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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총동원체제기 조선에서는 이 의 개발이 속히 진행되었다. 화학공업화와 

토건공사의 발흥1)을1) 심으로 한 경제 개발은 도시화를 자극했다. 주기 인 재

*  본 논문은 2019년도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 연구클러스터 구축 지원 사업

의 지원을 받았음. 

** 고려 학교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1) 자본가로 구성된 토목건축업 회의 회원이 확보한 공사비는 1936년 5천만 원에서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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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식민지 지주제의 강화로 삶이 피폐해진 농민은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로 이

주했고 과 한 공과  부담에 시달리는 자산가도 이 열에 합류했다. 부(府)를 

기 으로 도시 인구가 체에서 차지하는 비 은 1930년 8.13%에서 1940년 

11.59%로 늘어났다.2)2) 

인구 집 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그  하나가 주거 불안정성이었다. 

주택의 공 증가율은 수요증가율을 언제나 하회했다. 주택을 아무리 지어도 

증하는 인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부에 필요한 공식 인 주택 수

는 1938년 23,206호 고 1939년에는 28,569호로 증가했다(<표 1>). 주거 안정화

가 미의 심사로 부상했다. 주택은 천황제를 지탱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의 물질  기 이고 생산 인 노동력과 건강한 병사가 재생산되는 공간인 동시

에 보건․ 생․아동․여성문제의 근원3)이었기3)때문이다. 임 료 상승은 물가

정책을 근 에서 뒤흔드는 요인이기도 했다.  

조선총독부는 주택시장의 자율  공 력에 의존하던 자세4)에서4)탈피하여 공

 확 에 우선순 를 둔 여러 책을 추진했다. 1939년에는 이 문제를 문

으로 다루는 주택 책 원회가 설치되었고 일선기 의 공 주택 건설이 주문되

었다. 1940년에는 시가지계획사업으로서 규모 주택지 개발, 리 자 의 융통, 

자재의 합리  배분을 골자로 한 보다 세부 인 조성정책이 시행되었다. 특히 

년 3억 5천만 원으로 7배 이상 폭증했다(朝鮮總督府 勞務課 調査係, 1942 ｢朝鮮の勞務

異動狀況｣ �朝鮮勞務� 2-5, 51면). 

2) 田中利作, 1941 ｢國勢調査より見たる朝鮮人口の諸現象｣ �朝鮮� 315, 65면.

3) 이진경, 2014 �근  주거공간의 탄생�, 그린비, 제6장.

4) 주거 불안정성이 불거진 이래 민족을 불문한 경제  약자들은 일본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

는 법령 시행, 공 주택 건설, 융 지원을 지속 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사

회의 외침을 외면했다. 주택 련 입법은 실속 없는 요란한 잔치로 끝이 났고 개선이 추진

된 빈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교외에 슬럼을 확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귀결이 되었다. 가

시 인 책은 소규모의 공 주택 건설과 주택구입용 출 상품의 매가 부 다. 

1920-30년  조선총독부 주택정책의 개 과정과 특징에 해서는 유승희, 2012 ｢1920 

-1930년  경성부 주택문제의 개와 책｣ �아태연구� 19-2; 염복규, 2016 ｢도시계획의 

두 얼굴, 빈민의 구제와 배제｣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 1910-1945 도시계획으로 본 경

성의 역사�, 이데아; 이명학, 2019 ｢1920-30년  불량주택지구 개선사업의 구상과 변질｣ �민

족문화연구� 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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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년에는 주택의 량 신축을 담하는 주택 단이 설립되었다. 따라서 사회

와의 에서 다층 으로 실시된 주택정책에 한 분석은 사회 개발의 실태와 

성격을 악하고 총동원체제의 특징을 이해하는 출발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지 까지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공 정책이 도입된 배경과 

주택 책 원회에서 입안된 내용을 살펴보고 주택 단을 집 으로 검토한 연

구,5)5)도시계획의 맥락에서 주택지경 사업(이하 ‘사업’)을 개 한 연구,6)6)경성을 

사례로 ‘사업’의 진행 과정을 면 히 분석하여 실패로 귀결된 조성정책의 한계를 

규명한 연구가 부이다.7)7)물론 기존 연구를 통해 주택정책의 략 인 상과 경

성의 주택지 개발 황이 밝 졌다. 그러나 고유한 작동 원리와 성격을 지닌 여

타 층 (공 주택, 자 , 자재)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은 제외하더라도 선행 연

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시선의 향이다. 정책은 복수의 이해 계가 얽  있고 미래를 측할 

수 없는 사회에서 작동하며, 계획은 실을 만나 여지없이 뒤틀린다. ‘사업’도 마

찬가지 다. 토지 매수, 공사 진행, 분양의 단계마다 난 이 존재했다. 그러므로 

계획의 연속  흐름이 아니라 실체  공간에서 일어나는 변조의 동역학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풍부한 사례 연구이다. 하나의 사례에서 도출된 결론은 

제한 일 수밖에 없다. 정책이 추진되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만을 반 하는 탓이

다. 경성과 결이 다른 지역의 ‘사업’이 분석되고 그것이 겹겹이 쌓여야 총체 인 

역사상에 다가갈 수 있다. 

이 은 평양을 상으로 주택지조성정책의 개 과정과 특징을 분석하려고 

한다.8)8)평양을 선정한 이유는 시행 면  기 으로 체에서 차지하는 비 이 압

5) 손정목, 1996 �日帝强占期 都 社 相硏究�, 일지사, 제4장; 冨井正憲, 1996 �日本․韓

國․臺灣․中國の住 營團に關する硏究: 東アジア4ヵ國におえうる居住空間の比 文

化論的 察�, 東京大學校 工學博士論文. 

6) 손정목, 1990 �日帝强占期 都 計劃硏究�, 일지사, 6장.

7) 염복규, 2009 �日帝下 京城도시계획의 구상과 시행�, 서울 학교 국사학과 박사논문, 

206-223면.

8) 여러 층  가운데 주택지조성정책을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모든 것의 일  

분석이 실 으로 불가능하다는 이다. 다른 하나는 오늘날 주택정책이 주택지 개발에서 

출발하듯이, 당  공 정책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바로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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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표 4>)이라는 독특한 성격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사회  갈등과 조정을 

시작으로 분양에 이르는 역동 인 과정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국가기

록원에 소장된 문서를 주된 사료로 활용하여 제2장에서는 심각한 수 에 이른 

주택문제를 배경으로 조선총독부의 주택정책이 변화되는 맥락을 살펴보고 기존 

연구에서 악하지 못한 주택지경 사업의 체 인 황과 특징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군사  성격이 강하게 투 된 평양부 계획과 토지 매수를 둘러싼 

지주와의 갈등, 노동력 부족의 해결 방안으로 시행된 근로보국  동원을 분석한

다. 제4장에서는 공사가 어그러지는 상황과 도면, 지도, 회고록 등을 극 으로 

이용하여 분양의 실태를 규명한다.

2. 조선총독부의 개입주의와 주택지 개발

1) 주택 수 의 불균형 심화와 총동원체제의 요동

1920년  이후 도시의 고질 인 사회문제로 자리를 잡은 주거 불안정성은 공

간 재편, 공업화 진 과 함께 극심해졌다. 1930년  후반 주택 수 은 그 이 과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어 났다. 수요 측면에서 이 향도는 가히 놀라웠다. 몰락

한 농민은 경제  활로를 찾아 화학공업 발흥과 토건공사 난립으로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로 물  듯이 이주했다.9)9)과 한 공과  부담에 시달리는 농 의 자

산가도 경쟁 으로 이 열에 합류했다.10)10)반면에 공  측면에서 주거공간은 불

충분했다. 건축 경기는 자  통제, 재료비 등과 입수 곤란, 노동자 부족, 건축

선 미확정 등에 기인하여 침체일로를 걸었다. 임 업자는 채산성이 불확실한 임

주택 신축을 주 했다. 여기에 시가지계획사업의 본격  실시로 인한 주거공

 9) 공장은 1935년 5,635개에서 1939년 6,953개로 증가했다. 시가지계획사업을 실시하는 도시

는 1939년에 26곳으로 늘어났다(朝鮮總督府 殖産局, 1941 ｢朝鮮に於ける工場數及從業

數｣ �朝鮮總督府調査月報� 12-1, 19면; 大藏省管理局, 1985 ｢土木及治水｣ �日本人の海外

活動に關する歷史的調査 3: 朝鮮篇(下)�, 高麗書籍, 180-181면).  

10) 1938 ｢農村地主階級の都 集中防止策を講せよ｣ �朝鮮地方行政� 193,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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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철거가 더해졌다. 1939년 한 해에만 경성, 평양, 청진 등지에서 3,240호가 사

라졌다.11)11) 

<표 1> 1938-39년 주택 부족 황

(단 : 호)

지역 1938년 1939년 지역 1938년 1939년

경성 6,299 7,267 인천 924 983

개성 236 213 2?0 2?8

주 120 -38 군산 190 33

주 -212 목포 17 156

구 2,671 1,879 부산 1,810 2,1?3

마산 240 274 해주 ?68 1,441

평양 2,853 3,243 진남포 1,010 1,2?8

신의주 62 함흥 2,690 2,62?

원산 2,220 2,438 청진 1,1?? 2,323

나진 71 1,978 계 23,206 28,569

* 출처: 1941 ｢朝鮮住 營團令ヲ定ム｣(아시아역사자료센터, A02030342400), 면수 불명.
* 비고: 물음표는 독이 불가능한 숫자이다.

수요와 공 의 엇박자는 주택 수 의 심각한 불균형 상을 래했다. <표 1>

을 보면 1938년 경성(6,299호), 평양(2,853호), 함흥(2,690호), 구(2,671호), 원

산(2,220호)을 심으로 19부에서 23,206호가 부족했다. 체 호수 비 약 7%

가 모자란 수치 다.12)12)이 경향은 다음 해에 더욱 심해졌다. 1939년에는 경성

(7,267호)과 더불어 화학공업이 성장하는 북선(北鮮)으로 이주가 증가하면

서 호수 비 필요한 주택은 28,569호로 늘어났다.

주택문제가 심화되자, 통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상황이 발생했다. 첫 번째는 

물가정책에 배되는 임 료 등이었다. 총력 을 수행하는 국가에게 요한 일

은 인 이션 억제 다. 화폐 가치의 하락은 생산력 확충을 축시키고 계획된 

사업의 실 을 어그러트리는 장애물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총독부는 법령 제정, 공

정가격 설정, 경제경찰 창설을 통해서 인 이션을 막는데 온 힘을 기울 다.13)13) 

11) 大賀郁夫, 1943 ｢朝鮮に於ける住 問題槪觀｣ �朝鮮社 事業� 21-1, 15-17면.

12) 1939 ｢淸津府府營住 新營費起債ノ件｣ �淸津府一般經濟關係綴�, CJA0003449, 491-4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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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일 쟁 후 임 료 변화

지역 월세 등귀율 세 등귀율 지역 월세 등귀율 세 등귀율

경성 13% 38% 인천 20% 21%

개성 20% 33% 청주 19% 40%

9% 29% 군산 14%

주 9% 목포 10%

주 16% 구 12% 0%

부산 12% 20% 마산 16% 0%

해주 16% 0% 평양 18%

진남포 18% 신의주 11% 30%

춘천 18% 44% 원산 13% 0%

함흥 19% 16% 청진 31%

나진 5% 나남 24%

* 출처: 1939 ｢淸津府府營住 新營費起債ノ件｣ �淸津府一般經濟關係綴�, CJA0003449, 
493-495면.

* 비고: ① 상은 공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임 료이다. ② 기  연도는 1936년과 
1938년이다. 

그런데 임 료는 물가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침없이 올라갔다. <표 2>에 

의하면 1938년 월세는 일 쟁 이 보다 청진에서 31%, 나남에서 24%, 인천-

개성에서 20%, 함흥-청주에서 19%, 평양-진남포-춘천에서 18% 상승했다. 조선

인이 주로 활용하는 세 등귀율은 춘천 44%, 청주 40%, 경성 38%, 개성 33%, 

신의주 30% 다. 물론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는 실의 인상률은 이것보다 높

았다. 평양의 임 인은 한 번에 임 료를 25% 인상했고 청진의 임 인은 임차

인이 바뀔 때마다 지속 으로 가격을 올렸다.14)14)

두 번째는 인  자원의 재생산을 해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이었다. 노동자의 

한 배치와 노동 능률의 향상은 안정 인 통치의 기본인 동시에 생산력 확충

의 성패를 결정짓는 무 다.15)15)편안한 보 자리를 개인과 가족에게 제공하는 

13) 山本彌之助, 1938 ｢朝鮮に於ける物價調整｣ �朝鮮� 283, 2-7면; 川合彰武, 1939 ｢內鮮物價

統制の現狀とその歸趨｣ �朝鮮� 295, 47-64면.

