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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30년  인천부 ‘공설공용 ’ 수운 과 

지역사회의 응*

1)

박 정 민**

1. 머리말 

2. 부 화(府營化) 이후 계량제(全計量制) 시행과 조선인 지역 불음동맹(不飮同盟)

  1) 부 화 이후 계량제의 실시

  2) 조선인 동리 수사용자의 응 - 신화수리 불음동맹

3. 공설공용 (公設共用栓) 매제 시행과 지역사회의 응

  1) ｢인천부수도 수조례｣의 개정과 그 향

  2) ‘ 매제’로의 요 징수방식 변경 조치와 사용자사회의 응

4. 맺음말

1. 머리말

‘산림천택 여민공지’ 원칙에 따라 민인이 공유ㆍ공용하던 ‘물’은 식민지기  

‘근  상수도’의 등장으로 분기 을 맞이하 다. 첫째, ‘수돗물’이라는 생산-소비

되는 상품으로 변화하 다. 둘째, 수돗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계층은 여 히 공동

*  본 논문은 朴淨敏, 2019, ｢日帝强占期 仁川府 給水 運營의 變化와 地域社 의 動向(1911- 

1936)｣, 서울 학교 사회교육과 역사 공 석사학 논문의 3-4장을 기 로 하여 수정한 후,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2021년도 ‘21세기 신규장각 자료구축사업-한국학 학술

회 지원’을 통해 만인만색연구자네트워크 ‘식민지 개발’ 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한국 근  사회경제사 연구의 최 선｣ 학술 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꼼꼼하게 지 해주신 토론자, 심사 원께 감사드리며 미처 반 하지 못한 부분은 

추후 연구로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 서울 학교 국사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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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이나 강물․샘물을 공용하 다. 상품이자 재화인 수돗물은 공공성을 내세우

더라도 수도사업에 있어서 수익을 내야했기 때문에, 수운 을 둘러싸고 경

주체인 지방단체와 수사용층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었다. 

일본 ‘내지’에서는 기ㆍ가스와 달리 상수도의 비수익성과 공익 담보를 이유

로 도시자치제에 근거한 공 주의 원칙을 용하 다.1) 다만 공 사업으로서 수

도채를 상환하고 수지의 균형을 맞추며 나아가 일반회계재정을 보충하려는 행정

의 원칙도 함께 내세웠다. 이에 일본의 각 지방단체는 수도요 에서 응익주의와 

응능주의를 혼용하여 수도수익을 꾀하면서도 공용 의 요 을 낮게 조 하거나 

때때로 무료 개방하는 등 수도보 률을 높이는 방식을 택하 다. 한 수완가를 

수도 경 자로 임명하고 시참여제를 통해 경 의 효율화를 추구하 다. 지방단

체가 수도를 경 한다는 공 주의의 원칙은 식민지 조선에서도 이어졌다. 그

다면 조선에서의 상수도 경 은 ‘공공성’을 담지하 는가? ‘내지’에서의 공 주의

를 식민지 조선에 용하더라도 그 운  양상과 결과는 정책의 종류, 사회의 구

조, 주체에 따라 다르기 마련이었다. 조선에서는 요 의 응익ㆍ응능주의의 혼용

은 있었지만, 수도경 자를 별도로 선정하지 않았으며 수도재정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입되었다. 이 듯 상수도 수를 둘러싼 다양한 변수와 그에 한 

응을 다각 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인천부이다.

일제시기 경성과 기타 府가 수원지 수량 부족으로 수돗물 공 에 애를 먹었던 

반면 인천부는 인구에 비해 한 수량을 가져 수돗물 생산에 있어서는 상  

풍요를 리는 도시 다. 이러한 풍요에도 불구하고 1910~36년 사이 인천부 상

수도 보 률은 차 하락하는 추세 고, 실질 으로 인구증가율에 비해 수사

용호수 상승률이 낮았으며, 민족별 사용률의 수치 차이도 뚜렷했다. 일제의 상수

도 수 운  제도는 계층성을 제한 후 사용호수의 수에 따라 수도 의 종류

를 용 , 사설공용 , 공설공용 으로 나 고 요 도 차등을 두었다. 이는 제

1) 이하의 일본 ‘내지’의 상수도 경 에 한 내용은 高寄昇三, 2003 �近代日本公營水道成立史�, 

日本經濟評論社, 1장을 참조하여 정리하 다. 이 책에 따르면 다이쇼기에 들어서 수도 경

의 수익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松本洋幸의 연구에 따르면 다이쇼기 수도 경 의 수익주의에 

해 각 지방단체와 사회가 공익성을 제고하라는 요구가 제기되었다고 한다(松本洋幸, 2020 

�近代水道の政治史: 明治初期から戦後復 期まで�, 吉田書店, 10장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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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으로 세한 계층의 수도 사용을 보장하려는 공익 확 의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으로 수도 간선의 설치 유무(인 라), 수도요 (비용), 요 징수방

식(운 )의 측면에서 세한 계층의 조선인들은 구조 으로 상수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이었다. 따라서 이 은 인천부의 사례를 통해 상수도 수의 비형

평성, 리성을 밝히고 이에 한 지역사회의 응을 통해 ‘공공재 분배’2)를 둘

러싼 지역사회의 극 인 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근  상수도는 근  도시화 과정을 조명하는 도시사 연구,3) 각 지역별 수도사

업사 연구,4) 재조일본인사회사 연구에서 주목되었다.5) 특히 일제시기 상수도 

경 과 수 운 을 조명하는 정책ㆍ제도사 연구가 등장하 으며 사례로 경성과 

인천을 다룬 바 있다.6) 본격 으로 수 운  제도의 통시  변화와 그 결과로 

계층별 수량을 실증한 연구가 등장하 다.7) 한편 제한된 지역정치의 공간을 

조명하려는 시도 아래 도시기반시설을 둘러싼 공론 형성에 주목한 ‘식민지 공공

성’ 계열의 연구로 ‘부 화’ 청원운동,8) 그  상수도의 경우 수시설 확  청

2) 식민지기의 수돗물을 당 인들이 ‘공공재’로 인식했는지에 해서는 조  더 면 한 검토

가 필요하다. 다만 이 에서 수돗물을 ‘공공재’로 제한 이유는 첫째, 조선왕조 이래 산

림천택 여민공지 원칙에 따라 물은 민인이 공용, 공유하는 자연물이었기 때문이며 둘째, 

당 의 신문언설에서 깨끗한 물을 생명을 해 공평히 공 해주어야 한다는 담론이 차 

증가하 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가 ‘재화’의 측면에서 수돗물을 인식하 는지는 고민할 필

요가 있으며, 어도 수도를 경 하는 조선총독부 혹은 지방단체에서는 생산하여 매하

는 ‘상품’으로서 인식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꾀하고자 하 음을 지 하고자 한다.

3) 손정목, 1986 �(韓國開港期)都 社 經濟史硏究�, 一志社.

4) 부산 역시 상수도사업본부, 1997 �부산상수도발달사�; 인천 역시 상수도사업본부, 1997 

�仁川上水道90年史: 1908~1996�;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2008 �서울 상수도 백년

사: 1908~2008�.

5) 김승, 2009 ｢한말 부산거류 일본인의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와 그 의미｣ �한국민족문화�

34; 김정란, 2011 ｢근  해항도시 부산에서의 콜 라 유행과 그 응: 일본인거류지 운

과 상수도 설비과정을 심으로｣ �해항도시문화교섭학� 4. 

6) 김백 , 2009 ｢일제하 서울의 도시 생 문제와 공간정치｣ �사총� 68; 広瀬貞三, 2016 ｢近

代朝鮮の水道事業と地域社会｣ �朝鮮學報� 240.

7) 주동빈, 2013 ｢京城府의 상수도 생활용수 계량제 시행과 계층별 給水量 변화(1922~1928)｣, 

고려 학교 석사학 논문; 2015 ｢1910-1930년  식민지 조선의 상수도 요 제 변화에 나

타난 ‘공공성’의 문제｣ �花郞臺論文集� 8; 2016 ｢1920년  경성부 상수도 생활용수 계량제 

시행과정과 식민지 ‘공공성’｣ �한국사연구� 173; 2017 ｢수돗물 분배의 정치경제학: 1920년

 경성의 계층별 수돗물 사용량 변화와 수돗물 필수재 담론의 정치성｣ �역사문제연구�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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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운동에 한 연구가 등장하 다.9) 이상의 연구는 ‘청원운동’과 부민 회,10) 지

역부( 의)회11)를 심으로 한 공론장의 존재와 그에 따른 식민지기 ‘정치 인 

것’의 특성을 구명(究明)하고자 하 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식민지 공공성’을 공론 형성의 의미에서 확 하여 “다수

의 이익을 옹호하며 사회 내의 물질  자원의 공유성”을 의미하는 공익  의미

의 공공성에 주목하고자 한다.12) 이러한 에서 식민지기 기ㆍ가스 등 인

라가 민 에서 공 으로의 환을 요구한 반면, 상수도는 총독부 경 에서 지방

단체 경 으로 즉 에서 으로 이동하는 부 화 음을 지 한 연구도 등장하

다.13) 이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단체로의 상수도를 이 하는 부

 8) 기의 경우 김경림, 1996 ｢1920년  電氣事業 府營化運動: 平壤電氣 府營化運動을 심  

으로｣ �白山學報� 46; 金濟正, 2000 ｢1930년  반 京城지역 기사업 府營化 운동｣ �韓  

國史論� 43; 오진석, 2009 ｢1930년   력산업 공 화운동과 경성 기｣ �사학연구�

94; 김승, 2013 ｢1920년  부산의 電氣府營운동과 그 의미｣ �지역과 역사� 32; 김희진, 

2014 ｢日帝强占期 大邱商業 議所의 構成과 請願運動｣, 서울 학교 사회교육과 역사 공 

석사학 논문; 주동빈, 2020 ｢평양부( 의)회의 동상이몽과 부 기 ‘재사 화’(1927~ 

1937)｣ �역사학보� 248을 참조할 수 있다. 차의 경우 성 , 2016 ｢일제시기 부산의 

차 운 을 둘러싼 지역운동과 힘의 역학 계｣ �석당논총� 65; 버스의 경우 최인 , 

2007 ｢1928~1933년 京城府의 府營버스 도입과 그 향｣ �서울학연구� 29.

 9) 김 미, 2009 ｢일제시기 도시의 상수도 문제와 공공성｣ �식민지 공공성: 실체와 은유의 

거리�(윤해동ㆍ황병주 엮음), 역사비평사.

10) 부민 회와 같은 주민 회를 통해 공론장 형성을 검토한 표 인 연구로는 한상구, 

2013 �일제시기 지역주민운동 연구: 지역 주민 회를 심으로�, 서울 학교 국사학과 

박사학 논문.

11) 부 단 의 의회뿐만 아니라 읍, 면, 도 단 의 ‘지방의회’를 통해 제한 이나마 정치  

공간이 형성되었음을 지 하는 표 인 최근 연구로는 김동명, 2019 �지배와 력: 일

본제국주의와 식민지 조선에서의 정치참여�, 역사공간; 성 , 2020 ｢일제강 기 ‘지방

의회’의 ‘정치 인 것’과 한계: 경남도회를 통한 식민지배와 지역정치의 마주침｣ �역사연

구� 39. 한편 지역별 부 의회, 부회의 구성과 특징을 고찰한 연구로는 김윤정, 2017 ｢1930

년  함흥부회와 주부회의 구성과 활동｣ �사림� 60; 2019 ｢1920~30년  개성 ‘지방의

회’의 특징과 인삼탕 논의｣ �역사연구� 37.

12) 조 엽ㆍ홍성태, 2013 ｢공공성의 사회  구성과 공공성 임의 역사  유형｣ �아세아

연구� 56; 김제정, 1999 ｢일제 식민지기 경성지역 기사업과 부 화 운동｣, 서울 학교 

국사학과 석사학 논문.

13) 박정민, 2021 ｢1910-20년  仁川府 상수도 수의 운 과 지역사회의 ‘府營化’ 운동｣ �역

사교육�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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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오히려 공익성을 하하는 조치 다. 

‘내지’에서의 공 주의와는 달리 조선에서 공 사업으로서의 상수도는 공익  

의미의 공공성을 담지하지 못했음을 검토하기 해, 세계층인 조선인이 사용한 

공설공용 을 상으로 삼았다. 공설공용  수 운  제도의 변화에 따라 지역

사회가 어떻게 응하 는지 살펴보기 해 수 운 이 변경되는 시 을 분기

로 하여 ①수도수익 확 기(1923~1933년) ②공업도시화 추진에 따른 공설공용

 수의 침체기(1933~1936년)로 나 고 각각 2장, 3장에서 검토할 것이다. 

이 의 목 은 인천부로 상수도가 이 된 이후인 1920~30년 의 공설공용  

수 운 의 변화를 통해 공 사업이라 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약한 ‘부’로의 수

도 이 과 그에 따른 계량제, 총 제/ 매제 실시가 공공성을 감하시키는 결과

를 낳았음을 밝히는 것이다. 한 근본 으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내포된 경

제  자유주의가 식민지 도시에 용되었을 때 발생하는 계층별ㆍ민족별 구분선

의 일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요컨  공공재에 한 경제  자유주의의 근은 

지불할 능력이 있는 자가 혜택을 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을 식민지

에 용하 을 때는 계층별 차별이 곧 민족별 차별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 자본

주의로 표되는 경제  자유주의와 식민주의가 별개의 것이 아닌 ‘동시 으로 

구성되었음’을 악할 수 있다. 나아가 수운  제도의 변화에 해 공설공용  

사용자층의 응을 살펴보고, 지역정치의 차원에서 지역민의 집단운동과 부(

의)회 내의 논쟁을 살펴 으로써 ‘공공재’ 분배가 의제화되면서 조선인 동리 차

별에 한 문제제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집단화와 그 역동성을 규명하여 당 의 계층ㆍ민족ㆍ지역이 사회에서 

교차하고 있었음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2. 부 화(府營化) 이후 계량제(全計量制) 시행과 

조선인 지역 불음동맹(不飮同盟)

1) 부 화 이후 계량제의 실시

일제시기 부터 인천은 경제  측면에서 일본으로의 미곡 이출항을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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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한편으로 도시 경성과 긴 한 계 속 ‘ 지’, ‘행락지’의 역할을 담당

하며 도시  상을 설정하고 있었다.14) 월미도 유원지를 심으로 한 행락지로

서의 역할은 인천부민뿐만 아니라 경성부민을 상으로 하 으며15) 소  낙원

화(樂園化)에 따른 경제  수혜는 웃는 사람은 고 물 짓는 사람은 많다는 

지 처럼 인천 내 일부 상  계층만이 공유하는 것이었다.16) 

한 1920년  인천의 도시  성장 요인은 과 무역의 번성이었다. 이를 

계기로 인천 지역에는 수많은 조선인 이주자들이 몰려들었는데, 이들은 항구에

서 하역을 담당하는 인부로 일하는 노동자거나 일본인 상공업자가 경 하는 회

사에서 일하 다.17) 한 1910년  이래 꾸 한 華商ㆍ華工을 비롯한 국인 노

동자가 유입되었으며 20년 에는 정주화 상이 두드러졌다.18)

그러나 성장의 바깥에는 시가지에서 려나 도시외곽으로 이동하는 부민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을 ‘북 ’이라고 불 다. 해당하는 지역

은 新花水里, 花平里, 松峴理, 松林里, 金谷里, 牛角里 등이었다(아래 <그림 1> 

록색 부분 참조).19) 이 북  일 에는 려난 원래 부민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14) 염복규, 2011 ｢日帝下 仁川 ‘행락지’로서 상의 형성과 변화: 월미도와 송도 유원지를 

심으로｣ �인천학연구� 14, 46면.

15) 의 논문, Ⅱ장 참조.

16) �開闢� 48호, 1924년 6월, ｢仁川아 는 엇더한 都 ?(一)｣. 

17) 이동훈, 2018 ｢1910년  인천항 축항 사업과 식민자 사회: ‘동양유일’ 이 갑문식 독의 

공｣ �인천학연구� 28, 34-36면(1905년 1만 명 정도 던 조선인 인구는 1918년에 2만 

명, 1920년  반에는 4만 명에 이르 으며 1910년  일본인 사회의 인구 정체와 조

인 추세 다. 같은 논문, 34면을 참조).

