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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and under Japanese-type names remains in the Korean cadastral record as an official 
register due to land exploitation, land and field survey programs, and the forceful name-changing 
system of Japan during its colonial era. 

This research aims to find a measure to survey and organize such land. Research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this research put together the purpose and status of land exploitation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Japan wanted to reduce its population through agricultural emigration of 
the Japanese and increase food supply by producing more crops in Joseon. Therefore, land of 
three southern provinces, the breadbasket of Korea, was intensively plundered. Secondly, this 
research organized how Joseon people changed their surnames into Japanese-style ones. The 
initially voluntary name-changing system became mandatory and about 3.22 million households 
(79.3%) reported the change of their names. Thirdly, this research established a process to survey 
land under Japanese-style names. Fourthly, this research yielded visible outcomes as a result of the 
pilot program. Especially, it revealed 718 lots as land under Japanese-style names and 8 lots as 
land under the names of Japanese. Fifthly, this research presented internal & external collaboration 
and cooperation measures for surveys. 

  

Keywords: land exploitation, Changing to Japanese Names, Svested property, concealed property, 
ownerless real estate

1. 서  론

일제는 1905년 11월 17일 무력으로 대한제국의 외

교권을 침탈하는 한일병합조약1)이 체결되면서, 대한

제국은 일제의 영토로 편입되었고 한반도 전체가 일

제의 식민지가 되어 1945년까지 35년간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후 일제는 ｢對韓方針 및 對韓施設綱

領｣2)을 원로회의와 내각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하였으

며, 이를 통하여 식민 지배기간 동안에 한반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억압과 침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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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했다.

대한제국의 광복과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다양한 분

야에서 일제 잔재의 청산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

어 왔다. 최근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재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

로 세우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적분야에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일제가 

만들어 놓은 지적제도를 디지털지적으로 개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최근 책임수행기관 제도의 도입

과 예산의 고무적인 증액을 통하여 사업의 확산에 노

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려

고 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부분이 지적공부에 남아 

있는 일본인 명의 토지(적산토지)3), 창씨개명한 일본

식 명의 토지에 대한 정리이다. 물론 적산토지의 경우

에는 미군정에 의해 미군정 소유로 귀속시켰으며, 이

후 미군정은 이를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대한민국 

정부에 인계하였다. 즉 적산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유화가 이루어 졌으며, 소유권의 정리 또는 등기여

부와 상관없이 국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공부에는 아직도 일본인 명

의가 존재하고 있으며, 일본식 명의(창씨개명된 조선

인 명의)가 존재하고 있어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본인 명의 토지와 일본식 명의를 구분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 사용하

고 있는 씨명과 조선의 창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

분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

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 명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내용적,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범위

로 구분하여 한정하였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귀속

재산 중 토지와 일본식 명의 토지로 한정하고자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일제가 패망한 1945년 8월 15

일까지로 한정하고자 한다. 적산토지의 경우 ｢조선 내

에 있는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미국정 법령 

제33호, 미군정 법령 제33호) 제2조에 따르면 “1945

년 8월 9일 이후 적산은 1945년 9월 25일부로 조선군

정청이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8월 9일

이 아닌 8월 15일로 시간적 범위를 정한 것은 법령 제

33호의 시행 이후에도 선의 또는 악의로 소유권 이전

이 있었을 경우와 광복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하여 정

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배경은 전라북도 부안군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적산토지와 일본식 명의 토지를 조

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

는 지적소관청의 협조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

서 연구를 위한 자료의 취득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지

리적 접근성이 양호하여 상호간에 협의를 원활할게 

할 수 있고 조사에 대하여 매우 협조적인 부안군청으

로 조사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첫째,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

하여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양적 연구는 부안군 

관할의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이 중 어느 정도의 적산

토지와 일본식 명의 토지가 존재하고 분포하는가를 

살펴보는데 적용될 것이며, 이를 어떻게 해소하고 정

리하는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질적 연

구를 적용하였습니다. 둘째, 탐색적 연구(exploratory 

research)와 기술적 연구(descriptive research)를 순

차적으로 적용하였다. 토지제도 특히 지적제도와 소

유권 관계에 대한 지식에 비하여 일제의 창씨개명 정

책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전라북도 

지역에 대한 토지수탈 양상에도 정통하지 못했기 때

문에 우선적으로 탐색적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다. 탐색적 연구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방법

인 문헌조사와 전문가 인터뷰4) 등을 실시하고 하며, 

문헌조사 시 활용되는 자료는 1차 자료(primary 

sources)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물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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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는 2차 자료(secondary sources)도 이용하고

자 한다. 이후 부안군을 대상으로 관할 필지(parcel)의 

적산토지와 일본식 명의 토지의 분포를 살펴보는 기

술적 연구를 적용하였다.

