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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of Iri(Iksan) in Connection with Rail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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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dern railway construction by Japanese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urbanization, transformation of urban 

structure and landscape during the Japanese imperialism and compressive increasing period in Iri(Iksan). This 

paper aims to find out the effect of railway on the modern urban structure and urban landscape in Iri(Iksan).

Railways in Iri, Honam railway, Kunsan railway, Jeonla railway have been constructed progressively during 

1911 and 1915 with Iri and old Iri(east-Iri) station.

From the analysis of land registration maps and street plans, old photographies and historical records, some 

significant features underling railway construction can be followed in view of modern urbanization process in Iri. 

Firstly railways cut off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urban structure based on traditional spatial structure of 

Iksan. Secondly railways made dual spatial structure in Iri. Japanese and Korean life zone were divided into 

separate district around urbanization area and market place. Thirdly traditional space cognition system based on 

four cardinal directions were changed to front and rear space of railway station. Fourthly railways and stations 

caused neo-baroque spatial order and imperialistic urban landscape of Iri with axis, vista and gridiron plan. 

Fifthly break points and fringe belts garbling modern urbanization process are created. Sixthly modern cultural 

and consumptive urban spaces were taken their seats in relation with daily urban life.

주제어 : 이리, 익산, 근 성, 철도, 도시구조, 도시평면, 도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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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개화기 경인철도 부설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근  한국

철도는 이성 이고 합리 인 세계를 연 근  문명과 진

보의 축복이자 제도  폭력의 서막이었다.1) 일본 제국주

의에 의해 추진된 근  한국철도의 건설은 표면 으로는 

황야 개척, 물산 증식, 공  부흥, 상업 강화, 국가의 부

강증진을 비롯하여2), 생활의 편리성 개선 등 다양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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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천홍, 매혹의 질주, 근 의 횡단-철도로 돌아본 근 의 풍경, 

도서출  산처럼, 2003, p.5

2) 1899년 11월 12일 경인철도 완  개통 개업식에서 시부자와의 

연설에서 경인철도를 한국의 문명을 증진하는 선도자로 표 하고 

있다.(정재정, 일본의 한 침략정책과 경인철도 부설권의 획득, 역

사교육 77집, 2001, p.118)

요성이 역설되었지만 “ 한방침  한시설강령“, “조선

철도 40년 약사”3)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정치성과 침략

 성격4)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식민지 근 성의 압과 

경이로움을 일반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수단으로 활용5)

되었다. 한 일본의 조선철도 지배정책의 표어로 내세

운 ‘국방공  경제공통’에서 잘 표 된 것처럼 일제는 군

사  목 과 함께 상품 매와 원료  식량 약탈을 

해 조선철도를 속히 건설하 다.6) 

3) 1904년 5월 31일에 한국침략 정책의 각을 제시한 문서로서 “

한방침  한시설강령“에서는 정치상 군사상 경제상의 목 에서 

교통기 을 장악하는 것, 특히 철도사업을 한국 경 의 골자로 간주

하고 있으며 1940년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 펴낸 “조선철도 40년 

약사”에서 철도를 ‘조선통치의 국책’으로 표 하고 있다.(박천홍, 앞

의 책, p.83-85)

4) 정재정, 앞의 논문, p.124

5) 김경일, 한국의 근 와 근 성, 백산서당, 2003,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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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건설이 근 사회에 미친 향은 다각  측면에서 

제기되어 왔다. 정치경제 으로 근  철도건설은 폐쇄

인 지역공동체의 해체와 단일의 경제체제 확립, 교통

심지로의 시장 집 과 통합  소수로의 자본 집 화7),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확산, 국민국가와 상상의 공동체

로서 민족주의의 출 8), 인간과 물자의 교류와 상호침투 

상이 격히 발달하면서 나타난 동시  네트워크의 형

성, 지역 특산물의 상품화 등9)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사회문화 으로는 생활공간과 노동, 여가 부문에서 건

사회질서의 붕괴, 사회  습의 변화, 근  일상생활문

화의 변화와 소비도시화 진10), 이동장벽이 제거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일거리와 신흥도시의 창조, 공간감각의 

변화, 여행문화의 증 11), 교통 편리성과 거주 안정성 확

보를 통한 일본인들의 이주 진12)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근 도시와 련하여 철도건설이 미치는 향13)

은 일본의 정치 ･경제  하부구조로 한국 도시의 락, 

수운의 몰락, 기존 심에서 떨어진 거  시가지 형성과 

기존 시가지의 쇠퇴, 조선족과 일본인 거주지의 공간 , 

형태  분리14)로 표되는 이 도시의 출 , 동질 인 

공간질서를 지니는 근 도시의 창출, 통 인 도시공간

6) 김종헌은 일본에 의한 한국의 철도부설 목 을 일본의 한국진출

을 한 거 도시의 확보,  반출을 한 연결통로 확보, 물자원 

반출과 식민지 공업화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김종헌, 20세기 

 철도부설에 따른 우리나라 도시구조의 변화에 한 연구, 한국철

도학회논문집, 제9원 제4호, 2006, pp.379-387)

7) 칼 마르크스, 김수행 역, 자본론II, 비 출 사, 1989, pp.288-289

8)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민족주의의 기원과 

에 한 성찰, 나남출 , 2002, p.25

9) 박천홍, 앞의 책, p.259

10) 김 득, 철도의 개설이 바꾸어 놓은 사회상, 월간교통 2001년 8월

11) 박천홍은 이를 상상으로의 도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이는 건

 공간과 오지의 휴양지, 지화를 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

다.(박천홍, 앞의 책, p.354) 김신재는 수학여행이 확산되고 경주의 

지화가 진행된 요인의 하나로 철도의 개통과 역사 통합을 제기

하고 있다.(김신재, 1920년  경주의 고  조사･정비와 도시변화, 신

라문화 제38집, pp.344-346)

12) 김종헌, 앞의 논문, p.387

13) 근  도시와 련하여 철도건설이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이 민, 개항 이후 경인지역의 역사지리  변화와 경인선 철도의 역

할, 지리교육논집 49, 2005. 12, pp.285-299; 김종헌, 20세기  철도

부설에 따른 우리나라 도시구조의 변화에 한 연구,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제9원 제4호, 2006, pp.379-387; 박병옥, 철도시설이 도시성

장과정에 미친 향, 남 학교 석사학 논문, 1985; 조 증, 철도

를 심으로 한 한국도시공간패턴에 한 연구-철도이 문제를 

심으로, 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1983; 심경석, 철도에 의한 도시

공간구조 단 에 따른 공간  효과에 한 연구-인천 역시를 

상으로, 경원 학교 석사학 논문, 2005 등이 있다.

14) 유제헌, 한국의 도시형태학에 한 시론  연구, 국토계획 제26

권 제1호(통권59호), 1991.2, pp..5-21

구조의 해체, 도시의 소비공간화, 기차역의 근  도시경

의 상징  구  등15)이 논제로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근  裡里16)의 철도시설 확충과정과 도시

구조  도시경 의 형성･변천과정에 한 분석을 토

로  “철도시설과 연계하여 도출되는 이리 도시구조와 도

시경 의 근 성”을 해석해보고자 하는데 목 이 있다. 

보다 세부 으로 본 연구는 ➀ 철도시설의 역사  변천

과정과 함께 ➁ 개항기로부터 1970년 에 이르는 이리 

도시구조와 도시평면의 형성･변화과정을 분석해보고 ➂ 

근  일제강 기와 과도기, 압축성장기를 거치면서 나타

난 익산 도시구조와 도시평면의 형성･변화과정을 철도시

설 변천사와 연계하여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➃ 철도시

설과 연계하여 이리 도시구조와 도시경 의 근 성을 추

출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철도부설을 계기로 솜리(裡里, 솝리)17)마을을 심으

로 형성되었던 한 한 농 지역으로부터 근  신흥도시

로 성장한 裡里는 계획 인 틀을 용하여 개발된 개항

도시나 조계지와는 다르게 교통과 연계하여 형성･발달한 

근  한국 산업경제도시의 도시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모델도시로서의 의미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1977년 이

리역 폭 사고를 계기로 이루어진 이리역 주변 개발을 

통하여 압축성장기와 경제개발기 한국 지방도시의 심

부 재건과 련된 이데올로기를 살펴볼 수 있는 표

인 도시이다.

