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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해방 직후 미군정기 면방직산업의 발전 상황을 검토하여 식민지경제체제가
와해된 직후 미군정의 산업정책과 업계의 활동이 산업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
악하고자 한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식민지경제체제가 와해되면서 남한에서는 원료와 부품의 수입이 단
절되었고,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정은 시장경제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식자본주의경제체제를 구축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달성하려고 했다.
미군정은 면방직산업을 관리할 조직으로 공업국 방직과를 설치하고 섬유관련업무 전반
을 관장하도록 했다. 그리고 면제품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품 및 기료품과 원료를
수입했다. 또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가격 및 생산을 통제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면방업계에서는 생산의 재개를 위해서 노력했다. 수입된 원면으로 원료
부족문제를 해결하였고, 일본에서 수입된 부품과 기료품으로 설비를 정비하여 설비규모를
늘리고 가동률도 높였다. 원면과 부품, 석탄과 전력 등의 반복되는 부족에도 불구하고 불
구하고 생산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렇듯 미군정기 면방직산업은 미군정의 관리조직 구성과 면제품시장 형성에 힘입어
재건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설비를 정비하여 생산을 확대하려는 업계의 노력에 의해 발전
의 기반을 구축했다.
물론 미군정의 정책은 점령지역의 원활한 통치를 위해 단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추구
한 정책이었으며, 면방직업계의 노력은 미군정의 정책을 활용하여 자본을 축적하고자 하
는 민간의 대응에 불과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미군정과 업계의 대응과정
에서 면방직산업은 일정수준의 재건을 할 수 있었고 한국전쟁 이후 시기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주제어> 미군정기, 면방직산업, 재건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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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본 연구는 해방 직후 미군정기 면방직산업의 발전 상황을 검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식민지경제체제가 와해된 직후 미군정의 산업정책과 업계의 활동이 산업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식민지 조선에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던 경제블럭이 해체되었고, 이들 사이에 형성되었던 분업체계도 와해되었다. 그 결과
남한1)에서는 식민지경제체제가 붕괴되어 원료와 부품의 수입이 단절되었고, 공장의 가
동이 중단되면서 노동자들은 공장을 떠났다. 또한 운영주체인 일본인들이 떠난 공장은
가동이 중단되었고, 설비나 재고품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으로 상륙한 미군은 9월 9일부터 재조선미육군사령부군정청(在
朝鮮美陸軍司令部軍政廳, USAMGIK：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이하 미군정청)을 설치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미군정은 남한지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시장경제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식자본주의경제체제를 구축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달성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
엇보다도 남한 주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쌀을 비롯한
생필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해야했다.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생필품은 생산을 재개하
고,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물품은 해외 수입을 통해 공급량을 늘려야 했다. 그러나
국내 생산시설들은 가동을 중단했고, 수입은 대금이나 물품의 확보가 쉽지 않았다.
미군정은 초과수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다. 결국 미군정은 가수요나 투기, 매점매석 등을 통제하여 수요를 정상
화시키고, 원료와 부품공급을 통해 공장을 가동시켜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미군정은 외부로부터 생필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직접적인 공급주체
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점령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자국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
기 위해서는 남한의 자체적인 역량을 배양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생산과 공급의 주
체인 기업 및 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했다.
미군정은 면방직산업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생필품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인상을 보인 면제품의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생산 확
1) 본 논문에서는 미군정 당시의 한국을 ‘남한’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조
선’이라는 명칭은 식민지 이전이나 식민지 시기와의 구별하고 북한지역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남
조선’이라는 명칭은 현재 북한에서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미군정의 관할구역이었던 38도선 이
남의 한반도지역이라는 의미에서 ‘남한’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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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위해 핵심원료인 원면을 수차례에 걸쳐 대량으로 수입했고, 면방직 설비의 부품
이나 기료품(機料品) 등을 수입하여 설비의 가동률을 높였다.
더구나 면방직산업은 당시 남한에서 생필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부문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또한 대규모 공장들은 해방 이전에 일본 자본
에 의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핵심적인 설비와 기술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면방직산업은 미군정이 특정산업에 대해 펼친 정책의 내용과 결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군정의 경제정책과 업계의 상호조응관계를 면방직산업의 발
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미군정기 경제부문의 연구들은 주로 미군정의
경제정책의 내용과 영향을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2)
그 외에 미군정의 경제정책을 업계와의 상호조응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성과들을 살펴보면, 먼저 한상인ㆍ박희진(2002)은 미군정기의 통제경
제정책이 ‘정경유착을 유도하는 중요한 한 요인’이었으며, 그 결과 ‘귀속기업의 불하와
관련’된 비리가 발생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와 품질의 하
락과 부패구조를 더욱 고착화’시켰다고 보았다.
김수향(2012)은 미군정기 면방직공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폭넓은 연구를 진행했는데
미군정기 면방직공업은 설비와 원료에 대한 대외의존성, 면제품 생산에서 대규모공장
들의 독점구조, 미군정에 대한 의존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 시기가 ‘한
국자본주의의 발전방향이 일차적으로 규정된 시기’이며, 이 시기에 ‘재편된 경제구조는
이후 남한 경제구조의 원형’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조성원(2014)은 ‘전후의 생산회복과정에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원조가 큰 기여’를 했
지만 비공식적인 ‘일본과의 무역’과 ‘일본으로의 기술자파견 등의 교류’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들은 미군정이 시행했던 경제정책의 내용과 그 영향을 설명하였지만 미군정
의 정책이 남한의 개별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실증분석이
미흡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군정의 산업정책이 남한 산업에 끼친 영향을 경제
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Ⅰ장의 서론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미군정의 면방직산업에 대한 정책을
2) 許洙(1995), “1945~46년 美軍政의生必品 統制政策”, ｢韓國史論｣, 260-322; 김점숙(1996), “미군
정의 물자수급정책 미군정의 민간 물자보급계획”, ｢역사와현실｣, 22, 99-128; 김영근(1996), “미
군정기의 공업 기반과 생산 실태”, ｢역사와 현실｣ 22, 17-54; 이호룡(2004), “미군정 경제정책의
기본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9, 407-452; 박광명(2010), “미군정기 中央經濟委員會(1946~
1948)의 조직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54, 202-236; 김점숙(2012), “미군정기 국내산 생필
품 통제 정책”, ｢사학연구｣ 105, 27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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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방직산업 관리조직과 면제품시장의 형성과 운영 측면에서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미군정기 면방직업계의 노력에 대하여 설비의 확충과 생산의 증대 시도에 대해 살펴본
후 제Ⅳ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미군정의 면방직산업 관련정책
1. 면방직산업 관리 조직
1) 미군정의 구성
재조선미군사령관인 하지(J. R. Hodge) 중장은 1945년 9월 9일에 조선총독부로부
터 항복을 받았다. 그리고 9월 11일에 군정 방침을 발표하였고, 20일에 미군정청을 설
치하였다.
미군정은 남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조선총독부 중심의 행정체계를 그대로 유지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발이 커지자 군사조직과는 별도로 비
군사적 성격을 지닌 군정기구를 출범시켰다. 미군정은 출범 이후에도 일본인 직원들을
행정고문으로 근무하게 하는 등 식민통치 조직과 인원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군정장관 아래에 민정장관은 7개 과로 구성된 참모조직(官房, secretariat)의 보좌를
받으면서 8개 국의 국장들로 내각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국은 해당부서의 심사를
거쳐 내각과 민정장관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미군정은 조선총독부의 조직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여 6개 국3)과 총독부 부속관서들
인 체신국과 교통국(철도국)까지 추가하여 행정조직을 편성했다. 중앙집행기관에 보건
후생국(위생국), 군무국, 공보국(공보과)을 신설하였으며, 1946년 2월 13일에 광공국
을 상무국으로, 농상국을 농무국으로 개편하였다. 3월 29일에는 중앙집행기관의 국제
(局制)를 부제(部制)로 개정하여 7개 국을 부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학무국을 문교부로,
법무부를 사법부로, 교통국을 운수부로, 군무국을 국방부로 이름을 바꾸어 11개 부를
두었다가 토목부와 노동부를 신설하여 13부로 편성했다.4)
3) 조선총독부 중앙기관의 중요한 개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총독부는 1910년 9월 30일에
공포한 최초의 ‘조선총독부관제’에서 本府 조직으로 總督官房 이외에 총무부, 내무부, 탁지부, 농
상공부, 사법부의 5부를 설치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개편을 거쳐서 1943년 11월 3일에 6국 체제
로 개편하고 패전을 맞았다. 그 외에도 특별행정조직으로 자문조직인 중추원과 사법기관, 행정기
관, 行刑機關, 官業機關(철도, 체신, 전매 기타), 재무기관(내국세, 관세), 산업기관(축산, 산림, 수
산, 광공업 등), 보건사회기관, 교육훈련기관, 기타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4) ｢위생국 설치에 관한 건｣, 미군정관보 1945.9.24; ｢보건후생국 설립｣, 1945.10.27; ｢군무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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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은 초기에 유력인사들을 중심으로 한국인 고문제도를 운영하였으며 1946년 3
월부터 군정청의 각 부처장에 한국인들을 임명하였다. 1947년 2월에 그동안 한국인과
미국인이 함께 했던 공동부장제에서 한국인 부장만을 두는 형태로 전환했으며, 5월에
는 ‘재조선미군정청조선인기관(在朝鮮美軍政廳韓國人機關)을 남조선과도정부(南朝鮮過
渡政府)’라고 부르기로 했다.
1947년 6월에 중앙행정기구인 경무부를 공안부로, 국방부를 통위부로 개편하여 13
부로 재편했다.5)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9월 13일에 행정
권을 이양하면서 미군정은 종식되었다.

