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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抄錄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 인천부 급수 운영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동향을 살
펴봄으로써 일제하 공영사업의 성격을 구명한 것이다. 
  1883년 개항된 제물포 일대에 거주하게 된 외국인들은 위생의식 근거하
여 상수도의 설치를 대한제국 정부에 요구하였다. 특히 일본 거류민들은 급
수위원회를 조직하여 수도 부설을 추진하였으나 고비용의 문제로 실패하였
다. 을사늑약 체결 이후 통감부에서는 장래 横浜와 같은 무역항의 역할을 담
당할 도시로 인천을 상정하였다. 통감부는 거류민 급수뿐만 아니라 무역항의 
선박급수를 목적으로 상수도 부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910년 12월 조
선에서 5번째로 인천 수도를 개통하였다. 수원지는 당시 행정구역상 시흥군 
북면 일대 노량진에 조성되었다. 이후 급수량 부족으로 곤란을 겪던 근교 지
역에 분기급수를 실시하였는데 1914년 영등포, 1918년 경성 순이었다.
  일제강점기 상수도의 경영은 경영주체에 따라 조선총독부 경영인 ‘官營’과 
지방단체 경영인 ‘府營’으로 구분된다. 조선총독부가 경기도청에 위탁경영한 
관영 체제하 인천 수도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였다. 선박급수와 수도 수익을 
목표로 한 조선총독부 경영 체제의 적자가 계속되자 총독부는 府營化를 추진
하여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부영화는 경성부의 만성적인 
급수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기도 하였다. 府制 실시 이후 인천부의 
재정 상태는 수도 경영까지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부 당국에서
는 총독부의 의견과 달리 수도 부영화에 회의적 태도를 취하였다. 더구나 노
량진 수원지의 수량을 인천부와 경성부와 분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량진 수
원지 귀속을 둘러싸고 총독부, 경성부, 인천부 사이의 갈등까지 발생하였다.
  그러나 부영화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내세웠던 인천부보다 오히려 인천 
지역 사회의 유지층이 적극적으로 노량진 수원지 귀속 문제에 대응하였다. 
인천 지역 유지층은 ‘수도이관기성동맹회’를 결성하고 노량진 수원지의 인천
부 귀속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부민대회까지 개최하고 당국에 여러 차례 진
정하는 등 수원지 귀속문제를 인천부민의 사활문제로 상정하였다. 지역사회



- ii -

의 대응에 힘입어 노량진 수원지는 인천부로 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인천 
지역사회의 수원지 귀속 주장은 지역 경제 네트워크의 집단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수도이관기성동맹회의 임원진들은 대부분이 인천상업회의소의 
임원이었으며, 이들은 주로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업가였다. 따라서 노량진 
수원지를 인천부로 귀속하자는 청원 운동은 지역 경제인들의 이익 투쟁적 성
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인천부의 빈약한 재정상태에 근거한 유보적 태도에서 나타나듯이 수도 부
영화는 급수료의 인상을 예고하고 있었다. 인천부는 仁川府水道給水條例에
를 통해 급수료를 인상하였다. 또한 全 조선에서 2번째로 가사용 급수전에 
계량제를 적용하는 全計量制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급수료 인상은 일반급
수사용자의 수돗물 사용 기회를 감소시키는 조치였는데, 특히 공설공용전 사
용자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일제강점기 급수전은 부설비용을 사용
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경제력이 낮은 
영세한 계층은 노상에 설치된 공설공용전을 이용하고 있었다. 또 민족별로는 
조선인 급수 사용자가 공설공용전을 주로 이용하였다.
  공설공용전 사용자의 급수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은 급수료의 인상뿐만 아
니라 계량제에 근거한 요금 부담 및 징수 방식이었다. 정액으로 요금을 부담
하던 총독부 경영기와 달리 계량제 이후에는 공설공용전 사용수량을 사용호
수가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1호라도 수량을 과하
게 소비하면 그 값을 다른 호에서 연대 부담해야했기 때문에 요금 부담의 
공평성이 저해되는 제도였다. 또한 요금은 공설공용전 사용호를 대표하는 水
道總代가 징수하여 부 수도과에 납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미납이나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부측에서는 즉시 停水 처분하여 사용을 중지시켰다. 
이에 공설공용전 사용자들은 요금 부담 및 징수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
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수도과의 별다른 해결 조치가 없자 조선인 지역인 
新花水里에서는 不飮同盟을 결성하여 대응하였다. 급수료 인상과 계량제에 근
거한 공설공용전 요금의 연대 부담, 수도총대제는 영세한 계층의 수돗물 이
용을 저해하는 방향이었다. 이러한 방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1920년대 말 인천에 확산된 전염병을 계기로 영세·빈민층의 수도 이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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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부내에서 높아졌다. 인천부협의회와 언론에서는 
급수료의 인하를 요구하였으며, 1933년 소폭 인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보급률은 답보상태인 동시에 수도총대제를 통한 급수료 수납이 원활하지 
않자 1934년 인천부에서는 공설공용전을 청부하여 현금으로 즉매하게 하는 
판매제를 시행하였다. 판매제는 수도사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꼽혀 급수사
용자 뿐만 아니라 인천부회 내에서도 비판받는 제도였다. 인천부는 판매제를 
철회하지 않고 전용전·사설공용전 설치를 종용하였으며, 판매제와 조합제를 
결합한 판매조합 결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급수 사용자층은 1920년대와 달
리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수도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수인성 전
염병의 발병과 수돗물의 관계가 부각된 당시 공중위생의식의 확산에 따른 것
으로 생각된다. 
  1910~30년대 인천부의 급수 운영은 급수보급률을 하락시켰다. 급수보
급률의 민족별 차이도 현저해졌다. 1935년 말 기준 일본인 급수보급률은 
85%, 조선인 급수보급률은 29%였다. 또한 일본인 급수 사용자의 약 
80~90%는 전용전과 사설공용전을, 조선인 사용자의 약 90%는 공설공용
전을 이용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는 민족별 경제력이 반영된 것이다. 
  전기·가스와 같은 공공재와 달리 수도는 ‘공영사업’으로 기획되어 공익적 
의미의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는 구조였다. 또한 인천은 다른 도시에 비해 
예외적으로 수원이 풍부하다는 유리한 점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에서 
인천부로 그 경영주체가 바뀌는 ‘부영화’ 이후 수도경영의 수익 사업적 성격
은 더욱 심화되었다. 오히려 공영사업을 담당하는 ‘官’이 공공재의 공익성을 
저해하는 모순적인 양상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구명된 
공공성 확대를 목표로 한 ‘전기·전차 부영화 운동’과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요컨대 일제강점기 공영사업으로서 ‘수도 부영화’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계량제를 퉁해 민영사업에 준하는 수익성을 추구하여 공익성을 저해하였다. 
그 피해는 영세한 조선인 계층에 적용되어 민족차별의 결과를 낳았다. 

주요어 : 인천부, 상수도, 급수 운영, 수도 부영화, 불음동맹, 식민지 공공성 
학  번 : 2015-2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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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序 言

  대한제국기 정부는 전기·수도와 같은 도시기반시설을 도입하여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그 중 수도는 생산 활동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명보존을 위한 
필수재인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근대 도시화를 위한 핵심적인 사회간접자본
이었다. 한성의 수도가 정부 주도로 부설된 반면, 같은 시기 개항장 인천의 
수도는 통감부 주도로 1910년 12월에 개통되었다. 통감부가 선박급수의 안
정화를 통한 무역항 발달과 在仁일본인 생활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우선시하
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은 강점 이후 인천수도의 경영 방침과 급수 운영
에 반영되어 제도로서 실현되었다. 
  인천 수도는 개통 이후 조선총독부가 경기도청에 위탁 경영하였으며 1922
년 인천부로 이관되었다. 대표적 공공재인 전기와 달리 수도는 官이 소유하
여 경영하는 공영 체제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수익 사업적 성격을 
띠었다. 이는 수돗물을 수요자에게 공급하여 요금을 징수하는 일체의 과정인 
급수 운영과 그 제도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첫째, 조선의 수도 요금이 상
당히 고가였으며, 특히 인천의 경우 운반비용이 높아 더욱 비쌌다. 둘째, 給
水栓 설계 및 부설비를 수요자가 부담해야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제도화
하고 있었다. 국비 지원 없이 부 재정으로만 경영해야하는 府營 체제로 전환
한 이후 인천부는 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全計量制를 도입하여 수익성을 더욱 
추구하였다. 영리적 급수 운영은 영세한 계층의 수돗물 이용을 저해하였다. 
  수도의 공영이 오히려 영세한 계층을 수돗물 이용으로부터 배제하여 공공
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특히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 수원지의 
생산 용량이 넉넉해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고른 분배가 가능하다는 지역
적 특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 혜택은 수익자 부담이 가능한 일부 계층만 누
릴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돗물 사용에서 배제되어간 영세한 계층의 대다
수는 조선인이었다는 점에서 민족차별의 양상도 나타났다. 따라서 일제강점
기 인천부 급수 운영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식민지 공공성’의 모순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된다.1) 
1) 공공성 개념은 그 의미가 다층적이기 때문에 연구자마다 다르게 사용해왔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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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상수도는 근대 도시화 과정을 조명하는 도시사 연구2)와 각 지역별 
수도사업사3)의 일환으로 다뤄져 韓末·일제강점기 서울과 개항도시 일부의 상
수도 부설 과정 및 규모가 개설적으로 밝혀졌다. 이어서 등장한 지역별 사례 
연구에서는 한말 부산 거류민 사회의 형성 과정에서 실시된 공중위생시책의 
일환으로 수도의 확장 공사 과정과 급수 현황이 규명되었다.4)  
  기초연구에서 나아가 상수도 경영과 급수 운영을 다룬 정책·제도사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만 이 연구는 경성 지역에 국한되었다. 먼저 정책사에서는 경
성부 수도 사업의 영리성과 배수관 분포의 편중에 따른 남·북촌 공간 분리현
상을 비판하였다.5) 본격적으로 급수 운영 제도를 정리한 연구로는 수도요금
제의 변화를 정리하여 그 영향을 계층별 급수량 산출로써 실증한 연구가 유

존연구를 고려할 때 공공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공민성, 공익성, 공개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조대엽·홍성태의 연구에 따르면 공민성은 “시민이 누리는 민주
주의적 삶의 수준”, 공익성은 “사회 내 물질적 자원의 공유성”, 공개성은 “공적 요
소의 개방 수준”을 의미한다. 또한 김제정의 연구에서는 공공성을 “‘합리성’,‘합법성’
을 내세우는 근대 자본주의의 경제논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공공의 이익을 옹호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의 공공성 개념은 위 선행연구를 따라 별
도의 표시가 없는 한 다수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며 사회 내의 물질적 자원의 공
유성을 뜻하는 공익적 의미의 공공성을 의미한다. (공공성의 개념적 분석 대해서는 
조대엽·홍성태, ｢공공성의 사회적 구성과 공공성 프레임의 역사적 유형｣, 아세아연
구56,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3을 인용; 역사학계의 공공성 개념 정의
에 대해서는 김제정, ｢일제 식민지기 京城지역 電氣사업과 府營化 운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1을 인용하였음)
2) 손정목, (韓國開港期)都市社會經濟史硏究, 一志社, 1986; 広瀬貞三, ｢近代朝鮮の
水道事業と地域社会｣,　朝鮮學報 240, 朝鮮學會, 2016.
3)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상수도발달사, 1997;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
본부, 仁川上水道90年史 : 1908~1996 , 1997;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서
울 상수도 백년사 : 1908~2008, 2008.
4) 김승, ｢한말 부산거류 일본인의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와 그 의미｣, 한국민족문화
 3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김정란, ｢근대 해항도시 부산에서의 
콜레라 유행과 그 대응 – 일본인거류지 운영과 상수도 설비과정을 중심으로｣, 해
항도시문화교섭학 4,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2011.
5) 김백영, ｢일제하 서울의 도시위생 문제와 공간정치｣, 사총68, 고려대학교 역사
연구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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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6)  
  한편 일제하 공공재로 대표되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부영화 운동’ 
중심의 지역사회사 연구7)와 도시기반시설을 둘러싼 公論 형성에 주목해 ‘식
민지 공공성’을 구명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8) 전자가 공공재 
민영사업의 영리적 성격을 비판하는 공영화 청원 운동에 초점을 두었다면, 
후자는 시설 확대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행정당국에 대한 청원 운동까지 
넓게 포함하고 있다.9) 이러한 연구에서 밝혀진 ‘부영화 운동’은 공익적 의미
의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요구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상수도는 전기·가스 등 다른 공공재와 달리 공영사업으
로 운영되었다. 특히 인천 수도의 수원지 용량은 수량 부족에 시달리던 경성
과 같은 다른 도시에 비해 매우 넉넉한 장점이 있었다. 이는 수돗물 분배의 
균등성을 기대할 만한 요인이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인천부의 급수 운영과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일제하 공영사업의 성격을 밝히

6) 주동빈, ｢京城府의 상수도 생활용수 계량제 시행과 계층별 給水量 변화
(1922~1928)｣, 高麗大學校 碩士學位論文, 2013; ｢1910-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상수도 요금제 변화에 나타난 ‘공공성’의 문제｣, 花郞臺論文集 8, 육군사관학교, 
2015; ｢1920년대 경성부 상수도 생활용수 계량제 시행과정과 식민지 ‘공공성’｣, 
한국사연구 173, 한국사연구회, 2016; ｢수돗물 분배의 정치경제학 : 1920년대 경
성의 계층별 수돗물 사용량 변화와 수돗물 필수재 담론의 정치성｣, 역사문제연구
38, 역사문제연구소, 2017. 
7) 전기의 경우 김경림, ｢1920년대 電氣事業 府營化運動 -平壤電氣 府營化運動을 중
심으로-｣, 白山學報46, 백산학회, 1996; 金濟正, ｢1930년대 초반 京城지역 전기
사업 府營化 운동｣, 韓國史論43, 2000; 오진석, ｢1930년대 초 전력산업 공영화운
동과 경성전기｣, 사학연구94, 2009; 김승, ｢1920년대 부산의 電氣府營운동과 그 
의미｣, 지역과 역사32, 부경역사연구소, 2013; 김희진, ｢日帝强占期 大邱商業會議
所의 構成과 請願運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를 참조할 수 있다. 전차의 
경우 전성현, ｢일제시기 부산의 전차 운영을 둘러싼 지역운동과 힘의 역학관계｣, 
석당논총65,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6; 버스의 경우 최인영, ｢1928~1933년 
京城府의 府營버스 도입과 그 영향｣, 서울학연구29, 서울학연구소, 2007.
8) 윤해동·황병주 엮음, 식민지 공공성 – 실체와 은유의 거리, 역사비평사, 2009.
9) 김영미, ｢일제시기 도시의 상수도 문제와 공공성｣, 윤해동·황병주 엮음, 식민지 
공공성 – 실체와 은유의 거리, 역사비평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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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논지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조선총독부 경영기 인천 지역의 급
수 운영과 府營 전후 인천수도의 수원지인 노량진 수원지를 둘러싼 경성부와 
인천부, 그리고 인천 유지 사이의 갈등을 다룰 것이다. 이를 통해 인천 수도
의 ‘부영화’가 가지는 모순에 대해 밝힐 것이다. 3장에서는 1920년대 全計量
制 실시 과정 및 급수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응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
는 1930년대 공설공용전 판매제 실시와 이에 대한 인천 부회 내의 논쟁 및 
부민들의 사용자 조합 결성을 살펴볼 것이다. 
  공설공용전 급수 운영의 변화를 통해 계층적 차이가 곧 민족적 차별로 이
어지는 결과를 실증함으로써 공영사업과 공공 정책의 한계를 밝힐 수 있으리
라 생각된다. 나아가 인천부민의 대응을 드러냄으로써 일제하 ‘공공성’의 모
순을 구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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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府營 이전 給水 운영과 鷺梁津 水源池 귀속 갈등
  인천 지역의 하천은 길이가 짧고 유량도 매우 적어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에 부족하였다.10) 또한 수질 역시 양호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개항 이후 
인천에 거주하게 된 일본 거류민들은 근대 상수도의 부설을 요구하였다.11) 
1905년 2월, 당시 인천 거류민장 도미타 코지(富田耕司)는 거류민들이 제기
하는 급수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 부설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
였다. 간담회에서는 지역 유력자 40여명과 함께 수도부설 조사위원회를 결성
하고 오쿠다 테이지로(奧田貞次郞), 이나다 가쓰히코(稻田勝彦), 가쿠 에이타
로(加來榮太郞)를 임시 급수 위원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
후 이 조사위원회는 이시바시(石橋) 공학박사를 초빙하여 수도 부설의 설계
를 맡겼다. 그 계획은 인천에서 약 6km 떨어진 문학산 계곡에 빗물을 저장
하여 약 14,000인의 급수 능력을 가진 수원지를 조성하는 것이었다.12) 그러
나 원거리에 水源을 삼아야했던 지형적 특성에 따라 수도 설계 및 부설 비용
에 부담을 느낀 거류민 사회는 수도 부설 계획을 중단하였다.13) 이후 응급수
10)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仁川上水道90年史 : 1908~1996, 1997, p.29. 
11) 加瀨和三郞, 仁川開港二十五年史, 1908 (견수찬·김현석 역주, (譯註) 仁川開港
25年史,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 연구실, 2004, p.89)
12) 이상 인천 거류민 사회의 수도 부설 추진에 대해서는 仁川府, 仁川府史, 
1933, pp.181~182를 참조.
13) 초기에 추진된 수도 부설 계획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인천부가 편찬한 인천
부사에서는 초기 계획이 소규모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이후 거류민단에서 
대한제국 정부에 보조를 요청한 점, 통감부에서 차관을 도입하여 주도적으로 수도 
부설을 추진한 과정으로 보아 초기 부설 계획의 실패는 경비 부족의 이유에 더 무
게가 실린다고 생각된다. 같은 시기 부산, 목포 거류민단 역시 각각 수도 부설 경비
에 대해 대한제국 정부에 보조를 요청하여 그 비용으로 수원지를 확장 및 개발하였
다. (한말 부산의 수도 부설 및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김승, ｢한말 부산거류 일본인
의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와 그 의미｣, 한국민족문화 3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
연구소, 2009, 3장 참조; 목포부의 수원지 개발 재원에 대해서는 木浦府. 木浦府史
, 1930, p.173 참조) 실패 이유로 경비 부족을 든 사료로 다음을 참조하였음. 加
瀨和三郞, 仁川開港二十五年史, 1908 (견수찬·김현석 역주, (譯註) 仁川開港25年史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 연구실, 2004, p.88); 朝鮮總督府, 朝鮮土木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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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일본 거류지 및 각국 조계지 중 8곳에 공동 우물을 설치하여 식수원
으로 삼았다.14)
 개항 이후 조선에서도 수도 부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문명개화론자 박
영효는 建白書에서 수도 부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는데 그 이유로 깨끗한 
물이 곧 건강을 보장하고, 백성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며, 화재를 막아주는 
것을 들었다.15) 또 독립신문에서도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수도 부설의 중
요성이 피력되었다.16) 국내의 여론이 조성되는 한편, 개항장에 거주하게 된 
외국인의 수도 부설 요구가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여 상수도가 개통되었다. 
日帝强占 이전, 수도 시설의 기공 및 개통 순서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日帝强占 이전 상수도 개통 도시의 설비 규모

業誌, 朝鮮土木建築協會, 1937, p.1114; 岡本保誠 仁川港, 仁川商工會議所, 1931
(이영호 역주, (譯註) 인천항,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연구실, 2005, 
p.92)
14) 加瀨和三郞, 仁川開港二十五年史, 1908 (견수찬·김현석 역주, (譯註) 仁川開港
25年史,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사문화 연구실, 2004); 信夫淳平, 仁川開港二十
五年史, 1908; (양윤모 역주, (譯註) 仁川開港25年史,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역
사문화연구실, 2004, p.115)
15) 朴泳孝, 建白書, 1888 (오유경, ｢구한말 조선 개화파들의 도시문제인식과 도
시관에 대한 연구 – 김옥균, 박영효, 유길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p.115~116에서 재인용)
16) 독립신문, 1899년 7월 19일자, ｢량젼지｣. 이 기사에서는 수도라는 용어대
신 水役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수도
부설
지역

기공연월 급수
개시연월 총공비(円) 급수능력

(인)

1일1인
예정

급수량
(ℓ)

개통당시
경영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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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거류민 사회 주도의 수도 부설이 무산되자, 일본 측에서는 1905년 6
월과 8월, 한성과 인천의 수도 부설지 및 저수지 등을 측량 및 설계하기 위
해 내무성 기사 나카지마 에이지(中島鋭治)를 조선에 출장시켰다.17) 이미 상
수도가 개통되어 급수를 시작한 부산, 한성과 달리 인천과 평양의 수도는 통
감부에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주장한 대상이었다.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
(伊藤博文)는 인천을 일본의 요코하마(横浜)와 같은 위상으로 인식하고 무역
항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18) ‘施政改善을 위한 협의회’에서 재정
고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는 인천 지역에 수도 부설이 필요한 이유
를 위생, 공업, 상업 세 가지를 제시한 후, 이어 수도 설비가 인천이 무역항
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였다.19) 무역항에서는 입
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급수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수도 
설치의 목적은 거류민이 사용할 생활용수의 공급뿐만 아니라 제물포에 입출
17) 皇城新聞, 1905년 8월 17일자, ｢水道踏査｣; ｢13. 京城仁川両地水道設備調査ノ
為メ中島工学博士出張並鎮南浦平壌木浦地方水道計画調査一件｣, Ref.B12082070500, 
水道関係雑件(B-3-13-4-4), 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外務省外交史料館.
18) ｢韓國施政改善ニ關スル協議會 第二回 會議錄｣, 1906년 3월 21일, 한국사데이터
베이스.
19) 위 회의록.