Fig.1 Location of study area

15) 박천홍, 앞의 책, p.205,232,245,288

16) 1995년 5월 10일에 공포된 법률제4948호 「경기도 평택시 등 5

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의하여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

어 익산시로 개칭되면서 ‘裡里( )’라는 명칭은 공식 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시간  범 를 고려하여 

益山이라는 명칭 신 ‘裡里’라는 명칭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상시기로 설정된 일제강 기로부터 압축성장기에 이르는 시

기의 연구 상지역을 지칭할 경우 이리(지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이리를 포함한 재의 익산시에 해당하는 역  지역을 지칭할 

경우 익산(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17) 솝리(裡里)는 우리말로 솝말(속마을)에 해당하는 것으로 솝리로 

불리다가 한자명인 裡里로 개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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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Boundary and administrative district of study area

Division section in 1928 Jeong(町) of Iri in 1928

Jeong(町) of Iri in 

Jijeong-myeon period

Jeong(町) of Iri in Iri-eup(邑) 

period

Fig.3 Transform of Iri division section

본 연구에서는 철도부설과 더불어 근 시가지의 형성･

변천과정을 집 으로 조명할 수 있는 지정면시

(1917-1931) 益山面 裡里에 속한 구역18)을 심으로 연

18) 연구 상지역은 주군시 (1899-1914), 익산면시 (1914-1917), 

지정면시 (1917-1931), 이리읍시 (1931-1947), 이리부시

(1947-1949), 이리시시 (1949-1995)를 경유하여 1995년 익산군과 

통합되어 익산시로 편입되었다. 익산군시  주군 南一面에 속한 

로 불리워졌던 이리는 1914년 4월 1일 지방행정제도 개편과정에서 

구 상지역을 설정하 다.(Fig.1 참조) 연구 상지역은 

1931년 이리읍으로 승격된 이후 1933년 12월 1일에 시

행된 町制19)를 기 으로 榮町1丁目, 榮町2丁目, 京町, 

日出町, 轟町, 大正町, 本町一丁目, 旭町과 曙町 일부가 

해당되며(Fig.3 참조) 2012년 재 앙동과 창인동, 갈

산동, 인화동, 평화동 일부지역에 해당된다.(Fig.2 참조)

한편 본 연구는 개항기로부터 1979년에 이르는 시기를 

기 으로 진행되었는데 호남선 철도부설 이 에 해당하

는 한제국기(1911년 이 ), 일제강  기(1912-1933), 

일제강  후기(1933-1945), 과도기(1945-1961), 압축성장 

기(1961-1967), 압축성장 후기(1967-1979)20) 등 6개시

기로 구분하여 도시구조와 도시경 의 형성･변화과정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연구진행과정에서 지도자

료(지형도, 지 도, 시가도)와 함께 각종 사료, 신문자료, 

사진자료 등이 활용되었다. 특히 1915년에 간행된 지

원도(사정지 도)와 1927년, 1967년 폐쇄지 도는 본 연

구를 진행하는데 핵심 인 지도자료로 활용되었다.

2. 근  이리지방의 철도시설 형성  발달

이리지방의 철도는 1910년 일본이 철도부설권을 독

하고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된 호남선 철도 부설사업의 일

東一面과 합해져 익산군 益山面에 편입되면서 솜리의 한자어인 ‘裡

里“로 개칭되었다. 당시 익산면의 행정구역은 1914년 익산면의 행정

구역은 木川里, 裡里, 銅山里, 馬洞里, 石灘里, 大場村里, 金江里, 新

里 등 8개 里로 구성되었다. 1916년에는 北一面 南中里와 古縣里

를 편입시키면서 행정구역이 확장되었다. 1917년 面制가 시행되면서 

익산면은 指定面이 되었으며 裡里, 銅山里, 馬洞里, 南中里, 古縣里

를 제외한 나머지 里는 인 면으로 편입시켰다. 이후 1931년 4월 1

일 지방제도 개정으로 益山面이 益山邑으로 승격된 후 동년 11월 1

일에는 裡里邑으로 개칭되었다. 1947년 11월 8일 裡里府로 승격되면

서 행정구역이 확장되고 洞制가 시행되면서 17개 洞으로 구성된 이

후 洞名 변화를 거쳐 재에 이르고 있다.

19) 1933년 당시 이리읍은 榮町1丁目, 榮町2丁目, 京町, 日出町, 轟

町, 大正井町, 旭町, 曙町, 馬洞町, 銅山町, 南中町, 古縣町으로 구분

되어 있었다. 한편 1933년 町 제도가 시행되기 이 에도 柳町, 壽町, 

幸町, 未廣町, 櫻町, 元町, 明治町, 昭化町, 新町, 仲町, 宣化町 등 일

본인들에 의하여 명명된 町들이 존재하 다.

20) 압축성장기는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며 고도의 한국 경제성장

을 이루었던 5·16 군사쿠데타로 박정희 장군이 집권한 61년부터 이

른바 '6·29선언'이 있었던 87년까지 26년간으로 시 를 의미한다. 

5·16쿠데타와 6·29선언은 정치 으로 큰 사건이었지만 그 시 을 기

으로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이 완 히 바 었다는 에서 사회·경

제·역사 으로도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민경제  측면으로

는 '생산요소 투입 주도(Input-led)의 성장 모델'이 용 던 시기

다. 노동과 자본이라는 생산요소의 추가  투입으로 새로운 부가가

치와 고용의 창출이 가능할 수 있었다.(오원철, The Korea Story : 

President Park Jung-hee’s Leadership and the Korean Industrial 

Revolution, Wisdomtree, 2009) 송 진은 신체계의 구조  특성 

측면에서 압축성장기를 ‘모방형 기술 신과 신주체의 각개약진’으

로 설명하고 있다.(송 진, 기술 신과 과학기술정책, 르네상즈, 

2006,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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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으로 건설되기 시작하 다. 일제강 기 이리지방의 철

도는 호남선과 군산선, 라선으로 구성되었다. 1898년 6

월 18일 경성에서 목포까지의 철도부설의 필요성에 한 

논의와 19일 고종의 재가21) 계기로 부각된 호남선철도22)

는 1910년 10월에 한국인들의 자력건설운동과 련된 수

많은 격변23) 끝에 착공된 이후 1911년 3월 호남선 상행

선인 이리-강경 간 16.9리(哩)의 공사가 착수, 1912년 3

월 6일에 처음으로 완공24)되고 김제-이리 간의 11.1리

(哩)의 철길이 1911년 12월에 착공되어 1912년 10월 1일

에 개통25)되었다. 이후 호남선 철도는 1968년 1월 1일 

착공 1978년 3월 30일 개통된 -이리간 호남선 1차 

복선화사업과 호남 지역사회 개발과 수송력 증강을 목

으로 1981년 2월 19일에 착공되어 1985년 11월 15일 이

리-정주간 2차 복선화사업(송정리까지는 1988년 9월 6일 

공)으로 인 개수가 진행되었다. 한편 2차 복선화

사업과 함께 이리정거장으로부터 600m 남측에 호남선 

 라선 분기 의 입체화가 이루어졌다.26)

Fig.4 Rough route map of Honam Railway(Korea Rail, 

Illustration of reail museum, 2002, p.61)

군산선철도는 이리정거장(이리역)을 기 으로 군산항

에 이르는 14.3km의 철길이다. 군산선은 호남선 철도 부

설 당시 호남선 철도공사에 필요한 자재수송의 일환으로

군산지선 공사로 계획되어 호남선 공사와 함께 착공되었

21) 高宗實 , 무2년(1898) 6월 19일  奎 17703, 『秦本』(17), 

「第18號 京城木浦間鐵道敷設事」

22) 호남선철도는 1910년 10월에 공사가 착수되어 1914년 1월 11일

에 개통되었다.(한국도시철도공단, 한국철도건설백년사(상), 홍진씨

앤피주식회사, 2005, p.119)

23) 李炳天은 일본에 의한 호남선 철도공사 이  구한말 호남선 철

도 부설과 련된 역사  개과정에 해 자세하게 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李炳天, 구한말 호남철도부설운동(1904-1908)에 하여, 경

제사학5, 1981, pp.113-212)

24) 山下英爾, 湖南寶庫 裡里案內, 惠美 屋書店, 정4년(1915), P.24

25) 익산시사편찬 원회, 익산군지, 1981, p.352

26) 한국도시철도공단, 한국철도건설백년사(상), 홍진씨앤피주식회

사, 2005, pp.604-605

다. 군산지방의 일본인 居留民團이 주동이 되어 소  湖

南鐵道期成 라는 단체를 만들고 철도부설추진운동을 

활발히 개하 는데, 그들은 호남선 철도공사에 필요한 

각종 량  자재를 운송 보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 으

로 지반이 약한 도로를 활용한 장거리 운송보 의 어려

움과 군산항을 통한 해운과 단거리 운송이 을 제기하면

서 군산지선 철도공사를 선행시키도록 주장하 다. 이에 

따라 군산선 철도공사는 자재 수송수단의 일환으로 호남

선 철도의 본 공사에 선행하여 군산항까지 鐵道引入線

을 부설토록 한 것이다. 이 철도는 1911년 6월에 착공하

여 1912년 3월 6일에 개통27)하 으니 호남선 주요 공사

구간인 이리-강경간의 철도개통일과 같은 날이었다.