18) 1910~20년  인천의 화교  국인 노동자 유입과 정주화 상에 해서는 金泰雄, 

2012 ｢日帝下 朝鮮 開港場 都 에서 華僑의 定住化 樣相과 緣網의 變動: 仁川, 新義州, 

釜山을 심으로｣ �한국학연구� 26, 2장 참조.

19) 김종근은 인천의 남북  이 도시론이 일본인 심지의 ‘잡거’라는 실상과 달리 조선인의 

민족차별을 강조하기 해 공간  분리를 강조한 심상지리 담론임을 지 하 다. 따라서 

‘북 ’을 계층 으로 려난 한국인 독거지로 인식해야하며 실제 도로, 상수도 등 도시기

반시설이 빈약했음을 실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김종근의 연구에 따르면 1932년 당시 

총29개 정리 가운데 한국인 독거지는 상기한 6곳에 龍里, 栗木里, 外里, 柳町, 桃山町이 

추가된다. 본 논문의 ‘북 ’은 선행연구를 반 하여 한국인 독거지를 의미한다(김종근, 

2011 ｢식민도시 인천의 거주지 분리 담론과 실제｣ �인천학연구� 14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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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각지에서 이주해온 노동자들도 모여들어 거주하게 되었다. 북 에 거주하

게 된 부민들은 부분 공장노동자로 세한 계층이었으며20) 민족별로는 조선

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국인도 일부 있었다.21)

<그림 1> 인천부 행정구역(1915)

출 : 한국학 앙연구원, <한국 근  자역사지도>

(http://waks.aks.ac.kr/rsh/dir/rview.aspx?rshID=AKS-2011-EBZ-3105&callType=srch&dataI

D=AKS-2011-EBZ-3105_MAP@063)

20) (필자미상), �開闢� 48호, 1924년 6월, ｢仁川아 는 엇더한 都 ?(一)｣; (필자미상), �開闢�

50호, 1924년 8월, ｢仁川아 는 엇더한 都 ?(二)｣.

21) 국인의 경우 1920년 에 들어 가족을 동하여 정주화하는 상이 나타났다. 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그들의 임 이 매우 렴했기 때문에 조선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

아 가는 직 인 계기 다. 이들 역시 일용직 노동자로서 주로 공사에 고용되었는데, 

1924년 주안염  복구공사에서는 3301명의 조선인 일자리가 국인 노동자로 체되어 

조선인 노동자에게 타격을 주었다(�東亞日報�, 1924년 5월 16일자, ｢일자리 빼앗긴 朱安

鹽夫憤慨｣). 국인 노동자의 이주 상에 해서는 김태웅, 2016 �이주노동자, 그들은 우

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나�, 아카넷, 2~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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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천수도배수 포설도22)

출 : �全鮮各水道平面圖及寫眞綴�, ｢水道平面圖其他提出ノ件｣(仁川府, 1936), 국가기록원 소장, 

리번호 CJA0014988.

도시의 성장과 함께 뚜렷해진 계층  차이는 ‘북 ’을 형성시켜 계층의 공간  

분리를 야기하 다. 계층별 차이에 따라 민족별 차이가 발생하 는데 그 가 

바로 수  사용 양상이다(<그림 2> 참조). 1910년 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

층을 해 설치된 설공용 23)을 이용하는 호수  민족별 비율의 차이는 조선

인 54.3%, 일본인 42.1%(1917년 기 )로 큰 차이가 없었다.24) 민족별 수 사용

호수  설공용 을 이용하는 비율은 각각 조선인 73.3%, 일본인 25.5% 이었

22) 국가기록원 자료에 두 면에 걸쳐 포설도가 나 어 게재되어 있으며, 왼쪽 그림은 개항장

을 비롯한 시가지 일 인 ‘잡거’ 지역이며 <그림 1>의 붉은색 부분과 응한다. 오른쪽 

그림은 당시 ‘북 ’이라고 불리던 지역이며 <그림 1>의 록색 부분과 응한다. 왼쪽 그

림 아래의 범례에 따르면 ◎표시가 공용 (street fountion)이고, 그림 1과 비교하 을 때 

오른쪽 그림을 통해 조선인 동리 지역인 동북쪽 일 에 공용 이 다수 분포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왼쪽 그림을 통해 시가지 일 에는 수도간선이 집하여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3) 1910년 는 설공용 , 1922년 부 화 이후에는 공설공용 으로 명칭 변경. 

24) 1910년  인천부의 용도별/민족별 수  사용 황에 해서는 박정민, 2021 앞의 논문, 

20-21면의 <표 3>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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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컨  설공용 에 한 근, 사용은 민족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민족 

내에서 조선인은 설공용 과 우물을 주로 사용한 한편 일본인은 용 , 사설

공용  다음으로 설공용 을 이용하고 있었다. 수보 률은 약 39% 다.

그러나 1920년 에 남아있는 민족별 통계인 1928년 기 , 공설공용 을 이용

하는 호수  민족별 비율의 차이는 조선인 89.7%, 일본인 6.6% 다.25) 같은 해 

조선인 수보 률은 33.9%, 일본인은 91.9% 다. 민족별 수 사용호수에 해 

조선인은 83.3%, 일본인은 8%의 비율로 공설공용 을 이용하고 있었다. 세 계

층을 한 공설공용  사용의 민족별 비율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 이유는 일본인 

수사용층의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어 용 이나 사설공용 을 사용하는 비율

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계속되어 1930년  조선인 수보 률은 

1934년 12월 기  29.3% 으며, 그마 도 조선인 수사용호수  공설공용  

이용비율이 83.9%, 공설공용  이용호수  사용비율은 93.5% 다.26) 조선인 

수보 률의 하와 공설공용  이용으로의 편  상은 부 화에 따른 계량제 

실시와 한 련이 있다.

조선총독부 경 기와 달리 부  이후에는 인천부에서 수도 경 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 부담해야했기 때문에 부는 수도 경 의 목 을 ‘운 경비 감축’과 

‘수익 증진’으로 삼았다. 그 방법은 생산의 역에서 생산비 감축을 한 화력

(석탄)에서 력( 기)로의 ‘동력변경’,27) 수 운 의 역에서는 ‘사용수량의 

25) 이하의 1928년 민족별 수  사용비율에 해서는 본 논문 <표 2>를 참조.

26) 본 논문 <표 6>을 참조.

27) 1910년  후반부터 국제 으로 석탄가 등귀 상이 발생하자 이를 동력원으로 삼는 수돗

물 생산에도 비용을 상승시키는 타격이 가해졌다. 이상의 내용에 해서는 주동빈, 2013 

｢京城府의 상수도 생활용수 계량제 시행과 계층별 給水量 변화(1922~1928)｣, 고려 학

교 석사학 논문, 27면을 참조. 선제 으로 경성부가 동력원을 력으로 변경하기로 하

자, 인천부도 동참하게 되었다(�每日申報�, 1922년 7월 4일자, ｢京城炭灰調査 殘餘燃料｣; 

동 신문, 1922년 9월 7일자, ｢水道擴張 內容, 漣川 水力發電, 秋田 水道課長 談｣; �朝鮮日

報�, 1923년 3월 3일자, ｢仁川水道 水源池의 動力變更｣; �朝鮮新聞�, 1924년 6월 20일자, 

｢水道動力の電化｣). 1923년 당시 석탄은 인천 수도의 노량진 수원지와 경성 수도의 뚝섬 

수원지를 합쳐 1개월에 3,500톤 정도 사용하 다(�東亞日報�, 1923년 3월 19일자, ｢京城

石炭消費 一年約十三萬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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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과 ‘수도 수익의 증진’을 동시에  극 으로 추진하는 것이었다. 

수 운 의 역에서 수익 증진을 추진하 고 그 방법은 1차 으로 1922년 4

월 1일자로 용된 ｢仁川府水道給水條例｣를 통해 수료를 증징하는 것이었다. 

이 조례에서는 조선총독부 경  시기에 매년 손실을 기록했다는 이유로 수료

를 변경하 는데, 가사용 수 은 용  기  33%, 업용 수 은 용  

기  35% 상승하 다. 인천부는 수료 인상을 통해 부 수도재정의 자구조를 

탈피하고자 하 다. 이러한 즉각 인 조치뿐만 아니라, 수 에 계량기를 설치

하여 수돗물 사용량을 엄 하게 측정하여 그 양에 따라 요 을 부과하는 제도인 

‘계량제’ 역시 염두에 두고 있었다. 계량제가 수를 통한 ‘생산경비 감축’과 ‘수

익 증진’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목 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수량 부족이 심각한 

경성의 경우 수사용자의 수 자체가 박한 해결 방법이었지만, 수원지 용량

이 한 인천의 경우 수는 경비 감축뿐만 아니라 약된 물은 경성부에 

매할 수 있는 이익 수단이었다.28) 

부  이후 계량제 시행을 제하고 있던 인천부는 仁商회원과 연합하여 ‘인천

약회’를 조직하고 일상생활의 개선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내세워 “ 기 수도 

등을 남용치 말 일”을 주요 임무로 설정하 다.29) 한 이정총 (里町總代)와 

형 원을 선정하여 수도용수의 남용 방지에 한 일을 책임지게 하 다.30) 

수 논리에 힘입은 인천부는 5만원의 기채를 통해 계량기를 구매하고 설치를 

시작하 다.31) 계량기 설치 공사는 1923년 4월에 시작하 으며 설치 우선 상

은 공설공용   사설공용 이었다. 공설공용  설비가 남수(濫水)  수(漏

水)가 다량 발생한다는 이유 다. 공ㆍ사설공용 의 계량기 설치를 끝내는 즉시 

8월 1일자로 계량제를 먼  시행하고, 용 은 10월 에 설치를 완료하고 11월 

1일자로 계량제를 시행하기로 계획하 다.32) 그러나 7월 말 장마 때를 맞이하여 

28) �東亞日報�, 1923년 9월 17일자, ｢水道에 計量器 仁川에서 實施｣.

29) �東亞日報�, 1922년 3월 9일자, ｢仁川節約 組織｣.

30) �東亞日報�, 1923년 2월 27일자, ｢里町總代及委員의 責任｣.

31) �每日申報�, 1922년 6월 12일자, ｢仁川水債認可｣.

32) �朝鮮日報�, 1923년 7월 10일자, ｢仁川水道의 計量, 계량기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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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노량진 수원지의 송수  열로 인한 응  공사가 계속되자33) 계량기 설

치 공사가 늦어져 공ㆍ사설공용 의 계량제는 10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34) 

1923년 10월 1일자로 시행된 인천부 공ㆍ사설공용  계량제는 元山府 다음의 

두 번째로 시행되었으며,  조선에서 매우 빠른 속도 다. 풍부한 수원에 기반

을 두었으며 인구 역시 소규모인 도시로서 인천부는 그 분배 방법에 여러 변주

를 주었다. 인천부는 계량제의 빠른 도입을 통해 일반 수사용층 뿐만 아니라 

등포와 경성부에 수돗물을 매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기 할 수 있었다. 따라

서 인천부의 사례를 통해 일제하 공 사업의 리성을 구명할 수 있겠다.

공ㆍ사설공용  계량제의 시행은 수료뿐만 아니라 부담 방식까지 변경하

다. 먼  수료는 공설공용 의 경우 1호에 하여 990ℓ당 15 , 사설공용 의 

경우 30일간 7920ℓ까지 1원 20 을 기본요 으로 하고 990ℓ가 증가할 때마다 

15 씩 추가하여 부과되었다.35) 공설공용 의 경우 각 호마다 가옥평수에 따라 

정액을 납부하던 방식에서 총사용량을 수사용호수로 나 어 그 양에 매겨진 

요 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36) 한 요  징수 방식은 공설공용 의 

사용량을 검사하고 이용호로부터 요 을 징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수도총 제

를 유지하 다.37) 다음은 1923년 ｢인천부수도 수조례｣ 제정 당시와 계량제 실

시 이후의 가사용 수  요  비교표이다. 

33) �東亞日報�, 1923년 8월 4일자, ｢仁川水道 水管 中間에 破裂漏出｣; 동 신문, 1923년 8

월 4일자, ｢切迫한 仁川飮料水 水管 破壞部分 尙未詳｣.

34) �東亞日報�, 1923년 9월 19일자, ｢仁川水道 計量實施｣; 동 신문, 1923년 9월 21일자, ｢仁

川水道計量과 注意事 ｣; �每日申報�, 1923년 9월 20일자, ｢수도계량, 10월 1일부터 인천

에서 시행｣.

35) �朝鮮日報�, 1923년 9월 30일자, ｢仁川水道料金變更｣; �東亞日報�, 1923년 10월 2일자, ｢仁

川水道計量制｣.

36) �東亞日報�, 1923년 9월 21일자, 앞의 기사; �朝鮮日報�, 1923년 9월 22일자, ｢仁川水道計

量器 實施와 一般의 注意｣. 

37) �每日申報�, 1923년 9월 20일자, 앞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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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부  이후 가사용 수  요  비교표

                                        (단 : 0.00圓)

｢인천부수도 수조례｣ 계량제

수 요 수 기 수량 요

용  

기본요
본 2.00

용

최소수량 11.88㎥ 2.00지 0.60

추가요

(5평당)

본 0.45

지 0.15

과수량 0.99㎥ 0.15욕조(1개) 0.45

우마(1두) 1.75

사설

공용  

기본요 1.20

사설

공용

최소수량 7.92㎥ 1.20추가요

(5평당)
0.25

욕조(1개) 0.35
과수량 0.99㎥ 0.15

우마(1두) 0.60

공설

공용

기본요 0.60
공설

공용
최소수량 0.99㎥ 0.15욕조(1개) 0.25

우마(1두) 0.45

출 : 內務局 地方課, �(自大正十日年至昭和六年)京城ㆍ仁川ㆍ開城ㆍ群山ㆍ各府條例�(CJA 
0002874), ｢仁川府水道給水條例｣(仁川府條例 第5號, 1922년 4월 1일자), 610-627면; 
｢仁川水道料金變更｣, �朝鮮日報�, 1923년 9월 30일자; ｢仁川水道計量制｣, �東亞日
報�, 1923년 10월 2일자.

｢인천부수도 수조례｣에 따르면 사설공용 과 공설공용 의 사용 자격은 월세

와 가옥평수에 따라 제한되고 있었다.38) 사설공용 의 경우 차 가격 월 15圓 

미만 는 건평 20평 미만에 거주, 공설공용 의 경우 차 가격 월 10圓 미만 

는 건평 15평 미만의 가옥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었다. 사설공용 의 요 은 

15평 가옥을 기 으로 1호당 1개월에 1圓 20 , 공설공용 의 요 은 1호당 1개

월에 60 이었다. 계량제 용 이후에는 요 의 가격 자체는 같으나 계량제 이

의 1개월 평균사용수량인 3.78㎥보다 은 공설공용  0.99㎥를 최소 수량으로 

규정하 으므로 이 조치는 사실상 요 의 인상을 의미하 다.39)

38) 이하의 수 자격과 수료에 해서는 ｢인천부수도 수조례｣를 참조하 다.

39) �朝鮮日報�, 1923년 9월 30일자, ｢仁川水道料金變更｣; �東亞日報�, 1923년 10월 2일자, ｢仁

川水道計量制｣; �每日申報�, 1923년 10월 27일, ｢仁川水道의 計量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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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 듯이 계량제 시행은 요 의 인상뿐만 아니라 사용수량의 약도 목

으로 삼고 있었다. 계량제가 불러온 사용수량의 약과 요  수익의 증 라는 효

과는 제도의 도입부터 부의 재정상 매우 경하할 상이라고 기 되고 있었다.40)

그러나 부의 상과는 달리 계량제 시행 첫 달인 10월의 수도 사용량은 감소

되지 않았다. 1923년 10월 27일자 �每日申報� 기사에서는 계량제 시행 후 1일 1

호 평균 사용 수량을 7두(0.126㎥, 126ℓ)로 상하 으나 실제 사용수량은 1일 

1호 평균 1석 2두(0.216㎥, 216ℓ)로 증가하 음을 지 하면서, 계량제를 채용한 

목 은 수를 도모하며 요 을 경감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節水를 구하

다.41) 한 인천부내 각 신문의 기자들을 노량진 수원지에 청하여 수돗물 생

산과정을 소개하며 수의 필요성을 역설하 다.42) 시찰 이후 1923년 11월 1일

자 �東亞日報� 기사에서는 내지와 조선의 수보 률과 1일 1일 평균 사용 수량 

통계를 제시하면서 “인천이 조선에서 수돗물 많이 먹기로도 제일”, “많이 쓰기

도 개인 평균으로 제일”이라고 보도하 다. 11월 3일자 �每日申報� 기사에서도 

부 당국이 수 선 에 노력하여 수료의 렴을 도모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 

방울의 수도수가 여하(如何)히 귀 한지” 알리기 해 한강 수원으로부터 수

에 도달하는 과정을 상술하 다.43)

수의 효과는 12월에야 나타났다. 와 같은 보도에 힘입었기 때문이라기보

다 계량제 시행 후 처음으로 고지된 수도요 이 그 원인이었다. 당  계량제 시

행부터 공ㆍ사설공용  사용자 측은 인 수료 상승뿐만 아니라 상 인 

수료 상승에 해서도 우려하고 있었다. 사용자 측은 “최 에 물 값을 올린다고 

하지 않고 다만 계량기가 있으니 좀 약하라고만 하 느냐”면서 계량기의 도입이 

“물 값을 일보다 3배가량이나 올린 것이 분명”하다고 비 하 다.44) 11월에 고

40) �每日申報�, 1923년 10월 8일자, ｢계량제의 효과｣.

