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5회 제국의회 중의원 예산위원 제2분과(내무성소관)
회의록(필기속기) 제2회

1914년 12월 19일 오전 11시 28분 개회
출석위원은 다음과 같다.
사이토 게이지(斎藤珪次) 의원
우에노 야스타로(上埜安太郎) 의원
야기 이쓰로(八木逸郎) 의원
이시쿠로 이와오(石黒磐) 의원
시마다 사부로(島田三郎) 의원
나가시마 류조(長島隆二) 의원
아리타 온조(有田温三) 의원
이번 달 17일 본 분과위원 모리쿠보 사쿠조(森久保作蔵) 의원이 사임하고 보결로서 이번 달
18일 사와 라이타로(沢来太郎) 의원이 당선되었다.
오늘 가와하라 모스케(川原茂輔) 의원 조 하루토(長晴登) 의원은 본 분과 겸무가 되었다.
출석정부위원은 다음과 같다.
내무차관 시모오카 주지(下岡忠治)
내무성 신사국장 법학박사 이노우에 유이치(井上友一)
내무성 지방국장 와타나베 가쓰사부로(渡辺勝三郎)
내무성 경보국장 야스코우치 아사키치(安河内麻吉)
내무성 위생국장 나카가와 노조무(中川望)
내무성 토목국장 고바시 이치타(小橋一太)
내무성 서기관 홋타 미쓰구(堀田貢)
내무기감 공학박사 오키노 다다오(沖野忠雄)
조선총독부 철도국기감 공학박사 오야 곤페이(大屋権平)
조선총독부 탁지부장관 아라이 겐타로(荒井賢太郎)
조선총독부 총무국장 백작 고다마 히데오(児玉秀雄)
대만총독부 민정장관 우치다 가키치(内田嘉吉)
대만총독부 재무국장 나카가와 도모지로(中川友次郎)
북해도장관 니시구보 히로미치(西久保弘道)
사할린청 장관 오카다 분지(岡田文次)
북해도청 토목부장 하사모토 마사하루(橋本正治)
회의에 오른 의안은 다음과 같다.
1915년도 세입 세출 총예산안(내무성소관)
1915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예산안(내무성소관)

예산 외 국고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필요로 하는 건(내무성소관)
(전략)

○주사(사이토 게이지, 斎藤珪次)
특별히 질문이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서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총독
부 부분부터 시작합니다. 조금 말씀드리자면 어제 내무본성 소관에 대해서는 행정정리의 대강
의 요지, 그 밖의 신규요구 등에 대해서 대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의미에서는 어떻습니
까?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방침을 대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조선총
독부의 내년 예산 세입 총액이 5914만 9981원입니다. 세출도 이것과 동액입니다. 이것을 전
년도와 비교하면 22만 7619원 감소했습니다. 조선총독부 내년도 예산은 올해 봄 의회 협찬을
거쳐서 조선총독부의 재정독립계획 즉 올해부터 5개년 간에 조선총독부 재정은 중앙정부로부
터 보충금을 받지 않고 독립한다는 계획을 전년도에 세웠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내년도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보충금이 올해는 900만 원입니다만, 그 계획에 따라서 내년은
100만 원을 줄여서 보충금은 800만 원에 그칩니다. 1915년도 보충금이 전년에 비해서 백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조선총독부가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동시에 1915년도 세입
도 정하였습니다. 그 예정액과 비교하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액이 현저하게 축소되어 140만
원이 감액됩니다. 이렇게 된 주된 원인은 주로 이번 시국의 영향으로 관세 수입이 예정액에
도달하지 않았고 철도, 우편, 전신, 전화 등의 수입이 예상 액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예상하고 있던 세입액과 비교하면 14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원래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
면 세입은 다소 증가했지만, 5개년 계획의 작년 예정과 비교하면 14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
로 인해 이 계획을 시행하는데 경비를 절감하지 않으면 도저히 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내년
총독부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정리 또는 경비 절약이라는 의미에서 경상부 각