라선 철도는 1913년 1월 북철도주식회사가 全北

輕便鐵道로 부설면허를 받아 1914년 5월에 공사를 착수, 

1914년 11월 12일에 15.5哩의 挾軌鐵道로 부설(11월 17

일 업 개시)된 사철이28)다. 노선은 裡里를 기 으로 

裡里, 大場村, 參禮, 東山, 德津을 경유하여 全州에 

이른다. 1927년 10월 1일 국철은 15.5哩의 이리- 주 간 

사철을 매수29)한 후에 挾軌鐵道를 廣軌鐵道로 개축하여 

1929년 9월에 공하면서 역사 등을 면 신축하거나 개

축하여 개축선에 한 업을 개시하 다. 이후 라선

은 1981년 호남선 복선화사업 가운데 9공구로 포함되어 

이리-동이리간 철도 이기와 함께 복선화가 추진되었는데 

호남선과의 분기 에 한 입체화와 이루어졌다.

철도 부설과 함께 정차역을 심으로 다양한 철도 

련시설이 들어섰다. 먼  1912년 3월 6일 이리와 강경간

의 호남선 철도와 군산과 이리를 연결하는 군산선 철도

의 개통 당일 裡里驛이 역무를 개시하 다. 이후 여러번

의 증개축을 거쳐 1936년 11월 9일 개축을 단행하여 

1937년 7월 10일 모더니즘 양식으로 다시 신축되었다.30) 

1977년 12월 26일 이리역 폭 사고를 계기로 남측으로 

약 100m 이 하여 진행된 이리역 신축공사가 1978년 11

월 10일 공31)되었으며 역사 앞뒤를 연결하는 지하차도

가 개설되었다. 한편 1914년 11월 12일 북철도주식회

사가 이리- 주간의 라선 철도를 개통하면서 정차역을 

설치하고 이름을 裡里驛(동이리역,  東益山驛)32)이

27) 익산문화원, 익산의 근 문화유산, 2010, p.325

28) 山下英爾, 앞의 책, pp.63-64

29) 한국도시철도공단, 앞의 책, p.148

30) 한국도시철도공단, 한국철도건설백년사(하), 홍진씨앤피주식회

사, 2005, p.1724

31) 라북도, 총화의 기 -이리재해복구백서, 고려서 주식회사, 

1978, pp.18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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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 다. 라선 철도의 裡里驛 구내는 1927년 10월 

30일 착수되어 1929년 9월에 공된 廣軌鐵道 개수사업

과 연계하여 남측으로 약 200m 이 33)되었다가 이리역-

동이리역 간 라선 복선화  이설공사와 함께 1987년 

10월 30일 기존 역사의 남측 300m 지 으로 재차 이

34)되었다. 정거장과 함께 다양한 철도 련시설이 개

발되었다. 1912년 3월 6일 호남선 철도의 개통으로 이리

역 이리보선구 이리기 구와 大田機關車裡里分庫가 개

청35)되었으며 裡里驛의 남측으로 철도역 官 村과 鐵道

病院36)이 들어섰다. 

3. 철도와 근  이리 도시구조의 형성･변천과정

3-1. 철도 부설과 익산군 지역공간구조의 변화

(1) 이리의 심성 강화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교통의 발달은 자본의 회

을 진시키고 생산과 시장이 모두 교통 심지로 집 되

면서 소수로의 자본 집 이 증 되는 한편 기존 심지

가 쇠퇴37)하는 결과를 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  이리시가지는 호남선 철도의 부설을 계기로 형성

되었다. 호남선과 군산선 철도부설이 이루어지기  일

본은 마면소재지(당시 군내면)를 거 으로 익산지방 

통치를 구상하 다. 익산군청과 우편소를 심으로 부

분의 공공기 들이 마에 치하 고 그 요성을 인식

한 일본은 당  호남선철도를 마를 경유하여 주로 

연결시키려는 구상38)을 진행하 다. 그러나 주 유지들

32) 1938년에 全羅線裡里驛을 東裡里驛으로 개칭하는 논의가 있

은 후(동아일보, 1938년 5월 15일 “구 라선 이리역을 동이리역으로 

개칭?”) 동년 10월 1일부터 東裡里驛으로 개칭되었다.

33) 廣軌鐵道 개수사업 당시의 철도 이설  구이리역 이 사업에 

한 기록은 지 도와 토지 장에 한 분석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34) 본래 상선만를 입체로 신철하여 기존 동이리 정거장에서 연결

시켜 건설비를 감하려 하 으나 동이리 정가장의 지형상 구내 유

효장 600m를 확보할 수가 없어 동이리 구내를 이 하고 유효장을 

확보하는 한편 장래 군산선 연결 등을 고려하여 정거장 치가 정

해졌다.(한국도시철도공단, 앞의 책(상), p.614)

35) 1912년 3월 6일 이리-강경 간 호남선 개통과 함께 湖南線裡里

保線區事務所가 설치되어 裡里-大田긴, 裡里-群山긴, 裡里四街里간 

노선의 보선을 담당하 다.(山下英爾, 앞의 책, p.24)

36) 복강의원으로 불리웠던 이리철도병원은 1920년  당시 2명의 

의사와 3명의 간호원이 근무하 고 8개의 병실이 있었다고 한다.(익

산문화원, 앞의 책, p.78)

37) 칼 마르크스, 김수행 역, 자본론II, 비 출 사, 1989, pp.288-289

38) 주시사의 기록을 보면 1912년  사립 호남철도기성회장 서

오순이 주를 방문하여 노선의 주통과에 하여 구기를 구하

자 박기순을 비롯한 다수 유력자는 이구동성으로 이를 거부하 다

의 반 에 부딪  노선이 변경되면서 이루어진 호남선과 

군산선 철도부설은 익산군 일  마가 지니는 심성이 

이리를 심으로 이 ･재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호남선 부설공사가 시작된 1911년 8월과 1912년 4월 

익산군청39)과 우편소40), 헌병분 41)가 각각 金馬와 大場

村에서 이리로 옮겨 오면서 익산지방의 심지로 부각되

기 시작한 이리의 상은 1912년 호남선 개통, 1914년 

라선철도 부설을 계기로 각종 공서와 학교가 집 42)

되면서 격히 강화되었다. 한 이리역 주변으로 사람

들이 모여들어 시가지가 번성하기 시작하 다. 한일합방 

이  3호에 지나지 않던 이리의 일본인 거주자43)는 1910

년 호남선과 군산선 부설철도 측량이 시작되면서 그 해 

연말에는 일인 거주자가 5호 16인으로 증가하 고 호남

선 철도공사가 시작된 1911년에 66호 224인, 호남선이 

개통된 1912년에 270호 946인으로 증가하 으며 1925년

에는 887호 3,947인이 되었다.44) 1927년 6월 30일 재 

익산면에는 3,063호 13,776명의 인구가 거주하 는데 일

본인 920호 4,097인, 조선인 2,112호 9,539인으로 구성되

어 있었으며 이리의 인구는 매년 평균 일본인 300인 조

선인 500인씩의 증가율을 나타냈다.45) 1930년경 이리에

는 3,279명의 조선인과 6,199명의 일본인이 거주하 다. 

