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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 「금강산전기철도(주)」의 경영사 연구*
44)정

안 기**

요 약
이 연구는 조선 최초의 금강산 관광철도이자, 유역변경식 발전수력 개발을 겸했던 금
강산전기철도(주)의 사업과 경영의 전체상을 실증 분석했다. 종래 일정기 조선 사설철도
연구는 일본 투자가층과 식민정부와의 경제관계를 분석한 경제사 연구, 조선사설철도보조
법의 성립ㆍ운용ㆍ성과를 분석한 정책사 연구, 사철 부설에 따른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분석한 지역사 및 문화사 연구가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사철회사의 자본논리
와 지역사회 및 식민권력과의 경제관계를 경시했다. 이 연구는 경영사학의 관점에서 종래
연구의 이론적 확장과 실증적 보완을 목적으로 금강산전기철도(주)와 지역사회 및 식민권
력과의 경제적 의존관계와 상호작용을 실증 분석했다.
<주제어> 금강산전기철도(주), 쿠메 도미노스케(久米民之助), 유역변경식 수력발전, 사철보조
금, 신전력정책

Ⅰ. 머리말
1919년 12월 쿠메 도미노스케(久米民之助)를 비롯한 일본 재계 유력자들은 세계적
인 명승지 금강산 관광지 개발을 목적으로 자본금 500만 원의 금강산전기철도(주)를
설립했다. 1923~31년 국철 경원선 철원역과 금강산 내금강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16.6㎞의 금강선을 부설했고, 유역변경식 중대리 수력발전소 시설과 함께 금강산-철
원-경성을 연결하는 167㎞ 장거리 송전망을 가설해서 연선의 역세권과 조선 최대의
메트로폴리스 경성부에 대한 전등전력 공전(供電)사업을 전개했다. 조선총독부는 금강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
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1048677)”.
**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jounga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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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기철도(주)에 대해서 조선사설철도보조금(이하, 사철보조금) 교부를 시작으로 국유
지 불하, 철도차량 대부, 토지수용령 발령, 국책은행의 저리융자 및 사채발행 알선 등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다.
일정기 조선 철도사 연구는 조선총독부 관할의 조선 국철이 중심이었던 반면, 사설철
도(이하, 사철)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기술에 그쳐왔다.1)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
여러 사철 연구들이 속속 등장했다. 1920년대 일본 민간자본의 식민지 자본수출사 연
구의 일환으로 조선철도(주)를 둘러싼 일본 투자가층과 식민정부와의 경제관계에 주목
한 경제사 연구, 민간자본의 사철업 투자를 유인하는 「조선사철보조법」의 성립ㆍ운용ㆍ
성과를 분석한 정책사 연구, 사철 부설에 따른 해당 지역사회의 경제, 공간, 지리, 교육,
문화, 생활의 변화에 주목한 지역사 및 문화사 연구 등이다.2) 하지만, 이들 연구는 사철
회사와 지역사회 및 식민권력과의 경제적 의존관계와 상호작용을 경시했다.
이 연구는 종래 연구의 이론적 확장과 실증적 보완을 목적으로 일정기 조선 최초의
금강산 관광철도이자, 일본 최초의 유역변경식 발전수력 개발을 겸했던 금강산전기철
도(주)의 설립과 경영의 전체상을 실증 분석한다.3) 연구 방법은 특정 기업가가 변화하
는 경영환경에 따라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고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경영자원을 동원ㆍ
배분하는 전략실행의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경영사학이다. 제2장
에서는 1919년 12월 금강산전기철도(주)의 설립과 경위, 제3장에서는 철도부문의 시
설 투자와 영업활동, 제4장에서는 전등전력부문의 시설 투자와 영업활동, 제5장에서는
파이넌스, 자산구축, 영업성적을 실증 분석한다.

1) 高橋泰隆(1995), 「日本植民地鐵道史論」, 日本經濟評論社; 정재정(1999),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서울대학교출판부; 林采成(2005), 「戰時經濟と鐵道運營」, 東京大學出版會; 高成鳳(2006), 「植民地
の鐵道」, 日本經濟評論社; 竹内祐介(2020), 「帝國日本と鐵道輸送」, 吉川弘文館.
2) 矢島桂(2009), “植民地朝鮮への鉄道投資の基本性格に関する一考察”, 「経営史学」, 44-2; 정안기
(2017), “식민지기 조선사철보조법의 연구”, 「경제사학」, 41-1; 견수찬(2003), “경동철도의 부설
과 변천”, 「인하사학」, 10; 김양식(2005), “충북선 부설의 지역사적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33; 김찬수(2005), “일제하 수원지역의 철도교통”, 「수원학연구」, 2; 이창식(1988), “일제하 수여ㆍ
수인선의 철도考”, 「기전문화」, 3; 竹内祐介(2013), “조선철도 황해선 연선시장의 물류구조”, 「한
일민족문제연구」, 24; 김민영편(2005), 「철도, 지역의 근대성 수용과 사회경제적 변용」, 선인; 도
도로키 히로시(2014), “일제강점기 사설철도망의 형성과 유형”, 「한국 철도의 역사와 발전(2)」,
BG북갤러리; 전성현(2021), 「식민지 도시와 철도」, 선인.
3) 일정기 금광산 관광을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서기재(2009), “기이한 세계로의 초대”, 「일본어
문학」, 40; 유승훈(2009), “근대 자료를 통해본 금강산 관광과 이미지”, 「실천민속학연구」, 14;
조성훈(2016),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금강산 관광개발”, 「한일민족문제연구」, 30; 복도훈(2006),
“낭만적 자아에서 숙명적 자아로의 유랑기”, 「한국어문학연구」,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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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강산전기철도(주)의 설립
1919년 12월 금강산전기철도(주)의 설립과 관련한 금강산 관광의 실상과 문제점 그
리고 회사 설립을 주도했던 쿠메 도미노스케의 기업가 활동을 분석한다.

1. 1910년대 금강산 관광
금강산은 강원 북부지역 통천, 고성, 회양 3개 군에 걸쳐 약 530만 ㎢에 달하는 산
역(山域)을 총칭한다. 금강산은 1만 2,000봉으로 회자되는 기봉준령(奇峰峻嶺)의 장엄
한 산세와 급준절벽(急峻絶壁)의 기암괴석 그리고 계곡의 웅장함을 자랑한다. 금강산의
산역은 해발 1,786m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여성미의 내금강과 남성미의 외금강 그리
고 동해안의 명승지 해금강으로 구분된다.4) 19세기 후반 한성 주재 외국 영사관 직원
들과 선교사들에게 금강산 유람은 한국 주재를 마감하는 귀한 선물이자, 하나의 관행
이기도 했다.
19세기 말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1894년 조랑말 8필
과 마부 짐꾼 8명을 고용해서 금강산 유람길에 올랐다. 그녀는 기나긴 여로의 형편없
는 여관과 식사 그리고 조선인들의 견디기 힘든 호기심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단발
령(斷髮令)을 넘어서 장안사로 향하는 길목에서는 “가슴이 사무치도록 아름다운 광경
… 세계 어느 심산의 아름다움도 초월한다”5)며, 금강산의 빼어난 절경을 극찬했다. 이
후 비숍의 매혹적인 기행문은 금강산에 대한 서구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서구인들
의 동아시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코스가 되었다. 그 때문에 1918년 키쿠치
유호(菊池幽芳)는 “(금강산이) 내지인보다도 외국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다”6)며, 한탄
하기도 했다.
한편, 당대 조선 문단의 거장 춘원 이광수도 1921년 8월 청량리역을 출발해서 경원
선 선포역에 하차해서 장안사로 이동하면서 금강산 유람을 시작했다. 이광수는 내금강
과 외금강에 걸쳐 망군대, 만폭동, 백운대, 비로봉, 유점사, 은선대, 미륵봉, 안무재, 백
탑동 등 16곳의 절경을 관람하고서는 “나는 천지창조를 목격했다. 신천지의 제막식을
보았다”7)며 크게 감격했다. 그렇게 해서 1924년 출간된 이광수의 『금강산유기』는 금
강산 기행문의 백미로 회자되면서 ‘금강산 관광 붐’을 일으켰고, 조선인들에게 금강산
4)
5)
6)
7)

日之出商店(1935), 「朝鮮金剛山」, 日之出商店.
I. B. 비숍 지음, 이인화 옮김(2000), 「한국과 그 이웃나라」, 살림, 160-161.
菊池幽芳(1918), 「朝鮮金剛山探勝記」, 洛陽堂, 1.
이광수(2011), 「금강산유기」, 기파랑, 25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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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을 평생의 소망으로 자리 잡게 만들었다.8)
최초의 금강산 관광안내서는 1914년 다케우치 나오바(竹内直馬)와 이마카와 우지로
(今川宇一郎)가 편찬한 금강산 탐승기이다.9) 1898년 비숍의 금강산 기행문에도 불구하
고 1914년에 이르러서야 금강산 관광 안내서가 출간된 것은 1914년 8월 경성-원산을
잇는 222.2㎞에 달하는 경원선이 개통되었기 때문이다.10) 이후 금강산의 여러 절경을
촬영한 사진과 안내문(일문과 영문)을 첨부한 “조선금강산사진첩”11) 등 다양한 종류의
유람기, 사진첩, 안내서가 출판되었다. 1916년 조선총독부 철도국도 금강산 관광 붐을
배경으로 관광안내서를 간행ㆍ배포했다.12)
1910년대 후반 금강산 유람은 (1) 경원선 평강역과 원산항(경원선 평강역, 김화, 신
안, 장안사, 말휘리, 온정리, 장전항, 원산항) 코스, (2) 부산항, 쓰루가(敦賀)항, 마이즈
루(舞鶴)항, 원산항, 평강역으로 (1)과 정반대 코스였고, (3) 부산항, 쓰루가항, 마이즈
루항 출발해서 원산항을 왕복하는 코스(외금강 혹은 내외금강 선별 탐승)였다.13) 당시
유람객들이 선호하는 코스는 해상 교통편을 이용한 (3)코스였다. 금강산 관광은 크게
경성을 기점으로 외금강(3박 4일)과 내외금강(6박 7일) 코스로 구분되었다. 관내의 경
우에는 발착역(경성역, 인천역, 대구역, 부산역, 평양역)을 중심으로 기차 요금 할인율
을 적용했다.14)
금강산은 19세기 말 세계적인 여행가 비숍에 의해 서구 세계에 소개되면서 세계적
인 관광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형편없는 교통과 숙박 시설은 금강산 관광의
대중적 확산을 제약했다. 앞서와 같이 상당한 비용, 시간, 불편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
이다. 물론, 조선총독부도 매년 7~10월 금강산 관광 시즌에 맞추어 경원선 평강역과
장안사를 연결하는 자동차 도로를 개축하는 등 유람객 편리를 도모했지만, 크게 불충
분했다.15) 1924년 8월 금강선 개통 이전까지 금강산 유람은 호사가들의 더없는 사치
의 일종이었다.
8) 춘원 이광수에 따르면, “지금부터 30여년 전에 모 영국 선교사가 금강산을 구경하고 그 기행문
을 런던에서 발행하는 모 잡지에 발표했다. 모 독일인 천주교 신부의 기행문도 이미 독일어로 출
판되었다”고 한다. 이광수(1963), 『이광수전집(19)』, 삼성당, 338-339.
9) 竹内直馬(1914), 「朝鮮金剛山探勝記」, 富山房; 今川宇一郎(1914), 「朝鮮金剛山大観」, 大陸踏査会
編輯部; 徳田富次郎(1915), 「朝鮮金剛山寫眞帖」, 徳田寫眞帖.
10) 국철 경원선은 용산역을 기점으로 의정부, 연천, 철원, 복계, 검불량, 선포, 고산, 용지원을 거쳐
원산에 이르는 조선 최초의 동서 횡단철도였다. 1910년 6월 용산과 1911년 10월 원산 양측으
로부터 부설공사에 착수해서 1914년 8월 총연장 222.2㎞를 완공했다. 경원선 부설비 총액은
1,378만 9,000원이었다. 朝鮮總督府鐵道局編(1940), 「朝鮮鐵道四十年略史」, 237-238.
11) 徳田富次郎(1915), 「朝鮮金剛山寫眞帖」, 徳田寫眞帖.
12) 朝鮮総督府鉄道局編(1916), 「金剛山遊覧の栞」.
13) 高尾新右衛門編(1918), 「朝鮮金剛山」, 東京堂書店, 3.
14) 朝鮮総督府鉄道局編(1916), 「金剛山遊覧の栞」.
15) 「每日申報」 191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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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 설립
1918년 4월 일본인 토목 기술자겸 공학박사 쿠메는 금강산의 산역과 주변 일대를
답사했고, 금강산의 관광지 개발을 목적으로 전기철도 부설 계획을 구상하게 되었다.
그는 1861년 군마(群馬)현 출신으로 1884년 고후(工部)대학(동경제국대학 공학부 전
신)을 졸업한 이후 궁내성에 들어가서 황거(皇居)의 니쥬바시(二重橋)를 조영(造營)했다.
이후 굴지의 토목회사 오쿠라꾸미(大倉組)에 입사했고, 1887~89년 서구 제국을 시찰
하면서 견문을 넓혔다. 1890년 쿠메(久米)공업사무소를 개설했고, 일본 국내는 물론이
고 식민지 대만과 조선의 철도부설 공사에도 참여했다.
1918년 7월 철도성 출신 토목기사 오가와도고(小川東吾)를 현지에 파견해서 선로 부
설 연선과 수력개발 지점 그리고 연선의 경제상황을 조사했다.16) 조사 내용은 (1) 교통
편을 정비한다면, 세계적인 규모의 금강산 관광지 개발이 가능하다. (2) 철도 부설은
김화, 금성, 창도 등 연선의 농산물과 광산물 개발을 촉진한다. (3) 국철 경원선 철원역
으로부터 화천리(化川里)를 연결하는 약 60㎞를 부설하고 이후 추가로 내금강을 연결
하는 20㎞를 부설한다. (4) 강원도 회양군 북한강 상류 해발 485m 지점의 화천하(化川
河)의 용수를 활용한 유력변경식 발전수력을 개발해서 약 1만 kW의 수력전기를 확보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1918년 당시 화천하의 수리권은 1917년 3월 조선수력전기 창립준비조합(大田黑 등
7명)이 취득한 상황이었다.17) 하지만, 개발전력의 소비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발전수력
개발이 지연되었다.18) 1918년 7월 금강산전기철도(주) 발기인은 조선총독부의 중재ㆍ
알선으로 화천하 수리권을 2만 4,300원에 매수했다.19) 1919년 3월 바고시 고헤이(馬
越恭平)20) 외 14명의 발기인은 조선총독부 앞으로 경편철도 부설허가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했다.

