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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일제하 조선의 농정 입법과
통계에 대한 지식국가론적 해석
- 제국 지식체계의 이식과 변용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김 인 수

본 연구는 “식민지 조선의 농정(農政)이 어째서 1930년대에 접어들어 급속히
안정화되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1920년대에 들불처럼 타올랐던 급진적
인 소작쟁의는 1930년대 접어들어 합법적⋅개별적⋅경제적 소작쟁의로 그 양태
가 전환되었다. 1920년대에 혁명운동에 종사했던 식민지의 사회주의자들은 1930
년대 중반 ‘농정통계를 근거로 한 지식논쟁’을 벌이는 전문가로 그 존재의 속성
이 전환되었다. 어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 그 정치적 의미는 과연 무
엇일까?
이 문제를 해명하려는 몇몇 시도가 있었지만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첫째,
식민국가의 폭력과 억압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1930년대의 소작쟁의 가운데 대
부분이 ｢조선소작조정령｣(1932), ｢조선농지령｣(1934) 등 법적 수단에 의거하여
발생하고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둘째, 거시경제지표를
근거로 식민지 경제의 실질적 개선을 주장하는 연구들은 그것이 ‘민족사회’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백하다. 셋째, 식민지
농촌사회에 조합주의론을 적용하여 리더쉽 교체와 갈등의 제도화에 주목한 연
구들은 실제로는 리더쉽이 공고하지 못했다는 반론에 직면해 있고, 어떻게 갈등
이 제도화될 수 있었는지 그 모멘텀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식민지 농정에 내재된 ‘인식폭력’의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이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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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답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본 연구는 일제하 조선에서 식민국가가 농
정 입법, 조사, 그리고 통계를 통해 강제한 ‘인식체계’와 이에 대한 식민지 지식
인들의 비판의 흔적을 발굴하고 분석한 결과물이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가 새롭게 제안하는 연구방법론은 ‘지식생산양식’의 분석이다. 이것은
지식생산의 전제, 즉 아프리오리(a priori)를 계보학적으로 추적하고 해체하는 것
이다. 지식의 생산과정에서 활용된 이론, 자료, 방법 각각의 참조체계(references)
를 찾아내고, 그 ‘이식과 변용’ 또는 ‘연쇄와 전유’의 흔적을 발굴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지식실천이 낳은 정치적 결과를 확인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얻어낸 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한말 식민권력에 의한 농정의 실천은 메이지기(明治期) 근대 일본에서
만들어진 ‘소작’ 개념을 강제적으로 이식하고, 이 개념의 범주에 기초하여 기존
의 토지관습을 분류, 조사, 기입(inscription)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 전통사회의 이질적인 토지임차 관련 권리들이 ‘소작’이라는 개념으로 포착
되어 ‘균질화’되었다. 전통사회에서 분할소유권의 성격을 지녔던 권리, 또는 계
속 성장해오던 경작자의 권리는 식민국가의 입법과 조사의 실천에 의해 부정되
고 박탈되었다. 이들 권리는 식민자(colonizer)가 강제한 ‘소작’ 개념에 의해, 단
순한 채권적 토지임차나 메이지민법(明治民法, 1898)에서 설정한 영소작으로
약체화되었다. 나아가, 이렇게 구성된 식민지 조선에서의 토지임차권의 법적 지
위는, 등기 등의 실질적 실현 사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의 그것에 비
해서도 매우 열악한 것이었다.
조선통감부 이래 조선의 토지관습에 관한 조사를 주관했던 이는 우메 겐지로
박사로서, 그는 메이지민법의 입법을 주관했던 세 명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
이기도 했다. 우메는 조선의 관습에 기초하여 식민지의 법을 만든다는 입법구상
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구상은 법원(法源)이 될 관습이 실은 ‘취사선택된 관습’
이라는 진실을 은폐하는 정치적 실천에 불과했다. 民事慣習回答彙集의 분석을
통해 식민국가가 ‘취사선택한 관습’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다는 사실, 朝鮮高等

法院判例錄의 분석을 통해 실제로는 식민지 조선에서 메이지민법의 관행화
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정치적 실천을 통해, ‘소작’ 개념이
식민지 사회에 강제적으로 이식되었다는 사실은 망각, 은폐되었고, ‘소작’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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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명하고 당연한 것으로 자연화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가져온 정치적 결과는 다소 양가적이었다. 한편으로 그
것은 전통적 권리관계가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 근대적 의미의 ‘소작계급’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고, 1920년대
이후로 본격화된 ‘소작계급의 정치’도 가능했던 것이다. 이 단계에서 ‘소작’ 개
념은 이제 식민지 농정의 아프리오리로 전환되어버렸고, 질문이 투과할 수 없는

‘인식론적 장벽’으로 고착되었다. 식민국가의 농정은 바로 이 ‘인식폭력’ 위에서
성립될 수 있었다.
둘째, 식민국가는 제국-식민지 간의 비대칭적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여러 식민
지 사회문제, 특히 1920년대의 소작쟁의의 확산과 급진화에 대처하기 위해 대대
적인 소작관행조사를 실시했다. 그 성과는 조선의 소작관행(朝鮮の小作慣行,

1932)으로 수합되어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의 출현으로 인해, (1) 식민지 조선의
지주-소작관계는 간명한 통계수치로 계수화되었고, 사회갈등의 전선(戰線)은 현
장으로부터 법의 제정과 통계를 둘러싼 논쟁의 장으로 ‘전이’되었다. 이로 인해,