2. 일제의 토지수탈과 창씨개명

2.1. 일제의 토지수탈

조선통감부는 1910년 이후 대한제국에 대한 식민

통치 및 수탈기관이었던 조선총독부 전신기관의 성격

을 가진 기관으로 조선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토

지수탈을 위하여 일제는 1900년대 초부터 조선에 대

한 이민을 적극 권장하였다.5) 구한말 미국의 하와이 

농장이민은 단순노동을 제공하는 형태였다면, 일제의 

대조선 이민 형태는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

제의 이민정책은 농업이민으로 당시 조선은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었으며, 기후와 풍토가 일본과 유사했

기 때문이다.6)

따라서 일제는 일본인을 조선에 이주시켜 농지를 

Company Name Area
Land area

(정보)
Remark

Hangug Heungup 
Co., Ltd.

Jeonnam (Naju·Muan·Jido·Haenam·Jindo·Hampyeong), 
Gyeongnam(Yangsan·Gimhae·Dongnae), 

Hwanghae-do(Hwangju)
6,095

Higashiyana Farm
Gyeonggi-do (Suwon, Jinwi, Ansan, Gwangju, Gwacheon), 
Jeonbuk (Jeonju, Gimje, Iksan), Jeonnam (Youngam, Naju, 

Nampyeong, Gwangju)
4,292

Murai Farm Gyeongnam (Gimhae, Changwon, Haman, Yangsan) 4,212

Okura Farm Jeonbuk (Impa, Iksan, Gimje, Geumgu, Mangyeong) 2,380

Asahi Farm Jeonnam (Gangjin, Naju, Muan, Gwangju) 1,780

Kumamoto Farm Jeonbuk (Gimje, Geumgu, Taein, Gobu) 1,590

Mori Farm Hwanghae-do (Hwangju), Pyeongnam (Yonggang) 1,520

Hosokawa Farm Jeonbuk (Gimje, Iksan, Mangyeong, Jeonju), Chungnam (Eunjin) 1,008

Hangug Industrial 
Co., Ltd.

Jeonnam (Muan, Hampyeong, Naju, Yeongam, Haenam, Gangjin) 980

Fujimoto Farm
Jeonbuk (Okgu, Impa, Iksan, Yeosan), Chungnam (Eunjin, 

Seokseong, Noseong, Imchil)
914

Kunitake Farm Gyeonggi (Suwon, Namyang, Ansan) 900

Ishikawa Gong 
Agricultural Co., Ltd.

Jeonbuk (Gimje and surrounding areas) 736

Otsuka Farm Gyeongbuk (Yeonil, Heunghae) 525

Ohashi Farm Jeonbuk (Iksan, Kim Jae, Mangyeong) 499

Miyasaki Farm Jeonbuk (Okgu, Impa, Iksan, Mangyeong) 487

자료: 이종호, 1970, “일본 제국주의의 토지 수탈과 그 특징”, 부산교육대학 논문집, 부산교육대학, 제6권, 제2집, pp.34~35.