14) ｢淸津港의 數萬 借家人 大不安｣ �동아일보�, 1938.07.24; ｢百餘戶 借家人 相  爆彈的 家

賃 引上｣ �조선일보�, 1938.08.13.

15) 1937 ｢道知事 議に於ける政務總監訓示要旨｣ �平壤彙報� 70, 16-17면; 1938 ｢朝鮮に於

ける勞務調整｣ �同胞愛� 16-9,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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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그래서 요했다.16)16) 구부에서 청소인부의 항구  획득을 해서 부 주

택 신축에 나서고 청진제철소에서 노동자의 충원과 이동․결근 방지 책으로서 

사택 건축을 시17)했듯이,17)주택은 ‘국책’의 하나로 재설정된 노동력의 개발과 

확보를 한 필수조건이었다. 

그러나 실은 정책  ‘이상’과 정반 로 흘러갔다. 도시로 이주한 다양한 계

층은 임 주택은커녕 단칸방을 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힘들게 주거공

간을 확보한 이들도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함흥 아편

공장으로 이주한 매국 직원은 주거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하숙집을 하거

나 지인의 집에 얹 살았다.18)18)평양으로 근을 간 부부는 늘 만원을 이루는 

비좁은 아 트 1실(8첩)을 임차했고 경성으로 이사한 가족(5-6명)은 하숙집의 

방 1칸을 겨우 얻어 지냈다.19)19) 

<표 3> 1940년 공리와 회사원의 주거 상황

(단 : 명)

16) 崎照雄, 1938 ｢人的資源の開發｣ �朝鮮行政� 2-6, 10면; 齊藤芳雄, 1939 ｢住 問題に就

て｣ �平壤彙報� 9월호, 30면; 熊谷憲一, 1939 ｢戰時體制と勞務動員｣ �同胞愛� 17-10, 

17-24면.

17) 1941 ｢勞務 住 新營費起債ノ件認可申請｣ �大邱府關係綴�, CJA0003617, 216-218면; 

1943 ｢朝鮮鐵鋼特別調査復命ノ件｣(아시아역사자료센터, A16110183900), 면수 불명.

18) 1939 ｢咸 府住 敷地造成工事竝住 建築工事費起債ノ件｣ �元山咸 府一般經濟關係綴�, 

CJA0003374, 547-548면. 

19) 1939 ｢平壤府府營住 新營費起債ノ件認可申請｣ �平壤府一般經濟關係綴�, CJA0003445, 

743면; 一 民, 1939 ｢住 難を如何に緩和するか｣ �朝鮮及滿洲� 380, 62면.

지역 A B C
새로운 주택이 필요한 이유

1 2 3 4 5 6 합계

경성 38,352 25,683 5,914 1,007 1,298 479 863 1,871 396 5,914

청주 1,168 965 128 19 40 7 11 36 15 128

858 737 107 2 8 4 85 8 107

주 2,192 1,679 186 31 32 7 31 57 28 186

주 2,336 1,757 241 60 43 12 38 65 23 241

구 2,268 1,557 230 40 28 20 29 74 39 230

부산 7,726 5,561 655 165 115 69 122 172 13 655

해주 2,126 1,601 282 68 61 18 60 60 15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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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1941 ｢朝鮮住 營團令ヲ定ム｣(아시아역사자료센터, A02030342400), 면수 불명.
* 비고: ① A는 공서와 회사의 직원, B는 A 에서 가족을 보유한 사람, C는 B 가운데 
새로운 주거공간이 실한 사람이다. ② 1은 별거하고 있는 가족을 부르기 해서, 2는 여
․하숙․아 트 등에서 간차(間借)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은 친척․지인의 집에 

기숙하고 있으므로, 4는 퇴거 요구를 받았으므로, 5는 주택이 소하기 때문에, 6은 기타
이다. ③ 비 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표 3>) 1940년 가족과 더불어 사는 48,564명의 공리

와 회사원(B) 가운데 9.147명(18.8%)이 삶의 활력을 되찾지 못하는 열악한 주

거환경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편안한 생활을 하기에는 공간이 

소하고(2,824명, 30.9%) 일가족이 단칸방에서 부 끼고 있으며(1,880명, 20.6%), 

의지와 상 없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1,691명, 18.5%) 집주인에게서 갑작스럽

게 퇴거 요구를 받았기(1,384명, 15.1%) 때문에 당한 규모의 주택이 필요하다

고 호소했다. 자가(自家)를 소유할 만한 자력이 없는 계층의 도시  삶은 피로

와 불쾌감이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던 것이다.  

2) 종합 책 수립과 주택지경 사업 실시

주택시장과 총동원체제의 불 화음은 결국 조선총독부의 태도 변화를 추동했

다. 조선총독부는 임 료 등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공  활성화를 통해 처리

하는 편이 최선이라는 입장20)에서20)선회하여 극 인 조치에 나섰다. 출발 은 

1938년 9월 조직된 시국 책조사회 다. 주택 공 의 개선을 의제로 올린 조선

총독부는 임 료 통제, 신속한 주택 공 과 개량의 방안으로서 제도 정비, 공

주택 증설, 노동자용 주택 건설의 지원을 결의했다.21)21)  

20) 矢嶋杉造, 1921 ｢朝鮮に於ける社 事業の槪況｣ �朝鮮� 6월호, 154면.

21) 朝鮮總督府, 1938 �朝鮮總督府時局 策調査 諮問答申書�, 朝鮮總督府, 103-106면.

평양 3,711 2,530 341 62 68 19 83 87 22 341

신의주 2,030 1,558 219 68 35 15 46 38 17 219

춘천 1,270 1,017 151 27 24 8 14 69 9 151

함흥 1,795 1,405 212 38 32 11 34 60 37 212

청진 4,109 2,514 481 105 96 29 53 150 48 481

합계 69,941
48,564

(69.4%)

9,147

(18.8%)

1,691

(18.5%)

1,880

(20.6%)

698

(7.6%)

1,384

(15.1%)

2,824

(30.9%)

670

(7.3%)

9,14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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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에 한 개입은 1939년 이후 두 층 에서 구체성을 갖추어 나갔다. 

하나는 즉각 인 책으로서 가격 통제이다. 임 료 추세가 “국민생활의 안정상 

진실로 우려할 만한 상태”22)라고22) 단한 조선총독부는 특정 날짜를 기 으로 임

료 인상을 원칙 으로 지한 ｢地代家賃統制令施行規則｣(부령 제184호, 1939. 

10.27)을 제정했다. 1940년에는 택지와 건물의 공정가격을 설정한 ｢ 地建物等價

格統制令施行規則｣(부령 제301호, 1940.12.24)이 시행되었다. 1941년에는 임 업

자의 일정한 이윤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 가임통제령시행규칙｣이 개정(부령 

제183호, 1941.07.01.)되었다.23)23)

다른 하나는 근본 인 책으로서 공 정책 도입이다. 1939년 6월 조선총독부

는 공  활성화의 방안으로 ① 규모 회사와 공장의 사택 건설을 장려하고 ② 

특별히 교통 계 회사의 주택 경 을 권장하며, ③ 지방단체가 공 주택을 신

축하고 ④ 자  융통과 자재 배 을 알선해 다는 통첩을 하달했다.24)24)1940년 

3월에는 “주택 수 을 이 로 방치”하면 “노동력의 정한 배치”와 “생산력 확

충에 지장”을 래할 수 있다는 인식25)에서25)보다 세부 인 책이 마련되었다. 

① 요 산업의 기업자에게 리 자 을 융통하고 ② 시가지계획사업으로서 주

택지를 조성하며, ③ 자재의 종합  배 을 실시하여 10,000호의 주택과 200동의 

기숙사를 신축한다는 내용이었다.26)26)

지방단체가 앞장서서 규모 주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국 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먼  조선총독부는 주

택난(住 難)이 극심한 곳과 장래 공장 진출과 함께 시가지를 형성할 확률이 높

은 지역을 주택지경 지구로 설정했다. 이어서 집행기 은 제반 여건에 기 하

22) 1939 ｢住 難の緩和及地代家賃の騰貴抑制｣ �同胞愛� 17-7, 85면.

23)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임 료통제정책의 개 과정과 성격에 해서는 이명학, 2016 ｢총

동원체제기(1937-1945년) 조선총독부의 주택임 가격 통제정책 시행과 운 ｣ �민족문화

연구� 70 참조. 

24) 1939 ｢淸津府府營住 新營費起債ノ件｣ �淸津府一般經濟關係綴�, CJA0003449, 487-488면.

25) 1939 ｢本府住 策委員 の設置｣ �同胞愛� 17-8, 70면.

26) ｢第一號案은 全般的 方針, 二․三號案은 具體的 方針｣ �조선일보�, 1940.03.01; 2000 ｢昭

和16年第79回帝國議 說明資料(厚生)｣ �日帝下 戰時體制記 政策史料叢書� 15(민족문제

연구소), 한국학술정보(주),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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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행 구역을 선정하고 연차 계획을 작성했다. 마지막으로 최종 인가가 떨어

지면 집행기 은 토지 매수와 공사에 착수하고 공 후에 주택지 가격을 설정

하고 분양에 나섰다. 

<표 4> 1939-44년 주택지경 사업의 황

(단 : ㎡)

지역
결정 인가 변경 

유형
시기 면 시기 면 시기 내용

양시 1939.11.06 12,500,000

공업형

신의주 1939.11.07 9,360,000

다사도 1939.11.07 4,890,000

인천 1939.11.18 1,079,000 1940.04.15 1,076,634 1942.03.31

면  축소

공 연기

(1945.03.31)

경인 1940.01.19 81,480,000 1940.08.12 2,805,000

경성 1940.04.17 2,310,000 1940.08.15 1,628,012 1944.02.22 (확인 불가) 일반형

평양 1940.04.17 26,600,000 1941.02.04 8,221,877 1943.12.20
공 연기 

(1947.03.31)

일반

(군사)형

흥남 1940,04,23 4,234,500 1940.09.03 1,419,000

공업형
해주 1940.06.25 4,784,000

구 1940.07.22 2,250,000 1941.04.30 266,409 1943.02.03
공 연기

(1944.03.31)

원산 1940.10.11 2,347,000 일반형

성진 1940.11.29 8,060,000

공업형

보산 1941.04.05 16,550,000

진남포 1941.04.23 3,100,000 81,411 공사 단

삼척․묵호 1941.04.26 8,870,000 1944.01.14 면  확

청진 1941.04.28 18,660,000

1941.09.12 294,690 1942.11.25 (확인 불가)

1943.09.07 59,373

1943.09.20

1944.03.18

부산
①1943.01.09

1,091,830
112,464 일반

(특수)형②1943.07.16 35,293

* 출처: 朝鮮總督府, 상기 일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 1940 ｢仁川 街地計劃一團ノ工
業用地造成竝ニ一團ノ住 地經營事業實施計劃認可ノ件｣ �仁川 街地計劃一團工業用地造成에
따른一團住 地經營事業實施計劃認可의件�, CJA0016086, 19면; 1940 ｢鎭南浦府麻沙町一團ノ
住 地及工業用地造成事業費特別 計豫算ノ件回答｣ �鎭南浦府歲入出豫算綴�, CJA00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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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면; 1940 ｢京城府 地造成事業起債ノ件｣ �京城府關係綴�, CJA0003543, 24면; 1941 ｢平
壤 街地計劃一團ノ住 地經營事業實施計劃認可ノ件｣ �平壤 街地計劃一團住 地經營事業
實施計劃認可의件�, CJA0016091, 10면; 1941 ｢大邱 街地計劃一團ノ工業用地造成, 一團ノ
住 地經營事業實施計劃認可ノ件｣ �大邱 街地計劃一團工業用地造成에따른一團住 地經營
事業竣工期限延長의件�, CJA0016097, 47면; 1941 ｢昭和十六年度鎭南浦府麻山町住 地經營
竝ニ江岸道路及土地造成工事費特別 計歲入出豫算ノ件｣ �鎭南浦府關係綴�, CJA0003623, 
424면; 1941 ｢淸津府一團ノ住 地造成費起債ノ件｣ �淸津府關係綴�, CJA0003627, 416-417
면; ｢九萬坪에 收用令｣ �매일신보�, 1941.03.09; 1942 ｢仁川府日之出鶴翼朱安工業用地及住
地造成工事費ニ充當ノ爲起債ノ件｣ �仁川府關係綴�, CJA0003655, 1942, 274면; 1942 ｢鎭

南浦府營住 敷地造成事業ニ關スル件｣ �鎭南浦府關係綴�, CJA0003623, 664면; 1942 ｢釜山
府下級勞務 收容地造成事業費起債ノ件｣ �釜山府關係綴�, CJA0003666, 757면; 1942 ｢起債
認可申請｣ �釜山府關係綴�, CJA0003705, 594면; 1943 ｢平壤 街地計劃一團ノ住 地經營事業
實施計劃變更ノ件｣ �平壤 街地計劃一團住 地經營事業實施計劃認可의件�, CJA0016091, 177
면; 1943 ｢大邱 街地計劃一團ノ工業用地造成幷ニ一團ノ住 地經營事業竣工期限延期ノ件｣  
�大邱 街地計劃一團工業用地造成에따른一團住 地經營事業竣工期限延長의件� , 
CJA0016097, 10면; 1943 ｢淸津府東水南町庶民住 地造成費起債ノ件｣ �淸津府關係綴�, 
CJA0003658, 813면; 1944 ｢工業用地造成費起債借替竝ニ工業用地造成費繼續費變更ノ件｣  
�道起債․繼續費․義務負擔․夫役賦課ニ關スル綴(九)�, CJA0003722�, 966면.

