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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일제시기 조선과 타이완(臺灣) 조선산업(造船産業)의 전개과정을 비교ㆍ검토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성을 밝히는 것이다. 주로 양국 최대 조선회사인 조선중공업(朝鮮重工業)(주)
과 타이완선거(臺灣船渠)(주)에 주목하였다.
일제시기 양국 조선산업의 유사성 및 차이성은 이하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양국 조
선산업은 일제가 역량을 집중하여 식민지 항구로 개발했던 부산항과 지룽항(基隆港) 항만시설
의 일부로 시작되었다. 항구에 출입하는 선박의 비교적 간단한 수리가 목적이었다. 둘째,
1930년대 전반까지도 양국 조선산업은 본격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양국 모두 일본 조선산
업의 시장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양국 조선산업 성장이 본격화 된 것은 1930년대 후반부터였
다. 조선중공업과 타이완선거의 설립이 계기가 되었다. 이 두 조선소의 건설은 시장의 요구라
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육성 필요성이 대두된 결과였다. 넷째, 조선중공업과 타이완선거의 설립
이후 1945년 일본 패전까지의 경영과 생산 활동 과정은 유사한 전개를 보였다. 하지만 주목되
는 차이도 있었다. 조선중공업은 선박 건조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소로 성장하였던 반면에, 타
이완선거는 선박 수리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소로 성장하였다. 양국 조선산업의 차이는 전시체
제기 일제의 전쟁 수행을 위한 필요성이 결과한 것이었다.
<주제어> 조선산업, 조선중공업(주), 타이완선거(주), 조선, 타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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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본 연구는 일제시기 조선과 타이완(臺灣) 조선산업(造船産業)의 최대 기업인 조선중
공업(朝鮮重工業)(주)과 타이완선거(臺灣船渠)(주)를 중심으로 양국 조선산업의 전개과정
을 비교ㆍ검토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러한
유사성과 차이성이 나타나는 원인도 추적해 보려고 하였다.
사실 일제시기 조선과 타이완, 그리고 식민지에서 해방 된 이후 한국과 타이완의 조
선산업 발전과정은 상당히 비슷한 경로를 걸었다. 양국 모두 일제의 식민지가 된 후 일
본으로부터 조선산업이 이식되었고, 전후(戰後) 1950년대까지는 미국의 원조경제 하에
서 시행착오를 거듭했으며, 이 후에는 다시 일본 조선산업과의 긴밀한 연관관계 속에
서 부흥을 모색하였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경로를 걸었지만 내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일정한 차이점도 발견된다. 오늘날 양국에서 조선산업의 위치는 크게 달라
졌지만, 비슷한 역사적 경로를 걸은 궤적을 추적하는 것은 양국 산업화의 역사과정을
비교하는 의미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 특히 일제로부터 조선산
업이 이식되어 정착되는 식민지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연구내용은 대략 세 시기로 구성된다. 일제의 식민지화 이후 정책적으로 조선산업이
육성되기 직전인 1930년대 전반까지의 시기, 조선중공업과 타이완선거의 설립으로 상
징되는 1930년대 후반 이후의 본격적 육성기, 그리고 태평양전쟁 발발로 인한 전시계
획조선(戰時計劃造船)의 실시와 이에 따른 조선산업 재편기가 그것이다. 각 시기별로
양국 조선산업 전개 양상을 정리한 후 이를 토대로 그 유사성과 차이성에 주목해 볼 것
이다.
조선산업을 사례로 하여 한국과 타이완의 산업사를 본격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는
없다. 양국의 경제 전반에 대한 비교분석은 2000년대에 들어서 호리 카즈오(堀和生)ㆍ
나까무라 사토루(中村哲)의 연구가 있다(堀和生ㆍ中村哲, 2004). 한편 양국 조선산업에
대한 각각의 연구는 일정하게 이루어졌다. 우선 조선의 주요 연구는 김재근과 배석만
의 연구가 있다(김재근, 1978; 배석만, 2014). 타이완 조선산업 관련 주요 연구는 가
미야 다카유키(龜谷隆行), 첸 정홍(陳政宏), 샤오 밍리(蕭明禮), 홍 샤오양(洪紹洋) 등의
연구가 있다(龜谷隆行, 1978; 陳政宏, 2005; 蕭明禮, 2007; 洪紹洋, 2011a; 2011b).
본 연구는 이들 일제시기 양국 조선산업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우선적으로 참조하여
비교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동시에 부족한 부문은 최대한 관련 자료의 조사ㆍ발굴
과 이용을 통해 보완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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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1930년대 전반까지의 정체기
1. 전체적인 양국 조선산업의 모습
1930년대 전반까지 조선과 타이완의 조선산업은 일본 조선산업의 시장이었으며, 근
대적 산업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주로 목조 어선을 건조하는 소형 조
선소들, 이른바 영세한 목조선소들이 양국 조선산업의 모습이었다.
다만 두 가지 점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급속한 성장, 발전의 모습
은 없지만, 정책, 시장(해운, 수산)에 연동하여 상대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의 조짐을 가
지기 때문이다. 둘째는 조선의 사이조철공소(西條鐵工所)나 타이완의 지룽선거주식회사
(基隆船渠株式會社)로 대표되는 근대적 조선소의 설립과 경영과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양국 조선산업의 전체적인 규모를 보자. 이를 위해 조선 및 타이완에서 각각 발
행된 『공장명부』 등의 자료를 통해 양국 조선소의 숫자를 비교해 보았는데, <표 1>과
같다.
<표 1> 일제시기 조선과 타이완의 조선소 수 비교
年度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조선

33

-

48

49

48

56

55

53

53

59

64

97

-

타이완

20

23

23

-

24

25

25

30

35

30

31

24

38

출처：배석만(2014), p.70; 洪紹洋(2011a), p.38.

조선소의 절대 숫자에서 조선이 타이완보다 많으며 이런 경향은 일제시기를 관통한
다. 지역별 분포도 타이완의 경우 타이페이(臺北)와 지룽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조선은
상대적으로 전국적인 분포도를 가졌다.1) 아울러 조선은 1930년대 증가세가 두드러지
는 반면 타이완은 증가하기는 하지만 조선만큼 급격하지는 않다. 조선의 조선소 숫자
의 증가는 두 가지 요인 때문이다. 첫째는 수산업의 활황이다. 특히 1920년대 후반부
터 시작된 동해안 정어리 어업의 특수가 어선 수요를 확장시켰고 이에 대응하여 조선
소 설립의 활성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은 1925년 19개에 불과했던 조
선소가 1926년 24개, 1928년 33개, 1932년 50개로 급증했던 것에서 확인되는데, 정

1) 1932년 현재 존재한 타이완의 23개 조선소 중에서 16개가 타이페이에, 7개가 지룽에 위치하고
있었다(臺灣總督府殖産局, 193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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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 어업 특수의 시작과 대략 일치한다(朝鮮總督府, 해당년도판). 반면에 타이완의 경
우 같은 기간 23개 정도로 변함이 없다.2) 둘째는 주지하듯이 일본과 조선간의 물동량
증가이다. 1930년대 식민지 공업화와 만주 개발의 본격화에 기인한 것으로 조선내 해
운회사들의 선박 건조를 유도했다. 셋째는 그간 조선에 선박을 공급하던 일본 조선업
계가 일본 국내 선박수요 확대로 그 공급력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조선내
해운과 수산업계가 일본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은 건조가 지연되기 일쑤였고, 1930년
대 후반은 그 정점에 있었다.
타이완의 경우도 식민지 공업화에 따른 물동량 증가로 선박 수요가 증가한 반면, 일
본 조선업계의 활황으로 일본에서의 선박공급력이 약화된 상황은 동일했을 것으로 생
각한다. 다만 조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선소 증가폭이 완만한 것은 타이완 국내 조선
시장의 상대적 협소함, 다시 말해 타이완 내에 거점을 둔 해운, 수산업 회사, 업자의 상
대적 미성숙 때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타이완은 일본에 거점을 둔 회사들이 해운,
수산업을 주도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차별성이 나타난 요인과 관련해서는 자연환경, 특히 지리적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
다. 일본 본토에서 조선과 타이완은 해상 거리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아울러 조선의
경우 대륙과 연결하는 절반 이상을 철도 등의 육상교통이 대신할 수 있는 반면 타이완
은 제국 일본의 입장에서 중국 대륙 및 남양, 동남아시아와의 해상교통망의 핵심적인
중간 기점이었다. 당연히 타이완과의 해상운송에는 대형선박이 필요했고, 조선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형선으로도 충분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선박이 고장을 일으켰을 경우 조
선의 경우 가까운 규슈지역의 사세보(佐世保)나 나가사키(長崎)에서 수리할 수 있으나,
타이완의 경우 그럴 수 없었다. 일찍부터 타이완 조선산업이 수리업을 중심으로 발전
하였던 중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이 시기 양국 조선산업의 대표기업
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조철공소와 지룽선거의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2. 사이조철공소와 지룽선거
1) 사이조철공소의 설립과 경영
사이조철공소는 1904년 일본에서 직공 60여명을 인솔하여 부산에 들어와서 공사현
장 감독으로 경부철도 건설공사에 참가했던 사이조 리하치(西條利八)가 1906년 부산
부평동(富平洞)에 설립한 것이다. 각종 철기류를 제작하였고, 설립 당시 직원은 일본인

