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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훈구는 식민지기 일본과 미국에서 농업경제학을 전공하고 교육 및 

언론계에서 중역으로 활동한 뒤, 해방 후에는 미군정 농무부장과 

제헌국회의원 그리고 1950년대 말 사회대중당과 통일사회당에서 혁신계 

유일의 원내 세력으로 활약한 인물이었다. 또한 그는 식민지 시기와 

해방 후 미국 록펠러 재단의 후원으로 운영되었던 국제 민간 기구인 

태평양문제연구회(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IPR)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만주와 조선의 토지이용에 관한 조사를 수행한 유일한 

한국인이었다.  

이러한 인물에 관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민족해방운동사에 입각한 

사상사적 분석과 통계 조사 과정이 내포하는 ‘헤게모니 경쟁’의 

성격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각각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이훈구의 

자본주의적 사회개혁론이 가지는 성격, 이러한 사회개혁론의 전개 

과정에서 발생한 미국과의 상호작용 문제, 마지막으로 당시 정세와 

현실적 지위의 변동이 그의 사상에 미친 영향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식민지 시기 달라지는 이훈구의 현실적 

지위에 주목하여, 그의 자본주의적 사회개혁론이 주체와 내용의 

측면에서 변화하여 전개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또한 그와 미국이 각각 

만주 그리고 조선의 토지 이용 조사 연구 활동을 전유하는 방식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1920년대 도쿄제대 농학부와 위스콘신 대학 농업경제학과에서 

유학한 이훈구는 1931년 기독교 선교사가 세운 평양 숭전 농학과장 겸 

교수로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식민지 조선의 농업 전문가로서 대중 

앞에 등장하였다. 그는 식민지에서 횡행하는 민족적 차별과 불평등을 

목도하고, 개인(민간)을 주체로 한 사회개혁운동에 투신하였다. 그는 

주로 사회적 평등과 공공 이익의 증진에 헌신하는 새로운 기독교 

사회운동인 기독교사회주의(사회복음주의) 계통과 동아일보로 대표되는 

민족주의 진영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조선 농촌과 농민이 몰락하는 근본 

원인으로 근대적 과학기술 지식에 무지한 다수의 파편화한 농민으로 

구성된 농촌 사회 현실을 지적하고, 그 대책으로 덴마크의 사례에 

주목하여 보습 학교인 고등농사학원과 협동조합 조직을 주창하였다.  

1930년대 미국은 기존의 고립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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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척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정보 부족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그들은 자료 수집 및 축적에 있어 민관부문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록펠러 재단은 미국 지리학협회와 IPR을 후원하였고, 이들 기구는 

일본제국주의의 세력권인 한중일 지역에 관한 정보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훈구는 민주와 조선 지역의 연구 책임자로서 1930년대 초 연구 

조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는 추후 2권의 국영문 저서(보고서)로 

발간되었다. 그는 연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조선 농업 연구에 관한 

독자적인 학문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개인(민간) 주도의 사회개혁론에 매진하던 이훈구의 활동은 

조선농지령으로 대표되는 총독부의 일견 전향적인 사회입법과 일본 

본국의 히로타 내각이 주창한 신체제 강령 같은 국가의 전면적인 시장 

개입 상황 및 기독교-민족주의 진영 운동의 쇠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극적으로 변모하였다. 숭전 폐교에 따른 일신상의 변화는 

그의 사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과거 개인(민간) 차원에서 

이뤄졌던 교육계몽과 협동조합운동이 실패하였다고 자인하고, 

식민권력이 주체가 된 관제 의무교육론(중견인물론)과 조선 본위의 

경제개발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특히 이러한 면모는 1938년 조선일보 주필(겸 부사장)로 취임한 뒤 

스스로 식민권력의 비판적 조언자로 자리매김하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그는 미나미 총독의 농공병진론에서 공업화한 조선의 장밋빛 

미래를 발견하고, 조선인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협력만이 공업조선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설파하였다. 하지만 중일전쟁기 나타난 

기만적인 협력의 공간은 미일간 전면전이 발발함에 따라 극우 군국주의 

세력의 반동과 총력전체제의 억압 속에서 일체의 기반을 상실하였다. 

끝내 조선일보마저 폐간되는 식민지 정세에 직면하여 그 또한 

식민권력과의 협력을 철회하고 낙향해 해방 전까지 은거하였다. 

 

 

주요어 : 이훈구, 조선농지령, 식민권력, 태평양문제연구회(IPR), 토지 
이용 조사 
학   번 : 2015-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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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세기 말~20세기 초 제국주의 세력이 아시아로 진출하면서, 

한민족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고자 

사회 전 부문의 개혁운동에 돌입하였다. 한일합병 이후에도 식민지적 

상황에 맞서 한민족은 다양한 형태로 저항을 이어나갔다. 국내외에서 

일본제국주의에 맞선 즉각적인 무장 투쟁이 벌어지는 한편, 대한제국기 

자주적 근대화의 달성이란 기치 아래 전개된 애국계몽운동은 삼일운동 

이후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일본 대독점자본에 맞서 민족의 

자체적인 산업 발전을 염원하는 실력양성운동으로 계승 발전하였다. 

이와 함께 러시아 혁명이 전파한 세계 약소민족의 해방과 계급 지배의 

철폐란 대의에 공감하며 식민지 조선의 변혁 대열에 동참한 일군의 

사회주의 세력이 있었다.  

대한제국기부터 식민지 시기에 걸쳐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사회개혁을 향한 다양한 의견과 전망이 등장하였고, 이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민족주의 계열의 사회개혁론이 식민지 시기 일본 

제국의 범주를 넘어 미국과의 직접적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추후 

제국-식민지 체제가 동요하는 국면에서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주제에 걸맞은 인물로 1920년대부터 1960년대 

초까지 다양한 사회개혁운동에 참여한 이훈구란 인물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심당(心堂) 이훈구(李勳求, 1896~1961)는 충청남도 서천 출신으로 

식민지와 해방 이후 시기를 통틀어 미국 유학생 출신 농업 경제 

전문가로 사회에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1920년과 1924년 각각 

수원농림학교와 도쿄제국대학 농학과를 졸업한 그는, 1926년 미국 

캔자스주립대학과 위스콘신 대학 농업경제학과에 진학하여 1929년 

철학박사학위를 받고 평양 숭실전문학교 농학과 교수로 부임하였다. 

이곳에서 그는 미국에서 습득한 근대 자본주의 경제학 지식을 바탕으로, 

당시 피폐한 조선 농촌과 농민 현실에 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식민지 시기 조선인으로는 유일하게 미국 록펠러 재단이 후원하는 

태평양문제연구회(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이하 IPR) 1 에 

 
1 일본에서는 태평양문제조사회(太平洋問題調査会), 중국에서는 태평양국제학회(太平洋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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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로 참여하여 만주와 조선의 농업 생산관계 현황을 식민권력과는 

별개의 기준과 방법론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한 인물이었다. 

해방 후에 그는 곧바로 미군정청 농무부장으로 입각해 미군정기 

농업 정책을 총괄적으로 담당했으며, 1948년 제헌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됨으로써 산업노농위원회 소속으로 농지개혁법 국회안 

구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전후 단국대 학장과 성균관대 총장을 

거쳐, 1950년대 말엽부터 정계에 복귀해 민족주의민주사회당 부통령 

후보, 사회대중당 소속 제5대 국회 참의원, 통일사회당 중앙당 정치위원, 

중립화조국통일총연맹 발기인 등 혁신계에서 정치 원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곧이어 발생한 5.16 군사 정변 직후 일제 검속으로 

체포된 그는 대전형무소에 수감 중 같은 해 6월 13일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이렇듯 다채로운 이력을 남긴 이훈구란 인물에 관해서 그동안 

학계에서는 크게 두 계열의 연구가 제출된 바 있다. 하나는 방기중과 

그의 영향을 크게 받은 박규환의 논문이 있다. 이들은 공히 

민족해방운동론의 관점에 입각해 사회개량주의적인 민족주의 지식인이 

농촌 농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분투하지만, 결국 현실적인 제약에 

굴복하고 식민권력과 협력하는 변절의 과정을 특히 미국 제도학파의 

국가개입주의적 성향에 주목하여 드러내고자 하였다.2 

다음으로 이와는 결이 다른 최근 연구로 김인수의 연구가 있다. 

그는 통계 조사가 갖는 실천적 함의 즉 문제 인식과 항목 설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인식론적 정치 과정에 착안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는 당시 

통계 물신주의에 함몰되어 ‘탈혁명화’된 사회주의 지식인과 달리, 

국제기독교네트워크 및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독자적인 조사력 그리고 

인식력을 확보한 이훈구의 행적에 주목하였다. 그는 이 지점에서 

이훈구가 조선총독부 조사를 상대화하여 비판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그의 토지 이용 조사가 내포하고 있는 ‘헤게모니 경쟁’ 혹은 ‘대항 

 
际学会)로 부른다. 
2 방기중(1996a), 「일제하 李勳求의 農業論과 經濟自立思想」, 『역사문제연구』 1, pp. 

113~162; 방기중(1996b), 「일제 말기 대동사업체의 경제자립운동과 이념」, 『한국사연

구』 95, pp. 139~178; 방기중(2004), 「일제하 이훈구의 한국토지제도사론」, 『동방학

지』 제127집, pp. 69~124; 방기중(2005), 「조선 지식인의 경제통제론과 ‘신체제’ 인식

-중일전쟁기 전체주의 경제론을 중심으로-」, 『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체제 인식과 대

응』, 해안, pp. 21~91; 박규환(2017), 「식민지 지식인의 굴절, 그 뜻과 결-일제강점기 

이훈구의 농촌운동과 ‘숭실’」, 『한국기독교와 역사』 46, pp. 6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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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로서의 성격 분석에 집중하였다.3 

민족운동사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는 이훈구의 제도학파적 

성향을 과도하게 해석하여, 그가 1930년대 말엽부터 식민권력과 타협한 

근본적 원인으로 그 학문적 경향을 지목한 뒤 이는 곧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파악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의 

연구는 이훈구의 사상이 함의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사회개혁의 지향에 

주목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훈구는 식민지 시기와 해방 직후 미국(자본)의 지원 하에 

독자적인 연구 조사 활동을 수행하면서, 그 결과물을 자신의 자본주의적 

사회개혁 논의에 적극 활용한 거의 유일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연구 성과들은 이러한 연관 지점에 관하여 무관심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행 연구는 이훈구의 사상을 ‘민족-자본주의 계열의 

소농주의적 사회개량주의’라는 하나의 일관된 체계로 이해하고, 그 

계통을 통시적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실제 그의 이론적 궤적은 그가 

현실에서 직면한 다양한 입장과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특히 

이 점에서 선행 연구에서는 그의 사회개혁론과 기독교-민족주의 

계열에서 추진한 사회계몽운동 사이의 직접적 연관고리, 그리고 

조선일보 주필 겸 부사장으로 입사한 사건이 그의 담론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충분하게 구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훈구의 자본주의적 사회개혁론이 시기별로 

변화하는 그의 현실적 입장에 따라 주체와 내용의 측면에서 달리 

실천되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IPR의 연구 조사 

활동이 본국의 이해관계와 식민지적 현실의 개선이란 연구자의 의도 

사이에서 존재하는 양태에 관해서도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는 크게 3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이훈구가 유학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 전 준비기간에 해당하는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 사이 그가 제시한 개인(민간) 차원의 사회개혁론을 

당시 그의 현실적 위치 속에서 살펴보면서, 예비적 논의가 함축하고 

있는 문제의식과 그 사상적 배경 등을 다룰 것이다. 제2장에서는 

숭실전문학교 부임 이후 기독교-민족주의 진영 속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된 사회개혁론의 성격과 함께, IPR 연구와 그의 사회개혁론 사이의 

상호 관계를 추적하였다. 제3장은 개인(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졌던 

 
3 김인수(2015), 「일제하 이훈구의 토지이용조사의 정치적 의미」, 『사회와 역사』 107, 

pp. 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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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의 한계를 직시하고, 조선 본위의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주창하면서 

나타난 이훈구의 협력 사상에 관하여 당시 사회적 조건과 역사적 맥락 

하에서 바라보고자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이훈구가 각종 신문 잡지에 기고한 글과 대담, 

언론 보도 등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특별히 1950년 2월 말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이훈구와 IPR 관계자가 주고받은 서신 및 관련 발췌 

기록 등 Rockefeller Archive Center 소재 자료를 참고하여 논의 

전개에 활용하였다.4 

 

 
4 Rockefeller Foundation Records, Record Group 2, Series 1950/613, FA 759, Box 

502, Folder 3357. 이 자리를 빌어 미국 록펠러 재단 기록 보관소에서 발굴한 사료를 

제공해 주신 김인수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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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해외 유학 경험과 사회개혁론의 형성 
 

 

제 1 절 교직 활동과 교육계몽론 
 

이훈구는 1896년 4월 충남 서천군 기산면(麒山面) 

산정리(山亭里)에서 태어났다. 목은 이색(牧隱 李穡)의 20대손이었던 

그는 어릴 적부터 가학으로 주자성리학을 전수받으며 향촌 지주의 생활 

양식 속에서 성장해왔다. 5  그러다가 그는 22살이 되던 1917년 

수원농림학교에 진학하여 신식 학문을 접하게 되었다. 6 

수원농림학교에서 기초적인 근대 자본주의 경제학을 습득한 그는 

1921년 도쿄제국대학 농학부로 유학하여 본격적으로 농업경제학을 

전공하기 시작하였다. 이곳에서 체제 개량주의 지식인이었던 소장 학자 

나스 히로시(那須皓)와 사제 관계로 있으면서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받았다.  

졸업 후 이훈구는 약 2년간 기독교 계통의 공주 영명(永明) 

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동시에 그는 당시 조선일보 사장이던 

이상재와의 인연으로7 조선일보에 몇 편의 글을 투고하였다. 특히 현직 

교사의 입장에서 그는 당시 교육에 관한 총 13편의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식민지 조선의 교육 현실과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하며, 

앞으로 전개할 사회개혁론의 단초를 제시하였다. 

이훈구는 글에서 현재 조선 농민과 농촌의 처지가 구 러시아 제국 

시절 봉건 귀족 영주에게 예속된 채 착취당하던 농노보다도 비참하다고 

언명하였다.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그는 과학/기계/도시문명의 

시대인 현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존의 생산방식을 고수하는 조선 

농민의 행태, 그리고 이들에게 적절한 근대적 과학기술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는 식민지 교육의 한계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1920년대 조선인 사이에 교육 열풍이 불며 학교 입학에 관한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했지만, 식민 당국은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였다고 이훈구는 보았다. 교육 분야 예산은 언제나 부족한데 치안 

 
5 말년에 그는 이색의 약식 문집을 집필하여 발간하기도 하였다. 이훈구(1958), 『(牧隱)

李穡先生 略傳』, 奎章社 참고. 
6 조선일보사 사료연구실(2004), 『조선일보 사람들-일제시대 편』, 랜덤하우스중앙, pp. 

331~332. 
7 「조선일보 사장열전 ① 월남 李商在 선생」, 『조선일보』, 2001년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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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은 과잉 중복 투자되고 있으며, 그나마 존재하는 소수의 학교에서는 

입학 정원에 맞춰 연령이나 재산 그리고 시험 방식으로 취학을 제한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하였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10:1의 경쟁을 뚫고 간신히 

입학에 성공하더라도, 일본인이 다니는 소학교와 비교해 조선인의 

보통학교는 기본적으로 설비 시설과 교과 과정에서 결함이 존재한다고 

그는 말한다. 여기에 그는 동화 목적의 주입식 일본어 교육이 주를 

이루면서 발생하는 교육의 내실화 문제에 대하여 주요하게 지적하였다.  

동시에 이훈구는 자제를 학교에 보내는 농촌 부형에게도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는 부형이 구래의 관존민비 사상에 사로잡혀 

교육을 입신양명의 수단으로만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사회 풍조는 결국 소수의 관직에 대한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필연적으로 다수의 유민(遊民)을 양성할 따름이라고 그는 지적하였다. 

따라서 그는 부형에게는 교육의 본래 목적이 인격 완성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자제에게는 도시 문화에 대한 무분별한 동경에서 벗어나 

농촌 사회 개선의 선도자가 되기를 촉구하였으며, 교원에게는 

학생들에게 향토애향의 정신을 함양시킬 것, 마지막으로 학무 

당국자에게는 동화 위주의 교육 정책에서 벗어나 실무 교육 위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였다.  

