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제국의회 귀족원 예산위원 제1분과(세입 대장성) 의사속기록 제4회

1911년 2월 27일(월요일) 오전10시 22분 개회

○ 이자와 슈지(伊沢修二) 의원

조선에 관해서 특히 교육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만......

○ 정부위원(若槻礼次郎 의원)

조선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 이자와 슈지(伊沢修二) 의원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만, 만약 어렵다면 교육에 관해서만이라도......〔설명 부탁드

립니다〕

○ 정부위원(若槻礼次郎 의원)

그렇게 될 경우 여기에 와 계신 정부위원은 철도방면의 정부위원이셔서......〔타방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어렵습니다〕

○ 가마다 쇼타로(鎌田勝太郎) 의원

저는 조선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만, 철도방면의 정부위원이 와 계신다면

그 방면의 설명을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철도의 대략적인 사항에 대해 정부위원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부위원(오야 곤페이, 大屋権平)

조선의 철도 현황에 대해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철도상황과 관련해서는 크게

영업 관련 분야와 건설관련분야의 두분야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 영업분야의
경우, 현재 조선에서 영업 중인 철도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연결되는
노선과 마산, 인천, 진남포 등의 枝線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대략 680리 정도입니다. 대
략적인 收支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44년도는 약 60만엔 정도의 수익금을 낸 것으로 산정되
며, 43년도의 경우 약30만엔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收支
계산은 그 이전의 통계가 계속 불분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예산을 상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사실 42년도까지의 예산 측정은 통계에 의거하지 않고 상정
된 것으로, 43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42년도분 1년치를 파악하고 예산을 작성할 수 있었으며,
이번 44년도 예산에서 처음으로 2개년 평균을 취합할 수 있었습니다. 43년도분의 경우 수입
과 지출 영역에서 큰 차이가 있긴 했지만 다행히 최종적인 수익면에서는 거의 예산과 비슷
하게 나온 듯 합니다. 44년도에 와서 처음으로 수입면이나 지출면이나 그 차액면에서 거의
제대로 된 수치를 산출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철
도분야는 매년 진보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수치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을 경우 다시 말씀드
리는 것으로 하고,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40년도에는 1일 1리 평균이 15엔의 수입이었
습니다. 41년도의 경우 평균수입이 18엔으로, 42년도의 경우 18엔 가량, 43년도의 경우 아직
예정수치입니다만, 오늘 계산한 바에 따르면 20엔 남짓입니다. 이것은 44년도 예산으로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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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23엔 정도였습니다. 매년 조금씩 새로운 線이 연장되고, 新線의 경우 재래선과 수입을
비교해 봤을 때 그다지 성적이 좋지 않은 편이긴 합니다만, 전체 평균적인 수치로 본다면
매년 상승조에 있으며, 특히 화물분야가 상승조이고, 여객 부문은 조금씩을 늘고 있습니다만
크게 상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평균보다 상승세에 있는 분야는 주로 화물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화물 수입 상승세보다 화물의 톤수의 증가세가 더 앞서고 있
습니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物産이 점점 나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수입의
증가율보다 톤수가 늘고 있는 부분은 비교적 새로운 노선인데, 雜貨가
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늘어난

상황과

관

또한 여객 한 명당 평균 승차 거리 수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

니다. 40년도에 1인당 여행거리가 37리 6부였던 것이 41년도에는 41리로, 42년도에는 42리,

43년도에는 아직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약 46리입니다. 화물을 운반하는 1톤의 운반 거리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필경 직통하는 화물, 혹은 원거리에 있는 화물
나기

시작해서,

수요가

생겨

40년도에는 63리, 41년도에는 71리, 42년도에는 80리, 43년도에는 83리 가

량일 것으로 추산되며, 지금 현재는 조선내의 운반에 한정된 것입니다만, 44년도가 되면 새
롭게 계획하고 있는 곳인 호남선 및 경원선도 다소 개통될 것이고, 압록강의 교량도 생길
예정이므로 44년도에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으나, 45년도부터는 영업 상태가 크게 바뀔
것으로〔호전될 것으로〕예상됩니다. 영업 측면에 관해서는 우선 이정도만 말씀드리고자 합
니다. 다음으로 건설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연도부터 호남선 및 경원선의 두 노