1920년대의 비합법적, 혁명적, 집단적 소작쟁의는 1930년대에 합법적, 개량적,
개별적 소작쟁의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식민지 조선에서 ‘지식국가’의 권력효과
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이다. 또, (2) ‘부재지주’와 ‘소작지관리인’이
식민지 농정파행의 주범(主犯)으로 범주화되었다. 이들 집단은 ‘사회악’으로 초
점화되었고, 식민국가의 이미지는 주권 차원의 적(敵)에서, 이들 ‘사회악’을 규제
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조정자로 전환되었다. 마지막으로 (3)
식민국가의 ‘자작/소작 이분법 인식체계’가 한층 공고화되었고, 자작농창정사업
으로 대표되는 농정사업이 정당화되었다. 요컨대, 조선의 소작관행은, ‘소작’
개념에 이어, 1930년대 식민지 농정의 인식체계를 규정한 또 하나의 아프리오리
이자 ‘인식폭력’이었다.
이 소작관행조사는 1921년 일본에서 시행된 소작관행조사와 조사항목, 질문사
항, 정리항목 등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따라서 언뜻 보면 식민지에서의 그 ‘반
복’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사결과가 공개된 이후
식민지의 ‘민족언론’에 의해 부재지주와 소작지관리인이 식민지 농정피폐와 생
산력 저해의 직접적인 원인이자 ‘공공의 적’으로 지목되는 사태는 예견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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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새로운 사태였다. 또, 1921년 일본의 소작관행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입
안된 일본의 소작법안에서 소작지관리인에 대한 규제조항이 전혀 없었던 것과
는 달리, 조선의 소작관행을 기초로 제정된 ｢조선농지령｣(1934)에서는 소작지
관리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항이 마련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식민국가는 민
족 주권을 탈취해간 적(敵)의 자리에서 사회경제적 차원의 규제자⋅조정자의 자
리로 옮겨갔던 것이고, 식민지 사회로부터의 직접적인 비난의 표적에서 벗어나
는 예상외의 결과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것은 조선소작관행조사와 조선의 소작
관행이 지닌 식민지적 ‘특수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이렇게 ‘자연화된 소작 개념’과 조선의 소작관행의 권력효과는 식민지
지식장(場)에서 강력하게 작동했다.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은 ｢조선사회성
격논쟁｣을 통해, 식민국가와 그 지식기구가 구축한 일방적 농정담론을 비판했
다. 단, 이들의 비판작업은 식민국가가 구축한 아프리오리 위에서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으로, ‘소작’ 개념의 인식론적 장벽을 넘어서지 못했고 조선의 소작
관행에서 얻어진 계수화된 사회관계를 오히려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했다. 이들은 이 ‘통계논쟁’을 거치면서 혁명의 주체에서 개혁의 주
체로, 혁명가에서 전문가로 주체속성이 전환되었다. 이것은 ‘식민지 아카데미즘’
이 구성되어 출현하는 과정으로, 이 속에서 식민지 지식인들은 아카데미즘의

‘검열’을 내면화하여 탈혁명화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전이된 투쟁의 장에서 암중모색하며 끈질기게 이론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일본자본주의논쟁｣에서 구사된 마르크스주의의 이론과 방법론
을 ‘전유’하여, 식민국가가 만들어낸 공공통계를 재해석하고 비판했으며, 식민국
가에 대한 ‘적대성’(敵對性)을 복원해냈다. ｢조선사회성격논쟁｣에서 식민지 지식
인들은 단순히 동아시아 마르크스주의의 ‘결론’만 취해온 것은 아니었다. 놀랍
게도 그들은, 그 짧은 시간에 그 비판의 방법, 즉 ‘경작규모의 영세성’(강좌파,
봉건파)과 ‘생산성’(노농파, 자본파)의 기준을 식민지 조선의 상황에 맞게 ‘전유’
하여 비판의 문법을 창출했고, ‘수지가 맞지 않는 농가’ 등 새로운 범주도 구성
하였다. 그들은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일급 이론수용가’
가 아니라, 이를 철저히 내면화하고 전유해간 이들인 것이다. 식민국가가 생산
한 통계의 ‘범주’를 비판하는 동시에, 그 통계자료를 다시 자신들의 주장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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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서 능숙하게 활용하는 그 이론적 ‘전유’ 행위는 이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를 통해, 식민지 지식인들은 식민국가가 강제한 ‘자작/소작 이분법 인식체계’
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데에 성공했다.
넷째, 식민지 지식인의 이론적 성취는 한층 더 진전되어, ｢조선사회성격논쟁｣
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인정식의 경우, 식민지 조선 전체의 세분화된 토지생
산성 지표를 그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인정식은 이전의 ‘경작규모의 영세성’의 기준을 버리고 ‘토지생산성’의 기준을
채택했다. 그는 이 생산성의 기준을 통해 일본-조선-중국을 비교했고, ‘동양농업’
의 분석에서 기존의 역사유물론(‘아시아적 반봉건’론)을 폐기하고 아시아적 생산
양식론(‘정체사회론’)으로 전환했다. 이 일련의 이론적 전회는 그의 정치적 전향

(1938)과 맞물려 벌어진 사건이었다. 다시 말해, 지식생산양식의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정치적 전향은 이론적 전회와 동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었다.
인정식은 ‘토지생산성’ 지표를 조선 내부에 대한 분석에서 도출했지만, 중일전
쟁의 진행 속에서 그 비교의 시선을 일본-조선-중국 간의 관계로까지 확장했다.
인정식은 중일전쟁을 ‘문명(일본) 對 정체(중국)’의 전쟁으로 해석했고, 타자에
대한 제국주의의 부당한 폭력을 방조하고 이에 동참하는 길로 나아갔다. 인정식
에게, 제국주의의 부당한 폭력에 희생당하는 이웃의 존재는 간단히 외면되었고,
그 전쟁은 ‘조선’이라는 네이션(nation)의 ‘발전’의 계기로서만 의미화되었다. 그
의 ‘토지생산성’ 지표는 이러한 ‘아(亞)제국주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과학적
근거’로서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정식은 ‘조선’의 역사적 지위를, 그가 일본에 적용한
역사유물론(‘아시아적 半봉건’론)이나, 중국에 적용한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정체
사회론’)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온전히 재현해낼 수 없는, 이른바 ‘이중
속박’의 상황에 빠졌다. 특히, 인정식에게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을 직접 소개했
던 경성제국대학 교수 모리타니 가쓰미는 조선이 그 이론의 적용을 받는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인정식은 이에 대해 정확히 대답할 수 없는 궁지에 처해
있었다. 이것은 그의 이론적 실패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그가 이 실패를 정면에
서 응시하기를 포기하고 제국주의 침략의 동조자가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우리
는 그에게 ‘전향’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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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1930년대의 식민지 조선의 농정은 식민국가가 입법, 조사, 통계를 통
해 구축한 인식체계의 권력효과에 의해 급속히 안정화되었다. 식민지 지식인의
담론생산도 이 인식체계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이지만, 현재 한국학계의 ｢식민지근대화론 논쟁｣은 1930년대의 ｢조선사회
성격논쟁｣과 자료, 방법, 논리의 측면에서 매우 동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점은 식민국가가 생산해낸 자료에 전제되어 있는 개념, 범주, 계수화의 권력
효과를 충분히 응시하지 않는다면 비판적인 식민지 연구의 길은 요원한 것임을
시사한다.