2) 별도의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타이완의 조선소는 1929년 23개, 1930년 20개, 1931년 23개,
1932년 23개로 큰 변화가 없다(臺灣總督府殖産局, 1934,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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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 조선인 20명으로 총 35명의 제법 큰 철공소였다(釜山日本人商業會議所, 1907,
190).
사이조가 조선산업과 관련을 맺게 된 것은 1912년부터로 보인다. 식민지화 이후 개
발이 본격화된 부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정비ㆍ수리 수요에 대한 대응, 그리고 같
은 해 조선총독부가 연안해운 독점을 위해 국책해운회사로 설립한 조선우선주식회사
(朝鮮郵船株式會社)의 선박검사 및 수리의 필요성으로 부산항에 수리용 도크(dock) 건
설계획을 가시화하였는데, 여기에 참가한 것이다. 조선총독부 해사과장 출신의 기노시
타 시게마쓰(木下重松)가 주도한 초기 계획은 부산과 오사카, 도쿄의 자본가들을 끌어
들여 자본금 100만 엔, 불입 25만 엔의 가칭 부산조선철공소(釜山造船鐵工所)를 건설
하는 것이었다(매일신보, 1912.8.14). 총독부 체신국 역시 필요성에 동의하고 적극 지
원을 표명했다(매일신보, 1913.11.18). 조선우선 소속 기선 약 40척 외에 조선 재적
선박에 대하여 매년 1회는 도크에 입거(入渠)하여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 외 임
시수리 등을 합하여 연간 최소 40~50회의 입거수리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 가는
것과 비교할 때 그 수고와 비용 면에서 절약이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항 도크건설 계획은 기대와 달리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 설립을 주
도하던 기노시타 외에 부산의 유력 해운업자 오이케 추스케(大池忠助), 그리고 사이조
등이 이 사업을 유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혼자 독점하기 위한 경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은 총독부에 대한 사업인가 신청에서 나타나는데, 사이조는 1913년 4월 가
장 먼저 신청하면서, 만약 자신에게 인가가 떨어지면 그 즉시 공사에 착수할 것이며,
이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공공연하게 표명하였다(매일신보, 1913.8.15;
12.16). 최종적으로는 경쟁적으로 인가신청서를 낸 오이케, 사이조 외에 이미 영도에
나카무라조선소(中村造船所)를 설립하여 경영하고 있던 나카무라 규조(中村久藏), 또 다
른 부산지역 유력 자본가인 이시하라 겐자부로(石原源三郞)의 합작 형태 회사 설립으로
결정되었다. 1919년 4월의 일로 사업 추진으로부터 7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설립되는
합작회사의 자본금은 25만 엔이었고, 회사 설립과 동시에 도크 공사에 착수하여 8~9
월경에는 준공할 예정이었다.3)
유망한 사업이라는 인식 하에 총독부 퇴역 관료, 부산지역 해운, 조선, 철공업자 등
이 사업권을 독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던 도크건설 사업
은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전후 불황과 관동대지진, 그리고 이후에도 지속된 1920년
대의 장기 불황속에서 제대로 진척되지 못했다. 결국 사이조가 조선선거주식회사(朝鮮
3) 출자 규모는 오이케 11만2,500엔, 사이조 7만 엔, 나카무라 5만 엔, 이시하라 1만7,500엔이었다
(매일신보, 1919.4.1). 바로 도크 공사가 가능했던 것은 이미 이전부터 부지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매일신보, 19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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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渠株式會社)라는 사명으로 존재하던 동 회사를 완전히 인수하였다. 1928년 사이조는
기존 부평동에 있던 자신의 사이조철공소를 영도로 이전, 인수한 조선선거와 합병하여
사이조조선철공소(西條造船鐵工所)를 신설하였다(阿部薰 編, 1935, 253). 1930년대에
는 강선(鋼船)건조도 실시하여 1935년 384톤급, 1936년에는 533톤급 선박을 건조하
였다(朝鮮總督府, 1938.9a, 83).
1937년 사이조철공소를 토대로 조선중공업주식회사 설립이 이루어졌을 당시 동 철
공소의 주요 시설능력은 최대 1,500톤급 선박 수리, 500톤급 강선건조, 500마력 디젤
엔진 제작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실제 주력생산품은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다양
한 기계, 구조물, 장치의 제작 및 수리였고, 부수적으로 조선총독부, 조선기선주식회
사4) 등이 소유한 선박을 수리하고 있었다. 연평균 매출액은 69만 엔 정도로 육상 제기
계제작 44만 엔, 기계수리 10만 엔, 선박수리 15만 엔이었다. 따라서 사이조 철공소는
1,500톤급 수리용 도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조선소라기보다는 철공소에 여전히 가까
운 상황이었다(배석만, 2014, 84-85).

2) 지룽선거의 설립과 경영
조선의 경우, 일본으로부터의 근대 조선산업의 이식은 한말 이래의 수산업 침탈과
일본 어민의 진출에 의한 이주어촌 건설에 연동되어 일본인 경영의 민간조선소가 부
산, 통영 등 남해안 주요 항구에 건설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영도에 설립된 다나카조선
소(田中造船所)나 부산항 도크건설사업에서 사이조와 경쟁했던 나카무라조선소는 1890
년대에 설립된 조선소였다(釜山日本人商業會議所年報, 1907, 190).5) 반면 타이완의 경
우 최초로 이식된 근대 조선산업은 해군의 함정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군수시설이 출발
점이었다. 타이완총독부 설립 한 달 전인 1895년 4월 일본 해군은 이미 펑후다오(澎湖
島)를 점령하고 마콩(馬公)해군수리공장을 설치하여 함정 수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일본으로부터의 본격적인 근대 조선산업 이식은 지룽항 건설과 관련이 있다.
일본 오사카철공소(大阪鐵工所)-뒤의 日立造船-는 1899년 뒤에 지룽선거주식회사(基隆
船渠株式會社)의 모태가 되는 분공장을 지룽항에 건설하고, 1,000톤 이내의 선박수리
가 가능한 조선시설을 구축했다. 지룽항 건설에 동원된 각종 선박의 수리를 위한 것이
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제1차 세계대전의 전쟁경기로 일본의 대외무역이 급속히
확장하는 가운데 타이완은 일본이 화남, 남양으로 무역권을 넓히는 이른바 ‘남진기지’