선 건설에 착수했는데, 이는 전체 예산이 불과 50만엔 정도였기 때문에 아주 일부만 착수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결정된 건설비의 年割은 43년도부터 11개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
에 그 중 1년이 끝나고 10년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번 연도 예산으로 나온 것은 이를 5개년
으로 단축시켜 작성한 것으로, 즉 44년도부터 이후 5년으로 줄인 것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또 평양에서 진남포에 이르는 철도 노선은 협찬을 얻어 착수했습니다만, 올해 10월 중순에
운수영업을 개시한 터라 아직은 설비 착수 수준에 불과합니다. 불완전하지만 영업은 개시한
상태입니다. 우선 이 점만 말씀드리고,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그때 다시〕설명 드리는 것으
로 하겠습니다.

[백작柳沢保恵 의원

主査 자리에 복귀]

○ 가마다 쇼타로(鎌田勝太郎) 의원

대략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고 싶은 점은 건설 연도를 단축시키는 것

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조선의 철도용지를 매수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매수 가격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선에서 가능한 것인지, 총감부 시절이었던 것으
로 생각됩니다만, 철도부지 관련 땅은 매수를 금한다고 하는 府令을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만, 이후 상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점에 대해 질문하고 싶고, 또 하나
는 호남선은 대전에서 시작해서 230리 정도는 완성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미 화물차 운
행이

개시된 것입니까? 한쪽

각됩니다만,

방면의

운행보다는

양쪽

방면의

개통이

편리하다고

생

양쪽으로 개통하실 예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군산방면으로 나눠져

서 갈 수 있게 되는지요? 그 분기점 관련 사업을 먼저 진행할 계획인지 혹은 나중에 진행할
예정이신지에 관해 듣고 싶습니다. 그 밖에 것은 나중에......〔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정부위원(오야 곤페이, 大屋権平)

답변드리자면, 토지는 민유지는 모두 매수했고 그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만, 시가지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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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점점 비싸집니다. 그 예산 내역에 있는 사항은 경원선은 평균 1평당 4銭厘, 호남선은

1평당 10銭이 대략적인 평균 예산입니다. 경원선은 산이 많고 호남선은 농작지가 대부분입
니다. 보통 조선에서 아주 좋은 토지는 따로 구분지어 차근차근 개간하여 농작물이 생산되
게 된 토지의 일반적인 시세가 7,8銭에서 10銭정도입니다. 이전에 일부 토지 매수를 금지하
는 것이 있었는데, 조선에서는 지주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매에 걸어두고 그 기

간은 地券등은 없는 것이 되므로 그것을 조사하는 기간에는 보통 매매를 금했습니다. 그리
고 호남선은 대전에서 출발합니다만, 지금은 25리정도 토지 공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특히
대전방면에서 약1리 정도의 구간은 토목공사용 레일을 깔았습니다만, 현재는 흙을 운반하는
차가 그 레일 위를 달리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할 뿐이므로 완성되었다
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사 시일을 단축시키는 것이 확정된다면 목포방면은 물론 경원선의
원산방면에서도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단축하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10년 계획으로 진행한
다고 해도, 내년도에는 착수하기 어려울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年割額이 다소 늘어날 경우
당연히 양쪽 방면에서 착수할 것입니다. 군산 근처의 측량이 불확실한 곳이 있어서 확정지
을 수는 없습니다만, 대전에서 목포에 이르는 노선에서 벗어나는 구간은 불과 10리, 멀리
잡아도

10리,

측정이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쪽으로

가까운

외입니다. 대전에서

곳에서

측정하는

측정해도
것이

10리

진행되면,

미만정도일

듯하나,

本線 통과 부분의
잡더라도

10리

내

금방 군산까지는 연결될 것으로 생각합니

다.