41) �每日申報�, 1923년 10월 27일자, ｢仁川水道의 計量制｣.

42) �東亞日報�, 1923년 11월 1일자, ｢仁川水源視察｣. 당시 참가한 신문은 경성일보 겸 매일

신보, 조선매일신문, 조선신문, 경성일일신보, 부산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으며 참가 

인원은 각 신문사마다 1명씩 총 7명이었다.

43) �每日申報�, 1923년 11월 3일자, ｢一滴의 水라도 不可輕｣.

44) �朝鮮日報�, 1923년 10월 28일자, ｢仁川水道料 三倍 激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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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된 수도 요 은 공설공용 의 경우 7~80 이 부분이며 최고 4원, 사설공용

의 경우 부분 2~3원에서 최고 11원 56 까지 부과된 실정이었다.45) 이에 해 

사용자 측에서는 지나친 폭리를 지 하 으나 수도 당국자는 “덮어놓고 물 약

만 하면 물 값이 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46) 달을 거듭할수록 사용수량은 감

소되었는데 수도과장 사지(佐治爲敬)는 일반 수 사용자가 계량제 실시 후 

수한 까닭을 원인으로 꼽았다.47)

계량제의 도입은 비단 인천부에만 필수 인 선택은 아니었다. 인천부의 뒤를 

이어 계량제를 도입한 경성부에서는 계량제의 도입이 수도 사용률을 감소시켜 

수도요  수입이 하될 것이지만, 소비량의 감소는 수원지 수 경비를 낮춰 

부의 재정 수지를 높여  것임을 상하며 의무계량기의 시 를 기 하고 있었

다. 요컨  수량의 효율  리와 그에 따른 수익 증진을 통한 궁극 인 부 

재정의 수지 개선은 수도를 경 하게 된 지방단체의 공통 과제 던 것이다. 

나아가 인천부 수도과에서는 1923년 12월 1일부터 가사용 용 까지 계량제

를 용하 다. 계량제의 효과는 매우 두드려져서 실시 후 11월에는 12%, 12월 

30%, 1월 45%의 소비수량 감소를 보 다.48) 당시 수도과 과장인 사지는 2할쯤 

어들 산이었던 것을 변경하여 경비를 더 게 하게 되면 물 값도 좀 내리게 

될런지도 모르겠다고 밝힐 정도 다.49)

인천부 당국의 입장에서는 계량제가 수와 수익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는 

단히 효율 인 제도 다. 그러나 수도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수돗물 사용의 기회를 

45) �朝鮮日報�, 1923년 11월 15일자, ｢激增한 仁川水道料金｣.

46) 의 기사.

47) �東亞日報�, 1924년 1월 21일자, ｢仁川水道近況｣에는 1923년 12월 사용수량이 532,732석 

4두(약 91,489㎥), 1922년 12월 사용수량은 7,697,291.75석(약 1,385,512㎥)에 비해 15분

의 1이라고 하 으나, 上水協議 , �上水道統計及報告� 3号；5号에는 1922년 12월 배수

총량이 약 145,683㎥(원문은 입방척, 1입방척=0.028㎥로 환산함), 1923년 12월 배수총량

이 100,477㎥로 기재되어있다. 동아일보의 22년 12월 수치는 연단 에서나 가능한 양이므

로 상수 의회 통계가 더 신뢰할만하다고 단되고, 22년 12월에 한 23년 12월의 배수

총량이 약 60%로 추산된다.

48) �每日申報�, 1924년 2월 6일자, ｢인천수도의 계량제와 지내본 실지 성 의 개요｣.

49) 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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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아 가는 제도 다. 먼  수도 요 의 비등을 야기하 다. 술하 듯이 같은 

양을 비싸게 사먹어야 하는 계량제의 용에 따라 실질 인 수도 요 이 올랐으

며, 이는 세민층이 주로 이용하던 공설공용  사용자에 큰 타격을 주어 수도 사용

의 축을 야기하 다.  용 과 사설공용 과는 달리 공설공용 의 요  부담

은 총사용수량을 수사용호수로 나눠 실제 사용수량에 상 없이 균등 부담하 는

데, 각 사용호마다 부담해야 할 요 이 높아졌으며 요  공평성이 하되었다. 

<그림 3> 1912~1936년 총호수  

수호수 추이

출 : 상수 의회, �상수 의회의사록�; �상수도

통계 보고�; 수도 회, �상수도통계� 각

년 자료를 바탕으로 그래 화하 음.

  

<그림 4> 1912~1934년 배수총량 추이

출 : 상수 의회, �상수 의회의사록�; �상수도

통계 보고�; 수도 회, �상수도통계� 각

년 자료를 바탕으로 그래 화하 음.

 <그림 3>에 따르면 1912~1936년 사이 총호수의 증가 추세에 비해 1923년 

계량제 실시 이후로 수호수의 증가 추세가 둔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그림 4>에 따르면 1923년에서 24년 사이 배수총량도 59% 감소하 다(23년 

1,813,273㎥→24년 1,099,214㎥). 각주의 표50)에 따르면 1922년에서 1930년 사이 

50) 1922~1930년 인천부 총호구  수호구 내역과 수보 률

연도
수구역 내 총호구 수호구 비율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1922 9,660 41,693 4,636 20,027 48 48

1923 9,647 40,932 4,914 20,638 51 50

1924 10,157 42,425 4,829 20,282 48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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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약 1.5배 상승한 반면, 수호수는 약 1.2배 증가에 그쳤다. 인구증가율의 

상승률만큼 수보 상승률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 인 수보 률 역시 감

소 추세 다.

2) 조선인 동리 수사용자의 응 - 신화수리 불음동맹

계량제 실시는 사용자층에게 요 의 상승뿐만 발생시킨 것은 아니었다. 특히 

공설공용  사용자층에게는 술하 듯이 연 부담과 함께 종래의 조합제(총

제)가 용되면서 불편을 야기하 다. 먼  조합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

다. 조선총독부 경 기부터 용 과 사설공용 의 수료는 사용자가 직  납

부하 으나, 공설공용 의 경우 수 사용호 체를 표하는 총  1인을 선정

하여 요  납부를 맡기고 있었다. 수도총 를 이용한 공설공용  수료의 납부

는 수도 사용자 개인에게 행정 당국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를 무 으로 가한 

에서 사용자 사이의 불편함과 함께 동시에 요  징수의 효율성 하를 야기하

여 온 제도 다. 무 으로 종일 수 을 리해야 하는 탓에 총 인을 선정하

기도 곤란하 을 뿐더러 총 인의 요  미납 혹은 횡령 등의 사건까지 지 않

게 발생하 기 때문이다. 

계량제 시행 이후에도 공설공용  요 의 징수는 여 히 총 의 담당이었다. 

문제는 요  징수의 효율성 역시 여 히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총 들은 사용자

끼리 균등하게 부담한 수도요 을 수합하여 수도과에 납부해야했지만 간에서 

횡령하기도 하 다. 그러나 총 가 수도과에 확실히 납부하 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도과에서 공설공용 을 무단으로 잠가버리는 

‘정수(停水)’ 처분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 다. 1924년 3월 인천부 내리(內里)에 

1925 12,389 53,594 4,896 21,052 40 39

1926 11,907 51,172 4,905 21,095 41 41

1927 12,113 52,262 5,150 23,295 43 43

1928 13,248 57,449 5,926 24,113 45 42

1929 13,864 59,558 5,723 25,547 41 43

1930 14,755 63,658 5,686 24,449 39 38

출 : 水道協会 編, 1934 �上水道統計�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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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된 공설공용  제27호에 해 수도과에서는 수료 체납을 이유로 정수 처분

한 것이 그 사례이다.51) 사용자 측에서는 수료를 수도총 에게 부 지불하 는

데도 불구하고 정수 처분한 것에 해 비 을 제기하 는데, 수도과 측에서는 총

에게 수료가 걷혔을지라도 수도과에 미납 상태이므로 부득이 단수하 다는 입

장을 내세웠다. 그러나 사용자 측은 밥 지을 물이 없어져서 큰 고통을 받는 이

며 더구나 수백의 목숨을 좌우하는 공설수도 을 이와 같이 함부로 정수함은 당국

의 민 에 한 태도가 경솔하며 불친 하다고 맞섰다. 이어 수도과에서 조사한 

결과 1월 요 까지 납부한 것으로 명되어, 수도과의 실책이 밝 지자 여론이 더

욱 비등했다. 

내리뿐만 아니라 타 동리에서도 수료를 제때 납부하 음에도 불구하고 停水 

처분을 받자, 공설공용  사용자들은 신문 독자투고란에 물값은 바치고 물은 못 

먹느냐며 진정하 다.52) 이에 사지 수도과장은 총 가 아직 수도과에 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총 를 더욱 주의시키겠다는 말만 되풀이하 다.53) 

수도과의 실책이나 총 의 횡령에 따른 문제도 있었지만 근본 으로 공설공용

 요  징수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원인은 계량제에 근거한 수료 부담 방식

이 연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수도과에서는 수십 호가 동시에 이용하는 공설

공용 에서 몇 호만 수료를 체납하면 정수 처분하 기 때문에 수료를 제때 납

부한 사용호가 고스란히 정수에 따른 피해를 입게 되는 실정이었다. 사용자 측에

서는 “수도를 잠  때에 물 값 안 낸 사람이 몇 명이라든지 는 어느 날까지에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통지도 없이 꽉꽉 잠그고는 시치미를 떼니 이런 무리

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당국의 행정처리를 비 하 다.54)  이 물난리를 없애려

면 과 같이 총 를 없애고 수도과에서 직 으로 요 을 받는 것이 온당하겠다며 

요  징수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 다.55) 

51) �每日申報�, 1924년 3월 28일자, ｢仁川水道의 無斷閉栓｣; �東亞日報�, 1924년 3월 29일자, 

｢精神빠진 仁川府｣. 이하의 內里의 공설공용  정수 처분에 해서는 같은 기사를 참조.

52) �東亞日報�, 1924년 4월 9일자, ｢不平(인천)｣. 

53) 의 기사. 

54) �朝鮮日報�, 1924년 4월 9일자, ｢仁川水道 非難이  狼藉｣. 

55) 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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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제에 한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수도과에서는 “수도사용자들이 불편한 

것을 면하고자 자기들이 선정한 것이니까 청에서는 좀 부려먹어도 계없다”

는 입장을 고수하 다.56) 동시에 사용횟수가 다는 이유로 인천부내 77곳에 배

치하 던 공설공용   16곳을 폐 하기로 결정하 다.57) 

계량제 시행 이후 같은 양을 비싸게 사먹어야 하는 실질 인 수료의 인상과 

사용 수량을 같이 나 어 그 양에 해당하는 값을 치르는 연  부담 방식은 사용

자의 불만을 시켰다. 이러한 공설공용  사용자의 된 불만은 ‘신화수리 

불음동맹(新花水里 不飮同盟)’을 발시키는 계기 다.58) 신화수리는 조선인 지역

으로 분류되던 ‘북 ’의 한 동네인데, 이 지역 209번지에서 공설공용 을 이용하

는 약 40호  일부가 수료를 미납하자 수도과에서 정수 처분한 사건이 있었다. 

처분이 실시된 지 20여 일이 경과하자 극심한 불편을 느끼던 주민들은 수돗물을 

먹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체재로 동네 가운데에 공동우물을 굴착하기로 하 다. 

이를 한 주민 간 모  활동까지 개하 다. 신화수리 주민은 �朝鮮日報�에 다

음과 같이 불음동맹의 결성 이유를 밝혔다.

무 말썽이다 신화수리 주민談

前記와 같이 물을 아니 먹기로 결의한 일에 하여 그 동리 사람에 말을 들으면 

수돗물 사용자의 일부가 물 값을 잘 내지 않는 것이야 물론 좋지 못한 일이지만은 수

도 당국자들이 무도 말썽을 부리기에 귀찮아서 그만 샘물을 기로 하 습니다. 

물 값을 수도 당국자가 받아야 할 터인데 이것을 총 에게만 맡기니 동리 간에서 

몹시 굴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하간 아니 먹으면 그만이지요라고 말하더라.59)  

신화수리 불음동맹은 일종의 수돗물 불매운동이었다. 신화수리의 사례가 나타

나자 부랴부랴 인천부 당국에서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하 다.60) 인천부 수

56) �朝鮮日報�, 1924년 4월 11일자, ｢仁川水道는 去益 恐慌｣.

57) �東亞日報�, 1924년 4월 12일자, ｢水道栓 大整理｣; �朝鮮日報�, 1924년 4월 15일자, ｢仁川

水道整理｣.

58) 이하 신화수리 불음동맹에 한 내용은 �朝鮮日報�, 1924년 4월 14일자, ｢仁川 新花水里 

水道水 不飮同盟｣; �東亞日報�, 1924년 4월 15일자, ｢仁川水道의 不飮同盟｣ 참조.

59) �朝鮮日報�, 1924년 4월 14일자, 앞의 기사.

60) 이하 인천부 당국의 입장에 해서는 �東亞日報�, 1924년 4월 15일자, 앞의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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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과장은 먼  그 수 의 총 가 수료를 횡령하 기 때문에 공설공용 을 잠

갔다고 설명하고, 정수 처분이 도덕상으로 과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부득

이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천 경찰서 엔도(遠藤四郞) 고등계 주임은 총 를 조

사해 보겠다면서도 불음동맹이 곳곳에 일어난다 하면 큰일이니 조사 후 부 당국과 

선후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음동맹이 확산되는 것은 인천부 입장에

서 수도 수익의 감소와 공 생의 하 등을 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에 

지할 필요가 있었다.

신화수리 불음동맹은 신문에 <그림 5>와 같은 만평으로 보도될 정도로 여론의 

주목을 끌었다. 이에 해 �東亞日報�에서는 “물먹기에도 자유를 잃은 그네들이

여! 결심이 굳어지다”고 평하면서 불음동맹에 한 수도과장의 발표가 총 에게 

책임을 가한 을 꼬집어 “말끝마다 총 의 실수라고 총 란 실수가 본직인 

모양”이라고 비 하 다.61)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과에서 이용하지도 않은 수

료에 해 경찰을 입회시켜 강제 집행을 한 사건이 발생하자 “수도과에서는 바

친 요 을  내라하기 일쑤. 먹지도 않은 물값을 달라하기 일쑤. 정수하기 일

쑤. 걸핏하면 총  실책이라고 핑계하기 일쑤. ‘일쑤 매소?’”라고 요 징수에 

한 그동안의 문제를 풍자 으로 비 할 정도 다.62) 이러한 수 운 의 문제

은 인천부 수도과를 ‘불음동맹의 ’이라고 표 할 만큼 행정당국에 한 신뢰를 

깨트리는 요인이었다.63) 

그러나 계량제에 근거한 공설공용  요 의 연 부담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수돗물 불매 운동은 계속될 일이었다.64) 수도과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해 

공설공용 을 일부 폐지하고 용 는 사설공용 의 부설을 권유하기로 결정하

으며, 그 방법으로 당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던 수  

부설비를 나 어 낼 수 있는 ‘월부납입(月賦納入)’을 채택하 다.65) 제도 개선보

다 공설공용  폐지로 방향을 정한 이유는 계량제의 효과가 두드러졌기 때문이

61) �東亞日報�, 1924년 4월 17일자, ｢濟物夜話 一記 ｣.