* 비고: ① (확인 불가)는 �朝鮮總督府官報�에 구체  내용이 없는 경우이다. ② 경인은 공
업용지조성사업에 포함된 주거구역 면 을, 흥남은 신문에 보도된 면 을, 진남포와 부산
은 동일한 사업의 기채 신청이 인가되었으므로 그 내용을 기재했다. ③ 유형 분류의 기
은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실시 여부이다. ④ 통일성을 해서 1평을 3.3㎡로 환산하고 소수
 이하를 생략했다.  

<표 4>를 보면 행정구역 기 으로 주택지경 지구로 결정된 지역은 17곳이었

다. 시 는 다사도항, 압록강수력 기, 동변도(東邊道) 지하자원을 결합하여 

공업단지로 기획27)된27)신의주-양시-다사도 권역이었다. 마지막은 철도건설사무소, 

제철소의 신설과 더불어 격히 시가지로 성장28)하고28)있는 청진의 수성평야 일

원이었다. 면 은 “토지 로커 발호에 의한 지가의 부당한 인상”을 사 에 차단

하기 해서29)
29) 범 하게 지정이 되었다. 총면 은 208,166,330㎡, 도시별 평균

은 12,245,078㎡ 다. 최 인 곳은 경인이었고 그 다음은 평양-청진-보산-양시-

27) 1939 ｢楊 街地計劃決定案｣ �第四回 街地計劃委員 關係綴�, CJA0015672, 376-377면; 

1939 ｢新義州 街地計劃變更竝ノ追加決定案｣ �第四回 街地計劃委員 關係綴�, CJA0015672, 

365-367면; 1941 ｢朝鮮視察報告-西部北鮮｣(아시아역사자료센터, C13021435000), 765 

-773면.

28) 1944 ｢淸津 街地計劃康德驛附近土地區劃整理費等起債ノ件｣ �道起債․繼續費․消防費 

․義務負擔․夫役賦課ニ關スル綴(十二)�, CJA0003725, 170면.

29) 1939 ｢京仁 街地計劃諮問ニ關スル談話發表ノ件｣ �第五回 街地計劃委員 關係綴�, CJ 

A0015675, 48-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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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의 순서 다.    

유형별로는 생산력 확충에 이바지하는 노동자의 주거 안정에 방 을 둔 ‘공업

형’ 비 이 압도 이었다. 조선질소비료회사의 사택 건설과 련30)이30)깊은 흥남

을 포함하여 13곳에서 공업용지조성사업에 부속하는 형태, 다시 말해 이주한 노

동자용 주택 신축을 뒷받침하기 해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주자의 주거 불

안정성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주택지 개발이 개별 으로 진행된 ‘일반형’은 4곳이

었고 평양과 부산의 경우에는 독특한 성격이 첩되었다. 후술하는 것처럼 평양

은 군사  목 이, 부산(①)은 불량주택의 이주지를 마련한다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했다.31)31) 

17곳 에서 실제로 집행기  계획이 인가된 지역은 인천, 경인(부평지구),32)32)

경성( 농지구 제외), 평양, 흥남, 구, 진남포, 청진, 부산 등의 9곳이었다. 총

면 은 16,000,163㎡, 도시별 평균은 1,777,795㎡ 다. 지정된 면 의 7.69%에 해

당하는 수치 다. 최 인 곳은 평양이었다. 평양의 규모는 8,221,877㎡ 고 체

에서 차지하는 비 은 51.39% 다. 조선 주둔 일본군(이하 일본군)에게 기부할 

3,597,000㎡의 군용지가 포함된 탓이었다. 반 로 최소인 지역은 터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처리하기 해서 응 으로 기획된 부산(②)이었다.33)33)

그러나 9곳의 ‘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우여곡 을 겪었다. 계획서 로 공사가 

완료된 지역은 무하다시피 했다. 진남포에서는 강안도로 부설과 매립지 조성

30) ｢邑營住 地로 百十三萬坪 買收｣ �매일신보�, 1940.02.02; ｢尨大,實に百廿萬坪の大住 地

區を設定｣ �京城日報�, 1940.08.04.

31) 연도 불명 ｢釜山 街地計劃一團ノ住 地經營地區決定案｣ �釜山都 計劃決定�, CJA0022542, 

256-259면.

32) 경인지구의 주택지 조성은 별개 사업으로 구성되지 않고 공업용지조성사업의 하부 공사

로 변경되었다. 공업용지조성사업의 면 을 보면 공장 구역 115만 평, 주거 구역 85만 평

이었다(1944 ｢工業用地造成費繼續費變更ノ件｣ �道起債․繼續費․義務負擔․夫役賦課ニ關

スル綴(九)�, CJA0003722, 1264-1275면; 1944 ｢工業用地造成費起債借替竝ニ工業用地造成

費繼續費變更ノ件｣ �道起債․繼續費․義務負擔․夫役賦課ニ關スル綴(九)�, CJA0003722, 

966면, 989-990면).

33) 1943 ｢釜山 街地計劃一團ノ住 地經營地區追加決定案｣ �釜山都 計劃決定�, CJA0022542, 

260-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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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연되면서 그것을 제로 한 ‘사업’이 단되었다. 구․평양에서는 공 

연한이 각각 1942년도에서 1943년도로, 1941년도에서 1946년도(제1기)로 연기되

었다. 인천의 경우 공사 기간이 연장(1941년도 → 1944년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구역이 제2기 공사로 이월되었다. 상 으로 공사의 진척도가 제일 높은 

경성 역시 1943년 2월까지 조성된 택지 면 은 호지구 51%, 상도지구 90%, 

신 지구 75%, 평균 72 다.34)34)경성과 흥남의 일부 지구35)를35)제외하면 부분의 

‘사업’은 값싼 주택지를 량으로 공 한다는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태 던 것이다. 

3. 평양부의 추진 과정: 무모함과 폭력의 이 주

1) 군사비 염출과 모험  계획 수립

평양에서 개된 ‘사업’은 두 층 를 거치면서 골격이 형성되고 내용이 채워졌

다. 하나는 보편 인 요소로서 주택난이었다. 평양은 경성, 청진과 더불어 주거 

불안정성이 극심한 곳이었다. 1930년  국 으로 큰 문을 일으킨 차지․차

가인의 주거권운동은 주택문제 공론화에 이바지하고 사건별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구조 인 변화를 추동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36)36)행정당국 역시 시장

주의를 고수했기 때문에 유효한 정책은 실에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운동이 쇠

퇴하고 행정당국이 수수방 하는 사이 주택 수 의 불균형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34) 1943 ｢京城府 地造成事業費起債要 變更ノ件｣ �京城府關係綴�, CJA0003654, 345-381면. 

35)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는 흥남읍이 조성한 택지를 매입하여 일본인과 조선인용 사택을 

차별 으로 건축했다(鎌田正二, 1970 �北鮮の日本人苦難記: 日窒 南工場の 後�, 時事

通信社, 9-10면, 75-76면).

36) 평양은 차지․차가인의 주거권운동이 활발히 개된 지역이었다. 특히 1934년에는 개별 

운동의 고립․분산성을 극복하려는 략으로서 차지인조합연합회가 결성되었다(｢平壤 

五個 借地組 聯合 를 組織｣ �조선일보�, 1934.05.18). 차지인조합연합회는 세포조합과 

더불어 경찰의 해산 명령이 내려지는 1936년까지 극 으로 활동했다(｢借地人組合聯合

 解散을 懲慂｣ �매일신보�, 193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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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1934-38년 평양의 인구와 주택 추이 

연도 총 호수 증가 호수 신축 호수 부족 호수

1934 34,085

1935 36,788 2,703 1,312 -1,391

1936 38,611 1,823 1,388 -435

1937 38,817 206 463 +257

1938 41,568 2,751 370 -2,381

합계 7,483 3,533 -3,950

* 출처: 1939 ｢平壤府府營住 新營費起債ノ件認可申請｣ �平壤府一般經濟關係綴�, CJA0003445, 
770면.

* 비고: 행정구역 확장 분을 제외한 수치이다.

<표 5>를 보면 1934-38년 평양 인구는 7,483호가 늘어났다. 반면에 신축 주택

은 3,533호에 불과했다. 그 결과 1937년을 제외하고 매년 주거공간 부족이 발생

했다. 기존의 모자란 호수를 제쳐두더라도 3,950호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경향은 시간이 흐르면서 정도를 더해 갔고 임 료는 등했다(<표 2>). 평양에 

부임하는 공리와 회사원은 당한 주택을 구하지 못하여 발만 동동 구르는 실

정이었고 빈민이 모여 사는 동부 평양에서는 4호가 1집에 동거했다.37)37) 

다른 하나는 특별한 요소로서 군 와의 련성이었다. 일 쟁이 장기 으로 

흐르면서 일본은 사단 증설을 실시했다. 일본군도 외는 아니었다. 요체는 3단

제 채택과 사단 1개의 신설이었다. 제19-20사단에 이어서 보병 제41연 , 제74

연 , 제77연 로 구성된 제30사단 설치가 결정되었다. 사령부 치는 평양으로 

정해졌다.38)38)일본군은 곧바로 병  건설에 착수했고 행정당국에 동군 추을미

면과 율리면에 걸친 120만 평 정도의 매입․기부를 요청했다.39)39)

일본군의 뜻밖의 요구는 시가지계획과 주택정책에 새로운 변화를 래했다. 

사단 설치를 성장의 핵심 계기로 삼은 평양부는 병 의 조속한 실 을 한 

규모의 주택지조성계획을 수립했다. 근거는 두 가지 다. 첫째, 사단 설치비(140

37) 1939 ｢平壤府府營住 新營費起債ノ件認可申請｣ �平壤府一般經濟關係綴�, CJA0003445, 

743면; ｢新春 平壤府內의 住宅難 去益 深刻｣ �동아일보�, 1939.02.12.

38) 조건, 2019 ｢ 일 쟁 이후 조선군의 상주사단 증설과 그 의미｣ �(제3차년도 학술회의 

자료집) 일본군의 한반도 주둔 체제와 역할 변화�, 34-48면.

39) 1940 ｢平壤府 街地造成準備費起債ノ件｣ �平壤府一般經濟關係綴�, CJA0003445, 997-9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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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를 기부 과 일반 세입으로 마련하는 길은 실 으로 불가능하다. 개발

된 토지의 매각 차입 을 군용지 매수비로 활용하는 방법이 최선이다.40)40)둘째, 

많은 수의 인구 유입과 시가지 형성이 상된다. 일본의 사단 신설과 인구 계

를 보면 병사 1명당 민간인 1명이 증가했다. 용산에서는 사령부 설치 시에 장

교․하사  가족 유입으로 시가지가 팽창했다.41)41)주택지를 미리 확보하면 주택

난 완화에 도움이 된다. 

 

<그림 1> 주택지경 지구와 군용지의 치

* 출처: 1941 ｢平壤府第一 街地造成準備費起債要 中變更ノ件｣ �平壤府一般經濟關係綴�, 
CJA0003557, 203면.

세부 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① 주택지가 조성될 장소는 평양부(신리 문

수리 율리), 동군 추을미면(사동리 빈리), 율리면(송신리 장지리 장천리 신동

창리 장천리)이었다(<그림 1>). ② 규모는 249만평이었다. 군용지가 109만평, 주

택지가 139만평이었다. ③ 사업 기간은 18년이었다. 부내(府內)의 토지 매수와 

정지공사가 진행되는 제1기가 3년(1939-41년도)이었고 분양과 부외(府外)의 정

지공사가 순차 으로 시행되는 제2기가 15년(1942-56년도)이었다. 

