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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킴으로서 댐!tU과」딴에 ~J]願했다. 그러나 이 모-든 f벌論어l 지 jC通한 것은 그

것들이 一元論的 :긴:J캉→을 보인다는 것이약.

모름지 71 싸階級理論도 rι쉴理일것이며 싸l행EfTfg35펴도 쉰5쉰 1'i~일 것이며 yfL中

固1뽑級理論 또한 半훤‘理플 정할 수 없는 것이 다. 다만 |뺨짧과 |챈힘은 社會의

動態와 靜態의 兩[퍼알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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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 韓國農村階層의 實態

李 萬 rij

從來 l챔國I빨村人띠의 ntt뺨l뿜層을 冊究하는 方11.;은 主로 전濟學R얀 方法01 었

4· 이 方法에 값하면 +地의 所쥐)휩村經營굉1챔 쌓장의 탬塵 맞 所得 ~¥윗等

의 등릎월-어1 딱라 테村社會의 階層윤 q누고자 하는 것。1 마.

그려나 침濟的풍동때 以外에 =}1른 휠因윤 고려 하는 것도 초5~뭉칠하다고 생 각된

다. 염n 上述한 5쩍經濟fl얀 훌因파 더 불야 1판國피f‘會어11 t땅원j的으로 내 려 오는 Ji ll
中-01 는 대 개 양밴l샘랬어1 만 템!펴된 것 이 지만-←파 페F;팎의 펼!죄은 過파에

았어서는 불론 오늘어1 았어서도 댐國잃付社會의 II핍합形成의 펀要한 평l죄으로

되어 있는 것。l 다. 01 러한 過초의 당分깨 멜因以外에 敎휩水準 社會;參페等도

考!뒀되어야 할것이다.

士地所잠問핍에 관해서 말하자연 래양전 1폐國에서 월業에 從룹주하는 人 1:--1 좋

(I댐짜總 I판냄‘ nil!짚에 依할것 같으면) 小作이 全體의 46.5%. 댐小作이 31.0% ,

펴主는 0.8%에 不過하며 自作노 17.5%뿐이 었다. 大多數의 용꽃E강은 地主에 펌l

j싫되 였으며 그들은 점 검 쓸행하여 적 지 않은 數각 더 낮은 |쥔힘으로 패따땀하고

또는 맘付을 떠 나 퍼j피하기도 했 다. 그러 나 해방후 自作짧이 씀tf땅，，] t~r1JD하 였

1」}. 이 라 한 自作파의 씀j젠은 꺼論 J짧地改쉬[!의 結껴4E} 하겠지만 그려 나 ，밸地改

]한의 j화接 1:1JS'인 結똥마고 하71 보다는 뿔地않펜을 據想한 地主，小作人 l띔의 去

來에 it(해서 。1 루어찬 것이 척지 않은 것우로 보인다. 1949 년 6 월의 뿔地改

건설에 。1 르는 解放後 4 년댐의 5따탠의 많地改뀐。1 不可避하r..}는 生웰01 흉間에

t'ffJ1J되었으며 여 때문에 士地所점‘원가 싼 값으로 士地릎 따펀하는 알。1 盛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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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댄 것이다. 앓地않l뭔￡로 말미앞아 地主는 急速히 沒f«하거1 되었다. j빔主

는 짧地改웰에 對해 ELm을 하지 못했다. 士地 다}신에 그들야 받은 地題證췄

은 인프레이션으로 말°1 암아 한낱 종이조각에 지내지 않았닥李ff펴以來의 傳

統的인 」궁分!Fd:會의 p~r힘團結온 짧地냉〔파의 結果 많이 弱化되었으며 이려한 門

다1團結의 弱化는 웰村의 近야-it에 도움이 되는 것이닥. 主로 팩HE I階級을 다1

'L、으로한 門마1은 日政時씨에는 오히iC~ 題村支配의 手E냈으로 保짧되었 c 나 解‘

hy.後 그의 經濟的 地盤을 크게 喪失함에 :다라 그 團結이 弱化되 어 그어1 P~ 어

있던 a장}f.1i族핏은 j햄빼漸힘때훼rr次 獨〕j‘”깨7

’굶去에 {겠하여 士地를 3 머;J步 以上 所有「할 수 없케 되 었마는 制떠파 l 年에 한

먼 i짧f핑하는 많業에 }껏줬:하는 것은 利得。1 적으므로 過去와 같이 h地을 크게

所有-하는 地主는 냐설수가 얹게 되 었마--핍에서는 新때地主의 形成윤 j·寫

하는 시-람이 었지만 新興地主는 거의 볼 수 없우며 不캄地主보-τ}는 끼J::，j;;j地主

가 많은 것무로 생각된마. 그러나 아직 짧村에는 20% 내지 30% 가량의 小作

j랩파 뚫業勞動者카 있다. 그을온 랩村어1 있어서 先합을 풍흥하는 問휩의 對쩡。1

되어 있냐. 또 뽑家의 l좌細化는 料作地가 뺑大하고 있、지 못하묘로 더욱 深}(Ij

해지고 았으며 햄加하는 ag쩡人~I블 f띠 方面에서 l짜l따하지 뭇하연 더욱 격細

化할 것이 分明하마. 다른 ;M5ffii에서 設村社會릎 보면 t참來의 파分制}훨는 아직

觀;운~J:::.으로는 殘存하고 있A며 特히 그것은 通婚에서 아직 嚴格히 지 켜 지 고 있

다. 그러 나 兩tlEt~身온 오늘날 펀人出身보다 經얘펙마j으로 짧:따한 DL置에 놓여

있져 못하며 점점 다른 많R파 同等한 位置에 저게 되어 가고 있닥. 다만

prestage 의 立場에서 는 아직노 過去의 身分이 크게 作ru하고 았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려나 經濟떠 웰j機의 5옳烈化에 따라 二l라한 것도 빠지次 弱化되고

았는 것이다. 오늘날 원村에서는 敎춤‘이 相當승l FF:;별한 意j싸룹 가지고 있다.

敎펑이 있는 뿜는 파샤에세 보다 더 合理的으로 生평할 能力윤 가진 사람이며

解放後 激動하는 i{iI:셈 IE" j하況속에서 보다 더 成JlJI팅으로 적 응할 수 았는 能力

윤 가진 사람이마. ↓쩌~1 끓近까지 쌀村의 生活을 7Eμ하는 쭈i~1 드는들 r:p에는 學

상敎권을 맏은 샤람의 數가 극히 적었지만 지금은 이 數가 급속히 늘고 있다.

갚우로 家디主가 더 많이 學校敎원을 받은 사람으로 構成되연 바얀 *;族內의

여 려 問평뿐만 아니 라 村溶內의 여 려가지 政治sj ， 經濟마]， iitl:.會的 問많는 보다

合理떼으로 보다 댐主8j .Q..로 띠깎셀훤 可能性야 빽大할 것 이 다. 또 하나 파村iiU:

會階層플 考察하는데 FE평한 것은 行邱o닝’뽑의 ?잦젠]이다. 行政쉽챔-가 잃村人의

生活에 주는 깡響은 써~)ifJ에서보다 훨씬 크다. 다라서 뭔村A은 다을 무적 두

려 워 하며 그의 不當한 핍j힐룹 消많때으로 막으려 하는 한펀 합大따으로 그의

도음을 받우려 한다. 그러므로 꽉村人의 leader 는 J타파의 適1)]한 協助릎 얻윤

수 있는사람이 되 71 쉬우며 또그렌 사람이 生活어1 셔 優越한 地拉에 서거l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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