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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미군정기 귀속재산 처리와 관재처의 역할

박훈창

본고는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미군정 재산관리 조직으로서의 관재처

(管財處)의 조직 변천과 활동을 고찰하여 미군정기 귀속재산 정책이 수

립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귀속재산을 둘러싼 여러 층위의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귀속재산을 둘러싼 논란과 재산 처분의 과정을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점령 초기 미국은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분리하여 태평양 패권의 일원

으로 삼는다는 대 아시아 전략에 따라 남한 점령 지역 내에 소재한 구

일본인 재산의 소유권을 미군정으로 귀속시키고 재산을 민간에 불하하고

자 하였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미군정의 결정에 격렬히 반발하였다. 미군

정은 여론의 반발을 이유로 귀속재산 불하를 무기한 연기하는 대신 미군

정은 귀속재산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산관리 조직으로서의 관재처를 정비하였다.

관재처의 기본 역할은 귀속재산을 접수, 관리하고 재산 소유권과 관련

한 각종 법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관재처의 활동은 귀속재산의

현황을 꾸준히 점검하고 변동 사항을 확인하여 재산 가치의 변화를 줄이

는 현상유지의 성격을 띠었다. 관재처 정책서는 귀속재산 서류행정의 책

임 부서이자 귀속주식의 권한을 행사하는 법인체의 대주주로서 초기 귀

속재산 관리 활동의 중심에 있었다.

관재처가 귀속재산의 관리 및 법적 문제를 담당하는 반면 귀속재산을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는 각각의 재산 유형과 관련한 미군정 부처가 담당



- ii -

하였다. 이는 귀속재산 관리의 층위를 기능적으로 분할하여 귀속재산을

경제 정책에 활용하는 역할을 미군정 각 부처에 두고 귀속재산이라는 특

수한 지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관리상, 법률상 문제를 관재처에 둠

으로써 귀속재산에 관한 상부의 지침을 수행하는 동시에 귀속재산을 점

령 통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귀속재

산 행정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고수되는 상부의 귀

속재산 불하 지시를 현지 정세 속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정은 관재처라는 틀을 통해 귀속재산을 관리하는 방

식을 유지하였다.

1946년 후반 심화되는 경제 위기와 귀속재산 행정의 비효율성에 대처

하기 위해 미군정은 기존의 귀속재산 관리 방식을 개편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관재처는 관재령 8호를 통해 관재처가 귀속기업체 운영에 개

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재처는 산하조직을 개편하여 새롭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한국인 각 정치세력은 관재령 8호가 행정권 이양의 정신에 어긋나며

한국의 실질적인 경제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라고 받아들이고 크게 반발

하였다. 여론의 반발이 심하자 관재처는 관재령 9호를 공포함으로써 새

로운 정책 시도를 폐기하고 기존 노선으로 회귀하였다.

그러나 관재처는 귀속재산 행정권을 넘겨달라는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

하지는 않았다. 귀속재산 운영 권한을 완전히 넘겨줄 경우 미군정 상부

의 일반 지침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관재처는 기

존의 귀속재산 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재산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귀

속기업체 운영 과정에 간섭함으로써 일선 부처의 귀속재산 운영이 관재

처의 정책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만들고자 하였다.

한편 귀속재산을 한국에 대한 간접 배상으로 남겨둔다는 배상 구상이

확정되면서 미군정은 무기한 연기하였던 귀속재산 불하를 재개하였다.

미군정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통해 귀속재산 불하를 한국인들의 손에

맡기라는 여론을 개량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관재처는 1947년 7월부

터 귀속재산 불하가 시작되자 의도적으로 불하를 지연시켰다. 여러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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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제와 더불어, 배상을 둘러싸고 귀속재산 불하의 국제법적 의미에

대한 질문이 한국인들로부터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관재처는 불하를

실시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담을 회피하고자 해당 문제를 한국

정부에 전가하였다. 불하가 지연되는 동안 관재처는 미군정과 가까운 귀

속재산 관리인 집단에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귀속재산에 대한 통제력를

유지하였다. 이상과 같이 관재처의 활동은 미군정 상부의 지침과 미군정

하부의 여론 압력 사이에서 현상유지적 성격을 띠었다.

주요어: 귀속재산, 관재처, 미군정, 재산불하, 대일배상, 관재령 8호

학번: 2018-27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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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해방 이후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송환되며 남기고 간

각종 유·무형의 재산은 미군정 법령 33호에 의해 그 소유권이 미군정에

귀속(vested)되었다. 귀속재산(歸屬財産; vested property)1)으로 통칭되는

이 재산은 토지, 기업체, 건물, 주식, 광산 등 당시 한국 경제를 운용하는

데 필수적이라 여겨진 여러 종류의 재산을 포함하였으며, 해방 시점에서

한반도 내 소재한 전체 재산 가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였다.2)

방대한 양의 귀속재산을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해방 이후 새롭게 건설

될 국가의 경제 체제가 결정될 수 있었고, 당대의 경제 운영에서 귀속재

산이 차지하는 역할이 중대하였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은 귀속재산을 미

군정기 경제사의 주요 주제로 다루었다. 귀속재산에 대한 선행연구는 미

1) 본고는 해방 이후 미군정의 조치에 의해 한국에 남겨진 이른바 “구 일본인 재산

(former Japanese property)”을 지칭하는 용어로 “귀속재산”을 사용한다. 후술할 미군

정 법령 33호에 의해 모든 구 일본인 재산의 소유권이 미군정으로 귀속(vested)되었

으며, 따라서 미군정은 이를 귀속재산이라고 칭하였다. 한국정부 수립에 따른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1948년 9월 11일) 체결 이후에는 해당 재산이 한국 정부

로 귀속되었다는 점을 들어 이를 계속해서 귀속재산이라 칭하였다. 반면 당대의 한국

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를 “적산(敵産; enemy property)”이라고 칭하였다. 이는 식민지

지배국 일본을 적국으로 간주하여 적국민이 남기고 간 재산이라는 뜻에서 부른 것이

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미국 또한 미군이 세계 각지에서 접수한 독일, 일본, 이탈리

아 등 추축국의 재산에 대하여 “enemy property”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한국에

존재하는 일본인 재산에 국한하여 “enemy property”보다는 “vested property” 용어를

선호하였다. 당시의 역사적 용례 상 “적산”은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일본인 재산은

마땅히 한국에 주어져야 마땅하다는 한국인들의 희망이 담긴 당위적 개념이었다. 본

고에서는 미군정이 사용한 “귀속재산” 용어를 사용한다. 점령 기간 동안 미군정이 발

행한 각종 법령 문서에서 해당 재산의 공식 명칭을 귀속재산이라 표기하였으며, 이를

후대의 연구자들이 수용하여 귀속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기 때

문이다. 본고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기관 혹은 조직 등과 같은 고유명사에 포함

된 “적산”을 제외하고는 귀속재산으로 용어를 통일한다.

2) 김기원, 1990 『미군정기의 경제구조 – 귀속기업체의 처리와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을

중심으로』, 푸른산, 37~38쪽. 김기원이 추정한 귀속재산의 전체 가치는 해방 시점에

서 약 3,053억 원으로, 이 수치는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된다. 그에 따르면 당시 한반

도 혹은 남한 소재 재산의 전체 가치가 조사된 바 없어 귀속재산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귀속재산 전체 가치가 1948년도

국가 예산 세출액(351억 원)의 약 9배에 달하였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남한 전체의

재산 중 상당수를 차지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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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대한(對韓) 경제 정책의 하위 갈래로서 귀속재산 정책을 다룬 연구

와, 귀속재산 자체의 존재 양태와 접수 및 불하 과정을 다룬 연구로 대

별할 수 있다.

먼저 미국의 대한정책의 일환으로서의 귀속재산 정책을 분석한 연구들

은 미군정이 구 일본인 재산을 귀속하고 불하한 배경을 미국의 남한 점

령 정책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3) 이들 연구는 대한정책의 전반

적인 목표와 기조가 변화함에 따라 미군정의 여러 사회경제적 정책 또한

변동하였다는 점을 제시하며, 미군정의 귀속재산 정책을 한 가지 사례로

꼽았다.

귀속재산 자체를 다룬 연구는 귀속재산 규모 및 가치의 실증적 검토를

중심으로, 당대 한국 경제에서 귀속재산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재산의

접수 및 불하 과정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후 한국에

서의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규명하였다.4) 이들

연구는 1950년대의 자본가 계층 및 초기 자본 형성 과정에서 귀속재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귀속재산 불하가 농지개혁의 지가증권과 연동

되어 신흥자본가 계층을 창출하는 근간이 되었음을 밝혔다. 특히 1990년

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집중된 연구들은 미군정

의 귀속기업체 접수 과정을 중심으로 1930년대의 공업화와 1950년대 후

반 이후의 경제 성장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귀속기업체의 산업으로서의

성격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한 논의와 연결시켰다.5)

3) 신병식, 1992 「한국의 토지개혁에 관한 정치경제적 연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

사학위논문; 이혜숙, 1992 「미군정의 경제정책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서울대

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이혜숙, 1995 「해방후 미군정의 귀속재산 처리과정 –

귀속기업체와 귀속농지를 중심으로」, 『근현대사강좌』 7권, 154-175쪽; 이혜숙,

2008 『미군정기 지배구조와 한국사회』, 선인, 183-269쪽.

4) 김윤수, 1988 「‘8·15’ 以後 歸屬企業体 拂下에 關한 一硏究」,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김기원, 1990 앞의 책; 이대근, 2015 『귀속재산 연구』, 이숲.

5) 서문석, 1998 「해방이후 귀속재산의 변동에 관한 연구 - 면방직공업부문을 중심으

로」, 『경영사학』 17, 237–265쪽; 김대래·배석만, 2002a 「귀속사업체의 탈루 및 유

실(1945-1949) - 광주와 목포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연구』 11권 2호, 31

–60쪽; 김대래·배석만, 2002b 「귀속사업체의 탈루 및 유실(1945-1949) - 전주 지역

의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15권 5호, 157–174쪽; 김대래·배석만, 2002c

「논문 : 귀속사업체의 연속과 단절(1945-1960)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사

학』 33권, 63–92쪽; 허수열, 2003 「해방 시점에 있어서 조선의 일본인자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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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는 귀속재산의 형성 배경 및 구체적 실태, 재산 불하의 배경

과 결과 등에 관한 역사상을 상당수 밝혔지만, 여전히 해명되어야 할 점

이 존재한다. 기존 연구가 갖는 한계를 몇 가지 지적하자면 첫째, 귀속재

산 관련 미군정 재산관리 조직의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부재하다. 기존 연구들은 귀속재산 관리인(manager)6)들의 활동을 제외

하면 미군정이 어떻게 귀속재산을 접수·관리·운영하였는지에 대한 구체

적이고 실증적인 분석 없이 귀속재산 처분에만 집중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들은 미군정기 귀속재산 문제를 일선에서 담당하였던 관재처(管財

處; Office of Property Custody)7)를 단편적이고 소략하게 서술하였다.

둘째, 미군정기 귀속재산을 둘러싼 역사적 변화의 배경을 다각도로 검

토하지 못하고 귀속재산 정책을 미국의 대한정책의 종속변수로서만 제시

하는 데 그쳤다. 당시 귀속재산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는

데, 귀속재산 처리 문제를 둘러싼 한국인들의 요구는 미군정이 상부로부

터 수령한 일반 지침의 방향과는 크게 어긋나는 것이었다. 미군정의 귀

속재산 정책과 이를 둘러싼 일련의 활동은 귀속재산의 일반적 처리방침

이라는 미군정 상부로부터의 하방 압력과 한국인들의 여론이라는 하부로

부터의 상방 압력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귀속재산을 둘러싼 미군정의 현

실적 입장을 고려한 속에서 형성되었다. 그렇지만 기존 연구들은 이와

같은 정책 결정 구조가 만들어지는 여러 층위의 배경을 다각도로 제시하

는 데 한계를 보인다.

분석」, 『지역사회연구』 11권 2호, 1–30쪽; 김대래·배석만, 2008 「미군정기 부산지

역 귀속사업체의 접수에 관한 연구」, 『향도부산』 24권, 41–89쪽; 김대래·배석만,

2009 「부산지역 귀속사업체의 연속과 단절(1945~1960)-화학산업을 중심으로」, 『향

도부산』 25권, 51–87쪽

6) 관리인(manager 또는 director)이란 미군정으로부터 귀속재산의 관리 및 경영을 위임

받은 사람을 지칭한다.

7) 당대 미군정 재산관리 조직의 명칭은 관재처, 재산관리처, 적산관리처 등 다양하게 사

용되었다. 본고는 해당 조직이 공식 발행하고 국문으로 번역한 행정 문서(管財領, 管

財手續要領)에서 사용된 “관재처”라는 용어를 택한다. 도 재산관리소, 도 재산관리처

등으로 쓰인 지방의 재산관리 조직의 경우 이를 처음으로 법제화한 법령 73호의 용례

에 따라 “도 재산관리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편 관재처의 수장인 관재처장은 영

문으로 “Property Custodian”으로 쓰였는데, 이 용어는 관재처장 또는 관재처에서 일

하는 미국인 재산관리관(고문) 두 가지 뜻을 갖는 용어였다. 본고는 용어가 사용되는

상황에 따라 이를 관재처장 혹은 재산관리관으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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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존 연구는 귀속재산이 현대 한국 경제의 모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역사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군정의 귀속재산

정책을 자본주의 이식 과정으로 환원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비역사적인 접근 방법을 갖는다는 한계가 있다. 즉 귀속재산을 바탕으로

성장한 재벌 및 자본가 집단에 대한 이미지를 소급하여 미군정의 귀속재

산 정책이 자본가 계층을 성장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해석을 실증에

근거하지 않고 당위적으로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군정과 관재처의

귀속재산 관리 및 운용 활동은 한국에 자본주의로 향하는 길을 놓는 방

향을 의도했다기보다는 당면한 역사적 국면 속에서 귀속재산 문제를 미

군정의 점령 통치에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고자 한 성격이 짙다.

본고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군정 재산관리 조직으로서의 관

재처의 역할 및 활동을 살펴봄으로써 미군정기 귀속재산 정책의 전개과

정을 살펴볼 것이다.8) 1장에서는 먼저 점령 초기의 귀속재산 정책을 분

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관리 조직으로서의 관재처가 형성되는 배경

과 초기의 활동을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는 1946년 말과 1947년 초 사

이 관재처의 정책 노선 변화 시도와 이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살피고,

귀속재산 불하 방안이 결정되는 과정 및 불하의 전개 양상을 바탕으로

관재처 활동의 성격을 제시할 것이다. 이상을 통해 본고는 귀속재산 연

구의 진전에 일조하고, 미군정기의 역사상을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자 한다.

8) 여러 종류의 귀속재산 중 귀속농지는 본고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귀속재산 전체

추정 가치 약 3,053억 원 중 귀속농지(신한공사 담당)는 약 199억 원으로 전체의 약

6.5%에 불과하다. (김기원 1990, 앞의 책, 37쪽.) 더욱이 귀속농지는 여타 종류의 귀속

재산과는 다르게 농지개혁 문제와 직접 연관되었으므로 대부분의 농지개혁 연구는 귀

속농지 문제를 남한 농지개혁의 한 갈래로 간주하고 다른 귀속재산 문제와는 별개의

역사적 맥락을 갖는다고 본다. (농지개혁사편찬위원회, 1970 『농지개혁사』 상권; 김

성호 외, 1989 『농지개혁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경옥, 1991 「美軍政下의

歸屬農地賣却에 관한 考察」,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신병식, 1992

앞의 글; 이선희, 2002 「미군정의 귀속농지 정책과 신한공사의 농지 운영」, 부산대

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등을 참조). 실제로 관재처는 귀속농지의 소유권을 보유하

고 있었지만, 귀속농지와 관련된 모든 활동 및 책임은 신한공사와 중앙토지행정처가

담당하였다. 따라서 본고 또한 귀속농지를 둘러싼 문제를 서술의 범주에 넣지 않는다.



- 5 -

본고에서 참조한 핵심 자료는 미국 국립문서관(National Archive II)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문서철이다.9) 주 자료는 주한미군 군사실(軍史室)

문서철(RG 554)과 하지장군문서철(RG 554),10) 연합군사령관 문서철(RG

331)이다. 군사실 문서철에는 귀속재산 관리 조직인 관재처의 부서사

(史), 활동 보고서, 관련 전문 및 법령 등이 있을뿐더러 귀속재산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무부 및 상무부 생산위원회, 재무부, 중

앙경제위원회 등의 활동을 담은 자료들이 있다. 본고는 귀속재산 정책의

핵심 내용을 규명하는 데 이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한편 연합군사령관

문서철에는 도쿄의 민간재산관리국(Civil Property Custodian)에서 수집

한 자료들이 있는데, 관재처는 타 부처와 달리 도쿄 맥아더사령부가 직

접 관리하였기 때문에 관재처의 활동 보고서 및 감사 내역이 이 문서철

에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는 관재처의 조직 구성과 주요 활동을 밝히는

데 활용하였다. 그밖에도 육군부 문서철(RG 165), 부간위원회 문서철

(RG 353), 부관부 문서철(RG 407), 해외원조기관 문서철(RG 469)에 산

재한 관계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인들의 여론 및 정치적 입장은 주로 신문 자료를 통해 파악하였

다. 또한 귀속재산 불하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였던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 활동을 밝히기 위해 미군정이 작성한 입법의원 일일보고서 및 『南朝

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을 참고하였다. 또한 당대의 전반적인 경제상황

9) 미 국립문서관 소장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이하 국중)과 국사편찬위원회(국편) 두 기

관의 자료수집 사업을 통해 국내에 소개되었다. 양 기관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수집

한 자료를 분류하였기 때문에 각 기관의 자료들은 서지사항에서 조금씩 차이를 갖는

다. 국편은 미 국립문서관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수용하여 문서군(Record Group) -

Entry – Box – 개별사료의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한다. 반면 국중은 Record Group

– Box – 폴더 명 – 사료 명의 방식으로 독자 분류법을 취한다. 따라서 본고는 참

고자료의 소장기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출처를 명기하였다. 각 자료 출처의 말미에

는 기관에 따라 (국중) 또는 (국편)을 표기하여 혼동을 방지하였다. 국편 자료의 경우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한 사료참조코드를 덧붙였다.

10) RG 554 문서군은 2000년대 말 기존의 RG 332와 RG 338을 합하여 신설한 문서군이

다. 국편은 문서군 재분류가 실시되기 이전 해당 자료들을 수집하여 여전히 RG 332

와 RG 338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반면 국중은 재분류된 체계를 반영하여 같은

자료를 RG 554로 정리한다. 본고에서는 각주 9의 용례에 따라 국편 자료는 RG 332

와 RG 338을 각각 명기하고, 국중 자료는 RG 554로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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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피기 위해 각종 연감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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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귀속재산 정책과 관재처 조직의 형성

(1945.10 ~ 1946.11)

(1) 구 일본인 재산 귀속 배경과 재산관리과의 설치

미 24군단이 한국에 진주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한국 문제에 대한 미국

의 기본 입장은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분리하여 새로운 주권 정부를 수립

하는 것이었다. 미 국무부-육군부-해군부의 정책 조정을 목적으로 설치

된 삼부조정위원회(State-War-Navy Coordinating Committee, SWNCC)

는 1945년 10월 13일 「SWNCC 176/8; 북위 38도 이남의 한반도 내 민

사행정에 대하여 미육군태평양지구사령관에게 보내는 초기기본지령」이

라는 지시를 통해 남한 점령 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24군단에게 지시하였

다. 「SWNCC 176/8」은 미 국무부 내의 극동소위원회(Subcommittee

for the Far East)가 1945년 9월 1일 작성한 보고서 「SWNCC 176/3」

을 기반으로 9월 27일 파트 3 재정 부분을 수정한 「SWNCC 176/6」을

더해 작성되었다. 「SWNCC 176/3」과 「SWNCC 176/6」에서는 한반

도 내의 재산 통제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었는데, 이는 구 일본인 소유

재산에 대한 최초의 지시였다.11)

13. 귀관은 유형과 종류를 막론하고 한국에 소재한 일본의 모든 공

적 및 사적 재산을 찾아내고 소유해야 한다. 귀관에게 전달될 세부

지시에 따라 최종 처분까지 보유할 재산에 관한 상세한 보고서를 합

11) RG 353 Records of the Subcommittee on the Far East, 1945-49, SWNCC,

Subcommittee on Far East, Box 80, SWNCC 176/3 “Report by the

State-War-Navy Coordinating Subcommittee for the Far East”, 1945. 9. 1. pp.

26~27(정용욱·이길상 편, 1995 『解放前後 美國의 對韓政策史 資料集』 3권, 다락방,

302~3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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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모본부를 통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12)

본국이 한반도 분할 점령 결정 이후 비교적 빠르게 구 일본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 확보라는 정책 지침을 확정한 반면 그것이 미군정에 의해

공식적으로 집행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구 일본인 재산

에 대해 미군정이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1945년 9월 25일자 미군정 법

령 2호(‘敗戰國所屬財産의 凍結 乃至 移轉制限에 關한 件’)였다. 법령 2호

는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

가리, 태국 등 제국(諸國)의 정부, 그 대리 기관 또는 그 국민, 회사, 단

체, 조합, 정부의 기타 단체 혹은 정부가 조직 또는 통제하는 단체가 직

접 또는 간접으로 전부 혹은 일부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금, 은, 백금,

통화, 증권, 예금, 채권, 유가증권 또는 본 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기타 전 종류의 재산 및 그 수입에 대한 소유재산”에 대하여 매매, 취득,

이동, 지불, 인출, 처분, 수출입, 기타 권리의 행사를 금지하였다.13)

법령 2호는 곧 남한에 존재하는 일본인 재산에 대한 일시적 동결을 의

미하였다. 동결된 재산 중 사유재산에 한해서는 미군정의 특별 허가를

받으면 매매가 허용되었다. 판매 대금은 곧바로 판매자에게 이전되지 않

고, 조선은행에 개설된 미군정 계좌로 이관되었다. 일본인 판매자는 조선

체류 시 성인 1명 당 매주 500원, 귀국 시 성인 1명 당 1,000원의 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하였다.14) 이는 일본인의 송환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인 재산을 상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가급적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으로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15)

12) RG 353, Box 80, SWNCC 176/6, “Memorendum by the State-War-Navy

Coordinating Subcommittee for the Far East”, 1945. 9. 27. pp. 8~10(정용욱·이길상

편, 위의 책, 366쪽).

