2) 성곽

대구의 성곽은 물론 평성(平城)80)이다. 일본에서는 전국시대를 하

나의 개혁기로 하여 그 이전은 산성(山城)이 주를 이루었다. 기후(岐

阜)의 이나바산(稻葉山), 에치젠(越前)81)의 기타노쇼(北の莊) 같은 것

이 그 예이다. 그 후 점차 산성에서 평산성을 거쳐 평성으로 변화했

다. 평산성인 오우미(近江)82)의 아즈치성(安土城)을 효시로 평성인 

80) 평지에 쌓은 성이다.

81) 지금의 후쿠이현(福井縣) 동북부에 해당하는 곳이다.



오사카성(大阪城), 에도성(江戶城) 등이 생겨났다. 조선에서도 일본과 

같이 산성이 각지에 산재하고 있다. 대구 부근에서도 가산성(架山城), 

금오산성(金烏山城)이 산지를 머리띠 모양(鉢卷狀)으로 포위하고 있

고, 대구 성곽의 전신을 이루는 달불성은 평산성의 예이다. 조선의 

평성은 고려조 시대부터 이미 중국의 도성을 모방해 세워졌기 때문에 

일본의 것과 그 모양을 달리한다. 하지만 연대에 따라 예부터 산성, 

평산성, 평성으로 변화한 것은 일본의 그것과 같은 경로를 거친다.

일본의 조카마치(城下町)는 성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위로 주민이 

거주하는 형태인데, 시가 전체를 성벽이나 해자로 둘러치는 일은 드

물다. 그런데 조선의 성곽은 어폭보민(禦暴保民) 즉 적의 난입을 막

아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민가를 포함해 거주지는 

모두 성곽 내에 자리 잡고 있다. 오늘날 남아 있는 산성 가운데 취락

(聚落)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종종 발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따라

서 도시는 규모가 광대하고 당당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게 마련인

데, 이 점은 중국의 형식과 다르지 않다.

대구의 성벽은 조선 조 때(황기 2397년 일본의 도쿠가와 요시무

네[德川吉宗] 시대) 준공된 것으로 신천의 선상지(扇狀地) 모양 범람원

의 선정(扇頂)에 해당한다. 충적층은 범람원 중에서 가장 높아 그 해

발이 40m를 넘지 않고, 지하수도 범람원 중 최대 3m 이상 되는 깊이

의 땅을 점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취락의 위치로서 가장 고조(高

燥)83)하고 또 깨끗한 물을 얻기에 적당한 지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소

위 선앙취락의 형식을 보여준다. 이 선앙84)에 위치한 것이 성벽 축재

(築材)를 얻는 데 불편을 낳아 필요를 느끼면서도 300년의 오랜 세월 

82) 지금의 시가현(滋賀縣)이다.

83) 토지가 높아 공기가 건조하다.

84) 선상지의 가운데 부분. 지하수가 깊고 개발이 늦어져서 들판으로 남아 있는 곳이 

많다.



동안 축성하는 일이 없었다. 왜냐하면 축재로 멀리 떨어진 팔공산과 

비슬산에서 운반된 화강암과 분암(玢岩)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이다.

성벽의 동서남북은 각 약 750m 정도의 사각형에 가까운 윤곽을 띠

고 서남쪽은 둥근 활모양을 하고 있다. 이런 모양을 이룬 것은 신천

의 구 하천에 제약을 받은 결과이다.85) 경성, 개성 등의 성벽이 산지

와 구릉의 봉우리선(嶺線)을 따라 분지를 둘러싸고 불규칙한 원형에 

가까운 형상을 이룬 것과 달리 평원 가운데 있어 중국의 평경성(平京

城)이나 경주의 성벽에 가깝다. 다만 외성(外城)86)이 없고 옹성(甕

城)87)을 갖지 않은 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주위 2,680m(2,124보, 

1보는 6주척),88) 높이 3.7m에서 4.7m, 두께 6m에서 8.4m에 달한다. 

성 밖과의 교통을 위해 궁륭형(穹隆形)89)의 누문(樓門)90) 4개가 있

다. 남문은 가장 커서 2층 누각으로 되어 있고, 누각 위에 ｢ 남제일

관(嶺南第一關)｣이라고 쓴 큰 액자를 걸었다. 동문은 진동문(鎭東門)

이라 불렀고, 서문은 달서문(達西門), 북문을 공북문(拱北門)이라 한

다. 암문(暗門91), 小門)은 동소문과 서소문의 두 개가 있고, 성벽의 

85) 다음의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대구 서남부를 貫流하는 달서천 및 신시장 방면의 시설 등이 불완전이라는 

것보다 거의 都無하 기 때문에 재작년 이래 동 방면에 沿在한 신정, 남산정, 봉산

정, 덕산정, 명치정, 시장정, 달성정의 각 정에는 매년 연중행사처럼 대수해가 있어 

관계 町民의 생명과 재산에 많은 脅威를 못하여 왔겄는데 이에 관계 정민을 비롯

한 전 부민은 부 당국에 該 피해 방면의 시설을 누누이 요구하 는 바 3년 동안이

나 인명과 재산을 희생에 바치고는 오늘에야 대구부 當者의 神經은 感한 바이 있

었는지 지금에 달서천 개수공사를 하기로 하고 此의 공사 설계를 완료한 후 국비 

보조 및 시공 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上內 부윤은 德長 기사와 함께 상경 중이

라는 데 공사비는 총 20여 만 원이라더라” 동아일보 1926.8.21. <多年間 問題되든 

達西川 改修工事>.

86) 성밖에 겹으로 둘러싼 성.

87) 성문을 보호하고 성을 튼튼히 지키기 위하여 큰 성문 밖에 원형(圓形)이나 방형(方

形)으로 쌓은 작은 성.

88) 주척(周尺)은 주례에 규정된 자로서, 한 자가 곱자의 여섯 치 육 푼, 즉 23.1cm이다.

89) 활등이나 반달처럼 굽은 모양의 형상.

90) 2층 누각 밑에 나 있는 문.



네 모퉁이에는 망루를 두어 동장대(東將臺), 서장대, 북장대, 망경루

(望京樓, 西北中門에 있는 것)라 했다. 방어를 위한 사격용으로서 위

쪽 부분에 여첩(女堞)92)이라 불리는 토담이 있는데, 높이 약 1m에 

60㎝ 간격으로 총안(銃眼)을 설치했다. 총안은 아래쪽을 향한 것과 

정면을 향한 것의 2종을 비치했다.

성안에는 중앙에 도호부(都護府)의 관청이 있어 현재 도청의 산림

과로 쓰고 있다. 선화당(宣化堂)은 감찰사(監察使)의 정청(政廳)에 해

당한다. 그 밖에 객사(客舍)93), 진 (鎭營)94), 군창(軍倉), 우물 등이 

있고, 서북쪽 모퉁이에는 형장을 두었다. 오늘날의 고야산사(高野山

寺)는 그 터이다.

거리[街衢]는 동, 서, 남, 북의 4대문으로 통하는 큰 도로를 간선으

로 한다. 그 밖에 좁은 골목이 많은데, 모두 구불구불함이 여간 아니

어서 미로의 형식을 띤다. 이 점은 중국의 직교식 가교와 다르다.

성밖에는 거주자가 없는 것이 보통이지만, 성벽을 철폐했을 당시에

는 동서문 밖에 시장이 있었고, 동문 밖에는 연병장이 설치되어 있었

다. 남문 밖과 서문 밖의 경부가도를 따라서는 가촌식(街村式) 역참 

마을이 발달해 있었다.

이런 성벽은 시대가 진보함에 따라 시가지의 협소함을 초래했기 

때문에 1906년 11월부터 1909년 가을까지 결국 철거되어 오늘날의 

환상가로(環狀街路)가 되었다. 남성정, 서성정, 동성정의 명칭은 성벽

의 위치를 따라 붙여진 것이다. 시역(市域) 확장을 위해 성벽터를 환

91) 성벽에 누(樓) 없이 만든 문.

92) 성 위에 낮게 쌓은 담. 여기에 몸을 숨기고 적을 감시하거나 공격하거나 한다.

93) 고려와 조선 시대에, 각 고을에 설치하여 외국 사신이나 다른 곳에서 온 벼슬아치

를 대접하고 묵게 하던 숙소.

94) 조선 시대에, 각 도의 감 (監營)이나 병 (兵營), 수 (水營)의 관할하에 군사적으

로 중요한 지점에 둔 군 . 임진왜란 이후 도성(都城) 및 근교에는 오군 의 개편

에 따라 이에 직속하게 하 다.



상도로로 조성한 것은 오늘날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의 도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상하이(上海)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일본

에서는 타이페이(臺北)의 삼선도로(三線道路)와 대구시가의 환상가로 

정도인 것 같다.

오늘날의 대구부 시가는 구 성곽 안을 시가의 중심으로 하여 (방사

선으로-역자) 뻗어나갔고, 도로의 구성도 이곳을 기준으로 한 것이 

많다. 말하자면 대구시가의 형태를 형성하는 기초로서 큰 가치를 가

지고 있다. (그림21, 사진6 참조) 

사진6. 구 성곽터와 환상도로

4. 대구 시가지 형태

성곽 안으로 발달한 대구시가는 물론 성벽을 기준으로 해서 외부

로 발전 확장했다. 따라서 시가는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윤곽의 집단



형태를 보인다. 이 집단형태는 다시 각 계곡으로 향하는 가도를 따라 

퍼져나갔다. 지절(肢節)95)은 경부가도를 따라 반도의 교통 간선에 현

저한 향을 받아서 동남쪽의 청도가도와 동북쪽의 안동가도로 펼쳐

졌다. 안동가도는 달성정과 달서면을 이루고, 대구 정미공장이 안동

가도를 따라 발전하면서 정미공장지대라는 특색을 형성하고 있다. 청

도가도는 교통 간선으로서의 사명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지만, 토

지가 높고 메마르며 한정(閑靜)하여 군부대(연대)와 학교가 설치되었

고,96) 최근에는 주택지로서의 이용이 많아졌다. 지형상으로 시가 발

전의 동향을 부여한 배경에는 구 성벽에서 동쪽 신천까지의 사이가 

주택지로서 활발하게 확대되었다는 사실도 있다. 지형이 구시가지와 

같은 범람원을 이루어 지하수가 얕지만, 충적이 최근이기 때문에 모

래와 자갈이 많아 투수성이 강하다. 따라서 습하지 않고 거주에 적합

하여 시가 발전상으로도 매우 자연스러운 경향을 보인다. 한편 서남

쪽으로는 가늘고 긴 소지절(小肢節)을 다수 파생시켰는데, 서남 구릉

군의 넓고 완만한 계곡이 도로와 취락을 유도하여 가촌식 지절을 구

성했다. 반면 철도선로 이북의 땅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시가의 발

달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 이는 토지가 낮고 습하며 철도선로가 

교통의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조선인 거주지역인 구 성벽 안과 서남쪽 지역은 자연적

으로 발달한 취락의 성격이 강하여 불규칙한 가로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구 성벽 안에는 막다른 골목[袋町]이 많아 사막 부근의 시가지에

서 볼 수 있는 특유한 미로를 만들고 있다. 이는 조선의 취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색으로 경성의 시가에서도 그 흔적을 볼 수 있다.

95) 손발의 관절. 여기서는 둘 이상의 길이 만나는 곳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96) 1933년 대구상공안내도에 의하면, 신천 옆으로 보병 제80연대가 있었고, 학교는 제

80연대(현재의 캠프핸리)에서 현재의 달구벌대로 쪽으로 대구공립중학교, 대구고

등보통학교, 대구공립상업학교, 대구사범학교 등이 집해있었다. 



그런데 구 성벽의 동부에는 일본인의 이주와 함께 신시가가 형성

되었다. 동서와 남북 방향으로 가로가 바둑판처럼 배치되어 직교식의 

구조를 갖는다. 중국식이나 미국식의 가로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직교식 가로는 오늘날 대구시가의 기준선을 이룬다. 가로는 구 

성벽의 북쪽으로도 뻗고, 성안과 서부 및 남부의 시구개정을 통해서

도 연장된다.97) 한편 대구시는 환상가로라는 하나의 기준과 함께, 직

교식과 환상선이라는 2개의 지도원리에 의해 가도의 간선을 계속 만

들고 있다. (그림43 참조)

5. 시장도시 대구

1) 조선의 시장

취락의 발전과 성립을 촉진하는 요소로서 경제 관계가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 특히 농촌에서 생산품 교역 시장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

시는 북유럽에서도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2일시(二日市, 치쿠젠[筑前]98)), 3일시(엣츄[越中]99)), 4

일시(이세[伊勢]100)), 5일시(무사시[武藏]101)), 6일시(에치고[越後]102)), 

7일시(이시미[石見]103), 에치고[越後]), 8일시(오우미[近江]104), 시모우

97) 일본의 시구개정(市區改正)은 메이지시대부터 다이쇼시대에 이루어진 도시계획이

나 도시개조사업을 말한다. 도시부에서는 문명개화로 마차나 철도 등의 새로운 교

통기관이 등장했지만, 에도시대의 조카마치(城下町) 등을 부분적으로 개조하여 대

응했다. 또한 상하수도, 전기, 시가전차 등의 사회 인프라를 도입하여 도시를 근대

화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도시개조와 시구개정이 과제가 되었다.

98) 지금의 후쿠오카현(福岡縣)의 북서부.

99) 지금의 도야마현(富山縣).

100) 지금의 미에현(三重縣)의 대부분.

101) 지금의 도쿄도(東京都), 사아타마현(埼玉縣), 가나가와현(神奈川縣)의 일부.

102) 지금의 니가타현(新瀉縣).

103) 지금의 시마네현(島根縣)의 서부.



사[下總]105)), 10일시(에치고) 등의 명칭으로 예전 시장도시의 자취가 

남아 있다.

시장이 언제 시작되었을까. 일본에서는 오진제(應神帝) 때에 야마

토(大和)의 가루노이치(輕市), 유랴쿠제(雄略帝) 때 가와치(河內)의 

에카노이치(餌香市)가 있는데, 조선에서는 삼국사기에 소지왕(炤智

王) 12년(일본 히토시켄제[仁賢帝], 황기 1151년)에 ｢처음 경사에 시

장을 열고 사방의 물화를 통하게 했다(初開京師市, 以通四方之貨)｣고 

되어 있다. 경사는 오늘날의 경주를 가리킨다. 또한 문헌비고(文獻備

考)에는 시적고(市糴考)가, 동경잡기(東京雜記)에는 일소지마신(一炤

智麻辛) 등이 등장한다.

그림22. 대구를 중심으로 반경 30㎞ 이내의 시장(숫자는 개시일)

104) 지금의 시가현(滋賀縣).

105) 지금의 지바현(千葉縣) 북부 및 이바라키현(茨城縣)의 일부.



오늘날 상설점포의 설치와 경제형태가 도시경제에서 국가적·세계

적 경제로 변화함에 따라 일본에서는 이미 시장도시가 쇠퇴하고 있

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여전히 시장이 경제의 중심에 있다. 조선 전

체의 장시[日限市]는 1,233개이고 거래 총액은 1억 원이 넘는다. 시장

이 점차 부진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0년 전(덴포[天保]시

대)의 1,052개와 비교하면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상북도에는 현재 170개의 시장이 있으며 그 매상고는 1,494만 원이

다. 시장 하나의 평균 매상고는 10만 원 내외이다.

지금 대구를 중심으로 30㎞의 반경으로 원을 그리면 원 안에 약 

36개의 시장이 들어간다. 시장 간의 거리는 평균 9.5㎞이어서 한 개 

시장이 포괄하는 단원(單元)은 83㎢이다. 조선 전체의 평균 180㎢에 

대해 2분의 1 이하의 면적으로 조 하다. 일반적으로 조선에서의 조

함은 인구 도에 정비례하고 있음이 명확하다.

그림23. 공산면 백안시장의 위치 



시장의 위치는 모두 취락 주변에 있고 부근 취락으로 통하는 교통

의 요충지에 해당한다. 이는 유럽의 시장도시가 그 중심에 시장을 두

는 것과 다른 점이다. 대구의 북쪽 12㎞ 공산면(公山面) 백안(百安)의 

시장을 보면, 동쪽으로는 문암천(門岩川) 상류에 있는 좁은 능성동

(能城洞)을 끼고 능성, 진인(眞仁), 인산(仁山), 당동(塘洞)의 취락으

로 통하고, 동북쪽은 팔공산 기슭의 도학(道鶴), 목가동(木果洞)에 달

하며, 서북쪽은 문암천의 지류를 따라 신무(新武), 용수(龍水), 임전동

(荏田洞)으로, 서쪽은 이붕식(梨棚式) 지류를 따라 송정(松亭), 덕산

(德山), 택리(宅里), 중대(中大), 중리(中里), 상리(上里), 신천(新川), 

신룡(新龍), 내동(內洞), 미대동(美垈洞)을 끼고, 서남쪽은 문암천 본

류의 통로에 해당하며, 남쪽은 구릉을 넘어 평광동(坪廣洞)에 달한다. 

이렇게 시장은 6통로 30여 동의 구심점으로 교통이 모이는 집점지(集

點地)에 위치한다. 또 시장은 백안동의 서쪽 취락 끝에서부터 약 

400m 떨어진 문암천 가의 단구(段丘) 위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많은 시장은 강변에 설치되어 물 없는 강가 모래땅이 이용되

고 있다. 대구 부근의 화원(花園), 반야월(伴夜月), 해안(解顔)의 시장

이 모두 이런 사례이다. 이렇게 강변이나 길가의 공터 혹은 묘지 부

근의 공터를 이용하여 시장을 여는 것이 보통이다.

시장의 설비라고 해야 소박한 통나무 기둥에 거적 또는 함석 차양

을 얹어놓거나 노대(露臺)를 놓는 것이 전부이다. 부근에는 주막이 

있어서 거래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술과 음식을 공급한다. 이런 정도

의 시설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은 강우량이 적고, 강우 때 옥

외 활동을 극단적으로 혐오하며, 강우로 물이 범람하여 하천을 건널 

수 없어 교통이 두절되기 때문이다. 우천의 경우에는 개시일이라 하

더라도 일반적으로 휴시(休市)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강변에서

도 노천에서도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다.



개시일은 보통 음력 1일과 6일, 2일과 7일, 3일과 8일, 4일과 9일, 

5일과 10일처럼 5일 간격이며 일반적으로 인접한 시장은 장날도 서

로 인접해 있다. 읍시라고 하는 읍내(邑市, 조선 군치[郡治] 소재지의 

취락을 읍이라고 한다)의 시장은 많은 경우 2일과 7일에 열린다. 읍

시는 부근 최대의 시장으로 이를 중심으로 시장 블록이 형성된다. 그 

밖에 대구의 월견산(月見山) 신탄시장과 같이 매일 장이 서기도 하

며, 월 3회 열리는 시장이나 대구약령시와 같이 겨울철 1개월 동안 

내내 열리는 연시(年市)도 있다.

거래되는 물품은 농산물, 수산물, 가축, 잡화가 주를 이룬다. 가을

철에 농작물을 수확한 뒤에는 수확한 농산물을 시장에 내놓는다. 이

때는 농민의 구매력이 풍부하여 시장이 활발해지고 번성함이 드러난

다. 하지만 봄부터 여름까지는 한산한 시기이다.

시장의 상권은 대략 2㎞에서 30㎞ 정도여서 걸어서 하루에 다녀올 

수 있는 범위로 제한된다. 따라서 매매자는 주로 시장 근처 마을의 

생산자와 소비자이고, 그밖에 시장상인(장꾼[場軍], 보부상인, 행상인

이라 한다)이라 하여 장시를 순회하는 행상인이다. 신라시대에는 대

부분의 판매자가 부인이었지만 오늘날에는 남자가 많다. 반입할 때는 

주로 담꾼(擔負)이나 우마(牛馬)의 등에 실어 운반한다.