고 기록하고 있다( 주시사편찬 원회, 주시사, 1964, p.493)

39) 益山邑內 즉 金馬에 소재하고 있던 익산군청은 이리 거주자

던 扇米助 등의 노력 결과 1911년 8월에 총독부령 제92호로서 이

리로 移廳되었다.(山下英爾, 앞의 책, p.12) 

40) 益山邑內에 소재하고 있던 익산우편소가 1911년 11월 8일 이

리로 이설되고 이리우편소로 개칭되었다.(山下英爾, 앞의 책, p.71) 

41) 호남선 개통과 더불어 경찰사무가 빈번해지면서 扇米助, 田中富

次郞 등의 노력에 의하여 1912년 4월 당시 大場村에 소재하고 있던 

憲兵分隊가 이리로 이설되고 명칭이 裡里憲兵分隊로 개칭되었다.(山

下英爾, 앞의 책, p.16)

42) 주지방법원 이리출장소가 1916년 12월 개청되었고 라북도

곡물검사소 이리지소(1917년 6월 개설), 매국 주지국 이리출장

소(1922년 4월 개청), 이리토목출장소(조선총독부 내무국 직속  

호남국토건설청의 신 1925년 4월 개청), 익산군농회 등을 두게 되

었다. 학교기 으로는 1912년 이리공립소학교가 세워지고, 1913년 

이리공립보통학교가 설립되었다. 1922년에는 이리공립농림학교가 설

립되었으며, 1924년 이리공립고등여학교가 설립되었다. 한편 사립학

교로 사립 희여학교(1920), 사립이리유치원(1922)이 설립되었다.(이

리시사편찬 원회, 이리시사, 1989, p.259)

43) 일본인으로서 처음으로 이리에 거주한 사람은 1906년(명치39) 

상업과 여 업을 목 으로 군산에서 옮겨온 田中富次郞이었다. 다

음 해인 1907년(명치40)에는 大橋銀行에서 농장개설을 하여 枝吉

元信을 이리에 견하 고 1908년(명치41) 扇米助가 상업을 목 으

로 군산으로부터 옮겨왔다.(山下英爾, 湖南寶庫 裡里案內, 惠美 屋

書店, 정4년(1915), p.6)

44) 山下英爾 편, 裡里案內, 戶口, 소화2년(1927)

45) 宇津木初三郞, 朝鮮の寶庫 全羅北道發展史, 一新全北案內, 全北

敎育及産業社, 昭化2年 編輯,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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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  교통거 도시와 산업도시화의 토  구축

철도부설 이  마을과 농경지가 어우러져 통 농 지

역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던 익산지방은 일본인 지

주를 심으로 근  농업경 을 심으로 지역산업이 

발달하 다. 철도부설 이  근  농업경 의 토 를 

형성하고 있던 일본인 농장은 이리 일 보다는 구이리, 

오산면 일 , 장 (  춘포리 일 ), 황등과 함열지역 

등 우량 농경지가 발달한 외곽지역을 심으로 발달하

다.46) 그러나 1908년 10월 주-이리-군산을 연결하는 

폭 7m, 길이 46,472m의 全群街道 개통47)과 함께 호남

선과 군산선의 철도부설을 한 측량이 진행48)되면서 농

업경 과 유통이 어우러진 이리지역의 산업잠재력이 

격히 증가하고 이리시가지와 연 지역에 다수의 농장이 

자리49)하기 시작하 다. 이와 함께 1908년부터 옥구지역

과 익산지역 일  생산증 를 겨냥하여 형성된 각종 수

리조합은 근  농업경 의 발달과 생산량이 격히 증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 미곡 이외에 1920년  양잠

농가가 육성되고  보리, 콩, 채소류, 목화 등 각종 농

산물의 재배가 격히 증가하 다.

이리지역 일 의 농업생산량의 증 는 철도부설을 계

46) 익산지방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표 인 일본인 농장으로서 

오산면에 1904년 4월에 개설된 眞田農場, 6월에 개설된 藤本農場(不

二 業 회사 북농장의 신), 7월에 개설한 全坂農場, 9월에 개설

된 細川農場, 1906년 3월에 개설된 今村農場, 황등 일 에 6월에 개

설된 森谷農場, 4월에 개설된 片棟農場, 1907년에 구시장 에 개설

된 大橋農場 등이 분포하 다.(익산문화원, 익산향토지II, p.113) 한

편 한국인 농장은 거의 발달하지 못하 는데 1925년 『개벽』에는 

‘익산군( 략) 군청 소재지 이리는 호남선 樞要驛으로 군산선의 분

기 이 되는 동시에 북경철의 기 이 되고 철도십자가로에 임한 

고로 상업이 번성하고 시가가 즐비하나 동척을 시한 일본인의 각 

농장이 多하고 수리조합이 다한 까닭에 백인기, 박기순 기개 부호를 

제한 외에는 조선인은 경제상 하등 세력이 없다’는 기사가 실렸

다.(1925년, 『개벽』, 라북도답사기)

47) 張明洙, 全州府城の歷史的構造變遷と近代都 計劃の 應に關す

る硏究,  東京大學校 工學博士學位論文, 1994.2, pp.98-99

48) 호남선 철도에 한 측량은 서오순에 의해 철도부설운동이 주

도되던 제1시기(1904년 6월-1906년 11월)에 2차  진행되었으며, 토

공작업을 추진한 제2시기(1906년 11월-1908년 2월), 호남철도주식모

집연구회를 심으로 주식자 모집 운동이 극 진행된 제3시기

(1908년 2월-1908년 11월) 등 3차례 진행되었다.(李炳天, 구한말 호

남철도부설운동(1904-1908)에 하여, pp.154-184) 특히 2기의 측량

은 군산에서 일인거류민단을 심으로 호남철도기성회가 만들어지

는 계기가 되었다.(李炳天, 앞의 책, p.177)

49) 1915년 재 익산지방에는 총 20개의 농장이 있었으며, 이 가운

데 이리지방에 소재한 농장은 大橋農場, 白南信農場支部, 森島莊次

郞 등 3개가 치하 다.(山下英爾, 앞의 책, pp.89-90) 한편 1920년

 후반기에 들어서는 이리지방에 다수의 농장이 설립되었는데 

표 으로 한국인 백인기의 화성농장, 김화형의 농장을 비롯하여 일

본인 농장으로서 교농장, 삼 농장(1917년), 동양척식회사지

(1921 개 ), 우근농장, 농장, 와 농장, 한정농장, 선미조의 농

원, 북천농장, 일랑을 표로 한 내외토지주식회사, 교농원,  

좌좌목농원, 국하농원 등이 있었다.(익산문화원, 앞의 책, p.232)

Fig.5 Route map of Jeonju

-Kunsan road(1908)

Fig.6 Topological map of 

Iri(1916)

기로 유통산업이 진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리역 앞

의 주요 간선도로, 특히 구시장과 신시가지내 일지출정

과 정을 심으로 융기 을 비롯하여 소매 과 조면, 

정미, 양조, 제사, 철공 등 농산물 정제･가공시설, 도매형 

유통상 (御問屋)50)이 격히 증가하 다. 1915년에 발

간된 이리안내51)와 1927년에 발행된 익산군세일반52)을 

비교분석해보면 시가화의 가장 큰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상 의 경우 1915년 御問屋과 자 차 을 포함한 48개

소에서 1927년 86개소로 약 1.8배 증가하고 있다. 한편 

공업은 繰綿, 정미, 주조, 생계, 인쇄, 주철, 연와 등이 주

로 발달하 는데 1915년 재 8개소 던 공장이 1927년

에는 14개소 이상으로 증가하 다. 한 인구가 집산하

면서 이리역 앞 신시가지를 심으로 오락시설과 극장, 

여 , 음식 , 병원, 약국 등의 근린생활시설이 집 되고 

부업, 신문, 代辨業 등의 문직 종사자가 출 하 다. 

특히 1914년 4월에 개설된 구이리역 앞 이리시장(구시장, 

 남부시장)53), 1947년 4월 1일에 일반상설시장으로 개

설된 앙시장은 익산과 이리지방의 농산물 가공, 유통

산업 등이 철도역과 어우러져 잉태한 근  산물이었다.

