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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국가공업단지에서
시흥스마트허브로

정의

국가가 수도권에 분산된 중소규모 무등록 공장의 집단화, 계열화를 목적으로 경
기도 시흥시 정왕동과 안산시 성곡동 일대에 조성한 국가산업단지. 

개설

1980년대 국가는 서울과 수도권에 분산된 무허가 중소규모 공장의 이
전 및 집단화, 계열화를 목적으로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였다. 지
역균형발전과 산업의 재배치 정책에 기초해 추진된 이 사업은 1986년 12
월 30일 공유수면매립법 개정 시행 하루 전 한국수자원공사가 매립면허
를 받아 공유지 매립 및 부지 정지 작업을 맡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
리 하에 1996년 공장입주를 대부분 완료하였다. 498만여 평에 총 사업
비 1조5천4백억원이 투입된 시화국가산업단지는 국가가 전략적으로 선

택한 수도권의 대표적인 산업공간으로 반월국
가산업단지, 남동국가산업단지와 함께 산업
화 단계에서 서해권 벨트의 중추적 역할을 하
였다. 1998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따
라 ‘공업단지’는 ‘산업단지’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화국가공업단지’는 ‘시화국가산업단지’로, 
2011년 현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시흥스마
트허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시화국가
산업단지는 시흥스마트허브로 통일하여 사용
한다.)

산업단지는 국가 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물적 토대이기도 하지만 산업
화 정책을 둘러싸고 형성된 다양한 사회세력들 간 갈등과 조정, 경합 등 
행위가 반영된 산물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산업공간은 이미 존재하는 물
리적 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관리, 운영할 제도와 제도를 둘
러싼 사회세력들 간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어 형성된다는 점이다. 시흥스
마트허브는 중소규모 공장이 집단화한 물리적 공간으로서 의미뿐만 아
니라 국가와 지역의 행정관료, 정치인, 기업, 시민사회, 언론 등이 자신들의 
이해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30여 년간 끊임없이 조정, 협의하는 등 시흥
시 도시개발과 산업공간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시흥스마트허브는 공간의 형성,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 두 가지 공간적 특성은 각각 분리
되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으로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새
롭게 공간 재편을 시도하는 시흥시 정책과 시민사회의 인식 변화에 영향
을 미쳤다. 

첫째, 시흥스마트허브는 초기 조성과정에서 공장 분양 및 입지환경의 문
제, 공단의 관리책임 소재여부 등 다양한 갈등요인을 잠재한 채 출발하
였다. 국가주도의 무허가 중소규모 공해공장의 강제 이전에 따른 반발
과 낮은 분양실적, 염전 및 토취장 주변 피해 거주민 이주 및 보상에 따른 
갈등 문제, 산업단지 내 시설관리 및 비용부담 문제 등 산업화 정책 이행
에 필요한 공장 이전 및 관리를 둘러싸고 국가/기업/지방정부/주민 등이 
갈등관계를 형성하며 산업단지 조성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환경문제와 명칭변경을 둘러싸고 국가/지방정부/시민사회가 첨예
하게 대립하였다. 국가의 산업화, 도시화 정책에 따른 급격한 변화는 시
흥시의 도시개발 확대 및 인구 증대에 기여한 반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
지 않은 채국가가 공해공장의 집단화라는 산업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주
거지 환경 피해 및 생태위기를 초래하였다. 환경문제는 쾌적한 도시환경권 
확보를 더 이상 포기하지 않겠다는 지역사회의 강한 공감대 형성과 1989
년 시흥시 승격에 따른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등 시흥시의 자치권 확보와 
맞물려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 

시흥스마트허브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위 두 가지 갈등 경향, 즉 산업
단지의 물리적 토대 구축과정의 문제와 도시 공간의 팽창과정에서 나타

출처 : 『시화공단과 노동자들』

       (시흥시사 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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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사회적, 환경적 문제는 특정 도시를 국가의 전략적 공간으로 수단화
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시민사회의 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역 간 사회세력들의 행위와 실천이 반영되는 
공간으로써 산업단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어느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의 합
리적 판단만이 공간을 규정하지 않는다. 국가 단위의 정치세력과 행정관
료의 행위뿐만 아니라 지역 단위 시민사회의 자발적, 주체적 역할이 다른 
사회세력과 연대 또는 경합하며 산업단지 조성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그 영향력은 시흥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로 전이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시화국가산업단지가 현재 시흥
스마트허브로 변경(2011년)되는 과정에는 국가와 시흥시의 정치적, 행정
적 판단뿐만 아니라 시흥시민사회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이다. 현재는 조
성된 지 30여년이 지나 낙후되어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된 산업공간을 고도
화하기 위해 국가와 시흥시, 그리고 시민사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조성과정

한국수자원공사는 1986년 480여만평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시
화국가산업단지 부지를 조성하고, 1989년 무등록 중소규모업체를 대상
으로 1개사 3천평으로 제한하여 평당 20만원에 공장부지를 분양하였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무등록임차공장으로 기존공장부지가 3천평 이
상인 경우 토개공에 매각해야만 입주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분양실적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미분양이 잇달았다. 국가는 공
장 입주조건을 완화하였지만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와 달
리 공장이전에 따른 토지매입 
및 공장신축자금 외에 등록
세, 지방세의 추가적 부담, 소
유권 이전 지연, 각종 편의시
설 및 기반시설 미비 등이 공
장 이전 결정을 어렵게 하였
다. 또한 수출실적 5백만 달

▲ 출처 : 한겨레, 1992.11.1(위)

▲ 출처 : 매일경제, 1999.6.1(아래)

▼ 출처 : 경향신문, 1990.6.27

러 이상이어야 하고, 수출액 비중은 매출액의 50%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만 이전할 수 있었다. 때문에 입주계약을 했어도 중소영세규모 공장이 감
당하기 어려운 조건은 공장신축 및 입주를 어렵게 하였다. 심지어 분양받
은 공장부지를 반납하고 이전을 포기하는 업체도 늘어났다. 1992년 분양
받은 업체 중 약 13%인 180여개 공장이 자금난으로 공장용지를 반납하
거나 입주를 포기하는 상황이 1996년까지 계속되었다. 심지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중소기업 사장이 자살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 IMF 경제위기는 중소규모 공장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상당수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조업축소, 폐업 등 경
영위기로 내몰렸다. 1999년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70%대 가동률을 보
이며 활기를 찾기 시작하였다. 

시흥스마트허브의 거대한 산업공간은 국가와 시흥시 성장의 축을 이
루는 물적 토대로써 경제적 요인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규모가 커
지고, 지역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유입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다양한 사
회세력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사회적 요인도 존재하였다. 산업
단지를 둘러싼 명칭변경 문제와 단지 내 시설관리권 문제, 그리고 삶의 질
을 위협하는 환경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국가와 지역 차원의 큰 이슈로 
등장하였다.  

첫째, 명칭변경 문제다. 1989년 시흥군이 시흥시로 승격되어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이 커지자 시흥시는 1992년 국가를 상대로 산업단지의 명칭 변
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흥시는 행정경계 상 산업공간의 70%가 시흥시
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하고(30%는 안산에 포함), ‘시화공단’을 ‘시흥공
단’으로 명칭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광명, 안산, 과천, 군포, 의왕
시와 인접한 시흥시가 뿌리가 없는 화성 이름을 결합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명칭 변경은 자치단체 위상을 높이는 이미지와 관련해 어떤 브
랜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도시개발의 성패를 가늠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였다. 공단지명과 소재지명의 불일치가 공단명칭 일원화의 필요성을 
크게 하였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에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너무도 당연
한 일이었다. 

그러나 상공부는 공단 조성이 완료되는 1996년 이후 논의하자는 입장
을 취했다. 이에 시흥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며 서명운동으로 대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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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2001년 시흥시와 시민사회는 공단 명칭을 일원화할 것을 건설교통
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재차 요구하였다. 오랜 논란 끝에 중앙정부와 
시흥시는 2011년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시흥스마트허브’로 명칭을 변경
하는데 합의하고 현재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2017년에 시흥스마트허브는 산업단지재생사업에 선정되
어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환경친화적 산업시설을 유치한다는 산
업단지 관리기본 방향을 마련하였다. 도시 기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
기 위한 새로운 공간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나 관련 법령은 ‘시흥스마트허브’를 
법적으로 공식 허용된 용어가 아닌 보완적 기능을 수반하는 명칭으로 사
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시흥스마트허브’ 명칭은 2018년 2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병행 
표기하도록 결정한 명칭이다. 국가산업단지로서 국가가 관리 및 운영권을 
갖고 있지만 타 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시흥스마트허브를 둘러싼 국가와 지역 간 명칭 사용의 불
일치 문제는 중앙중심적 사고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그대로 드러낸
다.

둘째, 시흥스마트허브의 관리권 문제다. 
1994년 산업단지 부분 준공 후 국가는 단지 내 시설의 하자보수 관리 책
임을 시흥시에 넘겨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1989년 시흥
이 시(市)로 승격되었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시 재정 상 관리비 문
제는 지방정부의 부담을 크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시흥시는 1996년 헌법
재판소에 ‘공단관리권한의 존부’를 가려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
였다. 1997년 총리실과 정부부처는 회의를 통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산업단지 개발사업 상 설치한 공공시설은 산업단지 
준공과 동시에 시흥시가 인수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국가
는 시흥시의 재정형편상 관리비 부담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
지만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치는 등 소극적인 입장
을 취했다. 1998년 8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권한은 시흥시에 속한 것이나 국가가 재정지원도 없이 시흥시에 무상 
귀속시킨 것이 지방자치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하여 시흥
시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출처 : 한겨레, 1989.10.4(위)

▼ 출처 : 국가기록원, 

  한강환경관리청 보고서 중(아래)

▲ 출처 : 한겨레, 1996.4.19(위)

▲ 출처 : 한겨레, 1998.2.12(아래)

셋째, 환경문제다. 
1997년 IMF 경제위기 후 경기가 회복되어 활기를 찾게 되면서 산업단지에
서 배출되는 각종 공해, 오염 배출에 따른 환경문제가 지역사회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산업단지에서 뿜어 나오는 공해와 오염물질은 시흥시는 물
론 주변도시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국가와 지역 간 갈등요인

으로 작용하였다. 국가의 산업화 전략에 
기반하여 조성된 산업단지가 중소규모 무
등록 공해공장의 집단화하는 목적을 달성
하는데는 성공하였지만 산업구조의 고도
화  진전과 도시규모 팽창에 적절히 대응
하지 못함으로써 관리 및 운영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1996년 국회 이미경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시흥스마트허브 주변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한국수자원공사의 토지이용의 편법 사용을 지적했
다. 한국수자원공사가 1989년 저조한 분양률을 이유로 산업단지 분양용
지 136만평을 주거용지로 임의 변경하여 2천9백18억원의 추가이익을 취득
했다는 것이다. 1996년 산업단지 배후도시 13만 여명의 주민들이 환경오
염에 그대로 노출되도록 방치한 것이다. 

시흥스마트허브 조성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환경평가와 관련
해 1986년 건설부가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후 1988년에서 
1996년까지 11차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협의내용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1997년 11월 한강환경관리청이 작성하여 제출한 

「시화공업단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방안」 보고서에 따르
면 83개 협의 항목 중 이행 30개, 미이행 17개, 추후확인(예정) 28개, 확인 
중 8개 등으로 협의이행 사항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 협의내용의 이행주체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 미흡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 것은 산업단지의 환경문제 해결에 국가가 소홀하였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다.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도시화의 급격한 변화와 맞물려 시민사회의 주
체적 역할 및 실천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와 함께 
지역운동으로 이어졌다. 1997년 시흥시민들은 건설업체를 상대로 손해배
상소송을 통해 ‘숨 쉴 권리 찾기’에 나섰으며, 국가의 공해방지 대책을 촉

▲ 출처 : 한겨레, 1992.8.6.(위)

▲ 출처 : 국가기록원.(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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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집회 및 서명운동을 본격화하였다. 1998년에는 시화 신도시(정왕
동) 내 시화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연합회가 구성되어 환경부 등 국가를 
상대로 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건설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시흥환경
운동연합, 안산그린스카우트, YMCA, 경실련, 시흥시민환경대책위 등 사
회단체들이 연합하여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관계기관과 수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환경문제의 심
각성을 시흥의 문제에서 전국의 문제로 확대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
갔다. 시흥지역의 환경문제가 시흥시만의 문제가 아님을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이슈로 전개해 나갔다. 시흥시도 공해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산
업단지와 배후도시의 관리권을 넘겨받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충분한 재정지원과 산업단지 전역을 특별대책지
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국가차원의 정책지원이 마련되지 않는 한 자치단
체가 관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2006년 시흥시민들은 자
발적인 ‘악취 제로 합동순찰대’를 구성하여 환경 감시운동을 펼쳤다. 환
경문제에 대한 시흥시민사회의 높은 관심과 주체적 역할은 삶의 질을 위
협하는 환경파괴 및 생태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도시민 권리확
보 운동으로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변천

1989년 시흥스마트허브 부지 1차 분양이 시작된 후 1990년 경일공업사
가 처음으로 공장을 착공하였다. 그러나 초기 공장부지 분양 실적은 기
대에 미치지 못해 수년 동안 저조한 분양률을 면치 못했다. 분양 및 입주
조건을 완화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지만 수도권 내 중소규모 공장 유치 
어려움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의 미비, 높은 분양
가, 이전 예정업체의 자금난 가중, 소유권 이전 지연, 지방세법 개정에 따
른 15% 중과세 부과, 계약해지에 대한 10% 위약금 부과 등이 공장 이전 
결정을 어렵게 했다. 1991년 계약업체의 60%가 500평 기준 공장부지 총
액 1억4천만원의 계약금  4천만원이 없어 계약을 포기할 정도로 영세중소
기업의 자금난은 심각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1989년 첫 분양 후 1992년 말까지 461만평 부지에 2천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70%인 1천4백17개 실적에 그쳤다. 이 중 가동 중
인 업체는 120개, 공장 건설 중인 업체 320개에 불과하였다. 분양받은 공

장 중 14%인 195개 업체가 공장부지를 환매하는 등 공장 이전을 포기하
였다. 심지어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경영자도 발생했다. 1994년 
전체 공장용지 340만9천여 평 중 93.9%가 분양되고, 1천493개 업체가 입
주, 이중 672개 업체가 가동하며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러나 1997년 IMF 경제위기는 국가 경제성장과 지역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국가적 경제위기는 조성된 지 10년 된 산업단지 내 상당수 
공장들의 부도, 조업중단, 휴폐업 등 경영위기로 내몰았다. 제3경인고속
화도로 건설 및 서해권 벨트 조성계획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기가 회복되
면서 2001년 2,517개 중소규모 공장이 입주하여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시흥스마트허브는 총면적 684만4천여평(22.627㎢) 중 녹지구역과 공
공시설구역을 제외하고 시흥지역 357만4천6백여 평(11.817㎢)으로 행정
구역 상 전체 부지의 73.3%, 안산지역 130만1천여평(4.34㎢)로 26.7%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3월 현재 음
식료 65개, 섬유의복 169개, 목재종이 280개, 석유화학 808개, 비금속 40
개, 철강 746개, 기계 6,633개, 전기전자 1,643개, 운송장비 448개, 기타 
161개, 비제조 148개 등 총 11,141개 공장이 입주해 있으며, 이중 10,689
개 공장이 가동 중에 있다. 현재 시흥스마트허브는 첨단산업단지로 구조
고도화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 단위 정책 수립과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1개사 3천평으로 제한하여 2천여 개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초기 
조성 계획의 5배가 넘는 공장이 들어선 것은 공장부지 쪼개기, 재임대 등
으로 규모가 작은 영세공장이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현상
은 시흥스마트허브 뿐만 아니라 안산스마트허브, 인천의 남동, 부평, 주
안산업단지 모두에서 나타나는 문제다. 초기 수도권 공장 분산을 통한 
특정 산업공간의 집단화, 계열화 목적은 약화되고, 수도권으로 공장이 
재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국가와 시흥시가 추진하고 기대하는 산
업구조 고도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주변 지역의 산업단지와 상호 밀접하게 
연계한 통합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세공장의 노동환경과 
노동자의 삶의 질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지
속가능한 도시공간 정책의 지역 간 공유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1)

▲ 출처 : 국기기록원.

1)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별 통계, 2018.3.



시흥스마트허브
메타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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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D 자료명 설명문 자료종류 소재지

신문 AN000 시화공단
시흥 화성해안 지도가 바뀐다

90년까지 5천3백만평 농지도 조성
신문

AN001 시화공단 고용안정, 주택건설 촉진방안, 시화지구 건설, 건설업체 활력 신문

AN002 시화공단 공해업종 집단화 난항, 주민지자체 반대 신문

AN003 시화공단 공단 미분양속출, 전국 30곳 실적 25.8%불과 신문

AN004 시화공단 시흥화성지구 투기합동조사 신문

AN005 시화공단 시화공단 미분양, 77만평을 재분양 신문

AN006 시화공단
서해안어민 삶터가 줄고 있다. 

공단 간척지 조성 따라 어장폐쇄 잇달아
신문

AN007 시화공단 시화에 가구단지 조성, 수출산업으로 육성 신문

AN008 시화공단 남동, 시화공단 내에 영구임대공장 건설 신문

AN009 시화공단 인천남동, 시화공단 분양저조 운영 애로 신문

AN010 시화공단 시화공단 조성 큰 차질, 분양실적 저조, 업체 해약사태 속출 신문

AN011 시화공단 시흥시 - 수자원공사, 시화담수호 개발 마찰 신문

AN012 시화공단 시화호 오염, 공무원, 업체 합작 오폐수 방류 묵인, 앞장 신문

AN013 시화공단 일꾼이 하나씩 돌아온다, 반월시화공단 신문

AN014 시화공단
공단 가동률 85% 사상최고, 유화,  

자동차, 조선, 전자업종이 주도
신문

AN015 시화공단 서해안시대, 막 올랐다. 시화지구 개발 착공 의미 신문

AN016 시화공단 시화간척 착공, 공단 12km 방조제 90년 완공 신문

AN017 시화공단 시화공단 입주업체 제한, 수도권 공장 토개공에 매각해야 허용 신문

AN018 시화공단 시화공업단지 분양공고 신문

AN019 시화공단 시화지구 편법개발, 450만평 그린벨트 해제 않고 추진 신문

AN020 시화공단 시화 매립장 공원으로 개발, 14만평 규모 2000년까지 신문

AN021 시화공단 시화지구 주거, 상업지역, 공단인접 공해 피해 우려 신문

AN022 시화공단 상공부는 시화. 건설부선 시흥, 공단이름 헛갈린다 신문

AN023 시화공단 인천 남동-시화공단 397개 업체 분양반납 신문

AN024 시화공단 시화공단 입주포기, 2백개 업체 자금난 신문

AN025 시화공단 도심무허공장 외곽이전 “고심” 신문

AN026 시화공단 공단분양 실적 저조, 시화공단 41.3% 미분양 신문

AN027 시화공단
대역사 7년… 동양서 가장 긴 12.67km, 

공단-농지 활용, 해안길 98km 단축
신문

AN028 시화공단
악취와의 전쟁 선포, 환경부

인천-시화 등 공단지역, 공해업소 24시간 감시
신문

AN029 시화공단 시흥 화성해안 지도가 바뀐다, 90년까지 5천3백만평 농지도 조성 신문

AN030 시화공단 시화지구 간척 착공, 97년까지 5천3백만평 매립 농공지 조성 신문

AN031 시화공단 인천남동, 시화공단 조건 완화, 240만평 이달말부터 분양 신문

AN032 시화공단 수도권 기업 시화공단 입주때 기존공장 안 팔아도 된다 신문

AN033 시화공단 시화공단 땅 2차 분양 저조, 계획면적 55.7% 불과 신문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85-09-05 시흥화성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85-09-05 시화지구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92-02-16 공해업종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92-09-26 공단미분양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89-07-17 시흥화성 투기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89-11-20 시화공단 미분양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89-12-04 어민피해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90-11-17 시화공단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90-11-30 시화공단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92-04-10 시화공단, 분양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92-10-10 시화공단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96-05-14 첨단공단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96-11-04 시화호, 오폐수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98-12-14 IMF, 시화공단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99-11-05 시화공단, 가동률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87-04-30 서해안, 시화지구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87-04-30 시화 간척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89-08-04 시화공단, 입주업체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90-06-27 시화공단, 분양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89-10-03 시화지구, 그린벨트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91-12-12 시화 매립장, 공원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92-01-16 시화지구, 공해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92-01-25 시흥공단, 시화공단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92-09-18 시화공단, 분양반납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92-11-04 시화공단, 입주포기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93-04-24 시화공단, 무허가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93-04-29 시화공단 미분양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94-01-25 시화방조제, 공단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97-08-28 시화공단, 공해, 악취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85-09-05 시흥, 화성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87-04-30 시화지구, 간척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90-06-02 시화공단. 남동공단 분양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89-11-20 시화공단, 공장 매각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89-12-20 시화공단, 분양 저조



「디지털시흥문화대전」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시흥스마트허브A 14 A 15
분류 ID 자료명 설명문 자료종류 소재지

AN034 시화공단 시화공단 인기 없다. 입주요건 까다로워 중기 외면, 2차 분양도 미달 우려 신문

AN035 시화공단 남양, 대화 등 5개 제약사 시화에 협동화 단지 조성 신문

AN036 시화공단 시화공단에 협동화 단지, 가구연합회 49개 업체 12만여평 부지신청 신문

AN037 시화공단 中企 협동화 추진 활발, 경인, 시화 등 30여개 사업장 조성 신청 신문

AN038 시화공단 시화공단에 건자재 센터 건립 신문

AN039 시화공단 삼화페인트, 시화공단에 새공장, 300억 들여 8천평규모 내년 착공 신문

AN040 시화공단 시화 공장용지 52만평 이달말 238개사 분양 신문

AN041 시화공단 시화, 中企유치지역 건의, 입주업체 지방세 감면 등 자금 부담 덜게 신문

AN042 시화공단 시화공업단지 1991년 분양공고 신문

AN043 시화공단 시화공단 입주대상자 50만평에 5백개 선정 신문

AN044 시화공단 시화공단에 대규모 임대공장, 1차 6개동 건립 150社 유치 신문

AN045 시화공단
시화공단, 공장착공 지연업체 重課稅, 56개사에 20억, 용수난 등 원인

… 입주사 시정 요구
신문

AN046 시화공단 지방세 싸고 업체. 지자체 마찰, 공단 입주 도시형 업종 과세논란 신문

AN047 시화공단 경기은행, 남동, 시화공단 입주업체 대상 건축비 1천700억 지원 신문

AN048 시화공단 환경처 개별 하수종말처리시설 의무화, 시화공단입주 사 반발 신문

AN049 시화공단 시흥공단 인기없다, 4차 분양 신청업체 25% 그쳐 신문

AN050 시화공단
시화공단, 입주예정사 공장착공 미뤄 

자금부족, 기반시설미비 원인
신문

AN051 시화공단 팔당물 시화공단 공급, 광역상수도 일부 완공 신문

AN052 시화공단 시화 등 3개 공단, 분양조건 완화 정부 추진 신문

AN053 시화공단 긴급진단 지방경제, 분양받은 공장 용지 다시 매물로, 반월 시화 신문

AN054 시화공단
분양 공장부지 환매도 어렵다 

시화공단 입주사 85% 착공 못해 등기 이전 지연 은행 대출 길 막혀
신문

AN055 시화공단
공단입주업체 등기 이전 전 담보대출 허용. 

시화공단 892社 6월안 소유권 넘겨
신문

AN056 시화공단
공단 분양 喜悲 엇갈려 

시화-남동 개별공장 규제완화로 되팔기 속출
신문

AN057 시화공단

시화공단 입주사 큰 불편 

공공 , 지원시설 한 곳도 없어 

교통안내, 도로망 정비 엉망

신문

AN058 시화공단
시화공단, 입주업체 소유권 이전 가능 

8월부터 640개사 대상 - 3년간 양수, 양도 못해
신문

AN059 시화공단 시화 5차 분양 공장 용지 50만평 신문

AN060 시화공단 시화국가공업단지 분양공고 신문

AN061 시화공단
공단 경기 기지개 

시화, 인천 남동 분양실적 호조
신문

AN062 시화공단 시화공단 주거단지 아파트 4천호 공급 내년 2월부터 신문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0-07-09 시화공단, 분양 미달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0-07-19 시화공단, 협동화단지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0-07-27 시화공단, 가구연합회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0-09-14 시화공단, 협동화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1-05-08 시화공단, 건자재센터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1-07-03 시화공단, 삼화페인트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1-07-05 시화공단, 공장용지 분양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1-07-29 시화공단, 지방세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1-09-06 시화공단, 분양공고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1-10-21 시화공단, 공장 입주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2-01-09 시화공단, 임대공장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2.01-23 시화공단, 중과세, 용수난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2.01.28 시화공단, 남동공단, 지방세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2.02.19 시화공단, 남동공단, 자금난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2-03-17
시화공단, 하수종말처리시설 의무

화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2-06-09 시화공단, 분양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2-07-25 시화공단, 시설미비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2-07-31 시화공단, 상수도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2-11-11 시화공단, 분양률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2-11-19 시화 반월공단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2-12-24 시화공단, 분양, 자살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3-02-18 시화공단, 담보대출,소유권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3-05-17 시화공단, 규제완화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3-06-01 시화공단, 공공시설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3-06-03 시화공단, 소유권 이전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3-06-11 시화공단, 분양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3-06-14 시화공단, 분양공고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3-06-29 시화공단, 분양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3-09-29 시화공단,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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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063 시화공단 시화공단, 소유권 이전 1차 조성분 581만5천㎡ 30일부터 신문

AN064 시화공단 시화공업단지 공단용지 소유권 이전 안내 신문

AN065 시화공단
시화공단 장기 미 착공업체 

등록세 등 重課 반발
신문

AN066 시화공단
시화공단, 10만평 내달 추가 분양. 임대공장 3개동 4월 착공 

페기물매립장도 年內 조성
신문

AN067 시화공단
시화국가공업단지 분양공고 

소유권이전 안내
신문

AN068 시화공단

핵심공단 반월, 시화 

서해안 시대 첨병 역할 

입주업체 가동률 상승 지속

신문

AN069 시화공단 시화국가공업단지 지원 및 공공시설용지 분양공고 신문

AN070 시화공단

시화공단 편의시설 태부족 

돈 더줘도 취업 기피 

출퇴근 교통난 겹쳐…입주사 人力難 극심 

기존 인역 이직도 잇따라

신문

AN071 시화공단
국가공단 관리 통산부서 맡아야 

시흥시 헌재에 심판 청구키로
신문

AN072 시화공단
시화공단 27만평 분양 

水資源公, 평당 41만원
신문

AN073 시화공단
생산직 월급 더줘도 사람 못구해 

실업자 넘쳐도 中企는 안간다
신문

AN074 시화공단
공단가동률 80%대 진입 

시화공단 가동률 70%대
신문

AN075 시화공단 시화공단 안내판 없어 입주업체 불평 호소, 2400여개 업체 입주 신문

AN076 시화공단
開發유도권역 工團 조성 줄인다 

農工地區 설치로 대체, 반월 등 수도권 공장 立地 구득난 예상
신문

AN077 시화공단
10인이상 무허공장 양성화 

과태료 10만원 79년이전 설립 2천410개
신문

AN078 시화공단
시화지구 간척사업 부진 

9월말 공사 진척. 올 목표의 21% 용지보상 해결 늦어져
신문

AN079 시화공단

始華지구, 中共교역 전초기지 설레임 

防潮堤 축조 열올려 

대부島 관광명소로 有望 투기 바람

신문

AN080 시화공단
시흥시, 기업체 밀집 개발 잠재력 커. 

서울 인접 재정도 건실
신문

AN081 시화공단
始華에 전기단지를 

공장 敷地難 해소 계열, 협동화 촉진
신문

AN082 시화공단 始華공단 분양가 평당 20만원 이상 신문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3-08-28 시화공단, 소유권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3-08-30 시화공단, 소유권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3-10-19 시화공단, 등록세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4-02-26 시화공단, 임대공장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4-06-10 시화공단, 소유권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5-03-03 반월, 시화공단, 가동률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5-11-07 시화공단, 분양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6-01-11 시화공단, 교통난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6-03-29 시화공단, 헌재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6-12-07 시화공단, 분양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9-04-08 시화공단, 생산직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9-06-01 시화공단, 가동률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9-09-29 시화공단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86-05-12 반월, 공단 조성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86-08-11 시화지구, 무허공장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87-10-10 시화지구, 간척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88-01-21 시하지구, 방조제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88-12-07 시흥시, 개발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89-04-21 시화, 공장부지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89-08-04 시화공단, 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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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083 시화공단

시화공단 20일부터 입주신청 

3천평 이하 업체 우선 분양 

평당 22만원 中企 너무 벅차

신문

AN084 시화공단
공단 分讓 미달 잇달아 

始華, 松炭 절반 못미쳐 入住조건 조정 시급
신문

AN085 시화공단

돈, 부지 확보 가장 애로 

기능공부족 조업 차질 

남동, 시화 무등록 공장 입주를

신문

AN086 시화공단
남동, 시화공단 40만평  

中企 협동화 할당
신문

AN087 시화공단

남동, 송탄, 시화공단 투기 조짐 

땅값싸 분양과열 예상 

입주기준완화 특혜 비난도

신문

AN088 시화공단
삼화페인트 창동, 용인공장 시화공단으로 이전 

93년까지 54억 투자
신문

AN089 시화공단
工團입주 예정업체, 分讓용지 還賣 속출 

始華, 南洞서 122社 신청
신문

AN090 시화공단
새공단 입주조건 완화 건의 

경기 대상범위, 분양면적 확대해야. 시화공단 5천평에서 1만평으로
신문

AN091 시화공단 시화공단 1단계 106만평 둥 미분양 77만평 수도권 중소기업도 분양 신문

AN092 시화공단 인천 남동, 시화공단 분양계획 확정. 각 120만평씩 입주기준 쉽게 고쳐 신문

AN093 시화공단
시화, 남동공단 영구 임대공장 짓는다. 

내년 하반기 영세, 창업 중소기업에 공급
신문

AN094 시화공단
시화지구 공사 28억 뇌물 

수자원공사 3명 구속 돈준 11업체 등 14명 입건
신문

AN095 시화공단
시화매립장 둑 붕괴 우려 

포화상태 불구 8개 시군 계속 쓰레기 처리
신문

AN096 시화공단 공업단지 용지분양가 너무 높아 입주 어려워 신문

AN097 시화공단
수도권 광역상수도 일부 완공 

시화공단 등 용수부족 해소
신문

AN098 시화공단
시화공단 명칭 논란 격화 조짐 

정부 중재 불구 시항-안산시 이견 못좁혀
신문

AN099 시화공단
시화공단 입주해약률 10% 넘어 

해당 중소업체 ""자금난 때문"" 위약금 폐지 호소
신문

AN100 시화공단
산업폐기물 소각, 매립장 4곳 

반월, 시화공단에 건설 방침
신문

AN101 시화공단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새공항~인천항~시흥~서울외곽 연결
신문

AN102 시화공단
지자체 첫 권한쟁의 심판 

시흥시 “시화공단 관리 통산부 책임” 헌재에 청구
신문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89-08-10 시화공단, 분양가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89-12-23 시화, 송탄, 분양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0-05-28 남동, 시화, 무등록 공장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0-06-06 남동, 시화공단, 협동화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0-06-14 남동, 송탄, 시화, 투기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0-12-06 시화공단, 삼화페인트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2-10-10 남동, 시화공단, 환매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89-10-29 시화공단, 입주조건, 분양면적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89-11-21 시화공단, 미분양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90-06-03 남동, 시화공단, 분양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90-07-24 남동, 시화공단, 영구임대공장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91-11-30 시화지구, 뇌물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92-02-06 시화매립장, 쓰레기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92-03-17 공업단지, 분양가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92-08-01 시화공단, 용수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92-08-06 시화공단, 명칭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92-11-01 시화공단, 입주해약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92-12-11 시화공단, 매립장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93-12-31 제3경인고속도로, 시화공단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96-04-19
시흥공단,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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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103 시화공단
시화공단 주거지역 공해 피해 심각 

수자원공사, 공업지역 일부 일방 용도 변경
신문

AN104 시화공단

시화공단 대규모 확장 논란 

수자원공사, 1 지구 남쪽 매립 450만평 조성 추진 

대기오염 급속 악화 우려…용역 국토개발원도 :반대”

신문

AN105 시화공단
시화지구 아파트 주민 “악취피해 손배소” 

건설업체 상대…1천명 대책촉구 집회
신문

AN106 시화공단

시화공단, 배후도시 관리권 

시흥시 “못 떠맡겠다” 거센 반발 

공해문제 해결, 관리비 재정지원 등 중앙정부 대책요구

신문

AN107 시화공단

시화호 대규모 개발 시민, 지자체 “안된다” 

건교부 공업단지 조성… “부적격, 폐기물 시설 이전 의도” 

농진공 간척농지 개발… “담수화 전제, 추가 오염 우려”

신문

AN108 시화공단
악취민원 74% 경인지역 집중 

반월, 시화공단 폐기물업체 불법소각이 주범
신문

AN109 시화공단

경기 시화지구 450만평 

그린벨트 해제않고 개발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신문

AN110 시화공단
시흥시, 시화지역 악취감시 ‘취제로  합동순찰대’ 운영 

34개 시화공단업체 합동순찰대 참여
신문

AN111 시화공단
시화산업단지 혹은 시화공단이 웬말인가 

시흥시 자주권 회복과 지역실정 반영한 명칭변경 요구
신문

AN112 시화공단
공단 이미지 탈피 위해 ‘스마트허브’로 명칭변경 

반월, 시화산단 안산스마트허브, 시흥스마트허브로 명명
신문

AN113 시화공단 시화산업단지 ‘시흥스마트허브’로 브랜드 명칭 선정 신문

AN114 시화공단
시흥시 산업단지 완충녹지 수림대 조성 

시화공단의 냄새 방지 위해 주민참여 나무심기
신문

AN115 시화공단
정왕동 산업단지 공해차단 완충녹지 조성 제멋대로 

수공, 녹지대 폭 200m 조성 않고 임의 변경
신문

AN116 시화공단 스흥스마트허브 구조고도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신문

AN117 시화공단
노후' 시화산단, 2020년까지 새로 태어난다. 

2천246억 들여 경쟁력 강화 ‘재생사업’ 추진
신문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96-10-18
시화공단, 

공해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97-02-04
시화공단, 

대기오염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97-08-23
악취피해, 

시화지구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98-02-12
시화공단, 

공해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98-08-11
시화호, 공업

단지, 오염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99-10-12
악취, 

시화공단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89-10-04
시화지구, 

국정감사 

시흥신문 시흥신문 시흥신문

http://www.shnews.

net/news/articleView.

html?idxno=504

2006-03-06
시화공단, 

악취

시흥신문 시흥신문 시흥신문

http://www.shnews.

net/news/articleView.

html?idxno=6352

2010-08-30

시화공단, 

자주권, 

명칭변경

시흥신문 시흥신문 시흥신문

http://www.ansantimes.

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3534

2011-08-11

시화공단, 

명칭변경, 

스마트허브

시흥신문 시흥신문 시흥신문

http://www.shnews.

net/news/articleView.

html?idxno=8583

2011-09-28

시흥

스마트허브, 

명칭변경

시흥신문 시흥신문 시흥신문
www.shnews.net/news/

articleView.html?idxno=8814
2011-11-14

시화공단, 

완충녹지

시흥신문 시흥신문 시흥신문
www.shnews.net/news/

articleView.html?idxno=10564
2012-08-27

산업단지, 

완충녹지

시흥신문 시흥신문 시흥신문

http://www.shnews.

net/news/articleView.

html?idxno=17057

2015-03-21

시흥

스마트허브, 

구조고도화

시흥신문 시흥신문 시흥신문

https://www.yna.co.kr/view/

AKR2017

0406062900061

2017-04-06
시화산단, 

재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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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D 자료명 설명문 자료종류 소재지

AN118 시화공단
반월, 시화산단 구조고도화사업 헛바퀴 도나? 

산업재새 사망자만 매년 43명, 7년간 301명에 달해
신문

AN119 시화공단 안산의 산업단지 현황(반월, 시화, 시화MTV) 신문

AN120 시화공단 시흥시 개발계획 신문사진

AN121 시화공단 시화공단 내 자동차 협력업체 노동자 신문사진

AN122 시화공단 시화호 방조제 건설 신문사진

AN123 시화공단 오이도 갯벌의 마차 탄 어민 신문사진

AN124 시화공단 시흥군 군자면 해안 방수로 공사 신문사진

AN125 시화공단 시화지구 개발계획도 신문사진

AN126 시화공단 시화지구 개발계획 신문사진

AN127 시화공단 시화공단 위치도 신문사진

AN128 시화공단 91 신규공단 조성계획 신문사진

AN129 시화공단 시화공단 내 자금난을 겪는 공장작업현장 신문사진

AN130 시화공단 시화공단 조성작업 신문사진

AN131 시화공단 서해안 공업지 개발지도 신문사진

AN132 시화공단 서해안 개발현황 신문사진

AN133 시화공단 始華地區 개발, 계획도 신문사진

AN134 시화공단 시화지구 시화공단 물막이 공사 신문사진

AN135 시화공단 시화지구 개발사업 공사현장 신문사진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안산타임스 안산타임스 안산타임스

http://www.ansantimes.

co.kr/news/articleView.

html?idxno=23972

2017-09-25
시화산단, 

구조고도화

안산타임스 안산타임스 안산타임스

blog.naver.com/PostView.nhn

?blogId=ohgkmj&logNo=22107

2350632&categoryNo=30&pa

rentCategoryNo=-1&viewDate

=&currentPage=&postListTop

CurrentPage=&isAfterWrite=tr

ue

2017-08-12 시화산단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92-06-22 시흥시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98-12-14
시화공단, 

자동차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88-01-01
시호호 

방조제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88-06-14
오이도, 

갯벌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88-06-14
군자면, 

방수로공사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87-04-30 방조제, 공단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88-06-14 시화지구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92-01-16
공유수면매립, 

시화공단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91-01-09
시화공단 

조성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92-11-19 시화공단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92-12-24
시화공단, 

자살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86-01-12
시화간척, 

반월공단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87-11-11
서해안, 

시화지구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88-01-21
서해안, 

시화지구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88-01-21
시화지구, 

시화공단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88-06-24 시화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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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D 자료명 설명문 자료종류 소재지

AN136 시화공단 시화공단 부지 조성 현장 신문사진

AN137 시화공단 수도권 부지난 해소를 위한 시화공단 조성공사 신문사진

AN138 시화공단 시화국가산업단지 신문사진

AN139 시화공단 현대건설의 시화지구 방조제공사 물막이 건설현장 신문사진

AN140 시화공단 시화공단 배후도시 위치도 신문사진

AN141 시화공단 시화공단과 주거지역 완충녹지 경관 신문사진

문헌 AB000 공업단지
산업경관의 탄생: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발전주의 공업단지
단행본

AB001 공업단지
다중스케일 관점에서 본 인천의  

공업단지
단행본

AB002 공업단지 공업입지안내 단행본

AB003 산업단지 한국수출산업공단 30년사 단행본

AB004
반월, 시화산

업단지
반월시화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단행본

AB005 경제정책 신경제 5개년계획(1993-1997)-참여와 창의로 새로운 도약을 문서

AB006 국토개발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대응방안 문서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89-08-10 시화공단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91-07-09
시화공단, 

분양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2017-04-06 시화공단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94-01-25
현대건설, 시화지구, 

물막이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96-11-11 시화공단, 배후도시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96-11-11 시화공단, 완충녹지

박배균 외 알트 알트 알트 2014 공업단지, 다중스케일

박인옥 외 보고사 보고사 보고사 2017
공업단지, 다중스케일, 

부평공단

PDF
대한상공

회의소

대한상공

회의소

대한상공

회의소

대한상공

회의소
1986

PDF
한국수출

산업공단

한국수출

산업공단

한국수출

산업공단

한국수출

산업공단
1994 한국수출산업

PDF

문미성, 김군

수, 박성훈, 

박영철

경기개발

연구원

경기개발

연구원

경기개발

연구원
2008 반월, 시화산업단지

PDF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theme.
archives.

go.kr/viewer/
common/
/archWeb
Viewer.do?
singleData=
Y&archive
EventId=

0043280602

1993-07-02 신경제, 김영삼

PDF 경제기획원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http://theme.
archives.

go.kr/viewer/
common/
archWeb

Viewer.do?
singleData=
Y&archive
EventId=

0049164581

1987-11-04
서해안, 시화지구, 아산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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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007 인구재배치 수도권 인구 재배치 기본계획 문서

AB008 반월공단 반월공업단지 뿌리산업 현항과 과제 논문

AB009 시화공단 부유하는 노동자:시흥시 정왕동 1인가구 노동들의 노동과 생활세계 논문

AB010 반월공단 반월공단의 노동문제 논문

AB011 시화공단 서울의 탈공업화현상과 공간적 분포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

AB012 시화공단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스마트허브(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논문

AB013 시화지구 시화지구 관리방안

AB014 시화공단 악취끝 프로젝트' 성과와 향후 추진방안 논문

AB015 반월공단 입지규제와 반월공단의 형성과정(1976-85) 논문

AB016 시화공단
산업단지 고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스마트허브를 중심으로
논문

AB017 시화공단 반월,시화산업단지 활성화방안 연구 보고서

AB018 시화공단
도시개발과 환경보전 : 용도지역 위반공장의 

 이전과 정비방향"
논문

AB019
수도권인구재

배치
지역간인구의 불균형분포와 국토개발 논문

AB020 중소기업
중소제조기업의 인력수급에 대한 경영자  

인식연구 : 반월 시화공단의 경우를 중심으로
논문

AB021 시화공단 노동자가 동네 북인가/반월, 시화공단 르포 르포

AB022 시화공단
반월시화공단 최저임금 사업을 돌아보며 희망을 찾다

- 최저임금 투쟁, 올해에는 이렇다
기사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PDF
제1무임소장관

실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http://theme.
archives.

go.kr/viewer/
common/
archWeb

Viewer.do?
singleData=
Y&archive
EventId=

0049164274

1977-03-00
인구, 공장 재배치, 

무허가건물, 
수도권 정비

PDF 김양태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2015
반월, 시화산업단지, 

뿌리산업

PDF 김철식
한국산업노동

학회

한국산업노동

학회

산업노동연구  

제22권 제1호
2016 시화공단, 정왕동

PDF 송진섭 숭실대 숭실대
사회발전연구 

제1권
1990

반월공단, 사회발전, 

노동자

PDF 유환종 국토지리확회 국토지리학회

국토지리

학회지 

제35권 제2호

2001
탈공업화, 제조업, 

공간구조

PDF 이정민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12 

PDF
윤양수, 

김선희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 5월호 1998 

시화지구, 시화호, 

공업단지

PDF
김동영, 

조재만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2009-11
2009

악취끝 프로젝트, 시화

반월공단

PDF 이상철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2015
시화공단, 수도권인구

재배치

PDF 이정민 한양대 한양대
기업경영대학

원 석사학위
2012

시화산업단지, 

고도화

PDF
경기개발

연구원

경기개발

연구원

경기개발

연구원

경기개발

연구원
2008 반월, 시화산업단지

PDF 이집홍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도시문제 

제13권 제8호
1978

수도권공장총량제, 

도시개발 환경보전

PDF 최진호 인구문제론집
인구문제

연구소

인구문제론집 

제29호 
1996 

수도권, 불균형, 

국토개발

PDF 한난성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학술논문

발표집
2005 중소제조기업, 인력

PDF 이정은, 허태주 월간 말 월간 말
9월호

(통권 207호)
2003 

제조업, 반월시화공단, 

저임금

PDF 최은미
비정규직

노동센터

비정규직

노동센터

비정규노동 
3,4월호 

통권 99호
2013 반월시화공단,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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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023
반월시화

산업단지
반월시화산업단지 생태산업단지 구축 본격화 보도자료

AB024
반월시화

산업단지
반월시화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동 보도자료

AB025 시화산업단지 시화산업단지, 그린에너지 시대 개박 보도자료

AB026 반월공단 반월공업단지 뿌리산업 현황과 과제 논문

AB027 공업단지 공업입지자료편람 단행본 

AB028 공업단지 공업입지정책에 관한 간담회 결과보고서 보고서

AB029 공업단지 인구지방 정착을 위한 공업입지계획연구 단행본

AB030 시화공단 시화공단과 노동자들 단행본 

AB031 시화공단
인공호수 시화호와 주변해역의  

생태계연구 : 서문 바다
논문

AB032 시화공단
완충녹지대 대기오염 저감기능 보완방안 고찰 :  

시화공단 완충녹지를 대상으로
논문

AB033 시화공단
우리나라에서의 개발지역 결정요인

- 공업단지개발의 입지결정 문제를 중심으로
논문

AB034 시화공단
용지보상집행에 있어서 사회적 구상: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경우를 중심으로
논문

AB035 시화공단
지역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시화지구(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법제화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

AB036 시화공단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대규모 국책사업의 갈등해결에 관한 연구 : 시화지

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논문

AB037 시화공단 시화지속협의회의 갈등 조정 역할 평가 : 시화지구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논문

AB038 시화공단 한국의 공업단지 논문

AB039 시화공단 반월, 시화산업단지의 혁신 클러스터화 방안 논문

AB040 시화공단 시흥시 시화지구개발의 성격과 발전방안 논문

AB041 시화공단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논문

AB042 시화공단 시화지구의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연구 논문

AB043 시화공단 시화지구 간척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친 영향 논문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PDF 한국산업공단 한국산업공단 한국산업공단 한국산업공단 2007-12-14 반월시화산업단지, 생태

PDF 한국산업공단 한국산업공단 한국산업공단 한국산업공단 2008-10-20
반월시화산업단지, 

고도화

PDF 한국산업공단 한국산업공단 한국산업공단 한국산업공단 2010-10-23 시화산업단지, 그린

PDF 김양태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
학술연구

발표대회
2015 

시화국가산업단지, 

뿌리산업

PDF
국토개발

연구원

국토개발

연구원

국토개발

연구원

국토개발

연구원
1986.12

공업단지, 공업입지, 

공업용지

PDF
국토개발

연구원

국토개발

연구원

국토개발

연구원

국토개발

연구원
1987 공업입지, 균형배치

PDF
국토개발

연구원

국토개발

연구원

국토개발

연구원

국토개발

연구원
1982.12 인구, 공업단지

pdf
시흥시편찬

위원회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편찬위원회
2007-02-00 시화공단, 노동자

PDF
허성회, 

오임상

한국해양

학회지
한국해양학회 제2권 제2호 1997 시화호, 환경피해, 생태

PDF
조수준, 

김학민

한국환경

관리학회

한국환경

관리학회

환경관리학회

지 2009-09
2009 시화공단, 완충녹지

PDF 강용기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1993 공업단지 

PDF 김수식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89 시화지구, 용지보상

PDF
김은주, 문상

호, 배수호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

논문집
2012 시화지구, 거버넌스

PDF 남덕현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11 지속가능, 시화지구

PDF
마강래, 

문태훈

한국정책

과학학회보

한국정책

과학학회
제16권 제2호 2012 시화지구, 갈등

PDF
박양호, 

류승한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 제6월호 

제200권
1998 공업단지

PDF 박철우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
산업입지 2014 시화산단

PDF 신대순
한국지역복지

정책연구회

한국지역복지

정책연구회

지역복지정책 

제7권
1993 시화지구

PDF
원준연, 

김선경

충남대학교 공

공문제연구소

충남대학교 공

공문제연구소

공공문제와 

정책 제16권
2004 시화지구

PDF
윤양수, 

김선희

한국환경

정책학회

한국환경

정책학회

환경정책 

제6권 제1호
1998 시화지구, 지속가능

PDF 이현영, 이승호 대학지리학회
대한지리

학회지
제31권 제4호 1996 



「디지털시흥문화대전」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시흥스마트허브A 30 A 31
분류 ID 자료명 설명문 자료종류 소재지

AB044 시화공단 공업단지 계획의 기본구상 - 경기도 반월지역을 중심으로 논문

AB045 시화공단
거버넌스 기제를 이용한 갈등 관리 사례에 관한 연구 

: 시화지구개발사업 갈등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

AB046 시화공단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 임하댐 건설지역, 

울산, 운산공업단지, 시화지구 보상실태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논문

AB047 시화지구 시화지구 관리방안 논문

AB048 시화공단 지역주민이 참여한 시화, 반월산업단지 악취배출원 조사 논문

AB049 반월공단
사회발전연구 1/ 사회발전과 사회운동 - 제3부 한국사회의 구조와 

발전운동 : 사회발전의 현장과 관제: 반월공단의 노동문제
논문

AB050 공장이전 도시개발과 환경보건 : 용도지역위반공장의 이전과 정비방향 논문

AB051 시흥 시흥지역연구를 시작하며 논문

AB052 시화공단 시화호 북측간석지개발반대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 결의문

AB053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 공포(안) 법률

AB054 산업단지 산업기지개발촉진법 법률

AB055 시화산단 반월, 시화단업단지 생태산업단지 구축 본격화 보도자료

AB056 시화산단 반월, 시화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동 보도자료

AB057 시화산단 시화국가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 관리기본계획 문서

AB058 시화산단 시화산업단지, 그린에너지 시대 개막 보도자료

AB059 산업입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 법률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PDF 전병림
대학건축사

협회

대한건축사회

협회

대한건축사

협회
1972 

PDF 최세광 서울대 서울대 석사논문 2012 

PDF 최형근 경희대 경희대 석사논문 1990 

PDF
윤양수, 

김선희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국토 5월호 1998 

시화지구, 시화호, 

공업단지

PDF
길인섭, 김덕현, 

박희재, 정구회

한국냄새

환경학회지

한국냄새환경

학회
제5권 제2호 2006 

악취, 시화반월공단, 

환경공학

PDF 송진섭 숭실대 숭실대
사회발전

연구 제1권
1990 

사회발전, 반월공단, 

시화공단, 노동

PDF 이집홍 도시문제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제13권 8호 1978 

산업집중, 

공장이전

PDF 송제룡
경기개발

연구원

경기개발

연구원

경기개발

연구원
2002 시흥, 도시개발

PDF 임용순 외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2003-09-02
시화호 북측 

간석지 개발 반대

PDF 법제처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theme.archives.

go.kr/viewer/

common/

archWebViewer.

do?singleData=

Y&archiveEvent

Id=0028746148

1977 공업배치

PDF 대한민국 국회 국회 국회 국회 1986 
산업기지, 

중화학공업

PDF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
2007-12-14 시화산단, 생태산단

PDF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
2008-12-20

저탄소, 녹색성장, 

시화산단

PDF
산업통산

자원부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2015-07-08 시화산단

PDF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
2010-12-23

시화산단, 재생에너

지

PDF 대한민국 국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theme.archives.

go.kr/viewer/

common/

archWebViewer.

do?singleData=

Y&archiveEvent

Id=0028784693

1990-01-10



「디지털시흥문화대전」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시흥스마트허브A 32 A 33
분류 ID 자료명 설명문 자료종류 소재지

AB060 산업입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포안 법률

AB061 산업입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 공포한(제4회) 법률

AB062 반월특수지역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 지정(의안 233호) 법률

AB063 시화지구개발
반월특수지역개발 구역 중 

시화지구개발기본계획(건설부고시 제425호) 
법률

AB064
수도권인구재

배치
수도권인구재배치 기본계획 문서

AB065 산업입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포안 법률

AB066 국토개발
전국토의 기술지대망 

(Techno - belt)화 추진구상(안)
회의자료

AB067 시화공단 
국무총리 시화공단 방문 후속조치: 시흥시의 건의사항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조치할 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
공문

AB068 시화공단

97대통령선서공약사항 추진건의 : 시화산단 및 반원공단읜 

공해배출업소의 악취 및 공해배출로 배후신도시 주민 고통. 

