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제국의회 중의원 예산위원회 제3분과(대장성 소관 ‘철도원을 제외’) 회의록(속기)제4
회
회의
대정7년(1918) 2월6일 오전 11시 26분 개회
출석위원은 다음과 같음
요시우에 쇼이치로(吉植庄一郎) 의원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 의원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사이토 게이지(斎藤珪次) 의원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의원
오가와 고타로(小川郷太郎) 의원
마치다 주지(町田忠治) 의원
가토 사다키치(加藤定吉) 의원
겸무
다카기 마스터로(高木益太郎) 의원
마쓰나가 야스자에몬(松永安左衛門) 의원
출석한 정부위원은 다음과 같다.
척식국 장관 시라니 다케시(白仁武) 위원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郞) 위원
조선총독부 탁지부 장관 스즈키 시즈카(鈴木 穆) 위원
조선총독부 사무관 고치야마 라쿠조(河內山樂三) 위원
조선총독부 참사관 오쓰카 쓰네사부로(大塚常三郞) 위원
관동도독부 민정장관 미야오 슌지(宮尾舜治) 위원
대장차관 이치키 오토히코(市來乙彦) 위원
대장서기관 가쓰 마사노리(勝正憲) 위원
오늘 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대정 7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대장성 소관 ‘철도원 제외’)
◯ 주사(요시우에 쇼이치로, 吉植庄一郎 의원)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회계중인 조선총독부 소속의 세출입에 관해 총체적으로 질
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총독부 정부위원으로부터 대체적인 설명을 먼저 듣고 난 뒤 질문
을 시작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주지하시는 대로 조선은 근년에 점점 발달하고 있으며, 산업을 장려한 결과 생산품도 크게
증가해 왔습니다. 경제계 상황은 일단 현 시점으로서는 양호합니다. 특히 모국에서 재계의
호황에 따라 근래 한층 더 조선 역시 호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선특별회계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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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기정의 특별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계획에 기초하여 또한 시국의 형편이
나아가는 기세에 응하여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입에서 관세, 인지, 체신, 철도 등은 상당부분 자연스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7
년도(1918년도)에는 알고 계신 것처럼 토지조사 사업도 완성될 것이기에, 예정한 계획에 따
라 지세 부과방법도 개정하고, 또 연초세령(煙草稅令) 등을 개정하여 이전 말씀드린 대로 일
반회계의 보충금을 예정대로 감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출에서는 대체로 보통 행정비의 팽창을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법령의 시행 또는 조선을
개발하는 데 긴요한 사업의 계획 및 기정의 사업이 진척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이 외 교육권업(敎育勸業) 등에 해당하는 제반 시설은 재원이 허락하는 한 계획
을 진행시킨다는 방침으로 지출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대정 7년도(19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천4백50만2천5백3 원으
로, 전년도 세입총액 약 6천2백6십4만9천3백 원에 비교하면, 1백5십만3천1백94원이 증가되었
습니다. 대정 7년도 세입예산 중에 경상부(經常部)에 속하는 것이 4천3백십만9백7원, 임시부
(臨時部)에 속하는 것이 2천1백4십만5백9십6원으로, 경상부 세입 예산액 4천3백십만9백7원으
로 전년도 실행예산 세입 경상부 예산액 4천4백57만8천3백46원과 비교하면 1백47만7천4백39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세부과 방법 변경과 소득세법 및 연초세령 개정과 일반 경
제가 호황인 데 따라 각종 경상세입이 대체로 증가하였습니다만, 조선철도 경영을 남만주철
도주식회사에 위탁하였기 때문에 철도수입이 모두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 주요하게
증감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세에서 있어서 3백6십2만4천7백71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지수
입에서는 4십5만6천6백95원이 증가하였고, 관업(官業) 및 관유재산 수입에서는 5백6십만4천7
백47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주사(요시우에 쇼이치로, 吉植庄一郎 의원)
그것은 표에 나와 있으니 생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인 신규 사업이나, 특히 지금까
지 경영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그러시다면 이 세출에 대해서 7년도(1918년)의 중요한 사업 증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쓰여 있으니 괜찮습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대체로 이 예산에 계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의문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그에 답변하
는 형태로 하는 것이 편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주사(요시우에 쇼이치로, 吉植庄一郎 의원)
그러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별히 정부로서 특히 설명해 두어야할 필요가 없는 한, 위
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의원
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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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요시우에 쇼이치로, 吉植庄一郎 의원)
스즈키(鈴木) 의원.
◯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의원
조선에서 토지조사 사업은 완료된 것 같습니다만, 모국과 비교하면 현재 거의 같은 제도가
되었습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의 현재 상황을 질문합니다.
◯ 주사(요시우에 쇼이치로, 吉植庄一郎 의원)
정부위원.
◯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郞) 위원
토지조사국장으로 종사하고 있는 탁지부(度支部) 장관이 여기에 나와 계시므로 지금부터 설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사(요시우에 쇼이치로, 吉植庄一郎 의원)
스즈키 정부위원
◯ 정부위원(스즈키 아쓰시,鈴木穆)
지금부터 조선에서 시행한 토지조사의 개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명치(明治) 43년(1910
년)에 합병 전에 대체적으로 계획을 한 것으로, 약 2개월 뒤에 합병이 되었습니다. 총독부는
이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그 후 약 8년이란 기간 동안 총 경비 약 2천만
원을 예정하여 점차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행할 계획에 착수하였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릴
것도 없이 조선의 토지제도라고 하는 것이 매우 난잡한 탓에 대부분 관유지, 민유지의 구분
이 애매할 뿐 아니라, 그 개인의 소유권에도 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 토지의 소유권 자체가 자못 분잡함이 심하였던 상태였습니다. 또 한
편 이에 대한 지세 부과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면, 2,3백 년 전의 이조(조선)시
대에 실행되었던, 매우 오래된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의 폐퇴가 심하였
기 때문에 권세가라든지 혹은 유력자의 세금은 점차 가벼워졌습니다. 또 신규로 개간하여
새롭게 경지가 만들어져도 전혀 신고도 하지 않는 상태로 수백 년이 경과해 온 것입니다.
때문에 자못 지세 부담 면에서 불공평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조선과 같은 곳에서는 그 재정의 근저를 정하는
데 있어서 지세의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또 장래 이를 향해 적당한 부과를 하는 데 있어 그
표준을 공정하게 해 둘 필요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권리의 분쟁을 확정한다는 것을 일
면에서 목적으로 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토지의 수익에 따라 공평한 지세 부과를 하여, 이것
으로써 재정의 기초를 견고하게 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대체적인 계획을 한 것입니
다. 이로써 일면 모든 토지에서 정밀한 측량을 실시하여, 적어도 장래 과세할 수 있는 토지
에서는 한 필지(筆地) 별로 정밀한 측량을 실시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대정 5년(1916년)말에
대체적인 측량이 종료되었습니다.
또 권리의 사정(査定)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대정 6년(1917년) 12월에 전체 사정이 종료되었
습니다. 이와 같이 실시하여 지적도(地籍圖)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토지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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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면적, 위치를 정밀하게 나타낸 지적도가 작성되었습니다. 이것이 각 군에 구비되게 되었
고, 또 토지의 대장이 만들어져 여기에 토지의 지위, 등급, 지가 및 그 소유인의 면적과 같
은 것이 기재되어서 이로써 토지의 이동을 완전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에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적도 및 토지
대장이 완성된 지방별로 이를 실행해 갔다는 점입니다. 대만의 토지조사는 토지조사사업이
전부 완결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이를 실행해 갔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그러지 않고 실시
한 지방 별로 이를 실행해 간 것으로, 토지대장이 완성되어 실행한 시기는 등기제도를 실행
하여 부동산에 대해 증명규칙이 있어서 이로써 증명해 두었는데, 원래부터 매우 불완전함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이 토지대장에 의거하여 권리가 확정된 곳은 등기제도를 실시하여 점차
적으로 확대해 간 것입니다.
이렇게 실행한 데 따르는 이점은 토지조사의 결과인 지도 혹은 대장에 행여 오류가 있다거
나, 혹 다소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차츰 알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오늘날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별다른 오류 없이 대체적으로 양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로써 어떤 표준에 따라 장래 지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
다. 조선에서는 지세를 부과하는데 두 가지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가지, 즉 경
성, 부산, 그 밖에 주요한 시가지 특히 내지인이 많이 이주하여 살고 있는 화려하고 멋진 땅
이 된 곳 약 29개소를 선택하여 이런 지방은 모두 시가(時價)로 과세율을 정하기로 하였기
에, 조사를 하여 대정 2년(1913년) 가을 당시의 시가를 견적하여 이를 정부가 결정하여 시가
의 몇 할로 해서 세금으로 거뒀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그 가운데 있는 밭 혹은 택지, 기타 각종 지목이 존재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모두 시가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매우 커다
란 정원이 있는, 충분히 삼림이라는 지목에 해당시켜도 좋을만한 큰 정원이 있는 것으로 가
정하면, 이것은 설사 지목이 삼림이라고 해도 그 시가지의 안에 있으면 시가에 따라 과세되
고 있기 때문에 꽤 높게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시가지 이외 즉, 일반 경지(耕地)인 경우
는 수익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 조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밀하고
자세한 것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결국 토지 필지별로 수확고를 보는데, 그 수확고는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수확고를 보고 그
것을 어떤 방법에 따라 당시 곡물의 시가에 의하여 수확고로 환산하여 그 중에서 토지의 관
리비나, 혹은 각종 지변비, 기타 지주가 직접 부담해야하는 부분을 빼고, 이것을 우선 전 수
확고의 5할5분으로 정하였습니다. 소위 4할5분장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이를 앞
에서 말씀드린 대로 곡물의 가격에 의해 환산하여 경성 이남(以南)은 대체로 9분율로 환산
하고 있습니다. 경성 이북은 1할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가(地價)를 산출하고 이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가지 안의 토지는 시가에 따라서, 시가지 이외의 토지는 모두 수익
을 기초로 한 지가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가에 의한 과세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는 완전히 내지와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라면) 그 조사방법 등은 말씀드릴 것도 없이 내지
에서는 지조개정을 한 시기와는 달리 상당히 발전한 방법에 따라 정밀하게 시행되었습니다
만, 외적 측면은 완전 동일합니다. 이 때문에 비교적 편리한 점은 시가지에 있는 토지의 매
매에서도 정부는 과세하는데 시가라고 정해두었기 때문에 매매상 대단히 편리하게 되었습니
다. 그 다음에 지방의 토지를 매매할 때에도 수익을 정해두었기 때문에 대체로 실제에 가깝
게 나오게 되어서 토지 이동에 대해서도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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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의원
또 다른 질문 드립니다. 시가지의 지가는 대정2년(1913년) 가을에 정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방침에 따른 것입니까? 그때그때 재조사를 하여 변경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
분간 그것으로 괜찮다는 방침입니까?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그것은 10년에 2회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의원
토지 중에는 관유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관유지는 없습니까. 관유지와 민유기의 비
율은 어떻습니까.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관유지는 대체로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관청의 부지라든
지 기타 오로지 건물부지로 되어 있는 곳, 두 번째는 관유, 예를 들면 삼림이라든지 벌판이
라든지 하는 곳, 세 번째는 관유인 경작지가 있는 관유 전답,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
째 관청의 부지 등으로 되어 있는 곳의 면적조사는 지금 여기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것은 조선에서는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삼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삼림의
토지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삼림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림은 특별히 현재 구분조사 같은 것이 진행되고 있어서 점차로 하고 있습니다
만, 토지조사 쪽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지에 대한 것입니다만, 이것은 조
선에서 원래- 아마 큰 전답을 그 당시의 황실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故) 이
토 히로부미(伊藤博文) 통감시절에 전부 정부 소관으로 이전하여, 역둔토(驛屯土)로 만들어
지금 정부 소유로 된 것이 있는데 약 12만6백34 정보(町步)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약
4만 정보의 토지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성립하였을 때 정부가 조차지
로 회사에 불입하였는데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의원
그렇다면 삼림은 대부분 관유입니까.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대부분 관유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래 민간에서 식림을 하거나 또는 벌채
를 스스로 금하고 어린 나무를 길러 그 마을의 연고림(緣故林)이 된 것도 적지 않습니다. 목
하 구분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4,5년 뒤에는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 비교는 대체적인
것이지만 8백2만 정보의 국유림과, 사유라고 정해진 것과 연고림이 7백57만 정보로 합계 1
천5백77만 정보입니다.
◯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의원
수세(收稅)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삼림은 사유지라도 과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연
고지라고 하는 것은 내지에서 말하는 입회산림(入會山林)이라고 하는 관계 정촌(町村)이 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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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거기서 땔나무를 구하거나 풀을 베었다거나 연고가 있는 것인데, 법률상 어떤 형태
입니까.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연고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만, 조선에서는 39년(메이지39년, 1906년)에 삼림령을 내
려서 적어도 삼림에 대해서 사유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일정 기간 내에 실측도를 구비하여
연고인 이유를 적어 정부에 제출하게 하였습니다. 만약 이것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국유
로 귀속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세는 아직 오늘날처럼 정부의 시설이 구석구석까지
미치지는 않았었고, 또 일반의 민도(民度)의 개발도 충분하지 않았었기에 사유의 연고가 있
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았던 탓에 오늘날 국유의 형태가 된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것
은 이번에 조사에 따라 규명해 가면 완전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의원
사유산림의 현실은 방치해두고 아무런 방도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또 수입도 없습
니까.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그것은 조선의 시설의 하나로 식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원지로 적당하도록
식림을 행하고, 또는 모범적으로 식림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과 지방 각 군과 면까지
곳곳에 이르도록 묘목을 길러 이것을 공공의 삼림 및 개인(사인)의 산림에 배부하고 있습니
다. 극력 식림을 권장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의원
8백만 정보의 사유산림은 내팽개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식림의 권장을 하고 있는 까닭에 팽개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세를 하지 않고 있
을 뿐입니다.
◯ 주사(요시우에 쇼이치로, 吉植庄一郎 의원)
관유림과 민유림에 대해서 나무를 심었는지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페센티지로 하면 어느
정도 나무를 심었고, 어느 정도 아직 민둥산입니까.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지금 정밀한 조사는 아닙니다만, 대체적인 조사를 총독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
면 1천5백77만 정보 가운데 성림지(成林地), 즉 숲이 되어 있는 곳이 5백18만 정보이고, 어
린 나무를 심어 둔 곳이 6백3만 정보, 입목(立木)하지 않은 땅이 4백56만 정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잠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조림 결과를 대체적으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
다만, 관공비를 투자하여 조림한 것이 면적으로 치면 6천6백57 정보, 그 가운데 국비로 조림
한 것이 2천6백31 정보이고 지방비로 조림한 것이 4천25 정보입니다. 그리고 국유의 임야를
조림을 위해 대부한 것이 대정 6년(1917년)6월말까지 30만 6백22 정보입니다. 또 조금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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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렸듯이 묘포(苗圃)를 설치하여 종묘(種苗)를 무상으로 하부(下附)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대정 6년(1917년)까지의 종자의 양을 말씀드리면 1천5백59석
(石), 묘목의 숫자를 말씀드리면 1억2천3백55만 그루가 됩니다.
◯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의원
대체적으로 알겠습니다만, 정리하면 관유, 사유의 산림의 경영은 조선의 재정 측면에서 생각
해 보아도 꽤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치수와도 관계있을 것이고, 위생에도 관계가 있을 것
입니다만, 지금까지 설명하신대로라면, 산림에 대해서는 민유지와 관유지에 대해서 장래 이
런 방식으로 해 나가겠다는 구체적인 방침은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들립니다만, 그에 대해
치수, 위생, 기타 수세(收稅)의 측면에서나, 무엇인가 관유재산수입의 면에서 삼림에 대해 대
체적인 방침이라도 있으시면 알아두고 싶습니다.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국유의 산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적당(적절)하게 대부를 하여 (거기에) 조
림을 진행시켜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영림창(營林廠)을 설치하였습니다. 이것은 함
경남도와 평안북도와 같이 가장 밀림이 많은 지방에서는 총독부가 자체적으로 광대한 구역
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벌채를 하여 나라의 수입을 꾀한다는 계획
을 실행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를 보식(補植) 혹은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총독부
에서도 장래 유망한 것으로 보고 또 적당한 재원의 하나로 여겨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입니
다. 그 밖에 일반의 공유와 사유의 산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 지방에
서 극력 식림(植林)을 권장하는데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은 이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식
림의 사상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4월 3일을 기념일로 하여, 이 날에 서울과 시골 할 것 없이,
또 관민이 함께 기념식수를 하는 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지의 함양에 대해서는 한발 한발 착실히 실행하고 있어, 이것은 중요한 하천을 선
정하여 점차적으로는 조림한다고 하는 것을 별도로 예산을 마련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7
년도(1918년)에서는 수원지 함양의 보조에 5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침으로 극력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의원
다음으로는 교통의 대체적인 내용을 듣고자 합니다. 도로, 항만, 철도 등은 현재의 조선 개
발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떠하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대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교통기관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합병 후에 총독부의 중요한 시설의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예정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의 계획의 총
비용이 지금까지 9천6백만엔(원)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합병 전에 투자하였던 금액도 포
함되어 있는 사정입니다만, 합병 후에서는 약 6천5백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써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도달하는 주요한 종관선(縱貫線)을 건설합니다. 또 하나는 경성에서 원
산(元山)을 경유하여 함경북도의 청진(淸津)까지 이르는 소위 함경선의 부설 및 청진에서
회령(會寧)에 이르는 청회선, 또 하나는 대전에서 전라남도 목포 및 전라북도 군산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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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선, 그리고 평양(平壤)에서 진남포(鎭南浦)에 이르는 평남선, 또 경성에서 인천에 이르는
지선, 그 밖에 평양의 무연탄 채굴에 필요한 탄광선 이런 것들이 주요한 철도선입니다. 그
중에 함경선만은 현재 예산을 청구해 두었습니다. 대정 14년도(1925년)까지는 완성하는 것으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은 대부분 완성되었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조선총독부의
철도부설 방침으로서는 우선 조속한 완성을 기대하고 있어 곳에 따라서는 가교(假橋)로 이
어진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속속 철도의 운송을 개시하면서 별도로 개량비를 책정
하여 점차적으로 가교(架橋)를 새롭게 할지, 그 밖에 개량공사에 따라 완성을 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청구하였던 7천1백만 원의 철도 계속비(繼續費) 가운데서도 이 개량공사를 위해 투
자되는 수치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의선은 군사의 필요에 따라 급속하게 시설을 부설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개량이 대부분 완성되어서 전부 백분의 일 이하의 경사의 노선이 되
어 있는 경부선은 같은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몇몇 곳에 불과한 곳에서 불완전한
장소가 있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완성될 전망입니다. 이것으로 약 1천92리의 절도가 완성을
기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도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지난번에 도로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발포
하여 대체적으로 1, 2등 도로는 국비이고 3등 도로 이하는 지방비로 건설한다는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2등 도로로 지금까지 완성된 것이 6백80여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의원
말씀 중이시지만, 그림 같은 것으로 나타낸 것이 있으십니까.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대체적인 도로망 그림은.