欵에서 85만

7542원, 그리고 임시비 각 款을 통해서 179만 8060원 합계 265만 5602원을 줄였습니다. 이
감소액 가운데 경상비 각 관에서 축소한 것은 주로 보통 경비를 축소한 것으로 봉급, 청비(廳
費), 여비 등에서 각각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것의 명세표는 예산에 첨부했으니 봐 주시길 바
랍니다.
그리고 임시부의 市에서 혹은 사업의 이월이라든가 일시 연기로 임시부는 축소하였기 때문에
임시부에서도 이월에 의해서 경비를 축소한 것이 이 가운데 포함되었다는 것을 숙지해 주셨으
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앙의 행정정리에 동반해서 조선의 사업비도 이월할 수 있는 한 이
월했습니다. 시국이 시국인 만큼 공채지출에 속하는 사업비는 가능한 한 이월해서 공채를 모
집하는 방침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한 중앙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임시부에서 지금 말씀
드린 179만여 원에는 조선에서 공채로 지출하는 도로, 축항, 철도 이 세 가지 비용을 137만
원만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공채모집금액을 가능한 한 축소한다는 방침에서
이 이외에 백만 원만은 공채를 모집하지 않고 보통 세입으로 지출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말씀드리면 13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만, 재원에서 보면 공채 모집 예정액에 대
해서 감소한 것이 237만 원입니다. 이 237만 원 가운데 137만 원은 사업의 연기 비용, 그리
고 100만 원은 보통 세입으로 지출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채를 모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

체로 이러한 방침에 의해서 본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조선총독부 세출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경비에서 가능한 한 절약하고
기정의 사업비에서도 이월할 방침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세출에 대해서는 5개년계
획 때 말씀드린 대로 조선에서는 어디까지나 경비는 절약하지만 조선개발에 필요한 사업은 하
루라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선에서 증세를 해서라도 이 부족분을 보충해서 개발을 지
체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이 예상대로 들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조선총독부 예산에 새로운 사업을
편성한 것은 조선총독부 청사비입니다. 이것은 3년간 총독부 청사 건축에 대한 조사비를 요구
했습니다. 대체로 설계와 그 밖의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에 따라 내년부터 8개년 간 계속비로
총액 300만 원으로 조선총독부 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할당액으로 내년 20만 원을 편성했
습니다.
그리고 원산의 세관 공사, 이것은 지금까지 매우 불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원산과 경성 간의
철도가 이미 개통되어 바다와 육지의 연락을 완성시킬 필요가 있어 원산항을 수축(修築)하기
위해 156만 원의 비용으로 내년 이후 5개년 간 계속해서 원산항을 수축합니다. 이것은 지금
원산항의 무역 정도에 따라서 다소 편의를 제공하는 것 정도로 지출한 것입니다. 즉 3천 톤
정도의 배가 2척 내항에 들어와서 계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원산항은 매우 풍파에 취약한 곳이었습니다. 외부에 항해하는 모든 기선은 항구 밖에 정박했
습니다. 따라서 뱃짐을 풀기가 매우 곤란하여 이 불편을 없애기 위해 상당한 수축을 계획했습
니다.
그리고 경성의 水道, 이것은 이미 부설되었지만 점점 경성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종래의 수도
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종래의 수도는 외국인이 구 한국정부의 특허
를 얻어서 부설했습니다. 그것은 2,3년 전에 총독부에서 매수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불안전합
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경성에 수도를 부설할 즈음 인천의 수도를 구 한국정부가 계획한 때에
는 인천 수도의 수원지가 경성을 3리 정도 떨어진 영등포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수원지를
만들 때에 필요하다면 수원지에서 경성에도 분수(分水)가 생기는 것을 예상하고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성 종래의 수도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영등포의 수원지부터 경성 수도에 분수
를 세우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비용을 올해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의 착평(鑿平)공사입니다. 부산과 초량 사이에 산이 2개 있습니다. 이 2개의 산이
부산과 초량 사이를 차단하고 있어 매우 불편합니다. 이 두 개의 산을 깎아서 부산과 초량 사
이의 교통을 편리하게 하고 깎아 낸 다음에 해안을 따라서 철도를 부설하고 나서 이와 함께
창고나 그 밖의 여러 가지 시설을 건설해서 부산항을 완전히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그런 계획
으로 부산민단이 한국정부에 착평공사를 청원했습니다. 한국정부가 조사한 결과 매우 필요한
공사라고 판단하여 부산민단이 그것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비용은 착평한 토지를 매각해서
그것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착평공사가 부산민단의 힘으로 곤란하다면 한국정부는 이 공
사를 모두 계승해서 한다는 계약이 성립되어 부산민단이 107만 원의 돈을 빌려서 착평했습니
다. 그런데 훌륭히 완성되어서 지금은 통행도 되고 그 후에는 여러 건물도 세워졌습니다만,
이 불경기로 인해 토지가 쉽게 팔리지 않아 그래서 팔다가 남은 토지를 제국정부가 매수했습
니다. 매수해서 후일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다려 이것을 매각할 것입니다. 부산민단의 힘으로
도 감당할 수 없어 부산 착평지를 매수한 비용이 올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해 항로보조는 올해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내년부터 새롭게 보조해야만 합니다.
새롭게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래의 선로를 그대로 계속한 것 기왕의 경험에 비추어 다소