시화지구오염문제해결에 대한 대책 요구.

공문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PDF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

go.kr/viewer/common/

archWebViewer.do?sing

leData=Y&archiveEvent

Id=0028784705

1990-01-10
공업단지, 

지역발전

PDF 법제처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

go.kr/viewer/common/

archWebViewer.do?sing

leData=Y&archiveEvent

Id=0028816172

2001-01-01
산업입지, 

 산업단지

PDF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

go.kr/viewer/common/

archWebViewer.do?sing

leData=Y&archiveEvent

Id=0000021342

1977-03-29

반월, 시화, 

산업기지

개발 

수도권 

재배치

PDF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

go.kr/viewer/common/

archWebViewer.do?sing

leData=Y&archiveEvent

Id=0028186499

1986-09-27 반월, 시화

PDF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

go.kr/viewer/common/

archWebViewer.do?sing

leData=Y&archiveEvent

Id=0049164274

1977-03-01

수도권

정비, 

토지개선

PDF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

go.kr/viewer/common/

archWebViewer.do?sing

leData=Y&archiveEvent

Id=0028784705

1990-01-10
산업입지, 

국토개발

PDF 대한민국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

go.kr/viewer/common/

archWebViewer.do?sing

leData=Y&archiveEvent

Id=0049164459

1989-01-01
첨단과학, 

국토개발

PDF
건설교통부,  

국무조정실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DA0757507 1998-09-10

국무총리, 

시화공단, 

PDF 시흥시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DA0757507 1998-09-10

시화산업

단지, 

대기환경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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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D 자료명 설명문 자료종류 소재지

AB069 시화공단 시화공단 환경영향가 폅의 : 시화공단조성사업 관련 자료 문서

AB070 시화공단 시화공단 명칭변경 건의에 대한 의견조회> 시화공단에서 시흥공단으로 공문

AB071 시화공단 시화공단 명칭변경 건의에 대한 의견조회> 시화공단에서 시흥공단으로 공문

AB072 시화공단 시화공단 분양기준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결과 송부 공문

AB073 시화공단 시화공단 완충족지 조성에 대한 조치사항보고 공문

AB074 시화공단

시화공단 조성 및 이전적지 매입에 관한 문제점 협의회의개최, 회의자료 

: 매입 비용조달 방안, 매입한 이전적지 활용문제,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이전적지 매입 가능성 여부

공문

AB075 시화공단 시화공단 이주단지 조성계획 및 시행 공문

AB076 시화공단 입주업체 애로타개에 대한 처리 공문

AB077 시화공단 시화공단 개발구역 인접피해주민과 협의사항 통보 공문서

AB078 시화공단 시화공단 현안사항 점검 회의결과 공문서

AB079 시화공단
시화공단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기이행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결과 보고
공문서

AB080 시화공단 시화 신도시(정왕동) 의 환경관련 추진사업에 대하여 공문서

AB081 시화지구개발
안산, 시화지구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 

: '99시화지구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공문서

AB082 시화공단 시화공단 조성 관련 토취장 인근 주민 이주대책 및 어민피해, 농성 공문서

AB083 공유수면매립 시흥시 월곳동 공유수면매립면허 재협의회신 공문서

AB084 시화공단
시화방조제 조성 과정의 정왕동 군자염전 상인들의 시화공업단지 내 

이주 및 보상문제로 인한 농성
회의자료

AB085 시화공단

시화국가산업단지 인수에  

따른 결의한 채택의 건 : 완충녹지조성사업, 

공공시설물 시흥시 인수 권한 헌법재판소 심판청구 기각

회의록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PDF
한국수자원

공사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DA1207238 1997-05-19

시화공단, 

환경영향평가

PDF
한국수자원

공사, 시흥시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DA1269158 2001-02-16

시흥공단, 

시화공단, 명칭변경

PDF
건설교통부, 

시흥시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DA1260727 2001-02-16

시흥공단, 

시화공단, 명칭변경

PDF 건설교통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DA0760172 1989-08-01 시화공단, 분양기준

PDF 환경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DA0815720 1998
시화공단, 완충녹

지. 환경영향평가

PDF 건설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DA0136367 1989-06-28
시화공단, 

이전적지 매입

PDF
건설부, 한국

수자원공사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DA1264946 1990-06-15

시화공단, 이주단지, 

토위장

PDF 건설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DA1264962 1992-12-05
시화공단, 

소유권 이전

PDF 안산시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BA0403939 1988-07-06
시화공단, 피해주민, 

이전

PDF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A0033666 1997-06-14

시화공단, 시흥시, 

공공시설관리

PDF
한강환경

관리청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DA1207238 1997-11-18

시화공단, 

환경영향평가

PDF

시화아파트입

주자 대표회장

연합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DA0814183 1998-11-03
시화공단, 폐기물

매립장, 신도시

PDF
한국수자원

공사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DA0757542 2000-04-12

시흥, 시화지구, 

시화호, 감사

PDF 시흥시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BA0403457 1990-04-10
시화공단, 토취장,  

이주대책, 오이도

건설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DA0077873 1991-03-27
시흥시, 

공유수면매립면허

PDF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1991-12-04
군자염전, 이주, 

보상

PDF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council.siheung.

go.kr/minutes/

pop.asp?ntime=6

1&contype=1&su

btype=0&numbe

r=2&code=01OB

08&subject

1998-11-01

완충녹지, 

환경오염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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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D 자료명 설명문 자료종류 소재지

AB086 시화공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 기각으로 시흥시 시화공단 

공공시설 관리권 인수
회의록

AB087 시화공단
한국수자원공사의 완충녹지조성 협의 이행 미비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효과 미흡
회의록

AB088 시화공단
시화공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사업시행자들의 책임있는 대처 촉구, 지방비 계상을 유보
회의록

AB089 시화공단
시화공단 내 기업체 입주, 

가동으로 대기오염 확산에 따른 불편 및 민원 증가
회의록

AB090 시화지구
시화지구 개발에 따른 주민 및 어민 보상, 

이주대책, 분묘이장 등 보상 촉구
회의록

AB091 시화지구
시화지구개발 사업공정은 50% 불과, 93년까지 사업기간 연장, 

용지보상업무 63% 진척
회의록

AB092 시화지구
송형석 의원의 시화지구 주민 보상문제, 농어촌개발공사가 

농어민의 생업대책과 보상금 지급 협조 적극 검토 요청
회의록

동영상 AV000
반월, 

시화산단

반월, 시화산단을 스마트허브 

 공장 허브로
동영상

AV001 반월국가산단 반월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동영상

AV002
시화지구

개발현장
시화공단 등 시화지구 개발 현장 동영상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PDF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council.siheung.go.kr/
minutes/pop.asp?nti
me=61&contype=5&
subtype=1&number=1
&code=01OE01&subj

ect

1998-11-09
시화공단, 

관리권 인수

PDF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council.siheung.go.kr/
minutes/pop.asp?nti
me=61&contype=5&
subtype=1&number=
5&code=01OE05&su
bject=%EC%8B%9C
%ED%99%94%EA%
B3%B5%EB%8B%A8

1998-11-13
시화공단, 

완충녹지 

PDF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council.siheung.go.kr/
minutes/pop.asp?nti
me=74&contype=3&
subtype=1&number=
5&code=021D07&su

bject

2000-06-08
시화공단, 

환경영향평가

PDF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council.siheung.go.kr/
minutes/pop.asp?nti
me=87&contype=1&
subtype=0&number=
4&code=02EB12&su

bject=시화공단

2001-12-21

시화공단, 

환경피해, 

대기오염

PDF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kms.ggc.go.kr/
minutes/xcom/
minutesViewer.
jsp?id=6659

1991-12-04
시화지구, 

어민 이주, 보상

PDF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kms.ggc.go.kr/
minutes/xcom/
minutesViewer.
jsp?id=6423

1991-12-26
시화지구개발, 

사업기간 연장

PDF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kms.ggc.go.kr/
minutes/mobile/
mobileViewer.
jsp?id=6407

1991-12-07
시화지구개발, 

어민생계대책

mp3
산업방송

채널 i

산업방송 

채널 i

산업방송 

채널 i

www.chi.or.kr/front/
news/newsView.do?
pageIndex=144&pro
gramIdx=21&contentI

dx=200959

2016-05-26
스마트허브, 

시화공단

mp3 반월방송 반월방송 반월방송
https://www.outube

.com/watch?v=
wqn9pWXautE

2016-09-21
반월산단, 

구조고도화

mp3 국토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대한민국 시화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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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D 자료명 설명문 자료종류 소재지

AV003 도시개발
릴리에 인터뷰 : 도시공동체 그 미라를 말한다. 

김윤식 시장 대형개발 시작되고 민원, 갈등 늘었다.
동영상

AV004 시화공단
활력 잃은 국내 최대 반월,  

시화공단.. 1년새 1천 곳 문닫아
동영상

AV005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 도시를 품다 동영상

AV006 산업단지 텅 빈 산업단지 동영상

AV007 산업단지 구로공단 50년, 첨단에 가려진 ‘굴뚝’ 홍보

안내 AW000 시화공단 산업단지 홍보

AW001 산업단지 산업단지 홍보

AW002 시화공단 시화사업본부 홍보

AW003
반월, 

시화산단
반월 및 시화산업단지 현황 홍보

AW004 시화사업본부 한국수자원공사의 시화사업부의 반월특수지역 추진경위 홍보

AW005 시화호 시화기구 개발과 시화호 연표 홍보

사진 AP000 시화공단 옥구도 정상에서 바라본 시흥스미타허브와 완충녹지대 사진

AP001 시화공단 파노라마 사진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mp3
news

tomato
newstomato newstomato

https://www.youtube.
com/watch?v=i4HwCq

7SCPY
2014-12-26

도시개발, 

김윤식

mp3 연합뉴스 TV 연합뉴스 TV 연합뉴스 TV
https://www.youtube.

com/watch?v=
0AXrilk3z90

2017-04-18 시화공단,

mp3 MBC MBC MBC
https://www.youtube.
com/watch?v=G-

uLHJF3Npg
2015-11-26 산업단지

mp3 전주방송JTV 전주방송JTV 전주방송JTV
https://www.youtube.

com/watch?v=
ocAmBNES9aI

2015-09-11 산업단지

mp3 한겨레TV 한겨레TV 한겨레TV
https://www.youtube.

com/watch?v=
quIigbb7VzY

2014-09-17 구로공단

한국산업

단지공단

한국산업

단지공단

한국산업

단지공단
http://www.kicox.or.kr/

index.do
한국산업단지 

관리, 운영

산업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http://theme.archives.
go.kr/next/industry/

viewMain.do

산업단지개발,  

산업단지 

연표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https://www.kwater.
or.kr/water/sub01sub
05/50029610/works.
do?brdId=KO27&s_
flag=1&smid=904&s_
officecode=50029610

시화사업본부,

시화공단

안산 안산 안산

http://ansan.
grandculture.net/Cont
ents?local=ansan&da
taType=01&contents_

id=GC02500990

시화국가

산업단지

한국수

자원공사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사자원

공사

https://www.kwater.or.

kr/water/sub01sub05/

50029610/works.do?b

rdId=KO27&s_flag=1&s

_mid=904&s_officeco

de=50029610

시화사업

본부,

시화공단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http://www.shihwaho.

kr/history.php

시화호, 

시화지구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22
시흥스마트

허브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17



시흥스마트허브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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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001
고용안정, 

주택건설 촉진방안, 
시화지구 건설, 
건설업체 활력

(동아일보 1985. 9. 5)

AN002
공해업종 

집단화 난항, 
주민지자체 반대

(경향신문 1992. 2. 16)

AN003 공단 미분양속출, 전국 30곳 실적 25.8%불과 (경향신문 1992. 9. 26)

AN005 시화공단 미분양, 77만평을 재분양 (경향신문 1989. 11. 20)

AN004 시흥화성지구 투기합동조합
(경향신문 1989. 7. 17)

AN006
서해안어민 삶터가 줄고 있다.

공단 간척지조성따라 어장폐쇄 잇달아
(경향신문 1989. 12. 4)

AN000
시흥 화성해안 
지도가 바뀐다 

90년까지 5천3백만평 
농지도 조성

(동아일보 198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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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007 시화에 가구단지 조성, 수출산업으로 육성
(경향신문 1990. 11. 17)

AN008
남동, 시화공단 내에 영구임대공장 건설

(경향신문 1990. 11. 30)

AN009
인천남동, 시화공단 분양저조 운영애로

(경향신문 1992. 4. 10)

AN010 
시화공단 조성 큰 차질, 분양실적 저조, 

업체 해약사태 속출
(경향신문 1992. 10. 10)

AN012
시화호 오염, 공무원, 업체 합작 오폐수방류 묵인, 앞장

(경향신문 199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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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013
일꾼이 하나씩 돌아온다, 반월시화공단

(경향신문 1998. 12. 14)

AN011 시흥시=수자원공사, 시화담수호 개발 마찰
(경향신문 1996. 5. 14)

AN014 공단 가동률 85% 사상최고, 유화, 자동차, 조선, 전자업종이 주도 (경향신문 1999. 11. 5)

AN016
시화간척 착공, 공단 12km 방조제 90년 완공

(경향신문 1987. 4. 30)

AN017
시화공단 입주업체 제한, 수도권 공장 토개공에 매각해야 허용

(경향신문 1989.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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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015
서해안시대, 막 올랐다. 시화지구 개발 착공 의미

(경향신문 1987. 4. 30)

AN019
시화지구 편법개발, 450만평 그린벨트 해제 않고 추진

(동아일보 1989. 10. 3)

AN021
시화지구 주거, 상업지역, 공단인접 공해 피해 우려
(동아일보 1992. 1. 16)

AN020
시화 매립장 공원으로 개발, 14만평 규모 2000년까지

(동아일보 1991. 12. 12)

AN018 시화공업단지 분양공고 (경향신문 1990.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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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024
시화공단 입주포기, 2백개 업체 자금난

(동아일보 1992. 11. 4)

AN025
도심무허공장 외곽이전 “고심”

(동아일보 1993. 4. 24)

AN026
공단분양 실적 저조, 시화공단 41.3%미분양

(동아일보 1993. 4. 29)

AN022
상공부는 시화,,,건설부선 시흥, 공단이름 헛갈린다

(동아일보 1992. 1. 25)

AN023
인천 남동-시화공단 397개 업체 분양반납

(동아일보 199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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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028
악취와의 전쟁 선포, 환경부
인천-시화 등 공단지역, 공해업소 24시간 감시
(동아일보 1997. 8. 28)

AN029
시흥 화성해안 지도가 바뀐다, 

90년까지 5천3백만평 농지도 조성
(동아일보 1985. 9. 5)

AN027
대역사 7년…동양서 가장 긴 12.67km,  공단-농지 활용, 해안길 98km 단축

(동아일보 199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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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032
수도권 기업 시화공단 입주때 
기존공장 안 팔아도 된다
(매일경제 1989. 11. 20)

AN033
시화공단 땅 2차 분양 저조, 계획면적 55.7% 

(매일경제 1989. 12. 20)

AN034
시화공단 인기 없다. 입주요건 까다로워 중기 외면, 

2차 분양도 미달 우려 (매일경제 1990. 7. 9)

AN030
시화지구 간척 착공, 97년까지 5천3백만평 매립 농공지 조성
(동아일보 1987. 4. 30)

AN031
인천남동, 시화공단 조건 완화, 

240만평 이달말부터 분양
(동아일보 199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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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037
中企 협동화 추진 활발, 
경인, 시화 등 30여개 
사업장 조성 신청
(매일경제 1990. 9. 14)

AN038 시화공단에 건자재 센터 건립
(매일경제 1991. 5. 8)

AN039 
삼화페인트, 시화공단에 새공장, 300억 들여 8천평규모 내년 착공 (매일경제 1991. 7. 3)

AN035
남양, 대화 등 5개 제약사 
시화에 협동화 단지 조성
(매일경제 1990. 7. 19)

AN036
시화공단에 협동화 단지, 
가구연랍회 49개 업체 12만여평 부지신청
(매일경제 199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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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042
시화공단 입주대상자 50만평에 5백개 선정

(매일경제 1991. 9. 6)

AN043
시화공단 입주대상자 50만평에 5백개 선정

(매일경제 1991. 10. 21)

AN044
시화공단에 대규모 임대공장, 1차 6개동 건립 150社 유치
(매일경제 1992. 1. 9)

AN040
시화 공장용지 52만평 이달말 238개사 분양
(매일경제 1991. 7. 5)

AN041
시화, 中企유치지역 건의, 
입주업체 지방세 감면 등 자금 부담 덜게
(매일경제 199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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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048 환경처 개별하수종말처리시설 의무화, 시화공단입주 사 반발 (매일경제 1992. 3. 17)

AN049
시흥공단 인기없다, 
4차 분양 
신청업체 25% 그쳐
(매일경제 1992. 6. 9)

AN045
시화공단, 공장착공 지연업체 重課稅, 
56개사에 20억, 용수난 등 원인…
입주사 시정 요구
(매일경제 1992. 1. 23)

AN046
지방세 싸고 업체.지자체 마찰, 
공단 입주 도시형업종 과세논란
(매일경제 1992. 1. 28)

AN047
경기은행, 남동, 

시화공단 입주업체 대상 
건축비 1천700억 지원
(매일경제 1992.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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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054
분양 공장부지 환매도 어렵다
시화공단 입주사 85% 착공 못해 
등기 이전 지연 은행 대출 길 막혀
(매일경제 1992. 12. 24)

AN055
공단입주업체 등기 이전 전 담보대출 허용.
시화공단 892社 6월안 소유권 넘겨 (매일경제 1993. 2. 18)

AN056
공단 분양 喜悲 엇갈려

시화-남동 개별공장 규제완화로 되팔기 속출
(매일경제 1993. 5. 17)

AN050
시화공단, 입주예정사 공장착공 미뤄
자금부족, 기반시설미비 원인
(매일경제 1992. 7. 25)

AN052
시화 등 3개 공단, 분양조건 완화 정부 추진 (매일경제 1992. 11. 11)

AN051
팔당물 시화공단 공급, 광역상수도 일부 완공
(매일경제 1992. 7. 31)

AN053
긴급진단 지방경제, 
분양받은 공장 용지 다시 매물로, 반월 시화
(매일경제 199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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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060
시화국가공업단지 분양공고

(매일경제 1993. 6. 14)

AN062
시화공단 주거단지 아파트 4천호 공급 내년 2월부터 (매일경제 1993. 9. 29)

AN061
공단 경기 기지개

시화, 인천 남동 분양실적 호조
(매일경제 1993. 6. 29)

AN057
시화공단 입주사 큰 불편 
공공 , 지원시설 한 곳도 없어 교통안내, 도로망 정비 엉망
(매일경제 1993. 6. 1)

AN059
시화 5차 분양 공장 용지 50만평
(매일경제 1993. 6. 11)

AN058
시화공단, 입주업체 
소유권 이전 가능
8월부터 640개사 대상 
- 3년간 양수,양도 못해
(매일경제 1993.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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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067
시화국가공업단지 분양공고 소유권이전 안내
(매일경제 1994. 6. 10)

AN068
핵심공단 반월, 시화.서해안 시대 첨병 역할. 

입주업체 가동률 상승 지속(매일경제 1995. 3. 3)

AN069 시화국가공업단지 지원 및 공공시설용지 분양공고 (매일경제 1995. 11.  7)

AN063
시화공단, 소유권 이전1차 조성분 581만5천㎡ 30일부터

(매일경제 1993. 8. 28)

AN064
시화공업단지 공단용지 소유권 이전 안내

(매일경제 1993. 8. 30)

AN065
시화공단 장기 미 착공업체
등록세 등 重課 반발 (매일경제 1993. 10. 19)

AN066
시화공단, 10만평 내달 추가 분양. 임대공장 3개동 4월 착공

페기물매립장도 年內 조성 (매일경제 199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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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073
생산직 월급 더줘도 사람 못구해. 실업자 넘쳐도 中企는 안간다

(매일경제 1999. 4. 8)

AN074
공단가동률 80%대 진입
시화공단 가동률 70%대
(매일경제 1999. 6. 1)

AN071
국가공단 관리 통산부서 맡아야

시흥시 헌재에 심판 청구키로
(매일경제 1996. 3. 29)

AN072
시화공단 27만평 분양

水資源公, 평당 41만원 (매일경제 1996. 12. 7)

AN070
시화공단 편의시설 태부족. 
돈 더줘도 취업 기피
출퇴근 교통난 겹쳐…
입주사 人力難 극심
기존 인역 이직도 잇따라
(매일경제 1996.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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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078
시화지구 간척사업 부진
9월말 공사 진척. 올 목표의 21% 
용지보상 해결 늦어져
(매일경제 1987. 10. 10)

AN079
始華지구, 中共교역 전초기지 설레임

防潮堤 축조 열올려
대부島 관광명소로 有望 투기 바람

(매일경제 1988. 1. 21)

AN077
10인이상 무허공장 양성화
과태료 10만원 79년이전 설립 2천410개
(매일경제 1986. 8. 11)

AN076
開發유도권역 工團 조성 줄인다

農工地區 설치로 대체, 반월 등 수도권 공장 立地 구득난 예상
(매일경제 1986. 5. 12)

AN075
시화공단 안내판 없어 입주업체 불평 호소, 
2400여개 업체 입주
(매일경제 1999.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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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081
始華에 전기단지를
공장 敷地難 해소 계열, 협동화 촉진
(매일경제 1989. 4. 21)

AN083
시화공단 20일부터 입주신청

3천평 이하 업체 우선 분양. 평당 22만원 中企 너무 벅차 (매일경제 1989. 8. 10)

AN080
시흥시, 기업체 밀집 개발 잠재력 커.
서울 인접 재정도 건실 (매일경제 1988. 12. 7)

AN082 
始華공단 분양가 평당 20만원 이상 (매일경제 1989.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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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087
남동, 송탄, 시화공단 투기 조짐

땅값싸 분양과열 예상
입주기준완화 특혜 비난도

(매일경제 1990. 6. 14)

AN088
삼화페인트 창동, 용인공장 시화공단으로 이전

93년까지 54억 투자 (매일경제 1990. 12. 6)

AN084
공단 分讓 미달 잇달아
始華, 松炭 절반 못미쳐 入住
조건 조정 시급
(매일경제 1989. 12. 23)

AN085
돈, 부지 확보 가장 애로

기능공부족 조업 차질
남동, 시화 무등록 공장 입주를

(매일경제 1990. 5. 28)

AN086
남동, 시화공단 

40만평 
中企 협동화 할당

(매일경제 1990.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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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092
인천 남동, 시화공단 분양계획 확정. 각 120만평씩 입주기준 쉽게 고쳐 (한겨레 1990. 6. 3)

AN093
시화, 남동공단 영구 

임대공장 짓는다.
내년 하반기 영세, 

창업 중소기업에 공급
(한겨레 1990. 7. 24)

AN089
工團입주 예정업체, 分讓용지 還賣 속출
始華, 南洞서 122社 신청
(매일경제 1992. 10. 10)

AN091
시화공단 1단계 106만평 둥 

미분양 77만평 수도권 중소기업도 분양
(매일경제 1989. 11. 21)

AN090
새공단 입주조건 완화 건의

경기 대상범위, 분양면적 확대해야. 
시화공단 5천평에서 1만평으로

(매일경제 1989.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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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096
공업단지 용지분양가 너무 높아 입주 어려워
(한겨레 1992. 3. 17)

AN098
시화공단 명칭 논란 격화 조짐. 정부 중재 불구 시항-안산시 이견 못좁혀 (한겨레 1992. 8. 6)

AN097
수도권 광역상수도 일부 완공
시화공단 등 용수부족 해소
(한겨레 1992. 8. 1)

AN094
시화지구 공사 28억 뇌물
수자원공사 3명 구속 돈준 
11업체 등 14명 입건
(한겨레 1991. 11. 30)

AN095
시화매립장 둑 붕괴 우려. 포화상태 불구 8개 시군 계속 쓰레기 처리 (한겨레 199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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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101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새공항~인천항~시흥~서울외곽 
연결
(한겨레 1993. 12. 31)

AN102
지자체 첫 권한쟁의 심판

시흥시 “시화공단 관리 통산부 책임”
헌재에 청구

(한겨레 1996. 4. 19)

AN099
시화공단 입주해약률 10% 넘어. 
해당 중소업체 “자금난 때문” 
위약금 폐지 호소
(한겨레 1992. 11. 1)

AN100
산업폐기물 소각, 매립장 4곳
반월, 시화공단에 건설 방침
(한겨레 199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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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105
시화지구 아파트 주민 

“악취피해 손배소”
건설업체 상대…1천명 대책촉구 집회 
(한겨레 1997. 8. 23)

AN106
시화공단, 배후도시 관리권. 시흥시 “못 떠맡겠다” 거센 반발

공해문제 해결, 관리비 재정지원 등 중앙정부 대책요구 (한겨레 1998. 2. 12)

AN103
시화공단 주거지역 공해 피해 심각
수자원공사, 공업지역 일부 일방 용도 변경 (한겨레 1996. 10. 18)

AN104
시화공단 대규모 

확장 논란
수자원공사, 1 지구 남쪽 매립 

450만평 조성 추진
대기오염 급속 악화 우려…
용역 국토개발원도 “반대”

(한겨레 1997.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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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109
경기 시화지구 450만평. 그린벨트 해제않고 개발.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한겨레 1989. 10. 4)

AN120
시흥시 개발계획
(경향신문 1992. 6. 22)

AN107
시화호 대규모 개발 시민, 지자체 “안된다”. 건교부 공업단지 조성…”부적격, 폐기물 시설 이전 의도”

농진공 간척농지 개발…”담수화 전제, 추가 오염 우려”(한겨레 1998. 8. 11)

AN108
악취민원 74% 경인지역 집중

반월, 시화공단 폐기물업체 불법소각이 주범
(한겨레 1999.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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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123
오이도 갯벌의 마차 탄 어민(경향신문 1988. 6. 14)

AN124
시흥군 군자면 

해안 방수로 공사
(경향신문 1988. 6. 14)

AN121
시화공단 내 자동차 협력업체 노동자 (경향신문 1998. 12. 14)

AN122
시화호 방조제 건설 (경향신문 198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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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127
시화공단 위치도 (경향신문 1992. 1. 16)

AN129
시화공단 내 자금난을 겪는 공장작업현장 (경향신문 1992. 11. 19)

AN128
‘91 신규공단 조성계획

(경향신문 1991. 1. 9)

AN125
시화지구 개발계획도(경향신문 1987. 4. 30)

AN126
시화지구 개발계획

(경향신문 1988.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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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134
시화지구 시화공단 물막이 공사 (경향신문 1988. 1. 21)

AN135
시화지구 개발사업 공사현장 (경향신문 1988. 6. 24)

AN133
始華地區 개발, 계획도 (경향신문 1988. 1. 21)

AN130
시화공단 조성작업 

(경향신문 1992. 12. 24)

AN131
서해안 공업지 개발지도 (경향신문 1986. 1. 12)

AN132
서해안 개발현황 (경향신문 1987.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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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139
현대건설의 시화지구 방조제공사 물막이 건설현장 (한겨레 1994. 1. 25)

AN138
시화국가산업단지 (경향신문 2017. 4. 6)

AN137
수도권 부지난 해소를 위한 시화공단 조성공사 (경향신문 1991. 7. 9)

AN136
시화공단 부지 조성 현장 (경향신문 1989.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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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000
옥구도 정상에서 바라본 시흥스마트허브와 완충녹지대(인천사연구소, 2018. 10. 22)

AN140
시화공단 배후도시 위치도
(한겨레 1996. 11. 11)

AN141
시화공단과 주거지역 완충녹지 경관

(한겨레 1996.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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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001  
시화공단 파노라마 사진(2018. 10. 17)

※수록 자료 중 일부는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갈무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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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옥  인천사연구소 연구원

배곧신도시B「디지털
시흥문화대전」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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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과 협치의 산물, 
배곧신도시의 탄생

정의

한국화약이 화약종합개발시험장 부지 확보를 목적으로 시흥시 정왕동 일대 공
유수면 145만평을 매립하여 조성한 부지. ‘한화매립지’ 또는 ‘군자매립지’로 불리
었으며, 2009년 시흥시가 한국화약으로부터 매입하여 ‘배곧신도시’로 개발 중인 
지역.

개설

배곧신도시는 한국화약이 시흥시 군자면 정왕동 일대 145만평의 공유
수면을 매립하여 조성한 옛 ‘한화매립지’(군자매립지) 에 붙여진 이름이다. 
최근 서울대 유치 문제가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
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교육·의료·관광 중심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가 한창 진행 중이다. 

2000년대 들어 각 지자체들은 지방재정 확충과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유사한 형태의 지역개발사업을 경쟁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브랜드 가치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어떤 자
본을 유치하느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특정 자본의 유치가 인구 증
가는 물론 거주민의 경제활동과 생활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방재정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흥시가 배곧신도시 개발에 국내 유
수 대학 및 의료기관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공항·항만·고속도로 등 
지리적 입지조건을 자본 진출의 강점으로 홍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때문에 특정자본 유치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지자체 간 전략은 

▲ 출처 : 시흥시, 『우보만리』, 2015. 

   한화매립지에 조성 중인 배곧신도시 전경

▼ 출처 : 시흥시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이때 지자체는 도
시브랜드를 자본시장의 거래 과정에서 가치가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자본시장은 토지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시장거래를 유도한다. 
결국 도시브랜드 가치는 시장에서 토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산업과 그에 따른 인구가 얼
마나 유입되느냐에 좌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인식은 배곧신도시를 이미 존
재하는 물적형태로만 이해하고  ‘배곧신도시’ 공간에 내재된 정치적, 사회
적 요인과 역사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도시공간은 단순히 물적 형태로
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어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배곧신도시는 한국화약이 공유지 갯벌을 매립해 조성한 부지로 ‘한화매
립지’(또는 ‘군자매립지’)로 불리던 공간이다. 한화매립지는 인천시 고잔동 
소래포구 어선이 입출항하는 갯골과 맞닿아 해상경계 상 매립지 관할을 

둘러싸고 시흥시와 인천시 간 분쟁이 발생한 지
역이기도 하다. 갯골(또는 바다)은 어민들의 생
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인간의 노동이 투입될 
때만이 가치를 생산한다. 즉 공유지 바다를 수
단으로 삶을 살아온 어민이 자신의 노동을 투
입하여 각종 어류를 획득하였을 때 바다는 가
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한화매립지는 공유지 바다로부터 인간의 노동
을 분리시키고, 어민의 생존을 위협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셈이다. 어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한
국화약의 공유수면매립사업은 공유지를 사유
화하고, 개발이익을 독점하려는 행위로 시흥시
민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었다. 

10여년에 걸쳐 진행된 공유수면매립과 그 공간
에 내재된 자본의 속성에 저항하는 소래포구 어
민들과 시흥시민의 행위와 역할은 그 자체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 도시는 수익창출 수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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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치 여부를 결정하는 물적 형태와 지리적 요인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
라 이를 관리, 운영할 제도와 제도를 둘러싼 사회세력들 간 다양한 행위가 
반영되는 과정의 산물이다. 

그래서 한국화약이 공유수면매립사업을 계획한 배경은 무엇이고. 왜 정
치적, 사회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켰으며, 어떤 세력들이 오늘의 배곧신
도시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과정은 투명하고 민주적이었는지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배곧신도시가 탄생하게 된 역사를 이해
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시흥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곧신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화매립지’ 조성과정의 다음
과 같은 공간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첫째, 한화매립지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을 둘러싸고 형성된 사회세력 간 
갈등의 산물이다. 

한화매립지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저
항과 투쟁이 반영된 산물이다. 한국화약은 초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편
법적으로 취득하여 공유지 바다를 사유화하고, 개발이익을 독점하려 한
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유수면매립 그 자체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어민
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였다. 그럼에도 한국화약이 공유수면매립사업
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특정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한 정경유착과 재벌특혜’를 배경으로 한다. 

한국화약의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시흥과 인천 소래포구 주민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시흥지역 시민들은 ‘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
흥시민위원회’(이하 한반위)를 구성하고, 생존권 침해와 보상을 요구하는 
인천의 고잔동 소래지역의 어민들과 연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매립면허 취
소 및 재벌특혜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수년 간 시흥
지역의 ‘한반위’를 중심으로 형성된 다양한 사회세력들의 저항과 투쟁은 
사적영역의 한화매립지를 공적영역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 배곧신도시는 한화매립지의 개발이익지역환원을 둘러싼 민·관 협치
의 산물이다.

착공한지 10여년이 지난 1997년 준공을 앞둔 한화매립지는 이미 초기 
조성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화약성능시험장 목적으로 조성
된 부지 주변이 시흥시 택지개발사업으로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었기 때문
이다. 이에 한국화약이 주거중심개발로 방향을 전환하자 ‘한반위’를 중심
으로 활동했던 사회세력들이 개발이익지역환원을 요구하며 다시 나섰다. 
한화매립지 개발방식을 둘러싼 ‘한반위’의 문제제기와 개발이익의 지역환
원 촉구 운동은 시흥시, 시흥시의회, 경기도, 한국화약 등 민관이 참여하
는 위원회 구성을 이끌어냈으며, 2002년 시흥시와 한국화약 간 개발이익
지역환원협약체결을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이후 개발이익의 지
역환원 문제는 한국화약을 비롯해 시흥시, 경기도, 토지주택공사 등이 각
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이를 조정, 협의하는 과정을 거
쳐 이견을 좁혀나갔다. 

현재 지속가능한 삶을 우선하는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은 시흥시민
사회와 시흥시, 시흥시의회, 언론 등 다양한 조직과 사회세력들 간의 끊임
없는 협치의 노력, 행정과 시민사회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상호 존중 등 20여년 간 전개된 일관된 노력과 자세가 없었다면 가
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성과정

한국화약은 1986년 12월 30일 공유수면매립법개정 시행 하루 전 경기도
로부터 매립면허를 허가받아 1987년 145만평의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시
작했다. 한국화약의 공유수면매립사업은 1986년 공유수면매립법 개정 시
행 하루 전 개발이익환수를 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무더기 처리된 14건 
중 하나였다. 이들이 얻을 개발이익이 수천억 원대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
면서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바다는 어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유지이다. 한국화약이 
자연자원인 공유지 바다를 사유화하여 독점적 개발이익을 취하고자 한 
것은 시흥지역사회는 물론 인천 소래지역 어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
켰다. 한국화약의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은 1988년 2
월 처음 발생했다. 매립공사가 인천 고잔동 소래어촌계 어민의 출항을 막
은 것은 물론 어선 파괴로 생존권을 위협하자 1백여명의 어민들이 피해보

▲ 출처 : 동아일보, 1989.12.11(위)

▲ 출처 : 동아일보. 1991.4.6.(아래)

▲ 출처 : 시흥시, 『우보만리』, 2015.

▼ 출처 : 국가기록원, ‘03 건교위 국정감사 

   자료집(국회의원 김학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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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요구하며 집단 농성에 들어갔다. ‘선 보상, 후 매립’의 협의사항을 지
키지 않은 한국화약의 태도가 소래어촌계의 거센 반발을 초래한 것이다.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은 공유지 바다를 사유화, 상품화
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자연자원으로써 공유지 바다는 인간의 노동이 
투입되어야 가치를 창출하는 특성을 갖는다. 공유지 바다를 사유화하였
다는 것은 바다를 기반으로 삶을 영위해온 월곶, 소래 고잔동 어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때문에 한국화약의 145
만평 공유수면매립사업은 초기부터 바다와 갯벌에 의존해 온 어민들의 
노동을 부정하는 것으로 거센 저항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어민의 생존권 침해와 어선 보상을 촉구하는 집단반발이 있은 후 1990
년 11월 6일자 동아일보에 한국화약의 공유수면매립면허무효확인심판
청구소송과 재벌기업 특혜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경실련 보도자료 기사
가 실렸다. 1991년 1월 31일 시흥시민사회는 한국화약의 공유수면매립사
업반대 및 재벌기업 특혜의혹 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그해 2월 11일 ‘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이하 한
반위)를 출범, 빈민운동을 통해 알려진 제정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한국화약의 공유수면매립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독점적 지대 취득과 매
립면허 편법 허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국가 단위 정치세력과 
진실규명 및 매립면허 취소 등을 촉구하는 범시민사회의 연대(한반위, 경
실련, 인천목요회, 고잔어촌계 등) 간 첨예한 대립으로 이어졌다. 이들 단
체는 공유수면매립법 개정 시행 하루 전인 1986년 12월 30일 매립면허 허
가 과정의 정경유착 및 재벌특혜 의혹 규명, 한국화약의 개발이익 독점 반
대 및 개발이익 지역환수, 어민의 생존권 침해 및 보상 등을 촉구하고, 정
치권을 상대로 집회 및 시위, 서명운동, 소송 등을 전개하였다. 

1991년 5월 23일 소래어촌계 어민들은 공유수면매립공사금지 가처분신
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한반위’는 1992년 1월 8일 이규호 당시 건설부 
장관, 김용래 당시 경기도지사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시흥시가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택지로 공급할 것을 촉구하였다. 
시흥시민 1만명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서명운동에 참여하였고, 
‘한반위’는 1993년 5월 28일 김영삼 대통령과 이만섭 국회의장에게 진정서
와 청원서를 각각 제출하였으며, 1993년 10월 13일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

▲ 출처 : 한겨레, 1988.2.16(위)

▲ 출처 : 동아일보, 1990.11.6

▲ 출처 : 국가기록원

하였다. 

‘한반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규모 집회를 계획했다. 1993년 10월 19
일 ‘한반위’(위원장 이명운)와 시흥시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소
래어촌계 등이 서울 탑골공원과 한국화약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고, 한국화약의 공유수면매립사업의 특혜의혹 조사, 어민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며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슈화하였다. 그해 11월에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제정구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경기도조정위원회
의 회의록 날조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기도 하였다.

소래어촌계 어민들의 보상문제는 어촌계 분열로 어민들 저항세력이 약
화된 틈을 타 봉합되고, 매립공사는 초기 조성 목적대로 강행되어 한반
위 활동은 주춤한 듯 보였다. 그러나 1997년 1월 한화매립지 준공 후 한
국화약이 주거중심개발계획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흥 시
민사회와 또 다시 충돌하게 된다. 매립지 주변에 공동주거단지가 들어서 
화약시험장 용도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한국화
약이 산업용지에서 주거용지로 용도를 변경한 것은 시흥시의 급속한 도
시화와 관련이 있지만 정부의 서해권 개발계획과 맞물려 주거중심으로 개
발될 경우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상황은 ‘한반위’의 요구를 정치권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시흥시 의회가 한화매립지 개발이익지역환원을 위한 결의안을 안건
으로 제출하였다. ‘한반위’ 활동에 참여했던 당시 이명운 위원장이 지방의
회에 당선돼 한화매립지 개발이익환수 문제의 물꼬를 튼 것이다.1)

1998년 6월 24일 시흥시 의회 제56회 임시회는 이혁근 의원이 발의한 ‘한
국화약매립지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그해 8
월 1일 시민, 시흥시와 의회, 한국화약이 참여하는 ‘한화매립지 개발이익
환수준비위원회’가 발족하고 ‘한반위’ 김동욱 사무국장을 포함한 17명
이 참여하여 위원장에 이명운 시의회 의장, 부위원장에 시흥환경운동연합 
문희석 대표, 간사에 시흥시 지적과장 조성돈이 호선되어 합의안을 도출
하기 위한 수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1998년 8월 25일 위원회 명칭을 
‘군자매립지개발이익지역환원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경기도의 승인을 요
청하였다. 그러나 경기도가 개발이익 추가환원 요구와 외자유치 필요성
을 제기하며 협약을 지연시켰다. 수차례의 회의 결과 한국화약이 위원회

1)   시흥시의회, 제56회 임시회 본회의, 
199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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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2002년 4월 19일 시흥시와 한국화약 간의 협약
서가 최종 체결되었다. 이로써 1991년 이후 전개된 ‘한반위’의 활동, 즉 한
화화약의 공유수면매립지 사유화 반대, 개발이익지역환원 요구가 결실을 
맺게 되었다. 