경성 1906. 8 1908.8 5,117,059 192,250 111 대한수도회
사

인천 1906. 11 1910.12 2,438,287 70,000 107 조선총독부
부산 1907.4 1902.5 1,499,655 55,000 83 거류민단
평양 1907.4 1910.6 1,315,902 120,000 111 조선총독부
진해 1908.2 1915.4 75,367 5,000 97 진해부
목포 1908. 11 1910.5 443,534 18,000 83 거류민단
진주 1910.4 1912.3 120,182 13,000 日108

鮮72 진주부
군산 1910. 5 1915.4 312,500 10,000 56 군산부

진남포 1911.6 1914.11 921,536 33,000 83 조선총독부
출전 : 朝鮮總督府, 朝鮮水道の槪況, 1926, p.6을 토대로 재구성
비고 : 1914년 府制 실시 이후 부산, 목포의 민단영은 부영으로 전환하였음, 진남
포의 경우 강점 이후에 기공 및 부제 실시 후 개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
부에서 평안남도에 위탁경영하였기 때문에 표에 포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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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급수였던 것이다.20) 
  따라서 인천수도의 부설은 이토 히로부미와 메가타 다네타로를 위시한 통
감부 시정개선책의 일환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21) ‘시정개선을 위한 제2회 
협의회’에서 재정고문 메가타는 일본흥업은행 차관 1천만원 중 인천 수도공
사에 약 217만원을 예정 지출액으로 상정하였다. 다만 당시 차관액 중 예정
되어있던 농공은행 보조비와 경찰비의 증액이 필요하자, 인천 수도 부설비의 
일부를 먼저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토 통감은 인천 수도 공사비에 충당
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경영’을 제시하였다. 대한제국의 대신들은 반
드시 인천 수도의 경영을 정부가 담당하는 ‘官業’으로 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따라서 그 경영주체로 정부가 결정되었다. 동일 협의회에서 메
가타는 탁지부 대신 閔泳綺에게 수도를 지방이 각각 경영해야할 성질이므로 
장래 지방에 맡겨 경영할 것을 강조하였다.22)
  또한 수도 부설에 관한 사무는 임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속하였
는데, 경비 지출 상 편의를 위해 度支部에서 담당하기로 결정하였다.23) 논의 

20) 古川文道 編, 仁川の緊要問題, 朝鮮新聞社, 1932 (국역은 김락기·이지영, 인천
의 긴요문제(1932), 인천학연구원, 2006, p.58); 中島工學博士記念事業會 編, 日本
水道史 : 及附圖, 中島工學博士記念事業會, 1927, p.686.
21) 이하 인천수도 공사비 책정과 경영주체 선정에 관한 논의는 ｢韓國施政改善ニ關
スル協議會 第二回 會議錄｣, 1906년 3월 21일자를 참조. 
22) 일본의 근대 수도 사업은 市·町·村으로 대표되는 자치단체가 공설하고 자금 조
달은 정부로부터 일부 국고 보조금을 받아 해결하였다. 이를 公營으로 규정해왔는데 
자금조달을 민간기업에서 해결할 경우 私營, 설립과 자금조달 모두 국가가 담당할 
경우를 官營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1911년에 인천 수도가 조선총독부에 의해 관영
이 되었으나, 1922년 인천부로 일체 이관되면서 인천수도는 지방단체에 의해 경영
되는 사업이 되었으므로 일본의 구별을 따르면 ‘공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설
공용전의 명칭도 공설공용전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공영’ 개념을 
일본식으로 조선의 상수도 경영방식을 구분한 ‘관영’, ‘공영’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
로 사용하고자 한다. 일본식 관영 및 공영은 그 주체가 중앙정부냐 지방단체이냐에 
따라 구별한 것일 뿐 본질적으로는 행정기관에서 경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근대 상수도 경영방식에 대해서는 松本洋幸, ｢報告要旨 近代水道敷設の政治史 : 水道
の地方利益化の問題を中心に｣, 年報首都圏史研究, 首都圏形成史研究会, 2014, 
pp.91~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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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이토는 인천 수도의 부설이 民營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이유
로 담당 소관으로 農商工部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인천 수도의 민영을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4)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정부에서는 탁
지부 산하 水道局을 설치하고, 이 기관에서 수도 부설과 급수 및 수도료 징
수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水道局官制｣를 공포하였다.25) 
  일본흥업은행 차관으로 실시될 계획이었던 인천 수도의 부설은 조선 사회 
내 우려를 야기하였다. 皇城新聞과 大韓每日申報에서는 위생 상 수도의 
부설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차관에 근거한 재원 마련이 부채상환의 난관과 토
지 점탈, 나아가 통감부로의 예속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26) 또한 
수원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선택된 당시 행정구역 상 시흥군 북면 노량진 
일대의 민가 수백 호를 철거하였는데, 이에 대해 주민들이 부당함을 호소하
기도 하였다.27)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본흥업은행 차관을 바탕으로 약 220
만원의 예산 하에 1906년 11월 인천 수도를 기공하였으며28) 1910년 9월 
준공하여 1910년 12월 인천 시가 및 근교로 급수를 개시하였다.29) 설계 및 
공사 감독의 담당자는 이미 수도 설계를 위해 조선출장 경험이 있던 나카지
마 에이지였다.30) 수원지는 한강 노량진에 조성하였으며, 取水한 물은 침전 

23)｢韓國施政改善ニ關スル協議會ノ第三回 會議錄｣, 1906년 4월 9일자; ｢韓國施政改善
ニ關スル協議會 第四回 會議錄｣ 1906년 4월 13일자; ｢韓國施政改善ニ關スル協議會 
第五回 會議錄｣, 1906년 4월 19일자,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4)앞의 회의록, 1906년 4월 19일자.
25)皇城新聞, 1906년 4월 9일자, ｢水道局官制｣; 高宗實錄47, 1906년 4월 25일
자, ｢水道局官制｣; 朴志泰 編著, 大韓帝國期政策史資料集, 선인문화사, 1999. Ⅶ, 
p.408.
26)大韓每日申報, 1906년 4월 10일자, ｢水道非計｣; 동 신문, 1906년 4월 13일자, 
｢韓國內閣｣; 皇城新聞, 1906년 4월 10일자, ｢仁川港水道敷設다｣. 
27)大韓每日申報, 1906년 9월 6일자, ｢儲水所의 定界｣; 동 신문, 1907년 9월 13
일자, ｢筆下陣馬｣; 동 신문, 1908년 4월 22일자, ｢塚入水道｣.
28)統監府部總務部秘書課 編, 韓國施政改善一班, 1907, p.3 ; 인천부, 앞의 책, 
1933, pp.181~183. 
29)｢本年12月1日ヨリ仁川水道ノ給水ヲ開始ス｣(告示 제59호), 朝鮮總督府官報, 1910
년 11월 29일자.



- 10 -

및 여과의 淨水 과정을 거쳐 인천 동북부 송림산 配水池로 송수되었다. 배수
지에 저장된 수돗물은 배수관과 이로부터 분기한 給水管을 통해 수요자의 給
水栓으로 이동되었다.31) 송수 및 배수 경로는 <그림 1>과 같다.

30) 中島工學博士記念事業會 編, 앞의 책, 1927, p.686.
31) 取水란 “수원지에서 採水한다”, 送水란 “정수과정을 거친 수돗물을 배수지로 보
낸다”, 配水란 “배수지에서 배수관을 통해 급수관까지 수돗물을 보낸다”, 給水란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에 의하여 각 수요자의 급수전까지 음료수를 보낸다는 
뜻”이다. (建築·土木用語編纂委員會 編, (新編) 建築·土木用語事典, 建設硏究社, 
2006, p.134, p.348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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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천수도송수선로평면도

출전 : 朝鮮總督府, 水道小誌 附錄, 1913.
비고 : 검은색 굵은 실선이 송수경로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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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수도는 설계 당시부터 대한제국 정부가 그 경영 주체를 담당하는 ‘官
營’으로 기획되었다. 일제강점과 동시에 인천 수도는 조선총독부가 소유하여 
내무부 지방국 토목과가 소관하였다.32) 총독부는 인천 수도의 경영을 경기도
청에 위탁하였다.33) 당시 일본 내지와 식민지 전역에서 수도를 중앙 정부가 
경영하는 체제는 이례적인 경우였다. 본래 일본 내지의 수도 부설 및 경영은 
지방단체가 자체적으로 담당하되 재정 상 곤란할 경우에 국고 보조금을 지급
해주는 형태가 보편적인 체제였다.34)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강점 이후 “경성, 인천, 평양, 진남포 네 지역의 수
도는 창설할 당시의 사정과 타 지역의 수도와 그 취지가 다른 관계”35)라는 
이유로 네 지역 수도를 총독부가 소유하여 경기도·평안남도가 위탁 경영하였
다. 이를 타 지역의 수도 경영 체제와 구분하여 ‘관영’이라 하였으며 府制 실
시 이후인 1922년까지 ‘관영’ 체제를 유지하였다. 이 역시 일본 내지와 비교
할 때 이례적인 경우였다. 부제 실시 이후에는 거류민단이 경영하던 수도도 
해당 부로 이관되었으며, 부 단위에서 새로 부설 되는 수도 역시 ‘부영’ 체
제였기 때문이다. <표1>에 제시된 일제강점 이전 기공된 수도와 그 당시 경
영 체제를 살펴보면 부산, 진해, 목포, 진주, 군산 중 부산과 목포는 民團營
이며 진해, 진주, 군산은 府營으로 기획되어 운영되었다. 
  이러한 異例의 등장은 전술한 총독부의 설명을 통해 그 이유를 추론할 수 

32) 每日新報, 1910년 12월 8일자, ｢水道의 沿革과 成績｣.
33) 每日新報, 1911년 4월 1일자, ｢都廳의 水道官營開始｣; 동 신문, 1911년 4월 
6일자; ｢水道事務派出所｣.
34) 메이지 초기 일본 정부는 수도사업을 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개는 민영화하는 개발 전략을 우선시하였다. 그러나 도시가 발달하며 전염병이 발
생하자 지방자치체에서는 정부의 민영 방침에 반대하며 공영 수도를 건설하였다. 공
영 수도의 재원마련은 국고보조금과 公募債 발행으로 충당하였다. 이는 시·정촌제, 
국고보조금제도, 수도조례의 제정에 힘입은 것이다. (메이지 시기 일본의 공영수도 
설립과정에 대해서는 高奇昇三,近代日本 公営水道成立史』,日本経済評論社, 2003,1~2
장을 참조)
35) 朝鮮總督府, 朝鮮水道の槪況, 1926, p.5; 민족문제연구소 編, ｢昭和 16年 第
79回 帝國議會說明資料(司政)｣, 日帝下 戰時體制期 政策史料叢書 제7권, 한국학술정
보, 2000, p.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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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창설할 당시의 사정이라는 것은 경성을 제외한 나머지 인천, 평양, 진
남포36) 세 지역은 부설할 당시부터 국비로 부설하고 경영하는 체계인 ‘관영’
으로 기획되었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이유는 네 도시의 
수도가 타 지역의 수도와 그 취지가 다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 인
천의 경우 무역항으로서 선박급수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를 총독부에서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인천 수도의 부설을 주도한 통감 이토가 
내세운 목표와 일본 거류민 사회의 요구가 방증한다. 
  따라서 네 지역이 갖는 도시로서의 기능과 수도 수익에 대한 기대로 11년
간 이례적인 관영을 유지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철재 및 석탄가 등귀 현상
이 시작되자 총독부가 부영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37) 
총독부가 수도를 경영하는 ‘관영’ 체제의 형태는 일본의 다른 식민지인 대만
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나, 府制 실시 이후로도 조선총독부 경영체제를 유지
한 경우는 조선 내 네 도시의 수도뿐이다.38) 
  따라서 일제강점기 조선의 상수도 경영은 주체의 차이만 있을 뿐 본질적
으로 모두 행정기관이었다는 점에서 公營사업이라 할 수 있다. 조선 내 다른 
공공재인 전기·가스가 民營사업이었다는 점과 매우 대조적이다.39) 그러나 수
36) 鎭南浦府史에서는 다른 府의 수도 공사는 총독부에서 단순히 보조금만을 지급
하는데 그치는 데 비해 진남포 수도공사는 전부 국비로써 건설되었기 때문에 진남포
는 “은혜입은” 도시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前田力 編, 鎭南浦府史, 鎭南浦府史發行
所, 1926, p.95)
37) 철재 및 석탄가 등귀현상에 따른 조선총독부의 ‘관영’ 수도 부영화 논의에 대해
서는 주동빈, 앞의 논문, 2013, 1장 참조.
38) 대만에서는 臺北, 打拘 두 도시가 총독부 직속 작업소에서 경영되는 ‘관영’형태
였으나 1922년 지방제도 개정에 따라 지방단체로 이관되었다. (台湾総督府民政部土
木局 編, 台湾水道誌 本編, 1916 참조)
39) 민영사업인 전기는 그 경영주체인 회사가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이 조
선 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전기요금인하운동을 비롯한 전
기공영화운동을 전개하여 공익적 의미의 공공성을 조선총독부와 각 지방단체에 요구
하였다. 민영사업을 공공기관이 인수하여 공익적 성격을 회복하라는 요구가 바로 
‘공영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각 도시의 전기부영화운동에 대해서는 김경림, ｢
1920년대 電氣事業 府營化運動 -平壤電氣 府營化運動을 중심으로-｣, 白山學報46, 
백산학회, 1996; 김제정, 앞의 논문, 2000; 오진석, ｢1930년대 초 전력산업 공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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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공영사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공익적 의미의 공공성을 담보하지는 않
았다. 전술하였듯이 조선총독부는 네 도시의 성장과 수도 수익이라는 당국의 
목적에 따라 주요 도시의 수도를 소유, 위탁경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 
경영 측면에서도 공익적 성격이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이는 ｢官營水道給水規
則｣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총독부는 급수 운영의 기준을 법제화하여 1911년 2월 18일 ｢관영수도급
수규칙｣을 공포하고 이 규칙에 의거해 운영하기 시작하였다.40) ｢관영수도급
수 규칙｣은 급수의 종류를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각 급수 종류에 따른 요금
제와 요금 징수의 방법, 급수전 사용시 유의사항 등을 제도화한 법령이다. 
이는 통감부시기에 반포된 ｢水道給水規則｣을 원안으로 삼아 수정하여 발표한 
것이다.41)  
  ｢관영수도급수규칙｣(1911)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급
수의 종별을 5종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5종은 전용급수, 공용급수, 소화용급
수, 선박용급수, 특별공용급수였다. 전용급수란 1호 또는 1개소가 전용으로 
1개의 급수전을 이용하여 급수하는 것이다. 공용급수란 1개의 급수전을 2호 
이상이 共用하는 것이다. 소화용 급수란 별도로 설치된 소화용 급수전을 이
용하는 급수이며, 선박용 급수 역시 별도로 설치된 公設特定栓에 의해 선박
에 급수하는 것이다. 특별공용급수42)란 노상에 설치된 급수전을 栓별로 특정
운동과 경성전기｣, 사학연구94, 2009; 김승, ｢1920년대 부산의 電氣府營운동과 
그 의미｣, 지역과 역사32, 부경역사연구소, 2013; 김희진, ｢日帝强占期 大邱商業會
議所의 構成과 請願運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를 참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의 운영을 공영화하라는 지역민의 청원운동의 예로 부산의 전차부영
운동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전성현, ｢일제시기 부산의 전차 운영을 둘러싼 
지역운동과 힘의 역학관계｣, 석당논총65,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6을 참조할 
수 있다.
40) ｢官營水道給水規則｣(府令 第18號),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2월 18일자; 朝鮮
總督府, 水道小誌, 1913, pp.37~43.
41) ｢水道給水規則｣(內部令 第13號), 舊韓國官報, 1909년 11월 9일자. 
42) 1차 개정으로 특별공용급수는 관설공용급수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노상에 설
치된 공동급수전은 ‘관설공용급수전’으로 명명되었다. (주동빈, ｢1920년대 경성부 
상수도 생활용수 계량제 시행과정과 식민지 ‘공공성’｣, 한국사연구173, 한국사연
구회, 2016, p.2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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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매인에게 청부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급수였다. 이 노상 급수전을 
청부받아 수요자들에게 수돗물을 배달하고 그 값을 받은 주체가 바로 물장수
들이다. 5종의 급수는 요금과 요금 측정 방식 및 징수 방식이 각각 달랐다.
  둘째, 전용급수와 공용급수는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영업용과 가사용 두 
용도로 구분되었다. 영업용 급수전은 반드시 계량제를 적용한 급수전을 사용
해야했다.43) 반면 가사용 급수전은 정액제를 적용하여 형편에 맞는 급수전을 
사용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었다. 가사용 급수전의 종류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요금제를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수도급수규칙｣(1909) 및 ｢관영수도급수규칙｣ 가사용 급수전 요금 비교
(단위 : 15평 기준, 0.00圓)

  
43) 계량제를 적용해야하는 전용급수에 해당하는 업종은 1. 철도, 병원, 병영, 감옥, 
극장, 기석, 세탁업, 세탁옥, 두부옥, 숙옥, 합숙소, 요리옥, 음식점, 공장, 제조업, 
양조업, 인쇄업, 청물상, 어상, 주상, 지물상, 우유착취소, 이발점, 기타 이러한 류인 
것, 단 다량의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2. 분수의 용도로 
공급되는 것 3. 공사 기타 일시의 사용에 공급하는 것 4. 전 각호 외, 특히 희망하
는 것 또는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앞의 법령,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2월 18일자)

｢수도급수규칙｣(1909)
｢관영수도급수규칙｣

제정
(1911)

1차개정
(1913)

3차개정
(1919)

전용전
기본요금 본전: 1.50 본전: 1.00 본전: 1.00 본전: 1.50

지전: 0.50 지전: 0.32 지전: 0.32 지전: 0.45
추가요금(5평당) 본전: 0.25 본전: 0.25 본전: 0.35

지전: 0.08 지전: 0.08 지전: 0.12
욕조(1개) 0.30 0.25 0.25 0.35
우마(1두) 0.50 0.40 0.40 0.60

사설공용전 기본요금 0.90 0.60 0.60 0.90
추가요금 0.15 0.15 0.20

관설공용전 판매인청부 판매인청부 0.30 0.45
출전 : ｢水道給水規則｣(內部令 第13號), 舊韓國官報, 1909년 11월 9일자; ｢관영
수도급수규칙｣의 수치는 주동빈, 앞의 논문, 2013, p.1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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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용 급수전 설치의 경우 ｢관영수도급수규칙｣ 제12조~제17조, 제23~제
24조에 급수전을 설치하는데 드는 설계비 및 공사비를 사용자가 지불해야하
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그 비용이 규정되어있었다.44) 설계 및 공사비용
은 1개 급수전 공사당 1원이었다. 따라서 설계 및 공사비용을 부담할 여력
이 없는 일반 급수 사용자 중 하위 계층은 노상에 설치된 급수전인 관설공
용전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 관설공용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鑑札, 열
쇠를 휴대해야했는데 이를 교부받는 데에도 수수료 20전을 내야했다.45) 그
마저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계층에서는 여전히 우물물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급수전 설치에 적용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였으나, 계층적 차별을 방임한다는 점에서 공익성과 형평성이 낮은 
한계가 있다. 
  조선총독부가 경영하는 인천 수도 역시 위와 같은 규칙에 따라 급수를 운
영하였다. 급수전 설치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의 큰 틀 아래 요금제에서는 나
름의 공익성을 추구하였다. <표2>에 따르면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영업용 급
수에 대해서는 계량제를 적용한 반면, 가사용 급수에 대해서는 건평을 기준
으로 정액제를 적용하여 사용자들의 급수료 부담을 경감시켰다. 그러나 가장 
영세한 계층이 이용하는 관설공용전의 급수 운영에 대해서는 청부제를 실시
하여 급수 운영 상 일처리의 효율성만을 추구하였다. 이는 영세한 계층의 급
수 확대를 부진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인천 수도를 위탁경영하던 경기도청에서는 관설공용전의 운영을 仁川水商
組合에 청부하여 운영하였다. 인천수상조합은 물장수로 구성된 단체인데, 이
들은 관설공용전에서 汲水하여 수요자에게 직접 배달하고, 요금을 징수하여 
경기도청 수도계에 납부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를 ‘청부제’라 한다. 관설공용
전은 설치 개수가 적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용자가 직접 길러가기에 원거리

44) 이하 급수전 설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앞의 법령,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2월 18일자 참조.
45) 다만 ｢관영수도급수규칙｣ 제정이후 1차 개정 전까지 관설공용전은 물장수조합
에 청부되어 운영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요금은 물을 배달하는 汲水夫의 
몫이었다. 물장수조합에 給水를 청부하는 판매인청부제가 폐지된 1914년 이후 이 
요금은 고스란히 사용자의 몫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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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었다.46) 경기도청은 관설공용전 개수를 늘리기보다 조선인들이 이용하
고 있던 물장수들을 상수도 급수 정책에 편입시켜 수돗물 공급과 급수전 관
리를 맡겼다. 도청 입장에서는 청부제가 물장수조합이 정기적으로 정액 납부
하는 수도 수익이 보장되었으며, 관리까지 맡기는 一石二鳥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수상조합에 의한 요금 미납 및 횡령 등의 문제와47) 수돗물 배달이 
공중위생을 해친다는 이유48)로 관영급수규칙을 개정하면서 1914년 청부제가 
폐지되었다.49) 총독부는 관설공용전을 이용하는 호들의 대표인 ‘水道總代’를 
통해 급수전의 관리 및 요금 징수를 무급으로 해결하는 ‘수도총대제’를 실시
하였다.50) 또한 사용자들은 직접 汲水에 나서야만 했다. 수돗물 사용자 개개
인을 하급행정기구화 하여 행정당국의 품을 덜어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꾀한 
것이다.51) 수도총대제는 관설공용전의 적은 개수 때문에 물장수를 통해 음용
수를 공급받던 조선인 수도 사용자층의 생활관습과 맞지 않는 제도였다. 수
도총대제는 무급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요금 수납의 완결성은 총대의 양심
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총대가 결정된 이후에도 종종 급수료 횡령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물장수에 의해 물을 배달받아 사용했던 관습과 달리 관설
공용전까지 직접 물을 길어 가야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결국 1919년 관영수
도급수규칙의 3차 개정을 통해 수도총대는 편의대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경성과 달리 인천에서는 관설공용전의 수가 적어 수상조합이 유지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설공용전 급수는 수도총대제에 의지하여 운영되었다.
46) 每日新報, 1913년 12월 26일자, ｢仁川官設共用給水｣.
47) 每日新報, 1914년 4월 18일자, ｢父訟子繼의 心理｣.
48) 每日新報, 1912년 7월 14일자; ｢仁川 水商의 惡習｣; 동 신문, 1913년 11월 
29일자, ｢給水規則의 改正｣; 1914년 4월 24일자, ｢京城 水道의 配達給水는 廢止｣.
49) 每日新報, 1914년 4월 24일자, 위 기사.
50) 每日新報, 1913년 12월 26일자, 위 기사; 급수구역 내에 설치된 관(공)설공용
전에는 제1호부터 설치된 전수까지의 호수가 매겨져있었다. 관(공)설공용전 1栓당 
이용하는 호수는 수십~수백호에 달하는 데 각 급수전을 이용하는 전체 호수끼리 하
나의 조합을 형성하고 그 대표로 수도총대를 뽑았는데, 이를 水道總代制 혹은 組合制
라고 한다. 4장에서 서술할 판매조합제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 본 논문에서는 수도총
대제로 구별하여 표시한다.
51) 1920년대 수도총대의 하급행정기구적 성격에 대해서는 주동빈, 앞의 논문, 
2013, pp.79~8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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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1912년 인천시가에 부설된 水管을 표시한 지도이다. 일본인 거류
지 위주로 배수관 및 급수관이 설치되어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2> 인천시가수관부설평면도

출전 : 朝鮮總督府, 水道小誌 附錄,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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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표3>, <그림3>과 <표4>는 조선총독부 경영기 인천부의 용도별/민
족별 급수전 사용현황 및 급수보급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시기  인천부 수
도의 급수전 사용현황에 대해 통계화한 자료는 조선총독부경기도통계연보
가 유일하며 그 마저도 1912~1917년에 국한되어있다. 상위기관인 조선총독
부에서 발행한 조선총독부통계연보나 상수협의회(일본수도협회의 전신)에
서 발간한 통계자료에서는 총급수사용호수 및 급수보급률 정도만 알 수 있을 
뿐 용도별/민족별 통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림3> 1912~1917년 민족별 급수전 사용현황 

  먼저 <표3>을 도식화한 <그림3>를 통해 민족별 수도 보급 현황을 추론하
면 다음과 같다. 민족별 급수보급률을 보면 일본인은 51.9%에서 70.5%로 
18.6% 상승하였으며, 조선인은 12.5%에서 20.1%로 약 7.6% 상승하였다. 
계층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사용 전용전, 사설공용전, 관설공용전 이용 현황
을 살펴보면 급수호수 대비 일본인은 가사용 전용전과 사설공용전 이용비율
이 높다. 조선인은 가사용 전용전과 관설공용전이 주를 차지하는 가운데 가
사용 전용전 사용비율의 상승정도보다 관설공용전의 사용비율의 상승이 가파
르다. 또 <표4>에 따르면 1918년 축항 공사의 완성을 기점으로 인천 내 인
구 상승이 가파른 가운데, 급수호수는 1912년에 비해 약 2.2배 상승하였다.  

출전 : 본 논문 표3을 근거로 도식화하였음. 