선로를 변경해거나 증가하는 것을 포함해서 새롭게 항로보조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은 전년과 비교하면 증가했습니다. 항로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이 밖에 기정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비용을 늘린 것이 다소 있습니다. 대체로 새로운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사업에 그쳤습니다.

○주사(사이토 게이지, 斎藤珪次)
방금 설명하신 보조비 증감 가운데 동양척식회사에 10만 원의 보조금을 증액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하나…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동양척식주식회사 보조는 법률에서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년 전인가 척식회사 이익을 조
사해 본 바 20만 원은 필요하지 않다, 20만 원 정도가 적당하기에 20만 원의 예산으로 요구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 배당을 해 보니 20만 원으로는 도저히 부족해서 10만 원을 보충비 용
도로 요구해서 3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내년도 도저히 20만 원의 보조로는 부
족합니다. 작년은 현재 7%를 배당해서 30만 원을 보조해도 다소 전년도 이월금을 사용해서
배당했습니다. 내년도 아마도 쌀 가격이 내릴 것이기 때문에 30만 원을 보조해도 많이 곤란하
지 않을까 생각되어 20만 원 요구하더라도 결국 보충비 용도에서 10만 원을 늘릴 것이 분명
하여 30만 원 요구했습니다.

○주사(사이토 게이지, 斎藤珪次)
조금 전 설명 중에 수도 확장, 수도는 외국인으로부터 매우 높은 가격으로 어쩔 수 없이 구입
했다고 하셨는데 당시 당분간은 수도 확장비 등은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
니다만, 그러한 것은 없었습니까?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그 때 분명히 계산서를 제출했습니다. 먼저 수도를 구입해서 수도에

장래 너무 쓸데없는 비

용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큰 비용은 필요하지 않아서 계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소 간의 예산은 필요하기에 매년 지금까지 청구하고 있
었습니다. 올해는 경성 지구가 확정되어 도저히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영등포의 물을 이쪽에
끌어 오는 데에 10만 원이 필요하였습니다. 큰 확장은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히 수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주사(사이토 게이지, 斎藤珪次)
그렇다면 우리들이 전에 생각한 것보다도 수량이 적고 인구 증가 등에 따른 확장은 불가피한
데, 그것은 어느 정도를 유지할 생각입니까? 경성은 날로 번영해 가고 있는데, 2년이나 3년에
곧 확장하는 것입니까? 10년 지나면 도저히 지금 수도계획으로는 부족하고, 더욱 개조해야 하
는 것 아닙니까?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경성이 매우 발전하면 어떻게 될지 거기까지는 보증할 수 없습니다만,