2003년 경기도의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 반영되어 외자유치 등 사업계획
이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사업은 기대만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각종 논란만 키웠다. 시흥시의 군자매립지(한화매립지) 용도변경 과정의 
과세특혜에 따른 대가성 논란, 한국토지공사의 매립지 68만평 매각 특혜
와 1천200억원 손실, 한국화약의 비자금 조성의혹 등 불미스런 사건들
이 2003년 9월 국감에서 밝혀지며 한화매립지를 둘러싼 개발사업은 공익
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회 김학송 의원이 국감에서 한국토지공사가 
한화매립지 토지매입으로 발생한 이자부담 1천200억원을 다른 택지지구
에 떠 넘겨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한국화약에 특혜를 주었다고 밝힌 
것이다. 2002년 시흥시와 한국화약 간 개발이익지역환원 협약 체결 후 불
거진 일련의 사태는 2004년 3월 29일 한국화약이 “한화매립지는 지역경제
와 서부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적격지”라며 느닷없이 시흥
시에 공익사업으로 전환해줄 것을 제안하자 임기 만료 직전인 시흥시장
은 개발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도시기본계획조차 없이 
토지매입을 서둘렀다. 

한국토지공사와 경기지방공사가 시흥시와 공동 시행하는 방향으로 사
업이 결정되고, 2006년 4월 의회의 승인을 받아 그해 6월 23일 한국화약
과 시흥시가 5천6백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한화매립지 개발사업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2007년 10월 경기도의 감사 결과에서 전임 
시장의 임기 말기 토지를 서둘러 매입한 엉터리 계약체결임이 드러나 또 다
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2008년 4월 시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매립
지 계약의 적법성 및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 시흥시 군자매립지(한화매립
지) 개발계획의 타당성, 향후 바람직한 활용방향’ 등 시민토론회를 개최
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시흥시의 도시개발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사태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한화매립지 매매계약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경
기도 감사처분 요구와 법제처 해석에 따라 시흥시는 2008년 7월 16일 재
협상을 요구하고, 수차례 협상을 거쳐 한화에 20만평의 아파트용지 우선

▼ 출처 : 국가기록원, ‘03 건교위 국정감사 

   자료집(국회의원 김학송)

공급 조항 삭제, 토지대금 전액 현금 지급 등을 요구하게 된다. 시흥시의 
이 같은 요구는 2009년 9월 11일 토지매입에 따른 총 비용 5천884억2천
만 원의 계약체결과 함께 최종 마무리 되기에 이른다.  

한화매립지를 둘러싼 갈등과 갈등해결에 시민사회연대의 주도적 참여
와 공론의 장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그리고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없었다면 재벌기업의 천문학적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은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2011년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조직되어 군자매립지(한화매
립지)를 ‘배곧신도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자 유치와 교육, 의료 중심의 
자족적 도시, 개발이익 창출이 아닌 지속가능한 삶을 우선하는 도시 건설 
등의 목표도 수립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상 1986년 공유수면매립사업 편법 허가 및 특혜의혹의 중심지에 있던 
한화매립지가 군자매립지-배곧신도시로 재편되는 과정의 시·공간적 역사
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의지만으로 실현된 것이 아니었음을 잘 보여준
다. 배곧신도시는 지난 30여년 동안 국가와 지역 단위에서 정치적, 사회적
으로 다양한 사회세력들이 상호 밀접하게 연대/연합하고, 민주적 의사결
정체를 통해 각각의 이해와 요구를 조정, 협의하는 지난한 과정의 행위를 
반영한 민관협치의 산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 출처 : 국가기록원



배곧신도시
메타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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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자료
BN000 배곧신도시

한국화약서 인천 남동구 고잔어촌계 어민 1백명

ㅡ 어장 피해보상 요구 농성
신문

BN001 배곧신도시

공유수면 매립 9개 재벌 63% 

88년부터 올 8월까지 매립면허 건수 37건, 총 159만여평 

한국화약, 현대자동차, 삼성종합건설 등 9개 재벌기업에 면허

신문

BN002 배곧신도시
공유수면매립이익 50% 환수 86년이전 소급적용 큰반발 

정부, 업계, 위헌입법 부당성 들어 41건 5천2백여만평 해당
신문

BN003 배곧신도시

공유수면매립 86년허가 특혜 의혹 

이익환수법 발효직전 14건 무더기 처리 

환수차익 수천억원대 추정

신문

BN004 배곧신도시
공유수면매립허가 작년 이후 3천만평, 한국화약이 화약성능시험장 부지로 

시흥시 정왕동 등 매립
신문

BN005 배곧신도시
5공말기 무더기 허가 간척사업 무효확인 심판청구 경실련 등 

첫 제기, 한국화약 135만평과 삼풍 건설 16만2천평 매립허가 특혜
신문

BN006 배곧신도시

시흥시민이 앞장선 投機 제동 

한화 시흥매립 반발의 배경, 매립면허 법개정 하루 전 따내, 

공영개발-이익 市서 환수해야

신문

BN007 배곧신도시

한화 시흥매립 시민단체 거센 반발 

공해우려-허가과정 아리송 

‘화약 시험장 부지 시러 택지 조성해야’ 요구

신문

BN008 배곧신도시
한국화약 수면매립 관련 폐쇄항로 복구 요구 농성 주민 연행 중 

경찰에 맞아 7명 부상
신문

BN009 배곧신도시

소래포구 매립취소 요구 어민 2백명 9시간 농성 

경기도가 공유수면매립개정 하루 전 86년12월 30일 한국화약에 매립허가, 

재벌 특혜

신문

BN010 배곧신도시
경찰 어민 농성 불참각서 강요 

소래 한국화약 매립공사 지원 의혹
신문

BN011 배곧신도시
한국화약 소래포구 항로 매립 

행정기관 감독안받고 공사, 내무부 조사
신문

BN012 배곧신도시 한국화약 뱃길 매립취소요구 소래포구 어민들 이틀째 농성 신문

BN013 배곧신도시
소래 공유수면매립 법정비화, 한국화약 항로폐쇄 보상협상 

진전없어 어민들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서’ 제출
신문

BN014 배곧신도시
한국화약 소래포구 매립공사 인천시서 면허취소건의 약속, 

신민당 조사단 밝혀
신문

BN015 배곧신도시
공유수면 매립반대 경실련 시민 대행진 

한국화약 공유수면매립 반대시흥시민위원회 시민행진 개최
신문

BN016 배곧신도시
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 집회 

경실련, 시민위 3백명 재벌에 특혜 주장
신문

BN017 배곧신도시
해양도시 개발 시흥앞바다 매립 어민 생존위협 

시흥 관광지, 항구 백지화 투쟁, 경기도와 인천시 마찰
신문

BN018 배곧신도시
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위원장 제정구) 

시흥 앞바다매립허가 관련 전 건설장관, 경기지사 고소
신문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89-02-16 한국화약, 피해보상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89-10-06 한국화약, 매립면허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89-12-11 한국화약, 공유수면매립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89-12-12 공유수면매립, 특혜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90-07-07 공유수면매립, 시흥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90-11-06 한국화약, 공유수면매립, 특혜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91-02-13 한국화약, 시흥, 공영개발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91-02-13 한국화약, 화약시험장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91-04-05 한국화약, 농성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91-04-06 한국화약, 특혜, 공유수면매립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91-04-07 한국화약, 공유수면매립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91-04-13 한국화약, 소래어민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91-05-15 한국화약, 소래어민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91-05-23
한국화약,  

공유수면매립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91-06-04
한국화약,  

소래포구, 매립면허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91-10-26
한국화약,  

시흥시민위원회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91-10-27
한국화약,  

시흥시민위원회, 제정구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91-12-06 시흥시, 공유수면매립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92-01-08
공유수면매립,  

한반위, 제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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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019 배곧신도시
86년 한화에 시흥 앞바다 매립허가 당시 장관 이규효씨 등 고소 

매립반대위 시민재산 피해 주장
신문

BN020 배곧신도시

시흥시민단체, 한국화약 매립허가 특혜 주장 

개발이익노린 정경유착 주장 

시민단체 市에서 환수 택지로 공급해야

신문

BN021 배곧신도시
시흥 앞바다 매립 특혜의혹 

경기도 여건 고려않고 어항,관광단지 허가
신문

BN022 배곧신도시
6共 비리의혹 민자후보 침묵 3대 의혹, 

제정구 후보, 한국화약 시흥시 공유수면매립허가 특혜 주장
신문

BN023 배곧신도시 한화 공유수면매립 5共 허가 조사요구 시흥시민위(위원장 이명운) 청원 신문

BN024 배곧신도시 시화 간척시 개발 시흥시-건교부 마찰 신문

BN025 배곧신도시
한화매립지 623억 특혜 매각 

시흥한화매립지 개발을 놓고 논란
신문

BN026 배곧신도시

시흥시 용도변경 특혜 개입 의혹 

화약성능시험장이라는 특수한 목적으로 매립된 150만평의 땅이 5년여 만에 

위락시설 등 들어서

신문

BN027 배곧신도시

시흥시, 한화매립지 관련 한화측에 과세특혜 

화약성능시험장 용도로 매립된 한화매립지의 용도변경 추진과정에 

대가성 개입을 했다는 의혹

신문

BN028 배곧신도시

한화매립지 개발계획 수립과정 시흥시 관련, 의혹 

화약성능시험장이라는 특수한 목적으로 150만평의 땅이 5년여만에 

위락시설 등이 들어서

신문

BN029 배곧신도시

한화매립지 공시지가 턱없이 낮다 

한화매립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자 

주변 토지보다 낮아

신문

BN030 배곧신도시
한화매립지 ‘꿩먹고 알먹기’ 혜택 

한화를 주관사로 한 민자 컨소시엄이 제3경인고속도로로
신문

BN031 배곧신도시

道, 택지개발 방안 검토 

시흥 한화매립지 개발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굥

기도의 권력별 관광개발계획 대신 택지개발방식으로 개발한다는 방안 검토

신문

BN032 배곧신도시

한화매립지는 결국 해양신도시로 가나 

한화매립지를 국제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는 한화측, 

처음부터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겉포장용

신문

BN033 배곧신도시

토공, 시가화 예정용지 알고 특혜매각 

한국토지공가, 시흥 한화매립지내 68만평 매각 

공시지가 2천7백억원, 800억 추가 이익

신문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92-01-08
한화, 

시흥시민위원회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92-01-09
한국화약, 

공유수면매립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92-02-19
시흥, 매립, 

특혜 의혹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92-03-19
한국화약, 

제정구, 특혜의혹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93-08-31
한국화약, 시흥시

민위, 이명운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96-05-27
시흥시, 

공유수면매립

중부일보 중부일보 중부일보

http://www.joongbo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133639

2009-07-25
시흥시, 한화, 

공유수면매립

중부일보 중부일보 중부일보

http://www.joongbo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137406

2003-07-02
시흥시, 한화, 

화약성능시험장

중부일보 중부일보 중부일보

http://www.joongbo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137027

2003-07-04

한화매립지,  

화약성능시험장, 

과세 특혜

중부일보 중부일보 중부일보

http://www.joongbo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137333

2003-07-03
한화매립지, 

화약성능시험장

중부일보 중부일보 중부일보

http://www.joongbo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136965

2003-07-04
한화매립지, 

공시지가

중부일보 중부일보 중부일보

http://www.joongbo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136197

2003-07-10 한화매립지, 시흥

중부일보 중부일보 중부일보

http://www.joongbo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136058

2003-07-11 한화매립지, 시흥

중부일보 중부일보 중부일보

http://www.joongbo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134699

2003-07-18 한화매립지

중부일보 중부일보 중부일보

http://www.joongbo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133344

2003-07-28
한화매립지, 

토고으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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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034 배곧신도시
토공, 시흥 한화매립지 68만평 매각 과정에서 3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보고 한화측에 되팔아
신문

BN035 배곧신도시
한화매립지 화약성능시험장 해제와 관련해 국감에서 도시계획이 변경된 

이유 추궁 예상
신문

BN036 배곧신도시

토공 국감, 한화매립지 관련 의혹 추궁 

토공이 한화매립지 68만평은 공시지가보다 1천억 이상 적게 받아 

특혜를 제공

신문

BN037 배곧신도시

토공, 한화매립지 등 기업손실 택지원가 떠넘겨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98년 이후 한화매립지 등 토지매입으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지역 단지조성원가에 포함

신문

BN038 배곧신도시

토공이 시흥 한화매립지 68만평을 98년 939억원에 매입한 후 2000년 

한화에 공시지가(2천404억원)의 54%인 1천305억여원에 다시 매각. 

특혜의혹

신문

BN039 배곧신도시 한화, 매립지 매각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신문

BN040 배곧신도시

한화매립지 시흥시에 매입 타진 

시흥시 정황동 147만평에 대해 한화건설이 시흥시에 이를 매립해줄것 요청. 

2003년 군용화약류 종합시험장 용도 폐지로 상당한 개발이익 예성

신문

BN041 배곧신도시 시흥시, 군자지구(한화매립지) 공동개발..서울대 유지 원점되나 신문

BN042 배곧신도시
군자지구 명문대 유치 최적. 

시흥시, 의원 간담회서 후보지 7곳 검토한 용역결과 발표
신문

BN043 배곧신도시 시흥시 의회, 군자지구 명문대 유치 위한 특별위 승인 신문

BN044 배곧신도시 시흥시, 군자지구에 서울대 캠퍼스 유치 TF 가동 신문

BN045 배곧신도시
시흥시, 군자지구에 서울대국제캠퍼스 유치 굴욕적 MOU체결. 

서울대가 학장 추인을 받지 못해 일방적 일정 변경 통보
신문

BN046 배곧신도시
조정식 의원, 시흥시 군자지구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로 

개발 잠재력 풍부, 지역 자산가치 상승, 군자지구 명품 신도시 개발 확신
신문

BN047 배곧신도시 시흥시 의회, 군자지구 용역보고회 정회소동 신문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중부일보 중부일보 중부일보

http://www.joongbo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115757

2003-09-25
한화매립지, 토공, 

특혜

중부일보 중부일보 중부일보

http://www.joongbo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126331

2003-09-29

한화매립지, 화약성

능시험장,  

국감

중부일보 중부일보 중부일보

http://www.joongbo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116016

2003-10-01
토공, 

한화매립지, 특혜

중부일보 중부일보 중부일보

http://www.joongbo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116018

2003-10-01 토공, 한화매립지, 

특혜

중부일보 중부일보 중부일보

http://www.joongbo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116542

2003-10-08
토공, 

한화매립지, 특혜

중부일보 중부일보 중부일보

http://www.joongbo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186645

2004-01-07 한화매립지, 비자금

중부일보 중부일보 중부일보

http://www.joongbo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5382

2004-05-18 한화매립지, 시흥

중부일보 중부일보 중부일보

http://www.joongbo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331549

2009-09-16
군자지구, 

한화매립지, 서울대

중부일보 중부일보 중부일보

http://www.joongbo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305134

2009-03-04 군자지구, 시흥시

중부일보 중부일보 중부일보

http://www.joongbo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312935

2009-05-03 시흥시, 군자지구

중부일보 중부일보 중부일보

http://www.joongbo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315648

2009-05-22
시흥시, 군자지구, 

서울대

중부일보 중부일보 중부일보

http://www.joongbo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316885

2009-05-31
시흥시, 군자지구, 

서울대

중부일보 중부일보 중부일보

http://www.joongbo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317647

2009-06-04
시흥시, 군자지구, 

서울대

중부일보 중부일보 중부일보

http://www.joongbo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329022

2009-08-30
시흥시의회, 

군자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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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048 배곧신도시
서울대 부학장단 군자지구 현지 답사. 

김윤식 시장 군자지구 현황 및 주변개발계획 등 설명
신문

BN049 배곧신도시 시흥시, 서울대국제캠퍼스 유치 노심초사 신문

BN050 배곧신도시

시흥예찬,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감 

서울대측, 군자지구에 30만평 토지와 토지대금의 조성원가 공급, 

특혜의혹

신문

BN051 배곧신도시 시흥시, 군자지구 서울대 부지 용도변경 추진논란 신문

BN052 배곧신도시
시흥시, 군자지구 개발사업비 2조5천억 잠정결정. 

무리한 부담으로 이자지급에 따른 파산 우려
신문

BN053 배곧신도시
시흥시, 군자지구 서울대 일부 부지 주상복합건물 신축 가능하도록 

용도변경. 정치권과 시민단체 반대로 사태 확산
신문

BN054 배곧신도시
시흥시, 군자지구 대단위 사업 일방적 추진으로 시민 및 시민단체와 마찰 

무분별한 개발 반대,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 주장
신문

BN055 배곧신도시 시흥시, 정치권과 재정건정성 및 서울대 유치문제로 진위공방 신문

BN056 배곧신도시 시흥시, 군자지구 내 서울대 국제캠퍼스 및 의료단지 조성에 총력 신문

BN057 배곧신도시 시의회, 시흥시, 한화 매립 합의안 동의 신문

BN058 배곧신도시
열린우리당 김윤식 후보 ‘군자매립지 인수 유보하라’ 수천억 빚 얻어 

땅 사고, 수백억원의 이자까지 기급하려는 시흥시
신문

BN059 배곧신도시 군자매립지 매매계약서(안) 시희외서 제동 신문

BN060 배곧신도시 군자매립지 매매계약 강행 "시민 우롱" 신문

BN061 배곧신도시
수천억 토지 시장임기말 의혹의 계약까지 긴급진단 1. 

수백억원의 이자까지 주면서 인수
신문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중부일보 중부일보 중부일보

http://www.joongbo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335062

2009-10-14
시흥시, 군자지구, 

서울대

중부일보 중부일보 중부일보

www.joongboo.com/

news/articleView.

html?idxno=341736

2009-12-01
시흥시, 군자지구, 

서울대

중부일보 중부일보 중부일보

http://www.joongbo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348374

2010-01-19
시흥시, 서울대, 군

자지구

중부일보 중부일보 중부일보

http://www.joongbo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737066

2011-06-29
시흥시, 군자지구, 

서울대

중부일보 중부일보 중부일보

http://www.joongbo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737279

2011-06-30 시흥시, 군자지구

중부일보 중부일보 중부일보

http://www.joongbo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739092

2011-07-12
시흥시, 군자지구, 

서울대

중부일보 중부일보 중부일보

http://www.joongbo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741367

2011-07-26
시흥시, 군자지구, 

친환경도시

중부일보 중부일보 중부일보

http://www.joongbo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784183

2012-04-16
시흥시, 군자지구, 

서울대

중부일보 중부일보 중부일보

http://www.joongboo.

com/news/articleView.

html?idxno=795500

2012-06-28
시흥시, 군자지구, 

서울대

시흥신문 시흥신문 시흥신문

http://www.shnews.

net/news/articleView.

html?idxno=7

2005-12-28
군자매립지, 

토지매매

시흥신문 시흥신문 시흥신문

http://www.shnews.

net/news/articleView.

html?idxno=882

2006-04-17 군자매립지, 김윤식

시흥신문 시흥신문 시흥신문

http://www.shnews.

net/news/articleView.

html?idxno=930

2006-04-24 군자매립지

시흥신문 시흥신문 시흥신문

http://www.shnews.

net/news/articleView.

html?idxno=1234

2006-06-19
군자매립지, 

열린우리당

시흥신문 시흥신문 시흥신문

http://www.shnews.

net/news/articleView.

html?idxno=1318

2006-06-27 군자매립지,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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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062 배곧신도시 군자매립지 특혜 의혹 규명을 촉구한다. 신문

BN063 배곧신도시 군자매립지 매매계약 조직적 특혜 신문

BN064 배곧신도시
노른자위 땅 주기 위해 편법 동원해도, 

시흥시 힘있는 사람들은 꿀 먹은 벙어리
신문

BN065 배곧신도시 군자매립지 매매계약 관련 의혹 지울 수 없다. 신문

BN066 배곧신도시 군자매립지에 2조억원 투자 신문

BN067 배곧신도시 군자매립지 75000평 다시 찾아야 한다 신문

BN068 배곧신도시
시-한화 ‘협약서’ 공증, 법적 근거없이 파기, 

무상 기부채납 토지 15만평에서 7만5천평으로 줄어
신문

BN069 배곧신도시
군자지구 토지 기부채납 무엇이 쟁점인가? 

김시장 개발이익 지역환원 협약서 사실관계 규명
신문

BN070 배곧신도시 시흥 군자매립지, 송도와 비교 안될 寶庫 신문

BN071 배곧신도시 군자매립지 부당계약 공무원 징계 신문

BN072 배곧신도시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 탄력 신문

BN073 배곧신도시
군자지구 지방채 이자 일일 3500만원 빚내서 땅 사더니 

포상금 잔치한다고
신문

BN074 배곧신도시 배곧신도시 토지분양 완판 행진, 성공적인 도시개발 기대된다. 신문

BN075 배곧신도시 군자매립지가 진정 황금알을 낳을 것인가 신문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시흥신문 시흥신문 시흥신문

http://www.shnews.

net/news/articleView.

html?idxno=1325

2006-07-04
군자매립지, 

특혜

시흥신문 시흥신문 시흥신문

http://www.shnews.

net/news/articleView.

html?idxno=1361

2006-07-11
군자매립지, 

특혜

시흥신문 시흥신문 시흥신문

http://www.shnews.

net/news/articleView.

html?idxno=1403

2006-07-18
군자매립지, 

특혜

시흥신문 시흥신문 시흥신문

http://www.shnews.

net/news/articleView.

html?idxno=1808

2006-10-02
군자매립지, 

특혜

시흥신문 시흥신문 시흥신문

http://www.shnews.

net/news/articleView.

html?idxno=2486

2007-03-05
군자매립지, 

테마파크

시흥신문 시흥신문 시흥신문

http://www.shnews.

net/news/articleView.

html?idxno=3456

2009-05-12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시흥신문 시흥신문 시흥신문

http://www.shnews.

net/news/articleView.

html?idxno=3482

2009-05-18
군자매립지, 

한화, 한반위

시흥신문 시흥신문 시흥신문

http://www.shnews.

net/news/articleView.

html?idxno=3491

2009-05-18

군자지구, 개

발이익환수, 

한반위

시흥신문 시흥신문 시흥신문

http://www.shnews.

net/news/articleView.

html?idxno=3771

2009-07-06
김문수, 군자

매립지

시흥신문 시흥신문 시흥신문

http://www.shnews.

net/news/articleView.

html?idxno=4250

2009-09-21
군자매립지, 

한화

시흥신문 시흥신문 시흥신문

http://www.shnews.

net/news/articleView.

html?idxno=5878

2010-06-14
군자지구, 

서울대

시흥신문 시흥신문 시흥신문

http://www.shnews.

net/news/articleView.

html?idxno=7743

2011-04-12
군자지구, 

지방채

시흥신문 시흥신문 시흥신문

http://www.shnews.

net/news/articleView.

html?idxno=16623

2015-01-17
배곧신도시, 

한화건설

시흥장수

신문

시흥장수

신문

시흥장수

신문
http://www.shjangsu.com/700 2005-12-15

군자매립지, 

한화매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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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D 자료명 설명문 자료종류 소재지

BN076 배곧신도시 군자매립지 개발이익은 시흥시민의 몫 신문

BN077 배곧신도시 시흥의제21, 군자매립지 간담회 개최 신문

BN078 배곧신도시
김문수 지사, 군자매립지 ‘계약변경’ 요구, 시흥시희외 의장단, 

군자매립지 관련 감사처분 철회입장 전달
신문

BN079 배곧신도시 군자매립지 인수, 도시 인프라 확충위해 절대적 필요 신문

BN080 배곧신도시 군자매립지 매매계약 의혹 밝혀라, 불평등 계약으로 한화만 배불려 신문

BN081 배곧신도시 시, 군자매립지 개발 밑그림 그린다. 신문

BN082 배곧신도시 군자매립지 어떻게 개발되어야 하다 신문

BN083 배곧신도시
시흥시 랜드마크사와 군자매립지 투자의향서 체결, 

불평등 밀실협약으로 구설수
신문

BN084 배곧신도시 군자매립지 특혜 관련 뇌물수뢰협의, 이연수 시장 재판 증인신문 열려 신문

BN085 배곧신도시 군자매립지 매매계약 도시개발법 위반, 경기도 감사결과 위법사실 밝혀져 신문

BN086 배곧신도시 군자매립지 뇌물수뢰혐의, 이연수 시장 신문

BN087 배곧신도시 군자매립지 시민대책위 기자회견 가져, 매매계약 원천무효 주장 신문

BN088 배곧신도시
군자매립지 도 감사처분에 시의회 한목소리, 

감사철회 및 개발지원 요청 결의문 채택
신문

BN089 배곧신도시
군자매립지 개발 시흥시, 주공 합의, 서울대 유치 등 

공감대 형성 개발 가속예상
신문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시흥장수

신문

시흥장수

신문

시흥장수

신문
http://www.shjangsu.com/731 2005-12-24

제정구, 한반위, 

한국화약

시흥장수

신문

시흥장수

신문

시흥장수

신문

http://www.shjangsu.

com/2089
2007-05-21

시흥의제, 

군자매립지

시흥장수

신문

시흥장수

신문

시흥장수

신문

http://www.shjangsu.

com/3289
2008-08-20

군자매립지, 

매매계약, 

감사처분

주간시흥 주간시흥 주간시흥

www.sh-news.com/sub_

read.html?uid=47&section=sc

9&section2=특집#09g0

2007-11-20
군자매립지. 

한국화약

주간시흥 주간시흥 주간시흥

www.sh-news.com/sub_

read.html?uid=274&section=s

c1&section2=#09g0

2007-11-26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매매계약

주간시흥 주간시흥 주간시흥

http://www.sh-news.com/

sub_read.html?uid=306&secti

on=sc1&section2=#09g0

2007-11-26
군자매립지, 

관광테마

주간시흥 주간시흥 주간시흥

http://www.sh-news.com/

sub_read.html?uid=344&se

ction=sc9&section2=특집/기

획#09g0

2007-11-27
군자매립지, 

한국화약

주간시흥 주간시흥 주간시흥

www.sh-news.com/sub_

read.html?uid=374&section=s

c2&section2=#09g0

2007-11-27
군자매립지, 

테마파크

주간시흥 주간시흥 주간시흥

http://www.sh-news.com/

sub_read.html?uid=1002&secti

on=&section2=#09g0

2008-02-04
군자매립지, 

뇌물

주간시흥 주간시흥 주간시흥

www.sh-news.com/sub_

read.html?uid=1127&section=&

section2=#09g0

2008-03-07
군자매립지, 

감사, 한화

주간시흥 주간시흥 주간시흥

www.sh-news.com/sub_

read.html?uid=1154&section=&

section2=#09g0

2008-03-17
군자매립지, 

뇌물

주간시흥 주간시흥 주간시흥

www.sh-news.com/sub_

read.html?uid=1195&section=s

c1&section2=#09g0

2008-03-24

군자매립지, 

시민대책위, 

한화건설

주간시흥 주간시흥 주간시흥

http://www.sh-news.com/

sub_read.html?uid=1563&secti

on=sc1&section2=#09g0

2008-08-18
군자매립지, 

계약철회

주간시흥 주간시흥 주간시흥

www.sh-news.com/sub_

read.html?uid=2775&section=

sc3&section2=소식#09g0

2009-09-12
군자매립지, 

한화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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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D 자료명 설명문 자료종류 소재지

문헌 BB000 공유수면매립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소고 논문

BB001 공유수면매립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공유수면매립지 분쟁연구 논문

BB002 도심활성화
도시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심활성화 방안연구

- 시흥시를 중심으로
논문

BB003 도심활성화 성장관리형 도심활성화 방은의 이론과 적용연구 - 시흥시를 중심으로 논문

BB004 공유수면매립 공유수면매립에서의 공유재 가치 보존방안연구 논문

BB005 공유수면매립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과 사법적 분쟁해결제도 논문

BB006 공유수면매립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수요특성과 개선방향 논문

BB007 공유수면매립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어업보상의 근거와 쟁점 논문

BB008 공유수면매립 공유수면매립지 귀속분쟁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논문

BB009 공유수면매립 지역사회 개발정책형성과정의 문제점과 대책:제주도 탑동공유수면매립사업 논문

BB010 공유수면매립 공유수면매립지 소유권 분리제도화를 위한 고찰 연구보고서

BB011
오이도 

공유수면매립
오이도 개벌 매립에 관한 시흥시의 제언 논문

BB012 시흥 시흥지역연구 연구보고서

BB013 한국화약 한국화약의 시흥매립지 특혜 의혹 저널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PDF 박종준 충남대 법학연구 제27권 제3호 2016 

PDF 김봉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 제9권제1호 2011 
정책네트워크, 

공유수면매립, 분쟁

PDF 박훈, 양성민
한국산학

기술학회

한국산학

기술학회
제12권 제10호 2011-10-00

도시균형발전, 

시흥시

PDF 박훈, 정재용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학회 제27권 제8호 2011-08-27
성장관리, 

도시재생

PDF
윤성순, 

박수진 외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연구보고서 2012-12-00

공유수면매립, 

공유재

PDF 김상태
행정법이론

실무학회

행정법이론

실무학회

행정법연구 

제30호 
2011

공유수면매립지, 

행정소송

PDF
박희망, 

윤성순

해양환경안전

학회

해양환경안전

학회
학술논문집 2016-04-00

공유수면매립, 

연안관리

PDF 이철환 전남대 전남대
법학논총 

제31집 제3호
2011

공유수면매립, 

어업보상, 어업권

PDF 장학봉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월간 해양수

산 2003-10
2003 공유수면매립, 분쟁

PDF 김정희 제주대학 제주대학
탐라문화 

제13권
1993

공유수면매립, 

제주도, 탑동

PDF

윤성순, 

박수진, 

신철오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2013-12-00

공유수면립, 

소유권

PDF 장동용
시흥환경운동

연합

시흥환경운동

연합

시흥환경운동

연합
2001-03-22

오이도, 갯벌,

환경운동연합

PDF 송재룡 외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경기연구원 2002 시흥, 도시개발

PDF 신명호 월간 말 월간 말 월간 말 3월호 1992 한국화약, 재벌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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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D 자료명 설명문 자료종류 소재지

BB014 배곧신도시

자본의 대학 지배에 맞서, ‘교육적폐’ 청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과 성낙인 총자에 맞선 

학생들의 투쟁이 던지는 시사점

저널

BB015 시흥시 시흥지역연구 단행본

BB016 한국화약
앞바다 잃은 소래포구 ‘격량’ 

- 한국화약 새법률 시행 하루 전 매립면허 따내
저널

BB017 한국화약 특혜인가 결제상 문제인가 저널

BB018 시흥 시흥시민 원탁회의-시흥의 100년 미래 비전을 만드는 300인 토론 단행본

BB019 시화지구 시화지구와 지속가능개발 단행본

BB020 시화지구 인간에게 대의란 무엇인가 저널

BB021 시화지구 한나라당 제정구 의원님께 저널

BB022 배곧신도시
한국화약매립지개발이익환수 

에따른 결의안
회의록

BB023 배곧신도시 한국화약의 군자매립지 개발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질의 회의록

BB024 배곧신도시 한국화약 공유수면매립지 시흥시로 개발이익 환수 촉구 회의록

BB025 배곧신도시 군자매립지 실무위원회 결정 사항 합의에 관한 동의한(시장제출) 회의록

BB026 배곧신도시 군자매립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안)에 관한 보고 회의록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PDF 윤민정 진보평론 진보평론 제72호 2017

자본, 시흥 

서울대 캠퍼

스, 부동산 

투기

PDF 송제룡
경기개발

연구원

경기개발

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2002 시흥

PDF 정기수 시사저널 시사저널
http://www.sisapress.com/

journal/articlePrint/106329
1991-11-18

한국화약, 

소래포구

PDF 남문희 시사저널 시사저널
http://www.sisajournal-e.com/

biz/articlePrint/106874
1993-11-18

한국화약, 

재벌특혜

PDF 희망제작소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2013-09-27
시흥, 

원탁회의

PDF 이철규
시화호

연대회의
시흥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04-02-03

시화지구, 

지속가능

개발

PDF 조유식 월간 말 월간 말 9월호 1995 
제정구, 

빈민운동

PDF 편집부
인물과 

사상

인물과 

사상
5월호 1998-05-00 제정구

PDF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제56회임시회 본회의 

http://council.siheung.go.kr/

minutes/document2_list.

asp?series=2&ntime=56

1998-06-24

한국화약, 

개발이익

환수

PDF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제79회 본회의 제2차 정례회 제7

차 http://council.siheung.go.kr/

minutes/pop.asp?ntime=79&con

type=1&subtype=0&number=7&

code=026B1K&subject=

2000-12-12

한국화약,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환수

PDF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제96회 본회의 제2차 정례회 

http://council.siheung.go.kr/

minutes/pop.asp?ntime=96&co

ntype=1&subtype=0&number=3

2002-12-20

한국화약,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환수

PDF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제125회 특별위원회 2차 정례회

http://council.siheung.go.kr/

minutes/pop.asp?ntime=125&co

ntype=3&subtype=1&number=2

2005-12-20

한국화약,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환수

PDF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제129회 임시회 특별위원회 제2차

http://council.siheung.go.kr/

minutes/pop.asp?ntime=129&co

ntype=3&subtype=1&number=2

&code=03KD0T&subject

2006-04-19 한국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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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D 자료명 설명문 자료종류 소재지

BB027 배곧신도시

시흥 박명학 의원, 한국화약의 소래지구 140여만평 매립후 

1조원 이상의 개발이익과 관련 시흥시 지방재원 확보 방안과 

매립에 따른 집단민원 대처방안

회의록

BB028 배곧신도시
1991년도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정왕동  이주선정 대상자 선정기준
회의록

BB029 배곧신도시
한국화약의 공유수면매립지 개발이익환수금 지역 환원 여부, 

수자원공사의 무상토석채취장 일방 계약으로 인한 주민피해 확산
회의록

BB030 배곧신도시 한국화약의 공유수면매립 면허허가 경위 추궁 회의록

BB031 배곧신도시
한국화약 공유수면매립면허 추진경위에 대한 경기도 지사 답변, 재벌특혜가 

아니라 84년 7월 6일 화약성능시험장 조성목적으로 신청한 것.
회의록

BB032 배곧신도시
시화지구 이주단지 기반시설 부실, 저수지 매립지로 연약지반 등으로 이주

민 피해 급증에 대한 대처방안 등 질의 
회의록

BB033 공유수면매립 "제주도 탑동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개발이익제주시환원에 관한 청원 회의록

BB034 공유수면매립 시흥 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 개발이익 환수 회의록

BB035 한국화약
한국화약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소래포구 어민 경기도청 농성과 

항로변경으로 인한 피해 증가 등에 대한 대응방안 질의
회의록

BB036 공유수면매립 시화호북측간석지개발반대결의안에 대한동의의 건 회의록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PDF
경기도

의회

경기도

의회

경기도

의회
제51회 제2차 본회의 1991-10-17

한국화약, 

개발이익환

수, 주민집

단민원

PDF
경기도

의회

경기도

의회

경기도

의회

kms.ggc.go.kr/minutes/xcom/minutesViewer.js
p?id=6659&keyword=%C3%AD%C2%95%C2
%9C%C3%AA%C2%B5%C2%AD%C3%AD%
C2%99%C2%94%C3%AC%C2%95%C2%BD#

pos1

1991-12-04

한국화약,  

이주민선정

기준, 보상

PDF
경기도

의회

경기도

의회

경기도

의회

http://kms.ggc.go.kr/minutes/xcom/
minutesViewer.jsp?id=6660&keyword=%C3%
AD%C2%95%C2%9C%C3%AA%C2%B5%C2
%AD%C3%AD%C2%99%C2%94%C3%AC%C

2%95%C2%BD#pos1

1991-12-05

한국화약, 

공유수면매

립, 개발이익 

환수

PDF
경기도

의회

경기도

의회

경기도

의회

http://kms.ggc.go.kr/minutes/xcom/
minutesViewer.jsp?id=6407&keyword=%C3%
AD%C2%95%C2%9C%C3%AA%C2%B5%C2
%AD%C3%AD%C2%99%C2%94%C3%AC%C

2%95%C2%BD#pos1

1991-12-07

한국화약, 

공유수면

매립면허

PDF
경기도

의회

경기도

의회

경기도

의회

http://kms.ggc.go.kr/minutes/xcom/
minutesViewer.jsp?id=6408&keyword=%C3%
AD%C2%95%C2%9C%C3%AA%C2%B5%C2
%AD%C3%AD%C2%99%C2%94%C3%AC%C

2%95%C2%BD#pos1

1991-12-09

한국화약, 

공유수면

매립면허

PDF
경기도

의회

경기도

의회

경기도

의회

http://kms.ggc.go.kr/minutes/xcom/
minutesViewer.jsp?id=6304&keyword=%C3%
AD%C2%95%C2%9C%C3%AA%C2%B5%C2
%AD%C3%AD%C2%99%C2%94%C3%AC%C

2%95%C2%BD#pos1

1992-08-19

시화지구 

이주, 

어민 보상

PDF

국회 

건설

위원회

국회

도서관

국회

도서관
국회 146회 건설위원회 제4차 1989-05-19

제주도 

탑동, 공유

수면매립면

허, 개발이익 

환수

PDF

국회 

건설

위원회

국회

도서관

국회

도서관
국회 제152회 건설위원회 제2차 1991-02-01

제정구, 

한국화약 

공유수면매

립 개발이익 

환수

PDF

국회 

내무

위원회

국회

도서관

국회

도서관
국회 154회 제3차 1991-05-01

한국화약, 

소래, 농성

PDF
시흥시

의회

시흥시

의회

시흥시

의회
185회 보사환경위 제2차 2003-09-02

시화호, 

시화공단,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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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D 자료명 설명문 자료종류 소재지

문헌 BB037 배곧신도시
정왕동 이주대책에 따른  

회의 결과 및 이주동향보고서(세입자, 어민 진정서 및 보상관련 보고서)
공문서

BB038 배곧신도시 시흥시 공유수면매립면허 재협의 회신 공문서

BB039 배곧신도시
시흥시 서해안 공유수면  

매립사업 감사결과 부적정 통보 요약문(1997.1.28 시흥시)
공문서

BB040 배곧신도시
시흥시 정왕동 공유수면매립면허 허가 연기에 관한 

시흥환경운동연합 질의서
공문서

BB041 배곧신도시 한국화약 시흥시 군자면 정왕리 공유수면매립 신청협의서 및 결과 통보문 공문서

BB042 배곧신도시 한국화약 공유수면매립면허 신청에 대한 매립면허증 공문서

BB043 배곧신도시
한국화약 군자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통보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 내용)
공문서

BB044 배곧신도시 제정구의원, 최재승 의원이 공유수면매립법 개정건의에 대한 조치 건의 공문서

BB045 배곧신도시
한화그룹에 보내는 한반위(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 반대 시흥시민위원회) 

공개서한, 소래어민 피해 및 한국화약 고소보도내용
보고서 

BB046 배곧신도시 한국화약 등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어민피해 정보사항검토보고서 공문서

BB047 배곧신도시 한국화약 정왕동 공유수면매립 공사 변경 및 준공기간 연장허가 통보 공문서

BB048 배곧신도시 한국화약 공유수면매립면허 추진경위 및 참고자료 공문서

BB049 배곧신도시 수자원공사의 시흥시 월곳동 공유수면매립면허재협의 회신 공문서

BB050 배곧신도시 한국화약 정왕동화약종합개발시험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협의(어민동의서) 공문서

BB051 배곧신도시 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장 공문서

BB052 배곧신도시 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업무협조및 회신 공문서

BB053 배곧신도시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시화지구녹지조성공간확보이행협조 공문서

BB054 배곧신도시
한국화약정왕동공유수면매립시시화지구와의 경계지역에 

차단녹지조성공간확보협의회신
공문서

BB055 배곧신도시 한국화약화약성능시험장부지조성공유수면매립및면허조건 공문서

BB056 배곧신도시 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변경인가서 공문서

BB057 배곧신도시 한국화약시험장 및성능시험장부지조성추가매립공사사업계획서(사업목적) 공문서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PDF

경기도  

시화지구개발

지원사업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1990-04-10
정왕동, 시화지구개발, 

이주

PDF 경기도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1991-03-27
시흥시. 월곳. 

공유수면매립

PDF
감사원 자치

행정감사국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2000 

정왕동,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매립

PDF
시흥환경운동

엽합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2000-10-13

정왕동, 시흥환경운동연합, 

공유수면매립

PDF 경기도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1984-09-27
한국화약, 공유수면매립, 

화약성능시험장

PDF 경기도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1986-12-30
한국화약, 공유수면매립, 

정왕동, 종합개발시험장

PDF 환경청장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1989-12-23
한국화약, 공유수면매립, 

환경영향평가, 

PDF 경기도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1993-11-03
제정구, 최재승, 한국화약, 

공유수면매립법

PDF 한반위, 경기도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1993-10-19
제정구, 한반위, 한국화약, 

공유수면매립

PDF 수자원국장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1991-05-14
시흥연안, 한국화약, 

어민피해

PDF 경기도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1992-02-24
한국화약, 

공유수면매립 면허 연장

PDF 경기도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한국화약, 

공유수면매립면허

PDF 건설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1991-03-28
공유수면매립, 수자원공사, 

월곳동

PDF 경기도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1988-11-22 한국화약, 공유수면매립,

PDF 경기도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1987-05-27
한국화약, 공유수면매립, 

화약성능시험장

PDF
한국화약, 산업

기지개발공사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1987-09-04

한국화약, 공유수면매립,산

업기지개발공사

PDF 건설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1988-12-26 공유수면매립, 녹지조성

PDF 수자원공사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1988-12-29
한국화약, 공유수면매립, 

녹지조성

PDF 경기도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1989-03-23
한국화약, 화약성능시험잠, 

매립면허조건

PDF 경기도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1992-02-24
한국화약, 화약성능시험장, 

공유수면매립

PDF
한국화약, 산업

기지개발공사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1988-06-00

한국화약, 공유수면매립, 

화약성능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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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D 자료명 설명문 자료종류 소재지

동영상 BV000 군자매립지 군자매립지 특혜논란 가열 방송

BV001 군자매립지
이명운 전 시흥시의회 의장 인터뷰 : 한화 매립지 147만평 중 

123만평 5600억원 매입한 토지, 시민의 땅, 군자매립지
인터뷰

BV002 배곧신도시
시흥 군자신도시  

홍보동영상
홍보영상

BV003 배곧신도시 서울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체결촉구시흥시민연대 영상

BV004 서울대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유치관련 김윤식 시장 긴급 기자회견 기자회견

사진 BP000 배곧신도시 배곧생명공원에서 바라본 낙조 사진

BP001 배곧신도시 배공새명공원에서 바라본 낙조 사진

BP002 배곧신도시 배곧생명공원에서 바라본 배곧신도시 사진

BP003 배곧신도시 옥구도 정상에서 바라본 배곧신도시 사진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mp3 KBS 뉴스 KBS KBS

https://www.

youtube.com/

watch?v=IjGl1xtK8ZM

2009-03-19
군자매립지 

특혜

mp3

시흥 60 

주간 토론 

생방송

시흥 라디오 시흥 라디오

http://m.blog.daum.net/

chiw0007/12352151?cate

goryId=682057

2009-09-14

한화매립지,  

개발이익 지

역환원

mp3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https://www.

youtube.com/

watch?v=uzQYY5eBrNA

2012-02-20 군자신도시

mp3 시흥넷 시흥넷 시흥넷

https://www.

youtube.com/

watch?v=FxX54Pjqqy8

2015-11-20

서울대 시흥

캠퍼스, 실시

협약

mp3 시흥방송 TV 시흥방송 TV 시흥방송TV

https://www.

youtube.com/

watch?v=gzT3_3S04_I

2013-10-16
시흥시장, 

서울대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22 배곧신도시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22 배곧신도시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24 배곧신도시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24 배곧신도시



배곧신도시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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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002
공유수면매립이익 50% 환수 
86년이전 소급적용 큰반발

정부, 업계, 위헌입법 부당성 들어 
41건 5천2백여만평 해당

(동아일보 1989.12.11)

BN000
한국화약서 인천 남동구 고잔어촌계 어민 
1백명 - 어장 피해보상 요구 농성
(한겨레 1989. 2. 16)

BN001
공유수면 매립 9개 재벌 63%
88년부터 올 8월까지 매립면허 건수 37건, 총 159만여평
한국화약, 현대자동차, 삼성종합건설 등 9개 재벌기업에 면허
(한겨레 1989. 10. 6)

BN004
공유수면매립허가 작년 이후 3천만평, 
한국화약이 화약성능시험장 부지로 
시흥시 정왕동 등 매립
(매일경제 1990. 7. 7)

BN003
공유수면매립 86년허가 특혜 의혹

이익환수법 발효직전 14건 무더기 처리
환수차익 수천억원대 추정

(동아일보 1989.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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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005
5공말기 무더기 허가 
간척사업 무효확인 
심판청구 경실련 등 첫 제기, 
한국화약 135만평과 삼풍 건설 
16만2천평 매립허가 특혜
(동아일보 1990. 11. 6)

BN006
시흥시민이 앞장선 投機 제동
한화 시흥매립 반발의 배경, 매립면허 
법개정 하루 전 따내, 공영개발-이익 市서 환수해야
(동아일보 1991. 2. 13)

BN007
한화 시흥매립 시민단체 거센 반발

공해우려-허가과정 아리송
“화약 시험장 부지 시러 택지 조성해야” 요구

(동아일보 1991.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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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008
한국화약 수면매립 관련 폐쇄항로 
복구 요구 농성 주민 
연행 중 경찰에 맞아 7명 부상
(한겨레 1991. 4. 5)

BN010
경찰 어민 농성 ‘불참각서” 강요
소래 한국화약 매립공사 지원 의혹
(한겨레 1991. 4. 7)

BN011
한국화약 소래포구 항로 매립

행정기관 감독안받고 공사, 내무부 조사 (동아일보 1991. 4. 13)

BN009
소래포구 매립취소 

요구 어민 
2백명 9시간 농성

경기도가 공유수면매립
개정 하루 전 86년12월 

30일 한국화약에 
매립허가, 재벌 특혜

(동아일보 1991. 4. 6)

BN012
한국화약 뱃길 매립취소요구 
소래포구 어민들 이틀째 농성

(한겨레 1991.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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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013
소래 공유수면매립 법정비화, 
한국화약 항로폐쇄 
보상협상 진전없어
어민들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서’
제출 (한겨레 1991. 5. 23)

BN015
공유수면 매립반대 경실련 시민 대행진
한국화약 공유수면매립 반대 
시흥시민위원회 시민행진 개최 (동아일보 1991. 10. 26)

BN016
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 집회. 경실련, 
시민위 3백명 “재벌에 특혜’ 주장(한겨레 1991. 10. 27)

BN017
해양도시 개발 시흥앞바다 매립 어민 생존위협. 시흥 관광지, 항구 백지화 투쟁, 경기도와 인천시 마찰 (한겨레 1991. 12. 6)

BN014
한국화약 소래포구 매립공사 
인천시서 면허취소건의 약속, 

신민당 소사단 밝혀
(한겨레 199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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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018
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

(위원장 제정구) 
시흥 앞바다매립허가 관련 전 건설장관, 경기지사 고소

(한겨레 1992. 1. 8)

BN020
시흥시민단체, 
한국화약 매립허가 특혜 주장

“개발이익노린 정경유착” 주장
시민단체 “市에서 환수 택지로 
공급해야’
(동아일보 1992. 1. 9)

BN021
시흥 앞바다 매립 특혜의혹
경기도 여건 고려않고 어항,
관광단지 허가
(한겨레 1992. 2. 19)

BN019
86년 한화에 시흥 앞바다 매립허가 당시 

장관 이규효씨 등 고소
매립반대위 “시민재산 피해”주장

(동아일보 199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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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022
‘6共 비리의혹’ 민자후보 침묵 3대 의혹,

제정구 후보, 한국화약 시흥시 공유수면매립허가 특혜 주장
(한겨레 1992. 3. 19)

BN024
시화 간척시 개발 

시흥시-건교부 마찰
(한겨레 1996. 5. 27)

BN023
한화 공유수면매립 5共 허가 조사요구 시흥시민위(위원장 이명운) 청원 (동아일보 199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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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000
배곧생명공원에서 바라본 낙조
(인천사연구소 2018. 10. 22)

BP001
배곧생명공원에서 바라본 낙조
(인천사연구소 2018. 10. 22)

BP002
배곧생명공원에서 바라본 배곧신도시 (인천사연구소 2018. 10. 24)

BP003
옥구도 정상에서 바라본 배곧신도시 (인천사연구소 2018. 10. 24)

※수록 자료 중 일부는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갈무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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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전 잃은 사람들이 
서로 비비고 섞이며 살아가는 
‘찐한’ 공동체를 향하여-
복음자리

‘터’는 집이나 건물을 지었거나 지을 자리를 뜻하는 말이다. 급격한 산
업화의 과정 속에서 정부의 저곡가 정책으로 생계가 막막했던 농민들은 
살길을 찾아 오랫동안 생활해온 자신들의 터를 떠나야만 했다. 새로운 
터를 기반으로 삶의 희망을 키우려는 사람들이 서울로 모여들었지만 별
다른 기술이 없던 농민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단순 기술직이나 일용직 
뿐 이었다. 산업화에 따른 대규모 인구이동은 아직 사회적 제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도시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하였다. 경제개발에 착수하기 직
전인 1960년 서울 인구는 약 245만 명. 1970년에는 554만 명으로 늘어
났다. 도시 임금노동자 수는 1960년 130만 명에서 1970년 340만 명으로 
급증하였다.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약한 이주민들은 도시 빈민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고 적은 임금으로 이들이 살아갈 곳은 무허가 주택
뿐이었다. 도시 주변의 야산이나 하천 부근에 무허가주택, 속칭 판자촌
이라는 새로운 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시 주택보급률이 46%
에 불과하던 시절, 무주택가구의 절반 이상이 무허가건물에 살았다. 해
방 직후부터 생긴 서울시 무허가주택은 1960년 5만5,887채에서 1969년
에는 26만8,805채로 늘어났다. 