16) 「每日申報」 1916.3.31.
17) 朝鮮電氣事業史編集委員會(1981), 「朝鮮電氣事業史」, 中央日韓協會, 244.
18) 1936년 금강산전기철도(주) 전무 취체역을 역임했던 山內에 따르면, 당초에는 “산을 개반해서
동해쪽으로 도수(導水)한 낙수를 경지관개에 사용할 계획이었지만, 여의치 않아서 수력발전에 활
용한다는 계획이었다. 1917년 허가를 취득했지만, 그렇게 대규모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久
米民之助는 수력발전에 의한 전기철도 부설을 계획했다. 당시 조선총독부도 금강산 철도부설을
의도했지만, 예산관계로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久米씨를 지원해서 부설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고 회고했다. 山內伊平(1936), “朝鮮の電力統制”, 「朝鮮統治の回顧と批判」, 朝鮮新聞社, 246.
19) 金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編(1939), 「金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二十年史」, 11.
20) 馬越恭平(1944.11~1933.4)은 三井物産 이사를 역임한 재계 유력자였고, 大日本麥酒(주)를 설립
해서 ‘일본의 맥주왕’으로 회자되었던 화제의 인물이다. 귀족원 의원, 東京商工會議所 고문, 帝國
호텔 상담역을 역임했다. 식민지 조선과 관련해서는 1917년 朝鮮紡績(주)을 설립해서 사장에 취
임하는 등 조선의 산업개발에도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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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발기인들의 면면은 쿠메와 바고시를 비롯해서 경성전기(주)사장 오하시
신타로(大橋新太郞), 일본석유(주) 사장 하시모토 기사부로(橋本圭三郞), 조선방직(주)사
장 야마모토 조타로(山本条太郞) 등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중량급 인사들이었다. 1919
년 8월 이들은 조선총독부로부터 철도부설 인가와 수력전기사업 허가권을 취득했다.
조선총독부는 납입자본금 8%의 사철보조금 교부를 결정했다. 금강산전기철도(주)의 설
립 취지는 다음과 같았다.21)
금강산은 동양 제일의 절승으로 내외인이 경탄하는 곳이다. 특히, 한국 병
합 이래 일층 그 명성이 현저해서 매년 관광객과 탐승객이 증가하는 상황이
다. 때문에 수년전부터 조선총독부는 하계(夏季)에 걸쳐 도로를 개수해서 자
동차 운전의 편리를 꾀하고 있지만, 하계 이외 수시로 탐승하고자 하는 관광
객의 불편이 적지 않다. 때문에 세간에서는 완전한 교통기관 부설을 희망한
다. … 사업은 국가적 사업이며, 경영의 안정을 위해 조선총독부로부터 영업
개시 이전부터 주금납입액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연 8% 상당액의 보조금 하
부(下付)를 받게 되었다.
1919년 10월 창립준비위원회는 <표 1>과 같이 총발행 주식 10만 주 가운데 2만 주
에 대해 주식공모를 실시했다. 주주 응모자 총수 5,325명과 신청주식 709만 1,940주
으로 약 350배의 모집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1회 주금납입을 완료한 주주는 총 1,902
명이었다.22) 10대 주주 지분율은 1920년 13.7%과 1940년 40.1%를 기록했다. 1920
년대 전반 대주주는 쿠메동족회(久米同族會)와 바고시동족회(馬越同族會) 등 발기인 혹
은 중역진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1930년대에 이르러 주주 구성은 조선상업
은행, 조선저축은행, 조선신탁 등 재조법인(在朝法人)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
으로 바뀌었다.23)
1919년 12월 16일 동경 철도회관에서 공칭자본금 500만 원, 납입자본금 50만 원
의 금강산전기철도(주) 창립 총회가 개최되었다. <표 2>과 같이 초대 사장에는 쿠메도
미노스케(久米民之助)를 비롯해서 전무취체역 오카다 다케고로(岡田竹五郞), 취체역 가
또 다쯔네교(河東田經淸)가 취임했다. 조선인 중역은 취체역 송진헌과 감사역 한상룡 2
명뿐이었다.24) 초대 사장 쿠메를 비롯해서 4명의 취체역은 공학박사 출신이었다. 경영
진 교체는 초대 사장 쿠메가 1931년 5월 사망하면서 바고시가 제2대 사장에 취임했
21)
22)
23)
24)

金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創立事務所(1919.8), “會社創立趣旨書”.
「每日申報」 1919.10.10.
金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 “株主名簿”.
金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1932.9), “제26회 영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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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933년 4월 사망하면서 제3대 사장에 후루가와가 취임했고, 1940년 말 후루가와
마저 사망하면서 제4대 사장에 쿠라치 뎃기치(倉知鐵吉)가 취임했다.
<표 1> 금강산전기철도(주)의 경영활동
년도

(단위：천원, 명, %)

자산구성
차입구성
손익구성
주식관계
공칭
납입
사장
자본금 자본금 총자산 철도부문 전력부문 사채 차입금 순이익 보조금 총이익 ROE 주주수 배당률

1920 제1회

5,000

500 5,011

101

0

0

0

8

4

12

2.4 1,837

8

久米民
之助

1921 제3회

5,000

500 5,078

533

0

0

50

5

16

21

4.2 1,823

8

〃

1922 제5회

5,000 1,250 5,754 1,152

0

0

650

9

42

51

4.1 1,613

8

〃

1923 제7회

5,000 2,500 6,810 2,514

0

0 1,510

19

117

136

5.4 1,442

8

〃

1924 제9회

5,000 2,500 8,591 4,143 1,251

0 3,250

10

169

179

7.2 1,419

8

〃

1925 제11회 5,000 4,000 9,179 4,781 2,837

0 3,700

86

169

255

6.4 1,400 10

〃

1926 제13회 5,000 5,000 9,586 6,109 2,965

0 3,900

144

224

401

8.0 1,373 11

〃

1927 제15회 5,000 5,000 11,023 7,070 2,930 5,000

0

218

258

476

9.5 1,230 11

〃

1928 제17회 12,000 5,700 18,864 7,901 2,759 5,000

100

249

296

632 11.1 1,481 11

〃

1929 제19회 12,000 6,750 20,626 9,623 2,657 6,750

0

326

338

664

9.8 1,474 11

〃

1930 제21회 12,000 7,800 21,566 11,673 4,561 6,750

600

292

426

718

9.2 1,392 11

〃

1931 제23회 12,000 7,800 22,663 12,563 4,503 6,750 1,500

236

466

702

9.0 1,403 10

〃

1932 제25회 12,000 7,800 22,938 13,263 4,461 6,750 1,500

242

485

727

9.3 1,406 10

馬越
恭平

1933 제27회 12,000 7,800 22,891 13,328 4,288 6,750 1,150

277

485

762

9.8 1,396 10

-

1934 제29회 12,000 7,800 22,936 13,389 4,193 7,000

555

261

496

757

9.7 1,490 10

古川阪
次郞

1935 제31회 12,000 7,800 22,955 13,442 4,058 7,000

250

322

442

764

9.8 1,559 10

〃

1936 제33회 12,000 7,800 23,173 13,620 3,902 7,000

200

249

339

588

7.5 1,425

9

〃

1937 제35회 12,000 7,800 24,183 13,727 3,924 7,000

620

310

339

649

8.3 1,335

9

〃

1938 제37회 12,000 9,200 24,153 13,912 5,117 7,000

0

294

345

639

6.9 1,311

9

〃

1939 제39회 12,000 9,200 24,636 14,180 5,210 7,000

0

351

352

703

7.6 1,248

9

〃

1940 제41회 12,000 9,200 25,353 14,240 5,027 7,000

0

406

330

736

8.0 1,184

9

〃

1941 제43회 12,000 9,200 25,896 14,325 4,902 7,000

0

330

332

662

7.2 1,180

9

倉知
鐵吉

(주) 하반기 결산기준
자료：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 “영업보고서”로부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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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금강산전기철도(주)의 경영진
제1기

제15기

제29기

제38기

제44기

(1920.30)

(1927.3)

(1934.3)

(1938.1)

(1941.9)

취체역사장

久米民之助

久米民之助

古川阪次郞

古川阪次郞

倉知鐵吉

전무취체역

岡田竹五郞

山內伊平

岡本桂次郞

倉知鐵吉

木村雄次

馬越恭平

馬越恭平

倉知鐵吉

木村雄次

山崎勝治

古市公威

古川阪次郞

木村雄次

山崎勝治

杉村貞雄

古川阪次郞

倉知鐵吉

久米平八郞

久米平八郞

伏島信九郞

河東田經淸

山本條太郞

牧山耕藏

杉村貞雄

久米平八郞

구분

취체역

失野藏三郞

鈴木 靖

宋鎭憲

감사역

倉知鐵吉

한상룡

千秋季隆

千秋季隆

韓相龍

牧山耕藏

한상룡

한상룡

牧山耕藏

千秋季隆

桜井小一

桜井小一

한상룡

山內伊平
자료：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 “영업보고서”로부터 작성.