○ 나카지마 나가모토(中島永元) 의원

호남선과 경원선에 대한 지금 현재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만, 경원선은 앞으로 언젠가는

연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금 현재 1300만엔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원선만의 비
용인가요? 장래 재원의 상황에 따라 경원선은 청진항이나 요천 부근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
입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호남선은 대전과 목
포 간의 계획일 텐데, 목포 지역 이후로 노선을 부설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
지 그 점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 정부위원(오야 곤페이, 大屋権平)

답변 드리자면, 경원선은 물론 그 후로도 다른 방면으로 연장해서 나중에는 중국 吉長철도

에 연결시키는 노선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 때가 언제가 될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
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상황은 측량까지라고는 하기 어렵고 답사수준의 조사는
확대하는 중입니다. 이전에 총독께서도 중위원의 위원회에서 답변하신 것입니다만, 자금만
확보된다면 서두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호남선은 일단 대전에서 목포까지 설
치된다면 당분간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현재 경부선과 호남선은
남쪽으로는 상당 부분 깔았습니다만, 그 사이 구간은 개발을 고려하거나 선을 늘려야 할 것
으로 보이는 지역에 대해 답사를 진행중입니다.

○ 가마다 쇼타로(鎌田勝太郎) 의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조선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기관의 설비가 제

일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때문에 총독부에서도 철도와 도로에는 충분히 주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현재 3개 노선 즉 경부선 경원선 호남선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셨는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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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그 외의 선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당국자들은 심중에 계획하시는 바가 있을 것
으로 생각됩니다만, 호남선은 경부선과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예를 들어 마산
에서 진주를 거쳐 장흥, 목포로 가거나, 혹은 대구에서 영일만 쪽으로 가려고 할 때, 경부선
의 주요 支線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변지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지 듣고 싶습니다.

○ 정부위원(오야곤페이, 大屋権平)

대략적인 지도로 이 지점에 지선을 추가하려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여 재정 상황이 뒷받침된다면 부설하고 싶은 계획은 대략적으로 있습
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측량까지는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답사도 어려운 장소도 있고, 총독
부가 생긴 이후 급히 조사하게 된 곳도 있습니다만, 불과 경원선을 연장해서 간도 방면으로
연결되는 지선, 그 방면에 겨우 사람을 보내어 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할 여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산골짜기 지역은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
으면 여행하기 곤란한 점도 있고 해서 아직 조사하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만, 아마도 1년
이내로 대부분 지역의 조사 작업을 끝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답변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진척될 것으로 보입니다.

○ 主査(백작柳沢保恵 의원)

정부위원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만, 조선의 왕실비 150만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한국 왕실비의 경상비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에 해당하는 것인지, 혹은 다소 증액된 것인지,
혹은 다소 삭감된 것인지요?

○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종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 主査(백작柳沢保恵 의원)

작년이후 토지조사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경과 상황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

다.

○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임시토지조사사업은 작년부터 실제로 착수한 것이 됩니다만, 작년에 처음으로 임시토지조