성장위주의 발전을 추구하던 권위주의 정부의 국가 발전계획에 있어 
이러한 판자촌은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한 부분이었다. 서울시가 
도시 미관과 위생이라는 명목 하에 판자촌 강제 철거에 나섰지만 판자
촌은 하루가 무섭게 증가하였다. 

▲ 1960년 청계천. 출처 : 제정구 기념사업회(위)

▲ 1965년 청계천. 출처 : 제정구 기념사업회(아래)

▲ 1970년대 청계천판자촌. 

  출처 : 연합뉴스.2018.2.9(위)

▲ 1970년대 청계천판자촌. 

  출처 : 연합뉴스 2018.2.9(가운데)

▲ 양평동 판자촌. 

  출처 : 제정구 기념사업회(아래)

결국 ‘후손에게 물려 줄 아름다운 서울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치부를 은폐하기로 결정한 정부는 강제철거와 이주정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1971년 8월 경기도 광주(현 성남시) 대단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대단위 이주정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안양천 주변 양평동, 양남동지역의 대규모 판자촌이 
대대적인 철거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1976년 8월에 나온 철거계고장에
는 ‘1977년 3월 말까지 자진해서 철거하라’는 내용이 고시되었다. 어떠한 
기반시설이나 생계수단의 대책 없이 판자촌 주민들은 잠시나마 뿌리를 
내리고 삶을 이어가던 작은 쉼터에서 조차 국가에 의해 뿌리가 뽑히게 
되었다. 제정구와 정일우 신부가 막막한 현실에 직면한 이 지역 철거민들
과 함께 시흥군 소래면 신천리에 뿌리를 내리고 일군 터가 바로 복음자
리 마을이다. 복음자리 마을은 이후 1979년 이주한 한독 주택과 1985년 
이주한 목화 마을까지 포함하는 지역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복음자리의 역사는 한국 사회운동의 역사를 담고 있다. 한국의 사회
운동은 권위주의정권에 대항하는 민주화운동으로 시작되었으며, 민주
화 이후에는 시민운동, 민중운동, 지역 풀뿌리운동으로 다양하게 변화
하였고, 나아가 제도영역으로 진출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복음자리의 역사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1. 새로운 터전, 공동체의 시작
   1) 복음자리 마을

복음자리 마을로의 이주와 건설과정은 1976년 양평동지역의 철거로부
터 시작되었으며 이주사업의 주축은 제정구와 정일우 신부였다. 두 사람
은 청계천 뚝방과 양평동 판자촌에서 빈민으로 주민들과 같이 생활하
면서 그들 안에서 공동체가 형성되어 가는 경험을 살려 집단이주를 계
획했고 지금의 마을 터를 찾았다. 제정구는 “가난한 사람은 시골에서
도 도시에서도 혼자 살 수 없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
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어디에 일이 있는지, 적은 돈을 빌리더라도 가
난한 사람들 속에서 정보를 얻는 거지, 다른 부유한 동네에서는 일거리
도 없고 돈 한 푼 빌릴 수도 없다. 그래서 결국 가난한 사람끼리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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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함께 사는 것이 사람구실을 하고 사람값을 받고 사람답게 사는 것
이 아니냐.”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공동체 마을 건설은 자금부족으로 포기할 뻔했으나 김수환 추기경의 
주선으로 독일의 미제레올 선교회에서 5만 달러의 융자를 받아 당시 시
흥군 소래면 신천리에 땅 3만 2000평을 매입할 수 있었다. 이주의 선결
과제였던 부지 선정과 매입이 끝나자 이제 남은 일은 이주자 모집과 이
주단지의 건설이었다. 철거대책으로 집단이주라는 방식 자체가 생소한 
것이었고, 아직도 기회의 땅이라고 여기던 ‘서울’, 그래서 ‘서울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았던 철거민들에게 서울 밖으로의 이주는 선뜻 내키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철거민들은 이주신청과 탈퇴를 반복했다. 이러한 과
정을 거치면서 1977년 3월 15일 땅을 계약하고 3월 31일 등기이전, 4월 
9일에는 170세대로 이주 가구 수가 확정되었다. 믿음보다 미리 익숙해
진 불신 속에서 사회적 약자로 생활해온 그들에게 계약문서는 신뢰보다
는 불안과 의심을 앞서게 했다. 결국 이러한 불안과 의심은 제정구와 정
일우 신부와의 끊임없는 부딪힘을 통해 상대를 확인하고 신뢰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복음자리 이주민들은 황량한 부지에 천막을 치고 생활
하며 그들의 터를 닦아 나갔고 스스로 벽돌을 찍고 쌓으며 정일우 신부
가 말하는 ‘찐한 공동체’가 되어갔다.

시골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대문과 담이 없는 구조로 설계된 복음자리
마을은 6월 14일 건축 기공식, 7월 28일 상량식, 9월 22일 골조공사를 
끝내고 6평에 75세대, 9평에 45세대, 12평에 40세대, 15평에 10세대가 이
사를 했다. 

▲ 복음자리 마을의 시작, 천막생활. 

  출처 : 시흥시사8(위)

▲ 복음자리 터를 방문한 김수환 추기경. 

  출처 : 시흥시사8(아래)

▲ 복음자리마을 상하수도설치 

  출처 : 제정구기념사업회

▲ 제정구와 정일우 신부, 

  출처 : 제정구 기념사업회(위)

▲ 복음자리 재개발 기사. 

   출처 : 연합뉴스 2008.8.19(아래)
▲ 복음자리 터 닦기. 출처 : 시흥시사8(위)

▲ 모래 나르는 주민. 출처 : 시흥시사8(아래)

▲ 천막생활 중 주민회의 출처 : 시흥시사4(위)

▲ 복음자리 입주 현수막. 출처 : 시흥시사8(아래)

▲ 2004년말 복음자리마을. 

  출처 : 가톨릭평화신문2009.3.22.(위)

▲ 복음자리 마을. 

  출처 : 시흥시사8(아래)

▲ 벽돌찍기. 출처 : 시흥시사8(위)

▲ 벽돌쌓기. 출처 : 시흥시사8(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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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독주택

1977년 복음자리마을이 완공된 이후에도 새로운 정착촌 건설운동은 
계속되었다. 두 번째 정착촌은 1978년 건설에 착공하여 이듬해인 1979
년에 완공되었다. 이 이주촌은 연립주택으로 건설되었는데, 주택명은 한
국과 독일에서 각각 첫 글자를 따서 한독주택이라 하였다. 한독주택의 
이주민은 164세대로 이전 거주 지역은 시흥동, 사당동, 양평동, 양남동 
등 서울지역과 경기도 안양 일대의 철거민들로 다양하였다. 

새로운 주민 이주운동은 복음자리마을의 형성과 마찬가지로 제정구, 
정일우 신부 등 소위 공동체식구들의 지원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이주
자 모집이 1978년에 이루어진 후, 이주 희망 세대수에 맞춰 한독주택이 
건설되었다. 이듬해 1970년 한독주택이 완공되자 입주가 이루어졌다. 한
독주택은 ‘가’동부터 ‘바’동까지 총 6개 동으로 구성되었는데, 개별 건물
은 모두 2층으로 건설되었다. 분양된 주택의 기본 평형은 8평형과 9평형 
두 가지였고, 내부는 방2개에 부엌 하나의 구조였다. 당시 분양 가격은 
평당 30만원으로 책정되어 8평형은 240만원, 9평형은 270만원에 분양되
었다.

나지막한 언덕에 2층으로 지어진 한독주택은 문화주택으로 불리었고, 
지역 주민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2층 슬래브건물에 개
별 화장실까지 겸비한 한독주택은 주거환경 면에서 복음자리에 비해서
도 한층 개선되었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만족도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한독주택은 15층의 녹원아파트로 재건축되어 6개동의 주거공
간과 마을회관으로 이루어졌던 과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3) ‘목동이주민이 화합하여 살자’ - 목화연립

1984~1985년에 진행된 목동의 철거반대투쟁은 한국 빈민운동사에서 
한 분기점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1970년대 이후 산발적으로 이루어
졌던 철거반대투쟁은 목동투쟁을 계기로 조직적인 발전과 대중화를 이
루었다. 목동투쟁을 통해 제정구가 주도한 ‘천주교도시빈민사목회’(천
도빈)가 설립되었고, 뒤이어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기도빈)등이 생
겨났다. 주거권, 도시빈민운동이라는 용어도 이때를 계기로 대중화됐고, 
수많은 학생운동세력이 철거투쟁에 본격적으로 결합하기 시작한 것도 
목동투쟁을 통해서였다. 

목화연립 건설의 재원 마련방식은 복음자리나 한독주택과는 차이를 보
인다. 복음자리와 한독주택이 모두 독일에서의 지원금으로 지어진 데 반해, 
목화연립은 독일에서의 지원금 3억 원과 정부의 저리융자로 건설되었다.  

목화연립은 모두 세 동으로 구성된 3층 연립건물이었다. 1동과 3동은 
추가 이주자들에게, 2동은 초기에 이주한 36세대에게 분양되었다. 이처
럼 초기 이주자와 추가 이주자들을 구분한 것은 추가 이주자들은 임대
아파트 분양권을 받고 이를 다시 되팔았으므로 초기 이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차이는 분양가에
도 반영되었다. 토지 매입비용은 평당 2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2동 주
민에게는 가구당 50만원이 책정되어졌고 1,3동에는 가구당 300만원이 
책정되었다.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에 거래된 아파트 입주권 판매금액
을 고려한 결과였다. 

입주 초기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지
역에 뿌리내렸다. 이들은 자치위원회를 운영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해 자
신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목화마을 출신 중에서 이장을 내는 등 정
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하였다. 

▲ 건설중인 목화연립 (출처)시흥시사8(위)

   2018. 10. 24. 목화연립(아래)

▲ 한독주택 재개발한 녹원아파트 

  출처 : 시흥시사8

▲ 준공직후 한독주택 

  출처 : 시흥시사8



「디지털시흥문화대전」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복음자리C 08 C 09

2. 터에서 맺어가는 공동체
1) 정신적 결속, 잔치 - 단오제

복음자리마을은 잔치(단오제)를 통해 공동체의 생명력과 유대감을 강
화해 왔다. 복음자리마을은 철거민들의 인위적인 결합, 출신지역도 다르
고 직업이나 집안도 각각인 사람들의 결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익
숙해진 불신 속에서 생활해 왔던 사람들에게, 이성적인 대화와 타협 보
다는 악다구니와 폭력이 해결책이었다. 정말 다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유를 들어 발생하는 일상의 다툼이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러한 이
유로 공동체 형성은 미약할 수밖에 없었고 인간적 결속 또한 힘든 조건
이었다. 이러한 조건이었기에 이곳의 마을잔치(단오제)는 단순한 놀이나 
여가가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 필수적 요소인 결속력을 추구
하는 과정이었다.

단오제의 시작은 복음신협이 인가받은 5월, 일종의 신협 생일잔치를 통
해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 보고자하는 취지에
서 시작되었다. 단오제는 마을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
여 한바탕 노는 유일한 행사였다. 당시는 노동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
던 시기로 인근의 인천, 부천, 구로공단 근로자들과 젊은이들도 함께 참
여하였다. 이들은 마당놀이나 연극으로 당시의 시대상을 표현하며 공감
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노동의 의미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졌다. 

단오제는 복음장학회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단오제 때 진행되
는 수익사업과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은 장학회 기금으로 사용되었다. 

1984년 시작된 단오제는 처음에는 복음자리마을 안에 있는 공터에서 진
행되었다가 규모가 커지면서 인근 신일초등학교 운동장으로 옮겨졌다. 
이후 2010년 중단되었다가 2014년 소래 단오제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현재 단오제는 복음자리마을과 주변지역의 변화로 마을공동체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 기본 취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일례로 행사 수익사업과 바자회의 수익은  제정구 장학회 기금으로 활

용하여 시흥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2) 공동체생활을 위한 경제적 결속, 복음신용협동조합과 복음장학회

복음신협의 창설은 단순한 철거민 정착촌이었던 복음자리마을이 지역
공동체로 변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본격적인 삶의 
문제에 직면해 빈곤의 악순환을 겪을 수 밖 에 없었던 주민들에게 신협
의 경제적인 도움은 큰 희망이었고 이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
될 수 있었다. 신협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민들 간의 소통을 확대하
고 주민들의 의식을 고양하는 활동을 했다. 그로인해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과 자부심을 높이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했고 그것은 돈 문제이기도 했다. 

복음자리 이주를 주도했던 제정구는 이주 후 곧 신협 창설활동을 개시
했다. 융자금 청산과 고리대 차단을 기본 목적으로 한 복음신협은 1978
년 5월 7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54명의 조합원으로 출발했다. 

일반적으로 신협은 서민 저축기관으로서의 은행 역할을 하는 데 그치
지만 복음신협은 경제적인 유대 못지않게 사회적 인간관계를 중시하며 
‘출자금을 바탕으로 개인(지역사회 사람들)들을 스스로 활동케 하는 협
동조직“이라 규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복음자리마을의 특성 중 하나는 마을이 바둑판처럼 구획되어 각각
의 구역을 담당하는 반장제도를 운영한 점이다.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
해 밤마다 반장들이 바구니를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출자를 권유
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직금인 셈이다. 이렇게 마련된 출자금을 
바탕으로 창설된 신협은 복음자리마을에서 경제적 공동체 결속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90%이상의 
주민이 신협에 가입했고 독일에서 받은 융자금도 완납하였다. 

복음자리마을의 공동체적 결속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복음신협은 이
제는 경기 시흥신협으로 명칭이 바뀌어 지역의 공식 금융기관이라는 성격
이 강하다. 하지만 지금도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복음자리 마을 광장. 출처 : 시흥시사8(위)

▲ 복음자리 마을회관. 출처 : 시흥시사8(아래)

▲ 초창기 복음신협 사무실. 

  출처 : 시흥시사8(위)

▲ 복음신협 

  출처 : 시흥시사4(아래)

▲ 복음자리 잔치. 출처 : 제정구기념사업회(위)

   2018. 6. 16. 복음단오제(아래)

▲ 장학기금마련 바자회. 

  출처 : 제정구 기념사업회(위)

▲ 1975년 제정구와 야학졸업생. 

  출처 : 연합뉴스 2018.2.9(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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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과 함께 복음자리마을의 공동체성을 잘 보여주는 조직은 복음장
학회이다. 복음장학회는 신협이 만들어지고 몇 년 지난 1983년 3월에 조
직되었다. 1980년대 중반까지 복음장학회는 한 달에 500원 이상의 회비
로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었고 1985년에는 회원 258명에 총자산 2,100
만 원의 규모가 되었다. 

복음장학회는 2002년 제정구장학회로 개칭하고 신천동 지역을 벗어
나 시흥시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2005년 4월 사단법인 제정구기념사업
회 제정구장학회로 개편되었다. 2005년의 실적을  보면 총 11명의 학생
에게 4,900,000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장학회의 운영은 후원인들의 
후원금과 단오제 행사의 수익사업을 기금으로 하여, 그 해 발생한 수익
금 전부를 해당 해에 모두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기금을 적립
하거나 기금을 이용한 수익사업은 일체 배제한 투명한 운영으로 장학회 
초기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3. 공동생산, 공동생활
실업 내지 반실업상태의 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불안정한 취업상태
에 있는 복음자리 주민들로서는 안정적 생계수단의 확보야말로 가장 
긴요하고 직접적인 문제였다.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것이 공동
생산 또는 생산 공동체에 대한 시도였다. 아울러 제정구, 정일우 신부를 
중심으로 한 공동생활은 복음자리마을의 두드러진 생활형태 중의 하나
였으며 공동체적 삶의 중요한 시도였다. 

공동생산은 근본적인 생계조건을 확보함으로써 공동체의 토대를 확
고히 하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경제적 토대의 불안정으
로 주민들의 삶 전체가 흔들린다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동생산의 문
제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이었던 것이다. 초창기
부터 마을 사람들이 공동작업을 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일이 종종 있었
다. 이러한 활동은 본격적인 생산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힘들었
다. 하청 받은 일을 부업으로 하는 것은 자신들이 직접 생산의 주체가 
되어 본격적인 생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래서 시작된 것이 렉스토끼 키우기, 한우사육, 판넬 임대 사업이었지만 
시장 경쟁력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결국에는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 복음장학회. 출처 : 시흥시사8(위)

▲ 복음장학회 정기총회. 출처 : 시흥시사8(아래)

▲ 복음자리 공동체 식사시간. 

  출처 : 시흥시사8(위)

▲ 복음자리 공동체식구들. 

  출처 : 제정구 기념사업회(아래)

한편 생산공동체와 다른 맥락의 생활공동체도 존재했다. 이 공동체는 
마을 주민 출신이라기 보다는 정일우 신부와 제정구 부부를 비롯한 3가
족과 자녀들, 수녀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였다. 그냥 한 집에 머물면서 먹
고 자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일상의 가정공동체처럼, 한마디로 아무
런 조건이 없는 생활공동체였다.

생산 공동체 활동은 실패했지만 생활공동체는 공동체 식구들의 수익
을 위해 재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다. 쨈이나 각종 차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복음자리’는 생활공동체의 독자적인 활동으로 출발한 것이었
다. 현재 복음자리 주식회사는 이미 작은 공동체는 물론이고 전체 공동
체와도 분명히 구별되는 독립기업이다. 회사가 복음자리마을에서 출발
했고, 또 초기에는 마을 사람들을 고용해 일을 하기도 했지만 2009년 
대상(주) 계열사에 편입되어 현재는 마을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복음자리마을의 공동체성의 유지는 이주를 주도했던 제정구, 정일우 
신부 등의 노력과 함께 마을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복음자리 주민들은 이주 이전 판자촌 특유의 공동생활 경험, 
철거와 이주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기쁨 등 공통의 경험을 통해 집단적 
결속을 강화시켰다. 

반면에 공동체를 위협하는 현상들의 주요한 기반은 가족으로 대표되는 
혈연관계의 회복, 강화였다.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주민들 사이에 
판자촌 시절에 멀어졌던 혈연관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가정적 기반의 회복은 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
다는 자기 소유를 더욱 확장하려는 개체주의적 논리와 연결된 것으로 보
인다. 입주 이후 대문과 담장이 새롭게 생겨난 것이 이를 대변한다.

1980년대 복음자리마을을 다룬 한 연구자는 “거주지 마련이라는 공동
의 목표가 실현되고 그 다음의 집합적 방향이 분명치 않은 상태가 지속
되면서, 다시 가족 중심의 개체주의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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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 개의 마을 그리고 작은자리 
복음자리마을은 가장 먼저 입주했고 입주과정 또한 집단적, 개별적 노
력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을 분위기도 공동체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천막촌생활을 비롯해 주택 건축과정에서 집단적으로 생
활한 경험이 많아 서로 같은 마을 사람이라는 결속력이 강했다. 게다가 
신협이나 장학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공동체적 의미를 강하게 의식하
고 있었다.

반면에 한독마을은 주택 건축과정이 전문 건설업체에 맡겨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복음자리 주민들이 경험한 공동체성
을 느끼지는 못했을 것이다. 또 이미 입주해 있던 복음자리마을로부터 이
런저런 도움과 영향을 받을 수 있었기에 입주과정의 고통도 상대적으로 
덜했다고 보인다. 게다가 6개 동의 연립주택 형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복음자리마을과는 외관부터 달랐다. 그렇지만 입주 시기 등 여러모로 복
음자리와 유사한 점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목화마을은 앞의 두 마을과 여러 면에서 달랐다. 철거 후 집
단이주, 독일의 지원, 제정구 등의 개입은 비슷했지만 시기도 비교적 늦
게 들어왔고, 이주과정도 상당히 달랐다. 목화마을 주민들은 무엇보다 
오랫동안 치열하게 진행된 목동 철거반대투쟁의 경험을 갖고 있었다. 앞
의 두 마을이 사실상 거의 투쟁 없이 집단이주 자체에 집중했다면 목화
마을은 치열한 투쟁을 거쳤기 때문에 투쟁력과 의식성이 매우 높았던 것
으로 보인다. 

3개 마을은 의식적인 공동체성도 존재하고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생활
권을 이루고 있다. 여러 여건상 3개 마을은 약간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게 되었고, 한독과 목화는 연립주택 형태였기에 공간적 공동체성은 상
당히 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분산된 3개 마을을 통합하는 장치는 
신협, 단오제, 장학회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지만 그것이 공간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작은자리라고 할 수 있다. 

원래 작은자리는 3개 마을의 중간지점에 배치하여 3개 마을의 구심역할
을 하도록 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주민들의 합동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
면서 3개 마을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삼고자 한 것이었다. 

▲ 작은자리 낙성식. 

  출처 : 가톨릭신문 2009.11.29(위)

▲ 작은자리. 

  출처 : 작은자리 홈페이지(아래)

그래서 1985년 만들어진 작은자리에서는 야학, 풍물연습 등도 하게 되
었고, 주민교육 장소, 신협 등의 행사 장소로도 쓰이게 되었다. 

애초 3개 마을의 정신적인 통로로 생각했던 작은자리는 인근에 공장들
이 들어서면서 공장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교실 등의 역할도 하게 되었
다. 그래서 작은자리는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
운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게 되었고, 특히 제정구가 인천지역사
회운동연합 의장을 맡게 되면서 전면적인 지원이 이루어 졌다. 작은 자리
는 1996년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하였다. 
 작은자리의 지역복지운동은 30여 년 동안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동체적 
삶을 이끌어내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공동체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시흥이 한국 사회운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빈민
운동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한국 빈민운동의 역사’라 할 수 있는 인물
인 제정구가 시흥에 복음자리를 마련하면서 시흥은 빈민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또한 시흥은 ‘한국화약 공유수면 매립반대 시흥시민위원회’(한반
위)와 같은 새로운 사회운동이 발생하는 근거지가 됨으로써 한국의 사
회운동에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했다. 다시 말해서 시흥은 한국 사회운동
을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한국의민주화를 앞당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지역이다.

복음자리는 권위주의정권 시기에 전개된 서울 철거 이주민들이 정착하여 
민주화운동의 한 축인 도시빈민운동이었다. 그 후에는 작은자리로 상징
되는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주민운동으로 변화하였으며, 민주화
가 성숙하자 지역복지운동을 전개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이
처럼 복음자리는 사회구조적 변동의 시기마다 변화를 거듭하였다는 점에
서 한국 사회운동의 역사를 보여 줌과 동시에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
도하였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운동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복음자리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공동체 정신이었다. 이
상을 현실의 삶 속에서 실현시킨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한 채 완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아
직까지 가능성일 뿐이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복음자리 공동체의 뚜렷한 

▲ 2018.10.24. 작은자리 제정구 생명마당(위)

▲ 2018.10.24.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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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들은 신협, 사회복지 법인 복음자리, 제정구장학회 등이다. 하지만 제
정구와 정일우 신부의 ‘서로 비비고 섞이는 찐한 공동체’ 정신은 아직까
지도 그와 함께 했었고 그를 기억하는 많은 이들에 의해 시흥 역사의 큰 
줄기로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 비전선언문의 한 부분을 인용하여 
글을 맺고자 한다.  

“1970년대, 서로를 보듬고 세우고자 만들었던 청계천 판자촌의 복음자
리사랑방도, 신천동의 복음자리마을도 지금은 사라졌다. 그러나 가난은, 
눈에 띄지 않는 데로 밀려나거나 숨어들었을 뿐, 사라지지 않은 채 다양
한 사회적 약자의 삶으로 녹아들었다. 사회적 약자들은 당당하고 행복
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원한다. 여기에 우리, ‘복음자리공동
체’가 서 있다.”

▲ 제정구의 정신을 함께 하는 시흥시 

   2018.10.24.(위)

▲ 정일우 신부 추모기사. 

  출처 : 아시아타임즈. 2017.11.7(아래) 

출처 :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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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짐없는 큰 자유-빈민의 벗, 제정구의 삶』, 학고재, 2000

· 「황규남 (경기신협 상무) 구술」, 2018.9. 3, 경기신협 사무실.

· 제정구기념사업회, http://jjgfound.or.kr/index.php

·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http://www.jakunjari.or.kr/wpage/index.php

· 민주화기념사업회, http://www.kdemo.or.kr/

· 제정구장학회, http://www.jjgss.or.kr/main.htm



복음자리
메타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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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D 자료명 설명문 자료종류 소재지

사진 CP001 제정구선생추모식 경남 고성군 대가면 적정리 묘소에서 열린 19주기 추모식 사진

CP002 생명마당준공기념식 제정구 생명마당 준공 기념식에서 격려사하는 김윤식 시흥시장 사진

CP003 젊은시절 제정구 젊은 시절의 제정구 선생 사진 사진

CP004 정일우신부 사진 정일우 신부 사진 사진

CP005 1975년 야학졸업식 1975년 야학 졸업생들 사진

CP006 복음자리 건축현장
복움저리 마을 건축현장에서 시멘트 벽돌을 찍어내고 있는 

제정구, 제정원, 정일우
사진

CP007 천막생활 복음자리 마을의 시작, 천막생활 사진

CP008 김수환추기경방문 복음자리 터를 방문한 김수환 추기경 사진

CP009 복음자리 천막생활 복음자리 천막생활 중 주민모임 사진

CP010 터닦기 복음자리 터닦이 사진

CP011 건축현장 복음자리 건축현장에서 모래 나르는 주민 사진

CP012 건축현장의 학생들 복음자리 건축현장에서 일손을 돕는 학생들 사진

CP013 복음자리 모습 모습을 드러낸 복음자리 사진

CP014 입주현수막 복음자리 입주 축하 현수막 사진

CP015 초기 복음신협 초창기 복음신협 사무실 사진

CP016 복음신협 캠페인 복음신협 출자의 날 캠페인 사진

CP017 복음장학회 복음장학회 사진

CP018 기금마련 바자회 복음장학회 기금마련 바자회 사진

CP019 장학금 전달식 복음장학회 장학금 전달 사진

CP020 복음자리생활공동체 복음자리 생활공동체 식사시간 사진

CP021 복음자리마을회관 복음자리 마을회관 사진

CP022 한독주택터 준공전 한독주택 터 사진

CP023 한독주택 준공직후 한독주택 사진

CP024 녹원아파트 한독주택을 재건축한 아파트 사진

CP025 목화연립건설 건설중인 목화연립 사진

CP026 목화연립 2006년 목화연립 사진

CP027
2018작은자리종합

사회복지관
작은자리 종합사회복지관 2018 사진

CP028
작은자리제정구

생명마당
2018작은자리 제정구생명마당 사진

CP029
제정구를 

기억하는 시흥
2018시흥거리,제정구를 기억하는 시흥 사진

CP030 목화연립 2018 목화연립 모습 사진

CP031 1960년 청계천 1960년 청계천 판자촌 사진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JPG 경남도민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도민일보

JPG 국제뉴스 국제뉴스 국제뉴스 국제뉴스 2015-02-09

JPG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8-02-09

JPG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8-02-09

JPG
노무라 

모토유키 목사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8-02-09

JPG
빈민지역운동

사 발간위원회

빈민지역운동

사 발간위원회

빈민지역운동

사 발간위원회

연합뉴스빈민

지역운동사 

발간위원회

2017-05-25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4 2007-02-28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8 2007-02-28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8 2007-02-28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8 2007-02-28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8 2007-02-28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8 2007-02-28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8 2007-02-28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8 2007-02-28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8 2007-02-28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8 2007-02-28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8 2007-02-28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8 2007-02-28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8 2007-02-28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8 2007-02-28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8 2007-02-28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8 2007-02-28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8 2007-02-28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8 2007-02-28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8 2007-02-28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8 2007-02-28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24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24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24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24

JPG
제정구기념

사업회

제정구기념

사업회

제정구기념

사업회

제정구기념

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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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D 자료명 설명문 자료종류 소재지

CP032 1965년 청계천 1965년 청계천 판자촌 사진

CP033 2004년말 복음자리 2004년 철거직전 복음자리마을 사진

CP034 공동체40주년 기념식 공동체40년 법인20주년 기념식 사진

CP035 복음자리공동체식구 복음자리 공동체식구들 사진

CP036 복음자리 벽돌쌓기 복음자리 마을건설현장에서 벽돌쌓기 사진

CP037 복음자리잔치 마을공터에서 벌어진 잔치 사진

CP038 상하수도설치 복음자리마을 상하수도 설치 사진

CP039 양평동 뚝방판자촌 양평동 뚝방 판자촌 사진

CP040 작은자리낙성식 1985년 작은자리 낙성식 사진

CP041
작은자리제정구

생명마당 전경
작은자리 제정구생명마당 사진

CP042
2018작은자리 

전경거리에서
2018거리에서 본 작은자리 전경 사진

CP043
시흥이 기억하는 

제정구
시흥이 기억하는 제정구 사진

CP044 2018복음단오제 2018복음단오제 사진

CP045
이주 전 양평동 뚝방

에서의 마지막 미사
집단이주 전 양평동 뚝방에서의 마지막 미사 사진

CP046 공사중인 복음자리 공사중인 복음자리 사진

CP047 복음자리 공사 복음자리 공동 물탱크 공사 사진

CP048 복음자리 입주식 복음자리 입주식 모습 사진

CP049 복음자리마을 복음자리 마을 스케치 사진

CP050 한독주택 배치도 한독주택 배치도 사진

CP051 한독주택 전축 건축 중인 한독주택 사진

CP052 목화연립분양계약서 목화연립 분양계약서 사진

CP053 복음 단오제 복음 단오제 정경 사진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JPG
제정구기념

사업회

제정구기념

사업회

제정구기념

사업회

제정구기념

사업회

JPG
가톨릭평화

신문

가톨릭평화

신문

가톨릭평화

신문

가톨릭평화

신문
2009-03-22

JPG 시흥저널 시흥저널 시흥저널 시흥저널 2016-10-22

JPG
제정구기념

사업회

제정구기념

사업회

제정구기념

사업회

제정구기념

사업회

JPG
제정구기념

사업회

제정구기념

사업회

제정구기념

사업회

제정구기념

사업회

JPG
제정구기념

사업회

제정구기념

사업회

제정구기념

사업회

제정구기념

사업회

JPG
제정구기념

사업회

제정구기념

사업회

제정구기념

사업회

제정구기념

사업회

JPG
제정구기념

사업회

제정구기념

사업회

제정구기념

사업회
제정구기념사업회

JPG 가톨릭신문 가톨릭신문 가톨릭신문 가톨릭신문 2009-11-29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24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24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24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06-16

JPG 시흥문화원 복음자리 시흥시
2012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보고서
2012-12

JPG 시흥문화원 복음자리 복음자리
2012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보고서
2012-12

JPG 시흥문화원 작은자리 작은자리
2012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보고서
2012-12

JPG 시흥문화원 복음자리 복음자리
2012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보고서
2012-12

JPG 시흥문화원 김찬호 김찬호
2012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보고서
2012-12

JPG 시흥문화원 복음자리 복음자리
2012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보고서
2012-12

JPG 시흥문화원 복음자리 복음자리
2012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보고서
2012-12

JPG 시흥문화원 작은자리 작은자리
2012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보고서
2012-12

JPG 시흥문화원 복음신협 복음신협
2012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보고서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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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D 자료명 설명문 자료종류 소재지

CP054 복음 단오제 단오제 뒷풀이 사진

CP055 복음 단오제 단오제 뒷풀이 사진

문헌 CB001
작은자리 10주년 자료집:지역사회센터의 

역할과  전망-작은자리를 중심으로

작은자리 10주년 자료집:지역사회센터의 

역할과 전망-작은자리를 중심으로
자료집

CB002 가짐없는 큰 자유-빈민의 벗,제정구의 삶 가짐없는 큰 자유-빈민의 벗,제정구의 삶 단행본가

CB003
복음자리 일군 청계천 사람들

-시흥군 소래읍  신천리 집단 이주기

복음자리 일군 청계천 사람들

-시흥군 소래읍 신천리 집단 이주기
정기간행물

CB004 민중문학의 현장, 복음자리 단오잔치 민중문학의 현장, 복음자리 단오잔치 정기간행물

CB005 빈민지역 공동체 사례집 복음자리 공동체 단행본

CB006
마을공동체 운동의 원형을 찾아서,  

1970-1990년대 민중의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 운동의 원형을 찾아서,  

1970-1990년대 민중의 마을 만들기
단행본

CB007 생명정치의 길 단행본

CB008 제정구의 도시를 가다 웹페이지

CB009
무허가 정착지의 재개발에서 출발한  주거공

동체: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복음자리마을

무허가 정착지의 재개발에서 출발한 주거공동

체: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복음자리마을
간행물

CB010
철거민 정착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연구
철거민 정착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연구 논문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JPG 시흥시 복음신협 복음신협
2012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보고서
2012-12

JPG 시흥시 복음신협 복음신협
2012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보고서
2012-12

한국도시

연구소

한국도시

연구소

한국도시

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학고재 학고재 학고재 학고재 2000

제정구 정경문화 정경문화 정경문화.1982년 4월호 1982

민중문화 민중문화 민중문화 민중문화 1984년 제2호 1984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

념사업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987-02-

빈민지역운동

사 발간위원회

빈민지역운동

사 발간위원회

한울엠플러스

빈민지역운동

사 발간위원회

한울엠플러스 2017-05-25

제정구
제정구기념

사업회

제정구기념

사업회
제정구기념사업회 2006

한종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http://www.kdemo.or.kr/

blog/people/post/216
2014-02-11

김찬호
한국도시

연구소

한국도시

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2016

김찬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디지털시흥문화대전」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복음자리C 24 C 25
분류 ID 자료명 설명문 자료종류 소재지

CB011 시흥시사 4 단행본

CB012 시흥시사 8 단행본

신문

자료
CN001 제정구 추모

도시빈민과 함께한 가시밭길 삶 

故제정구의원 추모행렬
신문자료

CN002 제정구를 생각하는 모임'출범 신문자료

CN003 신천연합병원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개원 30주년을 맞는 신천연합병원 신문자료

CN004 빈민의 아버지'와 '만화의 아버지' 신문자료

CN005 제정구 추모 빈민의 벗' 제정구 선생 19주기 추모식 신문자료

CN006 제정구 추모
시흥시 복음자리에 '제정구 생명마당'

준공 기념식
신문자료

CN007 복음자리 재개발 시흥시 "신천 복음자리 2010년까지 재개발" 신문자료

CN008 정일우신부 판자촌 신부의 교훈 신문자료

CN009 제정구 추모 도시빈민의 대변자 제정구 신문자료

CN010 복음자리 민중의 마을 만들기 위한 끈질긴 역사 신문자료

동영상 CM001
한수진의 SBS전망대"판자촌에서 18년 살다 간 정일우 신부는

…라디오 인터뷰
동영상

CM002 빈민속으로-제정구 동영상

CM003 내 친구 정일우 영화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시흘시 시흘시 시흘시 시흥시사 4 2007-02-28

시흘시 시흘시 시흘시 시흥시사 8 2007-02-28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99-02-11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99-10-19

시흥신문 시흥신문 시흥신문

www.shnews.net/

news/articleView.

html?idxno=20113

http://www.

shnews.

net/news/

articleView.

html?idxno

=20113

JPG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8-02-09

경남도민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

mod=news&act=articleVi

ew&idxno=558541

2018-02-05

국제뉴스 국제뉴스 국제뉴스

http://www.gukjenews.

com/news/articleView.

html?idxno=204674

2015-02-09

JPG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08-08-19

아시아타임즈 아시아타임즈 아시아타임즈

http://www.asiatime.

co.kr/news/articleView.

html?idxno=158372

2017-11-07

JPG 한국일보 한국일보 한국일보 한국일보 2016-03-01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2017-05-25

MP4 SBS SBS SBS

https://news.

sbs.co.kr/news/

endPage.do?news_

id=N1002422867

2014-06-04

MP4 KBS KBS KBS

http://www.hani.

co.kr/arti/culture/

book/796308.html#csidx

304a082999cc46aac09

e1e64808d9f9 

2003-09-05

김동원 김동원 김동원 2017-10-26



복음자리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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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001 
경남 고성군 대가면 적정리 묘소에서 열린 
제정구 선생 19주기 추모식 
(경남일보 2018. 2. 4)

CP005 
1975년 야학 졸업생들 (연합뉴스 2018. 2. 9)

CP006 
복음자리 건축현장에서 벽돌을 찍어내고 있는 제정구, 정일우

(빈민지역운동사발간위원회 2017. 5. 25)

CP002 
제정구 생명마당 준공 기념식에서 격려사하는 김윤식 시흥시장 (국제뉴스 2015. 2. 9)

CP003 
젊은 시절 
제정구 선생.
(연합뉴스 2018. 2. 9)

CP004 
정일우 신부
(연합뉴스 201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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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007 
복음자리 마을의 시작, 천막생활

(시흥시사4 2007. 2. 28)

CP010 
복음자리 터닦이

(시흥시사8 2007. 2. 28)

CP012 
복음자리 건축현장에서 일손을 돕는 학생들
(시흥시사8 2007. 2. 28)

CP008 
복음자리 터를 방문한 김수환 추기경

(시흥시사8 2007. 2. 28)

CP011 
복음자리 건축현장에서 모래 나르는 주민

(시흥시사8 2007. 2. 28)

CP009 
복음자리 천막생활 중 주민모임
(시흥시사8 200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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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013 
복음자리 모습
(시흥시사8 2007. 2. 28)

CP016 
복음신협 출자의 날 캠페인

(시흥시사8 2007. 2. 28)

CP018 
복음장학회 기금마련 바자회

(시흥시사8 2007. 2. 28)

CP020 
복음자리 생활공동체 식사시간

(시흥시사8 2007. 2. 28)

CP019 
복음장학회 장학금 전달식

(시흥시사8 2007. 2. 28)

CP021 
복음자리 마을회관

(시흥시사8 2007. 2. 28)

CP017 
복음장학회

(시흥시사8 2007. 2. 28)

CP015 
초창기 복음신협 사무실
(시흥시사8 2007. 2. 28)

CP014 
복음자리 입주 축하 현수막

(시흥시사8 200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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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022 
준공 전 한독주택 터
(시흥시사8 2007. 2. 28)

CP026 
2006년 목화연립 전경

(시흥시사8 2007. 2. 28)

CP027 
작은자리 종합사회복지관 전경 (2018. 10. 24)

CP023 
준공직후 한독주택
(시흥시사8 2007. 2. 28)

CP024 
한독주택을 
재건축한 녹원아파트
(시흥시사8 2007. 2. 28)

CP025 
건설중인 목화연립
(시흥시사8 2007.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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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028 
작은자리 제정구 생명마당 (2018. 10. 24)

CP030 
목화연립 전경
(2018. 10. 24)

CP031 
1960년 청계천 판자촌
(제정구기념사업회)

CP032 
1965년 청계천 판자촌
(제정구기념사업회)

CP029 
시흥거리, 

제정구를 기억하는 시흥
 (2018.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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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034 
2016년. 작은자리 공동체 40년, 법인 20주년 기념식
(시흥저널 2016. 10. 22)

CP033
2004년 철거직전 복음자리마을
(가톨릭평화신문 2009. 3. 22)

CP037 
복음자리마을 공터에서 벌어진 잔치 (제정구기념사업회)

CP039 
1970년대 양평동 뚝방 판자촌 (제정구기념사업회)

CP040 
1985년 작은자리 낙성식에 참석한 김수환 추기경

(가톨릭신문 2009. 11. 29)

CP038 
복음자리 마을 상하수도 설치

 (제정구기념사업회)

CP035 
복음자리 공동체 식구들
(제정구기념사업회)

CP036 
벽돌쌓기가 한창인 복음자리 마을 (제정구기념사업회)



C 40 C 41「디지털시흥문화대전」 근현대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복음자리

CP041 
작은자리 제정구 생명마당 (2018. 10. 24)

CP043 
시흥이 기억하는 제정구 (2018. 10. 24)

CP042 
거리에서 본 작은자리 전경 (2018. 10. 24)

C 40 C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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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044 
신천복음 단오제 (2018. 6. 16)

CP045 
1977년 집단이주 전 양평동 뚝방에서의 마지막 미사
(2012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보고서, 2012. 12)

CP046 
공사 중인 복음자리
(2012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보고서, 2012. 12)

CP048 
복음자리 입주식
(2012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보고서, 2012. 12)

CP049
복음자리 마을 스케치
(2012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보고서, 2012. 12)

CP047 
복음자리 공동 물탱크 공사
(2012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보고서, 2012. 12)

CP050 
한독주택 배치도
(2012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보고서, 2012. 12)

CP051 
건축 중인 한독주택
(2012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보고서, 2012. 12)

CP052 
목화연립 분양계약서

(2012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보고서,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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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053 
단오제 전경

(2012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보고서, 2012. 12)

CP055 
1984년 단오제 뒷풀이

(2012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보고서, 2012. 12)

CN001 도시빈민과 함께한 가시밭길 삶 
故제정구의원 추모행렬. 

(동아일보 1999. 2. 11) 

CN002 
제정구를 생각하는 모임 출범. 
(경향신문 1999. 10. 19)

CP054 
단오제 뒷풀이

(2012 사라져가는 자연마을 조사보고서, 2012. 12) CN004 
빈민의 아버지와 만화의 아버지. 

(연합뉴스 2018. 2. 9)

CN007 
복음자리 재개발(연합뉴스 2008. 8. 19)

CN009 
도시빈민의 대변자 제정구. 

(한국일보 2016. 3. 1)

CN010 
민중의 마을 만들기 위한 끈질긴 역사 (한겨레 2017.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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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전D
허은심  인천사연구소 연구원

「디지털
시흥문화대전」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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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염전이 전하는 오감도(烏瞰圖)
염전

1. 복불복

TV 예능 프로그램인 ‘1박 2일’에 등장하는 복볼복 게임 중 소금우유를 
먹는 게임을 보았다. 정상적인 우유에 소금을 잔뜩 타서 엄청난 짠맛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한다. 육안으로 소금을 탄 우유와 그렇지 
않은 우유를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복불복이라는 게임에 종종 등
장한다. 소금 우유를 보면서 지독히도 무더웠던 지난여름 시흥시 염전체험
을 떠올려 본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소금의 용도를 먹는 것으로 사용하는 식염을 먼저 
떠올린다. 그렇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소금은 인간에게 생존 상 반드시 필요한 
무기질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 고문서를 보면 고려시대 흥화진이 병란을 겪자 면포와 소금, 
장을 지급했고, 흉년이 들었을 때 의창의 쌀과 소금을 내어 진휼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조선시대 기록에도 진휼하는 문제에 늘 등장하는 것이 
소금이었을 만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조선시대 국가제사 제수에 오르는 제물 중 형염(形鹽)이라 하여 호
랑이 모양으로 생긴 돌소금을 올렸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소
금이었다. 