50) 山下英爾는 1915년 당시 도매  성격을 지니고 있던 형 유통

상 을 御問屋이라 표 하고 있다. 山下英爾는 철도 부설 이  이리

의 재 상 은 소매업 심으로 어매를 목 으로 하는 포는 시

작되지 않았다. 철도 부설 이후 이리는 계지이자 화객집산의 심

으로 되면서 御商이 가장 유입되기 좋은 곳으로 부각되고, 당시 

수이입의 물자유통 근거로 역할을 지니고 있던 군산항을 압박하면

서 화객집산의 심 으로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1915년 당시 이

리에는 古川商店을 비롯하여 45개소의 御問屋이 집 되었다.(山下英

爾, 앞의 책, pp.102-103)

51) 山下英爾, 湖南寶庫 裡里案內, 惠美 屋書店, 정4년(1915)

52) 익산군세일반, 1928

53) 1914년 4월에 개설된 이리시장은 1928년 으로 개선되었

다(1928.6.23 동아일보 “이리시장 개선” 기사). 한편 1932년 3월 2일

자 동아일보 “구이리역 으로 이리시장이 ”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기사에 “ 번 읍 당국의 단으로 재시장의 인 지인 구이리역

에 한 기지를 령하고  이상 이고 모범 인 규모의 시

장을 실 키로 읍회의의 동의를 구하여 불원 공사에 착수하리라 한

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 시기에 이리시장이 이 되었음을 짐작  

한다. 구시장은 1955년에는 목조건물로 개축된 뒤 1966년에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신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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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식민  도시구조의 형성

(1) 철도 부설 이  이리지방의 공간구조

철도 개통  역사 건설을 계기로 이루어진 근  도시

개발 이 , 이리지방은 지형특성과 연계하여 산지나 구

릉지 에 기 어 마을이 발달하는 형 인 농  공간구

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당시 이리지방의 생활권은 고려

시 에 형성되어 조선시  기까지 주부의 속 이었

던 沃野縣 治所 일 , 즉 1899년( 무3년) 이  주군 

북일면 古縣里를 심으로 발달하 다. 沃野縣의 治所는 

배산을 등에 지고 앞에 마살메 마을이 치한 구릉지를 

바라보며 재의 고 등학교 일 에 치하 다. 그리

고 治所 서측의 沃倉山에 倉이 치하고 治所의 면 

구릉지 에 縣內마을을 심으로 이리지역 거주생활의 

근거지로 역할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沃野縣이 

폐 되면서 한 으로 변하 지만 일제강 기까지만 하여

도 治所 주변 구릉지 에 여러 마을이 치하고 있었다. 

한편 沃野縣의 治所를 심으로 분포한 정주생활권과는 

별도로, 구시장(일제강 기 이리시장,  남부시장) 쪽에

서 주 동, 갈산동 쪽으로 올라가는 언덕받이에 남측으

로 라선 경편철도를 두고 10여호로 구성된 동네를 

심으로 솜리(솝리)가 치하 다.

(2) 철도역을 심으로 한 식민  이 구조의 형성

이리 일 의 철도부설은 익산지방의 지역공간구조는 

물론 이리의 도시화와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일제강  기 이리의 시가화는 호남선 이리역과 라선 

구이리역  구시장을 심으로 진행되었다. 철도부설과 

함께 이루어진 이리역 일  신시가지의 발달은 일본인들

에 의해 주도되었다. 枝吉元信, 扇米助 등 기 이주자

들의 주도 아래 이리 거주 일본인들은 자율  단체들을 

조직54)하여 자신들의 안 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리의 발

을 한 다각 인 노력을 개하 다.  특히 1911년 2

월 15일 이리 거주 일본인들에 의해 결성된 이리번 조

합은 시가계획, 도로개착, 교육기 , 경비기  등을 비롯

한 서 이 운동을 펼치면서 이리 시가지 발달에 

요한 역할을 담당하 다. 

일제강 기 기 호남선과 라선 철도 부설이 이리의 

시가화과정에 미친 향은 각종 시가도를 비롯하여 1915

년 지 원도(Fig.7)와 1927년 폐쇄지 도(Fig.8)를 통하

여 보다 잘 살펴볼 수 있다. 먼  1915년 지 원도(사정

54) 1915년 재 이리에 소재한 일본인 단체는 裡里學校組合 외에 

帝國在鄕軍人  裡里分 , 裡里組合, 裡里消防組, 裡里繁榮組合, 裡

里乙卯 , 裡里靑年  등이 있었다.(山下英爾, 앞의 책, pp.27-48)

지 도)와 1933년 町制로의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지기 

직 의 상황을 보여주는 1927년 폐쇄지 도55)를 활용하

여 이리시가지내 필지별 지목분석과 함께 도로시설  

지와 잡종지 등 도시  성격을 지니는 필지의 분포상

황에 한 분석을 진행하 다. 

라선 철도 부설 이듬해인 1915년에 작성된 지 원도

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의 분포가 이리역 동측과 

구이리역 북측 등 크게 2개의 구역을 심으로 집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15년 무렵 이리시가지의 도로

체계는 호남선 철도부지를 따라 개설된 남북방향의 榮町

(通), 구이리역 면부를 경유하여 라선과 나란히 개설

된 동서방향의 本町(通), 이리역 근처에서 동남측 榮町

(通)과 T자로 분지되어 마방면으로 연결되는 동서방향

의 幸町(通), 구이리역으로부터 솜리마을을 경유하여 

마방면으로 이어지는 拏町(通) 등 4개 도로를 주축으로 

이들을 연결하는 壽町, 宣化町 등 종횡도로가 일부 배치

되는 구성형태를 지니고 있었다. 한편 榮町(通)으로부터 

이리역으로 연결되는 진입도로가 배치되었다.

호남선 철도부설  도로개설과 더불어 형성된 이리역 

면 시가구역은 榮町(通)과 幸町(通)의 교차부를 심

으로 도로를 따라 선형으로 街가 발달하는 형태를 취

하고 있다. 반면 이리역 동측 신시가구역과는 별도로 

라선 구이리역 연 부에 이리시장(  남부시장)이 개설

되고 시장과 本町(通) 사이에 단형의 가구로 구성된 시

가구역이 형성되는 한편 구릉지 의 마을구역과 연담화

가 이루어지면서 拏町을 따라 주거지가 발달하고 있다. 

한편 1915년 지 원도와 비하여 1927년 폐쇄지 도

에서 나타나는 도로체계를 분석해보면 간선도로로서 이

리역과 拏町을 연결하는 동서방향의 日之出町과 壽町으

로부터 일지출정을 경유하여 북측으로 뻗은 櫻町, 그리

고 이리역 부지 경계부를 따라 元町이 새로 개설되고 있

다. 한 이들을 연결하는 소로들이 확충되면서 榮町과 

日之出町으로 구성된 T자형 간선도로를 골격으로 격자

형 도시평면이 구축되고 있다. 이리시가지의 도로체계가 

변화되면서 榮町(통)을 따라 남북방향으로의 시가화와 

幸町･日之出町을 심으로 동서방향으로의 시가화가 

격히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元町 개설과 함께 철도부

지 일부가 시가구역으로 환되는 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리역 앞 日之出町과 幸町 사이에 구획도로들이 

확충되면서 이 일 의 심성이 격히 강화되고, 그 동

남쪽으로 櫻町이 개설되면서 宣化町을 따라 시가화가 

55) 1927년 폐쇄지 도에는 町 제도 도입 이 의 행정구역을 기

으로 지 도가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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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되고 있다.(Fig.8 참조)

일제강  기 이리역 동측 신시가지의 시가화에 비하

여 라선 철도 구이리역 주변부는 조한 발달상태를 

보이면서 상 으로 심성이 약화되는 상을 나타내

고 있다. 이러한 상은 일제강  후기에도 계속되었다. 

1945년의 상황을 보여주는 田村敏子의 이리시가도56)를 

살펴보면 당시 이리시가지는 日之出町과 幸町 사이의 

榮町 일 를 심으로 榮町, 日之出町, 幸町, 宣化町, 櫻

町을 따라 시가화가 집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리역과 연결되는 日之出町은 여 과 요식업을 비롯하

여 익산군청과 이리읍사무소를 비롯하여 동양척식회사, 

삼남은행 등의 업무시설이 집 되면서 상가를 심으로 

발달한 榮町通과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 다. 이러

한 과정에서 일제강 기 이리역 앞 신시가지의 주요 도

로변에는 일본인 지주, 상인, 기업가들이 몰려들어 독

인 일본인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반면에 조선인의 거

주와 상업활동은 이리시장을 심으로 한 구이리역 부근

에서 부분 이루어지면서 조선인의 생활권과 일본인의 

생활권이 공간 으로 분리된 이 구조가 형성되었다.