3. 사업 계획
1919년 8월 회사 발기인회가 조선총독부 앞으로 제출한 철도부설 인가신청서(선로
약도, 설립취지서, 기업계획서, 부설허가서)로부터 사업계획과 예상수지를 검토해 보
자. 기업계획서에 따르면, (1) 영업 목적은 전기 동력에 활용한 경편철도 부설과 일반
교통운수업 그리고 전등전력 공급사업이었다. (2) 회사 조직은 본사를 동경, 지사를 강
원도 철원군 철원읍에 설치하고 조선 각지에 출장소를 개설한다. (3) 선로는 철원에서
화천까지 63㎞ 계획선, 화천에서 발휘리까지 19.3㎞ 계획예정선, 이후 내외금강을 거
쳐 장전항까지 연장한다. (4) 선로 궤간은 0.762m의 협궤 단선철도로 부설한다. (5)
납입자본금은 공칭자본금 500만 원에 대해 제1회 10분의 1을 주금 납입액으로 한다.
설계 및 수지예산이다. 설계예산 총액 500만 원의 내역은 철도 부설비 299만 원, 차
량비 38만 원, 건물비, 12만 원, 발전소 시설비 96만 원, 예비비 등 56만 원이었다.25)
이 가운데 철도 부설비가 전체 설계예산의 약 60%를 차지했다. 수지예산의 수입수지
는 여객수입 20만 원, 화물수입 11만 원, 잡수입 1만 원으로 합계 약 32만을 예상했
25) 金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創立事務所(1919.8), “起業目論見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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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가운데 여객수입 20만 원은 1917년 당시 연선 인구(철원군 외 6개 군) 38만
9,820명에 대해서 연간 승차 인원을 연선 인구의 약 25%에 상당하는 9만 7,455명으
로 추산했다. 1인 당 승차거리 42㎞와 ㎞ 당 이용요금 5전으로 1인 당 2원 20전으로
산정했다. 화물수입 11만 원은 연선의 목탄, 목재, 생우, 수수, 연초, 대두, 미곡, 잡곡
등 철원군 외 5개 군의 생산액을 13만 1,400톤 가운데 20%를 예정 수송량으로 연간
수송량 2만 6,280톤, ㎞ 당 톤 당 10전, 평균 42㎞를 주행거리로 산정했다.26) 잡수입
1만 원은 은행이자, 정차장 수입, 예상 광고수입이었다.
수입수지는 연간 32만 4,299원, 일간 ㎞ 당 수입 14원 10전으로 산정했다. 영업 개
시 이후 개업선(開業線) 63㎞의 영업비와 기타 경비는 일간 ㎞ 당 8원 30전으로 일간
㎞ 당 이익금 5원 80전이었다. 다시 말해서 연간 영업수입 13만 3,371원에서 법정적
립금, 별도적립금, 임원상여금을 공제한 자기자본이익율 약 2.1%를 예상했다. 당기순
이익 10만 6,696원과 자본금 5.8%에 상당하는 사철보조금 29만 3,303원을 수급해서
8% 주주배당을 예상했다. 1919년 6월 발기인회가 제출한 수력발전을 위한 하천사용
신청 허인가에 대해 강원도 지사는 1919년 8월 11일, 조선총독부는 3월 25일 전기경
편철도 부설 인가를 허가했다. 주요 허인가 사항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제7조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감사원(鑑査員)을 파견해서 공사를 감사하고,
시설공사가 공사방법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감독상의 필요한 처분을
조치한다.
둘째, 제9조는 「조선경편철도령」 제7조에 따라 철도를 매수하는 경우, 표준가격에
의거한다. 표준가격은 최근 3개년 건설비에 이익금 평균비율을 매수일 건설비에 곱한
액수의 20배 금액으로 환산한다. 대가는 정부공채를 교부하며, 공채이자율은 조선총독
이 정한다.
셋째, 제10조 육해군이 경편철도의 군용 명령을 발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27) 이 경우, 1904년 칙령 제12호 「군사철도공용령」 및 「육군성령」 제3호 철도의
군사수송 규정에 준한다.
26) 朝鮮鐵道協會(1924.9), 「朝鮮鐵道協會會誌」, 3-9.
27) 1925년 4월 조선총독부는 육군성과 철도관계 협정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협정 내용은 (1) 건설
개량공사, (2) 차량형식의 제정 및 변경, (3) 교량과 터널의 방호설비, (4) 군사운송위원회 설치,
(5) 철도의 경비, (6) 종래 조선총독부, 조선군사령부, 만철과의 협정을 계승, (7) 각 사항에 대한
조선군사령부 경유 등이었다. 이 협정은 1925년 4월 조선 국철이 1917년 이래 만철 위탁경영
을 종료하고, 조선총독부 직영체제로 환원하면서 새롭게 맺은 운송협정이었다. 이를 계기로 조
선총독부는 조선 국철의 신규 선로부설과 개량공사는 물론이고 사철의 부설면허, 공사시행 인가
와 실효, 영업개시 일시와 부설 구간, 회사의 해산과 합병을 일본 육군성에 통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1925년 6월 조선총독부는 정무총감을 위원장으로 ‘군사운송위원회’를 설치했다.
參謀本部(1925), “朝鮮鐵道關係事項ニ就テ総督府トノ連絡要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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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철도운수업과 영업활동
1923~31년 금강산전기기철도(주)는 경원선 철원역과 금강산 내금강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16.6㎞의 영업선을 부설했다. 이하에서는 철도부문의 시설투자와 부설계획 변
경 그리고 영업성적을 실증 분석한다.

1. 철도부설
1921년 1월 철도부설 연선 토지 4만 8,000평을 매수하는 한편, 조선총독부 앞으로
국유지 약 2,000평의 불하를 신청했다.28) 이어서 경원선 철원역을 기점으로 김화에
이르는 28.8㎞ 구간의 제1기 선로부설 공사에 착수했다. 1921년 8월 토목공사와 교량
공사 지명입찰을 거쳐 일본토목(주)과 청부계약(청부액 27만 7,500원)을 체결했다. 그
과정에서 조선 국철과의 직통연락망을 구축하고자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협궤를 표준
궤로 변경했고, 본사를 동경에서 철원읍으로 이전했다.
1922년 5월까지 토목공사, 교량가설, 궤도부설을 추진해서 1923년 1월 제1기 부설
계획을 완료하고 영업을 개시했다. 그러나 재계 불황의 와중에서 주금(株金)납입 곤란
과 수력개발 지연으로 개업 시기를 1923년 10월로 연기해야 했다. 그렇지만, 1923년
9월 관동대지진의 충격으로 도시바(東芝)에 발주했던 전동발전기가 소실되면서 개통이
더욱 지연되었다.29) 그래서 1924년 8월 조선총독부 알선으로 남만철(滿鐵)로부터 증
기기관차와 3등 객차를 차용해서 1일 2회 왕복의 임시영업을 개시했다.30) 1925년 1
월 정식영업으로 전환했다.
김화와 금성 구간 부설공사는 1924년 7월 착공해서 1925년 11월 완공했고, 12월
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이어서 금성과 창도 구간은 1925년 10월 부설공사에 착수해서
1926년 9월 완공했다. 1926년 12월 당초 제2기 계획으로 예정했던 창도와 화천 구간
33.7㎞ 부설계획을 변경해서 창도와 발휘리 49㎞ 부설면허를 취득했다. 부설계획 변경
은 당초 예정했던 창도와 화천 구간이 북한강의 넓은 강폭과 험준한 산악지형 때문에
공사의 장기화와 건설비 증액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도 분기점을 우회해서
현리를 거쳐 곧바로 내금강 발휘리에 이르는 부설계획으로 변경했다. 변경 노선은 험
준한 단발령을 통과해야 했지만, 선로 연장 14㎞를 단축하고, 건설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다.
28) 「每日申報」 1921.1.24.
29) 金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1923.9), “제8회 영업보고서”.
30) 「每日申報」 192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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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도와 현리 구간 15㎞ 부설공사는 1927년 9월 착공해서 1928년 9월 완공했고,
1929년 4월 영업을 개시했다. 이어서 현리와 화계 12㎞는 1928년 5월 착공해서 8월
완공했고, 화계~오량 구간 4.6㎞의 부설공사도 같은 해 8월 완공했다. 화계-오량 구간
은 1929년 9월 조선박람회 개최에 따른 금강산 유람객 증가를 예상한 임시영업이었
다. 오량-발휘리 8.7㎞ 부설은 1928년 5월 부설공사에 착수했고, 1.38㎞의 단발령 터
널공사를 거쳐 1930년 5월 완공했다.31) 특히, 단발령 스위치백(switch-back) 부설은
당시 “보기드문 일대 영단(英斷)”32)으로도 회자되었다. 발휘리와 내금강 8.6㎞ 구간은
1930년 6월 부설공사에 착수해서 1931년 6월 완공했다.
1930년 6월 금강구와 장연리 구간 선로 부설과 함께 회양군 장양면 장연리에 정차
장 시설공사를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정차장 시설을 위해 대지 75평(45원)과 예배당
건물 14평(이전료 202원 50전)의 매입이 불가피했다. 1930년 10월 강원 도지사를 경
유해서 예배당측과 교섭했지만, 여의치 않았다.33) 그래서 1931년 6월 조선총독부 앞으
로 「토지수용령」 발령을 요청했다. 1931년 9월 조선총독부는 “시설의 불체제(不體制)와
불결(不潔)만을 이유로 토지수용령 적용은 불가하다”34)며, 추가 교섭을 권유했다. 하지
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1931년 12월 조선총독부는 「토지수용령」을 발령했다.
1921년 8월 구간별 선로부설에 착수해서 1931년 7월 경원선 철원역으로부터 내금
강역을 연결하는 116.6㎞ 금강선 부설을 완료했다. 당초 예정했던 제2기 계획 창도와
화천 구간 33.7㎞ 부설권은 1930년 8월 실효되었다.35) 총연장 116.6㎞의 철도부설비
는 <표 3>과 같이 1,056만 원과 ㎞ 당 부설비 약 9만 원을 기록했다. 총 7개 구간 가
운데 ㎞ 당 가장 높은 부설비를 기록한 3대 구간은 화계와 발휘리(13.3㎞) 16만 원, 발
휘리와 내금강(8.6㎞) 11만 원, 금성과 창도(16.6㎞) 10만 원이었다. 1934년 4월 조선
운송(주)이 소유하는 장안사와 온정리를 잇는 자동차 영업선을 매수했다. 1931년 6월
에 이르러 금강산은 조선의 메트로 폴리스 경성부의 일일 생활관ㆍ관광권으로 재편되
었다.36)

31) 「中外日報」 1929.9.20.
32) 朝鮮鐵道協會(1940.12.1), “朝鮮鐵道協會誌”.
33) 교섭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예배당 이전이었다. 금강산전기철도(주)는 예배당측과 교
섭해서 약 5배 면적의 신규 부지 제공, 예배당 이전 이후 전기가설비 부담, 예배당 순회용 무료
승차권 제공을 약속하고서야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朝鮮總督府(1931.9.29), “土地收用事業
認定申請ニ関スル件”.
34) 朝鮮總督府(1931.9.29), “土地收用事業認定申請ニ関スル件”.
35) 朝鮮總督府鐵道局(1934.1), “朝鮮私設鐵道補助法中改正法律案參考書”.
36) 「朝鮮經濟新報」 193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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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금강산전기철도(주)의 구간별 선로부설
발휘리내금강

합계

13.3

8.6

116.6

1927.9

1,926.9

1928.7

1927.9

1928.5

1928.5

1930.6

632,400

284,700

205,100 1,222,300 314,700

日本土木

熊城組

熊城組

熊城組

熊城組/
松本組

間組

1925.11

1926.9

1928.10

1928.11

1929.5

1931.4

구분

철원-김화

김화-금성

금성-창도 창도-현리 현리-화계 화계-발휘리

연장(㎞)

28.8

22.2

16.6

15.1

12.0

선로측량
1919.10
착수년월

1920.10

1920.10

1926.9

노반공사
착수년월

1921.9

1924.7

1925.10

노반공사
291,300
공사비(원)

303,000

청부업자 日本土木
준공년월 1922.10

3,253,500

영업개시 1924.8.1 1925.11.20 1926.9.15 1929.4.15 1929.9.25 1930.5.15 1931.7.1
건설비(원) 2,342,000 1,589,000 1,677,000 928,000

914,000 2,172,000 935,000 10,557,000

㎞당
81,319
건설비(원)

76,167

71,577

101,024

61,457

163,308

108,721

90,540

자료：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1939), 「금강산전기철도20년사」, 54-55: 조선총독부철도국(1938),
“조선사설철도보조법중개정법률안참고서”.

2. 화객량 추이
1922년 10월 차량과 전기철도 가설선 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한편, 같은 해 12월 하
순 4륜 보키 전동차 3량을 조선철도국 용산공작창에 발주했다. 1923년 2월 만철 경성
관리국으로부터 유개와 무개화차 각각 3량을 불하받아서 영업 체제를 정비했다. 1939
년 수화물 전동차는 총 14량이었다. 이들 전동 객화차는 만철을 비롯해서 조선철도국
경성공작창, 가와사키(川崎)차량(주), 다나카(田中)차량(주) 부산공장, 일본차량(주)에서
제작한 것이었다.37) 객화차 구성은 객차 1량과 화차 28량이었다. 이 가운데 2등 객차
는 1929년 12월 다나카차량(주) 부산공장에서 제작했다. 화차 28량 가운데 적재량 30
톤의 유개차 3량과 적재량 30톤의 무개차 25량은 용산공작(주)에서 제작했다.
1933년 11월 당시 운행열차의 시간 당 속도는 약 37㎞였고, 열차의 운행 회수(여객
과 객화열차 혼성 포함)는 정기편 7회, 부정기편 5회였다. 1925년 2월부터 조선 국철
을 시작으로 사선(社線) 연장에 따라 여타 사철과 함께 조선우선(주), 일본 철도성선,
37) 金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編(1939), 「金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二十年史」,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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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선 자동차 노선과 접속해서 화객 연대수송을 확대했다. 1930년대 후반 화객량 증대
에 따른 운송력 강화를 목적으로 철원과 김화 구간, 철원역 부근, 철원과 탄감 구간 등
선로의 급경사 완화를 위한 대대적인 선로개량 공사를 실시했다. 철도영업 개시 이래
매년 화객량 증가를 기록했고, 1930년대 후반에는 차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하
에서는 1924~41년 철도영업과 화객 수송량 추이를 검토해 보자.
우선, 여객 수송이다. <표 4>와 같이 1924년도 운수여객은 약 7만 명에 불과했지만,
전체 영업선을 개통한 1931년에 이르러 약 24만 명으로 증가했고, 1941년에는 약 70
만 명을 기록했다. 1940년 84만 명으로 전체 영업기에 걸쳐 최대를 기록했지만, 이후
전시 통제경제의 영향으로 급격한 감소가 불가피했다. 여객 수송량은 1925년을 기준
으로 1931년 1.3배와 1940년 4.5배를 기록했다. 금강산 관광객은 1925년 186명으로
시작해서 1938년 2만 4,892명으로 합계 15만 3,106명을 기록했다.38) 이 가운데
1925~30년까지 관광객은 2만 3,708명에 불과했지만, 1931~39년 12만 9,398명을
기록하면서 전체의 약 84%를 차지했다.39) 이는 전체 영업선 개통과 함께 역내외로부
터 금강산 관광객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표 4> 금강산전기철도(주) 철도부문과 영업성적