▼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위)

▼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내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아래)

▲   옥균도, 오이도 두섬을 이용 군자면을 두개의 

제방으로 연결 염전 건축 (시흥시사3)(위)

▲   조선채염의 일대혁신, 총면적 약2,100정보, 

  채염량 약2억2천만근, 군자염전의준성 

  (조선신문 1925.5.8)(아래)

그렇다면 소금은 먹는 용도로만 사용되었을까? 물론 아니다. 팔만대장
경을 보관하고 있는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건축에도 사용되었으며, 비누
나 유리·도자기·가죽 등을 만드는 과정이나 기타 생활 속에서 다양한 용
도로 사용되어왔다. 그리고 더욱 다양한 용도로 소금이 사용되어지면서 
사용량이 급증하는 계기는 근대시기 산업화가 되면서부터이다.

2. 염전

시흥지역 천일염전의 축조

한때는 소금 생산지로 유명했던 시흥시의 군자 염전과 소래 염전으로 들
어가 보자.

군자염전은 1921년 11월에 착공되었으며, 3년 5개월이 걸려 1925년 3월
에 준공되었다. 단일염전으로서 최대 규모인 946정보(염전 실면적 575정보 
: 172만5,000평, 약 569만㎡)의 면적으로 염전 총량의 절반에 가까운 46%
였다. 공사비는 140만8천 엔, 연 인원 60만 명이 소요된 대공사였다. 당시 
시흥군 군자면 앞바다의 옥구도와 오이도를 삼각형으로 연결하여 20리 
거리의 제방을 쌓았다. 변변한 장비 없이 지게를 이용해 진행된 군자염전
축조공사는 1922년과 1923년에 걸친 세 차례의 폭풍우 및 해일로 인해 중
단의 위기에 빠진다. 특히 1923년 8월 13일에 몰아닥친 마지막 해일은 군
자염전뿐 아니라 광량만, 귀성염전 등 북한지역의 신설 및 기설 염전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이후 전매국은 이날을 ‘제방기념일’로 지정하여 염전 시
설의 안전을 점검하는 날로 삼았을 정도였다.

이처럼 폭풍우와 해일로 매번 제방이 무너지는 사태를 반복하여 5차례나 
무너져 재공사를 해야만 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공사의 지연으로 군자염
전 축조의 청부인인 토가와는 파산하였고, 염전 설계자인 오스미와 현장
주임 요시키는 과로사하고 말았다. 결국 청부인은 야키야마로 바뀌었고 
전매국장을 비롯한 전매국의 기사까지 총 동원되어 인부들을 독려한 결
과 마무리 공사를 마치고 1925년 3월에 완공되었다. 

이후 군자염전은 1933년경에 이르러서 기존 천일염을 생산해 왔던 인근 인
천 주안·남동염전과 함께 소금 총생산량의 절반인 15만 톤을 생산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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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확장되었다. 

군자 염전 조성 공사에 동원된 노무자 8,000여 명 가운데는 중국 산동성
의 노무자 2,000여 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중국 산동성은 일찍부터 천일염 
생산을 시작했으므로, 평안도에 염전을 만들 때부터 중국인 기술지도 염
전 전문가가 참여했다. 또한 일자리를 찾아 배를 타고 건너 온 중국인 노
무자도 많았다. 그리고 평안도 지역의 염전이 조금 일찍 개발되었으므로 
군자 염전을 만들 때 평안도 출신 기술자와 노무자도 상당수 시흥으로 
왔다. 이로 인해 수인선 군자역(현재의 지하철 4호선 정왕역) 일대에 평안
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평안도촌(일명 피양촌 혹은 피앙촌)이 형성될 정도
였다. 일제는 군자 염전과 소래 염전을 관리하기 위해 옥구도(지금의 옥구 
공원)에 경성 전매 지국 군자 파출소를 설치했다. 시흥시 포동과 옥구도에 
염전 사택이 들어섰고, 염전 일하는 사람들이 옥구도에 모여 살며 돌주리 
마을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소금 소비량은 대체로 52,000만 근 정도로 이중 관염
과 재래 자염이 50% 소비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수입염이 차지하였다. 비
록 소금 생산량이 이전에 비해 증가 하긴 했지만. 화학공업의 진전에 따라 
소금의 수요는 이보다 더 증가하였다. 일제는 식민지 대만과 관동주, 조선
을 잇는 천일염 생산망을 통해 장래 일본의 공업 발전에 필요한 원염의 증
산계획을 세웠다. 원염은 알칼리아 염소를 생산하는 소다공업의 중요한 
원료로 장래 일제의 공업 발달을 위해서는 값싼 원염의 대량생산이 필요
했다.

총독부는 이러한 목적에 따라 관동대지진으로 중단된 염전 확장을 재개
하였다. 제4기 염전확장계획은 작게 1·4차까지 나눠 추진될 예정이었다.

제1차 계획은 1932년부터 착수하기로 하였는데 재정 문제로 매년 연기
되었다. 1933년 공사비 210만원으로 경기도 소래(356정보), 평안북도 남
시(266정보), 평안남도 귀성(307정보)에 총 1,129정보의 염전을 건설하였
다. 제2차 계획으로 1935년에 226만원으로 소래(193정보) · 평안남도 귀
성(878정보)에 1,100정보를 확장하였고, 제3차 계획으로 황해도 연백에도 
1,250정보의 염전을 건설하였고, 제4차 계획으로 1,250정보의 염전 확장이 
계획되었으나 광복으로 취소되었다.

소래염전은 소래파출소 본부와 1구·3구 염전과 
현장 사무소 및 부속 건물이 들어섰다. 1구염전은 
현재 서창동 앞140정보, 2구 염전은 현 시흥 월곶 
북쪽 갯벌 216정보, 3구는 현재 시흥 방산동, 포
동 앞 193정보로 구성되었다. 파출소 본부의 위치
는 논현리 66번지로 현재 논현동 풍림아파트가 들
어선 곳으로 수인선 논현역 근처에 자리했다. 부

지는 55,190㎡으로 1933년 7월 민유지를 매수하였다. 파출소 본부는 청
사, 창고, 의무실, 헛간, 관사, 기름 창고 등의 건축물이 갖추어졌다. 파출
소 청사는 106㎡건물로 1936년 12월 건축되었고, 관사 8개 동과 창고·헛
간 10개동이 있었는데, 건축 시기는 1935년 7월·11월, 1936년 12월 제3차례
에 걸쳐 증축되었다.

소래염전에는 연해환(延海丸)과 일본식 거룻배 1척이 배치되어 있었다. 
연해환은 길이 11m, 넓이 2.87㎡, 7.2톤에 25마력의 기선으로 1938년 10월
29일 3,300원에 구입하였고, 거룻배는 무게 0.5톤의 소형선박으로 1938년
3월 31일 건조되었다. 이외에도 월곶리 520번지 현재 시흥 월곶동 섬산에 
40,443㎡부지에 숙사(1동), 헛간(1동), 현장사무소(1동)로 구성된 관사가 
있었다. 그리고 현 시흥지역인 소래염전 2구와 3구에도 각각의 부속 건물
이 있었다.

소래염전 2구는 당시 시흥군 군자면 월곶리와 장곡리로, 현재 시흥시 장
곡동과 월곶동 북쪽에 자리한 갯벌이다. 2구 부지는 2,810,945㎡으로 1·3
구 중 면적이 가장 넓었다. 월곶동 섬산 서쪽으로 1·6호 염전과 저수지가 
위치했고, 동쪽으로 7·10호 염전이 펼쳐졌다. 부속 건물로는 펌프실과 염
고, 염부사 등이 있었다. 3구의 부지는 2,666,795㎡으로 신현동 새우개 마
을 앞 저수지를 중심으로 1·4호(西部)와 5·9호(東部)로 나눠졌다. 부속 건
물로는 현장사무소, 관사, 염고, 헛간 등을 갖추었다. 소래 염전의 축조 
규모와 기간 및 비용, 부속건물현황과 건축시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평안촌·군자염전 : 정왕 4리의 대략적인 마을 

위치

▲1960년대의 군자염전과 염전사택(시흥시사6)

▲옥구도의 염전사택 (시흥시사6)

▲   군자염전 축조 때 노동자들이 들어와 형성된   

  정왕동 1980년대 (시흥시사6)

▲   평안촌 1980년대 (시흥시사6)

▲시흥지역 염전과 위치 (남동구20년사)

▲소래 염전 평면도 (남동구 20년사)

▲  조선 내 천일염 생산고, 남동과 군자 (동아일

보 193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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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지역의 천일제염이전의 전통 자염생산

천일제염 이전에는 전통 제염법인 자염으로 소금을 생산하였다. 시흥지역 
전통 자염상황을 살펴보자.

『경기도 안산군 양안』 에 1900년 인천부 안산군 마유면 제염 상황이다.
마유면에는 28명의 제염자가 50개의 염정을 이용해 소금을 생산하였다. 

소래염전

1·2구

제방비 252,491 건물건축 34,500

내부공사 332,979 전화가설 1,700

건조비 71,000 운송설비 3,100

양수설비 25,900 봉급 및 사무비 39,867

부지매수 1,400 합계 762,937

소래염전

3구

제방비 136,002 건물건축 1,000

내부공사 222,173 전화가설 1,000

건조비 49,926 운송설비 24,186

양수설비 30,000 봉급 및 사무비

부지매수 39,114 합계 503,401

위치 척수 시주(時主) 시작(時作) 보유염정

조현(鳥峴)

221 차인교(車仁敎) 차인교(車仁敎) 대정1 소정2

128 권경수(權敬水) 권경수(權敬水) 소정2

196 정도원(鄭道元) 정도원(鄭道元) 대정1 소정1

195 전치근(全致根) 전치근(全致根) 대정1 소정1

108 전윤보(全允甫) 전윤보(全允甫) 소정1

224 윤여공(尹汝公) 윤여공(尹汝公) 대정1 소정1

90 김경선(金敬先) 김경선(金敬先) 소정1

88 이경범(李敬凡) 이경범(李敬凡) 소정1

168 이준명(李俊明) 이준명(李俊明) 소정3

조촌(鳥村)

152 이성삼(李聖三) 이성삼(李聖三) 대정1 소정1

150 장선경(張善敬) 장선경(張善敬) 소정2

108 장치문(張治文) 장치문(張治文) 소정1

132 이치명(李治明) 이치명(李治明) 대정1

135 최경국(崔敬國) 최경국(崔敬國) 대정1 소정1

90 윤영근(尹永根) 윤영근(尹永根) 소정1

136 이사순(李士順) 이사순(李士順) 대정1 소정2

108 이공의(李公義) 이공의(李公義) 대정1

162 김재운(金在云) 김재운(金在云) 대정1 소정1

136 이명철(李命哲) 이명철(李命哲) 대정1 소정1

81 한춘명(韓春明) 한춘명(韓春明) 소정1

100 이한복(李漢卜) 이한복(李漢卜) 대정1 소정1

12 1 장태여(張太汝) 장태여(張太汝) 소정2

월곶(月串)

220 안성서(安成西) 안성서(安成西) 정2

220 김명실(金明實) 김명실(金明實) 정2

230 원찬이(元贊伊) 원찬이(元贊伊) 정2

180 안영필(安永弼) 안영필(安永弼) 정1

240 이경창(李敬昌) 이경창(李敬昌) 정2

250 이공좌(李公佐) 이공좌(李公佐) 정2

펌프실 1935년 11월 신축 염고 1938년 3월 31일 신축

염고 1936년 5월 신축 염고 1938년 3월 31일 신축

염고 1936년 5월 신축 염고 1938년 3월 31일 신축

염고 1936년 5월 신축 염고 1938년 3월 31일 신축

염부사 1936년 5월 신축 염고 1938년 3월 31일 신축

염부사 1936년 10월 신축 염고 1938년 3월 31일 신축

관사 1936년 11월 신축 염고 1938년 3월 31일 신축

헛간 1936년 11월 신축 염고 1938년 3월 31일 신축

펌프실 1936년 12월 신축 염고 1938년 3월 31일 신축

현장사무고 1936년 12월 신축 염고 1938년 3월 31일 신축

염고 1938년 3월 31일 신축 염고 1938년 3월 31일 신축

염고 1938년 3월 31일 신축 염고 1938년 3월 31일 신축

염고 1938년 3월 31일 신축 펌프실 1938년 3월 31일 신축

소래염전 1·2구 축조비용 (단위 : 원)

소래염전 3구 건설비용 (단위 : 원)

소래염전 2구 부속 건물

소래염전 3구 부속 건물

▲장곡동 앞의 소래염전 (시흥시사9)

소래염전 1구 140정보 1934년 6월~1935년 12월

소래염전 2구 216정보 1934년 6월~1936년 12월

소래염전 3구 193정보 1935년 10월~1937년 6월

소래염전 1·2구 축조 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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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에 발행된 『한국염업조사보고』에 인천군의 염전 면적은 34정 
6,717보로 부옥(釜屋) 54개와 염정수 281개였다. 안산군의 염전 면적은 
29정 1,103보이고, 부옥은 38개, 염정수는 295개로 조사되었다. 

다음은 1907년 조동면, 신현면, 마유면 제염상황이다.

소래염전의 1구 염전이 들어서는 곳은 인천부 조동면과 신현면 지역이고, 
2구는 안산군 마유면, 3구는 인천부와 안산군의 경계지역이었다. 1907년 
조사에서 특히 마유면은 갯벌 면적이 수백 정보에 달해 종래 한국인 제염
업자들이 많다고 기록하였다. 당시 조동면 · 신현면과 마유면의 총 제염량
은 1,924,185근으로 1인당 평균 148,014근의 소금을 생산했다.

소유자

주소
소유자이름 소작인 종업자수 면적(町步)

1년제염고

(斤)
염정수 부옥수

조동면

산정포리

(山井浦里)

이문향(李文鄕) 2 1.2518 97,920 6 1

완원집(完元執) 2 1.2518 97,920 6 1

동내리

(同乃里)
윤흥식(尹興植) 2 0.7018 73,440 6 1

인천 미카미(三上素敬) 12 3.7126 391,680 32 6

신현면
산정리

(山井里)

안보여(安保汝) 추명근(秋明根) 2 0.3509 36,720 3 1

추성순(秋聖舜) 2 0.2316 24,480 2 1

안산군 

마유면

조현리

(鳥峴里)

전치근(全致根) 3 1.4320 163,290 14 1

정성환(鄭聖煥) 3 1.3401 116,640 10 1

윤여공(尹汝公) 3 1.0220 116,640 10 1

이홍여(李弘汝) 2 1.4320 163,290 14 1

한춘명(韓春明) 2 1.0220 116,640 10 1

이준명(李俊明) 3 1.4821 210,000 18 1

조리

(鳥里)

이공미(李公美) 3 1.2309 139,965 12 1

호영선(戶永善) 2 1.4320 163,290 14 1

월곶리

(月串里)

미카미 모토히로

(三上素敬)

조순화(趙順和) 2 1.2306 139,950 12 1

심학순(沈學淳) 3 1.4321 163,290 14 1

이준길(李俊吉) 3 1.6408 174,600 16 1

2 1.0218 116,640 10 1

조신득(趙申得) 2 1.2306 139,950 12 1

▲경동철도회사에서 수원 인천 간 철도, 

   군자 소래 남동 각 염전의 소금 수송 

   (동아일보 1937.8.7.)

▲시흥지역 염전과 수인선

▲가솔린차 보통 ‘가시렁차’라 불렀다.

3. 우리에게 근대화란

천일염의 유통

소래 염전 완공 이후 협궤열차인 수인선(경동철도)이 부설되었다. 수인선 
철로는 1936년부터 1937년에 걸쳐 건설되었고, 수원에서 인천항이 있는 남
인천까지 총 연장이 52㎞였다. 군자 염전과 소래 염전을 지나가는 수인선
은 소금을 인천항으로 실어 나르고 수원을 거쳐 경기도와 강원도 등 내륙 
지방으로 수송하였다.

군자 염전과 소래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은 뱃길을 통해 유통되었다. 결정
지에서 수확한 소금은 소금 창고에서 저장하여 남은 물기가 빠지면 목선
을 통해 인천항으로 향했다. 염전에서 창고로, 창고에서 목선으로 소금을 
나르는 운송수단으로 초기엔 등짐으로 나르거나 바퀴가 하나달린 수레
를 이용했다. 이후 수인선이 개통되자 대량 운반을 위해 염전내부의 연계
철로를 깔아 가시렁차가 나르는 방식이 등장하였다. 가시렁차가 사라지
고 난 다음 염전이 폐장되기 전까지는 트럭운반이 일반화되어 도로를 통
해 수송되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어디에 쓰였을까?

1800년경 90%이상의 소금이 식용으로 쓰여 진 것과 비교하면 200년이 
지난 지금의 소금 수요의 대부분은 화학공업염이 차지하게 되었다. 오늘
날 전 세계 식용으로 사용되는 소금은 생산량의 10%에 지나지 않는다. 인
류의 화학혁명으로 그 쓰임새가 다양해진 소금은 식염이외에 식품용, 가정
용, 가축용, 공업용, 약용, 농업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제염업으로 생성되는 부산물로 석고(石膏, 황산칼슘)와 망초(芒硝, 황
산나트륨), 그리고 흔히 ‘간수’로 알려진 ‘고즙(苦汁) 등이 있다. 이러한 부
산물들은 두부제조용 등으로 일부 쓰였을 뿐 대부분 버려졌지만 화학혁
명의 결과 새로운 자원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특히 고즙의 경우 염화마그
네슘, 황산마그네슘, 수산화마그네슘, 염화칼슘, 염화칼륨, 불소 등을 추
출할 수 있으므로 의약품, 비료, 시멘트, 농약, 건축자재 등 다양한 산업
에 주요 원료가 되었다. 1979년 이온교환막 제염법으로 바뀐 이후 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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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량은 줄었고, 새로운 대체 기술 개발로 현재는 거의 유명무실화되었지
만, 염전에서 고즙을 추출하는 산업은 1970년대까지 ‘고즙 공업’또는 ‘간
수 공업’으로 불리며 번성하였다.

일제가 소금생산을 위해 염전축조를 확장한 것은 식염보다 공업염으로 
확보에 그 목적이 있었고, 화학원료인 고즙이 중요했다. 고즙은 제염업뿐
만 아니라 제약업 등 각종 마그네슘 공업에서도 중요한 원료가 되었다. 
1910년대에 이미 조선에서도 이러한 고즙을 이용하는 화학 공업이 시작되
고 있었다. 화학 공업은 전기, 기계 산업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은 고즙 수
요 증가로 이어졌고 1937년 3월 무네스에 전매국장은 기자단과의 회견에
서 총3기에 걸친 고즙 공업 발전계획을 발표한다. 1943년까지 광량만 염
전에서는 조선이연금속주식회사가, 주안염전에서는 다케다제약주식회사
가, 소래염전에서는 조선제염공업주식회사가 각각 영업을 하고 있었다. 전
매국은 이러한 고즙 공장을 남동, 군자, 남시 염전 등으로 더욱 확장하겠
다는 계획을 발표할 만큼 공업염으로써의 염전의 역할이 컸음을 증명하고 
있다.

한편, 일제는 1920년대에 들어서 1910년 말부터 누적되어 온 쌀 부족 현상
의 장기적 타개책으로 식민지 조선에서 ‘미곡증산계획’을 추진한다. 벼 품
종 개량과 함께 천수답을 수리답으로 만드는 수리관개개선 작업이 병행
돼 수로와 저수지가 건설되었으며 도로가 뚫렸다. 그러나 토지개량사업을 
중핵으로 하는 ‘제1차 산미증식계획’은 예정에 미달하고 실패하고 말았다. 
그 원인은 여러 문제에 연유하지만 비료문제에서 살펴보면 비료자금으로 
정부의 저리자금이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개량사업지역에 대한 계
속적 시비량 증가가 동반되지 않았다는 것이 실패의 주요인이었다. 1924년 
이전까지 일제의 비료정책 기조는 판매 비료의 경우 유기질비료를 중심으
로 한 소극적 지도였고, 화학비료의 소비는 여전히 통제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제2차 신미증식계획’에서는 1차 계획의 실패 결함을 수정하여 ‘비
료증시장려계획’을 실시하여 ‘농사개량저리자금’의 공급, ‘조선비료취제령’
을 실시하였다. ‘농사개량저리자금’의 제공으로 판매 비료의 소비는 급증
하였다. ‘제2차 계획기’ 판매 비료의 소비를 증가시킨 원인은 개량농법인 
다비농법의 장려가 ‘제2차 계획’과 함께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제의 
소비증가 정책과 함께 당시 낮은 비료가격, 비료생산량 증가 등이 보조적
으로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1930년대 판매 비료는 화학비료와 무기질 비료로 전환된다. 이것은 1930
년을 전후하여 조선질소비료에서 대량 공급이 가격의 인하를 가져왔기 때
문이다. 이후 한국의 농업 즉 미작은 비료의 효과가 높은 무기질의 화학비
료 대량 소비구조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화학 공업의 발
전에 수반되는 고즙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즉 일제의 염전
축조 확장의 목적인 공업염의 확보는 일제기 비료정책을 통해 조선의 농
업기술적·금융적·법제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일제는 조선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통해 어떻게 식민 지배를 하였는가?

이와 같이 일제는 화학공업의 경영을 지배하기 위해 공업염 확보는 필연적
으로 선행되어야 했고 따라서 염전확장과 소금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이다. 게다가 화학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화학비료 사용을 권장하고 소
비를 촉진하여 미곡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비료정책을 통해 조선을 지배하
였다. 이것은 일제가 우리나라 천일제염에 덧씌운 ‘식민지적 근대’의 양상이
었다. 

화학비료의 사용은 광복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미곡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켜 ‘보리고개’는 옛말이 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화학비
료의 사용은 토양을 산성화시켜 황폐해졌다. 이에 대해 최근 들어 과거 화
학비료를 배제한 유기농법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
까? 서구제국주의가 주도했던 근대는 우리가 당연히 지향해야할 목표인
가?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근대’라는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갇힌 것인지도 모
른다.

4. 오감도(烏瞰圖)에서 오감도(五感圖)로

소래 염전과 군자 염전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하게 되었다. 그 근본적 
원인은 천일염 산업의 사양화였다. 여기에 도시화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소
금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도시인의 토지개발 욕구도 염전의 폐지를 
촉진시키는데 일조했다. 과거 군자 염전과 소래 염전의 풍경은 1977년에 
제작된 영화 『엄마 없는 하늘 아래』와 1981년 작 영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배경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  1970년대 소금의 용도 : 「녹띠소금」 안내 팜

플렛에 나오는 소금의 다양한 활용도 그림

▲일본으로 쌀 반출 (국사편찬위원회)

▲흥남 조선 질소 비료 공장 (국사편찬위원회)

▲ 영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영상 캡쳐

▲ 영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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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192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근현대시기를 관통하며 시흥시를 상
징했던 것 중 하나인 군자 염전과 소래 염전은 전혀 다른 용도와 모습으
로 변화한다.

1987년 군자 염전은 폐전되어 시화 공업 단지(현재의 시흥 스마트 허브) 
구역으로 편입되었다. 575정보(약 569만㎡)에 달했던 염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염전이 있던 자리에는 공장들이 들어섰다.

소래 염전 역시 1990년대 들어 소금의 전면개방으로 시장 경쟁력을 잃고 
1996년 7월 31일까지 소금 생산을 끝으로 폐전되었다. 소래염전 1구는 인
천시에서 1996~2005년까지 해양생태공원 건설이 추진되어 그 모습이 바뀌
었다. 시흥시에 속한 2구와 3구 부지는 대한염업(주)의 후신인 성담(주) 소
유지로 폐염전에 남아 있던 40여 동 소금 창고 대부분도 성담(주)의 소유
였다. 성담(주)은 그 자리에 대중 골프장 등을 세울 구상을 세우고, 소금 
창고들이 골프장 건설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2006년 6월 4일 38개동을 
불을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기습 철거해버렸다. 당시 소금 창고들은 근대 
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실사를 받기 직전이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실력행
사를 했던 것이다.

다행히 소래 염전이 있던 장곡동 일대는 시흥 갯골 생태 공원과 습지 보
호 지역으로 지정 되어 보존되고 있다. 소래 염전 일대는 폐 염전으로 시간
이 경과하면서 자연 생태계의 복원력으로 원래의 갯벌모습으로 돌아왔다. 
다양한 염생 식물이 자라고, 갯고랑을 따라 여러 어종이 들어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자 멸종 위기 종의 조류들도 날아들었다. 그리고 금개구리
와 맹꽁이까지 더불어 사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다. 염전 조성 이전의 환
경인 갯골 습지가 되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시흥의 소래 폐염전은 성담(주)의 골프장과 시흥 갯골 생태 공원
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군자 염전은 그 자리를 공업용지나 
주택용지로 내주었지만 소래 염전은 그 일부의 흔적이 역사문화공간으로 
남았다. 이것은 시흥시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무차별적 개발에 대해 항의하
고 지속적인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천으로 생태 공원화를 주장한 결
과로 급변하는 도시 속에서 지역의 흔적을 시흥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지
켜냈고 본래의 모습인 우리 모두의 공간으로 가꿔나가고 있다. 

대규모 염전의 축조로 시흥지역에 모여들었던 염전노동자의 대부분은 일
용직으로 소비하고 폐기되는 휘발성이 강한 노동 집약적인 직종으로 식민
시기 일제의 필요에 의해 쓰여 지고 해방이후 특별한 기술 없이 이직이 불
가했던 그들은 염전이 폐전될 때까지 염 노동자로 소모되었다. 천일염전에
서 식민지 시대의 삶은 해방 후에도 여전히 불안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했
고, 나아가 현대인들이 체험하는 불안으로 이어졌다. 폐전되기 전까지 시

▲ 폐전되기 전 군자염전 (시흥시사6)

▼ 옥구도 정상에서 바라본 시흥시 정왕동과 

   시화 스마트 허브전경 (2018. 10. 19.)

▲소래염전 1980년대 (시흥시사6)

▲포동 옛 소래염전의 소금창고들 (1998년 9월)

▲ 염전이 펼쳐진 옥구도 1970년대 (시흥시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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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CJA0014149, 鹽田京營ノ爲二スル埋立承認, pp318~324

· 石橋雅威 編, 朝鮮の鹽業, 東京 友邦協會,1983.

· 김도형, 日帝의 肥料政策과 그 性格, 1910~1934,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4집, 1989. pp.133-194

·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시사3, 시흥시, 2007.

· 시흥시사편찬위원회, 시흥시사6, 시흥시, 2007.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 20년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0.

·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연안의 어업과 염업, 인천시립박물관, 2011.

· 류창호, 식민지기 인천의 근대 제염업,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7.

흥시 지역 염전에서 피어났던 소금꽃은 이젠 생명을 다하고 져버렸다. 하지
만 시흥시민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남아있는 폐염전의 흔적과 시나브로 회
복해 가고 있는 갯골과 갯벌의 새로운 속살은 도시생활에 지친 시민은 물
론 탐방객들에게 1930년대 암울했던 식민시기 저항시로 잘 알려진 이상의 
‘오감도(烏瞰圖)’ 대신 그들만이 느끼는 소박하고 행복한 ‘오감도(五減
圖)’를 선사하고 있다.

▼ 시흥 갯골 생태공원



염 전
메타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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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D 자료명 설명문 자료종류 소재지

사진 DP001 군자역 1968년 수인선 열차 안에서 바라본 군자역 사진 정왕동

DP002 군자역 1970년 수인선 군자역에서 열차를 타려고 기다리는 아낙네들 사진  정왕동

DP003 소래철교 1978년 소래철교를 횡단하는 수인선 협궤증기기관차 사진 시흥시

DP004 수인선 보통정기승차권 군자 송도 간 보통정기권 사진  정왕동

DP005 군자역승강장과 아낙네
1964년 군자역승강장에서 장사할 물건을 정리하며 

열차를 기다리는 아낙네들 
사진  정왕동

DP006 군자역승강장과 통학생 1968년 군자승강장에서  협궤열차를 기다리는 통학생들 사진 정왕동

DP007
군자염전을 지나는 

수인선 풍경

1937년 3월 부설된 수인선은 시흥과 주변지역의 

인적·물적 교류에 크게 기여. 수인선을 부설하게 된 주된 요인 중의 

하나는 군자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의 수송을 위한 것.

사진  정왕동

DP008 수인선을 타는 사람들

해방 이후 경제개발과 더불어 도로교통이 발달하면서 수인선의 기능은 

점차 애초의 부설 취지와 달리화물수송보다 여객수송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시흥지역의 주민들에게 수인선은 인근 지역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었다.

사진  정왕동

DP009

소래포구와 시흥을 

하나로 묶어주던 

수인선 소래철교 풍경

1980~90년대에 접어들면서 소래포구와 월곶 일대는 전통적인 포구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관광형 포구로 자리잡게 된다. 행정구역 상으로

는 인천과 시흥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수인선이 폐선되기 전까지 

소래와 월곶은 단일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진  정왕동

DP010

마지막으로 운행하는 

수인선을 타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

1995년 12월 안산의 한양대 앞부터 수원 구간의 노선이 폐지됨으로 

인해 58년간 운행되었던 수인선 협궤열차는 

역사속의 기억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사진

DP011

군자염전 전경

(1970년대 군자염전 

개발이전의 모습)

1924년 개발이 시작된 군자염전은 시흥의 취락 분포와 이 지역의 

생활양식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중국인 염전 노동자와 평안도 

인구의 유입으로 지금의 정왕동 해안가 일대가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진 정왕동

DP012

갯벌에서 채취한 

조개를 소달구지로 

운반하는 모습

1960~70년대가 되어서야 고무장화가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초까지 오이도 전역에서 조개채취가 가능하였고, 시화지구 개발이 본격

화될 무렵까지 오이도 앞 갯벌의 맨손어업은 

이 지역 사람들의 중요한 수입원 중의 하나였다.

 사진  정왕동

DP013
시화지구 개발 

이전의 군자염전

1980년대 시화지구 개발에 앞서 하늘에서 촬영한 군자염전의 모습이다.

오이도와 옥구도, 현재 정왕동 사이에 자리잡은 

염전이 마치 바둑판 같다.

사진  정왕동

DP014 폐염된 소래염전

1996년 폐염된 소래염전의 전경. 내만갯벌을 따라 형성된 소래염전의 모

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해마다 시흥 갯골 축제가 열리는 곳으로 폐염된 

이후에도 갯골을 중심으로 한 생태환경의 보고로서 각광을  받아왔으

며, 지금은 갯골 생태 공원이 조성돼 있다.

사진 장곡동

DP015
1970년대의 

오이도 신포동

신포동은 현재 시화지구 개발로 사라진 지역이다.

이 지역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짓거나, 고기를 잡고 근처의 

군자염전에서일하며생계를 유지했다. 어촌에서 염전으로, 

다시 공단으로 변한 오이도일대는 아마도시흥에서 가장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를 함께 했던 지역일 것이다.

사진  정왕동

DP016
시흥을 날다. 2013 하늘

에서 본 시흥-옥구공원 

도시정원박람회 등을 치루며 잘 정돈된 옥구공원을 

바로 위  상공에서 내려다 본 모습
사진 정왕동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jpg 김용수 인천시립박물관 김용수 인천시립박물관 1968 군자역

jpg 김용수 인천시립박물관 김용수 인천시립박물관 1970 군자역

jpg 김용수 인천시립박물관 김용수 인천시립박물관 1978 소래철교

jpg 군자역발매 인천시립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 1982-01-23 수인선 승차권

jpg 김용수 인천신문 김용수 인천시립박물관 1964 군자역 승객

jpg 김용수 인천신문 김용수 인천시립박물관 1968 군자역 통학생

jpg 시흥시 철도청 시흥시사3
(작성일)

2007
군자염전, 수인선

jpg 시흥시 철도청 시흥시사3
(작성일)

2007
수인선 승객

jpg 안영모 시흥시
시흥포토

라이프
시흥시사6

(작성일)

2007

소래철교, 

협궤열차

jpg 시흥시 철도청 시흥시사3
(작성일)

2007
수인선 폐선

jpg 시흥시 시흥시 군자동지
(작성일)

2007
군자염전

jpg 시흥시
주강현

이기복
시흥시사6

(작성일)

2007
갯벌에서 조개채취

jpg 시흥시
수자원

공사
시흥시사7

(작성일)

2007
군자염전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작성일)

2007
폐염된 소래염전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작성일)

2007
오이도 신포동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청 2013 옥구공원, 항공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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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D 자료명 설명문 자료종류 소재지

DP017

시흥을 날다. 

2013 하늘에서 본 

시흥-오이도 

오이도 이주단지 전경. 사진 상단의 초록색 구릉이 종합정비를 앞두고 

있는 사적 제441호 ‘시흥 오이도 유적’사진 왼쪽의 노란색 구조물은 

뜬다리 형태로 제작된 ‘황새바위길’이다. 멀리 시흥스마트허브의 모습이 

보인다. 썰물로 갯벌이 드러난 모습은 시흥시에서 

항공촬영을 시작한 이래로 처음이다. 

사진 정왕동

DP018

시흥을 날다. 

2013 하늘에서 본

시흥-월곶지구 

새로 개통된 수인선 월곶역과 월곶지구 전경. 썰물로 바닷물이 빠져 사

진 하단 방산대교와 소래철교일대의 물길이 잘 드러난다.
사진 월곶동

DP019

시흥을 날다. 

2013 하늘에서 본

시흥-정왕동일원

정왕동 전경. 정왕본동과 1,2,3,4동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멀리 보이는 배곧신도시, 그너머에는 인천 송도신도시이다. 
사진 정왕동

DP020

시흥을 날다. 

2013 하늘에서 본 

시흥-갯골생태공원

막바지 조성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시흥시 대표 명소, 

시흥 갯골 생태 공원의 모습
사진  장곡동

DP021

시흥을 날다. 

2013 하늘에서 본

시흥-시흥갯골

저녁 노을이 절묘하게 반사된 시흥시의 상징 생태계, ‘시흥갯골’의 환상

적인 모습.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자연이 저마다 빛깔을 뽐내고 있다
사진 장곡동

DP022

시흥을 날다. 

2013 하늘에서 본

시흥-정왕본동 

다가구 주택단지

하늘에서 보면 사뭇 달라보이는 정왕본동 

다가구 주택단지의  이채로운 모습
사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P023 대한염업㈜ 직원들 사진

DP024
소래염전 염부들

(1950년대)

1950년대부터는 군자염전·소래염전 이외에 주변 섬에도 염전이 

들어서기 시작. 1·4후퇴에 월남하여 민간염전 개발에 

청부업자로 활동한 이들도 있다.

사진

DP025
염전과 함께 생겨난 

포동 신촌

대대적인 염전의 형성은 염전촌락과 염전 주택이 성립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소래염전의 포동 염전사택
사진

경기도 

시흥시 

포동

DP026 대한염전사택

포동의 신촌 사람들은 거의 외지인들로 구성되었으며, 손자 세대까지 

합하여 3대가 머물렀다. 대한염전의 사택에서 살기 때문에 

전업을 생각할 수도 없었으며 소금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다.

사진

경기도 

시흥시 

포동

DP027
1960년대의 군자염전

과 염전사택 풍경

오이도 군자염전에서도 염부들은 대개  외부인들이었다. 옛 사진을 보면 

일본들이 지은 염전관사가 20여 호 보인다. 이들 관사는 매립공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존속하다가 모두 사라졌다.

사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P028 옥구도의 염전사택
일제시기부터 1980년대 군자염전이 매립될 때까지  염전노동자들이 

살았으나 염전과 함께 자취를 감추었다.
사진

DP029
결정지에서 채염작업

을 하는 염부들

1960년대 군자염전 염부들 모습이다. 염전에서 실질적인 

노동을 담당하는 염부들은 대개 일용직이었다.
사진

DP030 염부들 사진

DP031 염부들의 휴식시간
바쁜 작업 중에 잠깐 시간이 나면 염부들은 

막걸리 한 사발로 피로를 덜곤 했다.
사진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청 2013 오이도, 항공촬영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청 2013 월곶지구 , 항공촬영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청 2013 정왕동일원, 항공촬영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청 2013 갯골생태공원, 항공촬영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청 2013 시흥갯골, 항공촬영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청 2013 정왕본동 주택단지, 항공촬영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대한염업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소래염전, 염부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염전, 포동, 신촌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대한염전, 염전사택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1960년대, 군자염전, 염전사택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옥구도, 염전사택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결정지, 채염작업, 염부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염부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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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032
고된 육체노동을 하면서 국

수로 점심을 때우는 염부들
염부들의 고단한 삶이 느껴진다. 사진

DP033 쇠락한 염전창고 염전의 소멸은 많은 염부들을 실업자로 만들었다.  사진

DP034 채렴 작업 염전일에서 가장 힘든 것은 역시  채렴(소금걷기)이다. 사진

DP035
물이 빠진 소금을 가마니에 

담아 포장하는 모습
물이 빠진 소금을 가마니에 담아 포장하는 모습 사진

DP036 소금창고 현재는 몇 동 남아 있지 않은 소금창고의 모습 사진

DP037
배가 드나들던 

소래염전 갯골
배가 드나들던 소래염전 갯고랑 사진

DP038
갯골을 출입하며 

소금을 운반하던 배
갯고랑을 출입하며 소금을 운반하던 배 사진

DP039 일용직 염부들
1952년 추석맞이잔치 때 찍은 사진이다. 이들은 소금창고에서 

배까지 소금을 지어 나르던 임시직 염부들이라고 한다.
사진

DP040 갯고랑에 놓인 가시렁차길

가시렁차는 1960년대에  전매청에서 대한염업으로 넘어간 다음

에 출현한 것으로 여겨진다. 갯고랑을 건녈때 사용한 길이다. 

소염교는 1933년 건설된 다리로 위에는 소금을 운반하는 

가시렁차 레일이 놓여 있었다. 1999년 다리가 무너졌고 

현재는 철거되어 사라졌다. 

사진

DP041
군자공립보통학교 

제9회 졸업기념 사진

1934년 촬영. 이 때까지 군자공립보통학교는 4년제였기 때문에,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시흥의 주민들은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론을 형성하고 청원활동을 

전개하는 등 줄기차게 노력하였으며, 결국 1937년 학년연장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사진

DP042 군자염전
밑천 없는 실향민에게 염전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사진

DP043 장곡동 앞의 소래염전 장곡동 앞의 소래염전 사진

DP044 작업 중인 염부들 작업 중인 염부들 사진

DP045 가솔린차
보통‘가시렁차’라고 불렀는데, 칠통에 소금을 져서 나르는 

염부들의 노동을 대신해 주었다.
사진

DP046 대파를 밀며 작업 중인 염부 1970년대 제염작업 중인 염부의 모습이다. 사진

DP047
곰배로 채렴 중인 

맨발의 염부
곰배로 채렴 중인 맨발의 염부 사진

DP048 염전 수차를 돌리는 염부 군자염전에서 수레차로 소금물을 끌어 올리는  장면(1984년) 사진 정왕동

DP049 소래철교 소래철교를 건너는 사람들 사진

DP050 소금창고 1960년대의 소금창고의 모습 사진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염부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염전창고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채렴 작업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소금가마니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소금창고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소래염전 갯골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갯골, 소금배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염부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갯골, 가시렁차길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청
군자공립보통학교, 

제9회 졸업기념 사진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9 2007 군자염전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9 2007 소래염전, 장곡동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9 2007 염부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9 2007 가솔린차, 가시렁차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9 2007 대파, 염부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9 2007 곰배, 염부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9 2007 군자염전, 수차, 염부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9 2007 소래철교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군자동지 2016 1960년대, 소금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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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051 염전물대기 기계를 이용한 염전 물대기(1960년대) 사진

DP052 수인선 달월역 부근 군자면 월곶리, 1982년 사진

DP053 수인선을 달리는 협궤열차 수인선 협궤열차(정왕동, 1992) 사진 정왕동

DP054 군자역전 풍경 1980년대 중반의 군자역전풍경 (정창섭 제공) 사진 정왕동

DP055 소래염전의 소금창고들 포동옛염전의 소금창고들(1998년 9월) 사진 포동

DP056 시흥 소래염전 소금창고 시흥 소래염전 소금창고 (1998년 8월) 사진 포동

DP057
소금운반차량

(가시렁차, 1973)
소금운반차량(가시렁차, 1973) 사진

DP058
소금운반차량

(솔트베이 골프클럽)
소금운반차량(솔트베이 골프클럽) 사진 포동

DP059 시흥시 포동 소래염전 시흥시 포동 소래염전 사진 포동

DP060
시흥 갯골 생태 공원 

전경
시흥 갯골 생태 공원 전경 사진

포동, 

장곡동

DP061
월곶동 고잔의 

1970년대 초 풍경
월곶동 고잔의 1970년대 초 풍경 사진

DP062 오이도 안말 1990년대 마을 앞으로 논이 펼쳐진 오이도 안말 1990년대 사진 정왕동

DP063 매립된 군자염전 매립된 군자염전 사진 정왕동

DP064 매립되기 전 군자염전 직선적 풍광을 연출하는 군자염전 사진 정왕동

DP065
정왕동 오동나무골 

1980년대

군자염전 축조 때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형성된 

정왕동 오동나무골(1980년대)
사진 정왕동

DP066 평안촌 1980년대
평안도에서 염전기술을 쌓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남하하여 평안도촌을 꾸렸다
사진 정왕동

DP067 소래염전 2006년 소래염전 2006년 사진 포동

DP068 시화공단 조성 모습 2006년 철강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옛 군자염전 2006년 사진 정왕동

DP069 군자염전과 옥구도 19970년대 염전이 펼쳐진 옥구도 19970년대 사진

DP070 포동 소래염전의 나문재 포동 소래염전에 자라난 나문재 사진 포동

DP071
소래염전이 있는 

포동 풍경
마을 앞에 염전이 펼쳐진 포동 풍경 사진 포동

DP072 군자염전 1960년대 군자염전 1960년대 사진 정왕동

DP073 소래염전 저수지 소래염전 저수지 사진 포동

DP074 함수구덩이 염전의 함수구덩이 사진 포동

DP075 함수지붕 함수구덩이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은 지붕 사진 포동

DP076
소래염전의 깸파리와 

타일
소래염전의 깸파리와 타일을 깔았던 흔적 사진 포동

DP077 소래염전의 타일바닥 소래염전의 타일바닥 사진 포동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군자동지 2016 염전물대기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군자동지 2016 수인선, 달월역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군자동지 2016
수인선, 협궤열차, 

정왕동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군자동지 2016 1980년대, 군자역전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길 위에서 

만난 시흥
소래염전, 소금창고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길 위에서 

만난 시흥
소래염전, 소금창고

jpg 시흥문화원 시흥문화원 시흥문화원
사람으로 보는 

우리마을3
2016 소금운반차량

jpg 시흥문화원 시흥문화원 시흥문화원
사람으로 보는 

우리마을3
2016 소금운반차량

jpg 이승언 시흥시 시흥시
시흥의 생활문화와 

자연유산
1995 포동 소래염전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
10-19

시흥 갯골생태공원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월곶동, 고잔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오이도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군자염전, 매립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군자염전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군자염전, 정왕동, 

오동나무골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군자염전, 평안촌, 

염전기술자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소래염전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군자염전, 시화공단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군자염전, 옥구도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소래염전, 염생식물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소래염전, 포동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군자염전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소래염전, 저수지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염전, 함수구덩이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함수구덩이, 함수지붕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소래염전, 깸파리, 

타일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소래염전, 타일바닥



「디지털시흥문화대전」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염 전D 26 D 27
분류 ID 자료명 설명문 자료종류 소재지

DP078 소래 폐염전 소래 폐염전 사진 포동

DP079
정왕동과 시흥스마트 

허브 전경 2018년
옥구도에서 바라본 정왕동과 시흥스마트 허브 전경 2018년 사진 정왕동

DP080  정왕동전경 2018년 옥구도에서 바라본 정왕동 2018년 사진 정왕동

DP081
옥구도에서 바라본 

오이도
옥구도에서 바라본 오이도 2018년 사진 정왕동

DP082
옥구도에서 바라본 

오이도 야경
옥구도에서 바라본 오이도 야경 2018년 사진 정왕동

DP083 옥구공원과 정왕동 옥구공원과 정왕동 2018년 사진 정왕동

DP084 정왕동과 녹지축 1
옥구도에서 바라본 정왕동과 시흥 스마트 허브를 

구분하는 녹지축 배움의 숲
사진 정왕동

DP085 정왕동과 녹지축 2
옥구공원에서 바라본 정왕동과 시흥 스마트 허브를 

구분하는 녹지축 배움의 숲
사진 정왕동

DP086 시흥 갯골 생태 공원 1 시흥 갯골 생태 공원 갯골 체험장 1 사진 장곡동

DP087 시흥 갯골 생태 공원 2 시흥 갯골 생태 공원 갯골 체험장의 갈대 사진 장곡동

DP088 시흥 갯골 생태 공원 3 시흥 갯골 생태 공원 갯골 체험장의 조형물 사진 장곡동

DP089 시흥 갯골 생태 공원 4 시흥 갯골 생태 공원 갯골 체험장과 소금창고 1 사진 장곡동

DP090 시흥 갯골 생태 공원 5 시흥 갯골 생태 공원 갯골 체험장과 소금창고 2 사진 장곡동

DP091 시흥 갯골 생태 공원 6 시흥 갯골 생태 공원 시간의 언덕 사진 장곡동

DP092 시흥 갯골 생태 공원 7 시흥 갯골 생태 공원 어린이 탐방객 사진 장곡동

DP093 시흥 갯골 생태 공원 8 시흥 갯골 생태 공원 시간의 언덕 포토존 사진 장곡동

DP094 시흥 갯골 생태 공원 9 시흥 갯골생태 공원 시간의 언덕에서 바라본 갯골체험장 사진 장곡동

DP095 시흥 갯골 생태 공원 10 시흥 갯골생태 공원 인포센터와 시간의 언덕 사진 장곡동

DP096 시흥 갯골 생태 공원 11 시흥 갯골 생태 공원 갯골 체험장 2 사진 장곡동

DP097 시흥 갯골 생태 공원 12 시흥 갯골 생태 공원 염전 체험장 1 사진 장곡동

DP098 시흥 갯골 생태 공원 13 시흥 갯골 생태 공원 염전 체험장 2 사진 장곡동

DP099 시흥 갯골 생태 공원 14 시흥 갯골 생태 공원 염전 체험장 3 사진 장곡동

DP100 시흥 갯골 생태 공원 15 시흥 갯골 생태 공원 염전 체험장 4 사진 장곡동

DP101 시흥 갯골 생태 공원 16 시흥 갯골 생태 공원 염전 체험장 5 사진 장곡동

DP102 시흥 갯골 생태 공원 17 시흥 갯골 생태 공원 염전 체험장 6 사진 장곡동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소래염전, 폐전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
10-27