2) 면방직산업 관리조직의 활동
조선총독부에서는 농상국과 광공국에서 개별산업을 담당했지만 미군정은 1945년
10월에 농상국을 농무국으로 개편하면서 상업부문과 외국무역부문을 광공국으로 넘겼
다. 그리고 광공국은 상무국으로 전환되면서 상공업 전반을 관할하게 되었다.6) 따라서
미군정의 면방직산업 관련 업무는 공업국의 방직과에서 담당하였다(남조선과도정부상
공부, 1948, 1-17).
면방직산업을 관장하는 공업국 산하에는 서무과, 화학과, 전기과, 기계과, 방직과,
유기가공과가 설치되었다. 그 중에서 방직과는 잡품계, 메리야스계, 피복계, 견인견계
(絹人絹係), 면마계(綿麻係)로 구성되었으며, 방직공업에 관한 사항, 섬유제품 및 잡품
(雜品)에 관한 사항, 어망 및 제망(製網)에 관한 사항, 염색 및 염색가공에 관한 사항 등
을 담당하였다.

2. 면제품시장의 형성과 운영
1) 공급 확대
(1) 부품 및 기료품의 수입
미군정은 시장을 통해 모든 상품이 거래되는 방식을 채택했지만 시장에서 거래될 상
품이 부족했다. 특히 쌀을 비롯한 생필품까지 부족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 이런 상
창설｣, 1945.11.13; ｢조선정부 관방정보과를 공보과로 변경｣, 1945.11.30; ｢공보과를 공보국으
로 개칭｣, 1946.2.13; ｢광공국을 상무국으로 변경, 농상국을 농무국으로 변경｣, 1946.2.13. ｢조
선정부 각 부서의 명칭｣, 1946.3.29; ｢노동부 설치｣, 1946.7.23; ｢토목부의 설치, 1946.8.7.
5) 행정자치부(1998), ｢대한민국 정부조직변천사｣ 상, pp. 89-97; ｢남조선과도정부의 명칭｣, 미군
정관보 1947.5.17.
6) “제3조 농무국 국내 상업과, 외국무역과의 제반의 직무, 기능, 문서 및 재산은 상무국에 이관함”,
｢법령 제48호｣, 미군정관보, 1946.2.13.

- 95 -

｢경영사연구｣ 제36집 제1호(통권 97호)

2021. 2. 28, pp. 91~113.