◯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의원
그렇다면 철도와 한꺼번에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방비에서 꽤 큰 보조가 국가에서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1,2등
도로의 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장소에 따라서 1,2등 도로를 지방비로 건설하게 한 곳
도 있습니다. 그로써 현재까지 도로가 오나성된 것이 1천2백55리입니다.
다음 항만에 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에서 해륙의 설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서는 숙고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곳은 부산, 인천, 원산, 진남포와 같은 곳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군산, 목포, 함경북도 성진(城津), 청진과 같은 곳은 원래부터
상당하여 수십만 원의 금액을 들여 기존의 상황에 적당한 정도의 개량을 실시하였던 상태입
니다. 덧붙여 세목에 대해서는 요청하신다면 더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사(요시우에 쇼이치로, 吉植庄一郎 의원)
이것으로 질문은 그만하도록 하고 오후 1시부터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0시(12시) 17분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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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 39분 개회
◯ 주사(요시우에 쇼이치로, 吉植庄一郎 의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으로부터 특별히 요구가 있어서, 오전에서 이어집니다
만, 식민지의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정부가 산정한 전시이득세(戰時利得稅)의 기초에 대하여
위원들께서 정부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는 특별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끝내
고 식민지 쪽으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 의원
정부가 전시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최초 연도에는 확실하게 3천 몇 백 원(엔)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에 대해 실제는 어제 정우회(政友會)의 대의사회(代議士會)에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 조사로는 극히 어림잡아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사정을 말하면 꽤 큰
금액의수입이 있고, 정부는 3천만이라는 둥, 4천만이라는 둥 말하고 있지만, 결국 1억만 원
(원문 그대로)도 넘는 1년 수입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공업구락부(俱樂部) 사람이 다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서류에는 정
부가 대정 5년(1916년) 반기(半期)를 표준으로 하여 일본우선(日本郵船) 미쓰이물산(三井物
産), 동양기선(東洋汽船), 종방(鐘紡), 미쓰이은행(三井銀行), 후지제지(富士製紙), 도쿄주식거
래소, 제국제마(帝國製麻) 등 8개 회사에 대해 조사한 금액은 4백3십6만2천3백89원이었는데,
공업구락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정 6년(1917년) 반기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1천31만4천
1백52원입니다. 바꿔 말하면 정부의 조사와 공업구락부의 조사가 2배 3할에 해당합니다. 정
부가 예를 들면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여덟 개 회사만으로도 이미 7천 만 엔(원)을 취
한다는 계산이 됩니다. 이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단지 이 여덟 개 회사뿐이 아니기 때문에
이득세가 꽤 많아집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정부가 거둘 필요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많은 돈
을 일시에 정부에 내게 되는 것은 사회 경제상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서류
는 제가 받아 둔 것입니다만, 이에 대해 저로서는 제 나름대로 봐야할(확인할) 것이 있습니
다. 정부위원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부위원께 서류가 없으시면 드리겠습
니다.
◯ 정부위원(이치키 오토히코, 市來乙彦)
지금 질의하신 전시이득세의 계산에 대하여서는 대장성(大藏省)이 낸 계산의 결과와 공업구
락부에서 조사하여 계산한 결과에 크게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에 대하여 대체로 정부
의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계산은 이미 알고 계신대로 대정 5년도(1916년)의 실제 수입, 즉 신고에 따른 서류
및 정부가 결정한 서류 등의, 정부가 감리를 하고 있는 서류상에서 공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소득을 기초로 한 것으로, 전시이득세법안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을 하여 그 결과를 계산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공업구락부가 계산한 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우 막연한 전
망을 가지고 계산한 한 것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공업구락부의 계산에
따르면 약 1억 원(엔)을 수입으로 얻게 된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이 1억 원(엔)을 둘로
구분하여 공업구락부가 대체적으로 계산을 세운 것인 7천만 원, 또 공업구락부에서 계산은
하지 않지만 대체적인 전망에 속하는 것이 3천만 원, 대체적으로 이와 같이 계산이 나와 있
습니다. 3천만 엔(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업구락부가 어떤 것에 대하여 대강의 전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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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 계산한 것이, 그 같은 서류에 나와 있는 회사에서 계산을 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
다. 그것은 은행업을 경영하는 회사입니다. 또 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사에 대해
서는 거의 어떤 계산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런 회사에 대해서도 자연히 전시이득세는
부과해야 하는 것이기에 그런 회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세가 약 3천 만 엔(원) 정도가 될 것
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1억 원(엔)의 일부에 속하는 3천 만 원(엔)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막연한 전망에 의한 비율
로, 상상 속의 계산입니다. 그러나 은행업이나 보험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득세의 부과가 가
장 가벼운 곳으로, 저희들이 보는 바에 의하면 도저히 이득세가 3천 만 엔(원)에 달할 것이
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한 것이 있다고 한
다면 조사하고 싶어집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간단한 상상속의
계산으로 매우 막연한 계수가 나왔다고 하는 것 이상으로, 정확하게 꿰뚫어 말씀드리는 근
거는 없습니다.
이런 사정에서라도 1억 원(엔)의 전시이득세를 얻을 것이라는 예상의 계산은 매우 엉성한
것이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7천만 원(엔)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업구
락부에서 업무를 각종으로 구별하여 두 세 개의 회사를 표준으로 하여 이득세를 계산하여
그것으로써 다른 회사를 대부분 추정하는 것과 같은 계산방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각 업무형태에 대하여 2,3개의 회사의 계산을 세우는데 이르러서는 대체로 대정 6년
도(1917년)의 어떤 사업연도의 수입을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 대정 7년도
(1918년)에는 4할 이상의 수입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년도의 실적이라고 가
정해도 증가 수입이 있을 것이라는, 극히 막연한 계산을 하여 예산의 기초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4할 이상의 증가수입이라고 하는 상상속의 계산은 과
연 적당한 것인지 크게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2,3개 회사에서 수입이 매우 증가할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는 회사는 이익이 극히 커다란
회사입니다. 매우 유리한 회사입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꽤나 막대한 계산을 하여
그 결과, 다른 같은 회사도 거의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상상이 계산상에 있는 듯이 보입
니다. 그 외에 현저한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상상하여 엉성하기 짝이 없
는 계산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막연한 계산을 가지고 대체적으로 상상
한 것에 지나지 않는 상태가 각 업무형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계산의 대체적인
면을 보면 어떤 점에서 계산상에 확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기초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
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계산에 따른 7천 만 원(엔) 혹은 1억 원(엔)이라고 하는 계산이
과연 실제로 나오는가, 하는 것은 털끝만큼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이 계산이 적당하다고
는 도저히 말씀드릴 수 없는, 극히 엉터리인 조잡한 계산이라고밖에 달리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계산에서도 대정 5년도(1916년)의 실적을 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것이기 때
문에 6년도를 1년 중에 사이에 두고 7년도가 되면, 5년도의 실적에 의하여 계산한 것보다
다소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소득세 항목에서 말씀드리면, 대정 5년도의 실적에 대
하여 7년도의 예산에 계상한 소득세의 비율이 되는 것은 1할 5분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시소득세인 3천2백 만 엔(원)에 대하여 적어도 1할 5분의 증가를 보는 것으로 해도 5천
만 엔(원)에 달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계산에 대하여 5할의
증수라고 해도 5천 만 엔(원)에 도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관찰하여도
도저히 7천 만 엔(원) 혹은 1억 원(엔)이라고 하는 거액의 수입을 얻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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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계산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극히 엉터리이고 극히
엉성한 계산이긴 합니다만, 전시이득세의 금액에 대하여 조금도 누락되는 일 없이 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득
세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소득세 전액에 대하여 빠짐없이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은 심히
곤란하여, 전시이득세를 전부 징수할 수 있다는 (상관) 관계라면, 역시 이 예산금액이 되는
것은 극히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가 계산한 것 보다 다액의 수입이 있을 것
으로 보면, 세율을 어느 회사에 대하여는 2할, 혹은 1할 5분 낮게 하여도 좋지 않을까, 그렇
게 하면 이 비율을 감소시켜 달라고 하는 등-이 점에 대해서는 특히 공업구락부의 계산에
대하여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1억 원(엔)의 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
로 하여 전시이득세의 규정하는 보합(비율)을 낮게 하려는 일은 심히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세액의 계산의 결과로부터 전시이득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징수를 하는 것이 걸맞지 않나하는 하나의 원인입니다. 저희들의 해석으로는 2할 혹은 1할
5분을 적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3천2,3백 만 엔(원)은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계산이 나오지만, 설령 경제상 발전의 결과에서 다소간 수입이 증가한다고 해도 정부
의 계획으로서는 3천여만 엔(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2할 혹은 1할 5
분을 부과한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제로 3천 수백만 엔(원)이란 금액이 훨씬 초과하
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계획을 하고 있는 차입금을 감소시키든지 적당한 방법은 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공업구락부의 사람들은 극히 엉성한 계산을 기초로 하여 세율을 저하시키려고 하는 일을
소위 운동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또한 정말 감복(원문대로)할 수 없는 일
로, 일면 공업구락부의 계산은 처음부터 수입금액을 가능한 한 고액으로 할 것을 희망했었
다고 상상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부득이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수입금액의 견적이 크면
클수록 혹 세율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혹시나 계산상 자연히 금
액이 팽창하는 일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공업구락부가 이 계산 가운데에
넣어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만, 지방의 각 회사에 조회하여 전시이득은 어느 정도인지 하
는 것을 물어서, 단순하게 각 회사가 자신의 회사의 전시이득은 어느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과 같은 계산을 한 것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과연 적당한지 여부도 의심할 바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1억 원(엔)의 수입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계산은 극히 엉성
한 것이며, 이것과 정부가 계산한 바와 비교하여 보면, 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모두 심히 곤
란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 공업구락부의 계산을 잘
살펴보셔서 극히 엉성하다는, 말하자면 엉터리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셔서, 정부의 계산은 35
년도(메이지 35년, 1902년)의 것에 의하면, 각별하지만 그것이 37년도에 다소의 증가는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절실히 바라는 바입니다.
◯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 의원
차관의 설명은 요지는 잘 알겠습니다. 실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즉 정부가 조사한
금액 쪽에 신뢰를 하고 있고 공업구락부의 조사한 금액은 지금 정부위원의 말씀과 비슷한
점이 있다는 생각을 어제부터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
니다만, 이 일의 이러한 사정은, 꽤나 공업구락부의 운동이 되기도 하고 그 서류를 받아 보
면 상당히 모두 의혹을 품고 있는 것이기에 특별히 여쭈어 봐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여쭙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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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입니다.
저는 정부위원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는 관점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로서는
과연 정부의 조사는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저뿐 아니라 누구라도 생각하도록 친절하게 하나
하나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질문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우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공업구락부의 조사가 대정 5년(1916년) 반기(半期)의 조사, 대정 6년(1917년) 반
기의 조사로 8개 회사를 조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부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정부위원(이치키 오토히코, 市來乙彦)
지금 이노우에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업구락부의 조사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꼭
적당하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약간은 아마 그렇게 상상(예상)하시리라고 생
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한 것은 크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업구락
부의 계산은 제가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계산의 첫 머리가 되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누구라도 바로 어지간한 계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걸맞다고 생
각합니다.
또 그 가운데 계산하고 있는 6개 회사 등에 대하여 좀 전에 이노우에 의원이 질문하셨습니
다만, 그것은 대정 6년도(1917년)의 상반기를 계산한 것인 듯합니다. 대정 6년도의 상반기를
계산하여 이쪽에서 그런 회사에 대해 산출한 계산은 지금 여기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한층 더 조사를 한 위에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잘한 계산에 해당해서는 적당하게 완성된 것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
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언젠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조사한 위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 의원
정부가 시행한 대정 5년(1916년)의 반기라고 하는 것은 하반기 입니까.
◯ 정부위원(가쓰 마사노리, 勝正憲)
답변 드립니다. 대정 5년도 반기라고 하는 것은 세법의 위원회 쪽에서 나온 숫자를 그대로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가능한 하반기를 확보하여 가능한 한 가까운 숫자로 한다
는 방침으로 조사한 것입니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상반기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인 것도 있는가 하면 하반기의 것도 섞인 것을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대조하여 보지 않으면 안 되지만 역시 양쪽 모두 있는 것으
로 생각됩니다.
◯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 의원
그렇다면 정부위원의 설명하신 것은, 지금 들은 대로라면, 정부위원이 말씀하신대로를 한마
디로 하면 정부쪽에서는 대정 6년(1917년)의 상반기 쪽의 숫자는 아직 충분하게 조사한 것
이 아니고, 공업구락부가 지금 여기에 제출한 8개 회사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더욱 더 충분
한 조사가 아니지만 8개 회사 만의 숫자를 기본으로 하여 그 밖의 회사는 그다지 증가하고
있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을, 같은 비율로 계산하거나, 혹은 단순히 통지를 하여 전시이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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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정도의 액수라고 하는 회답이 온 것을 모아서 가능한 한 그 숫자를 크게 불려서 냈다
고 하는 공업구락부의 조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조사를 정부로서는 신용할 수 는 없
다는 것이라는 설명이라고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까.
◯ 정부위원(이치키 오토히코, 市來乙彦)
대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 의원
저는 이 숫자에 대해서는 정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만, 말씀드리는 김에 하나 더 조금 동떨어진 질문이지만 양해를 부
탁드리며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의 제1호 대정 7년도(1918년)의
세출입예산 추가라고 하는 것 가운데는 제13관(款) 제1항 전시이득 1천8백5십5만4천7백49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실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대정3년(1914년) 임시사건 예비비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 예비비의 사용처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소위 임시사건비(臨時
事件費)라고 하는 것은 비밀을 요한다고 하여 돈이 있으면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일
을 하여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부의 습관이었습니다. 다행히 돈이 적어서 많
이는 사용하지 못하겠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한다, 그러면 한도 없이 쓰게 되어 마지막
에는 전쟁에 관여하지 않은 자까지 훈장을 이용하거나 연금을 이용하여 무턱대고 사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전시이득세가 만일 공업구락부가 말하듯이 그렇게 고액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7천만 원 혹은 1억에 달하였을 때
그것을 헛되게-헛되게 라고 하는 것은 용어가 좀 안 좋습니다만, 돈이 있으니까 써라, 라고
하는 듯이 사용하면, 심히 폐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쪽에서도 상당하는 제도를 마련
하여 그런 애매한 계산을 하지 않도록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점을 바랍니다.
◯ 정부위원(이치키 오토히코, 市來乙彦)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사건예비비는 시국의 관계에서 보자면 필요한 경비를 예비비
라고 하여 요구하였습니다. 필요에 따라 지출을 하는 형태를 수년 동안 취해왔다는 관계는
말씀드릴 것도 없겠습니다. 이 예비비로부터 임시사건과 관계되어 사용한 비용지출은 어디
까지나 정부로서는 충분히 절약을 하여 실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히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우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시이득세는 다른 재원과 함께 임시사건 예비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시이득세가 증가한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낭비하지 않도록 무슨
제한을 두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점인데, 제일먼저 이 임시사건 예비비에 대해서는 의회
의 협찬을 얻고 있는 범위 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전시이득
의 증가한 수입을 가지고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협찬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므로,
우선 대체적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전시이득세와 함께 여기에 차입금의 재원
등으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정부라고 해도 차입금의 증가를 희망하는 관
계(일)는 없습니다. 가능한 차입금을 가지고 하지 않고 보통의 세입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만, 부득이 할 수 없는 관계가 있어서, 종래의 예에 따라 차입금을 하
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전시이득세로 하여금 예산에 대하여 다액의 초과를 하는 일이
있다면, 그 결과로 자연히 차입금을 하지 않는 것으로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입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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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없앤다고 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여도 어느 정도는 전시이득세의 증가에 따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첫 번째로 정부가 극히 주의를 하고 있는 문제로
충분히 주의하고 있어서 전시이득세의 증가를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다른 쪽으로
낭비한다고 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우선 차입금을 감소시키거나 하는 것에 따라서도 상
당한 제한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 의원
저는 이 경우에서는 정부위원이 지금 설명하신 것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전시이득세라고 하
는 것이 공업구락부가 말하듯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그 이상으로 각 업
무의 이익이 더해져 생각보다 많은 때가 만약에 생긴다고 한다면, 이것은 원래부터 납세자
자신에게도 다행스런 일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가할
것으로 예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만일 증가하는 경우 납세자도 정부도 사회도 모두 같
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때는, 그 돈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낭비하지 않게만 지금부
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또 하나는 이것은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만…
◯ 주사(요시우에 쇼이치로, 吉植庄一郎 의원)
지금 잠깐만… 특별위원회 여러분 중에서도 차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문
제는 다음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노우에 가쿠고로(井上角五郎) 의원
한마디만 더 하면 됩니다… 각국에서도 전시특별세라고 하는 것을 거두고 있어서 상당한 비
율로 많이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각국 사이에서도 우선 2할, 1할5분정도 거둔다
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고 있는데, 참고로 각국에서 전시이득세에 대하여 세금을 거두
고 있는 비율은 대략 어느 정도 그런지를 후일이라도 괜찮으니 참고로 하게끔 서류로 하여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만 덧붙여 말씀드리고 저의 질문은 끝내겠습니다.