62) �東亞日報�, 1924년 4월 26일자, ｢濟物夜話 一記 ｣. 

63) 의 기사.

64) �朝鮮日報�, 1924년 5월 16일자, ｢仁川水道 又非買｣.

65) �每日申報�, 1924년 6월 2일자, ｢수도부설비를 월부 납입, 인천에서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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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량제 실시의 제일 목 인 소비수량의 감소는 물론 수도 경  재정상 순이

익까지 달성하 다.66) 인천 수도는 개통 이래 수만 원의 결손을 보다가 부  이

후 1923년에야 처음으로 2만 6천여 원의 흑자를 기록해 일반회계 보조 을 받지 

않는 독립 상태가 되었는데, 그 원인으로 공공연히 ‘계량제’가 꼽혔다.67)

<그림 5> 인천 신화수리 불음동맹 만평

출 : �東亞日報�, 1924년 4월 17일자.

인천부에서 추진한 ‘월부납입’을 통한 용   사설공용 으로의 환과 공

설공용  폐지는 공설공용  사용자들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한 방법이었

다. 당시 규정상 4間(약 7.3M)당 30원을 공사비로 정해두었는데, 거리가 늘어날

수록 비용도 증가하 으며 월부 납입의 기한을 6개월로 정해두었기 때문에 세

계층인 공설공용 의 사용자들은 부담하기 어려운 액이었다.68) 1924년 10월 

율목리 72번지 총 의 공 횡령으로 인한 정수 처분 사례가 발생하 는데, 여

히 수도과의 입장은 총 는 각 동리마다 민선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총 를 선정

하라며 일반 수 사용층에 책임을 가할 뿐이었다.69)  수도총 의 입장에서

66) �時代日報�, 1924년 9월 13일자, ｢仁川 水道使用量｣.

67) �朝鮮日報�, 1924년 8월 9일자, ｢仁川水道 利益이 많았다｣.

68) �每日申報�, 1924년 6월 2일자, 앞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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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나친 수돗물 소비를 방지하여 요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용(盜用)을 지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수(汲水)할 때마다 즉시 으로 값을 

치르게 하는 ‘즉매’를 자의 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70)

그러자 인천부에서는 부민 측의 요구에 따라 타 도시에서 공설공용  요  징

수 방식으로 채택한 ‘청부제’ 도입을 고려하 다. 청부제란 공설공용 을 매자

에게 청부하여 매자로 하여  직  사용자들에게 수돗물을 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매자의 개를 통해 간 으로 행정 당국이 요 을 징수하는 

방식이었다. 청부제를 실시하면 종래 요  부담의 불공평과 총 의 미납으로 인

한 정수 조치라는 연  피해가 없어질 것으로 상되었다.71) 인천부의 입장을 

다음의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부제는 실시곤란

인천수도에 한 당국자의 말

인천수도도 될 수만 있으면 청부제로 하여 즉매하도록 하고자함에 하여 사지

(佐治) 인천부 수도과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더라. 

수도를 청부제로 하고자하는 원인은 물 값 받기에 무 힘이 들음으로 그리하는 

것인데 경성수도의 실 을 보면 인천수도는 졸연히 청부제로 하기 어렵소. 경성수도

는 1입방메돌(닷섬 닷말)에 하여 청부자에게 9 씩 바치게 하며 청부업자는 일반

에게 1말에 2리 5모씩에 는 터이므로 청부업자는 1말에 9모씩 이익을 먹는 터인데 

한 수도 에 한사람이 종일 매달려서 팔아도 15 이나 20 의 이익밖에 없으므로 청

부업자들은 이 장사는 못하겠다하여 그만두므로 일반 사용자들은 별안간 먹을 물이 없

어서 애를 쓰는 터인 바 재 인천 수도는 한 입방메돌(㎥)에 15 씩 즉 경성보다 6

이 비싸니까 만일 청부제로 한다면 경성보다 월등히 비  터이오.  청부업자에게 큰 

이익을  수가 없으니까 인천도 역시 물부족 문제가 일어날지도 모르며  재 공

용 수도 사용자가 거의 다 떨어지게 되면 수도수입이 매년 1만원이 감소되기 쉬우니

까 용이히 청부제도를 실시할 수 없다. 

69) �時代日報�, 1924년 10월 4일자, ｢不平많은 仁川水道 총 의 공 횡령으로｣; 동 신문, 

1924년 10월 16일자, ｢水道總代起訴 수도를 횡령했다고｣. 

70) �朝鮮日報�, 1924년 10월 4일자, ｢上水盜用을 막는다고 仁川에도 卽賣頻頻｣.

71) �每日申報�, 1924년 10월 23일자, ｢仁川水道도 請負制, 방  계획 ｣.



106ㆍ한국문화 97

체로는 손해

부분으로는 이익

지  인천의 공용수도는 수도 사용료를 호수에 안분비례를 하므로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은 큰 이익이오. 게 쓰는 사람은 여간 손해가 아닌데 만일 청부제로 되

면 식구 은 사람은 여간 이익이 아니라는 바 실례를 들면 가량 세 식구 사는 집에

서 하루 평균 세말씩 먹는다하면(한말에 2리 6모로 계상) 한달에 23  4리밖에 안되

는 터이니까 재는 큰 손해라 하나 사용자 체로 보아서는 그다지 찬성할 수 없는 

문제이라더라.72)

청부제를 실시할 수 없는 이유는 첫째 인천의 수도 요 이 경성보다 6 이 비

싸 청부까지 하면 요  상승을 래하고, 둘째 청부업자 역시 높은 이익을 남길 

수 없으며, 셋째 수도 수익의 감소를 래해 부 재정 수지를 악화할 우려가 있

기 때문이었다. 나카지마(中島覺之) 부윤은 공설공용  사용자들이 겪는 “요  

징수난, 요  분배의 불공평, 총 의 횡령, 1인의 과실이 일반에게 쌓이는 등”의 

결 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청부제의 실시에 따른 수료의 고등과 부 재정에 

미칠 악 향을 고려해 유보 인 입장을 밝혔다.73)  사용자들이 납부만 잘한다

면  제도를 고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공설공용 을 폐지하고 사설공용 으

로 환해야 함을 주장하 다.74)

공설공용 의 폐지는 실패하고 부민들의 불만은 높아가자 인천부에서는 공설

공용  5개소에 해 시험 으로 청부제를 실시하 다.75) 공설공용 을 매자에

게 청부하고 매자는 사용자들이 수(汲水) 시에 석유통 2통에 해당하는 2두 당 

1 을 받는  매 방식이었다. 그 시험은 용리에 2곳, 용강정 2곳, 내리 1곳

이었으며 성 이 양호하면 확 할 정이었다. 그러나 근본 으로 계량제가 래

한 수돗물 가격 자체의 고 은 여 하 고 더구나 시험 동리의 사용자들은 날마다 

을 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우물물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다.76) 

72) �朝鮮日報�, 1924년 10월 25일자, ｢請負制는 實施困難｣.

73) �每日申報�, 1924년 11월 5일자, ｢仁川水道의 請負制는 목하 계획 , 中島부윤 談｣.

74) �東亞日報�, 1924년 11월 6일자, ｢仁川水道은 請負制?｣.

75) 이하 청부제의 시험  실시에 한 내용은 �每日申報�, 1925년 11월 9일자, ｢仁川水道는 

請負制 爲先五個所에 實施?｣; �東亞日報�, 1925년 11월 10일자, ｢給水方法改良 仁川水道

課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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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공용  수 운 의 문제 은 근본 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모순만 쌓이

고 있는 상태 다. 이 와 에 1927~28년 사이 경성에서 수인성 염병인 이질

과 장티푸스가 유행하자,77) 경성과 가장 가까운 항구 던 인천에도 큰 타격이 

상되었다. 인천부에서는 우선 조선인에 한 수의 보 이 선무임을 인정

하고 수 이 없는 부락에 부설하 으며, 동시에 직원들을 통해 수권유에 노

력하 음을 역설하 다.78)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수사용호가 26%밖

에 되지 않는 상황을 지 하 다. 한 노량진 수원지 정수(淨水) 과정의 과학성을 

강조하면서 불결한 우물물의 사용을 자제하고 수돗물을 사용하여 보건 생에 주의

할 것을 구하 다. 특히 인천 지역은 항만으로 생명을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인

천 내 염병 유행은 입·출항하는 선박과  조선 내부를 동시에 확산시켜 지역경

제 상 단히 큰 타격을 야기할 요인이 될 수 있었다.7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부 당국이 공 생의 확 를 한 방법으로 요구한 것은 부민 각자의 자각과 향

토애의 발로 다.80)

인천부의 수 확  노력은 수료를 인하하고 수  부설을 확 하는 등 

수 운 의 구조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  개인이 경각심과 향토애를 

발휘하여 우물 사용을 자제하라는 책임을 구하는 방향이었다. 구조  변화 없이 

개인의 책임에만 달린 수 확 의 노력은 납부하기 어려운 수 의 고가 수료와 

계량제에 근거한 요 의 연 부담, 수도총 의 비 라는 모순이 잔재하는 이상 목

을 달성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양상은 염병 유행 직후의 통계를 기록한 <표 

2>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76) �每日申報�, 1926년 1월 16일자, ｢前途無望한 仁川水道請負制｣. 

77) �東亞日報�, 1927년 8월 26일자, ｢換節期의 流行病 赤痢가 京城을 襲擊｣. 

78) �每日申報�, 1928년 4월 18일자,  ｢水質良好한 仁川水道｣; �朝鮮日報�, 1924년 4월 18일

자, ｢統計的으로 본 仁川府 水道給水｣; �中外日報�, 1928년 4월 19일자, ｢仁川水道給水狀

况 朝鮮人二割日本人九割｣. 이하의 염병 유행에 한 인천부 당국의 입장에 해서는 

본 기사를 참조.

79) �每日申報�, 1928년 4월 18일자, ｢水質良好한 仁川水道｣.

80) �朝鮮日報�, 1928년 4월 18일자, ｢統計的으로 본 仁川府水道給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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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인천부 민족별 수  사용 황(1928~1929년 말 기 )

(단 : 호)

1928년

민족 용 사설공용 공설공용 특별 용 합계 총호수

일본인 990(40.1) 1063(43) 198(8) 219(8.9) 2470 2687

조선인 392/430(13.3) 97/90(2.8) 1954/2679(83.3) 21/17(0.5) 3216 9489

외국인 54(22.8) 47(20) 109(46.1) 26(11) 236 403

합계 1474 1200 2986 262 5922 12579

1929년

민족 용 사설공용 공설공용 특별 용 합계 총호수

일본인 1126(47.8) 908(39) 112(4.8) 209(9) 2355 2727

조선인 417(13.3) 63(2) 2641(84.1) 18(0.5) 3139 10738

외국인 44(10.4) 63(27.8) 97(42.7) 23(10.1) 227 423

출 : 1928년 수치는 ｢統計的으로 본 仁川府 水道給水｣, �朝鮮日報�, 1928년 4월 18일자; 
仁川府 編, 1929 �府勢一班�; 1929년 수치는 仁川府 編, 1930 �府勢一班�.

비고: ① 1928년 수치  조선인호의 사용 황  앞의 수치는 1928년 4월 통계이며    
�朝鮮日報�에 근거함. 뒤의 수치는 �府勢一班�에 근거함. ② 호 안의 비율은 각 
민족별 사용호수합계에 한 각 수  사용호수의 비율임. 소수  둘째 자리 이하
는 반올림하 음.

먼  1928~1929년 체 수보 률은 약 47%에서 41%로 하락했다. 여 히 부

민의 반 이상이 우물물나 강·샘물을 이용하고 있었다.  1928년 민족별 수보

률은 일본인 약 91.9%, 조선인 약 33.9%, 외국인 58.5% 1929년 민족별 수보

률은 일본인 약 86.4%, 조선인 29.2%, 외국인 약 53.7%로 모두 하락했다. 계층

성이 나타나는 수 별 사용 황을 보면 1928년 일본인은 수호수의 약 

83.1%가 용  사설공용 을 이용하 다. 조선인은 약 83.3%가 공설공용 을 

이용하 다. 

주목할 은 1929년 통계에서 일본인 체 수호수는 감소하 으나 사설공용

과 공설공용 의 사용비율이 하락하고 용  사용비율이 약 47.8%로 높아진 

이다. 이는 인천 지역에 수인성 질병인 1928년 장티푸스, 1929년 콜 라가 유

행하여 곤욕을 치른 과 연 이 있다고 생각된다.81) 따라서 일본인 수 이용

81) 1928년의 장티푸스는 경성에서 발병되었지만, 1929년 콜 라는 인천에서 발병되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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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층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설  공설공용 보다 용 이 더욱 안 하다고 

인식해 그 이용층이 용 으로 옮겨가 사용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 수사용호수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1928년 말 통계인 <표 2>를 

따르면 4월 통계에 비해 12월 조선인 수사용호수가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인성 염병의 유행에 따라 수돗물만이 안 하다는 생 념이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82) 엄격한 도용(盜用) 단속이 실시되었기 때문에83) 수돗물을 나

어 사용하고 있던 가호가 수치 내로 편입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보인다. 그러

나 1929년 통계에 따르면 수사용호수의 증가는 일시 이었으며 곧 이 의 수치

와 비슷한 수 으로 회복하 다.

인천 수도의 부 화는 재정자립도가 약한 인천부를 긴장시키며 공 사업의 

리성을 심화하는 계기 다. 리성 심화의 는 바로 가사용 수 까지 계량제

를 용하는 것이었다. 계량제는 1910년 에 비해 1920년  세한 계층인 조선

인 수사용자의 공설공용  이용을 고착시키는 원인이었다. 인천부는 공설공용

 운 에서 근본 인 문제 던 고가의 수료와 연  부담하는 징수 방식의 개

선 없이 엄격한 도용 단속을 실시하는 데 그쳤다. 한 부에서 수 운  제도

를 고친 것은 1929년 여름 콜 라의 유행84)에 처하기 해 공 보건 생상 

목욕탕(湯屋)의 수료를 감액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할 뿐이었다.85) 고가 

성과 인천은 거리가 단히 가까워 두 도시  한 곳이라도 염병이 유행하면 두 도시

가 검역  방주사, 수질 검사, 교통 차단 등의 염병 확산방지에 돌입하 다. 그  

수도와 우물은 주요 검사 상이었다. 1928년 장티푸스 발병에 해서는 김 미, 앞의 

책, 258-272면 참조; 1929년 인천 콜 라 발병에 해서는 �東亞日報�, 1929년 9월 17일

자, ｢患 는 緘口不  大阪서 侵入한 듯｣; 동 신문, 동 날짜, ｢萬全을 期하여 京城侵入防

止 아직 경인 교통은 종 로｣; 동 신문, 1929년 9월 20일자, ｢交通遮斷區域突破 松峴과 

金谷까지 漫然｣ 등 다수.

82) 김 미, 앞의 책, 264-272면.

83) �中外日報�, 1928년 7월 5일자, ｢仁川水道 盜用  엄 히 처벌｣; �東亞日報�, 1928년 7월 

7일자, ｢水道盜用處罰｣ 

84) �中外日報�, 1929년 9월 19일자, ｢總患 十五名中 死亡 男女九名｣; 동 신문, 동 날짜, ｢新

花水里一帶 全部消毒｣; 동 신문, 동 날짜, ｢仁川과 船便잦은 麻浦警戒｣; �東亞日報�, 

1929년 9월 23일자, ｢附近이 共飮한 山根町井水｣.

85) �中外日報�, 1930년 4월 2일자, ｢仁川府水道 給水條例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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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라는 근본 인 모순을 배태하 기 때문에 1930년  세민층의 수 이용에 

한 논의는 ‘ 수료 인하’ 요구의 방향을 견하고 있었다.

3. 공설공용 (公設共用栓) 매제 시행과 지역사회의 응

1) ｢인천부수도 수조례｣의 개정과 그 향

1910~20년  인천은 무역업과 융업, 식료품, 정미업 심의 산업구조

다.86) 여기에 월미도유원지 사업으로 표되는 산업도 추가되었다.87) 무역

업과 미곡 수출의 비 이 높은 산업구조의 특성상 인천은 항만기능을 강화하고 

조선 내부로의 교통시설을 확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항만설비의 확충, 철도 

 도로의 확 ,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부지의 확보를 지속 으로 

추진하 다.88) 그러나 항만ㆍ교통 심의 산업구조는 부두노동, 토목노동, 철도

노동 등 불안정한 일용직 노동력의 비 만 늘 뿐89) 정주하는 안정 인 인구 성

장을 달성하지 못하 다. 