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생산시설을 가동해서 생산을 늘리거나 부족한 물량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했다.
면제품도 공급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었고, 미곡 수집에 면제품을 비롯한
생필품들을 제공하려고 했기 때문에 면제품을 신속하게 공급해야 했다. 면방직산업은
다른 산업과는 달리 비교적 생산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었지만 원료나 부품이 부족해서
정상적으로 생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미군정은 설비의 보수와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미국에서 원면을 들여오면 면방직공업이 신속하게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런 선택의 근거는 미군정이 남한의 산업이 역사적으로 부품과 교체품, 그리고 기
술적 노하우를 일본에 의존해 왔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제조
업이 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하며 미국이 직접 남한에 부품이나 교체품 등을 공급하는
것보다 일본에서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도 있었다.
미군정기에 대규모 면방직공장에서 보유한 설비의 제작회사를 분석해 보면 정방기의
85%, 직기의 100%가 일본제작사의 설비로 추정되고 있다(서문석ㆍ박승준, 2015;
2016). 따라서 당시 면방직업계로서는 일본산 기료품을 비롯한 각종 소모성 부품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미군정은 민간물자수급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식량, 석유, 의약품 등은 미국에서 수
입하고 교체부품, 시설 등은 일본에서 들여오기로 결정하였다(김점숙, 1996, 105111). 뿐만 아니라 화학공업부문의 염료도 섬유공업에서 염색 및 표백 등의 가공부문
에 반드시 필요한 원료였기에 수입해야했다.
미군정기에 일본에서 수입했던 물품 중에서 석탄을 제외하면 기계류가 차지하는 비
율이 가장 컸다. 이 기계류 중에서 면방직공장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섬유관련 기
계들은 완성설비가 아니라 주로 부품들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45년부터 1948년
사이에 북(suttle)과 종광(heddle) 등을 비롯한 직포 관련 부품이 약 40%, 보빈
(bobbins)과 침포(card clothing) 등을 비롯한 방적 관련 부품들이 약 60%를 차지하
였다(大藏省 編, 2000).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1946년부터 방적부문의 부분품이 수입되었는데 단일 품목보다는 ‘기타’로 분류되는
다양한 부품들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1947년 3월부터는 침포(針布), 종광(綜絖), 로라
크로스, 크리아라크로스, 목관(木管), 벨트, 트라베라 등의 기료품과 부속품이 수입되었
다. 그 중에서도 보빈과 침포, 북 등 방적과 직포과정에서 일정기간 사용한 후에 교체
해 주어야 하는 기료품들이 많이 수입되었다(남조선과도정부상공부, 1948, 172).7)
7) “조선방적업의 재건과 유지를 위하여 방적기계를 만재한 배가 일본으로부터 지난 19일 부산에 도
착되었는데 이 물자는 상무부 방적과를 통하여 각 방적공장에 배급할 터이라한다. 이번 입하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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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에도 ‘기타’로 분류되는 물품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의 수
입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부족했던 소모성 부품들로 추정된다.
<표 1> 미군정기 면방직설비관련 대일수입품 내역
1946
금액
방적기, 방적준비기 및
연사기
針布：
card clothing
트래블러：
부
travellers
분
보빈：
품
bobbins
기타
직기, 직포준비기

부
분
품

북：
suttle, 杼
잉아：
heddle, 綜絖
기타
합계(%)

1947
비중

금액

1948
비중

0

금액

비중

(단위：円, %)

비중
(%)

합계(円)

0

0.0

0.0

0

0.0

0

0.0 6,677,624 15.6

0

0.0 6,677,624 11.3

0

0.0

1.6

0

0.0

0

0.0 9,534,695 22.3

479,903

670,950

0

670,950

0.0

1.1

3.4 10,014,598 17.0

1,987,626 100.0 10,783,537 25.2 3,410,518 24.2 16,181,681 27.5
0

0.0

0

0.0

0

0

0.0 2,091,544

4.9

60,450

0

0.0

1.5

0

0.0 12,427,420 29.0 10,118,800 71.9 22,546,220 38.3

632,197

0.0

0

0.0

0.4 2,151,994

3.7

0.0

1.1

632,197

1,987,626 100.0 42,817,967 100.0 14,069,671 100.0 58,875,264 100.0

자료：大藏省 編(2000), ｢日本外國貿易年表: 昭和19年~23年｣, 東洋書林(復刻板)에서 작성.

이렇게 수입된 물자들은 상무부 공업국에서 원료의 성격에 따라 각 과에 할당되어
배분되었다. 따라서 섬유기계부품이나 염료, 원면 등의 원료는 공업국 방직과에서 각
공장으로 배분되었다.
(2) 원료 조달
국내에서 생산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면제품과는 달리 원면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갑자기 공급을 늘릴 수가 없었다. 국내의 면화재배와 수집을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았
던 이유도 있었지만 엄청난 물량의 원면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던 미국에서 이 물량을
가는 다음과 같다. 皮帶 17,000마, 本管 17,000개, 皮製픽켈 1,000대, 紡績用箴 1,000개, 皮服카
드 120권, 皮服카드 3조”, ‘방적기계 등이 다량으로 입하’, ｢경향신문｣, 194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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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결하려고 했다.8) 이런 상황에서 미군정은 점령지역의 긴급한 구호원조를 목적
으로 제공하는 점령지행정구호자금(Government Appropriation for Relief in
Occupied Areas; GARIOA)을 사용해서 미국으로부터 핵심적인 물자를 도입하였으
며, 그 대표적인 물품이 면방직산업의 핵심원료인 원면이었다.
당시 수입된 물품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도입(한국무역협회, 1950, 274-288)되었는데
1945년 9월부터 1948년 12월까지 이루어진 GARIOA원조는 모두 409,394,229달러였
다. 1945년에 4,934,206달러, 1946년에 49,495,614달러, 1947년에 175,371,199달
러, 1948년에 179,592,809달러가 남한에 원조로 공급되었다(한국산업은행조사부,
1955, 546-547; 조선은행조사부, 1949, Ⅳ-314).
미군정은 면방직공장들의 생산을 재개할 수 있도록 1947년부터 원면을 수입9)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면방직공장에서 사용되는 원면의 대부분은 수입원면
으로 충당되기 시작하였다. 미군정기에 미국산, 인도산, 이집트산 원면들이 GARIOA자
금, 정부보유홍콩달러, 군정보유달러 등으로 수입되었다. 그 결과 1947년부터 각 공장
에서 사용되는 국산면의 충당률은 10%대로 급락하여 그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대한방직협회, 1957, 33).
<표 2> 미군정기 연도별 원면 도입
導入期間

種別

回數

導入俵數

환산량(pound)