인천 수도를 설치할

때에 경성에서는 외국인이 수도부설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정부
의 생각으로는 만약 외국인이 수도를 부설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면 인천의 수
원지(水源地)에서 경성에 끌어 올 계획이었기 때문에 인천의 수원지인 영등포 저수지를 크게
설비했습니다. 이것은 인천이 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남기 때문에 이쪽에 수
원을 나눠오면 쉽게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경
성 수도에서 가장 부설이 필요한 용산에 수도를 부설할 계획입니다. 종래의 저수지만으로는
부족하니 영등포에서 끌어오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만, 영등포를 사용하면 장래 부족하지는 않
을 것입니다.

○나가시마 류조(長島隆二) 의원
조선에 대해서 관항(款項)에 걸친 설명을 듣기 전에, 조선 재정계획의 기초가 되는 문제에 대
해서 일단 묻겠습니다. 조선 경영이 충분한 성적을 거두기을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방면에서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조선의 재정계획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
는 점은 정화(正貨) 유지 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선에서는 수입이 많고, 이입이출 관
계에서 이출이 적고 이입이 매우 많아 조선에서는 정화유지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것이 조선
은행의 정화유지가 곤란하게 되어 사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설명으로는 5년 계획에
의해 5년 계획이 완성된 후는 정부로부터 보충은 없어지게 되어 재정상 전망이 서서 좋습니다
만, 지금 재정상 보충금과 차입금이 필요한 것은 재정상만이 아니라 조선의 정화를 유지하는
데에서도 보충금이 있고,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 외 척식은행의 사채 발행 등 여러 가지 방법
으로 정화를 보충하지 않으면 조선의 이입초과에 대해서 정화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
다. 조선의 재정을 독립시켜 경제 독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화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정화 부족이 지금대로 계속되면 어떠한 형태로든 돈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민간으로부터는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선총독부가 차입을 하든지 보충금과 같은 형태로 보조
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5년 후라고 말씀하십니다만 조금 빠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조선의 정화를 유지하고 독립할 수 있는 전망이 지금 서 있습니까? 또 어떠한 방법으
로 독립을 도모할 계획입니까? 이것이 조선을 경영하는 근본이 되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도 재정문제는 세간에서 이래저래 이야기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근본문제는 정화문제
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일본에 비해 정화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조선은행이 (정화보유
량이) 많은 편입니다. 조선에서 이 문제를 일정부분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안심할 수 없습니
다. 대만 상황이 매우 좋은 것은 세입 사정이 좋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관계가 좋기 때문입
니다. 대만의 경영은 상당히 안심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조선을 위해서는 정화보유확보
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 문제라든가 총독부의 경영방침이라든가 산금(産金)장
려라든가 혹은 광물의 채굴을 장려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대체로 어떠한

전망입니까? 어떠한 계획입니까? 저도 안심할 수 있도록 대략적인 설명으로도 상관없으니 부
탁드립니다.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지금 나가시마 의원의 질문은 조선과 관련된 매우 유익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선 당국자
도 이 점을 깊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화 유지가 곤란하다는 것은 결국 조선의 수출입이 매우 균형
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년 전이 가장 불균형했는데, 3천만 원 내지 4천만 원씩 이입초과하
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것을 해결하는 데 정화가 부족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국에서