비록 많은 미비점은 존재하지만 근대 지식의 보급이란 측면에서 

보통학교 교육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이훈구는 보았다. 반면 농촌 사회의 

현실적이며 주된 대안 교육제도인 서당에 대해서 그는 이를 봉건적 

사회화의 주요 경로로 지목하고,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그는 실제 교육의 효과나 비용 양 측면에서 서당 교육이 

보통학교보다 모든 면에서 문제가 많고 농촌 자제를 잠재적 유민으로 

만들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식민지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훈구는 덴마크 

국민고등학교 및 일본 보습 학교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그는 조선 

농촌이 위축과 파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도로 농촌에 보통 교육을 

“가속도적으로 보급” 하는 것과 병행하여, 보습 교육을 

“질풍신뢰(疾風迅雷)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농촌 교육이 근본적으로 

“갱변(更變)”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8 

이처럼 이훈구는 당시 교사라는 자신의 위치에 입각하여 식민지 

농촌 사회의 교육계몽론적 개혁론을 전개하였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8 이훈구(1926), 「우리 농촌과 그 교육 1~13」, 『조선일보』, 1926년 7월 17일~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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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시기별로 다양한 사회적 위치와 입장에 서 있으면서 다방면의 

사회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기와 상황에 따라 극적으로 변화하는 

그의 주장과 활동은 일견 모순적이거나, 달리 표현하면 엄혹한 시기에 

흔한 식민지 지식인의 굴절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사상과 행적을 

친일 혹은 변절로 보고 이전과 이후 시기를 단절적으로 파악하기보다, 

식민지적 현실 속에서 그의 내부를 관통하는 사회개혁론이 각 시기별로 

변화하는 지위나 입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한다면 이는 모순이 아니라 오히려 논의의 자연스러운 발전과 

이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유학 생활과 경제발전론 
 

이훈구는 1926년 7월 미국 감리교청년회 교육부 추천으로 미국 

유학을 떠났다. 그는 곧 캔사스 주립 농업대학, 그리고 1년 후 위스콘신 

대학 농업경제학과에 차례로 진학해 1929년 A History of Land 

System and Policies in Korea란 한국의 토지 사유재산제도 발달사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훈구는 미국 유학 과정에서 소위 “강자의 철학”인 사회진화론적 

사고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는 당시 조선의 농민이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에서 뒤쳐진 낙오자로 전락하였다고 보았다. 이점에서 그는 

우승열패의 진화론적 철칙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조직에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구제책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그 방안은 궁극적으로 

조선을 자본주의적으로 개조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수렴하였다. 전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토지 소유의 양극화가 극심하던 당시 

조선 농촌의 현실에서, 그 현실적 대책은 생산력 발전의 주체인 

자작농을 육성하기 위한 일련의 사회개혁으로 나타났다. 

앞서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이훈구는 일찍이 1925년도부터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조선 농촌 사회의 당면 문제로 토지 

소유의 양극화와 이에 따른 계급갈등(소작쟁의) 문제, 9  그리고 과도한 

농촌 고리대 착취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다. 10  다만 이 시기 그의 

 
9 이훈구(1925), 「농촌 경제의 위기」, 『조선일보』, 1925년 1월 1일. 

10 이훈구(1925), 「농촌 금융과 소작농의 비해 1~5」, 『조선일보』, 1925년 12월 1일~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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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대책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선언적 차원에서 

개인(민간)의 각성과 인내를 통한 해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예컨대 그는 조선의 지주와 소작인에게 “내적의 생명이 활발한 상태로 

표현되야 자력자식의 근본 원수(原圳)를 제창하는 동시에…일반 

농업자의 철저한 자각과 절실한 인내로 분투노력하야 이 난관을 

돌파하고 안전한 피안에 도달하여야만 하겟다는 희망과 환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11  

미국 유학 직후 이훈구는 이러한 시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식민지 조선의 현안인 각종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관하여 대학에서 

배운 근대 자본주의 경제학의 지식에 의지해 나름의 대안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그는 당시 고율 소작료 문제의 근본 원인과 그 

해결책을 나름의 체제 개량적인 분배 정의론에 입각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이훈구는 생산의 4요소로 토지, 자본, 노력(=노동력)과 

경리(經理=경영)를 일별하고, 모든 생산자에게는 자신이 생산에 참여한 

수준(혹은 각 요소에 투입한 비용)에 비례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논리에 기초하여 그는 조선 소작농이 

기업가이자 임금 노동자이며 동시에 자본가의 속성을 함께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각각 이윤, 임금, 이자를 수취할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결국 그의 논리에 따르자면 현재 조선에서 날로 격화하는 

소작쟁의 갈등에 있어 본질적 문제는 토지 자본의 대가로 지대를 

수취하는 지주계급과, 기업가이자 임금 노동자 그리고 자본가로서 각각 

이윤, 임금 및 이자 부분을 요구하는 소작인계급 사이의 분배 문제로 

환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각 경제 주체가 자신이 생산에 기여한 

몫만큼만 양심적으로 요구한다면 계급갈등은 자연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V=지가, R=이자율, A=총수입, I=토지 증가(增價) 

 

이러한 측면에서 새롭게 계산한 공정(적정) 소작료율은 전 생산액의 

3할 내지 4할로, 당시 일반적 이율이었던 연 7~8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다. 날로 심화하는 계급투쟁의 상황에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11 이훈구(1925), 「농촌 경제의 위기」, 『조선일보』, 19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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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을 위한 체제 내적 개량의 주요한 방안으로 이훈구가 제시한 것은 

바로 자신이 투하한 생산요소에 합당한 적정한 소작료만을 요구하는 

지주 개인의 박애주의적 각성과 지주-소작인간 계급타협(화해)의 

정신이었다.12  

물론 이러한 공정(적정) 소작료율 주장이 이훈구만의 독창적인 

생각은 아니었다. 당시 식민지 조선의 기독교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있었다. 그들은 교리에 따라 명목적으로는 평등주의를 

지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기인하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 하나로 불평등을 인정하였다. 이점에서 그들은 당시 공산주의 

사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생산성 저하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균등 분배 정책에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들은 생산에 투입한 요소에 비례하여 그 결과물의 일부를 몫으로 

취득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분배라고 주장하였다. 13  이렇듯 민족 

자본의 입장에 충실한 기독교계의 분배론과 그의 주장은 서로 핵심을 

공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논의는 소작농의 경제적 특성을 근대 

자본주의 경제학의 이론에 따라 분석해, 공정(적정) 소작료율이란 

수치화된 결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독교계의 원론적인 주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훈구는 미국 유학생의 신분으로 미국인과 그 사회를 바라보며, 

식민지 조선이 발전하기 위한 여러 사회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북미유학생잡지 우라키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의 물질(기계) 

문명을 찬양하면서, 문명 건설의 기초는 바로 창의적으로 협동하는 

미국인의 국민성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조선인도 

미국인처럼 생산방식의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매진하여, 개인 

소득의 개선 문제와 자본주의적 근대화 과제에 적극 나설 것을 바랐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그는 미국 문명의 극단적 개인주의(이기주의)와 

 
12 이훈구(1927) 「소작문제의 경제학적 일고찰 1~10」, 『조선일보』, 1927년 8월 19일

~9월 13일. 이에 반해 인정식은 나스 류의 적정 소작료율 계산에 따르면 총생산물에서 

지주의 취득분을 공제한 뒤 소작인에게는 최저한도의 노동보수에 불과한 수입이 남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지주 본위의 주장이라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그는 소작문제 해

결의 경제적 기초로써 총생산물(판매에 따른 수입액)에서 확대재생산비(생활비와 종래의 

축소재생산비 그리고 추가생산비)를 제외한 양(금액)이 적정 소작료라고 주장하였다. 인

정식(1942), 『朝鮮農村再編成の硏究』 , 人文社, p. 151; 장용경(2003), 「일제 식민지기 

인정식의 전향론」, 『한국사론』 49, pp. 275~276. 

13  강명숙(1999), 『일제하 한국 기독교인들의 사회 경제사상 』 , 백산자료원, pp. 

19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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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금주의(拜金主義)를 비판하였는데, 14  이 점은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지주의 개인주의적 이기심, 고립 분산적으로 파멸해가는 조선의 

소작농을 비판하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같은 호에서 그는 자신의 

분배 정의론을 정교화한 경제 이론을 제시하였다. 15  1930년 초봄 

조선으로 귀국하기 직전 집필한 것으로 보이는 대미통상에 관한 글에서 

이훈구는 생산과 상업 부문의 근대화 과제를 제기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분투를 촉구하였다.16 

이렇듯 이훈구는 미국 유학 생활 속에서 자신의 사회개혁론을 

이론적으로 다듬는 한편, 미국의 번영을 직접 목도하면서 장차 조선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방법에 관하여 깊은 영감을 받았다. 

 

 

 
14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편(1999), 「미국 유학생의 미국 문명에 대한 감상」 , 

『북미유학생잡지 우라키(THE ROCKY)』 1, pp. 388~389. 
15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편(1999), 「생산 사업상 비준(比準) 보수(報酬) 2법칙의 

연쇄 작용」, 『북미유학생잡지 우라키(THE ROCKY)』 1, pp. 455~459. 
16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편(1999), 「조선 대 미국 교역 10년사론」, 『북미유학

생잡지 우라키(THE ROCKY)』 2, pp. 20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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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회개혁론의 전개와 조선 농업 연구 
 

 

제 1 절 고등농사학원과 협동조합론 
 

위스콘신 대학 졸업 후 조선으로 귀국한 이훈구는 1930년대 

중반까지 기독교-민족주의 진영의 일원으로서 교육계몽과 협동조합 

조직을 통한 사회 개혁 운동에 나섰다. 이하에서는 1930년대 전반기 

이훈구의 행적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은 기독교-민족주의 진영의 당시 사상적 조류와 함께 이들 

집단에서 그가 점유했던 위치를 살펴보면서, 그의 논의가 개인(민간) 

차원의 사회개혁론에 집중하게 된 현실적 이유를 밝히고 이것이 전개된 

양상에 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1930년대 이훈구의 사상과 활동은 당시 기독교-민족주의 진영의 

동향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는 기독교-민족주의 진영의 

핵심 일원으로서 이들의 후원 하에 각종 사회개혁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이들 진영의 주장을 대변하는 주요 이론가로 활약하였다. 

이훈구는 특히 농촌 및 청년운동 분야의 대표 인사로서 활동하였다. 

그는 기독교 청년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에 총 13편의 글을 실었다. 즉 

YMCA의 청년 17 과 엡웻청년회의 신생 18 에는 각각 2편씩 총 4편, 

조선주일학교연합회가 발행한 아희생활 19 및 종교교육 20에는 각 2편과 

1편으로 도합 총 3편, 마지막으로 조선아소교장로회총회 

종교교육부에서 낸 종교시보21에는 총 6편의 저작이 실렸다. 

 
17 이훈구(1930), 「청년과 성공의 요체」, 『청년』 제10권 제7호, pp. 220~222; 이훈

구(1932), 「농촌 청년은 자각하여야겟다」, 『청년』 제12권 제7호, pp. 6~7. 
18 이훈구(1932), 「권력 부력 지력」, 『신생』 제5권 제6호, pp. 4~5, 7; 이훈구(1932), 

「종교와 권력」, 『신생』 제5권 제11호, pp. 16~18. 
19 이훈구(1934), 「(소 중학생의) 피서 가불론」, 『아희생활』 제9권 제8호, pp. 10~15; 

이훈구(1935), 「새사람이 되자: 새해의 말슴」, 『아희생활』 제10권 제1호, p. 45. 

20 이훈구(1931), 「연구실 납량 녀름을 어떻게 보내[렵]니까?: 교육자의 입장에서」, 『종
교교육』 제2권 제8/9호, p. 26. 
21 이훈구(1933), 「조선 예수교와 농촌 연구」, 『종교시보』 제2권 제3호, pp. 13~14; 

이훈구(1933), 「조선 농촌 구제책에 대하야 1」, 『종교시보』 제2권 제9호, p. 12; 이

훈구(1933), 「조선 농촌 구제책에 대하야 2」, 『종교시보』 제2권 제10호, p. 13; 이훈

구(1933), 「조선 농촌 구제책에 대하야 3」, 『종교시보』 제2권 제12호, pp. 17~18; 

이훈구(1935), 「성경에 낱아난 중농주의 1」, 『종교시보』 제4권 제1호, pp. 10~11; 이

훈구(1935), 「성경에 나타난 중농주의 2」, 『종교시보』 제4권 제3호, pp.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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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는 와중에, 이훈구는 당대의 대표적인 

기독교계 민족주의자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 YMCA 지도자이자 산하 

예수교청년연합회 일원으로 1930년 전국 하기 순회 강연에도 출강했던 

이상재는 한산 이씨 문중의 어른으로서 그가 수원농림학교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준 바 있었으며, 그의 미국 유학 당시 조선일보 사장으로 

있으면서 그가 북미통신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1927년 

이상재의 서거 소식을 접한 이훈구는 당시 주필 겸 발행인이었던 

안재홍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에 대하여 조문하였다.22 

평양 물산장려운동을 주도하고, 평양 기독교계 민족주의자의 성지인 

산정현 교회의 장로를 역임한 조만식 또한 이훈구와 각별한 인연이 

있었다. 숭전에 부임한 1931년 당시 학교재단의 이사장 23 이었던 

조만식과 조우한 이훈구는 1933년부터 그와 함께 교육계몽 및 민족주의 

운동에 참여하였다.24 또한 이훈구는 조선물산장려회 소속 장산(奬産)이 

발행하는 잡지 실생활에도 고등농사학원 개설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대상에 관한 글을 투고하였다.25 

같은 시기 이훈구는 민족주의(동아일보) 계열의 단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기독교 각 교단 그리고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각종 

교육계몽 행사에 출강하여 조선 농촌경제 전문가로서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는 농한기와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각 지방에서 

순회강연의 연사로 활약하며 기초지식의 보급에 앞장서는 한편, “고등 

상식의 전면적 보급을 목표로 하는 종적 문화운동”의 일환26으로 전개된 

연구회 활동27과 대중체험학습28 그리고 학회 조직의 건설 및 운영에도 

 
22 조선일보사 사료연구실(2004), 『조선일보 사람들-일제시대 편』, 랜덤하우스중앙, pp. 

331~333; 이훈구(1927), 「북미통신」, 『조선일보』, 1927년 6월 27일. 

23 이훈구(1960), 「평양 숭실전문 폐교 전야」, 『국민보』 제3524호, 1960년 11월 2일. 

24 「남녀 청년 수양회」, 『동아일보』, 1933년 8월 27일; 「과학지식보급회 조직 작야 

창립총회를 열고서 역원 6 70명 선임」, 『동아일보』, 1934년 7월 6일; 「평양 기청회 

진영을 일신」, 『동아일보』, 1934년 8월 26일; 「조신성 여사 회갑축하회 민족사업에 

바친 60평생 평양 각계인사 발기로」, 『동아일보』, 1934년 9월 17일; 「과학지식보급

회」, 『동아일보』, 1934년 11월 10일; 「우리 을지장군 묘산 수보키로 적심 단합 평양

에서 발기회 열고 실행위원을 선정 발기하자 성금 답지」 , 『동아일보』 , 1936년 5월 

24일; 「재동경 평남 유학생 간친, 좌담회」, 『동아일보』, 1936년 8월 1일. 

25 이훈구(1933), 「고등농사학원 개설에 대하야」, 『실생활』 제4권 제7호, pp. 12~13. 
26 「"하기순회강좌" 진영 본사 주최 민간 6전문 연합 문화계발의 선발대 금월 말 일재 

출발 대별과 담당 지역 등도 확정 빛나는 문화의 금자탑!」, 『동아일보』, 1934년 7월 

4일. 
27 「학술부대의 참모 본영 각양각색의 진영과 그 업적 발명학회」, 『동아일보』,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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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으로 참가하여 평양 과학지식보급회의 발기인이자 회장으로 

활약하였다. 29  또한 그는 여러 기독교-민족주의 계열 단체에 참여하여 

민족문화의 수호와 창달을 위해 노력하였다.30 

동시에 이훈구는 도쿄제대를 졸업한 직후부터 1930년 일시 

귀국하였다가 중국 남경 금릉대학의 초빙에 따라 재차 출국할 때까지 

발표한 글에서, 식민지적 현실 속에서 횡행하는 민족적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토로한 바 있었다.  