資金구분

1947.4.18~9월말

美棉

4

31,531

15,765,500

GARIOA자금

1947.11~1948.1

印棉

4

2,101

840,400

政府保有香港弗

1948.7

埃棉

1

398

302,480

軍政保有弗

1948.4.1.~1949.12월말

美棉

1

33,900

16,950,000

GARIOA자금

자료：大韓紡織協會, 방협창립10주년기념지, pp. 34-35.
주：환산량은 인도면의 俵당 중량은 400파운드, 이집트면은 760파운드, 미국면은 500파운드로 필자
가 계산.
8) 당시 미국에서 도입된 원면은 생산된지 오래된 것들이었다. “미면 도입은 해방 후 외면 도입으로
는 최초의 것이었는데 그 품질은 극히 낮은 것이었다. 변질된 솜은 누렇다 못해 삭아 있었다. 매
둥구리마다 생산년도를 표시한 꼬리표가 붙어있었는데 거의가 1935~1936년산 솜들이었다”(경성
방직, 1969, 233).
9) “원료부족으로 조업률이 저하되고 있는 각 방직계에 희소식-민간물자배급계획안에 의하여 미국배
‘라이크스’호로 미국면 2만상자가 9월 20일 인천항에 도착되어 방금 짐을 풀고 있다는데 이것으
로 남조선 여덟 곳의 큰 방직공장에서는 매일 2교대제로 조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 한바 그리고
이외에도 어업부흥을 위하여 漁網제조용으로 이번에 들어온 원면의 일부를 할당하였다고 한다”,
‘활기띨 휴면중의 방적계, 미국면 2만상자가 도착’, ｢경향신문｣, 1947.9.24; ‘原棉 2萬箱 仁川에
到着’, ｢조선일보｣, 194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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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 안정
(1) 가격 통제
미군정의 경제정책은 시장을 통한 경제운용을 기반으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해방 이
전 전시경제에서 시행되었던 통제경제를 해체하고 시장에서 자유거래를 허용하였다.
1945년 10월 5일에는 일반고시 제1호로 ‘미곡의 자유시장’을, 10월 20일에는 일반고
시 제2호로 ‘자유시장설치에 관한 건’을 공포하였다. 이런 선택의 기반에는 해방 직후
군수물자나 일본인 소유 물자 등이 암시장에 흘러넘쳤고, 가을 수확기에 쌀의 공급이
집중되어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있었다.10)
그러나 해방 직후 조선은행의 엄청난 통화 증발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세어지고 있
었고, 생산공장들의 조업정지로 실물 공급이 크게 위축된 반면에 해외동포의 귀국으로
실물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폭등할 조짐을 보였다.
이렇게 물가가 상승할 조짐을 보이자 미군정은 1945년 10월 30일 법령 제19호 ‘국
가적 비상시기의 포고 기타‘의 제3조에 폭리에 대한 보호 규정11)을 통해 물가의 폭등
을 막고자 했다. 하지만 물가가 급속하게 오르는 것을 막지 못했고, 결국 미군정은
1946년 1월 25일에 미곡수집령을 발령하면서 자유거래를 포기하게 되었다.
1946년 3월 말에 서울시민들이 시청 앞에서 미곡부족을 호소하면서 소동을 일으키
자 미군정은 4월 4일에 배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고, 5월 28일에 법령 제90호 ‘경제
통제’를 통해 통제정책을 본격화했다.12) 이 법령을 통해 중앙경제위원회, 중앙물가행
정처, 중앙식량행정처가 설립되었고, 중앙가격규칙 제1호가 발표되어 생필품에 대한
가격통제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조악한 물품이 등장하거나 창고로 물자가
숨겨지는 등 위반행위도 많이 발생했다(내무부 치안국, 1956, 96-100; 조선은행조사부,
1949, 34-36).13)
1946년 9월 이후 다시 물가가 폭등하자 3월에 발표했던 ‘통제품과 국내배분계획’을

10) ‘미곡의 자유시장’, 미군정 일반고시 제1호, 1945.10.5; ‘자유시장설치에 관한 건’, 미군정 일반
고시 제2호, 1945.10.20.
11) “제3조 민중생활의 필요품을 민중 財力의 한도 이내의 가격으로 공평분배키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수품의 축적과 과도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민중의 희생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玆에 불법이라
보고함”, 미군정법령 제19호 ‘국가적 비상시기의 포고 기타’, 1945.10.30.
12) 내무부치안국(1956), ‘경제통제’ 미군정법령 제90호, ｢미군정법령집 1945~1948｣, 96-100; 조
선은행조사부(1949), ‘물가정책’, ｢경제연감｣, 34-36.
13) ‘광목 최고가격 위반, 징역 6월을 언도’, 조선일보, 1946.8.11; 1946년 7월에 물가통제가 시행
된 이후 1947년 2월까지 ‘물가행정처에서 적발한 건수는 무려 2492건’에 달하며, ‘지금 면화증
산이 여의치 않은 것도 이와 같은 물가압박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차관 혹은 원조 받은 민수품
은 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폭리를 막아야겠지만 일반생산품에 대해서는 이런 통제가
생산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설-물가통제의 문제’, 동아일보, 19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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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9월 14일에 중앙경제위원회규칙 제1호로 ‘통제품의 국가배급’이 결정되었다.
이어 1947년 1월 15일에 검찰청에서는 ‘폭리의 한계에 관한 결의사항’을 발표하여
“생산자가격은 생산원가의 2할 이내, 도매업자가격은 생산자로부터 양수한 가격의 1할
5분 이내, 소매업자가격은 전매회수를 불문하고 도매업자가격의 2할5분 이내”로 폭리
를 제한했다.14)
이어서 1947년 6월 30일에 가격규칙 제2호를 발표하여 ‘이중가격제’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귀속공장의 생산품만 통제하고 민영공장의 생산품은 자유매매를 허가하는
방식이었다(조선은행조사부, 1949, 13-15).
면방직산업에서도 최고가격제를 통해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이 시행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핵심원료인 수입 원면의 가격통제였다. 1947년 4월에 도입된 미국산 원
면은 1파운드당 30원, 8월에 도입된 원면은 50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리고 인도산 원
면의 가격은 파운드당 86~99원으로 수입되었으나 국산면 가격이 근당 47~70원 수준
이었기 때문에 인도산 면화의 평균가격은 미국면과 같이 파운드당 50원(근당 66원 66
전)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차액은 정부에서 보조하는 방식이 선택되었다(남조선과도정
부상공부, 1948, 173).
미군정은 1946년 9월 14일에 미군정 중앙경제위원회에서 규칙 제2호 ‘방직의 원료
및 설비통제에 관한 건’을 통해 가격통제도 시행했다. 중앙물가행정처령 제1호에는 면
사, 제2호에는 면직물의 가격을 통제하였다. 면사의 가격은 번수별로, 면직물의 경우에
는 품종별로 각각 생산자의 최고판매가격과 소매업자의 최고판매가격을 설정하였다(조
선은행조사부, 1948, Ⅱ-108).15)
(2) 생산 관리
중앙경제위원회 규칙 제2호 ‘방직의 원료 및 설비통제에 관한 건’16)은 남한의 방직
생산을 회복시키기 위해 ‘남한에서 사용, 저장, 생산 또는 수입된 방직의 원료와 설비’
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생산관리 측면도 내포되어 있다.
통제해당 물품은 미군정청의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법인 또는 기업들의 생산품
등이었는데 상무부 공업국 방직과에서 매매를 통제하였다. 이 규정은 모든 원료와 섬
유 관련 각 부문 제조 설비뿐만 아니라 통제대상 원료와 설비의 가격도 정할 정도로 거
의 전분야에 걸쳐서 적용되었다.
14) ‘紡織物의 등급가격, 공장관리인회의에서 토의’, ｢조선일보｣, 1947.9.12.
15) 면사는 제1호, 면직물은 제2호, 면양말은 제6호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물가행정처령 제1호, 제2
호, 1947.8.1(조선은행조사부(1948), 조선경제연보, Ⅱ-108).
16) ‘방직의 원료 및 설비통제에 관한 건’, 중앙경제위원회 규칙 제2호, 1946.09.14(조선은행조사부
(1948), 조선경제연보, Ⅱ-10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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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중앙경제위원회의 면방직 원료 및 설비통제 내역
통제 부문