영업
년도
연장

화객운수량
여객

화물

(단위：명, 톤, 원)

운수수입
객차
객차

화차
1인당

화차

톤당

잡수입

합계

객차

화차

잡
수
입

일간
㎞당
평균
수입

1924 29.0 68,011 12,393 27,896 0.41 27,189 2.19

55,085 50.64 49.36 0.0 12.65

1925 51.0 187,924 27,010 55,391 0.29 54,816 2.03

110,207 50.26 49.74 0.0 13.93

1926 59.5 276,986 40,804 86,371 0.31 91,290 2.24

177,661 48.62 51.38 0.0 14.15

1927 67.9 315,825 53,119 97,026 0.31 117,761 2.22

214,787 45.17 54.83 0.0 14.79

1928 67.6 267,108 61,433 104,685 0.39 145,396 2.37

250,081 41.86 58.14 0.0 16.46

1929 94.8 300,108 59,576 123,493 0.41 143,272 2.40

266,765 46.29 53.71 0.0 13.35

1930 108.0 278,437 55,297 134,357 0.48 152,833 2.76

287,190 46.78 53.22 0.0 12.02

1931 116.6 247,419 49,222 129,595 0.52 129,273 2.63 1,511 260,379 49.77 49.65 0.58 6.22
1932 116.6 227,785 61,269 117,441 0.52 152,817 2.49 2,015 272,273 43.13 56.13 0.74 6.42
1933 116.6 249,487 71,984 132,246 0.53 166,762 2.32 5,530 304,538 43.43 54.76 1.82 7.16
38) 金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編(1939), 「金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二十年史」, 70.
39) 1940년 말 종합문예지 「삼천리」에 따르면, 1940년 9월 이후 금강산 탐승객은 매월 3만 명에
달했고, 외국인도 많았다고 한다. 三千里社(1940.12), 「三千里」,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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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년도
연장

운수수입

화객운수량
여객

2022. 5. 31, pp. 27~59.

객차

화물

객차

화차
1인당

화차

톤당

잡수입

합계

객차

화차

잡
수
입

일간
㎞당
평균
수입

1934 116.6 287,246 99,553 152,712 0.53 236,832 2.38 12,203 401,747 38.01 58.95 3.04 9.44
1935 116.6 316,412 134,635 166,178 0.53 278,410 2.07 18,098 462,686 35.92 60.17 3.91 10.84
1936 116.6 399,263 151,922 202,402 0.51 324,600 2.14 18,794 545,796 37.08 59.47 3.44 12.83
1937 116.6 437,622 176,066 203,497 0.47 365,928 2.08 19,279 588,704 34.57 62.16 3.27 13.83
1938 116.6 570,007 210,267 273,592 0.48 468,528 2.23 26,616 768,736 35.59 60.95 3.46 18.06
1939 116.6 714,594 210,221 366,868 0.51 483,190 2.30 31,094 881,152 41.64 54.84 3.53 20.65
1940 116.6 837,182 197,659 468,388 0.56 452,297 2.29 33,169 953,854 49.10 47.42 3.48 22.41
1941 116.6 699,090 145,703 369,763 0.53 346,276 2.38 26,755 742,794 49.78 46.62 3.60 23.17
자료：선교회편(1986), 「조선교통사(자료편)」, 삼신도서유한회사; 조선총독부철도국(1938), “조선사
설철도보조법중개정법률안참고서”.

1930년대 화물 수송량 증가는 1930년대 조선 공업화의 영향으로 연선의 활발한 광
산 개발 때문이었다. 특히, 창도역 부근에서는 철도 개통 이전부터 중석 광산이 가동했
고, 1931년부터 유화철광을 비롯해서 중석, 망간, 금광 개발이 본격화했다. <표 5>에
따르면, 유화철광과 중석 수송량은 1932년 약 2만 톤에 불과했지만, 1938년에 이르러
13만 톤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유화철광석이 철광석 수송량의 89.4%를 차지했다. 화
<표 5> 1930년대 금강산전기철도(주)의 철광석 수송량
(단위：톤, %)

철광석

년도

총화물
수송량

유화철광

중석

소계

비중

1932

61,269

9,608

7,602

17,210

28.1

1933

71,894

21,090

2,550

23,640

32.9

1934

99,553

37,084

6,482

43,566

43.8

1935

134,635

69,480

7,681

77,161

57.3

1936

151,922

86,760

6,690

93,450

61.5

1937

176,066

103,653

10,192

113,845

64.7

1938

210,267

119,970

11,910

131,880

62.7

합계

905,606

447,645

53,107

500,752

50.1

자료：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1939), 「금강산전기철도20년사」,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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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수송량에서 철광석 비중은 1932년 27.9%에서 1938년 62.4%로 급격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3. 영업활동
조선 사철의 운임율은 1914년 11월 전북경편철도(나중에 전북철도) 개통 이래 국철
운임율과 달리 특별 운임율을 적용했다. 운임율 산정은 영업거리에 화객 운임율을 곱
한 거리비례법(距離比例法)에 따랐다. 이는 다른 사철회사와 동일하게 간이성과 편리성
을 고려한 것이었다. 하지만, 1925년 7월 조선총독부 철도국은 조선 사철의 특수사정
을 고려해서 원거리체감법(遠距離遞減法)을 도입했다.40) 이는 사철의 영업수지와 국사
철 연락운송의 편리성을 고려한 것이었다.41) 1933년 10월 당시 국사철 운임율은 <표
6>와 같이 일본 철도성과 달리 여객의 거리비례법과 화물의 원거리체감법을 적용했다.
운임율은 일본 철도성과 조선 국철과 비교해서 평균 운임율의 경우, 여객 1.6배와 화
물 2.8배를 기록했다.42)
<표 6> 금강산전기철도(주)의 화객운임율

구분

여객운임율
화물운임율
기본요율
실적평균
실적평균
기본요율
(80마일까지)
요율
요율
1인당,
1톤당,
1마일당 비율
20마일까지 비율
1마일
1km

(단위：전, %)

운임율 적용 기준
여객

화물

철도성

1.56

100

1.12

60.0

100

1.67

원거리체감법

조선총독부

1.55

99

1.35

71.0

118

1.56

거리비례법 원거리체감법

조선철도(주)

3.10

199

1.89

120.0

200

4.26

거리비례법 원거리체감법

금강산전기철도(주)

3.10

199

2.07

120.0

200

4.64

거리비례법 원거리체감법

(주) 1933년 10월 기준, 여객운임율은 3등 대인 요금, 화물운임율은 10등 1톤 요금.
자료：조선총독부철도국(1934), “조선사설철도보조법중개정법률안참고서”.
40) 朝鮮總督府(1929), 「朝鮮の鐵道」, 220-221.
41) 大谷留五郎(1928.7.1), “鉄道の営業哩程に就いて”, 「朝鮮鉄道協会会誌」.
42) 당시 사철업 전문가로 활동했던 賀田은 높은 사철 운임율에 따른 경제적 폐해와 관련해서 “운임
율은 정부 보조에도 불구하고, 국철에 비해서 배액에 달한다 … 운임이 비싼 까닭에 같은 지방에
서도 운임관계로 甲지의 곡물과 생산물을 乙시장으로 반출할 수 없고, 丙지의 상품을 甲지와 乙
지 시장의 자유시세를 따라 반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물자 유통의 활성화에 따른 물가 인하와
지방경제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물가 인하를 위한 운임 인하가 화급
을 다투는 일”이라 주장했다. 賀田直治(1922), “朝鮮ノ鐵道政策ニ関スル硏究”, 「斎藤実文書(8)」,
高麗書林,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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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전기철도(주)는 일본 철도성과 조선 국철 그리고 조선 최대의 사철회사 조선
철도(주)와 비교해서도 높은 화객 운임율을 기록했다. 이는 험준한 산악 지형을 통과하
는 선로 부설에 따른 고액의 부설비 계상 때문이었다. 1933년 10월 당시 특종화물 운
임율은 원거리비례법을 적용한 목재와 중석에 한정되었다.43) 여객 운임율은 조선 국철
과 동일하게 정기승차, 단체승차, 객차대절, 열차대절에 대해 특종 운임율을 적용했고,
교사, 학생, 아동, 군속 및 유가족, 박람회, 공진회, 품평회, 전람회, 강습회 참석자, 이
주민, 피구호자에 대해서도 할인 운임율을 적용했다.44)
다음은 1924~41년 화객 운수수입이다. 앞서 <표 4>와 같이 전체 영업기에 걸친 화
객운수 수입총액은 724만 원을 기록했다. 시기별 연평균 운수수입은 1924~31년 약 19
만 원, 1931~36년 약 37만 원, 1937~41년 약 79만 원을 기록했다. 특히, 1937~41년
운수수입이 1920년대 후반과 비교해서 4.2배, 1930년대 전반과 비교해서 약 2.1배를
기록했다. 특히, 1936년 이래 급격한 증가세를 돌아서면서 1941년까지 188만 원을
기록했다. 6개년 수입이 전체 영업기 객차수입의 58.6%를 차지했다. 전체 영업기에 걸
친 여객 1인 당 평균 객차수입은 0.46원이었다. 객차수입이 전체 영업수입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연평균 43.8%를 기록했다.
1931년 이후 금강산 관광과 운수영업이다. 금강산 관광은 관광시즌(5월~10월)과 오
프시즌(11월~4월)으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열차운행도 오프시즌에는 3회 왕복, 관광시
즌에는 4회 왕복이었다. 5~10월 관광시즌과 공휴일에는 국철 경성역과 내금강역을 직
통하는 2등 객차 야간열차를 운행했다.45) 특히, 관광 절정기에 달하는 10월에는 매일
경성역 출발 야간 직통열차와 임시열차를 운행했다.46) 1940년 당시 야간 직통열차를
이용한 무박 2일 관광의 왕복교통비는 13원이었고, 장안사 1박 3일 일정은 14원 50전
이었다.47) 하지만, 1940년 통제경제 영향으로 할인티켓 판매가 중지되었고, 1941년 7
월 금강산 관광 자체가 금지되고 말았다.
화차수입은 1924년 약 3만 원을 시작으로 1941년 약 35만 원을 계상해서 전체 영
업기 합계 약 414만 원을 기록했다. 화차 수입은 1934년 급격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1941년까지 296만 원에 달했다. 창도역 부근의 유화철광석과 중석 수송이 화차수익의
주요 원천이었다. 유화철광석 수송량은 1935년 하반기 3만 4,170톤, 1939년 하반기
5만 1,150톤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시기별 연평균 톤 당 화차 수입은 1924~30년
43) 朝鮮總督府鐵道局(1934.1), “朝鮮私設鐵道補助法中改正法律案參考書”; 朝鮮總督府(1928), 「朝鮮鐵
道狀況」, 117.
44) 朝鮮總督府(1929), 「朝鮮の鐵道」, 222.
45) 「每日申報」 1930.9.21.
46) 朝鮮總督府鐵道局(1935), 「朝鮮金剛山」, 日之出商行.
47) 金剛山協會(1940), 「金剛山」,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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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원, 1931~36년 2.34원, 1937~41년 2.25원을 기록했다. 한편, 화차수입이 철도
부문 영업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연평균 54.5%, 시기별로는 1924~30년 52.9%,
1931~36년 56.5%, 1937~41년 54.4%를 기록했다. 일정기 철도 운수업의 특징은 화
주객종(貨主客從)의 영업구조와 1930년대 후반 높은 수익률 계상이었다.

Ⅳ. 전등전력업과 영업활동
다음은 금강산전기철도(주)가 추진한 “유역변경에 의한 저수지식 수력발전소”48) 시
설투자와 송전망 확충 그리고 전등전력업의 영업활동을 실증 분석한다.