◯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전시이득세가 만약에 성령(省令)에 의하여 식민지에서도 부과하는 것으로 되면, 대만, 조선,
사할린에서 전액은 어느 정도까지 달할 것인지요. 또 이것을 식민지에서 시행한다고 하면
과세의 표준, 즉 세율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하겠다고 예상하시는지요. 이것은 정부에서는 식
민지에서의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래의 의견으로, 세액의 조사가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겠지만, 대체적인 것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예를 들면, 대만에서
는 일본의 세제정리와 마찬가지로 청량음료수에 과세를 한다든지, 또 소득세를 인상하거나
또 석유세는 폐지한다-우편전신의 일은 따지지 않을 생각입니다. 우편전신은 별도로 하여
일본에서 먼저 이 안이 부결되어도 식민지에서는 성령 혹은 율령(律令)으로 할 수 있기 때
문에 역시 식민지는 비방(飛放)하여 세제정리를 실시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과세할 것
은 과세한다고 하는 생각이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이 예산 전반에 아마 착오가 있기 때문
에 그 숫자는 각 식민지특별회계에 대해서도 나중에 조치를 취하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 정부위원(이치키 오토히코, 市來乙彦)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시특별세를 설령 식민지에서 시행한다고 하면 가정적인 수입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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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이것은 정부로서는 알고 계시다시피 대만, 조선 등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는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까지
계산한 바에 따르면 대만에서는 수입액이 약 2백만 엔(원), 조선에서 수입액은 약 2십만 엔
(원)이라는 계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議院)에서 토의하고 있는바, 증세 등
계획에 속하는 것은…
◯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만약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지면 과세의 표준 및 세율은 일본과 마찬가지고 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의 의견,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쭙고 싶습니다.
◯ 정부위원(이치키 오토히코, 市來乙彦)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진다면 대체적으로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될 것이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율은 마찬가지로 일률에 따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고,
표준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전시이득의 계산을 하는 데는 역시 전후의 소득과 전전의
소득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대만에서든 조선에서든 일본과 달리
법인에만 적용한다는 것 외에는 할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전의 소득을 취하는
관계에서는 대만과 조선 등의 사정은 다소 참작해야할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참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령(制令) 혹은 율령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일본에서 시행
하고 있는 것과 대략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제안하고 있는 부분의 증세 관련의 제 법안 가운데 성립하는 것과 성립하지 않
은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가정하여 말씀드리는 편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성립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따라서 이것은 식민지에는 그것과 마찬가지의 것을, 시행하는 일
은 더욱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성립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소득세
같은 것은 성립한 대로, 즉 의원에서 수정결의라고 하는 것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역시 수정
결의된 것과 같은 방식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이것도 가정하여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만약에 전시이득세를 식민지에 부과한다고 하는 것
으로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만에서 2백만 엔(원), 조선에서 2십만 엔(원)이라고 하는 이 수
입은 특별회계 쪽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일반회계 쪽으로 편
입시키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위원(이치키 오토히코, 市來乙彦)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의 의견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고
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특별회계에서도 조선, 대만과 같
은 다소 임시사건에 관한 경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지변(支辨)하기
위해서 재원을 요한다고 하는 일도 어쨌거나 (응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또 중앙 국고에 넣
어서 임시사건관계의 경비를 충당한다고 하는 것도 어쨌거나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
라서 정부에서는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는 일도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고 더욱이 지금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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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충분히 고려가 필요하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
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토 사다키치(加藤定吉) 의원
지금의 전시이득세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만, 저의 생각으로는 이 공업구락부의 예
산이라고 하는 것도 지나치게 과대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정부의 예산 또한 너무 적
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에 대해 정부의 이번 예산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조사가
있으셨습니까. 그에 대해 답을 들으면 논의하지 않아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정부위원(가쓰 마사노리, 勝正憲)
이번에 제안 드린 전시이득세의 수입액은, 예산을 짜게 된 기초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였
습니다. 먼저 전시이득세의 법안의 대략을 문서 하나로 써서 이것을 각 세무서에 배포하여
각 세무서에서 계산을 해 보고, 그런 형편으로 세금을 징수하면, 어느 세무서에서는 어느 정
도의 이득세를 거둘 수 있다, 어느 세무서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득세를 거둔다, 고 하는 계
산을 하였습니다. 각 세무서에서 계산은 그 일례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대정 2년(1913년) 이
전의 2개년의 평균소득을 각 연도별로 계산하여 거기에서 그 개인의 대정 5년(1916년)에서
실제의 소득금액을 조사하여 대정 원년(1912년)과 2년(1913년)의 평균액에 2할을 증가한 금
액을 산출하여 대정 5년(1916년)에서 실제의 소득세와 대조하여 그 차액을 파악하고, 그 차
액이 나온 것을 집계하여 그 금액에 개인이면 백분의 15, 법인이면 백분의 20이라는 세율을
적용시킨 것을, 세무서에서 별도로 조사하여 그것을 각 현(縣)에 집계하고 더욱이 전국을 집
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뀔 수 없는 숫자로 세무서가 적당하게(어림짐작으로) 증감시킬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것을 수집한 것을 그대로 산출한 것이, 제출하여 가지고 계신 예산의 숫
자입니다. 거기서 대정 5년도(1916년)와 대정 7년도(1918)에서 상황이 얼마간 다르다고 한다
면, 그에 따라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가령 전시이득세를 대정 5년(1916년)에 시행한 것이라
고 한다면 추호도 차이 없는 그 만큼의 세액을 거두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정
부가 넓은 안목으로 봐서(달관하여-원문) 숫자를 밀고 나갔다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 정부위원(이치키 오토히코, 市來乙彦)
또한 지금의 설명에 덧붙여서 말씀드려 둡니다만, 지금 다른 정부위원이 말씀하신 것 같은
계산을 세운 결과로서 7년도(1918년)의 실제의 수입액이 5년도(1916년)의 실적에 의거하여
계산한 수입, 즉 3천2백만 엔(원)에 대하여 몇 할 증가할지, 이점에 귀착되는 문제라고 행각
하고 있습니다. 만약 5할 증가라고 한다면, 3천2백 만 엔(원)에 대하여 1천6백만 엔(원) 증
가하여 4천8백만 엔(원)이고, 3할이 증가하면 그 안쪽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 가토 사다키치(加藤定吉) 의원
그러면 대장성의 조사는 알겠습니다만, 제가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업구락부의 조사
와 같이 예를 들면 8개라든지 10개라고 하는 회사의 수입을 보고 계산하면, 그 계산에서 말
씀드리면 아무리 해도 2천만이나 3천만이 아니라 더 많은 금액의 숫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 방법에 의하여 지금까지는 조사를 하지는 않은 것입니까. 또 바꿔서 말씀드리
면 그런 회사의 두드러진 것에 대해 조사를 하면 그 정도만큼이라도 대체적인 숫자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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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숫자는 정부의 계산보다 더욱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 그런 방법은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 정부위원(가쓰 마사노리, 勝正憲)
예산의 계산 방법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리고 예산으로서는 그런 계산을 취
한 방법 이상으로, 혹은 장래 증가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예상하여 예산을 짜는 일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예산으로서는 다만 지금대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만, 그 후 알게 된 것을
계산하여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 비율을 가지고 다른 이득이 같은
정도로 병행하여 비례적으로 증가해 갈 것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은 조사해 보긴 하였습니다만, 그 비율로 삼는 것(원문-植)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조
사한 것은 지금 소득세 기타의 특별위원회 쪽에 배포해 두었습니다.
◯ 주사(요시우에 쇼이치로, 吉植庄一郎 의원)
그러면 대장성의 질문은 아직 남아있습니다만,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선총독부의
세출세입 전체에 대하여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의원
조선의 교육문제입니다. 이것은 식민동화 선상에서 말씀드려도, 제국의 오늘날 이후 세계에
대하여 총체적인 관계에서 말씀드려도,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듣
고 있는 바에 따르면, 여러 가지 기우(杞憂)를 품고 있는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것은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대체로 당국자는 합병 이래 조선의 교육에 대해
어떤 방침으로 행해 오셨는지, 그 효과는 단시간 동안이라도 볼만한 것은 어떤 것이 있었다
고 하는 것에 대하여 대강을 설명하실 수 있다면, 대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郞) 위원
지금 질의하신 문제는 진실로 큰 문제(漢-원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합병이래의 방침
이라고 하는 것은 즉 대체적으로 조선에 관한 조칙(詔勅)의 방침에 따라 그 방침을 정해 간
것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상태)인지라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
면 즉 치안을 유지하여 교화를 보급시키고 식산흥업의 발달을 꾀하여 이로써 인민의 복리
(福利)를 꾀한다고 하는 목적이라고 달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정 양태에 대해 어떠한
지, 라는 측면이라면 이것은 원래 또 이 농업이라든지 공업이라든지 혹은 운수교통기관의
방면에서 어떤 작용을 하였는지 그런 상황에 점점 분명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
데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떠어떠하다, 라는 것이라면 그에 대하여 설명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
니다.
◯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의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교육문제의 일로 교육의 방침, 교육의 포부, 오늘날 현재 총독부가 동
화를 주요하게 여기고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어떤 방침인지 우선 중요한 방법
은 어떤 것ㅇ으로 되어 있는지를 여쭙습니다. 다른 문제는 필요 없고 교육뿐입니다.
◯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郞)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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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교육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만,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44년(메이지 44년, 1911
년) 8월에 조선교육령(朝鮮敎育令)이라는 것이 시행되어 이에 의거하여 대체적으로 그 방침
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역시 교육칙어의 취지에 기초하여 충량(忠
良)한 인민을 육성한다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 교육은 즉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그리고
전문교육으로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통교육이라고 하는 쪽이 주로 이 덕
육(德育)을 취지로 하고, 오로지 국어를 권장한다, 그리고 실업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즉 실
업의 교육을 한다, 그리고 전문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고등의 학술을 단련하
는 사람을 육성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교육이라고 함은 일본에서도 보통교육이
라고 하면 소학교로, 지금은 보통교육에도 일본의 소학교에 해당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고등
보통학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중학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만, 그 밖은 실
업학교입니다. 실업학교는 여러 가지 상업도 있고 공업도 있고 각각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의원
그렇다면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선의 보통교육은 일본과 달리 역시 공학교(公學
校)라고 할까요, 대만에서는 공학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조선에서는 소학교라고 합니까.
그 학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으로서 그 위학, 미취학의 양태는 어떠합니까, 그런
구체적인 일을 여쭙고 싶습니다. 소위 보통교육은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실은 조선의 교육
의 대체를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고 하는 대강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조
금 분명해진 것이 있다면-하나하나 전부 하기에는 시간도 들여야 하고, 듣는 입장에서도 매
우 힘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강의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없
습니다. 어떤 자료(材料-원문)가 있으면…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그렇다면 자료(원문-재료)를 드리겠습니다. 책이 나와 있으므로 드리겠습니다.
◯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의원
소학교 이상의 실업학교와 전문학교가 있는데 그 정도는 실업학교는 중등정도입니까, 혹은
고등학교 정도입니까. 보통전문학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바로 답변할 수 있겠지요.
◯ 정부위원(오쓰카 쓰네사부로, 大塚常三郞)
조선에서의 교육은 일본인의 교육과 조선인의 교육으로 두 방면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본
인의 교육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일본의 학제와 동일합니다. 완전히 같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조선인의 교육에 대해서는 조선통치의 근본문제에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에 교육제도를 제정하는데 진중하게 고려하여 교육의 강령이 되는 조선교육령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교육령은 먼저 조선교육의 강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1, 교육칙어
의 취지에 의거하여 충량한 신민(臣民)이 되는데 필요한 덕성을 배양한다, 제2는 국어의 보
급을 꾀하여 조선인동화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편하게 한다. 제3은 조선의 시세
와 민도(民度-생활수준)에 적응하는 적절한 교육을 한다, 이 같은 3개조의 강령을 들었습니
다. 그에 의거하여 학교의 종류에 따라서 이 강령에 의거하여 세운 것입니다. 즉 조금 전에
정무총감께서 말씀하신 제1에 보통교육, 제2에 실업교육, 제3에 전문교육이라고 하는 세 가
지 종류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보통학교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일본의 소학교에 해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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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예를 들면 한문 같은 것은 조금은 높은 것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소학교보다는 조
금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업학교는 대체적으로 일본의 갑종(甲種)정도의 실업학
교에 유사합니다. 그 밖에 을종(乙種) 실업보습학교로 하여 간이실업학교라고 하는 것을 준
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학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작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는 공업
전문, 하나는 의학전문, 하나는 법률의 전문, 내년도부터는 농업에 관한 전문학교를 하나 세
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충량한 국민을 만들고
국민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技能)을 배우는 학교입니다만, 지금의 민도에 응하여 또
재정의 힘에 응하여 의무교육으로 하는 정도에 달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제정의 관계로부터
학교의 수 등은 매우 적습니다. 취학 비율은 백분의 칠 내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점
차적으로 좇아가는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 주사(요시우에 쇼이치로, 吉植庄一郎 의원)
백분의 구십삼은 미취학입니까.
◯ 정부위원(오쓰카 쓰네사부로, 大塚常三郞)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보통학교 이외 사립학교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당이라
고 하는 것인데 데라코야(寺小屋)와 비슷한 것인데 약 1만2,3천개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약
1천2,3백 개 있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서당이라고 하는 것은
약 1만 내외입니다. 거기서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정식의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백분의 칠 내외입니다.
◯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지금의 말씀에서 보통교육의 일반적인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그 데라코야(寺小屋)식의 사립
학교라고 하는 것은 총독부가 어떤 조건을 내세워 인가를 내주고 있는 것입니까. 소위 조선
에서 보통교육의-칙어를 기본을 하시고 있는 이상은 보통교육의 보급에 진력해야 하는 것
이 당연합니다만 그 보급에 힘쓰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데라코야(寺小屋)식 혹은 사립소학교
에 대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 정부위원(오쓰카 쓰네사부로, 大塚常三郞)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되도록 정부의 교육방침에 합치하도록 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사립학교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여 사립학교의 설립, 폐지 시에는
총독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 교사는 조선총독부의 시험을 본 교사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교과서를 사용합니다. 그 외는 하나하나 교
과서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찍이 한국정부 시대에 시행된 것
처럼 마찬가지로 배일적인 교육을 행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당에 대해서는 이것은 소위 데라코야(寺小屋)인데 한문 서적의 소독(素讀)정도를 하고 있
는데 지나지 않아서 정식의 교육기관이라고는 총독부에서도 간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
래는 완전히 방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문자를 배우는 정도의 기관에 지나지 않
았습니다. 따라서 깊은 간섭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점점 서당에서도 산술(算術)을 가르
친다던가, 국어를 가르친다던가 하는 곳이 있어서 서당의 단속규칙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은 2,3일정도 안에 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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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의원
그런 서당 같은 곳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상, 모처럼 합병하여 동화주의를 취하고 있는
데도 도저히 가까운 장래에 가능하지 않고, 아마도 동화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소 그런 주장에 믿음이 가고 있습니다만, 총
독부의 생각은 그 점에 대하여 어떠십니까. 혹은 단연코 그런 것을 폐지시켜 머지않아 일본
의 소학교와 같이 하겠다는 전망은 없는 것입니까. 혹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어떤 것
이 있는지,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이 데라코야(寺小屋)식의 것은 장래 폐지시킨다고 하는 방침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경비가 드는 일이기도 해서 오늘 갑자기 그것을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종래부터
습관으로서 해 오고 있는 것을 곧바로 폐지한다고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폐지해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올해 18개 혹은 20개 정도의 보통학교를
설립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당 중에서도 다소 보통학교로 대신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 것은 가능한 한 그것을 보통학교로 한다는 방침을 취하여 서서히 폐지한다고 하고 있
습니다.
◯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의원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단순히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돈이 없다고 하는 답변
으로 들리는데, 그렇습니까.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그렇습니다.
◯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의원
만약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조선의 보통교육을 일본과 마찬가지로 하게 하는 데는 대
략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 것입니까.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지금 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돈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교원 문제도 급하게 준비할 수
없는 까닭으로,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요컨대 돈 문제도 있고 그에 따라
교원을 양성하는 것도 해야만 가능한 일이라 그 부분은 역시 동시에 진행시켜 나가지 않으
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에서는 보통학교가 4백30개도 있고 그 밖에 사립학교-목사가
경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사립학교규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
하면 겨우 천 곳 정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지간히 숫자가 적기 때문에 지금부터 얼마나 설
립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략 계산하면 대체로
어느 정도 필요할지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의원
제가 질의한 것은 조금도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이 이상 이 점을 반복하여 질의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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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들은 점만으로 판단해 보면 조선의 보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착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취학아동이 백분의 칠밖에 없다, 그 외는 역시나
데라코야(寺小屋)식과 같은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소위 조선에 대한 교육칙어의
정신에서 말하자면 대부분 교육의 범위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봐도 좋다, 이렇게 보면 이
조선개발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교육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육문제가 그렇게 등한
시하고 있다는 것은 자못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돈이 있어도 바로는 할 수 없다는 것
은 틀림없지만, 일본에서도 이전 소학교를 만들 당시 우선 사범학교를 설립하여 교사를 양
성하고 교사 가운데서도 처음부터 충분한 교사가 없었다면 여러 가지 명의를 꾸며서 임시로
채용해서 가르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보통교육을 하는 것
에 대하여 대체적인 방침을 정하고 몇 년 계획으로 이것을 완성한다는 것과 같은 일정한 방
침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들을 대로라면 서서히 해 나간다고 하는 것뿐이
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재정상에서 교육비에, 이 정도의 돈을 그러한 형편에 장래 사용하여
어떠한 형편으로 한다, 고 하는 방안을 세우고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됩니다만, 과연 그런
것이라면 심히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한번 조사하셔서
중요한 문제이므로 계획을 세우셔서 그 계획을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데 진력을 다하는 것
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지극히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찌되었든 가능한 일을 해마다 준비
해 간다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말씀은 지극히 훌륭하다고 생각
합니다. 장래 깊이 중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스즈키 우메시로(鈴木梅四郎) 의원
가능한 한, 이라고 말씀하시면 매우 막연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큰 방침을 세우고 돈은 이정
도 필요하니까 그런 상황으로 한다는 계획을 우선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래도 결국 목적은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계획이 저는 아무래도 정확한
계획이 아니기에 지금 매우 볼썽사납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이 비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은사금(恩賜金)으로 이 교육비용에 쓴 것이 있습
니다만, 그것은 선년(先年)에 합병 시에 1천7백만 엔(원)의 은사가 있어서 그 이자를 가지고
비용에 충당한 것이, 그 가운데 10분의 3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요컨대 지방비로 교
육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는 그 비용으로 할 수 있는 한 해 간다는 것입니다.