통제 내용

원료

-

미군정청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조면기계에서 생산되는 繰綿
법인, 기업체에서생산되거나 판매되는 繰綿
공업국 방직과에서 직물용으로 지정한 수량 이외의 綿絲
군정청의 소유 또는 관리하에 있는 법인 또는 기업체에서 판매할 綿絲

설비

* 다음 각 부문에 필요한 기계 및 그 설비(단 인력으로 운전하는 기구는 제외)
- 綿織, 毛織, 大麻織, 混紡絲, 裁縫絲, 布木 등 纖維紡織
- 繰綿 제조
- 衣服類 제조
- 각종 織物 제조
이상 각 부문의 기계 및 그 설비에 대한 部分品의 이동, 수리 및 보존

가격

- 통제대상 원료, 기계 설비 및 그 부분품의 가격은 중앙물가행정관이 수시로
결정
- 중앙물가행정관의 委囑이 있을 경우 가격결정에 필요한 매매서류 등 자료
제공 의무

자료：｢방직의 원료 및 설비통제에 관한 건｣, 중앙경제위원회 규칙 제2호, 1946.09.14.(조선은행조
사부(1948), 조선경제연보, Ⅱ-103-104).

이와 더불어 상무부소속 생산위원회도 다양한 생산통제를 진행했다. 생산위원회에
의해 상무부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사항 중에서 생산과 연관이 있는 사항들을 보면
융자 신청, 소규모 적산사업체 불하 추천, 운영폐지 추천, 고정자산비 지출 승인, 기타
상무부장 승인사항 등이 있을 정도로 통제의 범위는 아주 넓었다.
심지어는 적산기업체 관련 소송이 벌어졌을 경우에도 “朝鮮裁判所에서는 적산사업체
에 대한 소송을 취급함을 부득하며 판결을 내릴 수 없”고, “적산사업체의 재산을 차압
하거나 그 자산을 경매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 다른 공장으로 기계를 이전하는 것까지도 직할감독관의 승
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료를 처분할 경우에도 사전승인이 필요했고, 수선
(修繕)도 비상수선은 사전승인이 필요할 정도로 통제가 이루어졌다.17)

17) ‘적산사업체에 대한 訴請에 관한 건’, 상무부 생산위원회 지령 제6호, 1947.10.27; 상무부 생산
위원회 지령 제7호, 1947.10.27(조선경제연보, 1948, p. Ⅱ-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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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면방직업계의 노력
1. 설비의 확충
1) 설비의 구성
미군정시기 면방직산업에서 보유하고 있던 설비의 대부분은 일본제 설비였다. 미군
정기에는 설비의 증설보다 효율적 운영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완제품은 도입하지 않
고 정비를 위한 부품 및 기료품 만을 도입했다. 새로운 설비는 한국전쟁 이후에 원조자
금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미군정기에 대규모 면방직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설비는 모두 식민지시기부터 보유하고 있던 설비였다(서문석, 2015, 130-135).
면방직업계의 설비관련조사18)를 이용해서 미군정기에 대규모 면방직공장들이 보유
했던 방적설비의 제작연도와 제작사를 살펴보면 1920년대 일부 설비를 제외하면 모두
일본 제작사의 설비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20년대는 조선방직(부산)과 경성방
직(영등포)이 공장을 설립하면서 영국의 제작사인 PLATT(1920 제작), T&S(1920)에
서 제작된 정방기를 수입하였다. 하지만 1930년대에 동양방적(경성, 인천), 종연방적
(광주, 경성) 등이 대규모 공장을 설립할 때에는 모두 일본의 제작사인 TOYODA에서
제작된 설비를 도입하였으며, 이후에도 이런 흐름은 계속되었다.
<그림 1> 대규모 면방직공장의 제작연도별 정방기 보유 상황

자료：한국섬유시험검사소, ｢1969년도 면방직공업 생산시설실태조사결과 종합보고｣, 1969에서 작성.
주：비율은 대한방직협회 회원사 대상의 전체 보유설비에 대한 비율
18) 1969년에 대한방직협회 산하 한국섬유시험검사소의 ‘면방직공업 생산시설실태조사 결과 종합보고’
는 협회 산하 면방직공장의 전체 설비에 대해 보유설비의 노후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작회사와 제
작시기를 조사했다(한국섬유시험검사소, 1969, ｢1969년도 면방직 생산시설 조사 종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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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포설비의 경우에는 보유 직기 모두가 일본에서 제작된 것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직
기는 TOYODA에서 생산한 직기였는데 이것은 TOYODA가 1924년에 豊田自動織機(G
型)를 완성하고 생산을 본격화하면서 가능해진 일이었다.19) 그 외에는 SAKAMOTO
(1935), ENSHU(1937, 1939)에서 제작한 직기도 도입되었다.
물론 당시 면방직설비가 이미 세계적으로 범용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이외의 다
른 나라에서도 부품을 들여올 수도 있었겠지만 식민지시기와의 경로의존성 차원에서
보면 부품을 일본에서 들여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
당시 일본 설비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작된 설비보다 저렴했으며, 국내 면방업계에
서 이미 보유하여 운용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기술
지도나 부품의 공급이 쉬웠고, 의사소통도 자유로웠다.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의 어떤
곳에서도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을 찾기가 어려웠다.