- 20 -

<표3> 1912~1917년 인천부 용도별/민족별 급수전 사용현황
용도별 연도 1912 1913 1914 1915 1916 1917

영업용
전용전

호수 85 99 119 151 164 184
전수 138 157 188 231 252 275

일본인 72 84 99 129 139 154
조선인 1 2 3 53 5 7
외국인 12 13 17 11 20 23

가사용
전용전

호수 519 620 730 785 827 831
전수 547 650 767 817 857 861

일본인 358 414 482 523 583 570
조선인 141 185 219 235 220 234
외국인 20 21 29 27 24 27

(사설)
공용전

호수 487 646 913 1027 1076 1118
전수 104 148 219 266 269 272

일본인 482 631 852 963 1025 1058
조선인 2 13 41 53 38 47
외국인 3 2 20 11 13 13

관설
공용전

호수 1057 930 1265 1070 1541 1456
전수 58 55 58 70 93 90

일본인 740 601 705 659 756 613
조선인 264 294 535 374 733 791
외국인 53 35 25 37 52 52

총급수사용호수 2148 2295 3027 3033 3608 3589
급수구역내 총호수 6982 6812 7536 8378 8859 9040

사용호수 대비 
민족별

급수비율(%)

일본인 76.9 75.4 70.6 75 69.4 66.7
조선인 19 21.5 26.4 22 27.6 30.1
외국인 4.1 3.1 3 3 3 3.2

민족별 
급수보급률(%)

일본인 51.9 57 69.7 65.5 72 70.5
조선인 12.5 14.9 20.1 14.4 19.6 20.1
외국인 16.2 15 18.3 35 37.8 40.5

급수보급률(%) 30.7 33.7 40.2 36.2 40.7 39.7
출전 :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京畿道統計年譜, 1913~1918.
비고 : ① 1912년 급수구역 내 총호수의 경우 위 자료의 통계미상으로 朝鮮總督府, 
水道小誌, 1913에 근거하였음. ② 민족별 급수보급률은 민족별급수사용호수/급수
구역 내 민족총호수로 계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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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1918~1922년 인천부 급수보급현황 및 井·河水 사용현황

  1910년대 인천의 급수능력은 인구에 비해 충분히 넉넉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조선인 계층의 급수보급률 보다 일본인, 외국인 급수보급률만 급격히 상
승한 추이로 보아 민족별 경제력 차이가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수
도 요금제와 수도총대제로 대표되는 급수 운영 제도가 조선인 계층의 급수 
확대를 고려하는 형평성을 담보하지는 못하였다. 인천 수도 수원지의 여유분
은 타 지역으로 판매되었는데 가장 필요한 지역이 바로 京城府였다.
  경성부에서는 1917년 총배수량의 급속한 증대로 인한 급수량 부족, 1918
년 철재 가격 앙등으로 인한 수도 수익 적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원지 
확장을 추진하였으며 1919년부터 이를 위한 방법으로서 ‘府營’이 제시되었
다.52) 먼저 총독부는 노량진 수원지의 급수능력을 2배 확장하여 그 半分을 
경성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그 확장공사의 재원으로 부영 이후 경
성 수도의 수익을 전제하였다.53) 
  이미 인천 수도는 1914년 분기급수 공사를 완성하여 영등포 일대에 수돗
물을 공급하고 있었으며, 1918년부터는 노량진 수원지 급수능력 중 최소 
2800㎥를 급수량 부족에 시달리던 경성에 공급하고 있었다.54) 경성의 급수

52) 주동빈, 앞의 논문, 2013, pp.24~26.
53) 주동빈, 앞의 논문, 2013, p.25.
54) 中島工學博士記念事業會 編, 앞의 책, 1927, p.686.

연도 총호수 급수호수 급수보급
률(%)

井·河水 
사용호수

井·河水 
사용률

1918 7150 3696 51,8 - -
1919 8221 4019 48.9 - -
1920 8964 4230 47.1 4734 52.8
1921 10483 4797 45.8 5686 54.2

출전 : 上水協議會, 上水協議會議事錄; 上水道統計及報告; 朝鮮總督
府, 朝鮮總督府統計年譜.
비고 : ① 1918~1920년의 총호수 통계는 경기도통계연보의 추이와 
상이함. 다만 급수호수의 추이가 신뢰할만하다고 판단됨. ② 
1918~1919년도 수치는 朝鮮總督府統計年譜, 1920년도 수치는 上水
協議會議事錄, 1921년 수치는 上水道統計及報告에 근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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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부족이 심화되자 총독부 토목부에서는 4개년간 공비 약 108만 원을 투입
해 노량진 수원지의 급수능력을 2배로 확장하기로 결정하고 착공하였다.55) 
  조만간 부영 실시가 당연해지자56) 노량진 수원지를 50%씩 사용하고 있던 
인천부와 경성부 사이에 부영화 및 수원지 확장 이후 그 귀속 문제가 제기
되었다.57) 뿐만 아니라 재정상 부담이라는 이관 후의 경영문제도 난관이었
다. 인천 수도는 매년 3만원의 결손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인천부 입장에
서는 “이관 후 경제상의 독립은 곤란하고 부비로부터 연액 2만원 내지 3만
원을 지출치 아니하면 경영이 불가능”58)할 것으로 인식하여 부영으로 전환
하는 것에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59) 반면 경성부는 급수량 확보와 함
께 경성 수도 수원지인 뚝섬 수원지 확장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영화’를 수용하였다.60) 
  따라서 총독부와 경성부, 인천부 사이 노량진 수원지 귀속을 둘러싼 첨예
한 대립이 발생하였다. 1921년 5월 23일 토목부에서 개최된 비밀 협의회에
는  총독부와 경기도청측 인사로 총독부 하라(原靜雄) 토목부장, 경기도 사토
(佐藤七太郞) 내무부장, 아키타(秋田金治) 수도과장, 각 府측 인사로 경성부 
사이토 레이조(齋藤禮三) 부윤, 인천부 요시마츠 노리오(吉松憲郞) 부윤이 참
석하여 수도이관에 관해 토의하였다.61) 먼저 총독부는 1922년에 준공 예정
인 확장된 노량진 수원지를 경성부에 이관하고 그 이관 조건으로 인천부에 
현재 인천부 소요수량 3,640㎥뿐만 아니라 확장 후 급수능력의 2분의 1을 
권리수량으로 보장하는 것을 제시하였다.62) 인천부는 노량진 수원지를 경성

55) 每日新報, 1919년 4월 5일자, ｢八年度新規土木事業(四), 宇佐美土木局長談, 京
城水道擴張｣; 동 신문, 1919년 4월 29일자, ｢擴張되는 仁川水道, 백만원의 예산｣. 
56) 東亞日報, 1920년 8월 29일자, ｢水道府營調査｣; 동 신문; 1921년 4월 12일
자, ｢水道讓渡問題, 形式方法 硏究中｣; 每日新報, 1921년 1월 27일자, ｢京城水道의 
府營｣; 동 신문; 1921년 4월 12일자, ｢水道讓渡問題, 형식 방법 연구 중｣. 
57) 東亞日報, 1921년 6월 5일자, ｢水道問題의 核心은｣.
58) 每日新報, 1921년 12월 2일자, ｢水道移管, 四府共確定｣.
59) 東亞日報, 1921년 5월 10일자, ｢水道經營移管｣; 동 신문, 1921년 12월 1일
자, ｢水道府營과 經營難｣; 每日新報, 1921년 12월 2일자, 앞의 기사.
60) 주동빈, 앞의 논문, 2013, pp.25~26.
61) 東亞日報, 1921년 5월 24일자, ｢水道移管祕密討議｣.
62) 每日新報, 1921년 6월 5일자, ｢水道移管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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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합병하는 안에 반대하였다. 더욱이 노량진 수원지를 경성부에 귀속하는 
안은 인천 지역 유지들의 격렬한 대응을 야기시켰다.
  수도이관협의회의 소식이 인천에 전해지자, 5월 31일 인천부민들은 노량
진 수원지의 경성부 귀속에 대한 반대 府民大會를 개최하였다.63) 이 대회에
서 부민대표 10여인은 연설을 통해 수도의 연혁뿐만 아니라 생명 보장 및 
전염병 예방의 필수재로서 수돗물을 강조하였으며 이 문제를 “인천 시민의 
사활문제”로 상정하였다.64) 또한 부협의원, 학교평의원, 상업회의소 평의원
을 실행위원으로 선정하고 “인천 전 시민은 고 이등통감 각하의 혜여한 인천
수도를 완전히 보유하여 단수의 고려가 없음을 기하고 수원지의 관리를 항구
히 우리 인천부에 이관함을 정상하다 인”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65)
  부민대회 직후 인천 유지 약 40명은 상업회의소에 모여 ‘수도이관기성동
맹회’(이하 기성회)를 결성하고 당국과 교섭할 간부진을 꾸렸는데, 그 인사는 
<표6>과 같다.66) 주목할 점은 명예위원으로 京城日報, 朝鮮新聞, 東亞日報, 
京城日日新聞 본사지국과 같은 신문사가 선정되었다는 점이다.67) 기성회는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외국군함·상선 및 일본군함·상선 등이 제물포항에서 
식수를 구득하기 때문에 수원지에 대한 인천부의 자유로운 관리권이 필요하
다는 논리를 내세웠다.68) 그러나 총독부의 모 당국자는 인천 유지 측의 대응
에 대해 인천부가 거의 손님과 같은 노량진 수원지에 관하여 공명을 획득코
자 함과 같은 감정론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이관회의에서 제시된 총
독부 안이 자타 모두에게 타당하다고 평가하였다.69)
  인천부 및 유지층과 총독부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성회는 6월 18일 
63) 東亞日報, 1921년 6월 2일자, ｢水道問題로 市民大會｣.
64) 위 기사; 每日新報, 1921년 6월 5일자, 위 기사.
65) 東亞日報, 1921년 6월 2일자, 위 기사.
66) 朝鮮日報, 1921년 6월 4일자, ｢仁川水道移管에 對한 復權運動策을 立하여｣; 
東亞日報, 1921년 6월 5일자, ｢市民大會後報 어디까지 분투｣; 每日新報, 1921년 
6월 5일자, ｢水道移管問題로 인천시민의 맹렬한 운동｣.
67) 위 기사. 뿐만 아니라 신문사는 후일 계량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인천의 수도 
남용문제를 부각시키는 기사를 일제히 보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68) 朝鮮日報, 1921년 6월 4일자, 위 기사.
69) 每日新報, 1921년 6월 5일자, 앞의 기사; 朝鮮日報, 1921년 6월 6일자, ｢
水道移管問題와 仁川府民의 反對運動에 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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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에 출두하여 청원서를 제출하고 진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원서
 인천 수도는 당항의 지리적 발전과 제국국방 상 군함, 상선 등에 관한 급
수의 절요에 기하여 명치 39년 중 고 伊藤 통감의 영단과 항민의 열성으로 
인천항 수도로 이상적 설계 하에 시공 (……중략……) 단수의 위기를 당하
는 일이 있으면 시민의 곤위는 잠시 인내할 수 있으나 복주한 기다 선박의 
선주 및 하주에 대하여 가히 예측치 못한 손해를 ○출하여 일반 축항 이용
자에게 의구불안의 염을 여하며 연하여 무역의 위미○퇴를 초래하는지 지
치 못할지오. 특히 우리 해군에 대한 급수의 부족은 국방상의 대문제이오. 
이를 단일한 1도시의 수도문제로 논의할 것이 아닐줄 사유하는 바이라. 다
시 유일의 대외 무역항으로 상해 지표 등 선박기항을 위하여 항상 악역습
래의 우려가 있어 항만 위생상 수도설비의 여하는 무역항으로서의 운명 소
장을 지배할 긴절한 문제로 사료하는 바이라. (이하 생략).70)

  총독부와 인천 유지를 위시한 기성회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자, 인천 수도
를 위탁하여 경영하던 경기도청이 중재에 나서 6가지 안을 제시하였다.71) 
이 안은 인천 수도의 경영주체를 경기도청, 인천부, 인천부와 경성부 공동으
로 상정하고 각각에 따른 구체적인 경영 원칙을 제시한 것이었다. 총독부는 
6가지 방법 중 현재 노량진 수원지 일체는 인천부로 확장된 부분은 경성부
로 이관하는 안을 택하고, 인천부에서는 이에 동의하였다.72) 인천부의 요시
마츠 부윤은 경기도청의 안을 받아들여 기성회와 협의하였다.73) 기성회의 간
부들은 현재 인천 수도 시설 일체와 노량진 수원지 확장 설비까지 무조건적
으로 인천에 이관하게 해달라74)고 인천부윤에게 요구하였으나, 관철시키지 
못하고 경성부의 제안인 4안을 받아들여 7월 20일 상경하여 경기도청에 탄
원하였다.75) 아래는 경기도청에서 제시한 중재안이다.
70) 每日申報, 1921년 6월 21일자, ｢水道移管請願｣.
71) 每日新報, 1921년 7월 14일자, ｢京仁水道問題協議, 京畿道에서 三案提出｣.
72) 每日新報｣, 1921년 7월 20일자, ｢水道問題, 移管條件內容｣. 
73) 朝鮮日報, 1921년 7월 20일자, ｢仁川水道移管問題와 各委員의 上京, 인천시민
의 대분발｣.
74) 朝鮮日報, 1921년 7월 20일자, 위 기사.
75) 朝鮮日報, 1921년 7월 21일자, ｢仁川委員 再陳情｣; 東亞日報, 1921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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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도에 관한 사무는 전부를 들어 지방비에 이관하여 그 취체 방법 총히 
종래와 같이 할 일. 
② 노량진 수원지 이외의 송수관과 기타 인천에 건설물은 총히 인천부에 
이관하여 수도 사무를 경영하게 할 일. 
③ 노량진 수원지의 관리경영은 경기도 지방비의 시행을 일임하고 인천 및 
경성 등은 각기 소용에 수량을 지방비에서 매수할 일. 
④ 종래 인천수도 전부는 인천부에 이관할 일. 단 노량진 수원지에서 목하 
시행중인 확장 공사는 경성부를 위하여 함으로써 이를 제외할 일.
⑤ 전항의 확장공사 준성 전에 총 수량 최대한도 1일 43만 입방척을 얻을 
예정이니 그 내 1일 인천 23만입방척, 경성 30만 입방척의 비율로써 인천
부는 각 급수의무를 부담할 일. 단 인천에는 단수를 아니할 일. 
⑥ 노량진 수원지 확장공사가 준공하면 1일 28만 입방척 수량은 경성부에 
당연히 사용할 것인데 인천부, 경성부의 희망에 의하여 설비의 여수는 이
를 분급의 의무를 부담함.76) 

  7월 22일 경성부협의회는 노량진 수원지가 지리상으로 보아도 이를 경성
부에 이관함을 지당하지만, 급수량 부족의 형편 상 인천부와 급수 상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천부로의 이관을 승인하였다.77) 
4안에 합의한 경성부 조건의 핵심은 ① 현재 설비중 경성 송수관 이하는 경
성부에 양여하며 다른 것은 인천부에 양여할 일 ② 시행중인 확장공사에 속
한 설비 일체는 준공 후 경성부에 양여하고, 이를 무상으로 인천부 사용에 
공급할 일 ③ 경성부에 대한 송수량은 1일 7,840㎥를 최소한으로 하고 여력
이 있는 한 송수 할 일이었다.78)  이후 경성부는 이관 조건을 수정하여 수
원지 확장 후 공급받을 급수량을 1일 7,840㎥이 아니라 실제 급수능력의 半
分으로 요구하여 협상을 마무리 하였다.79) 이를 통해 경성부가 내건 조건의 
21일자, ｢府態度決定期 水道移管問題｣.
76) 每日新報, 1921년 7월 14일자, 앞의 기사; 朝鮮日報, 1921년 7월 20일자, 
위 기사.
77) 每日新報, 1921년 7월 23일자, ｢京城態度决定, 仁川에 水道移管承認｣. 
78) 위 기사; 東亞日報, 1921년 7월 23일자, ｢水道移管協議｣; 朝鮮日報, 1921
년 7월 25일자, ｢水道移管問題와 兩當局者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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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급수량의 안정적인 확보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80)
  최종적으로 인천부는 舊수원지를 소유하되 확장된 시설의 관리권까지 얻었
으며, 사용수량의 비율에 따라 수원지 전 경비를 兩府에서 부담하기로 하였
다. 또한 차후 인천부의 소비수량이 증가하여 설비 확장이 필요할 때에는 확
장된 시설을 상당 조건으로 이관할 수 있다는 대비책까지 확보하였다. 인천
부는 1921년 현재 7,840㎥의 급수능력 중 3,640㎥로도 충분히 수요에 부합
할 수 있었던 도시였으며, 경성부와 영등포면에 급수함으로써 수도 수익도 
기대할 수 있었다.
  기성회를 통한 인천 유지들의 수원지 이관 운동은 인천부에 매우 유리한 
결과를 야기한 “대성공”81)이었을 뿐만 아니라 청원 당사자의 이해관계에도 
부합하는 결과를 낳았다.82) 전술하였듯이 당초 총독부가 경영하던 수도의 부
영화는 각 부의 재정상 부담스러운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인천부
뿐만 아니라 나머지 수도 중 하나인 진남포 수도의 지방비 보조 문제가 제
기되고 있었다.83) 또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수도 경영의 주체가 변경된다고 
해서 수도 사용 기회의 확대를 비롯한 수혜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
려 경성부민 측은 관영이든 부영이든 물 사먹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은 물 
값이나 적게 받고 너무 혹독히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신문 상에 투고하
는 등 부영화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다.84)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회에 참여한 인천 유지들이 노량진 수원지 귀속을 
79) 每日新報, 1921년 7월 30일자, ｢水道移管如何｣; 東亞日報, 1921년 7월 30
일자, ｢水道協議繼續｣; 동 신문, 1921년 8월 4일자, ｢水道移管問題｣; 동 신문, 1921
년 8월 6일자, ｢水道移管問題｣; 동 신문, 1921년 8월 7일자, ｢兩府意向申達, 水道移
管에 對하여｣; 朝鮮日報, 1921년 7월 30일자, ｢水道移管問題 其後의 經過如何｣.
80) 경성부의 급수량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주동빈, 앞의 논문, 2013, 1장을 참조
할 수 있다.
81) 朝鮮日報, 1921년 7월 27일자, ｢仁川水道의 移管問題 解決, 인천은 대성공｣.
82) 朝鮮日報, 1921년 8월 11일자, ｢仁川水道慰安會｣; 每日新報, 1921년 8월 9
일, ｢仁川代表 訪府｣; 東亞日報, 1921년 8월 11일자, ｢仁川答禮委員上京｣; 동 신
문, 1921년 8월 14일자, ｢陳情委員長自祝宴｣.
83) 東亞日報, 1921년 12월 1일자, 앞의 기사.
84) 每日新報, 1921년 4월 13일자, ｢寸鐵｣; 東亞日報, 1921년 7월 23일자, ｢
橫說竪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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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시한 수도 이관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이유는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결부
된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다음 <표5>는 기성회 간부들의 명단과 직업을 정리
한 것이다.

<표5> 인천수도이관기성동맹회 간부진 명단

85) 포목상점인 서흥태 주인으로 인천 상업계의 중추인물이 되었다. 정치국 등과 함
께 인천조선인상업회의소를 주도하다가 한일병합이후 조선인상업회의소가 일본인 주
도의 인천상업회의소에 합쳐지자 인천상업회의소의 조선인 의원 중 특별회원이 되었
다. 본명은 장내흥이었으나 개명하였다.(http://www.incheon.go.kr/board/290 
/1518269)  

직위 성명 종사업 비고(1921년 당시)
위원장 加來榮太郞 인천 미두거래소 이사장 인천상업회의소 상무위원
간사 張錫佑85) 객주업,포목상, 조선신탁 인천상업회의소 부회장
간사 沈能德86) 조선계리주식회사 감사 인천상업회의소 상무위원
간사 丁致國87) 화물 운송, 해산물 보관 인천상업회의소 평의원
간사 河野竹五助 잡화 및 석유 무역상 인천상업회의소 평의원

(1919)
간사 萩谷籌夫 조선신보 경영, 금융조합 인천상업회의소 평의원
간사 吉田秀次郞 해운업 및 무역업 인천상업회의소 회장
간사 白神專一 白神洋行 대표, 철강토목 인천상업회의소 상무위원
간사 後藤連平 변호사 인천부협의원(1920)
간사 坂倉伊平 인천미두취인소 인천상업회의소 상무위원
간사 堆浩 三井物産會社 인천출장소

장, 인천미두취인원 인천상업회의소 상무위원
이사 岡本保藏 - -
이사 松田耕作 道技手(인천수도공영소) -
회계 美濃谷榮次

郞
철물, 諸油類 판매 인천상업회의소 상무위원

(1919)
회계 北島岱三

賣藥 수출입, 조선신탁 중
역 인천상업회의소 평의원

회계 大石季吉 구미잡화, 모직물 판매 인천상업회의소 상무위원
출전 : 仁川商工會議所, 仁川商工會議所五十年史, 1934, pp.24~38; 한국사데이터
베이스, 한국근현대인물자료, 직원록자료; 가세 가와부로, 인천개항25년사, 
정지호 외 2인 譯註. 역주인천개항25년사, 2004, pp. 180~230.
비고 : 원 朝鮮日報 기사에는 加來榮太郞가 加來榮, 萩谷籌夫가 秋谷壽夫로 기재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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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5>에 따르면 기성회에 참여한 인천 유지들은 3명을 제외한 인사가 인
천상업회의소(이하 仁商) 임원진에 속하였다.88) 사업상으로는 특히 무역업에 
종사하는 자가 많았다. 인상 회원들은 기업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
경제 자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89)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경제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대응’ 하였는데, 그 요구의 내용은 주로 무역발전
을 목적으로 한 인천항의 확장 및 교통의 개선이었다.90)
  인천항은 조수간만의 차와 토사침전에 의해 입출항과 하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해 무역항으로서 결점을 안고 있었다.91) 따라서 무역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 선박 입출항 및 정박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 인천항
을 확장하라는 요구는 거류민단 시절부터 계속된 것이었다. 거류민사회에서