매매에는 고려시대부터 화폐가 사용되었다. 오늘날에는 화폐를 이

용한 현금판매가 보통이지만 외상판매도 이루어져 장날(市日)에는 금

융이 발생한다. 조선 재래의 습관으로 개시일에 팔리지 않은 상품은 

중개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한다. 중매인은 객주(客主), 거간(居間), 여

각(旅閣) 등으로 불린다. (그림22, 그림23, 사진7 참조)



2) 대구의 시장

  (1) 서문시장

대구부 안에는 현재 조선 재래의 시장으로서 서문시장, 동문시장, 

월견산106) 신탄시장,107) 약령시의 4개 시장이 있다.

예전부터 조선에서는 3대 시장이라 하여 대구, 강경, 평양을 불러 

대표적인 것으로 삼았다. 일설에는 평양을 대신하여 공주 또는 김천

을 꼽는다. 어느 쪽이든 대구시장은 조선 아니 일본에서도 최대 시장

이다. 교통기관의 발달과 항구적 상설점포의 증가, 경제기구의 변화

로 점차 시장이 쇠퇴했지만, 대구시장은 홀로 의연하게 예전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대구시장이라 불리는 것은 서문시장을 가리킨다. 서문시장은 그 

106) “부내 鳳山町 속칭 ‘자라바위’라고 하는 월견산 구릉에는 4기의 ‘돌기명’이 있어 지

금으로부터 2천여 년 전 삼한시대의 유물로 추정되는 데 그 구조에 독특한 점이 

있어 총독부 학무국에서는 有光 박물관 촉탁을 파견하여 7일부터 다수 인부를 사

용하여 발굴에 착수하 다. 이것을 마친 다음에는 대구역 구내 소위 칠성바위라

는 돌기명을 발굴하고 다시 경주 毛良里(현재의 牟梁里-필자)의 정을 착수하리라

는 바 10일에는 사계의 권위자 藤田 교수 일행이 대구로 와서 세 한 고고학적 

조사를 한다고 한다. 탐사의 ○○은 종래의 석기시대 것이 아니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가선 金石倂用기가 아닌가 추정되는 점이라는데 발굴 결과는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 기대된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9.11.11. <三韓時代의 遺蹟! ‘돌기명’ 發掘

에 着手 大邱 鳳山町 月見山 丘陵에서>.

107) “근시 대구부의 발전에 따라 종래의 남문시장은 현저하게 협애를 고해 곧 시행될 

도로의 관통으로 일층 그 감을 깊게 하기 때문에, 이 완화책에 대해 서는 다년 부

(府) 이사자의 손으로 고구(考究) 중이었는데, 해 시장의 거래(取引) 화물 중 가장 

숭고(嵩高)한 신탄의 거래장소(取引場)를 다른 적당한 장소로 이전할 방침을 세웠

다. 최근 동문시장 개시일의 신탄은 왕왕 시장 밖 즉 송정병원(松井病院) 앞 길 

도로에 넘쳐 혼잡하여 일반 교통상의 지장도 작지 않아 신탁시장의 이전 후보지

를 물색 중이었는데, 동정에서 그리 멀지 않은 봉산정의 월견산 서쪽 기슭 약 1천 

평을 선정하여, 3월 9일 이 정지(整地) 공사에 착수했다. 3월 31일에 준공하고 4

월 1일부터 일반 거래를 개시하게 되었다. 개시일은 지금까지 남문시장에서는 매

월 4일과 9일이었지만 신설 신탄시장은 매일 개시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종래의 남문시장의 신탄 거래는 3월부로 폐지되었다.” 朝鮮民

報 1929.4.2. <月見山麓の薪炭市場開き 一日から每日ひらく>.



명칭이 나타내는 것과 같이 구 성곽의 서문 밖에 있었던 것으로 음력 

2일과 7일에 열린다. 대구군읍지(大丘郡邑誌)에 장시가 열린 곳이 10

개 고 그중에서 읍시로 꼽힌 것이 서문시장이다.

그림24. 서문시장 부근 음식점, 여인숙, 곡물상, 해산물상의 분포 

서문시장은 대구 성곽의 서문 밖 300m 서쪽, 구 신천의 강변에 걸

쳐 경부가도와 현풍가도(統營街道)가 교차하는 공터를 이용하여 설치

되었다. 서문시장에는 소나 닭 같은 가축시장까지 부수되어 있었다. 

오늘날 대구 시가지 중 시장북통과 시장정이 이에 해당하며 그 면적

은 4,948평에 달했다. 지금도 여전히 이곳에 주막이나 여관이 많은 

것은 그 때문이다. 시장은 교통상 경성에서 부산으로 가는 경부가도

에 해당하는데, 북으로 안동, 의성, 김천, 상주로 통하고, 남으로 현

풍, 고령108)으로 이어지며, 서쪽으로는 성주가도가 달리는 주요 지점

에 위치한다.

108) 원문에는 고려(高麗)로 되어 있는데 오기인 듯하다.



사진7. 서문시장(1) 

사진8. 서문시장(2)



그 후 시가지가 발전함에 따라 시구개정의 필요성에서 1923년 9월

에 구 서문시장의 서남쪽 호소(湖沼)를 매몰하여 그 땅으로 이전한 

것이 오늘날의 서문시장이다.109) 새 시장은 인공적으로 5개 구역으로 

나뉘며, 종횡으로 폭 4∼5간이나 6간의 도로를 설치하고, 건평 496평

의 색주가도 갖추고 있다.

농산물, 수산물, 직물, 소, 닭, 잡화 등이 정연하게 구획되어 있다. 

시장 주위에 점차 상설점포가 많아지고 특히 주막이 많은 것은 하나

의 특색이다. 시장이 서는 개시일에는 대체로 20㎞ 이내의 땅에서 사

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차를 이용해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

도 많다. 대구 근처에 사는 사람은 미곡, 가축, 기타 농산물을 소 등

에 실어 반입하고 돌아가는 길에 일용품과 수산물을 구입한다. 원격

지에서 온 자는 마포, 견주(絹紬), 우피를 반입하고 면포, 면사, 성냥, 

석유, 소금을 대량 구입하는 자가 많다. 1년 매상고는 약 200만 원 

내외로 장날에는 부근 도로가 흰옷에 막혀 교통이 거의 두절될 정도

의 성황이다. 상설점포가 많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시장이 생명을 유

지하는 까닭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부분 직접 교환한다는 사실보다 

시장 물품이 저렴하고 온갖 물품을 망라하기 때문에 구매에 편리하다

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 같다. 매상고의 특색은 수산물이 많은 것인

데, 이는 도내의 다른 시장에 도매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대구시장이 

다른 시장을 상권으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림21, 그림

24, 사진7 참조)

109) 원문에는 서남시장으로 되어 있다. 아마 서남쪽으로 이전한 새로운 시장이라는 

의미를 담고자 한 것 같다. 여기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문시장으로 고

쳤다.



매상고 구성 비율

서문시장 해안면

농산물 20% 42%

수산물 26% 14%

직물류 16% 15%

축산류 8% 3%

기타 30% 25%

합계 100% 100%

사진9. 서문시장(3)



사진10. 서문시장(4) 

  (2) 동문시장

대구군읍지에서 서문시장을 읍시라 칭하고 동문시장을 신시(新市)

라 기록한 것은, 동문시장의 기원이 서문시장보다 새롭기 때문이다. 

예전에 남문 밖에 있던 것을 신해년 (1911년)에 동문 밖 현재의 동성

정 달성군청 자리로 이전했다. 이것이 동문시장의 기원이다. 중국의 

성곽 문밖에서 이런 종류의 시장이 많이 발견된다. 시장의 면적도 서

문시장의 절반 정도로 2,499.5평에 불과하다. 1917년 8월 동문시장의 

일부를 덕산정으로 옮겼고 1919년 7월에 나머지도 다시 덕산정으로 

옮겼다. 이로써 동문시장의 총면적은 4,376평이 되었다. 덕산정에 들

어선 동문시장은 사실상 동문과 관계가 없어졌음에도 명칭은 과거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동문시장이 개시일은 4일과 9일이고 1년 

매상고는 70만 원 내외이다.



  (3) 월견산 신탄시장

1929년 시장의 정리와 도로교통의 정리라는 견지에서 동문시장에

서 신탄만을 따로 떼어 월견산 현재의 땅에 신설되었다. 매일 장이 

선다. 위치는, 대구부 소비 신탄의 60% 이상을 공급하는 신천 상류 

가창면에 이르는 가도를 따라 있다. 대구 시가지로부터 거리가 원격

인 점, 지형이 구릉인 점, 구입품이 신탄에만 한정된 점, 그리고 오늘

날 행상이 활발해진 점 때문에 시장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일본의 

시장이 쇠퇴한 것은 많은 경우 이 행상들 때문이라고 한다.

사진11. 해안시장

  (4) 약령시

약령시는 줄여서 시(令市)라고도 하며 조선 효종(일본의 도쿠가

와 이에쓰나[德川家網] 시대) 때 시작되었다. 반도 남북의 약재를 교



환함으로써 천하에 양약(良藥)을 보급할 목적으로 조선 북부에서는 

의주에 조선 남부에서는 대구에 설치되었다. 대구의 경우 연 2회 개

시가 법령에 규정되었다. 대구 관찰사는 반드시 연 1회 약재를 정선

해 조정에 진상해야 했다. 일설에 의하면, 조정에서는 각지에서 진상

한 특산물을 가지고 중국에 보내는 공물(貢物)로 삼았는데, 대구에서

는 한약 시장을 열어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한다. 어찌 되었건 법령

에 의한 개시인 점은 명확하고, (令)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도 이 때

문이다. 따라서 조선의 많은 시장과 그 목적을 달리한다.

그림25. 남성정 한약방 분포(1932년)



시장은 남문 밖의 구 경부가도에 있었는데, 지금의 남성정과 나란

히 나 있는, 남성정과 명치정 2정목의 경계를 이루는 가도에서 시장

이 열렸었다. 그런데 성벽의 철폐로 그 터에 환상도로가 완성되자 시

장도 이곳으로 이전했다. 지금은 동성정 3정목과 남성정의 가로에서 

시장이 열린다. 이 가로의 양측에는 상설 한약 점포가 즐비하여 하나

의 상업지구를 구성하고 있다.

약령시 초기에는 1년에 봄가을로 2회 장이 섰다. 봄에는 음력 2월 

3일부터 동 18일까지, 추기는 10월 3일부터 동 18일까지로 개시일이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갑오 동학당의 난 이후에는 기간도 불규칙해

져 봄에는 4월경에, 가을에는 12월경에 각각 30일 동안 개시되었다. 

1914년부터는 봄에 열리던 춘기 시장이 폐지되고 가을에 1회만 열렸

는데, 매년 12월 1일부터 동 31일까지이다.

판매품은 물론 초근목피의 한약으로 전 조선 및 중국산 약품까지 

모 다. 구매자는 대구 부근은 물론 조선 각지에서 몰려왔고 중국인

도 거래에 참여했다. 대구 부근이 아닌 곳에서 온 사람들은 대부분 

약종 소매상이다. 매상고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1926년에 약 

100만 원이던 것이 지금은 약 40만 원 내외에 불과하다. (그림25 참조)

6. 공업도시 대구

정치 중심의 소비도시로서 탄생한 대구는 교역장(交易場)으로서 시

장도시의 사명이 추가되면서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 다. 또한 근대적 

상공업의 발전에 적응하여 공업도시로서의 색채도 갖게 되었다.

조선의 공업은 일반적으로 일본의 그것과 비교할 때 여전히 지지

부진한 상태에 있다. 직업구성에서 공업자의 비중이 최하위로 겨우 



2%에 불과한 것으로도 명확하다. 즉 여전히 종래의 가내공업 상태에 

머물러있고, 근대적 공업은 여전히 맹아기에 있다. 말하자면 단순한 

농산가공시대(農産加工時代)에 불과하다.

조선 전체를 대상으로 공업의 발달과정을 볼 때, 가장 뚜렷한 것은 

도시집주적(都市集注的)이라는 사실이다. 조선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조선인의 (인구 대비-역자) 공업자 비율은 2% 정도이고 일본인의 

그것은 15%이다. 대구의 경우는 조선인의 경우 15%, 일본인의 경우 

24% 다. 조선 전체와 비교할 때 대구의 공업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알 수 있다. 도시에서 발달한 공업이 다시 도시의 발전에 기여하는 

양자의 의존관계가 현상(現狀)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의 공업으로 주요한 것은 정미, 연초(담배) 제조, 제사업, 양

조, 방적, 놋쇠제품(眞鍮製器具) 등이다. 그중에서도 정미, 담배, 제사

의 3자는 대구 전체 공업 생산액의 81%에 달한다. 그중에서 특수한 

것은 놋쇠제품과 양조업의 수위에 있는 탁주양조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조선인 일반 가정에서 집기와 음용으로 소비되는 것이다.



그림26. 안동가도 정미소와 음식점의 분포



1) 정미 매갈이 공업110)

대구 공업생산의 30%를 점하여 1위에 있다. 결정적 조건은 그 위

치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구가 낙동강 중류 이상 유역의 미곡 산지

를 배후지로 두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 특히 경상북도는 연 생산량

이 270만 석에 달하여 전남이나 경남보다 많다. 조선 전체에서 가장 

많은 미곡 산지로서 대구의 정미공업에 풍부한 원료를 공급하고 있

다. 원래 정미업은 공업의 발달과정에서 볼 때 기술적으로 매우 유치

한 제1차적인 것으로 일본에서는 많은 경우 농민이 직접 해결한다. 

조선의 농민은 단지 벼(籾)를 생산하는 것까지만을 농업노동이라고 

인식하여 자가용 이외의 것은 볍씨 채 정미공장으로 옮긴다. 따라서 

농촌에서 일차적으로 농산물이 모이는 집산지에는 필연적으로 정미

업이 발달하게 된다.

대구의 정미지대는 안동가도에서 현풍가도로 이어지는 시가의 서

쪽 가도와 그와 정자형(丁字形)으로 교차하는 금정(錦町 현, 태평로) 

지대가 핵심이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정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

다. 안동가도의 달성정과 원대동은 칠곡, 군위, 의성, 안동의 각 분지

를 근거리에 두고 있고, 현풍가도는 현풍, 고령, 화원을, 또 서쪽은 

성주를 가까이에 두고 있다. 따라서 금정은 철도수송의 요충지에 해

당하는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토지가 낮고 평평한 것도 운반 작

업에 좋은 조건을 부여한다. 시가 중심부에서 떨어져 지가가 저렴한 

점과 공터가 많은 점이 토지 선정에 자유를 부여하 다. 따라서 정미

공장은 항상 이쪽 지역 지절 발전을 선도하고, 새로운 공장은 시장 

발전의 선구이다. 비교적 시가의 중심부에 가까운 금정 및 달성정 쪽

의 공장과 지절의 말단부에 있는 원대동의 공장을 비교해 보면, 전자

110) 매갈이(籾摺り)는 탈곡한 벼의 껍질을 벗겨서 현미로 만드는 작업으로 용정(舂
精)이라고도 한다. 이 현미를 다시 찧어서 백미로 만드는 작업이 정미(精米)이다. 



의 경우 가로에는 단지 운반에 필요한 도로만을 열고 공장은 가로를 

따라있고 소위 이지(裏地)를 이용하고 있는데 대해, 후자의 경우 가

로에 연하며 공장은 도로와 병행하여 정면 폭(間口)이 넓은 땅을 점

거하고 있다. 토지 이용에 있어 뚜렷한 특징을 보여준다.

원료의 반입법은, 근거리에 있는 것은 소의 등에 싣거나 수레를 우

마(牛馬)에게 끌게 하고, 원격지의 것은 화물 자동차 또는 열차로 운

반하는 것이 보통이다. 거의 모든 동력은 전력으로 바뀌었고 옛날 스

타일의 석유 발동기는 오늘날 그 자취를 감추었다. 시가 주변에 송전

설비를 설치하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력의 

경우, 남자는 공장 노동의 거친 일에 종사하고 여자는 돌 고르기 (조

선에서는 농민이 돗자리를 사용하지 않고 토지에 직접 벼를 떨어뜨리

고 또 건조시켜서 쌀에 모래가 섞이는 일이 많아서 사람의 힘으로 모

래를 제거한다. 이것을 돌 고르기[石拔き]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얻은 

쌀을 석발미[石拔米]라고 한다) 작업에 종사한다. 이들 노동자는 대구

시가의 주변 및 근접 교촌(郊村)의 주민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얻기에

도 공장의 위치가 좋다. 정미공장지대의 시가 구성은 공장, 주막(스

리치비라 하여 일본의 간이식당에 해당한다), 잡화점의 3요소로 이루

어진다. 주막은 원료 반입자와 통행인의 주식소(晝食所)나 휴게소로 

사용되고, 또 잡화점은 원료 반입자가 농촌으로 돌아가는 길에 일상

품이나 기타 선물을 구매하는 곳이다. (그림26 참조)



그림27. 각도 연초 수확고와 공장 생산고 비중(백분율) 

2) 연초(煙草) 제조

대구 공업생산액의 29%를 점하는 연초(담배) 제조는 총독부 전매

지국이 경 하여 완전히 관 에 속한다. 따라서 그 설치 및 경 법에

도 정치적인 색채가 농후하게 나타난다. 조선에 있는 관  연초 제조 

공장은 1921년에 시작되었는데, 그때까지 존재하던 경성, 전주, 대구, 

평양의 민간공장을 이관한 것이다. 오늘날에도 조선 전체에 4곳의 공

장으로 나뉘어 있다. 생산액은 경성공장이 가장 우수하여 조선 전체 



생산액의 48%, 대구가 그 다음으로 33%, 평양이 13%, 전주가 6%를 

점한다. 총생산액은 3,400만 원이다.

그림28. 대구 연초공장의 원료 생산지와 판로 (백분율)

원래 조선인은 보편적으로 담배를 좋아해서 어른 중에서 끽연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여유 있는 모습으로 긴 담배대(長煙管)를 입에 문 

백의의 갓 쓴 노인(冠婆)111)은 조선의 특이성 중 하나가 되었다. 따

라서 다량의 소비가 이루어지며 오늘날에는 생산과 소비가 모두 자급

111) 관리, 선비, 노인 등을 통칭하는 말.



적인 경제형태를 보인다. 대구연초공장의 원료는 1년에 약 675만 ㎏

(瓩)이다. 충북이 수위로 24%를 점하고, 그 뒤로 경북이 19%, 충남이 

18%, 경남이 13%, 경기 및 외국산(마닐라, 인도, 미국)이 각각 9%, 

전북이 7%를 차지한다. 그 밖에 평남, 요코하마(橫浜), 모지(門司)로

부터 각각 소량의 반입이 이루어진다. 그중에서도 주된 산지는 조선 

남부, 즉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의 소위 삼남지방으로 수요량의 83%

를 차지한다.

반입에는 대부분 철도가 이용된다. 다만 대구 부근으로서 철도편

이 없는 곳에서만 자동차를 이용하는데 그 양은 21%이다. 연간 생산

액은 궐련(卷煙)과 각연초(刻煙草)가 100만 원 남짓이다. 공급지는 

반도 각지에 퍼져있으나 경북과 경남이 각각 27%, 전남 22%, 충남 

12%, 충북 6%로 삼남지방이 전체 생산액의 95%를 소비한다. 따라서 

대구의 연초공업은, 원료의 공급과 생산의 소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조선 남부를 배후지로 갖는다. 말하자면 조선 남부의 지방적 환경에 

부응하여 발생한 공업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구에 공장이 설치된 것은 과거의 역사에 기인하지만, 

대구가 교통상의 요지라는 사실이 원료의 반입에도, 제품의 판로에

도, 동력원의 공급에도 매우 중요한 조건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공장 소재지인 금정은, 구 성벽 밖에 있어서 토지가 넓

고 해발이 낮은데다가 화물 정거장에 접해 있어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원료와 제품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창고가 필수적

인데, 금정이 대구부 창고지대 중 하나라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공장이 도시 대구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여공 450명의 원적을 보면, 대구부 64%, 달성군 20%, 기타 

도내(道內) 12%, 도외(道外)는 겨우 4%에 불과하다. 대부분이 대구부

에서 통근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 (그림27, 그림28 참조)



그림29. 도별 생사의 생산 비중 (백분율)

3) 제사공장

조선 재래의 양잠법은 특별한 뽕나무밭(桑園)이 없고 유치한 것이

었다. 최근 뽕나무밭의 개량과 사육법의 과학적 합리화를 통해 업계

가 번성하기 시작했다. 제사업도 종래에는 소박한 조사기(繰絲器)를 

이용한 가내공업으로 조선의 국내 수요에 응하는 정도에 그쳤다. 하

지만 오늘날의 대공업은 주로 수출용 생사를 생산하고 있다.