13) 한국법제연구회, 1971 『美軍政法令總覽』 國文版, 121쪽.

14) 김기원, 1990 앞의 책, 51~52쪽.

15)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Box 38, 1945-1948, “Vested Property In Korea, March –

1947” (이하 군사실 문서철의 서지사항은 RG 554, G-2 Historical Section으로 축약)

(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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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2호는 아직까지 구 일본인 재산에 대한 워싱턴의 정책이 미군정

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군정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제정된 것으

로 보인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의 확실하지 않은 시점에 미군정은

구 일본인 재산에 대한 자체적인 매각 프로그램을 도쿄 맥아더사령부에

제의하였는데, 이는 적어도 그 시기까지 미군정이 상부로부터 확정된 정

책 지침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려준다.16) 구 일본인 재산의 소유권

확보를 최종적으로 지시한 「SWNCC 176/8」은 11월 초가 되어서야 미

군정에 전달되었다.17) 「SWNCC 176/8」의 지시를 수령한 미군정은 비

로소 임시조치로서 재산을 단순히 동결할 뿐인 법령 2호를 대체할 정책

을 고안하였다. 우선 미군정은 11월 14일 긴급하게 관재령(管財令;

Custody Order) 1호를 발행하여 법령 2호 제2조 3d항에 의해 일부 허가

된 재산 매매를 중지하였다. 관재령 1호는 재산 매매를 위한 재산관리과

문서 양식 제104호가 발행될 때까지 모든 재산 이전의 등기 수속을 중단

하도록 하였다.18) 이는 9월 25일 법령 2호의 발행 이후 약 40일간 급속

도로 이루어진 구 일본인 재산 방매를 잠정적으로 금지하고 소유권 확보

를 목적하는 법령 제정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성격이 강하였다. 관

재령 1호에 의해 거래 수속이 등기소 및 법무국에서 계류된 모든 거래는

결국 취소되어 거래 대금이 환급되었다.

동년 12월 6일에는 법령 2호를 일부 대체하는 법령 33호(‘朝鮮內 所在

日本人 財産權 取得에 關한 件’)가 공포되었다. 법령 33호는 법령 2호가

적용되는 재산 중에서 구 일본인 소유의 재산이 군정청으로 귀속

(vested)된다고 명시하였다. 당초 법령 2호는 11월 30일 자의 법령 31호

가 대체할 예정이었으나, 법령 31호에서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 루마

니아, 헝가리, 태국 등 추축국과 그 동맹국의 재산까지 귀속시킨다는 내

용을 삭제하고 법령 33호로 변경되었다. 법령 33호는 법령 2호에 의해

16)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38, Property Custody : Sept. '45 - Sept. '47,

“WX82911 Washington to CINCAFPAC ADV”, 1945. 11. 17. (국중)

17)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38, Property Custody : Sept. '45 - Sept. '47,

“Vested Property In Korea, March – 1947” (국중)

18)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38, Property Custody : Sept. '45 - Sept. '47,

“Custody Order No.1”, 1945. 11. 14. (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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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된 일본인 소유의 자산을 1945년 9월 25일자로 미군정이 취득한 것

으로 소급 적용함으로써 해당 재산은 모두 미군정의 소유가 되었다. 그

결과 법령 2호의 규정 아래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재산 매매도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19)

미군정은 「SWNCC 176/8」과 법령 2호·33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

산 관리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였다. 본래 미군의 점령 매뉴얼은 점령군

및 군정기구 운영을 위한 소규모의 재산이나 주택 징발의 업무만을 담당

하는 2명의 재산관리관을 두도록 규정하였다.20) 그러나 한국의 경우 대

규모의 재산이 적산(enemy property)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재산관리

관의 소관 업무는 단순히 징발 업무에만 그칠 수 없었다. 점령 매뉴얼에

규정된 2명의 재산관리관만으로는 방대한 양의 재산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때문에 미군정은 1945년 10월 1일 법령 8호에 의거하여 관방 재무국

산하에 재산관리과를 설치하여 재산관리를 담당할 독자적인 조직을 두었

다. 재산관리과는 11월 17일 곧바로 관방으로부터 독립하였다. 초대 재산

관리과장은 랩슬리(John B. Lapsley) 중령으로, 이듬해 3월 2일 멩거

(Cornelius H. Menger) 중령에 직위를 넘겨줄 때까지 역임하였다.21)

성립 당시 재산관리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해

서는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법령 2호가 적용되는 시기에 재산관리

과는 법령 2호 제2조 3d항에 의해 일부 허가된 구 일본인 재산 매매의

인허가 문제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 33호는 재산관리과의 소관업무 및 권한을 비약적으로 증대시켰

다. 법령 33호에 의해 미군정에 귀속된 재산의 소유권은 일괄적으로 재

산관리과가 담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산관리과는 귀속재산의 소유

19)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38, Property Custody : Sept. '45 - Sept. '47,

“Opinions of General Counsel”, 1946. 2. 5. (국중)

20) USAFIK, 『HUSAFIK』 3, unpublished, 114쪽(1989, 『駐韓美軍史』 3, 돌베개 영

인본에서 참조. 이하 서지사항은 『HUSAFIK』, 쪽수로 표기).

21) RG 331, SCAP, Civil Property Custodian, Property Liquidation Division, External

Assets Branch, Subject File, 1947-49, Entry UD 1604, Box 5055, 적산개관, 1948,

“OGA 132.2 Report of Audit”, 1946. 12. 2., p.1.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

조코드 AUS031_53_00C0007, p.13) (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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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이전, 조사, 기록, 보존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다. 1946년 1월

12일자로 군정장관이 규정한 재산관리과의 기본 업무는 1)귀속재산의 조

사 및 소유, 2)적절한 정부 부처로의 귀속재산 이전, 3)귀속재산 관리 및

활용, 4)재산 기록 유지, 5)귀속재산 관리 대행기관의 활동 감시, 6)마멸

성 재산의 불하 등의 6가지였다.22)

해방을 전후한 시점에서 미국은 일본제국의 블록경제를 해체시키기 위

해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분리하고 한국이 자립할 수 있게끔 한다는 전략

기조를 취하였다.23) 「SWNCC 176/8」과 법령 33호에 의한 구 일본인

재산의 귀속은 독자적 정치·경제 단위로서의 한국을 자립시키고 온전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었다. 미국 및 미군정은 구 일본인 재산을

한국 소유로 환원하는 것이 독립적인 한국 경제의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

결하다고 보았다. 이는 중앙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y Board)의 보

고서에서 “(일본인) 자산은 남한 생산의 약 90%를 포함하고 있으며, 처

분될 때까지는 국가의 건강한 경제를 실현할 수 없으며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는 정부의 효율적인 기능 개발을 실현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24)

이러한 전략에 따른 소유권 귀속 조치는 종래의 국제법적 관례와는 상

반되는 것이었다. 헤이그 육전규칙은 점령국이 피점령국의 사유재산(적

산)을 침탈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국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점령국이

그 관리자 및 용익권자일 뿐이라고 명시하였다. 하지만 미군정은 패전국

으로부터 분리된 점령지의 경우는 헤이그 육전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특

수한 경우라는 점을 들어 재산 보호 조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헤이그 육

전규칙의 일반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재산 관계 정

책을 마련하는 것이 미국의 대한 정책에 보다 이익이 되며 당면한 남한

현지의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25)

22)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38, Property Custody : Sept. '45 - Sept. '47,

602(MGPLN) “Functions of the Property Custodian”, 1946. 1. 12. (국중)

23) 정용욱, 2003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47~48쪽.

24)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38, Property Custody : Sept. '45 - Sept. '47,

“Vested Property In Korea, March – 1947”, pp.25~26. (국중)

25) 김기원, 앞의 책, 62~63쪽; 박태균, 2005 「한일회담 시기 청구권 문제의 기원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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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법률고문 프랭켈(Ernst Frankel)은 미군정의 법적 구조를 설명

하는 보고서에서 귀속재산의 법리적 지위가 일반적인 군정기관에서도 찾

아볼 수 없으며 국가의 행정권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전례 없는

(unprecedented)”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프랭켈은 동 보고서에서 미군정

은 한국 경제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수탁자(trustee)”로, 한국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아직 존재하지 않는 한국 정부를 대신해서 미군정이 구 일

본인 재산의 소유권을 접수하고 재산을 신탁 관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점령지의 적국 소유 공·사유재산으로서 원소

유주인 적국 혹은 적국민에게 그 소유권이 보장되는 “Enemy Property”

와 달리, “Vested Property”는 수탁의 대상으로서 점령국이 소유권을 포

함한 각종 재산권을 관리·통제하는 대상으로 규정된 것이다.

(전략) 궁극적으로 한국 인민들이 한국으로부터 일본의 경제적 영

향력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유일한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되

었기 때문에, 주한미군정청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국가 정부의 이익

을 위하여 이 나라 국부의 대부분의 신탁자라는 전례 없는 지위에

놓여있다.26)

그러나 미국이 수립한 전략 기조는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귀속재산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은 이른바 “응혈체

(凝血體)론”으로 집약되었다. 즉 귀속재산은 과거 일제가 조선을 착취하

는 과정에서 조선인들이 흘린 피땀 그 자체라는 것으로, 이 주장은 귀속

재산이 마땅히 ‘한국인의 것’이며 따라서 한국인들이 귀속재산을 취득하

고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당위적 언명을 전제하였다.27) 예를 들어

조선인민당은 1945년 12월 3일 공식 성명에서 “일본 군국주의가 조선 안

에 한 투자가 조선인의 결혈체(結血體)”이며 따라서 재산을 한반도 밖으

의 역할」, 『한국사연구』 131, 44~46쪽.

26) ‘Ernst Frankel, Structure of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1948.5.22.

p.9.’ (정용욱 편, 1994 『解放直後 政治·社會史 資料集』 2권, 다락방, 206쪽).

27) 장박진, 2013 「전후 한국의 대일 배상 요구의 변용」, 이동준·장박진 편, 『미완의

해방: 한일관계의 기원과 전개』, 아연출판부, 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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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출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28) 미군정에 우호적인

한국민주당을 대변한 『동아일보』조차도 사설을 통해 법령 2호와 33호

는 어디까지나 행정적 편의를 위한 임시조치이며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

의 소유로 이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29)

당시 한국인들이 사용한 “적산(敵産)”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인식에 기

초하여 구성된 용어였다. 적산이라는 표현은 해방 이전에도 사용되었으

며 해방 이후에도 미군정이 사용하는 “enemy property” 용어의 번역어

로서 쓰였지만, 일본어에서의 “敵産”이나 영어의 “enemy property”가 단

순히 ‘적국 또는 적국민의 재산’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던 것과는 달리 한

국인들이 사용한 “적산” 용어는 재산 문제에 관한 한국인들의 이해관계

가 집약된 개념어였다. 이 용어는 기본적으로 재산의 소유주인 일본인을

적(敵)으로 지칭함으로써 구 일본 제국의 범주로부터 한국을 관념적으로

분리하려는 의도를 내포하였다. 이는 일제의 경제적 착취라는 역사적 경

험과 결합하여, 적산은 곧 적국 일본이 조선인들을 부당하게 착취하여

만들어진 재산이라는 인식을 형성하였다. “응혈체론”은 한국인들이 사용

하는 적산 개념에 내포된 의미를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는 주장이었다.

해방 직후부터 일본인 소유 공장의 한국인 노동자들이 공장의 관리권

을 직접 접수하고 공장을 운영하고자 한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은 “응혈체

론”의 대표적인 산물이었다.30) 미군정은 “응혈체론”이 노동자 자주관리

운동을 통해 사회운동화 되는 것을 극히 경계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

이 미군정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친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다고 평하

며 우려하였다. 좌익의 세가 강한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 속에서 미군

정은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을 자신들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였

다. 특히 지방에서는 노동자 자주관리운동과 인민위원회가 밀접하게 연

결되어있었다. 인민위원회 조직은 지방의 치안활동을 담당하며 노동자들

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적산관리위원회가 귀속재산을 운영하는 것을 지키

거나, 혹은 직접 인민위원회 구성원이나 자체 조직을 통하여 사업체를

28) 『자유신문』, 1945년 12월 4일.

29) 『동아일보』, 1945년 12월 17일.

30) 노동자 자주관리운동에 대해서는 김기원, 1990 앞의 책, 3장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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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였다.31) 미군정은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공산주의 선동가

(agitator)”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재산 문제에 관한 대중들의 지지를 잃

고 있다는 점을 상당히 우려하였다.32) 미군정이 법령 33호를 통해 재산

소유권을 귀속시킨 것은 기본적으로 상부의 지시 때문이었지만 한편으로

는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귀속재산이 일본의 대 연합국 배상 문제와 긴밀한 연관이 있었다

는 점 또한 미군정이 당면한 현실적 문제였다. 점령 초기에 미군정은 향

후 이루어질 일본의 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방침 이상의 구체적

인 지시를 받지 못한 채 재산 문제에 대처해야 하였다.33) 1946년 초의

시점에서 미국의 재산 관련 정책은 구 일본인 재산의 귀속 이외에는 명

확하게 설정되지 않아 재산관리과가 재산의 구체적인 운용 또는 처분 방

법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미군정의 경제 관료들은 일본의 배상

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점령이 어느 정도

로 지속될 지도 알지 못하였다. 때문에 미군정의 경제 관료들은 점령 기

간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에 의하여 당면한 재산 및 경제 문제에 대응해

야 하였는데, 그 기간은 수개월에서 10년 이상까지 광범위하였다.34)

상부의 추가적인 정책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관리과는 전쟁 배상

을 위한 트루먼 대통령 특사 에드윈 폴리(Edwin Pauley)의 성명에 의존

할 수밖에 없었다.35) 일본의 배상에 대한 폴리의 최초 구상에서 한국은

일본의 배상 대상국은 아니지만 한국 내 일본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31) 김기원, 1990 앞의 책, 79쪽; 김대래·배석만, 2002a 앞의 글, 50-51쪽; 정근식, 1992

「해방직후 전남지역의 노동운동」, 한국현대사 사료연구소 편, 『전남 사회운동사 연

구』, 한울, 127쪽.

32) RG 331, SCAP, Civil Property Custodian, Property Liquidation Division, External

Assets Branch, Subject File, 1947-49, Box 5055, 주한미군정청 중앙관재처 관계문서,

1945-46, “CG USAFIK to SCAP, TFGCG 189”, 1945. 12. 14. (국사편찬위원회 전자

사료관 사료참조코드 AUS031_53_00C0008, p.117) (국편)

33) 정용욱, 앞의 책, 132~133쪽.

34) RG 165, Security Classified General Correspondence, 1943 - 1949, Civil Affairs

Division General Records, Entry # 463, Box No. 249 (4), “Summary Review and

Action Program for the Economy of South Korea as of 10 Dec. 1946”, p.7. (국사편

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조코드 AUS023_03_00C0011, pp.21) (국편)

35) 『HUSAFIK』 3,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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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일본인 재산이 배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었

다.36) 1945년 11월 28일 이 구상이 발표되자 곧바로 한국인들의 거센 반

발이 일었고, 폴리는 다시 12월 10일 일본의 대 연합국 배상은 일본 본

토의 재원만으로 충당할 것이며 한국에 있는 일본의 재산 및 설비는 그

대로 방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발표하였다.37) 재산관리과는

폴리의 두 차례 성명에 따라 귀속재산이 당장은 그대로 한국에 보존되지

만 향후 배상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가능한 한 종전 시점

그대로 재산을 접수, 유지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임무를 규정하였다.

1946년 2월 말에는 귀속재산의 처분에 관한 본국의 구체적인 지시가

미군정에 전해졌다. 1월 8일 주한미군 사령관 하지는 전문을 통하여 맥

아더에게 귀속농지 및 귀속주택을 불하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하지는

한국 점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방

의 농민들이 지는 경제적 부담을 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38) 맥아더는 하지의 제안에 더해 귀속재산 중

농지, 도회주택, 소규모 사업체를 불하할 필요가 있다고 육군부에 성명하

였다.39) 하지와 맥아더의 제의는 현지 책임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 제안은 마침 귀속재산 불하 계획을 논의

하고 있었던 삼부조정위원회의 관심을 끌었다. 국무부 극동소위원회는 2

월 말 맥아더의 제안을 기반으로 농지, 도회주택, 1백만 엔 미만의 소규

모 사업체의 불하를 승인하는 보고서 「SFE 153/4」를 작성하였고, 이

는 삼부조정위원회에서 「SWNCC 265 – 한국 내 일본 자산 처분

(Disposal of Japanese Property in Korea)」이라는 명칭으로 공식화되었

다. 「SWNCC 265」는 상기 범주의 귀속재산의 불하 및 소유권 부여의

권한을 미군정이 보유하는 것을 승인하고 그것을 성명할 수 있도록 지시

36) 황교성, 2017 「미군정기 폴리 사절단의 구성과 한국 관련 정책 제안(1945〜1946)」,

동국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42쪽.

37) 『동아일보』, 1945년 12월 11일.

38) RG 353, Box 80, “TFLIG 669 CG USAFIK to War Department”, 1946. 1. 6. (정용

욱·이길상 편, 앞의 책 5권, 398쪽).

39) RG 353, Box 80, “CAX 57641 CINCAFPAC to War Department”, 1946. 2. 2. (위의

책, 3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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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40) 미군정은 3월 7일 「SWNCC 265」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귀속

농지, 주택, 소규모 기업체에 대한 불하 결정을 발표하였다.

삼부조정위원회의 불하 결정은 단순히 귀속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것만

은 아니었으며, 남한의 농지개혁을 시야에 두고 이루어졌다. 삼부조정위

원회는 「SWNCC 265」에서 불하 지시는 남한에서 토지개혁을 수행하

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였다.41) 「SWNCC 265」가 완성되기 직전인 2

월 11일 미 국무부의 대한정책을 고문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온 번스

(Arthur C. Bunce) 이하 주한미군경제고문단(Official of Economic

Advisor to the Commanding General USAFIK)은 귀속재산 불하 지시

가 전달되자 이를 바탕으로 소위 “번스안(案)”이라 불리는 귀속농지 불

하안을 작성하였다. 번스안은 판매 대상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가에 대해

15년간 수확물의 1/3을 현물로 분납하는 방식이 골자를 이루었다.42)

그런데 3월 7일자 미군정의 불하 발표는 남한 전체에서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번스안의 내용이 대중 일반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좌우익

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귀속재산 불하가 곧 농지개혁을 의

미한다고 이해하였다. 민주주의민족전선(이하 민전)에서 김원봉(金元鳳),

허헌(許憲) 등의 의장단이 귀속기업체와 귀속주택에 대한 대략적인 견해

를 제기하는 등 일부에서 귀속재산 불하 자체에 대한 반대가 제기되었으

나, 대부분의 여론은 귀속농지의 불하에 초점을 두었다.43)

대체로 우익은 귀속농지 불하의 의도에는 찬성하지만 그것은 장차 수

립될 임시정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며 미군정의 불하

시도에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성일보』 주필 이선근(李瑄根)을

필두로 한 우익 언론은 사설을 통해 미군정과 번스 고문단이 제시한 농

지개혁 및 귀속재산 처리안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방법론상의 문제를

40) RG 353, Box 80, SWNCC 265 “Disposal of Japanese Property in Korea”, 1946. 2.

20. (위의 책, 394~402쪽).

41) RG 353, Box 80, SWNCC 265 “Disposal of Japanese Property in Korea”, 1946. 2.

20. (위의 책, 394~402쪽).

42) 황윤희, 2008 「번스(Arthur C. Bunce)의 내한활동과 한국문제인식」, 숭실대학교 사

학과 석사학위논문, 26~29쪽.

43) 『자유신문』, 1946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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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하며 이를 뒤로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44) 그렇지만 우익 언론

에서 지적한 방법론상의 문제는 연부상환 방법, 영농 방법 등 세부적인

농업 정책에 관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귀속농지 불하가 의미하는 농지의

유상분배라는 대원칙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한편 한국민주당의 김병

로(金炳魯)는 건물과 상점은 불하할 수 있지만 농지는 임시정부에 맡겨

야 한다는 중간적인 견해를 제기하였다.45) 이승만이 주도한 남조선대한

국민대표민주의원의 경우 특별한 반대 입장을 내비치지 않고 유보적 입

장을 취하였다.46)

좌익 또한 귀속재산 처분을 신정부 수립 이후로 미루어야한다는 주장

을 내세웠지만, 그 논조는 사뭇 달랐다. 전국농민조합총연맹(전농)과 조

선신민당은 재산의 유상매매가 빈농·빈민 계층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귀속농지를 불하할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47)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도 비슷한 입장에서 유상매매는 일부

악질 자본가에게만 이익을 안겨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미군정이 제안한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48) 한편 『조선인민보』

와 『해방일보』 등 좌익 언론은 대체로 모리배 문제를 귀속재산 불하

반대의 주 근거로 내세웠는데, 즉 부일협력자나 모리배들의 농간에 의해

오히려 소작농과 빈농층이 몰락하기 쉽다는 것이었다. 『조선인민보』의

경우 모리배의 귀속재산 독점을 노동자·민중에 대한 경제권 침탈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면서 가장 강경한 논조를 드러내었다.49) 한편 일각에서는

동 시기 시행된 북한의 무상분배 토지개혁과 비교하여 비판하기도 하였

다.50)

이처럼 이념과 정파에 따라 귀속재산 불하에 대한 반대 논조는 상이하

였다. 우익은 귀속농지 불하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지만 미군정이 불하

44) 『한성일보』, 1946년 3월 9일; 『동아일보』, 1946년 3월 10일; 1946년 3월 14일.

45) 『한성일보』, 1946년 3월 1일.