◯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저는 조선통치의 근본책에 대해여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점은 다른 기회에 여쭙도
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주로 예산안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조선총독부는
대정 3년(1914년)에 향후 5개년에 한하여 재정 독립의 계획을 세워서, 이미 내년이 되면 완
전히 독립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는 것은 재정독립계획에 따라
대정 3년에 지세(地稅)에서 약 4할의 증가징수를 하셨고, 또 새롭게 시가지세(市街地稅)를
설치하여 종래 시가지가 무세였습니다만, 지가의 천분의 1이라고 하는 과세를 짊어지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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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습니다. 이 증세계획에 관하여서는 여러 가지 비난 여론도 있습니다만, 총독부 당국의 회
의에서의 설명을 듣자하니, 매우 조선의 1천5백만의 인민의 부력(富力)이 증진되었기 때문에
이 증세계획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설명 하에 이 제안이 통과하
한 것입니다만, 저는 이 부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많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이 점
은 별도로 하고 이 증세계획이 조선통치 상 어떠한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정치상의 견지에서
묻고 싶습니다.
조선에 일본의 정치가 펼쳐진 이래 일본의 정부가 주의를 기울인 점에 대해서는 조선의 민
심이 매우 동요하여 일본의 정치에 대하여 심히 의심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과연 어
떤 선정을 베풀고 있는지 하는 데 대해 매우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독부의 식산
흥업의 장려에 당하여 예를 말씀드리자면 볍씨를 주고 농작의 개량을 꾀하고, 또 양잠의 잠
란지(蠶卵紙)를 주고 잠란지를 사용하면 매우 훌륭한 양잠을 할 수 있어 실도 좋은 실을 만
들 수 있고 따라서 가격도 비싸다, 또 달걀과 같은 것도 조선인에게 주어 이 달걀을 부화시
키면 종래의 조선의 닭보다 훨씬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다, 그런 장려를 한 것에 대해 조선
인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말씀 드리자면, 일본의 정부가 볍씨를 그냥 보낼 리가 없다, 반
드시 훌륭한 벼가 나오면 그 벼를 뺏어갈 것이다, 또 달걀을 부화시키면 반드시 닭으로 만
들어 빼앗아 갈 것이다, 양잠의 잠란지를 주어도 이것은 누에고치가 되면, 실이 되면, 반드
시 일본정부가 어떤 방법을 써서 뺏어갈 것이라고 하여, 모처럼 애써 산업이 장려되어도 볍
씨건 달걀이건 받기를 거절합니다. 따라서 총독부는 매우 힘을 써서 얼마 뒤에는 이 선정에
대하여 동포 전부의 의심이 없어져서, 대부분이 역시 일본정부는 고마운 정부구나, 정말로
조선인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그런 정치를 행하고 계셨구나, 라는 느낌을 가져 온 것
입니다. 따라서 이런 조선에서 재정독립의 계획을 세운 결과로 여기 4백만 엔(원)-현재에
각 방면에서 커다란 부담을 조선인이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4백만 엔(원)의 돈, 지조증징(地租增徵) 그 밖의 부담을 늘렸을 때 조선인은 어떻게
느끼는가 말하자면, 역시나 이것은 볍씨로는 빼앗지 않았다, 양잠은 고치로는 빼앗지 않았
다, 새로 닭이 된 것은 빼앗지 않았지만, 세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바뀐 것에 따라 일본 정부
는 크나큰 주구(誅求)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면, 종래 이토(伊藤博文)공의 시절로 봐
서도 일본의 선정에 대한 의심을 가시게 하는 데 오로지 진력했던 결과로 일본의 정치에 대
한 고마움을 느껴 가고 있는 때에, 이러한 증징을 당하게 된 것이므로, 자, 이제 납시었군,
이라는 상황으로 그들은 매우 심히 의혹을 환기하였습니다. 일본의 정치에 대한 큰 의심을
품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찌될까) 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무래도 또 세금이 올라가겠구
나, 단지 단순하게 지방에서 어떤 조사라고 해도 일본 정부는 또다시 어떤 증징을 하는 것
이 아닐까하여, 민심의 동요를 불러올 것이라고, 제가 지방을 실제로 조사해 봐도 그렇게 생
각합니다.
총독부의 탁지부 주변의 속료(屬僚-하급관리)가 취할 만하니까 취하는 거지, 라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속료로서의 견해는 당연할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1만4천 방리(方里) 조선이
라는 새로운 영토를 통치하여 1천5백만 인민으로 하여금 제국의 충량한 인민으로 바꾼다고
하는 큰 목적에서 볼 때, 겨우 4,5백만 엔(원)의 지조를 증징하여 그 때문에 조선의 민심을
잃고 일본의 선정에 대한 커다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요컨대 심대한 통치하는데 장해를
불러 온다는 사실을 당국은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무총감은 새로 임관하셨
고 통치에 대해서는 매우 확인을 가지고 하시는 편이시니, 저는 정치상의 견지에서 조선인
에 대하여 부담할 능력이 있으니까 징수할 수 있다는 등의 속료 근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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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조선 통치에서 민심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점을 정치적으로 질의하고 싶
습니다.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지금의 질의는 이 5개년에서 재정의 독립은 아직 빠르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으로 생각합니
다. 그것은 지금까지 국고의 보조를 받고 있던 것이 재정독립을 하면 이것을 받지 않게 되
기 때문에 그 부담이 무거워지는 이치입니다. 무겁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애써 좋은 방향으
로 바뀌어 온 인심이 어느 정도는 오늘날 의구심을 품게 되지는 않겠는가, 라는 질의였는데,
그것은 이 재정독립을 계획한 당시생각으로는 그 당시-이것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해마
다 사업의 연장 등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조선에서 모처럼 일을 하자고 하는 일이 확실하게
할 수 없게 된 것이 있어서, 그 때문에 이것은 한 가지로 재정의 측면에서만 말씀드리기는
곤란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이 독립을 하여 이것을(재정독립) 하였다면, 모국과의 관계
에서 떨어져서 하는 편이 오히려 사업이 진척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당시의 논의였기에 독립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날 조선이 그 후 돈이 충분하게
되었는가 하면 지금까지 받았던 것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매우 곤란함을 느끼고 있습니
다. 그래서 조선에서 부담하는 것이 점점 무거워 진 것은 당연합니다.
교육의 방면에서 재정상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서서히 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으로 이 이상 모국으로부터 보조
를 종전과 같이 받게 된다면, 진실로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도 또한 크게 흥성하여 왔
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독립의 계획을 한 것은 즉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욱더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여 충분하게 번성하게끔 일을 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제가 질의 드린 요점에 대한 답변이 조금도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정무총
감이 말씀하신 대로 조선에서-예를 들면 교육비 같은 것도 매우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
총독부로서는 충분한 작업은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근본적인
의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 이 재정독립의 계획을 세웠는지 말씀드리면, 총독부의
주뇌자(主腦者)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각에 교섭을 하셨던 때에는 저 역시도 당시 내각의
대신에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일본은 종래 어느 만큼의 희
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재산에서도 크게 말씀드리자면 몇 억 원(엔), 청일전쟁도 러일전쟁도
이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까닭으로, 그 외 보호정치시대부터 조선에 투자한 돈은 적지 않
습니다. 또 조선은 식민지로서 무엇이든 짜 낼 수 있는 식민지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
다. 일본의 대륙정책상 아무래도 일본제국의 영토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
미에서 말씀드리자면, 국방의 측면에서도 그 밖의 다른 측면에서도 필요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일본 국민도 이것을(조선을) 장래 완전하게 통치하여 통치의 실적을 올
려서 조선 인민으로 하여금 진정한 합병의 본래 취지를 이해시키고 일본 신민이 되는 것은
진정으로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위에서는 앞으로도 누구라도 우리들은 반드시
부담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의 수뇌자는 스스로 먼저 나서서 재정독립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말
씀하신 대로 교육의 측면에서도 돈이 없기 때문에 완전하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조선통치
를 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있는 재정계획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무엇을 위하여 그러한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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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신 것입니까. 저는 조선의 재정계획에 수반되는 증징이 조선의 민심에 크나큰 악영향을
가져오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점을 정치적으로 질의 드린 것으로 과연 이상
(理想)에서 말씀드리자면 모국의 보조에서 빨리 떨어져서 재정의 독립을 하는 것을 희망하
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것이 통치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악영향을 가져오고 그리하여
합병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라면 국민은 커다란 부담을 견뎌서라도 조
선통치의 실적을 올린다고 하는 것에 협찬을 보내는데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견지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그 악영향을 입었다는 생각은 즉 마키야마(牧山) 의원의 생각이고 저희들은 이 독립계획을
달성하는 것 때문에 (야기된) 악영향은 결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부담이
매우 증가했다고 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지만, 종래 조선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과 오늘
날 합병 이래 총독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심히 차이가 있어서 현재 조선인이 이
때문에 힘들어 한다고 하는 점은 조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이라든지 총체적으로
그 밖에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돈이 있으면 있는 만큼 충분히 할 수 있다, (혹은) 충분히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라는 점이기 때문에, 요컨대 서서히 진행시켜 간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의 법률의 방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부담이 커져서, 심
대하게 증가하는 것은 총독부로서는 결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말씀하신
의견과 조금은 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과연 징세의 성적(실적)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과 같은 설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민정을 상세하게 조사한 바, 그 결과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조선인이 이에 대하여 매우 의혹
을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동양인은 무엇보다 세금
이 싸다는 것이 선정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설을 만들어도 부담이 많으면 선정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본의 새로운 정치에 대하여 한동안 조선인이 양해하기
시작한 지금, 증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대한 바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조선인(이라해)도 합병 당시에는 대관(大官)은 귀족으로 줄 지우고, 또 한국정부의 요로
(要路)였던 대관은 은사금을 받았지만, 인민에 대해서는 증세를 실행한 것입니다. 이 점을
정치적으로 관찰하여 의견이 다른 것인데, 저는 재정독립의 결과로서 장래 정부비용이 매우
늘어나게 되면 총독부로서 곤란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지, 저는 동정(同情)을 표하고 있는 것
입니다만, 이후에 진정으로 조선을 개발하는 데에는, 또 총체적인 점에서 동화정책을 취하는
위에 얼마간 시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없다는, 요컨대 재정독립의 계획이
매우 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래에 이점에 대하여 어떠한
장해도 없다는 생각이시라면, 부득이하게 저는 이것은 실제 총독부가 현재 이 계획으로는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위에 조선에서 사는 사람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개발을 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기탄없는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앞에서 말씀드린 외에 답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장래에 이르러 어떠한 영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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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지 없을지는, 혹시 지금 마키야마(牧山)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곤란한 일이 발생할
지고 모릅니다. 그렇지만 총독부의 판단으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
습니다. 이것은 다만 의견이 차이나는 것뿐으로, 어디까지 답변하여도 같은 말을 되풀이 하
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인민의 측면에서 보아도 새로운 정치 (실
시) 이래 심히 기뻐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도 없이 이미 알고
계시는 대로, 예를 들면 재산의 보호라든지 하는 점에서 보면, 예전에는 수탈당해왔던 매우
곤궁했었지만 오늘날은 어찌되었든 보호를 받아 진실로 감사하고,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었
다고 하는 점은 정말 기뻐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저는 지금의 조선의 시설(施設)에 대하여 한국정부시대보다 나빠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
다. 그러나 이만큼의 돈을 사용한다면 정치의 성적(실적)을 올리는 데 방법이 없을까 생각합
니다만, 그것은 문제 외이므로 지금은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측면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광산의 세금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는
데, 이에 대해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 일본에서는 광산세(鑛産稅)에 의거하면 금
(金)에 대한 과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금에 대해 광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화준비(正貨準備) 그 밖의 측면에서 금의 산액(産額)이 많아지는 것을 희망하여
여러 가지 보호·장려의 정책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에서 일본 이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당한 것이지, 이에 대해서는 어떤 내력이 있는지 생각(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시굴(試掘)제도가 있습니다. 요컨대 허가 후에 1년간 시굴하는 동안에는 광구세가
반액임인데 비하여, 조선에서는 시굴제도를 두지 않아서 채굴 하는데 광구세(鑛區稅)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조선광업정책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광산에만 대한 질의가
아닙니다. 한 예로 질의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일본보다 식민지에서 어느 정도 관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선의 광산 같은 것은 알고 계신대로 동절기에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수개월 동안에는 휴업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조선에서 산액(産額)은 1천5백만 엔
(원)정도로 아마도 큰 것으로, 일본의 배 이상의 산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체적인
방침은 일본보다 가혹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편이 저는 조선의 산업정책 및 광업발달에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는 이유가 있
습니까.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광에 대하여 광산세를 거두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어떤 까
닭으로 부과하고 있는가, 라는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조선에서 상당한 연혁이 있습니
다. 원래 조선의 광산은 사실 조선에서 보면 외국인이 사업을 시작하여 이 때문에 발생한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로 주의를 했던 것은 이것(광산업)입니다. 그리고 외국
인은 당시의 한국정부에 대하여 상당한 광산세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여 특허권을 획득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금광의 산출에 대하여 특허를 얻어 오늘날까지 해 온 것입니다. 이
것이 대체로 금에 대하여 광산세를 부과하여 온 하나의 내력입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그렇게 금에 부과를 한 까닭에 금의 산출에 하등의 영향이 과연 있을까,
라고 하면 그 영향을 조금 나온 것은 대정 6년도(1917년)에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그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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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실로 별일 없이(절차대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의 산액이 1천5백
만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산세 또는 그 가운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허세가 들어
있습니다만, 이것 등이 금광의 개발에 대하여 다소간이지만 폐해가 되고 있는가 하면, 종래
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금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인가에 귀착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금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거치이
기 대문에, 금광의 채굴에 가장 필요한 ‘다이너마이트’라든지, 혹은 양등(洋燈, 남포등), 납촉
(蠟燭, 밀초), 특히 인부비(인건비)와 같은, 혹은 금 선광(選鑛)과 같은 작업을 쉬는 등과 같
은 일이 있어서, 결국 대정 6년도(1917년)에 9백만 엔(원) 정도가 감소하였다고 하는 것은
제일먼저 물가등귀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광산세가 금의 산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장래에는 이에 대하여 다소 고려할 필요
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지금까지의 경과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의 상황입니다.
◯ 주사(요시우에 쇼이치로, 吉植庄一郎 의원)
정부위원께 주의를 드립니다만, 질의자는 단순히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입
법의 예가 모국보다 식민지에 대하여 광업세 및 광업에 대한 단속 등이 가혹하다고 하는 입
법의 예는 어디에 있는지, 혹은 그런 제 외국의 식민지 등의 조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
습니다. 그에 대한 정부위원의…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두 번째의 식민지의 과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자세한 조사도 없고 대체로 그 산업상
태와 그 재정의 필요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인데…
◯ 주사(요시우에 쇼이치로, 吉植庄一郎 의원)
지금 없다면 괜찮습니다.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지금 광업의 경우에 모국의 과세보다도 가혹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
지 그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조선에서 광산물의 수출세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 등도 조
선의 재정상 또 그 산업의 상태를 보고, 그처럼 수출세를 거둬도 지장이 없겠다, 그런 생각
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모국에 비하여 가혹한 부담일 지우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주사(요시우에 쇼이치로, 吉植庄一郎 의원)
또 하나 주의를 드립니다만, 다른 모국과 식민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하나도 없
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의 질문은 아직 결론이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타국과의 비교연구라
고 하는 것이 질문의 목적인데 정부는 그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시는 것이 적당하
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질의하시는 것이 조금 명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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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이것은 한 예를 인용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금의 산출이 많아지
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금에 대하여는 광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식민지에서는 오히려 모국에도 없는 광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광업정책상 가혹한 것
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광산을 하나 발견하고 그것을 출원하는데 1년 동안
은 시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광구세는 반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만 평, 1년에 6백 엔(원)
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최초 1년은 시굴이
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세금은 3백 엔(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선에서는 발견하면 곧바로 백만 평이면 6백 엔(원)의 세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리고 어느 정도 채굴한 금에 대하여 광산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모국에 비하여 사업의 난이
는 어떠한가, 라고 하면, 조선은 추운 지방이므로 겨울에 3,4개월 동안에는 사업을 할 수 없
다, 또 폭약을 얻는 일, 그 밖에 편의에서도 일본보다 불편하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광산세가 과연 얼마나 조선광업발달상에 화가 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질의하는 것이 아닙
니다. 모국 이상으로 식민지에서 가혹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어떤 사정에서인지,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시고 답변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스즈키(鈴木) 정부위원은 연혁이 있다고 하셨는데, 연혁은 이것은 다릅니다. 정부위원께
서 알지 못하는 착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조선에서 금산(金山)을 가지고 있는 것
은 종래 한국 궁내부(宮內府)와 외국인 사이에 계약이 있어서 광산의 수익에 대해서는 상납
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에는 국가로 계승되어 특허 광세라고 하는 14만8천여 엔
(원)이어서 광업세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요컨대 근본정책에서 일본 이상으로 갑갑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은 개정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점을 질의한 것입니다.