일제강 기에 형성된 식민  이 구조는 국지 으로 

이리시장 일 에서도 그 로 용되었다. 철도부설과 더

불어 라북도 시장의 하나로 성장한 일제강 기 이리

시장은 장시와 상설 포로 구성되었다. 장시는 부분 

보부상 단체와 인근 농민 등을 심으로 한 한국인 심

의 상거래의 거 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반면 일본인들

은 장 주 에 포를 가지고 노천 업을 하는 경우는 거

의 없었다.57) 상설 포에서는 품목은 미곡, 해산물, 마포, 

면류, 도기, 철기류, 선인잡화, 생우, 수육 등을 주로 

기타 일상필수물품이 취 되었다.

(3) 前･後의 이원 인 공간개념 형성  구역화

가. 前･後의 이원 인 공간개념의 형성

한국의 통 인 공간개념은 지형이나 주요 건축물을 

기 으로 한 四方 개념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근  이

리지방의 철도부설은 통 인 四方의 공간개념을 철도

56) 2008년 9월 익산을 방문한 田村敏子가 기증한 지도 사본이다. 

민자는 1923( 정12) 4월 3일 당시 익산면 이리 출신으로 패  

후 고향으로 돌아갔다. 당시 23세 던 그녀는 고향 이리를 그리워하

며 1945년 12월 지도를 그리기 시작하 는데 5일 정도 걸쳐 완성하

다고 한다.(익산문화원, 익산의 근 문화유산, 원 사, 2010, 

pp.244-245) 지도의 자세한 내용은 익산문화원에서 출간한 익산의 

근 문화유산 244-259쪽에 실려 있다.

57) 山下英爾, 앞의 책, pp.102-103

Fig.7 Analysis of town plan of Iri in 1915(Made by 

author based on original cadastral map)

Fig.8 Analysis of town plan of Iri in 1927(Made by 

author based on with lockout cadastral map of 1927)

Fig.9 Analysis of town plan of Iri in 1967(Made by 

author based on with lockout cadastral map of 1967;  

Except large scale sites and those included in railway 

site, hatching of sites are dropped)



철도시설과 연계한 이리 도시구조와 도시경관의 근대성 해석  71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Vol.21, No.6, 63-76, 2012

역을 기 으로 역 앞(역 )공간과 역 뒤(후면)공간이라는 

이원화된 개념으로 변화시켰다. 역 장과 연결되는 간선

도로축을 심으로 근  도시기능이 집 된 역 앞 공

간과 달리 역 뒤 공간은 격리된  별개의 구역으로 

인식되었으며 개발과정에서 철 히 소외되었다. 

나. 구역화된 공간구조의 형성

철도부설은 철도선으로 구획된 지구별 토지이용과 개

발잠재력을 차별화시키는 상을 래하 다. 마을과 농

경지를 심으로 균질 인 공간체계를 지니고 있던 이리

의 공간구조는 철도부설과 함께 철도선이 시가화의 경계

를 형성하면서 구역별로 서로 다른 토지이용특성을 지니

는 4개의 구역으로 분화되었다. 일제강 기의 도시화는 

주로 호남선과 라선을 경계로 동북측 구역에 집 되었

으며 철도 부설 이  이리의 생활 심으로 형성하고 있

던 호남선 서측 구역은 상 으로 쇠퇴하여 농 정주지

로서의 성격이 지속되었다. 특히 역 뒤 공간은 한국 쟁, 

압축성장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도시로의 인구집 과정에

서 소득층 주거지와 빈민 이 집 되는 여지를 만들었

다. 반면 라선과 군산선의 남측구역은 이리의 도시화

과정에서 철 하게 배제된 채 경작지 심의 토지이용을 

나타내고 있었다.

다. 시가구역의 내부 구역화

공간구조의 구역화와 더불어 시가화가 집 되었던 구

역 역시 서로 다른 토지이용구조와 경 을 지니는 소구

역으로 구분되었다. 구이리역 북측구역은 단형의 가구에 

시장과 어우러진 상업기능이 발달하 으며 시장과 연계

된 구릉지 주거지를 심으로 한국인 생활권을 형성하

다. 이 일 의 주거지화는 해방 이후에도 계속되어 심

부 외곽의 표 인 주거지로 자리잡았다. 이리역 동측

구역은 호남선 이리역과 연결되는 ㅛ형 도로축, 즉 榮町

과 幸町, 日之出町을 심으로 일본인 거주시설과 상업･

업무시설을 비롯하여 문화･ 락시설이 집 되었다. 이리

역 앞으로 조성된 신시가지는 도로를 따라 동측, 남측방

향으로 성장하여 한국인 생활권으로 차 확산되어 갔다.

한편 이리역 앞 신시가구역과 구이리역 일 의 시가구

역을 연결하는 구역은 철도부설 기 역교통58)의 편리

58) 1915년 당시 이리 일 의 역도로체계는 시의 남방30정여 목

천포를 경유하여 북평야를 종으로 통하여 주와 군산으로 연

결되는 1등도로, 서방 1리에 오산리로 통하는 3등도로, 동방2리에 

장 으로 서방3리에 임피로 동방4리에 김제로 북방2리로 북

시장의 하나인 황등으로 동북방3리에 마로 통하는 각 等外道路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山下英爾, 앞의 책, p.61)

Fig.10 Townmap of Iri in 1927(General 

situation of Jeollabukdo, 1927)

Fig.11 Townmap of 

Iri in 1927

Fig.12 Townmap of Iri in 1931(scale=1:10000)

Fig.13 Location of Major facilities in Iri in 1935

Fig.14 Townmap of Iri in 1945(made by Jeonchonminja

田村敏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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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이용하여 榮町通과 本町通의 교차부를 심으로 

익산군청과 수리조합 등의 공공시설이 들어섰다. 그러나 

이리역과 연결되는 日之出町이 개설되고 공서 이 과 

함께 공공업무시설이 집 되면서 이 구역은 도시화과정

에서 상 으로 소외되는 상을 나타냈다. 이후 라

선 궤철도화사업(1927.10.30-1929.12.29)과 철도 이 을 

계기로 도로가 확충되고 도로변 상가와 주거시설을 심

으로 차 시가화가 진행되었지만 1931년 시가도와 田村

敏子가 작성한 1945년 이리시가도를 보면 해방 이 까지 

시가화가 활발히 진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榮町과 幸町, 日之出町을 심으로 한 이리역 동측 

일 의 심지화와 구이리역 방향으로의 시가지 확산과

정은 압축성장기에도 지속 으로 이루어졌다. 1967년 시

가도(Fig.15)와 시가지 일  건축물 용도 황도(Fig.16)

를 살펴보면 특히 일제강 기 구이리역으로부터 榮町을 

연결하는 壽町과 구이리역 시가구역의 동측경계도로를 

따라 선형의 시가개발이 집 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편 과도기와 압축성장기를 거치면서 이리역 시가구역과  

구이리역 시가구역을 연결하는 구역은 도로변 상가와 

규모 필지를 필요로 하는 시설용지, 농업용지가 혼합된 

이구역으로서 성격이 강화되었다. 

(4) 이리역 폭 사고와 시가지 공간구조의 확장, 재편

1977년 이리역 폭 사고를 계기로 이루어진 이리재건

사업과 새이리건설사업은 이리역 일 를 심으로 이리

시가지의 공간구조가 확장, 재편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日之出町 남측지역을 심으로 발달하 던 이리역 

앞 신시가구역이 북측으로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하 다. 

반면에 본래 조선인 거주지가 일부 형성되어 있던 북측

의 완만한 구릉지 는 도시기능보다는 농업용지와 주거

용지, 특히 소득층 주택과 자 이 집 되었다.