대구의 제사업은 공업제품 전체 생산액의 22%를 점할 뿐 아니라 



조선 전체 제사업계에서도 생산액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한 지

위에 있다. 이는 경북의 누에고치 생산량이 조선 전체 생산량의 17%, 

약 12만 석에 달해 다른 도보다 탁월하다는 사실에 의존한다. 경북 

도내에서는 상주, 안동, 문경, 예천 등의 낙동강 상류에 누에고치 생

산지가 많다. 이들 지역은 지세 관계로 논보다 밭이 많고 노동력이 

남아돌아 자연스럽게 양잠업이 발달했다. 이는 대구 이남의 평원 가

운데 고령군의 생산고가 북부 산간 지역인 상주군의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로도 명확하다. 따라서 대구가 낙동강의 상류를 

후배지로 둔 것은 양잠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지리적 조건 하

에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 제사공업의 중심지인 나가노현(長野縣) 오카타니(岡谷)에 소

재한 제사회사와 긴 한 관계에 있는 조선제사, 가타쿠라제사(片倉製

絲), 대구상사회사(大邱商事會社, 구 야마주제사[山十製絲])의 세 공장

은 대구 제사공업의 핵심이다. 모두 1918, 9년에 창립된 조선 제사공

장의 효시이다. 연간 생산액은 약 42만 근으로 평년에는 400만 원 이

상의 매상을 기록했다. 작년도(1932년) 같은 경우에는 재계 불황의 

향이 있음에도 여전히 300만 원 정도를 이출하고 있다. 그 밖에 국

내 소비를 목적으로 한 소규모 제사공장의 연간 생산액이 12, 3만 근 

정도임을 부가해 둔다.



그림30. 도별 산견(産繭) 비중

원료 누에고치의 공급지는 각 공장이 총독부의 지정구입제에 의해 

그 발달을 조성하고 있는데, 세 공장 소비액의 66%는 경북도 내에서, 

기타 경기, 강원, 평북, 함남도에서 약 23%를 구입한다.112) 소비액은 

112) 누에고치 지정구입제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신문기사가 참고가 된다. 신문기사에 

나오는 ‘지정판매’를 본문에 나오는 ‘지정구입제’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경북 상

주에서는 지난 16일 하오 8시에 유지 수십 명이 시내 石應穆 씨 집에 會集하여 

상주잠견생산자대회를 개최하고자 준비위원회를 조직하 다는데 원래 상주는 잠

견의 名邑인 가운데 근래 들어 가정 부업의 유일한 생산품인 줄 자각한 양잠가들

은 상호 장려하여 잠견의 생산량이 조선 제1위를 점하 었는데 종래 그 판매방법

에 있어서 경쟁입찰법에 의하 으므로 생산자에게 폐해가 없었는데 작년도(1927



연간 약 7만 석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북규슈(北九州), 산요(山

陽), 나가노 등 일본의 여러 현에서 약 8천 석을 사들인 특이한 사례

도 있다. 도내의 원료 대부분은 트럭을 이용해 운반되고 있는데, 산

간벽지나 도외의 것은 건조견(乾燥繭)으로서 열차 혹은 기선을 일부 

이용하고 있다.

생산품의 40%는 고베항(神戶港)을 통하고, 나머지는 요코하마항을 

경유하여 대부분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국내용 제사는 주로 후

쿠이(福井)과 이시카와(石川)의 두 개 현으로 이출된다.

년도-역자)부터는 대자본가인 대구 片倉, 山十, 朝鮮製絲會社 등 제사공장에 한하

여 지정판매를 하게 하여 가격의 인상 인하를 買主의 임의로 壟斷하는 弊가 많아

서 민중의 원성이 막대하 으며 작년도 生繭賣買高가 5천 석 이상인 바 예년의 

경쟁입찰의 예에 비하여 보건대 지정판매의 가격이 1斗에 50전씩 저렴하다 하면 

2만 9천 원의 금액은 생산자가 受한 손해이며 1원씩 저렴하다면 5만 원의 거액을 

道令의 1조문으로 생산자에게서 작취하여 二三 자본가인 製絲家에게만 蒙利하게 

하고 1만 3천 이상의 대다수인 상주 양잠가를 무시함으로 이에 분개한 생산자들

은 부당한 道令을 철폐하게 하도록 노력하고자 來 21일 하오 1시에 생산자대회를 

개최하고자 방금 대활동 중이라 하며 당일 피선된 준비위원은 다음과 같다더라. 

(이하 명단 생략, 현대문으로의 변경과 밑줄은 역자)” 동아일보 1928.3.20. <蠶繭

指定販賣=反對生産者大會>. 비슷한 문제는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동아일보 

1927.5.21. <蠶繭指定販賣 平壤에서도 問題>.



그림31. 경상북도 산견지 (1932년도, 점 1개당 400석)

연료는 대부분 규슈탄에 기대고 있었지만, 작년도 만주사변 후에는 

무순탄(撫順炭)의 활약이 현저하다. 올해 같은 경우는 무순탄과 규슈

탄의 비중이 2대 1로 특수한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대구의 탄가(炭

價)가 운임 때문에 조선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임을 고려하면, 연료 

공급의 측면에서 (경북은-역자) 적절한 곳이 아니다.

노동력은 농촌의 중심지인 관계로 농촌 출신 여공이 많으며 노동



력 제공은 일본의 오카타니(岡谷)와 궤를 같이하는 좋은 조건을 구비

하고 있다. 약 2,200명의 여공은 대구와 달성군 출신이 가장 많아 전

체 인원의 20%를 차지하는데, 이는 근접지이기 때문이다. 군위, 경

산, 칠곡, 선산, 김천, 청도, 상주, 양(경남) 등의 군이 그 뒤를 따른

다. 모두 평지가 적고 산지가 많은 땅이기 때문에, 농업상으로도 노

동력의 과잉, 농촌의 피폐, 그리고 교통의 편리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32. 대구 3대 제사회사 여공 출신지 분포 상황 (점 1개당 20명)



자연조건 중에서도 섬유공업의 절대적 정착성을 결정하는 물은 이

미 대구의 위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량이 풍부하고 지하수가 얕

은 것이 매우 중요한 조건을 제공한다. 따라서 세 공장은 모두 지하

수를 끌어올려 사용하고 있다. 습기가 적고 건조지라는 기후조건은 

누에고치(繭)와 생사를 저장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즉 비교

적 덜 갖춰진 창고로도 지장 없이 생사의 수분 검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제사업지 대구의 조건은 풍부한 수량, 건조한 기후, 게다가 

후배지가 양잠지여서 원료와 노동력 제공에 유리한 점, 그리고 교통

이 지극히 편리한 점 등이다. 이러한 인문조건을 구비하고 있어서 비

로소 대구 양잠업의 발달 가능성이 발견된다. (그림29, 그림30, 그림

31, 그림32 참조)

4) 양조업

양조는 일본인 쪽의 청주와 간장, 조선인 쪽의 탁주이다. 그중에서 

탁주는 조선인 일반의 주정 함유 음료로 제공된다. 따라서 탁주에 대

한 수요가 넓고 또 다량이라는 점은 다른 곳과 비교할 때 탁월하다. 

탁주의 생산액은 전체 주조고의 65%에 달한다.

양조공업의 정착성을 결정하는 물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하수가 

풍부한 것에 기인하지만, 또 수질이 양호한 것에 힘입은 바 크다. 따라

서 양조소는 모두 대구부의 지하수 깊은 곳에 산재해 있다. 또한 원료

인 쌀과 대두가 풍부한 것은 양조업에 중요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대자본이 탁주를 경 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종래에는 대부

분 자가용에 자급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따라서 탁주를 중심으로 한 

양조업의 발달은 특히 장래를 기대할 수 있다.



5) 놋쇠제품

조선의 가정 집기 중에서 특색 있는 것은 놋쇠제품(眞鍮製品)이다. 

식품, 화로, 재떨이, 편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에 놋쇠제품이 

사용된다. 따라서 지방적 수요에 응해 일어난 공업이지만, 그 공업형

식은 모두 재래의 가내공업에 그친다. 연간 생산액은 약 13만 원이

다. 하지만 근래 조선의 가정에서는 놋쇠제품 대신 법랑 집기를 사용

하는 추세여서 이 공업은 전도를 기대하기 어렵다.

6) 대구 근교의 요업

분지 바닥에 해당하는 대구 근교의 요업지대는 토질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특색을 이루는 공업이다. 이 요업지대는 대구로부터 약 4㎞ 

반경 내에 있는 서남 구릉군과 동부 구릉군으로 제한된다. 요업 공장

은 적게 보아 약 20개소에 산재해 있다.

소성품(燒成品)113)의 종류는 벽돌, 기와, 토관, 토기 등이다. 원료

는 구릉을 구성하는 경상상부층군(慶尙上部層群)의 혈암(頁岩)과 이

암(泥岩)이 분해한 결과 생성된 것으로 구릉의 침식곡이나 연못 가운

데 퇴적한, 회색, 황갈색, 적갈색 등의 유색 점토이다.

가마(燒窯)가 가장 대규모인 것은 대구 남부 월견산 남쪽 기슭에 

있는 대구형무소의 벽돌공장과 동산(東山)의 남측 침식곡에 있는 조

양토관(朝陽土管) 벽돌공장이다. 전자는 원료용 점토를 공장에서 채

집했는데, 지금은 공장의 서남 및 서쪽 500m의 계곡 바닥 저지대에 

있는 논의 표토(表土)를 사용하고 있다. 조양공장은 동산 남측의 계

곡 바닥 및 계곡 벽의 점토를 원료로 이용하고 있다.

신지동(新池洞)과 봉산동의 벽돌공장은 모두 겨울철 건조기에 고갈

113) 소성로에서 구워 만든 제품.



한 호수바닥의 점토를 채취하여 겨울철 노천에 말려 사용하고 있다. 

또한 대구여자고등보통학교의 북측에 인접한 아담한 항아리공장(壺

燒工場)은 부근의 원료를 거의 모두 채굴한 상태여서 멀리 천군에

서 열차로 점토를 운반하고 있다. 이는 공장의 신설 비용을 절약하고 

교통의 편리함이 공장의 정착성을 결정한 것이다.

그림33. 대구 부근의 요업

가마(燒窯)는 모두 구릉의 계곡 벽 경사면을 능숙하게 이용하여 화

기(火氣)의 순환을 조절하고, 또 계곡 바닥의 퇴적 점토를 얻기에 가



장 편리한 땅을 차지하고 있다.

제품의 대부분은 대구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불과하여 소

위 대구부의 자급적 성격을 갖는다. 

또한 이 요업지대에 있는 공장의 특징은, 원료인 점토층이 비교적 얕

고 넓게 존재하기 때문에 공장의 이동성이 현저하고 따라서 설비도 소

박하다는 점에 있다. 자연과 인문의 관계상 흥미 있는 곳이라 하겠다.

7. 대구의 이출입114)

대구는 경상북도 전체와 교통 관계상 경상남도의 일부까지 더한 

범위를 상권으로 하고 있다. 물론 연초 같은 경우는 조선의 삼남지방

을 경제블록으로 삼고 있고, 약령시는 전국에 걸쳐 한약 구매자가 퍼

져있는 특수한 경우이다. 따라서 대구 자체가 오사카의 상권에 포괄

되어 서남 일본의 상권 내에 고차적(高次的)으로 개괄되어 있다.

대외상업의 경우, 이수출입액은 연도별로 소장(消長)은 있으나 

1926년도에는 2,360만 원, 1931년도에는 1,760만 원을 기록하여 대체

로 약 2,000만 원 내외임을 알 수 있다. 이수출입의 밸런스(수지)는 

항상 출초(出超)로 그 액수가 약 200만 원이다. 이 점은 농업지역이

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이수출액과 이수입액의 차가 매우 근소한 것

은 일본과의 상호관계가 주를 이루고 긴 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114) 본문에서는 이출·이입과 수입·수출을 구별하고 있다. 이출은 국내의 한 지역에

서 다른 지역으로 화물을 보내는 것이고, 수출은 국내에서 외국으로 화물을 보내

는 것이다. 이입과 수입 또한 국내의 지역과 지역 사이에 이루어지느냐 국내와 

외국 사이에 이루어지느냐로 구별된다. 본문에서는 조선과 일본 사이의 교역을 

일본 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이출입으로 표기했다.



1) 이수출(移輸出)

이출의 대종은 백미와 현미, 생사와 누에고치이다. 즉 1926년도에

는 생사와 누에고치를 합하여 이출 전체 액수의 75%, 980만 원을 점

했고, 백미와 현미가 16%를 차지하여 210만 원이었다. 그런데 1931

년도에는 생사 가격의 급락과 일반 경제계의 불황으로 백미와 현미가 

이출액의 58%, 553만 원이었던 것에 대해 생사와 누에고치가 29%, 

285만 원에 불과했다. 어느 쪽이든 미곡과 양잠 제품 두 가지로 이출

의 90% 안팎의 기록을 보여준다. 이것은 경북의 낙동강 유역이 조선 

제일의 미곡 생산지이자 양잠지라는 것에 기인한다. 대구가 정미업과 

제사업에서 탁월한 곳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백미와 현미는 주고쿠 지방(中國地方)으로 이출되는 것이 가장 많

아 그 30%를 히로시마(廣島)가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 야마구치, 오

카야마, 나가노, 후쿠오카, 시즈오카, 아이치현의 순서이다. 모두 부

산항에서 해운으로 수송된다.

생사는 대부분 미국 수출용으로 요코하마와 고베항을 통과한다. 

그 수출액은 생산된 생사의 95%에 달하는데, 잔여분은 아이치와 후

쿠이로 수송된다. 누에고치는 제사업지인 나가노현으로 절반 이상을 

이출하고 아이치나 야마나시가 그 뒤를 따른다.

그밖에 대구분지를 재배의 중심으로 하여 명성을 널리 알린 대구 

사과(苹果)는 1년에 약 40만 원에 달한다. 소량은 도쿄로 이출하지만, 

나고야나 비와지마(枇杷島) 야채시장을 대량 이출 지역의 동단(東端)

으로 하고, 오사카, 고베, 교토 등의 간사이지방을 주요 판로로 한다. 

또한 시모노세키, 모지, 북규슈의 항구들을 수요지로 한다.

수출품은 이집트로 가는 엽연초(잎담배), 그 밖에 우피(牛皮)나 조

선지(朝鮮紙) 등이 있으나 모두 액수가 적어 연간 수출액도 5만 원을 

넘지 않는다.



그림34. 대구 중요 이출입품과 그 금액 (1931년도)

2) 이수입(移輸入)

이수입품은 대부분이 일용품과 기타 필수품이다. 면직물은 그 수

위를 점하여 연액 80만 원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 월등하고, 제2위인 

휘발유는 연액 27만 원에 불과하다. 뒤이어 석탄, 속옷(肌衣), 석유, 

인견, 유안(硫安) 등의 순위이다. 이들 제5위까지를 합계하더라도 여



전히 전체 이입액의 23%이다.

휘발유, 석유, 석탄 같은 연료와 등료품(燈料品)115)이 비교적 많은 

액수로 세 가지 품목이 전체 이입액의 약 10%를 차지한다. 주로 휘

발유는 교통용 자동차에, 석유는 군부(郡部)116)의 취락에서 등용(燈

用)으로 소비된다. 석탄의 이수입은 대구가 공업지인 것에 기인하며 

각각 이입액이 23만 원이었고 수입액이 13만 원이었다. 이입품은 치

쿠호탄(筑豊炭)117)이고 수입품은 무순탄(撫順炭)에 한한다. 따라서 

대구는 치쿠호탄과 무순탄 쌍방의 상권 내에 놓여 접촉지대에 있다. 

이는 가격과 운임 그리고 사용처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액수로 볼 

때 치쿠호탄이 훨씬 우위를 점한다. 이 밖에 소액이나마 평양탄이 개

재하는 것은 주의할 만한 현상이다.

사진12. 대구역 미곡 반출 상황

115) 문맥상 등을 밝히는 데 쓰이는 연료를 가리키는 것 같다.

116) 반대말은 시부(市部)로 군에 속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117) 치쿠젠(筑前)은 현재 후쿠오카 북서부이고, 부젠(豊前)은 현재의 후쿠오카와 오이

타 두 현에 걸친 지역이다. 이 두 지방을 합쳐서 ‘치쿠호’라고 부른다.



인견(人絹) 수입액은 19만 원이다. 최근 각 나라에서 수요가 증가

했다. 특히 조선에서는 경제적으로 적합하고, 조선인의 광택 기호와 

일치하는 점, 그리고 더운 기후에도 잘 맞는 점 때문에 급격하게 수

요를 증가시켰다.

사진13. 대구역 사과 반출 상황

유안은 대구를 경유하여 후배지인 농업지로 운반되기 때문에 통과

의 의미가 가장 잘 표현되고 있다.

수입액은 1926년도 140만 원, 1931년도 71만 원으로 대략 연액으

로 100만 원 정도이다. 그중에서 엽연초(잎담배)는 1931년도 46만 원

이었는데, 이는 전매국 지국의 연초 제조 원료로서 필리핀, 인도, 미

합중국에서 공급된 것이다.

조(粟)는 만주에서 수입되며 매년 수입액의 약 60%에 달한다. 이

는 조선의 농민이 벼(籾)를 팔고 그 대신 식용으로 조를 사용하기 때

문이다. 구입액이 많은 것은 그 때문이다. (그림34 참조)



8. 대구의 교통

반도의 연락통로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동맥인 경부철도, 그 

남 제일의 요지가 대구라는 것은 구 성벽 남문에 ｢ 남제일관｣이

라는 편액이 걸려 있었던 사실에서도 명확하다.

1) 구 교통계

  (1) 가도(街道)

가도에 역원(譯院)을 두고 역원에 역전(驛田, 역토)을 주어 역리(驛

吏)로 하여금 교통을 관장하게 한 것은 일본의 도카이도고주산쓰기

(東海道五十三次)118)와 같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고래로 매우 급용(急

用)이 아닌 한 야간이나 우천에는 나그네의 통행을 금지해 왔다. 이로

부터 옛날부터 조선의 교통이 얼마나 유치했던가를 엿볼 수 있다.

대구로 오는 국도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경부가도이고 다른 하

나는 대구에서 통 에 이르는 길이다. 경부가도는 부산진에서 양, 

청도를 거쳐 청도천을 거슬러 비슬산괴119)로 들어가 신천과의 분수

계(分水界)를 이루는 팔조령을 지난다. 팔조령은 가토 기요마사(加藤

淸正)가 임진왜란 때 그 부장 모(某) 팔조(八助)가 통과한 것에서 유

래하여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한다.120) 해발 373미터로 대구를 통과

하는 가도 중에서 가장 높다. 신천의 계곡을 따라 대구분지로 나오면 

시가에 도달한다. 오늘날 가도의 흔적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는데, 

118) 에도시대 일본에 정비된 다섯 가도의 하나로 도카이도(東海道)에 있는 53개의 숙

박지이다. 

119) 산괴란, 주위의 산맥에서 떨어져 고립된 한 무더기의 산을 가리킨다.

120) 이는 사실이 아니다. 팔조령의 유래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고갯마루에 도

적이 많아 최소한 행인 8명이 모여서 서로 도우며 고개를 넘어가야 한다는 데서 

생겨났다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남대로에 있는 8

번째 고개이기 때문에 붙여졌다는 설이다. 디지털달성문화대전의 팔조령 항목. 

http://dalseong.grandculture.net/dalseong/toc/GC40800295.