4) 조선우선이 대일항로를 중심으로 한 근대항로 진출을 모색하면서 연안항로 독점을 위해 1925년
설립한 자회사이다.
5) 다나카조선소의 설립시기에 대해서는 자료에 따라서 1887년으로도 기록되어 있다(朝鮮總督府殖
産局, 1932,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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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부각되었고, 지룽항은 그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였다.
타이완총독부는 지룽항 개발의 일부로 3,000톤급 도크건설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전쟁경기가 결합하면서 이 사업을 따낸 것이 기무라구미(木村組)였다. 기무라구미는 기
무라 규타로(木村久太郎)가 설립한 토목청부회사로 1896년 타이완 종관철도건설공사
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타이완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금광 채굴, 탄광 개발로 성장을
거듭하여, 1916년에는 기무라광업주식회사(木村鑛業株式會社)를 설립하였다. 기무라는
지룽항에 1910년 그의 주력사업인 광산 개발에 필요한 각종 기계를 제작, 수리하는 기
계공장을 별도로 설립하였는데, 이것이 1917년 기무라광업 지룽철공소(基隆鐵工所)이
다. 지룽철공소는 오사카철공소 지룽분공장을 인수하여 지룽선거의 모태가 되었다.
1918년 지룽철공소는 타이완총독부의 지원 하에 도크 건설을 시작하였고, 1919년에는
자본금 100만 엔의 지룽선거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1920년에는 도크가 완성
되었는데, 최대 3,000~4,000톤급 선박의 입거 수리가 가능한 규모였다(蕭明禮, 2007,
67-69).
지룽선거의 건설과정을 조선의 조선선거 건설과정과 비교하면 두 조선소 모두 지룽
항과 부산항이라는 일제가 역량을 집중하여 개발했던 항만기능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설립 주체가 그간 식민지에 건너와 자본축적에 성공한 토목업자라는 것
도 동일하고, 사이조는 경부철도, 기무라가 타이완종관철도 공사에 참여한 것이 이들이
식민지에 건너온 계기였다는 것도 흥미롭다. 비록 이후 축적과정은 사이조가 철공소,
기무라가 광산개발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항구에 출입하는 선박의 검사, 수리를 위한 도크 건설에 착수하고 있다. 도크 건설과정
에 해당 지역 총독부가 관여했다는 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동일했다. 가장
큰 차이는 조선선거가 건설한 도크가 1,500톤급인데 비해 지룽선거가 건설한 도크는
최대 4,000톤급으로 2배 이상 큰 규모였다는 것이다.
도크의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이후 경영을 보면 육상공사 위주로 철공소의 성격이
훨씬 강했던 조선선거에 비하여, 지룽선거는 선박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조선소로서의
위상을 구축했다. 지룽선거는 설립 당시부터 선박수리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관련 수입
이 육상공사 수입을 능가하고 있었고, 1937년 타이완선거주식회사의 설립으로 청산되
기 직전의 회계에서도 선박수입은 35만 엔으로 육상공사 17만 엔의 2배 이상의 규모
였다(基隆船渠株式會社, 1936.12~1937.5). 화남, 남양으로 확대되는 일본 무역권의 중
간 거점이라는 지룽항의 위치로 인해 대형 선박들의 입출항이 빈번했고, 일본과의 거
리 때문에 조선과 달리 타이완 현지에서 수리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지룽선거가
경영 초기부터 타이완 항로를 경영하는 오사카상선 소속 선박의 지정 수리점검 조선소
였다는 점은 이런 사실을 증명한다(基隆船渠株式會社, 1924.12~1925.11). 그러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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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조(新造船)의 경우는 전 시기에 걸쳐서 부진했다. 시설 자체가 50톤급, 200톤급 소
형선 건조가 가능한 선대(船臺) 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대형 강선(鋼船) 건조를
목표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6) 이것은 선박건조는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일본 조선업계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문, 즉 지형적인 원인에 입각한 선박수리, 그리
고 기타 어선, 잡선 등의 소형 선박을 건조하는 것에 머물렀음을 의미한다. 일본 조선
업을 보조하는 식민지 조선산업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조선선거의
경우 선박수리 조차도 대부분 일본 조선업계에 일감을 빼앗기고 있었다.
수리조선을 중심으로 조선소의 위상을 강고하게 구축했지만, 1920년대 지룽선거의
경영성적을 그다지 좋지 못했다. 초창기의 손실은 진입초기 중공업의 산업적 특성상
대규모 자본의 투자와 고정화, 그리고 저생산성, 신규진입에 따른 인지도 문제 등으로
인한 일감부족의 결과로 나타난 일반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룽선거는
1928년 제10회 회계 결산 때까지 적자 경영이 지속되었다. 대략 1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줄곧 적자였다는 것으로 중공업의 초기 진입 당시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1928년 상반기 회계에서 최초로 6,675엔의 소규모 흑자를 실현했고, 하반기
에도 비슷한 규모의 흑자가 유지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이익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여 1932년부터는 다시 상반기 손실액만 1만 엔이 넘는 대규모 적자경영으로 전
환하였다. 직접적인 원인은 대공황에 따른 선박수리 수요 감소 때문이다. 1933년부터
경영수지는 다시 흑자로 돌아섰지만 그것은 타이완총독부가 23,650엔의 보조금 지원
을 결정한 덕분이었다. 보조금 지원은 1937년 타이완선거 설립으로 지룽선거가 청산
될 때까지 지속되었는데, 이 보조금을 제외하면 지룽선거의 경영은 큰 폭의 적자경영
이 유지된 것을 의미했다. 이렇게 보면 지룽선거는 1919년 설립 후 1937년 타이완선
거로 흡수될 때까지 1920년대 말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장기간 적자 경영을 벗어
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7)
사실 연간 4,000척의 기선이 입출항하는 지룽항의 항만설비이자, 해군 마콩요항부
(馬公要港部) 소속 함선의 수리설비로서, 그리고 타이완 해협 및 부근 해상의 선박 조난
사고의 대응시설로서 지룽선거의 존재감은 뚜렷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경영이
장기간 지속되고 총독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상황의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우선은 불운하게도 지롱선거가 조선산업에 신규 참여한 시점부터 불황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지하듯이 제1차 세계대전 전후 불황에서 대공황에 이르는 1920년대
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는 장기 불황의 시대였다. 선박수리업의 주력 시장인 해운업
은 경기에 민감하다. 불황은 해상물동량을 줄이고, 해운회사는 거기에 대응하여 보유
6) 주요 신조선 설비는 50톤급 선대 1기, 200톤급 선대 2기가 전부였다(洪紹洋, 2011a, 45쪽).
7) 전반적인 경영실태와 관련해서는 基隆船渠株式會社, 「第3回~28回營業報告書」를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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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줄인다. 당연히 입출항 선박의 절대 수요가 감소할 것이며, 따라서 선박검사와
수리 수요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조선산업의 주요 시장인 해운업이 가장 경기에 민
감한 업종임을 감안하면, 산업적 기반이 전혀 없는 신생조선소가 어떤 곤경에 직면했
을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설강가상으로 1920년대가 ‘워싱턴해군군축회의’로 상징
되듯이 전체적인 군축 분위기 속에 있었다는 점이다. 해군 함정의 절대 감축이 결의된
상황이었음으로 군수 수요 역시 기대하기 어려웠다.
지룽선거의 경영난은 홍콩과 상해 등 주변에 이미 기술력과 설비규모를 갖춘 강력한
경쟁조선소들이 존재했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지룽선거가 유리할 수
있는 타이완내 선박수리 수요가 필요했지만, 기대할 만큼의 수준이 되지는 못했다. 타
이완 해운업의 사실상의 독점 경영자로 볼 수 있는 오사카상선이 지룽선거를 지정수리
조선소로 하여 지룽선거 전체 수리매상의 절반 정도를 올려주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적자경영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台湾日日新報, 1931.3.25.~1931.3.31).
조선과 타이완 양국의 식민지기 근대 조선산업의 초창기 이식은 각국 주요 항만의
식민지적 개발의 일부(입출항 선박의 수리ㆍ검사)로 시작되었다. 그 방식은 총독부의
지도와 지원 하에 해당 지역에서 유력한 자본가로 성장하던 일본인 자본가가 경영주체
가 되어, 도크를 건설하고 경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영성적은 좋지 않았다. 조선의
경우 일본과의 거리가 가까운 관계로 선박수리에서도 일본 조선업계에 시장을 빼앗기
고 있었고, 타이완의 경우 상대적으로 선박수리수요가 있었으나, 1920년대 장기불황을
극복할 수준이 되지 못했다. 조선선거는 선거기능보다는 철공소로 연명하였고, 지룽선
거는 수리조선소였으나 총독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상황이었다. 식민지 중핵 항만시
설 중 하나로써, 그리고 유사시 군수시설이기도 한 대규모 도크의 유지를 위해 조선과
타이완의 식민지권력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더욱이 대공황이 끝난
1930년대 중후반의 동아시아지역은 1920년대와는 정반대의 세계가 열리고 있었다.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에 힘입은 경제 활황과 군수의 확대, 그리고 그 보조 역할로서
의 식민지 공업화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이었다.