그러나 1977년 이리역 폭 사고를 계기로 이루어진 이

리재건사업과 새이리건설사업은 이리역 앞 시가지의 모

습을 일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리역이 기존 치로부

터 약 100m 남측으로 이 되고 日之出町과 榮町通을 

체하는 새로운 T자형 간선도로, 즉 앙로와 익산 로

(남북로)가 개설되었다. 이와 함께 이리역 폭 사고로 가

장 큰 피해를 입었던 日之出町 서측구역을 포함한 앙

로 북측지역과 철도 연 부지에 한 인 재개발사

업이 추진되면서 기존 주거 심의 토지이용이 상업기능

으로 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일제강 기 공서와 융기 을 심으로 한 공

공업무시설과 여 , 요식업, 유곽 등을 비롯한 문화여가

Fig.15 Townmap of Iri in 1967(report of urban planning 

reorganization in 1967.10)

Fig.16 Current map of building use in Iri in 1967

Fig.17 Construction plan of new Iri city in 1978

기능과 서비스시설이 집 되었던 日之出町과 榮町은 

식 상가가 즐비하게 늘어선 새로운 심지로서의 역할

을 지니게 되었다. 한편 이리역 폭 사고를 계기로 개설

된 철도 횡단교와 모 아 트(  림e-편한세상) 개발

사업은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호남선 서측의 고 리(  

모 동) 일 가 이리역 앞 심시가지의 배후 주거지로

서 성장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하 다.(Fig.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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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  도시경 의 창출

4-1. 축과 비스타가 어우러진 정형  공간질서 창조

철도부설과 정차역 건설은 농 형 공간에 새로운 공간

질서를 창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리 시가지의 새로운 

공간질서는 정차역과 연계된 도로축을 심으로 이루어

졌다. 먼  이리시가지 도로체계의 기본골격은 역교통

체계  철도축, 철도역사와 연계하여 형성된 시가지 도

로축을 심으로 크게 3단계의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구

축되었다. 제1단계는 철도부설과 함께 榮町(通), 本町

(通), 幸町(通), 拏町(通) 등의 역교통망을 기본골격으

로 이리역과 구이리역 일  시가구역을 연계시키는 방향

으로 도로망이 구축되었다. 제2단계는 이리역 동측 신시

가지를 겨냥한 도로망 확충단계로서 榮町(通), 日之出町

으로 구성된 T자형 도로골격을 구축함으로써 격자형 도

로체계의 골격도로로 활용하 다. 제3단계는 1977년 이

리역 폭 사고를 계기로 기존의 元町이 남북간선도로(  

익산 로)로 확장･개설되고 日之出町을 幸町 사이에 동

서간선도로(  앙로)가 개설되면서 익산 로와 앙로

를 기본골격으로 도로체계가 재편되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은 기 역교통망과의 연계성

을 고려하여 형성된 이리의 도로골격이 2단계 이후 철도

역을 심으로 재편되면서 이리역이 시가지의 도로체계

를 구축하는 기 이자 근  도시경 의 상징  구 체

로서 이리시가지의 랜드마크로 부상하고 있다는 이

다.(Fig.17,18 참조). 이리역과 역 장은 일제강 기 榮町

通  日之出町, 그리고 1977년 이리역 폭 사고로 남측

으로 이설된 이후 남북간선도로와 동서간선도로로 구성

된 이리시가지의 골격도로축과 연계되어 비스타(vista)를 

형성하 다. 이 시기 철도 부설  이리역과 함께 어우

러진 이리시가지의 도시구조와 경 체계는 기본 으로 

바로크  공간질서에 부합되는 것으로 기하학  공간질

서 에 상징성과 제국주의의 힘을 과시하는 상징이었다.

한편 라선 경편철도 부설을 계기로 형성된 구이리의 

공간질서는 이리역 주변의 신시가지와는 달리 시장과 연

계한 상업활동을 겨냥한 2켜 는 1켜형 단형가구를 활

용한 도시조직이 형성되었다. 이것은 국철로서 건설된 

호남선과 달리 사철로서 개발된 라선 경편철도의 차이

를 반 한 것으로 해석되며 식민  권력에 바탕을 둔 상

징  공간질서보다는 경제  실용성에 을 둔 공간질

서를 창출한 것으로 이해된다. 라선 경편철도 부설 당

시 구이리역 일 의 실용  공간질서는 1927년부터 1929

년 사이에 이루어진 廣軌鐵道 개수사업을 통하여 라선 

철도와 역사 이 과정에서 구이리역을 심으로 기하학

 공간질서를 반 하여 재구성되었다(Fig.17,19 참조).

4-2. 이지  경 과 분  경 의 형성

마을과 농경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심으로 연속성을 

지니고 있던 이리의 공간구조는 철도 부설과 함께 철도

부지 주변으로 분 (break point)59)이 형성되면서 도

로의 연속성이 단 되는 상이 나타났다. 철도 분

은 철도시설 양측의 공간구조가 통합되지 못한 채 한쪽

으로만 시가지가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는 반면 반

쪽은 오히려 발달된 곳이 쇠퇴하거나 경작지 심의 농

형 토지이용이 발달하는 이원  구조를 만들어 갔다. 

Iri railway station in 1912 Fig.19 Current Iri railway 

station

Iri railway station in 1925 Fig.20 Vista to Iri railway 

station after construction of 

Juang-ang-ro

Iri railway station in 1936

Bird eye view of Iri railway 

station plan in 1977

Fig.18 Iri railway station Fig.21 Old Iri railway station

Juang-ang-ro North to South St. View of Town

Fig.22 Change in Iri landscape by New Iri construction

59) Grady Clay, Close-up-How to read the american city, The 

Univ. of Chicago Press; Chicago, 1980, pp.42-50



74  논문

건축역사연구 제21권 6호 통권85호 2012년 12월

Fig.23 Transformation of town plan in fringe-belt 

along Honam railway in 1912, 1927, 1967

Fig.24 Transformation of town plan in fringe-belt 

along Jeolla railway in 1912, 1927, 1967

호남선 철도 부설과 함께 이리지방의 일상생활 거 을 

형성하고 있던 고 리의 쇠퇴 상이나 송학리(송만리) 

일  농업용 토지이용의 발달, 라선 철도 부설에 따른

동산리 일 의 경작지는 이러한 상을 잘 보여주고 있

다. 특히 호남선과 라선, 군산선의 교차부는 군가도

로부터 이리 심부로 연결되는 간선교통체계를 교란시키

면서 이 일 의 개발잠재력을 퇴화시키는 한편 버스터미

과 자동차산업, 기계수리산업 등 이지  토지이용

이 발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다.

이와 함께 이리지방의 철도시설은 이리의 시가화과정

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지 (fringe-belt)60)를 창출하여 

기형 인 토지이용구조와 시가지경 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첫째로 호남선과 철도 연 지를 따라 신시가지

와 고 리, 남 리 일 의 기존 생활구역 사이에 모호한 

성격을 지니는 선형의 이지 가 형성되었다. 호남선변 

이지 는 한국 쟁 이후 도시로 몰려든 빈민 주택용지

( 자 )로 활용되거나 공장용지로 체되어 연 부의 

토지이용과는 부조화스러운 토지이용구조를 만들어냈다.

둘째로 호남선 철도부설 당시 한 면 을 유하고 

있는 이리역 부지는 元町通과 榮町通을 축으로 역사 

면공간이 순차 으로 개발되면서 역 앞 신시가구역의 시

가화를 진시키는 매제이자 이지 로서의 역할을 

담당하 다.61) 먼  남측공간에 철도 사 62)이 형성되

고 시가지 심부와 연 한 역사 면공간은 상업공간으

로, 북측공간은 해방 이후 소득층 주거지가 형성되면

서 구역별로 서로 다른 경 을 연출하 다(Fig.23 참조).