86) 高逸의 仁川昔今, 京畿文化社, 1955 중 “…우리 부자를 찾아보자. 재산 50만
원을 최고로 하고, 최저 10만원 정도의 부자를 차례로 든다면, 심능덕 씨를 필두로 
구창조, 장석우, 최승우, 정치국, 정영화, 정순택, 유군성, 주병기, 주명서, 장세익 씨 
등이다. (중략)”, ｢2대를 두고 토지관계로 쟁송｣, 時代日報, 1926년 7월 9일자에
서는 심능덕의 아들 심의숙의 토지소송을 보도하면서 이들을 ‘인천 심부호’라 일컫
고 있다. 또한 용동에 거주하며 객주단합소의 구성원이었던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영호, 개항도시 제물포, 민속원, 2017, p.186) 인천의 巨富였던 것은 분명하나 
그 기원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87) 정치국은 내리에 거주하였으며, 부산 객주 출신이었다. 러일전쟁에 협력하여 훈
장을 수여하였으며 조선인상업회의소 회두 및 인천상업회의소 부회두 나아가 인천부
협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정치국의 경력에 대해서는 오미일, ｢개항(장)과 이주
상인｣, 한국근현대사연구 47, 2008; 김남석, ｢인천 애관 연구｣, 인천학연구, 
17, 2012; 김남석, ｢극장을 짓는 항구의 상인들｣, 영남학 29, 경북대학교 영남문
화연구원; 이영호, 위의 책, p.183에서 재인용)
88) 仁商의 회원 자격은 영업세 연액 7엔 이상을 납부하는 자였다. 그러나 이들은 
거류민단 시절부터 인천 내 각종  문영주, ｢20세기 전반기 인천 지역경제와 식민지 
근대성:인천상업회의소(1916~1929)와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 인천학연구
Vol.10, 2009, p.147.
89) 문영주, 위의 논문, p.153.
90) 이하 인천상업회의소의 타 경제현안에 대한 지역적 대응은 문영주, 위 논문, Ⅳ
장을 참조.
91) 이동훈,｢1910년대 인천항 축항 사업과 식민자 사회 -‘동양유일’이중갑문식 독의 
준공｣,인천학연구28, 2018,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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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10년 인천항 축항 청원운동을 전개하여 통감부에 관철시켰으며 1918
년 ‘동양 유일의 이중갑문식 독(Dock)’ 건설을 달성하였다. 독의 건설은 경
제호황에 힘입어 인천항의 무역량 증대와 이주 노동자의 증가라는 도시성장
을 촉진하는 요인이었다.92) 
  인천 경제계의 목표는 무역항으로서의 인천항이 가진 정체성을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독의 건설이라는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입출항하는 선박의 선원을 대상으로 한 급수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
였다. 이러한 인식 아래 기성회의 수도이관청원은 수량이 풍부한 노량진 수
원지를 인천부로 귀속시켜 선박급수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띠고 있
었다. 이는 기성회가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성회는 청원서에서 인천 수도 부설의 이유를 위생 뿐만 아니라 當港의 
지리적 발전과 제국국방 상 군함, 상선 등에 관한 급수의 절실한 요구에 기
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93) 또한 수원지를 경성부로 이관하는 방
안이 단수를 초래해 시민의 곤란을 야기하는 것은 인내할 수 있으나, 오히려 
다수한 선박의 선주 및 하주에 대하여 예측치 못한 손해를 발생시키고 나아
가 무역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다. 이어서 위생상 수
도설비의 여하는 무역항으로서의 운명 소장을 지배할 문제이기 때문에 인천
부로 이관해야함을 역설하고 있다. 기성회의 수도이관청원은 일반 급수 이용
자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선박급수의 원활을 도모하여 당사자들의 종사업
종인 무역업의 안정화 및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연히 수도 
부영화에 의한 수혜 대상은 무역업 종사자를 위시한 仁商의 회원이었다고 생
각된다.
  더구나 5월 31일에 열렸던 부민대회에 대해 부협의원, 상업회의소 평의원 
내의 조선인뿐만 아니라 조선인 일반부민에게는 알리지 않아 참여하지 못했
다는 불만이 제기된 상태였다. 조선 사람이 참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대회라 할 수 있는지94), 인천시민대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얼마 안되는 
92) 거류민사회의 인천항 축항 청원운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동훈, 앞의 논문, 
Ⅲ~Ⅳ장을 참조.
93) 이하 기성회의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東亞日報, 1921년 6월 21자, 앞의 기사
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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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람끼리만 모여 시회라는 엄청난 이름을 붙였다는 비판까지 제기된 상
태였다.95) 당초 부민대회를 개최한 주체도 仁商의 회원들이었다.96)
  결국 노량진 수원지의 귀속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대응 과정은 무역업을 
바탕으로 한 자본가를 위시한 인천 유지들의 이익 투쟁이었다. 기성회가 주
창한 “인천시민의 사활문제”97)는 곧 仁商의 사활문제였던 것이다. 인천 수도
의 부영화는 유지층에는 혜택을 가사용·영업용 급수층에게는 부담을 안겨 주
었다. 부영화는 재정상 부담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수료의 인상은 이
미 예견된 결과였다. 1922년 4월 1일자로 부영과 함께 ｢仁川府水道給水條例
｣를 공포하고 모든 급수전에 계량제를 적용해 사용수량의 절약과 수도요금 
수입의 증진을 추구하였다.98) 全計量制의 실시는 사실상 수도요금의 인상을 
의미하였으며 따라서 일반 급수사용자의 대응, 특히 영세계층이 이용하던 공
설공용전 사용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초래하였다.

94) 朝鮮日報, 1921년 6월 3일자, ｢所謂仁川市民大會｣.
95) 東亞日報, 1921년 6월 4일자, ｢휴지통｣.
96) 부민대회의 개회사를 인천상업회의소 임원 출신인 白神專一이 담당하였는데, 이
는 인천상업회의소 임원 주도로 부민대회가 개최되었다고 볼 수 있다.
97) 東亞日報, 1921년 6월 2일자, 앞의 기사.
98) ｢仁川府水道給水條例｣(仁川府條例 第5號), 1922년 4월 1일자, 內務局 地方課,｢(自
大正十日年至昭和六年)京城·仁川·開城·群山·各府條例(CJA0002874),1922~1931, 
pp.6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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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府營下 全計量制 시행과 조선인 지역 不飮同盟
 
  일제강점 초부터 인천은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으로의 미곡 이출항을 담당
하였으며, 한편으로 대도시 경성과 긴밀한 관계 속 ‘관광지’, ‘행락지’의 역할
을 담당하며 도시적 위상을 설정하고 있었다.99) 월미도 유원지를 중심으로 
한 행락지로서의 역할은 인천뿐만 아니라 경성부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100) 
소위 樂園化에 따른 경제적 수혜는 웃는 사람은 적고 눈물 짓는 사람은 많다
는 지적처럼 인천 내 일부 상위 계층만이 공유하는 것이었다.101) 
  또한 1920년대 인천의 도시적 성장 요인은 관광과 무역의 번성이었다. 이
를 계기로 인천 지역에는 수많은 조선인 이주자들이 몰려들었는데, 이들은  
항구에서 하역을 담당하는 인부로 일하는 노동자거나 일본인 상공업자가 경
영하는 회사에서 일하였다.102) 또한 1910년대 이래 꾸준한 華商·華工을 비
롯한 중국인 노동자가 유입되었으며 20년대에는 정주화 현상이 두드러졌
다.103)
  그러나 성장의 바깥에는 시가지에서 밀려나 도시외곽으로 이동하는 부민들
이 있었는데, 이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을 ‘북촌’이라고 불렀다. 해당하
는 지역은 新花水里, 花平里, 松峴理, 松林里, 金谷里, 牛角里 등이었다.104) 이 

99) 염복규, ｢日帝下 仁川 ‘행락지’로서 위상의 형성과 변화 – 월미도와 송도 유원
지를 중심으로 -｣, 인천학연구14, 인천학연구원, p.46. 
100) 위 논문, Ⅱ장 참조.
101) 開闢 48호, 1924년 6월, ｢仁川아 너는 엇더한 都市?(一)｣. 
102) 이동훈, 앞의 논문, 2018, pp.34~36. (1905년 1만 명 정도였던 조선인 인구
는 1918년에 2만 명, 1920년대 중반에는 4만명에 이르렀으며 1910년대 일본인 사
회의 인구 정체와 대조적인 추세였다, 이동훈, 앞의 논문, 2018, p.34를 참조)
103) 1910~20년대 인천의 화교 및 중국인 노동자 유입과 정주화 현상에 대해서는 
金泰雄, ｢日帝下 朝鮮 開港場 都市에서 華僑의 定住化 樣相과 緣網의 變動: 仁川, 新義
州, 釜山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2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2장 참조.
104) 김종근은 인천의 남북촌 이중도시론이 일본인 중심지의 ‘잡거’라는 실상과 달
리 조선인의 민족차별을 강조하기 위해 공간적 분리를 강조한 심상지리 담론임을 지
적하였다. 따라서 ‘북촌’을 계층적으로 밀려난 한국인 독거지로 인식해야하며 실제 
도로, 상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빈약했음을 실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김종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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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 일대에는 밀려난 원래 부민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찾아 각지에서 이주해
온 노동자들도 모여들어 거주하게 되었다. 북촌에 거주하게 된 부민들은 대
부분 경제적으로 영세한 계층이었으며105) 민족별로는 조선인이 다수를 차지
하는 가운데 중국인도 일부 있었다.106)
  도시의 성장과 함께 뚜렷해진 계층적 차이는 ‘북촌’을 형성시켜 계층의 공
간적 분리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계층적 차이에 따라 민족별 차이가 발생하
였는데 그 예가 바로 급수전 사용 양상이다. 1910년대의 통계에 따르면 영
세계층을 위해 설치된 관설공용전을 이용하는 호수 중 민족별 비율의 차이는 
조선인 54.3%, 일본인 42.1%(1917년 기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107) 민족
별급수사용호수에 대해서는 각각 조선인 73.3%, 일본인 25.5%의 비율로 관
설공용전을 이용하고 있었다. 급수보급률은 약 39%였다.
  그러나 1920년대에 남아있는 민족별 통계인 1928년 기준, 공설공용전을 
이용하는 호수 중 민족별 비율의 차이는 조선인 89.7%%, 일본인 6.6%였
다.108) 같은 해 조선인 급수보급률은 33.9%, 일본인은 91.9%였다. 민족별
급수사용호수에 대해 조선인은 83.3%, 일본인은 8%의 비율로 공설공용전을 

연구에 따르면 1932년 당시 총29개 정리 가운데 한국인 독거지는 상기한 6곳에 龍
里, 栗木里, 外里, 柳町, 桃山町이 추가된다. 본 논문의 ‘북촌’은 선행연구를 반영하여 
한국인 독거지를 의미한다. (김종근, ｢식민도시 인천의 거주지 분리 담론과 실제｣, 
인천학연구 14, 2011을 참조)  
105) 開闢 48호, 1924년 6월, 위 기사; 開闢 50호, 1924년 8월, ｢仁川아 너는 
엇더한 都市?(二)｣.
106) 중국인의 경우 1920년대에 들어 가족을 대동하여 정주화하는 현상이 나타났
다. 중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그들의 임금이 매우 저렴했기 때문에 조선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직접적인 계기였다. 이들 역시 일용직 노동자로서 주로 공사
에 고용되었는데, 1924년 주안염전 복구공사에서는 3301명의 조선인 일자리가 중
국인 노동자로 대체되어 조선인 노동자에게 타격을 주었다.(東亞日報, 1924년 5월 
16일자, ｢일자리 빼앗긴 朱安鹽夫憤慨｣) 중국인 노동자의 이주 현상과 한국인의 대
응에 대해서는 김태웅, 이주노동자,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나, 2016, 
2~3장 참조.
107) 1910년대 인천부의 용도별/민족별 급수전 사용현황에 대해서는 본 논문 <표
-3>을 참조.
108) 이하의 1928년 민족별 급수전 사용비율에 대해서는 본 논문 <표-8>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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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고 있었다. 영세 계층을 위한 공설공용전 사용의 민족별 비율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 이유는 일본인 급수사용층의 경제적 성장이 뒷받침되어 전
용전이나 사설공용전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어 1930년대 조선인 급수보급률은 1934년 12월 기준 29.3%였으며, 
그마저도 조선인 급수사용호수 중 공설공용전 이용비율이 83.9%, 공설공용
전 이용호수 중 사용비율은 93.5%였다.109) 조선인 급수보급률의 저하와 공
설공용전 이용으로의 편중 현상은 부영화에 따른 전계량제 실시와 밀접한 관
련이 있다.
  조선총독부 경영기와 달리 부영 이후에는 인천부에서 수도 경영에 소요되
는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했기 때문에 부는 수도 경영의 목적을 ‘운영경비 감
축’과 ‘수익 증진’으로 삼았다. 그 방법은 생산의 영역에서 ‘동력변경’, 급수 
운영의 영역에서는 ‘사용수량의 절약’과 ‘수도 수익의 증진’을 동시에 또 적
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었다. 
  인천부는 수돗물 생산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수원지의 동력을 電力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원래 인천 수도의 수원지는 동력을 이용해 송수하는 
‘펌프식’으로 조성되었는데,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증기펌프를 사용하고 있
었다. 그러나 1910년대 후반부터 국제적으로 석탄의 등귀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동력원으로 삼는 수돗물 생산에도 비용을 상승시키는 타격이 가해질 수
밖에 없었다.110) 따라서 선제적으로 경성부가 동력원을 전력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자 인천부도 이에 동참하게 되었다.111)
  급수 운영의 영역에서도 수익 증진을 추진하였는데, 1차적으로 1922년 4
월 1일자로 적용된 ｢仁川府水道給水條例｣를 통해 급수료를 증징하였다. 이 
조례에서는 관영 시기에 매년 손실을 기록했다는 이유로 급수료를 변경하였
109) 본 논문 <표-14>를 참조.
110) 주동빈, 앞의 논문, 2013, p.27.
111) 每日新報, 1922년 7월 4일자; ｢京城炭灰調査 殘餘燃料｣, 동 신문, 1922년 9
월 7일자, ｢水道擴張 內容, 漣川 水力發電, 秋田 水道課長 談｣; 朝鮮日報, 1923년 
3월 3일자, ｢仁川水道 水源池의 動力變更｣; 朝鮮新聞, 1924년 6월 20일자, ｢水道
動力の電化｣. 1923년 당시 석탄은 인천 수도의 노량진 수원지와 경성 수도의 뚝섬 
수원지를 합쳐 1개월에 3500톤 정도 사용하였다. (東亞日報, 1923년 3월 19일
자, ｢京城石炭消費 一年約十三萬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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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가사용 급수전은 전용전 기준 33%, 영업용 급수전은 전용전 기준 
35% 상승하였다. 인천부는 급수료 인상을 통해 부 재정의 적자구조를 탈피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즉각적인 조치뿐만 아니라, 급수전에 계량기를 설치
하여 수돗물 사용량을 엄밀하게 측정하여 그 양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
도인 ‘계량제’ 역시 염두에 두고 있었다. 계량제가 節水를 통한 ‘생산경비 감
축’과 ‘수익 증진’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목적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급수량 
부족이 심각한 경성의 경우 급수사용자의 절수 자체가 절박한 해결 방법이었
지만, 수원지 용량이 넉넉한 인천의 경우 절수는 경비 감축뿐만 아니라 절약
된 물은 경성부에 판매할 수 있는 이익 수단이었다.112) 
  부영 이후 계량제 시행을 전제하고 있던 인천부는 仁商회원과 연합하여 
‘인천절약회’를 조직하고 일상생활의 개선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내세워 “전
기 수도 등을 남용치 말 일”을 주요 임무로 설정하였다.113) 또한 里町總代와 
전형위원을 선정하여 수도용수의 남용 방지에 관한 일을 책임지게 하였
다.114) 전술하였듯이 경성은 급수량 부족에 시달렸기 때문에 “盜用論”을 내
세워 그 원인을 조선인 관설공용전 사용자층에 전가한 한편,115) 인천은 넉넉
한 수원지 용량 덕택에 ‘조선인이 물을 훔쳐 쓰고 있다는’ 민족 차별 논리를 
내세우지 않고도 ‘濫用’ 담론을 통해 수돗물 절약의 필요성을 사회에 확산시
켜 수도 사업의 수익을 추구할 수 있었다. 
  절수 논리에 힘입은 인천부는 5만원의 기채를 통해 계량기를 구매하고 설
치를 추진하였다.116) 계량기 설치 공사는 1923년 4월에 시작하였으며 설치 
우선 대상은 공설공용전 및 사설공용전이었다. 공설공용전 설비가 濫水 및 
漏水가 다량 발생한다는 이유였다. 공·사설공용전의 계량기 설치를 끝내는 
즉시 8월 1일자로 계량제를 먼저 시행하고, 전용전은 10월 중에 설치를 완
료하고 11월 1일자로 계량제를 시행하기로 계획하였다.117) 그러나 7월 말 
장마 때를 맞이하여 발생한 노량진 수원지의 송수관 파열로 인한 응급 공사
112) 東亞日報, 1923년 9월 17일자, ｢水道에 計量器 仁川에서 實施｣.
113) 東亞日報, 1922년 3월 9일자, ｢仁川節約會組織｣.
114) 東亞日報, 1923년 2월 27일자, ｢里町總代及委員의 責任｣.
115) 주동빈, 앞의 논문, pp.31~33.
116) 每日新報, 1922년 6월 12일자, ｢仁川水債認可｣.
117) 朝鮮日報, 1923년 7월 10일자, ｢仁川水道의 計量, 계량기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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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속되자118) 계량기 설치 공사가 늦어져 공·사설공용전의 계량제는 10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119) 
  1923년 10월 1일자로 시행된 인천부 공·사설공용전 계량제는 元山府 다
음의 2번째로 전 조선에서 매우 빠른 속도였다. 당시 전계량제의 대표적 ‘실
험실’로 여겨진 도시는 경성이었던 반면,120) 풍부한 수원에 기반을 두었으며 
소규모 도시인 인천부는 그 분배 방법인 급수 운영 제도의 실험실로 기능하
였다고 생각된다. 인천부는 계량제의 빠른 도입을 통해 일반 급수사용층 뿐
만 아니라 영등포와 경성부에 수돗물을 판매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인천부의 사례를 통해 일제하 공영사업의 영리성을 구명할 
수 있겠다.
  공·사설공용전 계량제의 시행은 급수료뿐만 아니라 부담 방식까지 변경하
였다. 먼저 급수료는 공설공용전의 경우 1호에 대하여 990ℓ당 15전, 사설
공용전의 경우 30일간 7920ℓ까지 1원 20전을 기본요금으로 하고 990ℓ가 
증가할 때마다 15전씩 추가하여 부과되었다.121) 공설공용전의 경우 각 호마
다 가옥평수에 따라 정액을 납부하던 방식에서 총사용량을 급수사용호수로 
나누어 그 양에 매겨진 요금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122) 또한 요금 
징수 방식은 공설공용전의 사용량을 검사하고 이용호로부터 요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도총대제를 유지하였다.123) 다음은 1923년 ｢인천부수도
급수조례｣ 제정 당시와 계량제 실시 이후의 가사용 급수전 요금 비교표이다. 

118) 東亞日報, 1923년 8월 4일자, ｢仁川水道 送水管 中間에 破裂漏出｣; 동 신문, 
1923년 8월 4일자, ｢切迫한 仁川飮料水 送水管 破壞部分 尙未詳｣.
119) 東亞日報, 1923년 9월 19일자, ｢仁川水道 計量實施｣; 동 신문, 1923년 9월 
21일자, ｢仁川水道計量과 注意事項｣; 每日新報, 1923년 9월 20일자, ｢수도계량, 
10월 1일부터 인천에서 시행｣.
120) 주동빈, 앞의 논문, 2013, p.7. 
121) 朝鮮日報, 1923년 9월 30일자, ｢仁川水道料金變更｣; 東亞日報, 1923년 10
월 2일자, ｢仁川水道計量制｣.
122) 東亞日報, 1923년 9월 21일자, 위 기사; 朝鮮日報, 1923년 9월 22일자, 
｢仁川水道計量器 實施와 一般의 注意｣. 
123) 每日新報, 1923년 9월 20일자, 앞의 기사.



- 36 -

<표6> 부영 이후 가사용 급수전 요금 비교표
(단위 : 0.00圓)

  ｢인천부수도급수조례｣에 따르면 사설공용전과 공설공용전의 사용 자격은 
월세와 가옥평수에 따라 제한되고 있었다.124) 사설공용전의 경우 차대가격 
월 15圓 미만 또는 건평 20평 미만에 거주, 공설공용전의 경우 차대가격 월 
10圓 미만 또는 건평 15평 미만의 가옥에 거주해야하는 조건이었다. 사설공
용전의 요금은 15평 가옥을 기준으로 1호당 1개월에 1圓  20전, 공설공용
전의 요금은 1호당 1개월에 60전이었다. 계량제 적용 이후에는 요금의 가격 
자체는 같으나 계량제 이전의 1개월 평균사용수량인 3.78㎥보다 적은 사설
공용전 7.92㎥, 공설공용전 0.99㎥를 최소 수량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 조
치는 사실상 요금의 인상을 의미하였다.125) 

124) 이하의 급수 자격과 급수료에 대해서는 ｢인천부수도급수조례｣를 참조하였음.

｢인천부수도급수조례｣ 계량제
급수전 요금 급수전 기준수량 요금

전용전 
기본요금 본전 2.00

전용전
최소수량 11.88㎥ 2.00지전 0.60

추가요금
(5평당)

본전 0.45
지전 0.15

초과수량 0.99㎥ 0.15욕조(1개) 0.45
우마(1두) 1.75

사설
공용전 

기본요금 1.20
사설

공용전
최소수량 7.92㎥ 1.20추가요금

(5평당) 0.25
욕조(1개) 0.35 초과수량 0.99㎥ 0.15우마(1두) 0.60

공설
공용전

기본요금 0.60 공설
공용전 최소수량 0.99㎥ 0.15욕조(1개) 0.25

우마(1두) 0.45
출전 : ｢仁川府水道給水條例｣(仁川府條例 第5號), 1922년 4월 1일자, 內務局 地方
課,(自大正十日年至昭和六年)京城·仁川·開城·群山·各府條例(CJA0002874), 
1922~1931, pp.610~627; ｢仁川水道料金變更｣,朝鮮日報,1923년 9월 30일자; ｢
仁川水道計量制｣,東亞日報,1923년 10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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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하였듯이 계량제 시행은 요금의 인상뿐만 아니라 사용수량의 절약도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계량제가 불러온 사용수량의 절약과 요금 수익의 증
대라는 효과는 제도의 도입부터 부의 재정상 매우 경하할 현상이라고 기대되
고 있었다.126) 
  그러나 부의 예상과는 달리 계량제 시행 첫 달인 10월의 수도 사용량은 
감소되지 않았다. 1923년 10월 27일자 每日新報 기사에서는 계량제 시행 
후 1일 1호 평균 사용 수량을 7두(0.126㎥, 126ℓ)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사
용수량은 1일 1호 평균 1석 2두(0.216㎥, 216ℓ)로 증가하였음을 지적하면
서, 계량제를 채용한 목적은 절수를 도모하며 요금을 경감하는 것이므로 사
용자의 節水를 촉구하였다.127) 또한 인천부내 각 신문의 기자들을 노량진 수
원지에 초청하여 수돗물 생산과정을 소개하며 절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
다.128) 시찰 이후 1923년 11월 1일자 東亞日報 기사에서는 내지와 조선
의 급수보급률과 1일 1일 평균 사용 수량 통계를 제시하면서 “인천이 조선
에서 수돗물 많이 먹기로도 제일”, “많이 쓰기도 개인 평균으로 제일”이라고 
보도하였다. 11월 3일자 每日新報 기사에서도 부 당국이 절수 선전에 노
력하여 급수료의 저렴을 도모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 방울의 수도수가 如
何히 귀중한지” 알리기 위해 한강 수원으로부터 급수전에 도달하는 과정을 
상술하였다.129) 
  절수의 효과는 12월에야 나타났다. 위와 같은 보도에 힘입었기 때문이라
기보다 계량제 시행 후 처음으로 고지된 수도요금이 그 원인이었다. 당초 계
량제 시행부터 공·사설공용전 사용자 측은 절대적인 급수료 상승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급수료 상승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었다. 사용자 측은 “최초에 물 
값을 올린다고 하지 않고 다만 계량기가 있으니 좀 절약하라고만 하였느냐”
125) 朝鮮日報, 1923년 9월 30일자, ｢仁川水道料金變更｣; 東亞日報, 1923년 10
월 2일자, ｢仁川水道計量制｣; 每日申報, 1923년 10월 27일, ｢仁川水道의 計量制｣.
126) 每日新報, 1923년 10월 8일자, ｢계량제의 효과｣.
127) 每日新報, 1923년 10월 27일자, ｢仁川水道의 計量制｣.
128) 東亞日報, 1923년 11월 1일자, ｢仁川水源視察｣. 당시 참가한 신문은 경성일
보 겸 매일신보, 조선매일신문, 조선신문, 경성일일신보, 부산일보, 조선일보, 동아일
보였으며 참가 인원은 각 신문사마다 1명씩 총 7명이었다.
129) 每日新報, 1923년 11월 3일자, ｢一滴의 水라도 不可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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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계량기의 도입이 “물 값을 전일보다 3배가량이나 올린 것이 분명”하다
고 비판하였다.130) 11월에 고지된 수도 요금은 공설공용전의 경우 7~80전
이 대부분이며 최고 4원, 사설공용전의 경우 대부분 2~3원에서 최고 11원 
56전까지 부과된 실정이었다.131) 이에 대해 사용자 측에서는 지나친 폭리를 
지적하였으나 수도 당국자는 “덮어놓고 물 절약만 하면 물 값이 적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132) 달을 거듭할수록 사용수량은 감소되어 1923년 12월의 
사용 수량은 전년도 12월의 사용수량에 비해 약 15분의 1을 기록하였으며 
수도과장 사지(佐治爲敬)는 일반 급수 사용자가 계량제 실시 후 절수한 까닭
을 원인으로 꼽았다.133)
  계량제의 도입은 비단 인천부에만 필수적인 선택은 아니었다. 인천부의 뒤
를 이어 계량제를 도입한 경성부에서는 계량제의 도입이 수도 사용률을 감소
시켜 수도요금 수입이 저하될 것이지만, 소비량의 감소는 수원지 급수 경비
를 낮춰 부의 재정 수지를 높여줄 것임을 예상하며 의무계량기의 시대를 기
대하고 있었다. 요컨대 급수량의 효율적 관리와 그에 따른 수익 증진을 통한 
궁극적인 부 재정의 수지 개선은 수도를 경영하게 된 지방단체의 공통 과제
였던 것이다. 원산부를 시작으로 인천부, 경성부가 계량제를 도입하였는데, 
평양부에서는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고사하였
다.134) 
  나아가 인천부 수도과에서는 1923년 12월 1일부터 가사용 전용전까지 계
량제를 적용하였다. 계량제의 효과는 매우 두드려져서 실시 후 11월에는 
12%, 12월 30%, 1월 45%의 소비수량 감소를 보였다.135) 당시 수도과 과
장인 사지는 2할쯤 줄어들 예산이었던 것을 변경하여 경비를 더 적게 하게 
되면 물 값도 좀 내리게 될런지도 모르겠다고 밝힐 정도였다.136)

130) 朝鮮日報, 1923년 10월 28일자, ｢仁川水道料 三倍 激騰｣.
131) 朝鮮日報, 1923년 11월 15일자, ｢激增한 仁川水道料金｣.
132) 위 기사.
133) 東亞日報, 1924년 1월 21일자, ｢仁川水道近況｣.
134) 時代日報, 1924년 9월 16일자, ｢平壤, 水道의 計量制不採用 空然힌 煩弊임으
로｣.
135) 每日新報, 1924년 2월 6일자, ｢인천수도의 계량제와 지내본 실지 성적의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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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부 당국의 입장에서는 계량제가 절수와 수익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
는 대단히 효과적인 제도였다. 그러나 수도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수돗물 사
용의 기회를 빼앗아 가는 제도였다. 먼저 수도 요금의 비등을 야기하였다. 
전술하였듯이 수도 요금은 실질적으로 3배나 올라 특히 세민층이 주로 이용
하던 공설공용전 사용자에 큰 타격을 주었다. 또 전용전과 사설공용전과는 
달리 공설공용전의 요금 부담은 총사용수량을 급수사용호수로 나눠 실제 사
용수량에 상관없이 균등 부담하였는데, 각 사용호마다 부담해야 할 요금이 
높아졌으며 요금 공평성이 저하되었다. <표7>에 따르면 1922년에서 1930년 
사이 인구는 약 1.5배 상승한 반면, 급수호수는 약 1.2배 증가에 그쳤다. 급
수보급률 역시 감소 추세였다.