도 여러 가지 조사했습니다. 조사해 보니 무역 상황이 그대로입니다. 그 결과는 나가시마 의원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조선은행의 정화 유지는 매우 어려워 다방면에서 정화를 보충했습니다. 이것은 만약
예산에 정한 대로 즉 공채 모집이 그 전에 가능했더라면 조선은행의 정화유지는 아무런 고충이 없었
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채를 모집하는 대신에 일시 차입금으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은행에서 가장 많을 때에
는 1200여만 원, 지금도 750만 원 빌리고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 정화유지가 아주 곤란합니다. 이것
을 공채로 바꾸면 결국 조선은행의 정화유지에는 곤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으로 자연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에서 이출입의 불균등이 발생한
하나의 원인은 조선 국외로부터 보충금과 조선 외부로부터 들어온 돈에 있습니다. 조선인은 한국병합
당시에 2천만 원의 공채를 은사금으로 받았습니다.
특히 이 은사금은 시혜적으로 조선인의 손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조선에서 물가가 등귀
하고 수입을 촉진했고 그 결과 이출입이 불균등해 졌습니다. 조선에서 해외로부터 돈을 의존하게 되
면 자연히 물가가 등귀해서 이출입이 불균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충금이나 공채로 그것을
결제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조선 재정을 독립시켜 가능한 한 자국 경제에서 운영해 나가
게 되면 자연히 이 이출입이 균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해외의 자본을 들여오지 않고 조선과 일본의 자금으로 일을
해나갈 수만은 없습니다. 결국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작년 즈음 조선의 이출입을 보면 현
저하게 불균형한 상황입니다. 재작년이 약 4천만 원 이입초과였고, 작년은 3천만 원 부족했습니다. 지
금(地金)- 금광을 산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합치면 약 천만 원 정도 있으니 2천만 원이 부족합니
다. 올해는 더욱 줄어 현재 약 1500만 원 정도 준 상태입니다. 이것은 조선 경제가 독립함에 따라서
한편에서 보충금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수출입은 평균치를 찾아갈 것이지만, 조선총독부에서는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 시점에서 조선의 산업을 힘껏 장려하고 있고, 산업을 장려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조선의 산업에 대해서 이것을 장려해 나간다는 방침을 총독부 설치 이후
취해 왔습니다만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방면에 힘을 더욱 쏟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고 판단하여 농업과 그 밖의 분야를 조선총독부에서는 가능한 한 장려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외 광산, 모든 산업에 대해서 먼저 충분히 장려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수출에 편의를 제의하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도 저리 자
금을 융통하는 방법으로 산업을 장려해 가는, 방침을 취하고 있습니다.
총독부는 한편으로는 재정을 독립해 가는 동시에 작년 재정독립 때 말씀드린 대로 조선개발은 하루라
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경제력을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재
정을 독립시켜도 경제상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꼭 조선개발을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증세를
하고 산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년 지나면 그 효과가 나타나서 조선 경제는 개선해 나가
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총독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해 무역도 시국으로 인해 수입은 줄어들었지만, 수출 역시 작년에 비하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600만
원 정도 증가해서 이 방침으로 나가면 반드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산업을 장
려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에노 야스타로(上埜安太郎) 의원
조금 전에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보조금을 10만 원 증액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보조에
대해서는 매번 결산위원회에서도 논의되었고 잉여금이 많이 남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도 결산표가 있으시다면 나중에 조사하신 후에 회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작년 의회에서 조선 지조증세에 대해 청원이 있어 진정위원이 나가기도 해서 논
의했습니다만. 실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고로 듣고 싶습니다.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동양척식주식회사 이익 처분은 여기에 표가 있으니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우에노 야스타로(上埜安太郎) 의원
부탁드립니다.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1912년 1913년 조금-- 작년 언저리는 분기만으로는 부족한 계산입니다. 전년의 이월을 사용
해서 겨우 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조증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조 인상에 대해
서 다방면으로 이쪽에 운동원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실
행할 때 모든 도의 도장관으로 하여금 증징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시켰습니다. 그리고