2) 설비의 정비
<표 4> 미군정기 연별 정방기 정비 상황
공장이름

1945.8.15

연별 정비 상황

미군정기

설치

鐘淵紡績(光州)

全南紡織(光州)

35,104

3,264

0

3,264

0

38,368

鐘淵紡績(京城)

高麗紡織(永登浦)

48,320

1,400

0

1,400

0

49,720

東洋紡績(仁川)

東洋紡織(仁川)

35,088

0

0

0

0

35,088

東洋紡績(京城)

第一紡績(永登浦)

45,328

0

0

0

0

45,328

朝鮮紡織(釜山)

朝鮮紡織(釜山)

0 10,304

0

50,304

吳羽紡績(大田)

吳羽紡績(大田)

大日本紡績(京城) 大韓紡織(永登浦)

미설치

40,000 10,304

1946

1947

1948

1948년말

해방 이전

0

0

0

5,376

5,336

10,712

0

0

0

8,190

10

8,200

19,928 15,672 -19,928

3,200

6,800

10,000

郡是紡績(大邱)

大邱紡織(大邱)

鐘淵紡績(春川)

高麗紡織(春川)

0

0

0

5,136

0

5,136

帝國製麻(仁川)

東洋紡織(鶴翼)

4,480

0

0

0

0

4,480

25,600

4,600

0

4600

0

30,200

京城紡織(永登浦) 京城紡織(永登浦)
소속불명확

48,224

0

合 計

253,848 83,464 -19,928 41,470 12,146 287,536

合 計(경성방직 제외)

228,248 78,864 -19,928 36,870 12,146 257,336

자료：大韓紡織協會(1957), ｢紡協創立 十周年 記念誌｣, Ⅰ-12~13에서 편집재작성.
주：군시방적 대구공장은 1946년에 일본인관리자의 방화로 19,928추의 정방기가 모두 소실됨.
19) http://www.toyota.co.jp/jpn/company/history/186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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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이 관리했던 대규모 면방직공장들은 전체 253,848추의 설비와 83,464추의
미설치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해방 직후 이 설비들은 원료 및 기료품의 부족으로 정
상 가동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관리부실로 소실되기도 했다.
1946년부터 미군정이 일본에서 수입한 부품과 기료품은 전체 보유설비의 16.3%에
이르는 41,470추의 정방기를 정비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화재로 일부 설비가 소실되
었던 오우방적(대전)을 제외하면 해방 당시에 각 공장이 보유하고 있던 미설치설비는
모두 이 시기에 설치되었다. 당시 정방기의 정비상황은 <표 4>와 같다.
직기의 경우에도 1946년에는 전혀 변동이 없었지만 1947년에는 해방 당시 보유대
수의 약 8% 수준인 657대의 직기가 증설되었다. 방적부문과 마찬가지로 해방 당시에
설치되지 않았던 직기들이 설치된 것이었다. 당시 직기의 정비상황은 <표 5>와 같다.
<표 5> 미군정기 연별 직기 정비 상황
공장이름

1945.8.15

연별 정비 상황

1948년말

해방 이전

미군정기

설치

미설치

1946

1947

1948

鐘淵紡績(光州)

全南紡織(光州)

1,440

70

0

70

0

1,510

鐘淵紡績(京城)

高麗紡織(永登浦)

1,525

0

0

0

0

1,525

東洋紡績(仁川)

東洋紡織(仁川)

1,292

0

0

-12

0

1,280

東洋紡績(京城)

第一紡績(永登浦)

1,440

231

0

-300

0

1,140

朝鮮紡織(釜山)

朝鮮紡織(釜山)

1,264

49

0

-6

55

1,313

朝鮮大和紡績(倉洞)

大亞紡織(倉洞)

150

0

0

-2

0

148

朝鮮棉花(木浦)

大韓綿業(木浦)

86

0

0

72

0

158

大日本紡績(京城)

大韓紡織(永登浦)

417

0

0

-4

0

413

郡是紡績(大邱)

大邱紡織(大邱)

0

408

0

408

-408

0

鐘淵紡績(春川)

高麗紡織(春川)

0

0

0

200

-200

0

京城紡織(永登浦)

京城紡織(永登浦)

896

0

0

231

0

1,127

松高實業(開城)

松高實業(開城)

130

0

0

0

0

130

211

0

0

0

0

소속불명확
合 計

8,640

969

0

657

-553

8,744

合 計(경성방직, 송고실업 제외)

7,614

969

0

426

-553

7,487

자료：大韓紡織協會(1957), ｢紡協創立 十周年 記念誌｣, Ⅰ-12~13에서 편집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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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비과정을 통해서 면방직부문의 설비운전률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설
비운전율(對設備運轉率)은 전체 설비 중에서 운전설비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설비와 조
업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1938년에 방적부문은 96.3%, 직포부문은 96.2% 수준을 보이던 설비운전율은 태평
양전쟁기에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44년에는 각각 76.0%, 54.0% 수준까지 하락하였
다. 전시경제체제 하에서 이 정도의 운전율이라도 유지되었지만 해방 직후에는 생산시
설의 조업이 대부분 중단되어 방적부문의 운전율은 4.3%, 직포부문의 운전율은 8.7%
로 급락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정이 설비의 정비에 도움이 되는 부품이나 기료품 등을 일본에서
도입하고 핵심적인 원료인 원면을 미국에서 수입했다. 그 여파로 운전율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1947년에는 방적부문이 53.1%, 직포부문이 60.3%를 나타낼 정도로 운전율
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림 2> 면방직부문 설비운전율 추이(1938~1949)

자료：대한방직협회(1957), ｢방협10주년기념지｣, 61~66.

2. 생산의 증대
1) 미군정 초기의 조업 상황
미군정 초기에 남한의 산업은 거의 붕괴상태에 이르렀으며, 생필품조차 부족한 상황
이었다. 업계의 입장에서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시장 상황을 활용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생산을 재개하는 것이 시급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장은 광복 직후 혼란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졌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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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ㆍ부품ㆍ자금ㆍ기술 및 경영인력 등의 공급이 단절되자 가동을 멈췄다. 소규모 공장
보다는 대규모 공장이, 한국인 소유 공장보다는 일본인 소유 공장이, 국내에 원료 및
제품의 거래시장을 가지고 있는 공장보다는 해외에 원료 및 제품의 거래시장을 가지고
있는 공장이 더욱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면방직산업의 대표적인 공장들은 해방 직후 가동이 중단되었다가 1945년 9월에 경성
방직을 비롯해서 종연방적 광주공장, 대화방적, 조선제마 등의 공장들이 조업을 재개하
였으며, 1946년부터는 거의 모든 공장이 조업을 재개하였다(대한방직협회, 1957, 8).
하지만 공장들이 조업을 재개하자 핵심 원료인 면화가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해방
당시 남한의 면방직업계가 보유하고 있던 원료는 원면 1,875만파운드(國産棉이 1,612
만파운드, 北支棉이 263만파운드)와 기타원료 306만파운드 수준이었다. 1944년에 원
면 및 기타 원료의 소비량이 5,392만파운드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3~4개월 정
도의 원면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대한방직협회, 1957, 33).
면제품의 생산은 1946년 들어서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11월을 정점으로 원면이
소진되면서 급격하게 하락했으며, 이후에도 이런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하였다. 이 시기
미군정에서 조사한 휴업 원인 조사에 따르면 원료의 부족이 휴업의 가장 중요한 원인
으로 드러났다(남조선과도정부중앙경제위원회, 1946, <제 16표>).
당시 방직공업은 전체 56개의 휴업공장 중에서 82.1%에 해당하는 46개의 공장이
원료 부족 때문에 휴업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 서울시에서 휴업한 5개의 방직공장
은 모두 원료문제로 생산을 중단하였고, 당시 방직공장의 대부분은 면방직공장이었기
때문에 원료문제는 원면부족문제였다. 서울 이외에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원료의
부족이 휴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20)
이렇게 면방직공장의 핵심 원료인 원면이 부족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면화의 재배
면적과 수확량이 모두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은 일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재배했던 지역이 재배를 중단했으며, 농민들이 자급에 필요한 식량을 확보
하기 위하여 면화보다는 식량작물을 재배했다. 또한 식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폭등하자 면화보다는 가격이 상승한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이 많아졌다. 그
리고 1947년에는 장마가 길게 이어지는 등 기후 여건 등도 좋지 않아 단위면적당 면화
수확량도 크게 감소했다.
다음으로는 면화의 수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면화의 수집률은