Ⅲ. 1930년대 후반 ‘시국산업’으로서의 정책적 육성
-조선중공업과 타이완선거의 설립과 경영
1. 설립 배경과 과정
식민지 조선과 타이완 조선산업 성장의 본격적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37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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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중공업과 타이완선거의 설립 계기는 우선 제국 차원의 군수ㆍ국책적 관점에서 정책
적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된 결과였다. 조선은 만주와 화북지역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
의 전진병참기지의 역할, 타이완은 중국대륙에서부터 동남아시아에 걸친 제국주의 침
략의 남진기지 역할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립과정에서 양국 식민지 권력인 조선
총독부, 타이완총독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신설이 아닌 당시까지 양국의 가장
유력한 조선소였던 사이조철공소와 지룽선거를 토대로 하고, 기술 및 자본 지원은 일
본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이 중심이 되어 동양척식, 타이완은행(臺灣銀行) 등 식민
지 국책금융회사, 일본우선(日本郵船), 오사카상선(大阪商船) 등 일본 주요 해운회사 등
이 참여했던 모습도 거의 동일한 양상이었다. 중일전쟁 발발 직전에 같은 시기에 거의
동일한 설립과정을 통해 조선과 타이완에 그전까지 볼 수 없었던 규모의 근대적 조선
소가 설립되었다는 것 자체가 일본 제국주의 차원의 군수ㆍ국책사업의 대표적 육성 사
례 중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설립배경과 과정도 거의 동일했고, 같은 시기에 설립되었지만, 그 과정에 흥미로운
부문이 하나있다. 신설되는 두 조선소 조선중공업과 타이완선거가 그 토대가 되는 기
존 사이조철공소와 지룽선거를 흡수하는 방식은 시설 전부를 매입하는 것이었는데, 매
입가격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산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된 매입가는 사이조철
공소가 75만 엔, 지룽선거가 67만 엔이었다. 4,000톤급 도크와 소형이기는 하지만 3
기의 조선용 선대, 기타 소형선 수리를 위한 선가(船架) 시설을 보유한 지룽선거가
1,500톤급 도크만을 보유한 사이조철공소보다 매입가가 적은 것은 선 듯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결국 이러한 매입가격은 사이조철공소가 시세보다 고평가 되었거나 그
반대로 지룽선거가 저평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관련 자료를 통해서 보면 사이조철공소의 고평가의 개연성이 높다. 우선 지
룽선거의 청산과정에서 67만 엔의 시설 매입가격은 문제시되지 않았고, 청산보고서 역
시 이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음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基隆船渠株式會社 淸算人
高井廉造, 1937.6). 반면 사이조철공소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조선중공업은 사이조철
공소의 매입비로 80~85만 엔 정도를 상정했다. 실제 자산평가액은 65만 엔 수준이었
으나, 여기에 사이조철공소가 그간 쌓아온 ‘영업권(신용)’에 대한 대가를 합산한 금액이
었다(배석만, 2014, 93).
사이조철공소에 대한 매입가를 고평가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신설되는 조선
중공업의 경영권을 놓고 조선총독부와 사이조를 중심으로 한 부산의 일본인 자본가 사
이에 대립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사이조는 자신이 경영하던 사이조철공소를 모태로
하여 신설되는 조선중공업의 경영에 의욕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사이
조를 포함한 조선내 조선업자들의 능력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결과로 미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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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공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타진했다. 사실 당시 미쓰비시의 최고경영진은 조선중
공업에 대한 투자에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선박수리 조차도 대부분 일본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총독부의
필요 선박 건조와 수리 및 당시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던 어선개량사업의 독점
권을 주겠다는 것으로 미쓰비시를 설득하였다.
조선중공업의 경영권을 조선총독부의 설득으로 미쓰비시가 장악하는 것으로 결정되
자 사이조를 중심으로 한 부산의 주요 일본인 자본가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결국 사
태는 사이조가 조선중공업의 경영진에 들어가는 한편으로 지분의 일부를 보유하고, 그
외 부산지역 일본인 자본가들도 지분의 일부를 보유하는 선에서 일단락되었다(배석만,
2014, 3장 1절 참조).
조선중공업 설립과정에서 나타났던 이와 같은 양상은 사이조 개인 소유였던 사이조
철공소와, 장기간 불황 속에서 감자와 함께 설립자 기무라가 경영진에서 이탈하고, 지
분의 60% 이상을 타이완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지룽선거의 소유구조의 차이에서 발생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나아가 설립 당시부터 미쓰비시중공업이
60%가 넘는 자본지배로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했던 타이완선거와 다른 조선중공업의
경영지배 구조를 만든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된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선총
독부와 타이완총독부의 정책적 의도, 타이완의 일본인자본가 동향 등에 대해 좀 더 구
체적인 분석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7년 조선중공업과 타이완
선거 회사설립과정부터 나타난 이러한 차이가 이후 회사경영방식에서도 차별성이 나타
나게 하는 한 원인으로 작용했음은 확실해 보인다.