46) 『조선일보』, 1946년 3월 19일; 『동아일보』, 1946년 3월 19일

47) 『조선일보』, 1946년 3월 13일; 『동아일보』, 1946년 3월 29일

48) 『조선일보』, 1946년 3월 11일; 1946년 3월 14일

49) 『자유신문』, 1946년 3월 14일; 『조선인민보』, 1946년 3월 11일; 1946년 3월 14일;

『해방일보』, 1946년 3월 6일; 1946년 3월 26일

50) 『자유신문』, 1946년 3월 20일; 1946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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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도하는 것에 반대한 반면, 좌익은 귀속농지 불하 자체가 불필요하

다고 주장하였다. 즉 우익의 반대가 귀속재산 불하의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인지를 둘러싸고 제기되었다면, 좌익의 반대는 미군정의 정책 노선 자

체에 대한 반발로서 제기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의도와는 별개로 미군

정이 주도하는 농지개혁 및 귀속재산 불하에 반대하고 이를 정부 수립

이후로 미루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었다. 미군정은 여론의 반발

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귀속재산 불하는 전적으로 남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의도였다고 해명하였으나, 좌우익 양쪽으로부터의 반발은 계속되었

다.51)

당시 여론이 귀속농지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

를 꼽을 수 있다. 먼저 3월 7일의 귀속재산 불하 발표와 거의 같은 시기

에 있었던 신한공사 설립 공표가 좌우익을 가리지 않고 한국인들의 전반

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신한공사는 미군정 법령 제52호에 의해 동양

척식주식회사의 후신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그런데 이 법령이 일반에 공

표되는 과정에서 제1조의 국역이 문제가 되었다. 신문에는 제1조에서 신

한공사가 군정청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조직으로 설립되는 것으로 게재되

었다.52) 한국인들은 신한공사가 독립 기관으로 동양척식회사의 기구와

재산을 접수하는 것을 곧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부활로 인식하고, 미국이

점령자로서 한국의 재산을 탈취하고자 한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에는

1945년 말부터 광범위하게 퍼져있었던 연합국 배상 문제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깊이 관여하였다. 일본은 부당하게 한국 농민의 땅을 빼앗아갔으

며 이것이 한국인의 손에서 직접 처리되어야 할 것이 마땅한데, 미군정

이 성급히 동양척식회사를 부활시키는 것은 일본의 경제적 착취를 미국

이 이어받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것이다.53) 이러한 상황에서 귀속농지

분배를 통해 농촌의 토지소유관계에 일정한 변화를 준다는 것은 한국인

들에게는 상당히 불순한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여겨지기 쉬웠다.

한편 불하 발표 직전인 3월 5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소련 점령 지

51) 『조선일보』, 1946년 3월 20일.

52) 『자유신문』, 1946년 3월 10일.

53) 『자유신문』, 1946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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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한다고 공표한 사실은 남한 대중들의 머릿속에

농지개혁 문제를 깊숙이 각인시켰다. 특히 조선공산당은 북한의 토지개

혁안과 미군정의 귀속농지 매각안을 비교하면서 미군정의 개량적 토지개

혁 시도를 거세게 비난하였다.54)

쌀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시되고 있었던 점 또한 여론의 시

각을 귀속농지에 집중시켰다. 쌀 부족은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당시의 가

장 심각한 경제 문제였다. 미군정이 수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쌀 부족

문제를 성토하는 여론을 무마시켜야 할 정도로 많은 한국인들이 미군정

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다. 이는 미군정의 식량정책과 농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야기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이 강력히 요구되었다. 그러

한 상황에서 귀속재산 불하 방침이 공표되었을 때 여론의 시각은 자연히

귀속농지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시기 귀속농지 불하와 관련하여 미군정이 수행한 가두여론조사 4건

은 당시 한국인들의 여론 추이를 잘 드러낸다. 4건의 조사 중 2건은 서

울·경기 지방, 2건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서울·경기 지방의 여론조

사 대상자가 2,500~3,500여 명인데 비해 전국 대상 여론조사는 그보다 훨

씬 못 미치는 소규모의 조사였다. 조사 결과 약 60~70%의 응답자가 대

지주의 토지를 소작인에게 분배하는 것을 찬성하였지만 귀속농지 불하는

임시정부 수립 이후까지 보류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이 수치는 조사 건

별로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대체로 그 추이가 유지되었다.55) 미군정의

여론 조사가 전반적으로 그 방법 및 의도 면에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문제를 갖지만, 여론 조사 결과가 일관적으로 도출되고 미군정이 그 결

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귀속농지 관련 여론조사는 대략적인

여론의 동향을 그럭저럭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56)

미군정은 상부로부터의 귀속재산 불하 지시와 그에 대한 전면적인 반

54) 『자유신문』, 1946년 3월 14일.

55) 4건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19의

“Korean Opinion on Disposition of Farmland” 폴더(국중)에 수록된 각각의 여론조사

보고서를 참조.

56) 송재경, 2014 「미군정 여론조사로 본 한국의 정치·사회동향(1945~1947)」, 서울대학

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3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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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사이에서 일보 후퇴를 선택하였다. 미군정에 대한 여론의 불만 제기

가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하여 타협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승만계를 제외한 우익 대다수가 미군정의 조치에 반발하는 상황

은 미군정의 입장에서 결코 달가운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당초부터 미

군정은 귀속재산 불하 문제와 별개로 남한의 농지개혁에 대해서는 부정

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시카고 선(Chicago Sun) 지(紙)의 아시아 특

파원이었던 게인(Mark Gayn)의 회고에 의하면 농지개혁을 의욕적으로

주도한 번스와 달리 미군정은 번스와 경제고문단의 활동을 달가워하지

않았다.57) 귀속재산 불하가 농지개혁이라는 틀 속에서 고려되자 미군정

은 귀속재산 불하를 상부에 적극 건의하였던 기존의 입장을 뒤집어 불하

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당시 미군정 공보부 여론국 차장이었

던 로빈슨(Richard Robinson)은 미군정이 귀속재산 불하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이유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첫째로 미군정이 귀속농지

불하를 통한 농지개혁을 시도하더라도 이를 가까운 미래에 수립될 한국

정부에 같은 방식으로 강요할 권한이 없다는 점, 둘째로 여론이 미군정

의 장기 개혁에 관심이 없고 미군정의 개혁을 일제의 정책과 동일시하며

북한과의 연계가 없다는 것 등을 우려한다는 점, 셋째로 개혁에 수반되

는 각종 법적·행정적 문제를 미군정이 해결할 힘이 없다는 점이었다.58)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별다른 진척 없이 무기 휴회되

고 그에 따라 점령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재산을 불하하기보다는

여전히 논의가 계속되는 배상 문제에 대처하고 구체적인 한국 정부 수립

방안이 나올 때까지 점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재산 소유권을

계속해서 장악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 입장이 대두하였다. 이에 따라

미군정은 6월 25일자로 재산 불하를 무기한 연기하였다.59)

대신 미군정은 관재처로 승격한 재산관리과를 활용하여 불하 연기 이

57) Mark Gayn, Japan Diary, New York: William Sloane Associates, INC., 1948,

pp.432~433.

58)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37, Control and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Property, “Possible objections to the proposed ordinance for the sale of

Japanese agricultural property south of 38° North Latitude”, 1946. 4. 7. (국중)

59) 『동아일보』 1946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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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의 귀속재산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점령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배상 문제에 대비하는 한편으로 재산의 무단처분, 무단점유, 파괴행위,

소유권 분쟁 등 빈발하는 재산 관리상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미군정은

귀속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할 조직을 필요로 하게 되었

다. 특히 미소공위 휴회로 인해 통일 정부 수립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에

서 방대한 양의 귀속재산이 정부 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

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소유권을 장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대단

히 중요한 문제였다. 관재처는 재산 문제에 관하여 이와 같은 미군정의

의도를 관철시킬 행정적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2) 관재처 조직의 정비 및 귀속재산 관리

관재처는 1946년 3월 29일 군정청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재산관리

과가 승격하여 조직되었다. 관재처장으로는 종전 재산관리과장이었던 멩

거 중령이 유임하였다가 7월 27일 경상남도지사를 지냈던 비숍(Harry

D. Bishop) 중령이 새롭게 부임하였다. 비숍은 1948년 10월 관재처의 업

무가 한국정부로 이관될 때까지 약 2년 2개월 간 관재처의 업무를 담당

하였다. 주요 한국인 관료의 경우 미군정기 동안 유일하게 정광현(鄭光

鉉)60)이 관재차장을 역임한 것이 전부였으며, 한국인들은 대개 실무 작

업에만 종사하였다.61)

지방의 재산관리조직으로는 1946년 5월 3일 공표된 법령 73호에 의해

각 도별로 설치된 도 재산관리소가 있었다. 도 재산관리소는 중앙관재처

의 지시에 따라 아직 발견되지 않은 구 일본인 재산을 찾아내고, 각종

60) 정광현(1902~1980)은 당대의 저명한 법학자로, 윤치호(尹致昊)의 사위이다. 해방 이전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재직하다 해방 이후 미군정 법무부 법무관, 관재처 차장 등을

역임하였다. 1950년에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로 부임한 이후 한국의 친족상속법을

비롯한 법제사를 연구하였다. 호는 설송(雪松)이다.

61) 그러나 몇몇 도 재산관리소에서는 한국인 기업가를 고문직으로 두기도 하였다. 한국

일보사, 1981 『財界回顧』 6, 4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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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행정 작업을 수행하며, 재산을 임대하거나 마멸성(磨滅性) 재산을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단 식민지기에 재벌(Zaibatsu) 집단에 속하

였던 기업이나 국가 운영과 관련하여 대단히 긴요한 대기업체의 경우 중

앙관재처가 직할로 관리하였다.62) 한편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후신기관으

로서 그 자산을 그대로 승계 받은 신한공사는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전체

혹은 부분을 소유하였던 24개 회사의 운영권을 관재처로부터 넘겨받았

다.63)

<그림 1> 1946년 4월 현재 관재처 조직도

출처: 「Summation」 7호(1946. 4), 10쪽에서 작성.

재산관리과가 관재처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설치된 정책검토서(Policy

and Review Division)64)는 이후 1946년 9월 30일 정책서(Policy

62) SCAP, 1946 「Summation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Activities in

Korea」 8호(1946. 5), 67쪽 (1990 『美軍政活動報告』 1-6권, 원주문화사 영인본에서

참조. 이하 서지사항은 「Summation」, 호수(발행일자), 쪽수의 형태로 표기.)

63) 「Summation」, 11호(1946. 8), 69쪽.

64) 관재처 산하부서의 국문 명칭은 대부분 명확하지 않다. 본고는 원문에서

‘Division’-‘Section’이라 명시된 관재처 산하부서의 조직단위를 ‘서(署)’-‘과(課)’로 번

역하고 여타 군정청 부처의 사례에 비추어 산하부서의 국문 명칭을 기술하였다. 이는

1946년 3월 29일자 법령 64호에서 정한 주한미군정청 직제 개편 규정에서

Department/Office – Bureau/Division – Section - Subsection의 부처 등위를 부

(部)/처(處) – 국(局)/서(署) – 과(課) - 계(係) 순으로 국역한 규정을 따른 것이다

(한국법제연구회, 1971 앞의 책, 179쪽). 한편 ‘서’를 사용하는 용례는 신문기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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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로 명칭을 변경하였다.65) 정책서의 장은 랜달(Leland A.

Randall) 대위였다. 정책서의 공식 목표는 귀속재산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귀속재산 관리에 수반되는 각종 법적, 경제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다. 또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귀속된 회사에 대하여 귀속주

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실질적으로 귀속주식회사의 대표 역할을 하

였다.66)

산하에는 일반고문과(General Counsel Section), 소청과(Claim

Section), 기업과(Corporate Affairs Section)의 세 부서가 설치되었다. 일

반고문과는 주로 법률문제를 담당한 부서로, 특별한 법률적 이해를 요구

하는 분야의 재산 감독, 법적 절차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 관재처 소속

귀속주식 대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소청과는 1947년 12월 15일 신

설되어 관재처 전체에 대한 일반 민원을 담당하였다. 소청과 설치 이전

에는 관재처 내의 재산소청위원회(Property Claims Commission)와 법무

부의 소청국(Claim Bureau) 양쪽에서 담당하였으나 관재처 정책서에 민

원과가 설치된 후 관련 업무가 통합되었다. 기업과는 1947년 1월 1일 관

재처 운영서(Operation Division)로 이관되기 전까지 귀속사업체뿐만 아

니라 관재처가 이해를 갖는 모든 종류의 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

다.67)

행정서(Administration Division)는 관재처의 기본적인 인사행정을 담

당하는 부서로, 산하에 미국인인사과(American Personnel Section), 한국

인인사과(Korean Personnel Section), 기록보고과(Records and Reports

Section), 메시지센터(Message Center), 건물보수과(Building

Maintenance Section), 물품공급과(Procurement and Supply Section), 운

수과(Transportation Section)를 두었다. 그중 미국인인사과는 개발원조

소수 확인된다(『경향신문』, 1947년 9월 2일; 1948년 3월 7일).

65) 「Summation」, 7호(1946. 4), 10쪽; RG 554, Box 40, History: Office of Property

Custody, “History of Office of Property Custody: Its Divisions and Branch Offices

– 1 October 1945 to 30 June 1948”, pp.13~20. (국중)

66)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40, History: Office of Property Custody,

“History of Office of Property Custody: Its Divisions and Branch Offices – 1

October 1945 to 30 June 1948”, p.13. (국중)

67) 위의 글, pp.13~20. (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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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소속 직원들로만 이루어졌

다는 특징이 있으며, 초기에는 한국인 직원을 별도로 관리했으나 1948년

7월 1일부로 미국인과 한국인들 모두 미국인인사과장의 통제 하에 놓이

게 되었다.68)

관재처 설립 초기 정책서와 행정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들은 구체적

인 조직 구조가 불명확하다. 경영서(Executive Division)는 관재차장 직

속으로 주한미군의 주둔지 및 주둔 건물 징발을 담당한 부동산과(Real

Estate Section)의 전신으로 추정된다. 특별보좌서(Special Assistant

Division)는 문화재, 미술품 등 특수한 재산을 다루거나 연합국민 소유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의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속한 부서로, 조

직개편 이후 부서가 해체되고 해당 전문가들은 관재차장 직속으로 배치

되었다. 감독협조서(Supervision and Coordination Division)는 역할 및

기능, 산하조직이 불명이다.

기록회계보고서(Record, Accounts and Reports Division)는 부서 간

연속성이 자료상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나 이후의 감찰서

(Comptroller Division)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부서로 보인다. 감찰서

는 관재처의 재정 거래를 감시하는 동시에 각종 수탁 업무 및 관리 기능

을 기록하는 것을 주 기능으로 하였다. 수입 지출 보고서 작성, 보조금

지급일 관리, 지출 내역서 작성, 대차대조표 작성, 인출 명세서 작성 등

과 같은 업무를 관장하면서 실질적으로 재무기관이나 다름없는 역할을

하였다. 산하에는 보고과(Reports Section), 기록과(Records Section)가

있었으며, 1948년 7월 재산처분서 산하의 회계수집과(Accounting and

Collection Section)가 회계과(Accounting Section)이라는 명칭으로 감찰

서로 이관되었다. 회계과가 이관됨에 따라 기존에 회계수집과가 수행하

던 자금 회계, 미수금 계좌와 부불(賦拂) 수집, 판매비용 지불 과정에서

기금 지출, 재정 보고서의 공시 등의 업무도 함께 이관되었다.69) 한편

68)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40, History: Office of Property Custody,

“History of Administrative Division”, 1948. 7. 23. (국중)

69)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40, History: Office of Property Custody,

“History of Comptroller’s Division”, 1948. 7. 27. (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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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10월 30일 관재수속요령 16호에 따라 중앙관재처 및 도 재산관리

소의 직원들에 대한 고용인 신원보증보험(Fidelity Guaranty Bond) 및

현금으로 된 신원보증 채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70)

관재처는 본래 재산관리과가 수행한 귀속재산 접수 및 조사의 업무에

더해 「SWNCC 265」 지시에 따른 구체적인 불하 방안을 수립하고 관

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71) 그러나 6월 25일부로

불하가 연기되자 관재처의 기본 업무는 재산의 접수 및 조사, 그리고 재

산 소유권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력 확보로 변화하였다. 관재처는 모든

종류의 귀속재산에 대해 배타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고 그 최종적인 책임

을 갖는다는 점에서 귀속재산을 관리하는 핵심 기구였다.72) 하지만 실제

로는 재산 종류에 따라 각 재산의 유관 부처에 그 실질적인 운영이 일임

되었다. 각각의 부처는 관재처의 대행 기관(Agency)으로서 관재처가 요

구하는 방침 및 행정 양식에 따라 귀속재산의 불하, 수리, 파괴, 이전, 임

대, 납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아래는 귀속재산의 유형별 운영 대행

기관을 정리한 표이다.

70)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38, Property Custody : Sept. '45 - Sept. '47,

“Procedural Memorandum No. 16: Execution of Fidelity Guaranty Bond(MGPC

Form 30) and Fidelity Bond(Cash) (MGPC Form 29)”, 1947. 10. 30. (국중)

71) RG 331, SCAP, Civil Property Custodian, Property Liquidation Division, External

Assets Branch, Subject File, 1947-49 [Entry UD 1604], Box 5055, 적산개관, 1948,

“OGA 132.2 Report of Audit”, 1946. 12. 2., p.2.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

조코드 AUS031_53_00C0007, p.14) (국편)

72) 불하 결정과 같은 귀속재산 정책의 큰 줄기를 설정한 것은 미군정 차원에서였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관재처가 전적으로 그 방식을 결정할 권한과 책임을 가졌다.

귀속재산 관련 관재령, 시행령 등은 모두 관재처가 자율적으로 작성하였다.

소속기관명 재산 실 운영부서

농무부 삼림 및 임야 농무부

상무부
광산, 광산부지, 석탄, 광물

및 기타
상무부

상무부 시설 장비 및 보급품 상무부

<표 1> 귀속재산 유형별 운영 대행 기관 (1948년 6월 30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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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 통신장비시설 체신부

체신부 케이블 체신부

재무부 은행 및 금융기관 재무부

재무부 손해보험 재무부

재무부 생명보험 재무부

재무부 전매국 토지 및 건물 재무부

재무부 잡다한 제조 회사 재무부

재무부 도자기* -

보건후생부 의료용 건물 보건후생부

통위부 건물 통위부

사법부 토지 및 건물 사법부

경무부 토지 및 건물 경무부

운수부 철도 운수부

생활품관리원 식품가공 및 통제 생활품관리원

경제고문단 건물, 토지, 삼림 관재처

관재처 행정서 임대 건물 및 부지 관재처

관재처 운영서 건설 또는 제조된 주택 관재처

관재처 운영서 운영 중인 회사** 상무부

도 재산관리소 사원 및 기타 관재처

관재처

부동산과
주한미군용 토지 및 건물 미군

중앙토지행정

처
농우(農牛) 중앙토지행정처

민간물자보급

계획
민간공급품 민간물자보급계획

관재처 감찰서 증권, 담보, 우표 등 관재처

관재처

지방업무서
연합국민 재산 관재처

관재처

부동산과

연합국민 재산, 3개 석유 회

사
관재처

출처: RG 331, SCAP, Civil Property Custodian, Property

Liquidation Division, External Assets Branch, Subject File, 19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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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의 각 부처가 관재처 대행 기관으로서 귀속재산을 운영한 것은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 은행과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각 부처가 관

재처 대행 기관으로서 활동할 의무 혹은 권한이 명시된 법률적 문헌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각 부처는 같은 종류에 해당하는 귀속재산과

비귀속재산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신들이 담당하는 부문의 귀속재

산 운영을 담당하고자 하였다. 관재처가 모든 귀속재산의 운영을 떠맡을

수 있을 만한 인력이나 행정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재

처는 암묵적으로 각 부처가 대행기관으로 활동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귀속재산에 대한 간접적인 관리 권한을 행사하였다.73)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귀속기업체의 운영은 대체로 상무부가 담당하였

다. 예외적인 경우는 체신부가 관리한 중앙방송국(Korea Broadcasting

Company)과 국제전신회사(International Tele Communication Co. Ltd.),

운수부가 담당한 3개 철도회사, 재무부가 담당한 생명 및 손해보험 회사

등이었다.74) 남한에 소재한 7개 은행 및 그 지부의 경우 그 특성상 재무

73)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40, 1945-1948, History: Office of Property

Custody “History of Administrative Division”, 1948. 7. 23. p.7. (국중)

74) RG 331, SCAP, Civil Property Custodian, Property Liquidation Division, External

Assets Branch, Subject File, 1947-49, Entry UD 1604, Box 5055, 적산개관, 1948,

Entry UD 1604, Box 5055, 적산개관, 1948, “Explanation of the

Synopsis Report”, pp.2~7.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조코드

AUS031_53_00C0007, pp.2~7) (국편)에서 작성.

비고: *해당 재산은 모두 38도선 이북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질

운영 부처가 존재하지 않음.

**관재서식(MGPC Form) 20호를 제출한 모든 기업체. 각각의 기업

체들은 업종에 따라 관련된 상무부 산하의 관재처 대행기관이 관리하

지만, 이 표에서는 일괄적으로 관재처 운영서로 포함시킴.

***귀속농지의 경우 관재처에 법적 소유권만이 주어지고 그 외 모

든 권한은 신한공사에 주어짐. 관재처가 보유한 귀속농지에 대한 처분

권한은 이후 중앙토지행정처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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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따로 관리하였다.