남성정 남쪽에 그와 병행하는 명치정 가로를 보면 폭이 약 4m 반으

로 왕년의 도로가 얼마나 좁았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가로의 양

측으로 음식점이나 여관이 많이 보이는 것은 옛날에 가마(轎)나 승마

(乘馬), 도보에 의한 왕래가 빈번했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이 가도가 

서문 밖의 시장에서 통 가도와 만나 팔달교 부근부터 칠곡을 통과하

여 다부원역(多富院驛)에서 오늘날의 안동가도와 분기하여 서북쪽으

로 나아가 조령(鳥嶺)에 이른다.

또한 구 교통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하천교통이다. 

즉 낙동강 수운의 하항(河港)이 오늘날 화원면 성산(城山) 아래 사문

항(沙門港)으로 이 항구에 상륙하여 통 가도를 이용해 대구로 통했

다. (그림36, 그림21 참조)

  (2) 봉수(烽燧)

일본에서는 로시 또는 노로시(狼煙)이라 칭하여 덴지천황(天智天

皇) 3년(신라 무열왕 시대) 쓰시마(對馬), 이키(壹岐), 쓰쿠시(築柴, 筑

柴)에 봉(烽)을 놓고 오로지 방비에만 쓰도록 했다는 것이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다. 봉과 봉 사이의 거리는 40리로, 이는 대보령121) 군방

령122) 중에 기록되어 있다. 일본과 조선의 봉수(烽燧, 봉화)는 모두 

중국의 법을 모방한 것으로, 중국에서는 주나라 때부터 행해지기 시

작하여 한당(漢唐)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했다. 조선에는 신라시대에 

당법(唐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효시로, 설치법은 완전히 중국의 

121) 대보령(大寶令)은 대보 원년인 701년에 제정된 법률체계로 대보율령이라고도 한

다. 일본 최초의 체계적인 법률로 율령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천황 중심의 중앙집

권적 국가체계가 성립했음을 의미한다.

122) 고대 율령의 편목(編目)의 하나로 군단병제(軍團兵制), 위사(衛士), 방인(放人) 등

의 편성, 지휘, 군규(軍規) 등을 규정했다. 당의 율령에 있는 군방령을 토대로 일

본의 대보령에 수록된 군사제도에 관한 조문이다.



그림35. 대구 부근의 봉수계통

병서를 따랐다. ｢변방 성 망루(邊城堠望) 30리마다 1개의 봉(烽)을 

둔다. 모름지기 높고 험준한 산봉우리(山嶺高峻)에 있어야 한다. 만

약 산등성이가 끊어져(山岡隔絶) 지형이 편리하지 않다면 즉 리 수



(里數)를 제한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봉과 봉이 서로 바라보는 데 

있다. 만약 변경에 임할 때는 즉 봉화의 바깥 둘레에 성벽을 쌓는다｣
와 ｢불을 올려 서로 고하는 것을 봉(烽)이라고 하고 섶나무(柴)를 태

워 연기를 바라보는 것을 수(燧)라 한다. 섶나무를 쌓고 늑대똥(狼糞)

을 이용하여 밤에는 곧 불을 올리고 낮에는 섶나무를 태워 연기를 피

운다｣고 되어 있다.

봉수의 구조는 ｢봉(烽) 하나에 흙 연통(土筒)이 4구(口)씩 있고, 연

통(筒) 사이에 화대(火臺) 4구(具)씩 설치되어 있다. 연통과 연통 사이

는 25보 떨어져 있다. 연통은 각각 높이가 1장(丈) 5척(尺)이고, 반 이

하에서부터 4면이 각 1장 2척인데 위쪽으로 뾰족하다.｣고 되어 있다.

조선시대 때 만기요람에 의하면 전국에 623기가 있었고, 별도로 제

주도에 63기가 있었다. 경성의 남산(木覓山)을 각 거준(炬準)의 집중

점으로 삼았다. 동북선(東北鮮)의 함북에 이르는 것이 1개, 서북선 평

북에 2개, 서남의 전남에 1개, 동남의 경남에 1개로 사정상 5개 거준

으로 나누고, 여기에 배치하는 역원은 3만 575명이었다고 한다.123)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경상도의 봉수는 남북으로 통하는 직봉삼선

(直烽三線)이 있어서 그 사이에 다수의 간봉(間烽)을 갖는다. 직봉삼선

은 북방 소백산맥의 죽령, 조령, 추풍령의 삼협애(三狹隘)로 나뉘어 있

다.124) 그중 앞의 두 개가 대구를 통과하는 것으로, 죽령에 달하는 것

은 경남 가덕도(加德島)에서 일어나 대구의 서쪽을 남북으로 달려 직

선거리 240㎞, 27개소가 있다. 조령에 이르는 것은 경남 창원에서 일

어나 대구의 동쪽을 지난다. 그 직선거리 190㎞, 21개소가 있어 평균 

약 9㎞ 정도이다(30리는 약 8,618m에 해당한다). 대구 부근의 봉화 자

123) 봉수의 제1거준은 함경도 방면, 제2거준은 경상도 방면, 제3거준은 평안도 만포진 

방면, 제4거준은 평안도 의주 방면, 제5거준은 전라도 순천(돌산) 방면으로 각각 

한성의 목멱산(남산)에 이르도록 하 다.

124) 협애란, 지세가 몹시 좁고 험한 길을 의미한다.



리는 서쪽에 마천산(馬川山)과 화원성산(花園城山)에 있고, 동쪽에 팔

조령, 법이산(法伊山)125), 경산성산(慶山城山) 등이다. 이들 봉수산은 

주요 가도에 병행하며 비슬산괴와 팔공산령을 피해 대구를 끼고 서부

의 것은 낙동강의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고, 동부의 것은 금호강 지류

를 이용하거나 혹은 낙동강 지류를 누비고 나가 남북의 연락을 도모한

다. 거의 모두가 평지 분지를 통과하여 평지 가운데 고립된 구릉을 골

라 멀리 살피기에(遠望)에 적합한 땅을 점하고 있다. (그림35 참조)

2) 교통로의 변경

소백산맥 중의 횡단로는, 가장 옛날에는 죽령(689m)이었고, 다시 

조령(548m)으로 옮겼다가, 지금은 주로 추풍령(216m)으로 간선의 변

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왕년의 교통(가도)이 거리에 강한 관심을 보

지만 지금은 교통기관의 발달과 함께 경사(傾斜)와 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구의 동남쪽에 있는 팔조령(373m)은 험해서 지금은 거의 모두가 

지방적 통로로서만 겨우 그 여명(餘命)을 유지하고 있다. 서북쪽의 

칠곡, 다부원의 협애(246m)는 안동가도로서의 사명에 불과하다. 따라

서 오늘날 반도의 종관적(縱貫的) 통로는 크게 변하여 경부선으로 교

체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낙동강 수운도 철도의 개통과 함께 완전히 

구축(驅逐)되어 오늘날 대구로 향하는 하항(河港)은 완전히 봉쇄되었

다. 고로(古老)에 의해 비로소 사문항이 존재했었음을 알게 된다.

125) 일본어 원자료에 ‘法尼山’으로 되어 있으나 ‘法伊山’의 오기임.



그림36-1. 구 경부가도(명치정)의 음식점 분포

그림36-2. 구 경부가도 구간별 음식점, 주점, 여관의 비중과 합계



3) 교통의 현상

대구의 교통 간선은 물론 경부선이다. 지선으로 동해중부선이 있

다. 대구역의 승강객은 하루 평균 2,868명으로 부산, 초량, 부산진의 

세 역을 합한 부산부의 승강객 2,108명에 비해 훨씬 우위를 점하는 

남조선의 대역(大驛)이다.

가도는 모두 북쪽과 남쪽 경계의 산지를 피해 서쪽의 것은 경상층

(慶尙層) 중의 동북에서 서남, 서북에서 동남의 구조곡, 침식면을 능

숙하게 이용하여 대구를 중심으로 방사상으로 약 40도의 각도를 가

지고 4선을 방출하고 있다. 안동가도는 북부 구릉 중의 광활한 침식

면을 북행하여 팔공연산(八公連山)의 서단(西端) 246m의 협애를 지

나 안동으로, 성주가도도 대구의 서남부 구릉군 중에서 최고 70m, 현

풍가도(통 )는 낙동강의 본류을 따라 구릉 중에는 61m의 협애를 최

고로 한다. 경부선을 따라서는 서북부 왜관을 향해 61.8m를 지난다. 

동쪽의 경주, 경산가도는 모두 60m, 90m의 동부 구릉 중의 침식면을 

횡단한다. 단지 동남쪽의 구 부산가도가 비슬산괴를 횡단하는 것은 

가도 중에서도 특색있는 것으로, 가도 중에서 자동차 편이 없는 것도 

이곳뿐이다.

이들 각 가도는 대구역 앞에 구심적으로 중심을 두기 때문에 대구

부 교통의 중핵은 당연히 역 앞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시가 구성에

서 자동차 발착소나 여관 등이 많은 특색을 지닌다. 대구 시내의 교

통지역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곳이다. 각 가도를 이용하는 통행인은 

시기에 따라 시장의 개설 등에 따라 다소 변동은 있으나 (1933년 1월 

하순 대구부 조사) 대구부 안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의 합계는 다음과 

같다.



  안동가도(安東街道) 8,625명 36%

  경주가도(慶州街道) 4,478명 26%

  현풍가도(玄風街道, 성주 포함) 3,403명 20%

  가창가도(嘉昌街道, 팔조령) 1,726명 9%

  경산가도(慶山街道) 2,143명 9%

안동가도가 단연 월등한 것은 칠곡, 군위, 의성, 안동 등의 각 분지

를 가지고 있고, 후배지가 광대하며, 또한 철도편이 없기 때문이다. 

경주가도의 통행인이 많은 것은 근거리에 교촌으로서 접한 관계를 

갖는 동촌(東村)과 금호강의 넓은 평야가 있기 때문이다. 가창가도가 

오늘날 단지 신천의 계곡을 후배지로 한 협소한 지적(地積)임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신탄 공급지로서 가창면이 

대구와 교촌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9. 대구의 인구

1) 조선인과 일본인의 혼재

대구의 인구구성에 조선인과 일본인이 혼재하는 것은 일본의 도시

에 비해 뚜렷한 특질이다. 만주국의 철도부속지와 같이 일본인의 거

주지역을 확실하게 구획해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선인126) 쌍방

이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은 대구 총인구의 25% 정도로 그들의 중심 주거지역은 구 

성곽의 동부 및 대구역 부근의 범람원이다. 이에 대해 조선인은 구 

성곽 안의 서남부 및 그 서남으로 이어지는 구릉지대에 핵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내선인 주거지역의 경계대(境界帶)는 동쪽은 신 병 가

126) 일제강점기에 조선인과 일본인을 합쳐 ‘내선인’이라고 불렀다.



도(兵營街道)에서 구 성곽의 동문에 이르고, 다시 성내를 서북으로 

달려 서소문에 달하고, 또한 그 연장이 서북으로 향하여 오늘날의 달

성정의 동북쪽 안동가도로 이어진다. 이렇게 주거지역이 분할된 것

은, 새로 들어온 일본인이 성곽 동부의 광활한 밭(畑地)에 신시가를 

설치하고, 철도의 개통과 함께 정차장(대구역)을 중심으로 구 성곽 

안으로 조금씩 침입하여 지금과 같은 거주지역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발전의 방향은 주로 동부 신천 강변까지의 땅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에 대해 조선인의 주거지역은 성벽 안 서남부에서 다시 서남 

구릉 위로 결정되었고, 또한 그 발전 방향은 남부, 서남부, 서부의 구

릉군 중의 침식곡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된 원인을 탐구하건대, 

일본인 측이 신 교통계의 철도노선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선

인 측은 구 교통계인 경부가도 및 시장에 의존하여 양자 사이에 긴

한 상호작용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대구시가가 인구

구성에서부터 결국에는 온갖 방면에 걸쳐 두 개의 형식이 대립하게 

되었다. 즉 직교식 가로에 대해 미로식, 상설상점, 상설시장에 대해 

정기시장, 판자벽(板壁)에 대해 토벽, 그리고 가옥의 건축 양상에 이

르기까지 많은 생활양식에 뚜렷한 경관의 대조를 보인다. (그림37 참조)

전체 인구에 대한 일본인 백분율이 큰 것과 작은 것을 정(町)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町名
백분율

(%)
町名

백분율
(%)

町名
백분율

(%)
町名

백분율
(%)

북용강정
(北龍岡町)

95 북욱정(北旭町) 94 영정(榮町) 94 동문정(東門町) 93

남용강정
(南龍岡町)

91
동성로 1정목
(東城町1丁目)

86
원정 1정목
(元町1丁目)

86 촌상정(村上町) 82

전정(田町) 81 대화정(大和町) 80
동성정 2정목
(東城町2丁目)

80 남산정(南山町) 0

상서정(上西町) 0 하서정(下西町) 0
명치정 1정목
(明治町1丁目)

0 신정(新町) 1

명치정 2정목
(明治町2丁目)

1
서천대정
(西千代町)

2 달성정(達城町) 2 남성정(南城町) 3

수정(竪町) 3
경정 1정목
(京町1丁目)

3
경정 2정목
(京町2丁目)

3 시장정(市場町) 4

수정(壽町) 4 횡정(橫町) 4 덕산정(德山町) 4
시장북통
(市場北通)

7

봉산정(鳳山町) 9

그림37. 대구부 인구 분포 (1932년)



2) 재류 일본인

재류 일본인은 약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사이로 대구 인구의 25% 

이상에 해당한다. 그 원적지를 보면 야마구치, 후쿠오카, 히로시마, 오

카야마현의 순위로 이 4개 현으로 27%를 점한다. 즉 산요(山陽)와 북

규슈(北九州)의 합계가 40%에 달하고, 그에 반해 홋카이도와 오우(奧

羽)127) 지방은 가장 적다. 이렇게 접양지(接壤地)에 많은 것은 교통 

관계에 기인한다. 소위 인접지 자극에 의한 것으로 홋카이도, 가라후

토(樺太) 북쪽에 오우지방의 원적자가 많은 것과 궤를 같이 한다.

그림38. 대구 거주 일본인 본적별

127) 간토(關東) 지방의 북쪽, 혼슈의 북동부로 옛날에는 무쓰(陸奥)와 데와(出羽)의 

두 지방을 지칭했다. 지금은 아오몰, 아키타, 야마가타,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의 6현의 총칭한다.



경상북도 전체로 볼 때 일본인은 5만여 명으로 대구 재류자는 그

중 60%에 가깝다. 경상북도의 군부에서 천 명 이상의 재류지는 달성, 

일, 경주, 경산, 김천, 상주의 6개 군에 불과하다. 요컨대 일본인의 

도시 편재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이주 일본인이 공무, 자유업, 상업, 

교통업, 공업자가 대다수를 점하여 조선 전체에서 약 80%의 직업구

성인 것에서도 긍정된다. 조선 전체에 재류하는 일본인은 전 인구의 

2% 남짓이고 더구나 1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변화가 작

은 것은 대구 재류 일본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원인도 직업 

방면에서 일본인이 새롭게 개척하지 못하고 포화상태에 놓여 있기 때

문이다. 또한 경상북도의 일본인 재류자 비율이 남선의 다른 도에 비

해 약간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본도가 농업지로서 이미 개척된 

토지가 많고, 또한 사업 방면에서도 새롭게 개척할 만한 것이 다른 

도에 비해 비교적 적기 때문인 듯하다.

경상북도의 조선인으로서 일본에 재류하는 자는 그 수가 6만 3천 

명으로 경상북도 재류 일본인보다 1만 3천 명이 많다. 일본 재류지는 

주로 북규슈나 한신(阪神)같은 공업지대에 많고, 그들의 직업은 거의 

공업 노동자나 토공 노동자에 국한되어 있다. (그림38 참조)



 

그림39. 직업구성 (백분율)

3) 직업구성

대구의 직업구성을 조선 전체의 직업 백분율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농·림·목축업 공업 상업·교통업 공무·자유업

대구 조선인 19.4% 15.3% 41.3% 12%

조선 전체 조선인 82.0 2.1 6.3 2.4

대구 일본인 5.9 24.2 33.3 34.4

조선 전체 일본인 8.3 14.8 30.2 34.0



대구 재류 일본인이 조선 전체 일본인보다 공업에서 10% 우월함을 

보인다. 이는 대구가 조선에서 공업적으로 탁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다. 즉 조선 전체에서 제사업이 38%, 연초 제조가 33%인 것을 비롯

하여 정미, 양조, 방적업이 월등하기 때문이다.

대구 재류 조선인이 조선 전체 조선인보다 공업에서 우위를 보이

는 것은 정미업과 기타 양조업이 우위를 보이기 때문이고, 상업과 교

통업에서 35%의 우월을 보이는 것은 대구시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이면서도 농업자가 많은 것은, 조선 도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그들 농가는 거의 전부가 지주로 소작료에 

의한 생활자이다. 소위 부재지주로 소유 경작지는 군부에 있다. 대구 

재주 부재지주의 소유 규모를 보면 다음과 같다.

농가 논(畓) 밭(田) 계
조선 전체 농가 1호 평균   58무(畝)  165무(畝)  225무(畝)
남선 전체 농가 1호 평균   56   60  112
대구 재주 농가 1호 평균  527  176  703

*1무(畝)=30평(坪), 즉 99.17㎡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구 재주 농가는 논(畓)의 평균 소유 면적

이 남선 전체 평균의 9배, 논밭(田畓)을 합하면 약 7배의 경지를 소유

하고 있어 많은 이들이 한산한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의 

농촌에 소작농가가 많은 것도 하나의 탐탁하지 않은 특색으로 일본보

다 약 2배 가까운 소작농 비율을 보여준다. (그림39 참조) 

자작농 자작겸소작농 소작농
일본 31.4% 42.0% 26.6%
조선 19.2 33.6 47.2



그림40. 대구부 부근의 인구밀집도



4) 인구의 증가와 밀도

인구는 10만 명 정도로 그중 조선인 7만 5천여 명, 일본인 2만 5천 

명, 그 밖에 중국인 약 6백 명, 기타 외국인 60명으로 나눌 수 있다. 

도시로서의 대구를 일본과 비교하면, 하마마쓰시(濱松市), 도요하시

시(豊橋市), 시모노세키시(下關市)와 비슷한 인구 규모이다.

그림41. 대구부의 인구 증가

조선시대 도호부가 있을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대구는 인구 3천 5

백 명에 불과했다. 일본인 이주의 효시는 1896년으로 당시 오카야마

현 출신 두 사람이라고 한다.128) 그 후 경부선의 부설(1904년)로 인

128) 일본인으로 대구에 처음 이주했다고 알려진 것은 1893년 9월로 오카야마 현(岡山



해 크게 변화하여 갑자기 3천 3백 명이 되었다가 이듬해에는 800명

으로 감소했다. 그 이후의 점진적 증가는 순조로운 과정을 거쳐 오늘

날에 이르렀다.

그림42. 전체 인구에 대한 일본인의 비율 (1930년)

최근 4년 동안 평균 증가율은 1000분의 70 정도로 일본의 시부(市

部) 평균 증가율 1000분의 129와 비교할 때 절반을 조금 넘는다. 이

렇게 증가율이 완만한 것은, 대구가 후배지로서 농업지를 가지고 있

고 공업도 오늘날 농업 가공 시대에 불과하여 발전에 있어 농업에 의

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데, 그 때문에 착실한 발전을 더듬어 가

고 있다.

분지 부근의 인구 분포 상태를 보면, 지형의 제약 때문에 분지를 

県) 출신의 히자쓰키(膝付)와 무로(室) 두 사람이었다. 최범순 역, 대구민단사, 

2021년, 17쪽. 1893년이 맞는지 1896년이 맞는지는 추후에도 계속 검증해야 할 

과제인 듯하다.