<표7> 부영이후 1922~1930년간 인천부 급수보급률

  또한 조선 총독부 경영기부터 전용전과 사설공용전의 급수료는 사용자가 
직접 납부하였으나, 공설공용전의 경우 급수 사용호 전체를 대표하는 총대 1
인을 선정하여 요금 납부를 맡기고 있었다. 수도 총대를 이용한 공설공용전 
급수료의 납부는 수도 사용자 개인에게 행정 당국에서 담당해야할 업무를 무
급으로 전가한 점에서 사용자 사이의 불편함과 함께 동시에 요금 징수의 효
율성 저하를 야기하여 온 제도였다. 무급으로 종일 급수전을 관리해야하는 

136) 每日新報, 1924년 2월 6일자, 위 기사.

연도 급수구역 내 총호수 급수호구 비율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1922 9,660 41,693 4,636 20,027 48 48
1923 9,647 40,932 4,914 20,638 51 50
1924 10,157 42,425 4,829 20,282 48 48
1925 12,389 53,594 4,896 21,052 40 39
1926 11,907 51,172 4,905 21,095 41 41
1927 12,113 52,262 5,150 23,295 43 43
1928 13,248 57,449 5,926 24,113 45 42
1929 13,864 59,558 5,723 25,547 41 43
1930 14,755 63,658 5,686 24,449 39 38

출전 : 水道協会 編, 『上水道統計及報告』, 上水道統計 각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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탓에 총대인을 선정하기도 곤란하였을 뿐더러 총대인의 요금 미납 혹은 횡령 
등의 사건까지 적지 않게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계량제 시행 이후에도 공설공용전 요금의 징수는 여전히 총대의 담당이었
다. 문제는 요금 징수의 효율성 역시 여전히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총대들은 
사용자끼리 균등하게 부담한 수도요금을 수합하여 수도과에 납부해야했지만 
중간에서 횡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총대가 수도과에 확실히 납부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납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도과에서 공설공용전을 무단
으로 잠가버리는 ‘停水’ 처분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였다. 1924년 3월 인천
부 內里에 설치된 공설공용전 제27호에 대해 수도과에서는 급수료 체납을 
이유로 停水 처분한 것이 그 사례이다.137) 사용자 측에서는 급수료를 수도총
대에게 전부 지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停水 처분한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
였는데, 수도과 측에서는 총대에게 급수료가 걷혔을지라도 수도과에 미납 상
태이므로 부득이 단수하였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밥 지
을 물이 없어져서 큰 고통을 받는 중이며 더구나 수백의 목숨을 좌우하는 
공설수도전을 이와 같이 함부로 정수함은 당국의 민중에 대한 태도가 경솔하
며 불친절하다고 맞섰다. 이어 수도과에서 조사한 결과 1월 요금까지 납부한 
것으로 판명되어, 수도과의 실책이 밝혀지자 여론이 더욱 비등했다. 
  내리뿐만 아니라 타 동리에서도 급수료를 제 때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停水 처분을 받자, 공설공용전 사용자들은 신문 독자투고란에 물 값은 바치
고 물은 못먹느냐며 진정하였다.138) 이에 사지 수도과장은 총대가 아직 수도
과에 급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총대를 더욱 주의시키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였다.139) 
  수도과의 실책이나 총대의 횡령에 따른 문제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공설
공용전 요금 징수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원인은 계량제에 근거한 급수료 부
담 방식이 연대부담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수도과에서는 수 십호가 동시에 

137) 每日新報, 1924년 3월 28일자, ｢仁川水道의 無斷閉栓｣; 東亞日報, 1924년 
3월 29일자, ｢精神빠진 仁川府｣. 이하의 內里의 공설공용전 정수 처분에 대해서는 
동 기사를 참조.
138) 東亞日報, 1924년 4월 9일자, ｢不平(인천)｣. 
139) 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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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공설공용전에서 몇 호만 급수료를 체납하면 停水 처분하였기 때문
에 급수료를 제 때 납부한 사용호가 고스란히 停水에 따른 피해를 입게 되는 
실정이었다. 사용자 측에서는 “수도를 잠글 때에 물 값 안낸 사람이 몇 명이
라든지 또는 어느 날까지에 바치지 않으면 안된다든지 통지도 없이 꽉꽉 잠
그고는 시치미를 떼니 이런 무리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당국의 행정처리를 
비판하였다. 140) 또 이 물난리를 없애려면 전과 같이 총대를 없애고 수도과
에서 직접으로 요금을 받는 것이 온당하겠다며 요금 징수 방식의 개선을 요
구하였다.141) 
  총대제에 대한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도과에서는 “수도사용자들이 불
편한 것을 면하고자 자기들이 선정한 것이니까 관청에서는 좀 부려먹어도 관
계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142) 동시에 사용횟수가 적다는 이유로 인천부
내 77곳에 배치하였던 공설공용전 중 16곳을 폐전하기로 결정하였다.143) 
  계량제 시행 이후 같은 양을 비싸게 사먹어야 하는 실질적인 급수료의 인
상과 사용 수량을 똑같이 나눠야 값을 치르는 연대 부담 방식은 사용자의 
불만을 누적시켰다. 이러한 공설공용전 사용자의 누적된 불만은 ‘新花水里 不
飮同盟’을 촉발시키는 계기였다.144) 신화수리는 조선인 지역으로 분류되던 
‘북촌’의 한 동네인데, 이 지역 209번지에서 공설공용전을 이용하는 약 40
호 중 일부가 급수료를 미납하자 수도과에서 停水 처분한 사건이 있었다. 停
水 처분이 실시된 지 20여일이 경과하자 극심한 불편을 느끼던 주민들은 수
돗물을 먹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대체재로 동네 가운데에 공동우물을 굴착하
기로 하였다. 이를 위한 주민 간 모금활동까지 전개하였다. 신화수리 주민은 
朝鮮日報에 다음과 같이 불음동맹의 결성 이유를 밝혔다.

140) 朝鮮日報, 1924년 4월 9일자, ｢仁川水道 非難이 또 狼藉｣. 
141) 위 기사.
142) 朝鮮日報, 1924년 4월 11일자, ｢仁川水道는 去益 恐慌｣.
143) 東亞日報, 1924년 4월 12일자, ｢水道栓 大整理｣; 朝鮮日報, 1924년 4월 
15일자, ｢仁川水道整理｣.
144) 이하 신화수리 불음동맹에 관한 내용은 朝鮮日報, 1924년 4월 14일자, ｢仁
川 新花水里 水道水 不飮同盟｣; 東亞日報, 1924년 4월 15일자, ｢仁川水道의 不飮同
盟｣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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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말썽이다 신화수리 주민談
 前記와 같이 물을 아니 먹기로 결의한 일에 대하여 그 동리 사람에 말을 
들으면 수돗물 사용자의 일부가 물 값을 잘 내지 않는 것이야 물론 좋지 
못한 일이지만은 수도 당국자들이 너무도 말썽을 부리기에 귀찮아서 그만 
샘물을 파기로 하였습니다. 물 값을 수도 당국자가 받아야 할 터인데 이것
을 총대에게만 맡기니 동리 간에서 몹시 굴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하간 
아니 먹으면 그만이지요라고 말하더라.145)  

  신화수리 불음동맹은 일종의 수돗물 불매운동이었다. 신화수리의 사례가 
나타나자 부랴부랴 인천부 당국에서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하였다.146) 인
천부 수도과장은 먼저 그 급수전의 총대가 급수료를 횡령하였기 때문에 공설
공용전을 잠갔다고 설명하고, 停水 처분이 도덕상으로 과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부득이 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인천 경찰서 엔도(遠藤四郞) 고
등계 주임은 총대를 조사해 보겠다면서도 불음동맹이 곳곳에 일어난다 하면 
큰일이니 조사 후 부 당국과 선후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음동
맹이 확산되는 것은 인천부 입장에서 수도 수익의 감소와 공중위생의 저하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저지할 필요가 있었다.
  신화수리 불음동맹은 신문에 <그림4>와 같은 만평으로 보도될 정도로 여
론의 주목을 끌었다. 이에 대해 東亞日報에서는 “물먹기에도 자유를 잃은 
그네들이여! 결심이 굳어지다”고 평하면서 불음동맹에 대한 수도과장의 발표
가 총대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을 꼬집어 “말끝마다 총대의 실수라고 총대란 
실수가 본직인 모양”이라고 비판하였다.147)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과에서 이
용하지도 않은 급수료에 대해 경찰을 입회시켜 강제 집행을 한 사건이 발생
하자 “수도과에서는 바친 요금을 또 내라하기 일쑤. 먹지도 않은 물 값을 달
라하기 일쑤. 정수하기 일쑤. 걸핏하면 총대 실책이라고 핑계하기 일쑤. ‘일
쑤판매소?’”라고 비판할 정도였다.148) 이러한 급수 운영의 문제점은 인천부 
145) 朝鮮日報, 1924년 4월 14일자, 앞의 기사.
146) 이하 인천부 당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東亞日報, 1924년 4월 15일자, 앞의 
기사 참조.
147) 東亞日報, 1924년 4월 17일자, ｢濟物夜話 一記者｣.
148) 東亞日報, 1924년 4월 26일자, ｢濟物夜話 一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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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과를 ‘불음동맹의 적’이라고 표현할 만큼 행정당국에 대한 신뢰를 깨트
리는 요인이었다.149) 

<그림4> 인천 신화수리 불음동맹 만평

  그러나 계량제에 근거한 공설공용전 요금의 연대 부담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수돗물 불매 현상은 계속될 일이었다.150) 수도과에서는 이를 개선하
기 위해 공설공용전을 일부 폐지하고 전용 또는 사설공용전의 부설을 권유하
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방법으로 당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급수전 부설
비의 ‘月賦納入’을 채택하였다.151) 제도 개선보다 공설공용전 폐지로 방향을 
정한 이유는 계량제의 효과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계량제 실시의 제일 목
적인 소비수량의 감소는 물론 수도 경영 재정 상 순이익까지 달성하였다.152) 
인천 수도는 개통 이래 수 만원의 결손을 보다가 부영 이후 1923년에야 처
음으로 2만 6천여원의 흑자를 기록해 일반회계 보조금을 받지 않는 독립 상
태가 되었는데, 그 원인으로 공공연히 ‘계량제’가 꼽혔다.153)

149) 東亞日報, 1924년 4월 26일자, 위 기사.
150) 朝鮮日報, 1924년 5월 16일자, ｢仁川水道 又非買｣.
151) 每日新報, 1924년 6월 2일자, ｢수도부설비를 월부 납입, 인천에서 실행중｣.
152) 時代日報, 1924년 9월 13일자, ｢仁川 水道使用量｣.
153) 朝鮮日報, 1924년 8월 9일자, ｢仁川水道 利益이 많았다｣.

출전 : 東亞日報, 1924년 4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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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부에서 추진한 ‘월부납입’을 통한 전용전 및 사설공용전으로의 전환과 
공설공용전 폐지는 공설공용전 사용자들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한 방
법이었다. 당시 규정 상 4間(약 7.3M)당 30원을 공사비로 정해두었는데, 거
리가 늘어날수록 비용도 증가하였으며 월부 납입의 기한을 6개월로 정해두
었기 때문에 영세 계층인 공설공용전의 사용자들은 부담하기 어려운 금액이
었다.154) 1924년 10월 율목리 72번지 총대의 공금횡령으로 인한 停水 처분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여전히 수도과의 입장은 총대는 각 동리마다 민선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총대를 선정하라며 일반 급수사용층에 책임을 전가할 뿐이
었다.155) 또 수도총대에 입장에서는 지나친 수돗물 소비를 방지하여 요금 부
담을 경감시키고 盜用을 금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汲水할 
때마다 즉시 현금으로 값을 치르게 하는 ‘즉매’를 자의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도 있었다.156)
  그러자 인천부에서는 부민 측의 요구에 따라 타 도시에서 공설공용전 요
금 징수 방식으로 채택한 ‘청부제’ 도입을 고려하였다. 청부제란 공설공용전
을 판매자에게 청부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직접 사용자들에게 수돗물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판매자의 중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행정 당국이 
요금을 징수하는 방식이었다. 청부제를 실시하면 종래 요금 부담의 불공평과 
총대의 미납으로 인한 停水 조치라는 연대 피해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었
다.157) 인천부의 입장을 다음의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부제는 실시곤란
인천수도에 대한 당국자의 말
 인천수도도 될 수만 있으면 청부제로 하여 즉매하도록 하고자함에 대하여 
사지(佐治) 인천부 수도과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더라. 
 수도를 청부제로 하고자하는 원인은 물 값 받기에 너무 힘이 들음으로 그
리하는 것인데 경성수도의 실적을 보면 인천수도는 졸연히 청부제로 하기 

154) 每日新報, 1924년 6월 2일자, 앞의 기사.
155) 時代日報, 1924년 10월 4일자, ｢不平많은 仁川水道 총대의 공금횡령으로｣; 
동 신문, 1924년 10월 16일자, ｢水道總代起訴 수도를 횡령했다고｣. 
156) 朝鮮日報, 1924년 10월 4일자, ｢上水盜用을 막는다고 仁川에도 卽賣頻頻｣.
157) 每日新報, 1924년 10월 23일자, ｢仁川水道도 請負制, 방금 계획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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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소. 경성수도는 1입방메돌(닷섬 닷말)에 대하여 청부자에게 9전씩 바치
게 하며 청부업자는 일반에게 1말에 2리 5모씩에 파는 터이므로 청부업자
는 1말에 9모씩 이익을 먹는 터인데 한 수도전에 한사람이 종일 매달려서 
팔아도 15전이나 20전의 이익밖에 없으므로 청부업자들은 이 장사는 못하
겠다하여 그만두므로 일반 사용자들은 별안간 먹을 물이 없어서 애를 쓰는 
터인바 현재 인천 수도는 한 입방메돌(㎥)에 15전씩 즉 경성보다 6전이 비
싸니까 만일 청부제로 한다면 경성보다 월등히 비쌀 터이오. 또 청부업자
에게 큰 이익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인천도 역시 물부족 문제가 일어날지도 
모르며 또 현재 공용 수도 사용자가 거의 다 떨어지게 되면 수도수입이 매
년 1만원이 감소되기 쉬우니까 용이히 청부제도를 실시할 수 없다. 

전체로는 손해
부분으로는 이익
 지금 인천의 공용수도는 수도 사용료를 호수에 안분비례를 하므로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은 큰 이익이오. 적게 쓰는 사람은 여간 손해가 아닌데 만
일 청부제로 되면 식구 적은 사람은 여간 이익이 아니라는 바 실례를 들면 
가량 세 식구 사는 집에서 하루 평균 세말씩 먹는다하면(한말에 2리 6모로 
계상) 한달에 23전 4리밖에 안되는 터이니까 현재는 큰 손해라 하나 사용
자 전체로 보아서는 그다지 찬성할 수 없는 문제이라더라.158)

   청부제를 실시할 수 없는 이유는 첫째 인천의 수도 요금이 경성보다 6전
이 비싸 청부까지 하면 요금 상승을 초래하고, 둘째 청부업자 역시 높은 이
익을 남길 수 없으며, 셋째 수도 수익의 감소를 초래해 부 재정 수지를 악화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나카지마(中島覺之) 부윤은 공설공용전 사용자들
이 겪는 “요금 징수난, 요금 분배의 불공평, 총대의 횡령, 1인의 과실이 일
반에게 쌓이는 등”의 결점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청부제의 실시에 따른 급
수료의 고등과 부 재정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159) 
또 사용자들이 납부만 잘 한다면 현 제도를 고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공
설공용전을 폐지하고 사설공용전으로 전환해야함을 주장하였다.160)

158) 朝鮮日報, 1924년 10월 25일자, ｢請負制는 實施困難｣.
159) 每日新報, 1924년 11월 5일자, ｢仁川水道의 請負制는 목하 계획 중, 中島부
윤 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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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설공용전의 폐지는 실패하고 부민들의 불만은 높아가자 인천부에서는 공
설공용전 5개소에 대해 시험적으로 청부제를 실시하였다.161) 공설공용전을 
판매자에게 청부하고 판매자는 사용자들이 汲水시에 석유통 2통에 해당하는 
2斗당 1錢을 받는 현금 판매 방식이었다. 그 시험은 용리에 2곳, 용강정 2
곳, 내리 1곳이었으며 성적이 양호하면 확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근본적으
로 계량제가 초래한 수돗물 가격 자체의 고점은 여전하였고 더구나 시험 동
리의 사용자들은 날마다 현금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井水를 이용하는 실정
이었다.162) 
  공설공용전 급수 운영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모순만 
쌓이고 있는 상태였다. 이 와중에 1927~28년 사이 경성에서 수인성 전염병
인 이질과 장티푸스가 유행하자163), 경성과 가장 가까운 항구였던 인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었다. 인천부에서는 우선 조선인에 대한 급수의 보급이 급
선무임을 인정하고 급수관의 포설이 없는 부락에는 부설하였으며, 동시에 직
원들을 통해 급수권유에 노력하였음을 역설하였다.164)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하고 조선인 급수사용호가 26%밖에 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였다. 또한 노
량진 수원지 淨水 과정의 과학성을 강조하면서 불결한 井水 사용을 자제하고 
수돗물을 사용하여 보건위생에 주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인천 지역은 
항만으로 생명을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인천 내 전염병 유행은 입출항하는 선
박과 전 조선 내부를 동시에 확산시켜 지역경제 상 대단히 큰 타격을 야기
할 요인이 될 수 있었다.16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부 당국이 공중위생의 

160) 東亞日報, 1924년 11월 6일자, ｢仁川水道은 請負制?｣.
161) 이하 청부제의 시험적 실시에 관한 내용은 每日新報, 1925년 11월 9일자, 
｢仁川水道는 請負制 爲先五個所에 實施?｣; 東亞日報, 1925년 11월 10일자, ｢給水
方法改良 仁川水道課서｣ 참조.
162) 每日新報, 1926년 1월 16일자, ｢前途無望한 仁川水道請負制｣. 
163) 東亞日報, 1927년 8월 26일자, ｢換節期의 流行病 赤痢가 京城을 襲擊｣. 
164) 每日新報, 1928년 4월 18일자,  ｢水質良好한 仁川水道｣; 朝鮮日報, 1924
년 4월 18일자, ｢統計的으로 본 仁川府 水道給水｣; 中外日報, 1928년 4월 19일
자,  ｢仁川水道給水狀况 朝鮮人二割日本人九割｣. 이하의 전염병 유행에 대한 인천부 
당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본 기사를 참조.
165) 每日新報, 1928년 4월 18일자, ｢水質良好한 仁川水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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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요구한 것은 부민 각자의 자각과 향토애의 발로였다.
  인천부의 급수 확대 노력은 급수료를 인하하고 급수관 부설을 확대하는 
등 급수 운영의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저 개인이 경각심
과 향토애를 발휘하여 井水 사용을 자제하라는 책임을 촉구하는 방향이었다. 
구조적 변화없이 개인의 책임에만 달린 급수 확대의 노력은 고가 급수료와 
계량제에 근거한 요금의 연대부담, 수도총대의 비위라는 모순이 잔재하는 이
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양상은 전염병 유행 직후의 통계를 기
록한 <표8>과 <표9>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표8> 인천부 민족별 급수전 사용현황 (1928년 말 기준, 단위 : 호)

<표9> 인천부 민족별 급수전 사용현황 (1929년 말 기준, 단위 : 호)

  먼저 1928~1929년 전체급수보급률은 약 47%에서 41%로 하락했다. 여전
히 부민의 반 이상이 井水나 河川水를 이용하고 있었다. 또 1928년 민족별 

민족 전용 사설공용 공설공용 특별전용 합계 총호수
일본인 1126(47.8) 908(39) 112(4.8) 209(9) 2355 2727
조선인 417(13.3) 63(2) 2641(84.1) 18(0.5) 3139 10738
외국인 44(10.4) 63(27.8) 97(42.7) 23(10.1) 227 423
합계 1587 1034 2850 250 5721 13889

출전 : 仁川府 編, 府勢一班. 1930.
비고 :  괄호 안의 비율은 민족별 급수호수합계에 대한 각 급수전 사용호수의 비율
임.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하였음.