◯ 정부위원(오쓰카 쓰네사부로, 大塚常三郞)
과세가 꼭 조선이 무거운 것은 아닙니다.
◯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사실상 무거운 것이 아닙니까.
◯ 정부위원(오쓰카 쓰네사부로, 大塚常三郞)
그렇지만 광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광업에 관한 과세는 광구세와 광산세, 두 가지가 있
습니다. 광구세 쪽에서는 일본은 1엔(원)이고 조선은 60전(錢)입니다. 그런 연혁이 있어서
정하였습니다만, 나중에 일본에서는 폐지되게 된 것입니다. (조선에서는) 그것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일본보다 무겁게 한다는 의미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장래 이 과세에
대하여 광업의 개발상 해로울 것이라 하여 장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연구 중에 있
습니다.
◯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이것은 정책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에 정무총감께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식민지
개발을 하는 데 일본과 동등하게 혹은 그 이상 편의를 주지 않으면 실제 불편이 있을 것으
로 생각합니다. 그런 예를 말씀드리자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은 조선 개발
상 나쁜 명분으로 보입니다. 저는 필시 열국(列國, 여러 나라) 식민지의 광업정책을 보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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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만 할 뿐, 모국 이상으로 가혹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것은 정무총감께서는 깨닫지 못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일본과 동등한 정도까
지는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 들려오는 바에 따르면 일본의 출원 수수료가 백 엔(원)이고, 조선도 현재 백 엔(원)
이 2백 엔(원)으로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의견이 있습니까. 또 현재 광업의 출원건수가
약 7천 몇 백 건, 약 8천 (건) 정도 쌓이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구 임
검비(臨檢費)가 다소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바를 보면 현재 출원하고 있는 건은
아무리 해도 3년 내지 6년 정도 걸려야 허가가 나옵니다. 7천 몇 백건이라고 하는 것은 빨
리 해도 연 2천 건 정도만 정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7천 몇 백건이 있는
현재의 출원에 대해 총독부가 조사하는데 7년이 걸립니다. 7년 동안에는 죽는 사람도 있고
행방불명(行衛不明)인 자도 나올 것입니다. 모처럼 백(엔)원의 인세를 붙여 출원하는데 까지
는 4,5백 엔(원)이나 듭니다. 그것이 7년이나 걸리지 않으면 광업의 허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꽤 불편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돈이 모자라서,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데 무슨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애써 자본가를 찾아서 광업을 하자고 조선까지 일부러 가
서 여관에서 머물면서 허가 여부를 기다리고 있어도 전혀 예상되지 않고, 언제 허가가 나올
지 모른다고 하는 현재의 상태라면 실제로 곤란합니다. 이것은 일례이지만 여전이 이외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좀 정비(정책비용)의 분배를 잘 하셔서 편의를 꾀
하는 시설(施設)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지요…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총체적으로 법률규칙 같은 것은 매우 상이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가능한 일본과 동일하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예는 질의하신 광업면허 조사입니다만,
이것은 지금까지 제출하고 있는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형태로 이미 6천 건 정도에 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 7년도(1918년)의 예산에서 사람(人, 인력)을 두어 향후 3
년간 동안 상세하게 조사한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그렇다면 이번에 제출하고 있는 예산으로 3개년 동안 정리해도 결국 매일매일 출원이 늘어
나기 때문에 마찬가지가 됩니다만,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또 한편 말씀드리자면 7천 건이
제출되어 있으면 정부는 이미 7십만 엔(원)의 수수료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사
하는 데 3년, 5년도 걸린다는 것은 저는 꽤나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일은 장
래 인민의 출원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편의를 주셨으면 합니다.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한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 법학박사 오가와 고타로(小川郷太郎) 의원
저는 다른 위원회에 가 있어서 혹시 (이미) 질의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잠깐 한두 가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조선총독부에는 조선총독부 의원(醫院) 이외에 각 도에 자혜의원(慈
惠醫院)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분원도 설치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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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醫員)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군의(軍醫)만 있습니다. 군의에서 채용한다고 들었습
니다만, 그것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까.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선총독부 의원 및 자혜의원의 설립 당시에 약품, 재료 등은 당시 육군
의 물건을 사용하였고, 또 군의 같은 사람도 특히 부탁하여 채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의 육군과의 관계에서는 육군 쪽이 때마침 러일전쟁 후에 여러 가지 약품과 그 밖의
물건을 호의를 가지고 이쪽으로 건네 주셨습니다. 또 총독부에서도 당시 내과, 외과 그 밖에
일반 진료에 숙련된 의관(醫官) 혹은 그 아래 조수라고 하는 자를 붙여서 그들을 벽지의 땅
으로 보내어 잘 통일해 가는 데에는 군의가 매우 적당하다고 한 것도 당시의 생각이었습니
다. 그래서 자혜의원에 전적으로 군 출신자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해를 구합니다만, 이것은 설립당시의 연혁으로 그 후 물론 햇수가 지남에 따라 꼭
군적에 있는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가능한 한 전문적인 학교라든지,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을 가능한 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그 수를 참고삼아 말씀드리자
면 대학 출신자가 총독부의 의원 쪽에는 16명 있습니다. 그 밖에 전문학교를 졸업한 자가
15명,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혜의원 쪽은 어떤가하면, 24명이 대학출신자입니다. 그 밖
의 사람이 16명 있습니다만, 물론 이것은 단지 의관 뿐이 아니고 약제관(藥劑官), 조수, 서기
라고 하는 사람도 총괄하여 말씀드리는 것이므로, 우선 지금 말씀드린 대학출신자가 있다
고 하는 것은 어지간한 적임자를 두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 법학박사 오가와 고타로(小川郷太郎) 의원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자혜의원의 24명에 대해서 96명이라고 하는 사람, 즉 군의가 주이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을 좀 더 명료하게 부탁드립니다. 제
가 종종 듣는 바로는 자혜의원에는 매우 여러 가지 정폐(情弊, 정실 때문에 생기는 폐단)를
키우고 있다는 것도 들려옵니다. (설립당시) 처음의 역사는 알겠습니다만, 그때에 비해 지금
은 꽤 시간이 지났고 실제 군의라고 하는 사람은, 창립당시에는 그것으로 괜찮았는지도 모
르겠습니다만, 건강한 사람을 항상 시종일관 차지하고(보고) 있어서 소아나 부인과 같은 이
들은 거의 진료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를 자혜의원에 두어서는 실제로 여러 병자를
충분히 치료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들리는 바로는 조선에서는 소아나 부인
등의 사망자가 심히 많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사실도 잘 알고 계십니까? 만약 그 숫자가 많
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늘날 의원이 잘 하지 못했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상세
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거듭하여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의원장 이하 즉 부의원장, 약제관, 이것은 딱 18명총수가 18명입니다. 총독부 의원에서 소위 의사라고 하는 사람은 약제관 1명을 포함하여 18
명 있습니다. 그 가운데 16명이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자혜의원 쪽은 대학출신이 24명 있
습니다. 그 밖에 전문학교를 나온 사람이 17명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96명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과 또 조수, 약제사, 서기 등을 포함시킨 것이므로, 의관 이상은 대학출신자가 24
명입니다. 그 밖에 사람은 17명, 그런 비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관의 밑에 의원이라
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35명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군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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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박사 오가와 고타로(小川郷太郎) 의원
방금 전에 24명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96명이라고 들었습니다만…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그것은 조수, 약제사, 서기 그 밖의 사람 수 입니다만…
◯ 법학박사 오가와 고타로(小川郷太郎) 의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군의에서 나온 사람은 어느 정도 수가 있습니까.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출신자는…
◯ 법학박사 오가와 고타로(小川郷太郎) 의원
대학출신자는 알고 있습니다.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군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지금 확실히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만.
◯ 법학박사 오가와 고타로(小川郷太郎)
의원 군의의 숫자를 모르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모르다니 좀 이상하군요.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그 중에 실은 현역의 군의를 하고 있는 사람은 21명은 알고 있습니다.
◯ 법학박사 오가와 고타로(小川郷太郎) 의원
군의는 21인, 그러면 군의의 고참(古手)이라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있습니까.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그것은 6명입니다. 그러나 1년 지원병으로 예비역, 후비역(豫後備)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그
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 6명이란 숫자는 전부 군의라고 단언은 할 수 없습니다.
현역자 21명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 법학박사 오가와 고타로(小川郷太郎) 의원
다음 6명이 군의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까.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조사에 의거하면 예비역, 후비역(豫後備)이 되었습니다-1년 지원병으
로 예비역, 후비역(豫後備)에 편입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느 정도가 군의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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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박사 오가와 고타로(小川郷太郎) 의원
아무래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군의의 숫자가 그 정도로 적은데, 어느 정도나 있는지를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친절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의에 대해서는 사망수라든지
다른 것을 말하는 데 관련되기 때문에 실제로 조선의 위생에 매우 관련된다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만, 그 군의라고 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진료하기 때문에 실제 치료에 적당한 사
람인지지가 의문입니다. 지금 정부위원의 말씀에 따르면 창립 당시에는 군의의 수를 알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그 숫자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스즈키(鈴木) 정부위원에게 한 말씀 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39
회의 예산위원회 당시의 속기록을 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마치 정반대 같은 답
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저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놀랄만한 설명이 됩니다.
다카기 마사토시(高木正年) 위원이 조선의 헌병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질의했는데 이
에 대하여 스즈키(鈴木) 정부위원의 답변이, 국경방면, 중국과 조선의 국경 방면을 제외하고,
도회(都會)방면에서는 보통의 경찰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뭔가 사실에서
심히 차이가 있습니다. 경성에 (있는) 용산은 경성 안에서도 인구가 2,3만 정도 있습니다. 경
성의 일부라고 하는 곳에 이 정도까지 경찰서를 두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폐지하고 헌병
부대를 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밖에 다른 도회에서 헌병부대와 그런 보통경찰이 같
이 배치되었다는 것은 누구라고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카기(高木) 위원과 같은 사람은 맹
인인 까닭에 서류 등을 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세하고 친절하게 정부위원이 답변하
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흔적도 없는 사실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혜의원의 일에 관해서도 얼마 전에 저는 조선총독부에 질의하여 조사해 보니 총독부
의원에 서 군적에 있는 사람은 12명, 자혜의원에는 46명, 합쳐서 58명이고, 약제사는 4명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 자혜원장은 모두 군의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일은 명백합니다. 의원 중
에는 식민지의 사정에 비교적 에두른 (사람이 있는) 것을 물실호기(勿失好機)라 하여 항상
허위의 답변을 하시는 것은 조선의 정부위원으로서 야마가타(山縣) 정무총감 등은 주의해야
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군의의 수를 모른다고 하는 한심한 말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확실히 알
고 있고, 고치야마(河內山) 위원이 제게 속달우편으로 보내준, 이것도 사실입니다. 자혜원장
이 군의로 부인, 소아의 질병 등을 잘 모르고, 디프테리아(実扶的里) 등을 잘 몰라서 환자를
오진하여 죽인 사례도 있습니다. 군의는 어쨌든 거들먹거리고 싶어 하여 실제 조선에서는
친절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조선의 민간에서 비난이 있다는 것은, 오가와(小
川) 의원이 하신 지금의 질문은 적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도 사실을 말하는 것을 꺼려
얼버무리려고 하는 것은 조선에 살고 있어서 (사실을) 알고 있는 스즈키(鈴木) 위원으로서
는 이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정무총감은 주의하셔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그렇게 보면) 조선정부위원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믿음을
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면 심대한 문제로, 여기는
보통의 좌석이 아니라 서로 성심껏 국사를 논하고 있는 곳이므로 그런 불성실한 답변은 저
로서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사(요시우에 쇼이치로, 吉植庄一郎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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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에게 주의를 드립니다. 주사도 아까부터 정부위원과 위원의 질의응답을 듣고 있었
습니다만, 아무래도 특히 스즈키(鈴木)군의 답변은 더욱 답변을 회피, 회삽(晦澁, 문장의 의
미를 알기 어렵게 함)하는 듯한 우려가 있다고 주사인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마
키야마(牧山)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식민지의 입법례, 다른 지방에서 식민지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은, 질문 가운데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주사인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답변하지 않은 것일 뿐더러 다시 들어도 한층 납
득이 안 됩니다.
원래 식민지의 사정은 일본에서의 중의원 의원도 거의 식민지에 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식
민지의 정부위원은 노력하여(성심껏) 의원들 사이에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몇 번이라도 먼
저 앞장서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전면적으로(마음으로부터) 지극한 성실함을 피력하여 답변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직무상 당연한 것이고 책임상 당연한 것
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각 관과 성(省)의 위원 특히 각 대신(大臣)은 체신대신도, 농상
무대신도 대장대신도 오히려 오늘날에는 의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친절하고 상세하게 반복하여 답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
여 그 감독 하에 있는 식민지의 정부위원이 답변을-어쨌든 몇 번이고 같은 것을 듣지 않으
면 안 되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고의가 아니라면 심대하게 상식을 잃고
있습니다. 의원을 모욕하는 것입니까. 어느 쪽 입니까. 좀 더 친절하고 상세하게 하지 않으
면 진행상 매우 장해가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의원은 몇 번이고 묻게 되기 때문에 당일이라도 식민지도 다른 식민지 전
부에 걸쳐 질의를 진행시켜 나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근소한 문제에 걸려서 같은
이야기로 한꺼번에 간단하더라도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정을, 의원(醫員) 숫자 등도 군
의 그 외에 대한 총 인원수가 백 명으로, 그 65명이 군의인지 아닌지, 매우 간단하게 일인데
세 네 번이나 질문 답변할만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상식이 없는 질의응답이 많습니다.
시간만 지나가면(끌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본회의
진행에 심히 장해가 되고 있습니다. 성의를 잃어버렸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충분한 반성을
하고 질문에 대해서 좀 더 답변이 친절하지 않으면 그런 불친절한 정부위원의 답변을 구하
지 않겠다고 본회가 결의하여 다른 정부위원의 출석을 정부에 요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
다. 그러니까 그 점은 꼭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위원에 대하여 주사인 제가 경고하
는 바입니다.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저의 답변에 대하여 지금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은 매우 참회하는 바입니다. 충분히 주
의하여 가능한 한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무쪼
록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금 전의 군의의 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만, 마키야마(牧山) 의원이 자혜의원장은 전부 군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
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장은 23명 있습니다. 그 가운데 현역의 군의가 17명이고 그 외는 예
비역, 후비역(豫後備)에 속하는 사람으로, 1년 지원병으로 나와 군속을 얻은 사람과 또 전역
(戰役)에 지원하여서 그 때 군적을 얻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법학박사 오가와 고타로(小川郷太郎) 의원
저는 더 이상 나머지 숫자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마키야마(牧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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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주신 것은 조선총독부에서 나온 용지이므로 이것은 확실히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스즈키(鈴木) 정부위원은 이것이 거짓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
니다. 저는 역시 이것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 의하면 자혜의원 가운데
군적의 군의가 46명, 군적이 없는 자가 56명, 합쳐서 102명이고 그 가운데 46명이 군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조금은 어느 쪽이라도 상관없습니다만, 조선 자혜의원에서 약 반
수가 군의라고 하는,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혹은 현역이 17명인지
어떤지 자세한 것은 생략하고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의가 그 반으로, 일본의 병원에서
의원의 반수가 군의라고 한다면 일본인의 생명이라는 것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
다. 조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위생 면에서 조선정부에 일정한 방침이 없으면 안 됩
니다. 최초의 (시작된) 역사는 잘 알겠습니다만, 현재 조선총독부에서 일정한 방침을 세우고
군의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예가 충분히 설명이 된다면 그것으로 괜찮습니다만, 설명이
안 되는 이상 이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총독부의 방침
을 묻고 싶습니다.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혜의원의 의원을 육군에서 취했다는 연혁은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입니다만, 실은 현재 더욱 이 군의를 원장으로 삼고 있는 것은 첫째, 의사가 없습니다. 대학
을 나온 의학사 등이 벽지에 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좀처럼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요컨대
지금의 급료 정도로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개업의로서 벽지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역시 좀처럼 (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오늘날 경찰 쪽에서 의
사를 요청해도 용이하게 이에 응할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혜의원이 모조
리 벽지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방면에서 말씀드려도 육군의 사람을 채용하면 편리하다
고 하는 것이, 대체로 육군에 의거한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 법학박사 오가와 고타로(小川郷太郎) 의원
그것은 방침이 아니라 단지 편의를 위해 채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
까. 편의상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취하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위생적인 방
침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만, 설마 총독부가 그렇게 무방침은 아닐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혜의원 중에서도 군적에 있는 사람도 있고 군적이 없는 사람으로
대학 졸업생도 있고 전문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같은 학교 졸업한 사람을 군의
로 채용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더욱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위생의 방침이 그것으로는(군의로는) 세워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생의 방침
은 물론 세우고 있습니다만, 다만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육군 쪽이 편리하고 또 육군
쪽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시종 사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해도 항상 많은 사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어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법학박사 오가와 고타로(小川郷太郎) 의원
그러나 군의라고 하는 사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아라든지 부인을 잘 진료할 수 있도
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선에서도 부인 및 소아의 질병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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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들은 바로는 소아 및 부인의 사망자가 매우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 등
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망자 수의 면에서 위생의 방
침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이 사망자 수에 대해서는 조사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과 혹은 부인과는 군
의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의 가운데에도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군의라고 해도 반
드시 남자로 군인 같은 사람만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의학상으로 애초에 졸업하고
온 사람이므로 어떤 사람을 진료하더라도 지장이 없다고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 법학박사 오가와 고타로(小川郷太郎) 의원
이 이상은 토론이 되겠습니다만, 군의가 모든 환자에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정부위원이 설명
하신다면, 세상에서 그것을 얼마나 믿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국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해하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전의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만 도중
에 퇴석하여 스즈키(鈴木) 의원이 질문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지 지가(地價) 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시가지를 시가(時價)에 의하여 조사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시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가가 있으니 매매 시에 형편(편의)이 좋다는 것 같은 설명이 있었
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매매가격이 아닌 시가라는 것처럼도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침 일본의 쪽에서도 지가조사비라고 하는 것이 계
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골 쪽은 수익에 의하
여 계획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정 2년(1913년)의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쌀이면 쌀의
현재 가격에 의거한 것이겠지만, 그 쌀의 가격은 대정 2년(1913년)에 어느 정도였는지, 일본
에서는 쌀시장은 매우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표준이 된 시가라는 하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
까.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립니다.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시가지에서 토지의 시가를 어떻게 정했는가, 또 시가지 이외에서 토지의 수익을 어떻게 조
사했는가, 라는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제일먼저 시가지의 토지의 시가를 조사한 것은 꼭 대
정 2년(1913년) 12월경입니다. 조사는 물론 그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만 일정한 시기에 시
가의 산정을 한 것입니다. 이는 민간인으로 다수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또 토지가격 등에
대체로 밝은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여 그로써 정부가 조사한 시가를 이런 등의 심의에 붙
여 대체로 그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시가를 조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매매가 된 토지는 그 실제 매매가격을 참작하여 또 실제 매매가 없는 토지는 임대가격에서
추산하여 조사한 것입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실제매매가 있었던 토지에 중에도 투기적으
로 꽤 높은 가격으로 팔린 것도 있습니다. 또 투매(投賣, 덤핑)처럼 극히 싼 가격에 팔린 것
도 있습니다. 이런 토지처럼 정곡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참작하여 부
근 토지의 시가에서 유추하여 올린 것입니다.