2. 경영
조선중공업과 타이완선거의 설립이후 1945년 일본 패전까지의 회사경영과 생산 활
동의 과정에는 미쓰비시중공업의 경영권 장악에 변동이 없었다는 점, 전시경제체제의
구축 하에 생산력확충계획의 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 빠르게 시설확충 등의 규모 확대
가 이루어졌다는 점, 태평양전쟁기 선박 양산을 위해 실시한 전시계획조선에 참여했다
는 점 등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영 궤적을 보였다. 그러나 흥미로운 몇 가지 차별성도
나타나게 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조선중공업은 생산력확충계획 하에서 1,000톤급 이상의 대형선
을 건조하는 ‘신조선(新造船)’ 중심의 조선소로 성장하였던 반면에, 타이완선거는 대규
모 수리용 선거(dock)시설 확충을 통해 ‘선박 수리’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소로 성장하
였다는 것이다. 조선중공업은 생산력확충계획을 통해 3,000톤급 선박 3척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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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할 수 있는 선대(building birth) 3기를 건설했고, 이를 통해 연간 20,000톤의 생
산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8) 타이완선거는 25,000톤급 및 15,000톤급 수리용 도크가
건설되었고, 조선시설은 소형 목선을 건조하는 船架 시설 외에는 없었다. 이것은 두 조
선소의 차별성을 넘어서 일제시기 양국 조선산업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두 조선소의 차별성은 회사경영 방식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이 주도
한 것은 동일하나, 미쓰비시의 ‘회사 장악력’에서 차이가 있었다. 조선중공업은 자본지
배 구조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지분이 20% 수준에서 줄곧 유지되었던 반면 타이완선
거는 출발 당시부터 미쓰비시중공업의 지분이 60% 수준으로 압도적이었고, 이 후 증
자와 더불어 70%를 넘는 지분을 보유했다. 그 결과로 타이완선거는 미쓰비시중공업의
완전한 자회사의 경영구조를 가졌던 반면 조선중공업은 미쓰비시중공업이 동양척식,
조선식산은행, 조선우선이라는 조선총독부 ‘국책3사’와 경영권을 균분하는 형태를 띠
게 되었다. 조선중공업은 태평양전쟁말기 미쓰비시중공업 출신이 독점하던 사장 자리
를 현역 해군장성이 차지하는 양상까지 보이게 된다.
1930년대 후반 전시체제기에 접어들어 일제의 식민지 조선산업의 본격적인 육성과
정에서 주력 생산분야와 회사경영방식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차별성은 제국의 정책,
식민지 내부의 문제, 자연환경, 특히 지리적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한 결과물이
었다.
우선 제국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해군의 의중이 중요했는데, 해군의 입장에서 전략적
으로 중요한 곳은 조선보다는 상대적으로 타이완이었다. 남방진출의 전략적 전진기지
로서 대형 함정 및 군수물자와 병력을 나르는 화물선들의 수리기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일찍부터 1만 톤 급 대형 수리용 도크의 건설이 추진되었던 것이 그 증
거이다. 반면 조선의 경우 소련 및 중국과의 전투는 관동군을 중심으로 한 육군이 주력
이고 필요한 수송도 철도로 대체할 수 있는 관계로 해군의 역할은 타이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식민지권력의 추진력이라는 측면도 지적되어야 한다. 사실 전시체제기에 접어들어
폭증하는 선박 수요로 인해 일본 조선업계가 기존 식민지가 필요한 선박 수요에 대응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으로 조선이나 타이완 모두 자체적인 선박건조가 필요한 상황
이었다. 이른바 ‘선박 자립’정책으로, 결과적으로 식민지내에서 필요한 선박건조를 위
해 선박건조시설인 선대의 건설을 요구하여 제국 생산력확충계획에 관철시킨 것은 상
대적으로 위상이 높았던 조선총독부였다.9)
8) 이와 별도로 수리용 船渠도 7,500톤급 및 3,000톤급 2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9) 타이완의 경우 타이완선거가 1930년대 말에는 2,000톤급 선박의 건조가 가능한 설비를 가지고
있었으나 활용되지 않았고, 1941년 임시타이완경제심의회에서는 3,000톤급 선대 건설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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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식민지 내부 문제의 경우 해운업계의 동향, 식민지 일본인 자본이 주목된
다. 타이완의 해운업은 일본 본토의 주요 해운회사인 일본우선과 오사카상선, 야마시타
기선(山下汽船) 등의 영향력이 강했던 반면, 조선의 해운업은 일본 해운업의 영향력이
약하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조선우선, 조선기선 등 조선내 해운회사들이 주도했다.
이들 해운회사들은 1930년대 호황기를 맞아 연안항로의 영역을 넘어서 대일항로를 중
심으로 한 근해항로 진출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었고, 여기에 필요한 대형 선박의 건조
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선박 건조를 일본 조선소에 발
주하고 있었으나, 1930년대 후반 당시 일본 조선업계는 폭발적인 국내 수요에 대응하
기도 급급한 상황으로 식민지 수요까지 감당할 수 없는 처지였다. 따라서 조선의 해운
회사들은 필요한 선박 공급을 조선내에서 해결하려고 했다. 조선중공업의 설립을 조선
우선이 주도한 것은 이와 같은 조선 해운업계의 열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10) 그리
고 조선중공업이 설립되었을 때, 가장 먼저 1,000톤급 이상의 대형 강선을 발주한 것
도 조선우선이었다. 조선우선은 1938년 1,100톤급 화물선 건조를 조선중공업에 주문
하였는데, 이 선박은 1939년 8월에 진수되었고, 1940년 2월 완성되어 조선우선에 인
도되었다(朝鮮郵船株式會社, 27전기, 28전기, 28후기). 태창호(泰昌號)로 명명된 이 선
박은 조선에서 건조한 최초의 1,000톤급 이상 강선으로 총톤수(G/T) 1,122톤, 1,100
마력 레시프로(Recipro)엔진 장착, 최대 속도 13.1노트, 항해속도 10.5노트의 근해용
화물선이었다(船舶部會 橫浜, 2000, 73).11)
1939년부터는 조선중공업에 대한 선박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 현황을 정
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의 조선중공업에 발주한 해운회사 중 식민지 조선 소재 해운회사는 조선우선,
조선기선, 다테이시기선(立石汽船), 사와야마형제상회(澤山兄弟商會) 등으로 11척, 총
17,360톤이었다. 조선우선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 연안해운 회사에 불과하던 다테이
시기선과 조선기선이 대형 화물선을 연이어서 발주하고 있다. 1930년대 말 공전의 해
상운송량 증가에 힘입어 조선 내 연안해운 회사들도 선박 확충을 통해 근해항로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또 하나의 흥미로
운 사실은 일본 해운회사들의 조선중공업에 대한 선박 발주이다. <표 2>에서는 일본우
선, 동아해운, 다카치호상선(高千穗商船)이 확인되는데, 7척, 총 11,690톤으로 조선내
결의되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10) 타이완선거의 설립에서 타이완에 거점을 둔 해운회사나 관련 회사의 관여는 없었다. 미쓰비시중
공업의 압도적 주도하에 타이완은행, 오사카상선, 타이완전력(台湾電力) 등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11) 이 선박은 이후 조선유조선주식회사에 매각되었다가, 1945년 6월 5일 육련등대(六連燈臺)의 87
도2.3리 해상에서 기뢰와 충돌하여 침몰했다(船舶部會 橫浜, 2000,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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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회사들의 선박 발주량에 버금가는 규모이다. 대형선 건조시장에서 조선중공업의
위치가 일본 조선업계의 상황에 연동하여 조선 내 필요 수요에 대한 대응과 함께, 일본
시장을 보조하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2> 조선중공업주식회사 선박수주 현황(1939.6~1940.5)
영업기별

5기
(39.6~11)

6기
(39.12~40.5)

합계

톤수(G/T)

척수

선종

1,100

1

화물선

1,100 立石汽船

490

2

화물선

980 立石汽船

490

2

화물선

980 朝鮮汽船

490

1

화물선

490 九州郵船

1,300

1

화객선

1,300 日本郵船

1,100

1

화물선

1,100 日本郵船

550

1

화물선

550 日本郵船

2,750

2

화물선

5,500 東亞海運

2,750

1

화물선

2,750 高千穗商船

2,750

2

화물선

5,500 朝鮮郵船

2,750

2

화물선

5,500 立石汽船

2,750

1

화물선

2,750 澤山兄第商會

550

1

화물선

18

ㆍ

29,050

1

水船

ㆍ

佐世保해군공창

ㆍ

7

土運船

ㆍ

北支新港임시건설사무국 120입방미터

ㆍ

3

函船

ㆍ

長項港수축사무소

ㆍ

1

橋船

ㆍ

진해要港部

ㆍ
250

같은 기간
수주한 잡선

톤수합계

발주자

비고

550 朝鮮汽船
ㆍ

ㆍ
적재중량
(D/W)임

길이 20.4미터
길이 12미터

출처：朝鮮重工業株式会社(各期); 배석만(2014), p.109.