1930년   인천의 인구는 채 7만 인도 되지 않아 도시로서 성장의 기로에 

놓여있었다.90) 1930년   인천의 인구 정체는 경제 성장의 정체로 인식되었

다. 인천의 유지들은 지역발 과 인구 증가의 긴 한 계를 인지하여 기존의 

상업,  심의 산업구조를 발 시키면서 공업자본의 유치를 통한 공업화 추

진을 구하 다. 이에 인천부에서는 ‘상업, 공업, ’의 도시로 변모시킬 것을 

‘府是’로 제정하 다. 특히 그 에서도 월미도와 송도유원지 개발을 통한 ‘  

86) 1910~20년  인천의 생산구조에 해서는 박인옥, 2014 ｢일제강 기 인천의 생산구조와 

도시공간의 변화｣ �인천학연구� 20, 240-247면을 참조.

87) 염복규, 앞 논문, 46면.

88) 박인옥, 앞 논문, 266면.

89) 박인옥,  논문, 248면.

90) 이하 1930년  인천의 도시정체성 변모 시도에 해서는 김 수, 2009 ｢1920~30년  인

천의 ‘ 도시’ 이미지 형성: ‘인천 안내서’를 심으로｣ �인천학연구� 11, 2~3장을 참

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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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로서 지역정체성을 확립하는 방법을 극 으로 추진하 다. 한 ‘공업 도

시’의 역할도 담당하기 해 자본 유치를 추진하 는데, 그 뒷받침 시설로서 

공업용 수도 부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인천 지역사회의 유지층은 지역발

을 한 방법을 제시하기 해 연재되던 �朝鮮新聞�의 ｢인천의 긴요문제(仁川の

緊要問題)｣ 연속 기사에 여러 차례 공업용 수도 부설을 구하 다.

당시 인천의 유지층은 인천의 소비수량보다 노량진 수원지의 수량이 2배 

하기 때문에 “물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 다.91) 그러나 당시 수도 요

을 1㎥당 15 을 받는 것은 매우 비싸다면서 인천을 공업지로 발 시키기 해

서는 공장용으로 가의 물을 공 할 필요가 있다고 지 하 다.92) 요컨  풍족

한 수량에 해서는 타 지역에 비해 ‘혜택’을 입고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고가의 

수도 요 이 인천의 ‘공업도시화’에 방해 요인임을 지 한 것이다. 

그러나 풍족한 수원지의 생산수량에 비해 일반 수 사용자들이 수를 이용

하는 수보 률은 1932년 37%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인구는 상승한 데 비해 

수인구는 하락하 기 때문이다. 특히 용 , 사설공용  사용자보다 공설공용

 사용자층에서 두드러진 하를 보 는데, 술하 듯이 수도 요 이 매우 고

가 기 때문이다. 이는 1931년의 산에 수료 수입 약 8,300여 원이 감소하는 

결과로 반 되었다.93) 다음 <표 3>에 따르면 수보 률이 하락하다가 1933년이 

되어서야 40%로 올라갔다. <표 4>에 따르면 용 호수는 1928~1935년 사이 

1.5배 증가하 으나 공설공용 호수는 1.2배 증가하 다. 다만 공설공용  1개소

당 이용호수가 1928년의 약 34호에서 1935년의 약 40호로 증가하여 이용 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수보 률의 소폭 상승은 고가 수료에 한 부 의

회원  지역사회 유지들의 비 에 힘입어 1933년 ｢인천부수도 수조례｣가 개정

되면서 수료가 인하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91) ｢ 가의 공업용수 공 을 꾀하며｣, �朝鮮新聞�, 1932년 3월 6일자; ｢모든 공업의 발달을 

꾀하며｣, 동 신문, 1932년 3월 13일자(두 기사는 김락기ㆍ이지 , 2006 �인천의 긴요문제

(1932)�, 인천학연구원, 92-93․104면에서 재인용); 永井照雄, 1936 ｢仁川府｣ �朝鮮�

254, 32-34면.

92) �朝鮮新聞�, 1932년 3월 6일자, 의 기사.

93) �東亞日報�, 1931년 3월 19일자, ｢昨年度보다 三萬餘圓 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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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931~1937년 사이 인천부 수보 률  井水ㆍ河水 사용률 변화

연도
수구역내 총호수 수호수 비율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1931 14755 63658 5686 24448 38.5 38.4

1932 14939 65028 5589 24312 37 37

1933 16012 72860 6492 29264 41 40

1934 16539 75558 6846 30616 41.4 40.5

1935 17275 80420 7099 32769 41.1 40.7

1936 21024 100303 7346 34265 34.9 34.2

1937 21567 102473 7723 35845 35.8 35

연도
井ㆍ河水

사용호수

총호수에 한 

井ㆍ河水 

사용비율

井數
井ㆍ河水

수질

1931 9069 61.5 - -

1932 9350 63 424 불량

1933 9520 59 551 불량

1934 9693 58.6 551 불량

1935 10176 58.9 559 불량

1936 13678 65.1 839 불량

1937 13844 64.2 755 불량

출 : 水道協会 編, �上水道統計� 각년 .
비고: ①각년도 12월 말 기 의 통계임. ②비율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 음. 

③총호수는 의 수구역 내 총호수를 의미함. ④1931년의 통계는 미상이나, 산
술 으로 수구역내 총호수와 수호수를 이용하여 추산하 음.

<표 4> 1930년  인천부 가사 용   공용 수와 사용호수

연도 총 수
용 공설공용 사설공용

수 호수 수 호수 수 호수

1931 2380 - 1821 80 2751 290 1114

1932 2444 - 1896 81 3188 292 1105

1933 2585 - 1994 85 3450 300 1048

1934 2880 - 2163 91 3621 308 1062

1935 2779 - 2273 94 3784 272 1042

1936 3232 2421 2468 99 3696 288 1037

1937 3323 2481 2558 100 3994 282 1014

출 : 水道協会 編, �上水道統計� 각년 .
비고: ①각년도 12월 말 기 의 통계임. ②1931~1935년 통계  용 은 가사 업직업용 

수 으로 통합되어 기록되어있는데, 평균 160개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나치게 은 
숫자임. 가사용 용  통계가 제외된 업용 용  통계인 것으로 보임. ③가사용 
용 수는 집집마다 단독으로 이용하는 용 의 특성상 이용호수와 비슷한 수

으로 추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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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년 산을 검토한 인천부 부 의회에서는 부 의원에 의해 생산 원가 

약을 통한 수도 사용료의 감하가 요구되었다.94) 먼  부 의원 가토 헤이타로

(加藤平太郞), 고노 다 노스 (河野竹之助)는 수돗물 생산에 이용되는 력비

를 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구하 다.  부 의원 이창의는 타 

지역의 수료를 물은 후 “당부의 수도 사용료는 비교  고가이니 부민을 하

여 감하시킬 의향이 없는가”라고 질문하 는데 부윤 마츠시마 키요시(松島清)는 

수도 수입의 감수(減收)로 인한 빈약한 부 재정 상태를 이유로 수료 감하는 불

가하다고 답하 다. 반면 부 의원 고노가 “당항은 선박의 출입으로 생명을 삼는 

터이므로 선박 수는 요 의 렴을 도모하여 선박의 편의를 도움이 타당하”며 타 

항구와의 선박 수료에 해 질문하자 부 측은 선박 수에 해서는 인천항이 가

장 렴한 가격이라고 자부하 다. 

인천부 측에서 수료를 감하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당시 재정 구조에 따라 수

도비가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95) 수도비는  조선 공통으로 일반

회계로 편성되어 있어 인천 수도가 계량제 실시이래 흑자를 기록하 더라도 수도 

수익을 수도 설비  수도료 감하 등 수도 사업 내에서 한정하여 사용할 수 없었다. 

이는 ‘내지’의 수도 독립채산제와는 다른 재정 운 이었는데, ‘내지’에서는 수도는 

특별회계로 유지하고 잉여가 있다면 일반회계에 보조하는 방식이었다.96) 

동년 3월 23일자 �東亞日報�에서는 1931년 산안에 해 긴축방침에 근거한 

산 수립을 비 하 다.97) 더욱이 그 범  내에서도 긴 시설의 필요가 있는 

94) 이하 부 의회의 논의 내용은 �每日申報�, 1931년 3월 26일자, ｢片務的道路改修를 猛烈

히 追擊 水道料金을 減下할수 없는가 仁川府議第二日｣; �東亞日報�, 1931년 3월 26일자, 

｢特別한 波瀾없이 一讀 를 終了｣; 동 신문, 1931년 3월 29일자, ｢道路工事의 差別을 論

難｣; �朝鮮日報�, 1931년 3월 26일자, ｢水道費 問題와 道路施設의 差別｣을 참조.

95) 본래 일본 ‘내지’에서와 같이 조선에서도 수도는 특별회계에 속해 있었다. 인천 수도비는 

부  이후에도 특별회계에 편성되어있었으나 계량제 실시 이후 흑자를 기록하자 1925년

부터 일반회계에 편입되었다. �每日申報�. 1924년 11월 15일자, ｢仁川水道는 一般 計로 

編入｣; �東亞日報�, 1924년 12월 21일자, ｢仁川府協議 ｣.

96) 高寄昇三, 2003 �近代日本公營水道成立史�, 日本經濟評論社, 3장 참조.

97) �東亞日報�, 1931년 3월 23일자, ｢仁川府新年度豫算｣. 이하 1931년도 산과 수도 요 에 

한 비 에 해서는 본 기사를 참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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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거주지역은 도외시하고 모든 시설이 비교  완비한 일본인 에만 편

한 을 강조하여 지 하 다. 이 산안에 근거하면 수도 사용료의 수익은 약 

6만 8천 원의 이익이 계상되고 있었다. 기사에서는 인천의 수도 요 이 타 지역

에 비해 최고가임을 지 함과 동시에 부민에게 최고가의 요 을 부담하게 하면

서 이익을 얻는 것은 사업에 한 수지 상황과 부민에 한 부담을 고려하지 아

니한 “맹종한 무능”이라고 비 하 다. 수료 감하에 한 인천부의 소극 인 

태도는 수보 률을 하시키는 원인이었다. 

부내의 수보 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외 수를 

확 하고 차의 간소화를 해, 1931년 6월 인천부윤 마츠시마는 ｢인천부수도

부외 수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98) 종래 부외의 수는 부

의회의 자문을 거쳐 부윤이 결정하는 것으로, 단 부의 사업이나 공서에 

수하는 것은 부윤이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개정 내용은 부

외에 한 수를 부회 의결에 의해 여부를 정하되, 부 사업을 한 경우, 공

서에 수하는 경우, 시흥군 북면 혹은 부천군 다주면 장의리 지역에 수하는 

경우는 부윤이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 해 소집된 부회에서 

김종섭 의원은 부내 수가 불완 하니 일반 주민에게 수를 제공해야 하고, 

부윤 결로 개정하는 것에 해 반 하 다. 부 측은 사무의 간편화를 한 것

이며, 부내의 수는 완 한 상태이니 부외 수를 통해 이 지역에 건설될 욕

장에 공 하여 수료를 증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 다.99) 

98) 아래의 내용은 �仁川府關係書類綴�, 仁川府, ｢仁川府水道府外給水條例中改正ノ件｣, 국가

기록원 소장, 리번호 CJA0002856을 참조하여 정리하 다.

99) 이는 부천군 다주면 장의리에 건설된 조일양조회사 문제와 연 되는 듯하다. 조일양조회

사는 종래 인천부 부외 수로 수돗물을 사용하 는데 수돗물을 이내 사용하지 않고 31년

부터는 우물을 굴착하여 사용하 다. 이에 그 일 의 주민들이 사용하던 우물이 자연고

갈되어서 식수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인천부는 부외 수에 한 빠른 결정

을 통해 이익을 꾀하고자 했던 것 같다. 련 내용은 �東亞日報�, 1931년 4월 8일자, ｢조

일양조 착정으로 장의리 수흉년｣ 참조. 한편 일본 ‘내지’에서는 수도 부설을 조건으로 도

시확장을 꾀하는 경우가 있었으며(松本洋幸, 앞의 책, 7장 5 ), 이에 해 인천부의 부

외 수 확 가 부천군 다주면 일 를 부역으로 편입시키기 한 조건이었을 것이라고 토

론자께서 지 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 고, 다만 부

내 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부외 수를 시도하 다는 맥락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도시확장과 인 라 건설의 계에 해서는 추후 연구로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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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日報�에서는 1931년 12월 기  총호수 1만 4993호에 하여 수도사용호

수 5630호로 수보 률은 37.5%를 기록하 다고 보도하 다. 60%에 달하는 부

민이 우물물을 사용하는 실태를 비 하면서 그 이유로 생활 곤란과 고가 수도요

 문제를 제기하 다.100) 

이에 부는 수도 사용을 장려하는 방안으로 수료 인하를 결정하고 1932년도 

산을 수립하 다.101) 인천부회의 본년도 산 심사 과정에서 부회의원 고토

(後藤連平)는 수료 인하의 지속성과 증세 가능성에 한 우려를 표시하

다.102) 그러자 부윤은 경성부 수도 사용료 수입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사례로 

들어 인천부내에 수도 미사용 호수가 다수이니 수도 사용을 극 권유하여 증수

를 도모할 방침을 밝히고, 그 상으로 수도 사용 호수가 고 부분 공설공용

을 이용하던 조선인 계층을 꼽았다.103) 인천부회에서는 수도료 감하에 동의하

고 ｢인천부수도 수조례｣의 개정을 결의하 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천부 수도 수조례 개정

( 략)

1. 구 조례에서는 사설  공설공용자의 자격에는 거주가옥의 임 차가격의 외에 

건평 표 도 그 요건으로 삼았으나 신 조례에는 건평을 不計하게 되었으며

1. 수총 는 사용자 총수의 반수 이상의 연서계출로 인가  되고 

1. 수료는 공장, 제조업 기타는 최  소비 수량은 1할 1보 7리, 과수량은 3할 

3보 3리 이상 6할 6분 6리가 인하되며 공서, 회사, 은행, 기타는 최 수량은 1할 

1보 7리, 과수량은 1할 3보 3리가 인하되며, 가사용 수( 용)은 최 수량은 1

할, 과수량은 1할 3분 3리의 인하되어 사설공용 수는 1할 내지 1할 3보 3리가 

인하되며 공설공용 수는 2할이 인하될 터이다. 

1.  조례에는 수사용료 등의 체납 기타 조례 반 행 가 있을 에는 停水처

분을 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여 해제시키는 규정이나 공설공용의 완납은 용이치 

않으므로 일부 체납자를 하여 정수를 함은 타의 선량자를 해하는 것이므로 

정수처분은 안하기로 되었다.104)

100) �朝鮮日報�, 1932년 1월 31일자, ｢一萬 二千戶에 水道使用 四割｣.

101) �東亞日報�, 1932년 3월 24일자, ｢ 년도 산 신규시설 무｣.

102) �每日申報�, 1932년 3월 27일자, ｢仁川府議第三日 水道料減下는 增稅憂慮不無 傳染病院

忌避는 朝鮮人업는 原因 語不通으로 信賴키가 不能｣.

103) 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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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정 조례에서는 부회 내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도 사용자의 확 를 목

으로 하는 조항을 담고 있었다.105) 먼  사설  공설공용  사용자의 자격 조

건을 완화시켰다. 구( ) 조례에 따르면 사설  공설공용 을 신청하려면 임 차

가격의 상한선뿐만 아니라 거주 가옥의 건평 상한선까지 지켜야 했으나, 신(新) 조

례에서는 건평 조건을 삭제하고 임 차 가격의 상한선만 자격 조건으로 정하 다. 

 1920년  공설공용  사용자층의 수 이용을 해하던 근본 인 요인인 고가

의 수료와 정수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 해 수료를 감하하고 정수 처분 조항

은 폐지하 다. 다음은 조례 개정 후의 수료를 비교한 표이다.