셋째로 本町通과 구거 사이에 개설된 라선 철도변

으로 철도변 이지 가 형성되었다. 라선 부설 당시 

구이리역 앞에 개설된 이리시장 일 를 제외하고는 농경

60) Fringe-belt는 도시형태학  개념의 하나로 시가구역의 이동이나 

확장과정을 분석하는 개념으로 채용되었다.(J.W.R Whitehand(Ed.), 

The Urban Landscape: Historical Development and Management, 

Academic Press, 1981, p.15)

61) 동아일보 1936년 8월 21일자 “借地問題解決 裡里驛 新築”이라는 

주제로 실린 기사 ‘철도국에서는 년도 40만원을 던져 호남의 문 

이리에 훌륭한 역사를 지으려고....입최자에게 차지문제를 해결하기 

하야.... 재 청목당은 당한 처소에 이 할 것을 허락하고...이백

만원 철도공장 치문제도 있어...’를 보면 역사부지의 일부가 이미 

차지형태로 개발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2) 철도 사 은 익산역 업개시와 함께 창인동과 평화동에 걸쳐 

형성되었는데 사 에는 역장 사, 보선소장 사 등 형 사에서

부터 하 직원이 8등 사를 비롯하여 공동목욕탕, 하 직원들의 공

동기숙사 등 많은 건물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 은 북철도가 

1927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인 철도망 확장사업인 ‘조선철도12

년계획’에 따라 국유화되던 시기를 후해서 으로 확장된 것

으로 보인다.(익산문화원, 익산의 근 문화유산, 익산문화총서26, 

2010, p.78) 田村敏子의 증언에 의하면 1945년 당시 철도 사에 100

여명의 소학생이 있었다.(익산문화원, 2010, p.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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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심으로 활용되었던 라선변 이지 는 1927～

1929년 라선과 구이리역이 남측으로 이 하고 기존 철

도부지가 불하되면서 용수간선로를 남측 경계로 하여 

도로변 상가와 소득층 주거지, 시장상가가 어우러진 

격한 시가화가 진행되었다(Fig.24 참조).

넷째로 철도 부설 당시 이리역 동측의 신시가지와 동

이리역 북측 시가지 사이에 분포하고 있던 농경지 는 

철도부설에 따른 일제강 기 도시화과정에서 도시  성

격과 농  성격(농경지)의 성격이 모호하게 혼합된 

이지 를 형성하 다. 이 일 는 일제강 기와 압축성장

기 계속되는 도로개설･정비사업과 함께 시가화가 추진되

는 과정에서 공장, 학교, 공공시설 등 규모 용지를 필

요로 하는 시설이 집 되면서 구릉지  주거지, 특화시

설을 심으로 한 주요 간선도로변 토지이용과 어우러진 

형 인 이지  경 이 형성되었다(Fig.2,9 참조).

4-3. 정차역 의존형 신문화공간의 탄생

철도부설과 역사 건설은 시가지, 특히 역 앞 공간의 

소비공간화를 진시켰다. 소비공간의 주역은 상가와 함

께 들어선 연극장, 도박장, 유곽, 기생집 등 각종 문화공

간과 유흥공간이었다. 이리역과 연결되는 일지출정과 

정을 따라 문화공간으로서 1914년 裡里座를 시작으로 

榮町과 日之出町을 심으로 삼남극장, 시공 , 이리극

장 등이 들어섰으며 역 앞으로 도박장, 유곽･기생집63)  

등 환락･유흥공간이 들어서 근  도회의 일상생활공간으

로 자리 잡게 되었다.

5. 결 론

비옥한 평야지 를 배경으로 농 지역을 통하면서 

沃野縣 治所 동측의 구릉지 를 따라 개설된 철도시설

은 이리지방의 통 인 공간질서를 단 시키는 결과를 

래하 다. 특히 호남선과 라선 철도는 농장을 심 

63) 이리에 언제 유곽이 설치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1915년

에 발간된 『호남보고 이리안내』에 일본인 기생집으로 觀月을 비

롯하여 花月, 和歌の浦 등이 나타나고 있고((山下英爾, 앞의 책, 

p.140-141) 1925년 11월 25일 동아일보기사와 1938년 1월 29일 동아

일보기사에 각각 이리유곽과 이리 榮町 한성  유곽과 련된 기사

가 실려 있어 1925년 이 에 어떤 형태의 유곽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1925년 11월 25일 동아일보 “창기와 정사, 이리유곽에서”; 

1938년 1월 29일 동아일보 “이천원에 賣身騙財한 악덕숙부 걸어 고

소”; 1939년 6월 13일 동아일보 “딸 팔아먹은 애비”) 그러나 1930년

 일본과 조선, 만의 주요 유곽을 나열하고 있는 일본유람사의 

국유곽안내에는 이리유곽이 보이지 않아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

로 보인다. 1948년 미군정청 후생국 부녀과에 악한 공창의 거주지

에 이리 창인동유곽이 속해 있고(홍성철, 유곽의 역사, 페이퍼로드, 

2007, p.166), 1957년 보건사회부 산하 성병진료소의 치에 이리가 

속해 있다.(홍성철, 앞의 책, p.201)

Fig.25 Current distribution map of Cultural facilities 

in Iri in 1980s(Kyunghyang Shinmun, 1987.7.18)

으로 농산물 수탈과 유통거 으로 이리지방이 성장하는 

토 를 제공하는 한편 일제강 기 농 지역의 시가화과

정에서 식민  근 성을 잉태하는 동력으로 작용하 다. 

1912년 군산선과 호남선 철도개통을 시작으로 1914년 

라선 철도부설, 1927～1929년 라선 이설  廣軌鐵

道化와 정차역 이 , 1977년 이리역 폭 사고와 이리역 

이 으로 이어지는 이리지방의 鐵道史는 근  지역공간

구조와 도시구조는 물론 도시경 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철도 정차역과 연계한 역교통체계와 함께 정비되

기 시작한 시가구조와 시가지경 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철도역을 심으로 구조화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 갔다. 

이리지방의 철도 건설사와 연계하여 도출되는 이리 도시

구조와 도시경 의 근 성은 크게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철도 정차역 주변으로 인구가 모여들고 공공시

설과 서비스시설, 상업･업무･문화･ 락시설이 집 되면

서 철도역 일 의 심성이 형성･강화되는 계기를 제공

하 으며 인근 지역의 도시화를 진시켰다.

둘째로 공간구조 측면에서 마을과 농경지 심의 농

공간구조 에 철도역을 심으로 신작로가 개설되고  

도로변 시가화가 진행되면서 통 인 공간구조가 미래

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단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로 철도부설은 이 인 도시구조를 잉태시켰다. 

배산 남측 沃野縣 治所 일 를 심으로 주변에 마을이 

산재되어 있던 공간구조 에 설치된 호남선, 라선 철

도와 정차역은 라선 구이리역 일 의 조선인 생활권과 

호남선 이리역 일 의 일본인 생활권을 구분 짓는 요인

이 되었다. 한 철도역은 四方에 기 한 통 인 공간

인식체계를 역사를 심으로 서로 다른 공간구조와 경

을 지니는 , 후의 이원화된 공간질서로 변화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하 다. 이러한 이  공간구조는 한국인은 

장시를 심으로, 주변 포는 일본인을 심으로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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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발달하는 일제강 기 이리시장 일 의 공간구조

에도 그 로 투 되고 있다. 한편 철도시설은 철도선에 

따라 구역별 토지이용과 개발잠재력을 차별화시키면서 

왜곡된 도시화과정을 창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 다.

넷째로 제국주의 인 도시경 을 창출하는 심요소로 

작용하 다. 철도와 함께 들어선 철도역은 근 시가지경

의 랜드마크로서 이미지를 확보하 으며 철도역과 연

계하여 형성된 축과 비스타(vista), 격자형 시가지경 은 

신 바로크  공간질서를 변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공

간질서는 압축성장기에도 지속되어 이리역 폭 사고를 

계기로 이리역 이 과 함께 진행된 이리 복구사업  새

이리건설사업에도 그 로 투 되었다.

다섯째로 철도시설로 형성된 결 (break point)과 

이지 (fringe belt)는 교통체계의 단 과 함께 도시구

조와 도시경 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철도부지

와 함께 이리역 일  신시가구역과 구이리역 일  시가

구역을 연결하는 구역은 도시성장과정에서 비켜서면서 

모호한 성격을 지니는 이지 를 형성하 다. 이 구역

들은 해방 이후 과도기와 압축성장기를 거치면서 상가, 

공장, 주거지가 어우러진 간선도로변 복합 토지이용과  

더불어 학교, 공공시설 등 규모 부지를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혼재된 독특한 경 을 만들어 냈다. 

여섯째로 철도시설은 시가지의 소비공간화를 진시켰

으며 철도와 연계한 신문화공간과 더불어 환락, 유흥공

간이 일상생활공간으로 자리 잡는 계기를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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