또 임대가격에서 토지의 감리비(監理費)라든지 토지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공제(控除)하
였는가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은 지금 여기에 자세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
할 수 없지만, 이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서 이것을 8분 또는 9분 정도의 이율로 환원하
여 지가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시골 쪽의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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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말씀드린 대정 2년(1913년) 가을의 수익으로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조사 당시부
터 5개년을 소급하여 5개년간의 평균 수익을 조사한 것입니다.
◯ 법학박사 오가와 고타로(小川郷太郎) 의원
수익고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익을 금전으로 추산한, 1석(石)이 몇 엔(원)인가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언제 수확하여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 1석 몇 엔(원)으로 환산하셨던 것
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이것은 지가 산정의 규칙이 있어서 그에 따르면 각 도의 가운데 도별로 곡가(穀價)를 정한
다는 방침을 채택하여서 군에서 군수의 조사 및 금융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각지에서, 이것
이 요컨대 곡물가의 조사에는 꽤 중요한 기관입니다만, 이 양방이 곡물의 수확시기에 각 군
의 곡가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개의 도 안에는 대체로 10군 혹은 십 수개의
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규칙에 의거하여 그 가운데서 중용을 얻었다고 인정되는 10
개 군 이상의 곡가를 수집하여 그 평균으로써 도의 곡가를 낸 것입니다. 한 도의 평균의 곡
가를……따라서 예를 들면 경기도는 보리 1석 6엔(원)48전입니다. 혹은 어떤 도에서는 얼마
인가 하는 것은 그 도에서 10개 군 이상의 곡가의 평균에서 그 가격을 산출합니다. 다만 그
것을 각 군에 적용하는 데에는 다소 참작을 합니다. 교통이 매우 불편한 토지라면 2할 이내
로 감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개 도의평균이 5엔(원)이지만 그 지방이
매우 산간지방이라든지, 혹은 도서지방이라든지 하여 교통이 극히 불편하다고 하는 곳은 2
할 이내에서 감액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정한 곡가를 수익으로 곱하
여, 조금 전 말씀드렸던 보관비 등 필요한 비용은 공제하고 난 뒤에 수익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이자의 비율로 다시 환산하여 환원하여 지가를 산출했습니다.
◯ 법학박사 오가와 고타로(小川郷太郎) 의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가의 산정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만, 여러 말씀이 있으
셔서 적확한 대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질의응답을 해도 끝이 없을 테니,
시가의 산출, 각 도가 다르다면 달라도 괜찮습니다. 어떤 시가로 어떻게 곡가를 정하고 지가
를 산출했는지를 서류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매가격은 역시 시가라고
(가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대차에 의거하여 그것을 8주, 9주(朱-화폐단위,
중량단위, 이율단위)로 환원했다고 한다면 시골과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의 곡가로부터 환원
하는 환원법에 의거하는 지가이지 시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회는 시가에 의거한다는 말
씀이신데 도회는 시가에 의거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비율이 근본 취지의 매
매가격에 의하고 있는지, 혹은 이것도 매매가격으로 산정한 것은 극히 근소할지도 모르겠습
니다만, 그 부분의 설명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이 토지조사에 관계하여서는 인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조사하여 제출하겠습니다.
◯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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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시가지세(市街地稅)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이것은 시가(時價) 천분의 칠을 과세하
여 부가세가 5할로 되어 있습니다만, 경성을 예를 들면 이것은 대정 2년(1913년)에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난 당시 합병 후 가장 토지 열(熱)이 있었던 높은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과세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그 표준보다 매매가격이 훨씬 낮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비
쌀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쌉니다. 특히 경성에서는 종래 시가지세라고 하는 것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도회의 번영을 꾀한다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연력이 있어서 그
렇게 된 것입니다만, 그것이 시가의 천분의 칠, 부과세까지 넣어 천분의 10 정도(원문-半)를
부과하게 된 것이므로, 일반인 특히 조선인의 속셈으로 보면 매우 중세가 됩니다. 무거운 부
담을 새롭게 지는 것입니다.
특히 경성의 시가지 중에는 논밭도 많이 있습니다. 산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조리 택
지로 간주하여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선인의 큰 거리 같은 곳은 가령 3천 엔
(원)의 가격이라고 평가되고 있는 곳에서는 31(엔)원 50전의 세금을 내야하는 사정인데, 게
다가 이 토지는 경제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곳입니다. 황금정(黃金町, 지금의 을지로)
큰길 같은 곳은 양쪽 모두가 밭인데도 시가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는 시가지
안에 숲이나 정원도 있습니다만, 경성은 산림 안에도 택지가 있다고 하는 편이 적당합니다.
시가지세의 신설이 조선인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조선인 다수는 온돌의 택지 외에 부엌세간 외에는 가진 것이 없는데 자신이 가진 (토지의)
지가가 2천 엔(원), 3천 엔(원)이라고 추산되어 2,3십 엔(원)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심한 고통입니다. 이 때문에 경성의 조선인이 도회지에서 견디지 못하고 시골로 속속
들이 이주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시가의 천분의 10정도(半)라고 하는 중세
가 부과된 탓에 조선인이 곤란에 빠진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징세의 성적(실적) 측면
에서 말하자면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가혹함이 극히 심한 것입니다.
부하 관리인이 상사에게 가지고 갈 때 그렇게 징수한 성적이 좋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심히 준열한 징세를 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배일하는 것이라고 위
협하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인에게 배일이라고 하는 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당포에 빚을 지고서라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얼마나 곤란을 겪고 있
는지를 정부총감 쪽에서는 모르고 계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여쭙습
니다.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지금 질의하신 것과 같은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경성 내의 조선인이 세금이
비싸서 그 토지에 사는 것이 불가능하여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는 일은 있을 법 하다고 생
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득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도 도쿄시 같은 곳은
실제로 시내에 살면 매우 세금이 필요하기(들어가기) 때문에 시외지로 집을 옮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경성과 같은 곳도 지금 같은 경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정도가 일본과 경성은 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힘들다든지 힘들지 않다
든지, 하는 정도는 얼마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 같은 경우는 있을 법하다
고 생각합니다.
◯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총독부는 조선인에게 저축을 권장하고 계십니다. 조선인은 종래 저축심이 결핍되어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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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그 관념을 양성하는 것은 본 의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조선인의 우편
저금은 5보2모(5步2毛, 보는 보합(歩合)의 단위로 100분의 1인 분(分)の과 동의, 모는 리(厘)
의 10분의 1, 즉 만분의 1)로 일본보다 2보 얼마가 더 비쌉니다만, 총독부가 장려하는 실정
을 보면 어지간히 우스꽝스러운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 조선인의 금리는 비쌉니다. 농공은행
(農工銀行)의 대출은 담보가 있어도 4전(錢)5리(厘) 일본은 4전6,7리입니다. 특히 조선인 사
이의 금리는 일변(日步, 원금 100엔에 대한 하루의 이자) 8전 정도입니다. 그것은 총독부의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조선인에 대한 지방 관리의 저금권유 방법이란,
자신의 관할 내에서 이만큼이나 조선인이 저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상사에게 자랑하기
위한 심한 권유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이 참을 수 없어서 고리로 빚을 져서
저금을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의 액수는 잊어버렸습니다만, 꽤 많은 금액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인의 상황에서는 저금의 여력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 대다수는 빚을
져서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인들 가운데 5보2리 정도의 이자를 얻기 위해서 저금을 하
는 사람은 없다는 정도의 일은 상식선에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전북경편철도(全北輕
便鐵道)를 부설할 때에 주식(株)을 가져라 며 사게 만들고, 이만큼이나 주식을 사게(가지게)
하였습니다, 라는 것을 상사에게 보고하고 자랑하기 위해 지방의 관리가 권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인은 관리의 권유를 무턱대고 거절하는 일은 장래에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생각
하여 빚을 져서 12엔(원)50전을 불입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조선인이 반값으로 위임장을 붙
여 일본인의 손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면 지방의 관리에게 미움을 받기 때문에
이름은 바꾸지 않지만 실제로는 일본인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에 가서 총독(부)정치의 영향을 실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조선에서 정치
의 근본적 결함은 민정(民情)이 위로는 통하지 않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이란 신문
은 거의 대부분 미온적이기만 하고 윗사람의 뜻에 저촉되는 일을 쓸 수 없는 조직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방청으로부터 총독부로 올라가는 보고는 지방 관리의 손에 의해 자기의 공적
을 자랑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형식정치 때문에 조선인이 잘
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무총감은 이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말씀하신대로입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저금장려
의 결과 혹은 이것을 오해하여 비싼 이자를 내고 돈을 맡긴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러나 전부가 그런 오해를 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지하시는 대로 총독으로부터 도의 장관, 도의 장관으로부터
군수, 군수를 거쳐 이번에는 면장, 이런 식으로 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사이 감독이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고, 혹은 훈령훈시 그 밖의 일에 대해서도 오해를 부르는 일이 많
습니다. 특히 말(일본어)을 모르는 조선인이라서-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청에서
뽕나무 묘종 한 웅큼(원문 桑苗抔)을 몇 개라고 하여 군청에 나눠주면 군청은 면장에게 보
내고 이번에는 면장이 인민에게 분배할 때에는 그 인민이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를 검사하
지 않았다는 일 등도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가 없다고는 단정
할 수 없습니다만, 총독부로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의를 하고 그런 오류가 있으
면 고쳐가야겠다고 크게 주의를 기울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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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독(부)정치의 영향이 새로 복속하게 된(원문 新附)의 동포에
게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 그 실정이 저는 아무래도 총독부의 위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민정이 위에 도달하도록 기관을 설
치하는 등과 같은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는 아무래도 지금처럼 하급관료의 보고에만 의존하
여 지방의 실정을 조사하고 그에 따라 시정의 방침을 정하는, 그것을 정치의 기초로 삼는
일은 매우 심대한 오류가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에 있는 관계상 그다지 여기 와서 미움을 받으면서 나서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
니다만, 조선에서는 아무래도 말씀드릴 기회도 없고, 또 아무래도 총체적으로 민정이 철저하
지 않다고 아쉬움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쪼록 쌍방 모두 책임을 지는 위치에서 의견의
교환을 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저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어떻게든 자문기관을 설치하
여 실제의 민정을 알고자 하는 생각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저는 현재의 총독정치의 결함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실제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의 훈령을 내는 것이 새로 복
속하게 된 민(民)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으로, 지방의 관리 등
이 영합해서 아니, 더 나아가 이 법령에 대해서는 새로 복속하게 된 민(民)이 매우 감읍하고
있습니다, 라는 등의 보고만이 총독부에 모이게 되어, 실제로는 심히 원망과 한탄의 목소리
가 있고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총독부의 수뇌자가 모르고 있는 것
처럼 생각됩니다만, 이에 대해 어떤 기관을 설치하겠다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지금 기관을 설치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 일이 대단히 많았
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 나가면 장래에 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그렇다면 지방 관리를 계칙(戒飭)하여 실제의 일을 보고하게 한다, 그 실제의 실정을 아는
것은 요즘에는 신문에 의하여 알게 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관리의 보고에만 의
거하여 민정(民情)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지방의 관리에 대하여 민정이
철저해 지도록 하는 훈령(訓令)을 하자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하여도 괜찮겠습니까.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말씀하신 기관을 설치한다고 하는 생각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꼭 (지방 관리의) 보고만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역시 이 부분도
충분히 감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찰원(視察員)을 늘리는 등, 이번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시찰원을 내보내서 항상 지방을 순시하게 할 생각입니다. 또 학교 쪽도 감독이
현재까지 소홀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시킬 생각입니다.
◯ 법학박사 오가와 고타로(小川郷太郎) 의원
지금 마키야마(牧山)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조선의 인민이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나아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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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조선인 가운에 배일사상, 반일사상이 매우 만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에 대해서는 교육의 대방침(大方針)이라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는 교
육칙어가 있어서 그에 의거하여 대체적으로 일본의 교육은 통일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조선에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교육을 지도해 가는 것입니까. 교육칙어를 곧바로 조선에
적용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의 인민이
형식상 모두 일본의 황화(皇化)를 입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은 그 뒷면에서 반감이
매우 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조선인으로서 일본에 와서 고등한 교육을 받고 있는 자-총체적으로는 알지 못합
니다만, 실제로 제가 접하고 있는 학생 가운데는 다른 날 뜻을 얻으면 일본에 크게 반대를
하여 조선의 인민을 위하여 독립의 정치운동을 하겠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입니
다. 그들은 조선에서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귀국하여 조선인민을
지도하고 그 사상이 조선인민에 미치는 시기가 되면 좀처럼 무력으로 억압하는 일이 불가능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민을 어떻게 하여 기꺼이 일본의 인간에 동
화되도록 할 것인가, 라는 방침은 조선을 통치하는 백년의 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선총독부에는 어떤 방침이 있는지요. 그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이 일에 대해서는 조금 전부터 정부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보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일
본의 소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이 학교에서는 역시 교육칙어의 취지에 의거하여 충량한
신민을 교육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한 여러 가지 학과를 증설하지 않고
주로 일상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교육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1국어를 주로
(교육)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 잘 아시게 되겠지만, 보통학교는 오늘날 아이들이 진실
로 공부를 열심히 하여 완전히 일본어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 교육의 근본
이기 때문입니다만, 큰 사람(고학년)은 점차적으로 가능한 한 실업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방
침으로써 실업학교에 입학시켜 오늘날의 실제 생활에 곤란하지 않도록 해 나간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인으로 조선에 사는 사람이 배일사상을 일으키는 자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교육을 받은 자, 혹은 외국어 등-목사 등에게 나아가 여러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무래도 독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자도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지금 배
일사상을 가져서 어떻다고 하는 자는 아마 없다고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모
두 교육을 받은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사상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총독부에서
가장 곤란한 자들은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조선인입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조
선에 귀국해서도 제대로 된 일은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좋은
인간은 역시 재판소(법원)의 서기라든지 혹은 군서기(郡書記)라든지 하는 자리에 채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상당한 학교를 나온 자로 조선에서 충실하게 일하려고 하지만,
그 밖에는 정말로 뭔가 쓸데없는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조선에서 가장 해가 되
는 것입니다. 일본에 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그런 형편인지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이쪽(일본)에 와 있는 자는―아무래도 조선에서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기 때문에 역시 나
올 것입니다. 그러나 도쿄에는 감독자 한명을 두어서 그것이 나쁜 방침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감독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비(官費)의 학생(원문 書生)은 괜찮
지만, 사비로 여기에 (유학) 와 있는 자는 모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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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법학박사 오가와 고타로(小川郷太郎) 의원
지금 교육 방침으로서는 역시 교육칙어로써 조선인을 지도한다는 것처럼 이해했습니다만,
교육칙어의 정신은 충효의 도리에 있습니다. 충의를 고취하면 역시 조선의 왕실에 대한 충
의가 되어, 일본에 대하여 반대의 생각을 키우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우려는 털끝만큼도 없
습니까. 그 부분을 하나 여쭙습니다.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그런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그에 대해 어떤 불평을 하는 자도 없었고 또 교육칙
어의 취지에 따라 시세와 민도(民度)에 적응하도록 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하
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아무래도 조선에서 높은 교육을 받은 자가 배일이 되어 간다고 하는 일은 장래 조선통치를
하는 데 깊이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학문을 하면 할수록 세계의 대세를 알고 일개
작은 반도인 조선이 세계열강의 사이에서 독립이 가능하지 않음을, 또 조선의 국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의 정치에 복종하는 것
을 바라지 않고 배일운동을 한다는 것은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총독부도 정무총감도 깊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조선
유학생이 찾아오는데 저는 올 때마다 대세를 말해 주면서 일본과 함께 일어나 외부를 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형제끼리 싸움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여, 합병의 본래 취지
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조선총독부가 조선유학생에 대
한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을 대하는 것이 마치 적을 대하듯이 한다. 조금만 모여도
바로 형사, 순사가 미행하여 오늘 왜 모여서 무엇을 평의(評議)하였는가, 묻는다. 또 얼마 전
에도 이왕(李王)전하가 도쿄에 오셨을 때 경시청은 우리들을 검속(檢束)하였다, 우리들을 왜
위압하려는 것인가, 라며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은 헌병 대위를 그만두고 (감독 일을)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
다만, 꽤나 단속이 준열(峻烈)하여 아무래도 자국의 국민취급이 아니다, 배일하여 지금 당장
이라도 누군가를 암살이라도 한다고 하는 듯이 취급하여 불쾌함이 견딜 수 없을 정도이다,
조선에 귀국하자고 생각하면 시모노세키(馬關)까지 형사가 따라 붙는다, 자신에게만 그렇게
하는가 생각하면, (유학생) 모두에게 그렇게 한다, 귀국하면 꼼꼼하게 너는 어디에 갔었느냐,
누구를 만났었느냐, 등과 같은 질문을 하여 실로 불쾌하여 참을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사
회주의자라도 뭣도 아닌 자가 사회주의자와 다른 용건으로 만났다, 그러면 그놈들은 수상하
군, 이라며 점점 압박하여 결국 그 자가 위험한 사상에 빠져서 사회주의자와 동화하고 말았
다, 고 하는 일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런 단속이 관대함과 엄격함이 적당하지 않습
니다. 특히 저렇게 비굴한 조선인이기 때문에 바로 비뚤어집니다. 이는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도 회유하여 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저는 도쿄에 있는 유학생이, 상
당히 정치의 책을 읽은 자가 그렇게 이상한 거동(擧動)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 어떤 결함이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유학생에 대해서는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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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록 온정을 가지고 조금 온화한 기분을 가지고 대하면 어디까지나 반항하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현재까지의 사용법을 크게 바꾸어 큰 아량을 보여 대세를 말하
고 일한합병의 본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고 충량한 인민이 되도록 하는 것이 동화해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야마가타(山縣) 정부위원.