핵심어: 농정(農政), 통계, 지식생산양식, 지식국가, 인식체계, 인식폭력, 소작, 소
작쟁의, 관습, 관행, 민법, 조선민사령, 조선소작조정령, 조선농지령, 사
회성격논쟁, 사회구성체, 박문규, 인정식, 박문병, 우메 겐지로, 노무라
조타로, 쓰마가리 쿠라노조, 히사마 겐이치, 야마다 모리타로, 모리타니
가쓰미, 칼 비트포겔, 아시아적 생산양식론, 경성제국대학, 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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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한국의 근현대사를 십년 단위로 나누고 각 시대마다 고유성을 부여해온 진부
한 논법을 여기서 새삼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식민국가에 대한 ‘비판’에 관한
한 1930년대 식민지 조선사회는 너무도 깊은 침묵의 세계로 빠르게 침잠해버린
듯하다. 삼일운동 이후 1920년대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찬연한 혁명적 사회운동
을 떠올린다면, 문득 때 이른 혁명의 퇴조에 탄식이라도 해야 할 정도다. 사뭇
격세지감이다. 비단 식민지의 사회만이 아니다. 지식인 사회의 풍경을 둘러봐도
비판적 지식인의 패기는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지성사적으로 앙상하기 이를 데
없는 전향(轉向)의 흔적들만이 드문드문 목격될 따름이다. 왜 혁명의 열기는 그
토록 차갑게 식어버린 것일까? 거리의 함성은 어째서 침묵 속으로 잦아든 것일
까? 1945년 이후 해방공간을 뜨겁게 달구었던 혁명의 열기를 떠올려 본대도, 1930
년대 식민지 조선 사회의 ‘예외적 침묵’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930년대의 식민지 농정(農政)이 주는 일반적인 이미지도 이와 별반 다를 바
가 없다. 사회주의와 결합하여 들불처럼 타오른 소작쟁의로 간담이 서늘해진,
새파랗게 질린 얼굴의 식민관료를 찾아볼 수 있는 건, 1920년대의 빛바랜 사진
들에서일 뿐이다. 식민지 조선의 소작쟁의를 분석한 몇몇 연구들은, 1920년대와
비교하여 1930년대의 소작쟁의 패턴이 크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비교적 담담한
어조로 서술하기도 한다. 그 변화는 첫째, 정치적⋅경제적 요구에서 경제적 요
구로의 변화(쟁의요구의 변화), 집합적 집단쟁의에서 비집합적 개별쟁의로의 변
화(쟁의행동의 변화), 합법투쟁⋅비합법투쟁의 병행에서 합법투쟁일변도로의 변
화(쟁의전술의 변화), 관헌의 사후 직접개입과 제도적 폭력진압에서 사전⋅사후
의 공적(公的) 조정(식민국가의 대응 변화)으로 정리된다(소순열, 2007: 22; 松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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武祝, 1998: 139). 이뿐만이 아니다. 식민지 농촌사회의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식
민지 조선의 역사적 위상과 혁명의 방법론을 도출해내고자 했던 일군의 마르크
스주의자들의 지식실천이 다다른 곳은, 비록 결과론적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아
이러니컬하게도 지식인 그 자신의 ‘혁명할 수 없는 존재’로의 전환과, 심지어
전향이라는 막다른 골목이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대체 무슨 일
이 벌어졌던 것일까?
우선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식민국가의 폭력의 문제일 것이다. 서구 국가들
의 식민지 경영과 비교할 때 일본제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에서 구축한 군사력,
경찰력의 규모, 그리고 식민지 사회로의 침투의 정도가 월등한 것이었음은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松田利彦, 2009; 강창일, 2005; 김민철, 1994;

Cummings, 1981). 1920년대 후반, 식민국가의 소작쟁의에 대한 물리적 진압과
사회주의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은 이 주장에 제법 힘을 실어준다. 그러나

1930년대의 ｢조선소작조정령｣(1932), ｢조선농지령｣(1934) 등 법에 의거하여 소작
쟁의를 해결하려 하는 식민지 농민 주체의 등장은 이 주장에 재고를 요청한다.
지식인의 탈혁명화와 전향의 문제를 사고할 때 역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폭력에 의한 신체적 유린과 물질적 회유의 흔적들일 것이다. 그러나 지식
인의 이론적 포지션의 전환이 오로지 물리적 폭력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그들의 지식실천이 주관적 의지에서는 비판적 기획을 추구하는
의도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주장이 갖는 내적 한계는 다시금 노출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1930년대 식민지 조선 농촌경제의 실질적 개선을 생각해볼 수 있
다. 한국사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오랜 논쟁을 수행해왔고, 그 논쟁은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191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한국의 1인당 국
내총생산(GDP) 추계를 잡아낸 몇몇 연구들에 따르면, 1930년대는 1000달러 남
짓에서 1400달러를 훨씬 웃도는 수준까지의 양적 성장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Maddison, 2001; 溝口敏行, 1988: 239). 그러나 이것은 추계치라는 점에서 여전
히 한계를 내포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오히려 식민지의 ‘민족사회’에 대
해 충실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식민지를 독립된 하나의 경제단
위로 설정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식민지이기에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민
족문제와 계급문제에 대한 면밀한 고찰 없이 그저 거시경제적 분석에 함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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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이라는 지적(허수열, 2005: 21~25; 신용하, 2006)은 깊이 새겨들을만하다.
거시지표의 화려함으로 도색된 ‘개발 없는 개발’일 뿐이라는 문제제기에 충실히
답하지 못한다면, 이 주장은 결국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
발 없는 개발’론도 함께 포함하여, 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의식 간의 관계를 환
원론적으로 파악하는 이러한 사고법은 그 자체로 근본적인 반론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입론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어도 식민지에서의 ‘경제적 인
간’(Homo Economicus)의 출현에 관해 충실한 설명이 요청될 터이지만, 그에 대
한 정밀한 분석은 아직까지는 이들의 관심대상이 아닌 듯이다.
다음으로, 농촌의 사회조직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30년대 식민지 농정은 당시의 조선총독의 이름을 따 이른바 ‘우가키(宇垣) 농
정’으로도 불리는데, 한편으로 소작관련법의 입안과 다른 한편으로 농촌진흥운
동, 자작농창정사업, 농가갱생운동 등이 그 핵심적인 사업이었다. 이것이 농촌사
회의 조직체계와 리더쉽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식민지 농정의 전환에도 지
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출된 바 있다(松本武祝, 2005; 윤해동, 2006). 소
작문제의 해결과정에서도 ‘신식’ 교육을 통해 지역에서 성장한 중견인물들의 영
향력이 강화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중견인물로 표현되는 지역사회의 새로운 리
더계층의 창출은 실은 매우 요원한 과제였고,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신식교육
을 통해 배우고 익힌 지식을 충분히 써먹을 곳이 없었던, ‘식민지의 우울(憂鬱)’
을 체현한 존재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제출되었다(이송순, 2005; 板垣竜太, 2006,