1925년 새해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이훈구는 토지 소유의 

양극화와 이에 따른 계급갈등(소작쟁의) 문제가 도쿄나 오사카에 소재한 

대독점자본 및 금융자본이 조선 농촌에 침투하여 토지와 금융 차원의 

착취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31  같은 해 

말에도 그는 당면한 민족 문제로 전 인구의 대다수가 속한 소작농의 

고리대 문제를 거론하였다.32 미국 유학 전 남긴 글에서는 현직 교사의 

입장에서 근대적 보통 교육의 혜택에서 제외된 조선의 차별적 상황과 

이로 인한 비효율의 문제 그리고 전근대적 서당 교육에 따른 모화주의적 

사상의 폐해에 대하여 비판하였다.33  

미국 유학생 시절 이훈구는 민족 문제에 관하여 한층 더 과감하게 

발언하기 시작하였다. 1929년 제출한 박사학위논문 서두에서 그는 
 

년 1월 3일. 
28 「평양 과학데이 부민과 함께 맞고저 자동차로 선전」, 『동아일보』, 1934년 4월 14

일; 「평양 전 부민과 함께 과학데이 기념 행렬 밤에는 강연회를 개최할 터 본보 지국 전

에서 출발」, 『동아일보』, 1934년 4월 19일; 「평양 자연과학데이 선전 행렬과 강연회 

등」, 『동아일보』, 1934년 4월 21일; 「자연과학 대강연회 종로 중앙기독교청년회관 라

디오 실험도 잇음 금야 8시」, 『동아일보』, 1934년 6월 2일 
29 「각계 인사로 조직된 과학지식보급회 5일에 창립총회 소집」, 『동아일보』, 1934년 

7월 3일; 「과학지식보급회 조직 작야 창립총회를 열고서 역원 6 70명 선임」, 『동아일

보』, 1934년 7월 6일; 「과학지식보급회」, 『동아일보』, 1934년 11월 10일. 
30 「조신성 여사 회갑 축하회 민족사업에 바친 60 평생 평양 각계인사 발기로」, 『동아

일보』, 1934년 9월 17일; 「(훈민정음 반포 488돌 기념) 각지 축문 축전」, 「다산 서세

(逝世) 백년 기념 회합」, 『동아일보』, 1935년 7월 16일; 「오산고보 신축 낙성식 성대 

근속 10주년 직원 표창도 거행 각지 유지 식장의 참렬」, 『동아일보』, 1935년 9월 5

일; 「우리 을지장군 묘산 수보키로 적심 단합 평양에서 발기회 열고 실행위원을 선정 발

기하자 성금 답지」, 『동아일보』, 1936년 5월 24일; 「다산 여유당전서 완간 기념 축하 

내 16일 명월관에서」, 『동아일보』, 1938년 12월 13일. 

31 이훈구(1925), 「농촌 경제의 위기」, 『조선일보』, 1925년 1월 1일. 

32 이훈구(1925), 「농촌 금융과 소작농의 비해 1~5」, 『조선일보』, 1925년 12월 1일~5

일. 
33 이훈구(1926), 「우리 농촌과 그 교육 1~13」, 『조선일보』, 1926년 7월 17일~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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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병합이 한국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불법적인 점령임을 명시하고, 

식민지 학정에 저항하여 일어난 한국인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무자비한 

유혈 진압으로 대응한 일본제국주의를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여기에 

그는 일제 헌병경찰제 치하에서 갈수록 악화하는 조선인의 사회경제적 

생활상을 통렬하게 지적하였다.34  

동시에 이훈구는 정치적 주권의 강탈과 함께 경제적 예속의 문제도 

함께 거론하였다. 유학 생활이 끝나갈 무렵인 1930년 초에 쓴 글에서 

그는 일본 상인자본이 조선의 대외교역과 대내유통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조선인 자본가의 분발과 

각성을 촉구하였다.35 

1930년 8월 금릉대학의 교수 초빙에 응해 출국하기 직전 

중외일보와 가진 대담에서 이훈구는 농업 전공자인 자신이 농업국인 

조국에서 포부를 펼치지 못하고, 사정상 다시 외국으로 떠나 안타깝다는 

심경을 밝혔다. 36 당시의 사정에 관해 그는 후일 IPR 조선지회의 참가 

자격 문제로 인한 갈등 국면에서 37  2개월여 간 허송세월한 끝에 

식민지적 현실을 개탄하며 중국으로 출국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하였다.38 

숭실전문학교 교수로 조선에 정착한 이후인 1932년에도 이훈구는 

수리조합사업에 막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일본인 지주계급이 사업 추진에 

적대적인 조선 농민계급을 은연중에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러한 사업 자금이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 금융자본까지 개입한 

“국제적 자본주의(International Capitalism)” 형태로 조선에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독점자본에 의한 착취 문제를 거론하였다.39 

이렇듯 피지배민족에 대한 식민지의 구조적 차별과 배제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민족주의 진영의 핵심 인사였던 

이훈구는 개인(민간) 차원에서 조선 민족과 개인 중심의 전반적인 사회 

 
34 Hoon Koo Lee(1929), A History of Land System and Policies in Korea, University 

of Wisconsin 박사학위논문, pp. 1~4. 
35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편(1999), 「조선 대 미국 교역 10년사론」, 『북미유학

생잡지 우라키(THE ROCKY)』 2, pp. 205~208. 
36 『중외일보』, 1930년 8월 28일. 
37 고정휴(1991), 「태평양문제연구회 조선지회와 조선사정연구회」 , 『역사와 현실』 6, 

pp. 317~324. 
38 이훈구(1935), 『조선농업론』, 한성도서주식회사, pp. 8~9. 

39 이훈구(1932), 「수리조합의 위기, 조선 농촌의 암종(癌腫)」, 『동광』 제30호, 1932년 

1월 25일. 



 

 15 

개혁 논의에 나섰다.  

이훈구의 이러한 활동은 일본 대자본의 시장 독점과 농촌 착취 

문제를 민족적 위기로 인식하고 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던 당시 

기독교-민족주의 진영의 지원이 뒷받침됨으로써 가능하였다. 민족 자본 

세력이 주축인 기독교계는 총독부의 산업 정책이 일본독점자본의 

이해관계만을 충실히 반영한다고 보았다. 이에 그들은 조선 민족의 빈곤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종교 차원의 사회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 대책으로 그들은 민족 자본의 육성 문제와 함께 일본 

대독점자본의 토지겸병 및 시장지배행위에 대하여 비판하기 위해, 초기 

공상적 사회주의자가 주장한 토지 등 생산수단의 공유 문제를 

긍정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하였다.40 

이에 따라 1920년대 말엽부터 조선 기독교계는 

기독교사회주의(사회복음주의) 사조를 수용해 대대적인 사회계몽운동에 

나섰다. 당시 현안이었던 농촌문제에 대하여 장로교를 비롯한 각 교단은, 

농촌사업 전담기구와 여러 기독교 청년단체를 신설하여 다방면의 교육, 

조직, 문화,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41 

이러한 점으로 미뤄볼 때 이훈구의 1930년대 초중반 활동은 

개인(민간)이 중심인 사회개혁운동으로써 기독교-민족주의 계열의 자장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동시에 미국 

철학박사 출신의 농업 전문가로서 그의 시각은 제국의 권역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세계적 추세를 민감하게 감지하였고, 이러한 정세 판단에 

근거하여 그는 신조인 조선의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회개혁 방안에 관하여 고심하였다. 

이하에서는 이점에 유의하여 1930년대 전반까지 이훈구가 내세웠던 

사상을 교육계몽론과 협동조합론으로 구별하여, 각각의 논의가 

자본주의적 사회개혁론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930년 귀국 이후부터 이훈구는 여러 매체에 글을 기고하면서 

본격적인 사회 활동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발표한 글에서 그는 

공통적으로 사회적 결함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병리 

현상으로 보고, 개인의 각성과 계몽으로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다수의 깨우친 대중이 존재함으로써 도래할 

조선의 이상향적 미래는 곧 미국식의 자본주의적 근대 사회가 될 
 

40  강명숙(1999), 『일제하 한국 기독교인들의 사회 경제사상 』 , 백산자료원, pp. 

116~159. 
41 박용규(2017), 『한국기독교회사 Ⅱ』, 한국기독교사연구소, pp. 255~269, 31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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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인류 경제 생활의 운동 과정에 대한 소위 

“의지학파의 경제학자(Volitional Economists)”가 제시하는 이론을 

언급하는 글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훈구는 개인으로부터 발현하는 

의지가 “상호 교계(交契, Transactions)”하여 경제 활동, 그리고 이러한 

사유재산제도에 기초한 근대 부르주아 정치사회구조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후 1930년대 그가 개인(민간) 차원의 

교육 계몽 활동에 중점을 두고 활약한 사실과 상통한다. 정치경제사회 

생활의 문제를 개인의 의지에서 찾다보니 그 해결 방안은 개인의 각성, 

계몽,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42 개인의 각성과 의지를 강조하는 

맥락은 청년 세대의 가치관 정립과 행동에 관한 다른 기고문에서도 

이어진다.43  

미국의 농촌 생활에 관한 글에서 이훈구는 자신의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지평과 미래 조선의 이상적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천혜의 자연 

조건과 근면성실하고 진취적인 개인의 노력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풍요를 몸소 체험하는 미국의 농민계급에게, 조선 농민계급에서 

유행하는 계급투쟁 사상은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없다고 그는 단언한다. 

대신 미국의 농민은 민주주의 정치제도 안에서 자신의 정치적 권리 

신장에 관한 합법적인 정치 운동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그는 서술한다. 

이점에서 그는 안정적인 물질적 풍요를 영위하는 소규모 자영농이야말로 

자본주의적 정치경제체제의 근간이자 강고한 반공의 보루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번영의 요체에 관해서도 그는 광대한 토지라는 

천연적 조건보다도 오히려 기계화나 선진적 영농 기술을 적극적으로 

습득하는 농민계급의 능동성에 있다고 보았다. 44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조선의 미래상을 기계화 농법이 대규모로 발달하고 부유하며 능동적인 

자작농이 사회의 근간으로 존재하는 자본주의적 정치경제체제의 근대 

국가로 상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31년 3월 숭전 농학과 교수 겸 과장으로 취임한 이훈구는 조선 

농촌과 농민 문제에 관한 교육계몽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42 이훈구(1930), 「인류 경제 생활의 5분야와 밋 의사 작용 논설」, 『산업』 제1호, pp. 

24~31. 
43 이훈구(1930), 「청년과 성공의 요체」, 『청년』 제10권 제7호, pp. 220~222. 

44 이훈구(1930), 「국제 농민 생활의 현황 제4회 미국편」, 『농민』 제1권 제6호, pp.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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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다. 45  이러한 논지에는 자본주의적 농업 근대화의 시각에서 

도회지 부재지주의 기생성과 독점 자본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토대로, 

농업 생산력 발전의 주체인 계몽한 자작농이 농촌에 충만하길 바라는 

그의 사고가 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훈구는 우승열패 적자생존의 20세기 문명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 그 중에서도 특히 지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지력의 함양은 바로 교육제도의 확충에서 

비롯한다고 강조하며 교육우선주의를 제기하였다.46 

자본주의적 근대화로 가는 사회개혁의 방법론으로 이 시기 개인과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훈구의 성향은 농촌 구제에 관한 논의와 

대책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외부의 조력(구제)에 앞서 개인의 자립자영 

정신 즉 내부적 구제가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불가피하게 

구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국비로 추진하는 일시적인 

공공근로사업보다는 민간 차원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부정부패의 

예방은 물론 효율적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47 

1933년 이훈구는 줄곧 강조해왔던 교육받은 개인의 의지적 각성을 

통한 사회개혁의 방향에 대하여 교육계몽과 경제조직 양 측면에서 완성 

형태로 농민대중과 식자계급에게 제출하였다. 그 중 전자의 입장에서 

제기한 것이 바로 고등농사학원의 개설이었다. 고등농사학원은 덴마크의 

국민고등학교를 모방하여 만든 보습 학교로, 이곳에서 교육받은 농민은 

각자의 일터에서 효율적으로 개량한 영농 방식으로 높은 이윤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예상하였다.  

이러한 입장에 입각하여 이훈구는 연초에 독일의 “만푸렐. 잡” 
박사에게 청탁한 원고의 번역본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 그는 패전으로 

광대한 농업지대를 상실한 위기 속에서 독일 농가가 보여주는 진취성, 

단결성, 그리고 근면절약 정신에 관해 강조하며 전근대적이며 수구적인 

 
45 제2장 제1절 앞부분과 이훈구(1932), 「조선 청년은 어대로 갈가」, 『숭실활천』 제

12호, pp. 23~25; 이훈구(1932), 「농촌 청년과 향토 정신」, 『농민생활』 제4권 제4호, 

pp. 5~6 등 참조. 
46 이훈구(1932), 「권력 부력 지력」, 『신생』 제5권 제6호, pp. 4~5, 7. 

47 이훈구(1932), 「본사 주최 전 조선 유지인사 총망라 궁민 구제 대책 지상 좌담회 其

四 상속제를 부인하고 각 면에 구궁조(救窮組) 설치 궁민구제세도 강제 징수 부업조합 

설치코 가내공업을 장려 조세와 부담을 면제」, 『동아일보』, 1932년 7월 7일; 이훈구

(1932), 「농촌 청년은 자각하여야겟다」, 『청년』 제12권 제7호,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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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농민이 보고 배워야 할 최고의 근대적 덕목으로 제시한다. 48 

이후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이러한 덕목의 전파와 현실 생활에의 적용을 

조선 농민에게 촉구하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 전반기 이훈구 사상의 핵심이었던 개인(민간) 차원의 

교육계몽론은 기독교사회주의(사회복음주의) 운동과 결합하였다. 그는 

현 조선 농촌의 정세에 대하여 자본주의적 산업조직이 지배하는 과학적 

속력시대인 20세기에도 여전히 “봉건주의적 태양(態樣)의 껍질” 속에서 

안주하며 과거의 경험에 의지한 생산방식을 고수한 결과 농촌 생활과 

경제 조직이 파탄지경에 내몰렸다고 진단하였다. 최근 전세계에 불어 

닥친 불황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말았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곤경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으로 고등농사학원을 제시하였다.49 

193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농촌부에서는 

농촌 진흥 문제와 관련하여 농촌 교회 지도자에게 농업의 실제적 기술 

및 농촌 갱생 운동의 정신적 작흥을 수양케 할 목적으로, 덴마크의 

국민고등학교 사례에 따라 평양 숭전 농학과 내에 고등농사학원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강습회는 각 노회(老會)에서 1명씩 추천한 

신도를 모집하여 매년 7월 1일 시작해 8월 말일까지 진행하고, 원장 

이훈구의 책임 하에 숭전 농과 교수와 외부 명사를 초청하여 강연하기로 

하였다. 총정원 60명에 3개년의 학제로 이루어진 고등농사학원은 일반 

농학에 관한 학과 50  및 수양 과목 그리고 농장 실습을 정규 교과로 

채택하였다. 또한 과외 활동으로 음악, 수영, 목욕, 오락, 연극 등을 

제공하여 농촌 문화 및 교양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수료자에게는 

강사회 추천으로 총회에서 수료증서를 발급해주고, 교회 내 농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51  이렇듯 그는 자신의 

교육계몽론을 실천하는 지도 기관인 고등농사학원의 운영에 매진하였다. 

하지만 1932년 사회신조 발표 이후에도 당시 교단에는 교회의 

사회사업에 회의적인 시선이 잔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내부의 반발에 

맞서 이훈구는 1933년 3월 조선 예수교 포교 사업의 중점 분야를 

 
48 이훈구(1933), 「독일의 농가」, 『농민생활』 제5권 제1호, pp. 4~5. 

49 이훈구(1933), 「고등농사학원 개설에 대하야」, 『실생활』 제4권 제7호, pp. 12~13. 
50 특히 1934년도 강습회 농경(농업경제학) 시간에는 강사 유재기(劉載奇)가 협동조합론

을 강의하기도 하였다. 이훈구(1934),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농촌부 주재 고등농사

학원 제2회 사업 일반」, 『농민생활』 제6권 제9호, pp. 552~556. 

51 이훈구(1933),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농촌부 주재 고등농사학원사업 일반」, 『농
민생활』 제5권 제9호, p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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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도회지에서 농촌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그는 

영적 사업을 중시하는 일각에서 제기한 사회 사업 불가론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구용할 식량을 간구하지 안이 하면 안이되겟고 따라서 

우리는 농민 대중의 이를 이로 하고 해를 해로 하야 이 농촌 문제를 

해결치 안이 하여서는 안이될 것”이라고 일갈하였다.52  

기독교의 사회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은 개원 다음해 열린 장로교 

총회에서 의무교육 실시에 관한 고등농사학원의 상설화 안건이 

최종적으로 기각 혹은 부결(返却)되는 사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53 

물론 기존 숭전 고등농사학원은 평양(고등)농사학원으로 개칭한 뒤 

예전과 마찬가지로 매년 신입생을 모집하며 총 2회의 졸업생까지 

배출하였지만, 1937년 갑작스러운 숭전 폐지 사태에 직면해 더 이상 

활동을 이어갈 수 없었다.54 

대신 1935년 숭전 졸업생 출신인 김두혁이 평양 송산리에 별도로 

대동(고등)농사학원을 개원하자 이훈구와 학교재단 이사장 조만식, 교장 

윤산온 등 숭전 운영진 다수는 대동(고등)농사학원 이사로 참여하였다. 

송산 대동(고등)농사학원은 1937년까지 독지가로부터 많은 기부를 

받으며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55  이점에서 그가 

고등농사학원에 얼마나 큰 애착을 가지고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지 알 수 있다. 

뒤 이은 보편적 문맹 퇴치 운동에 관한 글에서, 이훈구는 글자를 

배우는 것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선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52 이훈구(1933), 「조선 예수교와 농촌 연구」, 『종교시보』 제2권 제3호, pp. 13~14. 