옥구도, 정왕동,  

스마트허브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
10-27

옥구도, 정왕동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24 옥구도, 오이도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27 옥구도, 오이도 야경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27 옥구공원, 정왕동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27
정왕동, 시흥스마트허

브, 녹지축, 배움의숲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27
정왕동, 시흥스마트허

브, 녹지축, 배움의숲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20 소래염전, 갯골체험장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20
소래염전, 갯골체험장, 

모새달, 갈대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20
소래염전, 갯골체험장, 

조형물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20
소래염전, 갯골체험장, 

소금창고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20
소래염전, 갯골체험장, 

소금창고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19 소래염전, 시간의 언덕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19
소래염전, 시흥갯생태공

원, 어린이 탐방객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19
소래염전, 시간의 언덕, 

포토존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19
소래염전, 시간의 언덕, 

갯골체험장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19

소래염전, 시흥갯골생태

공원, 인포센터, 

시간의 언덕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19 소래염전, 갯골체험장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19 소래염전, 염전체험장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19 소래염전, 염전체험장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19 소래염전, 염전체험장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19 소래염전, 염전체험장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19 소래염전, 염전체험장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19 소래염전, 염전체험장



「디지털시흥문화대전」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염 전D 28 D 29
분류 ID 자료명 설명문 자료종류 소재지

DP103 시흥 갯골 생태 공원 18 시흥 갯골 생태 공원 염전 체험장 옹패판 사진 장곡동

DP104 시흥 갯골 생태 공원 19 시흥 갯골 생태 공원 염전 체험장 타일판 사진 장곡동

DP105 시흥 갯골 생태 공원 20 시흥 갯골 생태 공원 염전 체험장 소금채렴 사진 장곡동

DP106 시흥 갯골 생태 공원 21 시흥 갯골 생태 공원 염전 체험장 소금창고 내부 사진 장곡동

DP107 시흥 갯골 생태 공원 22 시흥 갯골 생태 공원 갯골 1 사진 장곡동

DP108 시흥 갯골 생태 공원 23 시흥 갯골 생태 공원 갯골 2 사진 장곡동

DP109 시흥 갯골 생태 공원 24 시흥 갯골 생태 공원 갯골과 조형물 사진 장곡동

DP110 시흥 갯골 생태 공원 25 시흥 갯골 생태 공원 조형물과 갯골 사진 장곡동

DP111 시흥 갯골 생태 공원 26 시흥 갯골 생태 공원 흔들전망대를 오르는 탐방객 사진 장곡동

DP112 시흥 갯골 생태 공원 27 시흥 갯골 생태 공원 흔들전망대에서 바라본 갯골습지센터 사진 장곡동

DP113 시흥 갯골 생태 공원 28 시흥 갯골 생태 공원 갯골 3 사진 장곡동

DP114 시흥 갯골 생태 공원 29 시흥 갯골 생태 공원  갯골과 탐조대 1 사진 장곡동

DP115 시흥 갯골 생태 공원 30 시흥 갯골 생태 공원  갯골과 탐조대 2 사진 장곡동

DP116 시흥 갯골 생태 공원 31 시흥 갯골 생태 공원 해수 체험장과 염전 체험장 사진 장곡동

DP117 시흥 갯골 생태 공원 32 시흥 갯골 생태 공원 옛 염전창고와 염전체험장 사진 장곡동

DP118 시흥 갯골 생태 공원 33
시흥 갯골 생태 공원 흔들전망대에서 바라본 

갯골습지센터 전경
사진 장곡동

DP119 시흥 갯골 생태 공원 34 시흥 갯골 생태 공원  흔들전망대 그림자와 억새군락 사진 장곡동

DP120 시흥 갯골 생태 공원 35 시흥 갯골 생태 공원 흔들전망대로 통하는 억새밭 사잇길 사진 장곡동

DP121 시흥 갯골 생태 공원 36 시흥 갯골 생태 공원 갯골수로 사진 장곡동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

19

소래염전, 염전체험장, 옹패

판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10-

19

소래염전, 염전체험장, 타일

판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
10-19

소래염전, 염전체험장, 

소금채렴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
10-19

소래염전, 염전체험장, 

소금창고 내부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
10-19

소래염전, 시흥 갯골 

생태 공원, 갯골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
10-19

소래염전, 시흥 갯골 

생태 공원, 갯골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
10-19

소래염전, 시흥 갯골 

생태 공원, 갯골, 조형물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
10-19

소래염전, 시흥 갯골 

생태 공원, 갯골, 주형물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
10-19

소래염전, 시흥 갯골 

생태 공원, 갯골, 

흔들전망대, 탐방객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
10-19

소래염전, 시흥 갯골 

생태 공원, 갯골습지센터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
10-19

소래염전, 시흥 갯골 

생태 공원, 갯골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
10-19

소래염전, 시흥 갯골 

생태 공원, 갯골, 탐조대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
10-19

소래염전, 시흥 갯골 

생태 공원, 갯골, 탐조대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
10-19

소래염전, 시흥 갯골 

생태 공원, 해수 체험장, 

염전 체험장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
10-19

소래염전, 시흥 갯골 

생태 공원, 옛 염전창고, 

염전체험장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
10-19

소래염전, 시흥 갯골 

생태 공원, 갯골습지센터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
10-19

소래염전, 시흥 갯골 

생태 공원, 흔들전망대, 

그림자, 억새군락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
10-19

소래염전, 시흥 갯골 생태 

공원, 흔들전망대, 억새밭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2018-
10-19

소래염전, 시흥 갯골 

생태 공원, 갯골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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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DD001 1910년대 시흥지역 지형도  1910년대 시흥지역 지형도 도면

DD002
군자면을 두개의 

제방으로 연결

옥균도, 오이도 두섬을 이용 군자면을 

두개의 제방으로 연결 1,000정보의 염전을 건축
도면

경기도 시흥

시 정왕동

DD003
20세기 초반의 서해안 

경인권역 지도

 조간대의 너른 해변에 긴 둑이 그려져   있는데, 염전을 만들

기 위하여 이미 당대에 둑을 쌓기 시작한 것으로 여겨진다.
도면

경기도 시흥

시 정왕동

DD004
시흥군 관내도(1962)에 

표시된 군자·소래염전

1962년 시흥군 관내도에 표시된 

군자·소래염전을 확인할 수 있다.
도면

DD005
소래와 군자염전

(시흥군 관내도, 1982)
1982년 시흥군 관내도에도 군자·소래염전을 확인할 수 있다. 도면

DD006
염전 폐지 직전의 

소래염전과 남동염전
염전 폐지 직전의 소래염전과 남동염전 도면

경기도 

시흥시 

DD007 염전의 구조 염전의 구조 도면

DD008
염전이 토지로 정리된

 모습
염전이 토지로 정리된 모습(1989년 시흥시 행정지도) 도면

경기도 시흥

시 정왕동

DD009 평안촌, 군자염전 정왕 4리의 대략적인 마을 위치 도면
경기도 시흥

시 정왕동

DD010 평안촌, 배나루, 봉우재 정왕 3, 4리의 마을 위치 도면
경기도 시흥

시 정왕동

DD011 시흥군 관내도(1975) 시흥군 관내도(1975) 도면

DD012 시흥시 행정지도(1989) 시흥시 행정지도(1989) 도면

DD013 시흥시 행정지도(2002) 시흥시 행정지도(2002) 도면

DD014 시흥지역 염전과 위치 시흥지역 염전과 위치 도면

DD015 소래 염전 평면도 소래 염전 평면도 도면

DD016 『대동여지도』의 시흥해역 『대동여지도』의 시흥해역 도면

DD017
일제시기 지형도에 나타난 

시흥해역

포동 갯고랑 : 포리나루의 명성은 마을 앞의 갯고랑으로만 

전해지고 있다.
도면

문헌 DB001 財務週報 36호 부록 密輸入鹽狀況調査 중국염의 밀수입에 대한 기록 고문서

DB002
韓國鹽業調査報告書 

第一編
시흥의 자염(煮鹽)에 관한 기록 고문서

DB003 安山鹽民等狀
안산염전에 관한 기록(안산군 마유면·초유면은 현재 시흥시

에 속한다)으로 염업 공납의 폐단을 없애 줄 것을 상소
고문서

DB004 安山鹽民等 所志
안산염전에 관한 기록으로 염세를 신설하여 걷고 있으므로 

그 폐단을 해결해 달라는 안산염민들의 상소
고문서

DB005 朝鮮の鹽業 
1920년대 관영염전 건설추이, 군자염전 축조 개황, 

1930~1945년 관영염전 건설추이
고문서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3 2007
1910년대 시흥지역 

지형도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3 2007
옥균도, 오이도, 

군자면, 제방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20세기 초반의 서해

안 경인권역 지도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시흥군 관내도(1962), 

군자·소래염전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시흥군 관내도(1982), 

군자·소래염전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소래염전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염전의 구조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염전 정리

jpg 시흥문화원 시흥문화원 시흥문화원
사람으로 보는 

우리마을2
2015 평안촌, 군자염전

jpg 시흥문화원 시흥문화원 시흥문화원
사람으로 보는 

우리마을2
2015

평안촌, 배나루, 

봉우재

jpg 시흥시 시흥문화원 시흥시 시흥시 지명유래 2006_2 시흥군 관내도(1975)

jpg 시흥시 시흥문화원 시흥시 시흥시 지명유래 2006.2
시흥시 행정지도

(1989)

jpg 시흥시 시흥문화원 시흥시 시흥시 지명유래 2006.2
시흥시 행정지도

(2002)

jpg 남동구 남동구 남동구 남동구 20년사 2010 군자염전, 소래염전

jpg 남동구 남동구 남동구 남동구 20년사 2010 소래염전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시흥해역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시행해역, 포동 갯고

랑, 포리나루

度支部 臨時

財源調査局

『財務週報』36호 

부록
1907 중국염의 밀수입

度支部 臨時

財源調査局

『財務週報』第55號 

附錄,
1908 시흥의 자염

『각사등록 근대편』, 

1887년(丁亥 十二月  

二十二日)

안산염전

『각사등록 근대편』, 

1889년(己丑 九月  

初七日)

안산염전, 

염세에 대한 상소

石橋雅威 友邦協會 1983 군자염전 축조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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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06 고등경찰관계연표
군자염전 축조과정의 자금탕진, 인부들의 과중한 노동으

로 질병과 사망, 인부들의 인금인상 요구와 파업 
고문서

DB007 朝鮮總督府專賣局年報 1925~1929년 관염 생산량, 1929년 1정보당 평균 생산량 고문서

DB008 朝鮮專賣史 소금을 포함한 5,600쪽에 담긴 전매 품목의 모든 것 고문서

DB009 韓國水産誌 고문서

DB010 鹽ニ關スル調査 고문서

DB011 인천부사
수인철도 계획. 수여선을 먼저 개통하고 

수인선 부설 여부를 결정하려 함
고문서

DB012 조선철도협회지 조선경동철도 최근업적 고문서

DB013 조선총독부관보
수인선 노선 및 정차장 일람. 

1937년 8월 6일자를 토대로 작성함
고문서

DB014 朝鮮の經濟事情 고문서

DB015 한국지 고문서

DB016 韓國鹽田狀況 고문서

DB017 한국염무개황 고문서

DB018 製鹽業に 就て 고문서

DB019
천일염전 해수동결, 

채함 관계자료(군자염전)
해외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

DB020
소래염전에 기계제염을 

병용하는 계획안
해외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

DB021
조선의 천일제염에 

관한 자료
해외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

DB022
8. 소금증산확보를 

위한 염전축조계획안
해외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

DB023
9. 1932년도 이래 5개년계

획에 의한  염업수지총괄
해외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

DB024

4. 천일염전 확장공사의 

현실과 염전축조의  

곤란을 알다

해외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

DB025
1942년도 전매국 전관내염

전의 천일염 생산비조사
해외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

DB026
15. 1938년에서 폐전에 

이르기까지 염전축조상황
해외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

DB027
조선총독부 전매국 

제염관서 소재지 외
해외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

DB028
3. 천일염전의 축조와 

소금의 수급관계
해외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고등경찰관계연표, 

1925년 8월 16일
군자염전 축조과정

朝鮮總督府專賣局
朝鮮總督府專賣局

年報, 5~19
관염생산량

朝鮮總督府 

專賣局
朝鮮專賣史 1936 소금, 전매

農商工部 

水産局
 『韓國水産誌』1~4 1911 염

日本內閣 拓殖局 『鹽ニ關スル調査』 1911 염

인천부 『인천부사』 1933 수인선 부설

『조선철도협회 지』

17(下)
수인선 노선, 정차장

조선총독부 시흥시사3
『조선총독부관보』

제3168호
수인선 노선, 정차장

朝鮮總督府 1938 조선의 경제

러시아 대장성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1900

木浦理事廳報告 『通商彙纂』27 1905 한국염전상황

임시재원조사국 『한국염무개황』 1910 한국염무개황

조선총독부 『朝鮮彙纂』 1916_6 제염업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TA0002816 1917 군자염전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TA0002790 1920 소래염전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TA0002790 1920 조선의 천일제염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TA0002790 1920

소금증산확보, 

염전축조계획안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TA0002790 1920 염업수지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TA0002790 1920 천일염전 확장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TA0002790 1920

전매국 천일염 

생산비 조사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TA0002790 1920 1938년 염전축조상황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TA0002790 1920

전매국 제염관서 

소재지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TA0002790 1920 염전축조, 소금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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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29 조선총독부 전매국 염무관계자료 표지 및 목차 해외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

DB030 조선천일염전축조 연표 해외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

DB031 조선총독부 전매국의 개요 해외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

DB032 조선염업사 해외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

DB033
천일제염법으로 천일함수전오법과의 우열에 관한 

조선전매국의 의견서
해외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

DB034
소래염전에 기계제염을 

병용하는 계획안
해외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

DB035 5. 염전 면적 해외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

DB036 천일제염조업일반 해외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

DB037 소래염전 평면도 해외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

DB038
소래염전 축조 3정보 

염전 조임 표준
해외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

DB039 군자염전의 준공식에 임해 해외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

DB040 1925년 5월 6일 군자염전의 준공에 관하여 해외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

DB041
2. 대동아전쟁 말기 염전 종업원 식량부족 대책으로써 

농장염전에 농장을 설립,식량증산할 때의 기록 외
해외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

DB042
1. 1943년 군자염전 종업원 자제를 위한 국민학교 학급 

증설 신청 관계 기록
해외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

DB043 군자염전소장의 임무에 대하여 해외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

DB044
1925년의 주안남동, 군자염전의 염전제 및 

위안회에 관해서
해외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

DB045 군자염전 평면도 해외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

DB046 군자고즙(간수)공장 평면도 해외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

DB047 천일염전 축조관계 자료 해외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

DB048 군자전매지청-주안출장소군자파출소염전부지 총독부기록물 국가기록원대전기록관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TA0002790 1920 전매국 염무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TA0002790 1920 조선천일염전축조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TA0002790 1920 조선총독부 전매국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TA0002790 1920 조선염업사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TA0002790 1920

천일제염법, 

천일함수전오법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TA0002790 1920 소래염전, 기계제염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TA0002798 1922 염전 면적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TA0002798 1922 천일제염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TA0002798 1922 소래염전 평면도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TA0002798 1922 소래염전 축조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TA0002798 1922 군자염전 준공식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TA0002798 1922 군자염전 준공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TA0002798 1922

염전 종업원 

식량부족 대책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TA0002798 1922

군자염전 종업원 

자제를 위한 국민학교 

학급 증설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TA0002798 1922 군자염전소장의 임무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TA0002798 1922

군자염전의 염전제 및 

위안회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TA0002798 1922 군자염전 평면도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TA0002798 1922

군자고즙(간수)공장 

평면도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TA0002798 1922 천일염전 축조

미상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JA0020267 1924 군자전매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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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D 자료명 설명문 자료종류 소재지

DB049
염전축조를위한공유수면매립구역일부폐지의건

(조선염업주식회사)
총독부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DB050 조선총독부전매국 염전면적조 해외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DB051 주안출장소소래파출소제3구염전 총독부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DB052 염전경영의 매립승인 총독부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DB053 소래염전제3구축조공사설계서 총독부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DB054 소래염전제3구염전내부소공사 총독부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DB055 소래염전제3구외곽제방축조공사 총독부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DB056 소래염전제3구목조배수암거축조공사 총독부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미상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JA0015239

http://theme.

archives.go.kr/

viewer/common/

archWebViewer.do?b

sid=200300807419&d

sid=000000000003&

gubun=search

1925 공유수면매립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TA0002793 1930 염전면적

미상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JA0020289 1933 소래파출소제3구염전

미상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JA0014149 1925

미상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JA0014770

http://theme.

archives.go.kr/

viewer/common/

archWebViewer.do?b

sid=200300805524&

dsid=000000000006

&gubun=search

1935
소래염전제3구축조

공사설계서

미상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JA0014770

http://theme.

archives.go.kr/

viewer/common/

archWebViewer.do?b

sid=200300805524&

dsid=000000000008

&gubun=search

1935
소래염전제3구염전

내부소공사

미상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JA0014770

http://theme.

archives.go.kr/

viewer/common/

archWebViewer.do?b

sid=200300805524&

dsid=000000000007

&gubun=search

1935
소래염전제3구외곽제

방축조공사

미상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JA0014770

http://theme.

archives.go.kr/

viewer/common/

archWebViewer.do?b

sid=200300805524&

dsid=000000000009

&gubun=search

1935
소래염전제3구목조배

수암거축조공사



「디지털시흥문화대전」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염 전D 38 D 39
분류 ID 자료명 설명문 자료종류 소재지

DB057 소래염전제3구축조공사설계서 총독부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DB058 사양서수량개산서 총독부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DB058 사양서수량개산서 총독부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DB059 도면첨부 총독부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DB060 색인 총독부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DB061 표지 총독부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미상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JA0014770

http://theme.

archives.go.kr/

viewer/common/

archWebViewer.do?b

sid=200300805524&

dsid=000000000006

&gubun=search

1935
소래염전제3구축조

공사설계서

미상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JA0014770

http://theme.

archives.go.kr/

viewer/common/

archWebViewer.do?b

sid=200300805524&

dsid=000000000010&

gubun=search

1935 공유수면매립

미상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JA0014770

http://theme.

archives.go.kr/

viewer/common/

archWebViewer.do?b

sid=200300805524&

dsid=000000000005

&gubun=search

미상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JA0014770

http://theme.

archives.go.kr/

viewer/common/

archWebViewer.do?b

sid=200300805524&

dsid=000000000002

&gubun=search

미상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JA0014770

http://theme.

archives.go.kr/

viewer/common/

archWebViewer.do?b

sid=200300805524&

dsid=000000000001&

gubun=search

미상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CJA0014770

http://theme.

archives.go.kr/

viewer/common/

archWebViewer.do?b

sid=200300805524&

dsid=000000000004

&gubun=search



「디지털시흥문화대전」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염 전D 40 D 41
분류 ID 자료명 설명문 자료종류 소재지

DB062

경기도부천군소래면광산리및방

산리시흥군수암면하중리평남

용강군해운면용반리지선

총독부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DB063
염전축조에의한공유수면

매립의건
총독부기록물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DB064
인천지방전매청소래염전전용선

부설승인에관한건
일반기록물 국가기록원(본원)

DB065
군자소래간인천지방전매청

소래염전증설승인에관한건
일반기록물 국가기록원(본원)

DB066
우량 군자염전 유지 

운영을 위한 협조 요청
일반기록물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

DB067
군자염전운영을 위한 

협조 의뢰 보고
일반기록물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

DB068
세상을 바꾼 다섯가지 

상품이야기
소금, 모피, 보석, 향신료 그리고 석유 단행본

DB069
한국근대 지세제도와 

농민운동
단행본

DB070 한국철도사 단행본

DB071 한국철도사 단행본

DB072 시흥군지 시흥시의 문화재와 유적 단행본

DB073 철도연감
수인선 해방 후 영업구간 및 

역수의 변천
단행본

DB074 철도통계연보
수인선 해방 후 영업구간 및 

역수의 변천
단행본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미상 국가기록원
국가

기록원

CJA00

14770

http://theme.

archives.go.kr/

viewer/common/

archWebViewer.do?b

sid=200300805524&

dsid=000000000004

&gubun=search

1935
공유수면

매립

미상 국가기록원
국가

기록원

CJA00

14770

http://theme.

archives.go.kr/

viewer/common/

archWebViewer.do?b

sid=200300805524&

dsid=000000000003

&gubun=search

1935
공유수면

매립

철도청 철도건설

본부 건설계획국 

계획과

국가기록원
국가

기록원
BA0110081 1953

소래염전전

용선부설

철도청 철도건설

본부 건설계획국 

계획과

국가기록원
국가

기록원
BA0110095 1955

소래염전

증설

건설교통부 복합

도시기획단 

신도시개발과

국가기록원
국가

기록원
DA1264760 1985 군자염전

건설교통부 복합

도시기획단 

신도시개발과

국가기록원
국가

기록원
DA1264760 1985 군자염전

홍익희 행성 B잎새

세상을 바꾼 

다섯가지 

상품이야기

2015_
06_18

9788997
132720

소금

이영호
서울대학교

출판부

`한국근대 

지세제도와 

농민운동

2001 8952101243
한국근대 

지세제도

철도청 편
『한국

철도사』3
1974 수인선

이현희
한국학술

정보

『한국

철도사』
2003

895340
2409

수인선 

이승언 시흥시 『시흥군지』 1988
군자염전, 

소래염전

철도청 시흥시사3 『철도연감』
1964·1966
1968·1969

수인선

철도청
『철도통계

연보』

1964·1966
1968·1969

수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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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D 자료명 설명문 자료종류 소재지

DB075 한국철도 100년사 단행본

DB076 한국철도 80년 약사 단행본

DB077 인천상공회의소 100년사 단행본

DB078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단행본

DB079 신현동지 방산동, 포동, 미산동 주민들의 삶과 문화 단행본

DB080 시흥시사3 시흥의 근현대 단행본

DB081 시흥시사6 시흥바닷가 사람들의 일과 삶 단행본

DB08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경기도편)
219쪽 염전 축조과정 단행본

DB083 염전지 단행본

DB084 염백서 소금에 대한 상공부가 제출한 보고서 단행본

DB085 한국전매사 한국의 전매사 단행본

DB086 소금의 문화사

소금이 인류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소금'이 남긴 발자취를 

흥미롭게 뒤쫓아간다. 

 소금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속담에서 과학까지, 

일화에서   학문적인 문제까지 7장에 걸쳐 그 속에 녹아있는 

많은 ‘소금 결정들’을 쉽게 만난다.

단행본

DB087 한국수산지 Ⅰ-2 단행본

DB088 소금의 과학

소금의 자원, 제염의 역사와 제염법, 그리고 우리나라의 염업현황, 

소금의 이화학적 성질, 소금과 조리식품,  소금과 건강, 세계적으

로 이름난 소금, 속담 속의 소금

단행본

DB089 소금꽃이 핀다 단행본

DB090 우리나라 제염업과 소금

조선 시대 전통적 자염업의 내용과 성격,    전통적 자염업이 변화

하는 모습과 추이.  근대시기 새로운   신종염인 수입염ㆍ천일염 및 

재제염이 유입 생산되는 과정, 소금에 얽힌    민속정리. 

단행본

DB091 작지만 큰 한국사, 소금 소금으로 본 한국의 역사문화 이야기 단행본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철도청
『한국철도 100

년사』
1999 수인선

철도청
『한국철도 80

년 약사』
1979 수인선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상공회의

소 100년사』
1995 수인선

정재정
서울대학교

출판부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1989 수인선

신현동지편찬

위원회
시흥문화원

시흥

문화원
『신현동지』 1999 소래염전, 염부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3 2007
군자염전, 소래

염전, 수인선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사』6 2007
군자염전, 

소래염전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

조사보고서(경

기도편)』

1978 염전축조과정

대한염업조합회 『염전지』 1957 염

상공부 『염백서』 1964 염

전매청
『한국전매사』 

제1권
1982 염

피에르 라즐로 가람기획 김병욱 역
『소금의 

문화사』
2001 8984350729 소금

日本農商工部水

産局 
새미

이근우 : 

신명호 : 

심민정  역

『한국수산지 Ⅰ

-2』
2010 978895628564 소금

정동효 유한문화사 『소금의 과학』 2013 9788977225749 염

김준
국립민속박

물관

『소금꽃이 

핀다』
2011 소금

유승훈 민속원
『우리나라 제

염업과 소금』
2008 9788956385617 소금, 염전

유승훈 푸른역사
『작지만 큰 한

국사, 소금』
2012 9788994079653 제염업,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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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092 천일제염공업 단행본

DB093
식민지기 인천의 

근대 제염업

우리나라 천일제염에 담겨있는 식민성과 

근대성 양측면에서 탐구한 연구서이다.
단행본

DB094 시흥시 군자동지 군자동 마을지 단행본

DB095 군자염전 이야기 군자염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구술을 바탕으로한 이야기 단행본

DB096 우리나라 천일염 이야기 우리나라 천일염의 안전성을 평가한 책 단행본

DB097 염전과 갯벌 이야기 바다와 염전 그리고  갯벌 이야기 단행본

DB098 조선시대 소금 생산 방식 전통시대의 소금생산방식에 대한 글 단행본

DB099 길위에서 만난 시흥 시흥사람들의 시흥이야기 단행본

DB100
시흥시문화비전 

2030 기본계획
시흥의 문화 비전  2030기본계획 단행본

DB101 사람으로보는 우리마을2 군자지역과 염전, 군자면의 역사, 군자동성황제 단행본

DB102 사람으로보는 우리마을3 군자동, 신현동(포동) 새우개, 월곶동 마을이야기 단행본

DB102 시흥시 지명유래 시흥의 지명과 그 유래에 대하여 단행본

DB103 시흥의 문화재와 유적 시흥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단행본

DB104 시흥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시흥의 역사와 문화유적 단행본

DB105
시흥의 생활문화와 

자연유산
시흥의 생활문화 및 자연유산 단행본

DB106 군자에서 염전지대에서의 노동과 힘든 삶을그린 시
정기

간행물

경기도 시흥

시 정왕동

DB107
국내유일의 협궤 명물 

수인선 철도

정기

간행물

DB108
제1회 시흥 갯골축제 방문객 

분석 및 평가보고서

2006년 9월 25일 시흥갯골축제추진위원회 18명이 참석

한 가운데 축제평가회를 가졌다. 방문객 설문을 통해 

문제점을 제시하고 분석하여 평가한 보고서이다.

보고서

DB109
개항기 제염업에 대한 연구 

-자본제적 경영을  중심으로
논문

DB110
近代朝鮮における鹽需給と

鹽業政策
논문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이봉희
재무부전

매국

『天日製鹽

工業』
1957 천일제염공업

유창호
인천학

연구원

인천학연구

총서37
2017

97911551
66338

식민지기 인천의 

근대 제염업

pdf 정대화
시흥시 

군자동

『시흥시 

군자동지』
2016 군자염전, 염부

pdf
시흥역사문화

연구회
시화넷

『군자염전 

이야기』
2012 군자염전

최진호 시그마북스
『우리나라 

천일염 이야기』
2011

9788984
454699

천일염

최진호

바다사랑실

천운동

시민연합

『염전과 

갯벌 이야기』
2008

9788991
67363

염전, 갯벌

고광민외 4 신서원 2006 8979403402 자염

pdf
시흥시평생

교육원장

시흥시평생

교육원

시흥시평생

교육원
2012

군자염전, 

소래염전

pdf
한국예술종합학

교 산학협력단
2016-12

군자염전, 

소래염전

pdf 시흥문화원 시흥문화원 시흥문화원
사람으로 보는 

우리마을2
2015 군자염전

pdf 시흥문화원 시흥문화원 시흥문화원
사람으로 보는 

우리마을3
2015 소래염전

pdf 시흥시 시흥문화원 시흥시
시흥시 

지명유래
2006-2

시흥의 

지명과 유래

pdf 이승언 시흥시 시흥시
시흥 향토문화

총서1
1995

군자염전, 소래

염전, 수인선

pdf
기전문화재

연구원

기전문화재

연구원

기전문화재연

구원 학술총서 

제2집

2000
군자염전, 소래

염전, 수인선

pdf 이승언 시흥시 시흥시 
시흥 향토문화

총서3
1995

군자염전, 소래

염전, 수인선

pdf 신경림
황해문화 통권 

제 13호

1996-
12-15

군자염전

인천문화원 『인천문화』9 1988 수인선, 협궤

시흥갯골축제

추진위원회
2006.9

소래염전, 장곡

동, 갯골축제

이영학
서울대 인문

학연구소
『한국문화』12 1991 개항기 제염업

田中正敬
 一橋大學博

士學位論文

『近代朝鮮にお

ける鹽需給と

鹽業政策』,

2001 염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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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111 統監府の鹽業政策について 논문

DB112
朝鮮開港後の日本 輸入とその影

響-硏究史整理を中心に
논문

DB113 植民地期朝鮮の專賣制度と 業 논문

DB114
1930年以後の朝鮮における鹽需

給と鹽業政策
논문

DB115 일제하의 수여·수인선의 철도고 논문

DB116
수인선 철도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
논문

DB117
수인선협궤철도와공간형성에

관한고찰
논문

DB118 전오염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 논문

DB119
경기만의 천일제염업- 남동·소래 

염전을  중심으로
논문

DB120
염전저수지 개발 

잠재력조사보고서
논문

DB121
일제에 의한 식민지 재정의 

형성과정
논문

DB122 염전 용어에 관한 연구 논문

DB123
한말이후 일제하의 우리나라

제염업의 실태
논문

DB124 우리나라 제염업의 전개과정 소고 논문

DB125
한국철도사연구의 현황과 과제 : 

일본제국주의와  관련하여
논문

DB126
日本의 對韓 侵略政策과 京仁鐵

道 敷設權의 獲得
논문

DB127 20세기 초 인천지역의 소금생산 논문

DB128 소금생산과 남동 · 소래염전 논문

DB129 인천연안의 염업 논문

DB130
소금이 만들어낸  근대의 표상과 

인천의 염전
논문

DB131 관해기2
시흥 소래염전과 소래포구 

: 소금밭도 협궤열차도 추억 속으로
단행본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田中正敬
『一橋論叢』

115券 2號
1996 염업정책

田中正敬 日本鹽業硏究會
『日本鹽業の硏 究』

第26集
1998 염수입

田中正敬
日本鹽業

硏會

『日本鹽業の硏究』

第26集
2000

식민시기 

전매제도

田中正敬 新幹社
『姜德相先生古希·退職

記念日 朝關係史論集』
2003

1930년대 조선의 

염수급, 염업정책

이창식
기전향토문화

연구회
『기전문화』3 1988 수인선

윤옥경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지리교육논집』28 1992 수인선

최미향
이화여대사회생

활학과
『녹우회보』 1984 수인선

김일기 『문화역사 지리』3 1991 전오염 제조방법

정명옥

고려대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

논문

1986 소래염전

경기도
『염전저수지 개발 잠재력

조사보고서』
1980 염전저수지

이윤상 『韓國史論』14 1986 소금 전매

김휘진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76 염전용어

한인수
『응용지리』 

제1권3호
1977 제염업

한인수
『靑坡盧道陽博士 

고희기념문집』
1979 제염업

정재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연구원
『都市行政硏究』 8 1993 수인선

정재정 『역사교육』77 2001 철도

유승훈 인천학연구원 2004 소금생산

추교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구20년사』 2010 소래염전

유승훈
인천광역시립

박물관
2011 소래염전

유창호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17 소래염전

주강현 웅진지식하우스 2006
소래염전, 

협궤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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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DM001
어제 그리고 오늘

(수인선  협궤열차)
어제 그리고 오늘(수인선  협궤열차) 동영상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M002 수인선 공사시작과 개통 수인선 공사시작과 개통 동영상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M003 The Railway Story (韓国) The Railway Story (韓国) 동영상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M004
대한뉴스 제 1968호

-한국철도의 역사
대한뉴스 제 1968호-한국철도의 역사 동영상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M005
대한뉴스 제 1623호

-미니열차
대한뉴스 제 1623호-미니열차 동영상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M006
대한뉴스 제 1697호

-계절의 영상
대한뉴스 제 1697호-계절의 영상 동영상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M007
추억의 수인선, 다시 달린다. 

43년 만에 부활
추억의 수인선, 다시 달린다. 43년 만에 부활 동영상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M008 수인선 협궤열차 수인선 협궤열차 동영상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M009 박경 수인선 박경 수인선 동영상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구술 DO

신문신문 DN001 근대식염전 근대식염전으로 1920년대 축조되는 군자염전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02 수인선 협궤열차
비릿한 소금기가 녹아 있는 풍경, 염전지대가 

추억을 회상시키는 여행지가 됐다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03 사진이야기로 보는 수인선 군자역 승강장, 아련한 기억 더듬어 봅니다.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04 사람이 있었다-수인선 1960
2016년 2월 27일 개통 수인선, 1960~70년 

수인선 옛풍경을 사진으로 만난다.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05 주안염전계획
지금공사중인 군자면육백정보시흥군의 

백오십정보는 늦어도 명년 도중에 완성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06 주안군자염전에 강도 주안군자염전 살인미수사건에 대한 기사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이관희
https://www.youtube.com/

watch?v=pktQibLT7c0
(게시일)2015-07-02

수인선, 

협궤열차

전용선
https://www.youtube.com/

watch?v=sysqg5otorY
(게시일)2013-07-18 군자염전

tama 4556

https://www.youtube.

com/watch?time_

continue=2&v=zDA1F35ThXU

(게시일)2008-11-03
수인선, 

군자역

KTV 대한

뉴스

https://www.youtube.

com/watch?time_

continue=40&v=ggsuk5cL1R8

(게시일)2017-01-02 

(제작일)  

1993-07-28

수인선

KTV 대한

뉴스

https://www.youtube.com/

watch?v=Il3wLDmnwWs

(게시일)2017-01-01 
(제작일) 1986-12-12

수인선, 

군자염전

KTV 대한

뉴스

https://www.youtube.com/

watch?v=lhQvje30wfM

(게시일)2017-01-01 
(제작일)  

1988-05-18

수인선, 

협궤열차

SBS 뉴스
https://www.youtube.com/

watch?v=KKujd5LMsMw
2016-02-26 수인선

Various

Artists

-Topic

https://www.youtube.com/

watch?v=2_Lx8pJBzig

(게시일)2016-10-13 
(제작일)  

1997-01-01

수인선 

협궤열차

shafran73
https://www.youtube.com/

watch?v=TcdKfCujWTI
(게시일)2013-05-19 군자염전

서울

신문
서울신문

서울

신문

http://go.seoul.co.kr/news/

newsView.php?id=2006072121

5001#csidxdfac06102eaca87a

76aac6b111960dd 

2006-07-20 군자염전

민중의 

소리

민중의 

소리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

A00000063660.html
2001-02-20 군자염전

인천

일보
인천일보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

mod=news&act=articleView&i

dxno=694757#08hF

2016-02-23
수인선, 

군자역

경향

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

news/khan_art_view.html?

artid=201602210957261&co

de=620104

2016-02-21 수인선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23-11-13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24-08-31 군자염전



「디지털시흥문화대전」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염 전D 50 D 51
분류 ID 자료명 설명문 자료종류 소재지

DN007
군자염전강도범인 혐의자

취조중

염전강도 협의자취조중에 염전근로자들의 자백으로 

새로운 국면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08 채염증가 오천만근 군자염전이 완료되면 염전중 가장 유망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09 중국인부폭행
군자염전이 부근에서 중국인 

노동자들의 폭행사건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10 제염사업상황 조선의 제염사업상황에 대하여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11 인천근해 풍파로
인천근해 풍파로 군자염전의 공사에 쓰는 돌을 

운반하던 배 두척은 깨지고 한척은 행위불명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12 전매국예산 대체전년답습 전매국대정십오년도예산 대체전년답습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13
전매사업현황 염전매의 

전도 청목전매국장담
청목전매국장의 염전매실시에 관한 의견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14
불리해결보다 

현상유지가 득책

수입염에 대하여 불리한 해결보다 봄에 준성한 

군자염전도 점차 숙전이 되어가면 생산도 

격증될것이니  현상유지가 득책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15
문제의 군자염전제방 

배수구설치확정

군자염전제방으로 배수가 되지 않아 매년홍수기마다 

피해를 당하여 주민의 원성이 빗발쳐 

배수구설치 확정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16
전매국염전까닭에 

농작물피해막심

시흥군군자면정왕, 죽률양리주민의 농작물피해 

막심 작년도 완축한 염전제방으로 배수가 안돼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17 관염가격인하 남동군자염전도 일등 칠십오, 이등 육십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18 부천강도

군자염전공사에서 노동하다가 고향인 평남룡강군으

로 돌아가던 김창완이 부천에서 

강도짓을 하고 도주하던중 체포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19 신염전축조 백오십정보
주안관내남동금군자에 백오십정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20 목선전복
목선전복 어부세명 참사 시흥전매국파출소

소재지 옥균도 부근에서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21 천일염풍수
군자이천칠백구십오만근 전년동기 

심칠할팔분 증수 신기록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22 천일생산고 천일염생산고 군자사천칠백사십칠만근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23 금년채염 일억만근예상 군자삼천삼백삼십오만근 예상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24 염전노동도 타처인 피탈
군자면재민생활난으로 오이도총독부전매

국염전에 인부로 사용해달라고 탄원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25 지방잡신 시흥 시흥군군자면오이도평양촌에는 도박이 성행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26
재해구제사업비 

백구십여만원
군자염전에 이십오만원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27 각염전채수량
군자염전은 일등일천백팔십오만근 

이등이천구백삼십륙만일천근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28 천일염채수량 이억이천만근 군자면 삼천륙백구십오만근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24-08-15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24-10-21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24-10-10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24-06-27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24-02-01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25-07-14 전매국 예산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25-01-29 염전매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25-10-02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26-10-17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26-08-24 군자염전, 염전제방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27-09-02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27-05-25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27-08-16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27-01-22 군자염전, 옥균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28-07-06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28-09-04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28-02-28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29-03-21 군자염전, 오이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29-01-10 군자염전, 평양촌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30-10-22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30-11-18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30-10-01 군자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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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029 전매국채염 평년이상 염전별채염고염전일정보 군자 삼십사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30 조선내채염량
최근조사 전매국관내각염전채수고표에 의하면 군자

염전 일등삼백구십이만팔천근 이등삼백십칠만삼천근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31 전매국채염전 전매국관내 염전면적은 군자오백칠십오정보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32
자동차축항에 전락 

세관장등 오명즉사

군자면염전에서 망둥이 낚시회를 마치고 인천축항에 

돌아와 자동차를 타고 돌아가던중 차가 

축항으로  떨어져 즉사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33 금년도채염 각염전별채염예상고 군자 575정보, 47,062천근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34 채염성적 염전 면적 생산고 군자 면적575 생산고 47,257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35 채염량 각염전별채염예상고 군자 면적575채염예상 47,062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36
금년의 관염산량이억사

천만근

군자염전 10월15일 채염종료 군자   

오천일백사십삼만륙천근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37 목선이 침몰
염전창고 재료를 실코 시흥군 군자면 염전으로 

향하다가 침몰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38 천일염생산액 사월분 천일염생산 군자 팔백구심수만참천근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39 조선염명산 조선내천일염 생산고, 남동과군자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40
이백만원의 수인철도 

명년십일월완성?

측량도 대개 완료되었다. 연장약백이십킬로. 

동선로는 남동 군자 양얌전을 주로하고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41 국선우회보담 심오천단축
시흥군 수암면에서 동군 군자면에 이르는 협궤부설. 

염전확장계획에도 서광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42
수입호염축출차 

천일염적극제염

경동철가 교통상편리도 고려한 바인것도 

사실이거니와 주로 군자 남동양염전을 끼고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43
인천의 염전풍작 염기근해

소 호염준비도 넉넉

인천전매국관내 주안, 남동, 군자, 

소래 인천염업 등 각구역에서 소금풍년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44
수원 인천간 철도 

금일부터  운수개통

경동철도회사에서 수원 인천간 철도, 

군자 소래 남동각 염전의 소금 수송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45 군자염전서 증산에 개가 시흥군 군자염전 생산예정량의 백이십퍼센트 생산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46
생산증가 매인당 또 칠근

씩 배급

군자 서산 각염전에서 생산 될것이 지난 여름의 

한발로 예년보다 성적이 양호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47 국산염생산격증
남동 군자 주안 시험염전들의 생산실적 

과거 십년간에 처음보는 호성적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48
김장 소곰걱정없다 한사람

에 일곱근배급

금년은 가뭄으로 주안 소래 군자 등 

각 염전에서 대증산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49 소금생산에 대기염 군자염전 금년도 소금생산책임량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50 오년계획수립 염전개량사업
전매청에서는 금년도부터의 염판 개량시설 

오개년계획을 수립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51
지서에서 자살 문초받던 

피의자

군자지서에서는 염전창고에서 백미 2가마니를 

절취한 염부가 문초받던 중 자살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52 "아리랑 담배 많이 나온다" 금년도의 염사업계획. 군자 603町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53 86정보개간
시흥군군자면 초지리에서 수암면 고잔리를 거쳐 

수암면 성포리까지 간척공사 진행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30-09-02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31-05-27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31-03-10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31-08-19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31-03-25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31-10-13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31-03-24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31-11-03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32-07-11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32-05-17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33-11-01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35-11-28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35-10-03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36-03-25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37-11-27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37-08-07 소래염전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49-10-25 군자염전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49-09-25 군자염전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49-05-17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49-09-17 군자염전,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50-06-26 소래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55-08-07 군자염전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57-05-03 염판개량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62-02-01 군자염전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62-11-07 군자염전



「디지털시흥문화대전」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염 전D 54 D 55
분류 ID 자료명 설명문 자료종류 소재지

DN054 가뭄역설 소금풍년
해방후 최고실적 풍염가. 대한제염회사는 염전을 

주안 군자 등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55 대한염업
대한염업은 63년 설립. 71년 민영화. 