2008). 중견인물 분석의 중요성을 제안한 윤해동 그 자신조차, 그들이 누린 리더
쉽의 토대는 매우 취약했으며 총력전기 식민국가에 의해 동원의 말단행정기구
의 도구로서만 활용되었을 뿐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마지막으로, 식민국가와 식민지 사회의 관계라는 차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식민지 조합주의(colonial corporatism)의 입론이 제출된 바 있다

(신기욱⋅한도현, 2006). 이 입론은 식민지 농정을 ‘강한 국가-투쟁적 사회’ 개념
(구해근)을 매개로 ‘식민지 사회의 투쟁 → 갈등의 제도화 → 식민국가(colonial
state)의 강화’라는 설명논리를 구성해낸다. 이 논의는 두 가지 차원에서 추가적
설명을 요청한다. 첫째, 갈등의 제도화 프로세스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이 분석이 결여되면, 인과성에 관한 설명적(explatory) 진술이 아니라 단순한 묘
사적(descriptive) 진술에 그칠 따름이다. 둘째, 갈등의 제도화를 통해 식민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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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었다는 주장은, 물론 저자들 스스로 이런 ‘확대해석’을 경계하기는 하지
만, 사회의 이해관계를 기초로 한 국가의 조직화, 즉 헤게모니적 지배가 이루어
졌다는 논리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헤게모니 개념에 대해서는 정치적⋅담론
적인 차원에서 의제구성의 주도권(initiatives)이라는 의미와, 경제적 차원에서 계
급적 이해관계의 보장과 재배치라는 의미, 이렇게 두 가지의 접근이 있을 수 있
다. 식민지 조합주의론이 지목하는 헤게모니적 식민지배의 현실이란 결국 후자
의 것으로 귀착될 터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
은 듯하다. 그렇다면, 앞에서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에서 언급되었듯이, 식
민국가가 생산한 자료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지 않았던 것인 이
상, 이 주장이 성립하려면 자료의 한계를 넘어서서 대담한 주장을 펴든지, 아니
면 식민지 사회의 계급적 이해관계의 구성과 실질적 분배구조를 설명할 수 있
는 새로운 분석도구를 개발하여 주장을 입증해야할 것이다. 덧붙여, 박명규는
신기욱 등의 ‘식민지 조합주의’론은 구태여 ‘식민지적 colonial ’이라는 수식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코포라티즘의 일반론에 치우쳐 있으며, 개념의 시공간적 변별
성이 결여된 결과 식민지 조선의 사례를 그저 구미담론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소재로 활용하는 데에 그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박명규, 2001:

40~52).
이상에서의 논의를 통해 1930년대 식민지 농정의 ‘안정화’와 지식인의 탈혁명
화 및 전향을 설명할 수 있을만한 여러 주장들을 검토해봤지만, 아직 만족스러
운 답을 얻지는 못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인과적 계기에 대한 설명이 결
여되어 있고 단순한 묘사적 진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일
것이다. 바꿔 말해, 위의 일련의 논의들은 1930년대 식민지 농정의 ‘안정화’를
묘사하는 데에 그칠 뿐, 여전히 그것이 어떤 사건, 또는 어떤 계기에 의해 구축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식민국가가 수행한 일련의 농정 입법, 조사, 통계 등에 의해 구성된 ‘인식체계’
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응시함으로써, 이 과제를 해명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종종 잊고들 살지만, 인간은 역사와 장소의 제약에 구속된 존재이다.

‘보편적 인간’은 관념의 구성물일 뿐, 시간과 공간을 떠난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 마르크스는 독일이데올로기에서 “인간은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것 위에
서만 생산할 수 있을 뿐”이라고 갈파한 바 있다. 마치 ‘보편적 인간’이 초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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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존재하기라도 하는 듯 전제하는 ‘후진국’ 독일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통렬
한 비판이다. 이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통찰은, 그 인간이 길어내고
쌓아가는 지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지식의 생산자는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것 위에서만 생산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이때, 지
식이라는 것이 세계와 사물을 거리화를 통해 대상화하고 이로써 ‘지배’하는 일
련의 실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즉 지식의 문제가 통치의 문제와 깊숙이 관련
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우리는 어느새 ‘지식생산양식’과 통치의 관계를 물
어야 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랬을 때, 우리의 질문은 1930년대 식민지 농정의 인식체계를 구성한 지식의
성격은 어떤 것이었는지로 향한다. 예를 들어, 지주-소작관계를 규율한 ｢조선농
지령｣(1934)에서 일반적인 소작의 기간이 왜 3년으로 책정되었는지, 아니 어째
서 3년으로 책정될 수 있었는지를 묻는 것이다. 그것은 왜 1년이 아니라, 또는