Taleble 1. Agricultural associations and agricultural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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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게 함으로써 자국 내 인구 감소를 꾀하고, 취득

한 농지를 통해 생산된 식량을 조선으로부터 공급받

는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발간된 조사

보고서나 저서에는 일본인을 조선에 이주시켜 조선농

업에 참여케 함으로써 조선농업을 개량시키거나, 일

본인 지주 및 자본가가 조선의 토지를 구입하여 조선

인 소작농에게 소작시키는 것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권장하였다.7)

일본인 명의의 재산은 크게 토지(농지), 사업체(법

인), 기타재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기타재산에는 건

물, 주택, 대지, 점포, 임야 등의 부동산과 선박 그리고 

금, 은, 주식, 채권 등의 동산, 기타 재산상의 채권 등이 

있다. 귀속대상이 되는 토지의 규모는 출처에 따라 조

금씩 다르다. 먼저 농지는 1945년 말 대략 논 128만 정

보, 밭 184만 정보, 합계 312만 정보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8) 

2.2. 창씨개명과 일본인 명의 토지

910년 한일합방 이후 일부 조선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일본식으로 고쳐 사용하자 일제는 민

족적 차별과 구분을 위하여 조선인의 일본식 성씨 사

용을 ｢조선인의 성명 개칭에 관한 건(총독부령 제124

호, 1911.11.1.)｣을 통하여 제한하였다.9) 그러나 중일

전쟁으로 인하여 전시동원체제를 강화하고자 내선일

체가 강조하면서 자발적인 동원을 이끌어 내기 위하

여 조선총독부는 ｢조선민사령(제령 제19호, 1939.11. 

10.)｣을 개정하여 1940년 2월 11일부터 창씨개명(創

氏改名)을 단행하였다.

창씨(創氏)는 일본식으로 씨(氏)를 만드는 것을 의

미하고 개명(改名)은 이름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우

리나라의 성(姓)은 종족집단(종중)이 동일하게 사용

하지만, 일본의 씨(氏)는 모든 가족이 호주(戶主)의 씨

를 쓰는 일본식 이에(家)제도로 차이점이 있다.

조선의 성(姓)은 혈통의 연원(淵源)을 표시하는 것

이고 일본의 씨(氏)는 본관(本貫)에 해당한다. 일본의 

호적법상의 각 호(戶)의 표지가 씨(氏)이다. 한 호의 

입적자는 그 호의 표지를 자기 개인표지의 일부분으

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이 혼인, 이

혼, 입양, 파양 등의 이유로 한 호적에서 다른 호적으

Type
Korean 
surname

Changing to Japanes name

Use your own surname 김(金)
김가(金家), 김촌(金村), 김해(金海), 김광(金光), 김하(金河), 

김천(金川), 김본(金本), 김전(金田), 월김(月金) 등

Use your own the regional origin of 
family genealogy

능성 구(具)
풍천 임(任)
우봉 이(李)
평산 신(申)

능성(綾城)
풍천(豊川)
우봉(牛峯)
평산(平山)

Take one characters in the regional 
origin of family genealogy or use the 
old place name of the main building

풍양 조(趙)
단양 우(禹)
광산 김(金)
안동 권(權)

풍전(豊田)
단산(丹山)
김광(金光)

안권(安權), 권동(權東)

Borrowed from the name or legend of 
the eponymous or famous ancestor

밀양 박(朴)
경주 이(李)
한산 이(李)

신정(新井)
암촌(岩村)
목산(牧山,)

Table 2. Types of changing to Japanes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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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동을 하면 그에 따라 이 개인의 씨(氏)도 바뀔 수 

있다.

일반적인 조선인의 창씨개명 양상10)을 살펴보면, 첫

째, 자신의 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유형으로 김(金)씨

는 김가(金家), 김촌(金村), 김해(金海), 김광(金光), 김

하(金河), 김천(金川), 김본(金本), 김전(金田), 월김(月

金) 등, 둘째, 자신의 본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유형으

로 능성 구(具)는 능성(綾城), 풍천 임(任)은 풍천(豊

川), 우봉 이(李)는 우봉(牛峯), 평산 신(申)은 평산(平

山) 등, 셋째, 본관에서 한글자를 취하거나 본관의 옛 

지명을 사용하는 유형으로 풍양 조(趙)는 풍전(豊田), 

단양 우(禹)는 단산(丹山), 광산 김(金)은 김광(金光), 

안동 권(權)은 안권(安權), 권동(權東) 등, 넷째, 시조

나 유명한 선조의 이름, 호, 고사 또는 전설 등에서 차

용하는 유형으로 밀양 박(朴)은 신정(新井, 시조가 우

물에서 태어났다는 전설), 경주 이(李)는 암촌(岩村, 

시조가 바위 위에서 태어났다는 전설), 한산 이(李)는 

목산(牧山, 목은 이색의 후예) 등이다.

