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제국의 재정고문으로 임명된 일본인 메가다 타네

타로 등이 주도한 한반도 경제침탈 1,300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한 국채보상운동이 1907년 1월 대구에서 처음 

시작됐다.

일본에서 빌려온 차관은 대한제국을 재정,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했는데 이 액수는 당시 우리

나라 정부의 1년 총예산과 맞먹는 규모였다. 정부에 의

한 국채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많은 국민이 참여해 

일본의 차관을 갚기 위한 국채보상운동은 전국으로 확

대됐다.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에 보도된 

고양지역 국채보상운동

고양지역의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됐

다. 운동 초기에는 영수증 번호와 영수금액만을 게재하다가 중반

기부터는 참여한 마을 이름과 참여자의 실명까지 게재했다. 고양 

지역 국채보상운동 참여 상황 보도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동리 

(洞里), 문중, 학교, 개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대규모의 공

장, 지주, 대자본가가 드물었던 고양지역의 국채보상운동의 주역

은 농민과 같은 민중이 주도했다.

국채보상운동과 함께 고양지역에서는 사포면 대화리(현 일산서

구 송포동)에 있던 명성의숙, 구지도면 행주리(현 덕양구 행주동)

의 성동학교, 벽제면 고양리(현 덕양구 고양동)의 명륜학교를 중

심으로 애국계몽운동도 전개했다.

1907년 4월 2일, 현재의 일산동구 고봉동 

문봉 주민들이 모금 시작

대한매일신보의 기사에 따르면 고양군 사리대면 문봉리 주민, 빙

석리 사립학교 계성재 학생들이 국채보상운동을 처음 시작했다. 

당시 어린 학생들까지 나라의 빚을 갚겠다고 모금운동에 참여해 

총 40전(錢)을 모았다.

이어 4월 7일과 9일에는 사포면 대화리 김녕 김씨 종중에서 17원  

20전씩 2회에 걸쳐 성금을 했다. 황성신문의 기사를 보면 이후 

당시 고양군 중면 마두리, 구 지도면 화수리(화정), 현재의 행신

동, 토당동, 내유동, 사리현동, 구산동, 신원동, 원흥동, 주교동 등 

모든 지역에서 모금운동이 전개됐다. 계성재의 학교장 백낙륜 

(白樂倫)을 비롯해 화전리의 이지용, 화정리의 정용근, 대화리의 

김춘화 등 수천 명이 참여했고 총 모금액은 833원 81전 5리였다.

모금된 성금을 1910년 말 

일본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에 약탈

당시 경기도 고양군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국채보상운동 성금

은 20만 원이 넘었다. 독립운동가 양기탁 선생 등이 홍보와 모금

운동을 주도했는데 일제 통감부는 선생을 국채보상의연금 횡령

이란 죄목으로 구속했다. 그리고 1910년 말 국채 보상금 처리회

에서 관리하고 있던 성금 15만 원을 일제 조선총독부에 빼앗기고 

말았다. 고양지역 주민들이 어렵게 모은 성금도 일제에 의해 모

두 빼앗겼고 경제침략에 이어 곧 경술국치를 당하게 됐다.

112년 전 국채보상운동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고양지역을 비롯해 많은 국민이 전개한 국채보상운동은 오늘날

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린 학생을 비롯해 어른, 문중, 학교, 개

인, 지도층, 민중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국가의 빚을 갚기 위해 

모금에 동참했다. 한일간의 경제,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현시점

에서 진정한 나라 사랑의 발현인 112년 전 국채보상운동에서 큰 

교훈을 얻었으면 한다. 

고양독립운동사

대규모의 공장, 지주, 
대자본가가 드물었던 고양지역의 
국채보상운동의 주역은 
농민과 같은 민중이 주도했다

일본에서 빌린 돈(차관)을 갚기 위해 전국의 수많은 국민이 모금했던 국채보상운동.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펼쳐진 곳 중 하나가 고양이다. 1907년 당시 고양지역의 어린 학생을 비롯해 

어른, 문중, 학교 등 다양한 계층이 십시일반 모아 833원 81전을 모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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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보상운동 이야기

모금운동이 전개됐던 사포면 대화리(現 송포동 대화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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