④ 사업비는 22,186,517원이었다. 이 가운데 1,125,000원이 군용지 매수비용이

40) 의 문서, 998면.

41) ｢ った龍山 街(三), 約五千人の 士が常主する｣ �京城日報�, 1916.02.18; ｢住 問題: 

都 と住 (一), 師團設置に伴ふ人口增加｣ �京城日報�, 19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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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시기별로는 제1기 7,063,240원, 제2기 15,123,277원이었다. 세입은 매각 

(15,020,600원)과 기채(7,010,000원) 다. 세출은 부채(府債)비가 10,654,312원

으로서 수 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매수비(4,946,100원), 정지공사비(4,186,041원), 

수도부설비(2,372,091원) 등이었다. ⑤ 사업비 회수는 1942년도 이후 매년 7-8만 

평(호당 100평)의 분양을 통해서 이루어질 정되었다. 군용지 매수비가 포함된 

주택지 평당 가격은 부내 16원 93 , 동군 9원 72 이었다.42)42)

평양부가 수립한 계획은 일단 겉으로 드러난 숫자상으로는 ‘합리 ’이었다. 그

러나 본질 으로는 무모하고 모험 인 성격이 짙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러했

다. 첫째, 규모가 과 했다. 일반 으로 도시에 요구되는 신규 주택지 면 은 부

족한 주택의 수에 비례하기 마련이다. 당시 주거공간이 제일 모자란 곳은 경성

이었다. 1939년 경성의 필요 주택은 체의 약 25%를 차지했고 양 으로 평양

의 2.24배 다(<표 1>). 그런데 ‘사업’의 시행 규모는 정반 다. 군용지를 제외

한 기 으로 평양이 경성의 2.8배 다(<표 4>). 사단 설치로 인한 인구 유입을 

감안해도 평양부가 설정한 139만평은 사회 실과 동떨어진 수치 다.

둘째, 재정력에 한 고민이 무했다. 일본군이 시설 기부를 행정당국에 요청

하는 일은 종종 있었다. 보건 장이라는 이름으로 경성부에 의해서 지어진 방공

진지가 표 이었다. 이때 경성부는 본인이 건설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알면

서도 재정이 부족하다는 을 부각시켜서 보조 을 최 한 이끌어 냈다.43)43)그러

나 1939년 산 기 으로 경성부의 1/4에 불과한 재정력44)을44)지닌 평양부는 

산의 2.1배(제1기)에 해당하는 사업을 기획하면서도 보조 과 손실보상  획득

에 기 하여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략에 무 심했다. 장 빛 미래에 도취된 평

양부는 제1기 매년 평균 이자지불액이 조세 수입(1939년도)의 34.89%를 차지45)
45)

42) 1940 ｢平壤府一團ノ住 地經營實施計劃認可申請ニ關スル件｣ �平壤 街地計劃一團住

地經營事業實施計劃認可의件�, CJA0016091, 23-163면.

43) 이명학, 2012 ｢총동원체제기(1940-1945년) 경성부의 세출 운 과 특징｣ �한국사연구�

159, 218-220면.

44) 1939년 경성부 일반경제 산은 14,312,969원, 평양부는 3,358,979원이었다(朝鮮總督府, 

1938년도 , �朝鮮總督府統計年報�, 朝鮮總督府).

45) 제1기 이자지불액은 606,667원, 1939년도 평양부 세액은 579,595원이었다( 의 책; 1941 

｢平壤 街地計劃一團ノ住 地經營事業實施計劃認可ノ件｣ �平壤 街地計劃一團住 地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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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채의 ‘함정’을 도외시한 채, 일본군 요구를 거리낌 없이 받아들 다. 

셋째, 불확실한 미래가 담보로 설정되었다. 비용의 안정  회수를 해서는 분

양이 의도한 로 흘러가야만 했다. 그러나 매년 7-800호에 해당하는 주택지를 

매각한다는 계획은 막연한 기 감의 산물에 가까웠다. 호당 100평으로 구획된, 

일종의 문화주택 신축에 합한 부지가 정상 으로 매될 가능성은 낮았다. 자

가를 보유할 여력이 없는 하층과 주기 으로 거처를 옮기는 공리와 회사원

이 주택난을 경험하고 있는 주된 상일 뿐만 아니라 신규 수요의 발 요인으

로 지목된 보병 제41연 와 제74연 의 평양 이 46)도46)미확정 상태 기 때문이

다. 부회에서 상환 재원의 확보에 우려가 표출47)되고47)상부기 이 계획서에 담긴 

투기성을 지 48)한48)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분양 사태는 단순한 ‘공포’가 아

니라 논리 이고 상 으로 충분히 상되는 시나리오 던 것이다.

따라서 재정 탄의 험성이 에 보이는 계획서를 한 조선총독부는 딜

마에 빠졌다. 총동원체제에서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일본군 요구를 거 할 

수 없는 노릇이었고 반 로 조성할 주택지 규모를 축소하면 매각 가격이 상승하

여 오히려 미분양을 부채질할 뿐이었다. 보조  지 도 ‘사업’ 규모와 조선총독

부의 재정 여력을 감안하면 실성이 떨어지는 안이었다.49)49)결국 시  당

성과 하 기 의 재정 안정성 사이에서 결정권자가 집어든 카드는 자 다. 조

선총독부는 일본군이 요청한 사안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기채를 인가했다. 최

한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입하여 용지비용을 감하고 시설공사에 차질이 생

營事業實施計劃認可의件�, CJA0016091, 19면). 

46) 제30사단 하 부  상주는 헛된 희망으로 끝이 났다. 기존 연구(조건, 앞의 )에 의하

면 보병 제41연 는 계속해서 동남아시아 쟁터를 돌아다녔고 제74연 는 함흥에 그

로 정주했다.  

47) 異 田景樹, 1941 ｢新府尹に期待す｣ �平壤彙報� 112, 44면.

48) 1940 ｢平壤府 街地造成準備費起債ノ件副申｣ �平壤府一般經濟關係綴�, CJA0003445, 1024 

․1045면; 1940 ｢平壤府 街地造成準備費起債ノ件｣ �平壤府一般經濟關係綴�, CJA0003445, 

1000면, 1020-1021면.

49) 1937년 조선총독부는 세출의 2.3%(9.5백만 원)에서 1939년 6.1%(41.3백만 원)으로 증

한 임시군사비특별회계 할당액을 채우기도 벅찬 형편이었다(鈴木武雄, 1965 �財政史�, 

東洋經濟新報社, 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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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않게 일본군과 긴 히 의하라는 단서를 붙여서 말이다.50)50) 

승인이 떨어지자 행정 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1940년 4월 일단의 주

택지경 지구가 결정되었고 7월에는 평양부가 집행기 으로 선정되었다. 1941년 

2월에는 실시 계획이 공식 으로 인가되었다.51)51)마침내 주택난 완화와 군용지 

기부를 목 으로 한 항해의 돛이 펼쳐졌다.

2) 지주 반발과 토지의 강제 수용

(1) ‘시세론’과 ‘투기론’의 격돌

시가지계획사업의 기 단계에서 시행자는 토지 매수라는 난 에 부딪혔다. 

시가지계획사업이 실시되는 기간에 토지 가격이 등한 탓이었다. <표 6>을 보

면 1941년 7월 도심에 치한 상업지는 평양의 329원 28 을 필두로 110%(부

산)부터 191%(인천)까지 상승률을 보 다. 주택지는 평양의 89원 52 이 최고

가 고 상승률은 최  120%(부산), 최고 207%(경성) 다. 공장부지는 부산의 

26원 90 을 시하여 112%( 구)부터 482%(경성)까지 상승이 개되었다. 

<표 6> 1941년 7월 주요 도시의 토지 가격(평당)과 상승률

도시
상업지 주택지 공장부지

가격 상승률 가격 상승률 가격 상승률

경성 297원 52 187% 64원 42 207% 20원 33 482%

인천 246원 45 191% 50원 202% 24원 37 273%

청진 236원 165% 52원 14 158% 31원 215%

부산 193원 66 110% 41원 96 120% 26원 90 169%

평양 329원 28 173% 89원 52 197% 23원 24 361%

구 112원 140% 27원 168% 8원 30 112%

* 출처: ｢全鮮 街地 昻騰率｣ �매일신보�, 1941.07.08.
* 비고: 기  연도는 1936년이다.

50) 1940 ｢平壤府 街地造成準備費起債ノ件｣ �平壤府一般經濟關係綴�, CJA0003445, 1005-1008면.

51) ｢平壤 街地計劃一團ノ住 地經營事業ヲ執行スベキ行政廳指定｣(조선총독부 고시 제717

호, 1940.07.09); ｢平壤 街地計劃一團ノ住 地經營事業ノ實施計劃認可｣(조선총독부 고

시 제147호, 19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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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시행자의 토지 매수는 난항을 겪었다. 고정된 산으로 사업 성공이 

실한 행정당국은 토지를 최 한 렴하게 매수하고자 시도했다. 반 로 지주

는 투자 비 최고 수익을 쟁취하려는 욕망에 충실했다. 그들은 가격의 버블

인 측면에는 을 감으면서 증 된 토지의 교환(미래)가치를 강조하고 실의 

거래 가격을 상의 출발 으로 삼았다.

이 상은 평양에서 그 로 나타났다. “토지 소유자는 국  견지에서 당국

이 지정하는 조건으로 매수에 응하여 주기”52)를52)바란다는 도지사의 의견에도 불

구하고 토지 소유자는 ‘ 국  견지’보다는 앞의 이익을 선택했다. 그들은 평

양부가 제시한 가격이 실을  반 하지 못한 날강도와 같은 짓이라고 비난

했다. 무리하게 날조한 부당 가격으로 “재산을 약탈”하려는 행 인 동시에 “부민

의 명 와 생명과 재산의 안정을 기 ”할 수 없는 “친화의 괴이고 민이간

(官民離間)의 우매한 정책이며, 시국에 역행하는 암흑정치”53)라는53)것이었다.

<표 7> 지주가 내세운 부당성의 사례

지번 지목 사정 가격 소유자

평양부

율리 산65 임야 60 淸水平吉

외신리

5 밭 8원 80
평양조회사

6 논 9원 45

7 논 14원 20 일본인

문수리 산80 임야 30 ( 독 불가)

동군 율리면 송신리 409 밭 8,474원 武藤謙助

* 출처: 1940 ｢平壤府一團ノ住 地經營實施計劃認可申請ニ關スル件｣ �平壤 街地計劃一團住
地經營事業實施計劃認可의件�, CJA0016091, 92-162면; 1940 ｢軍用地竝 街地計劃豫定地

買收反 陳情運動ニ關スル件｣ �平壤府關係綴�, CJA0003556, 521-524면. 
* 비고: 사정 가격의 기 은 평당이고 송신리 409번지만 총액이다. 

구체 으로 지주는 다섯 가지 사례(<표 7>)를 통해서 사정 가격의 부당성을 

피력했다. 첫 번째는 제3 학교 인근의 율리 산65번지 임야이다. 지주는 1939년 

52) ｢東平壤 一帶의 數百萬坪 府當局에서 買收 決定｣ �동아일보�, 1939.12.24.

53) 1940 ｢軍用地竝 街地計劃豫定地買收反 陳情運動ニ關スル件｣ �平壤府關係綴�, CJA0003556, 

519-5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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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 5원 60 으로 매수된 제3 학교 부지를 비교 상으로 삼아 그곳에 속하

고 지형도 동일한 토지를 60 으로 평가한 일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는 외신리 5-6번지에 걸친 약 5,000평의 밭과 논이다. 그들은 이미 평양세무감독

국이 평당 15원으로 평가한 토지를 8원 80 과 9원 45 으로 할인한 행 는 부

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외신리 7번지 논이다. 지주는 평당 14원 20 으로 책정된 이곳은 

교통이 편리하고 조 한 상 가 사이에 개재한 토지로서 실제 매매 가격이 36원

임을 강조했다. 네 번째는 문수리 산80번지 임야이다. 그들은 1939년 부 주택 

부지로서 평당 3원 80 에 매수된 문수리 산56․74번지보다 주거환경이 우수하

다고 인근 주민에게 인정을 받는 토지를 30 으로 평가한 일은 부당하다고 비

했다. 다섯 번째는 동군 율리면 송신리 409번지 밭이다. 지주는 지상물건을 포

함하여 정 가격이 2만 원인 곳을 8,474원으로 사정한 일은 불합리하다고 주장

했다.54)54)

지주의 불만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총동원체제에 한 문제제기로 확

되자, 행정당국은 조용한 물 상을 신하여 극 인 응에 나섰다. 평양부

는 막 한 손해를 입었다는 토지 소유자의 주장에 해서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55)55) 무하고 그들이 내세우는 시세도 사실상 ‘투기’의 결과에 불과

하다고 폄하했다. 그러면서 반  모임의 논리를 세 측면에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사정 가격은 문가가 내린 합리 인 평가라는 이었다. 평양부는 임의

로 가격을 낮게 설정했다는 세간의 의혹을 일축하고 정해진 차56)에56)의거하

여 최 한 공정하게 사정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일차 으로 부동산의 가치 

측정에 특화된 상업은행, 한성은행, 식산은행, 동양척식, 신탁회사의 감정가를 취

54) 의 문서, 521-524면.