2.3. 일본인 명의 토지의 문제점

2.3.1. 일본인 명의 토지의 처리

식민지 조선에 대한 일제의 토지수탈은 메이지(明治維

新) 때부터 몇 단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었다. 이는 국내

적, 국제적 사정에 따른 것이지만 교묘하면서도 끈질기

게 진행되었다. 조선에 대한 토지수탈을 위해서 일본은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

선 토지·임야조사사업 과정에서 신고주의를 채택함으로

써 기존의 국유지는 주로 조선총독부, 부락 공유지 및 농

민의 소규모 사유지는 주로 일본인 및 일본인 법인 명의

로 신고하여 탈취하였으며, 특히 비옥한 답(畓)에 수탈이 

집중되었다.11)

이와 같이 조선 토지에 대한 수탈이 확대되면서 일

본인 또는 일본 법인이 보유한 토지의 면적 역시 급속

도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1945년 해방을 맞이하면서 

이에 대한 처리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다.12) 

원래 이러한 적산토지의 대부분은 미군정 법령 제

33호 ｢조선 내에 있는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

에 의하여 1945년 8월 9일부로 소급하여 국가로 귀속

되었어야 하며, 특히 농지의 경우 미군정의 ｢귀속농지

매각령｣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농지개혁을 통하여 

분배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일부 토지는 조사과정에

서 누락되어 아직까지도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게 되

었다.

2.3.2. 일본식 명의 토지의 처리

앞서 언급하였듯이 적산토지의 국가귀속이 명확하

게 완료되지 않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일본식 

명의 토지 즉, 창씨개명 한 조선인 명의 토지의 처리와 

관리이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에서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지적전산망 등을 통해 소유자의 명칭이 4자 이상인 필

지를 대상으로 만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4

자 이상으로 이루어진 소유자의 명칭 중에는 일본인

도 있지만 창씨개명한 조선인도 있는데, 당시 한국자

산관리공사는 340개 성(姓)의 50,963필지를 조선인의 

토지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 340개 성 중

에서 311개(91.5%)는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함께 사용하는 성으로 애초에 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기초조사가 잘못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후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조사는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 위원회｣에서도 실시하였다. 위원회

의 일본인 명의 토지조사는 2008년 7월부터 2010년 7

월까지 약 2년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조사실적은 총 

3,520필지, 3,201,711.1㎡로 공시지가 약 455억원의 

규모이며, 소유자별 구성을 살펴보면, 개인은 3,093필

지, 법인(기관)은 427필지로 나타났다. ｢친일반민족행

위자 재산조사 위원회｣에서 철저한 준비와 명확한 자

료를 기반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상당부분 일본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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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지에 대한 권리보전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원회가 한시조직으로서 짧은 기간 내

에 조사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조사대상 토지 중 일부

는 시간적 제약과 전수조사의 미실시로 인하여 조사

에서 누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인 명의 토지가 아직도 존재하는 원

인은 우선 해방 이후 좌･우익의 갈등에 따른 사회혼

란, 한국전쟁으로 인한 공부의 소실 그리고 일제강점

기 창씨개명으로 인해 조선인이 일본식 이름으로 개

명한 이후 많은 시간이 흘러 현재 소유자 성명만으로

는 적산토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폐기농지’의 발생, 미등기 토지, 미청산 귀속

휴면법인 등이 존재 역시 일본인 명의 토지가 아직까

지 존재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13) 신안과 진도 

등 섬과 곡창지대였던 해남, 순천을 중심으로 전남지

역에는 약 24,000여 필지의 소유자 명칭이 일본식 명

의로 되어 있다.14)

일본인 명의 토지가 존재하게 된 원인이 매우 다양

한 양태를 보이고 있어 현재까지도 그 규모에 대한 정

확한 추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

고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조사설계

3.1. 개념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개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유사하기는 하나 조

금씩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이를 명확히 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용어의 조작적 정의

는 다음과 같다.