53 「중요 의안 등 상정 장로총회 대긴장 71건의 토의안」, 『동아일보』, 1934년 9월 10

일. 
54 「평양농사강좌 내월부터 개강 농촌 지도자 양성코저」, 『동아일보』, 1935년 6월 9

일; 「평양농사학원 제1회 졸업식」, 『동아일보』, 1935년 8월 9일; 「평양농사학원 졸

업식」, 『동아일보』, 1935년 8월 12일; 「고등농사학원 평양 숭실전문에서 개원 원생 

60명을 모집」, 『동아일보』, 1936년 5월 28일; 「평양고등농사학원 제2회 졸업식」, 

1936년 8월 11일. 
55 「대동농사학원 9월 하순에 개교 신축 교사도 거의 완성」, 『동아일보』, 1935년 9월 

9일; 「대동농사학원 설비 관게로 부득이 연기 10월 하순에 개교」, 『동아일보』, 1935

년 9월 21일; 「대동농사학원 29일에 개원」, 『동아일보』, 1935년 10월 20일; 「고등농

사학원 성대한 개원식 去 29일에 거행」, 『동아일보』, 1935년 10월 31일; 「고등농사원

에 토지를 기부 토지 약 2천여 평을 희사 대동군 이태흥씨가」, 『동아일보』, 1936년 1

월 4일; 「대동농사학원에 기부금 답지 현금과 토지를 기부」, 『동아일보』, 1936년 3월 

3일; 「각교 입학 수지 24」, 『동아일보』, 1936년 3월 4일; 「강동 황경진씨 장거」, 『동
아일보』, 1937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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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선한 의지 작용이 “교계(交契)”하여 사회적인 선을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1930년 인용한 의지학파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그는 

농민생활 독자에게 가족과 이웃의 문자 교육을 당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문맹 퇴치의 책임은 오롯이 개인 및 민간 차원에 지워지고 

있다. 56  이점에서 1930년대 전반기 그는 개인(민간) 차원의 교육계몽 

활동으로 식민지적 제약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이훈구는 전라남도 강진 도림리(桃林理)의 자체적인 

촌락 갱생 사업에 주목해, 성공의 요인으로 촌락민 개인이 발휘한 

집념과 용기 그리고 이러한 내면의 열정을 고취시킨 지도자의 고결한 

인품을 강조하였다. 57  이 모든 것은 이전부터 그가 강조해왔던 개인의 

의지 작용과 각성 그리고 상호부조의 협동정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1930년대 전반까지 이훈구는 개인(민간) 차원의 교육계몽 

논의에서 개인의 각성을 중점적으로 촉구함으로써 작게는 농가 경제의 

안정으로부터 농촌 사회의 번영 더 나아가 식민지 조선의 자본주의적 

근대화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1930년대 전반기 이훈구 사상의 또 다른 한 축을 구성하는 요소는 

바로 협동조합론이었다. 생산수단인 토지와 금융을 독점한 대자본의 

횡포에 맞서, 자본주의 체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는 온건한 개량주의 

노선의 일환으로 그는 교육계몽의 결과 사회 구성원간 이해관계의 

조정과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한 일치단결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계몽에도 불구하고 일개인의 능력과 의지만으로는 

생산조건을 개선하기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소작농은 경작 

면적이 협소함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영농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융통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고리대금업자의 사채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 문제에 대하여 

그가 제시한 해결 방안이 바로 협동조합론이다. 이 논의에서 그는 

조선의 농민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효율적인 근대 농업을 경영하고, 

이로써 우승열패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점에서 교육계몽론과 협동조합론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였다. 

 
56 이훈구(1933), 「조선 농촌 구제책에 대하야」 1~3, 『종교시보』 제2권 제9호, 제10호, 

제12호 pp. 12, 13, 17~18; 이훈구(1933), 「암흑의 농촌을 광명으로 인도하랴면 먼저 

계몽운동을 하자」 1, 『농민생활』 제5권 제12호, 이훈구(1934), 제6권 제1호, pp. 2~6. 

57 이훈구(1934), 「오늘날 우리가 요구하는 농촌 지도자의 요건」 , 『농민생활』 제6권 

제8호, pp. 48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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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년 동방평론에 발표한 글에서 이훈구는 자신의 지론인 자작농 

육성, 자본주의적 근대화, 개인(민간) 차원의 해결 방안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한 글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 그는 농촌의 

계급투쟁(소작쟁의)이 초래할 체제 전복의 위기를 우려하고, 건실한 

자본주의 체제의 버팀목이자 생산성 향상의 주역인 자작농 창정으로 

부르주아 본위의 근대 자본주의적 농촌 지배 질서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안으로 그는 자본가 계급의 각성과 회사 설립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58  

다른 글에서 이훈구는 교육받은 농촌 신여성이 농촌의 조직화를 

주도해 농촌 갱생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9  이러한 논지는 

기존의 개인적 각성과 민간 차원의 교육계몽론을 계승함과 더불어, 개별 

농가 수준에서 벗어나 결사 조직의 필요성과 현실적 방안을 언급하기 

시작하였다는 측면에서 협동조합론이 등장하는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상적 기반 위에서 이훈구는 협동조합론을 제창하였다. 

그는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현대 경제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조선 

농민이 계 문화에서 나타나는 상호부조의 정신을 되살려 협동공작의 

원리로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세계 각지에 존재하는 

협동조합을 살펴보면서, 현재 조선 농촌이 처한 중간 상인의 폭리와 

고리대 착취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협동조합 결성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별히 그는 덴마크의 협동조합을 국민고등학교 운동과 연계하여 하나의 

모범으로 강조하였다. 60 덴마크의 예는 그가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농민 

개인의 교육계몽운동론과 상호부조의 협동조합 조직론이 결합한 최고의 

이상으로, 1930년대 전반기 이훈구 사상의 종합적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농촌 경제의 가장 큰 문제였던 농가 부채 상황에 대해서 

이훈구는 여전히 개인적 의지와 민간의 부채정리조합 결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식민권력의 정책적 금융 지원은 자금 출원의 

측면에서 부차적으로 언급될 뿐이다. 61  같은 맥락으로 그는 도농간 

 
58  이훈구(1932), 「농촌 중산계급의 몰락과 그 대책」 , 『동방평론』  제1권 제3호, pp. 

29~31. 
59 이훈구(1933), 「조선 농촌의 갱생과 녀성의 임무 1」, 『농민생활』, 제5권 제3호, pp. 

7~8; 「조선 농촌의 갱생과 녀성의 임무 2」, 『농민생활』, 제5권 제4호, pp. 5~7. 

60 이훈구(1933), 「의봉(蟻封)의 철학 1」, 『농민생활』 제5권 제8호, pp. 5~7; 「의봉(蟻

封)의 철학 2」, 『농민생활』 제5권 제10호, pp. 4~6. 

61  이훈구(1934), 「농촌의 암 농가 부채를 어더케하면 정리할 수 잇을까 1」, 『농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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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인 경제력 격차 문제에 대하여 총독부에 조세나 산업 정책의 

재고를 요청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개별 농민이 가져야 할 근면자조의 

협동정신 그리고 자력갱생의 방편으로 “정당한 (협동조합) 운동으로써 

합법적 해결” 방식을 강조한다. 62  이 모든 것은 이전부터 그가 

강조해왔던 개인의 의지 작용과 각성 그리고 상호부조의 협동정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 2 절 태평양문제연구회와 토지 이용 조사 
 

1929년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제3회 IPR 회의가 일본 

교토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제연구조사회는 조선의 토지 이용 및 

농촌 경제에 관한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집행 책임자로 이훈구를 

지명하였다. 이훈구의 회고에 의하면 자신은 이러한 사실을 당시에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약 2달 후인 1929년 12월 25일, 

이훈구는 크리스마스 휴일에 뉴욕 시에 들러 여행하던 중 우연히 前 

IPR 조선부 위원을 만나 자신이 연구 책임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에 

관해 들을 수 있었다. 이후 해가 바뀐 1930년 초봄에 자신의 근무지인 

워싱턴으로 IPR 국제연구조사위원장 콘드립(J. B. Condliffe) 박사가 

내방하자 그와 면담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콘드립 박사는 이훈구에게 

구체적인 연구 계획 내용을 전달하였는데, 마침 비슷한 시기에 그는 

미국 지리학협회로부터도 만주 식민지대의 과학적 연구에 관한 연구 

조사를 위탁받은 바 있었다. 63  이에 이훈구는 미국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조선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1930년 여름, 이훈구는 근 4년만에 조선으로 돌아왔다. 64  하지만 

때마침 조선인에게 IPR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한 규정으로 

 

활』 제6권 제3호, pp. 135~138; 「조선 농촌을 어떻게 하면 진흥할가?」, 『농민생활』 

제6권 제4호, pp. 208~212; 「농촌의 암 농가 부채를 어더케하면 정리할 수 잇을까 2」, 

『농민생활』 제6권 제5호, pp. 285~289. 

62 이훈구(1934), 「자력갱생의 첫거름으로 농촌의 부담(負担)을 경감케 하자」, 『농민생
활』 제6권 제6호, pp. 347~350. 
63 이훈구(1932), 『만주와 조선인』, 평양 숭실전문학교경제학연구실, p. 2. 
64 중외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훈구는 귀향 도중 6월 19일 동경에 잠시 들러 동경 유학

생 집단을 상대로 한 강연회에 연사로 참석하였다. 간다(神田) 조선기독청년회관에서 열

린 이 강연회에 약 200여 명의 청중이 운집하였다고 하며, 이훈구는 “미국 급 조선의 

농촌 문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장래의 조선의 사활이 이 농촌에 잇다”는 평소 지론을 

설파하였다. 『중외일보』, 1930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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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 일본간 분쟁이 발생하면서 불가피하게 연구 사업 집행이 약 

2개월간 지연되었다. 65  그 사이 이훈구는 IPR이 기획한 한중일 3국 

토지 이용 조사사업 업무로 알게 된 남경 금릉대학 교수 러싱 벅(John 

Lossing Buck) 등의 추천으로 같은 대학 농업경제학 교수로 초빙을 

받아 다시금 중국으로 출국하였다.66  

이후 상황 여건이 개선되기를 기다렸지만, IPR 회의의 참가 자격을 

놓고 조선과 일본 대표 간에 벌어진 갈등의 골은 깊어져만 갔다. 더 

이상 사업 집행을 연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콘드립 박사는, 사업 집행 

권한을 미국 지리학협회장인 보먼(Isaiah Bowman) 박사에게 

위임하였고 보먼 박사는 이훈구에게 조속히 연구 사업에 착수하도록 

설득하였다. 때마침 그는 숭전 교장 윤산온(George Shannon McCune, 

尹山溫) 박사의 초빙을 받아 1931년 3월 농학과 교수 겸 과장으로 

부임하였고, 67  그는 1931년부터 1932년까지 각지에서 현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훈구는 미국 지리학협회로부터 위탁 받은 민주 식민지대에 관한 

연구 결과를 먼저 1931년 The Pioneer Belt in Manchuria with 

Special Emphasis on Korean Settlements란 제목의 영문 보고서 

형태로 제출하였고, 국내에는 『만주와 조선인』이란 제목의 책으로 

1932년 9월 출판하였다. 만주 연구 조사가 끝난 후 그는 IPR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1931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조선 13개도 48개군 

133리에 분포한 1556호를 방문해 조사하였다. 이후 1932년 봄까지 

조사 결과를 검토해, 신뢰도가 낮은 응답은 폐기하는 방식으로 총 

1249호의 사례를 확보하였다. 1932년 여름에도 농가 부채 상황에 

관하여 조사 활동을 벌여, 총 5도 10군 31리에서 338호를 방문 

조사하였다. 이후 자료 검토와 본격적인 집필에 나서 1932년 가을부터 

1933년 봄 3월까지 연구 사업을 완료하였다. 68  하지만 중국과 일본 

지역에 관한 다른 기획 연구와 보조를 맞추길 원하는 IPR의 요청에 

따라 발간 시기는 1935년까지 미뤄졌다. 69  결과적으로 연구 조사의 

 
65 IPR 조선지회의 참가 자격과 관련한 분쟁은 고정휴(1991), 「태평양문제연구회 조선지

회와 조선사정연구회」, 『역사와 현실』 6, pp. 317~324 참조. 
66 『중외일보』, 1930년 8월 28일. 
67 이훈구(1960), 「평양 숭실전문 폐교 전야」, 『국민보』 제3524호, 1960년 11월 2

일. 
68 이훈구(1935), 『조선농업론』, 한성도서주식회사, pp. 6~9. 
69 Hoon K, Lee(1936), Land Utilization and Rural Economy in Korea,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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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판인 『조선농업론』은 1935년 6월에, 외국 독자를 대상으로 한 

영어판 Land Utilization and Rural Economy in Korea는 1936년에 

각각 출간되었다.70 

만주와 조선에 관한 두 연구는 공통적으로 크게 세 가지 목적에 

유의하여 이루어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만주와 조선인』은 

만주의 식민지대(혹은 개척지대) 즉 개발 정도와 가능성 그리고 경제적 

가치에 관한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분석 결과를 외국, 특히 미국 

독자에게 제공하는 목적에 충실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은 기존의 고립주의에서 탈피해 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 진출하려는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전간기(戰間期, Interwar Period) 국내의 계급모순에 대한 내부의 개혁 

요구에 직면하여, 미국 지배계급 내부에서 국내 기득권은 유지하되 대외 

팽창으로 경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였다. 71  이러한 

사고에 입각하여 그들은 중국 시장의 배타적 독점을 추구하는 

일본(자본)의 행보에 대하여 “가능하다면 평화적인 수단으로,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강제로라도 제거해야만”할 위협으로 인식, 유럽 

대륙 이외의 세계(Grand Area)에 대한 미국의 지배력을 관철하기 

 
70 1934년 이훈구는 미국 뉴욕 소재 신역사회가 주최하는 “세계적 종교 실현에 대한 청

년의 임무”라는 주제의 논문 현상 공모전에 조선 책임자로 활동한 것으로 나온다. 이는 

조선 토지 이용 조사 종료 후에도 그가 미국 기독교계와 일정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

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세계가 듣기 원하는 조선 청년의 외치는 소리 우리 조선 청년

의 사상과 문장음 신역사회가 현상 모집」, 『동아일보』, 1934년 2월 21일. 
71 이러한 자본의 이해관계는 국무부 정책 결정의 실질적인 배후세력으로 군림한 외교협

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라는 엘리트 집단의 활동으로 확보될 수 있었다. 

이훈구가 『만주와 조선인』, 『조선농업론』, 그리고 IPR과의 서신에서 반복적으로 언

급한 미국 지리학협회장 보먼(Isaiah Bowman)은 오랜 기간 록펠러 가문의 측근으로 활

동한 인물로 외교협회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외교협회가 창립한 

1921년부터 사망한 1950년까지 외교협회 이사회 일원이자 기관지 Foreign Affairs의 

편집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기에는 외교협회 내 전쟁

과 평화 연구(War and Peace Studies) 지역 분과 위원장으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

며, 전후 1945년부터 1949년까지는 외교협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활약하기도 하였다. 

보먼은 미국 독점 자본의 해외 진출을 옹호하는 주요한 이론가 중 한명이었다. 그는 

1928년 “끊임없이 팽창하는 우리 산업계의 위기(즉 과잉 생산)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외 

원자재의 수입과 (미국 상품) 수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그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북으로는 북극해, 남으로는 사모아, 동과 서로는 중국에서 필리핀, 라이베리

아, 탄지에르까지를 포괄하는 전세계적인 영역에 걸쳐 있어 영국의 그것과 필적한다고 

정의하고, 만약 미국의 세력권이 대영제국의 판도처럼 광대한 수준이 되지 못한다면 미

국의 총체적 경제 역량과 상업 관계 역시 확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Laurence H. Shoup and William Minter(1977), Imperial Brain Trus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nd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Monthly Review Press, pp. 22, 

23, 27, 53; Peter Grose(2006), Continuing the Inquiry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from 1921 to 1996,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pp. 24, 69,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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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선 일본과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배계급의 이러한 

세계 전략 구상에 호응하여 루즈벨트 행정부는 곧바로 대중 지원 및 

대일 봉쇄 정책을 실행하였다.72 

하지만 곧바로 이 지역에 진출하려는 자본이나 새롭게 정책 수립에 

나서려는 국가 모두 기초적인 지식 자료의 부족을 통감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관민 차원에서 지역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지역학의 구축 및 지역 조사 연구에 관한 학술 활동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IPR도 이러한 지식 정보의 축적이란 목적 하에서 활동한 

국제 민간 기구였다. 73  이러한 목적에 걸맞게 『만주와 조선인』은 

만주의 전반적인 개발 수준을 4종의 식민지대(혹은 개척지대)로 

분류하고, 만주에 관한 각종의 자연적 조건 및 주요 생산물, 인구 

구성과 분포 그리고 교육 수준, 교통/유통/신용 부문의 조직, 핵심 

생산수단인 토지에 관한 경제/법적 관계와 그 생산력 수준 등 생산관계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조선농업론』또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대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수집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반관반민의 동아시아 한중일 

연구 기획 중 일부였다. 이러한 점은 이훈구가 콘드립 박사로부터 

전달받은 연구 계획 중 “1. 연구 사항의 내용 이 연구 계획은 

동경제대와 남경 금릉 대학에서 조사 연구중인 토지이용 급 농촌 경제 

계획과 동일한 것으로 차등 국가에서 변화하여가는 농촌 정황에 대하야 

사실을 천명함으로써 차등국간에 비교 연구 재료를 제공함으로 목적함. 