5년이나 10년이 아니라 정확하게 3년이어야 했던 것일까? 그리고, 거부해버리면
그만일 수도 있을 이 ｢조선농지령｣은 어째서 식민지에서 법적 소송을 통해 소
작쟁의를 해결하는 주체를 대거 양산해낸 것일까? 또, 열심히 통계수치와 씨름
하며 ‘적정소작료’(適正小作料)를 계산하고 있는 식민지 지식인은 과연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일까? 아니, ‘적정소작료’가 ‘계산’될 수 있다는 관념 그 자
체는 과연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본고의 의도는 식민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법의 정당성을 탐문하거나 이를 옹
호, 비판하려는 데에 있지 않다. 그보다는 법에 주목하고 이를 실용적으로 전유

(appropriation)하면서 내면화하는 주체의 등장과, 그 사태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식인의 말 그 자체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보다는, 그가 비판적 담론을 구성해갈 때 필연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이론, 자료, 방법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 지식실천이
낳은 일련의 결과들, 지식인의 행로를 추적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식민국가의 폭력’에 방점을 찍는, 그래서 저항의 도덕성을 신성시함으로써 사
태의 정치적 의미를 봉합하는 관점이나, ‘식민국가의 물질적 헤게모니’의 확립
과 그 파급을 주장하면서 식민지 사회에 대한 식민국가의 전일(全一)적 지배를
마치 현실인 듯 그려내는 관점, 그리고 그 거울상으로서 민중적 서발턴

(subaltern) 세계의 ‘무교섭적 고립’에 대한 찬사에 그치는 관점 등, 이른바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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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라는 방식의 논의는 생산적이지도 또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통치가 점령을 벗어나 시간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폭력
으로만 자신을 치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반대로, 시민사회의 계급적 이해관
계를 충실히 보증하는 물질적 헤게모니가 구축된 식민국가라면, 이미 탈식민화
된 국가이거나 민주주의가 확립된 국가의 모습에 가까운 것이어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할 때, 정작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연
동된 하나의 식민지 사회가 내포한 모순이, 가령 제국-식민지 미곡시장에 통합
되어 쌀의 상품화와 공황의 직격탄에 노출되었던 한 사회의 농정의 파행이, 그
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열정적인 혁명운동으로 고양(escalation)되지 못했는가를
진지하게 탐문하는 것이다. 본고는 사회적 현실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준거가 되
는 동시에, 사회적 현실 그 자체를 구성하는 일련의 인식체계, 인식론적 기초를
분석함으로써 그 답을 찾고자 한다. 이 작업은, 소위 ‘지식생산양식’(mode of

knowledge production)이라는 새로운 분석방법을 채택하여, 식민국가의 통치의 언
어, 지식인의 비판의 문법, 식민지 사회의 조직화의 논리를 추출하고, 그것이 낳
은 어떤 예기치 못한 결과들을 응시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1. 식민지의 사회조사와 사회과학에 관한 연구
식민국가가 생산해낸 지식과, 이를 통해 구성된 인식체계를 전면적으로 문제
삼은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다. 지식의 생산만이 아니라, 그 유통과 소비의 측
면이 모두 총괄적으로 분석되어야 인식체계에 대한 규명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
러한 연구부재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확인해두어야 할 선행연구로서는 식민국가가 수행한 여러 조사사업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조선총독부에 의해 대대적으로 시행된 식민지 조사는
크게 1910년대의 토지조사사업과 구관(/관습)조사사업, 1920년대의 국세조사(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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勢調査, 센서스), 1930년대의 민속조사와 각종 농촌조사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일상적인 조사사업의 결과물로서, 조선총독부통계연보와 조선총독부조사월보
등이 정기적으로 작성되어 출간되고 있었다.
토지조사사업에 관해서는, 그 진행과정을 세밀하게 해명한 연구들은 물론이거
니와(신용하, 1982; 宮島博史, 1991; 김홍식 외, 1997; 배영순, 2002), 19세기까지
의 조선사회에서의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존재여부를 둘러싸고 여러 입장들이
개진되는 등(한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 토지대장연구반, 1995; 조석곤, 2003),
연구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토지조사사업이 낳은 사회적 결과에 대해서도
관련 연구가 제출되어 있다(김동노, 2007).
다음으로, 관습조사사업에 대해서는, 법학과 역사학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진
행되었다. 관습조사보고서(1913)로 일차 총괄된 조선총독부의 조선관습 인식
에 대해, ‘기록된 관습과 실제 관습 간의 차이’ ‘일제에 의한 조선의 전통적 관
습의 왜곡’이라는 문제설정에 선 연구(정긍식, 2002; 鄭鍾休, 1989; 최석영, 1997)
와, 일제(日帝)의 취사선택에 의한 ‘전통의 창출’로 보는 연구(이승일, 2009; 양
현아, 2012; 이철우, 2006; 홍양희, 2006; 배성준, 2009)로 나뉘어 진행되어오고
있다. 이들 연구는 대체로 한국의 가족제도에 관련된 관습사항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되어왔고, 배성준의 연구가 토지관습의 창출과정에 관한 세밀한 연
구로서 소수의 연구사례에 속한다.
다음으로, 국세조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연구영역 그 자체가 공고화되지는 못
했지만, 본격적인 연구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박명규⋅서호철, 2004). 민
속 및 문화에 관한 조사에 관해서는, 조사 자체에 관한 것에서부터 조사를 수행
했던 인물과 그 제도적 기반에 이르기까지, 인류학계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성과
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다(박현수, 1998; 中生勝美 編, 2000; 주영하 외,

2006; 남근우, 2008; 전경수, 2010; 최석영, 2012). 마지막으로, 농촌조사에 관한
연구는 관련 자료의 영인과 번역은 눈에 띠지만(농촌진흥청, 2009), 아직 본격화
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외에, 조사기관을 중심으로 통시적으로 조사의 내역을 정리한 연구로서는,
최근 제출된 ｢조선총독부 문서과, 조사과 연구｣의 성과를 중요하게 언급할 필요
가 있겠다(정일균 편, 2010). 조선총독부 조사기구의 ‘일상적’ 조사활동과 자료
자체에 대한 분석은 별달리 진행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비록 연구대상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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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과와 조사과에 한정되어 있는 한계는 있지만, 위의 연구가 이러한 문제를 개
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식민지 조선에서의 사회과학, 나아가 아카데미즘의 실체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지식사 전반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제로서 설정되고 있으나, 아
직은 연구의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본격적인
연구로 나아가기에 앞서 사실관계와 지식기구 및 제도의 존재를 정확히 확인해
두어야 하는 현재의 연구사적 사정에 따른 것이다. 지식의 참조체계를 정확히
특정하면서 지식의 이식과 변용, 또는 연쇄와 전유의 시도, 그리고 이러한 역동
적 과정을 통해 구성될 수 있는 ‘식민지 아카데미즘’을 확인하는 데에까지는 진
전되지 못했지만, 일련의 학제사와 인물에 대해 정리한 연구로서 향후 ‘식민지
사회과학론’의 계기를 확보한 연구들은 많이 축적되었다(안계춘, 1973; 방기중,