1. 발전수력 개발
1920년 8월 조선총독부 앞으로 전등전력 사업 겸영 허가를 신청해서 1921년 11월
허가를 취득했다.49) 1920년 9월 지명 입찰을 거쳐 일본 굴지의 토목업자 하자마쿠미
(間組)와 수력발전소 시설공사 청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총연장 1,455m의 수로용 터
널공사와 함께 1921년 6월 취수댐, 취수구, 수압터널, 방수로, 발전소 시설공사에 착
수했다. 1922년 4월 수차, 발전기, 수압철관, 철탑 등 주요 기자재를 2,000톤급 화물
선으로 강원도 고지항을 거쳐 건설현장으로 운반했다.50) 저수지 축조공사는 1922년 8
월 완료를 예정했지만, 수차례 수해와 터널공사 곤란으로 지연되었다.
1921년 6월 중대리발전소 시설공사에 착수해서 1923년 12월 완성했다. 이어서 중
대리발전소와 철원역을 연결하는 장거리 송전망 가설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1923년
4~6월에 걸쳐 철원변전소, 경성변전소, 장거리 송전망 시설공사에 착수했다. 1923년
9월 경성전기(주)와 잉여전력 공급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1월 중대리와
철원역을 잇는 장거리 송전망 가설공사를 완료했다. 1923년 12월 철원역과 김화역 일
원에 대한 전등전력 공급과 함께 1924년 2월 경성전기(주)에 대한 개발전력의 송전을
개시했다.51) 이하에서는 전등전력 부문의 시설투자를 검토해 보자.
48)
49)
50)
51)

朝鮮電氣協會(1937), 「躍進途上にある朝鮮電気事業の概観」, 24.
金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編(1939), 「金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二十年史」, 37-38.
「每日申報」 1922.4.26.
당시 경성전기(주)는 인천부에 소규모 화력발전소를 가동해서 전등전력 수요를 감당하는 상황이
었다. 그러나 1921년 인천부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경성부 용산 화력발전소 전력을 공전하고
자 송수전 설비의 시설투자를 추진했다. 그러나 경성부의 전력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용산 화
력발전소의 발전량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와중에서 금강산전기철도(주)가 저렴하고 풍부한
전력을 개발해서 경성지역에 대한 송배전 사업을 추진했다. 조선공론사(1936.12), 「조선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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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저수지 축조이다. 강원도 회양군 안풍면 일대 산간지역을 흐르는 북한강 상류
해발 700m의 화천하(化川河)는 동해안과 약 20㎞의 거리였고, 유역변경식 발전수력
개발이 가능한 지경학적 조건이었다. 서쪽으로 흐르는 화천하를 횡단하는 616m 사력
댐을 축조하고, 추지령(楸地嶺)을 관통하는 수로터널을 굴착해서 판유리 저수지를 축조
하는 한편, 저수를 동해안쪽으로 도수해서 급격한 낙차를 활용해서 발전소를 가동시키
는 수력발전 방식이었다. 1921년 6월 취수구와 수조를 연결하는 총연장 1,460m 추지
령 터널공사에 착수해서 1922년 9월 완공했다. 이어서 1923년 6월 4억 ㎥ 저수능력
의 판유리 저수지 축조공사에 착수해서 1923년 말 완공했다. 판유리 저수지 제원은
<표 7>과 같이 제방연장 616m, 제방높이 26.7m, 집수면적 245㎢, 저수용량 1,115만
㎥를 기록했다.
<표 7> 금강산전기철도(주)의 저수지 및 발전소 제원
저수지
구분

발전소
제원

구분

침수면적(㎡)

1,850,000

유효낙차(m)

저수용량(㎥)

11,150,000 사용수량(㎥/sec)

집수면적(㎢)

중대리

판유리

향천리

신일리

234

24.2

85

67

1.81

2.14

5.01

5.01

5.01

3,250

3,750

720

3,250

2,600

제1호기

제2호기

234

245

출력(kw)

하천명

化川河

수차제작

독일포이트 영국베빙그 日立제작소 독일포이트 日立제작소

제방높이(m)

26.7

발전기제작

芝浦제작소 日立제작소 日立제작소 日立제작소 日立제작소

제방연장(m)

616

철관연장(m)

유수언제연장(m)

216

운전개시년월

820
1923.12

1924.12

방수구

167

100

1927.12

1928.11

1936.11

자료：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1939), ｢금강산전기철도20년사」, 88-91.

둘째, 발전소 시설이다. 1921년 6월 중대리발전소 시설공사에 착수해서 1923년 12
월 제1호 발전기와 1924년 12월 제2호 발전기를 시설했다. 1927년 12월 판유리 저수
지 방수를 활용해서 판유리발전소를 시설했다.52) 1928년 11월에는 중대리발전소 방
수를 활용해서 향천리발전소를 시설했다.53) 1931년 11월 총출력 120kW의 외금강 화
력발전소를 시설했다.54) 1936년 11월 국철 동해북부선 부설에 따른 인근의 전등전력
24-12.
52) 朝鮮公論社(1938.10), 『朝鮮公論』, 26-11.
53) 朝鮮總督府(1927.9.25), “發電用河川使用計劃變更竝工事施行認可ノ件”.
54) 「每日申報」 19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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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에 대응하고자 향천리발전소 방수를 활용한 신일리발전소를 시설했다. 대신에
1937년 11월 앞서 외금강 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했다. 1939년 당시 총 4개 수력발
전소를 가동해서 총출력 1만 3,500kW의 전기를 생산했다.
셋째, 송전선로 가설이다. 중대리 발전소-철원역-경성변전소를 연결하는 167㎞의
경성송전선은 1923년 6월 가설 작업에 착수해서 11월 말 완료했다. 경성송전탑은 당
초 목탑 1회선이었지만, 1928년 8월 철탑 2회선으로 교체했다. 경성송전선의 송전 철
탑은 간격 182~412m와 높이 22.7m였다. 송전전압은 6만 6,000V였지만, 장거리 송
전에 따른 전력 손실량을 줄이고자 중대리발전소에 3,550KVA 소고(消孤)를, 경성변전
소에도 4,000KVA 준상기(準相機)를 설치했다. 이후에도 공전구역 확대에 따라 송전선
로 가설 확장과 공전력 증가를 위해 송전선로 교체작업을 추진했다.
넷째, 변전소 시설이다. 최대 1만 kW의 전력을 경성전기(주)에 공급하고자 1923년
4월 경성출장소 개설과 함께 같은 해 6월 경성변전소와 철원변전소 시설공사에 착수했
다. 1923년 9월 경성전기(주)와 전등전력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924년 2월 본격적
인 송전사업을 개시했다. 경성변전소 총출력은 1만 3,500KVA였다. 이어서 철원군 일
원에 전등전력을 공급하고자 철원변전소, 김화군 원동면 소재 원동금산변전소, 금성과
창도 방면의 금성변전소, 회양군과 김화군 일원의 화계변전소, 고성군 일원의 외금강변
전소를 시설했다. 그 외에도 학방변전소 등 총 21개 변전소를 시설했다.
다섯째, 국유 산금송전선로 가설이다. 1938년 2월 일본정부는 ‘산금5개년계획’을 공
포했다. 그 때문에 1938~42년 조선총독부도 연간 25~75톤의 산금증산정책을 추진하
게 되었다.55) 금광 개발을 위해서는 전동력 확보가 불가결했기 때문이었다. 조선총독
부는 1938~41년까지 5,300만 원 예산으로 국유 산금송전선로 가설사업을 추진했
다.56) 1940년 금강산 연선에 산재하는 금광산에 대한 산금송전선로를 가설하게 되었
다. 송전선 연장 48.4㎞ 가설과 총출력 300~600KVA 변전소 시설이었다.57)

2. 시설투자
1921년 11월 조선총독부의 전등전력 공급사업 겸영 허가서에 따르면, 전등전력 공
급구역은 강원도 김화군 김화면, 금성면, 기오면, 철원군 철원면, 동송면, 경기도 양주
군 노해면, 자둔면, 경기도 경성부, 고양군 독도면으로 1부 8개 면(面)이었다.58) 1923
55) 東拓鉱業株式会社(1938.8.6), “東拓鉱業株式会社ノ日本産金振興株式会社株式引受ノ件”; 佐藤兼之
輔(1938), 「金と戦争」, 銀座書房; 商工行政調査会編(1941), 「全国経済団体総覧」, 商工行政社.
56) 정안기(2014), “1930년대 電力國策, 朝鮮送電(株)의 연구”, 「東方學志」, 166.
57) 金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編(1941.3), “제43회 영업보고서”.
58) 金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編(1939), 「金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二十年史」, 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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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2월 이래 철원군과 김화군 그리고 1924년 2월 경성전기(주)에 대한 잉여전력 공
급사업을 개시했다. 1931년 후반 공전구역은 <표 8>과 같이 1개 읍과 14개 면이었지
만, 1939년 철원군을 포함한 3개 읍과 27개 면으로 확대되었다. 1931년 전등전력 수
요는 4,245호에 불과했지만, 1939년 전반 8,887호를 기록했다.59) 송배전 시설도
1931년 전동기 48대의 300마력에 불과했지만, 1939년 광산용, 정미용, 수리관정용,
공업용 등 전동기 157기의 1,201마력을 기록했다.
<표 8> 금강산전기철도(주)의 영업성적

년도

발전
출력

전등공급량
읍

전력공급량

면 수요호수 전등수

전동
기수
-

전동
광산용
마력
-

(단위：호, kW, 원)

전등전력 수입액
경성전기

-

-

전등수입 전력수입

-

-

총수입

-

950

2,942

1924 7,000 -

-

2,085

5,702

9

48

-

5,296,000

22,145 165,192

7,950 195,287

282,325

1925 7,000 -

-

2,291

6,339

20

85

-

11,250,000

22,060 355,720

6,939 384,719

484,519

1926 7,000 -

-

2,497

6,720

23

122

-

11,640,100

25,211 377,835 10,014 413,060

543,104

1927 7,720 -

-

2,719

7,504

24

162

-

-

27,714 417,790

8,808 454,312

596,995

1928 10,970 -

-

2,907

8,235

36

220

-

-

31,788 509,318 32,331 573,437

740,570

1929 10,970 -

-

3,054

8,796

40

277

-

-

31,877 562,860

9,112 603,849

782,407

1930 10,970 -

-

3,512 10,116

46

284

-

-

33,942 562,750 10,168 606,860

797,656

1931 10,970 1

12

4,245 12,804

48

300

-

京電 등

41,411 585,957 11,385 638,753

825,841

1932 10,970 1

14

4,441 13,858

55

391

-

〃

46,453 580,160 13,378 639,991

830,852

1933 10,970 1

15

4,979 15,499

63

462

250

〃

53,617 550,342 11,000 614,959

833,117

1934 10,970 1

15

5,707 17,085

68

509

585

〃

59,070 566,439 10,846 636,355

894,309

1935 10,970 1

15

5,859 16,560

83

604 1,085

〃

76,605 614,578 20,248 711,431 1,327,670

1936 13,570 1

20

6,561 19,060

90

745 1,875

〃

88,500 672,719 28,913 790,132 1,492,230

1937 13,570 2

23

6,734 22,910

100

724 1,765

〃

110,101 678,656 24,029 812,786 1,518,550

1938 13,570 3

27

8,258 26,813

114

868 2,000

〃

122,508 682,847 42,154 847,509 1,625,429

1939 13,450 3

29

9,547 31,759

181 1,694 1,950

〃

138,171 673,274 59,798 871,243 1,676,453

1940 13,450 3

30

10,339 35,005

248 2,563 2,000

〃

158,529 700,547 63,648 922,724 1,773,695

59) 實業之朝鮮社(1939.10), 「實業之朝鮮」,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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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87