중심으로 동심원의 형태로 멀어질수록 소 (疏密)의 정도가 결정되고 

있다. 또한 노년기 지형의 산지가 많아 일본의 주고쿠(中國) 지방 혹

은 아부쿠마산지(阿武隈山地)에서 볼 수 있는 분포형식에 해당한다.

인구 도는 조선 전체로 1㎢당 92명으로 일본의 150명에 비하면 

매우 적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비교적 도가 커서 123명에 달한다. 

일본의 오카야마현(128명), 나가노현(127명), 야마가타현(116명)에 필

적한다. 조선의 최대 도는 경남의 164명으로 일본의 평균 이상을 

보여주고, 가장 도가 낮은 것은 함북의 31명으로 홋카이도의 도

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림40, 그림41, 그림42, 그림43 참

조. 1만분의 1 대구지형도 참조)

그림43. 대구부의 평면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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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교 농촌(郊村), 동촌(東村)

1. 신전 취락 동촌

대구분지 바닥 금호강변의 오른쪽 강안 범람원상에 위치하는 동촌

은, 지형과 토양의 특질, 기후적 제약, 교통적 위치 등 여러 요인과 

그 땅에 새롭게 거주한 일본인과의 뛰어난 상호 접촉으로 과수, 야

채, 양잠의 농업 형태를 가진 특이하고 풍요로운 신전지역이다.129) 

이 지역은 비교적 단기간에 개척되었으면서도 과학적 재배법과 뛰어

난 판로 개발로 그 생산물은 고도의 경제가치를 낳고 있다. 인습에 

사로잡혀 제멋대로인 조선의 농업경 법과 비교할 때 상당한 대조를 

보인다. 그 취락의 형태과 생활형식에서도 분지 내 신전 중에서도 뚜

렷한 특징을 보여준다. 더구나 해안면의 재래 조선 취락과 손짓해 부

를 수 있을 정도로 마주보고 있어 더 많은 흥미를 제공한다.

동촌은 행정상에서 보면 해안면의 지저(枝底), 입석(立石), 검사(檢

沙), 방촌동(芳村洞) 등 4개 동의 일부분을 종합하고 있는데, 금호강

129) 신전(新田)은 문자 그대로 새롭게 개간한 밭이다.



을 따라 연장 약 4㎞에 폭 1㎞로 면적 약 400정보의 지대를 총칭한

다. 이 땅은 원래 해동면(解東面)에 속하여 강가 범람원의 냇가 버들

이 무성한 입회지(入會地)130)의 방우장(放牛場)으로, 그 사이에 약간

의 보리밭이 점재할 뿐 거의 전부가 황무지로서 방치되어 있었다. 

1905년 9월 초 일본인이 거주하기 시작해 그 후 점차 재주자가 증가

했다. 그와 함께 우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1909년경 재주 일본인

이 서로 의논하여 농회를 조직하고, 그 명칭을 대구의 동쪽 교외(東

郊)에 있다는 사실과 해동면의 동을 취해 동촌농회라고 이름붙 다. 

오늘날 동촌이라는 명칭의 시작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 후 개척은 착착 그리고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늘날에는 104호에 

519명(1932년도)까지 늘어났고 황무지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동

촌은 이들 일본인 거주지에 국한된 속칭이다. 해동면은 오늘날 해소

되어 없어졌으나 동촌역 앞에 해동관이라 불리는 소박한 조선 요리점

이 하나 존재하고 있는 것은 다소나마 옛 정취를 느끼게 한다. (그림

12 참조)

2. 토지 이용 경관

동촌의 토지 이용 경관을 널리 해안면에서 조망하면, 해안면은 금호

강을 경계로 하여 북동쪽으로 확대되었고, 분지의 북쪽 경계 산지인 

팔공산 앞산(前山)131)의 선(嶺線)에 이른다. 이 앞산은 팔공산의 불

국사층 화강암과 경상상부층 중 대구층이 접촉하여 변질 경화되어 만

들어진 것으로 동북쪽에서부터 차례로 산지, 선상지, 범람원으로 3지대

130) 지역 주민의 관례와 법규에 따라 공동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산야

나 어장 등의 장소.

131) 현대 남구 쪽에 있는 앞산과 다르다. 팔공산 쪽의 앞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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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병행하여 서남쪽 금호강과 면하고 있다. 따라서 해안면은 경사면을 

서남으로 향해 계단식으로 낮아진다. 산지는 400m 이상의 용암산(龍

岩山)과 문암산(門岩山)으로 점차 200m 내지 100m의 구릉으로 이어지

고, 구릉의 남쪽은 40m 선으로 복합선상지와 경계를 이룬다.

그림44. 해안면 토지의 분류



산지와 구릉지의 대부분은 임지(林地)로 이용되고, 살짝 하천 계곡

에 걸치는 하성단구면(河成段丘面)은 논으로, 산 중턱의 완경사면은 

밭으로 개척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취락도 일반적으로 4∼5호 

내지 20∼30호의 소단위 집단이 계곡에 성기게 점재하고 있다. 관개

용수는 하천에서 끌어오고, 취락에서는 단구 위에 우물을 파서 식수

를 공급한다.

산지의 서남쪽 복합선상지는 논으로만 이루어진 지역이다. 해발은 

32.5m에서 40m 사이에 있고, 토질은 점판암(粘板岩)과 혈암(頁岩)의 

회란(烸爛)132)에 의한 점토질이 대부분을 점한다. 강변에는 팔공산맥

의 화강암지에서 흘러내리는 사질(砂質)을 많이 함유하고, 산록선(山

麓線)에 가까워짐에 따라 점판암과 혈암의 잡석(角礫)을 많이 포함한

다. 선상지의 경사는 대구분지 내에서 가장 가팔라서 논은 계단식으

로 배치되어 있다. 이 지대의 취락은 거의 선정의 산록선에 몰려 있

고 해발도 40m 내외로 대집단 취락의 형식으로 등거리에 배열된 취

락지대를 구성한다. 관개를 위해 취락지대와 공존하여 용수유지(用水

溜池)를 인공적으로 축조했는데, 최근 해안수리조합(解顔水利組合)의 

기업이 문암천에 제언(堤堰)을 설치하고 이 물을 받아 보(洑)를 통해 

취락지대를 횡단하고 있다. 취락에는 20∼30호에 공동우물이 있어서 

사용되지만, 그 깊이는 대체로 3m 안팎으로 지하수도 상당히 깊은 

곳이다. 후배지가 구릉성 산지이고 관개용 유지(溜池)가 고갈하기 쉬

워서 논 경작지로서는 한발(旱魃)133)이 심한 땅이었다. 교통은 산지

의 계곡을 따라 동북쪽과 연락하는 것, 취락지대를 연결하는 산록선

과 병주(竝走)하는 것, 그리고 범람원과 연락하는 것 이렇게 세 종류

가 있다.

132) 말릴 회(烸)와 문드러질 란(爛)이다. 마르고 문드러진다고 새기면 되겠다.

133) 오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바짝 마르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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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5. 동북쪽 구릉에서 금호강에 이르는 해안면의 지질 구성

범람원은 29m에서 32.5m의 해발에 위치한다. 매우 평탄한 땅으로 

미세한 점토가 퇴적하여 형성되었다. 명잔천(名殘川) 또는 금호강(琴

湖江)에 근접함에 따라 굵은 사질(砂質)이 섞이다가 점차 역질(礫質)

로 변해간다. 이 땅은 하수면(河水面)이 낮아지면 높은 투수성 때문

에 건조해지기 쉽다. 전 지역이 밭으로 개척됨으로써 동촌의 경작 경

관에 자연적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취락은 소위 고립장책(孤立

莊宅)134)을 이루고, 밭 경작에 필요한 관개용수는 족답굴발정(足踏掘

拔井)135)을 사용하거나 동력을 이용한다. 특히 다량의 수량을 요하는 

야채원(野菜園)에는 거의 등거리에 굴발정(掘拔井)136)이 있는데, 이

로부터 수량과 그 재배면적에 접한 관계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각 가정에서 쓰는 용수는 호마다 3미터 내외의 깊은 우물을 파서 충

당한다.

134) 산촌(散村)의 구성요소가 되는 고립 산재한 농가를 가리킨다. 특히 독일의 지리학

자 사이에서 개개의 농가와 주변의 경지를 포함하여 이 명칭이 사용된다. https://

kotobank.jp/word/孤立莊宅.

135) 수차를 발로 밟아(足踏み) 물을 끌어 올리는 우물이다.

136) 일본어로 ‘掘り抜き井戸’라 하여 땅을 깊이 판 우물을 뜻한다.



그림46. 해안면 토지 분류에 따른 조선인과 일본인 호수와 그 비중

그림47. 해안면 호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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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해안면은 지형과 지질이 경작 경관을 제한하고 다시 취

락 구성에도 향을 준다. ①산지의 임지와 계곡논, 계곡취락이 형성

된 지대, ②개답식(皆畓式) 경작의 계단논과 그에 수반한 집단취락 

및 용수유지 지대(선상지역), ③강변의 개전식(皆田式) 경작과 산촌식

(散村式) 취락 지대, 이 세 지대가 줄무늬 모양의 호상배열(縞狀配

列)137)을 이루고 있다.

그림48. 해안면 토지이용 경관

137) 많은 화성암이나 변성암에 나타나는 조직으로 다른 종류의 광물 또는 동일 종이

라 하더라도 다른 색깔과 조직이 교대로 평행하게 배열되는 것을 말한다.



이제 해안면의 토지 이용과 기타 지방을 비교해 보면, 선상지와 범

람원이 넓은 지역에 걸쳐 있어서 경지면적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이해

할 수 있다.

지명 논(畓) 밭(田) 경지면적 산림

해안면 20% 25% 45% 36%

달성군 15 14 29 59

경상북도 10 10 20 72

조선 7 13 20 74

일본 - - 15 -

또한 해발과 토지 이용의 관계는 다음의 표와 같다.

고도
종

100m 90m 80m 70m 60m 50m 40m 30m

대지(垈) 0.8% 0.8% 1% 1% 2% 5% 11% 1%

밭(田) 1 3 6 13 16 22 21 84

논(畓) 2 6.5 5 6 12 15 43 7

산림 기타 96 89 86 79 70 56 24 7

내선인별 호수와 토지 종류의 관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산지 산록선 선상지 범람원

일본인 0% 1.5% 19% 79%

조선인 15 60 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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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면 직업 구성(조선인)

호수(戶) 비중(%)
농림업 1429 84
상업 40 3
공업 1 -

공무자유업 78 5
기타 유업 110 6

무업 28 2
합계 1686 100

그림49. 해안면의 논(畓) 분포도

해안 농가 1호당 경지 단별(내선인)

논(畓) 밭(田) 산림 계

일본인 4.9反 5.7反 12.0反 12.6反

조선인 5.1反 5.6反 56.0反 66.7反



해안면 농업자 종별

지주 자작농 자작소작농 소작농

2% 11% 28% 59%

그림50. 해안면의 직업구성

그림51. 해안면 농가 종별 비중과 조선 전체 및 일본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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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면 전체 토지 면적 중 타면 거주자의 토지 소유 비중을 보면, 

논(畓) 46%, 밭(田) 46%, 산림 18% 다. (그림44∼그림51 참조)

(25000분의 1 지형도 대구, 동촌, 백안동, 경산 참조)

3. 경작 풍경

동촌의 경작이 모두 밭에 치중된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은데, 경작 

종목은 과수(果樹), 뽕나무(桑), 야채(蔬菜)의 세 가지뿐이다. 농가 경

제의 기초가 이 세 가지에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동촌 경작지의 

관점에서 볼 때 단연 과수 재배가 탁월하다. 

 

    그림52-1. 동촌의 직업구성                그림52-2. 동촌 농업자 분류

즉 동촌의 직업구성을 보면 전체 호수의 80%가 농업자이고, 농업

자의 52%, 전체 호수의 41%가 과수 주업자라는 사실로부터 과수 재

배가 탁월한 지역임이 명확하다. (그림52 참조)



농업

과수 주업자 43戶 41%

야채 주업자 26 25

양잠 주업자 13 23

기타 1 1

소계 83 80

공무, 자유업 11 10

상업, 교통업 7 6

공업 1 1

기타 2 2

총계 104 100

1) 사과 재배

과수원의 대부분은 사과 농원이고, 그밖에는 앵두, 복숭아, 배, 포

도, 매실(梅)이 협소한 지역에서 재배될 뿐이다. 사과는 소위 대구 사

과로서 그 재배지의 핵심은 기실 동촌이다. 대구분지에서 사과 재배

의 효시는 1892년 국인 모씨가 정원에 재배한 것이라고 한다.138) 

1905년 이후 일본인이 경제적으로 지배하게 되면서 사과 재배는 질

적 발전과 범위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오늘날에는 금호강과 낙동강 

유역에까지 미친다. 1부(府) 6군(郡)에 걸친 400정보의 재배면적에서 

72만 관을 생산하는데, 동촌이 그중 20%를 수확한다.

사과 농원의 분포는 거의 범람원으로 제한된다. 금호강변에서는 

동촌, 성북면, 안심면, 하양면으로 이어지고, 신천 범람원에서는 대구

부 안의 칠성정, 동운정, 수성면에서 재배된다. 구릉 내 경사지의 사

138) 1899년 미국의 선교사(닥터 존슨)가 제중원(지금의 동산병원)을 설립하면서 미국

으로부터 가져온 ‘스미스사이드’, ‘레드베아민’, ‘미조리’ 세 품종을 병원 사택에 심

은 것이 대구 사과의 효시라고 한다. 대구신문, 2019.10.06. <국내 사과의 ‘원조’ 

대구…120년 명맥 이어갈 방안은> https://www.idaegu.co.kr (검색일:20220131) 

하지만 본문의 기록은 이보다 빠른 1892년 국인에 의한 것이다. 대구 사과의 

효시에 대해 검토할 때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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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농원은 대구 동부 구릉군 내의 안심면, 경산면에 있으나 그 면적

은 전부 합하여 사과 재배지의 10%에 불과하다. 요컨대 강변 범람원 

퇴적지가 깊은 토양이 사과 재배지로서 가장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30년도의 부군별 수확고와 재배 호수

를 비교한 다음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군별 수확고

대구부 달성군 경산군 칠곡군 선산군 김천군 계

8만관 19.9만관 10.1만관 1.6만관 0.6만관 0.4만관 40.8만관

20% 49% 24% 4% 2% 1% 100%

부군별 재배 호수

대구부
달성군 경산군

칠곡군 선산군 김천군 계
동촌 수성 성북 성서 금호강북안 금호강남안

일본인 33 64 6 13 6 19 10 5 3 2 166

조선인 5 - - 2 1 - 6 - 2 - 11

계 38 92 35 5 5 2 177

즉 수확고는 대구부 20%, 달성군 49%, 경산군 24%만으로 합계 

93%에 달하고, 생산자 177호 중 164호가 대구부, 달성군, 경산군의 3

군에 몰려 있으며, 재배자의 166호가 일본인임을 알 수 있다.

사과 재배의 발전을 보건대 대체로 3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재배 초기(1905년경)부터 1918년경까지의 기간으로 소박

한 재배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1정보에 1000관 내외를 수확하던 시

기이다.

제2기는 재배의 위기(危期)에 속하는 기간이다. 소박한 재배법으로

는 도저히 초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특히 면충(綿蟲)이나 심식

충(心喰蟲) 등 해충의 번식이 심해 그 피해를 막는 것이 쉽지 않아 



수확률도 현저하게 줄어든 시기이다. 1919년부터 1925년경까지의 기

간이다. 재배 지식도 유치하여 면적도 정리하여 어쩔 수 없이 폐원한 

자가 많아 생산액도 감소했다. 소위 사과 재배의 위기이다.

제3기는 이 난경 (難經營)의 시대를 통과하여 장래에 촉망을 준 

시기이다. 재배법은 과학적으로 정련되었고, 수확률도 1정보에 1천 7

백 관 이상으로 제1기의 2배에 가까운 수확을 올리게 되었다. 1926년 

이후 오늘날에 이르는 재배의 합리화 시대이다.

그림53. 해안면 과수원과 뽕나무밭(桑園)의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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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4. 대구 부근의 과수원의 분포도

재배 종류는 조생종(早生種), 중생종(中生種), 만생종(晩生種)의 세 

종류로 구별되고, 수확기는 6월 하순부터 10월 하순에 이르며, 품종

은 다음과 같다. 그중에서도 중생종인 홍옥(紅玉)이 탁월하여 전체 

수확의 약 절반에 이른다.139)

종류 수확기 생산량(貫) 비중(%)

조생종
홍괴(紅魁) 베니사키가케 6월하순–7월중순
축(祝) 이와이 7월상순–8월상순 54,967 8

중생종
욱(旭) 아사히 8월상순–9월상순 30,043 4
신홍옥(新紅玉) 신고교쿠 8월상순–9월상순
홍옥(紅玉) 고교쿠 8월하순–10월상순 357,718 50

만생종

유옥(柳玉) 류교쿠 14,846 2
왜금(倭錦) 야마토니시키 10월상순 이후 87,730 12
국광(國光) 곡코 10월하순 이후 170,387 24
잡종 6,352

계 722,040

139) 紅玉은 일본명이 고교쿠이지만 홍옥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하여 본문에서는 홍옥으

로 쓴다. 다른 품종도 마찬가지이다.



앞의 표를 보면, 홍옥은 50%로 단연 탁월하다. 국광 24%와 왜금 

12%가 그 다음을 잇는다. 일본의 아오모리(靑森) 사과의 경우, 국광

과 홍옥이 각각 산출량의 40%를 점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채집기는 홍옥이 8월 하순부터 10월 상순인 것에 대해 아

오모리의 홍옥이 9월 하순부터 10월에 걸쳐 수확되고 있어서 대구의 

홍옥이 약 1개월 조생(早生)이다.

판로는, 경상북도과일조합(慶尙北道果物組合)이 일본으로 90%가 

이출되고 조선 내에서는 겨우 9%만이 소비된다. 일본으로 향하는 출

하량의 46%는 간사이지방(關西地方)으로 보내진다.

그림55. 사과의 이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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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출하 합계 10만 4,042상자(312,127관) 중 일본으로 90%인 

9만 4,781상자(284,243관)가 이출되었는데, 주요 이출지와 이출량은 

아래와 같다.

  오사카(大阪) 20,129상자

  고베(神戶) 16,367상자

  시모노세키(下關) 14,026상자

  교토(京都) 11,742상자

  모지(門司) 8,260상자

  나고야(名古屋) 7,371상자

  후쿠오카(福岡) 1,568상자

  오카야마(岡山) 1,116상자

  야하타(八幡) 766상자

  미야자키(宮崎) 640상자

1931년 출하 합계 10만 4,042상자(312,127관) 중 조선에 출하된 

9%의 주요 이출지와 이출량은 아래와 같다.

  부산 5,578상자

  경성 934상자

  기타 2,749상자



그림56. 사과의 도외(道外) 반출역

요컨대 간사이지방을 최대 판로로 하고, 동쪽은 나고야의 비와지마

시장(枇把島市場)에 이르며, 특별히 도쿄에는 미쓰코시와 특약을 맺

고 있다.

각 역을 통해 도외로 얼마나 출하되는지 그 양을 정리한 것이 아래

의 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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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조선(상자) 일본(상자) 계(상자)

대구(大邱) 9,948 96,452 106,400

경산(慶山) 471 5,161 5,632

왜관(倭館) 563 1,693 2,256

김천(金泉) 34 1,098 1,232

약목(若木) 256 883 1,139

구미(龜尾) - 664 664

하양(河陽) 123 8 131

계 11,395 105,959 113,354

출하기간은 9월의 홍옥이 한창 쏟아져 나올 때 가장 많고 8월과 

10월이 그 다음이다. 도외 반출 89,553상자의 월별 출하량을 다음과 

같다.