◯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郞) 위원
제 말씀이 조금 부족하였던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만, 유달리 여기에 와 있는 자가 모두
나쁘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온건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만,
대개 도쿄에 있는 사람은 모두 한자리에 모이면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이 배일사상인 것이
있으므로 그 때문에 저의 어기(語氣)가 자연스레 그렇게 된 것입니다만, 꼭 모두 그런 인간
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조선에 돌아가 봉직(奉
職)하고 있는 자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두가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이쪽에서도 극력 온화하게 대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지극
히 훌륭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여기서 돌아가면 그들과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쿄
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하와이 주변의 배일사상이 왕성한 곳에 있던 자까지, 작년에는 기꺼
이 돌아온 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점 길들이는 방침―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쪽의
감독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압박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무쪼록 좋은 쪽으로 말입니
다―나쁜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좋은 쪽으로 지도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에서 감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꼭 압박을 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얼마 전에 조선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왕(李王) 전하가 도쿄에 오셨을 때 조선인으
로서 도쿄에 있는 이가 이 정도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하고
있었지만, 조선어를 아는 일본인이 어쩐지 이것은 불온한 일이라도 상담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여 철두철미하게 이런 조선인을 검속하였다, 아무래도 괘씸하기 짝이 없다고 하
여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또 조선 유학생 가운데도 밀정(密偵)을 넣어 두고 있습니다만, 같
은 조선인이라도 밀정이 될 정도의 놈이기에 없는 일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보고합니다. 그
러면 감독하는 사람도 실제 조선인 사이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경찰관 및 감독 하는 사
람도 그럼 그렇지, 틀림없군, 이라고 생각하여 갖가지 압박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
선인으로서는 상당한 인격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바입니다. 이 밀정이 된 자로서는
얼토당토않은 지어낸 말을 보고한다고 하는 것도 있을 법 합니다. 저들의 형편에 대해서는
경시청과도 미리 상의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면 그들이라 해도 반성하리라고 생각하기 때
문에, 이것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기에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郞) 정부위원
잠깐 말씀 드려둡니다만, 감독은 일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조선인이 한 명 있어서,
두 명이 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의견은 정말로 훌륭하다고 저도 생각
하고 있으므로, 장래 크게 주의를 하겠습니다만, 무엇이든 그 조선인을 악인처럼 굴게 하여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의미는 저희들은 털끝만큼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동화시키고자 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
러분들의 생각이나 저의 생각이나 같은 것으로, 정말 훌륭하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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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요시우에 쇼이치로, 吉植庄一郎 의원)
지금과 같은 경우에 신문기자 제군에게 잠깐 주의를 드립니다. 지금 정부 측에서도 주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것처럼, 매우 오해하기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
질의응답에 대하여 붓끝이 조금만 달라져서 세상에 공개하게 되면, 무슨 잘못된 생각을 도
발하게 될지도 모르는 염려도 있으니, 가능한 한 그 부분은 주의드릴 것도 없이, 국가를 위
한 일이 아닌 것은 쓰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밀회(秘密會)라고도 할 만한 것이
지만 비밀회라고 하지 않고 계속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서로 덕의심(德義心)으로, 조선의
유학생이나 어떤 오해도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가능한 한 부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회까지 만들어서 정부는 그런 부분에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로
부터 비밀회의 요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도 되겠지만, 비밀회라고
해 버리면 조선인의 오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일은 공개적으로 하고 싶다
고 생각하는 탓에 가능한 한 주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오늘은 어느 정도까지 하시겠습니까.
◯ 주사(요시우에 쇼이치로, 吉植庄一郎 의원)
가능한 한 오늘 조선총독부의 질문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만, 사할린, 관동주(關東州)는 질문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특별회계―대장성(大藏
省) 소관의 특별회계도 남아 있습니다. 하루 더 하여 끝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일괄하여 세입에 대한 질문을 해도 괜찮습니까.
◯ 주사(요시우에 쇼이치로, 吉植庄一郎 의원)
세출입 모두 전부.
◯ 가토 사다키치(加藤定吉) 의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선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만, 오가와(小川)씨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저로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듯이 생각됩니다. 대체로 신분기자들에 대한 주의도 있었
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딘가 나라를 위한 일이 안 되는 이야기라면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대체로 이 조선의 통치라는 것이 장관의 말씀으로는 교육칙어로써 하고 계신다는 것이었는
데 일편의 말씀으로서는 물론 그러하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결국,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지
나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컨대 모순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체적으로 이 문
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마도 누구라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어
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역시 총독
부로서는 결국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다른 어떤 방도를 가지고 역시 이 모순을 보완
하려는 노력은 없는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는 역시 조선인을 실업 쪽으로 나아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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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일도 중요하
지만 그러나 얼마쯤은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어떤 준비가 없으면 결국 통치를 완전에
가깝게 해 나가는 일은 어지간히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업방면으로 자제를 나아하게 하는 것도 좋을 테지만, 그보다 한층 더 중요한 것은
마키야마(牧山)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하게 해야 합니다.―조선인이 생각하기에 일본인
은 친하게 지낼 만한 사람이다, 일본인은 정말 대단해서 의지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조선인들이 하게끔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래서 결국 사상적으로는 아무래도 교육칙어로 해 가면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주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장래에도 언제까지나 그런 모순이 따라
다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별 생각은 없
으시겠지만 그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신 것 이외에 조선인의 성격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라는 현재까지의 노력이라든지 깨달은 바라 할 것이 있으십니까.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이 교육칙어로 해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이신데 정말 훌륭하신 말씀으로, 지금처럼 해
나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특히 교육칙어의 취지에 따라서 시세와 민도(民度)에 적응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같은 것도 완전히 일본의 교과서와는 달리하
여 역시 조선에 적합한 것을 조선에서 편찬하여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사정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으로 염두에 둘 뿐으로, 통찰하신 대로 이에 대해서 제
가 답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론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조선인의 성질 등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이 말
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래 살고 있기 때문에 원래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무래도 장황하고 번거로운 설명이 될 것이기에 따로 들으실 만한 것
도 아닙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곳은 역시 꽤난 어려운 곳입니다. 그것은 조선인의 성질이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모르겠는데도 알 것 같은, 역시 쉽지 않습니다.
◯ 가토 사다키치(加藤定吉) 의원
이것은 완전히 설명하신 대로이지만, 그런 부분에서 무슨 좋은 방법에 대한 연구는 있습니
까.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되도록 그런 생각으로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세입에 대하여 질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편전신의 세입은, 일본에서 이 점이 부결
되면 당연 이것은 삭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우편전신료의 인상에 따라 얼마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4십3만2천6백8십7엔(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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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우편전신 수입입니까.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그렇습니다.
◯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세출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왕가(李王家)의 비용으로 1백5십만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합병 당시 감액해서는 열국(列國)에 대해서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여 이정
도 계상하였는데, 사실상 이만큼이나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어딘가 실행이 다르지 않습니
까?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잠깐 질문하신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1백5십만엔(원)이 지불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2할, 즉 30만 엔(원)은 이왕가(李王家)의 저축
인지,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이왕가(李王家)의 내탕(內帑)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만, 대체로 총독부에서는 남
는 돈은 적당하게 저축해 두고 임시비용이 필요하거나 할 때, 그 비용으로 임시비용을 지변
하고 있습니다. 남는 돈이 있으면 저축해 두어 이왕가(李王家)의 임시비용으로 충당하게 하
고 있습니다.
◯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남는 돈이 매년 30만 엔(원)이나 되다니 사실상으로는 1백2십만 (엔)원만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상세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여분으로 들어가 있기
도 합니다. 현제 가지고 있는 공채(公債), 주권(株券) 등을 적당하게 매각하는 일도 있습니
다.
◯ 법학박사 오가와 고타로(小川郷太郎) 의원
이왕가(李王家)의 세출이라 하면, 요컨대 왕실경비로 일본으로 말하자면 황실경비에 해당한
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일단 지출했다면 조선총독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
각합니다만, (그 돈의) 성질상 그것을 남기는 것이 어떤가를 말씀드리자면, 실상 혼란스러워
질뿐입니다. 사실상 그런 답변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 정부위원(스즈키 시즈카, 鈴木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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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가(李王家)의 경비에 관한 규칙이 있어서 그에 의거하여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
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좀 끼어들어 질의 드립니다만, 조선총독부의 기밀비(機密費)에 관계되는 일에 대하여 여쭙고
자 합니다. 현재 총독부의 기밀비를 통산해 보면, 총독의 기밀비가 20만 엔(원), 경무총장(警
務總長)이 5만 백 엔(원), 연회비(宴會費)가 2만3천8십 엔(원), 조선헌병사령부 쪽에, 이것은
육군성(陸軍省)의 예산에서 약 9천백 엔(원), 헌병보조원비에 1만8천 엔(원), 합계 30만 엔
(원)입니다. 무엇보다 2만3천8십 엔(원)은 연회비를 넣은 것으로, 30만 얼마가 됩니다.
이것은 의견을 여쭈어 찬반을 결정했으면 합니다만, 기밀비는 이토(伊藤)공 시대에 20만 엔
(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이토(伊藤)공이 통감으로 부임하신 때에는 아직 한국황실도 있었고,
열국(列國)의 사신들도 있었기 때문에 보호정치 시대에는 그런 돈도 많이 필요했다고 생각
합니다만, 그 후 합병된 시기에 3천만 엔(원)의 은사금이 내려져서, 그것으로 위로는 왕공귀
족부터 아래로는 환과고독(鰥寡孤獨)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구제하는 길을 강구하셔서, 특히
내각원(內閣員)이었던 자와 그 밖에 요로의 대소 관인들은 모두 중추원에 앉혀서, 오늘날 부
지(扶持)를 하고 있어 각 방면의 구제가 완성되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토
(伊藤)공 시대의 20만 엔(원)에서 약 10만 엔(원)이나 늘린 30만 엔(원)이라고 하는 기밀비
가 오늘날 조선을 통치하는 데 필요할까요. 어떻습니까. 이 점을 상세히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도중에 끼어들어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종래 이에 대한 언급을 꺼릴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합병 후 7,8년이나 지난 지금에서 그런 방대한 기밀비는 필요 없는
것은 아닐까요. 특히 조선의 인민 측에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부담
도 커졌습니다. 그것도 지방정청비(地方政廳費) 등은 대부분 경비가 부족하여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치도덕 면에서 보더라도 이를 얼마간 감액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
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방면에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상세한 내역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
닙니다만, 조선을 통치하는 위에 더욱 30만 엔(원)의 기밀비를 요한다는 것인지, 내무성(內
務省)은 기밀비 약 5만 엔(원), 육군성의 기밀비는 8만 엔(원), 외부성과 같은 열국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조차도 41만 엔(원), 특히 외무성과 같은 연회가 많은 곳에서도 5천 엔(원)밖
에 연회비를 갖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총독부가 2만3천8십엔(원)이라는 거액을 연회비
로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또 다른 식민지의 예와 비교하더라도 대만이 8만5천 엔(원), 그
밖에 연회비는커녕 아무것도 없는 관동주(關東州)가 6만 엔(원), 사할린이 1만 5천 엔(원)이
라는 현재 상태에서 30만 엔(원)이라는 기밀비는 좀 불필요한 것이 아닐런지요. 조선통치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면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총독정무총감의 존엄을 훼손하기 위하여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비를 논하는 데 질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에 대하여 충분한 의
견을 듣고 나서 저는 찬반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이 기밀비라는 것은 말씀 드릴 것도 없이 기밀인지라 의심을 하려면 충분히 의심이 될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기밀비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자면 지금과 같이, 요컨대 내막
을 말씀드리자면 이 기밀비가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조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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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 정도의 기밀비가 있어서 저는 오늘날 (정무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
니다만,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힐 수는 없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말씀드린다면 어떤 일에 어느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아시게 될 것으
로 생각합니다만, 여하튼 조선으로서는 압록강(鴨綠江)을 사이에 두고 지나(支那)가 있고, 두
만강(豆滿江) 저편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관동과 그 밖에, 주지하시는 대로 봉천(奉天) 방
면까지 현재 조선인이 드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계가 꽤 넓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하
여 여러 가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만, 일본의 사용법과 저쪽의 사용법은 사정이 다른 만큼
어려운 일도 있기 때문에 장래에도 여전히 오늘날보다 (기밀비가) 많이 필요할한 일이 생기
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비용을 감액하는 것은 정말로 어
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정무를 다 할지 못할지를 깊이 생각하신다면, 이해하실 것으
로 생각합니다만, 혹 그런 것이 쓸데없는―이것이 쓸데없는 일이란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
다만, 다만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손을 뻗으면 뻗은 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손을
뻗어 정무를 다하고자 하면, 역시 기밀비 같은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
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뿐입니다.
◯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그런 일은 백만 엔(원)이 있든 2백만 엔(원)이 있든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만
과 같은 곳도 8만5천 엔(원)이고, 관동주도 6만 엔(원)입니다만, 관동도독부(關東都督府) 측
면에서 말해도 저는 지금과 같은 설명은 만몽(滿蒙)에 대한 관련, 혹은 그 밖에 관동도독부
의 위치가 대륙정책을 실행하는 다양한 방면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설명이라도 덧붙여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관동도독부의 6만 엔(원)에는 연회비는 없습니다. 또 대만도 남쪽
에는 지나(支那), 남양(南洋) 방면을 향하여, 대만을 토대로 하여 남양방면으로 활약하는 데
필요할 터인데, 현재에서는 이 정도로 더 이상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독립
국으로 일본의 보호정치를 펼치던 시기보다도 더더욱 많은 기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아무래도 수긍할 수 없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인의 구제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완성되어 있습니다. 3
천만 엔(원)이라는 거액의 은사금이 지불되어 각 방면의 구제는 다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
다만, 그런데도 지금과 같은 막연한 설명으로 만몽(滿蒙)에 조선인이 있다, 러시아에도 조선
인이 있다, 사실상 만주에 50만 정도의 조선인이 있습니다. 또 간도에도 있습니다만, 간도의
경찰비 14만 몇 천 엔(원)이라는 것은 외무성의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총독부로서는
거액의 기밀비가 필요한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밀회라도 해도 괜찮습니다
만― (총독부의 기밀비에 대하여) 대부분의 각 성에서도 이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
니다. 그런데 무인(武人)의 총독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가 나서서 삭감을 해 주면 좋
겠다, 아무래도 대장성(大藏省)으로서는 사정(査定)하는 데에 지금과 같은 무관총독이 힘쓰
고 있는데 손을 대는 것은 지위와도 관계가 있다, 의회가 나서서 이를 수정해 준다고 하면
대장성은 대찬성이다, 또 각 성들도 매우 좋아한다고 하더라, 특히 외무성에는 그런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지금 좀 더 수긍이 가는 정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있
습니다.
만주 간도 방면에 조선인이 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조선내지에서 조선인을 고등경찰(高
等警察)하는 데에 그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좀 더 만족할
정도의 설명이 없으시면 저는 이대로는 찬반을 결정할 용기가 없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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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드리게 되어 심히 송구합니다만,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간도 방면에서 말씀드리자면 과연 그런 데 사용하는가라고 생각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은 그 정도로 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고등경찰과 그 밖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것도 없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릴 필
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구(舊)한국시대에도 이토(伊藤)통감은 (기밀비를) 그 정도
로 하고 계셨습니다만 역시 구한국시대에 기밀비를 적절하게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어디까
지나 기밀비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대만은 8만5천 엔(원)
운운 하셨는데, 이것은 그 외에 지방비 등이 10만 인가 얼마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밀비가
없는 곳은 다른 데서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장성이나 외무성이 어떻다는 말씀이셨는데 정말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심히 불성실한 관리입니다. 오늘날 거국일치(擧國一致)로 하고자 함에도 어떻게든 자
신들만 좋으면 다른 사람은 어찌돼든 상관없다, 저쪽은 삭감해버리자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심히 나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은 아무쪼록 양찰(諒察)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이 외에도 기밀비가 있다고 하는 듯이 말씀을 하신다면, 하나 더 여쭐 일이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에서는 헌병보조원비 1만 엔(원)으로도 상당히 융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밀적
으로 헌병보조원비 중에서도 사용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모릅니다.