합계

1923 3,200 -

(주) 하반기 기준.
자료：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 “영업보고서‘로부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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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전력업 확장이다. 전등사업은 1924년 1월 철원과 김화에서 전등전력 사업을 개
시했다. 당시 철원지역 전등수요는 전등호수 731호, 전등수 2,362등이었고, 김화지역
은 전등호수 219호, 전등수 580등이었다. 중대리 방면에서는 1924년 9월 통천군 고
저항, 1924년 10월 철원군 월정리, 평강, 복계가 신규 배전구역으로 편입되었다. 이후
부설연장에 따라 금성, 탄감, 창도, 현리까지 확대되었다. 1930년 5월 선로가 내금강
의 관문 말휘리까지 연장되면서 점등구역도 내금강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철도 연선 이
외 지역으로 강원도 고성군 신북면, 서면, 고성면은 국철 동해북부선 개통과 함께
1931년 4월 화력발전소과 시설과 함께 공전구역으로 편입되었다. 이후에도 전등 수요
급증으로 1936년 신일리발전소로부터 35㎞ 송전선 가설과 600kW 변전소를 시설했
다. 경기도 배전구역은 1937년 8월 연천군 연천면, 1938년 8월 포천군 포천면, 영중
면, 신북면, 소걸면이었다.
경성전기(주)에 대한 잉여전력 공전사업이다. 철도 운수업의 단거리 영업과 수송량
부족 그리고 연선의 전등전력 공급만으로는 대규모 개발전력의 소화가 불가능했다. 그
래서 1920년 9월 남만주철도(주) 경성관리국과 용산공작(주)에 대한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경성전기(주)와도 잉여전력 수급계약을 추진했다. 하지만, 경성전기(주)
와의 수급계약은 이해관계 대립으로 지지부진했다. 그래서 발전소 완성과 함께 1923
년 4월 경성출장소를 개설해서 인천부 수도양수장 공전을 위한 한강리변전소 시설공사
를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조선총독부 알선으로 공전구역 침식을 우려한 경성전기(주)
와 잉여전력 수급계약을 체결했다.60)
1924년 1월 경성전기(주)에 대한 전력수급을 개시했고, 1925년 4월부터 발전력 증
가분의 수급을 개시했다. 1926년 공전량은 경성전기(주) 약 1,126만 kWh, 조선총독
부 철도국 76만 kWh였다.61) 1927년 3월 향천리발전소 시설계획과 함께 조선총독부
체신국 알선으로 평균 공전량 5,000kW에 대해 정액 요금의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했
다.62) 1928년 1월 신계약을 체결했다.63) 공전요금은 1933년과 1938년 경성전기(주)
60) 1923년 9월 금강산전기철도(주)가 경성전기(주)와 체결한 전력수급 계약에 따르면, (1) 공급구역
은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경성변전소로 한다. (2) 전력 수급량은 최대 2,500kW이며, 발전소 증
설 이후에는 5,000kW로 한다. (3) 책임 송전량은 발전소 증설 이전 1,500kW이며, 증설 이후
3,500kW이다. (4) 책임 수전량은 발전소 증설 이전 1,200kW이며, 증설 이후 2600kW이다.
(5) 전력 요금은 증설 이전 93만 6,000kWh 이하 3.1전, 93만 6,000~14만 4000kWh까지 2.7
전, 108만 kWh 초과분 2.2전이며, 증설공사 이후에는 201만 6,000kWh 이하 2.9전, 201만
6,000kWh~250만 kWh까지 2.4전, 252만 kWh 초과분 1.7전으로 한다. (6) 계약기간은 송전
개시일로부터 10년이며, 계약만료 1년 이전 해약 통지가 없다면, 5개년에 걸쳐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7) 기타 조건으로 을(금강산전기철도)은 갑(경성전기)의 승낙이 없이는 갑의
공급구역에서 전등전력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朝鮮電氣事業史編集委員會(1981), 「朝鮮電氣
事業史」, 中央日韓協會, 246.
61) 金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1926.9), “제14회 영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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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력발전소 시설확장으로 요금 인하가 불가피했다.64) 1930년대 전반 강원도 회양
군 안풍면, 김화군 원동면,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에 걸쳐 전등전력과 광산전력 수요가
급증했다. 그 때문에 경성전기(주)에 대한 판매전력을 재매입해서 연선에서 증가하는
전등전력 수요에 대응해야 했다. 판매전력의 재매입 규모는 1935년 하반기 판매전력
61만 4,578원에 대해서 13%에 상당하는 8만 488원을 기록했다.65) 1936년 1월 신일
리발전소가 가동하면서 판매전력의 재매입을 중지할 수 있었다.

3. 영업활동
1922년 3월 「조선전기사업취체령」에 따라 앞서 1921년 11월 인가 신청서에 강원
도 통천군 벽양면, 통천면, 순령면을 공전구역으로 추가해서 전등전력사업 인가를 신청
했다. 1922년 11월 전등전력 공급사업 개시 허인가를 취득했다. 1923년 말 총출력
3,200kW의 중대리발전소 가동을 앞둔 상황에서 경성지역에 대한 전력공급과 함께 철
원 및 김화지역에 대한 전등전력 공전사업을 추진했다. 경성부에 대한 전력공급은 남
만주철도(주)와 경성전기(주)에 대한 전력 수급계약을 체결했지만, 1923년 9월 관동
대지진의 영향에 따른 수전설비 불충분으로 본격적인 영업이 지연되었다. 1923년 하
반기 전등전력 수입은 3만 7,687원이었고, 본격적인 철도영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총수입액의 92.5%를 차지했다. 이하에서는 전등전력 사업의 영업성적을 검토해 보자.
62) 종래 금강산전기철도(주)는 잉여전력 연평균 4,500kW를 경성전기(주)에 공급하고 경성전기(주)
는 kW 당 2전 5리, 연간 87만 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경성전기(주)의 최대 전력 수요량은 연간
1만 kW에 달했지만, 금강산전기철도(주)의 송전선로가 1회선 5,000kW에 불과했기 때문에 효
율성이 떨어지는 화력발전소를 가동해야 했다. 금강산전기철도(주)는 향천리발전소 건설과 함께
2회선 송전선로를 개설해서 송전능력을 강화했다. 그 때문에 경성전기(주)는 화력발전소 증설을
중지해야 했고, 1927년 말까지 수전설비를 완비하게 되었다. 양측의 전력수급 계약은 수력발전
소 증설에 따른 수익력 증가와 화력발전소 건설비 절감이라는 경제적 선택의 결과였다. 「每日申
報」 1927.7.31.
63) 신계약에 따른 전력요금은 향천리발전소 준공 이전 연액 18만 5,000원, 준공 이후 1929년 9월
말까지 연액 18만 5,000원 증가, 1930년 9월 말까지 연액 22만 5,000원 증가, 1931년 9월 말
까지 연액 26만 원 증가, 1931년 9월 말 이후 연액 30만 5,000원 증가를 예정했다. 계약 기간
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5년이었다. 기타 조건으로 금강산전기철도(주)는 조선총독부 철도국장과
체결한 전력수급 계약에 기초해서 권리의무 일절을 철도국장 인가를 거쳐 무상으로 경성전기(주)
에게 양도한다는 것이었다. 金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1927.3), “제15회 영업보고서”.
64) 1932년 6월 22일 금강산전기철도(주)와 경성전기(주)는 전력요금 인하 협상을 추진했다. 경성전
기(주)는 일거에 24~25만 원 감액을 주장했지만, 금강산전기철도(주)는 8만 원 감액을 주장하면
서 협상의 난항을 거듭했다. 결국, 조선총독부 철도국의 중재ㆍ알선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전력
요금 인하액은 연간 117만 5,000원에서 13만 원을 감액한 104만 5,000원이었다. 「每日申報」
1932.6.23/1932.9.27.
65) 金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1936.3), “제33회 영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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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등사업이다. 1924~40년 전등공급은 앞서 <표 8>과 같이 전등수요 호수 약
5배와 전등수 6.1배를 기록했다. 그 가운데 1924~30년 전등호수 1.7배와 전등수 1.8
배를 기록했던 반면, 1931~40년 전등호수 2.4배와 전등수 3.2배 증가를 기록했다. 전
등요금은 정액제와 종량제로 구분되었다. 정액제 전등요금은 10촉광을 시작으로 500
촉광까지 10등급으로 구분되었다. 이후 1929년, 1931년, 1935년 3차례 요금 인하에
따라 1938년 1월 10촉광 0.65원과 100촉광 2.40전을 기록했다. 전등요금 인하는
1920~30년대 전반 전국적인 전기업 부영화 운동과 요금인하 운동 때문이었다. 전체
영업기 공전구역 확대와 전등수요 증가에 따른 전등사업 수입총액은 109만 원을 기록
했다. 그 가운데 1936~40년 전등수입은 전체 영업기 전등수입의 56.9%를 차지했다.
전등수입 총액 109만 원은 전등전력 공급사업 수입총액 1,072만 원의 10.2%, 철도영
업을 포함한 회사 총수입 1,703만 원의 6.4%를 차지했다.
다음은 공업용 전력사업이다. 공업용 전력공급은 1920년대 후반 정미업을 시작으로
1930년대 연선의 제사업, 농업용, 양조업, 제빙업, 철공업, 광산업으로 확대되었다.
1924년 하반기 전동기수 9대의 48마력에 불과했던 공업용 전력수요는 1940년 전동기
248대의 2,563마력으로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수요했던 광산업의 경우
에는 1933년 250kW에 불과했으나 1940년 2,000kW로 증가했다. 1932년 11월 강
원도 회양군 안풍면 소재 안풍금광에 대한 최대 100kW와 유화철광의 창도광산, 1934
년 강원도 김화군 원동면 원동금광(麻生상점)과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했다.66) 또한,
1934년 11월 경기도 포천 영중면 소재 영중금산과도 전력 공급계약을 체결했다.67)
1935년 하반기 조선질소비료(주) 창도광업소 155kW와 일본광업(주) 600kW(당초
200kW로 시작)의 추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68)
1939년 이후 광산용 전력 수요가 전체적으로 정체 국면으로 바뀌었던 것과 달리 공
업용 전력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경성전기(주)에 대한 전력공급은 1924
년 529만 6,000kW를 시작으로 본격화했다.69)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30년
대 전반 연선에서 급증하는 공업용 전력수요에 따라 경성전기(주)에 판매전력의 재매전
이 불가피하기도 했다. 전체 영업기 전등전력의 수입 총액은 합계 926만 원을 기록했
다. 특히, 1931~40년까지 수입총액 631만 원은 전체 영업기 수입총액의 68.1%를 차
지했다. 전력부문 수입 총액 926만 원은 전등전력업 전체 수입총액 1,072만 원의
66)
67)
68)
69)

金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1935.3), “제31회 영업보고서”: 「每日申報」 1932.11.23.
金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1935.9), “제32회 영업보고서”.
金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1936.3), “제33회 영업보고서”.
1925년 금강산전기철도(주)는 조선총독부 철도국에 대해 67만 6,000kWh와 1926년 100만
9,170kWh의 전력을 공급했다. 金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1926.3/1927.3), “제13/15회 영업보
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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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철도부문을 포함한 전체 수입총액 1,703만 원의 54.4%를 차지했다.

Ⅴ. 파이넌스, 자산구축, 영업성적
다음은 1919년부터 1940년까지 금강산전기철도(주)의 사업경영을 둘러싼 자금조달,
자산구축, 사업성적을 실증 분석한다.

1. 파이넌스
1919년 12월 설립 당시 공칭자본금 500만 원과 제1회 납입주금 50만 원이었지만,
사철보조금과 연계한 주금납입으로 2년 이내 시설투자를 완료한다는 자금계획이었다.
하지만, 1920년 3월 제1차 세계대전 반동공황(反動恐慌)에 따른 주가폭락으로 주금납
입이 곤란했다. 1922년 말 당시 주금납입액은 주 당 20원이었지만, 주가는 납입주금
액의 40% 수준(8원)에 불과했다.70) 그 때문에 단기(선로공사)와 장기(터널공사)를 구
분하는 투자계획 변경이 불가피했다. 이하에서는 파이넌스 전략을 검토해 보자.
첫째, 차입금융이다. 1920년 재계 불황으로 주금납입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시설자
금 확보를 위해 조선은행으로부터 30만 원을 차입했다.71) 1937년 9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1,061만 원을 차입했다. 차입처는 1922년 8월 제3회 쿠메동족회(久米同族
會) 100만 원 차입을 예외로 하면, 전부 식민지 국책은행이었다. 쿠메의 개인회사였던
쿠메동족회로부터 차입은 시설투자가 지연되면서 국책은행 차입금융을 위한 담보제공
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었다.72) 1920년 12월부터 1930년 7월까지 총 12회에 걸친
차입은 895만 원에 달했고, 전체 차입액의 84.4%를 기록했다. 차입과 상환을 반복하
는 빈번한 차입금융은 경영진의 두터운 신용과 조선총독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
에 가능한 일이었다. 차입금융은 초기경영의 주요 금융원천이었다.
둘째, 주금납입이다. 1920년 재계불황으로 주금납입이 지연되었고, 제2회 주금납입
은 1921년 6월에야 가능하게 되었다.73) 제2회 주금납입액 25만 원은 앞서 제1회 조
70) 大阪屋商店調査部(1922), 「株式年鑑」.
71) 금강산전기철도(주)이 조선은행과 체결한 30만 원의 자금 융통계약은 (1) 어음할인 방식으로
1920년 10월 분할 융자, (2) 취체역 전원의 연대채무, (3) 1911년 6월까지 주금납입에 의한 전
액 상환, (4) 이자 3전 2리였다. 金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編(1939), 「金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二十
年史」, 46.
72) 이자율은 조선은행 대출이자율이었고, 1923년 말까지 철도재단을 담보로 차입금으로 변제한다
는 조건이었다. 그렇지만, 변제완료 기일은 1926년까지 지연되었다. 金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編
(1939), 「金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二十年史」, 48.