20) “…면직물은 동양방적 외 아홉공장에서 4,565,000필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데도 불구하
고 현재 56%만이 운영되고 있다….”, ‘남조선 생필품공장 태반이 운영 정지, 현 설비 완전 운전
되면 수급 충분’, ｢경향신문｣, 1947.7.16; ‘공장절반이 휴업, 자재난 해결이 시급’, ｢조선일보｣
194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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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말기에 60% 내외였지만 미군정기에는 5~12% 수준에 불과했다. 이렇게 수집률
이 줄어든 것은 수집을 담당했던 조직이 와해되어 수집사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
고 식민지 시기의 강압적인 수매가 없어진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농민들 스스로 수집에 응하지 않았다는 측면이 컸다. 당시 미군
정의 면화수집가격은 근당 18원이었는데 반해 생산비는 근당 20~25원으로 추정되었
다(동아일보, 1946.12.17). 미군정에서는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무신, 면직물 등
의 생필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생필품의 생산이 여의치 않았고, 재정상황도 좋지
않았다. 또한 면제품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면화수매가
격을 낮추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농민들은 수집에 응하지 않았다(대한방직협회, 1957,
53-60).
<표 6> 미군정기 년별 국산면(실면) 수확 및 수집
연도

수확량(斤)

수집량(斤)

수집량/수확량(%)

1943

241,836,755

143,730,011

59.4

1944

195,324,131

128,420,000

65.7

1945

109,210,150

0

0.0

1946

95,900,107

4,693,000

4.9

1947

55,522,945

7,071,000

12.7

1948

87,560,100

4,524,416

5.2

자료：大韓紡織協會, 纖維年報, 各年度에서 作成.

특히 1947년에는 면화의 파종면적이 부족했고 발육기인 여름에 강우량이 많아서 생
산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농무부가 7,000만근을 수집하려고 계획했지만 10% 수준인
700만근 정도를 수집하는 데에 그쳤다. 1948년에는 전년도보다 수확량은 크게 증대되
어 8,700만근 수준이었지만 수집량은 5.2% 수준인 450만근에 불과했다. 따라서 연간
3,750만근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면수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외국산 원면
의 수입을 늘려야 했다. 미군정이 1947년부터 원면을 수입하자 면방업계는 원료난에
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각 공장의 국산면 충당률은 10%대로 급락하게 되었다((남조선
과도정부상공부, 1947, 173; 대한방직협회, 1957, 46).
원료부족문제와 더불어 휴업의 큰 원인이 ‘기계’문제였는데 기계 자체의 부족보다는
기존 기계의 정상가동을 위한 부품부족이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면방직산업에서는
주로 설비를 보수하고 수리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이 부족했다. 태평양전쟁이 시작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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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본으로부터 기료품의 수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으며 1944년 말부터는 기료품의
수입이 완전히 중단되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일본과의 경제적 연관이 무너지면서
기계를 보수하거나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앞에서 언
급했듯이 일본에서 수입한 부품 및 기료품 등이었다.

2) 조업 확대 시도
1945년부터 생산을 재개했던 면방직산업은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원면으로 생산을
유지하는 데에 별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1946년 11월을 정점으로 보유 원면이 고갈되
면서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되었다.21)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1947년 4월에 미국산 원면이 수입되기 시작하면서 원료조
달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림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47년 5월과 6월에
는 1946년 11월의 최고수준을 넘어섰다.22)
<그림 3> 미군정기 면사 및 면직물 생산 추이(1946.1~1948.12)

자료：KMAG(194907), Republic of Korea Statistical Summation, p. 55.