기업체 중 일부만 귀속된 회사는 실제 운영을 관련 부처가 담당하고

귀속된 주식에 대한 권리 행사는 관재처가 담당하였다. 법인 중 일본인

자본과 조선인 자본의 합자회사인 경우 일본인 소유주식만을 귀속시키

고, 주식의 과반 이상이 군정청에 귀속된 경우 “귀속회사(vested

company)”, 과반 미만이 귀속된 경우 “접수회사(requisitioned

company)”라 칭하였다. 일본에서 법인으로 등록되었으나 한국에 그 일

부 혹은 분점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 존재하는 자산만을 귀속시키고

“일본 회사의 귀속사업재산(Vested Corporate Property of Japanese

Company)”이라 칭하였다.75) 관재처는 귀속회사에 대해서는 최대 주주로

서의 권리 행사를 이행하였으나 세부적 운영에까지 깊숙이 개입하지는

않았고, 접수회사의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상부의 지시에 따라

통제하였다.76)

“Narrative - Report of the National Property Custodian”, pp.36~37.. (국사편찬위원

회 전자사료관 사료참조코드 AUS031_53_00C0007, pp.146~147) (국편)

75)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38, Property Custody : Sept. '45 - Sept. '47,

TFYMG 386.2 “Payment of Obligations by Juridical Persons Affected by Vesting

of Japanese Property under Ordinance No. 33” 1946. 4. 1. (국중)

76)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38, Property Custody : Sept. '45 - Sept. '47,

“Claims of korean Juridical Persons” (국중)

항목 기업체 수(개소)

운영되지 않거나 기록이 없는 회사 1,181
해체된 회사 100

북한에 본사를 둔 회사 218
지방에 본사가 있으며 조사가 연기된 회사 38

협회 또는 교육 기관 61

만주에 본사를 둔 회사 1
일본에 본사를 둔 일본 기업의 지점 217

일본인 개인이 소유한 회사 424
일본인들의 합자회사 89

한국인 개인이 소유한 회사 7

<표 2> 1948년 6월 30일 현재까지 관재처가 조사한 3,072개 회사의

유형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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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의 접수 및 관리, 보존 등에 대한 법적 권한을 관재처에 부여

하고 재산의 실제 활용을 각 대행기관이 담당함으로써 귀속재산의 소유

와 운영은 사실상 분리되었다. 실제 국가 경제 운용을 위해 귀속 여부를

한국인이 포함된 합자회사 19
한국인들의 합자회사 31

한국인 가족기업 3

주식 소유권이 분할된 회사 683
출처: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40, History: Office of

Property Custody, “Historical Report of Operations Divisions, Office

of Property Custody, to 30 June 1948”, 30 July 1948, pp.32~33. (국

중)

재산

비중(%)

0 -

9

1 0

- 1

9

2 0

- 2

9

3 0

- 3

9

4 0

- 4

9

5 0

- 5

9

6 0

- 6

9

7 0

- 7

9

8 0

- 8

9

9 0

- 9

9

1 0

0

귀속 주식 27 12 21 24 18 24 28 38 34 86
2 4

6
한국인

개인 소유

1 4

5
28 21 16 14 14 7 9 6 15 98

한국인

법인 소유
48 26 30 23 18 14 22 12 11 8 19

타국적민

소유
10 0 0 0 0 0 0 0 0 0

구 왕실

소유
3 0 0 0 0 0 0 0 0 0 0

출처: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40, History: Office of

Property Custody, “Historical Report of Operations Divisions, Office

of Property Custody, to 30 June 1948”, 30 July 1948, p.33. (국중)

<표 3> 1948년 6월 30일 현재까지 관재처가 조사한 주식 소유권이

분할된 회사 683개의 소유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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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지 않고 산업 별 유관 부처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한 것은 지극히 당

연한 일이었다. 미군정은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귀속재산을 활용하여 경

제 정책을 전개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하면서도 귀속재산 관리 및 유지에

따르는 각종 역할을 관재처에 별도로 부여하였다. 즉 경제적으로 중요하

면서도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귀속재산 관리의 층위를 기능적으로 분

할함으로써 재산 문제를 다루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재처의 역할

은 귀속재산을 법적으로 소유하고 그에 따르는 여러 문제를 담당하는 것

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귀속재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지에

관한 일은 여타 부서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귀속재산 관리의 역할

이 분할된 결과 각 부처가 기업을 운영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재산

가치의 변동, 즉 재산의 수리·해체·명의변경·이전 등의 모든 행위에 대해

관재처의 허가가 요구되면서 기업의 업무 및 운영 대행 부처의 경제 정

책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였다.77)

귀속기업체에 대한 대출의 비효율적 운영은 귀속재산 관리 이원화에

따르는 대표적인 부작용이었다. 당시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 대출을 통

한 기업 운영 자금의 확보는 귀속기업체의 생존에 매우 중요하였다. 해

방 직후 남한 내 대부분 산업계의 생산 위축을 야기한 원인은 여러 가지

가 꼽히는데, 그 중 핵심적인 문제는 원료 및 시설 부족, 기술자의 부족,

운영 자금의 부족 등이었다.78) 그러나 귀속기업체의 관리인들은 이상의

운영 상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자본을 투자하는 것에 소극적이었

다.79) 이는 관리인의 지위가 안정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리인들이 자

기자본을 투자하고도 귀속기업체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지 못할 것

77) 자본 지출, 자본 이동 등과 같이 재산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하

여 관재처는 각종 관재령 또는 관재수속요령(Procedural Memorendum) 등을 통해 해

당되는 관재서식 문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보고할 것을 명령하였다.

78) 『동아일보』, 1946년 8월 16일.

79)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13, Outline: History of Vested Business

Office (VBO), “Outline: History of Vested Business Office”, p.20. (국중) 귀속재산

관리인(manager)은 귀속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관재처에 의해 고용된 귀속재산의 경영책임자(CEO)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관리

인은 미 24군단의 진주 직후부터 고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관재처의 법령 및 시행령이

정비됨에 따라 선정 과정이 체계화되었다. 관리인의 임명과정, 출신 및 지위에 대해서

는 김기원, 1990 앞의 책, 4장 2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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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80) 또한 관리인이 귀속기업체에 자기자본을 투

자하는 것에 대한 일반의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 기업체에 투자할

만큼 충분한 사적 자본을 보유한 사람들은 대개 친일파였으며, 친일파

경력이 있는 관리인이 귀속기업체에 투자하면 곧 해당 관리인이 공장을

영구적으로 도맡을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81)

따라서 귀속기업체의 운영 자본 확보는 주로 정부보증대출

(government guarantee loan)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전체 대출

총액의 30% 내외를 차지하였다.82) 정부보증대출은 대출의 형태를 띠었

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이나 다름없었다. 정

부보증대출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어 사실상 상환 가능성이 거의 없는

회사에도 제공되었다.83) 이는 대출의 의도가 이자를 통한 수입 확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억지로 가동시켜 생산을 증진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부보증대출의 이자율은 100원 당 1일 이자 15린[厘](1원

=1,000린), 연간 5.5%로 일반 대출 이자율 7.3%(100원 당 1일 이자 20

린)에 비해 저렴하였다.84)

80) RG 332,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Records Regarding the

Okinawa Campaign, USAMGIK, Entry A1 1256, Box No. 62, Hist. of Civil

Communications Intelligence Group-Korea thru Investigation Report on

Disturbances at Taegu (1 of 2), “The Economic Potential of an Independent Korea

– June 1947”, p.29.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조코드

AUS179_01_07C0001, p.183) (국편)

81)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13, Department of Commerce: LaPlante's

Final Draft, “Section Eight – Bonding of Managers”, p.45. (국중)

82) 「Summation」, 22호(1947. 7), 53쪽.

83)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13, Department of Commerce: LaPlante's

Final Draft, “Section Seven – Plant Openings”, p.43. (국중)

84)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16, Appendix to Hist. of Dept. of Finance

Parts A+B, 1 of 2, “Interest Rate on Loans”, 1946. 10. 5. (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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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에 승인된 대출 816,715,000
1946년에 승인된 대출 10,703,081,000

1947년에 승인된 대출 15,475,900,000

1948년 1월 1일~6월 30일에 승인된 대출 1,900,000,000
계 28,895,696,000

출처: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16, Appendix to

Hist. of Dept. of Finance Parts A+B, 1 of 2, “Report of

Government Guaranteed Loans, 24 August 1948” (국중)에서 작성.

<표 4> 미군정기 정부보증대출 총액(단위 원)

그러나 귀속기업체에 대한 대출에는 운영 부처, 재무부, 관재처가 모두

개입하여 대출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비효율적 현상을 야기하였

다. 각 기업체는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먼저 운영을 담당하는 소관 부처

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며, 대출 심사는 재무부가 담당하였다. 관재처

또한 대출의 실행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기본적으로 은행 운

영을 직접 총괄하는 것은 재무부이지만, 은행 및 각종 금융기관의 관리

인을 통제하는 것은 관재처였다. 특히 귀속비중이 각각 72.7%, 76.9%였

던 조선은행과 조선식산은행은 귀속은행으로 간주되었으며, 각 은행이

소유한 타 기업체의 주식은 관재처의 통제 하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

다.85) 각 은행이 소유한 타 기업체 주식의 권리 행사 권한은 1946년 10

월에야 관재처의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재무부에 부여되었다.86) 즉 재무

부는 은행의 운영에 대해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관재처

가 대출 실행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였던 것이다. 특

히 귀속기업체가 대출금을 원료 수매, 임금 지불 등의 목적이 아닌 설비

도입, 수리, 공장 증설 등 재산 가치를 변동시킬 수 있는 목적으로 사용

85) RG 331, SCAP, Civil Property Custodian, Property Liquidation Division, External

Assets Branch, Subject File, 1947-49, Entry UD 1604, Box 5055, 적산개관, 1948,

“Narrative - Report of the National Property Custodian”, pp.7~8.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조코드 AUS031_53_00C0007, pp.117~118) (국편)

86)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15, USAMGK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Finance, August 1948, “Outline for History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Bureau,

Department of Finance”, p.16. (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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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관재처의 직접 승인이 별도로 필요하였다. 1946년도 당시 대출

이 승인되는 데는 한 달이 넘게 소요되었으며, 이로 인해 실제로 대출을

승인받은 기업은 많지 않았다.87) 따라서 미군정의 의도와는 달리 대출

정책은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한편 관재처의 서류행정 또한 매우 비효율적이었다. 관재처가 모든 보

고서를 영어로 제출하도록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귀속기업체들이

영어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대부분의 보고서는 한국어

로 작성되었다. 이로 인해 관재처는 한국인 직원들의 보고서 번역에 의

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상당한 비효율성과 부정부패를 야기하였다.

많은 한국인 직원들은 귀속기업체 관리인들의 협박 및 강요로 인하여 귀

속기업체에 호의적인 방향으로 의도적인 오역을 시도하기도 하였다.88)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이 귀속재산 관리를 재산의 형태에 따라 적

합한 각 부처에 일임하지 않고 관재처라는 틀을 통해 이원화한 것은 귀

속재산 불하에 관한 상위정책 때문이었다. 1946년 2월 「SWNCC 265」

를 통해 귀속재산 중 농지, 도회주택, 소규모 기업체의 불하가 결정된 이

래 귀속재산 불하에 관한 기본 정책은 미군정기 내내 변하지 않았다.

1947년 초까지 워싱턴에서는 귀속회사의 국적 해석과 관련한 문제만을

논의하였을 뿐, 불하에 관한 전반적인 방침은 유지되었다.89) 미군정은 남

한의 현지 사정을 이유로 1946년 6월 25일 귀속재산의 불하를 무기한 연

기하였지만, 본국의 방침이 유지되는 한 어쨌든 장기적으로 귀속재산의

불하를 대비해야 하였다. 때문에 미군정은 재산 불하 및 그에 따르는 법

적 책임을 총괄할 수 있는 관재처라는 틀을 유지함으로써 귀속재산 불하

라는 일반 점령정책의 기조를 귀속재산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귀속재산 문제가 단순히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

87) 『경향신문』, 1946년 11월 20일; 1946년 12월 12일.

88) RG 554, USAFIK Adjutant General, General Correspondence (Decimal Files)

1945-1949 ; Series, Box35, 200 (SP Binder) USAFIK Personnel Utilization Board

(Survey, Office/Property Custody) 3 March 1948, “Personnel Survey of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1948. 3. 3. pp.14~20. (국중)

89) RG 353, Box 80, SWNCC 265/3 “Disposal of Japanese Property in Korea”, 1947.

1. 21. (정용욱·이길상 편, 앞의 책 5권, 465~4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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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미국의 대일정책과도 큰 연관을 갖는 것이었으므로, 귀속재산의 처분

은 미군정의 권한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관재처의 활동

이 귀속재산에 관한 상부 지침을 거스르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였

다. 관재처의 조직적 특성은 이 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관재처는 주

한미군정청의 하위 조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도쿄의 연합군최고사령부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이하 SCAP)의 직접 감독

하에 있었다. 주한미군정청의 여타 부처들이 재무부나 중앙경제위원회에

의해 감사를 받은 반면 관재처에 대한 감사는 SCAP 산하 민간재산관리

국이 직접 수행하였다.90) 즉 관재처의 활동은 항상 SCAP을 의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위 정책이 마련한 정책적 틀로부터 유연성을 발휘하기

힘들었다. 다시 말해 본국이나 SCAP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관재처는

그 실행이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존의 지침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였

다. 이는 대한정책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는 어느 정도 점령통치의 재량

권을 부여받은 미군정 일반의 성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91)

귀속재산에 대한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배상 문제를 비롯한 일반 정책

을 대비하는 역할을 맡은 관재처는 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재산 가치의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 1946년 말까지 이러한 역할을

주로 담당한 것은 관재처 정책서였다.92)

정책서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직접적으로 귀속기

업체의 소유권을 통제하기 위해 일본 국적 주식을 확보하여 귀속기업체

의 관리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재산 가치 변동 사항

90) RG 407, Foreign (Occupied) Area Reports, 1945 – 1954, Entry 368B, Box 2072,

“Members of the National Economic Board, Monthly Activities Report, August

1947”, p.4.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조코드 AUS037_03_00C0002, p.126)

(국편)

91) 남한 점령에서의 미군정의 자유재량권에 대해서는 고지훈, 1999 「駐韓美軍政의 占

領行政과 法律審議局의 活動」,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장을 참조.

92) 관재처 산하부서의 국문 명칭은 대부분 명확하지 않다. 본고는 원문에서 Division이

라 명시된 관재처 산하부서의 조직단위를 ‘서(署)’로 번역하고 여타 군정청 부처의 사

례에 비추어 산하부서의 국문 명칭을 기술하였다. 이는 1946년 3월 29일자 법령 64호

에서 정한 주한미군정청 직제 개편 규정에서 Department/Office – Bureau/Division

– Section의 부처 등위를 부/처 – 국/서 – 과 순으로 국역한 규정을 따른 것이다

(한국법제연구회, 1971 앞의 책, 179쪽). 한편 ‘서’를 사용하는 용례는 신문기사에서도

소수 확인된다(『경향신문』, 1947년 9월 2일; 1948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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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기 위하여 귀속기업체의 재무 구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

이었다.

미군정기 동안 관재처가 마주한 가장 골치 아팠던 문제 중 하나는 법

인의 국적 해석 문제였다. 법령 33호가 공표된 시점에는 남한 내에 존재

하는 주식회사를 접수하고 통제권을 확보한다는 대강의 정책적 틀은 마

련되었지만, 귀속회사와 접수회사, 일본 회사의 귀속사업재산을 구분하는

것에는 상부로부터의 명확한 지침이 없었다. 기업체를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식 보유 비중과 주식 보유 비중에 따른 통제 방식은 구체적으

로 명시되지 않았다.93)

주식회사의 국적 해석에 관한 워싱턴의 지침은 1946년 11월과 1947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비로소 완성되었다. 1946년 9월 30일 삼부조정위원

회는 기존의 「SWNCC 265」를 수정하여 「SWNCC 265/1」을 작성하

였다. 「SWNCC 265/1」은 일본을 포함한 타국의 상법에 따라 형성된

주식회사의 한국 내 지점 또는 자산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

르면 주식회사의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주식 혹은 주식회사가 소유한 재

산 중 일부가 일본인 소유일 경우 해당 재산은 관재처에 귀속된다.94)

「SWNCC 265/1」은 두 차례의 논의를 거쳐 1947년 2월 「SWNCC

265/3」으로 다시 수정되었다. 「SWNCC 265/3」은 일본법에 따라 설립

된 주식회사의 주식 귀속 여부 판별에 대해 미군정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치였다.95)

본국에서 정책이 형성되는 동안 관재처는 이미 자체적으로 주식회사의

귀속에 대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미군정의 행정능력 미비로 인하

여 모든 주식의 귀속 여부를 판별하고 귀속 비중을 결정하는 것은 실질

93)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38, Property Custody : Sept. '45 - Sept. '47,

“Vested Property In Korea, March – 1947”, p.11. (국중)

94) 「SWNCC 265/2」와 「SWNCC 265/3」은 「SWNCC 265/1」을 수정하기 위하여

삼부조정위원회 차원에서 작성한 보고서로, 실제로는 「SWNCC 265/3」에 의해 수정

된 「SWNCC 265/1」이 미군정에 전달되었다. RG 353, Box 80, SWNCC 265/1

“Disposal of Japanese Property in Korea”, 1946. 9. 30. (정용욱·이길상 편, 앞의 책

5권, 436~450쪽).

95) RG 353, Box 80, SWNCC 265/3 “Disposal of Japanese Property in Korea”, 1947.

1. 21. (정용욱·이길상 편, 앞의 책 5권, 465~4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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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기록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기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관리인조차도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의 소유 구조를 명확히 파

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1948년 6월까지 관재처는 실제로 가동 중인

1,572개 공장의 자산총액(gross value) 20,171,455,105원 중 23.4%가 귀속

된 재산, 6.6%가 한국인 소유의 재산임을 확인하였으며 나머지 70%의

소유 구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96) 때문에 관재처는 대부분의 주

식회사가 귀속주식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관재처가 주

식회사를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식의 유권해석을 통해 상당수 주식

회사를 귀속시켰다.

「SWNCC 265/3」은 기업체의 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관재처의 재량

권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이 지시는 일부가 귀속된 기업체가 귀속회

사인지 접수회사인지를 막론하고 미군정이 임명한 미국인 재산관리관 혹

은 관리인이 회사 운영권을 배타적으로 장악한 기존의 관행을 중지하고,

주식 보유량에 따른 한국인 주주의 발언권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대신에

미군정은 일본 국적 지분이 기업체의 상당 부분의 소유권 또는 통제권을

구성하는 데 충분한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받았다.97) 이는

곧 관재처가 자체적으로 가능한 한 많은 기업체를 귀속시키고자 한 조치

를 사후적으로 승인함과 동시에 관리인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한국인

상공업자를 육성하고자 한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이해된다. 정책서는 관

재처의 재량에 따라 귀속회사로 분류된 모든 기업체의 최대주주이자 대

표였으며, 실제 운영에 참여하지는 않으나 전체 귀속주식회사를 중앙집

중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편 관재처는 귀속기업체의 재무제표를 주기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재

산의 현재가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재처는

1946년 7월 21일 관재령 5호를 통하여 전 귀속기업체의 재무제표를 관재

96) RG 331, SCAP, Civil Property Custodian, Property Liquidation Division, External

Assets Branch, Subject File, 1947-49, Entry UD 1604, Box 5055, 적산개관, 1948,

“Narrative - Report of the National Property Custodian”, p.62. (국사편찬위원회 전

자사료관 사료참조코드 AUS031_53_00C0007, p.172) (국편)

97) RG 353, Box 80, WAR 92156 “Joint Chief of Staff to MacArthur”, 1947. 2. 15. (정

용욱·이길상 편, 앞의 책 5권, 471~4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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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에 제출할 것을 명령하였다. 관재령 5호는 미군정이 관리하는 모든 법

인, 회사, 산업체, 조합 등에 대하여 분기 별 대차대조표와 월간 손익계

산서 내역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분기 별 대차대조표는 일차적으로

직접 운영을 담당하는 부처에 제출한 후 원본을 관재처로 송부하도록 하

였으며, 월간 손익계산서는 도 재산관리소 혹은 운영 부처 중 편한 곳에

제출한 후 관재처에서 재수합하도록 하였다. 각각의 서류는 관재령 5호

가 정한 보고일로부터 최대 20일 이내에 관재처로 송부하도록 규정되었

다.98) 제출된 서류는 관재처 회계서에서 일괄 수합, 정리하였다.

관재령 5호를 통해 관재처는 귀속기업체의 재무구조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귀속기업체를 관리하였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통해 해당 귀속기업체가 얼마나 생산을 많이,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손익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귀속기업

체 관리에 필수적이었다. 특히 만성 적자로 기업체 운영을 지속하기 어

려워 기업체가 해체되거나 재산이 유실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재

처는 귀속기업체의 재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하였다. 관재령 5

호 제4조는 2개월 연속으로 적자 상태 혹은 그 경계 상태에 있는 귀속기

업체의 운영 존속 여부를 관재처에서 결정하도록 명시하였다.99) 이에 따

라 관재처 정책서는 관재령 5호 제4조에 해당하는 귀속기업체를 계속해

서 운영할지 검토하고 결정된 방침을 중앙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상과 같은 관재처의 활동은 미군정의 조세 집행 능

력을 개선시켜 점령 통치의 물질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부수

적 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미군정의 세입 구조는 식민지기 세입 구조의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필요할 때마다 법령의 발행을 통해 항목 별 액

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만연한 행정력 부족으로 인

하여 조세 평가액과 실제 수집액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1945

년 12월 31일 시점에서의 조세 평가액은 4억 6,600만 엔이었지만, 평가액

의 43%에 달하는 2억 엔이 거둬들여지지 않았다.100) 조세가 효율적으로

98) 한국법제연구회, 1971 앞의 책, 800쪽.

99) 위의 책, 같은 쪽.

100)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16, Appendix to Hist. of Dept. of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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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히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정의 재정 수입 중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

은 상당히 낮았다. 아래는 회계연도 1946년과 1947년 미군정의 세입 구

조의 항목 별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1946년도

(천 엔)
비율(%)

1947년도

(천 엔)

비율(%

)
전매국 6,030,105 75.3 7,850,000 50.9

운수부 810,988 10.1 2,700,000 17.5

조세 722,172 9.0 3,600,000 23.3
사법부 390,731 4.9 566,000 3.6

기타 59,397 0.7 718,854 4.7
합계 8,013,393 100.0 15,434,854 100.0

차 금 ( 借

金)
3,786,818 - 2,284,309 -

출처: 조선은행조사부, 1948 『朝鮮經濟年報』, I-269쪽.

비고: 각 회계연도는 해당 연도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에 해당.