이것은 극동 제국에서 발견되는 소농 경제 조직에 대하야 전반적 조사 

연구를 하는 계획의 한 불가분의 부분이다 1. 공동 연구 관계 이 계획은 

이 계획과 일양(一樣)인 일본의 토지 이용 계획으로 나스(那須) 교수가 

집행중인 것과 계관(係關)가 될 것이요 따라서 위원장은 이박사와 밑 

나스 교수를 방문하고 상의할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연구방법론에 

관한 서술 중 “이것(조사 용지)을 작성할 때에는 현하 조선 농촌의 

실정을 안중에 두고 동경 제대의 나스 박사가 쓰던 조사 용지와 남경 

금릉 대학의 뻡(Buck)교수가 사용하는 조사 용지와 및 미국 농무성 

농업경제국 그례이 박사가 쓰던 조사 용지를 참고하야 상당한 시일을 

 
72 Laurence H. Shoup and William Minter(1977), Ibid, pp. 128~135. 
73 CFR과 IPR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상호 작용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鹽崎弘明(1998), 

『國際新秩序を求めて: RIIA, CFR, IPRの系譜と兩大戰間の連係關係』, 九州大學出版會; 김

경일(2004), 「식민지 시기 국제 민간 기구의 내용과 성격-태평양문제연구회(IPR)와 태

평양회의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39, p. 3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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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여가며 면밀히 제작한 것이다”라는 언급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74 

이에 따라 『조선농업론』은 조선에서 행해지는 농업 생산에 관한 

각종의 자연 및 인문지리 요소, 주요 생산물 및 생산 방식과 생산성 

문제, 토지 이용 현황, 차지 경영 문제, 기타 부존 자원 및 개발 현황, 

사업 규모, 투하 노동량, 자금 유통 경로, 시장 거래, 농가 구매력 등의 

일반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IPR과 미국(자본)은 

이훈구의 연구에서 엔 블록 경제권에 대한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고, 그도 IPR의 후원을 통하여 경제와 학술 양 측면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즉 이훈구는 1930~1931년간 “Land Utilization in Korea” 연구 

과제 수행에 따른 지원금으로 각각 2500달러씩 총 5000달러를 

받았는데,75 이는 2015년 기준 약 6만 9000달러 즉 8천만원에 가까운 

거액이었다. 76  여기에는 비슷한 시기 미국 지리학협회가 발주한 만주 

식민지대(혹은 개척지대) 연구 사업 관련 예산은 산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1930년대 그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은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동시에 이훈구는 『만주와 조선인』 그리고 『조선농업론』 연구 

조사 과정에서 직접 생산했거나 혹은 자신이 가공한 실증적 통계 자료에 

기초하여 만주와 농업 분야의 전문가로서 명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77 

그는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 농민에 무관심한 조선의 식자계급을 

비판하면서, 조선 내에 속히 관련 기관을 수립하고 재만 동포와 연락 및 

협조 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였다.78  

또한 이훈구는 독자적인 실증 자료로 무장한 자신의 학문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기본적으로 일본(인)이 생산한 

 
74 이훈구(1935), 『조선농업론』, 한성도서주식회사, pp. 7~8, 10~11. 

75 박선영(2018), 『글로컬 만주』, 한울아카데미, pp. 310, 314~315. 
76 박광규(2015), 「소설 속 ‘큰돈’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주간경향』 제1149호, 2015

년 11월 3일. 
77 1935년 6월 29일 열린 『조선농업론』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연구의 성

과로 1500여 농가에서 직접 과학적 실태 조사에 착수한 점, 그리고 IPR이라는 세계적인 

기구에 중요 보고서로 채택됨과 동시에 미국에서도 단행본으로 출판된 점을 지적하였다. 

「조선농업론 출판기념회」, 『매일신보』, 1935년 7월 1일. 
78 이훈구(1932), 『만주와 조선인』, 평양 숭실전문학교경제학연구실, p. 2; 「중국 남북에 

산재한 조선 동포들의 소식 상해에서는 민족주의자가 진출 재만 동포 문제에는 4가지 

원인 귀조한 이훈구 박사 담」, 『조선일보』, 1931년 3월 10일. 



 

 27 

자료에 의존하여 만주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중국과 러시아 관헌의 자료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용하였다. 79  이점에서 그 또한 당대의 많은 지식인과 동일하게 

일본제국주의의 지식권력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식민지적 한계가 

드러난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일본측 자료에서도 상충하는 지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시하며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노력하였고, 재만 

조선인의 실태 조사에 관한 부분에서는 하얼빈 주재 조선 감리교 선교부 

농촌부의 소개로 직접 방문해 확보한 조선인 이주농가 201호의 

연구자료를 “기실 천신만고 중에서 얻은 것이요 이 세상에 다시 없는 

것”이라며 특별히 강조하였다. 80  이러한 맥락에서 1937년 1월 그는 

조선일보사의 신년호 논문 과제를 청탁 받은 이유로, 5년전 출간한 

『만주와 조선인』 덕분에 세간에서는 아직까지도 자신을 만주 전문가로 

평가해주기 때문이라고 추론하였다.81  

반면 『조선농업론』에서는 조선 농촌 실상에 관한 과학적이며 

학술적인 기초 자료를 기반으로, 주로 총독부의 통계 조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비점이나 오류에 관한 대항 조사의 성격이 강하였다. 82 

서두에서 이훈구는 집필 동기와 목적을 밝히면서, 조선 농업, 농민, 

농촌에 관한 과학적이며 학술적인 분석에 기초한 실증적 연구 성과가 

없다는 점을 비판하였다.83 이는 당시 일본제국주의가 생산한 기초 통계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그들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 

사회주의자들의 역설적 상황과 대조된다.  

물론 사회주의 지식인 집단은 이훈구의 이러한 문제제기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인정식은 앞서 이훈구가 동아일보 지면에서 제기한 

인구 문제 84  그리고 『조선농업론』에서 강조한 농촌 과잉인구 문제에 

대하여 저격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인정식은 우선 이훈구가 

생산관계로써 농업의 성격과, 산업 혹은 생산기술이란 측면에서의 

농업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문제의 핵심은 현 생산관계에서 

농업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는지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단지 

 
79 이훈구(1932), 『만주와 조선인』, 평양 숭실전문학교경제학연구실, pp. 4, 87. 

80 이훈구(1932), 『만주와 조선인』, 평양 숭실전문학교경제학연구실, p. 3. 

81 이훈구(1937), 「조선인과 만주」, 『조선일보』, 1937년 1월 4일~6일. 
82 자세한 사항은 김인수(2015) 참조. 
83 이훈구(1935), 『조선농업론』, 한성도서주식회사, pp. 1, 5~6. 

84 이훈구(1932), 「조선인구 사적발전의 연구 1~5」, 『동아일보』, 1932년 7월 10일; 7

월 19일; 7월 21일; 7월 23일;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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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나 생산물의 대소로 그 지위 여하를 판정하는 이훈구의 시각은 

“현상적 규찰에 만족하려는 속류적 안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훈구가 문제시한 농촌 과잉인구 문제에 대해서도 인정식은 인구 

증가와 식량 생산성에 관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인용하면서 논박하였다. 

결론적으로 인정식은 이훈구에 대해 “매우 시대에 떠러진 캐캐묵은 

폐물적 학설”인 맬서스적 환상에 사로잡힌 채 사회적 조건을 

도외시하는 속류 경제학자로 평가하고, 이러한 “사실과 배치되는 

황당무계하고 유치한 담설이며 사상적으로도 유해”한 속류적 사조를 

통해 “조선 민족주의 학계의 평원성(平原性)”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조롱하였다.8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훈구가 독자적인 재원 그리고 개념과 범주에 

기반하여 심층적인 연구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조선의 식자층은 물론 

식민권력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86 결국 이 시기 확보한 학술적 자산 덕분에 그는 1930년대 

중후반 식민권력과 적극적인 협력 국면에서도 나름의 입장과 근거에 

기초하여 비판적 타협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었다.87 

IPR과의 관계와는 별도로 당시 이훈구의 주요 관심사였던 

교육계몽론과 협동조합론에 관한 내용도 각각의 저서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온 『만주와 조선인』은 교육계몽론의 

주장이 강하게 나타나 있었다. 이 책에서는 만주 거주 조선인에 관한 

사회적 실태 조사가 주요한 목적으로 나타나며, 이로써 그는 만주에서 

행해지고 있는 전근대적 농업 생산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점에서 그는 직접적으로는 재만 조선인 농민에 관해 서술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조선의 농민이 각성하여 근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조응하는 과학적인 영농법을 습득함으로써, 생존의 활로를 모색하길 

촉구한다고 볼 수 있다.  

첫 저작보다 3년 늦게 나온 『조선농업론』에서는 1930년대 

전반기 이훈구의 교육계몽과 협동조합에 관한 논의가 집약적으로 드러나 

있다. 그는 열악한 조선 농업의 현실을 분석하면서, 조선 농업의 

 
85 인정식(1936), 「조선 농촌경제의 연구 (其二) 조선농업론 비판: 이훈구 박사의 소론

을 박(駁)함」, 『중앙』 제4권 제3호, pp. 28~36; 「조선 농촌경제의 연구 (其三) 토지

의 점유형태」, 『중앙』 제4권 제4호, p. 54. 
86 김인수(2015), 「일제하 이훈구의 토지이용조사의 정치적 의미」, 『사회와 역사』 107, 

p. 208. 
87 실제로 그는 총독부의 통제경제정책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반드시 공식 통계 자료와 

함께 1930년대 자신이 생산한 통계 자료를 동일한 중요도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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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적 근대화 가능성과 이를 위한 사회개혁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는 조선 농업의 특징으로 협소한 경지 면적 

문제를 지적한다. 비좁고 고립 분산적으로 존재하는 토지(생산수단)를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농업 생산은, 필연적으로 단순하고 원시적인 

도구에 의존하는 노동집약적 방식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기계화된 근대적 영농과 비교하여 생산성 향상의 측면에서 큰 제약이 

존재한다고 그는 보았다. 또한 경지가 대단히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처럼 

별도의 윤작지가 있어 자연적으로 지력을 회복할 만한 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매년 다대한 시비를 토지에 투하, 

강제적으로 연작상경과 다모작 형태로 토지를 회전시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농가에서 비료 특히 금비 구입에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농가 수지 악화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를 형성한다.88 

여기에 이훈구가 생산성 측면에서 중시한 것은 바로 농민 개개인의 

교육 수준이다. “교육은 결국 생산 능률을 증진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한 용구에 불과”하다는 발언에서 드러나듯이, 그는 전근대적 

생산양식을 최신의 근대적 농법으로 개량하는 과제에 있어 교육이야말로 

불가피한 전제 조건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서당 교육의 폐해와 의무 

교육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높은 문맹률은 농업 생산성 향상에 큰 

장해로 작용하고 있었다.89 이러한 문제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조선 

농업의 생산성 수준은 당시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였다.90 

또한 이훈구는 생산수단으로써 토지의 집적과 집중에 따른 독점 및 

봉건적 착취 문제를 지적하였다. 일본인 대지주에 의한 토지 겸병으로 

촉발된 토지 소유의 양극화는 조선 내에서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의 

심화를 야기하였고, 여기에 소작인을 사실상 농노로 취급하며 

인신적으로 예속하는 조선인 지주의 부당한 소작 관행이 더해지면서 

건전한 농촌 사회의 건설과 농촌 경제의 발전은 요원해지고 있었다. 그 

결과 극단적 결핍과 기근에 몰린 소작인계급 사이에 계급투쟁의식이 

고양하면서 소작쟁의가 빈발하기 시작하였다고 그는 진단하였다.91 

 
88 이훈구(1935), 『조선농업론』, 한성도서주식회사, pp. 109~111, 177~178, 181~182, 

185~187, 188~189, 208~209, 215, 364~367, 387. 
89 이훈구(1935), 『조선농업론』, 한성도서주식회사, pp. 101~105. 

90 이훈구(1935), 『조선농업론』, 한성도서주식회사, p. 121. 

91 이훈구(1935), 『조선농업론』, 한성도서주식회사, pp. 273, 275, 284, 289, 291, 296, 

298, 299, 311~312. 이외에도 그는 고율 소작료의 원인으로 일본 독점자본의 진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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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이훈구는 조선 농업의 자본주의적 

근대화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측면에서 가능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예컨대 사과(苹果)는 괄목할 만한 기술 진보와 

근대 협동조합 조직을 통한 공격적인 판로 개척으로 “미국 

가주산(加州産)의 우량품을 상해 시장에서 완전히 구축”92할 정도였다. 

또한 농촌 실습 교육에 있어서도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잠업 

강습소(傳習所)가 종종 열리고 있으며, 누에의 공동 양육 및 공동 판매 

같은 협업도 양호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93  이와 같은 모범 

사례를 본받아, 우선 개인(민간) 차원에서 가능한 대책으로 그는 노동 

능률의 향상을 위한 개량 농기구의 조속한 도입과 공동 작업의 활성화, 

협동조합의 결성 등을 지적하였다. 다음 사회적 차원의 해결 방안으로 

그는 일반적인 소작료 징수 방식을 타조법(打租法)에서 

도조법(賭租法)으로 변경해, 소작인의 토지 개량 의욕과 농업 생산성을 

고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그는 경지정리사업이나 자작농 

창정 그리고 권농공제조합의 운영 등 총독부의 제도 입법과 정책적 지원 

또한 강조하였다.94 

이훈구는 『조선농업론』 서두에서 “생활 정도에 대한 연구와 및 

기타 수장을 전(全)히 약(略)하여 버리엿다”고 밝히고 있다. 95 생략의 

이유에 관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지만, 이는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비판으로 향후 야기될 문제를 우려한 자기검열이 아니었을까 추측해본다. 

실제로 1950년 그는 IPR의 윌리엄 홀랜드(William L. Holland)에게 

보낸 서신에서, Land Utilization and Rural Economy in Korea의 

개정증보판에서는 “일본의 한국 강점 하에서 기술할 수 없었던 내용을 

 
른 조선 상공업 발달의 부진, 대일 적자교역, 수익성이 높은 근교 농업이 중국인의 손에 

좌지우지됨으로써 농촌의 과잉인구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훈구

(1935), 『조선농업론』, 한성도서주식회사, pp. 62~71, 86~87, 91, 136~137. 

92 이훈구(1935), 『조선농업론』, 한성도서주식회사, p. 139. 

93 이훈구(1935), 『조선농업론』, 한성도서주식회사, p. 162. 

94  이훈구(1935), 『조선농업론』 , 한성도서주식회사, pp. 180~1, 188~190, 300~301, 

364~367, 387, 425~426, 443~444. 물론 이 과정에서 이훈구는 일방적으로 총독부의 

식민 농정을 옹호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지식권력 차원의 지적 이외에도 미곡 생산, 

축산업(광견병 예방), 조세(토지세), 수리조합, 조림, 조일간 임금 차별, 농가 부채 정리 

등의 정책에 관하여 강도 높게 비판한다. 이훈구(1935), 『조선농업론』, 한성도서주식회

사, pp. 116, 155, 200, 216, 229~230, 234, 236, 237~239, 240, 244, 258, 339, 

394~396, 406~407. 
95 이훈구(1935), 「序」, 『조선농업론』, 한성도서주식회사, p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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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장절로 삽입”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96  이러한 가설의 

검증을 위해, 『조선농업론』과 Land Utilization and Rural Economy in 

Korea를 서로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조선농업론』은 제1장 “서론”에서부터 제11장 “농가의 

수입과 및 그 지출”까지 총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Land 

Utilization and Rural Economy in Korea은 서론이 없이 1장부터 바로 

본론이 시작하여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장절 구성에 있어 

『조선농업론』이 제2장부터 Land Utilization and Rural Economy in 

Korea의 1장과 일대일로 대응한다고 했을 때, 후자에는 전자에서 빠진 

2개의 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장절은 곧 제11장 

“The Standard of Living”과 제12장 “Agricultural 

Colonization”이다. 