민족 전용 사설공용 공설공용 특별전용 합계 총호수
일본인 990(40.1) 1063(43) 198(8) 219(8.9) 2470 2687
조선인 392/430

(13.3)
97/90
(2.8)

1954/267
9(83.3)

21/17
(0.5) 3216 9489

외국인 54(22.8) 47(20) 109(46.1) 26(11) 236 403
합계 1474 1200 2986 262 5922 12579

출전 : ｢統計的으로 본 仁川府 水道給水｣, 朝鮮日報, 1928년 4월 18일자; 仁川府 
編, 府勢一班. 1929.
비고 : ① 조선인호의 사용현황 중 앞의 수치는 1928년 4월 통계이고 위 朝鮮日
報에 근거함. ② 괄호 안의 비율은 민족별 사용호수합계에 대한 각 급수전 사용호
수의 비율임.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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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보급률은 일본인 약 91.9%, 조선인 약 33.9%, 외국인 58.5% 1928년 
민족별 급수보급률은 일본인 약 86.4%, 조선인 29.2%, 외국인 약 53.7%로 
모두 하락했다. 계층성이 나타나는 급수전별 사용 현황을 보면 1928년 일본
인은 급수호수의 약 83.1%가 전용 및 사설공용전을 이용하였다. 조선인은 
약 83.3%가 공설공용전을 이용하였다. 
  주목할 점은 1929년 통계에서 일본인전체급수호수는 감소하였으나 사설공
용전과 공설공용전의 사용비율이 하락하고 전용전 사용비율이 약 47.8%로 
높아진 점이다. 이는 인천 지역에 수인성 질병인 1928년 장티푸스, 1929년 
콜레라가 유행하여 곤욕을 치른 점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된다.166) 따라서 일
본인 급수 이용자층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설 및 공설공용전보다 전용전이 
더욱 안전하다고 인식해 그 이용층이 전용전으로 옮겨가 사용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 급수사용호수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1928년 말 통계인 <표8>
을 따르면 4월 통계에 비해 12월 조선인 급수사용호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인성 전염병의 유행에 따라 수돗물만이 안전하다는 위생관
념이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167) 엄격한 盜用 단속이 실시되는 형편이
었기 때문에168) 수돗물을 나누어 사용하고 있던 가호가 편입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1929년 통계에 따르면 급수사용호수의 증가는 일
시적이었으며 곧 이전의 수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인천 수도의 부영화는 부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여 공영사업의 영리성을 

166) 1928년의 장티푸스는 경성에서 발병되었지만, 1929년 콜레라는 인천에서 발
병되었다. 경성과 인천은 거리가 대단히 가까워 두 도시 중 한 곳이라도 전염병이 
유행하면 두 도시가 검역 및 예방주사, 수질 검사, 교통 차단 등의 전염병 확산방지
에 돌입하였다. 그 중 수도와 우물은 주요 검사 대상이었다. 1928년 장티푸스 발병
에 대해서는 김영미, 앞의 책, pp.258~272 참조; 1929년 인천 콜레라 발병에 대해
서는 東亞日報, 1929년 9월 17일자, ｢患者는 緘口不言 大阪서 侵入한 듯｣; 동 신
문, 동 날짜, ｢萬全을 期하여 京城侵入防止 아직 경인 교통은 종전대로｣; 동 신문, 
1929년 9월 20일자, ｢交通遮斷區域突破 松峴과 金谷까지 漫然｣ 등 다수.
167) 김영미, 앞의 책, pp.264~272.
168) 中外日報, 1928년 7월 5일자, ｢仁川水道 盜用者 엄중히 처벌｣; 東亞日報, 
1928년 7월 7일자, ｢水道盜用處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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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하는 계기였다. 영리성 심화의 예는 바로 가사용 급수전까지 계량제를 
적용하는 것이었다. 계량제는 1910년대에 비해 1920년대 영세한 계층인 조
선인 급수사용자의 공설공용전 이용을 고착시키는 원인이었다. 인천부는 공
설공용전 운영에서 근본적인 문제였던 고가의 급수료와 연대 부담하는 징수 
방식의 개선없이 엄격한 盜用 단속을 실시하는 데 그쳤다. 또한 부에서 급수 
운영 제도를 고친 것은 1929년 여름 콜레라의 유행169)에 대처하기 위해 공
중보건 위생상 湯屋業用 급수료를 감액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할 뿐이었
다.170) 고가 급수료라는 근본적인 모순을 배태하였기 때문에 1930년대 세민
층의 급수 이용에 대한 논의는 ‘급수료 인하’ 요구의 방향을 예견하고 있었
다.

169) 中外日報, 1929년 9월 19일자, ｢總患者十五名中 死亡者男女九名｣; 동 신문, 
동 날짜, ｢新花水里一帶 全部消毒｣; 동 신문, 동 날짜, ｢仁川과 船便잦은 麻浦警戒｣; 
東亞日報, 1929년 9월 23일자, ｢附近이 共飮한 山根町井水｣.
170) 中外日報, 1930년 4월 2일자, ｢仁川府水道 給水條例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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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公設共用栓 販賣制 시행과 지역사회의 대응
  1910~20년대 인천은 무역업과 금융업, 식료품, 정미업 중심의 산업구조
였다.171) 여기에 월미도유원지 사업으로 대표되는 관광산업도 추가되었
다.172) 무역업과 미곡수출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의 특성상 인천은 항만기
능을 강화하고 조선 내부로의 교통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항만
설비의 확충, 철도 및 도로의 확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도시기반시설부지
의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173) 그러나 항만·교통 중심의 산업구조는 
부두노동, 토목노동, 철도노동 등 불안정한 일용직 노동력의 비중만 늘 
뿐174) 인구 성장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1930년대 초 인천의 인구는 채 7만인도 되지 않아 도시로서 성장의 기로
에 놓여있었다.175) 1930년대 초 인천의 인구 정체는 경제 성장의 정체로 인
식되었다. 인천의 유지들은 지역발전과 인구 증가의 긴밀한 관계를 인지하여 
기존의 상업, 관광 중심의 산업 구조를 발전시키면서 공업자본의 유치를 통
한 공업화 추진을 촉구하였다. 이에 인천부에서는 ‘상업, 공업, 관광’의 도시
로 변모시킬 것을 ‘府是’로 제정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월미도와 송도유원
지 개발을 통한 ‘관광 도시’로서 지역정체성을 확립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공업 도시’의 역할도 담당하기 위해 대자본 유치를 추진하
였는데, 그 뒷받침 시설로서 공업용 수도 부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인천 
지역사회의 유지층은 지역 발전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연재되던 朝
鮮新聞의 ｢인천의 긴요문제(仁川の緊要問題)｣ 연속 기사에 여러 차례 공업용 
수도 부설을 촉구하였다.

171) 1910~20년대 인천의 생산구조에 대해서는 박인옥, ｢일제강점기 인천의 생산
구조와 도시공간의 변화｣, 인천학연구20, 2014, pp.240~247을 참조.
172) 염복규, 앞의 논문, p.46.
173) 박인옥, 위 논문, p.266.
174) 박인옥, 위 논문, p.248.
175) 이하 1930년대 인천의 도시정체성 변모 시도에 대해서는 김영수, ｢1920~30
년대 인천의 ‘관광도시’ 이미지 형성 - ‘인천 안내서’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11, 2009, 2~3장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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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인천의 유지층은 인천의 소비수량 보다 노량진 수원지의 수량이 2배 
넉넉하기 때문에 “물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였다.176) 그러나 당시 수
도 요금을 1㎥당 15전을 받는 것은 매우 비싸다면서 인천을 공업지로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공장용으로 저가의 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
다.177) 요컨대 풍족한 수량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비해 ‘혜택’을 입고 있다
고 인식하면서도 고가의 수도 요금이 인천의 ‘공업도시화’에 방해 요인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풍족한 수원지의 생산수량에 비해 일반 급수 사용자들이 급수를 
이용하는 급수보급률은 1932년 37%까지 떨어졌다. 특히 전용전, 사설공용
전 사용자보다 공설공용전 사용자층에서 두드러진 저하를 보였는데, 상기하
였듯이 수도 요금이 매우 고가였기 때문이다. 이는 1931년의 예산에 급수료 
수입 약 8300여 원이 감소하는 결과로 반영되었다.178) 다음 <표10>에 따르
면 급수보급률이 하락하다가 1933년이 되어서야 40%로 올라갔다. <표11>에 
따르면 전용전호수는 1928년~1935년 사이 1.5배 증가하였으나 공설공용전
호수는 1.2배 증가하였다. 다만 공설공용전 1개소 당 이용호수가 1928년의 
약 34호에서 1935년의 약 40호로 증가하여 이용밀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급수보급률의 소폭 상승은 고가 급수료에 대한 부협의회원 및 지역사
회 유지들의 비판에 힘입어 1933년 ｢인천부수도급수조례｣가 개정되면서 급
수료가 인하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76) ｢저가의 공업용수 공급을 꾀하며｣, 朝鮮新聞, 1932년 3월 6일자; ｢모든 공
업의 발달을 꾀하며｣, 동 신문, 1932년 3월 13일자(두 기사는 김락기·이지영, 인
천의 긴요문제(1932), 인천학연구원, 2006, pp.92~93, p.104에서 재인용); 永井
照雄, ｢仁川府｣, 朝鮮 254호, 1936, pp.32~34.
177) 朝鮮新聞, 1932년 3월 6일자, 위 기사.
178) 東亞日報, 1931년 3월 19일자, ｢昨年度보다 三萬餘圓 減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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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1931년~1937년 사이 인천부 급수보급률 및 井水·河水 사용률 변화

<표11> 1930년대 인천부 가사전용전 및 공용전수와 사용호수

연도 급수구역내 총호수 급수호수 비율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1931 14755 63658 5686 24448 38.5 38.4
1932 14939 65028 5589 24312 37 37
1933 16012 72860 6492 29264 41 40
1934 16539 75558 6846 30616 41.4 40.5
1935 17275 80420 7099 32769 41.1 40.7
1936 21024 100303 7346 34265 34.9 34.2
1937 21567 102473 7723 35845 35.8 35
연도 井·河水

사용호수
총호수에 

대한井·河水
사용비율

井數 井·河水수질
1931 9069 61.5 - -
1932 9350 63 424 불량
1933 9520 59 551 불량
1934 9693 58.6 551 불량
1935 10176 58.9 559 불량
1936 13678 65.1 839 불량
1937 13844 64.2 755 불량

출전 : 水道協会 編, 上水道統計 각년판.
비고 : ①각년도 12월 말 기준의 통계임. ②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
였음. ③총호수는 위의 급수구역 내 총호수를 의미함. ④1931년의 통계는 미상이
나, 산술적으로 급수구역내 총호수와 급수호수를 이용하여 추산하였음.

연도 총전수 전용전 공설공용 사설공용
전수 호수 전수 호수 전수 호수

1931 2380 - 1821 80 2751 290 1114
1932 2444 - 1896 81 3188 29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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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1년 예산을 검토한 인천부 부협의회에서는 부협의원에 의해 생산 원가 
절약을 통한 수도 사용료의 감하가 요구되었다.179) 먼저 부협의원 가토 헤이
타로(加藤平太郞), 고노 다케노스케(河野竹之助)는 수돗물 생산에 이용되는 전
력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부협의원 이창의
는 타 지역의 급수료를 물은 후 “당부의 수도 사용료는 비교적 고가이니 부
민을 위하여 감하시킬 의향이 없는가”라고 질문하였는데 부윤 마츠시마 키요
시(松島清)는 수도 수입의 減收로 인한 빈약한 부 재정 상태를 이유로 급수
료 감하는 불가하다고 답하였다. 반면 부협의원 고노가 “당항은 선박의 출입
으로 생명을 삼는 터이므로 선박급수는 요금의 저렴을 도모하여 선박의 편의
를 도움이 타당하”며 타 항구와의 선박 급수료에 대해 질문하자 부 측은 선
박급수에 대해서는 인천항이 가장 저렴한 가격이라고 자부하였다. 
  인천부 측에서 급수료를 감하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당시 재정 구조에 따라 
수도비가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180) 수도비는 전 조선 공통

179) 이하 부협의회의 논의 내용은 每日新報, 1931년 3월 26일자, ｢片務的道路改
修를 猛烈히 追擊 水道料金을 減下할수 없는가 仁川府議第二日｣; 東亞日報, 1931년 
3월 26일자, ｢特別한 波瀾없이 一讀會를 終了｣; 동 신문, 1931년 3월 29일자, ｢道
路工事의 差別을 論難｣; 朝鮮日報, 1931년 3월 26일자, ｢水道費 問題와 道路施設
의 差別｣를 참조.
180) 인천 수도비는 부영 이후에도 특별회계에 편성되어있었으나 계량제 실시 이후 
흑자를 기록하자 1925년부터 일반회계에 편입되었다. 每日申報. 1924년 11월 15

1933 2585 - 1994 85 3450 300 1048
1934 2880 - 2163 91 3621 308 1062
1935 2779 - 2273 94 3784 272 1042
1936 3232 2421 2468 99 3696 288 1037
1937 3323 2481 2558 100 3994 282 1014

출전 :  水道協会 編, 上水道統計 각년판.
비고 :  ① 각년도 12월 말 기준의 통계임. ② 1931~1935년 통계 중 전용전은 
가사영업직업용 급수전으로 통합되어 기록되어있는데, 평균 160개로 기재되어 있
으나 지나치게 적은 숫자임. 가사용 전용전 통계가 제외된 영업용 전용전 통계인 
것으로 보임. ③ 가사용 전용전수는 집집마다 단독으로 이용하는 전용전의 특성상 
이용호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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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어 인천 수도가 계량제 실시이래 흑자를 기록하
였더라도 수도 수익을 수도 설비 및 수도료 감하 등 수도 사업 내에서 한정
하여 사용할 수 없었다.
  동년 3월 23일자 東亞日報에서는 1931년 예산안에 대해 긴축방침에 근
거한 예산 수립을 비판하였다.181) 더욱이 그 범위 내에서도 긴급시설의 필요
가 있는 조선인 거주지역은 도외시하고 모든 시설이 비교적 완비한 일본인 
촌에만 편중한 점을 강조하여 지적하였다. 이 예산안에 근거하면 수도 사용
료의 수익은 약 6만 8천원의 이익이 계상되고 있었다. 기사에서는 인천의 
수도 요금이 타 지역에 비해 최고가임을 지적하면서, 부민에게 최고가의 요
금을 부담하게 하면서 이익을 얻는 것은 사업에 대한 수지 상황과 부민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지 아니한 “맹종한 무능”이라고 비판하였다. 급수료 감하
에 대한 인천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급수보급률을 저하시키는 원인이었다. 
  朝鮮日報에서는 1931년 12월 기준 총호수 1만 4993호에 대하여 수도
사용호수 5630호로 급수보급률은 37.5%를 기록하였다고 보도하였다. 60%
에 달하는 부민이 우물물을 사용하는 실태를 비판하면서 그 이유로 생활 곤
란과 고가 수도요금 문제를 제기하였다.182) 
  이에 부는 수도 사용을 장려하는 방안으로 급수료 인하를 결정하고 1932
년도 예산을 수립하였다.183) 인천부회의 본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회의
원 고토(後藤連平)는 급수료 인하의 지속성과 증세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
시하였다.184) 그러자 부윤은 경성부 수도 사용료 수입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사례로 들어 인천부내에 수도 미사용 호수가 다수이니 수도 사용을 적극 권
유하여 증수를 도모할 방침을 밝히고, 그 대상으로 수도 사용 호수가 적고 
대부분 공설공용전을 이용하던 조선인 계층을 꼽았다.185) 인천부회에서는 수
일자, ｢仁川水道는 一般會計로 編入｣; 東亞日報, 1924년 12월 21일자, ｢仁川府協
議會｣.
181) 東亞日報, 1931년 3월 23일자, ｢仁川府新年度豫算｣. 이하 1931년도 예산과 
수도 요금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본 기사를 참조 및 인용.
182) 朝鮮日報, 1932년 1월 31일자, ｢一萬 二千戶에 水道使用 四割｣.
183) 東亞日報, 1932년 3월 24일자, ｢금년도 예산 신규시설전무｣.
184) 每日新報, 1932년 3월 27일자, ｢仁川府議第三日 水道料減下는 增稅憂慮不無 
傳染病院忌避는 朝鮮人업는 原因 言語不通으로 信賴키가 不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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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료 감하에 동의하고 ｢인천부수도급수조례｣의 개정을 결의하였다. 그 내용
은 아래와 같다.

인천부 수도급수조례 개정
(중략)
1. 구 조례에서는 사설 및 공설공용자의 자격에는 거주가옥의 임대차가격
의 외에 건평 표준도 그 요건으로 삼았으나 신 조례에는 건평을 不計하게 
되었으며
1. 급수총대는 사용자 총수의 반수 이상의 연서계출로 인가케 되고 
1. 급수료는 공장, 제조업 기타는 최저 소비 수량은 1할 1보 7리, 초과수
량은 3할 3보 3리 이상 6할 6분 6리가 인하되며 관공서, 회사, 은행, 기타
는 최저수량은 1할 1보 7리, 초과수량은 1할 3보 3리가 인하되며, 가사용 
급수(전용)은 최저수량은 1할, 초과수량은 1할 3분 3리의 인하되어 사설공
용급수는 1할 내지 1할 3보 3리가 인하되며 공설공용급수는 2할이 인하될 
터이다. 
1. 현 조례에는 급수사용료 등의 체납 기타 조례 위반 행위가 있을 적에는 
停水처분을 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여 해제시키는 규정이나 공설공용의 완
납은 용이치 않으므로 일부 체납자를 위하여 정수를 위함은 타의 선량자를 
해하는 것이므로 정수처분은 안하기로 되었다.186)

  1차 개정 조례에서는 부회 내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도 사용자의 확대
를 목적으로 하는 조항을 담고 있었다.187) 먼저 사설 및 공설공용전 사용자
의 자격 조건을 완화시켰다. 舊조례에 따르면 사설 및 공설공용전을 신청하
려면 임대차가격의 상한선뿐만 아니라 거주 가옥의 건평 상한선까지 지켜야 
했으나, 新조례에서는 건평 조건을 삭제하고 임대차 가격의 상한선만 자격 
조건으로 정하였다. 또 1920년대 공설공용전 사용자층의 급수 이용을 저해
하던 근본적인 요인인 고가의 급수료와 停水처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수

185) 위 기사.
186) 每日新報, 1932년 4월 1일자, ｢인천부수도급수조례 개정｣.
187) 이하 개정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每日新報, 1932년 4월 1일자, 앞의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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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감하하고 停水처분 조항은 폐지하였다. 다음은 조례 개정 전후의 급수
료를 비교한 표이다.

출전 : ｢仁川府水道給水條例｣(仁川府條例 第5號), 1922년 4월 1일자, 內務局 地方課, 
(自大正十日年至昭和六年)京城·仁川·開城·群山·各府條例(CJA0002874), 1922~1931, 
pp.610~627; ｢仁川府水道 給水料 減下｣, 中央日報, 1932년 3월 31일자; ｢水道條
例改正 仁川府會에 通過｣, 東亞日報, 1932년 4월 2일자.
 
  개정 조례는 제조업을 위시한 영업용수에 대해 최저 소비 수량의 급수료
를 11.7%, 공장 및 제조업 분야의 영업용수의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급수
료를 33.3%~66.6%, 관공서 및 회사의 영업용수의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급수료를 13.3% 인하하였다. 영업용수의 최저 소비 수량에 대한 급수료 인
하율은 가사용수에 비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
는 공장, 제조업 등에서 사용하는 초과 수량에 대한 인하율은 매우 높은 편
이었다. 제조업 분야의 초과 수량에 대한 요금은 5전~10전으로, 가장 세민
층이 사용하는 공설공용전의 요금인 13전보다도 적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1
차 개정 조례는 공장, 제조업 분야의 영업용수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제도

용도 최저 
소비수량

｢인천부수도급수조례｣
(1922)

｢인천부수도급수조례｣
개정(1933)