반면 타이완선거는 선박수리 능력을 보다 확대 강화하였다. 타이완선거 설립직후 이
미 지룽선거 시절부터 현안으로 인식되었던 10,000톤급 수리용 도크의 건설에 들어가
1942년 완성했다. 여기에는 타이완총독부가 437만 엔의 경비를 지원했다(蕭明禮,
2007, 75). 1941년에는 7,000톤급 중형 수리 도크의 신설이 계획되었고, 이것은 태평
양전쟁 발발에 따른 시설확대 조치로 15,000톤급으로 확대되었다. 아울러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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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톤급 도크를 25,000톤급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결정되었다. 15,000톤급 도크의
신설은 미완성인 상태로 패전을 맞았으나, 25,000톤급 선거 확장은 완성된 것으로 보
인다. 이로써 일제 패전 당시 타이완선거는 지룽선거 당시의 4,000톤급12) 도크와 함
께 25,000톤급 도크, 그리고 미완성되기는 했지만 15,000톤급 도크를 보유했다. 반면
선박건조 시설은 일제 패전 당시까지도 200톤급 이하의 소형선 건조 수준이었고, 이것
은 1920년대 지룽선거 시설 능력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었다(基隆市文獻委員會,
1954, 45).13)
조선중공업과 타이완선거가 설립된 이후 두 조선소의 경영형태는 전자가 선박건조
중심의 시설확장, 후자가 선박수리 중심의 시설확장으로 전개되었다. 물론 이것은 1차
적으로 일제의 시국에 입각한 정책적 유도에 의한 것이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지리적인 문제, 식민지 조선의 경우 해운업자, 수산업자의 동향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
다. 특히 조선에 본점을 둔 조선우선, 조선기선, 다테이시기선 등의 선박건조 요구가
조선중공업이 선박건조 중심의 시설확장과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
음은 흥미로운 지점이다.14) 만약 선박건조능력은 없이 수리조선만이 기형적으로 발전
한 것을 ‘식민성’이라고 한다면 타이완의 조선산업이 좀 더 그러했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Ⅳ. 태평양전쟁기 戰時計劃造船의 실시
1. 전시계획조선의 운용구조
태평양전쟁기는 전시통제경제의 구축에 따른 기자재 공급 제약으로 1939년경부터
생산 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했던 조선산업에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일제가 전쟁의 승
패를 좌우하는 제국의 ‘혈관’으로서 해상수송력 확충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기 때문이
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나온 것이 한정된 자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최대한
많은 선박을 건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계획조선의 실시였다. 1942년 전시계
획조선이 실시되면서 일본 본토는 물론 식민지 조선소 역시 이 시스템 아래로 재편되
12) 3,000톤급으로 보기도 한다.
13) 基隆市文獻委員會(1954)에서는 타이완선거의 수리용 도크 규모를 20,000톤급, 10,000톤급,
3,000톤급 각 1기씩으로 서술하고 있다.
14) 1938년 관동군이 나진에 5,000톤급 수리용 도크를 건설하려고 했을 때, 당시 조선중공업 사장
이었던 아베 고이치(阿部梧一)는 연간 조선을 드나드는 5,000톤급 선박이 극히 적음을 들어 경
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였다(朝鮮總督府, 1938.9b, 417-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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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전시계획조선은 조선산업을 국가통제 아래에 두고 모든 민간차원의 자유로운 선박
건조 및 수리가 금지되는 것으로 조선중공업과 타이완선거는 일본 조선통제회(造船統
制會)에 직접 편입되어 해군의 감독 하에 ‘갑조선(甲造船)’을 실시하였다.
갑조선은 500톤급 이상의 강선을 건조 내지 수리하는 것으로 조선중공업은 국가에
의해 설계된 전시표준선 중 2,000톤급 선박을 건조하였으며, 타이완선거는 국가가 지
정한 선박의 수리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수반하여 조선중공업은 선박건조를 위
한 엔진공장 등 기계공장의 설비확충이 이루어졌고, 타이완선거는 선박 수리용 도크의
확장으로 15,000톤급 신설, 기존 10,000톤급의 25000톤급으로 규모 확장이 이루어
졌다. 전시계획조선을 통해 조선과 타이완 조선산업의 선박건조와 선박수리의 성격은
보다 뚜렷해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시계획조선은 500톤 미만의 선박-주로는 소형 목조 화물선-을 건조하는 ‘을
조선(乙造船)’도 시행되었다. 갑조선이 일본 해군의 직접 감독 하에 진행된 반면 을조선
은 식민지권력이 일본 체신성의 위임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다. 조선의 경우 조선총
독부가 건조대상 선박으로 100톤 전후의 목조 화물선, 부선, 예선의 전시표준선을 설
계하고, 을조선을 시행할 조선소로 기존 목조선소들을 통합ㆍ정리하는 한편으로 을조
선 전문 조선소를 새롭게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타이완의 경우도 타이완총독부
가 동일한 과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다.
다만 을조선의 경우도 몇 가지 차이가 있었다. 우선 전시표준선의 대상선박에서 차
이가 있었다. 화물선의 경우 조선은 170톤급 목조화물선이 최대 선박이었지만, 타이완
은 200톤급이었다. 종류도 조선은 170톤급, 150톤급, 120톤급, 100톤급의 4종류였으
나, 타이완은 200톤급과 170톤급의 2종류였다. 아울러 조선은 화물선 외에 부선, 예
선, 유조선도 계획조선에 포함하였으나, 타이완은 화물선 외에 어선 2종류(75톤과 65
톤형)가 계획조선 대상이었다. 조선의 경우 어선은 을조선 대상선박에서 제외되었다.
조선과 타이완 총독부는 일본 해무원(海務院)이 설계한 선형(船型)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 외에, 자체 설계한 선형도 포함하였는데, 조선은 150톤급과 120톤급 화물선이 자
체 설계한 선형이었고, 타이완은 75톤과 65톤급 어선이 자체 설계한 선형이었다. 조선
의 120톤급 화물선은 帆船이었다.
다음으로 계획조선 수행 조선소와 관련해서도 정책적 차이가 있었다. 조선은 계획조
선 수행을 위해 전국적으로 ‘1항(港)1사(社)’의 원칙하에 목조선소의 통합ㆍ정비를 일찍
부터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 총독부 주도하에 원산에 조선조선공업주
식회사(朝鮮造船工業株式會社)라는 을조선 전문 조선소를 신설하여 계획조선을 전담시
키는 정책도 병행하였다. 타이완의 경우도 1944년 5월 총독부가 임시선박건조부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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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여 계획조선을 전담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기존 조선소에 대한 강력한 통합ㆍ
정비가 적극적으로 추진된 정황은 발견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이미 목조선업계에서 압
도적 설비능력을 가지고 있던 보국조선주식회사(報國造船株式會社)와 가오슝조선주식회
사(高雄造船株式會社)에 계획조선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조선소가 가지고 있던
목조선용 선가는 85기로 타이완 전체시설의 70%가 넘었다(臺灣總督府, 1945, 191192).

2. 계획조선 실적
우선 갑조선 실적을 보면 조선중공업의 경우 <표 3>과 같다.
<표 3> 조선중공업 갑조선 수주 및 건조실적
할당
船型

隻數

건조
톤수

합계(톤)

船型

隻數

톤수

합계(톤)

1942년

일반형
F형

1
1

1,100
490

1,590

F형

1

490

490

1943년

1D형
2D형
F형

2
1
3

3,840
2,350
1,470

7,660

일반형
F형

1
3

1,100
1,470

2,570

1944년

2D형

4

9,200

9,200

1D형
2D형

2
2

3,840
4,600

8,440

2D형

1

2,200

2,200

10

13,700

13,700

1945년
합계

12

18,450

18,450

주：2D형의 경우 1척당 톤수가 자료에 따라 2200톤, 2300톤, 2350톤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
데, 2D형의 톤수 합계가 다른 것은 여기에 기인한 것임.
출처：朝鮮總督府交通局(1944.4)｣; 신주백 편(1993); 海運局(1955); 尹鍾根(1985); 배석만(2014),
p.191.

전시계획조선이 시작되는 1942년부터 1945년 패전까지 조선중공업에 할당된 선박
은 1,100톤급 일반형 1척, 전시표준선 1D형 2척, 2D형 5척, 그리고 F형 4척으로 합
계 12척 18,450톤이었다.15) 1942년 할당된 1,100톤급 일반형 선박은 속행선(續行船)

15) 전시표준선 D형은 2,000톤 전후의 근해용 화물선이었다. 1D형과 2D형의 2종류가 있었는데,
전자가 1,920톤급, 후자가 2,200톤급이었다. 석탄을 연료로 하는 1,100~1,200마력 증기기관
(피스톤엔진)이 장착되고, 10노트 전후의 속력을 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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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940년 상반기 일본우선이 발주한 화물선이 자재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다가
착공에 들어간 것이었다.16) 할당받은 선박에 대해 실제 건조한 선박은 일반형 1척, 전
시표준선 1D형 2척, 2D형 3척, F형 4척으로 총 10척 13,700톤이었다. 2D형의 경우
1943년 1척, 1944년 4척, 총 5척을 할당받았으나, 1944년에 2척이 건조되었고 나머
지 3척은 1944년 말 현재 건조공사가 30% 정도 진행되고 있었다(신주백 편, 1993,
398). 이중 1척은 1945년 건조되어 해방 당시 진수된 상황이었고(尹鍾根, 1985,
16-17), 나머지 2척은 결국 진수에 이르지 못했다(배석만, 2014, 191-192).
한편 타이완선거의 상황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타이완조선의 갑조선 수주 및 실적
연도

선박건조

선박수리
톤

기계제조
엔

엔

합계(엔)

톤

엔

1941

100

56,506

964,095

901,449

981,618

1,939,576

1942

245

132,739

807,826

1,862,329

817,781

2,822,849

1943

631

533,210

1,015,117

2,660,330

401,738

3,595,278

1944

550

29,980

1,285,392

3,454,162

297,408

4,781,550

출처： 洪紹洋(2011a), p.63.