사비로 구한국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준비는 그 이전부터 해왔습니다. 이 토지조
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입니다만, 최근 3년 정도 조사 준비를 했고, 실제로
착수한 것은 작년입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은 약 7개년을 목표로 완료하고자 계획 중입니다.
그 경비는 총액 1600만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일본과 오
키나와 및 대만의 실제 시행시의 방법을 모방하여 측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조사할 곳은
논밭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며, 산림이나 들 같은 곳은 조사하지 않는, 즉 산림이나 들은 당
분간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논밭 주거지 사이에 존재하는 작은 산림
의 경우 측량대상에 들어가며, 이미 조사중입니다만, 완전한 산림이나 들 같은 곳은 조사하
지 않습니다. 우선 논밭 주거지에 한정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한 결과는 토지
대장이라고 불리는 것을 작성하고, 지도를 만들어 지질을 명확히 하며, 토지의 등급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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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의 작업을 합니다. 즉 구한국 시절의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이 매우 불완전했
습니다만, 매매증서를 만들어 소유권을 증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등기하는 방
법도 없는 상태입니다만, 물론 토지소유증명의 규정은 있지만 이것도 완전한 효력을 가진
것은 아니므로 우선적인 토지조사의 결과로는 토지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그 소유권
을 확실히 하여, 그 다음으로는 지질등급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여 과세를 하며, 이어서 현재
시행중인 작년부터 점차적으로 착수하여 작년에는 모범조사로 일단 경성부근의 수원지역 인
천부근의 부평지역 두 곳을 모범조사대상으로 삼아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토지조사에 대
해서 조세를 과하게 부담하려는 것이라는 풍설, 혹은 관유지에 편입시키기 위한 조사라고
하는 오해가 조선인들 사이에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조사의 취지를 잘 설명한
뒤 모범조사로 전국에서 2곳을 선택해서 착수한 것입니다. 이 모범조사는 앞서 말씀드린 2
곳만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후 전국적으로 착수하여 최근에는 전국에 걸친 측량을 시작하
였는데, 7개년에 걸친 사업을 기획하여 작년에 착수를 시작하였으므로 현재 진행상태는 극
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 主査(백작柳沢保恵 의원)
계속해서 질문드리고 싶은 사항은 작년 제가 설명을 요청드렸던 조선 호구조사에 관한 것
입니다만, 정부위원께서 답변하신 바로는 한국전체적인 상황은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현
재는 그 조사결과가 명확해졌는지요? 그 경과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한국의 호구조사에 대해서는 종래 경찰 쪽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사는 경찰을

위한 일반적인 조사에 불과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때 조사한
바로는 9백 몇만이라는 인구가 산출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도저히 표준이 될 수 없다는 주장
이 있어서 구한국정부 시절 재작년경 호구조사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헌병경
찰이 취조를 위해 재작년에 마련한 것입니다만, 그 조사가 완료되었는데 그 결과에 근거해
서 말씀드리면 조선인은 1300만 명이라고 하겠습니다.

○ 主査(백작柳沢保恵 의원)

계속해서 질문 드리면, 작년 같은 방법으로 한 조사 형태는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인지, 혹

은 일본식 조사방법으로 할 예정입니까?

○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앞으로의 방식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우선 몇 번 조사할 것인지, 한 번 조사할 때

정밀하게 조사하는 방식으로 해왔습니다만, 앞으로의 방식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을 도입해
서 호구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자와 슈지(伊沢修二) 의원

저는 조선의 교육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면, 작년 5월 시점으로 1,295,998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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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 상황에 관해 질문하셨는데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조선 교육 실태에 대
한 부분입니다. 구한국정부 시절 조선인의 교육은, 아직 일본의 지배하가 아니었던 시절입니
다만, 대부분의 교육이 체계적인 교육이라고는 없었으며, 옛날 민간에서 하던 서당에서 한학
을 배우는 것이 주된 것이었으며, 그 이후 선교사가 학교를 세워 조선인을 교육했습니다. 그
런데 통감부가 생긴 이후 먼저 보통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조선인에게 시행할 필요성을 느끼
고 이를 위해 학교를 관비로 세워 교육했습니다. 전국에 최초로 50개의 학교를 세워 현재는
훨씬 증가하여 백 몇 개의 학교가 설립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수치를 보고 드리자면, 국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만, 보조 중에도 몇 가지 양태가 있는데 가장 불완전한 상태의 학교의 경
우 완전히 보조하며, 선교사 및 기타 사립의 성질을 띠면서 조선정부가 정한 학사규칙에 적
합한 곳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약간의 경비를 보조하는 형태로 매년 보통
교육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교육에서 다소 높은 레벨의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종래 한국에 일본어학교처럼 어학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지금의 한성외국
어학교입니다만, 그 외에도 한성사범학교, 고등학교와 같은 곳은 일본의 중학교 정도의 레벨
에 해당하는 곳으로 이런 곳이 경성에 한 곳, 평양에 1곳 설립되어 있으며, 경성에는 고등여
학교가 1곳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이라고 하는 옛날 일본의 聖堂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만,
이곳에서는 맹자 공자의 가르침을 교육하는 곳으로, 예전에는 성균관을 졸업한 사람은 주로
과거 및 진사에 따른 시험관을 정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학생들도 적어졌습니다만,
여전히 최고의 고등 학술을 배우는 곳이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들이 고등 수준
의 과목을 가르치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각 분야에 따른 하나씩 실업학교
를 세운 실업학교가 있는데, 추정치입니다만, 조선의 실업학교의 수는 관립이 1곳, 공립이