철도
공장

제조업용
40㎥ 기본: 6.80 기본: 6.00

초과: 1㎥ 당 0.15 초과: 1㎥당 0.10~0.05
관공서
회사
은행

기타영업용
40㎥

기본: 6.80 기본: 6.00

초과: 1㎥ 당 0.15 초과: 1㎥ 당 0.13
가사전용 12㎥ 기본: 2.00 기본: 1.80

초과: 1㎥ 당 0.15 초과: 1㎥ 당 0.13
사설공용 8㎥ 기본: 1.20 기본: 1.08

초과: 1㎥ 당 0.15 초과: 1㎥ 당 0.13
공설공용 1㎥ 0.15 0.13

<표12> ｢인천부수도급수조례｣(1922), 1차 개정 조례(1933)
 급수료 비교 (단위:0.00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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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담보하는 역진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인천부수도급수조례｣의 개정은 일반 급수 사용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 측
면도 있었지만, 1930년대 인천 지역의 목표인 ‘공업 인천’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도 주요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인천부회가 열리던 1932년 3월에는 상기
한 ｢인천의 긴요문제(仁川の緊要問題)｣(朝鮮新聞) 연속 기사가 보도되던 시
기였다. 인천 내 유지들은 이 기사를 통해 급수료의 인하와 공업용 수도의 
부설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인천부회의원 무라타(村田浮)는 위 연속 기사 
중 ｢京仁線의 電鐵化와 기타｣라는 제목으로 투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인천의 
대공업지화를 위한 긴요 문제 4가지를 제시한 것이었다. 그 중 하나로 수도
요금의 인하와 그 설비의 근본적 개선의 문제를 제시하면서 우리들의 바른 
주장으로 힘을 발휘하여 요금인하를 달성하였음을 강조하고, 현행 수도요금
을 반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188) 수도급수조례의 개정은 일반 급
수 사용자층의 확대뿐만 아니라 ‘공업 도시’로서의 인천이라는 지역 정체성
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급수료 감하 소식이 정해진 때로부터 1년 뒤인 ｢인천부수도급수조
례｣는 총독부의 인가를 거쳐 1933년 4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되면서189) 그 
사이 급수 사용자 측으로부터 “인천부 당국에서 민중을 공연히 기만 농락하
는 것”이라는 비판만 계속될 뿐이었다.190) 또한 급수료 감하와 함께 급수 사
용자 측으로부터 제기된 근본적인 문제는 요금의 연대 부담 방식이었다. 공
설공용전 사용자 외에도 급수료를 이중 징수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부 당국
에서도 징수 제도상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다.191) 뿐만 아
니라 총대제를 채용하던 공설공용전의 경우 여전히 총대의 급수료 횡령문제
188) 村田孚, 朝鮮新聞, 1932년 3월 29일자, ｢京仁線의 電鐵化와 기타｣( 김락기·
이지영, 인천의 긴요문제(1932), 인천학연구원, 2006, p.134~135.)
189) 中央日報, 1933년 3월 31일자, ｢仁川府內의 水道料金을 减下 公設二割, 工業
六割餘｣; 每日新報, 1933년 4월 1일자, ｢仁川水道料金 약간 싸진다 일로 인하야 
부의 세입에선 一萬三千餘圓減收｣.
190) 東亞日報, 1932년 10월 16일자, ｢半年을 經過해도 水道料 不減下｣.
191) 京畿道知事→內務局長 殿, ｢仁川府水道料金ニ関スル件｣(1931년 3월 3일), 內務
局長→京畿道知事 宛, ｢仁川府水道料金ニ関スル件｣(1931년 2월 9일), 仁川府關係書類
(CJA0002778), 1930, pp. 1083~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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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잔존해 있었다. 1932년 6월 도산정의 수도 총대 김명순이 급수료 2개월
분 30여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자 6월 6일자 每日新報에서는 이 사건
을 보도하였다. 기사에서는 이 사건이 인천부 수도급수제도 상의 결함을 증
명하는 하나의 사실이며 감독 상 부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하였
다.192)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공설공용전의 盜用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
었다. 공설공용전의 급수 이용자는 열쇠, 鑑札을 교부받아 汲水시에 항상 휴
대해야했다. 공설공용전 급수 이용호의 열쇠, 鑑札을 빌려서 汲水하는 경우를 
盜用이라 하여 이 경우에는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과료 10원에 처할 수 있었
다. 이러한 도용 문제는 부회에서도 논의될 정도였는데, 부 당국에서는 선량
한 급수 사용자를 보호하는 의미로 부정 汲取 행위를 엄벌할 방침이라며 현 
규칙에 게재된 汲水시 주의 사항을 신문에 게재하여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
다.193) 
  부 당국과 언론에서도 인지하고 있듯이 공설공용전의 급수 운영 방식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은 채 시행된 급수료 인하는 급격한 효과를 내기 어려웠
다. 요금을 연대 부담하기에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수량의 급수료까지 납
부해야했기 때문에 형평성이 떨어졌다. 또 요금 징수를 수도총대에게 전가하
는 행정 처리는 납부의 완결성을 떨어뜨렸다. 1933년 10월 말 통계에 따르
면 인천부내 총호수 1만 5680호에 대해 급수사용호수 6609호, 즉 42%를 
기록하였으며 일본인 지역과 조선인 지역으로 나누어 보면 각각 73%, 29%
의 차이를 보였다.194) 일본인 급수사용호와 조선인 급수사용호의 급수보급률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으며,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조선인들은 여전히 井水를 
192) 每日新報, 1932년 6월 6일자, ｢仁川桃山町水道總代 水道料金을 橫領 被害者
는 警察署에 告訴 給水制度에 一大芥陷｣.
193) 1. 급수를 받고자하는 자 부윤에 감찰의 교부를 받을 일, 1. 급수는 세대(살
림)마다 청구하되 동 1구내 거주자라 할지라도 1개의 열쇠, 감찰을 공동 사용치 못
함, 1. 급수사용자는 타인에 대하여 열쇠, 감찰을 대여치 못함, 1. 타인의 열쇠, 감
찰을 사용하여 급수 汲取하지 않도록 할 일, 1. 열쇠 및 감찰을 휴대치 않고 급수의 
汲取를 않을 일. 每日新報, 1932년 8월 21일자, ｢仁川府內에는 飮料水詐取頻頻 規
則을 모르고 鍵을 借用해 過渡期의 無知가 나은 罪｣.
194) 東亞日報, 1933년 11월 29일자, ｢仁川給水使用者 對照 안되는 比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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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실정이었다. 당시 井水는 불결한 것으로 상징되어 전염병원으로 인
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 지역에서의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늘 제기되고 
있었다.195)
  1933년 8월 인천부 부윤으로 부임한 나가이 테루오(永井照雄)는 같은 해 
11월 공설공용전 총대제 방식을 판매제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12월에 적용
하였다.196) 부담의 불공평, 요금 징수의 비효율성, 盜水 및 미납의 결점을 
해결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급수 사용호수가 많은 동리에는 판매제를 적
용하고, 적은 동리에는 수도총대제를 적용하여 공동책임을 지우게 한다는 계
획이었다. 공설공용전 판매제란 일종의 청부제인데, 공설공용전마다 지정판
매인을 두고 이들이 급수사용자에게 약 2두(36ℓ)당 1전의 현금을 받고 수
돗물을 판매하는 제도였다. 부 당국은 지정판매인으로부터 정해진 급수료만 
징수하고, 급수전 관리 및 급수 운영을 판매인에게 위탁하고자 하였다. 판매
제 적용을 통해 수도 사용량의 감하와 사용자의 요금 부담의 경감을 기대하
고 있었다. 인천부는 11월 정리총대회를 거쳐 우선 공설공용전 17개소를 판
매제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판매제 적용은 급수 사용자의 요금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는 제도
였다. 기존의 총대제에서는 1㎥ 당 10전에 부민들이 약간의 수고비를 더해 
13전씩 부담하고 있었다. 판매제를 적용하면 1㎥당 27전을 지불해야하는데, 
급수료가 폭등한 이유는 지정판매인의 수익 때문이었다. 부민들은 부 당국의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사용자들의 부담을 배가시키는 결정이라며 
비판을 제기하였다. 
195) 東亞日報, 1933년 11월 29일자, 위 기사. 井水를 전염병원으로 보는 인식은 
인천뿐만 아니라 전 조선의 공통 인식이었다. 井水는 불결한 것으로 상징되었으며 
이 井水를 이용하는 조선인 지역은 불결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전염병 발생지로 지목
되거나 그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전시체제 하 철재
가격의 폭등에 따른 자재난 및 재정난과 급수난은 불결한 井水를 음용 가능한 물로 
변모시키는 요인이었다. 井水에 대한 담론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는 김백영, ｢일제하 
서울의 도시위생 문제와 공간정치｣, 사총68,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09, 3장
을 참조할 수 있다.
196) 이하 공설공용전 판매제 실시에 관한 내용은  每日新報, 1933년 11월 29일
자, ｢仁川共用水道 販賣制變更 현재의 방법은 불공평하야 明春四月부터 新制｣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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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 談
 부청의 잘못인줄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정과 판매인을 표준으로 
한 만큼 일반부민은 대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 값은 전보다 배를 내
고서도 물은 흔하게 쓸 수 없으니 이런 고통이 어디 있다는 말씀이요? 부
에서는 자기네 사무 간편만 생각하고 일반 부민의 이해는 전연 무시한 것
이니 부민으로서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까? 운운.

수도주임 談
 이에 대하여 인천부 수도계 주임 福井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계산상으로는 1입방 메돌에 27전 5리라 하더라도 그 결과는 그렇지 못
합니다. 따를 때에 헤지고 통이 좀 큰 것도 있고 하여 결국 21-2전의 수
입밖에 안됩니다. 현재 실시 중에 있는 50여개를 조사하였는데 하루에 최
상이 60여전 최하가 20여전의 수입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장정 1명이 
지키고 있으면서 이것이 많은 수입입니까? 그리고 종전에 일시에 지불할 
수가 없어 더러운 우물을 먹던 사람들도 1전만 쥐고 가면 두통 얻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민의 위생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운운.197)

  반면 수도계에서는 지정판매인의 수익이 적을뿐더러, 오히려 井水 이용자
들의 수돗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여 위생 향상에 일조하는 제도라고 역
설하였다. 
  이에 공설공용전 사용자들은 판매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동안 문제를 제
기해 온 수도총대제에 찬성하는 안을 작성하여 인천부에 진정하였다.198) 판
매제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공설공용전 사용자들은 수도를 이용
하지 않고 井水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1934년 1월 23일자 東亞日報 기
사는  인천 부내의 우물이 “대공황을 이루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도록 대
혼잡을 이룬다”면서 그 이유로 공설공용전에 판매제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라 
보도하였다.199) 음료수로 사용하지 않던 우물까지 서로 다투어 달려드는 현

197) 東亞日報, 1월 18일자, ｢水道販賣制 改正으로 府民의 不平爆發｣.
198) 東亞日報, 1934년 1월 21일자, ｢反對府民들이 府當局에 陳靖｣.
199) 東亞日報, 1934년 1월 23일자, ｢仁川府內에 井水大恐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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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라며 우물이 적은 송현리, 송림리, 신화수리가 더욱 심해 위생상 타격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였다.200) 조선인 동리의 井水 수요가 폭증하자 위생계에
서는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내 井水를 일제히 검사하기로 
결정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불량한 井水는 사용금지 처분할 계획을 밝혔
다.201)
  공설공용전 사용자 측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부 당국에서 오히려 판매제를 
더욱 확대하자, 인천부 각 정리총대들은 회합하여 판매제를 폐지하도록 결의
하고 2월 25일 인천부윤에게 진정하였다.202) 그 내용은 1㎥당 27전을 부담
하면 부는 10전을 받아가고 나머지 17전은 지정판매인이 가져가니 일반 부
민이 지정판매인의 이익을 위해 종전의 3배를 부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골자였다.203) 결과적으로 “훌륭한 위생적 수도를 두고서도 부정한 우물물을 
음용하게 되어 일반 위생에도 중대문제”일뿐더러 수도 사용량이 급감하여 부
의 수입도 반감하게 될 것이라 지적하였다.204)
  공설공용전 사용자와 정리총대의 궐기에도 불구하고 인천부는 판매제를 유
지하겠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였다. 수돗물의 원가가 유통비용의 증가
로 타 도시에 비해 워낙 비싸 상대적으로 인천부가 이윤을 덜 남기고 공급
하는 구조 때문이었다. 수돗물 원가를 비교하면 경성부는 1㎥ 당 3전 5리이
고 인천부는 8전 5리인데, 공급가는 경성부 7전 인천부 10전이기 때문에 경
성부에 비해 인천부가 1㎥당 2전을 덜 남기는 수익 구조였다.205) 따라서 수
도계의 입장은 이러한 구조 상 인천부민은 부득이 비싼 수돗물을 먹을 수밖
에 없고, 그나마 지정판매인이 약 2두(0.036㎥, 36ℓ)에 1전 받는 값을 내
리게 할 수는 있어도 판매제 폐지는 근본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었다.206) 판
매제는 인천부에 정량적이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였기 때문이

200) 東亞日報, 1934년 1월 23일자, 앞의 기사.
201) 東亞日報, 1934년 2월 27일자, ｢仁川府內의 井水를 檢査｣.
202) 東亞日報, 1934년 2월 28일자, ｢仁川水道 販賣制도 一般府民에 被害莫大｣; 
朝鮮日報, 1934년 2월 28일자, ｢水道에 仲商 둔 후 府民의 負擔 過重｣.
203) 東亞日報, 1934년 2월 28일자, 앞의 기사. 
204) 위 기사.
205) 東亞日報, 1934년 3월 2일자, ｢販賣制度의 廢止는 反對｣.
206) 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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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그동안 급수전의 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소요된 부대비용도 판매인
에게 급수전의 관리를 전가하면서 인천부 수도계원의 인건비까지 절약할 수 
있었다.
  인천부 당국과 급수 사용자 간의 대립이 팽팽하던 때, 도산정에서 사용하
던 큰 우물에 독극물을 섞는 듯 하다며 “냉수로는 아무 흔적이 없으나 온수
로 하면 마치 지렁물처럼 변한다”고 신고한 사건이 발생하였다.207) 실제 독
극물 투여 여부를 떠나 당시 부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 “수도 판매 지정인의 
수도수 판매가 많지 못하므로 그것을 많게 하기 위한 무서운 소행이 아닌가”
라고 인식할 정도로 당국의 판매제 시행에 대해 불신하고 있었다.208)
  급수 사용자층의 판매제에 대한 반대 여론은 인천부회 내에서도 주요 논
의 대상이었다.209) 1934년 3월에 개최된 인천부회에서는 부회의원과 인천부 
당국 사이 공설공용전 판매제를 둘러싼 논박이 발생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村田 : 공설공용수도를 지정판매제로 개정한 후 조선인 측에서는 비난이 
비등한 모양인데 성적의 실상은 어떠한가

- 小野 내무과장 : 정리총대로부터 井水를 음용하는 자가 있어서 곤란하다
는 진정이 있으나 이는 종래 부정수단으로써 수도를 음용하던 자가 우물
물에 전환한 모양인가 한다. 판매제도의 폐단이라 할만한 점은 汲水 시
간에 부자유가 있고 1입방미돌(㎥)에 10전 원가의 수도를 1관에 5리에 
판매하는 터이므로 1입방미돌의 수량의 매가는 원가의 2배이상인 27전 
5리의 고가를 보이나 이는 사용자가 조합제를 채용하면 가능하다고 생각
한다. 

- 樋渡 : 공설공용전의 수도를 판매제도로 개정한 까닭으로 일정한 시간 
외에는 수도수를 음용키 불능케되어 보건위생상 중대한 문제로 기할 염

207) 東亞日報, 1934년 3월 18일자, ｢多數民衆이 使用하는 井水의 水質이 突變｣.
208) 위 기사.
209) 每日新報, 1934년 3월 19일자, ｢論鋒은 上水道에 集中 水産市場도 追擊 議長
失言問題로 一時騷然 仁川府會第二日｣; 東亞日報, 1934년 3월 20일자, ｢共同水道販
賣制를 府會서 猛烈攻擊｣; 동 신문, 1934년 3월 24일자, ｢仁川上水道 販賣制度 歲入
減少, 府民不平｣; 朝鮮日報, 1934년 3월 25일자, ｢水道販賣制로 仁川府의 紛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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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가 있으나 당국은 이를 종래의 제도에 환원시킬 의사가 없는가
- 의장 : 환원시킬 의사는 전연 없다. 사용자가 자각하여 조합제를 채용하

면 가할 터이다. (이하 생략)210)

  공설공용전 판매제는 급수료를 폭증시킬 뿐만 아니라 지정판매인들이 개전
하는 시간에 맞추어 汲水해야 하는 사용 상의 불편이 있었다. 판매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인천부 측에서는 이 판매제는 급수 사용자 사이의 자치적인 
조합 결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하면 해결
될 문제라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1934년 인천부회 제5일차에도 여전히 이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격심하였다.

- 結成 의원 : 이 세입예산을 본즉 작년도 실수입보다도 1500여원이 감소
되었는데 또 일방 민간 측에서 불평이 다대한데 그래도 판매제도를 고집하
는가?
- 의장 : 조합제도를 전제로 한 판매제도이니까 부민의 불평은 없어질 것
이며 또 그 수입이 주는 대신 수도순찰원이 줄어 결국 마찬가지다. 그리하
여 결국 조합제도로 된다면 사용자도 싸게 먹고 부청도 사무가 간단해져서 
편리하다. 
- 樋渡 의원 : 판매제도로 한 후 화재가 나도 지정판매인이 개전을 않으니 
그래도 좋으냐?
- 福井 :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시킨다. 조례에도 개정하라는 규칙이 있다.
- 김종섭 의원 : 현재 番外(福井 수도계 주임)의 설명에 의하면 정수 사용
하던 사람이 1원만 쥐고 가면 수도를 먹으니 좋지 않으냐고 하나 그것은 
사실과 전연 반대가 아니냐? 그리고 월급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한번에는 
낼 수 있으나 평상시에 1전이나 2전이 없어 수도수를 못 먹게 되어 자연 
정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부 당국은 조합제도가 전부 실시되도록 판매제도
를 폐지할 의향은 없는가?
- 의장 : 조합제도로 되기까지에 습관을 지어주려니까 당분간의 희생도 할 
수 없다. 
- 福井 : 통계로 보아 실시 후에 사용자가 증가하였다.211)

210) 每日新報, 1934년 3월 19일자, 앞의 기사,.
211) 東亞日報, 1934년 3월 24일자, 앞의 기사를 토대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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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합제는 수도총대제와 같이 사용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공설공용전을 
이용하되,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부민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수돗물을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였다.212) 또 기존에 호를 단위로 요금을 분담하는 방식에
서 조합원 1인을 기준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213) 
  상당한 성적을 내고 있다는 부윤의 말과 달리214) 조합 결성의 속도는 더
뎠다. 판매제를 실시한 1933년 12월 이래 부의 수입이 감소하자 부에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수도계 직원 13명을 해고하였다.215) 나가이 부윤의 
조치에 대해 朝鮮日報는 “궁민을 구제하려고 모든 공사와 신규 사업을 일
으키는 오늘날에 있어 밖으로는 수도 판매제를 실시하여 부민의 불평을 사고 
안으로는 부 청원을 한번에 13명씩이나 면직을 시킴은 역대 부윤의 처음 보
는 모순정책”이라고 비판하였다.216) 
  언론에서는 수도 판매제의 실시를 계기로 井水 사용이 급등하였으며, 수질 
검사의 결과 부적당한 우물이 수다해 빈민들의 음료수 부족과 전염병 발병 
등의 보건 상 위협을 야기하는 실태에 대해 지적하였다.217) 위생계에서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 부내 우물 총 수 127개소 중 음료에 적당한 곳은 
16개소에 불과하고 끓여서 먹을 우물이 24개소, 음료에 부적당한 우물이 87
개소였다. 특히 부적당한 우물은 대개 “빈민굴”218)인 신화수리, 만석정, 화
평리, 송현리, 도산정 등지에 있었는데, 이 지역은 주로 조선인 동리였다. 실
제로 6월에 예년보다 전염병 발병률이 2배 이상을 기록하자 그 원인을 판매
제도 실시에 따른 井水 사용자 격증으로 꼽았다.219)

212) 朝鮮每日新聞, 1934년 4월 9일자, ｢組合組織を断行せよ!｣.
213) 위 기사.
214) 東亞日報, 1934년 3월 20일자, 앞의 기사.
215) 東亞日報, 1934년 3월 31일자, ｢仁川府廳員 十三名 解任｣; 朝鮮日報, 
1934년 3월 31일자, ｢水道販賣實施로 廳員 十三名 解職｣.
216) 朝鮮日報, 1934년 3월 31일자, 위 기사.
217) 이하 井水 수질 검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東亞日報, 1934년 4월 7일자, 
｢仁川府內 井水 七割이 不適｣; 朝鮮日報, 1934년 4월 8일자, ｢仁川細民層에 飮料水 
大不足｣를 참조.
218) 朝鮮日報, 1934년 4월 8일자, 앞의 기사를 참조.
219) 東亞日報, 1934년 7월 5일자, ｢仁川 傳染病 六月中의 狀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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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 사용층의 반대에 부딪친 부 당국에서는 결국 지정판매인의 판매가격
을 1리 감하해 1두(18ℓ)에 4리로 변경하고, 사용자 층이 자치적으로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선전문을 배포하였다.220) 또 사용수량이 많으나 전용수도
를 개설할 경제력이 없는 급수 사용자를 대상으로 전용수도 부설비의 월부납
입제를 다시 도입하였다. 지난 월부납입제가 6개월 기한이었던 것이 비해 이
번 개정에서는 2~3개년으로 기한을 대폭 늘렸다.221) 부에서는 지정판매인의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은퇴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222) 朝鮮每
日新聞에서도 판매제는 부와 사용자, 지정판매인 모두가 손해를 입는 “악
법”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조합제도로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223)
  이에 대해 朝鮮日報에서는 부의 수입은 줄지 않고 지정판매인의 수입만 
줄이는 조치이며, 여전히 경성부 급수료에 비해 2리 5모가 비싸다고 지적하
였다.224) 또한 조합제도로 자치적 개정을 촉진하는 선전문은 오히려 위생상 
경제상 모든 방면으로 불완전한 송현리, 송림리, 화평리에 배포되지 않아 불
만을 자아냈다.225)
  결국 공설공용전 사용자들은 ‘요금 경감, 부담 공평’을 내세우고 ‘공설공용 
급수 사용자 조합’을 속속 결성하여, 1934년 4월 5개소를 시작으로 불과 5
개월만에 9월 공설공용전 전 개소에서 전부 조합이 결성되었는데 그 수가 
90개소에 달하였다.226) 1920년대 공설공용전 사용자층의 대응인 ‘불음동맹 
결성’과 달리 1930년대 공설공용전에서 조합을 모두 결성한 결과는 일반 급
수 사용자층까지 수돗물을 필수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227)  부(협

220) 東亞日報, 1934년 4월 11일자, ｢問題의 仁川 上水道 畢竟 料金을 減下｣.
221) 위 기사.
222) 위 기사.
223) 朝鮮每日新聞, 1934년 4월 9일자, 앞의 기사.
224) 朝鮮日報, 1934년 4월 8일자, ｢仁川府의 水道料 減下｣.
225) 東亞日報, 1934년 4월 14일자, ｢仁川 上水道 宣傳에 不平｣.
226) 朝鮮中央日報, 1934년 9월 4일자, ｢仁川水道使用者組合을 全部結成｣.
227) 한편 1920년대 경성에서는 일부 식민관료와 조선인 언론에서 각각의 의도에 
따라 수돗물 필수재 담론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수돗물의 대체재가 많다는 특성과 
도시화 및 공업화의 지연이라는 조건은 공설공용전 사용자 및 비급수층을 설득하지 
못하는 이유였다. (1920년대 경성의 수돗물 필수재 담론에 대해서는 주동빈, ｢수돗
물 분배의 정치경제학｣,역사문제연구38, 2017, 4장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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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언론, 급수사용자가 속한 지역사회에서는 수돗물 이용 기회의 확대를 
꾸준히 요구한 반면, 공영사업의 주체인 인천부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하였다.
  오히려 공설공용전 급수사용자 조합은 부 당국에서도 안정적인 급수 운영
뿐만 아니라 생활 자치 기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
다.228) 이러한 기대효과는 부의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예를 들어 공설공용전 
제44호에서는 비조합원이 사용하는 수량이 적어, 조합원끼리 총사용수량을 
나눠 균등 부담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책정할 경우 오히려 비조합원 요금보다 
50% 더 물게 되는 실정이었다.229) 다른 공설공용전 급수자 조합에서도 마찬
가지로 비조합원에게 판매된 수량이 적어지자 조합원이 부담해야하는 요금이 
많아지자 조합제를 폐지하고 총대제로 환원하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었
다.230) 
  판매제에 기반을 둔 조합제의 실시는 사용수량의 격감으로 나타났다. 도 
예산을 심사하는 인천부회에서 공설수도의 수입이 격감한 것에 대해 비판하
고 급수료의 감하를 요구하자, 부윤은 “수도 하나로 보면 그렇지만 이 수도
요금의 수입으로 다른 사업을 하게 되므로 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231) 부
회의원 나오노(直野良平)가 공설공용전 판매제 실시 후 판매 수량의 성적에 
대해 질문하자 수도계 주임은 공설공용전 설치의 증가율을 밝힌 후 소비 수
량은 1932년도에 비하여는 48% 감소, 33년도에 비하여는 43%의 감소를 
보였다고 대답하였다. 다시 나오노가 그와 같은 사용수량의 감소 원인이 음
용수인지 세탁용수인지 물어보자, 부윤은 사용수량의 감소의 원인이 음용수
가 아니라 세탁용수의 감소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1935년도 인천부회를 보도한 東亞日報에서는 반감에 가까운 소비수량의 
감소 현상이 비록 세탁용수에 따랐을지라도 음용수도 상당히 포함되어있다고 
지적하면서 위생 및 보건에 타격을 주는 문제라고 비판하였다. 또 朝鮮日報

228) ｢公設給水使用者組合の美譚｣, 仁川彙報 6, 1934년 9월, p.12.
229) 東亞日報, 1934년 10월 6일자, ｢仁川公設水道 又一脈暗影｣.
230) 東亞日報, 1934년 10월 6일자, 앞의 기사.
231) 이하 1935년 인천부회에 대해서는 東亞日報, 1935년 3월 28일자, ｢販賣制
實施後 消費水量 激減｣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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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조합에 들지 못한 ‘일반 궁세민’이 고가의 수돗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자연히 井水를 이용하게 되어 위생상 문제라고 비판하였다.232) 
  인천부내 조선인의 수도사용호수는 매년 감소의 추세를 보였다. 1934년도
에 35%를 기록하였으나 1935년 4월 기준 33%로 감소되었는데, 같은 시기 
일본인 수도사용호수의 비율은 약 97%였다.233) 반면 배수량은 급증하여 경
성부에 보낼 수량도 부족한 상태였다. 이는 1934년 6월 ｢조선시가지계획령｣
의 제정 이후 각지에 공업용지가 조성되고 잇따른 정미공장, 주조공장, 제분
공장을 위시한 공업화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234)
  인천부윤과 유지층에서 주창하던 인천이 받은 “물의 혜택”은 세민층이 이
용하던 공설공용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었다. 다음 <표14>와 같이 1935
년 12월 말 기준 급수보급률은 일본인호 85.5%, 조선인호 29.5%, 외국인호 
41.7%, 합계 29.4%를 기록하였다. 또한 일본인호의 89.3%가 전용전 및 사
설공용전을 이용한 반면, 조선인호에서는 84.1%가 공설공용전을 이용한 실
정이었다.