일본식 명의 토지라 함은 창씨개명한 조선인의 성명으

로 토지대장, 등기부 등 소유권과 관련된 공적장부에 소

유자 성명 또는 명칭으로 등록,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말

한다. 다른 표현으로는 창씨개명 토지라고도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본식 명의 토지라 칭하고자 한다.

일본인 명의 토지라 함은 일제강점기부터 해방까지 

당시 일본인 또는 일본 법인이 소유했던 토지를 말한

다. 다른 표현으로는 적산토지 등으로 불리어 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본인 명의 토지라 칭하고자 한다.

3.2. 조사의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사지역의 선

정, 조사대상의 추출, 조사 및 분석, 결과도출 등의 순

으로 구성하였다.

일본식 명의 토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의 

Target 
property
(A+B)

No
parcel 

number
(A)

Parcel 
number
(B=C+D)

National 
infrastructure

(C)

dry paddy 
field, paddy 
field et.al.

(D)
Road River Dike

Railway 
site

Ditch
dry 

paddy 
field

paddy 
field

fores
try

site
miscellan

eous 
land

총 609
(100%) 

463
(76%)

146
(24%)

119
(20%)

49 31 17 16 6
27

(4%)
7 7 7 5 1

 자료: 기획재정부, 2012. 9. 21., “조선총독부 명의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추진”, 보도자료.

Table 3. Current status of target property under the name of the Joseon Governor-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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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성과 편의성 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표본

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의 양

적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조사대상의 지역적 

범위를 일정한 기초자치단체로 선정하였으며, 기초자

치단체 중 지리적 접근성, 업무협조 정도 그리고 일제

강점기 토지수탈 양상 등을 고려하였다.

조사의 방법 내지 순서는 ① 조사대상 선정기준에 

적합한 기초자치단체의 선정, ② 부동산종합공부시스

템(KRAS)의 조사대상 필지(토지)의 추출, ③ 일본식 

명의 토지의 여부 조사, ④ 관리･점유자 및 이용현황 

등 현장조사(필요시), ⑤ 일본식 명의 또는 일본인 명

의 토지 등 유형별 정리, ⑥ 기초자치단체 통보 순으로 

이루어진다.

3.3. 조사의 기준

일본식 명의 토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대상지역이 

되는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필지를 조사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하는 필

지를 추출하는 기준을 설정하였다.15) 조사대상 필지

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변동 여부와 주민등록

번호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4. 시범조사

4.1. 조사대상 필지의 분류

일본식 명의 토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부안군에서 

관할하고 있는 총 251,884필지 중 1945. 8. 15. 이후 소

유권변동이 없는 토지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미등

재되어 있는 토지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을 

활용하여 추출하였다. 앞선 두가지 기준으로 추출된 

토지는 8,309필지로 부안군 전체 필지 대비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식 명의 토지로 의심되어 

소유자 성명에 대한 심층조사가 필요한 토지는 총 

8,309필지이다. 이와 같이 일본식 명의 토지로 의심되

는 토지를 행정구역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식 명의로 의심되는 토지의 등록대장별 분류를 

살펴보면, 토지대장 등록지가 7,492필지(90.2%), 임야

대장 등록지가 817필지(9.8%)로 나타났다. 일본식 명

의로 의심되는 토지의 지목별 분류를 살펴보면, 도로

가 4,631필지(55.7%), 전이 1,334필지(16.1%) 순으로 

나타났다. 도로가 의심대상 토지 중 절반 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 이유는 과세의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토

지소유자 입장에서 이용의 가치와 관리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토지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

된다.

4.2. 조사의 결과

전북 부안군이 관할하고 있는 251,884필지 중에서 

첫째, 1945. 8. 15.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와 주

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일본식 명의 의심

대상 토지 8,309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4.2.1. 소유구분에 따른 조사 결과

토지소유자별 필지를 분류해보면, 조선인이 7,556

필지로 90.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식 명의 토지

는 718필지로 8.64%로 조사되었고 일본인 명의 토지

는 8필지로 0.10%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소유구분 정보와 

비교할 때, 조사결과와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부동

산종합공부의 소유구분에 일본인･창씨명으로 등록된 

토지는 519필지이다. 그러나 조사결과 11필지는 조선

인이었으며, 8필지는 판단불가한 토지였다. 이외에 9

필지는 ‘동정식산계’라고 하는 법인명의로 되어 있으

며, 등기부 등과 소유자 성명이 다른 경우가 8필지였

다.16)