◯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정무총감이 모르신다니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군에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음) 육군 쪽은 없습니다.―헌병보고원비는 조선총독부의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 법학박사 오가와 고타로(小川郷太郎) 의원
기밀비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
다는 어투라고 생각합니다만, (바로) 거기에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는 (마키야마군
은) 기밀비가 아니더라도 기밀비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 그렇다면 기밀비 안에 요구하시
면 그것으로 상관없으므로 혹시 기밀비이기 때문에 나타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지도 모
르겠습니다. 그런 의심을 풀기 위해서는 어느 것도 공개하지는 못하시겠지만, 우리들 위원도
그런 기밀비의 내용을 억지로 파고든 것이 아님에도 이런 것이 있었는가, 몰랐었다고 말씀
하시는 것 같이, 그런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마키야마군의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키야마(牧山) 의원의
의심은 의심대로 남아 있을 터이니, 이것은 총독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그런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어떠하게 하는 것이 괜찮으니 자, 대충대충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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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라는 식으로 경상비에 이를 포함시키는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 밖에 뭔가 필
요한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돌리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꼭 경상비라면, 경상비에 넣었기
때문에, 그것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학박사 오가와 고타로(小川郷太郎) 의원
기밀비 지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소 경상비에 들어가야 할 것은 예산의 성질상 그 방
면으로 항목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으로는 정말로 기밀비가
아니어도 괜찮은 것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분명하게 하는 편이 좋으리라고 생각합
니다.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그것은 정말로 세세한 것이고, 큰 것을 경상예산으로 적당하게 늘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가령 어떤 하찮은 일이 생겨서 이것이 나중에 경상비에 더해지는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근소한 것으로 기밀비의 성질은 그런 뜻의 것이
아닙니다―그러므로 애초부터 잘 이해하여 해 가고 있습니다.
◯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이 기밀비는 다른 각 성은 물론이고―각 성의 예산 안에도 모두 하나로 되어 있어서, 대만
은 8만5천 엔(원), 사할린은 1만5천 엔(원)처럼 예산의 편성방법에 5개가 있고 각각 찾아보
지 않으면 모르는 것인데, 역시 하나로 해서 30만 엔(원)정도로 나타내는 편이 사정(査定)하
는 데에 분명하게 이해될 것입니다만, 어떻습니까.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이것은 오늘날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관행으로 해 온 것입니다.
◯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관행적으로 올린 금액이란 말씀이십니까.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 다카기 마스터로(高木益太郎) 의원
야마가타(山縣)씨에게 묻겠습니다만, 어제 청원위원회(請願委員會)에서 고쿠보 기시치(小久
保喜七)군의 소개에 힘입어, 조선신사(朝鮮神社)에 봉안된 신체(神體)와 관련되어 청원했을
때 잠깐 견해의 일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조선의 동화정책에 대하여 특별회의 예산위
원회에서 당신이 마침 출석하지 않으셨던 때에 다른 정부위원의 심히 냉담한 답변을 듣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조선인에 대한 충군애국의 관념은 어떤 방법으로 갖게 할
것인가요. 이것은 제38회 의회에서도 때마침 다카타(高田) 문부대신(文部大臣)이 문부성의
예산위원회에서 역시 같은 질문을 한 부분인데, 도무지 요령부득이었습니다. 조선인에 대한
동화정책―충군애국의 사상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 갖게 할 것인지를 질의했었지만 다카타
(高田) 문무대신은 대부분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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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제39회 의회에서 조선총독부의 정부위원이었는데 그 답변도 역시 납득이 되지 않았습
니다. 막연하게 칙어에 의한다는 것뿐으로―저는 대만에 갔을 때 대만신사에 대만인 몇 명
이 참배하는가에 대해서도 다소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조선신사의 신체(神體)에
대하여 실로 종종 궁내대신(宮內大臣)에게도 청원이 있었고, 또 데라우치(寺內)씨가 조선총
독으로 있었던 시대에도 종종 청원이 있었던 사실을 들었습니다. 데라우치(寺內)씨가 소시모
리(曾尸茂里) 부근까지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제 청원위원회의 상황을 물어 보
니 고쿠보 기시치(小久保喜七)군이 소개한 청원의 취지에 따르면, 조선신사에 대해서는 꼭
조선에서 가장 공로가 있는 조선인, 한일합방에 공로가 있는 분을 제일 먼저 제신(祭神)으로
받들고 싶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한 양국의 관계에서 가장 밀접한 공로자를
기리고 싶은 것인데, 현재 가깝게는 조선의 황족과 우리 황실 간에 특별한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국민으로서 매우 기뻐할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이에 왕왕
오해를 하는 자가―조선의 황실에 대하여 어쩐지 경멸하는 것 같은 관념을 가지는 사람이
만일 한명이라도 있다고 하면, 이는 정말로 미안한 일입니다.
이 제신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하면 조선인의 신앙심을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먼저
한일합방에 힘쓴 사람을 기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서기
(日本書紀) 혹은 신대기(神代記), 고사기(古事記), 신대총화(神代叢話), 연희식(延喜式) 등등
다양한 문헌에서 찾아보면, 신대에 우리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 누구인가 하면 이자나
기노미코토(伊弉諾尊), 이자나미노미코토(伊弉冊尊)에 대하여―이는 신대의 이야기로 다카마
가하라(高天ヶ原)의 문제입니다만, 이자나기노미코토(伊弉諾尊), 이자나미노미코토(伊弉冊尊)
의 조칙(詔勅)에 ‘네노쿠니(根ノ國)를 다스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노쿠니(根ノ國), 즉 조
선부터 쭉 이어져 만주, 몽고(蒙古)에 걸친 일대입니다. 그 조칙을 받들어 이즈모(出雲)의
히노카와(簛ノ川)에 나타나셨던 신은 스사노오노미코토(素盞鳴尊)로, 이소타케루노미코토(원
문-五十梟尊, 일본서기에는 五十猛神)를 이끌어 조선의 소시모리(曾尸茂里)로 (원정을) 나
가셔서, 오늘날까지 현재 소시모리(曾尸茂里)에 조선신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인과 일본인은 동일종족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교과서와 그 밖의 문제는 총체
적으로 이 점에 대하여 조선인은 결코 경멸할 만하지 않다, 이즈모(出雲)민족과 모두 같은
민족이다, 일본인과 조선인은 같은 인간이다, 이런 데에 집중시키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
라고 우리들은 믿고 있었는데, 그 후에 조선에 가서 보니 교과서에는 스사노오노미코토(素
盞鳴尊)의 사적(事蹟)이 조금밖에는 쓰여있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교과서에도 스사노오
노미코토(素盞鳴尊)가 조선을 위하여 마음을 쓰셨다, 고심하셨다는 부분이 현저하게 쓰여 있
습니다.
왜 조선신사에서 스사노오노미코토(素盞鳴尊)를 모시지 않는 것입니까. 물론 선제폐하(先帝
陛下)와 아마테라스스메오카미(天照皇大神)를 모시는 데에 이의가 있을 리 없을 뿐 아니라,
두 손 들어 찬성합니다. 데라우치(寺內) 총리대신께 듣자니 요하시라(四柱)의 신(일본서기에
등장하는 다카마가하라(高天原)의 세명의 신, 즉 아메노미나카누시노카미(天之御中主神), 다
카미므스비(高皇産霊神), 가미무스비(神皇産霊神)와 아마테라스오미카미(天照大神)를 더한
네 명의 신을 가리킴)을 모십니다. 혹은 말사(末社, 본사에 소속된 작은 신사), 섭사(攝社, 본
사의 제신과 인연이 깊은 신을 모신 신사)에는 하얼빈(合爾濱)에서 돌아가신 이토(伊藤)공작
―혹은 야마가타(山縣)통감이라고 해도 백년 후에는 말사에 모시게 된다면 절대 이의는 없
습니다. 조선을 위하여 진력을 쏟으신 분을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의가 있을 리
가 없습니다. 신을 공경하고 조상을 숭배하는 기본을 세운다고 하여 지금 가토 기요마사(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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藤淸正)를 모시거나 혹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를 모신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선인이
이의를 가집니다―반감을 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삼한(三韓)정벌에 대한 역사는 이사(李斯)의 왕조에서 불태워 버렸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혹은 이런 일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소시모리(曾尸茂里)의 스사노오노미코토(素盞鳴尊)의
사적에 대해서는 신사가 있어서, 조선의 국내에 있는 사적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신대
에 이자나기노미코토(伊弉諾尊), 이자나미노미코토(伊弉冊尊)의 조칙을 받들어, 스사노오노미
코토(素盞鳴尊)가 네노쿠니(根ノ國)에 강림하셔서 고심하신 것입니다. 한일합방의 근본은 여
기서 시작하여 조선뿐 아니라 몽골에서 만주에까지 이르게 한 훈공이 명백합니다.
오늘날 야마가타(山縣)씨가 안온하게 계신 것은 스사노오노미코토(素盞鳴尊)의 덕분으로 바
로 이것이 건국의 기초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사를 건립하는 것은 건국의 기초
기 되기 때문에 스사노오노미코토(素盞鳴尊)를 모시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제 설명하신 것을 보면 스사노오노미코토(素盞鳴尊)가 이즈모(出雲)의 히노카와(簛ノ川)로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당신이 때때로 일본에 귀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에서 출정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때때로 일본으로 돌아오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역
사에 의거하여 여러 가지 일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연희식(延喜式)에도 고사기(古事記)에도
출정하신 것은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조선의 역사에도 있습니다. 조선에는 지금 신사도 있
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장 드러내서 제사지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대련(大連)
신사에서도 스사노오노미코토(素盞鳴尊)를 모시고 있고, 또 대만에서도 모시고 있습니다.
당신이 서기관으로 있었던 곳의 대묘(大廟, 이세신궁(伊勢神宮)의 이칭)와 아쓰다(熱田)신사
에서는 무엇을 모실까요. 스사노오노미코토(素盞鳴尊)가 야하타노오로치(八頭ノ大蛇)를 퇴치
하시고 그 무라쿠모노쓰루기(叢雲ノ劍, 구사나기노쓰루기(草薙劍)라고도 한다)를 모시고 있
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로 이를 무시하는 것은 일본의 역사에 오점을 끼치는 것과 같습
니다. 아무래도 조선의 교과서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지나(支那)의 역사를 보면
신농(神農)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를 스사노오노미코토(素盞鳴尊)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그에 당신이 반대의 논리를 펼치면 우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궁내성에도 점점 많은 청원서
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은 국사(國史)에도 쓰여 있습니다. 태정관부(太政官符)에서
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이치현(愛知縣)의 서기관이 되셨는데, 아쓰다(熱田)신
궁에서 무엇을 모시고 있는지, 그리고 무사시(武藏)의 대궁(大宮)인 히카와(氷川)신사는 어
떤지, 그리고 기온(祈園)신사, 야사카(八阪)신사는 모두 교토(京都)의 관폐대사(官弊大社)로
여기서는 누구를 모시는지 말하자면, 즉 스사노오노미코토(素盞鳴尊)를 모시고 있습니다. 스
사노오노미코토(素盞鳴尊)를 믿는 사람이 일본에 몇 백만 명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어느 정
도나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테라스스메오카미(天照皇大神)는 여신이시며, 스사노오노미코토(素盞鳴尊)는 남신으로
해외발전의 신이시십니다. 적극적인 이 신을 모시지 않는 것은 조선의 역사를 무시하고 일
본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다. 조선신궁의 예산안이 나와 있지만 누구를 모신다
는 신체(神體)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신체가) 쓰여 있지 않는 것은 매우 무례한 일이므로
좀 더 깊이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일본의 역사를 깊이 생각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기밀비
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이 일에 대하여 깊은 심려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다카기(高木) 의원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정말로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만, 학자들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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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서 어제 청원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일은 그냥 참고로
만 어떤 생각이었는지 말씀드리자면, 아마테라스스메오카미(天照皇大神)와 메이지천황, 두
기둥을 모시는 데에 우선 힘쓰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 조정에서 분부가 있으셨던 것은 아니
기 때문에―관폐대사라 하는 것은 아시는 바 대로 분부가 있으셨기 때문에 이 두 기둥을
모실 예정입니다. 그것은―실은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스사노오노
미코토(素盞鳴尊)가 거기에 없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반대하는
주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정하지 않았다는 둥, 혹은 일단 의혹이 있다는 설도 있기 때문
에, 우선 누가 보더라도 아마테라스스메오카미(天照皇大神), 메이지천황 이 두 기둥에 대해
서는 반대가 있을 리 없어서 이 두 기둥으로 하면 어떨까 하여 그렇게 된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에 제가 부정을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연구해야 하는
것은 연구를 해야 하겠지만 지금의 추세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종
종 쓸데없는 시시한 말을 한다면 그것은 모두 무학, 문맹인 놈들이라는, 당신의 말대로 라
면, 그것도 그것(그렇겠지만), 그러나 그런 자들 외에도 박사 등 훌륭한 사람도 역시 여러
가지 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요컨대 그 같은 주장이 있다면, 우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 이 두 기둥만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 다카기 마스터로(高木益太郎) 의원
요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란상인(新鸞上人, 가마쿠라 초기의 승려로 정
토진종의 개조)은 없다, 변경(辨慶, 가마쿠라 초기의 승려)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안중에 둘 만한 것이 아닙니다. 스사노오노미코토(素盞鳴尊)가 조선
에 출정하신 일은 이즈모대사(出雲大社)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쿠니누시(大國主)라
는 (스사노오) 자신의 아들에게 이즈모(出雲)를 위임하고 쓰시마(對馬)를 경유하여―이 곳에
는 기온(祈園)신사가 있습니다. 이 쓰시마를 거쳐 조선에 건너가셨습니다. 조선에서는 단군
이라고 부르는데, 조선의 역사에도 또 조선연보(朝鮮年譜)의 제3쪽에도 확실히 쓰여 있습니
다.
이소타케루노미코토(五十梟尊)와 함께 오셔서 조선을 개발하였던 일이 쓰여 있는 것은 아닐
까요. 스사노오노미코토(素盞鳴尊)가 조선에 오셨다는 것은 그로써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
고 스사노오노미코토(素盞鳴尊)는 돌아가실 때 쓰시마로 건너 가셔서, 그리고 쓰시마에서 보
면- 오늘날의 오와리(尾張)의 쓰시마(津島)로 천좌(遷座)하셔서―이것은 흠명(欽明)천황의
시대입니다. 확실히 일본의 종사(宗社)로 우두(牛頭)천황, 우두천황을 ‘소시레루’, 조선어로
번역하면 우두천황이 됩니다. 흠명천황이 쓰신 칙액(勅額)마저 있습니다. 조선어로 ‘소시레
루’입니다. 태정관이 1천2백석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 검(劍)은 아쓰다(熱田)의 신궁에 봉
안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이세(伊勢)신궁에 뒤이은 격(格)입니다. 그것을 구구하게 통감부의
관리가 부인한다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천하에 얼마나 큰 문제
가 될는지 모릅니다. 또 도대체 어떤 학자가 스사노오노미코토(素盞鳴尊)가 이즈모(出雲)에
서 조선으로 출정하지 않으셨다고 하는지, 단지 막연히 출정하지 않으셨다고 신문에라도 기
고하면 큰일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경신숭조(敬神崇祖)의 도리를 생각하지 않으면 일본건국
의 기초를 위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조선을 연결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조선이 선조가 같습니다. 스사노오노미
코토(素盞鳴尊)의 영(靈)이 신공황후(神功皇后) 시대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신공황후(神功皇
后)가 돌아오신 뒤부터 스사노오노미코토(素盞鳴尊)를 모시고 있습니다. 신공황후(神功皇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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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본에 돌아오셔서 곧바로 기온(祈園)신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훌륭한 것을 구비하셨습
니다. 태정관에서 1천2백석이거나 8백석이거나 확실히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무성
에서 오래도록 일하셨고 신사국장(神社局長)으로도 계셨기 때문에 스사노오노미코토(素盞鳴
尊)가 어느 신사인지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전에 당신이 말했기 때문에 어
젯밤 조사해 보았지만 없었습니다. 이 일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잘 생각하셔
서 결정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총리대신은 이의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다고 합
니다.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사(요시우에 쇼이치로, 吉植庄一郎 의원)
정부위원.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어제부터 제가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는 듯이 간주하고 계셔서, (다카기 마스터로(高木益太
郎) 의원 ‘당신이 반대하신다면 바로 신벌(神罰)을 받습니다’라고 외침.) 반대하고 있는 것처
럼 생각하셔서 거듭 질타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만, 실은 지금 말씀드린 사정이 있어서
(신사에 모시는 신체에) 넣는다, 넣지 않는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기둥으로
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까다롭게 말씀하실 까닭이 실로 없습니
다. 연구해야하는 것이라면 연구하겠습니다. (다카기 마스터로(高木益太郎) 의원 ‘조선의 관
리가 그렇게 멍청하면 곤란합니다’라고 외침.) 연구해야하는 것이라면 연구를 해 주시오라고
하시면 저는 연구해야 하는 것이라면 연구하겠다, 이것으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답변은 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 다카기 마스터로(高木益太郎) 의원
지금부터 연구한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2년 3년 지나서 야마가타(山縣)라는 인간은 조선에
갔는지 안 갔는지 의문이다, 라고 해도 일본의 국사(國史)에 (조선에) 가셨다는 일이 확실하
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만 변명하고 있으면 정말로 폐를 끼치는 것입니다. 착착 결정하는
게 어떻습니까. 역대 정부가 계속해서 존숭하고 있는 사실을 모른 채로 일개 통감이 지금부
터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냉담한 말을 하신다면 저는 당신한테
질문을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위원(야마가타 이사부로, 山縣伊三郞)
제가 연구한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연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괜찮치
않습니까.
(다카기 마스타로(高木益太郎)군 ‘당신은 통감 자격이 없다’라고 외침)
◯ 마키야마 고조(牧山耕蔵) 의원
한 가지 더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조선총독부의 조직이 아무래도 과장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독부 정무총감 외에도 칙임관(勅任官) 수가 72명이나 있습니다. 그런
데 이와 관련하여 예산에 대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관에서 이번 세관장(稅關長)으로
칙임을 두었는데, 어디에 둘 것인지를 물었는데 확실히 부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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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요시우에 쇼이치로, 吉植庄一郎 의원)
마키야마(牧山)씨. 6시가 되었는데 내일 오전에 합시다. 지금 스사노오노미코토(素盞鳴尊)
등이 나와 예정이 빗나가서 내일-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개회합니다.
오후 6시 6분 산회(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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