55) 의 문서, 530면.

56) 1939년 평양부는 토지 소유자의 불만을 잠재우고 표면 으로 공정성을 확립하기 한 조

치로서 공공  사업에 동반한 토지와 건물의 매수 가격에 한 사항, 지장물건의 이 에 

한 사항을 결정하는 부동산평가 원회를 신설했다.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는 원은 부

윤, 부의 직원, 문가 고 토지 소유자에게 마련된 자리는 없었다(1939 ｢平壤府不動産評

價委員 規程｣ �平壤彙報� 7월호, 64면). 가치 평가가 일방 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했

던 것이다. 



총동원체제기(1938~1945) 주택정책의 변화와 주택지경영사업의 전개·359

합한 후에 이차 으로 계 당국의 회의를 개최하여 정 가격을 산출했다고 말

이다.57)57)      

둘째, 지주가 언 한 사례에는 부당하다고 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었

다. 평양부는 지형, 주변 상황, 소유자의 승낙 여부에 기 하여 사정 가격의 정

당성을 다음과 같이 증명했다. ① 율리 산65번지: 제3 학교 부지와 속하는 

부분 가운데 60 으로 결정된 토지는 없다. 지주의 소유지 에서 60 으로 평

가된 토지는 제3 학교에서 1㎞나 떨어진 산림지로서 5원 60 으로 매수된 곳과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② 외신리 5-6번지: 평양조회사에게 제시한 가격

은 2년  매입가(4원 53 )의 2배 이상이다. 회사는 이미 매매에 동의했다. ③ 

외신리 7번지: 일부는 노면에 인 하지만, 다른 부분은 8-4번지로 분리되어 있

다. 이 을 감안한 가격은 지주가 지불한 액(6원 8 )의 2배가 넘는다. ④ 문

수리 산80번지: 차도로에 근 한 산56번지는 교통이 편리한 곳이다. 반면에 

산80번지는 송신리로 통하는 작은 길에 붙어 있고 표고가 높아 주택지로 부 당

하다. ⑤ 송신리 409번지: 8,474원을 평당으로 나 면 2원 34 이다. 소유자가 

지불한 41 의 약 3배에 해당한다.58)58) 

셋째, 반 자 의견은 단지 투기  매매의 결과물을 수확하려는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었다. 평양부는 반  모임의 표로 활동하는 세 사람이 보유한 

지번의 매수 가격, 매수 날짜, 평가액을 조하여 지주가 손해는커녕 오히려 

구나 수 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익을 거두었다고 비 했다. 를 들어 金子重

寬이 2원 50 에 매수한 율리 40-41번지는 각각 2원 25 과 2원 70 으로, 양리

탁(梁利鐸)과 부인이 3-4원으로 매수한 토지는 5원 40 과 8원 10 으로, 淸水

平吉이 6 으로 구입한 율리 130번지는 개발 정도를 반 하여 5원 20 으로 사

정했다는 내용이 공개되었다.59)59)즉 주민의 사  소유권을 보호하는 변자가 아

니라 시세 차익을 노리고 동부 일 의 발 에 어깃장을 놓는 ‘투기꾼’으로 반  

모임의 성격을 깎아내렸던 것이다.

57) 1939 ｢平壤府 街地造成準備費起債ノ件認可申請｣ �平壤府一般經濟關係綴�, CJA0003445, 

917-932면; ｢ 計區土地問題와 西城里 改路 要望｣ �동아일보�, 1940.03.29. 

58) 1940 ｢軍用地竝 街地計劃豫定地買收反 陳情運動ニ關スル件｣ �平壤府關係綴�, CJA0003556, 

517-518면, 526-530면.

59) 의 문서, 531-5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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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 운동과 ｢土地收用令｣ 용

토지 가치를 둘러싼 지주와 평양부의 인식 차이는 생각보다 컸다. 간극을 좁

히기 해서는 충분한 화와 상이 필요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사회  타

보다는 신속한 사업 진행을 우선시했다. 제30사단 설치와 연동된 주택지 조성이 

무엇보다 요하고 만약 지주 의견을 수용하면 향후의 시가지계획사업에 악 향

을 미치는 선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었다. 행정당국이 선택한 방법은 공포 분

기 조성과 물리력을 동원한 강요 다. 1940년 1월 9일 계 지주, 내무․경찰부

장, 부윤, 경찰서장이 참석한 의회에서 지주의 반 가 계속되자, 행정당국은 

경찰이 배치된 공회당에 지주를 모아 놓고 조인하지 않으면 귀가시키지 않겠다

는 엄포를 놓으면서 승낙서 날인을 종용했다.60)60) 

불법 인 감 은 즉시 가시 인 성과로 이어졌다. 사정 가격에 동의하거나 생

명에 을 느낀 부분( 체의 91.16%)의 지주가 매매에 동의했다. 세부 으

로 1940년 5월 군용지로 설정된 1,586,637평(지주 458명)은 행선지가 불명한 1명

을 제외하고 부 조인(승낙)이 완료되었고61)
61)주택지경 지구 총면 의 79.21%

에 해당하는 275명의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다.62)62)그러나 문제는 이 방식이 뜻하

지 않은 결과를 래했다는 사실이다. 폭력은 불만을 증폭시키는 매제로 작용

했다. 감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장을 고수한 나머지 70명은 당사자 사이의 갈

등을 사회문제로 화시키는 행동에 나섰다.

주된 수단은 권력을 지닌 외부 세력에 한 진정이었다. 첫걸음은 내각과 의

회를 상 로 한 ‘동상(東上)’운동이었다. 1940년 3월 반  모임은 표자 3명을 

일본에 견했다. 3월 18일 도쿄(東京)에 도착한 이들은 19일 해군성 정무차

을 면담했다. 20일에는 정무차  소개로 척무차 을 만나 진정서를 제출하고 

60) ｢東部 土地 買上, 査定 로 快諾 捺印｣ �조선일보�, 1940.01.12; ｢東平壤 一帶 計土地 

買收工作｣ �동아일보�, 1940.01.20; ｢ 計區 土地問題와 西城里 改路 要望｣ �동아일보�, 

1940.03.29.

61) 일본군은 평양부에서 기부를 받기로 한 109만6,131평 이외에 별도로 토지 매수에 착수했

다. 여기서 제시된 1,586,637평은 양자를 합한 면 이다. 

62) 1940 ｢軍用地竝 街地造成計劃用地買收問題ニ關スル件｣ �平壤府關係綴�, CJA0003556, 

5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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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의원 10명과 귀족원에도 진정서를 배포했다. 이 과정에서 진정단은 척무차

으로부터 “일본에서는 도 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조선에서 발생”했다는 답변

을 얻었고 실정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 를 품었다.63)63)  

진정은 표자들이 일본에 있는 동안 평양에서도 일어났다. 반  모임은 부회

가 개최되는 시기에 “인권과 소유권의 유린, 헌의 횡포에 한64)진정서”64)라는 

문건을 의원에게 달하고 토지매수문제의 공론화를 요청했다. 진정단이 돌아온 

이후에는 �平壤每日新聞�에 평양부 논리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계속해

서 국  차원의 공론화 작업으로서 �동아일보�, �조선일보�, �大阪每日新聞�

등의 주요 신문에 동일한 성명서의 게재를 추진했다. 

나아가 반  모임은 정식으로 국방기성회(國防期成 )라는 단체를 조직하고 

‘사업’의 무산 작업에 착수했다. 그들은 ‘사업’이 제30사단 부지 조성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비 리에 토지 매수에 필요한 60여만 원을 십시일반으로 모아 일본군

에 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양부의 용지 매수를 단시키자고 결의했다.65)65)

이처럼 토지 매수를 반 하는 지주 활동은  더 강도를 더해 갔다. 그러나 

평양부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평양부는 언론을 통해서 수익과 괴리된 가격

은 투기에 불과하고 경인지구에서는 시가의 5분의 1로 토지가 매수된 상황을 강

조했다.66)66)특히 부회에서 부윤은 성의의 결여가 진정의 발생 원인이므로 용지 

매수 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소유자가 희망하는 가격을 고려해야 

한다, 강제  날인의 요구는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의원의 비 에 해서 

행정당국 처사를 옹호했다. 그는 사정 가격은 은행단 평가에 기 한 정 가격

이고 공회당의 경찰 배치는 치안 유지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강변했다. 끝

으로 지주가 마지막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土地收用令｣을 신청하겠다고 여러 차

63) 척무차  답변은 일종의 립서비스에 가까웠다. 경찰 보고에 의하면 진정단 활동은 도쿄

의 권력기  사이에 어떠한 반향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1940 ｢軍用地竝 街地計劃豫定

地買收反 陳情運動ニ關スル件｣ �昭和十五年度平壤府關係綴�, CJA0003556, 515면).   

64) 1940 ｢平壤府 議 付ノ件｣ �平壤府一般 計及特別 計豫算綴�, CJA0003533, 327면.

65) 1940 ｢軍用地竝 街地計劃豫定地買收反 陳情運動ニ關スル件｣ �平壤府關係綴�, CJA0003556, 

514-516면, 521-524면; 1940 ｢軍用地竝 街地造成計劃用地買收問題ニ關スル件｣ �平壤府

關係綴�, CJA0003556, 511-512면.

66) ｢平壤 街地計劃と住宅, 工業用地區(上)․(下)｣ �平壤每日新聞�, 1940.0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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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의견을 표명했다.67)67)

5월 순을 마감일68)로68)한 ｢토지수용령｣ 등장은 사태를 반 시켰다. 오히려 

궁지에 몰린 쪽은 국방기성회가 되었다. 수용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타 을 통

해 부수 인 이득을 쟁취할 것인가. 결국 5월 10일 간담회에서 부분의 토지 

소유자는 “조인하는 편이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주 손해를 최소한

으로 하고 이익을 옹호하는 안을 가지고 있다. 평양상공회의소 회두( 頭)인 나

에게 폭 인 신뢰를 부탁하고 일임해 주길 바란다”69)는69) 재자 설득에 동의하

고 회두 뜻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일본의 ｢土地收用法｣과 달리 시행자의 ‘일방  

평가주의’를 제어하고 강권  추진에 항이 가능한 소원제도와 행정소송 련 

조항이 부재한 실에서 재자 제안이 그나마 최선이었기 때문이다.70)70) 

 

<표 8> ｢토지수용령｣이 용된 토지

67) 1940 ｢平壤府 議 付ノ件｣ �平壤府一般 計及特別 計豫算綴�, CJA0003533, 319․

327면; ｢土地買收に論百出｣ �京城日報�, 1940.03.29; ｢ 計區 土地問題와 西城里 改路 

要望｣ �동아일보�, 1940.03.29; 1941 ｢平壤府第一 街地造成準備費起債要 中變更ノ件｣ 

�平壤府一般經濟關係綴�, CJA0003557, 191면.

68) ｢卄五萬坪 地價評價에 六十餘 地主 不服｣ �조선일보�, 1940.04.29.

69) 1940 ｢軍用地竝 街地造成計劃用地買收問題ニ關スル件｣ �平壤府關係綴�, CJA0003556, 

512-513면. 회두가 언 한 확실한 조건은 연고 불하 다. 지주에게 연고 불하는 상당히 

매력 인 제안이었다. 이  소유자의 우선권을 인정하겠다는 부윤의 공약(｢公共用地 買

收에는 緣故權 容認을 渴望｣ �동아일보�, 1940.03.31)이 지켜지면 ‘사업’ 이후 등한 토

지 가치를 통해서 더 큰 이익의 확보가 가능했던 탓이다. 실제로 연고 불하는 시가지의 

리와 처분에 하여 수의계약을 인정한 조례 제정으로 실 이 되었다(1940 ｢平壤府

街地管理及特別處分條例｣ �平壤彙報� 7월호, 33-34면). 