이와 반대로 소유구분에 개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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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0필지 중 2필지는 일본인 명의 토지이며, 2필지는 

판단불가한 토지였다. 이외에 창씨명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240필지로 조사되었으며, 법인명의 토지는 ‘거

룡리’로 되어 있는 1필지가 있었다. 아래의 표는 부동

산종합공부 상 소유구분 등록정보와 조사결과의 차이

를 나타내고 있다.

4.2.2. 일본인 명의 토지조사 결과

일본인 명의 토지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또는 일

본법인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로 적산토지

(敵産土地)를 말한다. 부동산종합공부의 소유구분은 

일본인과 창씨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행정표준코

드17)로 등록하고 있다. 적산토지는 ｢조선 내에 있는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에 의하여 1945년 8월 

9일부로 소급하여 국가로 귀속되었어야 하며, 특히 농

지의 경우 미군정의 ｢귀속농지매각령｣과 대한민국 정

부 수립 후 농지개혁을 통하여 분배되었어야 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명의 토지가 현재까지 존재

하는 이유는 첫째, 조사과정에서 누락되는 경우, 둘째, 

일본식 명의 토지와의 구분이 곤란했기 때문이다.

일본인 명의 토지의 조사 결과는 총 8필지로 나타났

다. 이중 3필지는 소유구분이 개인으로 되어 있어 조

선인으로 판단하여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인 명의 토지가 개인으로 등록된 원인

은 소유자의 성명이 세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

식 이름인지 아니면 일본인 명의인지를 구분하기 어

려웠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일본인 명

의 토지의 조사와 국가귀속 정책을 추진하여 왔는데, 

Classification Total
Individual
(Korean)

Changing to 
Japanes 
name

Japanese
Corporate 

name
Different 
owners

Inability to 
judge

Cadastral 
Record

8,309 7,790(93.8%) 519(6.2%) - - -

Result 8,309 7,556(90.9%) 718(8.6%) 8(0.1%) 9(0.1%) 8(0.1%) 10(0.1%)

* 부동산종합공부 상의 소유구분과 시범조사 결과의 차이임

Table 4. Difference of ownership classification information

Figure 1. Status of Suspicious Lands in Japanese Style by Administrative Region



일제의 토지수탈과 일본식 명의 토지조사에 관한 연구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ol.50 No.2 (2020)   197

그 중 어려운 점이 소유자의 성명이 두글자 또는 세글

자로 되어 있을 경우 판단이 곤란했기 때문이다. 

4.2.3. 일본식 명의 토지조사 결과

일본식 명의 토지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에 의

하여 강제된 창씨개명한 조선인 명의로 등록된 토지

를 말한다. 일제는 1939. 11. 10. ｢조선민사령｣을 개정

하여 1940. 2. 11.부터 1945. 8. 15.까지 일본식 성씨를 

쓰도록 강요하였다.

따라서 부책식 토지대장에는 조선인이 사용하는 성

명 대신 창씨개명한 일본식 성씨가 기재되어 있는 경

우가 있다. 일제의 강요에 따라 창씨를 신고한 가구수

는 79.3%에 달하기도 하였는데, 창씨를 하였다고 해

서 모든 토지소유자의 성명이 일본식 성씨로 등록된 

것은 아니다. 창씨를 하고 소유자 명칭(성명)을 변경

하여 등록한 경우에만 토지대장의 성명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창씨개명을 강요한 이후 소유권을 이

전한 경우에는 일본식 성씨를 쓰도록 하였기 때문에 

일본식 명의 토지가 상당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물

론 1946년 미군정청에 의한 ‘조선 성명 복구’조치로 

창씨한 성씨는 폐지되었으나, 창씨한 성씨가 폐지되

었다 하더라도 토지대장의 성명변경을 하지 않은 경

우에는 아직도 일본식 명의로 소유자 성명이 기재되

어 있다.