<표 4>는 타이완선거가 선박수리 전문조선소로서 전시계획조선에 참여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선박수리는 1941년 90만 엔대에서 전시계획조선 갑조선에 참여한 1942
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수리 선박의 톤수에 비해 금액의 증가가 가파른 것
은 전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생각할 수 있지만, 수리용 도크시설의 확충에 따른 입거
수리가 늘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선박건조의 경우 큰 의미를 부여
하기 힘들다. 1941년에는 불과 100톤이었고, 태평양전쟁기를 관통하여 연간 건조 톤
수가 1,000톤을 밑돌았다.
다음으로 목조화물선 건조가 주력인 을조선의 실적을 살펴보자. 우선 조선의 경우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16) 전시계획조선의 시작년도인 1942년의 경우 각 조선소가 계획조선 이전에 수주 받은 선박(續行
船)의 건조가 주를 이루었다. 조선산업의 특성상 갑작스런 작업전환이 어렵고, 해군함정본부도
갑작스런 전환이 가져올 혼란과 조선소의 손실을 감안해서 일정정도의 유예기간을 상정하고 있
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행선의 건조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전황이 악화되면서 결국 해군함정본
부는 속행선의 건조를 금지하는 명령을 통해 계획조선 실행을 앞당기는 조치를 취했다. 속행선
정리에 대해서는 寺谷武明(1993), 36-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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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선의 을조선 계획 및 실적
계획
년도

船種

화물선
1942
ㆍ 漁雜船(비계획선)

65
ㆍ

톤수
6,500
2,050

척수

계획
달성률

톤수

65
ㆍ

6,500 100.0%

비고

2,039

ㆍ

5척은 1943년
6월까지 완성
ㆍ

4,950

33

4,950

ㆍ

海務院型 150톤

50

7,500

50

7,500

ㆍ

純帆船 120톤형

22

2,640

22

2,640

ㆍ

100톤형

125

6,250

125

6,250

ㆍ

ㆍ

80톤형

35

1,400

35

1,400

ㆍ

ㆍ

유조선

300톤형

2

600

0

0

ㆍ

예산이 성립되지 않음

曳船

80톤형

2

160

0

0

ㆍ

합계

ㆍ

269

23,500

265

22,740

漁雜船(비계획선)

ㆍ

ㆍ

ㆍ

10,590

朝鮮型 150톤

47

7,050

5

화물선

海務院型 150톤

103

15,450

6

純帆船 120톤형

50

6,000

9

1,080

ㆍ

ㆍ

100톤형

350

17,500

83

4,150

ㆍ

ㆍ

80톤형

ㆍ

ㆍ

1943

艀船

6,500

750

ㆍ

ㆍ

900

ㆍ

680

ㆍ

0

0

ㆍ

ㆍ

555

46400

120

7,560

ㆍ

ㆍ

6,900

ㆍ

漁雜船(비계획선)

전체의 50%는
1944년 완성
ㆍ

17

합계

ㆍ

ㆍ

400

80톤형

ㆍ

96.8%

5

曳船

930

16.3%

ㆍ

ㆍ

ㆍ

170톤형

100

17,000

ㆍ

ㆍ

ㆍ

ㆍ

純帆船 130톤형

50

6,500

ㆍ

ㆍ

ㆍ

ㆍ

유조선

150톤형

15

2,250

ㆍ

ㆍ

ㆍ

ㆍ

艀船

100톤형

350

17,500

ㆍ

ㆍ

ㆍ

ㆍ

曳船

150톤형

10

1,500

ㆍ

ㆍ

ㆍ

ㆍ

합계

ㆍ

525

44750

ㆍ

ㆍ

ㆍ

ㆍ

漁雜船(비계획선)

ㆍ

ㆍ

5,000

ㆍ

ㆍ

ㆍ

ㆍ

계획조선

ㆍ

漁雜船

ㆍ

화물선

총계

ㆍ

척수

실적

33

艀船

1945

100톤형

계획

朝鮮型 150톤
화물선

1944

船型

1,414 121,150
ㆍ

20,450

450

36,800

ㆍ

ㆍ

ㆍ

13,559

ㆍ

ㆍ

주：1) 선종(船種)의 경우 자료에는 기범선, 순범선 등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필
자가 고친 것임.
2) 1943년의 비계획선의 경우 海運十年略史에는 239척 2,084척이 완성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음.
출처：朝鮮總督府交通局,(1944.4), pp.68-71; 신주백 편(1993), pp.397-399; 海運局(1955); 배석만
(2014), pp.240-241.

- 87 -

｢경영사연구｣ 제34집 제1호(통권 89호)

2019. 2. 28, pp. 69~94.

조선의 을조선은 1944년까지 총 450척 36,800톤이 건조되었다. 조선에서 을조선의
중점 건조 선박은 150톤형 화물선이었고, 100톤형17) 부선이 그 뒤를 이었다. 부선은
1944년 건조계획량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대륙연계물자 수송으로 인해 항만하역능력
강화가 정책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건조계획량은 매년 크게 증가하여 1942년
6,500톤에서 1943년 23,500톤, 1944년에는 46,400톤으로 정점을 이루었다. 건조실
적은 1943년 계획까지는 공사 지연은 있었지만 거의 100% 목표를 달성했고, 1944년
계획은 극히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 필요한 기자재의 공급력이 한계에 도달한 때문이
었다. 1944년 계획이 부진하고 지연되면서 1945년 계획은 입안은 되었으나 실적을 내
지 못했다.
다음으로 타이완의 을조선 실적을 살펴보자. 타이완에서의 을조선 시행이 시작된 것
은 1943년부터로 보이며, 계획의 개요는 200톤급 화물선 15척, 1944년 13척을 우선
건조할 예정이었다. 1944년 타이완총독부가 임시선박건조부를 설치하여 을조선 시행
을 정책적으로 강화하는 한편으로 건조목표를 확대하였다. 즉 170톤급 화물선 50척,
75톤급 어선 10척, 65톤급 어선 40척 건조 등 총 100척의 선박을 추가로 건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적은 미미했다. 1945년 7월까지 계획된 선박 중 건조된 것은 200
톤급 3척, 75톤급 2척에 불과했다(龜谷隆行, 1978, 165-166).
을조선의 경우 전체적으로 조선이 타이완보다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시
행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 이유는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두 가지 정
도의 요인은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전시계획조선에서 을조선은 갑조선에 비해 부차
적이고 보조적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쟁 초기 일본군이 연전연승을 할 때에는 전
쟁피해에 따른 선박 소모량도 적고 해서 갑조선에 역량이 집중되었고 을조선은 사실상
방치상태였다. 하지만, 1943년에 들어와 급속히 불리해지기 시작한 전황으로 선박 소
모량이 늘어나자 을조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기후의 제약이 있지만, 일본과
조선의 해상운송은 근거리임으로 소형 목선이 기존 대형 화물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타이완에 비해 좀 더
집중적으로 시행이 독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는 타이완의 경우 1944년 후반기
에 접어들면 이미 미군의 폭격 등으로 제국의 영역에서 이탈하여 고립되는 상황에 직
면하게 되지만, 조선의 경우 그렇지 않았고, 1944년 이후에는 오히려 본토 사수를 위
한 ‘후진병참기지’로서 부각되는 상황이었던 것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17) 艀船의 경우 총톤(G/T)이 아니고, 적재 중량톤(D/W)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朝鮮總督府交通
局, 1944.4,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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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
본 연구는 일제시기 조선과 타이완 조선산업의 전개과정을 비교ㆍ검토하여 그 유사
성과 차이성을 밝혀보려고 했다. 이하에서는 그 분석결과를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한다.
일제시기 양국 조선산업의 유사성 및 차이성은 이하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1930년대 전반까지 양국의 조선산업은 일본 조선산업의 시장이었으며, 근대적 산업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 다만 조선의 조선선거주식회사나 타이완의 지룽
선거주식회사로 대표되는 근대적 조선소의 설립과 경영과정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룽선거의 건설과정을 조선의 조선선거 건설과정과 비교하면 두 조선소 모두
지룽항과 부산항이라는 일제가 역량을 집중하여 개발했던 식민지 항만기능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설립 주체가 식민지에 건너와 자본축적에 성공한 토목업자
라는 것도 동일하고, 사이조 리하치는 경부철도, 기무라 규타로가 타이완종관철도 공사
에 참여한 것이 계기였다는 것도 흥미롭다. 비록 이후 축적과정은 사이조가 철공소, 기
무라가 광산개발로 성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항
구 출입 선박의 검사ㆍ수리를 위한 도크 건설에 착수하고 있다. 도크 건설과정에 해당
지역 총독부가 관여했다는 것도 개입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동일했다. 한편 가
장 큰 차이는 조선선거가 건설한 수리용 도크가 1,500톤급인데 비해 지룽선거가 건설
한 도크는 최대 4,000톤급으로 2배 이상 큰 규모였다는 것이다. 도크의 규모만 큰 것
이 아니라, 이후 경영을 보면 육상공사 위주로 철공소의 성격이 훨씬 강했던 조선선거
에 비하여 지룽선거는 수리전문조선소로서의 위상을 구축했다. 조선선거의 경우 선박
수리 조차도 대부분 일본 조선업계에 일감을 빼앗기고 있었다.
셋째, 양국 조선산업 성장의 본격적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중공업과 타이완
선거의 설립 계기는 제국 차원의 군수ㆍ국책적 관점에서 정책적 육성의 필요성이 대두
된 결과였다. 조선은 만주와 화북지역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의 전진병참기지의 역할,
타이완은 중국대륙에서부터 동남아시아에 걸친 제국주의 침략의 남진기지 역할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설립과정에서 양 지역 식민지 권력인 조선총독부, 타이완총독부가 주
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기술 및 자본 지원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중심이 되었고, 동
양척식, 타이완은행 등 식민지 국책금융회사, 일본우선, 오사카상선 등 일본 주요 해운
회사 등이 참여했던 모습도 거의 동일한 양상이었다. 중일전쟁 발발 직전에 거의 동일
한 설립과정을 통해 조선과 타이완에 그전까지 볼 수 없었던 규모의 근대적 조선소가
설립되었다는 것 자체가 일본 제국주의 차원의 군수ㆍ국책사업의 하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89 -