1992, 2004; 정규영, 1995; 한국사회사학회, 2002; 이준식, 2002; 정선이, 2002; 박
광현, 2005; 백영서, 2005; 손정수, 2005; 윤대석, 2006; 김기석, 2008; 김옥주,

2008; 정준영, 2009; 정근식⋅박명규⋅정진성 공편, 2011; 홍종욱, 2011; 신주백,
2012; 천진, 2013; 김종준, 2013).1)
본고의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생각해본다면,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은 기본적
사실의 확인에 큰 도움이 되지만, 지식권력의 문제 즉, 지식의 생산⋅유통⋅소
비, 수용과 전유의 양상, 그리고 거기서 창출되는 권력효과의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조사들에 관한 연구의 경우, 조사-권력의 의
지에 대한 분석이 개념, 범주, 방법 등의 차원에서 정밀하게 분석되지 못한 점
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리고 사회과학 및 아카데미즘에 관한 연구는 제도분석
의 단계에 머물거나, 관련 인물들의 저서 등 업적물을 수집하고 의미를 따라가
며 독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동시대적 지식연쇄 및 논쟁의 공간 속에서 그 의미
를 살려내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식민국가가 수행하여 만
들어낸 조사의 결과물들을, 마치 현재의 우리가 식민지 연구의 자료로서 활용하
1) 최근, 일본의 제국사(帝國史)의 관점에서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의 학술사적 지위를 분
석한 연구로는 이시카와 겐지(石川健治, 2006)의 연구가 있지만, ‘식민지 아카데미즘’의
문제설정이 아니라, ‘식민지를 의식하지 않는 아카데미즘’에 관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제
외했다. 식민지 사회로부터의 직접적⋅간접적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은 연구
인 것이다. 한편, 패전 이후 일본 지식인 가운데에서 식민지 조선에 관해 언급하지 않지
만, 실은 그 원(原)체험이 그 지식형성에 짙게 드리워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 연구로는 남기정(2010)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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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처럼, 당시 식민지 지식인들도 이를 활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 그것이 지닌 의미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민권력의 통치역량을 분석하는 작업은, 식민지 사회에 대한 사회조사를 통
해 얻어진 지식 그 자체를 확인한다고 해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 지식이

‘비밀’의 굴레를 벗어나 공중(公衆)의 것으로 개방되고 공개적으로 소통⋅논쟁
(debate)되었는지, 그렇다면 그것을 누가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나아가 이러한 논
쟁적 상호작용이 낳은 정치적 결과는 무엇이었는지가 하나하나 확인되어야 하
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포괄적 분석과 이해가 결여된다면, 식민권력의 ‘일방성’을
강조해온 연구사 내부의 문제는 끝내 해소될 수 없다. 또, 보다 근본적인 차원
에서는, 시간의 누적을 통해 계속 재생산되고 강화되어온, 심지어 오늘날 우리
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식민지 지식권력이 구축한 인식체계의 영향
력을 끝끝내 응시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다. 이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생산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지식이 유통되었던 지식장과 이를 소비했
던 주체들의 면면이 하나하나 분석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지식실천이 낳은 여
러 사회적 결과들, 그 권력효과를 충분히 음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2. 지식인의 전향에 관한 연구
일본학계에서 제출된 ‘총력전체제론’은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 전향에 대한 최
근의 재해석의 흐름에 중요한 이론적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야마노우치 야스
시(山之内靖)는 전후 시민사회파의 일원으로서 전시기에는 고노에 후미마로(近

衛文麿, 1891~1945) 수상의 정책브레인 집단인 <쇼와연구회>(昭和硏究會)에 참가
했던 오코우치 가쓰오(大河內一男, 1905~1984)의 ‘전향’에 내재한 내적 논리를
확인했다. 야마노우치에 따르면, 오코우치는 전시사회정책론(戰時社會政策論,