용도
최  

소비수량

｢인천부수도 수조례｣

(1922)

｢인천부수도 수조례｣

개정(1933)

철도

공장

제조업용

40㎥

기본: 6.80 기본: 6.00

과: 1㎥ 당 0.15 과: 1㎥당 0.10~0.05

공서

회사

은행

기타 업용

40㎥

기본: 6.80 기본: 6.00

과: 1㎥ 당 0.15 과: 1㎥ 당 0.13

가사 용 12㎥
기본: 2.00 기본: 1.80

과: 1㎥ 당 0.15 과: 1㎥ 당 0.13

사설공용 8㎥
기본: 1.20 기본: 1.08

과: 1㎥ 당 0.15 과: 1㎥ 당 0.13

공설공용 1㎥ 0.15 0.13

<표 5> ｢인천부수도 수조례｣(1922), 1차 개정 조례(1933) 수료 비교

(단 : 0.00圓)

출 : 內務局 地方課, �(自大正十日年至昭和六年)京城ㆍ仁川ㆍ開城ㆍ群山ㆍ各府條例�(CJA 
0002874), ｢仁川府水道給水條例｣(仁川府條例 第5號, 1922년 4월 1일자), 610-627면; 
｢仁川府水道 給水料 減下｣, �中央日報�, 1932년 3월 31일자; ｢水道條例改正 仁川府
에 通過｣, �東亞日報�, 1932년 4월 2일자.

개정 조례는 제조업을 시한 업용수에 해 최  소비 수량의 수료를 

11.7%, 공장  제조업 분야의 업용수의 과사용분에 해서는 수료를 

104) �每日申報�, 1932년 4월 1일자, ｢인천부수도 수조례 개정｣.

105) 이하 개정 조례의 내용에 해서는 �每日申報�, 1932년 4월 1일자, 앞의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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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6.6%, 공서  회사 업용수의 과사용분에 해서는 수료를 

13.3% 인하하 다. 업용수의 최  소비 수량에 한 수료 인하율은 가사용

수에 비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공장, 제조업 등

에서 사용하는 과 수량에 한 인하율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 제조업 분야의 

과 수량에 한 요 은 5~10 으로, 같은 양을 기 으로 가장 세민층이 사용

하는 공설공용 의 요 인 13 보다도 었기 때문이다. 요컨  1차 개정 조례

는 공장, 제조업 분야의 업용수에 한 안정 인 공 을 제도 으로 담보하는 

역진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인천부수도 수조례｣의 개정은 일반 수 사용의 확 를 목 으로 한 측면도 

있었지만, 1930년  인천 지역의 목표인 ‘공업 인천’을 달성하기 한 목표도 주

요하게 반 되어 있었다. 이미 인천부에서 총독부로 조례의 개정을 신청하는 문

서에 “산업장려  공 보건 생상 공장, 제조업, 양조업, 탕옥업용 수료를 

상당히 감하고자 하고 … 체 일반 수료를 감하는 것은 재정상 곤란을 

느끼게 하므로 장래 기회를 도모하여 단행하고자”한다고 설명하 다. 원래 인천

부의 조례개정 신청에 해 경기도지사는 “빈소한 일부의 생산업자에 한 수

료를 하하는 것은 일반이 볼 때 공평함이 결여되고 균형을 잃은 조치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지 하면서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 는데, 수정하는 선에서 총

독부 내무국이 조례 개정을 허가하 다.106)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개정조례는 

산업장려를 한 목 에 을 맞추고 있었다. 

공업도시는 인천부만의 추진은 아니었으며, 지역 내 경제인들의 목표이기도 

하 다. 인천부회가 열리던 1932년 3월에는 술한 ｢인천의 긴요문제(仁川の緊

要問題)｣(�朝鮮新聞�) 연속 기사가 보도되던 시기 다. 인천 내 유지들은 이 기

사를 통해 수료의 인하와 공업용 수도의 부설을 요구하고 있었다. 한 인천

부회의원 무라타(村田浮)는  연속 기사  ｢京仁線의 電鐵化와 기타｣라는 제

목으로 투고하 는데, 그 내용은 인천의 공업지화를 한 긴요 문제 4가지를 

제시한 것이었다. 그  하나로 수도요 의 인하와 그 설비의 근본  개선의 문

106) 이상의 ｢인천부수도 수조례｣ 개정에 한 내용은 ｢仁川府水道給水條例中改正ノ件｣(朝

鮮總督府 內務局→仁川府), 국가기록원 소장, 리번호 CJA0002778을 참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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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제시하면서 우리들의 바른 주장으로 힘을 발휘하여 요  인하를 달성하

음을 강조하고, 행 수도요 을 반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107) 수도

수조례의 개정은 일반 수 사용자층의 확 뿐만 아니라 ‘공업 도시’로서의 인

천이라는 지역 정체성을 획득하기 한 방법  하나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료 감하 소식이 정해진 때로부터 1년 뒤인 ｢인천부수도 수조례｣

는 총독부의 인가를 거쳐 1933년 4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되면서108) 그사이 수 

사용자 측으로부터 “인천부 당국에서 민 을 공연히 기만 농락하는 것”이라는 

비 만 계속될 뿐이었다.109) 한 수료 감하와 함께 수 사용자 측으로부터 

제기된 근본 인 문제는 요 의 연  부담 방식이었다. 공설공용  사용자 외에

도 수료를 이  징수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 부 당국에서도 징수 제도상 결함

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다.110) 뿐만 아니라 총 제를 채용하던 공설

공용 의 경우 여 히 총 의 수료 횡령 문제가 잔존해 있었다. 1932년 6월 

桃山町의 수도총 가 수료 2개월분 30여 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자 6월 6

일자 �每日申報�에서는 이 사건을 보도하 다. 기사에서는 이 사건이 인천부 수

도 수제도상의 결함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실이며 감독상 부(府)의 책임을 면하

기 어렵다고 비 하 다.111)

여러 차례 지 되었던 공설공용 의 도용(盜用) 문제도 해결되지 못한 채 남

아있었다. 공설공용 의 수 이용자는 열쇠, 감찰(鑑札)을 교부받아 수(汲水) 

시에 항상 휴 해야 했다. 공설공용  수 이용호의 열쇠, 감찰을 빌려서 수

107) 村田孚, �朝鮮新聞�, 1932년 3월 29일자, ｢京仁線의 電鐵化와 기타｣(김락기ㆍ이지 , 

2006 �인천의 긴요문제(1932)�, 인천학연구원, 134-135면에서 재인용).

108) �中央日報�, 1933년 3월 31일자, ｢仁川府內의 水道料金을 减下 公設二割, 工業六割餘｣; 

�每日申報�, 1933년 4월 1일자, ｢仁川水道料金 약간 싸진다 일로 인하야 부의 세입에선 

一萬三千餘圓減收｣.

109) �東亞日報�, 1932년 10월 16일자, ｢半年을 經過해도 水道料 不減下｣.

110) �仁川府關係書類�(CJA0002778), ｢仁川府水道料金ニ関スル件｣(京畿道知事→內務局長 殿, 

1931년 3월 3일); ｢仁川府水道料金ニ関スル件｣(內務局長→京畿道知事 宛, 1931년 2월 9

일), 1083-1089면.

111) �每日申報�, 1932년 6월 6일자, ｢仁川桃山町水道總代 水道料金을 橫領 被害 는 警察署

에 告訴 給水制度에 一大芥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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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를 ‘도용’이라 하여 이 경우에는 수도 수조례에 따라 과료 10원에 처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도용 문제는 부회에서도 논의될 정도 는데, 부 당국에서

는 선량한 수 사용자를 보호하는 의미로 부정 취(汲取) 행 를 엄벌할 방침

이라며  규칙에 게재된 수 시 주의 사항을 신문에 게재하여 수할 것을 강

조하 다.112) 

부 당국과 언론에서도 인지하고 있듯이 공설공용 의 수 운  방식의 변화

가 제되지 않은 채 시행된 수료 인하는 격한 효과를 내기 어려웠다. 요

을 연  부담하기에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수량의 수료까지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형평성이 떨어졌다.  요  징수를 수도총 에게 가하는 행정 처리는 

납부의 완결성을 떨어뜨렸다. 1933년 10월 말 통계에 따르면 인천부내 총호수 1

만 5680호에 해 수사용호수 6609호, 즉 42%를 기록하 으며 일본인 지역과 

조선인 지역으로 나 어 보면 각각 73%, 29%의 차이를 보 다.113) 일본인 수

사용호와 조선인 수사용호의 수보 률 차이는 좁 지지 않았으며,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조선인들은 여 히 우물을 사용하는 실정이었다. 당시 우물은 불

결한 것으로 상징되어 염병원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 지역에서의 

염병 발생 가능성이 늘 제기되고 있었다.114) 미 된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새로운 부윤의 취임과 ‘효율화’ 기조에 따라 인천부 당국과 공설공용  사용자 

사이의 간극만 벌어질 뿐이었다.

112) �每日申報�, 1932년 8월 21일자, ｢仁川府內에는 飮料水詐取頻頻 規則을 모르고 鍵을 借

用해 過渡期의 無知가 나은 罪｣. “1. 수를 받고자하는 자 부윤에게 감찰의 교부를 받

을 일, 1. 수는 세 (살림)마다 청구하되 동 1구내 거주자라 할지라도 1개의 열쇠, 감

찰을 공동 사용치 못함, 1. 수사용자는 타인에 하여 열쇠, 감찰을 여치 못함, 1. 타

인의 열쇠, 감찰을 사용하여 수 汲取하지 않도록 할 일, 1. 열쇠  감찰을 휴 치 않

고 수의 汲取를 않을 일.”

113) �東亞日報�, 1933년 11월 29일자, ｢仁川給水使用  照 안되는 比例｣.

114) �東亞日報�, 1933년 11월 29일자, 의 기사. 井水를 염병원으로 보는 인식은 인천뿐

만 아니라  조선의 공통 인식이었다. 井水는 불결한 것으로 상징되었으며 이 井水를 

이용하는 조선인 지역은 불결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염병 발생지로 지목되거나 그 가

능성을 배태하고 있는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시체제 하 철재 가격의 폭등에 

따른 자재난  재정난과 수난은 불결한 井水를 음용 가능한 물로 변모시키는 요인이

었다. 井水에 한 담론의 변화 과정에 해서는 김백 , 2009 ｢일제하 서울의 도시 생 

문제와 공간정치｣ �사총� 68, 3장을 참조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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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매제’로의 요 징수방식 변경 조치와 사용자사회의 응

1933년 8월 인천부 부윤으로 부임한 나가이 테루오(永井照雄)는 같은 해 11월 

공설공용  총 제 방식을 매제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12월에 용하

다.115) 부담의 불공평, 요  징수의 비효율성, 도용  미납의 결 을 해결한다

는 것이 그 이유 다. 수 사용호수가 많은 동리에는 매제를 용하고, 은 

동리에는 수도총 제를 용하여 공동책임을 지우게 한다는 계획이었다. 공설공

용  매제란 일종의 청부제인데, 공설공용 마다 지정 매인을 두고 이들이 

수사용자에게 약 2두(36ℓ)당 1 의 을 받고 수돗물을 매하는 제도

다. 부 당국은 지정 매인으로부터 정해진 수료만 징수하고, 수  리  

수 운 을 매인에게 탁하고자 하 다. 매제 용을 통해 수도 사용량의 

감하와 사용자의 요  부담의 경감을 기 하고 있었다. 인천부는 11월 정리총

회를 거쳐 우선 공설공용  17개소를 매제로 변경하 다. 

20년 에 주민들이 요구한 청부제에 비해 30년 의 매제 용은 수 사용

자의 요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는 제도 다. 기존의 총 제에서는 1㎥당 10

에 부민들이 약간의 수고비를 더해 13 씩 부담하고 있었다. 매제를 용하면 

1㎥당 27 을 지불해야 하는데, 수료가 폭등한 이유는 지정 매인의 수익 때

문이었다. 부민들은 부 당국의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꾀하기 해 사용자들의 부

담을 배가시키는 결정이라며 비 을 제기하 다.116) 반면 수도계에서는 지정

115) 이하 공설공용  매제 실시에 한 내용은 �每日申報�, 1933년 11월 29일자, ｢仁川共

用水道 販賣制變更 재의 방법은 불공평하야 明春四月부터 新制｣를 참조.

116) 기사 원문은 다음과 같다. �東亞日報�, 1월 18일자, ｢水道販賣制 改正으로 府民의 不平

爆發｣.

     “사용자측 談

     부청의 잘못인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정과 매인을 표 으로 한 만큼 일반부

민은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 값은 보다 배를 내고서도 물은 흔하게 쓸 수 없

으니 이런 고통이 어디 있다는 말 이요? 부에서는 자기네 사무 간편만 생각하고 일반 

부민의 이해는 연 무시한 것이니 부민으로서 그 로 있을 수 있습니까? 운운.

     수도주임 談

     이에 하여 인천부 수도계 주임 福井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계산상으로는 1입방 메돌에 27  5리라 하더라도 그 결과는 그 지 못합니다. 따를 때

에 헤지고 통이 좀 큰 것도 있고 하여 결국 21-2 의 수입밖에 안됩니다. 재 실시 

에 있는 50여개를 조사하 는데 하루에 최상이 60여  최하가 20여 의 수입밖에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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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인의 수익이 을뿐더러, 오히려 우물 이용자들의 수돗물에 한 근 가능성

을 높여 생 향상에 일조하는 제도라고 역설하 다. 

이에 공설공용  사용자들은 매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문제를 제기해 

온 수도총 제에 찬성하는 안을 작성하여 인천부에 진정하 다.117) 매제를 수

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공설공용  사용자들은 수도를 이용하지 않고 우

물을 이용하기 시작하 다. 1934년 1월 23일자 �東亞日報� 기사는 인천 부내의 

우물이 “ 공황을 이루어 이른 아침부터 녁 늦도록 혼잡을 이룬다”면서 그 

이유로 공설공용 에 매제가 용되었기 때문이라 보도하 다.118) 음료수로 

사용하지 않던 우물까지 서로 다투어 달려드는 상이라며 우물이 은 송 리, 

송림리, 신화수리가 더욱 심해 생상 타격이 지 않다고 지 하 다.119) 조선

인 동리의 우물 수요가 폭증하자 생계에서는 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해 부내 우물물을 일제히 검사하기로 결정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불량한 것

은 사용 지 처분할 계획을 밝혔다.120)

공설공용  사용자 측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부 당국에서 오히려 매제를 더

욱 확 하자, 인천부 각 정리총 들은 회합하여 매제를 폐지하도록 결의하고 

2월 25일 인천부윤에게 진정하 다.121) 그 내용은 1㎥당 27 을 부담하면 부는 

10 을 받아가고 나머지 17 은 지정 매인이 가져가니 일반 부민이 지정 매인

의 이익을 해 종 의 3배를 부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골자 다.122) 결과

으로 “훌륭한 생  수도를 두고서도 부정한 우물물을 음용하게 되어 일반 

생에도 문제”일뿐더러 수도 사용량이 감하여 부의 수입도 반감하게 될 것

이라 지 하 다.123)

니다. 하루 종일 장정 1명이 지키고 있으면서 이것이 많은 수입입니까? 그리고 종 에 

일시에 지불할 수가 없어 더러운 우물을 먹던 사람들도 1 만 쥐고 가면 두통 얻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민의 생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운운.”

117) �東亞日報�, 1934년 1월 21일자, ｢反 府民들이 府當局에 陳靖｣.

118) �東亞日報�, 1934년 1월 23일자, ｢仁川府內에 井水大恐慌｣.

119) �東亞日報�, 1934년 1월 23일자, 앞의 기사.

120) �東亞日報�, 1934년 2월 27일자, ｢仁川府內의 井水를 檢査｣.

121) �東亞日報�, 1934년 2월 28일자, ｢仁川水道 販賣制도 一般府民에 被害莫大｣; �朝鮮日報�, 

1934년 2월 28일자, ｢水道에 仲商 둔 후 府民의 負擔 過重｣.