소유염전은 경기도 소래, 남동, 군자등의 1천8백정보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56
상권 전국시대(15) 

지방도시의 상가
군자에 6백3정보등 염전이 조성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57 소금값 계속 오름세
인천, 군자, 수원 등 남양일원의 천일염 

소금값 폭등세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58
시중 소금값떨어져 정부비

축염 방출로

인천, 군자, 수원 등 남양일원의 천일염 소금값 

10월말보다 내림세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59
시중 소금값 오름세 

가마당 3백원이나

본격적 김장시작으로 소금수요 크게늘어, 

염전산지(군자, 인천, 수원)출하가격 올려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60 소금값 배로 올라 장마로 생산저조. 대한염업산하 남도, 소래, 군자 등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61
시장 소금값 떨어져 

가마당 3백원이나
남양일원(수원, 군자, 인천)천일염 가격 떨어져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62
기적과 함께 애환44년 

사양길의 미니열차

수인선이 관통하는 군자만일대 1천7백50만평에 77년 

3월 기공된 반월신공업도시가 건설됨에따라 

수인선 폐쇄론이 높다.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63 충절의 혼에 사는 시흥
우리나라 소금생산량의 10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군자염전은 면적이 2천ha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64 군자 오이도
폐쇄된 염전 쓸쓸한 아름다움…

영화감독 정지영씨 추천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65 오이도

KBS드라마 ‘토지’의 무대, 군자역의 협궤열차, 

염전지대, 영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연상. 그리고  낙조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66
창작의 고향(14) 윤후명

 소설 ‘협궤열차’

한국문학 문제작의 고향을 찾아. 녹슨 철로 위로는 

싱싱한 ‘생성’이. 서해 노을 속으로 사라져가는

 ‘유물’에선  비릿한 삶의 냄새.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67
‘협궤열차’ 마지막 

기적소리

수인선 내일로 운행 끝. 소래, 남동, 군자염전의 

소금을 실어 나르려고 건설한 협궤열차.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68
이천만원투자로 

화학공장출현

소래방면에 계수리 대야리 저수주부근 일대는 소래염

전의 근설지로서 그 준공도 목전에 잇거니와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DN069
소래서 염전제와 

우량종업원표창

소래지국에서 염전기원제와 위안연예회, 

근로성적우량표창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DN070
시흥의 소래염전과 

소래포구

[바다에 살어리랏다-주강현의 觀海記](47)시흥 

소래염전과 소래포구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DN071 소래염전 너 어디 갔니? 소래염전의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65-06-11 군자염전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73-09-05 대한염업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76-12-14 군자염전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79-10-11 군자염전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79-11-05 군자염전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79-11-29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80-08-23
군자염전,

소래염전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80-01-09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81-03-21
군자염전, 

반월신공업도시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84-11-09 군자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87-09-18 군자염전, 오이도

jpg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매일경제 1989-06-09
군자역, 협궤열차, 

영화, 드라마

jpg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향신문 1992-10-26 수인선, 협궤열차

jpg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1995-12-30 수인선 폐선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38-02-22 소래염전

jpg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동아일보 1947-04-27 소래염전

서울신문 서울신문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

newsView.php?id=2004121602

5001#csidx1e73c792d5566ae8

cbfaa11b49a9af2

2004-12-15
소래염전, 

소래포구

시흥장수

신문

시흥장수

신문

시흥장수

신문
http://m.shjangsu.com/1295 2007-06-24 소래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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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D 자료명 설명문 자료종류 소재지

DN072
食鹽增產에 當局腐心,  

鹽田改修와 君子鹽田着
식염증산에 당국부심, 염전 개수와 군자염전착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73

朝鮮採鹽の一大革新, 總面

積約二千一百町步, 採鹽量約

二億二千萬斤, 君子鹽田の竣成

조선채염의 일대혁신, 총면적 약 2천1백정보, 채

염량 2억2천만근, 군자염전의 조성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74 郡子鹽田竣工 군자염전준공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75 君子鹽田竣工, 五月六日擧式 군자염전준공, 5월 6일 거식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DN076

專賣二大事業難工事の君子鹽田

と東洋有數の煙草工場愈 完々成

に近し

전매 2대 사업 난공사의 군자염전과

동양유수의 연초공장 완성이 가까워
신문자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jpg 공업신문 공업신문 공업신문 공업신문 1947-08-22 군자염전

jpg 조선신문 조선신문 조선신문 조선신문 1925-05-08 군자염전

jpg 조선신문 조선신문 조선신문 조선신문 1925-05-01 군자염전

jpg 조선신문 조선신문 조선신문 조선신문 1925-04-25 군자염전

jpg 조선신문 조선신문 조선신문 조선신문 1925-03-02 군자염전



염 전
관련자료



「디지털시흥문화대전」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염 전D 60 D 61

 DD001 
1910년대 시흥지역 지형도 (시흥시사3 2007)

DD002 
군자면을 두개의 제방으로 연결 (시흥시사3 2007)

DD003 
20세기 초반의 서해안 경인권역 지도

(시흥시사6 2007)

DD005 
소래와 군자염전(시흥군 관내도, 1982)

(시흥시사6 2007)

DD007 
염전의 구조 (시흥시사6 2007)

DD006 
염전 폐지 직전의 소래염전과 남동염전

(시흥시사6 2007)

DD004 
시흥군 관내도(1962)에 표시된 군자·소래염전

(시흥시사6 2007)

DD008 
염전이 토지로 정리된 모습 (시흥시사
6 2007)



「디지털시흥문화대전」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염 전D 62 D 63

DD009 
평안촌, 군자염전 (사람으로 보는 우리마을2 2015)

DD011 
시흥군관내도(1975) 

(시흥시 지명유래 2006)

DD012 
시흥시 행정지도(1989)
(시흥시 지명유래 2006)

DD010 
평안촌, 배나루, 봉우재 (사람으로 보는 우리마을2 2015)



「디지털시흥문화대전」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염 전D 64 D 65

DD013 
시흥시 행정지도(2002) 
(시흥시 지명유래 2006)

DD015 
소래 염전 평면도 (남동구 20년사 2010)

DD016 
『대동여지도』의 시흥해역 (시흥시사6 2007)

DD014 
시흥지역 염전과 위치
(남동구 20년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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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005 
주안염전계획 
(동아일보 1923. 11. 13,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06 
주안군자염전에 강도
(동아일보 1924. 8. 31,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D017 
일제시기 지형도에 나타난 시흥해역

(시흥시사6 2007)
DN007 

군자염전강도범인 혐의자취조중(동아일보 1924. 8. 15,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08 
채염증가 오천만근

(동아일보 1924. 10. 21,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09 
중국인부폭행

(동아일보 1924. 10. 10,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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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010 
제염사업상황 (동아일보 1924. 6. 27,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11 
인천근해 풍파로 (동아일보 1924. 2. 1,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

리)

DN012  
전매국예산 

대체전년답습
(동아일보 1925. 7. 14, 

출처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DN013 
전매사업현황 염전매의 전도 청목전매국 (동아일보 1925. 1. 29,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17 
관염가격인하
(동아일보 1927. 9. 2,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14 
불리해결보다 현상유지가 득책 (동아일보 1925. 10. 2,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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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016 
전매국염전까닭에 농작물피해막심 (동아일보 1926. 8. 24,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18 
부천강도 (동아일보 1927. 5. 25,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15 
문제의 군자염전제방 배수구설치확정
(동아일보 1926. 10. 17,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19 
신염전축조 백오십정보 (동아일보 1927. 8. 16,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20 
목선전복 (동아일보 1927. 1. 22,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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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022 
천일생산고 (동아일보 1928. 9. 4,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23 
금년채염 일억만근예상 (동아일보 1928. 2. 28,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21 
천일염풍수 (동아일보 1928. 7. 6,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24 
염전노동도 타처인 피탈 (동아일보 1929. 3. 21,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25 
지방잡신 시흥
(동아일보 1929. 1. 10,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26 
재해구제사업비 백구십여만원 (동아일

보 1930. 10. 22,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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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027 
각염전채수량 (동아일보 1930. 11. 18,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28 
천일염채수량 이억이천만근 (동아일보 1930. 10. 1,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29 
전매국채염 평년이상 (동아일보 1930. 9. 2,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30  
조선내채염량 (동아일보 1931. 5. 27,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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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031 
전매국채염전 (동아일보 1931. 3. 10,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32
자동차축항에 전락 세관장등 오명즉사
(동아일보 1931. 8. 19,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33 
금년도채염 (동아일보 1931. 3. 25,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34  
채염성적 (동아일보 1931. 10. 13,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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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036 
금년의 관염산량이억사천만근 (동아일보 1931. 11. 3,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37 
목선이 침몰
(동아일보 1932. 7. 11,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38 
천일염생산액

(동아일보 1932. 5. 17,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35 
채염량 (동아일보 1931. 3. 24,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39 
조선염명산 (동아일보 1933. 11. 1,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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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41 
국선우회보담 심오천단축 (동아일보 1935. 10. 3,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40 
이백만원의 수인철도 명년십일월완성?
(동아일보 1935. 11. 28,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42 
수입호염축출차 천일염적극제염

(동아일보 1936. 3. 25,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43 
인천의 염전풍작 염기근해소 호염준비도 넉넉
(동아일보 1937. 11. 27,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44 
수원 인천간 철도 금일부터  운수개통

(동아일보 1937. 8. 7,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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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045 
군자염전서 증산에 개가
(경향신문 1949. 10. 25,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47 
국산염생산격증
(경향신문 1949. 5. 17,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46 
생산증가 매인당 또 칠근씩 배급

(경향신문 1949. 9. 25,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48 
김장 소곰걱정없다 한사람에 일곱근배급
(동아일보 1949. 9. 17,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49 
소금생산에 대기염
(경향신문 1950. 6. 26,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50 
오년계획수립 염전개량사업 (동아일보 1955. 8. 7,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51 
지서에서 자살 문초받던 피의자 (경향신문 1957. 5. 3,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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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52 
“아리랑 담배 많이 나온다”
(동아일보 1962. 2. 1,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54 
가뭄역설 소금풍년
(경향신문 1965. 6. 11,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55 
대한염업 (매일경제 1973. 9. 5,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53 
86정보개간

(경향신문 1962. 11. 7,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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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056 
상권 전국시대(15) 지방도시의 상가
(경향신문 1976. 12. 14,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58 
시중 소금값떨어져 정부비축염 방출로
(매일경제 1979. 11. 5,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
브러리)

DN059 
시중 소금값 오름세 가마당 3백원이나
(매일경제 1979. 11. 29,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60 
소금값 배로 올라

(동아일보 1980. 8. 23,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57 
소금값 계속 오름세

(매일경제 1979. 10. 11,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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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061 
시장 소금값 떨어져 가마당 3백원이나

(매일경제 1980. 1. 9,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63 
충절의 혼에 사는 시흥
(동아일보 1984. 11. 9,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64 
군자 오이도

(동아일보 1987. 9. 18,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66 
창작의 고향(14) 윤후명 소설 ‘협궤열차’ 

(경향신문1992. 10. 26,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62 
기적과 함께 애환44년 사양길의 미니열차
(경향신문 1981. 3. 21,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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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067 
‘협궤열차’ 마지막 기적소리 (한겨레 1995. 12. 30,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72 食鹽增產에 當局腐心,  
鹽田改修와 君子鹽田着
(공업신문 1947. 8. 22)

DN068 
이천만원투자로 화학공장출현 

(동아일보 1938. 2. 22,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74 
郡子鹽田竣工 (조선신문 1925. 5. 1)

DN069 
소래서 염전제와 우량종업원표창
(동아일보 1947. 4. 27,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DN065 
오이도

(매일경제 1989. 6. 9, 출처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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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075 
君子鹽田竣工, 五月六日擧式 (조선신문 1925. 4. 25)

DP001 
군자역 (인천시립박물관 1968)

DP076
專賣二大事業難工事の君子鹽田と
東洋有數の煙草工場愈 完々成に近し
(조선신문 1925. 3. 2)

DP002 
군자역  (인천시립박물관 1970)

DN073 
朝鮮採鹽の一大革新, 總面積約
二千一百町步, 
採鹽量約二億二千萬斤, 
君子鹽田の竣成
(조선신문 19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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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006 
군자역승강장과 통학생
(인천시립박물관 1968)

DP007 
군자염전을 지나는 수인선 풍경

(시흥시사3 2007)

DP003 
소래철교 (인천시립박물관 1978)

DP004 
수인선 보통정기승차권

(인천시립박물관 1982. 1. 23)

DP005 
군자역승강장과 아낙네
(인천시립박물관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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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010 
마지막으로 운행하는 수인선을 
타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
(시흥시사3 2007)

DP011 
군자염전 전경(1970년대 군자염전 개발이전의 모습)

(시흥시사3 2007)

DP012 
갯벌에서 채취한 조개를 소달구지로 운반하는 모습
(시흥시사6 2007)

DP008 
수인선을 타는 사람들
(시흥시사3 2007)

DP009 
소래포구와 시흥을 하나로 묶어주던 
수인선 소래철교 풍경
(시흥시사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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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015 
1970년대의 오이도 신포동
(시흥시사6 2007)

DP016 
시흥을 날다. 2013 하늘에서 본 시흥-옥구공원 
(시흥시청)

DP017 
시흥을 날다. 2013 하늘에서 본 시흥-오이도
(시흥시청)

DP013 
시화지구 개발 이전의 군자염전
(시흥시사7 2007)

DP014 
폐염된 소래염전
(시흥시사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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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020 
시흥을 날다. 2013 하늘에서 본 
시흥-갯골생태공원(시흥시청)

DP021 
시흥을 날다. 2013 하늘에서 본 시흥-시흥갯골

(시흥시청)

DP019 
시흥을 날다. 2013 하늘에서 본 시흥-정왕동일원

(시흥시청)

DP018 
시흥을 날다. 
2013 하늘에서 본 시흥-월곶지구
(시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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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024 
소래염전 염부들(1950년대) (시흥시사6 2007)

DP025 
염전과 함께 생겨난 포동 신촌 (시흥시사6 2007)

DP022 
시흥을 날다. 2013 하늘에서 본 시흥-정왕본동 다가구 주택단지 (시흥시청)

DP023 
대한염업㈜ 직원들 (시흥시사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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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028 
옥구도의 염전사택 (시흥시사6 2007)

DP029 
결정지에서 채염작업을 하는 염부들 (시흥시사6 2007)

DP026 
대한염전사택 (시흥시사6 2007)

DP027 
1960년대의 군자염전과 염전사택 풍경 (시흥시사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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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032 
고된 육체노동을 하면서 국수로 점심을 때우는 염부들 (시흥시사6 2007)

DP033 
쇠락한 염전창고 (시흥시사6 2007)

DP030 
염부들 (시흥시사6 2007)

DP031 
염부들의 휴식시간 (시흥시사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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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036 
소금창고 (시흥시사6 2007)

DP037 
배가 드나들던 소래염전 갯골 (시흥시사6 2007)

DP034 
채렴 작업 (시흥시사6 2007)

DP035 
물이 빠진 소금을 가마니에 담아 포장하는 모습 (시흥시사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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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040 
갯고랑에 놓인 가시렁차길 (시흥시사6 2007) 

DP041 
군자공립보통학교 제9회 졸업기념 사진 (시흥시청)

DP038 
갯골을 출입하며 소금을 운반하던 배 (시흥시사6 2007)

DP039 
일용직 염부들 (시흥시사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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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044 
작업 중인 염부들 (시흥시사9 2007)

DP045 
가솔린차 (시흥시사9 2007)

DP042 
군자염전 (시흥시사9 2007)

DP043 
장곡동 앞의 소래염전 (시흥시사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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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048 
염전 수차를 돌리는 염부
(시흥시사9 2007)

DP049 
소래철교 (시흥시사9 2007)

DP046 
대파를 밀며 작업 중인 염부 (시흥시사9 2007)

DP047 
곰배로 채렴 중인 맨발의 염부 (시흥시사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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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052 
수인선 달월역 부근
(군자동지 2016)

DP053 
수인선을 달리는 협궤열차 (군자동지 2016)

DP051 
염전물대기 (군자동지 2016)

DP050 
소금창고 (군자동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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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056 
시흥 소래염전 소금창고 (길 위에서 만난 시흥)

DP057 
소금운반차량(가시렁차, 1973) (사람으로 보는 우리마을3 2016)

DP054 
군자역전 풍경
(군자동지 2016)

DP055 
소래염전의 소금창고들
(길 위에서 만난 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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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060 
시흥 갯골 생태 공원 전경 (인천사연구소 2018. 10. 19)

DP059 
시흥시 포동 소래염전 (시흥의 생활문화와 자연유산 1995)

DP058  
소금운반차량(솔트베이 골프클럽) (사람으로 보는 우리마을3 2016)



「디지털시흥문화대전」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염 전D 122 D 123

DP063 
매립된 군자염전 (시흥시사6 2007)

DP064 
매립되기 전 군자염전 (시흥시사6 2007)

DP062 
오이도 안말 1990년대 (시흥시사6 2007)

DP061 
월곶동 고잔의 1970년대 초 풍경 (시흥시사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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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067 
소래염전 2006년 (시흥시사6 2007)

DP068 
시화공단 조성 모습 2006년 (시흥시사6 2007)

DP065 
정왕동 오동나무골 1980년대 (시흥시사6 2007)

DP066 
평안촌 1980년대 (시흥시사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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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071 
소래염전이 있는 포동 풍경 (시흥시사6 2007)

DP072 
군자염전 1960년대 (시흥시사6 2007)

DP069 
군자염전과 옥구도 19970년대 (시흥시사6 2007)

DP070 
포동 소래염전의 나문재 (시흥시사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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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075
함수지붕 (시흥시사6 2007)

DP076 
소래염전의 깸파리와 타일 (시흥시사6 2007)

DP073 
소래염전 저수지 (시흥시사6 2007)

DP074 
함수구덩이 (시흥시사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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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079 
정왕동과 시흥스마트 허브 전경 2018년 (인천사연구소 2018. 10. 27)

DP077 
소래염전의 타일바닥 (시흥시사6 2007)

DP078 
소래 폐염전 (시흥시사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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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081 
옥구도에서 바라본 오이도 (인천사연구소 2018. 10. 27)

DP082 
옥구도에서 바라본 오이도 야경 (인천사연구소 2018. 10. 27)

DP080 
정왕동전경 2018년 (인천사연구소 2018.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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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085 
정왕동과 녹지축 2 (인천사연구소 2018. 10. 27)

DP086 
시흥 갯골 생태 공원 1 (인천사연구소 2018. 10. 20)

DP083 
옥구공원과 정왕동 (인천사연구소 2018. 10. 27)

DP084 
정왕동과 녹지축 1 (인천사연구소 2018.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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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089 
시흥 갯골 생태 공원 4 (인천사연구소 2018. 10. 20)

DP090 
시흥 갯골 생태 공원 5 (인천사연구소 2018. 10. 20)

DP087 
시흥 갯골 생태 공원 2 (인천사연구소 2018. 10. 20)

DP088 
시흥 갯골 생태 공원 3 (인천사연구소 2018.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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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093 
시흥 갯골 생태 공원 8 (인천사연구소 2018. 10. 19)

DP094 
시흥 갯골 생태 공원 9 (인천사연구소 2018. 10. 19)

DP091 
시흥 갯골 생태 공원 6 (인천사연구소 2018. 10. 19)

DP092 
시흥 갯골 생태 공원 7 (인천사연구소 2018.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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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097 
시흥 갯골 생태 공원 12 (인천사연구소 2018. 10. 19) DP098 

시흥 갯골 생태 공원 13 (인천사연구소 2018. 10. 19)

DP095 
시흥 갯골 생태 공원 10 (인천사연구소 2018. 10. 19)

DP096 
시흥 갯골 생태 공원 11 (인천사연구소 2018.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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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101 
시흥 갯골 생태 공원 16 (인천사연구소 2018. 10. 19) DP102 

시흥 갯골 생태 공원 17 (인천사연구소 2018. 10. 19)

DP099 
시흥 갯골 생태 공원 14 (인천사연구소 2018. 10. 19) DP100 

시흥 갯골 생태 공원 15  (인천사연구소 2018.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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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105 
시흥 갯골 생태 공원 20 (인천사연구소 2018. 10. 19) DP106 

시흥 갯골 생태 공원 21 (인천사연구소 2018. 10. 19)

DP103 
시흥 갯골 생태 공원 18 (인천사연구소 2018. 10. 19) DP104 

시흥 갯골 생태 공원 19 (인천사연구소 2018.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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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109 
시흥 갯골 생태 공원 24 (인천사연구소 2018. 10. 19) DP110 

시흥 갯골 생태 공원 25 (인천사연구소 2018. 10. 19)

DP107 
시흥 갯골 생태 공원 22 (인천사연구소 2018. 10. 19) DP108 

시흥 갯골 생태 공원 23 (인천사연구소 2018.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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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113 
시흥 갯골 생태 공원 28 (인천사연구소 2018. 10. 19)

DP114 
시흥 갯골 생태 공원 29 (인천사연구소 2018. 10. 19)

DP111 
시흥 갯골 생태 공원 26 (인천사연구소 2018. 10. 19)

DP112 
시흥 갯골 생태 공원 27 (인천사연구소 2018.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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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117 
시흥 갯골 생태 공원 32 (인천사연구소 2018. 10. 19) DP118 

시흥 갯골 생태 공원 33 (인천사연구소 2018. 10. 19)

DP115 
시흥 갯골 생태 공원 30 (인천사연구소 2018. 10. 19) DP116 

시흥 갯골 생태 공원 31 (인천사연구소 2018.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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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121 
시흥 갯골 생태 공원 36 (인천사연구소 2018. 10. 19)

DP119 
시흥 갯골 생태 공원 34 (인천사연구소 2018. 10. 19) DP120 

시흥 갯골 생태 공원 35 (인천사연구소 2018.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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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조 벌E
김상태  인천사연구소 소장

「디지털
시흥문화대전」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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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두 번째 혁명, 
농경 그리고 생명의 땅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서는 세 번의 혁명이 있었다고 한다. 첫 번째는 불
의 혁명이고, 두 번째는 농업혁명, 마지막으로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 농경이 혁명이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은 신석기 시대 농경을 하면서 식량을 자연 상태에서 얻어먹는 수렵
채집 생활에서 벗어나 얻어먹고 나아가 만들어 먹는 농경을 하게 되면서 
인구의 숫자가 증가하였다. 비로소 정착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전 시대에 
비하여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곧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다.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난 인구의 숫자가 늘어났기 자연적으로 인
구수가 전에 비하여 늘어난 것이다. 인구는 단순히 먹이를 소모하는 존재
가 아니라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노동력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증가된 노동력으로 
이제까지 하지 못한 은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경을 혁명이라
고 하는 것이다.

300여 년 전 1721년 인천과 안산의 경계에 있던 해수를 막아 제방을 만
들었다던 호조방죽이 있다. 1721년은 조선시대 경종 1년에 해당하는 시기
이다. 

경종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호조방죽은 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산업혁명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노동력을 동력이 대신한다는 점이다. 때
문에 전근대시기 동력을 사용할 수 없던 때에 대규모의 간척이나 개간이
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때문에 급격한 경작지의 

보통천 수문(2018.10.20 촬영)

확대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금이야 동력이 노동력을 대신하여 엄청난 개
간이나 간척사업은 이전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전 근대 시기에 대단위로 노동력을 동원하고 잘
마무리된 결과를 보여준 적은 없었다. 언제나 지배력의 약화나 밑으로부
터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의미에서 호조벌의 경우도 단순하게 제방을 
쌓고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무리없이 지나오지는 못하고 많은 우여곡절
을 겪으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전근대 농업사회에서 자연재해와 그로 인해 야기되는 기근은 국가의 통
치기반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지배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긴급 구제대책으로 진휼이 시행되었다. 때문에 진휼정책은 국가경제
의 중심이 농업에 있던 전근대 동양사회에서 중요한 지배정책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조선 후기 변동구조 하에서 체제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진휼정책 시행이 요구되고 있었지만, 당시 국가 재정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선정부가 시행한 대표적인 진휼정책은 조세의 감
면과 구제곡의 지급 등이 있었다. 먼저 조세의 견감정책을 보면 전결세와 
군역세의 감면은 숙종 후반 이후 제한되기 시작하여 영조 중엽에 이르면 
거의 중단되었고 심한 흉년에는 대납이 주로 시행되었다. 전결세와 군역세
의 견감이 제한되면서 재해시 국가의 조세 견감 대상은 조세 수입과 직결
되지 않는 환곡으로 이동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견감 정책의 방향전환은 
환곡 비축곡의 고갈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환곡 견감 또한 오랫동안 걷
히지 않는 구환(舊還)의 징수를 연기해 주거나 대납이 주종을 이루는 것으
로 바뀌어 갔다. 

한편 정부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기민에게 구제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는 황급한 상태에 빠진 기민 중 토지를 갖지 못한 무전농민에게 구제곡
을 무상지급하는 것과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유전농민에게 유상지급하
는 것이 있었다. 구제곡의 유상지급이라고 할 수 있는 환곡은 춘궁기의 
농민에게 식량과 종자를 지급하여 재생산기반을 확보해 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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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8세기 중엽 이후 국가 재정부족으로 인해 환곡의 모곡(耗穀)을 
국가재정에 보충하는 경우가 늘어갔다. 이에 따라 재정보충을 목적으로 
한 환곡의 설치가 늘어나면서 환곡 총액은 증대하였고 환곡 운영 방법도 
바뀌어 갔다. 이러한 사실을 환곡의 운영목적이 진휼적인 것보다 재정 보
충적인 것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흉년이 들거나 환곡의 규모가 민호수(民戶數)에 비해 적은 고을
에서는 환곡의 진휼기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환곡의 기능변화가 
나타나면서 조선후기 진휼정책의 핵심으로 부각된 것이 구제곡의 무상
지급이었다. 원래 조선정부에서는 무상지급으로 인한 곡물 감축을 우려
하여 이것의 실시는 극히 자제해 왔다. 그러나 조선후기 사회변화에 따라 
그 시행은 확대되었다. 그렇지만 무상지급 확대에 따른 곡물조달은 민간
구제곡에 의지하는 비중을 높임으로써 국가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조선후기 진휼정책의 추이를 보면, 이것은 사회구조 변
동과 함께 점차 그 내용이 축소되고 또 실효면에 있어서도 기능이 떨어지
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진휼정책이 이렇게 위
축된 직접적인 원인은 국가의 재정부족에 있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원인은 지주제가 확대되던 당시 조세의 토지집중화라는 부세수취개편 방
향과 세력의 강약에 따라 조세수취의 불균이 유지되는 봉건적 부세운영
체제와의 모순구조에 있었다. 당시 조선정부는 이러한 모순구조를 극복
할 능력을 결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성적인 적자재정에 시달렸고 실효성
있는 진휼정책의 추진을 요구하던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조선 후기 사회에서 호조는 직접적으
로 진휼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경작가능한 개간지를 확
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호조벌도 그러한 정치적 배경을 배경으
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기록에 나타나는 호조방죽의 축조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것 내용은 많지 
않다. 단편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록들이 보여진다.
먼저 관찬기록인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보이는 기록이다.
1. 경종 1년 12월 6일 임술 1721년(『승정원일기』)
2. 경종 3년 5월 25일 계묘 1723년(『승정원일기』)
3. 경종 3년 12월 3일 무신 1723년(『승정원일기』)

4. 영조 1년 6월 5일 신미 1725년(『승정원일기』) 
5. 영조 1년 8월 9일 갑술 1725년(『승정원일기』)
6. 영조 2년 1월 12일 을사 1726년(『조선왕조실록』)
7. 영조 2년 5월 16일 정미 11726년(『승정원일기』)
8. 영조 4년 3월 11일 신유 1728년(『승정원일기』)
9. 영조 16년 4월 5일 을해 1740년(『승정원일기』)
10. 영조 16년 10월 12일 기유 1740년(『승정원일기』)
현재까지 찾아진 호조방죽과 관련한 관찬기록의 전부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에는 호조벌에 관한 상세한 전말을 알기가 어렵다. 다만 그 대강을 
살필수 있는 정도이다. 

기록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작업에서 이 기록을 제시하는 
것은 연구자마다 인용하는 자료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선별적으로 자료
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맥을 이해 하는데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전문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 새롭게 찾아진 자료도 있어 이를 제시하는 것이다.

1. 『승정원일기』 535책 (탈초본 29책) 경종 1년 12월 6일 임술 1721년  

○ 又以賑恤廳言啓曰, 本廳用度浩繁, 蓄積匱竭, 而元無稅入之物, 牽補
推移之際, 極其苟簡, 安山·仁川兩邑之境, 有可以築堰作畓之處, 故別定
監官, 雇軍始役, 今已完畢, 近畿之內, 得此數百石缺畓, 誠爲多幸, 廢堰
防築者爲主, 前後事目, 極其申明, 而新築堰內陳荒之地, 居民等或稱量
付, 或稱世傳, 百般稱頉, 不欲納廳, 殊涉可駭。且京外願耕者, 極其紛紜, 
有難取捨, 卽今開梁, 引出內水之役尙遠, 故願耕者, 使之赴役, 計其赴役
多少, 使之差等分給, 而本邑鄕色輩, 或不無中間弄巧之弊, 本廳郞廳給
馬下送, 使之親摘奸後, 陳荒六七字缺者, 考其赴役形止, 差等分給, 永屬
本廳, 收八九字缺稅, 何如? 傳曰, 允。

또 진휼청의 말로 아뢰기를 본청의 용도가 호번하나 축적된 것이 다하여 
없고 원래 세금이 없는 것을 끌어다 쓰는 것이 지극히 곤란합니다. 인천 안
산 두읍의 경계에 제언을 쌓아 논을 만든 곳이 있어 별도로 감관을 정하
여 군인을 동원하여 역을 시작하여 지금은 이미 끝마쳤습니다. 근기지방내
에서 이 수백석결의 논을 얻은 것은 진실로 다행입니다. 제언과 방축이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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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을 위주로 하는 것은 전후 사목에 지극히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
다. 그런데 신축 제언내의 진황지에 거주하는 백성등은 혹은 양부(量付) 
혹은 세전 이라 백방으로 핑계를 대고 진휼청에 세납을 하려고 하지 않
고 소란스럽습니다. 서울 밖의 경작을 원하는 자들은 이렇고 저렇고 떠들
썩하여 취사하기가 어려운데 지금은 들보를 열어 안쪽의 물을 끌어들이는 
역이 오래되어 경작을 원하는 자를 사역하여 역의 다소에 따라 차등분급
하니 본읍의 향색배들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는 폐가 있어 본청의 낭청 
내보내어 친히 그것을 적간하니 진황6~7자 누락된 것은 역의 형세가 그치
어 분등분급하여 영원토록 본청에 속하도록 하면 세수가 8~9결과 같으니 
어찌 할 까요? 하니, 윤허하였다.   

2. 『승정원일기』 554책 (탈초본 30책) 경종 3년 5월 25일 계묘 1723년  

○ 會又所啓, 向者閔鎭遠, 爲賑恤堂上時, 新築海堰於仁川·安山兩邑之
間, 而昨年潦雨, 築內停蓄之水, 泛濫盈溢, 經旬不退, 兩邑量付元畓, 近
千石地, 沈水腐傷, 無一苖餘存, 驚心慘目, 有不忍言, 兩邑民人等, 或呈
本官, 或呈上司, 請毁其堰者, 非止一再, 而因循姑息, 終不毁破, 昨年兩
邑, 尤甚失斂, 職由於此矣。臣取考兩邑民狀, 且細聞新堰舊畓形勢, 則安·
仁兩界濱海之地, 三面阻山, 一面連海, 每遇大水, 決堤而注之海, 水道廣
闊, 少無壅閼矣。今者長堤橫截, 浦口積水, 沈沒元畓, 民生之失業, 姑舍
勿論, 量付元畓, 近千石地, 公然永棄, 爲蝦蠏之所, 設令新築之堰, 趁今
作畓, 地之大小, 稅之多寡, 比較於元畓之數, 則不過爲三分之一, 況新築
之堰, 則地勢稍高, 數十年內, 萬無變斥鹵成水田之理, 量付元畓, 則地形
低下, 每當潦節, 輒有沈水被災之患, 自此新堰舊畓, 自然爲兩棄之地矣。
今之議者以爲, 公家所費財力, 空棄可惜, 增鑿水門, 加掘換浦, 則洩出潦
水, 無陸畓沈沒之患云, 而改鑿水門, 廣掘浦道之際, 功力之費, 亦必有倍
於前, 當此國儲蕩竭之時, 豈可又耗財力乎? 臣意則以爲, 莫如速毁新堰, 
以除兩邑民人無限弊端, 而當初不審形勢, 瞞告賑廳, 受出近萬兩錢貨, 築
堤於無益之地, 貽害於生穀之出, 耗國財奪民業之罪, 不可不嚴懲。請首
倡任事者兪德基·李世榮·張震燾等, 囚禁嚴刑, 照律處置, 新築之堰, 摘奸
後毁破, 以除量付元畓年年受害之弊。錫恒進伏曰, 臺臣只聽民狀, 以此
論啓, 蓋出於爲民除弊之意, 而若其實狀, 則亦有不然者。臣初因畿營狀
啓, 詳細考閱, 所入物力, 非萬餘兩, 乃是三萬餘兩, 民畓被害處, 實則不
過八九十石落, 而民人則以爲數千石落云, 此乃虛張石數, 必欲毁破之意, 
其言何可盡信乎? 自賑廳, 發遣解事將校, 詳細審察, 則水門占基太高, 以
致內水之壅滯云, 今若稍低門基, 疏導水勢, 則堰內作畓處, 自可開墾, 堰

外民田, 亦無水沈之患, 何可輕信民狀, 遽破費力成築之堰乎? 台佐進伏
曰, 小臣前年待罪賑恤廳時, 有所詳知矣。當時不築則固好, 而旣費累萬兩
財貸, 築成之後, 豈可盡棄? 且新築堰外近處民田, 大抵汚下, 不築堰之
前, 已多沈沒之患, 旣築之後, 雖益沈沒, 而不過八十餘石所耕之地矣。臣
於前年, 行關詳問于兩邑守令, 安山則以爲, 不必罷之, 仁川則以爲可罷, 
此蓋有由而然也。安·仁之間, 有一奸民, 必欲從中謀占, 百般作戲, 至有仁
川兩班, 呈文備局之擧, 而又多呈文於出入三司之人, 則臺諫之驟聞, 而
論之固〈宜〉矣而其所陳達, 終似風傳, 發遣都事, 摘奸後處之宜矣。且故
判書臣韓配夏, 爲賑廳堂上時, 百姓呈文, 則配夏始甚驚動, 以爲雖費許
多財力, 若果貽害民田, 則不可不念, 將欲許罷之際, 更聞實狀, 不果毁破
矣。錫恒又曰, 頃者仁川倅, 適來見臣, 臣詳問新築堰處利害, 則答以民狀, 
雖如此, 多費財力, 旣築之後, 何可輕破云, 其間情實, 此亦可推知也。會
曰, 大臣·筵臣, 縷縷陳達, 小臣所聞, 安保的實乎? 然費了許多財力, 徒傷
民田, 其時任事者, 則不可不論罪矣。錫恒又曰, 此言, 是矣。任事之人, 宜
加罪責, 而築堰處則更爲摘奸後, 從容處置未晩矣。上曰, 依啓。

회(會)가 또 계문하기를 전에 민진원이 진휼당상이 되었을 때 새로이 인천
과 안산 양읍사이에 있는 바다에 제언을 신축하였는데, 작년 장대비로 인
하여 축대내의 쌓인 물이 차고 넘쳐 열흘이 지나도록 줄지않아 두 읍의 원
답 근 천석지가 침수되고 상하여 모가 하나도 남아남지 않아 놀라고 참
혹하여 차마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두 읍의 백성들이 본관이나 상급기관에 
진정하여 그 제언을 폐할 것을 청하는 것이 한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낡
은 것을 답습하며 당장의 편안함만을 취하여 끝내 헐어서 깨뜨리지 못하
고 작년 두 읍은 실험함이 더욱심하였습니다. 신이 두 읍의 민장을 살펴보
니 옛 논의 형세를 새로이 축대를 쌓아 안산 인천경계의 바닷가 경계가 되
어 삼면은 산으로 막히고 한면은 바다에 붙어있어 큰 물을 만나면 제언이 
무너져 바다로 흘러가 물길이 광활하여 조금도 가로막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긴 제언이 가로로 놓여 포구에 물을 쌓아 놓아 원답이 침몰되어 백
성이 실업되어 버려려진 것은 물론이고 양전된 원답 천석지 가량도 공연이 
영구히 버려져 새우와 게들의 장소가 되었으니 영으로 설치한 새로 축조
한 제언으로 성급히 논을 만들어 땅의 대소, 세금의 과다를 원답의 수와 
비교하니 불과 1/3입니다. 하물며 새로이 축조한 제언은 지세가 갑자기 높
아서 수십년내 소금기가 빠져 수전이 될 리가 전혀 없고 원답은 지형이 낮
아 장마철을 당하면 언제나 침수피해의 근심이 있으니 이러한 새 제언의 옛 
논은 자연히 양쪽에서 버려지는 땅이 됩니다. 지금 이를 논의하는 것은 공
가에서 소비하는 재력이 허공에 버려져 가히 애석하고  수문이 뚫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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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증가하고 뚫리는 것이 늘어 물가로 바뀌니 흘러나온 물이 큰물이 되어 
육답이 없이 침몰되는 걱정이라 합니다. 구멍이 수문이 되고 넓게 뚫려 물
가의 길이 되는 사이 공력의 비용 역시 전보다 배가 필요한데 나라에서 쌓
아놓은 것도 고갈되는 때에 어찌 모곡의 재력이 가능하겠습니까? 신의 뜻
은 속히 새로운 제언을 훼철하는 것이 두읍 백성의 무한한 폐단을 제거하
는 것만 못합니다. 당초 형세를 살피지않고, 진휼청에 속여 아뢴 것을 만
냥여의 돈을 내어 이익이 없는 땅에 제언을 쌓아 곡물을 생산하는 데에 피
해를 입혀 국가의 재정을 손해나게 하고 백성의 없을 빼앗은 죄를 엄하게 
징계하여야 합니다. 청하옵건대 먼저 주장하고 일을 맡은 유덕기(兪德基)·
이세영(李世榮)·장진도(張震燾) 등 죄인을 가두고 엄히 형벌을 율에 비추어 
조치하십시오. 새로 축조한 제언은 적간후 훼파하여 원답의 수해 피해를 
없애소서. 석항(錫恒)이 나아가 엎드려 말하기를 대신은 단지 민장을 듣고 
이와같이 계문을 논하니 대개 백성을 위하여 폐를 없애려는 뜻입니다. 그러
나 그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신이 처음 경기감영의 장계
를 상세히 살펴보니 들어오는 물력은 1만여 냥에서 3만여냥이 되지 않습니
다. 민답의 피해처는 실지로는 불과 8~90석락이고 백성들이 수천석락이라
고 하는 것은 이를 부풀린 수이고 반드시 훼파하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말을 어찌 다 믿겠습니까? 진휼청에서 장교를 보내어 일을 풀어 상세히 살
펴보니 수문 점하는 기초가 높아 물이 막혀서 걸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제 문을 낮추면 수세를 소통하면 제언내의 작답들은 스스로 개간이 가능
하지만 제언 밖의 민전은 역시 물에 잠기는 것이 없으니 어찌 가볍게 민장
을 믿고 재력을 들여 쌓은 제언을 파기할 수 있겠습니까? 태좌(台佐)가 나
아가 업드려 말하기를 제가 전년에 진휼청에서 죄를 기다리고 있을 때 상
세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축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았는데 이미 수만
냥의 재화가 들어 축조를 마친후에 어찌 폐기하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신
초 축조된 제언 밖의 근처 민전은 대개 좋지 않은 것으로 축언전에 이미 침
몰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축조가 된 후에는 비록 더 침몰했다하더라고 불
과 80여 석지의 경작하는 땅입니다. 신이 전년에 두 읍의 수령에게 관계된 
것을 상세히 물어보니 안산은 혁파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인천은 혁파해
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대개 그렇게 된 연유입니다. 안산과 인천의 사
이에 간사한 백성이 있어 모점하려고 백방으로 희롱하여 인천양반에 이르
러 비국에 정문을 올리고 또 삼사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정문을 여러 개 
올려 대간이 갑자기 듣고 이를 논하는 것입니다. 그 진달하는 것이 마침내 
풍문으로 전하는 것과 같으니 도사를 보내어 적간한 후에 처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고로 판서 신 한배하(韓配夏)가 진휼청 당상이 되었을 때

에 백성이 정문을 올려 배하가 심히 놀라서 움직였으나 많은 재력이 들어
갔으므로 민전에 야간의 피해가 있어도 어쩔수 없어 장차 혁파하는 것을 
허락할려고 했을 때 다시 실상을 듣고 훼파하지 않았습니다. 석항(錫恒)
이 또 말하기를 얼마동안 인천 수령에 파견되었다가 돌아와 저를 보고 신
이 새로 축조한 제언처의이해를 상세히 물었더니 답이 민장과 같을 지라
도 재력이 많이 들어갔으니 이미 축조한 후 어찌 가벼이 혁파하겠습니까라
고 하였습니다. 그간의 실정을 이로써 가히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회(會)
가 말하기를 대신·정신이 누누이 진달하고 소신이 듣는 바로 어찌 보전하
는 것이 실제적이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재력이 들어가 끝났고 민전이 손
상을 입었으니 그 일을 맡은자는 죄를 논해야 합니다. 석항(錫恒)이 또 말
하기를 이 말이 옳습니다. 일을 맡은 사람은 마땅히 책임을 벌해야 하고 
제언을 축조한 곳은 다시 적간한후 조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왕
이 계문에 따르라 했다. 

3. 『승정원일기』 561책 (탈초본 30책) 경종 3년 12월 3일 무신 1723년  

○ 金始慶, 以賑恤廳言啓曰, 安山·仁川兩邑境內築堰處, 曾於辛丑年分, 
發遣郞廳摘奸矣。今則堤堰水門等役, 已爲完畢, 築堰形止, 更令本廳郞
廳, 給馬下送, 使之摘奸, 詳察虛實, 使願耕民人等, 許入作畓, 永屬本廳, 
收稅補用, 何如? 傳曰, 允。

김시경(金始慶)이 진휼청계문으로 말하기를, 안산 인천 두읍의 경계내에 
제언을 축조한 곳은 일찍이 신축년에 낭청을 보내에 적간하였습니다. 지금
은 제언 수문 등의 역을 이미 끝마쳐 제언을 축조하는 것을 그쳤습니다. 
다시 본청의 낭청에게 명하여 말을 주어 적간하도록 보내어 허실을 상세히 
살피고 경작을 원하는 민인들에게 들어와 농사짓는 것을 허락하고 영원히 
본청에 속하도록하여 보용하는데 세금을 거두는 것이 어떠한지요? 하니 
전하여 말하기를 윤허하였다.

4. 『승정원일기』 594책 (탈초본 32책) 영조 1년 6월 5일 신미 15/29 기
사 1725년  

○ 朴致遠, 以賑恤廳言啓曰, 仁川·安山兩邑境內, 有近千石作畓處, 故爲
民蒙利之計, 曾於庚子年分, 自本廳築堰, 使願耕民人等, 許入作畓, 永屬
本廳, 收稅補用事, 草記定奪後, 別定監官, 已爲完築, 民多起耕矣。築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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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後, 或以近處民畓, 多被水沈之害爲言, 至入於繡衣書啓之中, 卽今纔
經霖雨, 不可不一番看審而處之。本廳郞廳給馬下送, 使與兩邑守令, 眼
同摘奸, 詳察虛實後, 更爲稟處, 何如? 傳曰, 允。

박치원이 진휼청의 말로 아뢰기를,
“인천(仁川)과 안산(安山) 두 고을의 경내에 소출량이 1000섬에 가까운 논
을 만들 만한 곳이 있으므로, 백성이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지난 경자
년(1720, 경종 즉위년)에 본청에서 둑을 쌓아 경작하기를 원하는 백성으로 
하여금 들어가서 논을 일구도록 허락하고 영원히 본청에 소속시켜 세를 
거두어 보태어 쓰게 해 주도록 초기(草記)하여 결정된 후에, 따로 감관(監
官)을 정하여 이미 둑을 쌓는 일이 완료되어서 많은 백성이 경작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둑을 쌓은 뒤에 더러 근처의 민답(民畓)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다고 말하여, 그 내용이 어사의 서계에 들어가기까지 하였습니
다. 지금 막 장마를 겪었으므로 한번 간심(看審)하여 처리하지 않을 수 없
습니다. 본청 낭청에게 역마를 내주어 내려보내, 두 고을의 수령과 함께 입
회하여 적간해서 내막을 자세히 살핀 후에 다시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5. 『승정원일기』 598책 (탈초본 32책) 영조 1년 8월 9일 갑술 1725년  

○ 愼無逸, 以賑恤廳言啓曰, 安山·仁川境內石場浦築堰之後, 堰內民畓, 
以未免水沈之意, 繡衣別單中, 旣爲論列, 故依定奪發遣郞廳, 使之摘奸, 
則初夏霖雨, 少無被害之處, 築堰形止, 亦且堅固云, 今此築堰, 專出於爲
民蒙利, 而收其稅穀, 以爲添補賑資之計矣。今則濬其舊浦, 使水道順利, 
聚民勸農, 開墾作畓, 最爲緊急之務, 而必有節目, 然後可以遵行, 故前頭
應行節目別單, 以入之意, 敢啓。傳曰, 知道。

신무일이 진휼청의 말로 아뢰기를, “안산 인천 경내의 석장포 제방을 축조
한 후 제방내에 있는 민답은 물에 잠기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암행
어사의 별단 가운데 이미 죄목을 들춰내어 늘어 놓았습니다.  그런고로 왕
의 재결에 의해 낭청을 보내어 적간하도록 하였더니 4월(음력) 장마로 피
해를 입지 않은 곳이 적지않았는데 제방을 축조하는 일의 전말이 역시 견
고하다고들 합니다. 이제 이 제방을 축조하면 오로지 백성들이 그 혜택을 
받아 세곡을 거둘수 있어 진자를 보충하는 계책이 될것입니다.  지금 옛 석
장포를 파내면 물길이 순해져 이익을 볼수 있어 백성들을 모아 농사를 장

려할 수 있고 개간을 통해 논을 만들 수 있으니 최고로 긴급한 일입니다. 
반드시 절목이 있어서 그에 따라 행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행했던 절목별단에 따라 할 것을 감히 청하니” 왕이 알았다고 하였다.