<표 5> 회계연도 1946-1947년 세입과목 비율 대조표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 미군정의 세입 구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재무부 전매국의 사업이었다. 전매국은 소금, 인삼, 담배 등의

독점 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을 미군정에 보장하였다.

전매국과 공공운임 등 관업(官業) 수입에 의존하는 조세 구조는 식민지

기 조세 구조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었다. 식민지기 일본은 본국의 총 세

입에서 조세 비중을 약 46%, 관업 수입 비중을 약 7%로 한 것에 반해

식민지 조선에서는 조세 비중을 약 17%로, 관업 수입 비중을 약 52%로

하였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민간에 대한 조세 부과율을 낮게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특수기업기관이 독점 가격을 향유하도록 하는 대신 세원 포착

이 힘든 간접세인 물품소비세를 조세의 주 원천으로 삼는 정책을 채택했

Parts A+B, 1 of 2, “Charles Gordon to Bunce Group, Korean Government Income”,

1946. 5. 1. (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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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었다.101) 제대로 된 점령 방안 없이 급하게 한국에 투입된 미

24군단은 조선총독부의 조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해방 직

후의 혼란 속에서 1937년 조선 총 세입의 17%였던 조세의 비중은 급격

히 줄어든 반면 관업 수입의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102) 때문에 미군정의

전반적인 재정 정책은 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줄어든 조세 수

입을 복구하고, 나아가 조세 수입이 세입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

려 기형적인 재정 구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조세 수입을 늘리는 방식은 세제 개편과 세금 수집의 효율성 재고의

두 방식이 중심이 되었다. 전자의 경우 몇 차례의 세제 개편을 통해 조

세포착력이 높은 직접세의 비중을 늘리는 동시에 과세범위를 확장함으로

써 담세자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103) 후자의 경우 미군정은

조세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두 가지 점에 주목하였다. 하나는

조세를 담당하는 재무부 국세국(Bureau of Internal Revenue) 및 재무부

산하 지방 세무서의 인사 및 조직을 혁신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평

가 세액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었다. 양자는 분리된 문제가 아니었으며,

재무부는 조직 혁신이 곧 세액의 정확한 평가 산출을 가져올 것이라 생

각하였다.104) 세액 평가의 핵심은 실제 재산 및 기간별 손익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다.

관재처의 활동은 위의 두 방식 중 후자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다.105)

101) 朝鮮殖産銀行調査部, 1947 「朝鮮經濟槪觀: 一九四七年 八月 九月」, 『殖銀調査月

報』 제2권 제4호 통권 제7호, 2~3쪽.

102) 조선은행조사부, 1948 『朝鮮經濟年報』, I-269쪽.

103) 송병권, 1997 「미군정기의 세제개편과 대중과세」, 『한국사학보』 2, 433~434쪽.

104) RG 554, Box 16, Appendix to Hist. of Dept. of Finance Parts C+G, 2 of 2,

“Taxation Progress Report”, 1948. 4. 26. (국중)

105) 신용옥은 귀속재산을 통한 미군정의 수입을 조세가 아닌 관업·관유재산 수입의 일

부로 본다. 그는 미군정기 관재처의 총 수입 168,688,251,554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한국정부로 이관되었다는 기록을 근거로 상당한 귀속재산 수익이 미군정의 실제 세입

에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미군정의 회계가 온전치 못해 관업

및 관유재산 수입은 조세에 비해 매우 소략하게 드러났으며, 귀속재산 수입을 관업

및 관유재산 수입에 반영하였을 때 미군정의 실제 세입규모는 통계상의 수치보다 약

3배 정도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신용옥, 2008 「이승만정권기 국가자본으로서 귀속재

산의 역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4권, 330~333쪽). 그러나 이는 미군정의 재정

운용에서 귀속재산의 역할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신용옥이 인용하는 미군정기 귀속

재산 수입 총액은 1956년 4월 미 국제협조처 (International Cooperation



- 40 -

모든 귀속재산은 사실상의 ‘정부’로서 기능하는 미군정에 그 소유권이 이

전되었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정부 재산에 해당되어 조세 납부의 의무

가 없었다. 그러나 귀속재산이 남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귀속재산이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의 양은 조세 수입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미군정은 1946년 1월 10일 군정장관 러취(A. L.

Lerch)의 지시를 통해 세금 문제에 한해서는 ‘정부 재산’으로서의 귀속재

산과 사유재산이 동일한 취급을 받도록 하였다.106) 러취의 지시는 동월

16일 재산관리과 관재수속요령(Procedural Memorandum) 5호를 통해 공

Administration: ICA) 극동사업국(Office of Far Eastern Operations : OFEO)에서 생

산한 귀속재산 불하 보고서의 기록이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관재처는 한미최초협정

에 의하여 HW 1,686,882,515.54의 금액을 한국정부 임시관재총국에 이관하였다(RG

469, Korea Subject Files, 1950 – 1961, Entry UD478, Office of the Far East

Operations, Korea Division, Entry #478, Box 55, “Report on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Vested) Properties: August, 1945 – August, 1956”, p.4.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조코드 AUS014_60_00C0060, p.111) (국편)). 신용옥은 100원=1환

의 공식 환율을 적용하여 이를 약 1,687억 원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이 수치는 1년

세입이 100억 원 안팎이었던 미군정기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 지나치게 큰 감

이 있다. 미군정기에 불하된 귀속재산의 총액은 <표 9>에서 보듯 13억여 원에 불과

하였으며(중앙토지행정처에서 처분한 귀속농지의 불하대금은 고려하지 않음), 임대사

업 또한 생산 증진을 목적으로 임대료 저리(低利) 정책을 유지하였다는 점을 고려한

다면 귀속재산의 불하 또는 임대 등의 사업을 통한 수입은 훨씬 적었다. 실제로 관재

처에 대한 SCAP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1948년 6월 30일 현재 관재처 보유 현금 및

남한 각 은행에 개설된 관재처 구좌 보유액의 총액은 197,522,339.35원에 불과하다

(RG 331, SCAP, Correspondence File, 1945 – 1952, Entry UD 1124, Box 201,

Funds Other Than Commercial - Comptroller Div. & Property Cus. Div. Office of

Property Custody, USAMGIK (1 Sep 47 - 30 Jun 48), “Report of Audit, Funds

and Real Property, Other than Commercial – Schedule 6”, 1948. 11. 29. p.7. (국사

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조코드 사료철 AUS031_13_00C0062, p.10) (국편)). 따

라서 HW 1,686,882,515.54는 약 17억 환이 아니라 약 17억 원을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약 17억 원의 연평균 금액인 4억여 원은 회계연도 1948년 예산안의 관

업·관유재산 수입 항목에서 재무부 전매국, 운수부, 체신부의 사업 수입을 제외한 귀

속재산 불하 및 임대료 예산(미군정 편성)이 약 4억 원이라는 통계에 보다 잘 부합한

다(한국은행조사부, 1949 『경제연감』, IV-130쪽). 즉 귀속재산 수익은 관업 및 관유

재산 수입에 해당하며 미군정의 관업 및 관유재산 통계는 귀속재산을 통한 전체 수입

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귀속재산 전체 수입 중 불하, 임

대, 이권 사업 등을 통한 수익은 관재처의 수익으로 집계되어 주한미군의 점령비용

보전에 사용된 반면 귀속재산 운영을 통한 수익은 본문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조세

의 형식을 통해 수집, 집계되었다.

106)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38, Property Custody : Sept. '45 - Sept.

'47, “Payment of Taxes or Charges for Contribution to Expense of Government,

on Lands, Business, and Property Requisitioned by Military Government, or

Formerly Belonging to Japanese Nationals”, 1946. 1. 10. (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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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되었다.107)

관재처의 활동은 귀속기업체에 대한 조세 집행의 효율성을 증진시켰

다. 관재처 정책서의 지시에 따라 각 귀속기업체들이 기간별 대차대조표

와 손익계산서를 관재처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면서 미군정은 귀속기업체

에 대한 세액을 비귀속기업체에 비해 비교적 정확히 책정할 수 있었다.

1948년 3월 시점에 관재처 회계서는 관재처가 파악한 5천여 개의 제조

및 무역회사 중 약 1,500개의 회사에서 재정 보고서를 접수하였는데, 이

비중은 당시 많은 수의 귀속기업체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해체 혹은 운휴 상태에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실질 접수 비율은 보다 높

았을 것으로 추정된다.108) 1947년 상무부 생산위원회의 조사에서는 5천

여 개의 기업체 중 약 25%만이 운영 중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즉 운

영 중인 귀속기업체는 내용상 어느 정도로 정확했느냐는 문제와는 별개

로 일단은 상당수의 기업체가 재정 보고서를 관재처에 제출하였다는 사

실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는 기업이 대체로 큰

규모의 기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관재처가 파악할 수 있었던 재산

및 수입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었다고 가늠할 수 있다. 즉 관재처가 귀속

기업체의 재무 구조를 일괄 장악하고 통제함으로써 미군정은 귀속기업체

의 순익 규모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조세 효율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109)

107) RG 331, SCAP, Civil Property Custodian, Property Liquidation Division, External

Assets Branch, Subject File, 1947-49, Box 5055, 주한미군정청 중앙관재처 관계문서,

1945-46, “Procedural Memorandum Number 5: Payment of Taxes on Former

Japanese Property”, 1946. 1. 16.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조코드

AUS031_53_00C0008, pp.14~15) (국편)

108) RG 554, USAFIK Adjutant General, General Correspondence (Decimal Files)

1945-1949 ; Series, Box35, 200 (SP Binder) USAFIK Personal Utilization Board

(Survey, Office/Property Custody) 3 March 1948, “Personnel Survey of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1948. 3. 3. p.20. (국중)

109) 미군정은 점령 기간 동안 조세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귀속기업체와 비귀속기업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세입 통계를 처리하여 실제로 귀속기업체가 납부하는 세금

이 전체 조세 수입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알 수 없다. 특

히 주식회사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소유주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

고, 편의주의적 원칙에 따라 미군정에 귀속시킨 주식이 다대하였기 때문에 이를 구분

하여 회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다만 관재처 및 재무부 관리들의 파편적인 증언에

서 귀속기업체에 대한 조세의 양이 전체 조세액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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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군정에게 통치 기반 확보라는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은 어디까지

나 부수적 효과로, 관재처는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는 아니었다. 관

재처장은 미군정기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한 중앙경제위원회

(National Economic Board)의 회의에서 어떠한 발언 권한도 갖지 못하

였으며, 재산 소유권에 관한 문제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발언 기회가 주

어지거나 회의에 옵저버로만 참여할 수 있었다. 관재처의 역할은 재산의

확보 및 관리에 국한되었을 뿐, 재산의 운영은 중앙경제위원회나 상무부,

재무부 등의 부처가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관재처는 귀속재산을 접수, 관리하고 재산 소유에 관련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에 주력하였다. 점령 초기 상부 지시의 부재,

여론의 반발, 각종 행정적 문제 등으로 혼선을 빚은 미군정의 귀속재산

정책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설립된 관재처는 방대한 귀속재산의 최종 책

임부서로서 귀속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법적 소유권을 통제

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렇지만 행정 능력의 부족으로 상기 역할 이상의 것을 수행하기 어려

웠을 뿐더러, 관재처가 처한 정책적 입지는 관재처의 활동에 제약을 걸

었다. 관재처는 재산 불하라는 상위 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의무가 있었

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배상 문제에 귀속재산을

활용할 가능성을 계속해서 시야에 넣어두어야 하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

하면서 재산 불하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을 꺼렸다. 불하를 지시한 상위

정책과 불하에 반대하는 점령지의 여론 사이에서 관재처는 양쪽 어느 쪽

도 택하지 않고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택하였다. 그로 인

해 설립 초기 관재처의 활동은 현상유지적 성격에 머물렀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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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재처 활동의 변화와 귀속재산 불하

(1946.12~1948.6)

(1) 1947년 초 관재처 조직 개편과 귀속재산 관리

1946년 말에 접어들어 미군정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

였다. 9월의 총파업과 10월 항쟁은 미군정의 입장에서 남한 통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으며, 한편으로 1946년 중반 이후 다소 완화되었던 인플

레이션이 10월 항쟁 이후 다시금 급격히 치솟았다. 특히 미군정의 생산

증진 정책에도 불구하고 1946년 11월과 12월 두 달간의 평균 물가 상승

률이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의 평균 물가 상승률에 근접하게 폭증하는

등 경제 상황은 다시 급격히 악화되었다.110) 때문에 미군정은 기존에 비

해 보다 적극적인 경제 안정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

였다. 하지는 워싱턴에 보다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

는 한편, 미군정 자체적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방

향으로 정책 노선을 변경하였다.111)

1946년 11월 중앙경제위원회는 누적되는 미군정의 재정적자를 보완하

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적인 재정안정계획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서 중

앙경제위원회는 격심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존의 경제 안정

화 프로그램에 다소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110) USAFIK, 「South Korea Interim Government Activities」, 23호(1947. 8), 107쪽.

((1990 『美軍政活動報告』 1-6권, 원주문화사 영인본에서 참조. 이하 서지사항은

「Activities」, 호수(발행일자), 쪽수의 형태로 표기.)

111) 미군정이 주장한 대한경제정책의 노선 변화는 1947년 2월부터 워싱턴의 정책 결정

권자들에 의해 진지하게 검토되었고, 워싱턴은 7월 29일 잠정명령을 통해 이를 공식

적으로 승인하였다. 이 지시는 한국 점령이 장기화되고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 가시화

됨에 따라 대한경제정책의 성격을 현상유지에서 “재건(rehabilitation)”으로 바꾸는 것

이었다. 이혜숙, 1992 앞의 글, 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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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위원회는 1946년 하반기 현재 사실상 유일한 법정통화인 조선은

행권을 신권으로 교환하는 방안을 귀속재산 불하를 비롯한 몇 가지 계획

과 연동하여 디플레이션 효과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112)

한편 만연한 귀속재산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경

제적 문제가 미군정을 고민스럽게 하였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귀속사업

체의 운영이 지지부진한 것이었다. 많은 귀속사업체가 생산 능력의 저하

로 인해 적자 상태로 운영되거나 극도로 낮은 생산 능률을 보였다. 생산

저하는 미군정기의 각종 경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빚어진 결

과였다. 미군정은 당면한 남한의 경제 문제로 인구 증가와 식량생산 감

소에 따른 식량 문제, 불균형한 식민지적 산업 구조, 제국 블록의 해체,

남북분단, 인플레이션, 삼림 파괴, 수입 중단, 높은 이직률, 전문 인력의

부족 등을 꼽았는데, 이러한 문제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원료 및 기

술자의 수급이 급격히 줄어들어 생산이 극도로 저하된 것이다.113)

관재처가 수집한 1946년 8월분 경기도 소재 귀속사업체의 월간 손익보

고서 목록에 의하면, 보고서를 제출한 219개 사업체 중 89개소가 적자

상태였으며 적자 총액은 8,731,188.43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조사 결과

112)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65, National Issues: Inflation, Currency,

Rice, Housing Problem, “TFYMG 3176 to CINCAFPAC”, 1946. 11. 29. (국중) 중앙

경제위원회가 재정안정계획에서 제시한 인플레이션 억제책은 다음과 같다. (강조는

인용자)

a. 누진세와 자본부담금 개혁

b. 세제 개편

c. 공공시설 이용료 및 전매품 가격 인상

d. SWNCC에 의해 승인된 귀속재산 매각

e. 정부 재조직

f. 점령군 소모비용 절감

g. 대외무역 촉진

h. 미국으로부터의 지원

i. 미곡 수집 가격의 합리화

j. 국내 생산 촉진

k. 대규모 공장의 군정 소유 및 생산품 통제

113) RG 165, Security Classified General Correspondence, 1943 - 1949, Civil Affairs

Division General Records, Security Classified General Correspondence, 1943-1949.7,

Entry # 463, Box No. 249 (4), “Summary Review and Action Program for the

Economy of South Korea as of 10 Dec. 1946”, pp.4~10.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조코드 AUS023_03_00C0011, pp.18~24) (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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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상인 사업체 2개소를 제외한 128개의 흑자 사업체의 순수익

12,632,679,10원의 2/3에 달하는 액수였다.114)

흑자 상태에 있는 사업체라 하더라도 공장이 원활하게 가동되는 것은

아니었다. 아래의 표는 1947년 초 부산 지역의 공장 생산능률을 나타낸

표이다. 부산은 주요 물자들이 선적하는 핵심 항구이자 대일 밀무역의

중심지로, 상당한 수의 기업이 일제시기부터 존속하였으며 비교적 물자

수급이 원활한 곳이었다. 비교적 공장 운영이 원활한 편이었던 부산의

사례를 통해 당시의 생산 저하를 가늠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귀속재산의 행정은 상당히 비효율적이었고 귀속재산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군정은 기존의 귀속재산 관리 방식

을 다소 변경함으로써 귀속재산의 운영 능률을 증진시키고 경제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군정은 관재처의 역할을 귀속재산 관리

를 넘어서 귀속기업체의 실제 운영에 적극 개입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관

재처가 당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

였다. 이러한 의도는 1946년 12월 31일 관재령 8호(‘各種歸屬事業體運營

114) RG 331, SCAP, Correspondence File, 1945 - 1952 [Entry UD 1124], Box 201,

Folder No. 11, Audit Certificate No. 47-27, Office of Property Custody, USAMGIK,

2 December 1946, “Profit and Loss Statements”, 1946. 9. 16. (국사편찬위원회 전자

사료관 사료참조코드 AUS031_13_00C0050, pp.228~237) (국편)

업종 생산능률(%)
식량공업 6

기계공업 6

조선공업 30
섬유공업 18

화학공업 20
요업(窯業) 10

목공업 25

계 20
출처: 朝鮮通信社 편, 1948 『朝鮮年監』, 174쪽에서 작성.

<표 6> 1947년 3월 현재 부산지역 518개소 공장 생산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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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關한 件’)로 구체화되었다.

이미 1946년 10월 1일 관재처장 비숍은 관재처의 귀속재산 관련 권한

을 확장하고 귀속기업체 운영에 적극 개입하기 위하여 조직 개편을 승인

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비숍은 귀속재산의 실제 운영 기구로 관재처

내에 운영서(Operation Division)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115) 비숍의

제안에 따라 1946년 12월 1일 운영서가 공식적으로 수립되었다.

운영서의 최초 설치 목적은 귀속재산의 실제 운영을 일괄적으로 감독

하는 것이었다. 즉 관재령 8호에 따라 군정청 내 고문단 또는 각 부처의

미국인 고문관에 이양된 귀속기업체 운영 관련 전 업무를 운영서에서 총

괄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서 산하에서 귀속법인의 주주로서

기능하고 기업의 재무제표 수집을 담당한 기업과가 1947년 1월 1일부로

운영서로 이관되었다.116)117)

115) RG 331, SCAP, Office of the Comptroller Budget & Fiscal Division,

Correspondence File, 1945 – 1952, Entry UD 1109, Box 55, Property Custody,

“Harry D. Bishop to Military Governor, Organization and Operations of the

Property Custodian”, 1946. 10. 1.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조코드

AUS031_11_00C0010, p.99). (국편)

116) 위의 글, p.14. (국중)

117) 운영서 이외에도 조직개편을 통해 지방업무서와 재산처분서가 새롭게 설치되었다.

지방업무서(Provincial Affairs Division)는 1947년 1월 25일 창설되어 도 재산관리소

감독, 지방 업무 인사 조정, 도 예산 분석 및 명세서 점검, 도 재산관리소와의 연락

업무 등을 맡았다. 특히 각 도 재산관리소의 협조 하에 도별 귀속재산 목록화 작업을

추진하였고, 1948년 6월 30일 기준으로 각 도 재산관리소가 확인 가능한 모든 귀속재

산을 목록화하였다. 지방업무서 산하에는 초기에 행정과(Administration Section), 조

사과(Inspection Section), 훈련과(Training Section), 기록과(Records Section)의 4개

과가 설치되었으며, 1947년 9월 20일 조사과와 훈련과가 물품과(Inventory Section)로

통합되었다. 이후 1948년 2월 연합국 소유의 재산을 담당하는 연합국재산과(Allied

Property Section)가 설치되었다.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40, History:

Office of Property Custody, “History of Office of Property Custody: Its Divisions

and Branch Offices – 1 October 1945 to 30 June 1948” (국중). 재산처분서

(Property Disposal Division)의 역할 및 조직은 2장 2절에서 상술한다.



- 47 -

<그림 2> 1948년 3월 3일 현재 관재처 조직도

출처: RG 554, USAFIK Adjutant General, General Correspondence

(Decimal Files) 1945-1949 ; Series, Box35, 200 (SP Binder) USAFIK

Personal Utilization Board (Survey, Office/Property Custody) 3 March

1948, “Personnel Survey of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1948. 3.

3. (국중)에서 작성.

비고: 중앙관재처 재산처분서는 경기-서울 재산관리소의 재산처분서를

겸임함.

그러나 한국인들은 관재령 8호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였다. 좌우를 가

리지 않고 정당 및 경제계의 반대 논리는 비슷하였다. 즉 귀속재산은 식

민지 착취의 결과물로서 한국인들의 손에 주어져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

구하고 미군정이 관재령 8호를 통해 귀속재산을 계속해서 지배하려는 것

은 행정권 이양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118)

당시 미군정은 군정의 ‘한국인화(Koreanization)’ 정책을 펴고 있었다.

118) 『동아일보』, 1947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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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화’ 정책은 식민지기의 한국인 관리 및 우익 정치가를 충원하여

군정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었다. 미군정은 1946년

3월 29일 공표된 법령 64호에서 미국인 부장과 한국인 부장을 동시에 둔

것을 시작으로 한국인 관리의 행정 참여를 점점 확대하였다.119) 미군정

은 한국인의 권한 비중을 점차 늘려 1946년 말부터는 한국인을 군정청

각 부처장으로 임명하고 미국인 관리들은 고문의 지위로 물러나게끔 함

으로써 한국인들을 행정의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관재령 8호는 관재

처가 임명한 미국인 고문들이 귀속재산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갖도록 한

다는 점에서 ‘한국인화’ 정책의 방향성과는 대치되는 것이었다.