- 50 -

정안기

일정기 「금강산전기철도(주)」의 경영사 연구

선은행 차입금 30만 원과 제2회조선은행 차입금 50만 원 변제에 충당했다. 1922년 1
월 제3회 50만 원 주금납입과 연계해서 조선은행으로부터 제3회 25만 원을 차입했
다.74) 1926년 2월 제4회 100만 원 납입을 마지막으로 공칭자본금 500만 원 주금납
입을 완료했다. 1926년 11월 탄감리-장안사 31㎞ 부설연장과 전등전력 공급사업의
확장 그리고 장안사 관광시설 투자를 위해 700만 원 증자와 동시에 제1회 70만 원 주
금납입을 실시했다.75) 이는 1926년 주 당 11원에서 1927년 57.4원으로 주가가 급등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76) 주가 상승은 「금강산국립공원화계획」의 등장과 함께
금강산 개발 붐 때문이었다.77)78) 1939년 말 공칭자본금 1,200만 원 가운데 주금납입
액은 920만 원이었고, 평균 주가는 74.6원을 기록했다. 1937년 후반 전등전력 공급사
업은 철도부문과 분리되면서 별도 회계처리(자본금 140만 원)로 바뀌었다.
셋째, 사채발행이다. <표 9>와 같이 1926년 4월 제1회 500만 원을 비롯해서 1939
년 5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총액 2,575만 원의 사채를 발행했다. 빈번한 사채 발행과
관련해서 “당사는 사업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차입을 전후해서 금융 이율의 관계를 고
려한 결과, 사채발행으로 그 일부를 차입금 상환에 충당하고 일부를 철도건설 자금에
충당하는 것이 득책”79)이었기 때문이었다. 1926년 3월 제1회 사채 발행을 결정하고
73)
74)
75)
76)
77)

金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1923.3), “제7회 영업보고서”.
「每日申報」 1925.1.14.
「中外日報」 1927.1.18.
大阪屋商店調査部(1922), 「株式年鑑」, 286.
금강산 국립공원화를 최초로 주장한 인물은 「원산매일신문」 사장 西田常三郞이었다. 1927년 3
월 25일 제국의회 중의원은 내각총리대신 若槻禮次郎 앞으로 ‘조선 금강산 국립공원 설정에 관
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그 요지는 “조선 금강산은 天下無雙의 절승으로 내외인 관광이 매년 격
증하고 있다. 이에 상당한 설비와 명승 보존을 추진하는 것은 동양의 일대 낙원을 위해 정부가
금강산의 진가를 中外에 발양하기 위해서라도 속히 국립공원에 필요한 시설의 실현을 건의한다”
는 것이었다. 그래서 금강산전기철도(주)는 100만 원의 사업예산과 금강산 국립공원화 지정을
예정해서 장안사 부근 5만 평의 토지를 매입하고, 숙박인원 300~400명 규모의 호텔, 주택건설,
골프장, 야구장, 경마장의 시설투자를 위해 조선총독부 앞으로 국유지 불하를 청원했다. 1927년
당시 금강산전기철도(주)는 1931년 장안사까지 철도를 연장 이후 금강산 입구 말휘리에서 신풍
리, 온정령, 만물상을 거쳐 온정리와 장전항까지 연장해서 국철 동해선과 접속하는 이른바 ‘金剛
山輪環鐵道’ 부설을 계획했다. 衆議院(1927.3.25.), “朝鮮金剛山國立公園設定ニ関スル建議”; 朝鮮
硏究社(1930.3.10.), “絶勝金剛山を國立公園化, 「朝鮮硏究」: 조선공론사(1937.3),” 世界的名勝, 金
剛山の公園化, 金剛山電鐵の大計劃推進“, 「조선공론」, 15-3.
78) 1930년 12월 조선총독부 촉탁 上原敬二가 입안한 금강산 공원화계획 제1기 계획서에 따르면,
금강산 공원계획과 경영방침은 (1) 보존을 원칙으로 이용은 부칙으로 한다. (2) 지역 및 지방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원화계획에 의해 제한이 가능하며, 최소한도에 그친다. (3)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보존은 필요 한도에 그친다. (4) 장래 원산항과 일본과의 연락을 예정한다. (5) 장래 해안
철도 개통을 예정하고, 물자와 유람객 동향에 파악한다. 공원화 구역은 풍경의 특색과 지형에 따
라 (1) 내금강 구역, (2) 내금강 구역 (3) 신금강 구역, (4) 벽지 금강 구역, (5) 해금강 구역으로
나눈다. 구역 구분의 표준은 토지계획의 목적에 따라 (1) 보존구역, (2) 시업구역, (3) 공용구역,
(4) 시설구역으로 구분한다는 것이었다. 朝鮮總督府(1930.12), “金剛山公園計劃-第1會計劃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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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식산은행 인수를 조건으로 이자율 8%의 물상담보 사채 500만 원을 발행했다. 이
는 조선식산은행 차입금 370만 원과 쿠메동족회 차입금 20만 원 상환 그리고 시설투
자 110만 원을 충당하고자 했다.80) 1928년 5월 제2회 야미이치증권(山一證券) 인수
발행사채 500만 원(이자율 6.5%)은 이자율 하락에 따른 제1회 발행사채 상환을 위한
저리 구채(舊債)차환이었다. 1928년 9월 제3회 발행사채 175만 원은 시설비 충당이
목적이었다. 1933년 12월에도 상환이 임박한 고리 구채차환을 목적으로 조선식산은행
인수 제4회 700만 원 사채를 발행했다. 1939년 5월 제5회 조선식산은행 알선으로
700만 원 사채를 발행했고, 이자율은 4.4%였다. 1920년대 후반 이래 금융시장 발달과
금리하락을 배경으로 신규 사채발행과 고리 구채차환의 파이넌스 전략을 전개했다.81)
<표 9> 금강산전기철도(주)의 사채발행
회차 발행연월일

발행액

(단위：원, %)

상환만기일 상환연월

상환방법

1

1926.4.15 5,000,000 1933.4.15 1928.5

2년 거치
5년 상환

100

8.0

조선식산
은행

2

1928.5.10 5,000,000 1936.5.10 1933.12

2년 거치
6년 상환

100

6.5

山一증권

3

1928.9.15 1,750,000 1938.9.15 1933.12

2년 거치
8년 상환

100

6.0

山一증권

4

1933.12.1 7,000,000 1939.12.1 1939.5

1년 거치
5년 상환

100

5.0

조선식산
은행

5

1939.5.1

-

100

4.4

조선식산
은행

7,000,000 1947.5.1

1949.5

발행가액 이자율 사채인수

자료：일본흥업은행(1970), 「사채일람」, 258-259.

2. 자산구축
총자산은 1920년 하기 501만 원을 시작으로 금강선 116.6㎞를 완성한 1930년 하
반기 2,157만 원과 1941년 하반기 2,590만 원을 기록했다. 특히, 1920년대 자산 증
79) 金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1926.3), “제13회 영업보고서”.
80) 矢島桂(2021), “朝鮮殖産銀行による産業金融の展開と山一證券”, 「社會經濟史學」, 86-2.
81) 실제로, 1928년 5월 조선총독부는 조선사설철도령과 사철사채모집개정령을 공포했다. 그 내용
은 조선지역 사철회사의 사채 발행 한도액을 종래 자본금과 동액 발행에서 배액 발행으로 개정
했다. 당시 일본의 경우, 지방철도법에서 사철회사의 사채발행은 자본금과 동액 발행이었다. 이
는 조선총독부가 주도하는 사철국책의 적극성과 독자성을 시사한다. 조선공론사(1936.12), 「조
선공론」, 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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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표 10>과 같이 1920년 제1차 세계대전 반동공황과 1923년 관동 대지진 영향으
로 1920~26년까지 완만했지만, 1927~30년 급격한 증가세로 돌아섰다. 1920년대 자
산 증가율은 83.3%에 달했던 반면, 1930년대 들어서는 약 16.7%에 불과했다. 1930
년대 철도부문의 자산 증가는 운송력 강화를 위한 급경사 노선의 개보수 등 미미한 수
준에 그쳤지만, 전등전력 부문은 외금강 화력발전소와 신일리발전소 시설 그리고 다수
의 송전선로 가설 때문에 급격한 증가를 기록했다. 이하에서는 자산구축의 추이를 구
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표 10> 일정기 금강산전기철도(주)의 영업성적
철도운수 부문
구분

총자산

자본금

납입
주금

총자산

고정
자산

(단위：천원, %)
전등전력 부문

당기
납입
고정
사채 차입금
ROA 자본금
총자산
이익
주금
자산
-

차입 당기
ROA
금 이익

사채

1920 제1회

5,012 5,000

500

5,011

100

-

8

0.2

-

-

-

-

-

-

-

-

1921 제3회

5,078 5,000

500

5,078

533

-

50

5

0.1

-

-

-

-

-

-

-

-

1922 제5회

5,754 5,000 1,250

5,754

1,152

-

650

9

0.2

-

-

-

-

-

-

-

-

1923 제7회

6,810 5,000 2,500

6,248

2,514

-

1,510

19

0.3

-

-

608

79

0 550 -

-

1924 제9회

8,591 5,000 2,500

7,180

4,143

-

1,900

2

0.0

-

-

1,428 1,251

0 1,350 8 0.6

1925 제11회

9,179 5,000 4,000

7,000

4,781

-

1,700

32

0.5

-

-

2,949 2,837

0 2,000 68 2.3

1926 제13회

9,586 5,000 5,000

7,035

6,109

-

1,700

23

0.3

-

-

3,071 2,965

0 2,200 147 4.8

1927 제15기 11,023 5,000 5,000

7,694

7,070 2,250 1,700

37

0.5

-

-

3,341 2,930 2,750

0 211 6.3

1928 제17기 18,864 12,000 5,700 14,881

7,901 2,250 1,700

21

0.1

-

-

4,099 2,759 2,750

0 277 6.8

1929 제19기 20,626 12,000 6,750 15,781

9,623 3,000 1,700

33

0.2

-

-

4,960 2,657 3,750

0 363 7.3

1930 제21기 21,566 12,000 7,800 16,827 11,673 3,000

600

17

0.1

-

-

5,267 4,561 3,750

0 335 6.4

1931 제23기 22,663 12,000 7,800 17,806 12,563 3,000 1,500

10

0.1

-

-

5,438 4,503 3,750

0 326 6.0

1932 제25기 22,938 12,000 7,800 18,252 13,263 3,000 1,500

5

0.0

-

-

5,742 4,461 3,750

0 317 5.5

1933 제27기 22,891 12,000 7,800 18,329 13,328 3,000 1,150

6

0.0

-

-

6,046 4,288 3,750

0 387 6.4

1934 제29기 22,936 12,000 7,800 18,602 13,389 5,000

555

4

0.0

-

-

4,596 4,193 2,000

0 367 8.0

1935 제31기 22,955 12,000 7,800 18,393 13,442 5,000

250

30

0.2

-

-

4,912 4,058 2,000

0 402 8.2

1936 제33기 23,173 12,000 7,800 18,397 13,620 5,000

150 269 1.46

-

-

5,395 3,902 2,000

50 439 8.1

1937 제35기 24,183 12,000 7,800 18,508 13,727 5,000

150 286 1.55

-

-

6,289 3,924 2,000 470 482 7.7

1938 제37기 24,153 10,000 7,800 17,439 13,912 6,000

0 274 1.57 1,400 1,400 6,749 5,117 1,000

0 485 7.2

1939 제39기 24,636 10,000 7,800 17,688 14,180 6,000

0 295 1.67 1,400 1,400 7,143 5,210 1,000

0 528 7.4

1940 제41기 25,353 10,000 7,800 17,909 14,240 6,000

0 311 1.74 1,400 1,400 7,541 5,027 1,000

0 545 7.2

1941 제43기 25,896 10,000 7,800 17,864 14,325 6,000

0 277 1.55 1,400 1,400 8,067 4,902 1,000

0 505 6.3

(주) 하반기 결산기준, 전등전력 부문의 당기이익은 감가상각을 포함.
자료：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 “영업보고서”로부터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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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철도부문 총자산은 1920년 10만 원에서 1930년 1,683만 원과 1941년
1,786만 원을 기록했다. 1920년대 자산 증가액은 1,673만 원에 달했고, 자산총액의
94.2%를 차지했던 반면, 1930년대에는 103만 원으로 5.8%에 그쳤다. 총자산에 차지
하는 고정자산은 1920년 10만 원으로 2.0%에 불과했지만, 1930년 1,167만 원의
69.3%, 1940년 1,433만 원의 80.2%를 기록했다. 철도부문 자산구축은 1921년 「조
선사철보조법」이 규정한 이자보조주의에 따라 차입금과 발행사채의 금융비용에 대한
정부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주로 차입금과 사채발행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 철도부문
당기순이익은 1935년까지 만원 단위를 기록했던 반면, 1936년부터서는 10만 원 단위
를 기록했다. 1920~35년 총자산이익률(ROA)은 연평균 약 0.2%에 불과했지만, 1936
년 이후에는 약 1.6%를 기록했다. 1934년 당시 금강선의 ㎞ 당 건설비는 9만 622원
이었다. 이는 조선철도(주)에 비해서 2만 5,426원, 조선경동철도(주)에 비해서 5만
5,915원이 높은 수준이었다.82)
다음, 전등전력부문 총자산은 1923년 61만 원에서 1930년 527만 원으로 증가했고,
1941년 807만 원에 달했다. 1920년대 자산 증가는 1941년 총자산 총액의 65.3%를
차지했던 반면, 1930년대 전체의 34.7%를 기록했다. 한편, 고정자산이 총자산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1923년 8만 원으로 13.1%에 불과했지만, 1930년 456만 원으로
86.5%와 1940년 490만 원으로 60.7%를 기록했다. 전등전력 부문의 자산구축은 앞서
철도부문과 달리 1920년대 고정자산 구축이 완만했던 반면, 1930년대 철도부문과 달
리 급격한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철도부문과 달리 높은 경영 자유도와 함께 높은 수
익률을 기대할 수 있었고, 그래서 보다 활발한 시설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실제
로, 전등전력 부문의 당기순이익은 1924~25년을 예외로 하면, 10만 원대를 유지했고,
1926~40년 연평균 38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철도부문에 비교해서 약 3.8배에 상당
하는 것이었다. 1924~40년 전등전력 부문의 총자산이익률(ROA)은 연평균 약 6.2%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철도부문에 비해서 약 10배에 상당하는 것이었다. 전등전력 공급
사업은 철도부문과 달리 고수익의 원천이었다. 그래서 시설투자도 전등전력 부문에 집
중되었던 것이다.