122) �東亞日報�, 1934년 2월 28일자, 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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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공용  사용자와 정리총 의 궐기에도 불구하고 인천부는 매제를 유지

하겠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 다. 수돗물의 원가가 유통비용의 증가로 타 

도시에 비해 워낙 비싸 상 으로 인천부가 이윤을 덜 남기고 공 하는 구조 

때문이었다. 수돗물 원가를 비교하면 경성부는 1㎥당 3  5리이고 인천부는 8  

5리인데, 공 가는 경성부 7  인천부 10 이기 때문에 경성부에 비해 인천부가 

1㎥당 2 을 덜 남기는 수익 구조 다.124) 따라서 수도계의 입장은 이러한 구조

상 인천부민은 부득이 비싼 수돗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나마 지정 매인이 

약 2두(0.036㎥, 36ℓ)에 1  받는 값을 내리게 할 수는 있어도 매제 폐지는 

근본 으로 불가하다는 것이었다.125) 매제는 인천부에 정량의 안정 인 수익

을 보장하는 제도 기 때문이다. 한 그동안 수 의 리를 담당하기 해 

소요된 부 비용도 매인에게 수 의 리를 가하면서 인천부 수도계원의 

인건비까지 약할 수 있었다.

인천부 당국과 수 사용자 간의 립이 팽팽하던 때, 도산정에서 사용하던 

큰 우물에 독극물을 섞는 듯하다며 “냉수로는 아무 흔 이 없으나 온수로 하면 

마치 지 물처럼 변한다”고 신고한 사건이 발생하 다.126) 실제 독극물 투여 여

부는 알 수 없으나 사실을 떠나 당시 부민들은 이 사건에 해 “수도 매 지정

인의 수도수 매가 많지 못하므로 그것을 많게 하기 한 무서운 소행이 아닌

가”라고 인식할 정도로 당국의 매제 시행에 해 불신하고 있었다.127)

수 사용자층의 매제에 한 반  여론은 인천부회 내에서도 주요 논의 

상이었다.128) 1934년 3월에 개최된 인천부회에서는 부회의원과 인천부 당국 사

이 공설공용  매제를 둘러싼 논박이 발생하 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의 기사.

124) �東亞日報�, 1934년 3월 2일자, ｢販賣制度의 廢止는 反 ｣.

125) 의 기사.

126) �東亞日報�, 1934년 3월 18일자, ｢多數民衆이 使用하는 井水의 水質이 突變｣.

127) 의 기사.

128) �每日申報�, 1934년 3월 19일자, ｢論鋒은 上水道에 集中 水産 場도 追擊 議長失 問題

로 一時騷然 仁川府 第二日｣; �東亞日報�, 1934년 3월 20일자, ｢共同水道販賣制를 府

서 猛烈攻擊｣; 동 신문, 1934년 3월 24일자, ｢仁川上水道 販賣制度 歲入減 , 府民不

平｣; �朝鮮日報�, 1934년 3월 25일자, ｢水道販賣制로 仁川府의 紛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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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村田: 공설공용수도를 지정 매제로 개정한 후 조선인 측에서는 비난이 비등한 

모양인데 성 의 실상은 어떠한가

- 野 내무과장: 정리총 로부터 井水(우물물-인용자)를 음용하는 자가 있어서 곤

란하다는 진정이 있으나 이는 종래 부정수단으로써 수도를 음용하던 자가 우물물

에 환한 모양인가 한다. 매제도의 폐단이라 할 만한 은 수(汲水) 시간에 

부자유가 있고 1입방미돌(㎥)에 10  원가의 수도를 1 에 5리에 매하는 터이

므로 1입방미돌의 수량의 매가는 원가의 2배 이상인 27  5리의 고가를 보이나 

이는 사용자가 조합제를 채용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渡: 공설공용 의 수도를 매제도로 개정한 까닭으로 일정한 시간 외에는 수

도수를 음용키 불능  되어 보건 생상 한 문제로 기할 염려가 있으나 당국

은 이를 종래의 제도에 환원시킬 의사가 없는가

- 의장(인천부윤): 환원시킬 의사는 연 없다. 사용자가 자각하여 조합제를 채용하

면 가할 터이다. (이하 생략)129)

공설공용  매제는 수료를 폭증시킬 뿐만 아니라 지정 매인들이 개 하는 

시간에 맞추어 길어가야 하는 사용상의 불편이 있었다. 매제에 한 여론이 악

화되자 인천부 측에서는 이 매제는 수 사용자 사이의 자치 인 조합 결성을 

제로 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발 으로 조합을 결성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입장

으로 선회하 다. 1934년 인천부회 제5일차에도 여 히 이 문제를 둘러싼 립이 

격심하 다.

- 結成 의원: 이 세입 산을 본즉 작년도 실수입보다도 1500여원이 감소되었는데 

 일방 민간 측에서 불평이 다 한데 그래도 매제도를 고집하는가?

- 의장: 조합제도를 제로 한 매제도이니까 부민의 불평은 없어질 것이며  

그 수입이 주는 신 수도순찰원이 어 결국 마찬가지다. 그리하여 결국 조합

제도로 된다면 사용자도 싸게 먹고 부청도 사무가 간단해져서 편리하다. 

- 渡 의원: 매제도로 한 후 화재가 나도 지정 매인이 개 을 않으니 그래도 

좋으냐?

- 福井(수도계 주임): 로 그런 일은 안 시킨다. 조례에도 개 하라는 규칙이 

있다.

- 김종섭 의원: 재 番外(福井 수도계 주임)의 설명에 의하면 정수 사용하던 사

람이 1원 만 쥐고 가면 수도를 먹으니 좋지 않으냐고 하나 그것은 사실과 연 

반 가 아니냐? 그리고 월 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한번에는 낼 수 있으나 평상

129) �每日申報�, 1934년 3월 19일자, 앞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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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1 이나 2 이 없어 수도수를 못 먹게 되어 자연 정수(우물물-인용자)를 

사용하게 되는데 부 당국은 조합제도가 부 실시되도록 매제도를 폐지할 의

향은 없는가?

- 의장: 조합제도로 되기까지에 습 을 지어주려니까 당분간의 희생도 할 수 없다. 

- 福井: 통계로 보아 실시 후에 사용자가 증가하 다.130)

이 조합제는 수도총 제와 같이 사용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공설공용 을 이

용하되,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부민을 상으로 으로 수돗물을 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다.131)  기존에 호를 단 로 요 을 분담하는 방식에서 조합

원 1인을 기 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132) 

상당한 성 을 내고 있다는 부윤의 말과 달리133) 조합 결성의 속도는 더뎠다. 

매제를 실시한 1933년 12월 이래 부의 수입이 감소하자 부에서는 인건비를 

이기 해 수도계 직원 13명을 해고하 다.134) 나가이 부윤의 조치에 해 �朝

鮮日報�는 “궁민을 구제하려고 모든 공사와 신규 사업을 일으키는 오늘날에 있

어 밖으로는 수도 매제를 실시하여 부민의 불평을 사고 안으로는 부 청원을 

한번에 13명씩이나 면직을 시킴은 역  부윤의 처음 보는 모순정책”이라고 비

하 다.135) 

언론에서는 수도 매제의 실시를 계기로 우물물(井水) 사용이 등하 으며, 

수질 검사의 결과 부 당한 우물이 수다해 빈민들의 음료수 부족과 염병 발병 

등의 보건상 을 야기하는 실태에 해 지 하 다.136) 생계에서 수질 검

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 부내 우물 총수 127개소  음료에 당한 곳은 16개소

에 불과하고 끓여서 먹을 우물이 24개소, 음료에 부 당한 우물이 87개소 다. 

130) �東亞日報�, 1934년 3월 24일자, 앞의 기사를 토 로 재구성.

131) �朝鮮每日新聞�, 1934년 4월 9일자, ｢組合組織を断行せよ!｣.

132) 의 기사.

133) �東亞日報�, 1934년 3월 20일자, 앞의 기사.

134) �東亞日報�, 1934년 3월 31일자, ｢仁川府廳員 十三名 解任｣; �朝鮮日報�, 1934년 3월 31

일자, ｢水道販賣實施로 廳員 十三名 解職｣.

135) �朝鮮日報�, 1934년 3월 31일자, 의 기사.

136) 이하 井水 수질 검사에 한 내용에 해서는 �東亞日報�, 1934년 4월 7일자, ｢仁川府內 井

水 七割이 不適｣; �朝鮮日報�, 1934년 4월 8일자, ｢仁川細民層에 飮料水 大不足｣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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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 당한 우물은 개 “빈민굴”137)로 일컬어진 신화수리, 만석정, 화평리, 

송 리, 도산정 등지에 있었는데, 이 지역은 주로 조선인 동리 다. 실제로 6월

에 년보다 염병 발병률이 2배 이상을 기록하자 그 원인을 매제도 실시에 

따른 우물물 사용자 격증으로 꼽았다.138)

수 사용층의 반 에 부딪친 부 당국에서는 결국 지정 매인의 매가격을 1

리 감하해 1두(18ℓ)에 4리로 변경하고, 사용자층이 자치 으로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선 문을 배포하 다.139)  사용수량이 많으나 용수도를 개설할 

경제력이 없는 수 사용자를 상으로 용수도 부설비의 월부납입제를 다시 

도입하 다. 지난 월부납입제가 6개월 기한이었던 것이 비해 이번 개정에서는 2~3

개년으로 기한을 폭 늘렸고, 나아가 부는 지정 매인의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연스  은퇴할 것을 기 하고 있었다.140) �朝鮮每日新聞�에서도 매제는 부와 

사용자, 지정 매인 모두가 손해를 입는 “악법”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조합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141)  �朝鮮日報�에서는 부의 수입은 지 않고 지

정 매인의 수입만 이는 조치이며, 여 히 경성부 수료에 비해 2리 5모가 비

싸다고 지 하 다.142)

결국 공설공용  사용자들은 ‘요  경감, 부담 공평’을 내세우고 ‘공설공용 

수 사용자 조합’을 속속 결성하여, 1934년 4월 5개소를 시작으로 불과 5개월 만

에 9월 공설공용   개소에서 부 조합이 결성되었는데 그 수가 90개 소에 

달하 다.143) 1920년  공설공용  사용자층의 응인 ‘불음동맹 결성’과 달리 

1930년  공설공용 에서 조합을 모두 결성한 결과는 일반 수 사용자층까지 

137) �朝鮮日報�, 1934년 4월 8일자, 앞의 기사를 참조.

138) �東亞日報�, 1934년 7월 5일자, ｢仁川 傳染病 六月中의 狀況｣.

139) �東亞日報�, 1934년 4월 11일자, ｢問題의 仁川 上水道 畢竟 料金을 減下｣.

140) 의 기사.

141) �朝鮮每日新聞�, 1934년 4월 9일자, 앞의 기사.

142) �朝鮮日報�, 1934년 4월 8일자, ｢仁川府의 水道料 減下｣. �東亞日報�, 1934년 4월 14일

자, ｢仁川 上水道 宣傳에 不平｣. 이 기사에 따르면 조합제도로 자치  개정을 진하는 

선 문은 오히려 생상 경제상 모든 방면으로 불완 한 송 리, 송림리, 화평리에 배포

되지 않아 불만을 자아냈다고 한다.

143) �朝鮮中央日報�, 1934년 9월 4일자, ｢仁川水道使用 組合을 全部結成｣.



126ㆍ한국문화 97

수돗물을 필수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방증한다.144) 부( 의)회, 언론, 수사용

자가 속한 지역사회에서는 수돗물 이용 기회의 확 를 꾸 히 요구한 반면, 공

사업의 주체인 인천부에서는 소극 인 태도로 일 하 다.145)

오히려 공설공용  수사용자 조합은 부 당국에서도 안정 인 수 운 뿐만 

아니라 생활 자치 기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 되고 있었다.146) 이러

한 기 효과는 부의 희망사항일 뿐이었다. 를 들어 공설공용  제44호에서는 

비조합원이 사용하는 수량이 어, 조합원끼리 총사용수량을 나눠 균등 부담하

는 방식으로 요 을 책정할 경우 오히려 비조합원 요 보다 50% 더 물게 되는 

실정이었다.147) 다른 공설공용  수자 조합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조합원에게 

144) 한편 1920년  경성에서는 일부 식민 료와 조선인 언론에서 각각의 의도에 따라 수돗

물 필수재 담론이 개되었다. 그러나 수돗물의 체재가 많다는 특성과 도시화  공

업화의 지연이라는 조건은 공설공용  사용자  비 수층을 설득하지 못하는 이유

다. 이상의 1920년  경성의 수돗물 필수재 담론에 해서는 주동빈, 2017 ｢수돗물 분배

의 정치경제학｣ �역사문제연구� 38, 4장을 참조하여 정리하 다.

145) 부( 의)회를 비롯한 언론, 수사용자층과 인천부 사이의 비교  명확한 립이 나타

나는데, 이는 당시 인천 지역사회의 정치 인 특성으로 생각된다. 1920년 부터 인천부

에서는 인천부 당국과 인천 부 의회원, 상업회의소 회원 사이의 길항작용이 지속되고 

있었다. 1920년 에는 축항, 수도 부 화, 인천 미두취인소 이 문제로, 1930년  에

는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청 폐지  복설 문제 등으로 부 당국과 총독부에 해 지역 경

제인 네트워크가 부민 회 등을 통해 집단행동으로 맞서고 있었다. 부( 의)회나 상업

회의소 내의 민족별 할당이라는 구조 문제는 있었지만 조선인들도 일본인 회사에 역

으로 참여하여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활약하고 있었다. 다만 1930년  이후 상수도 수 

보 의 확 에 해서는 부 당국과 부회의 의견이 맞서지만, 부회 내부에서도 조선인 

동리의 시설이나 수사용에 해서는 민족별로 입장 차이가 있었다. 상수도뿐만 아니

라 조선인 동리의 교육시설 등의 인 라 문제를 지 하는 의원은 개 김종섭을 시한 

조선인 의원이었다(�東亞日報�, ｢傳染病院設備不完 道路修理에 差別｣, 1932년 3월 27일

자; ｢汚物의 掃除까지 極度로 差別施設｣, 1932년 3월 30일자 등 다수). 1930년  인천부 

부( 의)회의 지역정치에 해서는 추후 연구로 보완하고자 한다(축항은 이동훈, 2018 

앞의 논문; 수도 부 화는 박정민, 2021 앞의 논문; 미두취인소 이  문제를 인천 상업

회의소의 지역 경제인 네트워크로 분석한 연구는 문 주, 2009 ｢20세기 반기 인천 지

역경제와 식민지근 : 인천상업회의소(1916~1929년)와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 �인천

학연구� 10;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청은 병무, 2012 ｢일제하 경성지방법원 인천지청 폐

지반 운동 연구｣ �인천학연구� 16 참조). 

146) (필자미상), ｢公設給水使用 組合の美譚｣ �仁川彙報� 6(1934년 9월), 12면.

147) �東亞日報�, 1934년 10월 6일자, ｢仁川公設水道 又一脈暗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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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된 수량이 어지자 조합원이 부담해야하는 요 이 많아지자 조합제를 폐지

하고 총 제로 환원하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었다.148) 

비조합원에게는 매를 하고 조합원은 요 을 균등부담하는 조합제의 실시는 

사용수량의 격감으로 나타났다. 부 산을 심사하는 인천부회에서 공설수도의 

수입이 격감한 것에 해 비 하고 수료의 감하를 요구하자, 부윤은 “수도 하

나로 보면 그 지만 이 수도요 의 수입으로 다른 사업을 하게 되므로 할 수 없

다”고 답하 다.149) 부회의원 나오노(直野良平)가 공설공용  매제 실시 후 

매 수량의 성 에 해 질문하자 수도계 주임은 공설공용  설치의 증가율을 밝

힌 후 소비 수량은 1932년도에 비하여는 48% 감소, 33년도에 비하여는 43%의 

감소를 보 다고 답하 다. 다시 나오노가 그와 같은 사용수량의 감소 원인이 

음용수인지 세탁용수인지 물어보자, 부윤은 사용수량의 감소의 원인이 음용수가 

아니라 세탁용수의 감소 때문이라고 답변하 는데, 세탁용수를 가정에서 비싼 수

돗물로 다량을 사용할리는 없었기 때문에 음용수 감소 상을 면피하기 한 답

으로 생각된다.  