7월 5일부터 시작되어 7월 중 9,512상자

8월 중 15,404상자

9월 중 54,329상자

10월 중 10,508상자

아오모리 사과가 10, 11, 12월이 한창 출하될 때임을 생각하면 약 

2개월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57. 대구 사과의 재배 면적과 연도별 수확량

● 자연조건과 사과 재배

다른 사과 재배지와 마찬가지로 토질은 배수 양호한 사질양토(砂

質壤土) 또는 역질토(礫質土)의 퇴적지이다. 사질이 증가하는 명잔천

변(名殘河畔)은 뽕나무밭으로 이용되고, 점토질이 많은 땅에는 야채

밭이 발달되어 있다. 범람원상에서도 지질에 따라 지역이 구분되는 

것이다. 

기후적 조건으로는 기온에 향을 많이 받는다. 일본에서는 서남 

일본의 귤(蜜柑)에 대응하여 동북 일본에서는 한대과수(寒帶果樹)로

서 사과가 생산된다. 사과의 재배지는 마쓰모토평야(松本平野)를 남

단으로 하여 동북지방에서부터 홋카이도에 많고 세토나이카이(瀬戸
内海) 지역에서 매우 소량이 생산될 뿐이다.

기온은 4월부터 10월까지 성숙기의 평균기온은 홍옥 15도, 국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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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도가 최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대구의 4월부터 10월까지 평균기

온은 19도로 한여름의 서열(暑熱)은 조금 높은 편이나 이는 전정법

(剪定法, 가지치기)이나 봉지를 씌우는 것으로 막을 수 있다.

우량은 아오모리 사과 산지인 구로이시(黑石)가 약 1,092㎜, 미국 

미시간주 버팔로가 925㎜이기 때문에 대구의 966㎜는 적당한 편이

다. 4월부터 10월까지의 우량은 아오모리 591㎜와 비교하면 대구는 

834㎜로 다소 많은 편이지만, 성장기인 6, 7, 8월에 많아 결실을 맺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겨울철 한랭은 해충의 번식을 억제하고 결실에 좋은 결과를 가져

온다. 대구에서는 겨울철에 특히 한랭한 것이 이 조건에 합치한다. 

여름철 성육일수(成育日數)는 대체로 200일 이상을 요한다. 즉 끝서

리(終霜)과 첫서리(初霜) 기간이 200일 전후인 것이 결정적 조건이

다. 대구의 종상 평균이 4월 12일이고 초상이 10월 25일로 그 기간이 

197일이 되기 때문에 알맞은 조건이 된다.

태풍이 사과의 재배상 결실에 재해를 가져오는 일도 상당히 중요

하다. 1930년도의 수확이 평년의 60%에 미치지 못한 것은 기실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이다. 조선이 태풍의 통로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사과 재배에 좋은 조건을 제공해 준다.

습기가 맛에 미치는 향이 큰 것은 물론이지만 대구의 습도는 연

평균 67%로 특히 사과의 성숙기인 가을철이 건조기에 해당한다는 사

실이 중요하다. 고슈(甲州)140) 포도가 치치부(秩父)141)지역 산바람으

로 맛을 더하는 것과 같다. 오늘날 대구 사과가 대량생산에까지 이르

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사과의 명성을 널리 알리고 있는 

것은 그 미각을 자극하는 것이 달리 예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140) 현재의 야마나시현(山梨県)이다.

141) 현재의 사이타마현(埼玉県) 남서부에 있는 도시.



사과 생산

  일본 총액 2600만 관

     아오모리현(靑森縣) 1860 550만 원

     홋카이도(北海道) 543

     나가노현(長野縣) 83

     아키타현(秋田縣) 49

     이와테현(岩手縣) 20

  조선 경북 70 40만 원

분지에서 재배되는 사과 외의 과수는 배, 복숭아, 자두, 포도, 앵두

로 사과보다 소량이 생산된다.

1931년도

재배면적 수확고

배 85反 19,278관

복숭아 73 15,176

자두 39 4,047

포도 37 6,651

앵두 3,821

합계 48,973

(그림53∼57 참조, 그림9 참조)

2) 양잠

동촌의 뽕나무밭(桑田) 면적은 48정보이고 수견(收繭)은 연평균 4

천 2∼3백 관이다. 이를 주업으로 하는 자는 13호로서 전체 호수의 

13%에 불과하다. 한때는 100정보의 뽕나무밭이 있었으나 사과 재배

가 유행하면서 점차 금호강 범람원을 거슬러 올라가 오늘날에는 하양

의 범람원이 금호강변 양잠지대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이는 양잠

이 교촌적 성질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가 교촌적 색채가 농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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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고, 또한 경제적으로 사과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뽕나무밭의 분포를 살펴보면, 명잔천의 사질이 강한 땅에 많이 재배

되고 있는 것은 야채나 사과와 그 적합한 지질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잠은 기후와 매우 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대구분지에

서는 봄과 가을 2기에만 사육되어 하잠(夏蠶)을 볼 수 없다. 춘잠이 

64% 이상을 점하고, 추잠은 36%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여

름철의 혹열(酷熱)과 또한 끝서리(終霜)·첫서리(初霜)와 관계있다. 

뽕나무(桑)의 발아가 4월 하순이기 때문에, 춘잠은 5월 상순에 소립

하여142) 6월 중순 또는 하순에 수견하고, 추잠은 8월 중순에 소립하

여 9월 중순과 하순에 수견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7월의 우기를 피할 

수 있다. 하잠을 행하기 위한 기간이 짧아 기간적 여유가 없고, 또 뽕

나무의 발아에 곤란을 느끼기 때문이다.

건조한 기후는 잠업상 매우 긴 한 요건으로 잠좌(蠶座)에 곰팡이

(黴)가 발생할 걱정이 없고, 따라서 잠업에서 가장 걱정하는 넉잠(四

蠶) 전후의 습해(濕害)가 없다. 특히 인문적 조건으로서 설비도 간이

한 설비로 충분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유리하고 또한 노동 임금

이 저렴한 것도 양잠 발달의 조건에 추가된다.

3) 야채 재배

야채 주업자 26호는 동촌 전체 호수의 25%에 달하여 사과 재배자 

다음이다. 그 수확의 대부분은 대구를 시장으로 한다. 특히 동촌산업

조합을 통해 판매의 원할을 도모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일본인용 야

채로서만 매매된다.

야채밭은 대구에서 가장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아양교 부근이 핵

심지역이고 새롭게 개척될 서북부의 하류지방으로 점증하는 경향을 

142) 알에서 깨어나온 누에를 누에 자리에 떨어 놓는다.



보인다. 그 면적은 50정보 내외이다. 또한 능금원(林檎園) 아래에 이

중 재배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품종을 보면, 수요가 큰 무와 절임용 배추가 대부분을 점하고 판매

액에서도 현저하게 우월하여 두 가지로 40%에 가깝다. 나머지는 각

종 야채로 그 종류가 40종이 넘는다.

재배법이 고도로 집약적인 것은 분지 바닥에서 그 예를 보지 못한

다. 겨울철에는 휴한하고 이른 봄(早春)에 재배하기 시작한다. 비료 

대부분은 대구에서 가져온 하비(下肥)를 사용하지만, 묘상(苗床)이나 

속성재배에는 화학비료를 사용한다. 재배법의 현저한 특징은 온상(溫

床)의 사용이다. 따라서 분지 내의 다른 야채가 시장 출하하는 데 비

해 약 20일(二旬)이 빠르다. 오이 같은 경우 대구분지 내에서는 보통 

7월 상순에 수확하지만 동촌에서는 속성재배를 통해 2개월 이상이나 

빨리 수확하여 4월 하순에 이미 시장에 출하한다. (속성재배)

그림58. 동촌 야채 생산품 (매상액, 1931년 4만3천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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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 재배는 가장 고도화되어 있으며 판매액에서도 제3위인 16%

를 차지한다. 오늘날 2정보의 지역에 걸쳐 1단보(段步) 평균 600원 

내외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2월 하순 온상에 파종하여 4월 상순 옮겨싦기를 마치면, 4월 하순

부터 첫 수확물이 시장에 출하된다. 온상은 온돌을 이용하여 온상 밑

에 온돌석을 깔고, 한쪽 편을 파내서 아궁이를 만들고 반대편에 굴뚝

을 낸다. 온상에서 꺼낸 모종은 창호지 바른 칸막이로 측면과 상부를 

완전히 막고, 지하에 양숙제(釀熟劑)로서 짚(藁)과 쌀겨(糠)를 사용하

고 있다. 창호지는 초칠한 종이를 사용한다. 동촌에서는 이 창호지로 

둘러싸는 것을 ｢하리쓰메｣라고 부른다. 이 재배법은 1926년 처음 시

도된 이래 상당히 빨리 보급되었다.

그림59. 동촌의 야채 재배 시기



오이 재배의 기후적 조건으로서 들 수 있는 것은, 온상 및 하리쓰

메의 서쪽에 반드시 간단한 말뚝을 박고 멍석(莚) 또는 거적(菰)으로 

방풍용 천막을 쳐서 계절적 서풍을 차단한다는 점이다.

143)또한 온돌 아궁이 같은 것은 노천이지만 건조한 계절의 과우(寡

雨, 적은 양의 비) 때문에 강우로 파손되는 일이 드물다. 이렇게 기후

와 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인문적 조건으로서 최근 생산량

이 증가하면서 대구 이외에도 경성과 부산, 멀리는 만주국까지 판로

를 확장한 것은 근교적(近郊的) 색채가 점차 원교적(遠郊的) 형태로 

발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발달은 교통상 우위에 있기 때문

이다.

대구 근교의 야채 공급지로는 동촌 이외에도 주로 조선 가정용 야

채를 재배하는 팔달교 부근의 비산동 야채원이 있다. 양자를 비교하

면 매우 흥미로운 대조를 볼 수 있다. 즉 동촌은 일본인의 경 으로 

일본인 가정용 야채를 재배하는 데 대해 비산동은 조선인의 농에 

의해 조선 가정에 공급된다. 양자 사이에는 유사점도 많다. 경작지가 

금호강 범람원에 위치한 점, 비료 대부분을 대구의 하비(下肥)에 의

존하는 점, 취락의 형태가 고립장택(孤立莊宅)인 점이 그러하다. 하지

만 재배법과 판매법에서는 양자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보인다.

  (1) 동촌의 이모작에 대해 비산동은 삼모작이다.

동촌은 춘작(오이, 가지 등)과 추작(무, 배추, 순무 등)이 거의 전부

이고, 겨울은 겨우 시금치를 재배하는 데 그친다. 비산동은 춘작(참

외, 수박 등), 추작(무, 배추, 파, 밭벼, 조, 메  등), 동작(보리)의 삼

모작이다.

143) 탁월풍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시기나 계절에 따라 특정 방향에서부터 가장 자주 

부는 바람. 무역풍(貿易風), 계절풍(季節風)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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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촌이 순수 교촌 경관을 보이지만 비산동은 농촌 경관의 색

채를 띤다.

동촌의 일본인들은 무(네리마 무[練馬大根]가 주종이다),144) 배추(중

국의 산동[山東]과 개성[開城]의 배추가 주종이다),145) 오이를 중심으

로 각종 야채를 망라해 재배하고 있는데, 그 종류가 40종에 이른다.또

한 화분재배(花卉栽培), 양계, 양돈까지 이루어져 순화된 교촌 경관이

다. 이에 달리 비산동은 무, 배추(모두 재래종), 맥작(麥作)을 주로 하

고, 그 밖에 밭벼, 조, 메  등의 곡작까지 이루어진다. 곡작을 병용함

으로써 자급적 경작 경관을 보이며 농촌형식의 색채를 더한다.

  (3) 동촌의 원예 재배법은 집약적이지만 비산동의 재배법은 조

방적이다.

동촌은 고도화된 재배법으로 온상과 묘상을 사용하고 속성을 중시

한다. 특히 오이 같은 경우는 속성재배에 특화되어 있다. 이에 비해 

비산동은 조방적으로 자연적 조건에 좌우되는 일이 많다.

  (4) 동촌은 우물(掘拔井)을 이용해 관개하지만 비산동은 천수(天

水)에 의지한다.

144) ‘무의 네리마(練馬)인가’, ‘네리마의 무인가’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이름을 떨친 네

리마 무의 재배는 에도시대 특히 겐로쿠기(元祿期) 무렵에 성황을 이루었다. 당

시에 이미 인구 백만을 헤아리던 에도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야채의 하나로 

주목을 받았다. 무를 생산하기 위한 비료는 에도(도쿄)의 인분(下肥)이 이용되었

다. 동촌과 대구의 관계와 유사한 것이 인상적이다. 일본 네리마구 홈페이지

(https://www.city.nerima.tokyo.jp/)에서 참조.

145) 산동성을 원산으로 하는 배추를 특별히 산동채(山東菜)라고 불렀다. 일본에는 메

이지시대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성이 원산지인 개성배추 또한 유명했

다. 일본인 농업학자 온다 데쓰야(恩田鐵彌)는 1906년 펴낸 「한국에 있어서의 

과수채소재배보고서」에서 “개성지방에서 재배되고 있는 개성배추(開城白菜)는 

일본이나 중국의 어느 품종보다 품질이 우수하다”며 “앞으로 일본도 이를 수입해 

재배해야 할 것”이라고 개성배추를 극찬할 정도 다고 한다. 중앙일보 

1993.11.12. <‘종을살리자’7. 배추-고소한 맛 의성産만 명맥유지>.



동촌이 등거리에 깊은 우물을 파고 펌프로 관개하는 것에 대해 비

산동은 천수를 기다릴 뿐이다. 오직 가정용으로만 우물이 있을 뿐 관

개용수 시설은 전혀 없다.

  (5) 동촌의 경작자는 대부분 경지에 거주하지만 비산동의 경우

는 출작(出作)하는 경작자가 많다.

동촌에서는 야채 주업자 26호가 모두 경지에 산재하여 거주하는 

데 반해 비산동은 겨우 17호가 경지에 흩어져 거주할 뿐 다른 이들은 

출작한다. (비산동은) 오히려 출작 경작자가 더 많은 편이다.

  (6) 동촌은 상설시장을 특설해 야채를 판매하고 있지만 비산동

의 판매법은 일시적이고 임의적이다.

동촌에서는 산업조합을 설치하고, 그 경  하에 대구 시내에 상설

시장을 설치한 뒤, 매일 짐수레(荷車)를 이용해 농가 부인이 시장에 

출하하고 있다. 특수한 것으로 배추, 토마토, 가지 등이 있는데, 경성

과 부산 방면으로 판로를 열어 그중 일부를 판매하고 있다. 비산동에

서는 대구의 조선인 시장이나 지주에게 출하하는데, 수확기에 일시적

으로 판매가 이루어진다. 또 구매자가 경작지를 찾아 직접 구입하는 

경우도 있어 다양한 판매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이상을 통해 동촌의 야채 재배에 얼마나 순 교촌식 재배법이 적용되

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 한편 조선의 야채 재배에 관한 일반적

인 상황도 엿볼 수 있었다. 이런 형식의 차이는 일본인과 조선인 가정

에서 이루어지는 야채 소비의 경향을 보여준다. 조선인 가정이 절임 

식품을 중시하고 있는 점도 큰 향을 미치고 있는 듯하다. (그림58, 

그림59 참조. 25000분의 1 지형도 대구, 동촌, 사진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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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배와 노동력에 대해서

동촌의 경작에서는 노동력으로 대부분 조선인 농부가 고용되는데, 

고용 형태에는 상용인부(常傭人夫)와 임시용법(臨時傭法)이 있다. 둘 

다 중산층 이하의 농가가 노동력의 공급원이고 부인이 가장 많다. 이

러한 현상은 일의 성질이 야채원(野菜園)의 병충해 구제, 양잠 또는 

사과 과실의 봉지 씌우기, 제초, 사과 수확 등이기 때문에 부인의 노

동력으로 충분하다는 점, 그리고 인부의 가정이 농가여서 남자는 자

가 농경에 종사한다는 점들 때문에 자연히 여자가 고용되는 것이다.

인부는 대체로 통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숙박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가장 많은 것은 6월 7월의 사과 봉지 씌우기와 8월, 9월의 

사과 수확기로 겨울철은 한산한 시기이다.

상용인부는 1호에 하루 2∼3명이 보통이고, 많을 때는 매일 20∼30

명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동촌에서 1년 평균 연인원 5만 명을 고용

한다고 알려져 있다. 노동력의 공급지는 동촌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

는지 그 거리에 달려 있는데 대략 3㎞ 이내이다. 해안면에서는 봉무

(鳳舞)와 도동(道洞)을 제외하고 8개 동에 걸쳐 있고 그밖에 경산군의 

안심면, 수성면의 효목(孝睦)과 만촌동(晩村洞)까지 총 11개 동에 퍼

져있다. 해당 노동력 공급지역의 잉여노동이 소비되고 있는 셈이다.

4. 취락풍경(聚落景)

동촌은 밭 경작의 산촌(散村) 형과 가도에 연한 가촌(街村) 형으로 

이분된다. 동촌 취락은 산록선에 점거하는 조선 재래의 해안면 취락

과 비교할 때, 그 형태와 기능에서 현저한 대조를 보인다. 산록선 취

락은 지형상 건조지를 택하고 경작이 논이기 때문에 관개시설과 기타 

재배상 협력의 필요에서 집단 취락을 구성한다. 이에 대해 동촌은 지



형이 일반적으로 평탄하고 지질도 거의 균등하여 취락의 점유지 선정

상 조건이 동일하다. 노동력이 분산되지만 경작하는 데 아무런 지장

이 없으며, 게다가 재배상 가옥 주위에 경지가 있는 것이 편리하여 

고립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많은 수의 가옥이 볕이 잘 드는 남향이고 

겨울철 서풍을 피하기 위해 동향의 경향을 띠고 있다. 또한 홍수로 

인한 재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흙더미를 쌓아 올리는데 흙 쌓기를 하

지 않은 땅은 범람원의 비교적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것도 특별히 언급할 만하다. 

많은 가옥은 함석지붕의 간단한 형태로 신전(新田) 경관을 잘 보여

준다. 다다미방(座敷)과 온돌의 협소함에 비해 나야(納屋)의 넓은 면

적은 농가에 어울리는 방 배치를 가능하게 한다. 가촌 형식의 가옥은 

경주가도를 따라 역 앞에 가장 발달해 있다. 많은 경우 교통에 필요

한 것이거나 음식점이다.