제11장에서 이훈구는 조선인의 미곡 소비량 추세와 계급별 가구당 

1년 평균 생활비 지출 정도를 통계로 제시하면서, 식민 통치로 인해 

조선이 근대 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총독부의 문명화론 선전 97 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대신에 그는 “경제체제의 급격한 변동으로 

사태가 호전되지 않는 이상 수많은 농가의 상황은 절망적”이라고 

단언하면서, 농촌 농민 경제의 몰락 수준이 자본주의적 체제 질서의 

존속마저 위협하는 수준에 달하였다고 경고하였다.98 그리고 제12장에서 

그는 일본의 제국주의자와 군국주의자가 추진하는 농업 이민 장려 

정책이 내포한 침략성과 지속 불가능성의 문제를 논술하고 있다.99 

두가지 사안 모두 일본 입장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치부였기에 

이훈구는 『조선농업론』에서 해당 장절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총독부가 선전하는 ‘조선의 근대화’는 결국 

소수의 일본인 지주 계급 및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투자한 대독점자본과 

금융자본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제국주의 국가만이 그 과실을 향유하는 

‘그들만의 근대화’라는 비판의식이 그의 이러한 서술에 내재하고 

있었다.  

 
96 Rockefeller Archive Center 소재 자료, Rockefeller Foundation Records, Record 

Group 2, Series 1950/613, FA 759, Box 502, Folder 3357, From Hook K. Lee to 

William L. Holland, 1950년 2월 15일. 
97 자세한 사항은 오다 쇼고 저, 박찬승, 김민석, 최은진, 양지혜 역(2018), 『국역 조선총

독부 30년사』, 민속원 참조. 
98 Hoon K, Lee(1936), Land Utilization and Rural Economy in Korea,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274~280. 
99 Hoon K, Lee(1936), Land Utilization and Rural Economy in Korea,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28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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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농업론』의 발표와 함께 1935년을 기점으로 한 지난 

10년간의 개인(민간) 차원의 사회개혁론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그러면서 이훈구는 향후 10년 동안 자신이 취하게 될 입장의 여지도 

함께 남겨 놓았다. 책의 말미에 조선소작령 전문을 번역해 싣고, 곳곳에 

총독부의 농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점은 식민권력에 대한 기존의 

비타협적이며 독자적인 행보와는 분명 상반되는 것이었다. 1930년대 

중후반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와 개인 신상의 변화에 발맞춰, 

식민권력과의 타협으로 가는 여정은 과도기를 거치면서 준비 중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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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식민권력과의 타협과 사회개혁론의 변화 
 

 

제 1 절 조선농지령 시행과 새로운 주체의 모색 
 

1930년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이훈구의 사상에 변화의 기미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기존에 견지했던 개인(민간) 차원의 사회개혁 

논의에서 새롭게 정책 및 제도적 개입에 관한 언급이 늘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전자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나날이 몰락하는 조선 농촌 

경제의 상황과 대공황이란 파국에 직면하여, 그는 점점 개인(민간) 

부문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대안으로 식민권력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당시 식민지 조선 사회도 농촌 경제의 파멸이란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진영에 따라 다양한 논의와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우선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조선공산당 재건을 위한 선결과제로써, 조직의 

대중적 기반을 확장하는 사업에 몰두하였다. 1920년대까지 합법적 

농민조합의 주도 하에 다양한 방면의 농민생활 개선 투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조선 농촌사회의 몰락이 위험수위에 

다다르자, 식민권력은 기존의 합법적 농민운동을 체제 안으로 포섭하는 

공작에 나섰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조직은 토지문제의 혁명적 해결을 

요구하는 빈농계급의 바람과는 달리 일제와 협력하는 길로 들어섰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성과에 희망을 건 이들은 조선의 변화한 주객관적 

조건과 정세에 적합한 새로운 운동조직이 필요하다고 보고, 빈농의 

계급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혁명적 농민조합 건설운동에 

나섰다.100 

이렇듯 사회주의 진영이 식민지 사회운동의 주류로 새롭게 

부상하면서 기독교와 함께 민족주의 진영의 양대 세력이자 운동의 

주도권을 놓고 이들과 경쟁하던 천도교 신파는, 좌우 지식인과 농민 

대중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통일전선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그들은 대중적 농민계몽운동단체인 조선농민사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합법적 공간인 조선농민사에서 대중이 온건한 정치투쟁을 

학습한다면, 자신들의 궁극의 목적인 자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100 지수걸(1993), 『일제하 농민조합운동연구-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역사비
평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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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였다. 자치 운동이 몇차례 실패한 후, 신파는 경쟁 통일전선체인 

신간회에 맞서 조직의 중앙집권화를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민운동단체로의 혁신을 시도하던 조선농민사는 천도교청년당 산하의 

부문운동기관으로 전락하였다.101 

조선인 사회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총독부 또한 식민지 

체제의 유지와 결속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그들은 지주-소작인간 분쟁을 완화하고,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통칭 사회입법의 제정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개량주의적인 사회 정책의 결과 기존의 식민지지주제가 약화 혹은 

정체하면서 소농의 권익은 계급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증진하였다. 102  이 과정에서 식민권력과 향촌 사이에는 “식민지 

조합주의”라는 개념으로 포착할 수 있는 직접적이며 위계적인 질서 

관계가 만들어졌다.103 

이러한 식민지 사회의 변동에 조응하여 이훈구의 사회개혁론에도 

일정한 변화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1934년 10월 총독부는 주요 

사회입법 중 하나인 조선농지령을 시행하였다. 직후 그는 조선농지령의 

입법 정신과 핵심 골자를 긍정적으로 소개하면서, 당사자인 지주와 

소작인이 입법 정신에 따라 조선 농업의 근대화라는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04  

이러한 시각은 이훈구의 주저인 『조선농업론』에도 나타나 있었다. 

그는 1930년대 초반에 시행된 소작조정령과 자작농창정계획에 관해서는 

일정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다. 즉 “(소작조정령 및 

자작농창정계획) 두 가지의 정책이 극렬한 경제적 투쟁에 대하야 별반 

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할 것은 식자 간에 미리부턱 정평이 잇엇던 

 
101 김정인(2009), 『천도교 근대 민족운동 연구』, 도서출판 한울, pp. 215~249. 

102  정문종(1993), 「1930년대 조선에서의 농업정책에 관한 연구-농가경제안정화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정연태(2014), 『식민권력과 한국 농

업』,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박섭(1997), 『한국근대의 농업변동』, 일조각. 1930년대 식

민 당국의 농정 정책의 성격에 관하여 정연태는 1910~20년대 지주 중심에서 소농 중심

으로 정책의 중점이 이동하였다고 보는 반면, 정문종은 기존의 지주 중심 정책론이 지주

-소작인 양자 간의 균형론으로 변모하였다고 보는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박섭은 식

민지 농정 정책의 근본 목적이 농업 생산성 향상에 의한 위기 극복에 있다고 보고 이 

정책 집행 과정과 경제적 효과에 특히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103 신기욱, 한도현(2006), 「식민지 조합주의: 1932~1940년의 농촌진흥운동」,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삼인. 
104  이훈구(1934), 「조선농지령의 시행과 지주와 소작인의 각성」 , 『농민생활』  제6권 

제10호, pp. 6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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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몰락하는 자(소)작농가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창정 호수가 

여실히 보여주듯이 총독부의 사업은 “한강투석(漢江投石)”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하였다. 소작조정령에 대해서도 그는 이 또한 미봉책에 

불과할 뿐 “소작쟁의의 원인을 예제(艾除)하고 투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근본책은 아니”라고 단언하였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실시될 새로운 

제도 입법의 움직임에 관해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즉 그는 식민 

당국이 지주와 소작인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소작법(=조선농지령)의 제정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전하였다. 이렇게 탄생한 조선농지령에 대하여 그는 『조선농업론』의 

부록에서 “이것(조선농지령)은 조선농지법령 중 가장 중요한 것임으로 

본문으로 역재(譯載)”한다고 명시하였다.105 

이처럼 이훈구에게 있어 조선농지령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조선 

농업이 자본주의적 근대화로 진보해가는 여정에 있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사회적 갈등과 모순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지주와 

소작인 계급이 계급타협(화해)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칙을 제공해주었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제가 법적 강제라는 형식을 빌리지 않고서 사적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임은 이미 지난 세월의 갈등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바였다. 이 시기부터 그는 그 자체로 완결적인 개인(민간) 차원의 

계몽운동론을 점차 지양하고, 식민권력의 정책 및 제도적 개입에 따른 

보완론으로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1934년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동아일보 평양지국에서는 

차가(借家) 및 차지(借地) 문제에 관한 지상 좌담회를 개최하여 

보도하였다. 당시 평양에서는 상공업의 발달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지역 사회의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었다. 이훈구를 비롯한 좌담회 

참석자들은, 자본주의적 투기라는 사회병리현상의 해결책으로 제도 

입법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인(민간)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하는 시기적 특징이 드러난다. 이 점은 첫째 법에 

의한 해결 이전에 선덕(善德) 지주와 소작인 간 계급타협(화해)의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밝힌 점, 둘째 제도 수립의 방식에 

있어 총독부에 의한 일방적인 제정보다는 개인(민간) 주도의 입법 청원 

운동 형태를 지향하였다는 점, 셋째 집행 기구의 성격을 반관반민의 반 

 
105 이훈구(1935), 『조선농업론』, 한성도서주식회사, p. 334; 「부록 其二 조선농지령」, 

『조선농업론』, 한성도서주식회사,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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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적인 분쟁조정위원회(차가차지인문제협의회)로 상정하였다는 점에서 

그러하였다. 106  이러한 反독점적 사회개혁 성향은 다수의 영세한 민족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던 당시 기독교-민족주의 계열의 일반적 경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107 

1934년을 결산하는 글에서 그는 개인(민간)과 식민권력(국가) 

사이의 주체에 관한 인식에서 과도기적인 면모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그는 방재와 농가 경제 문제에 대하여 식민권력의 정책적 개입보다는 

협동조합을 통한 자체적인 해결 노력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뒤이어 그는 조선농지령으로 대표되는 총독부의 법적 규제가 

지주 소작인간 이해관계의 조정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 미친 긍정적인 

효과에 관해 자세하게 언급하며, 앞으로 지주와 소작인계급은 

계급협조의 정신 하에서 조선 농업의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향한 발전에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08 이점에서 자본주의적 발전과정 중 

나타나는 민간 영역의 갈등을 해결할 최종적인 중재자로서 식민권력의 

역할에 대한 그의 인식이 점차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35년 연초부터 이훈구는 대공황의 수렁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정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는 당시 

나치 독일과 미국의 농업 정책을 일별하면서, 미가 폭락과 누적 부채로 

고통받는 조선 농민을 위해 식민 당국이 적극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은연중에 주장하고 있었다.109 

경제면의 구제책과 더불어 중요한 축인 교육계몽론에서도 변화의 

기미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훈구는 평안남도 평원군 양화면(兩花面) 

평리(坪里)에서 주민 갹출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사정에 관해 

소개하였다. 이 글에서 그는 평리의 의무교육운동을 전국 단위의 

의무교육에 드는 재정 지출의 염출도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실례로써 주목하였다. 그는 총독부 재정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의무교육은 “불위(不爲) 언정 비불능(非不能)”이라고 언명했던 

 
106 「본 지국 주최 평양 차지 차가 문제 좌담회 1~3」, 『동아일보』, 1934년 11월 25일

~27일. 
107  강명숙(1999), 『일제하 한국 기독교인들의 사회 경제사상 』 , 백산자료원, pp. 

116~159. 
108 이훈구(1934), 「지나간 일년을 회고하고 농민 생활의 신국면을 전개하자」, 『농민생
활』 제6권 제12호, pp. 702~706. 
109 이훈구(1935), 「낫치스의 농촌 구제 소고」, 『신조선』 제8호, pp. 20~24; 이훈구

(1935), 「청취(靑鷲)의 날개 밑에 선 미국의 농촌 경제」, 『신동아』 제5권 제2호, pp. 

43~46. 



 

 37 

것이다. 110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보았을 때 그의 교육계몽운동론 또한 

개인(민간) 주도의 운동론에서 정책론으로 변화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상이 중요한 점은 바로 자본주의적 근대화에 있어 그 

주체와 방법론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개인의 의지와 

각성에서 비롯하는 경제 작용은 정책과 제도 입법의 통제 속으로 

수렴하고, 그 실천적 방법론인 교육계몽론과 조직론으로써의 

협동조합론도 의무교육론과 통제경제론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1935년도 하반기에 이훈구는 총 6회에 걸쳐 조선 농촌 문제의 

근본 원인과 그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 논의에는 1930년대 개인(민간) 

주도 사회개혁론의 종합인 동시에, 1936년도부터 본격화하는 

식민권력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서로 공존하고 있었다.  

이훈구는 농촌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농촌에서 생산한 부가 

도회지로 유출하는 것에 있다고 보았다. 농촌에 부가 머무르게 하는 

여러가지 방안 중에서 그는 현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가능한 현실적 대안으로 조합회사의 수립을 

제시하였다. 111  그의 조합회사 사업계획안은 형태상으로 따져보면 

개인(민간) 차원의 협동조합론을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본질적으로 자기완결적이며 독립적인 결사체를 

전제로 한다면, 조합회사는 설립 목적 자체가 사실상 총독부 정책을 

지지하기 위한 보완책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 즉 조합회사는 

애초부터 총독부 자작농 청정사업이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사업이 

존립할 수 있는 ‘여지’를 구한다는 측면에서 총독부 정책의 

‘여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112  이점에서 1930년대 전반기 그가 

강조하였던 개인(민간) 차원의 사회개혁론은 식민권력이 주도하는 

정책론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110 이훈구(1935), 「번쩍하는 빛을 내인 농촌 의무 교육의 봉화 평리(坪里) 인사의 장기

(壯氣)를 목격하고」, 『농민생활』 제7권 제3호, pp. 166~169; 「전 동민이 일심합체 자

진, 의무교육 실시 6세부터는 누구라도 취학 경영난의 사립교를 인계」 , 『동아일보』 , 

1935년 2월 10일. 
111 1934~1935년경 이훈구는 미국 유학생 출신의 김도연과 함께 조선흥업주식회사라는 

토지 회사를 설립하여 토지 매매, 개간, 임야 벌채, 광산업 등 다양한 토지 개발 사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김도연(1965), 『常山 金度演回顧錄 나의 人生白書』, 常山金度演回

顧錄出版同志會, pp. 125~128. 
112 이훈구(1935, 1936), 「조선 농촌의 피폐 원인과 기 대책 1~8(6)」, 『농민생활』 제7

권 제5호~제8권 제1호. 



 

 38 

1936년에 접어들면서 이훈구는 1930년대 전반기까지 고수해왔던 

개인(민간) 중심의 사회개혁론이 실패했음을 자인하고, 농촌 농민 구제 

문제에 식민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러한 그의 입장 선회 그리고 식민권력과의 타협에 대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실력양성운동론의 시각에 입각하여 식민지 파시즘 

체제의 형성 과정에서 일어난 변절로 단순화하고,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국가 권력의 개입과 통제를 중시하는 미국 제도학파 소속의 

지식인이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파악한다.113  

이러한 이훈구의 온건한 개량주의적 성향이 때마침 앞서 설명한 

식민 당국의 사회입법 의도와 적절하게 융합하면서 식민권력에 “선택적 

친화력”을 보였을 수 있다. 114 하지만 이러한 시각은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 그가 1930년 초중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이유로 

그토록 식민권력과 거리를 둔 채 개인(민간) 차원의 교육계몽론과 

협동조합론에 매진하였는가란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  

이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훈구가 거쳐왔던 사상적 발전의 

궤적을 되짚어보면서, 그러한 전환이 사상의 내적 성숙과 더불어 새롭게 

변화하는 정세와 개인적 입장에 따라 기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주체적 행위의 결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렇게 

사상적 전환이 이루어진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기존 연구에서는 총독부 

식민 농정책의 변화와 함께 일본 본국의 동향으로 2.26 사건 이후 

등장한 히로타 내각이 발표한 ‘신정강’을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115  이하에서는 선행 연구 성과를 염두에 두고, 1936년 이후 

 
113 방기중(1996a), 「일제하 李勳求의 農業論과 經濟自立思想」, 『역사문제연구』 1; 

방기중(1996b), 「일제 말기 대동사업체의 경제자립운동과 이념」, 『한국사연구』 95; 

방기중(2004), 「일제하 이훈구의 한국토지제도사론」 , 『동방학지』 제127집; 방기중 

(2005), 「조선 지식인의 경제통제론과 ‘신체제’ 인식-중일전쟁기 전체주의 경제론을 중

심으로-」, 『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체제 인식과 대응』, 해안; 박규환(2017), 「식민지 

지식인의 굴절, 그 뜻과 결-일제강점기 이훈구의 농촌운동과 ‘숭실’」, 『한국기독교와 역

사』 46 참조. 
114 신기욱(2001), 「농지개혁의 역사사회학적 고찰」, 『농지개혁 연구』, 연세대학교 출

판부, pp.1~47 참조. 
115  정문종(1993), 「1930년대 조선에서의 농업정책에 관한 연구-농가경제안정화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정연태(2014), 『식민권력과 한국 농

업』,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신기욱, 한도현(2006), 「식민지 조합주의: 1932~1940년의 

농촌진흥운동」,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삼인; 박섭(1997), 『한국근대의 농업변동』, 

일조각; 박규환(2017), 「식민지 지식인의 굴절, 그 뜻과 결-일제강점기 이훈구의 농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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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구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그 변화 양상과 의도에 관해 살펴보겠다. 