70) ｢토지수용령｣의 식민지성에 해서는 廣瀨貞三, 1999 ｢朝鮮における土地收用令: 1910-20

年代を中心に｣ �新潟國際情報大學情報文化學部紀要� 2; 고태우, 2019 �일제하 토건업계

와 식민지 개발�, 연세 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263-269면 참조.

지번 지목
사정 가격 소유자

용도
면 (평) 단가(원) 총액(원) 주소 씨명

평

양

부

문

수

리

123

밭

306 3.80 1,162.8

이향리 26
김덕수

(金德洙)
주택지

123-1 640 3.80 2,432

124 605 3.20 1,936

131 3,611 4.50 16,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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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1940 ｢平壤府一團ノ住 地經營實施計劃認可申請ニ關スル件｣ �平壤 街地計劃一團住
地經營事業實施計劃認可의件�, CJA0016091, 81-161면; ｢一團ノ住 地經營事業ノ爲收用
スベキ土地ノ細目｣(조선총독부 고시 제1287호, 1941.08.19).

* 비고: ① (확인 불가)는 ｢토지수용령｣이 용되었지만, 용지매수서에 나오지 않는 주소지
이다. ② ■ 표시는 독이 어려운 자이다. ③ 백 탁은 양리탁의 부인이다. 

물론 그 에는 마지막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지주도 있었다. 그들은 승낙

서에 날인을 거부함으로써 체제에 한 불만을 직 으로 표출했다. 그 결과 

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는 토지를 상으로 ｢토지수용령｣이 용되었다. <표 8>

을 보면 반 운동을 주도한 4인방 에서 우경학(禹敬學)과 양리탁(백 탁)을 

290-3 493 4.50 2,218.5 경제리 152
강명■(姜命■)

외 3명

산96-3
임야

1,320 4.10 5,414 선교리 99 우경학

산151-4 21 4.50 94.5 남산정 5 ■■助■郞

율

리

367-1

밭

515 5.40 2,781

앵정 53
백 탁

(白顯鐸)
371-1 726 5.40 3,920.4

376-3 524 8.10 4,244.4

96 묘지 90 3.60 324 동 원리 양달순(楊達淳)

추을

미면

빈

리

33-1
(확인 불가)

33-3

231 밭 3,444 0.9 3,099.6
계리 한원보(韓元輔)

군용지

율

리

면

장

지

리

58 밭 5,608 0.7 3,925.6

82 임야 762 0.9 685.8 장혜문(張惠文)

92 밭 5,885 0.8 4,708 계리 한원보

120-1
(확인 불가)

120-2

127

밭

2,260 0.7 1,582

계리 한원보

군용지

339 3,022 0.8 2,417.6

주택지

342 3,408 0.8 2,726.4

송

신

리

126 논 284 0.8 227.2

443 밭 2,035 1.10 2,238.5 선교리 99 우경학

산46 임야 1,830 0.7 2,331 경제리 24 박만근(朴萬根)

산60-1 (확인 불가)

산72 임야 1,950 0.3 585 원북리
■희열(■希烈) 

외 5명
주택지

합계 39,339 1.66 65,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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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두로 18명의 토지가 강제로 수용되었다. 치는 평양부가 11필지, 동군이 16

필지 고 용도는 부분이 주택지 다. 규모는 최소 90평(묘지)부터 최  5,885

평(밭)까지 다양했고 악이 어려운 곳을 제외한 총면 은 39,339평이었다. 사정 

가격을 기 으로 한 액은 평당 1원 66 , 총액 65,303원 8 이었다. 속도 으

로 개되는 ‘사업’의 수행과 다수의 이익이라는 명분 앞에 소수의 사  소유권

이 무시되었던 것이다.

3) 일손 부족과 근로보국  동원

1940년 사실상 부지 매수를 완료한 평양부는 ‘사업’과 연계된 도로 건설에 착

수했다. 1941년부터는 제1기 정지공사에 돌입했다.71)71)그런데 토지 매수는 출발을 

한 필요조건에 지나지 않았다. 평양부 앞에는  하나의 난 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개발지의 보편 인 문제로 부상한 노동력 부족이었다. 

특히 잉여 노동력이 부족한 평안남도의 일손 부족은 두드러졌다. 긴  공사에 

우선순 를 두고 추진되는 도외 알선 노동자의 할당은 요청에 비해서 언제나 불

충분했다.72)72)1939년 평안남도에서는 14,022명이 필요했지만, 9월까지 이입된 인

원은 5,409명이었다.73)73)더 큰 문제는 노동자를 확보해도 그들의 이동까지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1940년 평안남도에 유입된 노동자의 이산 황을 보면 

6,862명 가운데 10일 내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귀향한 인원이 1,582명, 20일 

내 1,254명이었다. 10월까지 남아 있는 사람은 2,659명이었다. 1941년에는 알선 

노동자의 이산과 도 귀향을 합한 비율이 58.6%에 이를 정도 다.74)74)

도외 알선 노동자의 부족과 잦은 이동에 더해서 농번기와 공사의 성수기가 겹

71) ｢平壤 街地計劃 八月부터 工事 着手｣ �매일신보�, 1940.07.29; 佐藤德重, 1941 ｢百五十

餘萬圓の飛躍的膨脹, 時局卽應ニ重點ヲ置ク｣ �平壤彙報� 109, 4-5면.

72) 1938 ｢西鮮通信｣ �朝鮮行政� 2-8, 91면; 京城日報社 編, 1940 �朝鮮年鑑�, 京城日報社, 

586면.

73) ｢五千五百名 移入햇서도 勞働力 不足은 依然｣ �동아일보�, 1939.10.01; 京城日報社 編, 

1939 �朝鮮年鑑�, 京城日報社, 614면.

74) 1937 ｢斡旋勞動 の就勞狀況｣ �京城土木建築業協 報� 2-11, 38면; 岩永生, 1942 ｢朝鮮

土建勞務界の昨今｣ �朝鮮勞務� 2-2, 68면; 朝鮮總督府 勞務課 調査係, 앞의 ,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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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도내 모집도 여의치 않은75)
75)평양의 각종 작업장은 늘 인력난(人力難)에 시달

렸다. 1938년에는 800명의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종연방 회사의 공장 신축과 

보통강개수공사를 비롯한 소 토건공사에 지장이 발생했다. 1939년에는 기차에 

화물을 실고 내리는 노동자가 정원의 50%에 불과하여 화물 운반이 심각한 수

으로 체되었다. 1940년 이후에는 토건업체의 노동자 쟁탈 이 무분별하게 

개되었고 기야 암거래 방지책이 강구되기에 이르 다.76)76)따라서 총체 인 인

력난의 한복 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평양부에게는 안이 필요했다.

이때 등장한 방법이 경인 지역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을 시한 부분의 토건공

사장에서 ‘애용’77)하고77)있을 뿐만 아니라 평원선 개통에서 증명되었듯이78)
78)부족

한 미숙련 인부를 신하여 실제로 다 한 성과를 내고 있는 학생과 주민의 강

제 동원이었다. 평양부는 근로보국 의 조직에 극 으로 나섰다.79)79)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득을 주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효율성이었다. 근로보

국 는 일손이 부족하여 토건공사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는 여름철80)에80)일정 

기간 동원이 가능했다. 두 번째는 경제성이었다. 근로보국  활동은 ‘애국’ 인 

75) ｢平南 土木工事에 勞働  飢饉｣ �동아일보�, 1937.06.19. 

76) ｢平壤府內 土木界에만 八百人夫가 不足｣ �동아일보�, 1938.11.30; ｢平鐵當局 人夫 不足으

로 貨物運搬에 大支障｣ �동아일보�, 1939.08.08; ｢人夫賃に公定價｣ �平壤每日新聞�, 

1940.08.31; ｢勞働 の移動防止｣ �京城日報�, 1941.02.18.

77) 이병례, 2009 ｢일제말기(1937-1945) 인천지역 공업 황과 노동자 존재형태｣ �인천학연구� 10, 

203-206면. 

78) 평원선이 정일에 개통될 수 있었던 요인은, “각지로부터 사 가 와서 공사를 진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는 총독 언설과 같이 함경남도에서 근로보국 를 극 으로 철도

공사장에 출동시켰기 때문이다(宮孝一, 1941 ｢朝鮮勞働政策の課題｣ �朝鮮行政� 5-6, 9

면; ｢官民一致の結實｣ �京城日報�, 1941.04.09).  

79) 근로보국 는 노동력동원정책의 근간이었다. 1942년 함경북도의 토건 부문 노무조정계획

을 보면 사용 인원의 49.1%가 알선으로, 45.6%가 근로보국 로 충당될 정이었다(廣瀨

貞三, 1995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官斡旋土建勞動 ｣ �朝鮮學報� 155, 10면). 

80) 토건공사장에서 극도의 인력난이 발생하는 시기는 7-9월의 농번기 다. 농 에서의 노동

력 모집이 부진했기 때문이다(田尻正光, 1938 ｢勞動調整に關する所感｣ �京城土木建築業

協 報� 3-11, 14-15면). 를 들어 1936년 평안남도 토건공사에 필요한 1일 노동자는 최

소 6,000명이었다. 그러나 성수기인 7-9월에 고용된 인원은 2,509명이었다(｢勞動 ! 集れ

ツ日に一萬人から動員する｣ �京城日報�, 193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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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 일환으로서 무보수가 원칙이었고 설령 경비 명목으로 임 을 지 하더

라도 그 액수는 보잘것없었으므로 인건비 약이 가능했다.81)81)

   

 

<그림 2> 1940-41년 숭인상업학교(좌)와 제3 학교(우)의 작업 모습

* 출처: ｢ 亞學徒의 意氣壯, 平壤 八千男女 中等校生 總動員｣ �매일신보�, 1940.07.26; ｢
勤勞戰 突進, 東平壤聖汗作業에 道幹部도 出動 激勵｣ �매일신보�, 1941.07.28.

 

근로보국 가 공사장에 모습을 드러낸 시기는 1940년이었다. 평양부는 등학

교 남녀 학생을 율리 방면으로 동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7월 21일부터 실천

에 들어갔다. ‘애한(愛汗)근로’, ‘심신단련’이라는 깃발 아래에 정자 원이 모

인 학생근로보국 는 10일 동안 작업에 종사했다. 성 학교는 경마장 부근의 

매립공사에서, 숭인상업학교는 제3 학교의 근처의 도로개설공사(<그림 2>)에서 

구슬땀을 흘렸다.82)82)

1941년에는 두 번에 걸쳐서 노동력이 동원되었다. 제1차는 학생근로보국

다. 공사장에 배정된 학교는 제3 학교와 평양고등여학교 다. 제3 학교의 교

생 240명은 오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율리에 치한 동교의 운동장공사와 인

근 도로공사에 종사했다. <그림 2>와 같이 이들은 괭이와 삽으로 흙을 서 리

어카로 옮기는 노동을 소화했다. 평양고등여학교 275명은 오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택지경 지구에 치한 문수리 종합운동장 터 닦기에 출동했다. 여학

81) 1938 ｢西鮮通信｣ �朝鮮行政� 2-10, 121면. 1938년 7월부터 1939년 2월까지 평안남도 근로

보국 에게 지 된 액은 33,898원 86 이었고 이마 도 각종 명목으로 헌납․ 되었

다(｢出動 延人員 三百卅萬名, 平南勤勞報國 業績｣ �매일신보�, 1939.04.13).

82) ｢學生勤勞奉仕隊, 今年 夏休에도 出動｣ �매일신보�, 1940.06.14; ｢ 亞學徒의 意氣壯, 平

壤 八千男女 中等校生 總動員｣ �매일신보�, 194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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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은 삽을 가지고 정지작업에 매달렸고 5일 동안 20평의 공간을 창출했다.83)83)  

제2차는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시행된 국민개로강조운동이었다.84)84)10월 

1일 평양부는 103개 정․리의 유자격자 15만 명을 11개의 국민개로근로보국 로 

편성하고 6일부터 토목과가 선정한 곳에 내보냈다. 이 가운데 제5 가 사동선 

도로개수공사에, 제10 가 종합운동장공사에 참여했다. 이들은 행정당국에서 

견한 리자의 감시를 받으면서 문 노동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힘든 노동에 

종사했다.85)85)

근로보국 의 활약은 1942년에도 이어졌다. 특히 이 해에는 동원 범 가 확

되었다. 평안남도가 진남포부, 평원군, 안주군의 등학교 학생까지 평양 공사장

에 투입했기 때문이다.86)86)7월 21일부터 30일까지(일부는 8월 1-10일) 진행되는 

학생근로보국  규모는 남자 16교, 여자 9교를 합하여 연인원 10만 명으로 폭 

늘어났다. 이들은 주로 모교의 운동장 터 닦기, 도로 매립, 수지 굴착, 자갈 깔

기, 군수품 수리 등에 종사했다. 그 에서 진남포공립상업 수학교와 평양선교

공립상업 수학교가 ‘사업’에 배치되었다. 자 102명, 후자 86명, 도합 188명은 

10일에 걸쳐서 송신리-율리-문수정의 도로공사에 참여했다.87)87)    

이처럼 평양부는 근로보국 를 극 으로 활용하여 노동력 부족이라는 소용

돌이를 헤쳐 나갔다. 주택지경 지구로 동원된 학생과 주민은 기계 작동에 의한 

작업보다 주로 인력에 의존했던 당시 토건공사의 특성상 모자란 인부를 신하

여 기  이상의 성과를 냈다. 그들은 아무런 가 없이 도로를 부설하고 토지를 

매립하고 운동장을 만들었다. 개발의 이면에는 군가의 희생이 존재했던 것이다.