그림60. 동촌 거주 일본인의 증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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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요컨대 동촌은 거리상 대구에서 겨우 5.7㎞ 떨어져 있고, 더구나 

동부 구릉군의 완경사면을 정교하게 이용해 완비한 도로와 철도를 갖

추고 있다. 입지조건이 좋아 사람들이 과수원, 야채밭, 뽕나무밭을 경

하고 있다. 생산된 사과 중 우량품은 도외(道外)로 팔려나가고, 내

구력이 약한 흠 있는 상품은 대구에서 팔린다. 야채의 경우 소비지 

대구를 대상으로 할 때 비로소 생산이 가능해진다. 더구나 경작에 필

요한 비료를 대구에 의지하는 등 완전히 대구의 교촌식 취락이다. 최

근 건조지 대구의 물을 동경하는 인사를 끌어들여 유원지 시설을 한 

뒤부터 동촌은 대구의 휴양지로서도 거듭나게 되었다. 근교 동촌의 

색채와 대구의 발전이 맞물려 장래가 촉망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동촌의 1호당 해안면비 부담액이 조선인 평

균 8호와 맞먹을 정도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동촌은 대구와의 유기적 의존관계를 기초로 성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림 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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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향토지리의 실례 : 대구(편)의 판권



[해제 1]

1. 1890년대, 일본의 근대-국민-국가 만들기와 지리-향토-국토

1933년에 출판된 조선 향토지리의 실례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대구의 지리 교과목 담당 교사의 개인적 관심사 차원에서 집필된 자

료가 아니다. 이 자료는 1930년대에 ‘향토’를 매개로 새롭게 시작된 

거시적 교육정책과 근대 일본이 1890년 무렵부터 ‘지리’를 매개로 전

개해 온 일련의 역사적 과정이 씨줄-날줄로 연결된 텍스트이다. 이에 

본 해제는 조선 향토지리의 실례가 1890년 이후의 어떤 역사적 과

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출판 시점인 1930년대의 새로운 식민지 

교육정책과 어떻게 맞물려 있었는지,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

되어 있고 어떤 흥미로운 정보를 담고 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일본에서 근대적 ‘지리’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으로 출현해서 고양

되기 시작한 것은 1890년 무렵이다. 일본의 대표적 근대 지리학 서적

은 1889년 이후 1890년대에 집중적으로 출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

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회문화적 사례로 시가 시게타카(志賀重昂)의 일

본풍경론(日本風景論)을 꼽을 수 있다. 야즈 쇼에(矢津昌永)의 일

본지문학(日本地文學)(1889), 하라다 도요키치(原田豊吉)의 일본군

도론(日本群島論)(1890), 우치무라 간조(内村鑑三)의 지리학고(地

理學考)(1894) 등에 이어서 출판된 시가 시게타카의 일본풍경론
은 1894년 10월 24일 초판 발행 후 1903년 6월에 제15판을 출판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유포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훗날 일본의 

대표적 지식인이 되는 이들은 일본풍경론이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신선함”을 주었다고 회상하고, 당시 일반 독자들에게 낯설었던 

“지문학적(地文學的) 지식과 취미”를 고취해 “지리학의 민중화와 국민

화”에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했다.148)



1890년 무렵에 일본에서 근대적 지리에 대한 관심이 출현해서 고

양되기 시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일본의 근대를 생각할 때 

대다수 한국인은 1868년의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가장 중요한 역사

적 사건-시간으로 떠올린다. 메이지유신은 일본 열도의 권력 주체가 

도쿠가와 막부에서 메이지 신정부로 바뀐 사건인 만큼 그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권력 주체의 변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 새로운 권력 체제가 구축되는 과정과 그 내용이다. 1890년은 

바로 이 새로운 권력 체제의 구축과 완성 시점이라는 점에서 메이지

유신 못지않게 일본 근대 역사에서 중요한 시간이다. 단적인 예로 일

본이 이른바 근대 국민국가 체제를 ‘제국의회’라는 형태로 가동하기 

시작한 해가 바로 1890년이고, 그 직전에는 근대국가의 특징인 법률 

시스템 가운데 최상위법인 헌법이 ‘제국헌법’이라는 이름으로 공포되

었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어야 할 국민

의 정신-이념-이데올로기 형성을 위한 교육방침을 일본 천황이 ‘교육

칙어’라는 형태로 반포한 것도 1890년이다. 덧붙이자면 당시 일본의 

유일한 근대대학이었던 제국대학(현 도쿄대학)에 일본 역사와 일본 

문학을 교육하는 학과가 처음 개설된 것도 같은 시점이다. 참고로 그 

이전까지 1877년에 설립된 제국대학에는 일본 역사와 일본 문학, 달

리 표현하면 일본적인 정신과 문화를 가르치는 독립학과가 없었다. 

에도시대 이래로 일본의 공식 교육 기관들은 중국의 역사와 사상 혹

은 서양의 지식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와 사상 교육을 했었다. 이러한 

상황은 의외일지 모르겠지만 메이지유신 이후에도 20여 년 동안 이

어졌다. 이렇게 보면 1890년은 일본의 근대국가 시스템이라는 제도

적 측면과 더불어 새로운 국민국가의 정신-정체성이라는 내용적 측면 

148) 표세만 ｢자연 인식과 일본인의 자기이미지 형성 –시가 시게타카(志賀重昂)의 일

본풍경론(日本風景論)을 중심으로-｣ 日本語文學 제49집, 2011년, pp.290-291.



모두가 동시에 구축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시간이

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근대 ‘지리’는 바로 이러한 중요한 흐름과 

맞물려 등장했다.

일본이 1890년에 새로운 근대국가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새로운 

국민(일본인) 아이덴티티 형성을 시작하는 상황, 즉 이전 시대와 달

리 단일한 이미지로 통일된 ‘국민-일본인’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에

서 지리는 ‘국토-향토’에 기반한 애국심을 창출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

을 했다. 일본에서 근대적 지리에 대한 관심이 1890년 무렵에 출현해 

급속히 고양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본의 근대국가 만들

기,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었다. 이 점에서 

당시 ‘일본’이라는 지리적 공간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결정적 기여를 한 일본풍경론의 저자 시가 시게타카가 그보

다 앞서 1888년에 ‘국수주의’를 표방한 잡지 일본인(日本人)을 창간

했다는 사실은 개연성 있는 일련의 전략 내지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

다. 잡지 일본인은 메이지유신 이후에도 여전히 대다수 일본인이 

자신의 소속감-정체성을 에도시대 번(藩)에 두었던 상황에서 새로운 

단일집단으로서의 ‘일본인’이라는 이정표 혹은 상상의 이미지를 제시

했다는 점에서 근대 일본 저널리즘 역사에서 중요한 매체의 출현이었

다. 그리고 이러한 잡지 창간과 일본풍경론을 집필한 시가 시게타

카의 전문 역이 다름 아닌 지리학이었다. 지리(학)는 이처럼 근대 

일본의 정수(精髓)를 창출한 핵심 요소 다.

1890년대에 시작된 근대 일본의 지리에 대한 관심, 혹은 국토와 향

토에 대한 관심은 1894년에 시작된 ‘청일전쟁’이라는 근대 일본의 첫 

번째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대외 상황과 그 전쟁 수행을 위해 급속도

로 부설된 근대의 핵심 교통 인프라인 ‘철도의 확산’이라는 대내 상황

과 맞물려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대중화되었다. 예컨대 ‘메



이지’라는 새로운 시대에 입신출세를 지향하며 제도(帝都) 도쿄로 유

학을 온 일본의 여러 지역 청년들은 기차를 타고 오가는 과정에서 도

쿄와 자신의 고향-향토의 차이를 체험하고 철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창 밖에 펼쳐지는 다양한 ‘일본 풍경’을 바라보면서 구체적으로 국

토와 향토를 체화시켜 갔을 것이다. 1890년대에 일본 근대문학이 도

시 문제와 더불어 ‘고향’을 소재로 삼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러한 배

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2. 1900년대, 일본 본토를 넘어 식민지 지리에 대한 관심으로

1890년대부터 일본의 근대 내셔널리즘 구축의 핵심 요소 던 지리

에 대한 관심은 조선 지배를 둘러싼 1894∼95년의 청일전쟁과 1904

∼05년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새롭게 일본 토에 편입된 <식민지 지

역-지리>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된다. 청일전쟁의 결과로 타이완을 식

민지로 얻고 러일전쟁의 결과로 조선을 식민지에 추가한 제국주의 일

본은 식민지 지배정책 차원에서 일본 본토의 일본인을 식민지 지역으

로 이주시키는 이민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민정책의 추진과 이민자들

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식민지 지역의 지리정보는 필수 불가결했다. 

제국주의 일반의 식민지 지배정책 가운데 일본의 정책은 ‘이민정책’에 

기초해 대량의 일반 서민을 식민지 지역에 이주-정착시키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149) 이러한 일본의 특징적인 식민지 정책

은 식민지 지역의 인접성과 더불어 청일전쟁 이후부터 일본의 인구가 

매년 40만 명씩 증가했던 당시 일본의 인구 상황과 맞물리면서 강력

149) 高崎宗司 植民地朝鮮の日本人 (岩波書店,2002), p.2. 다카사키 소지의 이 책은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군인에서 상인, 그리고 게이샤까지 (역사비평사, 2006)

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어 있다.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민론(移民論)’

과 더불어 식민지 지역의 정보가 쏟아졌다. 

일본이 청일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대 대표적인 문학자와 저널리스트들의 기행문은 중요한 촉발제 역

할을 했다. 근대 시기 일본인의 조선 이주 인구수는 러일전쟁 직후부

터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시점에 1890년대 이래로 일본을 대

표하는 저널리스트로 군림했고 1910년대에 일본어 신문 경성일보

(京城日報)와 한글 신문 매일신보(毎日新報)를 축으로 식민지 조

선의 신문 미디어를 통제-재편했던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는 1906

년에 조선과 만주를 돌아본 후 78일 유기(七十八日遊記)(1906)라는 

기행문을 출판하는데, 이와 같은 지식인-문학인-저널리스트들의 기행

문은 식민지로 편입된 조선에 대한 대중적 관심에 호응하는 동시에 

조선 이주를 계획하던 일본인들에게 구체적인 인문 지리정보와 이미

지를 제공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주를 촉진했다. 

한편 대중적 관심과 달리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정책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지리정보 작업은 훨씬 일찍 시작되었다. 단적인 예로 1889

년에 일본 최초의 근대 지리학 서적 일본지문학(日本地文學)을 출

판했던 야즈 쇼에(矢津昌永)는 1891년의 아시아지리(亞細亞地理)
출판에 이어서 1894년에는 조선-시베리아 기행(朝鮮西伯利紀行)을 

출판하고, 러일전쟁 발발 직후인 1904년 9월에는 한국지리(韓國地

理)를 출판한다. 그리고 1911년 4월 시점이 되면 조선을 일본에 포

함시킨 목차로 1,000페이지를 넘는 대일본지리집성(大日本地理集成)
을 출판한다. 이와 같은 근대 일본의 대표적인 저널리스트와 근대 지

리학자의 행보와 저작 출판 시기가 보여주듯이 지리(학)는 청일전쟁

을 계기로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긴 히 보조를 맞추었

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양상은 일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



대 지리(학)의 태생적 역할이었음은 물론이다.

덧붙이자면 근대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맞물려 제공

된 문학인-지식인-저널리스트들의 기행문은 1910년대에 접어들어 조

선까지 완벽하게 장악한 시점에 근대 일본의 투어리즘(tourism)을 탄

생시키기도 한다. 예컨대 일본을 대표하는 여행사인 JTB(Japan 

Travel Bureau)가 1912년에 설립-탄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앞서 

소개한 근대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맞물린 근대 지리학

의 선행작업과 지식인-문학인-저널리스트의 기행문이 만들어낸 “신일

본(新日本)” 식민지 지역에 대한 대중적 호기심이 근대 일본의 새로

운 여행문화와 기관을 탄생시킨 것이다. 돌이켜보면 현재 우리가 즐

기는 여행의 어떤 순간과 상황에도 많은 시간이 흐르기는 했지만 20

세기 초기의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정책과 맞물려 탄생한 근대 투어리

즘이 그림자를 드리우곤 한다. 1905년∼1945년 기간 조선과 만주 관

련 여행기 출판물 통계의 장기 추이는 근대 동아시아 지역의 여행이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정책의 팽창 과정과 어떻게 호흡을 맞추어왔는

지 객관적으로 입증한다. 

3. 1930년대 <향토>라는 공간, 식민지 지배와 향토 

타이완에 이어 1910년 시점에 조선까지 식민지로 장악한 이후에 

‘지리(학)’는 일본의 식민지 지역에서 그 이전과 다른 역할을 수행하

게 된다. 식민지 조선에 이주한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 아동을 대상

으로 한 “신일본=식민지”에 대한 교육은 그러한 새로운 역할 가운데 

하나 다. 이것은 재조일본인 아동들에게 ‘조선’이라는 새로운 지리 

공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애착심을 불러일으켜 그들이 일본 본토로 



돌아오지 않고 식민지 지역에 정착-정주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음

은 물론이다. 이렇게 보면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이었

던 이민정책은 ‘기민(棄民)’의 측면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제국주의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지리교육에 기초한 ‘향토교육론’이 존재했던 것

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 기인한다.

‘향토(鄕土)’가 근대 시기 일본과 식민지 지역에서 급부상한 시기는 

1930년 무렵부터이다. 여기에는 배경과 요인이 있다. 하나는 1920년

대에 접어들어 일본의 경제가 제1차 세계대전 특수경기 이후의 국내 

인플레이션과 국제적 세계 경제 대공황과 마주한 상황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도시 지역도 어려웠지만, 농촌의 피폐는 훨씬 심각했기 때

문에 이른바 ‘지방갱생운동’과 같은 형태로 농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그 과정에서 문부성의 ‘향토인식건설운동’과 맞물린 ‘향토교

육론(鄕土敎育論)’이 대두되었다. 관련해서 1920년대는 일본 본토와 

식민지 조선 모두 농촌 인구가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도시

화’ 정도가 급속히 높아지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식민지 조선의 

농촌 계몽을 배경으로 한 심훈의 소설 ｢상록수｣가 1935년에 발표된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향토’라는 공간이 1930년대에 접어들어 중요한 관심 대상으로 부

상한 또 하나의 요인은 ‘민속학(民俗學)’의 활성화이다. 19세기 유럽

에서 독일을 중심으로 구축된 ‘민속(folk)’ 개념은 메이지시대 말기인 

1910년대에 일본에 유입되어 도시가 아닌 농촌-어촌-산촌 지역에 산

재하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 설화, 민요 등에 민족의 

가장 순수한 문화적 원형-기원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이른바 ‘향

토’의 민담-설화-민요 등을 채록-정리하고 그에 기초해 민족 내셔널리

즘을 강화하는 ‘민속학’ 구축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1930

년대는 일본에서 민속학이 가장 왕성하게 전개된 시기 다. 이러한 



역사적 전개는 일본이 1931년의 만주 침략을 시작으로 1937년의 중

일전쟁을 거쳐 1945년에 패전을 맞이하게 되는 이른바 ‘15년전쟁=아

시아태평양전쟁’의 전개와 무관하지 않다. 1930년대 일본 민속학은 

“밑-아래에서 구축하는 내셔널리즘”에 기초한 “새로운 국민사(國民

史)”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 문부성은 사범학교 ‘지

리과(地理科)’ 안에 ‘지방연구(地方硏究)’ 항목을 추가하면서 이른바 

<향토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민속학, 지리학, 취락지리학, 지방사-향

토사-농촌사회학’ 등으로 구체화한다.

1930년대 접어들어 ‘향토교육’은 일본 본토와 식민지 조선에서 동

시에 적극 추진되었지만,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1941년에 일본 문부성은 1931년부터 중국 장

악을 위해 진행한 ‘아시아전쟁’이 진주만 공격을 계기로 ‘태평양전쟁’

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학교령(國民學校令)’을 시행하는데, 식

민지 조선의 교육에서는 ‘향토’ 교육이 ‘생활환경’ 교육으로 대체된다. 

이는 1930년대에 진행한 향토교육 과정에서 ‘향토’가 “심정적-정서적 

조국애”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즉 지리교육과 향토교

육의 본 목적은 “국세(國勢)와 국체(國體)를 알고 애국심(愛國心)을 

육성”하는 데에 있었는데 바로 그 애국심이 일본이 아닌 ‘조선’이라는 

향토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했다. 이처럼 조선 향토지리의 실례
가 출판된 1933년과 그 이후 시기에 ‘향토지리’는 제국주의 일본의 내

셔널리즘 교육과 식민지 교육정책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이슈

던 것이다. 

2021년 12월

옮긴이 최범순



[해제 2]

조선 향토지리의 실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간적으로 두 부분

(편의상 제1부와 제2부라 함)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제1부는 대

구분지 전반에 관한 서술이다. 서술 내용에 따라서 제1부는 다시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대구분지의 자연환경으로 지형

과 기후를 다루고 있다. 제1장과 제2장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부

분은 사회경제환경으로 경작과 취락에 대한 것이다. 제3장과 제4장이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 부분은 대구분지의 중심인 대구부에 대한 것

으로 제5장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구부는 현재의 대구시 

중구와 거의 일치하는 지역으로 이해된다. 대구부의 상업, 공업, 무

역, 교통, 인구 등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어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2부에 해당하는 대구시의 교촌에 해당하는 동촌의 경작과 취

락 상황을 정리해 놓았다. 이하에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장

의 내용을 요약하고 역자의 능력 범위 안에서 해설을 가하고자 한다.

제1장 대구분지의 지형

제1장에서는 먼저 동서남북의 경계를 확정함으로써 대구분지를 공

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구분지는 조선 남부 남의 핵심으로 낙

동강 중류로 흘러 들어가는 금호강과 그 지류인 신천(대구천)에 걸친 

분지로, 북쪽 경계에는 팔공산 봉우리가 병풍처럼 서 있고 팔공산의 

남쪽 자락에는 이와 평행하게 구조곡(構造谷)이 있으며 더 남쪽에는 

팔공산 앞산(前山)과 앞앞산(前前山)이 있다. (그림1)



그림1. 팔공산맥의 주요 봉우리와 구조곡

남쪽 경계에는 비슬산이 우뚝 솟아 있다. 분지 서쪽은 낙동강의 계

곡이 이어진다. 동쪽은 금호강의 충적평야로 이어진다. 남북은 약 20

㎞로 팔공산과 비슬산으로 경계가 분명하고 서쪽은 낙동강이 경계를 

형성한다. 동쪽은 금호강 연안의 평야가 멀리 펼쳐져 천 평야와 분

명한 지리적 구분 없이 점차 이행하는 모습이다. 이 책에서는 경산군 

안심면 평야까지를 경계로 삼고 있다. 이렇게 대구분지를 정의한 뒤 

제1장의 나머지 본문에서는 지형적인 측면에서 동서남북의 각 경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대구분지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

해 구글 지도의 지형도를 이용해서 각 지역을 표시해 두었다.



그림2. 대구분지 지형의 구분(google지도 일부 캡처 후 재구성)

또한 대구분지에는 세 곳의 주목할 만한 복합선상지가 있다. 선상

지는 하천이 산지에서 평지로 흘러나올 때 계곡 입구를 중심으로 형

성되는 부채꼴의 충적지형을 가리킨다. 계곡 입구에 해당하는 곳을 

선정이라고 하고, 부채꼴의 중앙을 선앙, 그리고 부채꼴의 끝부분을 

선단이라고 한다(그림3). <그림2>의 복합선상지 위쪽으로 여러 개의 

계곡을 볼 수 있는데, 이들 계곡 입구에 형성된 여러 개의 선상지가 

몰려 있어 복합선상지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복합선

상지는 현재의 동촌에 해당하는 해안 복합선상지이다. 해안면과 안심

면 두 개 면에 걸쳐 있다. 두 번째는 월배 복합선상지이다. 팔공산 

북쪽 및 서쪽에 걸쳐 수성면, 달서면, 월배면부터 옥포면, 논공면에 

걸친 복합선상지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호산면 복합선상지이다. 남

쪽 경계 산괴와 대덕산 동북쪽 산록에 남천의 두 개 지류가 만든 선

상지부터 내곶동과 욱수동 취락을 각각 선정으로 해서 발달한 것이 

선상지 측면에서 이어져 복합선상지를 형성한 것이다.



그림3. 선상지의 형성과 각 부분의 명칭(kotobank.jp/word/扇狀地-88386)

대구분지에서 또한 중요한 지형이 범람원인데 주로 하천의 반복적

인 범람이나 하천 흐름의 변화로 하도(河道)가 이동하면서 생겨난다. 

범람원의 퇴적된 토양은 비옥하여 논농사나 밭농사에 많이 활용된다

(그림4). 대구분지의 범람원은 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하천 양쪽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신천 범람원, 금호강 범람원, 남천 범람원, 낙동감 

범람원의 네 곳이다. 이들 네 곳의 범람원 중에서 신천 범람원이 대

구분지의 핵심을 형성하는 것으로 좁은 의미의 대구분지에 해당한다. 

신천 범람원은 선상지형 범람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선상지에서

부터 대구 시가지가 발달했다. 금호강 범람원은 크게 성북면 범람원

과 동촌 범람원으로 나뉜다. 



출처: 두산백과 doopedia ; 한민족신문 2017.6.11. “용정 해란강”.

비고: 하천을 중심으로 하천, 자연제방(논농사), 경계부(취락), 구릉지(밭농사)의 패턴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 위의 사진은 가곡 선구자에 나오는 용정의 해란강이다. 