미군정은 관재령 8호 이전부터 관재처의 활동이 전적으로 미국인 관리

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946년 9월 11일 군정장관

러취는 비망록을 통해 군정청 내 전 부처 및 기관에 자신의 ‘한국인화’

정책의 목표와 대강의 내용을 전달하였다. 러취의 비망록은 각 기관별

활동에 대한 평가와 예상되는 ‘한국인화’의 방식을 나열하는데, 여기에서

관재처는 제외되었다.120) 즉 미군정의 입장에서 귀속재산을 관리하고 통

제하는 관재처의 권한은 한국인들에게 양보할 수 없는, 미군정의 점령

통치에 필수적인 사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입장에서 관재령 8호는 미군정이 귀속재산에 관한

모든 권한을 독점할 것이며 한국인들이 귀속재산의 처분 과정에서 배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한국인들의 우려는 주로 “경제권”

에 관한 주장으로 표출되었다. 당시 신문에서는 남한 소재 전체 재산가

치 중에서 귀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약 96% 정도로 보고, 귀속재산

에 대한 권리를 남한 경제에 대한 주권과 동의어로 간주하였다.121) 즉

관재령 8호에 의해 관재처가 귀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독점한다는

119) 정용욱, 앞의 책, 238쪽.

120) RG 331, SCAP, Correspondence File, 1945 – 1952, Entry UD 1124, Box 201,

Folder No. 11, Audit Certificate No. 47-27, Office of Property Custody, USAMGIK,

2 December 1946, “Message from General Lerch Regarding Korean Control of

Military Government, Given at Meeting of Korean and American Directors on

Wednesday, September 11, 1946”, 1946. 9. 13.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조

코드 AUS031_13_00C0050, pp.191~193) (국편)

121) 『동아일보』, 1947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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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곧 미군정이 한국인들에게 주권을 이양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의

미로 받아들여졌다.

1947년 1월 내내 정세 변동의 핵이었던 우익의 반탁투쟁이 어느 정도

잠잠해진 것을 계기로, 2월 4일 독립촉성국민회(이하 독촉)가 관재령 8호

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각 정당 및 경제계 인사들이

관재령 8호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122) 군정장관 러취가 관재령 8호의

의도는 귀속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라는 내용으로 기자

회견을 열자 서로 다른 이념적 지향을 갖는 독촉과 한국민주당, 조선민

주당, 사회민주당은 미군정이 관재령 8호를 통해 재정 및 경제 부문의

행정권을 이양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한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하였다. 원

세훈(元世勳) 등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하 입법의원) 소속의 우익 정치

인들은 미군정의 의도를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들

또한 관재령 8호가 행정권 이양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123) 민전 또한 관재령 8호를 비판하는 데 앞장섰지만, 민전

의 주장은 미군정이 중요산업의 국유화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관재처 활

동 전반을 비판하였다는 점에서 여타 단체의 의견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

다.124)

한편 조선산업건설협의회를 필두로 한 경제계는 2월 14일 ‘관재령제8

호대책간담회’를 열고 한국인에게 귀속재산 운영권을 이양하라는 요지의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직접 군정장관 러취와 민정장관 안재홍

을 방문해 이를 전달하였다. 미군정의 경제 정책에 가장 우호적이었던

조선상공회의소와 경성상공회의소도 미군정에 관재령 8호의 철폐를 요청

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다.125) 일각에서는 관재령 8호를 연합국에 대한

배상 문제와 재차 결부시켜 미군정이 한국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귀

속재산을 대일 배상 문제와 연결시키려는 목적을 드러냈다고 비난하기도

하였다.126) 미군정에 우호적인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 또한 미

122) 『경향신문』, 1947년 2월 5일.

123) 『서울신문』, 1947년 2월 8일.

124) 『동아일보』, 1947년 2월 7일; 『경향신문』, 1947년 2월 7일.

125) 『동아일보』, 1947년 2월 18일; 『경향신문』, 1947년 2월 20일.

126) 『경향신문』, 1947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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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의 조치는 모리배를 억제하기 위한 필요악이며 궁극적으로는 귀속재

산 문제를 한국 정부로 이양해야한다고 보았다.127)

관재령 8호에 반발한 것은 미군정 내 한국인 관료들 또한 마찬가지였

다. 특히 관재령 8호에 의해 귀속사업체 대부분의 실질 운영권을 박탈당

한 상무부는 이를 격렬히 비난하였다. 상무부 내 각 부서는 국과장회의

를 열어 관재령 8호 철폐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작성해 제출하기도 하였

다. 상무부 관료들은 결의문에서 관재령 8호로 인해 미국이 일제의 방식

을 답습하는 인상을 준다는 점, 미군정 반대 세력에 악선전 자료를 공여

한다는 점, 법령의 근본 취지가 행정이양정신과 배치된다는 점 등을 들

어 관재령 8호의 즉시 철폐를 요구하였다.128) 상무부장 오정수(吳禎洙)

또한 비교적 온건한 논조이긴 하지만 관재령 8호로 인해 미군정의 행정

권 이양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있다고 직접 성명하였다.129)

이처럼 한국인들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미군정의 핵심 지지기반인 우익

정당과 상공업계, 한국인 관료층마저 돌아서자 미군정은 관재령 8호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었다. 3월 31일 관재처는 한국인들의 거센 반발과

관재령 8호가 규정한 귀속재산 직접 운영 업무를 수행할 행정 인원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관재령 8호를 수정하는 관재령 9호를 공포하였다.130)

관재령 9호는 관재령 8호에서 미국인 고문이 부여받았던 귀속기업체 운

영 책임을 미군정의 한국인 부처장에게 이전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만

한국인 부처장이 미국인 고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귀속사업체의 운영 및 감독권은 정식으로 각 부처의 한국인 장관에 이양

되었다.131)

그러나 관재처가 귀속재산 운영 권한을 자신들에게 넘겨달라는 한국인

들의 입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관재령 9호에 의해 귀속

재산의 운영 권한이 한국인 부처장에게 이관되었지만 중요 사항에 대해

미국인 고문의 개입을 규정하여 일종의 안전장치를 걸어둔 것에서 보듯

127) 『경향신문』, 1947년 2월 20일.

128) 『동아일보』, 1947년 3월 9일.

129) 『서울신문』, 1947년 2월 8일.

130) 김기원, 1990 앞의 책, 120쪽.

131) 한국법제연구회, 1971 앞의 책, 8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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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은 귀속재산 문제를 한국인들의 뜻대로 처리하는 것을 꺼렸다. 귀

속재산 운영 권한을 완전히 이양할 경우 귀속재산 처분에 대한 상부의

지시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관재처는 귀속

재산 소유권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한편 재산의 실제 운영에 적극 개

입함으로써 귀속재산 문제의 향방이 관재처의 기조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끔 하는 정책 노선을 수립하였다.

먼저 관재처는 기존에 수행하던 귀속재산 재무 현황 파악 작업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1946년 12월 27일에 공포된 관재령 7

호였다. 관재령 7호는 귀속기업체의 재무구조를 보다 확실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한 관재처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관재령 7

호는 귀속재산 관련 업무에서 사용되는 관재서식(Military Government

Property Custodian Form; 약칭 MGPC Form) 문서 중 15호부터 21호까

지의 문서 양식을 규정한 법령이었다. 그 중 중요한 것은 관재서식 20호

와 21호였다. 두 문서는 관재령 5호가 규정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를 보다 자세하게 개정한 것이었다. 관재서식 20호는 반기별 대차대조표,

21호는 월간 손익대조표 양식을 규정하였다.

각 기업체가 제출한 관재서식 20호와 21호는 일차적으로 도 재산관리

소에 의해 수합된 후 중앙관재처 회계서 산하 관재서식 20&21호 검토과

(Forms 20 & 21 Review Section)에 보내졌다. 관재서식 20호와 21호의

작성과 관련한 제반 업무는 운영서 행정과가 수행하였으며, 타 부처가

기록을 요청할 때 이를 처리하는 작업 또한 행정과가 도맡았다.

관재서식 20호와 21호는 미군정의 대출 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대

(對) 기업 대출에 대한 관재처의 영향력을 확대시켰다. 중앙경제위원회는

1947년 4월 24일 기존의 정부보증대출 제도를 개편하고 기업체가 직접

은행에 대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신 중앙경제위원회는 관재

처원리보증대출이라는 새로운 대출제도를 시행하여 정부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독점 권한을 관재처에 부여하였다. 이 제도에서 귀속기업체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하는 경우 관재처는 해당 기업체의 대출 상

환을 보증하여 은행 대출을 받도록 하거나 혹은 관재처가 조선은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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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대신 기금을 융자받아 해당 기업체에 직접 대출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관재처원리보증대출조차 거절당하는 경우 관재처는 할당

받은 정부 예산을 보조금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132)

개정된 대출 규칙에 따른 대출 신청 순서는 다음과 같다. 대출을 신청

하고자 하는 귀속기업체는 해당 기업체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처에 대출

금의 사용 및 생산계획서를 제출하고, 은행에 대출 교섭을 진행해야 하

였다. 이 때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기업체가 대출 신청 날짜

에 선행하는 기간의 관재서식 20호 문서를 관재처에 제출한 상태이며,

대출하기 최소 30일 전에 관재처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었다. 관재처

의 보증이 필요한 경우 은행이 관재처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재

처는 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중앙경제위원회에 신청서와 소견서를

제출한 후 대출을 허가하였다.133)

132)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16, Appendix to Hist. of Dept. of Finance

Parts A+B, 1 of 2, “MGNEB 386 Financing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vested property and property of juridical persons in which the National Property

Custodian has an interest”, 1947. 4. 21. (국중)

133)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40, History: Office of Property Custody,

“Policy and Procedure for Financing the Repair, Maintenance, Rehabilitation and

Operation of Vested Property in which the National Property Custodian Has an

Interest” (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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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1947.12.31.

승인 내역

1948.6.30.

승인 내역

1948.6.30.

현재 미불

잔고

1948.6.30.~

9.23

승인 내역
어업 4,000,000 - - 2,000,000

방직 1,017,000,000 1,167,000,000 477,857,500 50,000,000

제조회사 31,000,000 41,000,000 30,400,000 -
시설 60,000,000 60,000,000 39,100,000 -

시멘트 23,172,000 23,172,000 23,172,000 -
식품가공 25,000,000 25,000,000 25,000,000 -

제혁 - - - 5,000,000

철강 - - - 1,800,000
계 1,160,172,000 1,316,172,000 595,529,500 58,000,000

출처: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15, USAMGK

Supplement to History - Dept. of Finance, “Supplemental to

History of Department of Finance 30 June 1948 to 23 Sept.

1948”, p.2. (국중) 및 RG 554, Box 16, Appendix to Hist. of Dept.

of Finance Parts A+B, 1 of 2, “Report of Loans Guaranteed by

Property Custodian” (국중)에서 작성.

비고: 1948년 9월 23일은 한국 정부 재무부가 관련 업무를 최초

접수한 날짜임.

<표 7> 관재처원리보증대출 내역 (단위 원)

정부 보증 권한이 관재처에 집중됨에 따라 각 부처는 자신들이 관리하

는 산업에 은행 자본을 유입시키기 위하여 직접 관재처에 보증을 신청해

야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1947년 5월 3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농무

부는 양잠업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113,122,000원의 대출을 양잠협동조

합에, 65,205,000원의 대출을 귀속 잠종(蠶種) 회사에 각각 제공할 것을

은행에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관재처에 직접 보증을 신청하였다.134) 양잠,

134) RG 332,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Records Regarding the

Okinawa Campaign, USAMGIK, Box No. 18, History of Food Administration Copy

III September thru Farmer's Weekly (2 of 4), “Request for Loan for Vested

Silkworm Egg Producing Companies”, 1947. 5. 9.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

참조코드 AUS179_01_05C0058, p.189) (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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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누에 육종에 종사하는 모든 업자들은 양잠협동조합에 속해있었는

데, 이들이 운영하는 기업 중 약 80%가 귀속기업체에 해당하여 관재처

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농무부는 생사(生絲)의 가공으로부터 얻는 수

익을 바탕으로 대출 상환금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재처에 제출하였다.135) 관재처, 농무부, 재무부의 대표들은 5월 17일

회동하여 대출의 조건에 대해 합의하였고, 이틀 뒤 각 은행 관리인들이

조선은행에 모여 대출의 실행방식을 논의하였다. 대출의 구체적인 조건

은 농무부가 제출한 양잠업 생산계획 및 대출금 활용 계획에 따라 필요

한 대출금을 승인하되, 생사 및 누에 재고를 은행에 저당 잡히는 조건으

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재고가 귀속재산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재무

부는 해당 재고를 담보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관재처에 요청하

였고 관재처는 이를 허가하였다.136)

관재처는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관재처 대행기관으로서 귀속재산을

실물 운용하는 상무부, 재무부 등의 활동에 개입하였다. 본래 관재령 8호

의 공포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관재처 운영서의 기능이

변화하면서 관재처가 귀속재산 운영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운영서는

이전까지 정책서가 수행하던 귀속재산 관리 역할을 넘겨받는 한편으로

각 부처의 귀속기업체 운영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개입하며 각 부처를 견

제하였다.

운영서의 가장 핵심적인 조직은 대행과(Agency Section)였다. 대행과

는 명칭 그대로 실물 재산의 운영을 담당하는 미군정 내 관재처 대행기

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 대행과의 표면적 업무는

관재처와 각 부처 사이의 연락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행과에서 파견

135) RG 332,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Records Regarding the

Okinawa Campaign, USAMGIK, Box No. 18, History of Food Administration Copy

III September thru Farmer's Weekly (2 of 4), “Request for Loan to Sericulture

Cooperative Union”, 1947. 5. 3.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조코드

AUS179_01_05C0058, p.43) (국편)

136) RG 332,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Records Regarding the

Okinawa Campaign, USAMGIK, Box No. 18, History of Food Administration Copy

III September thru Farmer's Weekly (2 of 4), “Loan to Finance Production of

Silkworm Eggs and Mulberry Seedlings”, 1947. 5. 24.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조코드 AUS179_01_05C0058, p.187) (국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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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직원이 상무부를 비롯한 각 부처의 운영 방식을 견제함으로써 귀속재

산에 대한 관재처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대행과의 산하에는 각 산업별로 연락 및 운영 개입을 담당하기 위한

각종 계(係, sub-section)가 설치되었다. 처음에는 농업, 상업, 산업, 금융

업, 운수업 등의 분류 체계를 갖추어 계를 구상하였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주요 산업 부문만을 담당하는 계가 설치되었다. 남한에서

가장 유력한 공업이자 비교적 원활한 생산 능률을 보인 방직산업을 담당

하기 위하여 방직계(Textile Sub-Section)가 1947년 11월 설치된 것을

비롯하여, 화학 및 식품가공계(Chemical and Food Processing

Sub-Section), 산림·목재 펄프 및 종이계(Forestry, wood Pulp and

Paper Sub-Section), 귀속선박해운계(Vested Fisheries and Marine

Transportation Sub-Section), 육상교통계(Truck and Bus Survey and

Land Transportation Sub-Section), 전기계(Electrical Sub-Section) 등이

구성되어 해당 산업별 운영서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개별 귀속기업

체의 업종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운영 부처를 조정하기 위하여 기록통계

계(Records and Statistics Sub-Section)가 설치되었으며, 각 기업체의

대출 문제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출계(Loan Sub-Section)가 수립되었

다.137)

각 부처는 관재처가 운영서 대행과를 통해 귀속재산 운영에 간섭하는

데 상당히 불만족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귀속기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상

무부 귀속사업국은 산업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관재처 운영서의 활

동에 비협조적이었다. 관재처와 상무부는 귀속기업체의 임대 혹은 처분,

관리인 임명 등과 같이 귀속기업체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의 결정권한을

두고 대립하였다. 관재처는 상무부를 비롯한 대행기관의 무능과 고집으

137)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40, History: Office of Property Custody,

“History of Office of Property Custody: Its Divisions and Branch Offices – 1

October 1945 to 30 June 1948”, pp.27~37. (국중); RG 554, USAFIK Adjutant

General, General Correspondence (Decimal Files) 1945-1949 ; Series, Box35, 200

(SP Binder) USAFIK Personnel Utilization Board (Survey, Office/Property

Custody) 3 March 1948, “Personnel Survey of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3

March 1948, pp.97~112. (국중)



- 56 -

로 인하여 귀속사업체의 생산 능률이 매우 떨어진다고 비난하였다.138)

반면 상무부는 관재처가 보유한 각종 권한을 계속해서 관재처로부터 가

져오려고 하였으며, 필요하다면 관재처의 정책 회의에도 참여하여 발언

권을 행사하였다.139)

귀속금광 영업 재개 문제는 관재처와 상무부 간의 갈등이 가장 잘 드

러나는 사례였다. 금광은 타 광물의 광산과 달리 24군단의 남한 점령 이

래 사실상 폐쇄 상태였다. 법령 2호와 33호에 의해 귀속되거나 소유권이

동결된 금광은 운영되지 않았으며, 소수의 한국인 소유 금광은 법령 93

호에 의해 금·은·백금의 수출이 금지되어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

았다.140) 그나마도 대다수의 광산이 자재 부족으로 사실상 운영 정지 상

태였다. 1947년 초부터 중앙경제위원회와 상무부 광업국은 금광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였다. 산금(産金)은 일찍부터 남한 경제 부흥을 위한 필요

조건이자 수출을 통한 외화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

식되었기 때문에 금광 개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상당한 수준이었

다.141) 중앙경제위원회는 1947년 2월 귀속금광을 임대를 통해 개방해야

하고 비귀속금광 또한 운영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며, 3월에

는 채굴된 금의 처분 및 통제에 대한 권고를 할 위원회를 지명하였

다.142) 상무부는 한국인 소유 금광 개발에 허가제를 실시하는 한편 귀속

금광의 영업 재개를 통하여 금 생산을 장려하고자 하였다.143) 반면 관재

처는 뚜렷한 정책적 목표와 확고한 운영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채로 귀

속금광 운영을 재개한다면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138)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40, History: Office of Property Custody,

“Historical Report of Operation Division, Office of Property Custody, to 30 June

1948”, p.11. (국중)

139)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13, Outline: History of Vested Business

Office(VBO), “Outline: History of Vested Business Office”, p.9. (국중)

140) 한국법제연구회, 1971 앞의 책, 282쪽; 『경향신문』 1947년 1월 7일.

141) 『동아일보』, 1946년 11월 5일; 1947년 8월 30일.

142) RG 407, Administration Services Division, Operations Branch, Foreign Occupied

Area Report, 1945-54, Entry 368B, Box 2072, “Members of the National Economic

Board, Monthly Activities Report, March 1947”, p.9., p.12.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

료관 사료참조코드 AUS037_03_00C0002, p.32, p.35) (국편)

143) 『동아일보』, 1947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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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내세우며 산금 신중론을 제기하였다.144) 이는 명분상의 이유였으

며, 관재처의 실제 의도는 열악한 채굴 환경 속에서 산금을 재개하면 금

광 및 광업회사의 재산 가치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저지하기 위함이었다.

상무부와 관재처의 갈등은 상무부가 1947년 10월 4일 남한 내 대표적

인 금광이자 귀속금광이었던 충청북도 청주의 태창광산 운영 재개를 승

인하자 폭발하였다. 이에 당시 군정청 상임고문 존슨(A. J. Johnson)까지

이 갈등에 개입하여 양측을 중재하였다. 존슨은 상무부가 금광을 운영할

권한을 갖지만 운영 재개 이전에 관재처에 금광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고 관재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중재안을 내

었다. 만약 상무부 광업국이 관재처에 제출한 계획대로 금광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관재처는 즉시 금광 운영권을 재접수하고 폐쇄할 권한을 얻게

되었다. 이 제안은 11월 23일 헬믹(C. G. Helmick)의 승인을 받고 공식

화되었다. 관재처는 헬믹의 승인 직후인 11월 28일 태창광산의 관리인이

허가 이전부터 오랫동안 불법적으로 금광을 운영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태창광산의 운영권을 상무부 광업국으로부터 환수하였다.145) 이러한 사

례는 귀속기업체의 운영을 둘러싼 관재처와 상무부의 관계를 잘 드러낸

다.

재무부 또한 관재처의 개입에 상당한 불만을 가졌지만, 상무부와 관재

처 사이의 갈등에 비해서 갈등이 표면적으로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금융

및 재정 정책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것은 재무부였고, 관재처가 귀속기

업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재무부와의 공조가 어느 정도 필요했기 때문

이었다. 그러나 양자 간의 충돌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대표적으

로 귀속보험회사의 경우 재무부 금융기관국(Financial Institutions

Bureau) 산하 생명보험과(Life Insurance Section)와 손해보험과(Damage

Insurance Section)에서 실질 운영하였지만 관재처가 운영권을 갖고자

144)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40, History: Office of Property Custody,

“Historical Report of Operation Division, Office of Property Custody, to 30 June

1948”, pp.38~39. (국중)

145) 위의 글, p.39. (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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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국의 활동에 계속 개입하였다. 재무부의 기업체 운영에 대한 관

재처의 견제로 인하여 지방의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인의 현지답사 비용

조차 승인이 나지 않는 등 재무부의 귀속보험회사 운영은 상당히 차질을

빚었다. 양자 간의 줄다리기는 1948년 4월 재무부의 조직 개편으로 인해

보험회사 운영 업무가 관재처로 이관될 때까지 지속되었다.146)

이처럼 관재처가 운영서를 통해 귀속재산 운영에 간섭하고 일선 경제

부처와 갈등한 것은 관재처와 각 부처 사이에 귀속재산을 둘러싼 권한을

놓고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귀속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국

가 경제 건설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인들의 여론이 계속해서 비

등하는 상황에서, 각 부처는 귀속재산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권한을 통

해 귀속재산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였다. 관재처는 각 부처가 한국인들의

여론에 따라 귀속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귀속재산의

현재 가치를 손상시키고 여러 가지 관리상의 난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인식하였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각 부처의 재산 운영에 개입한 것이

다.