1936년 새해 벽두 이훈구는 학교로 찾아온 동아일보 기자와 대담 

자리를 갖고, 조선 경제 현안에 관한 여러 문답을 주고받았다. 협동조합 

운동을 통한 조선 농촌의 구제 가능성에 관해 기자가 질문하자 그는 

한때 우후죽순처럼 난립했던 협동조합도 15년의 세월이 지난 현재 

대부분 사라지고 없다고 대답하면서, 개인(민간) 차원의 

협동조합운동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단언하였다.116 이러한 발언은 

개인(민간) 차원의 사회개혁론 전체에 대한 그의 사고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후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자본주의적 체제 질서의 온존과 농업 근대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식민권력의 제도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에 관해 설파하기 시작하였다. 

자본주의 경제조직의 근간인 ‘소중농’이 몰락하고 있는 조선의 

현실에 대하여 식민권력의 자체적인 경제정책과 사회입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 이훈구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돌파구로 총독부를 

넘어선, 제국 차원의 정책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는 대공황과 전쟁으로 급변하는 정세를 활용해, 식민지 조선의 

사회개혁을 완수하길 바랐던 그의 현실적 판단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점에서 그는 “지주주의에서 소농주의에의 전환”을 천명한 

히로타 내각의 ‘신정강’에 주목하였다. 이 문건에는 기존 지주 중심의 

농업 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생산관계의 조정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방안이 담겨 있었다. 이러한 일본 본국의 정세에 대하여 그는 

“대세가…중소의 농업자를 철저적으로 보호하기로 기우러진 것”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우리 농촌에는 한 복음”이라고 높게 평가하였다.117  

같은 맥락에서 이훈구는 미곡 시장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1936년 5월 18일 일본 중의원이 제정한 미곡자치관리법안에 

따라 정부가 미곡 시장에 적극 개입하면서 쌀의 수급 상황은 안정세로 

돌아서고 풍흉이나 계절적 요인에 따른 쌀값의 등락도 점차 완화할 

것이기 때문에, 농가 역시 일정한 소득 수준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118 

 

동과 ‘숭실’」, 『한국기독교와 역사』 46 참조. 

116 「우문현답 상아탑 방문기 백년 후엔 조선 인구 1억 이훈구씨를 찾어서」, 『동아일

보』, 1936년 1월 4일. 
117 이훈구(1936), 「소중농의 철저적 보호」, 『농민생활』, 제8권 제3호, pp. 168~170. 

118 이훈구(1936), 「쌀값에 큰 영향을 및일 미곡자치관리법안의 통과를 보고」, 『농민생
활』 제8권 제5호, pp. 34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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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주체와 방침에 관한 논의에서도 관제 중견인물론과 

의무교육론이 전면으로 등장하였다. 이훈구는 교육받은 농촌의 신청년이 

이촌향도하는 세태를 경계하며, 농법의 개량과 농촌 사회 개선의 주역이 

될 중견인물인 “유위한 청년분자”들이 친토애향, 경천애린, 

허영타파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농촌 문화 선도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119  그리고 몇 달 후 그는 지난 10여년의 세월 동안 

정력적으로 추진하였던 개인(민간) 차원의 문맹 퇴치 운동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자인하면서, 농촌 교육의 책임은 이제 오롯이 총독부 당국이 

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제 교육계몽 분야에서 그의 역할은 

식민권력의 교육 정책에 관한 비평과 제언으로 변화하였다. 120  이러한 

교육의 최종 목표는 바로 “농촌의 개량과 발전”이 표상하듯 

자본주의적 농업 근대화로 향해 있었다.121 

방재 사업이란 동일한 주제를 논하는 1934년과 1936년의 글에서도 

실행 주체와 방법론에 대해서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농민 개인의 

근면한 노력을 강조하였던 1934년의 글과 달리, 1936년의 글에서 

이훈구는 자연재해 예방 및 대책 수립에 식민권력이 주도하는 중장기적 

계획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122  

이렇듯 이훈구의 사회개혁론은 변화하는 대내외 정세에 따라 주체와 

방법론의 측면에서 과도기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었다. 동시에 뒤이어 

발생한 기독교-민족주의 진영의 굴복과 숭전 폐교로 활로를 모색해야만 

했던 그의 입장에서, 조선일보 입사는 식민지 조선의 사회개혁을 지속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다. 상아탑과는 다른 세계와 

조우하면서 그는 사회개혁론 수정에 박차를 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그는 

언론인이자 경영자로서 식민권력의 존재와 직면하였다.  

 

 

 
119 이훈구(1936), 「농촌 청년에게 보내는 나의 희망」, 『농민생활』 제8권 제4호, pp. 

265~268. 
120  이훈구(1936), 「농촌의 교육문제에 대하야 」 , 『농민생활 』  제8권 제7호, pp. 

510~513. 
121 “대학 전문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국체 관념 명징과 졸업자로 하야금 사회에 실정에 

적응하는 적극적 활동을 획득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강구키 위하야” 1936년 5월 15일 

총독부 제1회의실에서 교육개선협의회가 개최되었고 이훈구도 이 자리에 참석하였다. 

「사회의 실정에 순응 전문교육 방침 개선 교장 회의에서 토의」, 『조선중앙일보』, 1936

년 5월 9일. 
122 이훈구(1936), 「재해지 부흥책에 대하야」, 『농민생활』 제8권 제8호, pp. 57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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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내선일체론과 조선공업화론 
 

만주사변 이후 일본제국주의는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정신교화(=동화) 운동의 일환으로서 신사참배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1935년도부터는 총독부와 지방 관헌의 종교 정책이 일층 

강압적으로 변모해, 학교장의 해임은 물론 학교 폐쇄라는 최후수단까지 

운운하며 참배 문제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였다. 동시에 이는 

참배에 저항하는 기독교계 사립학교를 폐교시켜 식민지 교육체제로 

흡수하기 위한 모략이기도 하였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제는 전시 

국민통합과 전쟁동원에 비협조적인 기독교계에 대하여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였고, 결국 대다수의 선교재단은 조선 내 교육사업에서 

철수하였다.123 

이 과정에서 이훈구의 신상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다. 신사참배 

문제로 다년간 당국과 갈등을 빚던 숭전이 마침내 1937년 10월 

폐교원을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1938년 3월 정식 폐교하였다. 124 

선교단의 숭전 폐교 결정에 그는 숭전 교수단의 대표 자격125으로 학교 

재단과 평안남도청, 그리고 후일 숭전의 인수자로 나선 이종만 사이에서 

교섭을 벌였다.126 학교재단과의 협상은 실패로 끝났지만127 이 과정에서 

 
123 김승태(2000), 「1930년대 일제의 기독교계 학교에 대한 신사참배 강요와 폐교 전

말」, 『한국근현대사연구』 14, pp. 71~90; 김승태, 이명화(2006), 「일제 말기 한국기

독교계의 변질개편과 부일협력」, 『한국기독교와 역사』 24, pp. 5~65. 
124 자세한 과정은 박규환(2017), 「식민지 지식인의 굴절, 그 뜻과 결-일제강점기 이훈

구의 농촌운동과 ‘숭실’」, 『한국기독교와 역사』 46, pp. 82~84 참조. 
125  숭전 부교장은 대내외적으로 사실상 교장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그는 교수단 

대표로 각종 교섭을 책임졌다. 「정 부교장의 후임 보아 숭전, 숭중 분규 해결 신사참배

로 학교 살리자는 열성적 운동이 주공(奏功)」, 『매일신보』, 1936년 3월 7일. 

126 「독립·반일이란 만부당 오직 감사와 동정 세간에서 오해하는 경향에 대하야 교수단 

대표 이훈구씨 담」, 『조선중앙일보』, 1936년 2월 24일. 이 대담에서 이훈구는 일각에

서 교수단 활동의 보조에 국고 및 지방비가 투입되고 있다는 설을 제기한 것에 대해 “우
리로서는 전연 알지 못하는 바로 천부당만부당한 말”이라고 극렬 부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6년 3월 2일 『조선중앙일보』는 교수단과 총독부 당국 사이에 절충안이 

성립하였다고 보도하면서, 숭전 교장은 서양인으로 하되 부교장에 조선인인 이훈구를 임

명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보도대로 이사회의 추천 과정을 거쳐, 3월 6일 평안남도청은 

숭전 부교장으로 이훈구의 취임을 인가하였다. 또한 1937년 12월 29일자 『동아일보』

는 숭전 인수자인 이종만과 평남도청이 협의하여 재단법인 이사로 내정된 5명의 인사 

중 이훈구와 오윤선(吳胤善)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재선임하기로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는 식민 당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숭전 교장 내정코 마포(馬布)박사 또 상경 교장 모(牟)씨, 부교장 이훈

구씨 이사회에서 대체 찬성」, 『동아일보』, 1936년 2월 27일; 「숭실의 후임 교장 모

(牟)박사로 정식 인가 부교장 이훈구씨, 송중 정두현씨 금일, 평남 학무과에서」,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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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만의 대동사업체 구상에 협력하여 사업체 내 대동광업주식회사 및 

대동광산중앙조합 감사이자 대동농촌사 전무이사로 취임하였다. 128 

하지만 사업체 운영에 관하여 이종만과 불화를 겪고, 그는 1938년 1월 

돌연 조선일보로 이적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관해 삼천리에서는 그가 

대동사업체에 협력하면서 장래 농업전문학교로 개조될 숭전의 차기 

교장으로 사실상 내정된 상태였지만 돌연 대동측에서 숭전을 

공업전문학교로 개조하고, 향후 대구에 별도의 농업전문학교를 개설할 

방침이라고 밝히자 이에 실망하여 조만식의 추천으로 조선일보에 

입사하였다고 보도하였다.129 

이훈구에게 활동 공간을 마련해주던 기독교-민족주의 진영이 

식민권력에 타협하면서, 그 또한 식민권력과의 관계 및 자신의 

사회개혁론을 재정립하는 문제로 고심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에게 

새로운 기반을 제공해 준 1938년 조선일보 입사는 변화의 중요한 

계기였다.  

이훈구는 조선일보 취체역(이사)으로 자리를 옮긴 뒤, 2월 27일에는 

주필에 취임하여 여러 편의 글과 사업을 추진하였다. 130  그는 

언론인이자 경영진 중 한명으로서 식민권력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조선 산업의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총독부 산업 

시책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1938년 2월 미나미 총독의 지시로 결성된 언론인 어용단체였던 

조선춘추회의 일원이었던 그는 신문 용지 사용량의 규제 방침에 

항의하는 청원서를 당국에 제출하는 한편, 대표 자격으로 동경에서 일본 

정부와 협상을 벌이기도 하였다.131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이훈구는 지령 6000호, 혁신 5주년 

기념 3대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선일보 대강당에서 

 
일보』, 1936년 3월 7일; 「신교 설립 구체안 결정 문과 폐지 농과만 설치 “숭실” 신교
명으로 출현 이종만씨 측, 도(道)와 최후 절충 현 교사를 2년간 대차 역사 깊은 “숭실전
문” 실제상 영구 소멸 명춘 농과 신입생 모집」, 『동아일보』, 1937년 12월 29일. 
127 「재단은 양해 성립 교사 대용 교섭은 결렬 숭전 신재단 대표 이훈구씨 잡평」, 『조

선일보』, 1937년 11월 8일. 
128 「대동광업회사와 중앙조합을 창립」, 『동아일보』, 1937년 6월 17일; 「재단법인 대

동농촌사」, 『동아일보』, 1937년 6월 17일. 
129 「기밀실, 조선 사회 내막 일람실 이박사 주필된 내정(內情)」, 『삼천리』 제10권 

제5호, 1938년 5월. 
130  조선일보사 사료연구실(2004), 『조선일보 사람들-일제시대 편』 , 랜덤하우스중앙, 

pp. 331~336. 
131 정진석(2008) 『극비 조선 총독부의 언론검열과 탄압: 일본의 침략과 열강 세력의 언

론 통제』, 커뮤니케이션북스, p.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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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특산품전람회를 개최하였다. 농촌 진흥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주제 아래 전람회장에는 총독부 관계부서와 각 지방 도청 및 공공단체 

그리고 주요 기업체 등에서 출품한 총 700여 종 1만 200여 점이 각 

도별 전용관과 특별관인 광산관에 전시되었다. 행사 기간 동안 총 1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고, 주최 측은 조선 특산품 

장려와 선전에 많은 공헌이 있을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132  이렇듯 

그는 숭전 인수 과정에서 맺은 총독부와의 돈독한 관계를 활용하여 입사 

직후부터 여러 현안에 대하여 교섭 대표로 활약하였고, 총독부의 사업 

동반자로서 산업 경제 정책의 비판적 조언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훈구는 조선일보에서 주최한 제4회 산업시찰단 일행 중 한명으로 

만주와 북중국의 주요 도시와 연선(沿線) 일대를 시찰하고 돌아온 후, 

결과 보고서를 일주일간 지면에 연재하였다. 그는 산업 시찰 과정에서 

장래 산업의 일가견을 형성한 조선의 자본가들이 조선 산업계에 

공헌함은 물론, 더 나아가 새로운 투자처인 만주와 북중국에서도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러한 희망 속에서 그는 조선의 산업 

경제와 관련한 만주의 주요 산업과 부존 자원 그리고 만주를 둘러싼 

국제 정세나 교역 등의 전반적인 정보에 관하여 상세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였다. 133 이외에도 그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 “아군이 멀리 하남 

평원까지 파죽의 세로 진출한 금일”의 정세에 부응하고자, 당시 

화두였던 점령지 경제 개발 문제와 관련해 북중국 지방의 농업 개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134  

1938년에 드러난 이훈구의 협력적 자세는 1939년에 접어들면서 

일층 전면화하였다. 이러한 면모는 총력전체제에 돌입한 일제가 전시 

총동원 전략의 일환으로 실시한 각종의 통제 경제 정책에서 발생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그가 비판적 조언자로서 개입하면서 분명해졌다. 

일찍이 인정식은 이훈구의 노선 전환에 대해 1937년 집필한 자신의 

책 서문에서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었다. 인정식은 이훈구를 조선의 

토착 민족 자본가 계급에 기반한 민족주의 혹은 인민주의 학파의 

 
132 「본사주최 조선특산품전람회 출품기일 10일 연기 각계의 지지 열렬, 출품 조회 매일 

답지(遝至) 총독부 각과 참고 출품」, 『조선일보』, 1938년 4월 3일; 「본사주최 조선특

산품전람회 조선산 상품 안내」, 『조선일보』, 5월 8일. 
133 「만지 산업 시찰 일반」 1~7, 『조선일보』, 1938년 6월 8일~6월 15일. 