그러나 1947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석탄이나 전력의 부족으로 면사나 면포의 생산이
급감하기 시작했다.23) 특히 일정하지 않았던 북한의 송전 때문에 생산에 큰 차질24)을
21) ‘원료부족 선처를’, ｢경향신문｣, 1946.10.9.
22) ‘방직계의 조업 회복, 작년생산 542만여필’, ｢조선일보｣, 1947.3.23.
23) RG554, History of Textile Bureau – Dept. Commerce, <History of Bureau of Textile>,
Kim, Yong Wan(1948), An Outline of cotton industry in Korea: Records/Kyo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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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었으며, 원료도 부족했다.
10월에는 면사 공급확대를 위하여 미군정이 방적설비의 8시간2교대작업을 승인했
다. 하지만 종업원의 대다수가 18세 미만의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노동법에 의해 6시간
2교대로 작업을 진행하다가 11월부터는 전력부족으로 8시간만 작업할 수 있었다(남조
선과도정부상공부, 1948, 173-174).
12월에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군정시기 중에서 면사와 면포의 생산이
최저수준이었다. 당시 방직공장들이 집중되어 있는 영등포를 취재한 기사25)를 보면 영
등포공장지대에 매일 8천kw의 전기가 필요한데 4천kw만 송전되고 있으며, 경성방직,
고려방직, 동양방적에 각각 약 500kw만 송전되고 있어서 “경방과 동방 양사는 서로
협정하여 1주일씩 교대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 두 공장의 송전량 1천kw를 가지고 이를
능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정도였다. 경성방직은 “전기사정으로 인한 생산저하로 <중
략> 전달에 비하여 약 1/5의 생산”에 머물고 있으며, 고려방직은 “1일 650단 내지
500단을 생산하던 것이 현재는 1백단 내외를 생산”할 정도로 전력부족은 생산에 심각
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석탄사정도 경성방직이 ‘매일 최저 30톤이
필요한데 지금으로서는 15톤 이상을 사용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공장 이외에는 일체
난방을 금지’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1948년에 들어서면 전력사정이 서서히 회복되어 윤번제로 작업을 하던 공장들이 정
상적으로 조업을 시작하였고 조선방직협회 산하 공장들에 대해 2교대제를 명령하여 생
산량이 급증하였다. 또한 전남 광주의 전남방직공장에서는 무연탄을 사용하는 기관을
만들어낼 정도로 동력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었다.26)
그러나 1948년 5월 14일에 북한으로부터 송전이 중단되자 생산이 다시 위축되었다.
전남방직 광주공장에서는 하루에 6백여필을 생산하던 면포를 1/3 수준으로 줄일 수밖
에 없었다.27) 다행스럽게도 면방업계는 화력발전소와 부산과 인천에 도입된 발전선에
Spinning Co., Ltd., 15~16; ‘남조선방적공업 근 5할 조업’, ｢동아일보｣, 1947.10.29.
24) “남조선생산의 중요지인 영등포공장지대에서는 요즘 북조선의 송전제한으로 종래 매일 소요전기
량 8천여키로가 4천키로로 반감되고 순번제로 배전하여 겨우 기계를 움직여왔으나 작금은 그나
마 북조선송전이 여의치 않아 전기를 게속해서 써야할 제강(製鋼), 방직공장 등을 위시하여 전반
적으로 크게 우려되고 있는 사정이라한다”, ‘공장은 빈사상태, 전력부족으로 대공황’, ｢조선일보｣,
1947.12.3; ‘탄식하는 공장가의 연통, 석탄기근으로 생산기관 총휴면상태’, ｢경향신문｣, 1947.
12.10.
25) 전력, 석탄 부족과 싸우며 생산저하 방지에 노력, ‘衣料國策에 挺身하는 방직계-영등포의 현상보고’,
｢동아일보｣, 1947.12.27.
26) ‘무연탄 연소에의 ‘랑카사’기관이 우리 기술자의 손으로 완성되었다. 전남 광주 면포생산복구,
면방공장2교대제 명령’, ｢조선일보｣, 1948.2.13.; ‘동력난 타개에 낭보, 무연탄 ‘랑카사’기관 완성’,
｢조선일보｣, 1948.3.11.
27) ‘지방은 1/3 송전제한으로 생산격감’, ｢경향신문｣, 1948.5.23; ‘민생에도 대위협, 단전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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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급하는 전기로 어려운 전력사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지속할 수 있었다.28)
영등포지역의 대규모 방직공장들도 ‘전력부족과 기계부속품 부족’으로 생산량이 ‘전
생산능력의 3할에 불과’할 정도로 생산이 어려워졌다. ‘영등포 4개 방직공장에서는 자
가발전시설을 확충’하면서까지 정상적으로 조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미혼인 ‘여
성종업원이 7할’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생산 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합숙
시설을 갖추고, ‘초등 중등 과의 교육시설까지 완비한 공민학교(公民學校)를 설립’하여
작업 이외의 시간에 교육에 참여시키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시도했다.29)

Ⅳ. 결 론
본 연구는 해방 직후 미군정기 면방직산업의 발전 상황을 검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식민지경제체제가 와해된 직후 미군정의 산업정책과 업계의 활동이 산업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식민지경제체제가 와해되면서 군수산업을 중심으
로 구축되어 있던 경제블럭이 해체되고, 이들 사이에 형성되었던 분업체계도 와해되었
다. 그 결과 남한에서는 원료와 부품의 수입이 단절되었고,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은 9월 9일부터 미군정청을 설치하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미군정
은 시장경제질서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식자본주의경제체제를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달
성하려고 했다. 이를 위해서 국내 생산과 해외 수입을 통해 공급량을 늘리려고 했으나
국내 생산시설들은 가동을 중단했고, 수입은 수입대금이나 물품의 확보가 쉽지 않았다.
미군정은 면방직산업을 관리할 조직으로 공업국 방직과를 설치하고 섬유관련업무 전
반을 관장하도록 했다. 그리고 면제품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
대하기 위하여 핵심원료인 원면과 부품 및 기료품을 수입했다. 또한 시장을 안정시키
기 위하여 가격 및 공급량을 통제하였다.
이런 미군정의 움직임에 대하여 면방업계에서는 생산의 재개를 위해서 노력했다. 가
장 큰 어려움이었던 원면부족문제를 1947년부터 미국에서 수입된 원면으로 해결하였
천 300여 공장 마비’, ｢조선일보｣, 1948.5.29; ‘생산량 1/20로 격감, 해결책 없으면 민생은 총
파정’, ｢조선일보｣, 1948.6.11; ‘단전 후의 영등포공장가, 조업은 정지상태, 이대로 계속하면 자
연실업 필지’, ｢조선일보｣, 1948.6.19.
28) 1948년 2월에는 부산에 설비용량 20,000kw의 ‘JACONA’호가 들어왔고, 5월에는 인천에 설비
용량 6,900kw의 ‘ELECTRA’호를 들어와 전기를 공급했다(조선전업주식회사(1955), 조선전업
주식회사10년사, 66).
29) ‘전력부족으로 생산부진, 영등포 4방직공장 현황’, ｢동아일보｣, 194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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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일본에서 수입된 부품과 기료품을 활용하여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던
설비를 정비하여 설비규모를 크게 늘렸다.
이렇듯 미군정기 면방직산업은 미군정의 관리조직 구성과 면제품시장 형성에 힘입어
재건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설비를 정비하여 생산을 재개하려는 업계의 노력에 의해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물론 미군정의 정책은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이 아니라 점령지역의 원활한 통치
를 위해 단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한 정책이었으며, 면방직업계의 노력은 미군정
의 정책을 활용하여 자본을 축적하고자 하는 민간의 대응에 불과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미군정과 업계의 대응과정에서 면방직산업은 일정수준의 재건을 할
수 있었고 한국전쟁 이후 시기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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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the Cotton Textile
Industry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30)

Moon-Seok Se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velopment situation of the
cotton textile industry during the period of the U.S. military regime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and to understand how the industrial policie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and activities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influenced industrial development.
The U.S. military government imported parts and raw cotton to supply
more cotton products. In addition, the U.S. military-controlled prices and
quantities to stabilize the market. Cotton textile industries also made efforts
to effectively utilize raw cotton and parts.
As such, the U.S. Military Government’s cotton fabric industry laid the
foundation for reconstruction thanks to the U.S. Military Government’s
organization and the formation of the cotton fabric market. In addition, the
cotton textile industry laid the foundation for development in the process of
attempting to resume production through facility reorganization.
Of course, the policy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was a policy that
pursued economic stability for smooth governance, and the cotton textile
industry’s efforts were merely private efforts to utilize the U.S. military
government’s policies. However,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such
government and industry, the cotton textile industry was able to rebuild to a
certain level and lay the foundation for development after the Korean War.
<Key Words> U.S. military government, cotton textile industry,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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