(2) 관재처의 귀속재산 불하시도

1947년 관재처의 활동에서 다른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귀속재산 불하

와 관련되었다. 미군정은 1947년 2월 5일 신임 민정장관 안재홍(安在鴻)

의 부임과 동시에 입법의원에 서한을 보내 농지개혁 및 귀속재산 불하

방안을 입법의원이 논의하도록 요청하였다.147) 이전에 무기한 연기하였

던 귀속재산 불하를 미군정이 재개하고자 한 데는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먼저 관재처가 관재령 8호를 시행한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을 포함

146) RG 332,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Records Regarding the

Okinawa Campaign, USAMGIK, Box No. 15, Early File: Dept. of

Communication(Maintained by Historical Section) thru History of Accounts Bureau:

Dept. of Finance (5 of 8), “History of Department of Finance”, pp.67~68. (국편)

147) Office of the Military Governor Korean Affairs Advisor, “KILA Daily Summary,

1947.2.17.”(정용욱 편, 1994 『解放直後 政治ㆍ社會史 資料集』 11권, 다락방,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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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종 경제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귀속재산 불하는 막대한 양

의 불하 대금을 흡수하여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고 디플레이션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력한 인플레이션 대책으로 고려되고 있었다.

중앙경제위원회는 귀속재산 불하를 통해 구 조선은행권을 회수한 다음

화폐 가치를 조정한 신권으로 통화를 전환함으로써 디플레이션을 유도하

는 정책을 계획하기도 하였다.148) 중앙경제위원회의 구상과 달리 통화개

혁은 다른 인플레이션 억제책과 연동되어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세제 개편, 대외무역 촉진 등과 같은 여러 인플레이션 억제책은 1947년

들어 적극 시행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군정은 여론의 반대를 이유로

무기한 연기하였던 귀속재산 불하를 다시 실시하고자 하였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이 시기 미 국무부에 의해 한국의 대일배상 문제

의 방향성이 확정된 것이었다. 1946년 11월 16일 배상사절단장 폴리는

그간의 사절단 활동을 정리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일본인 소유 재

외재산의 경우 산업 시설을 철거하지 말고 해당 지역에 그대로 남길 것

을 주장하였다.149)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일본의 여타 점령 지역과는 달리

일본의 식민지로서 연합국의 일원이 아니었다는 미국 측의 인식에 따라

대일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한국에 소재한

재외재산, 즉 귀속재산의 잔치(殘置)를 통해 대일배상을 간접적으로 균점

하는 방안이 고려되었다. 폴리는 한국이 대일배상 요구를 직접 제출할

수는 없을 것이며, 대신 미국이 요구하는 대일배상 중에 한국의 배상 몫

을 포함시켜 한국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언명하였다.150) 국무부는

폴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귀속재산을 한국에 넘기고 이를 한국인들의 재

산으로 한다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국무장관 마샬(George Marshall)은

귀속재산 잔치 문제에 관한 조선상공회의소장 최순주(崔淳周)의 서한에

답신을 보내며 미군정 정치고문 랭던(William R. Langdon)에게 귀속재

산의 한국 잔치와 그것을 한국인들에게 이전하는 것이 국무부의 공식 입

148) RG 554, Box 65, National Issues: Inflation, Currency, Rice, Housing Problem,

“TFYMG 3176 to CINCAFPAC”, 1946. 11. 29. (국중)

149) 장박진, 2013 앞의 글, 141쪽.

150) 송병권, 2011 「미군정기 폴리 배상 사절단의 배상안과 조선의 지역주의적 재편문

제」, 『史學硏究』 102, 140쪽; 『동아일보』, 194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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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임을 알렸다.151) 이는 곧 귀속재산이 일본의 배상 과정에서 한국 밖으

로 유출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미군정이 한국에 잔치할 귀속재

산을 적극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였다.

그런데 미군정이 귀속재산 불하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인들의

반발을 무마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였다. 불하 논의 재개 발표 이전에

도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귀속재산 불하가 불가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

다. 불하 반대의 주된 논지로는 1946년 초의 입장과 같이 귀속재산의 처

분이 한국인들의 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적 주장과, 귀속재산을

현 상황에서 불하하면 사리사욕이 가득한 모리배가 이를 독점하여 국리

민복(國利民福)에 손해만을 가져오므로 불하에 반대한다는 현실적 이유

가 공존하고 있었다. 전자의 경우 한국독립당, 천도교청우당, 근로인민당

등의 의견이었으며, 후자의 주장은 주로 민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등 좌익계 세력으로부터 나왔다. 좌우합작위원회는 귀속재산 불하가 모

리배에 농락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였으나 대책 기구를 조직한다면 불

하할 수 있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다.152)

이처럼 대다수의 정파에서 불하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하는 동안

상공업계는 조금 다른 입장에서 미군정의 귀속재산 불하 제안을 반대하

였다. 조선상공회의소는 불하 자체에는 찬성하나 미군정이 제안한 바와

같이 시세를 기준으로 귀속재산을 불하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격을 기

준으로 불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다.153) 상공업

계가 불하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자 한국민주당 또한 귀

속재산 불하가 민주주의 원칙에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불하에 찬

성하였다.154)

입법의원은 한국민주당과 상공업계를 중심으로 한 우익의 여론을 정치

151)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Political Adviser in Korea (Langdon), 1947.2.3.’,

740.00119 P. W./2-347, No. 50, FRUS, 1947, Far East, Vol. 6, p. 605.

152) 『경향신문』, 1947년 7월 17일; 『조선일보』, 1947년 7월 17일; 『독립신보』,

1946년 7월 24일; 1946년 12월 10일; 1946년 12월 15일; 1947년 1월 12일; 『한성일

보』, 1947년 1월 26일.

153) 『조선일보』, 1947년 7월 17일.

154) 朝鮮通信社 편, 1948 『朝鮮年監』, 176~1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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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움직임으로 묶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입법의원은 관재령 8호와 귀속

재산 불하를 동일선상에 놓고, 여론에 따라 귀속재산 문제에 대한 한국

인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입법의원이 두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는 주장을 개진하였다. 입법의원의 견해는 관재령 8호에 대한 원칙적 반

대와 귀속재산 불하에 대한 부분적 개입으로 구체화되었다. 입법의원은

관재령 8호의 경우 한국인들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점에서 관

재령 자체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였지만, 귀속재산 불하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입법의원이 불하 과정에 개입하도록 한다면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1947년 2월 16일 입법의원 제18차 회의에서 입법의원 산하 특별위원회

중 하나인 적산대책위원회의 대표 김호(金乎)는 입법의원으로 하여금 한

국인 고문위원회를 설립해 관재처 합동고문단에 포함시키도록 민정장관

안재홍에게 요구하였다.155)156) 이는 관재령 8호와 귀속재산 불하 문제에

입법의원이 개입하여 한국인들의 여론을 대변하고 해당 문제에 관한 정

치적 대표성을 갖겠다는 의도를 내포하였다. 관재처는 두 문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입법의원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

로 입법의원의 요구를 수용하여, 1947년 2월 21일 귀속재산 문제를 다룰

‘조미합동위원회(Joint Korean-American Board)’를 창설하도록 결정하였

다. 위원회는 14인으로 구성되며, 그중 10명은 한국인으로 이루어지도록

명시되었다. 10명의 한국인은 입법의원 적산대책위원회 대표 3명, 상무

부·법무부·운수부·체신부·농무부 장관, 민정장관, 중앙경제위원회 한국인

대표로 구성되었다. 러취는 “이 결정으로 인해 귀속재산 불하는 입법의

원의 법안 상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되었으며, 때문에 가급적 조속히

155)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38, Property Custody : Sept. '45 - Sept.

'47, “Vested Property In Korea, March – 1947, Appendix L, Office of the Civil

Administrator” 1947. 2. 13. (국중); 『독립신보』 1947년 2월 19일.

156) 김호(金乎, 1884~1968)는 주로 미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이다. 해방 직후 귀국하

여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좌우합작위원회 출신으로 남조선과도

입법의원에 참여하여 적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에 참여하였으며, 미군정과 입법의원 간의 연락 또한 담당하였다. 미군정은

김호의 정치적 성향을 중간파라고 분류하였지만, 귀속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군정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고 이 문제에 관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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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원의 권고가 있도록” 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157)

3월 13일 미군정 공보부는 1)관재처장을 고문할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것 2)그 재산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양도 위탁 내지 불하할 것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어 26일 “이사 및 지배인(직

장)의 임명과 운영을 포함한 관리인의 감독은 …… 적당한 군정청(조선

인) 각부처장 혹은 기타 기관의 책임자에게 위임될 것”이며 관재처 고문

위원회는 “운수, 농무, 체신, 상무, 재무, 사법의 각 부장과 민정장관, 조

선정부최고고문, 미 국무성대표 재정고문, 중앙경제위원회 대표, 과도입

법의원 대의원 3명”으로 구성될 것이라 덧붙였다.158) 관재처는 위의 발

표에 따라 설립된 ‘적산에 관한 조미합동위원회(American-Korean Joint

Committee for Enemy Properties; 이하 합동위)’가 개입하는 가운데 귀

속재산 불하안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는 러취에 의해 4월 4일 입법의원

에 회부되었다.159) 입법의원의 반응은 복합적이었다. 좌우에 상관없이 일

부 의원들은 귀속재산 불하 자체에 반대를 표시했고, 일부 의원은 약간

의 수정이 있다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불하 찬성을

주도한 사람은 여운홍(呂運弘), 그리고 김호였다.160)

적산대책위원회는 4월 19일 입법의원 제55차 회의에서 관재처안에 대

해 약간의 조정을 거친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적산대책위원회안의 중요

한 변경점은 1) 불하에 관한 일체 조사 심사는 관재처장에게 일임할 것

이 아니라 조사심사위원회를 설치케 하여 위원 5인 이상을 합동위에서

선임할 것이며, 2) 불하받을 사람의 자격감정위원 5인을 합동위에서 추

가로 선정해야한다는 것이다.161) 전술한 바와 같이 입법의원은 귀속재산

불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고, 따라서 불하 심사 과정에 입법의원

157)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38, Property Custody : Sept. '45 - Sept.

'47 “Special Press Release”, 1947. 2. 28. (국중)

158) 『동아일보』 1947년 4월 4일.

159) 『경향신문』 1947년 4월 8일.

160) ‘Memorandum to Major General Lerch, Brigadier General Helmick: KILA Daily

Summary 10 April 1947’(정용욱 편, 1994 『解放直後 政治ㆍ社會史 資料集』 11권,

다락방, 355-356쪽).

161) 『경향신문』 1947년 4월 20일; Capt. Bill G. Fendall, ‘G-2 Operations Memo to

Col. Robinson, 1947.4.21.’(위의 책, 3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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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입할 수 있도록 불하안을 수정하였다. 관재처는 적산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수정안을 수용하고, 원매자(願買者)의 자격,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약간의 추가 조항을 덧붙여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10일 간 신문지상

으로 공개하였다. 아래 표는 관재처의 귀속재산 불하 방안 초안, 입법의

원 적산대책위원회의 수정안, 불하 최종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관재처 초안
입법의원 수정

안
최종안

가격

기준

1946년 6월(혹은 그

전년도)
1945년 6월 1945년 6월

불하

방식

-공개 입찰이 기본

-현재 기관을 사용,

보호하고 있거나 혹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

는 자와 직접 교섭하여

불하 가능

-2차례 유찰 혹은 입

찰 거부 시 직접교섭

가능

-방식은 동일

-불하 또는 대

여로 변경

-방식은 동일

-대여 삭제

불하

대상

-장부가격 10만 원

이하: 관재처장이 특별

히 제외하는 대상 제외

전부 불하

-장부가격 10만

원~100만 원: 한국인이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

-불하 여부의

일체 조사 심사는

관재처장에게 일

임할 것이 아니라

조사심사위원회를

설치케 하여 위원

5인 이상을 한미

-소규모 사업

체에 관한 원매

자 가격심사위

원회, 주택불하

에 관한 자문위

원회, 재산평가

심사위원회를

<표 8> 1947년 귀속재산 불하안 주요 내용 및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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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관재처장이 판단

하는 재산에 한해 불하

-장부가격 100만 원

이상:

1)대산업기관의 일부

이거나 직접 관련된 기

관이 아닐 때

2)불하 맡을 자가 유

효하게 운영할 수 있다

고 관재처장이 인정할

때

3)민유로 운영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유리

하다고 관재처장이 인

정할 때

4)군정장관의 특별

허가가 있을 때 불하

가능

공동위원회에서

선임할 것

-조선인에 한할

것

각각 설치

불하인

선정

-불하받을 사람

의 자격감정위원

은 전원을 한미공

동위원회에서 선

정할 것

-과거 5년 이

내에 순정치범

외의 죄에 의한

전과가 없어야

할 것 추가

대금

납부
-신용대출 제공

-매수 대금 2

할 일시불 납부,

잔액은 연

5~7%의 이자로

최고 10년 간

납부

소유권 -불하 시점부



- 65 -

이처럼 관재처는 귀속재산 불하 결정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여론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입법의원이라는 통로를 통해 귀속재산 불하를 한

국인들의 손에 맡기라는 요구를 개량적으로 수용하였다. 귀속재산 불하

를 지시한 기존의 상부 지시와 일반 여론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관재처는

입법의원을 매개함으로써 타협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확정된 귀속재산 불하안에 따라 귀속재산 불하가 시작되자 관재처는

불하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귀속재산 불하를

주도한 것은 관재처 재산처분서(Property Disposal Division)였다. 1947년

2월 1일 설치된 재산처분서는 산하에 조사과(Investigation Section), 평

가과(Appraisal Section), 판매청산과(Sales and Liquidation Section), 회

계수집과(Accounting and Collection Section)의 4개 과를 두고 귀속재산

불하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귀속재산 최종 불하안에 따라 결정된 귀속재

산 불하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1)현재 재산을 사용, 보호하고 있거나 혹

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관리인 혹은 임차인)에게 불하 우선권을

부여한다. 2)이해당사자가 매입하지 않을 때는 공개 입찰에 부쳐 최고

입찰자에게 불하한다. 3)공개 입찰에서 두 번의 유찰이 발생할 경우 관

재처가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때 가격은 유찰 가격보

다 높아야 한다.162) 불하 가격은 중앙물가행정처가 수집한 해당 귀속재

산의 시장가격을 바탕으로 관재처 내 설치된 가격검토위원회(Price

162)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38, Property Custody : Sept. '45 - Sept.

'47, “Press Release”, 1947. 7. 15. (국중)

터 최대 2년간

혹은 전체 대금

을 납부할 때까

지 관재처에 귀

속

비고: 최종안의 소유권 항목은 1948년 3월 18일 “2년간 혹은 전체

대금의 5할을 납부할 때까지” 관재처에 귀속되는 것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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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Committees)의 권고를 거쳐 재산처분서 판매청산과가 최종 고

시하여 정해졌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 수립 이전까지 관재처가 불하한 귀속재산은 턱없

이 적었다.163) 미군정기에 불하 완료된 기업체의 가치는 전체 귀속기업

체 가치의 약 0.5%에 불과하였으며, 불하 시도도 1948년 7월 이후에 미

군정기 전체 불하 건수의 44%, 전체 가치의 76%가 집중되었다. 즉 관재

처는 점령이 종료되기 직전에서야 불하조치를 시작한 것이다.164)

163) 귀속농지의 경우 농지개혁과의 연관성으로 인해 관재처가 불하하지 않고 1948년 3

월 22일자로 신한공사를 대체한 중앙토지행정처가 불하하였다. 귀속농지 불하가 농지

개혁의 일환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불하 방식 또한 <표 9>에 정리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입법의원의 농지개혁법 초안에 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귀속농지는 1948년

4월 3일부터 불하하기 시작하여 정부 수립 때까지 전체의 약 85%가 불하되었다. 귀

속농지 불하가 여타 귀속재산 불하와는 별개의 맥락과 의도에서 진행되었을 뿐더러

그 주체 또한 다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귀속농지 불하를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164) 김기원, 1990 앞의 책, 158-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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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접수

(a)

평가

완료

불하

완료 (b)

접수 대비

불하 비율

(b/a)

불하 총액

동산 965 719 262 0.27 35,904,247.34

기업체/

주식
1,155 434 134 0.12 361,287,649.37

주택 2,800 1,604 156 0.06 67,454,789.12
선박 214 146 74 0.35 45,876,150.00

군수품 164 82 47 0.29 *872,414,529.90
기타 131 19 25 0.19 651,574.30

계 5,429 3,004 698 0.13 1,393,588,940.03

출처: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40, History: Office of

Property Custody, “History of Office of Property Custody: Its

Divisions and Branch Offices – 1 October 1945 to 30 June 1948”,

p.60 (국중) 에서 작성.

비고: *1947년 11월 1일까지의 물자영단에서의 판매액

794,818,952.00원이 포함된 액수

<표 9> 1948년 6월 30일까지의 귀속재산 불하 현황

관재처가 귀속재산의 실제 불하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미군정이 마주한

여러 현실적 문제가 귀속재산 불하에 복합적으로 얽혀있었기 때문이다.

1948년 2월 5일 24군단 인사참모부와 회동한 자리에서 민정장관 존슨은

귀속주택 불하 프로그램이 가급적이면 “조용하고 온건하게(quiet and

modest)” 시행되기를 바란다는 군정장관 딘의 의도를 밝혔다. 존슨은 그

이유로 1)귀속재산 점유자의 퇴거(eviction) 문제, 2)잘못된 집단(wrong

party)에 불하될 가능성, 3)장기적으로 배상을 염두에 둘 필요성, 4)관재

처의 목적은 불하가 아니라 귀속재산을 한국정부와 배상위원회에 넘겨주

는 것 등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165)

165) RG 554, G-2 Historical Section, USAFIK Adjutant General, General

Correspondence (Decimal Files) 1945-1949 ; Series, Box35, 200 (SP Binder)

USAFIK Personal Utilization Board (Survey, Office/Property Custody) 3 March

1948, “Personnel Survey of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1948. 3. 3. p.49. (국중)



- 68 -

첫 번째 이유인 퇴거 문제는 주로 귀속주택과 관련되었다. 해방 이후

대규모 인구이동에 따라 주택난이 심각해지면서 많은 수의 난민들이 귀

속주택을 점거하였는데, 미군정이 난민을 수용할 대안을 찾지 못하면서

관재처가 난민들의 귀속주택 임대를 사후 승인하는 방식을 통해 이들을

임시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귀속재산 최종 불하안이 “이해관계를 가지

고 있는” 현 임차인에 불하 우선권을 주도록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상 임차인으로 규정된 난민들이 귀속주택을 실제로 불하받을 수 있

을지는 미지수였다. 즉 귀속재산 불하가 진행될 경우 귀속주택을 불하받

지 못한 난민들은 강제 퇴거의 대상이 되며, 이들의 퇴거는 곧 주택난이

심해진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두 번째 문제의 경우 귀속재산 불하가 각

정치 세력의 물질적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였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배상이었다. 폴리나 미 국무부의 견해와 달리 한

국인들은 귀속재산의 잔치와는 별개로 일본에 직접 배상을 요구해야 한

다고 보았다. 1947년 중반 이후 미군정의 한국인 관료들은 상무부장 오

정수를 책임자로 하는 배상조사위원회를 조직하였으며, 재무부 내에서도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대일청산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의

대표적인 결과물로 조선은행 업무부 차장 이상덕(李相德)이 발표한 대일

배상안이 있었다. 이상덕의 구상은 이후 한국정부의 대일배상 요구의 원

형으로 평가되며, 당시 한국인들의 입장을 뚜렷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

다.166) 그의 주장에서 중요한 논지는 귀속재산을 일본의 배상으로 간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귀속재산은 법령 33호에 따라 미국에 그 소유

권이 이전되었고, 미국이 이 재산을 한국에 넘겨주므로 이는 미국의 재

산을 이양받는 것이지 일본 재산의 취득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귀속재산은 일본의 배상이 아니므로 한국은 귀속재산 이양과는

별개로 일본에 식민지배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유효하다.167)

이러한 의견은 곧 귀속재산의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 미군정이 귀속재산

을 불하하는 것이 전체 배상에서 어떠한 국제법적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166) 장박진, 2014 『미완의 청산』, 역사공간, 62~65쪽.

167) 이상덕, 1948 「對日賠償要求의 正當性」, 『新天地』 1948.1., 3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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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관재처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없었다. 귀속

재산의 지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은 관재처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위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나 각국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할 지를 모두 반영하여 결정되

어야 하였다. 미국은 귀속재산의 성격을 끝내 규명하지 못하고 1948년 9

월 11일 체결된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따라 한국 정

부가 미군정의 귀속재산 처분을 그대로 비준하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한

국 정부에 전가하였다.168)

이처럼 관재처는 귀속재산 불하를 시행하면서도 귀속재산에 수반되는

국제법적 논란에 막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다. 관재처는 이 부담을 회피

하기 위하여 실제 불하를 가능한 한 지연시키고 한국 정부에 책임을 떠

넘기고자 하였다.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 선거가 실시되고 정부 수립

이 기정사실화되자 비로소 불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유는 이와 같이

불하에 따르는 여러 현실적 문제를 가급적 피하기 위해서였다.169) 제헌

국회 선거 실시 이후에 불하된 재산은 대부분 음식점, 여관, 목욕탕, 이

발소 등 규모가 작고 법적 분쟁을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적은 사업체

가 주를 이루었으며,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기

업체들은 귀속재산처리법 및 그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인 1950년 하반기

부터 본격적으로 불하되었다. 이와 같이 귀속재산 불하가 결정된 이후에

도 관재처의 활동은 계속해서 현상유지적으로 이루어졌다.

168) 김기원, 1990 앞의 책, 161쪽.