6. 『영조실록』9권, 영조 2년 1월 12일 을사 1726년 

○ 領中樞府事閔鎭遠白上曰: 臣於昔年待罪雲觀提擧也, 欲知嗣歲水旱, 
使本監天文學官員, 預爲推占, 無驗則罰, 有驗則賞, 以爲勸課之方, 而亦
不無屢中之人矣。 近日試問今年豐歉, 則皆曰: ‘必有旱暵之災。’ 今歲又歉, 
則民將盡劉, 備旱之策, 莫如堤堰。 庚子、辛丑年間, 臣帶賑恤堂上時, 捐
出物力, 築堰數處於臨陂、萬頃等邑矣。 昨年湖南, 慘被旱災, 而獨此堤下
民田, 皆蒙其利, 不至大歉云, 此已然之效也。 近來外方堤堰, 率多廢壞, 
不爲修築。 此莫非字牧之責, 不可無申飭之道矣。” 上曰: “堤堰之爲利, 信
如卿言。 另飭諸道可也。

영중추부사 민진원이 임금께 여쭙기를,
“신이 지난날 서운관 제거(書雲觀提擧)로 있을 때 새 해의 수해(水害)와 
한재(旱災)를 알려고 본감(本監)의 천문학 관원(天文學官員)으로 하여금 
미리 점치게 하여 징험(懲驗)이 없으면 벌주고 징험이 있으면 상주어서 권
과(權課)의 방도(方道)로 삼았는데, 또한 여러 차례 맞힌 사람이 없지 않
았습니다. 근일에 시험삼아 올해의 풍흉(豊凶)을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반드시 심한 가뭄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올해 또 흉년이 
든다면 백성이 모두 죽게 될 것이니, 가뭄에 대비하는 계책은 제언(堤堰)보
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경자년071) 과 신축년072) 사이, 신이 진휼청 당상
(賑恤廳堂上)의 직책을 띠었을 때 물력(物力)을 내어 임피(臨陂)·만경(萬頃) 
등 고을에다 몇 군데의 둑이 쌓았는데, 작년에 호남(湖南)에서 참혹하게 
한재를 입었는데도 홀로 이 둑 밑의 민전(民田)은 모두 그 이익(利益)을 입
어 크게 흉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니, 이것이 이미 나타난 효험입니다. 근
래에 외방(外方)의 제언이 폐괴(廢壞)가 매우 많은데도 수축(修築)하지 않
음은 모두 수령(守令)의 책임이니, 신칙의 방도(方道)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제언의 이익됨이 진실로 경(卿)의 말과 같으니, 별달리 제도(諸道)에 신칙
함이 가(可)하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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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승정원일기』 617책 (탈초본 33책) 영조 2년 5월 16일 정미 1726년 

○ 黃璿, 以賑恤廳言啓曰, 安山·仁川境內, 有石場浦, 辛丑年, 自本廳, 費
物力築筒後, 看檢無人, 積年抛棄, 以致陳荒故, 上年以前別將柳星瑞, 差
定別將, 使之檢察, 而星瑞爲人勤幹, 及授是任, 不離屯所, 募入民人, 多
般勸農昨今年來, 堰內幾盡翻耕, 稍稍作畓, 播種立苗, 頗有勤耕之效矣。
日昨, 移拜多大浦僉使, 本廳若失此人, 則堰所農事, 將爲狼狽, 柳星瑞仍
存別將, 使之專爲責成, 何如? 傳曰, 允。

황선이 진휼청의 말로 아뢰기를,
“안산(安山)과 인천(仁川)의 경내에 석장포(石場浦)가 있는데, 신축년
(1721, 경종1)에 본청에서 물력을 들여 제방을 축조하고 난 뒤, 간검(看檢)
할 사람이 없어 여러 해 동안 방치하는 바람에 진황(陳荒)이 되고 말았습
니다. 그러므로 지난해에 전 별장 유성서(柳星瑞)를 별장으로 차정하여 검
찰(檢察)하게 하였는데, 유성서는 부지런하고 재간이 있는 위인으로 이 직
임을 제수받고서 둔소(屯所)를 떠나지 않고 백성을 모집하여 갖가지 방법
으로 농사를 권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근년 이래로 제방 안이 거의 다 농
경지로 변하였고, 차츰 논을 만들어 파종하여 싹이 난 것이 제법 부지런히 
농사지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다대포 첨사(多大浦僉使)로 
옮겨 제수하였으니, 본청에서 만일 이 사람을 잃는다면 제방의 농사는 낭
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유성서를 별장에 그대로 두어 전적으로 일을 끝마
치도록 책임을 맡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8. 『승정원일기』 657책 (탈초본 36책) 영조 4년 3월 11일 신유 1728년  

○ 又以賑恤廳言啓曰, 仁川·安山兩邑境內, 有近千石作畓處。故爲民蒙利
之計, 庚子年月, 本廳築筒, 使願耕民人作畓, 永屬本廳, 收稅輔用事, 草
記定奪後, 別定監色, 已爲完築。故曾於辛丑·癸卯兩年, 發遣郞廳摘奸矣。
今則民多起耕, 或有蒙利之處, 而士夫各家, 或稱以立案處, 使民必得接
迹於其間, 而近處頑民, 亦稱以舊畓沈水, 去鹹貯水, 乘夜潰決云, 事甚可
駭, 而今春耕方急, 不可不更審而處之, 本廳郞廳, 給馬下送, 使與兩邑守
令, 眼同摘奸, 詳察虛實, 何如? 傳曰, 允。

또 진휼청계문으로 말하기를 인천 안산 두읍의 경계내에 천석의 가까운 
논이 있으므로 백성이 이익을 얻으려는 계책으로 경자년 본청에서 통발을 

쌓을 때 경장을 원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영구히 본청에 속하도록하고 보
용하는데 수세하도록 하였습니다. 초기로 정한 것을 빼앗은 별도로 감색
을 정하여 이미 완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신축·계모 두해에 낭청을 
파견하여 적간하였습니다. 지금은 백성들이 많이 경작을 하여 이익을 본 
곳이 있어 사대부 명가에서 입안처를 칭하고 백성들로 하역듬 반드시 그간
의 사정을 헤아릴 것이라고 근처의 미련한 백성을 접촉하고 역시 옛 논이 
침수한 것이라 칭하여 소금기를 빼고 물을 모아 밤을 틈타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일이 심히 소란스러우니 금년 봄 경작하는 것이 급한데 다시 살펴 
처리하지 않을 수 없으니 본청의 낭청을 보내어 두 읍의 수령으올 하여금 
눈으로 직접 적간하여 상세히 허실을 살피는 것이 어떠한지요? 전하여 말
하기를 윤허하였다.

9. 『승정원일기』 910책 (탈초본 49책) 영조 16년 4월 5일 을해 1740년  

○ 金廷潤, 以賑恤廳言啓曰, 本廳曾於辛丑年間, 安山·仁川境石場浦可播
種處, 多費物力, 築筒

設屯, 而許民耕作, 隨起納稅事, 有所定奪。而地廣人稀, 不能盡墾。近處
士民, 利其營地, 惟意廣占, 成出立案之後, 間或起耕, 而不起耕處, 甚多
矣。辛壬慘凶之後, 所謂起耕者, 亦多廢棄。今則從前起耕不起耕處, 同歸
於等棄之地。而雖有願耕之民, 以當初立案之有主, 亦不敢任意耕食。故
本廳昨冬差出別將, 成給節目, 使之募民入耕, 而毋論起耕不起耕, 立案
有無, 惟以時起者, 許令爲主。而民之應募者, 將至百餘名, 庶可有成效
矣。仁川居邊榥爲名者, 稱以兩班, 驅逐應募之民, 使不得接跡, 而欲爲廣
占操切之計。其爲情狀, 誠甚可駭。節目申嚴之下, 此等土豪, 不爲嚴治, 則
募民渙散, 莫可收拾。邊榥自本道監營, 各別嚴査, 以爲從重處置之地, 何
如? 傳曰, 允。

김정윤이 진휼청의 말로 아뢰기를,
“본청에서는 일찍이 신축년간에 안산·인천경내의 석장포에서 파종하는 것
이 가능하여 많은 물력을 들여 제방을 축조하고 둔전을 설치하고 백성들
이 경작하는 것을 허락하여 기경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재가를 받
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땅은 넓고 사람은 적어 개간을 다하지 못하여 근처
의 사민이 그 경지의 혜택을 받고 널리 점유하고 있으나 입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그곳을 경작하지 않는 것이 심히 많습니다. 신임년 참담한 흉년
이후 소위 경작하는 자가 많이 폐기하였습니다. 지금은 전에 경작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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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하지 않는 곳 모두 탐탁하지 않게 버린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경
작을 원하는 백성이 있으면 당초 입안한 주인이 있어도 임의로 경작하여 
먹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본청에서는 지난 겨울 별장을 차출하
여 절목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을 모아 경작하도록 하여 경작하거나 하
지 않거나, 입안을 있거나 없거나를 막론하고 오직 그 때에 경작하는자가 
주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응모하는 백성이 백여명에 이
르러 가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변황이라는 자가 양반을 
칭하여 응모하는 백성을 쫓아내었는데 그 접촉을 찾아내지 못하고 허둥지
둥 널리 점유하려는 계책을 꾀하였습니다. 그 정상을 보면 심히 놀랄만 하
다 하겠습니다. 절목을 엄하게 펴서 이 같은 토호들을 엄하게 다스리지 않
으면 모인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므로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변광은 
본도 감영에서 각별히 엄하게 조사하고 엄하게 조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
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10. 『승정원일기』 922책 (탈초본 50책) 영조 16년 10월 12일 기유 1740년  

○ 又以賑恤廳言啓曰, 辛丑年安山石場浦, 築筒設屯, 而京外兩班及常
漢, 畫地廣占, 仍出立案, 坐觀它人之起懇, 欲以竝作例分利, 故人或起耕, 
則出立案者, 稱以本主, 或禁斷或給種子, 責其竝作。以此之故, 人皆畏憚, 
不敢入耕, 尙今陳廢, 誠甚可惜。昨年始爲分民勸耕, 則傍近居民, 皆以爲
此則某宅立案處, 彼則某人立案處, 今雖費財起耕, 終爲見奪, 逡巡不入。
而所謂出立案者, 本無作畓之意, 故不得已以舊立案勿施, 時執耕播者爲
主之意, 草起定奪後, 始乃分民, 已至於七十餘戶, 起耕落種者, 亦至於
二百餘石落。而人皆見其許多起耕處禾穀茂盛之狀, 托以曾出立案, 欲爲
橫奪之計者, 比比有之矣。若不嚴立科條, 則前頭不無紛爭之弊, 故成節
目別單後錄, 以此爲永久遵行之地, 何如?

또 진휼청의 말로 아뢰기를,
신축년 안산 석장포에 제방을 축조하고 둔전을 설치하여 경외의 양반 및 
상한이 땅을 널리 점유하기 위해 입안을 제출하고 딴 사람이 개간을 하는 
것을 바라만보고 있다가 병작의 예에 따라 이익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
므로 다른 사람이 혹시 경작을 하기 위해 입안을 제출하면 본래 주인을 칭
하고 못하도록 하거나 종자를 나누어 주고 병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러한 연유로 사람들이 모두 들어가서 경작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꺼려
하여 오히려 지금은 모두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백성들에게 나누어주

석장둔전양안(규 18997)

『둔토양안』, 민속원,191쪽에서 전제

고 농사를 장려한 처음에는 근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모였으나, 모두 이
것은 모댁 입안처 저것은 모인 입안처가 되니 지금은 재물을 들여 경작을 
하여도 결국은 피해를 입게 되니 우물쭈물하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므
로 소위 입안을 하는 자는 본래 논을 경작할 뜻이 없는 까닭에 옛입안을 
시행하지 말고 제때에 경작하고 파종하는 자가 주인이되도록 하는 뜻으
로 처음 시작한 것을 재가 한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니 이미 70
여호에 이르러 땅을 갈고 종자를 뿌린 것이 200여 섬지기에 이릅니다. 그래
서 사람들이 모두 경작하여 화곡이 무성한 것을 허다하게 보게 되니 일찍
이 입안을 제출하여 남을 것을 가로채는 계책을 가진 자가 흔히 있었습니
다. 만약에 조목을 엄하게 세우지 않으면 전과 같은 분쟁의 폐가 없지 않
을 것이니 절목별단을 만들어 기록한 후에 이것으로 영구히 준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진휼청의 말로 아뢰기를,
신축년 안산 석장포에 제방을 축조하고 둔전을 설치하여 경외의 양반 및 
상한이 땅을 널리 점유하기 위해 입안을 제출하고 딴 사람이 개간을 하는 
것을 바라만보고 있다가 병작의 예에 따라 이익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
므로 다른 사람이 혹시 경작을 하기 위해 입안을 제출하면 본래 주인을 칭
하고 못하도록 하거나 종자를 나누어 주고 병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러한 연유로 사람들이 모두 들어가서 경작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꺼려
하여 오히려 지금은 모두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백성들에게 나누어주
고 농사를 장려한 처음에는 근처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모였으나, 모두 이
것은 모댁 입안처 저것은 모인 입안처가 되니 지금은 재물을 들여 경작을 
하여도 결국은 피해를 입게 되니 우물쭈물하며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므
로 소위 입안을 하는 자는 본래 논을 경작할 뜻이 없는 까닭에 옛입안을 
시행하지 말고 제때에 경작하고 파종하는 자가 주인이되도록 하는 뜻으
로 처음 시작한 것을 재가 한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니 이미 70
여호에 이르러 땅을 갈고 종자를 뿌린 것이 200여 섬지기에 이릅니다. 그래
서 사람들이 모두 경작하여 화곡이 무성한 것을 허다하게 보게 되니 일찍
이 입안을 제출하여 남을 것을 가로채는 계책을 가진 자가 흔히 있었습니
다. 만약에 조목을 엄하게 세우지 않으면 전과 같은 분쟁의 폐가 없지 않
을 것이니 절목별단을 만들어 기록한 후에 이것으로 영구히 준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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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2012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양안연구팀이 『조선후
기–대한제국기 양안 해설집』 그 간의 연구성과를 정리하여 3권의 책으로 
발간하였다. 그 중 제2집 『둔토양안』을 보면 앞의 자료에서 보이는 호조
벌이 석장둔이라는 명칭으로 양안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이를 전제하면(이성임, 석장둔,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양안 해설집』2  『둔토양안』, 민속원, 2012), 

인천 · 안산 지역은 해안 저습지대로 황해도 연안과 마찬가지로 여러 궁방
과 아문에서 궁방전과 아문둔전을 설치하여 운영하던 지역이다. 이 중에 
인천과 안산 사이의 해안가에 석장둔(石場屯)이 위치하였는데, 석장둔은 
1721년(경종 1)에 진휼청 당상이었던 민진원(閔鎭遠 1664~1736)의 주도로 
진휼청이 제공한 3만냥의 거금으로 축언을 하여 조성한 토지이다.

그런데 이 지역은 축언 이후에도 농사의 작황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축언한 지역이 본래 양안에 기재된 땅보다 낮은 곳에 
위치하여 한번 침수되면 인근의 토지에도 피해를 주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때문에 제언을 제거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었고, 제언수축을 주도했던 민진
원은 1723년 ‘제언으로 가둔 물로 인하여 천 석락 정도의 토지가 물에 잠
겨 큰 피해를 보았다’는 민들의 정소가 있자 제언을 없애자는 여론도 주도
하였다. 

그러나 최석항(崔錫恒)은 제언을 수축하는 데에 3만여 냥이 들었으므로 
제언의 제거는 간단한 일이 아니고, 민들이 수천 석락이 침수했다고 하나 
실제 침수된 토지는 80~90 석락에 불과하며, 향후 수문을 갖춰 가둔 물을 
빠지게 하면 제언답을 개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언 밖의 민전도 수해
를 면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이후에도 여러 차레 폐언(廢堰)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폐언은 채택되지 
않았고, 석장둔은 1896년(건양 원년) 선희궁(宣禧宮)에 이속되었다가 1901
년(광무 5) 내장원에 소속되게 된다.

구체적인 석장둔의 실체에 대한 내용은 『인천석장둔양안(仁川石場屯量
案)』 과 『안산석장둔양안(安山石場屯量案)』의 기록내용을 비교 검토하
면 석장둔의 특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두 양안의 기재 양식과 내용 특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두 개의 양안은 동일한 형식으로 작성된 양안으로 전형이 대부분 직답(直
沓)으로 나타나 이곳이 축언답(築堰畓)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양안의 작성자를 알 수 없고, 작성 시기도 석장둔이 설치된 1721년 이후일 
것으로 추측되나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다.

두 양안은 기재양식에 있어 일반적인 양안과 자호 · 지번 · 양전방향 · 전품 
· 전형 · 지목 ·  장광척 · 결부수 · 사표 · 작인명을 기재하는 방식은 동일하
지만 자호와 지번의 기재방식이 다르다. 

즉 인천의 석장둔 양안은 자호가 천자(天字) - 황자(荒字)로 이어지고 지
번은 제1-2093번까지 연속되고 있으며, dkstyks의 석장둔 양안도 자호는 
천자(天字) - 현자(玄字)로 이어지고 제1-779번까지 연속되어 있다. 

일반적인 양안이 자호가 바뀔 때마다 지번이 1번에서 시작하는 것과 달리, 
두 양안은 지번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작인의 변동사항 및 수
조 여부 및 그 방식을 기록한 첨지가 수십장씩 붙어 있어 본 양안이 현장에
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첨지를 할 때 무
자(戊子) · 갑신(甲申) · 갑오(甲午)로 간지를 기록하였으나, 그 선후관계와 
구체적인 시기는 확인하기 어렵다. 양안의 작성자는 겸사(兼使)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인천부사와 안산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호조방죽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경종 1년(1721)에 민진원에 의해 
진휼청 주도로 3만여냥의 비용을 들여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방죽을 통해 개간된 토지가 석장둔이라는 둔전으로 존
재하였으며, 1896년(건양 원년) 선희궁(宣禧宮)에 이속되었다가 1901년(광
무 5) 내장원에 소속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그 석장둔양안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양안이 기록되었는지도 확인되었다. 이제 이러한 양
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좀더 구체적인 사실을 찾아내는 후속 작
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호조벌의 모습을 지도를 통해 살펴보기 위하여 네이버 지도를 일반지도
와 위성지도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자연환경국민신탁에서 그린 지도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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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지도를 통해 호조벌 그리고 관련한 마을을 이해하기 위해 행정
구역과 하천 그리고 국도를 표시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호조벌을 이야기
하면서 관련 동과 지명들을 언급하지만 어느 것도 시각적으로 호조벌을 
인식하기에 부족하기에 그림으로 표시해 보았다.

왼쪽 두 개의 그림은 동일한 지역을 네이버지도에서 일반지도와 위성지도
로 바라본 호조벌의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호조벌과 관련한 은행동, 매화
동, 도창동, 하중동, 하상동, 미산동의 영역을 지도에 표시해 보았고, 은
행천과 보통천의 물길도 파란색으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호조벌을 가로
지르는 39번 국도의 모양도 구별하였다. 그리고 호조벌을 둘러싸고 있는 
양지산, 운흥산, 학미산, 마산, 범배산의 모습도 표시하였다. 이를 통해 호
조벌의 자연환경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위성지도에서는 바둑판 모양으로 표시되는 호조벌 논들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2종의 그림을 통해 호조벌의 실상을 지도상에서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호조벌은 지금과 같은 시흥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
이 아니라 행정 구역상 인천부의 신현면(현 시흥시 신현동)과 안산군 초산
면(현재의 시흥시 연성동)의 경계를 이루는 접경지에 소재하고 있었다. 호
조벌을 관통하고 있는 포오천(浦吾川, 보통천)을 중심으로 북서쪽은 인
천, 남동쪽은 안산의 관할 구역 이었다. 이후 수차에 걸친 행정구역 개편 
속에 1973년 7월1일 부천군 소래면이 시흥군에 편입되면서 지금처럼 호조
벌이 행정구역상 시흥시의 중심부에 자리 잡았다.

이런 호조벌을 탄생시킨 것은 바다를 가로막은 제방인데, 바로 호조 방
죽이다. 

호조방죽은 시흥시 포동 걸뚝에서 하중동 돌장재를 잇는 길이 약 720
미터의 인공으로 된 방죽 즉 둑이다. 바다로서 간석지였던 이곳에 조선 경
종 원년인 1721년에 둑을 완공하여 농경지로 개간한 것이다. 이 둑은 과거 
인천(仁川)과 안산(安山)을 연결하는 교통로 구실을 하였으며, 지금도 옛 
국도 39호선이 제방 위로 통과하고 있다.

시흥시 북쪽의 소래산(蘇萊山), 서남쪽의 군자봉(君子峯) 사이로 은행

천(銀杏川)과 보통천(普通川)이 서해로 흘러들어간다. 이 두 하천이 매화
동, 은행동, 미산동, 도창동, 하상동, 하중동 일대에 약150만 평의 커다
란 들판을 형성해 놓았다. 이곳에 조선시대에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호조방죽을 축조하여 농경지로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다. 이 들판이 호
조벌이다.

18C를 전후하여 백성 구제기관인 진휼청(賑恤廳)이 갈수록 수입보다 지
출이 많아지면서 재정이 악화되었다. 다시 말해서 세수를 확보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 일환으로 호조방죽을 쌓은 것이다. 그 근거는 『승정
원일기』 「영조 원년 8월9일 1725년」에 기록된 ‘지금 이 방죽을 쌓은 것은 
오로지 백성들에게 이로움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그 세곡을 거두어서 진자
에 보태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今此築堰 專出於爲民蒙利而收其稅
穀 以爲添補賑資之計矣’라는 내용이다.

축조 시기는 조선 숙종 46년인 경자년(1720년)에 감독하는 관리를 지정
하고, 군인을 고용하여 시작했다. 그 이듬해인 정축년(1721년), 즉 경종 
원년에 완공을 하게 된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바다를 막는 대공
사를 진행하였다. 『승정원일기』 「경종 원년 12월6일 1721년」에 ‘안산과 
인천 두 읍의 경계에 제방을 축조하여 논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는 까
닭에 별도로 감관을 정하고 군대를 고용해서 비로소 역사를 시작하였고, 
지금 이미 완성했습니다. ‘안산인천량읍지경 유가이축언작답지처 고별정
감관 고군시역 금이완필(安山仁川兩邑之境 有可以築堰作畓之處 故別定
監官 雇軍始役 今已完畢)’라는 기록은 축조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일부
가 된다.

호조방죽을 축조한 총책임자는 진휼당상 민진원, 실무책임자는 유덕기, 
이세영, 장진도 등 세 사람이었다. 『승정원일기』 「경종 3년 5월 25일 1723
년」에 ‘윤회가 또 아뢰는바, 저번에 민진원이 진휼당상을 할 때, 인천과 안
산의 두 읍 사이에 방조제를 신축했습니다……청컨대 책임자 유덕기, 이세
영, 장진도 등을 감금하여 엄하게 형벌을 내리십시오[會又所啓 向者閔鎭
遠爲賑恤堂上時 新築海堰於仁川·安山兩邑之間……請首倡任事者兪德
基李世榮張震燾等 囚禁嚴刑]’이라고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시흥 시민들이 제방을 부르는 명칭은 호조방죽(戶曹防築)과 걸뚝 두 가
지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호조방죽 이외에도 진청언(賑廳堰), 석장언(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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場堰) 등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호조방죽은 일자(一字) 모양의 제방이다. 제방의 좌측 끝(하중동 돌장
재)에는 보통천으로부터 내려온 물을 관리하는 1기의 흥부배수갑문, 우측 
끝(포동 걸뚝)에는 은행천으로부터 내려온 물을 관리하는 1기의 포동배수
갑문이 있다. 두 갑문은 하천의 배수(排水)와 해수의 역류를 막아주는 방
조(防潮)기능을 겸하고 있다. 

호조벌을 경작할 수 있는 농경지로 만드는 데는 초창기에는 경작자 확
보, 그리고 호조벌이 만들어진 내내 지금까지도 홍수 및 가뭄을 극복하는 
물관리가 핵심이었다. 『승정원일기』 1725년(영조 1) 8월 9일 기사를 보면, 
‘지금 옛 갯골에 잇닿아 농수로를 순조롭게 하고, 백성을 모아 권농하며, 
개간해서 논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됩니다[今則濱其舊浦 使水道
順利 聚民勸農 開墾作畓 最爲緊急之務]’는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
다. 이런 물 관리는 근현대에 들어와서는 소래 저수지, 매화 저수지, 물왕 
저수지 축조로 이어지며, 1970년을 전후로 실시하는 경지 정리 사업을 통
해서 호조벌에서 안정적인 농업 활동이 이루어진다.

약 150만 평의 넓이에 달하는 시흥시 최대의 곡창 지대로 지역의 특산미인 
햇토미가 여기서 생산되고 있다. 과거 농업 사회에서는 시흥의 식량창고 역
할을 수행해왔으며, 앞으로는 호조벌 자원 생태화 계획에 의거 시흥 시민
들에게 생명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장소로 크나큰 의미를 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호조벌과 관련한 자연마을들을 정리하여 이들 자연마을들이 호
조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광석동

나븐들
물왕저수지 서편으로 연성초등학교 인근을 잇는 마을이다. 이곳의 들판이 
넓기 때문에 ‘넓은들’이라는 의미로 ‘나븐들’이라 부른다. 『조선지지자료』
에서 광석리의 한글 발음이 ‘나분들’이라 기록한 데서도 알 수 있는데 조선
시대 이곳의 지명인 광석리는 ‘나분들’의 한자식 차자 표기인 것이다. 나븐
들은 조선 성종 때 호조판서를 지낸 정숭조(1442~1503) 정인지의 둘째 아

들)의 묘를 서낭당고개 동남쪽 약 300m 지점인 취곡(현재는 축실이라 칭
함)에 예장한 후 그의 8세손인 정홍(1677~?)이 마을에 처음으로 자리를 잡
은 후 창녕 성씨·안동 권씨·전주 이씨 등이 세거하면서 취락이 형성되었다
고 한다.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마을 위는 남서쪽을 ‘남서골’, 동북쪽은 
‘아랫말’, 연성초등학교 인근은 ‘넘어말’이라 각각 부른다.
※ 현재 시흥시 도로명 표기는 ‘나분들’로 표기돼 있다. 

가재골
비석거리 남쪽 골짜기로 가재가 많아서 붙은 이름이라 한다. 하지만 가잿
골, 개재울 등이 ‘가장자리의 골짜기나 그러한 마을’일 가능성을 볼 때 가
재골 역시 가재와는 관계없는 가장자리의 골짜기란 의미로 추정된다. 거
모동에도 가재골이 있다.

성주골
나븐들에서 물왕저수지로 가는 도로 오른쪽의 골짜기다.
 
절골
둔터골과 하중동 성마루 사이를 왕래하는 고개(공동묘지 고개)의 동쪽 
산골에 절이 있었다 하여 ‘절골’이라 한다. 

서낭당고개
나븐들 서남쪽으로 나븐들과 능곡동 사이에 위치한 고개이다. 고개 마루
에 서낭당이 있어 ‘서낭당고개’라 부르고 있는데 나븐들 주민들이 해마다 
음력 10월에 길일을 택해서 산신제를 지냈다고 한다.

매화동 

매채기(梅着里)
섬말 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경주 이씨와 경주 김씨의 오랜 세거지다. 마을
의 형세가 매화꽃이 떨어지는 매화낙지형이라 하여 ‘매착동’으로 불리다가 
음운이 변하여 ‘매채기’가 되었다. 과거에는 매화동까지 물이 들어와서 배
가 드나들었다. 어부들은 밤에 등대 대신에 집의 호롱불로 육지의 거리를 
가늠했는데 산을 등지고 있는 오목한 모양의 마을 호롱불빛이 매화 꽃잎
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매착골’ ‘매채기’ ‘매화골’이라고 했다는 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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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골(田反谷)
매채기 뒤(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매채기 뒤에 밭이 있었는데 그 밭 뒤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밭뒤골’이라 했다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지명이 변하였
다고 한다. 바탱이처럼 골짜기의 입구가 좁은 곳이라는 뜻에서 붙은 지명
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마을은 조선 말엽에 형성된 곳으로 전주 이씨와 경
주 이씨가 세거하고있다.

새텃말(新基村)
간척지에 새로 형성된 마을로 섬말에 살던 강릉 함씨 후손들이 분가하면
서 형성됐다. 매채기 서쪽에 위치하며 현재 강릉 함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
다. 마을 중앙에서 보아 동북쪽 지역을 ‘웃말’이라 부르고 남서쪽 지역을 
‘아랫말’이라 부르고 있다. 현재는 서능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다. 

섬말(栗島)
마을의 모습이 밤알 또는 섬처럼 생긴 마을로 새텃말 서쪽에 위치해 있다. 
지리적으로 다른 마을과 떨어져 있어서 물만 없는 섬마을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700년대에 강릉 함씨가 입향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현재도 
강릉 함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마당구지
매채기 한우물 100m 지점으로 냇가 옆을 말한다. 집 한 채가 있었는데 일
제 강점기 때 없어진 후 밭으로 개간되었다.

삼년고개
매채기에서 안현동 장낙골로 가는 길에 있는 고개로 길이 좁게 나 있다. 
세 개의 고개가 있는데 세 번 넘어지면 3년을 더 산다는 말이 있다. 

상나무박이
조선시대에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배의 닻줄을 매었다고 할 만큼 오래
된 나무였으나 1986년 폭우로 쓰러져 자취를 감추었다. 매채기 중앙에 
있었다.

한우물
매채기 긴등 너머의 논 옆에 있는 우물이다. 현재 농업용수로 쓰이고 있다.

도창동

강창리(江倉里)
도창저수지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조선시대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배에
서 짐을 내려 이 마을에 있는 창고에 쌓았다고 해서 ‘강창리’라 부르고 있
는데 이웃 마을에서는 보통 ‘강챙이’라 부른다. 안동 권씨와 파주 염씨의 
오랜 세거지인 이 마을은 서쪽 지역을 ‘건너말’ 북쪽 지역을 ‘웃말’이라 부
르고 있다. 

도두머리(道頭洞)
도창초등학교 서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도로가 마을 위로 관통하였다
고 해서 ‘도두머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도두동은 1700년대에 이르
러 밀양 박씨가 처음 세거한 이래 수원 백씨 등이 살았다. 예전에는 마을 
서쪽 지역을 ‘아랫말’ 동쪽 지역을 ‘동쪽마을’ 마울 중앙을 ‘가운뎃말’이라 
했다. 

점말(店村)
도창저수지와 도창초등학교 사이의 42번 국도변에 있는 마을이다. 일제 
중엽 때 안경수란 사람이 마을 뒤(동쪽) 산등성이에서 옹기를 구웠다고 
한다. 그 후 옹기점은 서경수 씨가 운영하다가 광복 직전에 문을 닫았다. 
현재 가마는 없어졌다. 

강챙이고개
도두머리와 강챙이(강창리)를 왕래하는 고개이다. 

도두머리고개
도두머리와 강창리 웃말 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하는데 도두머리에서는 
‘강챙이고개’라 부른다. 길의 초입이라 하여 ‘길 도(道)’자에 ‘머리 두(頭)’자
를 써서 이름 하였다.

도창저수지
점말 남쪽에 있는 저수지다. 1939년 매화공려수리조합에서 매화지구를 위
해 설치한 저수지라 하여 ‘매화저수지’라 했는데 일반에게 알려지기는 도창
동에 있는 저수지이므로 도창저수지라 부르고있다. 몽리면적 71㏊, 제방
의 크기는 길이 165m, 높이 6m,폭 3m로 1941년에 설치되었다. 



「디지털시흥문화대전」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호조벌E 24 E 25
매채기고개 · 매채이고개
도두머리와 매화동(매채기) 사이에 있는 고개로 매화동에서는 ‘도두머리고
개’라 부른다. 마을 사람들 사이의 우스갯소리 중에 “도두머리에서 도둑질
하고 매화리에서 매맞는다”는 말이 있다.

하상동 

요골(요꼴 龍谷·中職)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초산면 중직리라 칭했던 마을로 풍수로 보아 좌청
룡에 해당하므로 용혈 즉 ‘용골’이라 했는데 후대에 내려 오면서 ‘요골’로 
됐다. 또 상직(물왕동 얼미)과 하직(하직골) 사이에 있는 마을이므로 ‘중직’
이라 부르기도 한다.
충주 지씨가 처음으로 터를 잡은 마을로 현재는 인동 장씨가 대성을 이루
고 있으며 마을 중앙에서 보아 서쪽 지역을 ‘웃말’, 동쪽 지역을 ‘아랫골’이
라 각각 부른다. 연성초등학교 서북쪽에 위치한다. 마을에서는 매년 음력 
정월에 길일을 택해 모골 앞산(남쪽)에서 산신제를 지냈다고 한다.

하지골
요골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곳은 우리나라 최초의 농학자로 조선 성
종때 좌찬성을 역임한 강희맹(1424~1483)이 세조 9년(1463) 중국으로 사
신을 갔다가 그곳 전당에서 연꽃씨를 가지고 와 이 마을에 처음 심었다 
하여 연꽃 ‘하’자와 못 ‘지’자를 따서 ‘하지골’이라 했다.
일설에는 조선 초기 바닷물이 들어왔을 때 이곳이 뾰죽하게 내민 땅인 데
다가 강희맹의 묘를 쓴 곳이라 하여 ‘직곶’이라 했다고도 한다. 후대에 ‘하
직’으로 됐고 요골은 이곳보다 위에 있는 마을이라 ‘중직’이라 했으며 물
왕동 얼미는 제일 높은 지대에 있고 또 그곳에 높은 관직을 역임했던 분의 
묘가 있어 ‘상직’이라 했다는 것이다.
하지골은 성종 때 강희맹의 묘를 쓴 후 그의 후손과 사위인 안동 권씨·안
동 김씨·창령 성씨 등이 세거하면서부터 취락이 이루어졌다. 이곳에는 강희
맹묘를 비롯해 우의정 강귀손·감찰 강순덕·부사 강태수·부사 강극성·감찰 
권만형·삼절 강희안 등의 묘가 있다.
예로부터 ‘하지팔경(또는 연성팔경)’이 전해 지고 있는데 곧 관무·와룡단
하·벼루은정·응봉복치·장천어 등이며 두곳은 알려 지지 않는다. 마을에서
는 해마다 음력 10월 초에 길일을 택해서 아랫말 뒤(북쪽)에 있는 도당나
무(느티나무) 앞에서 당제를 지냈다고 한다.

시흥시 창작 뮤지컬 포스터

가느래비들
광석동 나븐들과 하상동 사이에 있는 들로 연성초등학교에서 북쪽으로 
약 100여m 쯤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비가 오면 도깨비가 놀아‘가느래비
들’이라 불렀다. 공동묘지는 일제 중엽에 없어졌다. 

동자박이
조선시대에는 하직골 앞(동쪽)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는데 성종 때 강희맹
의 묘를 아랫말 서편 산중턱에 쓴 후 묘 앞에 세워 놓을 동자석을 배에 싣
고 오다가 아랫말 앞(동쪽)을 지날 무렵 풍랑으로 배가 갑자기 뒤집히면
서 동자석이 물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후부터 이곳을 ‘동자박이’라 
부른다. 현재는 논이다.

매봉
하직골과 하중동 베실구지에 걸쳐 있는 산으로 산봉이 매처럼 생겼다. 이
곳에 강희맹·강귀손의 묘가 있다.
하중동 

돌장재
베실구지 서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광복 직후 실향민들이 정착한 후 취락
이 형성됐다. 이곳 고개마루에 백석이 많아 ‘돌장재’라고 부른다. 

베실구지(官谷)
이 마을은 서해 바다에 연한 마을로 지세가 바다 쪽으로 뾰족하게 내민 
곳 이라 하여 ‘베실구지’라 부른다는 설명이 있는데 ‘관곡(官谷)’을 우리말
로 풀면 ‘벼슬골’이 되어 ‘베실구지’와 비슷해지므로 ‘관곡’이라는 한자 표
현은 ‘베실구지’라는 우리말 지명에서 비롯된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
샌말 북쪽에 자리잡은 베실구지는 고성 이씨를 비롯하여 안동 권씨·경주 
이씨·경주 김씨 등의 오랜 세거지로 39번 국도를 따라 서쪽 지역을 ‘아랫
말’동쪽 지역을 ‘웃말’ 향나무 북쪽 지역을 ‘넘말’ 넘말 북쪽 지역을‘고잔’이
라고 부르고 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1월과 7월 초에 길일을 택해서 ‘웃말’과‘넘말’ 사
이에 있는 도당나무(향나무) 앞에서 나무제를 지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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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말
성마루와 베실구지 사이에 위치한 마을이라 ‘샌말’이라 부른다. 경주 최씨
와 고성 이씨가 처음 세거한 이래, 일제 때 이곳 일대에 간척 공사를 실시
하자 호수가 급격히 늘어 광복 이전에는 호당 경지 면적이 시흥군 관내에
서 가장 많았다고 한다.
마을 뒤산에 있는 측백나무 앞에서 나무제를 지내 오다가 조선 말엽에 이
르러 이곳에서 사람이 죽자 나무제가 중단됐다고 한다. 

샛터말 · 새터말
이 마을은 전주 이씨 익녕군파 12대 후손 중에 이시호라는 이가 포동에 
살다가 결혼하여 이곳에 새로 터를 잡고 산 후부터 취락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성마루
이 마을은 풍수로 보아 배가 떠나가는 형국이므로 우물을 파면 빠진다 
하여 마을 주민들이 우물 파기를 꺼려하기까지 했다. 마을 중앙에서 보아 
남쪽으로 과수원과 소나무가 있는 곳에 임진왜란 때 군인들이 진을 쳤는
데 마치 성을 쌓은 것 같다 하여 ‘성마루’라 칭했다. 인동 장씨와 전주 이
씨의 오랜 세거지였으며 샌말 남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관곡서당터
샛터말 법륭사가 있는 자리로 일제 때 하중리·하상리 주민들을 위해 설치
됐던 서당인데 제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문을 닫았다고 한다.

넘말고개
베실구지에 있는 고개로 고잔과 넘말 사이를 왕래하는 포장 소로이다.

돌장재고개
베실구지와 포동 걸뚝 사이로 39번 국도상에 있다.

벼락바위
베실구지 서쪽 산모퉁이에 있다. 본래 큰 바위였는데 벼락을 맞아 산산조
각이 나 작은 바위가 됐다고 한다.

한개
호조벌이 경지정리 되기 전에 바닷물이 흘러 들어오던 큰 갯고랑이다. 말 
그대로 ‘큰 갯고랑’의 줄임말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호조벌을 배경으로 시흥시는 생태자원화사업을 시도하고 있고, 
호조벌을 배경으로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도심속 한 가
운데 존재하는 넓은 호조벌은 시흥만이 가지는 생명의 허파를 가지고 있
는 것이다. 주변의 염전을 배경으로한 습지, 호조벌, 그리고 주변의 숲지대
는 일반 도시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천혜의 자원인 것이다. 

이 넓은 호조벌이 현대의 개발의 광풍 속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우
리나라의 2018년 식량자급율은 47% 곡물자급율은 23% 정도라고 한다. 
1970년대 말까지 식량자급율을 80%에 가까웠던 것이 이같이 변한 것이다. 
앞으로의 세상은 식량이 무기가 되는 그런 시대를 예측하고 있는 시점에
서 호조벌의 존재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시흥시는 생명도시를 지향하고 있어 이러한 광풍에 휩쓸리지는 않을 것이
라는 믿음을 가지며 5백만㎢ 규모의 호조벌이 후대의 유산이 되기를 기원
한다.



호조벌
메타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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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ID 자료명 설명문 자료종류 소재지

문헌 EB000 안산·인천 石場屯量案의 토지정보와 성격 석장둔 양안을 통해 본 토지 정보 논문

EB001
조선후기 간척지의 소유와 운영-경기도 

안산·인천 석장둔 사례
석장둔의 운영 논문

EB002

한말~일제초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확정과 

국유·민유의 분기 -경기도 안산 석장둔

(石場屯)의 사례-

석장둔의 소유권 문제 논문

EB003 근대전환기 토지정책과 토지조사 석장둔의 형성과 변천과정 단행본

EB004 광무양전사업과 국유지 정리 석장둔 논문

EB005 호조방죽의 축조와 석장둔 호조방죽의 축조 논문

EB006 석장둔 석장둔 양안의 실체 해제

EB007 인천석장둔양안 양안문서 문서

EB008 안산석장둔양안 양안문서 문서

EB009 승정원일기 호조벌 관련 기사 사서

EB010 승정원일기 호조벌 관련 기사 사서

EB011 승정원일기 호조벌 관련 기사 사서

EB012 승정원일기 호조벌 관련 기사 사서

EB013 승정원일기 호조벌 관련 기사 사서

EB014 조선왕조실록 호조벌 관련 기사 사서

EB015 승정원일기 호조벌 관련 기사 사서

EB016 승정원일기 호조벌 관련 기사 사서

EB017 승정원일기 호조벌 관련 기사 사서

EB018 승정원일기 호조벌 관련 기사 사서

EL000 1721호조벌 시민참여형 창작뮤지컬 포스터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PDF 이영호 규장각 규장각
규장각35권 

35호
2009 석장둔, 호조벌

PDF 이영호 규장각 규장각 한국문화48 2009 석장둔, 호조벌

PDF 이영호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77 2010 석장둔, 호조벌

이영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9788952
120007

PDF 이영호
시흥시사

편찬위원회

시흥시사

편찬위원회

시흥시사3 

시흥의 근현대
2007 석장둔, 호조벌

PDF 배성수
시흥시사

편찬위원회

시흥시사

편찬위원회

시흥시사2 시흥의 

전통시대
2007 석장둔, 호조벌

이성임 민속원 민속원

조선후기-대한제

국기 양안 해설집

2  둔토양안

2012
978-89-

285-0307-0
석장둔, 호조벌

PDF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규18996 석장둔, 호조벌

PDF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규18997 석장둔, 호조벌

PDF 국사편찬위원회
경종 1년 12월 6일 

임술 1721년
호조벌, 진휼

PDF 국사편찬위원회
경종 3년 5월 25

일 계묘 1723년
호조벌, 진휼

PDF 국사편찬위원회
경종 3년 12월 3일 

무신 1723년
호조벌, 진휼

PDF 국사편찬위원회
영조 1년 6월 5일 

신미 1725년
호조벌, 진휼

PDF 국사편찬위원회
영조 1년 8월 9일 

갑술 1725년
호조벌, 진휼

PDF 국사편찬위원회
영조 2년 1월 12일 

을사 1726년
호조벌, 진휼

PDF 국사편찬위원회
영조 2년 5월 16일 

정미 11726년
호조벌, 진휼

PDF 국사편찬위원회
영조 4년 3월 11일 

신유 1728년
호조벌, 진휼

PDF 국사편찬위원회
영조 16년 4월 5

일 을해 1740년
호조벌, 진휼

PDF 국사편찬위원회
영조 16년 10월 12

일 기유 1740년
호조벌, 진휼

PDF 시흥시 뮤지컬



「디지털시흥문화대전」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호조벌E 32 E 33
분류 ID 자료명 설명문 자료종류 소재지

EL001 1721호조벌 호조벌 플레시몹 포스터

EP000 모내기 미산동 모내기 사진

EP001 항공방제 미산동 항공방제 사진

EP002 축제 2013년 호조벌걷기 축제 사진

EP003 하중교 하중교 사진

EP004 수문 보통천 수문 1 사진

EP005 수문 보통천 수문 사진

EP006 보통천 전경 보통천 전경 1 사진

EP007 보통천 전경 보통천 전경 2 사진

EP008 갯벌장죽 갯벌장죽들 전경 파노라마 사진

EP009 갯벌장죽 개벌장죽들 전경 1 사진

EP010 갯벌장죽 갯벌장죽들 전경 2 사진

EP011 호조벌 보통천에서 바라본 호조벌 파노라마 사진

EP012 호조벌
보통천에서 바라본 간대벌(왼쪽)과 

억방죽들 (오른쪽)
사진

EP013 호조벌
연꽃테마파크 앞에서 바라본 

보통천의 모습
사진

EP014 호조벌 호조벌 연꽃테마파크 전경 사진

EP015 호조벌 호조벌 연꽃테마파크 연근 수확모습 사진

EP016 호조벌 호조벌 전경 파노라마 사진

EP017 호조벌 하직골방죽들에서 바라본 호조벌 파노라마 사진

ED000 네이버 일반지도 호조벌 항공지도

ED001 네이버 항공지도 호조벌 항공지도

확장자 제작자 제공자 저작권 출처 채록 GPS좌표 제작일 ISBN 주제어

JPG http://trust.or.kr/lately/1040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의 생활문화와 자연유산 1995 모내기

JPG 시흥시 시흥시 시흥의 생활문화와 자연유산 1995 항공방제

JPG 시흥시 시흥시 호조벌 동편 마을 이야기 2015 축제

JPG 인천사연구소 촬영 2018-10-20 호조벌, 다리 

JPG 인천사연구소 촬영 2018-10-20 호조벌, 수문 

JPG 인천사연구소 촬영 2018-10-20 호조벌, 수문 

JPG 인천사연구소 촬영 2018-10-20 호조벌, 보통천 

JPG 인천사연구소 촬영 2018-10-20 호조벌, 보통천 

JPG 인천사연구소 촬영 2018-10-27 호조벌 

JPG
인천사연구소

인천사연구소
촬영 2018-10-27 호조벌 

JPG 인천사연구소 촬영 2018-10-27 호조벌 

JPG 인천사연구소 촬영 2018-10-27 호조벌 

JPG 인천사연구소 촬영 2018-10-27 호조벌 

JPG 인천사연구소 촬영 2018-10-27 호조벌 

JPG 인천사연구소 촬영 2018-10-27 호조벌 

JPG 인천사연구소 촬영

JPG 인천사연구소 촬영

JPG 인천사연구소 촬영

JPG 네이버

JPG 네이버



호조벌
관련자료



「디지털시흥문화대전」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호조벌E 36 E 37

EB009 
승정원일기 535책 012a

EB011 
승정원일기 561책 011b

EB012 
승정원일기 594책 30a

EB010 
(1)승정원일기 554책 202b

EB010 
(2)승정원일기 554책 203a

EB010 
(3)승정원일기 554책 203b

EB010 
(4)승정원일기 554책 204a



「디지털시흥문화대전」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호조벌E 38 E 39

EB013 
승정원일기 598책080b

EB015 
승정원일기 617책 002b

EB014 
(1)조선왕조실록 영조 권9 정월 12일 을사 7b

EB014 
(2)조선왕조실록 영조 권9 정월 12일 을사 8a



「디지털시흥문화대전」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호조벌E 40 E 41

ED000 
네이버 일반지도

EB015 
승정원일기 617책 002b



「디지털시흥문화대전」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호조벌E 42 E 43

EB017 
(2)승정원일기 910책 025b

EB018 
(2)승정원일기 922책 054b

EB017 
(1)승정원일기 910책 025a

EB018 
(1)승정원일기 922책 054a



「디지털시흥문화대전」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호조벌E 44 E 45

ED001 
네이버 항공지도



「디지털시흥문화대전」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호조벌E 46 E 47

EL000 
시민참여형 창작뮤지컬

EP000 
미산동 모내기

EL001 
호조벌 플레시몹



「디지털시흥문화대전」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호조벌E 48 E 49

EP001 
호조벌 항공방제

EP003 
하중교

EP002 
호조벌 동편 마을 이야기(호조벌 축제)

EP004 
보통천 수문1



「디지털시흥문화대전」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호조벌E 50 E 51

EP005 
보통천 수문

EP007 
보통천 전경2

EP006 
보통천 전경1



「디지털시흥문화대전」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호조벌E 52 E 53

EP008 
갯벌장죽들 전경 파노라마

EP009 
갯벌장죽들 1

EP010 
갯벌장죽들 2



「디지털시흥문화대전」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호조벌E 54 E 55

EP011 
보통천에서 바라본 호조벌 파노라마

EP012 
보통천에서 바라본 간대벌(왼쪽)과 억방죽들 (오른쪽)

EP013 
연꽃테마파크 앞에서 바라본 보통천의 모습



「디지털시흥문화대전」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호조벌E 56 E 57

EP015 
호조벌 연꽃테마파크 연근 수확모습

EP014 
호조벌 연꽃테마파크 전경



「디지털시흥문화대전」 도시 아카이브 조사사업 호조벌E 58 E 59

EP016 
호조벌 전경 파노라마

EP017 
하직골방죽들에서 바라본 호조벌 파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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