134 이훈구(1938), 「북지의 농업 자원과 자연적 조건」, 『조광』 제4권 제8호, 1938년 

8월. 자세한 내용은 1932년도에 출판한 『만주와 조선인』에서 분석한 내용과 대동소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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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자 속류경제학자로 지칭하였다. 인정식은 이들의 농업 연구에 

대해서 조선의 농촌을 외래자본주의의 본원적 자본축적의 토대로, 혹은 

토착 민족 자본의 독점적 수취 영역으로 재편성하고자 하는 자본의 

요구를 충실히 대변하는 한에서만 진보적일 수 있을 뿐이었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1918년을 기점으로 식민권력과 타협한 민족 

부르주아지가 정치적으로 급속히 타락하면서 이러한 일말의 

진보성마저도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현재 이들은 독점적 수취자인 

식민권력 및 일본독점자본의 교체와 같은 근본적인 요구는 단념한 채 

그저 농업 공황과 이에 따른 농촌 사회의 빈곤을 완화할 점진적인 개량 

공작에 매진하는 지극히 소극적인 개량주의적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공격하였다. 이처럼 민족 부르주아지가 자신의 독자성을 포기 혹은 

상실하고 농촌에서 확보할 수 있는 초과이윤에만 몰두한 결과 이들이 

내세우는 이데올로기나 연구 방법 그리고 농촌 궁핍의 실천적 해결 방식 

또한 총독부의 농촌 정책과 하등의 차별점도 없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책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몰락하는 농촌 경제의 현실에 대해서 

이들은 비관적인 감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식은 

지적하였다.135 

하지만 전향 후 인정식은 태도를 바꿔, 총독부의 대륙병참기지화 

정책에 따른 군수 중화학공업의 성장과 농공병진전략의 실현으로 조선 

민중이 “공전의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하였다. 반면 

이훈구는 총독부의 잘못된 전시 가격통제정책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함께 기존의 경제적 모순 또한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농촌진흥운동 역시 근본적 원인보다는 지엽적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고 보고, “조선 농촌의 곤비(困憊)와 피폐를 

광구진흥하려면 발본색원적인 경제정책을 실시”하여 배후인 “농민 

생활의 시급한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36  이러한 점에서 

총독부의 시책에 일방적으로 함몰되지 않는 그의 비판적 조언자로서의 

성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훈구는 통제경제체제가 표방하는 계획경제의 외양과 내선일체론이 

선전하는 기만적인 평등의 논리에 의탁해 일본 제국 체제 하 번영하는 

조선의 근대적 미래를 구상하였다. 그는 신년 벽두를 맞이해 천황의 

만수무강을 봉축하고, 대륙 침략의 제일선에 있는 군의 승승장구를 
 

135 인정식(1937), 『朝鮮の農業機構分析』, 백양사, pp. 2~8. 
136 인정식(1939), 「동아협동체와 조선」, 『삼천리』 제11권 제1호, pp. 52~64; 이훈구

(1939), 「사변 하의 조선 농촌 경제 1~7」, 『조선일보』, 1939년 5월 7일~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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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하는 한편, 신동아건설에 전 조선 인민이 일치단결하여 매진할 것을 

촉구하였다.137  

이틀 후에 이훈구는 성전(聖戰)에 임하여 조선 민중이 총독부의 

시책에 적극 호응해야 함을 촉구하는 한편, 당국에게도 산업 

정책(병참기지)이나 사상 정책(정신총동원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한 의무교육사업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138 

같은 맥락에서 이훈구는 일본제국주의의 팽창주의 정책을 “인류의 

공존공영이라는 인도와 정의에 입각”하여 “연소용공(聯蘇容共)의 

미몽에서 방황하는 지나를 각성시키고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건설”하기 

위한 위업이라고 선전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문호개방 및 기회균등 

원칙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장개석과 함께 일본 

견제에 나선 미국의 제국주의적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였다.139 

다른 글에서 이훈구는 조선일보 주필의 자격으로 제국 판도의 

확장에 호응하여 새로이 만주 개척 사업을 수행하는 조선인에게, 강인한 

정신력으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한 영국인으로부터 역경에 

굴하지 않는 식민자로서의 자질에 관해 보고 배워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동시에 그는 오족협화의 신천지인 만주국에서 조선인이 타민족보다 

솔선수범하여 맡은 바 책임을 다해 흥아의 대업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140 

식민 사업의 동반자로서 이훈구가 자임한 비판적 조언자로서의 

역할과 그에 따른 협력의 문제는 특히 조선(인)의 산업 근대화 정책에 

대한 사항에서 잘 드러난다. 

이훈구는 우선 전시 체제의 유지 및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 생산 기지로서 조선의 경제적 위상을 식민 당국에게 환기시켰다. 

이어서 그는 현재 조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계급분화와 농가 부채 그리고 

농공산물간 부등가 교환 문제가 시의적절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 

시국이 요구하는 총후 국민 생활의 안정과 농산물 증산에 일대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결과적으로 그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137 이훈구(1939), 「신년송」 상, 『조선일보』, 1939년 1월 1일. 

138 이훈구(1939), 「신년송」 하, 『조선일보』, 1939년 1월 3일. 

139  이훈구(1939), 「세계 정국과 미국의 지위 (상) 세계 제패를 야망」 , 『조선일보』 , 

1939년 1월 3일; 이훈구(1939), 「세계 정국과 미국의 지위 (하)」, 『조선일보』, 1939

년 1월 4일. 
140 이훈구(1939), 「내외의 심적 연계: 건설적 생활이 필요」, 『재만조선인통신』 2월호, 

pp.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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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 정책의 근본적 혁신과 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41  이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생산 관계 개선이 궁극적으로 일본제국주의에 이익이 

된다는 논리로 이어지는데, 이점에서 조선과 일본간 공통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조선 농업의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추진하려고 했던 그의 협력 

사상이 드러난다.  

1939년 7월 이훈구는 윤치호가 회장으로 있는 

배영동지회(排英同志會)에 평의원으로 이름을 올리며 식민권력과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142  일제와 식민지 조선을 둘러싼 정세는 

갈수록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었다. 총력전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의 

원활한 징발을 위해, 식민지 조선에서는 황민화 정책을 위시한 본격적인 

식민지 파시즘 체제가 출현하였다 

1940년 1월 정초 이훈구는 경제 부문에 있어 30년 식민지 통치 

역사를 회고하면서, 총독부의 정책 요강에 따라 전개될 미래 조선 

경제의 청사진을 희망적인 논조로 제시하였다. 일본독점자본주의의 

성숙에 따라 식민지에까지 그 파급효과가 미치기 시작하면서 조선에서 

산업상의 내선일체를 구현하고, 대륙 침략의 병참기지라는 새로운 

역할에 걸맞은 중공업을 육성하는 과제가 새롭게 부상하였다. 이에 

미나미 총독은 농공부문의 균형 발전 전략을 포함한, 새로운 종합 

대책으로 농공병진의 산업 정강을 발표하였다. 그는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향후 10년간 조선 산업계는 본격적인 자본주의적 

공업화라는 “획시기적(劃時期的) 전환기”를 맞게 될 것이며, 이 결과 

농업 조선은 공업 조선으로 환골탈태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143 이 시기 

그는 근래 당국이 추진하는 농공병진정책에 식민지인이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자신이 미국 유학 시절부터 품어왔던 상공업이 고도로 

발달한 근대 자본주의 경제체제란 이상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방기중은 중일전쟁 이전 민족주의 진영의 경제통제 인식을 

‘수정자본주의 경제통제론(정수일)’, ‘조합주의 

경제통제론(이종만)’, ‘사회개량주의 경제통제론(이훈구)’, 

‘자유주의 경제통제론(김도연, 이긍종)’, ‘국가주의 경제통제론(의 

식민지적 변용)’이란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특히 그는 

 
141 이훈구(1939), 「사변 하의 조선 농촌 경제 1~7」, 『조선일보』, 1939년 5월 7일~14

일. 
142 「배영동지회(排英同志會) 역원」, 『매일신보』, 1939년 7월 13일. 

143 이훈구(1940), 「농공병진정책의 재검토 상, 하」, 『조선일보』, 1940년 1월 1일,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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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체제의 개혁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에 주목하여 1, 2번과 3, 

4번의 논의를 대별하고, 5번은 그 중간적 입장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경향에 중일전쟁기 강화된 내선일체론과 고노에 내각의 동아신질서 

구상에서 파생된 동아협동체론이 결합하면서, 논의 지형은 기존 

민족주의 진영 뿐만 아니라 전향 사회주의자 집단으로까지 확대하였다고 

그는 보았다. 이러한 논의 구도는 다시 전향 사회주의자 집단, 

대동사업체의 조합주의, 국가(사회)주의적 입장 등으로 세분할 수 

있지만, 결국 공통적으로 총독부의 ‘자치통제’ 시책에 반대하며 일본 

제국 차원의 ‘통제경제강화론’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수렴하였다고 

그는 분석하였다.144 

이러한 분류에 기초하여 보자면 이훈구는 총독부의 경제 시책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1937년 이전 민족주의 

계열의 경제통제론자들과 유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쟁 이후 대다수의 논자들이 일본 본국의 직접적인 경제 개입을 

요구하고 나섰을 때에도, 앞서 살펴본 바대로 그는 여전히 총독부를 

향한 자신의 비판적 조언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다. 이러한 그의 

독특한 행보는 결국 조선일보의 경영진(부사장)이란 입장에서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941년 일본 내부의 보수 반동과 독소전쟁 및 태평양전쟁의 

발발이란 대외적 위기 국면 속에서 식민권력은 일체의 협력 논의를 

금지하고, 일방적인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식민지 조선 사회에 관철하기 

시작하였다. 식민권력의 개입에 따른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개선과 

식민지적 차별로부터의 탈피를 바라고 협력의 길로 나섰던 이훈구는, 

협력의 공간이 붕괴함에 따라 그들과의 관계를 청산하기로 결심하였다. 

1940년 1월 강제 폐간과 사장 유고(有故)에 대비한 비상중역회의에서 

부사장에 임명된 그는 8월 10일 조선일보가 끝내 폐간하자 낙향해 

은거하였다.145 

 

 
144 방기중(2005), 「조선 지식인의 경제통제론과 ‘신체제’ 인식-중일전쟁기 전체주의 경

제론을 중심으로-」, 『일제하 지식인의 파시즘체제 인식과 대응』, 혜안, pp. 21~69. 
145  조선일보사 사료연구실(2004), 『조선일보 사람들-일제시대 편』 , 랜덤하우스중앙, 

pp. 3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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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 시기 이훈구가 주장한 사회개혁론을 시기별로 

변화하는 그의 현실적 입장에 유의하여, 논의의 주체 그리고 내용의 

측면을 재구성함으로써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았다.  

1920년대 일본과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한 이훈구는 1931년 

기독교 선교사가 세운 숭전 농학과장 겸 교수로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식민지 조선의 농업 전문가로서 대중 앞에 등장하였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그가 직면한 현실은 참혹하였다. 전근대적 생산양식에 따른 

경제적 몰락과 식민지의 구조적 차별이란 이중의 굴레 밑에서 신음하는 

조선의 농촌 농민을 목도하며, 그는 개인(민간)을 주체로 한 

사회개혁운동에 투신하였다. 그는 주로 기독교의 사회적 참여를 

중시하는 사회운동인 기독교사회주의(사회복음주의) 계통과 동아일보로 

대표되는 민족주의 진영에서 활동하였다.  

이훈구는 조선 농촌과 농민이 몰락하는 근본 원인을 근대 

과학기술교육 보급의 부진과 고립 분산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의 한계에서 

찾았다. 따라서 그는 대안으로 덴마크의 사례에 주목해 보습 학교인 

고등농사학원을 운영하는 한편, 농민간 협동조합 조직을 적극 

장려하였다. 

이훈구는 식민지 시기 유일하게 미국(자본)의 후원 하에 만주와 

조선에서 토지 이용 조사를 수행한 인물이었다. 오랫동안 고수했던 

고립주의로부터 탈피해 팽창주의로 전환한 미국(자본)은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시장 정보의 부족을 

통감하였고, 정책 자료의 생산과 축적을 위해 지역학의 육성에 나섰다. 

이러한 목표에 부응하고자 록펠러 재단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태평양문제연구회(IPR)는 한중일 동아시아 지역 연구를 기획하고, 그를 

조선 및 만주 지역 연구 책임자로 선정하였다. 그는 조사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통계자료를 생산하였고, 이는 앞으로 전개할 사회개혁론의 

독자적인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1930년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이훈구의 사회개혁론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았다. 10여년 간 개인(민간) 차원의 운동을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촌 농민 사회의 핵심 현안이었던 문맹 퇴치와 토지 소유의 

양극화 그리고 농가 부채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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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에 직면하여 그는 대공황 이후 전면화된 국가의 시장 개입과 

조정이란 역할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전시총동원체제의 구축 과정에서 

기독교-민족주의 진영 운동이 퇴조하는 가운데, 자본주의적 지배질서의 

존속과 안정을 목적으로 식민권력이 도입한 각종 정책은 그로 하여금 

총독부과의 협력의 길에 들어서게 만들었다. 

숭실전문학교 폐교 이후 조선일보 주필 겸 부사장에 취임한 

이훈구는 기존 민간 차원의 운동은 실패였다고 선언하고, 총독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비판적 조언자 역할을 자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그의 사회개혁론 또한 식민권력이 주체가 된 관제 

의무교육론(중견인물론)과 조선 본위의 경제개발론으로 변모하였다. 

특히 그는 미나미 총독의 농공병진전략에 따라 식민지 조선 또한 제국 

체제 하에서 자본주의적 공업화의 과실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곧이어 미국과의 전면전이 발발하면서 제국은 

총력전 체제로 급속히 이행하였고, 일본 본국의 보수 반동은 조선인이 

품었던 내선일체의 환상을 무참히 짓밟았다. 조선일보의 폐간과 함께 

이훈구는 협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은거하였다. 

이렇듯 이훈구는 일생 동안 미국식 자본주의적 정치경제체제의 

수립을 목표로 활약한 온건한 사회개혁노선의 대표주자였지만 현재 

이러한 면모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식민지 시기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개혁을 향한 다양한 활동에 종사한 그의 

지식인으로서 모습은 재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IPR의 동아시아 3대 연구 기획 중 

일본(나스 히로시), 중국(러싱 벅)과 이훈구의 연구 조사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또한 해방 이후 

그의 정치적 행보에 관해서, 당대의 민주사회주의 이념 그리고 식민지 

시기부터 이어져 온 사회개혁론 전통과의 연관성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해 이번 논문에서는 제외하였다. 이 모든 한계점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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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Lee Hoon Koo’s 
Actuality Participation  

and Social Reform Theory  
in Japanese Coloni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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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oon Koo, studied agricultural economic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colonial period, served as an executive in 

education and journalism. After liberation, he worked as director of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took part in a member of the 

Constitutional Council. And he was the only member of the 

reformist group in the late 1950s who had made it to the National 

Assembly. He was also the only South Korean to conduct a survey 

on land utilization in Manchuria and Joseon, supported by the IPR, 

an international private organization that operated under the 

auspices of the Rockefeller Foundation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after liberation. In relation to these figures, 

the previous research carried out a thought-history analysis based 

on the history of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or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Hegemony Competition' in the statistical 

investigation process. However, each study did not fully explain the 

nature of Lee Hoon Koo's capitalist social reform theory in common, 

the interaction with the U.S. in the development of his social reform 

theory, and finally the impact of the change in the situation and 

practical status on his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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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his paper paid attention to the realistic position of 

Lee Hoon Koo which chang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reviewed 

the development of Lee Hoon Koo's capitalist social reform theory 

in terms of subject and content. Also, this article looked at how he 

and the U.S. take advantage of land utilization research activities in 

Manchuria and Joseon, respectively.  

Lee Hoon Koo, who studied in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at 

Imperial University of Tokyo and the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 in the 1920s, appeared in 

public as an expert in agriculture during the colonial Joseon when 

he took office as dean of the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s 

in Pyongyang Soongsil University, founded by a Christian 

missionary, in 1931.  

Lee Hoon Koo witnessed the rampant ethnic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in the colonial Joseon, jumped into the social reform 

movement led by individuals (civilians). He mainly worked in the 

Christian Socialism (Social Evangelicalism) system, a new Christian 

social movement devoted to promoting social equality and public 

interest, and in the nationalist camp represented by the Dong-A 

Ilbo. 

Lee Hoon Koo points out the reality of rural communities 

consisting of several fragmented farmers who are ignorant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knowledge as the root cause of the 

collapse of the Joseon countryside and farmers. As a 

countermeasure, he advocated higher-level farming institutes, 

a continuation school and cooperative organizations attention to 

Denmark's case. 

In the 1930s, the United States broke away from its traditional 

isolationist policies and began exploring overseas markets. To 

overcome the reality about the lack of information revealed in the 

process, they established a system of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collecting and accumulating data. 

The Rockefeller Foundation sponsored the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and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IPR). These 

organizations placed orders for planning research services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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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s of Korea, China and Japan, which are influential areas of 

Japanese imperialism, to focus on information production. 

Lee Hoon Koo was selected as the research director of the 

Manchuria and Joseon regions. He conducted a research study in 

the early 1930s, and the results were published in two languages, 

Korean and English. By participating in the research project, he was 

able to lay his own academic foundation on the study of Joseon 

agriculture. 

Lee Hoon Koo’s activities, which had been focused on the 

private sector-led social reform, will be dramatically transformed 

by the combination of the government-general's seemingly 

forward-looking social legislation represented by the Joseon 

Farmland Act, The sweeping market intervention situation in the 

country advocated by Japan's Hirota cabinet, and the decline of the 

Christian-nationalist camp movement, and finally the change in his 

personal life following the closing of Soongsil University had a 

decisive effect on his ideas.  

Lee Hoon Koo acknowledged that the educational enlightenment 

and cooperative movement that had been carried out at the private 

level in the past failed. He changed his stance to the need for a 

compulsory education system which was led by colonial authority, 

and an economic development theory based on Joseon itself. 

This aspect was more blatant when Lee Hoon Koo became a 

critical adviser to colonial authority after taking office as the chief 

editor of the Chosun Ilbo in 1938. He discovered the rosy future of 

industrialized Joseon in Governor Minami's policy, which clarified 

joint development between agriculture and (military) industry. So 

he preached that only voluntary and active cooperation by the 

Joseon people could speed up the realization of the industrial 

Joseon. 

However, the space of deceptive cooperation formed during the 

Sino-Japanese War lost all ground amid the reaction of ultra-

rightist militarism forces and oppression of the wartime mobilization 

as a total war broke out between the U.S. and Japan. In the face of 

the colonial situation, when the Chosun Ilbo was finally shut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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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oon Koo also withdrew his cooperation with the colonial 

authority and stayed in hiding until 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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