｢경영사연구｣ 제34집 제1호(통권 89호)

2019. 2. 28, pp. 69~94.

넷째, 조선중공업과 타이완선거의 설립이후 1945년 일본 패전까지의 회사경영과 생
산 활동의 과정에는 미쓰비시중공업의 경영권 장악에 변동이 없었다는 점, 전시경제체
제의 구축 하에 생산력확충계획의 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 빠르게 시설확충 등의 규모
확대가 이루어졌다는 점, 태평양전쟁기 선박 양산을 위해 실시한 전시계획조선에 참여
했다는 점 등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영 궤적을 보였다. 그러나 흥미로운 몇 가지 차별성
도 나타나게 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조선중공업은 선박건조, 타이완선거는 선박수리
중심으로 성장하였다는 것이다. 회사경영의 측면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주도한 것은
동일하나, 미쓰비시의 ‘회사 장악력’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1930년대 후반 전시체제기에 접어들어 일제의 식민지 조선산업의 본격적인 육성과
정에서 주력 생산분야와 회사경영방식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차별성은 제국의 정책,
식민지 내부의 문제, 자연환경, 특히 지리적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결합한 결과물이
었다. 그중에서도 식민지 내부 문제, 즉 해운업계 및 식민지 일본인 자본가의 동향은
주목된다. 타이완의 해운업은 일본 본토의 주요 해운회사인 일본우선과 오사카상선,
야마시타기선 등의 영향력이 강했던 반면, 조선의 해운업은 일본 해운업의 영향력이
약하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조선우선, 조선기선, 다테이시기선(立石汽船) 등 조선
내 해운회사들이 연안항로의 영역을 넘어서 대일항로를 중심으로 한 근해항로로의 진
출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었고, 여기에 필요한 대형 선박의 건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었다. 이들은 필요한 선박을 일본 조선소에 주문하고 있었으나, 1930년대 후반 당
시 일본 조선업계는 식민지 수요까지 감당할 수 없는 처지였다. 조선중공업의 설립을
조선우선이 주도한 것은 이와 같은 조선 해운업계의 열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조
선중공업이 설립되고 선박건조 중심의 조선소로 성장하는 데는 이러한 조선내 해운업
계를 주축으로 한 민간 수요가 있었다. 이것은 조선중공업의 선박수주 상황을 통해 확
인된다.
다섯째, 태평양전쟁기에 일제가 해상수송력 확충을 위한 선박 양산을 목적으로 실시
한 전시계획조선 하에서 조선과 타이완의 조선산업 역시 이 시스템 아래로 재편되었
다. 전시계획조선은 조선산업을 국가통제 아래에 두고 모든 민간차원의 자유로운 선박
건조 및 수리가 금지되는 것으로 조선중공업과 타이완선거는 일본 조선통제회에 직접
편입되어 해군의 감독 하에 갑조선을 실시하였다. 갑조선은 500톤급 이상의 강선을 건
조 내지 수리하는 것으로 조선중공업은 국가에 의해 설계된 전시표준선 중 2,000톤급
선박을 건조하였으며, 타이완선거는 국가가 지정한 선박의 수리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수반하여 조선중공업은 선박건조를 위한 엔진공장 등 기계공장의 설비확충이
이루어졌고, 타이완선거는 선박 수리용 선거의 확장이 이루어졌다.
한편 전시계획조선은 500톤 미만의 선박-주로는 소형 목조 화물선-을 건조하는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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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도 시행되었다. 갑조선이 일본 해군의 직접 감독 하에 진행된 반면 을조선은 식민
지권력이 일본 체신성의 위임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다. 조선의 경우 조선총독부가
건조대상 선박으로 100톤 전후의 목조 화물선, 부선, 예선의 전시표준선을 설계하고,
을조선을 시행할 조선소로 기존 목조선소들을 통합ㆍ정리하는 한편으로 을조선 전문
조선소를 새롭게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타이완의 경우도 타이완총독부가 동일
한 과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다. 을조선의 경우 전체적으로 조선이 타이완보다 상
대적으로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시행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 이유는 첫째, 전시계
획조선에서 을조선은 갑조선에 비해 부차적이고 보조적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1943
년에 들어와 급속히 불리해지기 시작한 전황으로 선박 소모량이 늘어나자 을조선의 중
요성이 부각되었다. 특히 조선은 일본과 근거리임으로 소형 목선이 기존 대형 화물선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따라서 좀 더 집중적으로 시행이 독려되었을 가능성이 있
다. 둘째, 타이완의 경우 1944년 후반기에 접어들면 이미 미군의 폭격 등으로 제국의
영역에서 이탈하여 고립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만, 조선의 경우 그렇지 않았고,
1944년 이후에는 오히려 본토 사수를 위한 ‘후진병참기지’로서 부각되는 상황이었던
것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제시기 조선과 타이완의 조선산업의 전개과정을 종합하면 선박수리만이 집중적으
로 성장한 타이완이 조선에 비해 ‘불균형적’이고, ‘식민지적 성격’이 보다 짙었다고 생
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후 조선산업의 전개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
다. 오히려 타이완이 조선보다 앞서나갈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다. 전후 석탄에서 석유
로의 에너지 전환, 그리고 세계 물동량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선박의 규모가 급격하게
대형화되었기 때문이다. 거대한 선체를 더 이상 선대에서 건조하기 힘들어졌고, 전전
수리용 시설로 인식되었던 도크가 선박건조용 시설로 전환되었다. 타이완의 25,000톤
급 및 15,000톤급 도크라는 식민지유산은 일거에 핵심 건조시설로 부각되었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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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weigh the development process of shipping
industry between Chosun and Taiw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investigat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mainly focusing on Chosun Heavy
Industry, Ltd.(朝鮮重工業) and Taiwan Dock(臺灣船渠), Ltd., both countries' biggest
shipbuilder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hipping industries of both countri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usan
Harbor and Jīlóng Harbor(基隆港) the Japanese Empire developed focusing on
capabilities as its colony's companies were the parts of its harbor facilities. They
were for comparatively minor repairs of the ships moving in harbors. Second, the
shipping industry of both countries did not make progress in earnest even until
early 1930s, because both were the markets of Japan's shipping industry. Third, it
was from the late 1930s that the growth of both countries' shipping industries
was regularized, which resulted from the establishment of Taiwan Dock. The
construction of the two shipyards was a result of the rise of a national promotion
rather than market demands. Fourth, the process of management and production
activity until Japan's defeat in the war in 1945 after the establishment of Chosun
Heavy Industry and Taiwan Dock spread out similarly. However, there was a
remarkable difference. Chosun Heavy Industry grew as a shipyard focusing on
shipbuilding, while Taiwan Dock grew as a shipyard focusing on repair of vessels.
The difference in shipping industry between both countries was the need of
Japanese Empire's conduct of war under the war basis period.
<Key Words> Shipping Industry, Chosun Heavy Industry, Ltd., Taiwan Dock, Ltd.,
Chosu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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