83) ｢ 勤勞戰 突進｣ �매일신보�, 1941.07.28.

84) 1941 ｢半島の皆勞運動實施要綱｣ �朝鮮土木建築業協 報� 6-10, 51-52면; 1941 ｢半島に

飜る皆勞の聖旗｣ �國民總力� 3-10, 20-24면.

85) ｢十五萬名, 땀의 大熱鬪｣ �매일신보�, 1941.10.05; ｢模範的인 皆勞, 川岸總長의 平壤視察

談｣ �매일신보�, 1941.11.01; ｢愛汗 成果 多大｣ �매일신보�, 1941.11.20.

86) 1942 ｢府尹郡守 議指示事 ｣ �府尹郡守 議報告書綴(平南, 京畿)�, CJA0003803, 33면.  

87) ｢學生隊의 流汗 奉仕, 十萬名(延人員)의 動員｣ �매일신보�, 194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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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단지의 빛바랜 완성과 황무지화

1) 자재 결핍과 공 지연

일정한 자력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반가운 희소식인 ‘사업’은 제1기 공사가 완

성될 때까지 우여곡 을 겪었다. 처음 계획에 의하면 주택지가 주민에게 공개되

는 시 은 1942년 다. 이 해 상반기에는 분양 공고가 나오고 계약이 진행되

어야 정상이었다. 그러나 주택 단 기공식이 개최되었다는 소식88)을88)제외하고 

주택지를 분양한다는 낭보는 그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다. 간선도로와 상하수

도를 배치하고 공원과 로터리를 설치하는 제1기 제2차 공사의 착수와 더불어 분

양이 조만간 개시된다는 보도89)가89)나온 이후에 새로운 동정은 끊기다시피 했다.

한동안 감감무소식이던 ‘사업’ 경과가 다시 세상에 해진 시 은 정일에서 

근 2년이 지난 1943년 말이었다. 12월 29일 “평양 시가지계획 일단의 주택지경

사업 실시 계획의 변경을 1943년 12월 20일자로 인가한다”90)는90)고시가 발표되

었다. 변경의 핵심은 시행 면 의 증가(367,500평 → 482,190평), 새로운 공사(입

체 교차로, 하수도, 노면 포장) 추가, 산 수정과 더불어 공 연한을 맞추기가 

불가능한 사업 기간의 재설정이었다.91)91)평양부는 1939-41년도로 계획된 제1기 

공사를 8개년(1946년도)으로 연장하고 제2기 공사를 10개년(1947-56년도)으로 

단축했다. 

공사가 지연된 원인은 두 가지 다. 하나는 토지 매매의 침제 국면을 제로 

한 매각 망의 불투명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동력과 자재의 부족이었다.92)92)이 

에서 공 이후에 제기될 성질로서 공사를 지연시킨 직  원인으로 볼 수 

88) ｢平壤 住 營團 一期事業 着手｣ �매일신보�, 1941.11.17.

89) ｢東平壤 二期工事 今年부터 三個年 繼續 着手｣ �매일신보�, 1942.03.22; ｢八十萬 人口 包

擁할 大平壤建設事業｣ �매일신보�, 1942.03.31.

90) ｢平壤 街地計劃一團ノ住 地經營事業實施計劃ノ變更認可｣(조선총독부 고시 제1503호, 

1943.12.29).

91) 1943 ｢平壤 街地計劃一團ノ住 地經營事業實施計劃變更竝實施設計認可申請ニ關スル件｣ 

�平壤 街地計劃一團住 地經營事業實施計劃認可의件�, CJA0016091, 189-190면.

92) 의 문서, 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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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자를 제외하고 정지공사와 생활기반시설의 구축에 결정 인 악 향을 미

친 요인은 조선총독부도 인정했듯이 “시국의 향”으로 인한 “자재의 입수난(入

手難)”이었다.93)93)노동력 부족은 알선-근로보국 와 같은 강제 동원으로 일정 정

도 보완할 수 있는 사안인 반면에 3  필수 품목(철재, 시멘트, 목재)은 물동계

획에 의거하여 제국 차원에서 할당․배 되는 특별한 형태로서 조선총독부라고 

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다면 실제로 자재의 결핍은 어느 정도 을까. 이와 직 으로 련된 사

료는 아니지만, 평양부가 겪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은 동일한 성격으로서 같은 

해에 시행된 아래의 구 사례로 다소나마 가늠할 수 있다. 

<표 9> 1942년 11월 구의 공업용지 조성과 주택지경 사업의 자재 황

품목
소요 

수량

입수 

수량

입수 

날짜

부족 

수량

확보율

(%)
비고

목재(㎥) 103 49 1942.04.10 54 47.57 조만간 입수 정

강재(톤) 10.1 0 10.1 0

시멘트(포 ) 22,089 1,500 1942.02.05 20,589 6.79 3,000포  조만간 입수 정

* 출처: 1942 ｢大邱府一團ノ工業用地造成竝一團ノ住 地經營事業竣工期限延期申請｣ �大邱
街地計劃一團工業用地造成에따른一團住 地經營事業竣工期限延長의件�, CJA0016097, 15면.

<표 9>를 보면, 1942년 11월 재 소요 수량 비 구부가 확보한 자재는 극

히 었다. 제일 요한 략물자인 강재는 확보된 양이 무했을 뿐만 아니라 

입수를 망한다는 자체가 무의미한 형국이었다. 보통강 강재의 배당률(실 /배

당)이 1940년 74.7%에서 1943년 2/4분기 26%로 폭 낮아졌을 정도로 조선에 

실제로 들어오는 양이 감한 결과 다.94)94)시멘트도 확보율이 겨우 6.79%에 불

과했고 조만간 들어올 수량을 합해도 그 비율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담보할 

수 없는 20.37% 다. 그나마 확보율이 47.57%인 목재는 재해복구용으로 간신히 

93) 1943 ｢平壤 街地計劃一團ノ住 地經營事業實施計劃變更ノ件｣ �平壤 街地計劃一團住

地經營事業實施計劃認可의件�, CJA0016091, 176면. 

94) 안자코 유카, 2006 �조선총독부의 ‘총동원체제’(1937-1945) 형성 정책�, 고려 학교 사학

과 박사논문, 162․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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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을 획득하여 사정이 나아졌다.

한편 시간은 평양부의 편이 아니었다. 시황은 주택지경 지구의 공사에 더욱 

불리하게 돌아갔다. 1944년 부족한 물자를 최 한 집 으로 사용하는 차원에

서 군사시설, 요 물자의 생산․수송과 무 한 토목공사를 원칙 으로 1년 동

안 지시키는 결정비상조치가 도입95)되었던95)것이다. 평양부가 요구한 시멘트 

80,201포 , 철재 9.5톤, 목재 592입방미터의 입수96)와96)이것을 바탕으로 한 공사

의 속행은 요원해졌다. 결국 평양부는 간선도로와 상하수도가 구비된 완벽한 주

거단지 조성을 포기하고 임박한 원리  상환에 쓰일 자  확보를 해서 분양 

비에 돌입했다. 

먼  매각 면 은 409,793평의 53.87%에 해당하는 220,773평이었다. 당  총면

의 70%를 주택지로 만들겠다는 계획보다 어든 수치 다. 공원, 도로와 하수

구, 시장 이외에 방화의 에서 녹지가 범 하게 설정되고 고압선이 지나는 

토지가 형성된 탓이었다. 택지는 266개 블록으로 나뉘어졌다. 블록당 면 은 

829.97평이었고 최 는 5,796평, 최소는 15평이었다. 총 필지는 1,329개 다.97)97) 

이어서 지형, 교통의 편리성, 시내와의 근성 등에 따라서 차등 으로 정해진 

평당 가격은 최  12원, 최고 87원이었다. 평균은 처음 상(16원 93 )에 비해

서 71.41%가 증가한 29원 02 이었다. 인 이션에 기 한 공사비용의 총체  

상승이라는 기본  요인에다, 추가 으로 재해 복구와 매도가 완료될 때까지 발

생하는 손실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미회수 투자액에 한 10% 이윤과 고비

용이 더해진 결과 다.98)98) 

마지막으로 분양규정에는 실수요자를 배려하고 투기  매매를 방지하는 조항

이 설정되었다. 계약 시에 의 30% 이상을 납부하고 나머지 액을 균등․

95) ｢原則として一年間停止｣ �京城日報�, 1944.04.01; ｢土木營繕工事停止｣ �京城日報�, 1944. 

04.03. 

96) 1943 ｢平壤 街地計劃一團ノ住 地經營事業實施計劃變更竝實施設計認可申請ニ關スル件｣ 

�平壤 街地計劃一團住 地經營事業實施計劃認可의件�, CJA0016091, 399면.

97) 1944 ｢平壤 街地計劃一團ノ住 經營地區內一部造成地賣却價格承認方ノ件進達｣ �平壤

街地計劃一團住 地經營事業實施計劃認可의件�, CJA0016091, 504-540면.

98) 의 문서, 441-4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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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한다는 제3조, 매수인은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해야 한다는 

제6조, 분양지를 지정 기간 동안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어겼을 

때에는 계약이 자동 해제되고 분양가의 30%에 상당하는 약 을 물어야 한다

는 제8․9조가 바로 그것이다.99)99) 

2) 규모 미분양과 방치된 주택지  

분양 실 은 ‘사업’의 성패를 뛰어넘어 평양부 재정의 탄 여부와 직결된 문

제  사안이었다. 과연 평양부의 ‘도박’은 성공했는가, 아니면 실패했는가. 성공

했다면 주택난 완화에 얼마큼 기여했는가. 재까지 분양률을 말해 주는 통계 

자료가 없으므로 ‘사업’에 한 명확한 단은 유보하는 편이 낫다. 그러나 아래

와 같은 세 가지 상은 기껏 조성한 주택지가 사용가치를 획득하지 못하고 나

지로 방치되었을 개연성이 높았음을 보여 다.

첫 번째는 1944년이 되면 사실상 주택 건축이 어려워졌다는 이다. 건축 자

재는 본래  특징상 요한 군사물자 다. 철재, 시멘트, 목재는 최고의 략물

자 다. 제일 먼  소비 통제에 들어간 철재를 시하여 1943년에는 공공단체와 

민수용으로 할당되는 시멘트가 년에 비해서 50%로 어들었고 민간 방면의 

소비가 철 하게 억제되었다. 목재도 군사용과 력증강용의 수요에 충당하기 

해서 개인을 배제한  배 이 시작되었다.100)100)종합 으로 물자동원계획에 

포함된 건축 자재의 할당은 소요량의 45% 고 이마 도 감소하는 동시에 특정 

방면에 집 되는 실정이었다.101)101) 

자재 입수의 어려움은 주택 단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았다. 편 된 배

 99) 1942 ｢平壤 街地計劃一團ノ住 地區竝ニ工業用地造成地區分讓規程設定ノ件承認申請｣ 

�平壤 街地計劃一團工業用地造成事業實施計劃認可의件�, CJA0016092, 721-722면.

100) ｢鐵鋼工作物築造ニ關スル件｣(조선총독부령 제160호, 1937.10.25); ｢木材는 戰力增强에 

個人配給 不許｣ �매일신보�, 1943.07.27; ｢木材も兵器｣ �京城日報�, 1943.09.01; ｢洋灰消

費規正 强化, 一般 要는 實績의 五割 引下｣ �매일신보�, 1943.09.12; ｢建築資材も戰力

へ廻せ｣ �京城日報�, 1943.09.28.