13곳, 사립이 7곳인 상태입니다. 조선인의 교육 실태는 대체적으로 이러합니다만, 보통 교육
은 국가가 비용을 내거나 혹은 일정금액을 보조하여 보통소학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고등 교육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중등레벨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고등
여학교, 사범학교가 있고, 그밖에 실업학교가 각 분야별로 한 곳씩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직
결되는 것을 교육하는 실업교육분야에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 점이 특징적입니다. 특
히 토지조사와 관련해서 측량원을 양성해야 하는데, 이 측량원 양성을 위해서는 우선 측량
원 양성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각 도에 실제학교가 생기면 측량원
양성소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실업학교에서 측량원을 양성을 용인하는 방향하에 실제학교
의 교과 과목에 측량원 과목을 추가했습니다. 장차 이와 같은 학교를 세워 보통학교에서는
일본어를 국어로 할 수 있는 적합한 교과서를 만드는 중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 이자와 슈지(伊沢修二) 의원

대체로 잘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질문하고 싶습니다만,

조선총독부의 전체적인 교육 방침은 일본어만으로 교육하는 것이 방침입니까? 혹은 한국어
를 병행할 방침입니까? 사범학교 이하의 교육 방법 및 교과서 책정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가마다 쇼타로(鎌田勝太郎)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총독부의 예산은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제출하신 것이므로 질문할 점이

많습니다. 크게는 예산과 직접 관계되면서 정부위원의 설명만으로 충분한 점과, 정치상의 대
략적인 방침에 대해 질문할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대체적인 방침에 대해서는 총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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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자 생각합니다. 지금 伊沢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은 역시 총독이 설
명하셔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총독에게 답변 듣고 싶은 항목이 많이 있으므로, 다
음 회의에서 총독의 출석을 요구해서 대략적인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총독이 출
석하지 않으셨으므로 예산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의 질의 응답에서 그치는 것으로 했으면 합
니다. 차기 회의에 총독의 출석을 주사께서 요청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 이자와 슈지(伊沢修二) 의원

지금 鎌田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실은 관련 설명을 지금 이 자리에

서 듣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다음 회의에 총독이 출석하셔
서 대체적인 방침에 대해 생각하시는 바를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으므로, 저
도 방금 전 드린 질문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主査(백작柳沢保恵 의원)

그러면 오늘은 조선총독부 관련해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 니오 고레시게(仁尾惟茂) 의원

예산과 직접 관련된 것은 겸사겸사 질문하는 편이....〔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자와 슈지(伊沢修二) 의원

예산과 관련이 있는, 예를 들면 교과서에 대해서도 당장 관련된다거나 혹은 보조비도 당장

관련되는 부분이므로 대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듣는 편이 저도 좋다고 봅니다.
출석자는 다음과 같다.
주사 백작 柳沢保恵

委員

子爵

稲垣太祥

石井省一郎 위원

위원 子爵

中島永元 위원

松平親信
仁尾惟茂

위원 男爵

沖守固

위원 男爵

紀俊秀 위원

위원 鎌田勝太郎 위원

兼務
子爵

曾我裕準

伊沢修二

政府委員
鉄道院副総裁

平井清二郎

鮮総督府度支部長官
川友次郎
専売局長官
記官

鉄道院参事

荒井賢太郎

関東都督府民政長官
浜口雄幸

森本邦治郎

台湾総督府民政長官
白仁武

大蔵省主計局長

樺太庁長官
橋本圭三郎

磯野定次郎

- 7 -

朝鮮総督府鉄道局技監
内田嘉吉
平岡定太郎

大屋権平

朝

台湾総督府財務局長

中

大蔵次官

大蔵省国際局長

若槻礼次郎

山崎四男六

大蔵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