그림4. 범람원의 구조의 용천 해란강

제2장 대구의 기후

대구는 북위 35도 52분에 위치하고 있어 일본의 고후시(甲府市, 35

도 38분)나 기후시(岐阜市, 35도 24분)와 대략 비슷하다. 동경은 128

도 36분이다. 대구에 대륙성 기후가 왕성한 것은 여름철 해풍을 남쪽 

경계 비슬산맥이 완전히 차단해서 바람이 적다. 햇볕이 지면을 직사

해서 복사열이 강하고 토지가 건조해서 기화열이 적어 더운 열기가 

점점 쌓이기 때문이다. 겨울은 서북의 계절풍이 낙동강 하곡(河谷)을 

타고 들어와 장애물 없이 분지바닥을 휘몰아친다. 여름과 겨울의 기

온차가 큰 이유이다. 대구의 연평균 강우량은 966.2mm로 일본에서 

강우량이 적기로 유명한 세토내해(瀬戸内海)와 비슷하다. 연간 강우 

추이를 보면 여름철 7월에 가장 많아서 한 달 사이에 연간 강우량의 

20%를 넘는 양이 내린다. 이에 반해 겨울철 강우량은 매우 적다. 특

히 12월에서 2월까지 3개월의 강우량은 연간 강우량의 겨우 7.2%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일 년이 우기와 건기로 확연히 나뉘는 것은 

여름에는 동남쪽 해상의 고기압이 왕성해서 동남 계절풍이 강하고 겨



울에는 대륙성 고기압의 발달로 서북 계절풍이 강하기 때문이다. 기

온과 강우량 이외에도 제2장에서는 대구의 풍향, 습도, 서리 등에 대

해서도 상세히 조사해 놓았다. 농사와 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혹서, 혹한, 건조를 대구 기후의 특징으로 보았다.

제3장 대구분지의 생산지역과 경작풍경

무엇보다 대구분지의 농업 생산 중에서 최대의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논이다. 논이 농가 생활의 기초가 되고 경제구성의 기초인 것은 

단일재배 경향이 강한 조선 농가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논이 분포한 

곳은 범람원, 그중에서도 신천 범람원이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한다. 

금호강 범람원은 거의 모두 밭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동부 구릉군의 

서북쪽 끝을 따라 조금 오래된 범람원은 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

류에 해당하는 침산동 서북쪽에는 강의 분류(分流)로 생긴 하중도가 

있고 거기에 새로 개간한 논이 있었다. 

대구분지 범람원 지역과 더불어 논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선상지

이다. 선상지 논은 위치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해안면과 

안심면의 복합선상지처럼 전체가 논으로 이용되는 개답식(皆畓式)이

고, 또 하나는 월배 복합선상지처럼 선단(扇端)에서 부채모양으로 발

달한 논과 선정(扇頂)에서부터 줄무늬의 형태로 발달한 경작지이다.

한편, 밭의 분포는 그 지형적 특징에 따라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밭 지역의 대형 집단 지역인 낙동강, 금호강, 기

타 하천 변에 있는 범람원으로 모래질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고 많이 

건조하며 투수성이 높은 지역이다. 두 번째 대형 집단지역은 남부 산

괴의 서북방에 있는 선상지의 분암 암석 부스러기로 구성된 선앙(扇



央)이다. 선앙 거의 전부가 밭 지역이고 하천수는 지하 깊숙이 잠행

하기 때문에 배수도 양호한 지역이다. 세 번째 산 지역은 구릉의 침

식곡 벽면의 완만한 경사면으로 구릉군의 침식면은 계곡 바닥의 논, 

계곡 양쪽 비탈에 형성된 밭, 구릉 정상의 소나무 숲이 뒤섞여 있는 

지역이다.

제4장 대구분지의 취락 풍경

대구분지 취락은 자리 잡은 곳의 자연적 위치에 따라 산록 지대 취

락, 분지 바닥 취락, 구릉 안과 산지 계곡 및 계곡 입구 취락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분지바닥 취락은 하천변 제

방 위에 있는 취락, 선상지 취락, 새롭게 개척한 도로를 따라 자리 잡

은 가촌식 취락, 강기슭 범람원 위에 있는 것으로 나뉜다. 

이 취락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취락의 명칭에 관한 것이다. 

상·중·하는 시간의 추이를 나타내며 친촌(親村)과 자촌(子村)의 관

계를 보여주고, 내·외가 붙은 취락도 상·중·하의 사용과 동일한 

의미가 있다 되어 있다. 예컨대, 해안면의 상향동·하향동, 안심면의 

상율동·하율동·율하동, 그리고 고산면의 내곶·외곶, 공산면의 내

계·외계, 칠곡면의 내증·외증 등이 있다. ‘신’을 붙여 신전(新田)을 

나타낸 것은 수성면의 신암(新岩)·신상(新上)·신천(新川)·신하동

이 있다. 동성 또는 동족 취락도 대구 부근에 다수 존재한다. 공산면 

미대동의 채(蔡) 씨, 평광동의 우(禹) 씨, 해안면 칠동의 최씨, 월배면 

월배동의 우씨, 달서면 산격동의 서(徐) 씨, 침산동의 박 씨 등이다. 



그림5. 대구(분지)의 지리적 위치



제5장 분지의 핵심, 대구부

대구분지의 중심인 대구부에 대해서 살피고 있다. 대구는 성벽에 

둘러싸여서 순연한 ‘정치도시’로 출발했다가 ‘시장도시’로서 점차 두각

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대구는 근대적 상공업의 발전

에 따라 조금씩 ‘경제도시’의 경향을 강화하고 있다. 대구부는 인구 

10만 3천 명으로 조선에서 경성부, 평양부, 부산부에 이어 제4위를 

차지하는 도시로 경성을 중심으로 조선 북부의 평양, 조선 남부의 대

구가 서로 대칭을 이룬다.

소백산맥이 활모양으로 남을 둘러싸고 그 산맥 중간에 있는 추

풍령, 조령, 죽령의 좁은 경로로 조선 중부와 통한다(그림5). 이 세 

개의 고개가 모두 낙동강 본류와 지류를 따라 대구를 구심점으로 집

합한다. 북방 통로에 대해 구심적 위치에 있는 대구는 포항, 울산, 부

산, 마산 각 항구로 방사선처럼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

대구가 처음 경상도의 중심이 되어 관찰사를 둔 것은 선조 29년

(1596년)이 시작이다. 그때까지 경상감 은 상주에 있었다. 그 후 정

유재란의 향으로 1599년 안동으로 옮겼다가 다시 대구의 신천 범

람원으로 돌아온 것이 1601년이다. 몇 번의 변천을 거쳐 1895년 경상

도를 남북 2도로 나누어 북도의 관찰사를 대구에 두었다. 1736년에는 

외적에 대한 방어를 위한 읍성의 필요성을 내세운 관찰사 민응수의 

건의로 대구읍성이 축조되었다. 그때의 대구읍성은 현재의 반월당에

서 대구역에 이르는 동성로, 서성로, 남성로(약전골목), 북성로 사이

의 지역이다. 대구의 성곽은 평지에 쌓은 평성(平城)이다. 대구의 성

벽을 위한 축재로 멀리 팔공산(八公山)과 비파산(琵琶山)에서 운반된 

화강암과 분암(玢岩)이 사용되었다. 성벽의 동서남북은 각 약 750미

터 정도의 사각형에 가까운 윤곽을 가지나 서남쪽은 활등처럼 굽은 



모양(孤狀)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신천의 구 하천의 제약을 받은 결

과이다.150) 이러한 성벽도 1906년 11월부터 1909년 가을까지 결국 

철거되어 환상가로가 되었다. 그렇게 생겨난 것이 북성로, 동성로, 서

성로, 남성로(약전골목)이다.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남성정, 서성정, 

동성정의 명칭도 성벽의 위치를 따라 붙여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선인 거주지역인 구 성벽 안과 그 서쪽과 남쪽 지역

은 자연적으로 발달한 취락의 성격이 강하여 불규칙한 가로가 형성되

어 있다. 구 성벽의 동부에는 일본인의 이주와 함께 신시가(新市街)

가 설치되어 동서와 남북 방향으로 가로가 바둑판처럼 배치되어 직교

식 가로 구조가 형성되었다.

대구부 안에는 조선 재래의 시장으로서 서문시장, 동문시장, 월견

산 신탄시장, 약령시의 4개 시장이 있다. 강경, 평양과 함께 조선의 3

대 시장에 속한 대구시장은 서문시장을 가리킨다. 대구군읍지에 서문

시장을 읍시라 칭하고 동문시장을 신시(新市)라고 했다. 옛날 남문 

밖에 있던 것을 1911년에 당시 동문 밖 동성정 달성군청 자리로 이전

했다. 시장의 정리와 도로교통의 정리라는 견지에서 1929년 동문시

장에서 신탄만을 분할하여 월견산 현재의 땅에 신설되었다. 월견산 

신탄시장은 매일 열렸다.151) 약령시는 약해서 시(令市)라고도 하며 

150) 대구읍성의 입지와 신천 범람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송언근, ｢대구읍성 입지와 신

천 유로 변화의 관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6(4), 2020.11, 320-335쪽을 참조할 것.

151) 朝鮮民報 1929.4.2. <月見山麓の薪炭市場開>. “최근 대구부가 발전함에 따라 종

래의 남문시장은 현저하게 좁아졌고 머지않아 시행할 도로의 관통으로 더욱 그러

한 경향이 깊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 완화책에 대해 다년간 대구부의 이사자(理

事者)의 손으로 연구 중이었는데, 이 시장의 거래 화물 중에서 가장 많은 신탄의 

거래장소가 다른 적당한 장소로 이전할 방침을 세웠다. 최근 동문시장 개시일의 

신탄은 왕왕 시장 밖, 즉 마쓰이(松井)병원 앞 도로에 넘쳐 일반 교통상의 지장도 

작지 않았다. 이에 신탄시장의 이전 후보지를 물색 중이었는데 동정에서 그리 멀

지 많은 봉산정의 월견산 서쪽 산기슭 약 1천 평을 선정하여 3월 9일 정지 공사

에 착수, 3월 31일에 준공, 4월 1일부터 일반 거래를 개시하게 되었다. 개시일은 

지금까지 남문시장에서는 매월 4, 9일이었는데 신설 신탄시장은 매일 개시하여 



조선 효종 때 시작되었다.152) 북쪽에는 의주에 남쪽에는 대구에 설치

되었다. 대구의 경우 연 2회 개시한다고 법령에 규정되었다. 대구의 

관찰사는 반드시 1년에 한 번 약재를 정선하여 이조에 진헌해야 했

다. 시장은 남문 밖 구 경부가도에 있었는데, 성벽이 철폐되고 그 터

에 환상도로가 완성되자 시장도 이곳으로 이전되었다. 이 가로의 양

측에 상설 한약 점포가 즐비해 하나의 상업지구를 구성하여 오늘날까

지 이어진다.

대구의 조선인 중 공업자 비율은 15%이고, 조선 전체 조선인 공업

자 비율 2%보다 월등하게 높다. 대구의 일본인 중 공업자의 비율 역

시 24%로 조선 전체의 15%에 비해 높다. 대구의 발달한 공업은 다시 

도시의 진전에 기여했다. 대구의 공업으로 주요한 것은 정미, 담배 

제조, 제사업, 양조, 방적, 놋쇠 기구 등이다. 그중에서도 정미, 담배, 

제사의 3자는 공업액 전체의 81%에 달한다.

대구는 경상북도 전체와 교통 관계상 경상남도 일부까지의 범위를 

상권으로 하고 있다. 담배의 경우 조선의 삼남지방에 걸쳐 경제블록

이 형성되어 있고, 또 약령시의 경우는 한약에 대해 전국적으로 구매

자가 분포된 특수한 경우도 있다. 또한 대구 그 자체가 오사카의 상

권에 포괄되며 서남 일본의 상권 안에 고차적(高次的)으로 개괄되고 

있다. 

이출의 대종은 백미, 현미와 생사, 누에고치(繭)이다. 백미와 현미

는 주고쿠지방(中國地方)으로 이출되는 것이 가장 많다. 모두 부산항

에서 해운으로 수송된다. 생사는 대부분 미국 수출용으로 요코하마와 

고베항을 통과한다. 그 밖에 대구 사과가 주로 오사카, 고베, 교토 등

수급자의 편리를 도모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종래의 남문 시장의 신탄 거래는 

3월 기한으로 폐지되었다.”

152) 약령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서는 權丙卓, 藥令市硏究, 한국연구원, 1986년이 

있어 참조된다.



의 간사이지방을 주요 판로로 이출되었다. 엽연초(葉煙草)는 이집트

(埃及)로 수출되는 상품이었다.

이수입품은 대부분이 일용품과 기타 필수품이다. 이수입품의 수위

를 차지하는 면직물은 연액 80만 원으로 다른 품목에 비해 탁월하고, 

차위(次位)의 휘발유는 연액 27만 원에 불과하다. 석탄, 속옷(肌衣), 

석유, 인견, 유안(硫安)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조(粟)는 만주에서 수입

되는 것으로 매년 수입액의 약 60%에 달한다. 이는 조선의 농민이 

벼(籾)를 팔고 그 대신 조를 식료(食料)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입

액이 다액에 달하는 것이다.

반도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동맥인 경부철도이고, 

남에 있어서 제일가는 요지가 대구인 것은 구 성벽 남문에 걸려 있던 

｢ 남제일관｣이라는 편액에서도 명확하다. 대구로 오는 국도는 두 

개가 있어 하나는 경부가도이고 다른 하나는 대구에서 통 에 이르는 

통 가도이다. 경부가도는 서문 밖의 시장에서 통 가도와 만나 팔달

교 부근부터 칠곡을 통과하여 다부원역에서 오늘날의 안동가도와 분

기하여 서북쪽으로 나아가 조령(鳥嶺)에 이른다(그림5 참조). 또한 하

천교통 중 낙동강 수운의 하항(河港)이 오늘날 화원면 성산(城山) 밑

의 사문항(沙門港)으로 이 항구에 상륙하여 통 가도를 이용해 대구

로 통했다.

소백산맥 중의 횡단로는, 가장 옛날에는 죽령이었고, 다시 조령

(548미터)으로 옮겨갔다가, 오늘날은 주로 추풍령으로 간선의 변천을 

이룬다. 이는 왕년의 도로교통이 거리상의 이유에 강한 관심을 가지

고 있던 것에서 교통기관의 발달과 함께 오늘날에는 경사와 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구 동남쪽의 팔조령은 오

늘날 대부분 지방적 통로로서만 겨우 그 여명을 유지하고 있고, 서북

쪽의 칠곡과 다부원의 길은 안동가도로서 그 명맥이 남아 있을 뿐으



로 오늘날 반도의 종관적(縱貫的) 통로는 크게 변하여 경부선으로 교

체되었다. 낙동강 수운도 철도 개통과 함께 완전히 구축되어 오늘날 

대구로 향하는 하항은 완전히 봉쇄되었다.

대구의 인구구성에 조선인과 일본인이 혼재하는 것은 일본의 도시

와 비교할 때 뚜렷한 특질이다. 일본인은 대구 총인구의 25% 정도로, 

그 주거지역의 핵심은 구 성곽의 동부 및 대구역 부근의 범람원이다. 

이에 대해 조선인은 구 성곽 안의 서남부 및 그 서남으로 이어지는 

구릉지대가 중심이다. 이렇게 주거지역이 분할된 것은, 일본인 측이 

신 교통계의 철도노선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선인 측은 구 교

통계인 경부가도 및 시장에 의존하고 그 사이에 긴 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대구시가가 그 인구구성 때

문에 결국 여러 방면에서 두 개의 형식이 대립하게 되었다. 즉 직교

식(直交式) 가로에 대해 미로식, 상설상점 및 상설시장에 대해 정기

시장, 판자벽(板壁)에 대해 토벽, 그리고 가옥의 건축양식에 이르기까

지 많은 생활양식에서 현저한 경관의 대조를 보인다.

재류 일본인은 약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사이로 대구 인구의 25% 

이상에 해당한다. 그 원적지를 보면 야마구치, 후쿠오카, 히로시마, 

오카야마현의 순위로 이 4개 현으로 27%를 점한다. 즉 산요(山陽)와 

북규슈(北九州) 출신이 많아 그 합계가 40%에 달하고, 그에 반해 홋

카이도와 오우(奧羽) 지방 출신이 가장 적다. 이렇게 접양지(接壤地) 

출신자가 많은 것은 교통 관계에 기인한다. 

또한 도시이면서도 농업 종사자가 많은 것은 조선 도시에 나타나

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그들 농가는 거의 전부가 지주로서 소작료를 

받아 생활하는 이들이다. 소위 부재지주로서 그들의 소유 경작지는 

군부(郡部)에 있다. 



제6장 근교 농촌(郊村), 동촌(東村)

신전 취락인 동촌은 원래 해동면(解東面)에 속하는 하안 범람원의 

입회지로 방우장(放牛場)으로 쓰던 황무지 다. 1905년 9월 초부터 

일본인이 거주하기 시작했고, 1909년경 재주 일본인이 서로 의논하여 

농회를 조직하고 대구의 동쪽 교외에 있다는 사실에서 동촌농회라는 

이름을 붙 다. 오늘날 동촌이라는 명칭의 시작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구체적으로 동촌의 토지 이용 상황을 언급하면서 범람원은 하수면

이 낮고 투수성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건조하여 전 지역이 밭으로 개

척되었다. 동촌의 경작 종목은 과수, 뽕나무밭(桑園), 채소농원의 세 

가지에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동촌 경작지의 관점에서 볼 때 단연 

과수 재배가 탁월하다. 직업구성에서도 전체 호수의 80%가 농업자이

고 농업자의 52%, 전체 호수의 41%가 과수 주업자라는 사실로부터 

과수가 탁월한 지역인 것이 명확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사과 재배가 

뛰어났다. 

동촌에서의 양잠업은 동촌 전체 호수의 13%에 불과했으나 한때 

100정보의 뽕나무밭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사과 재배가 유행하면서 

점차 금호강 범람원을 거슬러 올라가 오늘날에는 하양의 범람원이 금

호강변 양잠지대의 핵심을 이루게 되었다. 이는 교촌적153) 성격의 사

과와 달리 양잠이 교촌적 성격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고, 경제적으로

도 사과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동촌의 채소 농가는 전체 호수의 25%에 달하여 사과 재배자 다음

이다. 그 수확의 대부분은 전부가 대구를 시장으로 한다. 대구에서는 

일본인용 들나물로만 매매된다. 무와 배추가 수요의 대부분을 점하

153) 교촌(郊村)은 대도시 근처에서 근교농업을 주로 하는 농촌을 가리킨다. 근교농업

이란, 대도시 주변 지대에서 도시민의 소비에 응하여 채소, 과일, 꽃 따위를 집약

적으로 재배하는 상업성이 높은 농업이다.



고, 판매액에서도 현저하게 우월하여 두 가지만으로 40%에 가깝다. 

기타 각종 야채가 40종이 넘는데, 판매액으로 16%를 점하여 제3위에 

위치하는 것이 오이 다. 대구의 근교 채소 공급지는 동촌 이외에도 

팔달교 부근에 있는 비산동 야채원의 조선 가정용 재배지가 있다. 동

촌은 일본인의 경 으로 일본인 가정용 채소를 재배하는 데 대해 비

산동은 조선인의 농에 의해 조선인 가정에 공급된다. 

노동력의 공급지는 동촌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에 달

려 있는데 대략 3㎞ 이내이다. 해안면에서는 봉무(鳳舞)와 도동(道洞)

을 제외하고 8개 동에 걸쳐 있고 그 밖에 경산군의 안심면, 수성면의 

효목(孝睦)과 만촌동(晩村洞)의 11개 동에 퍼져있다.

동촌의 취락 형태는 밭 경작의 산촌(散村) 형식과 도로에 연한 가

촌(街村) 형식으로 이분된다. 또한 동촌은 경작에 필요한 비료를 대

구에서 구하는 등 완전히 대구의 교촌식 취락이다. ‘건조지 대구의 물

을 동경하는 인사를 끌어들여’ 유원지 시설을 함으로써 동촌을 대구

의 휴양지로 개발하고자 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동촌의 1호당 해

안면비 부담액은 조선인 평균 8호에 해당할 정도의 우위를 점하고 있

다. 결론적으로 동촌은 대구와의 유기적 의존관계를 기초로 성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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