169) 한편 1948년 5~7월 이후 귀속재산 불하가 집중된 이유로는 헌법 제정 및 국회 내

초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정부 수립이 확실해짐에 따라 신정부가 불하받은

귀속재산에 대한 확고한 권리 보장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양되어 불하

신청 횟수가 증가한 점 또한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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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건수(a) 계약금액(b) 재산 별 평균 불하 금액(b/a)
1948 985 1,828 1.86

1949 972 775 0.80

1950 704 9,454 13.43
1951 5,905 38,436 6.50

1952 11,460 89,656 7.82
1953 35,557 396,497 11.15

1954 76,049 934,370 12.29

1955 51,181 1,211,679 23.67
출처: 재무부, 1963 『관재통계연보』, 320~321쪽(김기원, 1990 앞

의 책, 159쪽에서 재인용하여 작성)

<표 10> 연도별 귀속재산 불하 상황 및 재산 별 평균 불하 금액

(단위 천 원)

관재처는 재산 불하를 회피하는 동안에도 귀속재산을 계속해서 관리하

고 재산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친 미군정 관리인들을 활용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통제력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관

리인의 법적인 지위는 미군정에 의해 고용된 경영책임자와 같은 것으로,

관리계약서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쉽게 그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특

징을 가졌다. 1948년 시점에서의 관리인 중 약 1/4만이 불하 시점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였는데, 한국전쟁과 같은 사회적 격변을 고려하더라도

교체의 빈도가 상당히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다.170) 관재처는 미군정과

가까운 관리인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리인을 미군정의 영향력

에 포섭시키고 이들과의 유착을 통하여 귀속기업체에 대한 지배력을 발

휘하였다.

운영서 기업과에 설치된 명예고문단(Honorary Advisory Board)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명예고문단은 1947년 11월까지 불하 신청서가 제출

된 23개의 제조 회사, 상업 회사, 극장의 불하 가격 및 불하인을 관재처

에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고문단은 김규식(金奎植), 이동선(李

東善), 오기선(吳基先), 이정재(李定宰), 전용순(全用淳), 이강현(李康賢),

170) 김기원, 앞의 책,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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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金龍周), 배정기(裵貞基) 등의 총 8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김

규식과 목사 출신의 오기선을 제외하면 모두 상공회의소 소속이거나 유

명한 기업인이었다. 미군정은 이들의 활동이 대단히 “공정”하며 이들의

권고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극찬하였으며, 불하에

대한 권고를 제공할 때마다 명목상의 “수수료”를 주었다.171) 이와 같이

미군정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기업인 또는 관리인을 포섭하여 귀속재산

불하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인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였다.

미군정과 상공회의소의 긴밀한 관계는 미군정기 내내 이어졌다. 대한

상공회의소는 1946년 4월 상무부의 권고에 따라 민규식(閔奎植), 이동선,

이환종(李亘鍾), 최두선(崔斗善), 최순주, 김명하(金明河), 전항섭(全恒燮),

이정재, 김용주, 장봉호(張鳳鎬), 조인섭(趙寅燮), 윤일중(尹日重) 등이 설

립위원이 되어 재건되었다.172) 상공회의소는 미군정의 여러 활동에 앞장

서며 미군정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고, 이에 미군정은 민간단체 중 상

공회의소를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였다.173) 상공회의소에 속한 많은 상공

업자들이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으로 임명되었고,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관리한 귀속기업체를 불하받았다.

지방에서는 이러한 유착이 보다 노골적이었다. 각 도 재산관리소는 도

지사와 미국인 고문, 특정 부서의 장관, 몇몇 명망있는 사업가로 구성된

고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를 설치하여 불하인 및 불하 가격 선정

에 개입하도록 하였다. 고문위원회에서는 불하인의 자격 선정을 심사하

는 과정에서 지방 명망가들의 권고를 더 중요하게 취급하였다. 이들이

참여한 가격검토위원회가 제시한 불하 가격은 일반적으로 재산처분서 평

171)RG 331, SCAP, Civil Property Custodian, Property Liquidation Division, External

Assets Branch, Subject File, 1947-49, Entry UD 1604, Box 5055, 적산개관, 1948,

“P. J. Fitzsimmons, Corporate Affairs Section Report on Present Status”, 1947. 11.

30.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조코드 AUS031_53_00C0007, pp.8~10) (국편)

172) 해방 직후 조선상공회의소는 일제의 전시협력단체였다는 이유로 법령 2호에 의해

활동이 중지된 후 1946년 7월 25일 법령 100호에 의해 폐지되었다. 민규식 등이 설립

한 상공회의소는 기존 상공회의소의 활동이 정지된 상태에서 상공회의소의 기능을 계

속하기 위해 만든 임의단체이지만 기존 상공회의소의 전통을 계승하는 단체로 인정받

았다. 大韓商工會議所, 1976 『商工會議所 90年史』 上권, 309~312쪽.

173) 한국일보사, 1981 『財界回顧』 2권, 47~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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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과가 설정한 적정가격보다 낮았다.174)

부산상공회의소의 제1~3대 회두(會頭)이자 욱견직(旭絹織)이라는 귀속

견방직회사의 관리인을 지낸 김지태(金智泰)의 사례는 친미군정 관리인

에 대한 미군정의 호의적인 태도를 잘 보여준다. 김지태는 서병찬(徐丙

讚), 김달범(金達範)과 함께 경상남도 재산관리소장 오닐(H. S. O’Neil)의

한국인 고문직을 역임한 미군정 관료였다. 욱견직회사 종업원 관리위원

회의 요청을 받아 욱견직의 관리인이 된 그는 공장 재건을 위해 개인 자

본을 투자하여 공장을 증축하였는데, 상무부에서 파견한 재산관리관이

귀속재산의 형태 변경이나 수리를 하려면 관재처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는 원칙을 내세워 그를 관리인에서 파면하였다. 미군정은 김지태의 항의

를 받아들여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문제를 조사한 뒤 해당 재산관리관

을 파면하고 김지태의 관리인 권한을 복구하여 주었다.175) 이 사건과 같

이 미군정은 자신들에 우호적인 관리인들의 편의를 봐주거나 그들의 잘

못을 다소 눈감아주는 방식으로 그들과 결탁하였고, 관리인들을 통해 귀

속기업체를 간접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듯 관재처의 귀속재산 관리 및 불하는 미군정 상부의

지침과 미군정 하부의 여론 압력 사이에서 현상유지적 성격을 띠었다.

관재처는 귀속재산 처분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회피하고 현상유지 정책

을 펴면서 귀속재산을 둘러싼 각종 문제를 그대로 한국 정부로 이관하였

다. 이승만 정부는 임시관재총국을 설치하여 관재처의 사무를 인계받았

으며, 1949년 귀속재산처리법 제정과 동시에 관재청을 설치하여 관련 업

무를 계속하였다.

174)RG 554, G-2 Historical Section, Box 40, History: Office of Property Custody,

“History of Office of Property Custody: Its Divisions and Branch Offices – 1

October 1945 to 30 June 1948”, p.55. (국중)

175) 한국일보사, 1981 『財界回顧』 6권, 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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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상에서 미군정기 재산관리 조직의 변천 과정과 실제 운용상을 살펴

보았다. 본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해방 직후 미국은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정치적·경제적으로 분리시키는

정책의 일환으로 남한 내 소재한 구 일본인 재산의 소유권을 미군정에

귀속시켰다. 미군정은 관방 산하에 재산관리과를 설치하여 귀속재산을

총괄하는 기구로 삼았다. 재산관리과는 귀속재산을 한국인들에게 넘겨달

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처하고 향후 있을 일본의 대 연합국 배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귀속재산 접수 활동을 펼쳤다.

1946년 초 미 삼부조정위원회는 미군정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농지

개혁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귀속재산 불하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한

국인들은 농지개혁이 미군정이 아닌 한국 임시정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귀속재산 불하에 반발하였다. 미군정은 상부 지시

와 여론 사이에서 귀속재산 불하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타협점을 선택하

였다. 대신 미군정은 재산관리과를 관재처로 승격시키고 불하가 이루어

질 때까지 귀속재산을 계속해서 접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설립 초기 관재처는 귀속재산을 접수하고, 소유권과 관리된 법적 문제

를 해결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였다. 특히 점령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논의 중인 배상 문제에 대비하고 상부의 정책을 유지하며 향후

정부 수립에 귀속재산이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귀속재산

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한편 남한 소재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경제적으로 중요한 귀속재산을 활용하기 위해 여러

산업을 주관하는 각각의 부처가 귀속재산의 운영을 도맡으면서 귀속재산

관리의 층위는 소유권 및 법적 문제, 귀속재산 처분의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관재처와 재산의 실제 운영을 담당하는 일선 부처로 분할되었

다. 이러한 기능적 분할은 귀속재산 행정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었지만, 장

기적으로 귀속재산 불하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미군정으로서는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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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였다.

관재처의 활동은 산하의 정책서를 중심으로 법인체를 비롯한 각종 귀

속기업체의 소유권을 철저히 통제하는 한편 배상 문제에 대비하여 재산

가치의 변동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수집하는 것을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활동은 미군정의 조세 수집을 강화하여 점령

기반 창출에 이바지하는 등의 부가적 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1946년 말 인플레이션 심화 등의 경제 위기와 만연한 귀속재산 행정의

비효율성을 타개하기 위해 관재처는 이원화된 귀속재산 관리를 관재처

중심으로 통합하고자 하였다. 이에 관재처는 관재처가 파견하는 미국인

고문이 귀속기업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관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

는 관재령 8호를 공포하여 귀속기업체의 실제 운용에 개입하고자 하였으

며, 이 과정에서 관재처 산하에 운영서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관재령 8호가 행정권 이양의 정신에 어긋난다며 귀속재산을 둘러싼 각종

권한을 미군정이 독점하는 것에 크게 반발하였다. 관재처는 여론의 압력

에 한발 물러서서 귀속재산 운영 권한을 한국인 관료들에게 이양하는 관

재령 9호를 공표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을 한국 경제 재건에 적극 활용하라는 한국인들의 요

구를 관재처가 전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귀속재산의 운영 권한을

한국인들에게 완전히 넘겨줄 경우 불하에 관한 상부의 지시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관재처는 기존의 귀속재산 관리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는 한편 일선 경

제 부처의 귀속재산 운영에 깊숙이 개입하여 귀속재산 운영 방향이 관재

처의 정책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하였다.

한편 일본의 대 연합국 배상에서 귀속재산이 배상 활용 방식에서 제외

되고 이에 따라 귀속재산을 인플레이션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미군정은 무기한 연기한 귀속재산 불하를

재개하였다. 관재령 8호와 함께 귀속재산 불하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불하 과정에 자신들이 참여하여 한국인

들의 여론을 대변하겠다는 제안을 통해 불하에 대한 반대 여론을 미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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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용 가능한 정도로 개량하였다. 이에 따라 귀속재산 불하가 최종 결

정되었지만, 배상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관재처는

귀속재산 불하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을 극히 꺼리고 그 책임을 한국 정

부로 전가하였다. 한편 불하를 지체하는 동안 관재처는 미군정에 우호적

인 관리인 집단에 특혜를 주어 귀속재산에 대한 지배력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지배력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이상과 같은 관재처의 활동을 통해 미군정의 귀속재산 관리 정책이 갖

는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미군정기 귀속재산 정책은

귀속재산 문제를 둘러싼 여러 층위와 상호작용하며 형성되었다. 즉 귀속

재산 정책은 미군정의 평면적인 의도만을 반영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재산의 처분 방향에 대한 상위 정책 기구의 일반 지침, 귀속재산 문제에

대한 한국인 일반의 여론, 배상 문제와 같은 국제적 여건 등의 여러 층

위가 상충하는 지점에서 형성되었다. 미군정과 관재처는 귀속재산을 둘

러싼 각 입장의 의견을 현실적 여건 속에서 수렴하면서 귀속재산 정책의

틀을 마련하였다.

둘째, 미군정은 귀속재산 관리의 층위를 나누어 관재처가 귀속재산의

접수, 소유, 관리, 불하 및 각종 법적 문제를 담당하게끔 하는 한편 상무

부 등과 같은 일선 경제부처가 실물 재산의 운용을 맡도록 하였다. 이는

실물 경제의 운영과는 별개로 귀속재산의 소유 및 관리 문제가 그 자체

로 미군정이 당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였으며, 상부의 지시와 한국인 일

반의 여론이 매우 첨예하게 부딪히는 핵심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관재처

는 그러한 문제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조직으로 기능하였다.

셋째, 미군정기 귀속재산 정책이 수립되고 전개되는 과정에는 대일배

상 문제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배상안의 내용과 방향이 바뀌어감

에 따라 귀속재산 불하의 전개 또한 변화하였으며, 배상의 국제법적 성

격이 귀속재산 불하의 국제법적 해석과 연관되어 관재처에 의해 불하가

지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는 귀속재산 문제가 단순히 미국의 대한

정책이나 남한 내부의 정세 변화에 따라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미

국의 대아시아정책, 대일정책, 한일관계 등 다양한 층위로부터 가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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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고는 미군정 재산관리 조직의 역할 및 실제 운영상을 고찰하여 귀속

재산 정책의 구체적인 전개 및 변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군정기 귀속재산 정책의 전반적인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귀속재산

을 실제 운용한 여타 부처는 물론 귀속재산 관리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특히 주택, 증권, 보험 등 다양한 종류의 귀속재산의 실

태와 그것을 미군정이 활용하는 양상에 대한 연구 또한 진행되어야 한

다. 한편 귀속재산 정책의 전개과정 및 최종 처리와 관련하여 북한, 만

주, 대만 등의 구 일본인 재산 처리 과정과의 비교사적 연구를 통해 남

한에서 귀속재산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더욱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

다. 또한 귀속재산 정책의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친 미국의 대일정책 및

한일관계의 전개를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속에서 귀속재산이 갖는 국제법

적인 의미를 보다 면밀하게 살피는 연구도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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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표 1> 관재령 목록

호수 제목 일자

관재령

1호

법령 제2호의 해석, 기간의 연장, 이전,

등기, 일반 금지에 관한 건
1945.11.14.

관재령

2호

조선군정청에 취득된 일본인재산에 대

한 보고 및 그 운영, 그 점유 내지 그 사

용에 관한 건

1945.12.14.

관재령

3호
조선군정청 귀속농지 관리에 관한 건 1945.12.19.

관재령

4호
조선군정청 귀속임야 관리에 관한 건 1946.3.8.

관재령

5호
귀속회사가 제출할 보고에 관한 건 1946.7.30.

관재령

6호

어선(수산국) 및 기타 선박(해사국)의

보고 및 관리에 관한 건
1946.9.25.

관재령

7호
관재서식 및 보고서에 관한 건 1946.12.26.

관재령

8호
각종 귀속사업체 운동에 관한 건 1946.12.31.

관재령

9호
각종 귀속사업체 운영에 관한 건 1947.3.31.

관재령

10호

군정청 재산관리관이 주식 기타 이권을

소유한 조선 내에서 창립된 각종 법인 운

영에 관한 건

194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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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 관재처 발령 「정책 및 전례(Policy and

Procedure)」 목록

호수 제목 일자

1호 각종 법리적 해석 1946.4.8.

2호
동 1 조선인의 전일 일본인 소유 주택 2

호 이상 관리에 관한 건
1946.6.6

3호 적국 국민 소유 재산 1946.6.25.

4호
군정청 소유 1 공장에서 타 공장에 재산

의 이전
1946.7.5.

5호 소청 1946.7.26.

6호
과분의 유지비용을 요하는 광산 설비에

관한 건
1946.7.30.

7호 귀속재산 매각에 관한 건 1946.8.13.

8호 법인관리에 관한 건 1946.8.20.
9호 국유재산, 도유재산 및 부유재산 1946.8.20.

10호 재산에 관한 법률 견해 1946.8.27.
11호 해양인접지 1946.9.12.

12호 조선에 있는 일본인 유류품에 관한 건
1946.12.X

X.

13호
군정청 운영 기업체의 부채 변제에 관한

건
1947.1.20.

14호 귀속재산 매각에 관한 건 1947.1.20.

15호 저당권 말소에 관한 건 1947.1.20.
16호 귀속재산에 관한 세금 납부에 관한 건 1947.1.20.

17호
운영을 폐지한 기업체의 부채 변제에 관

한 건
1947.5.27.

18호 양잠소 건물 관리의 감독에 관한 건 1947.6.6.

19호
귀속토지 상의 이용 시설 등의 제거에 관

한 건
1947.6.6.

20호 건물 건조를 위한 공지 임대에 관한 건 1947.6.6.

21호
귀속사업기관이 제공한 담보물(동산) 반환

에 관한 건
1947.7.10.

22호 법인소속 재산 처분에 관한 건 1947.7.15.

23호
일본인 유류품(정책 및 전례 제12호)에 관

한 건
1947.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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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호
일본인 농업자가 기왕 소유하고 있던 주

택 기타 관계건물의 감리권에 관한 건
1947.8.12.

25호 정책 및 전례 제 1호에 관한 건 1947.8.6.

26호 귀속재산 수리에 관한 건 1947.8.10.

27호 건물 명도에 관한 건
1947.12.23

.

28호 은행 대출금 변제에 관한 건 1948.3.20.

29호 연합국인 재산에 관한 건 1948.4.22.
30호 고정자산의 임대차에 관한 건 194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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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관재수속요령(Procedural Memorendum) 목록

호수 제목 일자

1호 재산의 보관, 관리 및 감독에 관한 건
1945.12.18

.

2호
감독 내지 관리 하에 있는 재산의 보고에

관한 건

1945.12.20

.

3호 재산 점유자 축출에 관한 건
1945.12.24

.

4호 영업 운용 허가에 관한 건
1945.12.27

.

5호
전 일본인 소유 재산에 대한 세금 납입에

관한 건
1946.1.16.

6호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보고 서식 제12호
7호로 개

정 폐지

7호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보고 서식 제12호

의 개정에 관한 건
1946.3.25.

8호
재산 운영 폐지와 관재 직무에 관한 표준

운영 요령
1946.7.8.

9호 귀속기관 소속농지에 관한 건 1947.2.21.

10호 취득재산에 관한 보고서 1947.7.15.

11호
관재령 제5호, 제7호 및 제9호 소요 관재

서식 및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건
1947.7.11.

12호
회계검사, 감사 및 부정기 보고서에 관한

건
1947.8.12.

13호 귀속재산 임대차에 관한 건 1947.8.30.

14호
관리계약 및 관리인의 담보보증에 관한

건
1947.9.1.

15호
임대료 지불표(관재서식 제29호)에 관한

건
1948.1.17.

16호
현금담보증서(관재서식 제29호) 및 신원보

증서(관재서식 제30호) 작성에 관한 건

1947.10.30

.

18호 감정료, 이식 및 예금 지불에 관한 건
1947.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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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호
관재서식 제48호 「임대료 징수표」에 관

한 건

1947.12.22

.

21호
군정청 재산관리관에게 반환된 피징발 주

택의 임대료에 관한 건
1948.4.1.

22호 소속된 전 유곽용 주택 할당에 관한 건 1948.4.1.
23호 연합국인 재산 관리에 관한 건 1948.4.23.

31호 정미소 매도에 관한 건 1948.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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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Custody in USAMG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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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s the establishment of the policy of the vested

property during the USAMGIK period by studying the activities of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under the USAMGIK from 1945 to

1948. Also, this thesis will examine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vested property and the process of property disposal in an empirical

way by looking into the various positions of the stakeholders of the

vested property.

During the early periods of occupation, the US vested the

ownership of former Japanese assets located within the South Korean

territory to the USAMGIK and tried to dispose property to the

civilians under the pan-Asian plan to separate South Korea from

Japan to make it a member of the Pacific hegemony. However, the

Koreans strongly opposed the USAMGIK’s decision. The USAMGIK

indefinitely postponed the disposal due to the resistance of the public,

but instead it continued to manage the vested property and

reorganized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in order to prepare for the

various problems that might occur during the management process.

The fundamental roles of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were to

receive and manage the vested property and handle the various legal

matters associated to property ownership. The Office’s activities

focused on maintaining the status quo by inspecting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vested property consistently and checking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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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ctuations to minimize changes in the value of property. The Policy

division of the Office was the center of the early management of the

vested property as it was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on of

documents of the vested property and a major shareholder of the

corporation practicing authority of the attributed shares.

While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was in charge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vest property and its legal matters, the main

bodies of operation of the vested property were the individual

departments of the USAMGIK related to the property categories. This

measure was made in order to execute the guidelines related to the

vested property from Washington while utilizing the vested property

for governance by dividing the level of administration of the vested

property functionally. The individual departments of the USAMGIK

would utilize the vested property for the economic policies and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would deal with the various

administrational and legal problems that would occur due to the

vested property’s unique status. This allocation of roles made the

administration of vested property inefficient. However, the USAMGIK

maintained its policy to administrate the vested property through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due to the need to maintain a valid

method to practice the constant orders to dispose the vested property

from Washington according to local conditions.

As the economic crisis and inefficiency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vested property intensified in 1946, the USAMGIK tried to reorganize

the administration policy of the vested property to overcome this

problem. As a result,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was able to

interfere in the operation of the vested corporations through the

Custody Order No. 8.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reorganized its

affiliated departments to practice its new objective.

The individual Korean political parties opposed the Custody Order

No. 8, fearing that it was against the ideas of transfer of

administrative sovereignty and it was a substantial breach to Korea’s

economic sovereignty. Due to the backlash from the public opinion,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returned to its original policy by

proclaiming the Custody Order No. 9.

However,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did not entirely

accommodate the demands to hand over the administrative

sovereignty of the vested property. There was a possibility that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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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uld not be able to fulfill the general guidelines from Washington if

they were to give up the jurisdiction for the management of the

vested property.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attempted to

maintain its dominance on the vested property by strengthening its

administrative activities, and tried to control the management of

vested property from getting out of hand by interfering with the

operation of vested corporations.

Meanwhile, the USAMGIK resumed the disposal of the vested

property as the compensation plan for leaving the vested property as

indirect compensation for Korea was finalized. The USAMGIK

gradually accepted the public opinion to entrust the disposal of vested

property to the Koreans by entrusting it to the KILA. On the

contrary,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intentionally delayed the

disposal when it started in July 1947. This was because of many

practical issues, and the Koreans questioned the meanings of the

disposal over war compensation considering international law.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shifted the responsibility to the Korean

government in order to avoid responsibility that would occur during

the process of disposal. As the disposal was being delayed,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maintained its control on the vested property by

giving benefits to the group of administrators of the vested property

who were aligned with the USAMGIK. In conclusion, the activities of

the Office of Property Custody focused on maintaining a status quo

while channeling the guidelines from Washington and the pressure

from the public in Korea.

…………………………

keywords : Vested Property, Office of Property Custody,

USAMGIK, Property Disposal, War Compensation, Cust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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