<표13> 인천부 민족별 급수전 사용현황 (1934년 12월 기준, 단위 : 호)

232) 朝鮮日報, 1935년 4월 3일자, ｢水道販賣制實以後로 細民層 二重受難｣.
233) 朝鮮日報｣, 1935년 7월 2일자, ｢인천부내 조선인 수도사용 逐年 감소｣.
234) 広瀬貞三, 2016, ｢近代朝鮮の水道事業と地域社会｣,　朝鮮學報 240, 朝鮮學會, 
p.29.

민족 전용 사설공용 공설공용 특별전용 합계 총호수
일본인 1361(71.6) 874(85.6) 98(2.8) 202(82.1) 2535 2504
조선인 494(26) 110(10.8) 3302(93.5) 28(11.4) 3934 13426
외국인 46(2.4) 37(3.6) 130(3.7) 16(0.4) 229 229
합계 1901 1021 3530 246 6698 16159

출전 : 仁川府 編, 府勢一班, 1935(김석희·박세희 역주, 譯註 인천부세일반 –
1935~1936년-,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11에서 재인용)
비고 : ① 괄호 안의 비율은 급수호수합계에 대한 각 급수전 사용호수의 비율임.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하였음. ② 원문에는 조선인 총호수가 3657로 기재
되어있으나 오류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급수보급률 29.3%를 기준으로 추산하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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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인천부 민족별 급수전 사용현황 (1935년 12월 기준, 단위 : 호)

  풍부한 수량을 생산하는 수원지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천 수도를 둘러
싼 인천부와 지역사회 사이 갈등의 씨앗은 고가인 급수료였다. 이는 수원지
로부터 인천 시내사이의 거리가 멀어 송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해 수돗물 
원가를 상승시켰기 때문이다.235) 또 수원지에서 배수지, 배수지에서 급수전
까지 각각 4% 정도 누수되고 있었던 현상도 약 9,300원의 손해를 입힌 요
인이었다.236) 1930년대 수도를 둘러싼 요구는 결국 급수료를 낮추어 달라는 
것이었다. 판매제 실시 이후 사용수량의 급감과 조선인 급수사용호수의 감소 
현상은 전염병 확산이라는 위생 및 보건 문제와 결부되어 논의되었다. 구체
적으로 판매제 실시 이전의 공설공용전 사용료 총계가 1년에 1만 8000원 
내지 2만원이었으나, 실시 후에는 1만 1000원에 그쳤으며 사용률로 보더라
도 인원이 적은 관공서의 1년 사용량 약 14만㎥에 비해 5만 6000명에 달하
는 빈민층의 수도사용량은 약 11만㎥였다.237) 
  1936년도 인천부회에서는 부회의원 장광순이 수도 수입을 다른 사업에 적
용하는 일반회계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급수료 감하를 요구하였다. 나
아가 1936년 예산에 우각리, 율목리, 용강정, 외리, 화방정 등지에 배수관 
부설 및 공·사설공용전 및 전용전을 설치하기 위해 1만 2625원이 계상되어
235) 東亞日報, 1935년 12월 10일자, ｢水道水 利用못하는 者 總戶數의 七割强｣.
236) 東亞日報, 1936년 3월 25일자, ｢仁川水道管 大修理計劃｣.
237) 朝鮮日報, 1936년 3월 23일자, ｢遂年 問題化하는 仁川水道問題｣. 

민족 전용 사설공용 공설공용 특별전용 합계 총호수
일본인 1289(52.2) 910

(36.8) 88(3.6) 184(7.4) 2471 2773
조선인 492(11.9) 141(3.4) 3477

(84.1) 24(0.6) 4134 14027
외국인 61(30.8) 14(7.1) 106(53.5) 17(0.1) 198 475
합계 1842 1065 3671 225 6803 17275

출전 : 仁川府 編, 府勢一班, 1936; 広瀬貞三, 2016, ｢近代朝鮮の水道事業と地域
社会｣,　朝鮮學報 240, 朝鮮學會, p.30 表 6에서 재인용.
비고 : 괄호 안의 비율은 급수호수합계에 대한 각 급수전 사용호수의 비율임. 소수
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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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자, 부회의원 황윤은 수도 부설을 공평히 하라고 요구하였는데 내용은 다
음과 같다.238)

- 황윤 : 수도는 영리를 위한 것이냐 위생을 위한 것이냐?
- 위생을 위한다.
- 황윤 : 그러면 상수도의 부설이 없어 불결한 정수를 사용하는 빈민지대
인 도산정, 송현리 등지에다 부설치 않고 비교적 부유할 뿐만 아니라 상수
도의 완성에 가까운 지대에다 증설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 장차 그럴 의향이다.239)

  인천부에서는 증가하는 전체 배수량을 고려하여 신 수원지 건설을 검토하
였으며240) 그 동안 비판받아온 남북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촌’ 지역에 
배수관을 1937~1939년 3개년간 부설할 계획을 밝혔다.241) 그러나 신 수원
지의 건설은 음용수 공급보다 ‘공업도시 인천’을 달성하기 위한 공업용수 공
급에 초점을 둔 계획이었다.242) 또 중일전쟁의 영향으로 발생한 군수 인플레
이션은 철재 가격을 폭증시킨 요인이었기 때문에, ‘북촌’ 지역 배수관 부설 
계획은 축소되다가 결국 중지되고 말았다.243) 영세 계층이 이용하는 공설공
용전뿐만 아니라 전용수도도 사용자의 부설비 부담이 격증하여 부설하기 어
려웠으며 당시 대대적으로 건설을 추진한 송도 유원지마저도 부설하기 어려

238) 東亞日報, 1936년 3월 28일자, ｢“水道敷設을 公平히 하라”｣.
239) 東亞日報, 1936년 3월 28일자, 앞의 기사.
240) 每日新報, 1936년 7월 8일자, ｢仁川府水道水源池 金浦에 新設計劃｣. 
241) 朝鮮日報, 1937년 1월 18일자, ｢仁川府 北村 一帶에 水道管을 增設｣. 
242) 每日新報, 1937년 3월 23일자, ｢府會果然大論戰 仁川水道費問題로 質問陣의 
共同戰線｣.
243) 朝鮮日報, 1937년 6월 23일자, ｢鐵飢饉의 影響 水道敷設에까지 仁川水道 敷
設料도 引上｣; 동 신문, 1937년 7월 3일자, ｢十六萬圓으로 仁川水道工事｣; 동 신문, 
1938년 6월 9일자, ｢鐵材價 暴騰으로 水道擴張 中止?｣; 동 신문, 1938년 8월 7일
자, ｢材料價格騰貴로 水道工事를 中止｣; 동 신문, 1938년 9월 8일자, ｢水道鐵管 代用
品 ‘에다니트 파이프’ 使用｣; 동 신문, 1939년 4월 13일자, ｢仁川府에 水道飢饉, 鐵
材難으로 工事 ‘스톱’｣; 동 신문; 1939년 6월 7일자, ｢鐵材의 飢饉으로 水道擴張工事
를 中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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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물가고였다.
 전시체제의 영향으로 철재가 등귀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용 수도
의 건설은 순조롭게 추진되었다.244) ‘京仁一體’를 목적으로 내세운 경성부와 
인천부에서는 부평에 공업용 상수도를 건설하여 상수도의 경인일체화를 꾀하
고 있었다. 

<표15> 인천부 민족별 급수전 사용현황 (1938년 6월 기준, 단위: 호)

 
  한편 급수보급률은 약 40.1%를 기록하였다. 같은 시기 인천부내 일반 급
수 사용자 중 조선인의 급수 보급률은 29%에 불과하였다.245) 1929년 말의 
통계인 <표9>와 1938년 통계인 <표15>를 비교하면 조선인 총호수는 약 8천
호 증가하였는데 비해 급수호수는 약 1천 7백호 증가하였다. 또한 급수전별 
이용 현황을 보면 여전히 조선인급수호수의 약 82.5%가 공설공용전을 이용
하고 있었다. 
  고가 급수료라는 모순이 사라지지 않은 채 시행된 공설공용전 판매제는 
부의 간편한 사무처리를 위해 사용자의 희생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제도였
다. 오히려 사용자측은 판매제보다 그 동안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

244) 朝鮮日報, 1939년 9월 6일자, ｢仁川工業用水道 十二日에 起工式｣; 東亞日報
, 1939년 9월 3일자, ｢富平에 大工場地 建設 工業用水道 起工式｣. 
245) 東亞日報, 1937년 6월 12일자, ｢水源池 仁川府에 水道使用者 三割｣.

민족 전용전 사설공용 공설공용 특별전용 합계 총호수
일본인 1,641(60) 863(31.6) 63(2.2) 170(6.2) 2,737 3,147
조선인 682(14.2) 141(2.9) 3,964

(82.5) 17(0.4) 4,804 18,206
외국인 47(43.5) 7(6.5) 37(34.3) 17(15.7) 108 202
합계 3,370 1,011 4,064 204 8,649 21,555

출전 : 守山春市, ｢給水普及に據る都市の考察｣, 工事の友』10輯4号, 1938年 7月, 
pp.38~40；広瀬貞三, 2016, ｢近代朝鮮の水道事業と地域社会｣,　朝鮮學報 240, 
朝鮮學會, p.31 表7에서 재인용 및 수정.
비고 : ①괄호 안의 비율은 급수호수합계에 대한 각 급수전 사용호수의 비율임. ②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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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도인 ‘수도총대제’를 선호하는 실정이었다. 이는 사용수량의 격감, 수도
보급률의 저하라는 결과로 귀결되었으며, 그 타격 대상은 영세민이면서 그 
중 다수를 차지한 조선인 계층이었다. 공설공용전을 이용할 경제력이 되지 
않는 계층은 약 60%에 달하였으며, 이들은 수돗가에서 밀려나 井水나 河川
水를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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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結語

  1883년 개항된 제물포 일대에 거주하게 된 외국인들은 井水의 불결함을 
지적하며 청결한 수돗물 사용을 위한 상수도의 설치를 대한제국 정부에 요구
하였다. 을사조약에 따라 설치된 통감부에서는 장래 요코하마(横浜)와 같은 
무역항의 역할을 담당할 도시로 인천을 상정하였다. 통감부는 거류민 급수와 
무역항의 필수 시설인 상수도 부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정개선의 일환
으로 기공하였으며, 1910년 12월 조선에서 5번째로 인천 수도를 개통하였
다. 수원지는 경성교외의 노량진에 조성되었으며, 1914년 영등포 분기급수 
및 1918년 경성 분기급수를 실시하였다.
  일제강점기 상수도의 경영은 경영주체에 따라 조선총독부 경영인 ‘官營’과 
인천부 경영인 ‘府營’으로 구분된다. 조선총독부가 경기도청에 위탁경영한 관
영 체제하에서 인천 수도는 대체로 적자를 기록하였다. 선박급수와 수도 수
익 기대로 유지되었던 조선총독부 경영 체제는 계속된 적자로 인해 부영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경성부의 만성적인 급수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
책의 하나로서 부영화는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부제 실시 이후 인천부의 재
정 상태는 수도 경영까지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부 당국에서는 
부영 문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노량진 수원지의 수량을 인천부
와 경성부와 분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원지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촉발되었
다. 총독부는 노량진 수원지를 경성부에 이관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부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세웠던 인천부 당국보다 인천 지역 
사회의 유지층이 더 적극적으로 노량진 수원지 귀속 문제에 대응하였다. 인
천 지역 유지층은 ‘수도이관기성동맹회’를 결성하고 노량진 수원지의 인천부 
귀속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부민대회까지 개최하고 당국에 여러 차례 진정하
는 등 수원지 귀속문제를 인천부민의 사활문제로 상정하였다. 지역사회의 대
응에 힘입어 노량진 수원지는 인천부로 귀속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인천 지역
사회의 수원지 귀속 주장은 지역 경제 네트워크의 집단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수도이관기성동맹회의 임원진들은 대부분이 인천상업회의소의 임
원이었으며, 이들은 주로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업가였다. 따라서 노량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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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의 인천부 귀속 운동은 지역 경제인들의 이익 투쟁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인천부의 재정상태에 기반을 둔 유보적 태도에서 나타나듯이 수도 부영화
는 급수료의 인상을 예고하고 있었다. 인천부는 인천부수도급수조례를 발
표하고 급수료를 상승시켰다. 또한 전 조선에서 2번째로 가사용 급수전에 계
량제를 적용하는 전계량제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급수료 증징은 일반급수
사용자에게 타격이었는데 특히 공설공용전 사용자층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조치였다. 일제강점기 급수전은 부설비용을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경제력이 낮은 세민층은 노상에 설
치된 공설공용전을 이용하고 있었다. 또 민족별로는 조선인층에서 공설공용
전을 주로 이용하였다.
  전계량제 시행 후 공설공용전 사용자층의 급수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은 
급수료의 증징뿐만 아니라 요금 부담 및 징수 방식이었다. 정액으로 요금을 
부담하는 관영 시기와 달리 계량제 이후에는 공설공용전 사용수량을 사용호
수가 균등하게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안분비례 방식은 1호라
도 수량을 과하게 소비하면 그 값을 다른 호에서 연대 부담해야했기 때문에 
요금 부담의 공평성이 저해되는 제도였다. 또한 요금은 공설공용전 사용호를 
대표하는 수도총대가 징수하여 부 수도과에 납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미납
이나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부측에서는 바로 停水 처분하였다. 이에 공
설공용전 사용자들은 요금 부담 및 징수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개선
을 요구하였으며, 별다른 해결 조치가 없자 조선인 지역인 신화수리에서는 
불음동맹을 결성하여 대응하였다. 
  계량제에 기반을 둔 급수료 인상과 공설공용전 급수 운영 방식은 모순만 
커져 갔다. 1920년대 말 인천 지역에 발병한 전염병을 계기로 세민층의 수
도 이용률을 제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부내에서 높아졌다. 인천부협의회와 
언론에서는 급수료의 감하를 요구하였으며, 1933년 소폭 급수료가 감하되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대제를 통한 급수료 수납이 원활하지 않자 1934년 
인천부에서는 공설공용전을 청부하여 현금으로 즉매하게 하는 판매제를 시행
하였다. 판매제는 수도사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꼽혀 공설공용전 급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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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뿐만 아니라 인천부회 내에서도 비판받는 제도였다. 인천부는 판매제를 
철회하지 않고 전용전·사설공용전 설치를 종용하였으며, 판매제와 조합제를 
결합한 판매조합 결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급수 사용자층은 1920년대와 달
리 자발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수도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는 수인성 전
염병의 발병과 수돗물의 관계가 부각된 당시 공중위생의식의 확산에 의한 것
으로 생각된다. 
  공설공용전 급수 운영 제도는 사용자층의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 
사용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인천 수도는 유례없는 물의 혜택을 
받은 도시였으나 그 혜택은 세민층인 공설공용전과 빈민층인 井水 이용층에
게 분배되지 않았다. 이러한 제도 아래 인천부의 급수보급률은 전체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전용전 사용자와 공설공용전 사용자 사이의 계층별 격차가 증
가하였다. 계층별 격차는 민족별 격차와도 궤를 같이 하였다. 전체 인구에 
대한 일본인 급수사용호수와 조선인 급수사용호수의 비율은 평균 7:3이었다. 
그 중 일본인 급수 사용자층의 약 80~90%는 전용전과 사설공용전을, 조선
인 사용자층의 약 90%는 공설공용전을 이용하였다. 
  전기·가스와 같은 공공재와 달리 수도는 당초부터 ‘공영사업’으로 기획되어 
공익적 의미의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는 구조였다. 또한 인천은 타 도시에 
비해 예외적으로 수원이 풍부하다는 유리한 점도 있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에서 인천부로 그 경영주체가 바뀌는 ‘부영화’ 이후 수도경영의 수익 사업적 
성격은 더욱 심화되었다. 오히려 공영사업을 담당하는 ‘官’이 공공재의 공익
성을 저해하는 모순적인 양상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구
명된 공공성 확대를 목표로 한 전기, 전차 부영화 운동과 다른 의미를 지닌
다고 볼 수 있다. 즉 일제강점기 공영사업으로서 ‘수도 부영화’가 공익적 의
미의 공공성을 실현하기보다 민영사업에 준하는 수익성을 추구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민족차별을 야기한 것이다. 따라서 인천부의 급수 운영과 지역사회
의 대응을 통해 일제강점기 ‘부영화’의 허구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1936년 이후의 인천부 급수 운영에 대해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먼저 1936년은 인천부역이 1차적으로 확대되어, 급수구역의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 시기이기 때문에 급수 운영보다는 배수관 확대를 비롯한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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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의 측면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1937년 이후 주요 목
표가 공업용 수도를 부설하는 것으로 중점이 옮겨지는 전시 체제의 특성 상 
추후 별도의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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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文 抄 錄

日帝强占期仁川府給水運営の変化と地
域社会の動向(1911-1936)

朴淨敏

社会教育科　歴史専攻

ソウル大学校大学院
  本論文は日本植民地時代の仁川府給水運営の変化と地域社会の動向を分析する
ことで,日帝强占期の1911-1936年間の公営事業の性格を究明したものだ。
  1883年に開港した済物浦一帯に居住するようになった外国人は,衛生意識に基
づいて上水道の設置を大韓帝国政府に求めた。特に,日本の居留民たちは給水委員会
を組織して水道敷設を推進したが,高コストの問題で失敗した。乙巳勒約締結以後,
統監府では将来,横浜のような貿易港の役割を担う都市として仁川を想定した。統
監府は居留民給水だけでなく,貿易港の船舶給水を目的として上水道敷設を積極的
に進め,1910年12月に朝鮮で5番目に仁川上水道を開通した。水原池は当時,行政区
域上始興郡北面一帯の鷺梁津に造成された。その後,給水量不足で困っていた近郊地
域に分岐給水を実施したが,1914年永登浦,1918年京城の順となった。
  日帝強占期の上水道の経営は,経営主体によって朝鮮総督府経営である「官営」
と地方団体経営人「府営」に分けられる。 朝鮮総督府が京畿道庁に委託経営した官
営体制下,仁川水道は赤字を記録した。 船舶給水と水道収益を目標にした朝鮮総督
府の経営体制の赤字が続くと,総督府は府営を推進して財政負担を軽減させよう
とした。また,府営化は京城府の慢性的な給水量不足を解決するための方策でもあっ
た。府制の実施以降,仁川府の財政状態は水道経営まで責任を負うには力不足で
あったため,府当局では総督府の意見とは異なり,水道府営化問題に懐疑的な態度を
示した。 しかも,露梁津の水源池の水量を仁川府と京城府と分用していたため,鷺梁
津の水源池の帰属をめぐって朝鮮総督府,京城府,仁川府との葛藤まで発生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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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しかし,府営化に対して留保的な立場を示していた仁川府よりむしろ仁川地域社
会の維持層が積極的に鷺梁津水源池の帰属問題に対応した。 仁川地域の維持層は
｢首都理観紀聖同盟会｣を結成し鷺梁津水原池の仁川府帰属を主張した。 彼らは,府
民大会まで開催し当局に何度も陳情するなど水原池の帰属問題を仁川府民の死活
問題として想定した。 地域社会の対応に支えられ,鷺梁津の水源池は仁川府に帰属
することができた。 しかし仁川地域社会の「水原支帰属」の主張は地域経済ネット
ワークの集団利益を目的にしたものだった。 水道理官期成同盟の役員たちはほとん
どが仁川商業会議所の役員で彼らは主に貿易業に携わる事業家だった。 したがっ
て,鷺梁津水原池の仁川府帰属運動は,地域経済人らの利益闘争的な性格を帯びて
いると言える。
  仁川府の脆弱な財政状態に基づいた留保的な態度からも分かるように,水道の府
営化は給水料の引き上げを予告していた。 仁川府は「仁川府首都給水条例」を通じ
て給水料を引き上げた。 また,全朝鮮で2番目に家事用の給水栓に計量制を適用する
全計量制を実施した。 このような給水料の引き上げは一般給水用者の水道水使用
機会を減少させる措置であったが特に公設公用栓使用者に深刻な影響を与えた。 
日帝強占期の給水栓は,敷設備用をユーザが直接負担する受益者負担の原則を適用し
たため,経済力の低い零細な階層は,路上に設置された公設共用栓を利用していた。 
また、民族別には朝鮮人給水使用者が公設共用戦を主に利用した。
  公設共用栓使用者の給水の利用を阻害する要因は給水料の引き上げのみならず計
量制に基づく料金負担や徴収方式であった。 定額で料金を負担していた総督府の
経営期とは異なり計量制以降は,公設·共用栓の使用水量を使用戸数が均等に分け
負担する方式だった。 この方式は1戸でも水量を過渡に消費するとその値を他の号
で連帯負担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ため料金負担の公平性が阻害される制度で
あった。 また、料金は公設共用栓使用戸を代表する水道総代が徴収して府水道課に
納付したがその過程で未納や横領などの問題が発生すると府側では直ちに休止処
分して使用を中止させた。 公設共用栓の使用者たちは料金負担や徴収方式につい
て不満を提起し改善を求め水道との別段解決の措置がなく朝鮮人地域の新花水里で
は不飲同盟を結成して対応した。 給水料の引き上げと計量制に基づいた公設共用
栓料金の連帯負担と水道総大制は零細な階層の水道水の利用を阻害する方向だ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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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 このような方向は一層深まった。
  1920年代末仁川地域に発病した伝染病をきっかけに零細·貧民層の水道利用率
を引き上げ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声が部内で高まっている。 仁川府協議会と言
論では給料の値下げを求め1933年に小幅の給水料が引き下げられた。 それにもか
かわらず水道総代制による給水料の収納が円滑でなく1934年 仁川府では公設共
用栓を請負して現金で即売させる販売制を施行した。 販売制は水道使用を阻害す
る原因とされ給水使用者だけでなく仁川府会内でも批判を受ける制度だった。 仁
川府は販売制を撤回せず専用栓·私設共用栓の設置を促し販売制と組合制を結合し
た販売組合の結成を要求した。 給水ユーザ層は1920年代とは異なり自発的に組合を
結成し水道を利用しようとした。 これは水因性伝染病の発病と水道水の関係が浮
き彫りになった当時の公衆衛生意識の拡散によるものと考えられる。
  1910~30年代仁川の給水運営は給水普及率を低下させた。 給水普及率の民族別
の差も顕著になった。 1935年末基準の日本人給水普及率は85%、朝鮮人給水普及
率は29%だった。 また,日本人給水使用者の約80~90%は専用栓と私設共用栓を,朝
鮮人使用者の約90%は公設共用栓を利用する傾向が強まった。 これは,民族別の経
済力が反映されたものだ 
  電気·ガスのような公共財と異なり水道は「公営事業」として企画され公益的意味
の公共性が実現できる仕組みであった。 また,仁川は他の都市に比べ,例外的に水原
が豊富であるという点もあった。 しかし朝鮮総督府から仁川府にその経営主体が
変わる「府営化」以降水道経営の収益事業的性格はさらに深まった。 むしろ公営事
業を担当する「官」が公共財の公益性を阻害する矛盾した様相を見せたのである。 
これは既存の研究で究明された公共性拡大を目標にした「電気·電車府営化運動」と
は異なる結果を示している。 要するに日帝強占期の公営事業として「水道府営化」
は受益者負担の原則と計量制をはかり民営事業に準ずる収益性を追求して公益性
を阻害した。 その被害は零細な朝鮮人階層に適用され民族差別の結果を生んだ。

キーワード ： 仁川府, 上水道, 給水 運営, 水道 府営化, 不飮同盟, 植民地 公
共性
学籍番号 : 2015-2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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