일본식 명의 토지를 조사함에 있어 설정한 기준과 

방법은 전술한 바와 같으며, 현재 부안군청 관할 필지 

중 일본식 명의 토지는 718필지(452,957㎡)로 조사되

었다. 토지대장의 소유자 명칭에 일본식 명의가 존재

하고 있는 토지를 살펴보면, 세금부과의 의무가 없는 

비과세토지이거나 활용도가 낮은 토지인 도로가 특히 

많으며, 제방, 하천, 구거, 유지 등도 존재하고 있다. 물

론 오랜 기간이 흘러 일본식 명의 토지의 진정한 소유

자 또는 상속자를 찾는 일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일본식 명의 토지에 대한 정리작업은 지

속적･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Classification Display contents Remark

Last name 
setting

① Transfer of ownership(所有權移轉): 
Lee Maeng-hee(李孟熙) 

② Last name setting(氏設定): 
Gugbon Maeng-hee(國本孟熙)

Name 
change

① Transfer of ownership(所有權移轉): 
Shin Yoo-ok(申宥玉)

② Name change(名更正): 
Pyeongsan Samok(平山三玉)

자료: 국무조정실 외, 2020,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합동정비 매뉴얼”

Table 5. Japanese-style name owner name display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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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소유자 성명 상이(相異) 토지조사 결과

소유자 성명 상이 토지란 부동산종합공부(KRAS)

의 소유자 명칭과 등기부의 소유자 명칭이 다른 토지

를 의미한다.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지

적소관청에 신청하여 지적공부를 창설한 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 성명이 불일치할 여지가 없다. 그러

나 지적공부에 등록되고 등기부에 등기된 토지의 소

유자 변경의 경우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

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에 따라 정리하기 

때문이다.18)

이와 같이 두 개의 공적장부에 등록 내지 등기된 소

유자의 성명이 상이한 원인은 당시에는 전산화가 이

루어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등기를 했다 하더라

도 소유자 또는 등기관서에서 지적소관청에 소유자 

등록 신청 또는 통지하지 않을 경우 지적소관청에서

는 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 부안군청 관할 필지 중 소유자 성명이 상이한 

토지는 8필지(3,912㎡)로 조사되었다.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

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일

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또

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

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

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

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19) 따

라서 지적소관청은 소유자 성명이 상이한 토지에 대

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등기부의 등기사항이 일

치될 수 있도록 직권 또는 신청을 통하여 정리함으로

써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공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5. 결  론

5.1. 연구의 성과와 한계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 시기의 토지수탈과 토지․임

야조사사업, 그리고 창씨개명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우리의 공적장부인 지적공부에 남아있는 일본식 명의 

토지와 일본인 명의 토지를 찾아 이를 정리하고자 하

였다. 이를 통하여 소유자 성명의 정리라는 협의의 목

적과 일제잔재의 청산이라는 광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 하였다.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의 목적과 양태를 정리

하였다. 일제의 토지수탈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는데, 농업이민을 통해 자국내 인구를 줄이

고 조선을 통한 양곡증산을 통한 식량공급을 늘이기 

위하여 곡창지대인 삼남지방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

고 있었다. 

둘째, 조선인의 창씨개명 양상을 정리하였다. 조선

인의 창씨 양상을 정리하기 위하여 현재 한국에서 사

용하고 있는 성씨 533개 및 현재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씨명 5,455개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또한 조선

인의 창씨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씨 100개에 대한 

창씨 327개를 정리하였다. 현재까지 조선의 창씨 양상

에 관한 연구는 특정 지역에 대하여 국소적으로 실시

된 바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일본식･일본인 명의 토지조사 프로세스를 정

립하였다. 기존의 연구는 일본인 명의 토지와 은닉재

산의 조사에 집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귀속에 초

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본식 명의 토

지조사는 물론 일본인 명의 토지 등 다양한 조사에 적

용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의 선정부터 현장조사와 국

가귀속에 이르는 조사방안을 정립하였다. 