1935년도 인천부회를 보도한 �東亞日報�에서는 반감에 가까운 소비수량의 감

소 상이 비록 세탁용수에 따랐을지라도 음용수도 상당히 포함되어있다고 지

하면서 생  보건에 타격을 주는 문제라고 비 하 다.  �朝鮮日報�에서도 

조합에 들지 못한 ‘일반 궁세민’이 고가의 수돗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자연히 

우물물을 이용하게 되어 생상 문제라고 비 하 다.150) 

인천부내 인구상승률에 비해 조선인 수보 률은 좇아가지 못했다. 1934년도

에 35%를 기록하 으나 1935년 4월 기  33%로 감소되었는데, 같은 시기 일본

인 수도사용호수의 비율은 약 97% 다.151) 반면 배수량은 증하여 경성부에 보

낼 수량도 부족한 상태 다. 이는 1934년 6월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제정 이후 

각지에 공업용지가 조성되고 잇따른 정미공장, 주조공장, 제분공장을 시한 공업

148) �東亞日報�, 1934년 10월 6일자, 앞의 기사.

149) 이하 1935년 인천부회에 해서는 �東亞日報�, 1935년 3월 28일자, ｢販賣制實施後 消費

水量 激減｣ 참조.

150) �朝鮮日報�, 1935년 4월 3일자, ｢水道販賣制實以後로 細民層 二重受難｣.

151) �朝鮮日報｣, 1935년 7월 2일자, ｢인천부내 조선인 수도사용 逐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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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향에 따른 것이다.152)

인천부윤과 유지층에서 주창하던 인천이 받은 “물의 혜택”은 세민층이 이용하

던 공설공용 에는 용되지 않는 것이었다. 다음 <표 6>와 같이 1935년 12월 

말 기  수보 률은 일본인호 85.5%, 조선인호 29.5%, 외국인호 41.7%, 합계 

29.4%를 기록하 다. 한 일본인호의 89.3%가 용   사설공용 을 이용한 

반면, 조선인호에서는 84.1%가 공설공용 을 이용한 실정이었다.

<표 6> 인천부 민족별 수  사용 황(1934~35년 12월 기 )

(단 : 호)

1934년

민족 용 사설공용 공설공용 특별 용 합계 총호수

일본인 1361(71.6) 874(85.6) 98(2.8) 202(82.1) 2535 2504

조선인 494(26) 110(10.8) 3302(93.5) 28(11.4) 3934 13426

외국인 46(2.4) 37(3.6) 130(3.7) 16(0.4) 229 229

합계 1901 1021 3530 246 6698 16159

1935년

민족 용 사설공용 공설공용 특별 용 합계 총호수

일본인 1289(52.2) 910(36.8) 88(3.6) 184(7.4) 2471 2773

조선인 492(11.9) 141(3.4) 3477(84.1) 24(0.6) 4134 14027

외국인 61(30.8) 14(7.1) 106(53.5) 17(0.1) 198 475

합계 1842 1065 3671 225 6803 17275

출 : 1934년 수치는 仁川府 編, 1935 �府勢一班�(김석희ㆍ박세희 역주, 2011 �譯註 인천
부세일반: 1935~1936년�, 인천 역시 역사자료 에서 재인용); 1935년 수치는 仁川
府 編, 1936 �府勢一班�(広瀬貞三, 2016 ｢近代朝鮮の水道事業と地域社会｣ �朝鮮學報�

240, 30면 表6에서 재인용).
비고: ① 호 안의 비율은 수호수합계에 한 각 수  사용호수의 비율임. 소수  둘

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하 음. ②원문에는 조선인 총호수가 3657로 기재되어있으나 
오류인 것으로 보임. 따라서 수보 률 29.3%를 기 으로 추산하 음.

풍부한 수량을 생산하는 수원지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인천 수도를 둘러싼 

인천부와 지역사회 사이 갈등의 씨앗은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비해 고가인 수

152) 広瀬貞三, 2016 ｢近代朝鮮の水道事業と地域社会｣ �朝鮮學報� 24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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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다. 이는 수원지로부터 인천 시내 사이의 거리가 멀어 송수에 소요되는 비용

이 증가해 수돗물 원가를 상승시켰기 때문이다.153)  수원지에서 배수지, 배수지

에서 수 까지 각각 4% 정도 수되고 있었던 상도 약 9,300원의 손해를 입

힌 요인이었다.154) 1930년  수도를 둘러싼 요구는 결국 수료를 낮추어 달라는 

것이었다. 매제 실시 이후 사용수량의 감과 조선인 수사용호수의 감소 상

은 염병 확산이라는 생  보건 문제와 결부되어 논의되었다. 구체 으로 

매제 실시 이 의 공설공용  사용료 총계가 1년에 1만 8,000원 내지 2만 원이었

으나, 실시 후에는 1만 1,000원에 그쳤으며 사용률로 보더라도 인원이 은 공

서의 1년 사용량 약 14만㎥에 비해 5만 6,000명에 달하는 빈민층의 수도사용량은 

약 11만㎥ 다.155) 

1936년도 인천부회에서는 부회의원 장 순이 수도 수입을 다른 사업에 용하

는 일반회계 구조의 문제 을 지 하고, 수료 감하를 요구하 다. 나아가 1936

년 산에 우각리, 율목리, 용강정, 외리, 화방정 등지에 배수  부설  공ㆍ사

설공용   용 을 설치하기 해 1만 2,625원이 계상되어있자, 부회의원 황윤

은 수도 부설을 공평히 하라고 요구하 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156)

- 황윤: 수도는 리를 한 것이냐 생을 한 것이냐?

- 생을 한다.

- 황윤: 그러면 상수도의 부설이 없어 불결한 정수를 사용하는 빈민지 인 도산

정, 송 리 등지에다 부설치 않고 비교  부유할 뿐만 아니라 상수도의 완성에 

가까운 지 에다 증설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 장차 그럴 의향이다.157)

인천부에서는 증가하는 체 배수량을 고려하여 신 수원지 건설을 검토하 으

며158) 그동안 비 받아온 남북의 차이를 극복하기 해 ‘북 ’ 지역에 배수 을 

153) �東亞日報�, 1935년 12월 10일자, ｢水道水 利用못하는  總戶數의 七割强｣.

154) �東亞日報�, 1936년 3월 25일자, ｢仁川水道管 大修理計劃｣.

155) �朝鮮日報�, 1936년 3월 23일자, ｢遂年 問題化하는 仁川水道問題｣. 

156) �東亞日報�, 1936년 3월 28일자, ｢“水道敷設을 公平히 하라”｣.

157) 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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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1939년 3개년 간 부설할 계획을 밝혔다.159) 그러나 신 수원지의 건설은 음

용수 공 보다 ‘공업도시 인천’을 달성하기 한 공업용수 공 에 을 둔 계획

이었다.160)  일 쟁의 향으로 발생한 군수 인 이션은 철재 가격을 폭증

시킨 요인이었기 때문에, ‘북 ’ 지역 배수  부설 계획은 축소되다가 결국 지되

고 말았다.161) 세 계층이 이용하는 공설공용 뿐만 아니라 용수도도 사용자의 

부설비 부담이 격증하여 부설하기 어려웠으며 당시 으로 건설을 추진한 송

도 유원지마 도 부설하기 어려운 물가고 다.

시체제의 향으로 철재가 등귀가 발생하 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용 수도의 건

설은 순조롭게 추진되었다.162) ‘京仁一體’를 목 으로 내세운 경성부와 인천부에서

는 부평에 공업용 상수도를 건설하여 상수도의 경인일체화를 꾀하고 있었다. 

한편 수보 률은 약 40.1%를 기록하 다. 같은 시기 인천부내 일반 수 사

용자  조선인의 수 보 률은 29%에 불과하 다.163) 1929년 말의 통계인 <표 

2>와 1938년 통계인 <표 7>을 비교하면 조선인 총호수는 약 8천호 증가한 데 비

해 수호수는 약 1천 7백호 증가하 다. 한 수 별 이용 황을 보면 여 히 

조선인 수호수의 약 82.5%가 공설공용 을 이용하고 있었다. 

158) �每日申報�, 1936년 7월 8일자, ｢仁川府水道水源池 金浦에 新設計劃｣. 

159) �朝鮮日報�, 1937년 1월 18일자, ｢仁川府 北村 一帶에 水道管을 增設｣. 

160) �每日申報�, 1937년 3월 23일자, ｢府 果然大論戰 仁川水道費問題로 質問陣의 共同戰線｣. 

경인지역 공업용 상수도 부설 시도에 해서는 이슬아, 2019 ｢1930~40년  경인지역의 

공업용 수도사업｣, 인하 학교 석사학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161) �朝鮮日報�, 1937년 6월 23일자, ｢鐵飢饉의 影響 水道敷設에까지 仁川水道 敷設料도 引

上｣; 동 신문, 1937년 7월 3일자, ｢十六萬圓으로 仁川水道工事｣; 동 신문, 1938년 6월 9

일자, ｢鐵材價 暴騰으로 水道擴張 中止?｣; 동 신문, 1938년 8월 7일자, ｢材料價格騰貴로 

水道工事를 中止｣; 동 신문, 1938년 9월 8일자, ｢水道鐵管 代用品 ‘에다니트 이 ’ 使

用｣; 동 신문, 1939년 4월 13일자, ｢仁川府에 水道飢饉, 鐵材難으로 工事 ‘스톱’｣; 동 신

문; 1939년 6월 7일자, ｢鐵材의 飢饉으로 水道擴張工事를 中止｣.

162) �朝鮮日報�, 1939년 9월 6일자, ｢仁川工業用水道 十二日에 起工式｣; �東亞日報�, 1939

년 9월 3일자, ｢富平에 大工場地 建設 工業用水道 起工式｣. 

163) �東亞日報�, 1937년 6월 12일자, ｢水源池 仁川府에 水道使用  三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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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인천부 민족별 수  사용 황(1938년 6월 기 )

(단 : 호)

민족 용 사설공용 공설공용 특별 용 합계 총호수

일본인 1,641(60) 863(31.6) 63(2.2) 170(6.2) 2,737 3,147

조선인 682(14.2) 141(2.9) 3,964(82.5) 17(0.4) 4,804 18,206

외국인 47(43.5) 7(6.5) 37(34.3) 17(15.7) 108 202

합계 3,370 1,011 4,064 204 8,649 21,555

출 : 守山春 , ｢給水普及に據る都 の 察｣ �工事の友』 10輯4号(1938年 7月), 38-40
면(広瀬貞三, 2016 ｢近代朝鮮の水道事業と地域社会｣　�朝鮮學報� 240, 31면 表7에
서 재인용  수정).

비고: ① 호 안의 비율은 수호수합계에 한 각 수  사용호수의 비율임. ②소수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하 음.

 

세계층이 감당할 수 없는 수 의 고가 수료라는 핵심 문제가 사라지지 않

은 채 시행된 공설공용  매제는 부의 간편한 사무처리를 해 사용자의 희생

만 일방 으로 강요하는 제도 다. 오히려 사용자 측은 매제보다 그동안 문제

을 지 하고 개선을 요구한 제도인 ‘수도총 제’를 선호하는 실정이었다. 이는 

사용수량의 격감, 실질  수보 률의 하라는 결과로 귀결되었으며, 그 타격 

상은 세민이면서 그  다수를 차지한 조선인 계층이었다. 공설공용 을 이

용할 경제력이 되지 않는 계층은 약 60%에 달하 으며, 이들은 수돗가에서 

려나 우물물이나 강물, 샘물을 이용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본격 인 

시체제에 돌입한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4. 맺음말 

본 에서는 1920~30년  인천부의 공설공용  수 운 을 살펴보면서, 식

민지에서의 공 사업이 가지는 한계를 밝히고자 하 다. ‘내지’에서의 공 주의

를 식민지에 용하 을 때, 재정자립도가 약한 ‘부’ 지방단체는 재정확보를 해 

상수도 경 의 리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경제  자유주의에 따른 공

‘사업’의 경  체계,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원인이었다. 이처럼 상수도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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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유주의와 식민주의가 교차하는 지 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구체 으로 

살펴본 내용은 고가 수료와 요  부과 방식인 계량제의 실시, 요  징수 방식인 

총 제/ 매제의 실시이다. 이러한 수 운 에 해 지역민들은 ‘조선인 지역’ 내

에서의 불음동맹을 결성하고, 신문 독자투고란의 활용, 총  궐기 회를 통해 주

체화하 다. 한 부( 의)회 내에서도 수돗물 분배의 공평을 내세우며 정치의제화

하는 조선인 의원들의 요구도 진행되었다. 요컨  공공재 분배는 ‘지역’에서 ‘사회’

를 결집시키고  그 ‘사회’ 내에서의 분화를 추동하는 주요 매개 다. 

본 논문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과 민족문제가 겹치는 역을 살펴

보려는 목  때문에 재조일본인이 주로 사용하 던 용 ㆍ사설공용  수 운

이나 사용실태에 해서는 살펴보지 못하 다. 둘째, 부 재정의 수도재정에 

해 본격 으로 다루지 못하 다. 셋째, 계층별 사용 수도 에 따른 실사용수량을 

본격 으로 추산하지 못하 다. 이상의 문제는 추후 연구로 보완하고자 한다.

주제어 : 인천부, 지역사회, 공설공용 , 상수도 수, 식민지 공공성

투고일(2022. 1. 31),  심사시작일(2022. 2. 14),  심사완료일(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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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Water Supply System for the “Public Tap Water” in 

Incheon and the Response of the Local Community in 1920s-30s

164)

Park Jeong Min*

This paper attempted to examine the nature of the distribution of public goods at the 

local community level by reviewing the conflict between the unfair authorities, the 

council association, and the water supply users over the operation of water supply in 

Incheon in the 1920s and 30s. 

In colonial Joseon, like imperial Japan, the principle of public corporationism run by 

local organizations was applied to waterworks. Incheon-Bu is suitable as an example of 

various variables surrounding water supply and their responses. Incheon was a city that 

enjoyed relative abundance in the production of tap water due to its ample water supply 

compared to other cities. However, between 1910 and 1936, the water supply rate of 

Incheon-bu was gradually decreasing. Compared to the population growth rate, the rate 

of increase in the number of water supply used was lower, and the numerical difference 

in the rate of use by ethnicity was also clear.

Why was the penetration rate low in Incheon, which was expected to be equal in the 

distribution of tap water? The first one is “Bu-Young.” The transfer of management to 

wealth with weak fiscal independence was a factor that weakened publicness. The second 

was the increase in rates and the change in the method of collecting fees. The 

Incheon-Bu implemented a metering system in 1924 to increase the actual water bill. In 

addition, the burden was increased by equally sharing the pay-as-you-go system to users 

of the “public tap water”, which is a jointly used street fountion. In particular, the 

public tap water used by most Koreans. The transition to a pay-as-you-go system was a 

system that users had to jointly pay up to the amount they did not use. In addition, 

since the person who managed the capital was an unpaid “chong-dae,” he often did not 

* Lecture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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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 the water bill on time, embezzled it, and the water tank was submerged. As these 

problems accumulated, Shinhwasuri, a region of Koreans, formed a alliance not to drink 

tap water and responded. It was a kind of boycott of tap water.

The cause of the problem was the implementation of an expensive water bill and a 

metering system that did not consider the poor class compared to the ability to pay. In 

the 1930s, demands were raised in the Incheon community to lower the high-priced 

water bill, leading to the revision of the ordinance. However, there was also a demand 

for lowering the high-priced water rate for the small class, but in reality, it was 

intended to lower the water rate for commercial and industrial use in terms of urban 

development to promote industrialization. In addition, with the inauguration of Nagai 

Governor, as the tightening fiscal policy began, a contract system (sales system) was 

implemented to entrust the joint capital to one person. The Incheon Metropolitan 

Government entrusted the management of the joint capital through the contract system to 

obtain the desired profits as they were and to leave the annoyance of management to 

the manager. The contractors charged a fee when selling tap water, which was very 

expensive, causing complaints from users. Therefore, users formed a water supply 

autonomous community and responded. Furthermore, the Incheon Regional Council raised 

an opinion that the water supply rate of small Koreans should be increased, and the 

issue of discrimination against water supply facilities continued.

However, unless the contradiction of the principle of beneficiary burden and the 

high-priced water supply fee according to the metering system disappeared, a drastic 

increase in the water supply rate was a long way off. The water supply, examined 

through the Incheon-Bu, is the point where discrimination by class and discrimination by 

ethnicity intersect. In this paper, it was intended to clarify that the principle of 

beneficiary burden and the principle of economic liberalism, which is a metric system, 

already implies economic-hierarchical discrimination, and if this principle is applied to 

colonies, it leads to discrimination by ethnicity. In short, economic liberalism and 

colonialism represented by capitalism are not separate but simultaneously constructed.

Key Words : Incheon-Bu, Local Society, Public Water Pump, Water Supply, Colonial 

Public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