1940)에서 전쟁으로 인해 국가의 성격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상황판단을 하고
있었고, 따라서 종전에는 계급국가의 지배논리라고 평가했던 사회정책학을 계급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질화, 통합할 수 있는 이념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
었다(山之内靖, 1999: 서문). 요네타니 마사후미는 <쇼와연구회>의 실질적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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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마르크스주의에서 ‘혁신파’로 전향한 미키 기요시(三木淸)가 ‘동양의 통일’
과 ‘자본주의문제의 해결’을 내걸어 동아협동체(東亞協同體)와 신체제의 실현을
추구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요네타니는 이들이 구상한 ‘전시사회변혁’은 ‘근대
세계’로부터 ‘현대세계’로 나아가는 이행기 ‘현대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자본주의의 수정에 의한 국가의 변용만이 아니라 아시아⋅아프리카의
탈식민화를 위시한 세계질서 전체의 구조변동을 낳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었
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한다. 중일전쟁 종전전략(終戰戰略)과 중국통일화문제를
둘러싼 정책논쟁, 전시 국민생활안정화 기획, 동아협동체론과 일본의 혁신을 매
개하는 이른바 ‘전시변혁’의 시도 속에 ‘혁신파’ 지식인의 실천이 자리하고 있었
고, 비록 불발된 꿈이 되어버리기는 했지만, 특정 국면의 일본의 정치현실 속에
서 그것은 충분히 실현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米谷匡史, 1997).
이러한 시도는 일본의 전향연구사에서 대체로 제3의 국면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제1의 국면에서, 전향은 ‘권력의 강제에 의한 사회주의자들의 굴복’으
로 평가된 바 있다. 이것은 공산당의 ‘비전향의 신화’를 절대화하면서 문제를
도덕적 수준으로 옮겨놓았다. 제2의 국면에서 전향은, 1950년대 중반 이후로 제
창되었던 공동연구 전향(共同硏究轉向)이 ‘권력에 의해 강제되었기 때문에 벌
어진 사상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재구성함으로써, 강제와 자발성이 얽혀
있는 현상으로서 재발견되었다. ‘제도/정책으로서의 전향’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사상으로서의 전향’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센고’(戰後)의 종
결이 선언되던 ‘1950년대 일본’이라는 역사적 시대성 속에서 비판담론의 재구성
을 추구하는 현실비판적 실천이기도 했다. 토베 히데아키는 ‘전향론을 통한 비
판적 주체의 형성 시도’로서 이 공동연구 전향이 지닌 학술운동사적 함의를
평가한 바 있다(戸辺秀明, 2006). 그리고 제3의 국면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총력
전체제론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전향연구의 흐름이다.
조선지식인의 전향을 위의 제3의 국면에서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해석한 연
구로는, 마쓰다 도시히코(松田利彦, 1996; 1997; 1998), 홍종욱(2000, 2011), 장용
경(2003), 전상숙(2004), 김경일(2011) 등의 연구가 있다. 마쓰다는 아시아태평양
전쟁기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가 주창한 동아연맹론(東亞聯盟論)에 호응해갔던
강영석(姜永錫)과 조영주(曹寧柱)의 생애와 그 논리를 탐색했다. 그의 연구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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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마르크스주의 전향자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우파의 대표적인 권역담론이었
던 동아연맹론에 호응해간 조선지식인의 사례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조선인전향
문제의 외연을 확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홍종욱(2011)은 조선인으로서 제국
의 ‘전시변혁/탈식민화’ 논의를 수용하여 ‘역사적 주체로서의 조선’의 지위를 확
보하고자 했던 이로서 인정식과 김명식을 재조명했다. 또, 당시 내선일체론 가
운데 ‘협화적 내선일체론’이 존재했음을 강력히 시사하면서 조선인 전향자들을
그 범주로 분류한다. 홍종욱(2000)은 지식인전향을 ‘친일’로 규정한 채 논의를
종결해왔던 기존의 해석을 비판하고 지식인의 정세인식을 부각시켜 그 재해석
을 시도한 바 있다. 그의 일련의 연구는 중일전쟁이 가져온 조선 안에서의 정치
경제적 변화와 그에 대한 지식인의 정세적 판단/실천을 근거로 하여, 이른바 ‘사
상으로서의 전향’이라는 측면에서 지식인론을 재구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용경(2003)은 홍종욱과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인정식의 전향 속에는 정세적
판단에 의거한 ‘개혁의 지속’의 의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김경
일(2011)은 지식인 전향문제를 동아시아 지역연대의 역사라는 거시적인 맥락 속
에서 다룬다. 동아협동체론과 동아연맹론 등을 ‘연대론적 기획’으로 재해석하고
그에 호응했던 조선인들의 내적 논리를 분석했다.
본 연구는 전향에 대한 이들의 문제제기에 깊이 공감한다. 그들의 연구는 그
동안 ‘친일’의 시각으로만 평가해왔던,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연구관심 그 자체
를 사장(死藏)시켜왔던 기존의 연구태도에 매우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할 수 있
는 것이다. 이들 연구는 새롭게 연구영역을 구성한 것으로까지 볼 수 있다. 전
향자라는 낙인 속에 잊혀져갔던 사상가인 인정식, 김명식, 서인식(趙寬子, 2007),
박치우 등은 이들의 재해석을 통해 새롭게 주목받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그들은 ‘조선인 동아협동체론자’의 이름으로 소환되었고 재래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들 연구경향 자체가 갖는 한계성을 응시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우선, 이들 연구는 지식인의 전향과 정세의 관계를 지극히 환원론적으
로 사고하거나, 전쟁의 추이를 결정적인 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구태여 기존의

‘친일론’의 관점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일전쟁이라는 ‘중대사
건’의 발생 이후에 모든 지식인들이 전향의 길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점을 보
다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어 보인다. 바꿔 말해, 질문은 특정 국면에 왜
어떤 이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사상적 전향의 길로 나아갔는가, 라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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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져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들 연구 속에서는 전향의 내적 논리가 충분히 규명되지 못하였
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향자는 지식인이고 전향문제는 지식인문제이기도 하
다. 즉, 지식인의 논리적 전환, 또는 태도의 변환의 문제인 것이다. 친일론은 전
향자를 지식인으로 보는 데에 인색하고 그의 외면적 활동과 이력에 주목하여
친일의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데에 온힘을 기울여왔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전
향자의 내적 지식세계의 고유성을 응시하려는 연구관심과는 거리를 둔 채 활용
되었다. 연구의 초점도 전향자의 주관적 의도를 확인하는 데 맞춰졌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친일론을 비판하고 전향을 정치적 행위로 재해석하려는 입장에
선 최근의 연구들도 최종적으로는 전향자의 주관적 의도를 확인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지식인의 전향을 ‘권력의 강제에 의한 굴복’
인 동시에, 정세인식에 의거한 자발적인 협력으로 재조명하려 하는데, 여기서
전향자는 자신의 기획을 버린 이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 혁명과 개혁의
과제를 이어가려 했던 이로 재평가된다. 바꿔 말해, 그는 일신의 안위를 위해
비판적 정신을 팔아버린 이가 아니라, 주어진 정세 속에서 이상과 현실의 간극
을 의식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출하고자 한 이로 재평가되는 것이다. 이들 연
구는 전향자의 행동 안에 자리한 주관적 의도를 분석하는 일에 몰입하고 거기
에서 행동의 근거를 찾으려 한다.
본 연구는 이것이 지식인의 전향문제를 다루는 적절한 방법인지에 대해 의구
심을 갖고 있다. 즉, 연구자는 연구대상인 전향(자)에 대해 객관화된 평가를 내
릴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이들 연구는 전향자와 연구자 자신 간의 거
리를 유지하는 데에 실패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다. 전향자의 주관적 세계
와 마음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인문학적 질문방식은 종종 전향자의 ‘변명’을 재
확인하거나 ‘변명’ 자체를 구성해주는 결론으로 귀착되곤 했다. 낙인을 찍어 침
묵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주체로서 재조명했다는 점에서는 큰 기여를
했지만, 계속 주관적 의도를 찾아내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그 한계가 명확한 것
이다. 홍종욱, 조관자 등의 연구에 대한 이석원의 비판(2011)도 바로 이 점을 지
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방법적 전환, 또
는 새로운 방법의 창안이 요청된다고 본다.
전술했다시피, 전향은 기본적으로 지식인문제이다. 지식인은 ‘지식생산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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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고 지식장의 문법을 따른다. 그렇다면 전향연구는 지식인의 지식생산수
단의 차원, 지식장의 문법이라는 차원을 분석하지 않고는 완결될 수 없다.2) 본
연구는 전향의 문제를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연쇄와 ‘식민지 사회과학’의 장이라
는 문제설정 속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식민지 사회과학사의 서술로
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제3절 이론적 자원