넷째, 실험조사를 통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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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는 조사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이론적 

개념과 이를 바탕으로 한 조사절차 등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상 지방자치단체

인 부안군을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조

사절차와 조사자료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식 명

의 토지 718필지, 일본인 명의 토지 8필지 그리고 토

지대장과 부동산등기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8필지 

등을 발굴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첫째, 

자료의 취득과 접근성의 한계이다. 조사를 위하여 실

험사업 대상지역의 자치단체와 협업을 추진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조세 관련 정보와 주민등록 관련 정보에 

대한 자료 취득에 대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자료의 수집이 제한적이었다. 또한 등기부에 대한 

열람권한 역시 없어 이에 대해 일부 필지에 대한 정보 

수집에 국한되어 있었다.

둘째, 현장조사와 관련 점유․관리자에 대한 청문에 

대한 한계이다. 조사대상이 되는 토지는 소유자 명칭

의 불분명, 주민등록번호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소유

자 내지 상속인의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대상 토지20)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토지의 경계

와 위치, 이용형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

라 현재 점유･관리 내지 이용하고 있는 관계인의 청문

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상 토지의 지목이 대부분 도로

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목이라 하더라도 해

당 관계인 청문의 어려움21) 등으로 인하여 현장조사

와 청문이 불가능하였다.

5.2. 향후 과제 및 정책건의

일본식 명의 토지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확산하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연구성과에 대한 공유이다.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유사한 업무를 현재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대한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관

련 기관과 공유하여 일본식 명의 토지조사가 보다 활

발하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둘째, 관련 규정의 개정이다. 조사업무과 관련하여 

현재의 규정은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조달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탁기관의 

범위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사업의 확대이다. 현재 조달청에서는 일본식 

명의 토지조사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그러

나 조사대상이 되는 토지의 분류기준을 살펴보았을 

때, 누락되는 토지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누락되는 

토지가 없도록 분류기준을 강화하고 그 범위도 전국

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본식 명의 내지 일본인 명의 토지조사

를 위하여 일제의 토지수탈과 창씨개명 정책을 분석

하였으며, 지역사회와의 협업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전북의 부안군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우리 

국토의 일제강점기 흔적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입증하였다.

주1. 일제의 불법적이고 강제 침략 성격이 나타나지 않는 
이들 용어는 최근 일본 일부인사들이 주장하는 것처
럼 한민족이 자발적으로 ‘병합’에 응해 왔다는 것으로 
이용･외곡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술국치’ 또는 ‘강
제병합’이라 써야 한다(독립기념관, 2005, ｢청산해야
할 일제용어｣, p.40.).

주2. 이는 조선을 식민지화하려는 기본구성으로 ‘보호국화’
노선을 확정하고 군사, 외교, 교통, 통신, 척식 등 6개 
항목에 걸친 구체적인 침략방안을 수립하였다(이영
학, 2011, “통감부의 조사사업과 조선침탈”, 역사문화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제39집, pp. 
229~230. 재인용.).

주3. 일제의 재산을 적산(敵産, enemy property)이라 부르
게 된 이유는 1945년 9월 25일 미군정이 법령 제3호 ｢
적산에 관한 건｣을 발령하여 패전국 소속 재산을 동결
하고 이전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이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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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의 토지수탈과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그리고 창씨개명으로 인하여 아
직까지 우리의 공적장부인 지적공부에 남아있는 일본식 명의 토지의 조사와 정리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의 목적과 양태를 정리하였
다. 일제는 농업이민을 통하여 자국의 인구를 줄이고 조선을 통한 양곡증산을 통해 식량공급을 늘리
고자 하였다. 따라서 토지의 수탈은 곡창지대인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다. 둘째, 
조선인의 창씨개명 양상을 정리하였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던 창씨개명은 이후 강제적으로 변화되
었으며, 약 322만 가구(79.3%)가 창씨개명 신고를 하였다. 셋째, 일본식 명의 토지조사를 위한 프로세
스를 정립하였다. 넷째, 실험사업의 성과로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일본식 명의 토지 718필
지, 일본인 명의 토지 8필지 등을 밝혀냈다. 다섯째, 조사를 위한 내외부의 협업과 협력방안을 제시하
였다. LX의 내부조직간의 협력은 물론 관련 기관과의 협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조사의 확대 및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우리 국
토의 일제강점기 흔적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위성도 입증하였다.

주요어 : 토지수탈, 창씨개명, 귀속재산, 은닉재산, 무주무동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