101) 1943 ｢三月二十七․八․九日道社 課長事務打合 ニ於ケル指示, 打合竝ニ希望事 ｣ �朝

鮮社 事業� 21-4,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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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래에서 유일하게 건축이 가능한 업자인 주택 단은 3  품목의 부족으로 

계획 물량을 언제나 다음 연도로 이월했다. 심지어 선과 유리를 확보하지 못

하여 어렵게 완성한 주택을 그냥 비워 두기도 했다.102)102)때문에 주택 단에 건축

을 의뢰하는 건수는 1943년도를 기 으로 감하고 계약 취소도 지 않았다. 

1945년 10월까지 계약을 체결한 16,691호 가운데 1943-44년도 분량은 계약 6,720

호, 기 309호 다. 완성된 주택 7,216호( 체 계약의 43.23%)에서 1944-45년도

가 차지하는 분량은 극소수(86호) 다.103)103) 

특히 평양의 본격 인 주택지 분양과 련해서 주택 단의 기여는 무했다. 

“서민주택의 건설에서 력 증강에 필요한 공업 노동자용 주택 건설로 환”

한다는 방침104)을104)채택한 주택 단은 미 공인 201호를 제외하고 평양에서 신규 

계약의 체결을 지했다. 주택지 매수도 마찬가지 다.105)105)나아가 기간을 확

하여 ‘사업’이 시작된 1941년부터 1945년 10월 12일까지 기여도를 보아도 주택

단의 매수 면 은 36,993평이었다. 체 220,773평의 16.76%에 지나지 않은 

수치 다.106)106)   

두 번째는 규모 미분양 사태가 두 종류의 도면에 뚜렷이 나타난다는 이

다. 1943년 주택지경 지구 도면(<그림 3>)을 보면 계약 여부가 색깔의 명암으

로 필지마다 표시되어 있다. 

102) 1945 ｢朝鮮住 營團事務引繼ニ關スル件｣ �在朝鮮 業現狀槪要調書 1(營團)�, CTA0001332, 

13면. 를 들어 경성, 평양, 청진에 산재한 1천호는 선의 입수 곤란으로 오랫동안 입

주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營團の一千戶｣ �京城日報�, 1943.02.26).

103) 1945 ｢朝鮮住 營團事務引繼ニ關スル件｣ �在朝鮮 業現狀槪要調書 1(營團)�, CTA0001332, 

13면, 25-26면, 면수 불명.

104) ｢釜山に應急一千戶｣ �釜山日報�, 1944.03.03; ｢勞務 の家二千五百戶｣ �京城日報�, 1944. 

03.04.

105) 1944년도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주택 단은 평양에 정한 19호를 1945년도로 이월했다. 

그러나 19호의 건축은 최종 으로 무산이 되었다(1945 ｢朝鮮住 營團事務引繼ニ關スル

件｣ �在朝鮮 業現狀槪要調書 1(營團)�, CTA0001332, 25-26면, 면수 불명).

106) 岩下正, 1942 ｢平壤府昭和十七年度土木事業實施中の主なるもの｣ �區劃整理� 8-7, 50면; 

大韓住 公社, 1979 �大韓住 公社二十年史�, 大韓住 公社, 1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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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943년 주택지경 지구의 구획정리도면

* 출처: 1943 ｢平壤 街地計劃一團ノ住 地經營事業實施計劃變更竝實施設計認可申請ニ關 ス
ル件｣ �平壤 街地計劃一團住 地經營事業實施計劃認可의件�, CJA0016091, 396-398면. 

 

왼쪽의 경우 사동선 차도로와 가깝고 해군탄 선과 속하여 교통의 편리성

을 갖춘 부분이 체신국, 조선은행, 토목출장소와 같은 공서에 분양되었다. 경

마장 북측에는 단주택이, 서측(조선은행 )에는 소규모 부 주택이 자리를 

잡았다. 오른쪽의 경우 종합운

동장 근처(검은색 블록)에는 

주택 단의 단  건설지가, 

바로 아래쪽에는 신율국민학

교와 제3 학교가 치했다. 

변 소 부지 좌우 지역이 서

선합동 기회사와 조선송 회

사에게 분양되었고 일정 수의 

건물이 들어선 곳에는 조선운

송회사를 필두로 평양부 직원

주택과 수산장이 치했다. 제

30사단으로 향하는 로 양편

에는 조선연탄회사와 상업

수학교 부지가 존재했다.

<그림 4> 1946년 평양 시가도

* 출처: 텍사스 학교 소장 미군 촬  지도
(https://legacy.lib.utexas.edu/maps/ams/korea_city_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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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분양이 확정되어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소수 다. 부분은 군

가의 매수를 기다리는 형국이었다. 물론 이 상은 일반 분양이 시작된 이후에

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1946년 미군이 촬 한 평양 시가도(<그림 4>)를 보면 

1943년과 비교하여 개발 수 이 유사하다. 해군탄 선 근처에 지어진 공서․

상가건물과 건축이 완료된 부 주택과 단주택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그야말로 

허허벌 이었다. 특히 <그림 3>과 같이 간선도로 부설과 구획정리가 정된 

24,819평의 경마장 부지는 사업 단의 결과 원형 그 로 남겨졌고 종합운동장 

에 있던 야구장은 흔 도 없이 사라졌다. 제3 학교 아래에는 구획된 흔 만 

놓여 있었다. 

세 번째는 기억의 조각들에서 주택지경 지구가 황량한 공간으로 재 된다는 

이다. 제3 학교 졸업생의 공통된 회고에 기 하여 집필된 교사에 의하면, 제3

학교 주변은 미개발지의 형이었다. 아래와 같이 학생들은 주택지경 지구

를 가로지르는 등굣길에서 민가조차 드물고 그  넓은 답만이 펼쳐진 친근한 

시골 풍경을 마주했다. 

1941년 2학기 부터 교육 활동이 율리 캠퍼스에서 새롭게 시작되었다. 교사는 문

수산 턱에 자리 잡았는데 교사만이 덩그러니 지어졌을 뿐 주변은 매우 황량했다. 

그 당시 아직 주변에는 몇 의 길만이 개통되어 있을 뿐 민가가 거의 없는 곳이었

다. … 이사 직후 등교할 때 길이 변변치 않아 밭을 가로지르거나 밭두  길로 등교

하여야 하는 형편이었다. … 운동장 건  아스란히 신리, 선교리 등 동강 동편의 

시가지가 보 으며 그 시가지와 교사 사이에 상당히 넓은 논밭이 가로놓여져 있었

다. 그 가운데인 산자락에 새로 개장된 평양 경마장이 빤히 내려다 보 다.107)107) 

학생 뇌리에 각인된 이 인상은 제1기 공사가 끝난 이후 제3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에게도 이어졌다. 동강 서쪽의 구시가지에서 어린 시 을 보내고 1944

년 제3 학교에 들어간 어느 조선인은 “이 한지 몇 년이 되었으나 간선도로만 

모양을 갖추고 있을 뿐 질러가는 농로와 소로는 자연 그 로” 고 “ 에서 내

려다 본 바로는 경마장까지 집도 없고 밭 사이 길밖에 없었다”고 그 시 를 떠

107) 平三中校史編纂 원회, 1998 �新陽里 그리고 栗里의 배움길: 平三中 望校의 追遠史�, 

平三中同窓 , 66-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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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렸다.108)108)뿐만 아니라 그는 차정류소부터 학교에 이르는 거리를 걸어서 다녀

야 할 정도로 이곳의 교통이 불편했다고 회상했다.109)109) 

따라서 세 측면을 종합하면 불리한 환경에서 시작된 제1기 분양은 처음의 장

빛 상과 달리 상당히 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주택 단의 매수 면 에 평

양보다 경제력이 앞서고 주택 소유를 열망하는 사람이 다수일 수밖에 없으며, 

시기 으로도 나은 상황인 1943년 2월 경성부 ‘사업’의 분양 실 ( 공서 1,203

평, 회사 7,230평, 개인 14,341평, 계 22,774평)110)을110)더하면, 제1기 분양 면 은 

완성 주택지의 27.07%에 해당하는 약 60,000평 후로 단이 된다. 나머지 

73%의 지는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한 지는 무주택자의 안주지가 아니

라 새들의 보 자리로 기능했던 것이다. 

 

5. 맺음말

규모 주택지를 공 하는 ‘사업’은 물가와 노동력 재생산을 방해하는 주거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한 수단으로서 도입된 정책이었다. 화학공업이 발흥하

고 주택 수 이 불균형한 17곳을 상으로 주택지경 지구가 설정되었고 9곳에

서 공사가 시작되었다. 평양은 시행 규모가 최 인 지역이었다. 군용지 매수 자

의 염출이라는 특수성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평양에서 개된 야심찬 ‘사업’은 이 의 난 을 통과하면서 내용이 채워졌다. 

제1차 난 은 토지 매수 다. 일부 지주는 사정 가격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이

익을 철시키기 해서 일본 권력기 , 부회, 언론을 향한 진정 활동을 개했

다. ‘사업’ 좌 의 기에 직면한 행정당국이 선택한 방법은 박과 제도의 이용

이었다. 평양부는 반  지주를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물리력을 사용하여 승낙

108) 김교정, 1995 �오백오십리�, 김교정, 101면. 

109) 이는 주택지경 지구가 무주택 주민의 극 인 환 을 받기에는 큰 결 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컨  1941년 분양을 시작한 문수리 부 주택의 계약이 조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통의 불편이었다(｢六十戶建つたが契約僅か十八戶｣ �京城日報�, 1941.02.22).  

110) 1943 ｢京城府 地造成事業費起債要 變更ノ件｣ �京城府關係綴�, CJA0003654, 345-3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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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 도장을 받는 동시에 끝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지주의 토지에 해서 ｢토지

수용령｣을 용했다.

제2차 난 은 노동력 부족이었다. 조선총독부가 알선하는 노동자는 신청 인원

에 미달했고 농  인구의 모집에는 농번기라는 제약이 있었다. 평양 공사장은 

언제나 인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업’도 외는 아니었다. 별다른 안이 

무한 상황에서 평양부가 주목한 것은 임  약과 시 소에 배치가 가능한 

근로보국 다. 평양부는 노동자가 제일 부족한 시기에 등학생과 주민을 주

택지경 지구 장에 투입하여 도로 부설과 정지 작업의 차질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종국 으로 ‘사업’은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제1기 공 연한

은 필수 자재의 극심한 결핍에 기인하여 1946년도로 5년이 연장되었다. 1944년

에는 비군사용 토건공사를 1년 동안 지한다는 방침이 결정되었다. 완벽한 주

거단지 형성은 수포로 돌아갔고 불완 한 주택지 매는 구조  문제에 직면하

여 조한 실 을 거두었다. 민간의 주택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 해방 

후 도면에서 토지가 그 로 방치되어 있다는 , 회고록에 나타난 주택지경

지구 풍경이 여느 농 과 다르지 않다는  등을 종합하면 주택지 가운데 최  

30%만 매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평양에서 개된 렴한 주택지의 량 공 은 제한 인 성과를 남기

고 끝이 났다. 민족을 불문하고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처한 다수 주민의 ‘사업’

에 한 부푼 기 는 일장춘몽에 머물 다. 경제 개발의 종속 변수로서 사회 개

발이 취 되는 한, 주택문제가 해결되기란 요원한 일이었다. 권력이 총후(銃後)

생활의 안정을 강조할수록 반 로 사회경제  약자의 어깨 에 놓인 삶의 무게

가 무거워지는 시공간이 총동원체제기 조선이었던 것이다.

주제어 : 주택문제, 조선주택 단, 사회정책, 사회 개발, 진정(陳情), 

         근로보국 , 조선 주둔 일본군

투고일(2020. 2. 4),  심사시작일(2020. 2. 7),  심사완료일(2020.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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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to the Housing Polici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Housing Estate Management Project during the General 

Mobilization System Period(1938~1945)

- With a focus on Pyeongyang -

111)

Lee Myoung Hak *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mplemented a housing estate management 

project to solve housing issues that hindered low prices and the reproduction of labor 

force. The scale of the project was the largest in Pyeongyang as the area had an 

additional unique feature of raising funds to purchase land for military use. The project 

in Pyeongyang passed dual difficulties, filling its content. The first difficulty involved 

the purchase of land.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solved this issue with physical force 

and expropriation. The second difficulty derived from the lack of labor force. The 

Pyeongyang section minimized setbacks in the construction by mobilizing students and 

residents. Despite all these, however, the housing estate management project failed to 

fulfill its goals. Its attempt at building a residential park went down the drain due to 

the shortage of materials. The sales of housing estate recorded poor performance due to 

structural issues. As long as social development was treated as a dependent variable of 

economic development, the housing issues were far from solution. 

Key Words : housing issue, Choseon Housing Administration, social policy, social 

development, petition, Labor Patriotism Unit, Japanese forces stationed 

in 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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