市街,

宅地에 대해서는 각 시가에 있는 일본인이 운동했기 때문에 시가, 택지의 평가가 너무 높았습
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조사해 본 결과 지금의 시가와 비교하면 3년 전의 시가로 평가되어
높은 곳이 있어서 각 지방의 의견을 수렴해서 각 지방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택지는 먼저 도 장관의 의견대로 수정했기 때문에 이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의 지조에 대해서 지조는 4할 증가되었지만 동시에 부가세를 현저히 줄여서 지금까지는
일본의 정촌비에 상당하는 비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조 1원에 대해서 50전, 즉 ‘100분의 50’
까지 부과세를 부과하게 되었던 것을 ‘100분의 20’으로 인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조는 국세에서 4할 증가했지만 부가세에서는 지금처럼 ‘100분의 50’을 ‘100분의 20’으로 내
린 결과, 빼고 나면 실제 1할 정도의 증액에 그쳤습니다. 가능한 한 부담은 크게 변하지 않게
할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 취지로 실시에 착수해 아직 제1기는 지금 처음으로 징수
하고 있습니다. 징수하고 있는 성적을 보면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미가(米價)가 일본과 함께 매우 내렸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지주, 대지주들이 일반에
서는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징수도 온화하게 끝나서 큰일은 없습니다.

○우에노 야스타로(上埜安太郎) 의원
조금 전의 설명에 의하면 점점 경비를 절약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독부 청사 신축
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참아 오신 거라면

좀 더 참을 수 없습니까?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지금 청사가 있는 곳은 원래 일본인 거류지여서 남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게다가 통감부 시절
의 건물로 매우 협소한 건평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를 병합하여 증축이 필요했는데 가건축해서
고저(高低)를 잡다하게 증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청사는 집무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볼품
이 없고 가건축이라 앞으로 오래 보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비를 요구해서 조사해서
원래 이왕가가 소유하고 있는 경복궁을 이왕가로부터 양도받아 지금은 총독부가 소유하고 있
습니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경성의 시구(市區)를 개정할 작정입니다. 이것은 다년 계획으
로 총독부 청사를 적당한 장소에 세워서 멋진 조선의 중앙 관아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에 조사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계속비로 이것을 건축할 것이므로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우에노 야스타로(上埜安太郎) 의원
방금 전에 임시부의 부산 착평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부산민단이 가지고 있어 처리
에 곤란해 하고 있으니 정부에서 구입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정부는 구입해서 장래 처리할 전
망은 있습니까?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정부가 구입하면 때를 기다려서 매각할 작정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곳에 있으니 다년간에는
훌륭히 매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매각이 끝난 토지가 4200평 정도입니다만, 이 대
금 22만 원 1평 당 50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불경기라서 매각이 힘듭니다. 그러나 부산 민단
이 빌리고 있습니다. 차입금 기한은 내년까지고, 107만 원 중 상환하고 남은 91만 원이 있습
니다만, 도저히 내년까지 나머지 2만 2천 평을 매각할 수 없어 매수하려고 합니다. 점차 경기
가 회복되기를 기다려 매각하면 기존의 경험으로 볼 때 부채를 빼고 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에노 야스타로(上埜安太郎) 의원
평수는 어느 정도고 1평의 대금은 얼마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정부위원(아라이 겐타로, 荒井賢太郎)
착평한 총 평수는 44,874평, 그 가운데 도로 부지가 16,233평을 취하면 나머지 28,641평이
매각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그 가운데 4,225평은 이미 매각이 끝났습니다. 이 일은 정부가
꼭 인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착평사업을 할 때에 공채를 모집했습니다만, 부산의 공채모집
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원리상환 보증을 했기 때문에 부산민단이 공채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정부가 대신해서 상환하도록 보증했습니다. 지금 기한이 다가오고 있고, 정부 소유로 옮겨 정
부 부채로 두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사(사이토 게이지, 斎藤珪次)
이것으로 휴식하겠습니다. 오후는 전례에 따라 본회 중 의장의 허가 없이 개회해도 상관없으
니 1시부터 개회하기로 합니다.
(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