3. 영업성적
1920년 3월 말 조선총독부 철도국은 사철보조금 교부를 결정했다.83) 그래서 1920
년 상반기부터 1941년 상반기에 걸쳐 사철보조금을 수급했다.84) 하지만, 사철보조금
82) 朝鮮總督府鐵道局(1934.1), “朝鮮私設鐵道補助法中改正法律案參考書”.
83) 金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編(1939), 「金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二十年史」,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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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와 관련해서 특이점은 다른 사철회사와 달리 철도업과 겸업사업(전등전력)의 분리
회계였다.85) 분리회계 기준은 (1) 흥업비(興業費)의 경우, 철도동력용 전력설비는 철도
건설비에 포함한다. (2) 영업비의 경우, 발전소 건설비와 송전선로 시설비는 철도업과
겸업 각각 절반으로 하고, 저수지 축조비는 전액 겸업부문으로 산정한다. (3) 철도업
사용전력을 겸업부문으로 유용하는 경우, kWh 당 1전으로 산정해서 철도업 계정에 산
입하고, 철도업 사용자금을 겸업으로 유용한 경우, 사철보조금에서 연간 8% 이자율로
계산해서 공제한다.
먼저, 사철보조금의 수급실적이다. 19120~41년 조선총독부로부터 수급한 사철보조
금 총액은 1,319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934년 「조선사철보조법」 제4차 개정까지
수급액은 867만 원으로 전체 수급액의 약 65.7%를 차지했다. 연평균 수급 내역은 연평
균 사용자본 630만 원, 수입 21만 원, 지출 17만 원, 차액이익 4만 원에 대해서 29만
원을 기록했다. 연평균 사용자본(건설비)에 대한 이익률은 0.8%와 연평균 보조율 5.8%
였다. 1920~34년까지는 연평균 이익율 0.72%와 보조율 7.02%에 대해서 1935~41년
연평균 이익율 3.06%와 연평균 보조율 4.05%를 기록했다. 바꾸어 말하면, 1935~41
년 4.3배의 이익률 증가에 대해서 연평균 2.97%의 사철보조율 감소를 기록했다.
둘째, 영업성적은 철도 425만 원(14.6%), 전등전력 1,203만 원(41.2%), 사철보조금
1,292만 원(44.3%)으로 당기순이익 2,919만 원을 기록했다. 연평균 영업성적은 납입
주금 612만 원, 철도운수 10만 원, 전등전력 33만 원, 보조금 29만 원, 총수입 66만
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전등전력 부문 연평균 영업수입은 철도부문의 약 3배를 상
회했다. 철도부문은 사철보조금 수급에도 연평균 총수입의 50.4%를 차지하는데 그쳤
다. 그 결과, 납입주금에 대한 연평균 영업성적은 철도운수 1.32%, 전등전력 4.38%,
순이익 4.91%, 보조금 4.70%, 총수익 9.61%를 기록했다. 1930년대 후반 영업성적
호전은 (1) 금강산 관광 붐에 따른 금강산 관광객 증가, (2) 창도역 부근 유화철광산 개
발에 따른 화물 수송량 증가, (3) 1,600kW 신일리발전소 준공에 따른 발전력 증가,
(4) 경성전기(주)에 대한 판매전력 재매전의 전력비 절감, (5) 1936년 수해 이후 중대
84) 1921년 4월 공포한 조선사철보조법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보조기간 10년, 납입자본금 8%의 이
익부족액과 사용자본(차입금과 사채)의 이자보조를 특징으로 했다. 1934년 3월 제4차 조선사철
보조법 개정에서는 이익부족액 보조에서 건설비 보조로 바뀌면서 보조율도 8%에서 5%로 인하
되었다. 정안기(2017), “식민지기 조선사철보조법의 연구”, 「경제사학」, 41-1.
85) 금강산전기철도(주)의 겸업 부문 산입금 산출은 X=D(A+B+C+T)-B*C*T에 근거했다. 여기서 X
는 겸업 부문에서 사용한 철도업 전력량(kWh), A는 겸업의 총사용(판매) 전력량(kWh), B는 철
도업에 사용하는 최대 전력량(kWh), C는 겸업에 사용한 최대 전력량을 분모로 하고 같은 평균
전력량을 분자로 한다. 당분간 분모는 8,450kWh로 한다. D는 총출력에 대한 철도 출력의 비
율, 당분간 100분의 31로 한다. T는 영업년도 가운데 총공급 시간이다. 여기서 영업년도 총시간
은 4,320시간이었다. 朝鮮總督府鐵道局(1934.1), “朝鮮私設鐵道補助法中改正法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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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발전소 발전력 향상 때문이었다.86)
셋째, 수익처분과 주주배당이다. 조선지역 여타 사철회사와 달리 사철보조율을 상회
하는 고율의 주주배당을 실시한 유일한 회사였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사철보조법」에
서 주주배당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었다. 사철보조금은 철도운송업에 한정되었기 때
문에 주주배당은 “자기이익이 보조율 이상에 달하거나 보조금 계산 외 겸업 이익금”87)
이었다. 주주 배당율은 사철보조율를 상회하는 9.5%를 기록했다. 시기별로 보면, 사철
보조금 수급을 개시한 1920~23년까지 주주배당은 8%를 유지했다. 하지만, 전등전력
공급사업을 개시한 1924~29년 10~11%, 1930~34년 10%, 1935~41년 9%의 주주배
당을 기록했다. 1935~41년의 경우, 1934년 제4차 「조선사철보조법」 개정으로 사철보
조율이 8%에서 5%로 인하되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사철보조율의 약 2배에 상당한다.
다시 말해서 고수익과 고배당의 원천은 철도 운수업이 아닌 전등전력 공급사업이었다.

Ⅵ. 맺음말
1938년 1월 이래 경성전기(주)는 장진강수전(주)으로부터 저렴하고 풍부한 수력전기
를 수전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금강산전기철도(주)로부터 수전량은 1937년도 7,306
만 kWh를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서면서 “경전에 흡수 합병될 운명”88)에 처했다.
양사 합병은 1931년 이래 조선총독부이 추진했던 중선지역 배전합동의 완성을 의미했
다.89) 1942년 금강산전기철도(주)는 조선총독부의 중재ㆍ알선으로 경성전기(주)에 합
병되고 말았다.90)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시사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
고자 한다.
첫째, 회사 설립의 역사적 의의이다. 금강산전기철도(주)는 조선 최초의 금강산 관광
철도였고, 국내외에 걸쳐 ‘금강산 관광 붐’을 일으켰다. 중대리발전소는 동아시아 최초
의 유역변경식 수력발전소였고, 1920년대 후반 이래 일본질소비료(주)와 동양척식(주)
이 주도하는 조선지역 수력발전의 개발 모델이 되었다.91) “조선 최초의 수력전기”92)라
86)
87)
88)
89)
90)

「釜山日報」 1937.5.16.
朝鮮總督府鐵道局(1934.1), “朝鮮私設鐵道補助法中改正法律案參考書”.
「釜山日報」 1937.5.16.
東洋經濟新報社(1942), 「年刊朝鮮」, 79.
1939년 7월 22일자 「每日新報」에 따르면, 당시 경성전기(주)는 조선총독부가 추진하는 배전합
동에 따라 금강산전기철도(주)의 전력설비만을 매수한다는 방침이었던 반면, 금강산전기철도(주)
는 철도부문의 별도 회사 설립과 함께 전력부문만을 분리해서 매각한다는 입장이었다. 매각대금
총액은 2,000만 원이었다. 「每日新報」 1939.7.22.; 정안기(2014), “1930년대 전력국책, 조선송
전(주)의 연구”, 「동방학지」,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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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적과 같이 회사 경영진은 왕성한 기업가 정신과 기술자적 리더쉽을 발휘해서 유
역변경식 발전수력 개발에 성공했다. 이를 배경으로 조선총독부는 1910년대 제1차 포
장수력 조사와 달리 1920년대 유역변경을 포함한 제2차 포장수력 조사를 실시해서
240만 kW에 달하는 전원개발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1931년 말 「신전력정책」을 입안
할 수 있었다. 금강산전기철도(주)의 유역변경식 발전수력 개발은 1930년대 조선총독
부가 야심적으로 추진하는 「신전력정책」의 기술적 토대가 되었다.
둘째, 조선총독부의 지원과 협력이다. 1918년 7월 조선총독부는 금강산전기철도(주)
가 추진하는 화천하 수리권의 매수 알선을 비롯해서 토지매입과 국유지를 불하 등 초
기경영을 지원했다. 1923년 9월 관동 대지진의 충격으로 개업 지연이 불가피했지만,
조선총독부는 남만철의 철도차량을 알선해서 개업을 지원했다. 1923년에는 경성전기
(주)와의 전력수급계약을 주선했다. 1920년대 전반에는 조선은행과 조선식산은행의 대
규모 저리융자와 사채발행을 알선했고, 수해(1925년, 1929년, 1930년, 1933년, 1936
년)가 발생할 때마다 시설복구(발전설비, 송전설비, 철도선로)를 지원했다. 1930년대
전반에는 금강산 국립공원화를 위한 「금강산협회」 창립과 함께 금강산 위락시설 정비
를 지원했다. 일정기 금강산전기철도(주)의 사업과 경영은 조선총독부의 적극적인 지원
과 협력을 불가결한 조건으로 했다.
셋째, 사철보조금의 역사적 의의이다. 조선총독부는 금강산전기철도(주)의 설립 등기
와 함께 납입주금에 대한 8% 사철보조금 교부를 결정해서 주금모집 등 회사 설립을 지
원했다. 조선사철보조금은 금강산전기철도(주)의 설립과 경영을 위한 민간 자본을 동원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더구나, 철도부문의 영업성적은 연평균 1.32%에 불과했
던 반면, 전등전력 부문 4.38%와 사철보조금 4.70%를 기록했다. 전체 영업기 조선총
독부 사철보조금 교부 총액은 1,319만 원에 달했다. 바꾸어 말하면, 금강산전기철도
(주)가 철도 운수업의 미미한 수익률에도 여타 사철회사와 달리 약 10% 고율배당이 가
능했던 것은 총수입의 44.3%를 차지했던 사철보조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
다. 요컨대, 금강산전기철도(주)가 빈발하는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의 계속성을 담
보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조선사철보조금 덕분이었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91) 朝鮮電氣協會(1937), 「躍進途上にある朝鮮電気事業の概観」, 24-25.
92) 「京城日報」 19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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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Management History of Geumgangsan
Electric Railway Co., Ltd. During the Colonial Period
93)

An-Ki Joung*

Abstract
This thesis presents a study on the management history of the Geumgangsan
Electric Railway Co., Ltd., which opened the first tourist railway for Mt.
Geumgang in Joseon and constructed a watershed-change-type hydroelectric
power plant. In December 1919, Kume Taminosuke(久米民之助) established the
Geumgangsan Electric Railway Co., Ltd. with a capital of 5 million won with
the objective of developing a tourist destination in Mt. Kumgang, a world-famous
scenic spot. From 1923 to 1931, he built the Geumgang Line with a length of
116.6 km that connects Cheorwon Station on the Gyeongwon Line to
Naegeumgang Station on Mt. Geumgang, and he constructed a watershed-changetype hydroelectric power plant called Jungdaeri along with a 167 km-long
power transmission network. It serves as a link between Mt. Geumgang, Cheorwon,
and Gyeongseong, which thus creates a station district around the railway
line and operates an electric power supply business for Gyeongseongbu,
which is the largest metropolis in Joseon.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Joseon spared no effort in terms of support to and cooperation with this
project, which was initiated by the issuance of subsidies for private railways,
disposition of state land, loans for railroad cars, issuance of land expropriation
orders, low-interest loans from colonial government banks, and arrangement
for the issuance of bonds.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Geumgangsan
Electric Railway Co., Ltd. received active support and cooperatio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Joseon during the colonial period, which
was an essential prerequisite.
<Key Words> Geumgangsan Electric Railway Co., Ltd., Kume Taminosuke,
watershed-change-type Jungdaeri hydroelectric power plant,
subsidy for private railway, Gyeongseong Electric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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