1. 세계의 지수화(指數化)와 통치
통치(government)는 국가의 과학인 통계라는 관념, 즉 통치대상에 대한 사실의
축적과 도표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국가의 센서스(census), 사회개혁가들의 조
사, 경찰력에 의해 수행된 각종 조사, GNP와 성장률, 인플레이션, 심지어 기업
의 회계장부와 세금내역서에 이르기까지, 실재(reality)를 계산가능한 형태로 바
꾸는 거대한 기입(inscription)의 작업을 통해, 그리고 이를 통해 생산된 지적 결
과물들이 있음으로써 통치는 가능했다. 기입은 통치대상인 실재를 사고가 작용
할 수 있는 평면 위로 옮겨오는 작업이다. 기입을 통해 비로소, 실재하는 대상
은 고정될 수 있고 비교될 수 있으며 통합될 수 있는 무엇으로 전환된다. 이때,
기입은 표, 숫자, 차트, 그래프, 통계의 형태로 재현되고, 특히 숫자(numbers)화된
기입은 어떤 실재영역을 통치가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내는 데에 결정
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숫자는 서로 상이한 현상들 간의 관계를 구성할 수 있게
해주고, ‘인구’ ‘경제’ ‘여론’ ‘이혼율’ 등과 같이 실재를 계산가능한 실체로 사고
할 수 있게끔 만든다. 숫자의 기입이란, 실재에 대해 멀찍이 떨어져서(at a

distance) 관찰하는 일종의 관조행위이다. 이렇게 확보된 숫자는 최종적으로 ‘계
산센터’(center of calculation, Latour)에 수합되고 축적되며 총괄된다. 그리고 이러
2) 국민문학 편집주간 최재서를 ‘국책협력’의 관변지식인으로 그려내기에 바쁜 여러 연구
들과는 달리, ‘영문학자로서의 최재서’와 그가 기댄 영문학 이론을 새롭게 발굴하여 이
를 통해 그의 ‘전향’을 분석한 미하라의 연구(三原芳秋, 2008)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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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입들이 누군가에 의해, 또는 어떤 특정 집단에 의해 어느 한 곳에 축적되
면, 그들은 ‘숫자로 지표화된 권력’(calculation power)을 갖게 된다(Latour, 1987:

232~234; Rose and Miller, 2008: 65~68). 여기서, 이 특정 집단이란 통상 전문가
들을 지칭하며, 그들은 위기, 개혁, 불안, 안정, 법, 질서, 정상, 병리 등에 관한
여러 정치적 관심사들을, 지표화와 지수화에 적합한 방법론적 능력을 자부하는
사회과학의 용어로 번역해낸다. 사회과학은 이들 실재를 길들이는(taming) 데에
매우 탁월한 역량을 선보여 왔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숫자를 통해 이루어지
는 결정은 공정하고 비개인적이라는 외양을 확보한다. 수량화(quantification)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결정하는 방법이다(Porter, 1995: 7~8).
그런데, 이러한 지표의 선정과 지수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실재를 특정한
개념과 범주를 통해 문제화하는 권력의 실천이 선재(先在)해야 한다. 계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범주화가 선재해야하며, 따라서 범주는 숫자의 기입과 집계 이
전에 존재하는 것이다(Hacking, 2012: 27). 범주는 일시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일
단 그것이 만들어져 통계종사자들에게 쓸모 있는 것으로 전제되어 숫자를 모으
고 처리하게 되면, 공식적인 것이 되면서 힘을 갖게 된다(Porter, 1995: 42). 범주
화(categorization)는 우리가 세계를 보고 해석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가령, 인구를 범주화하는 방식은 데이터수집가들의 사회정치적 아젠다를 직접적
으로 반영한다(Stigler, 2003; Darrow, 2001; Cohn, 1996; Porter, 1986). 다만, 범주
는 어떤 의미에서든 일시적인 것이고, 역사적 조건과 사회적 요청의 변화에 따
라 그 견고함이 상실되며, 그 결과 늘 재구성되어야 하는 운명에 처해있다

(Tooze, 2001).

2. 지식권력론(/지식국가론)
지식의 생산에 권력이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에 관해 가장 논쟁적이고 급진
적인 주장을 폈던 이는 실은, 푸코이다. 푸코는 권력/지식(Power/Knowledge)에
서 권력과 지식이 서로 동떨어진 형태로 연구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고 하면
서, 권력의 움직임은 끊임없이 지식을 생산하고 역으로 지식은 권력의 효과를
유도한다고 주장했다. 푸코의 이런 주장은 권력을 억압적인 것으로만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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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쿠제 등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을 논박하는 것이기도 했다. 푸코는 만약 권
력이 이런 방식의 배제와 강압, 억압으로만 작동한다면 그건 너무 깨지기 쉬운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한다. 푸코는 또, ‘과학의 과학’으로 불리는 ‘개량’된 마르
크스주의를 과학과 이데올로기를 구분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신뢰
하는 태도도 비판한다. 그는 니체 이후로 진리에 대한 질문의 방식이, 진리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묻는 것에서 진리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묻는 것으
로 전환되었다고 보았다. 바꿔 말해, 질문해야 할 것은 지식의 내용이나 과학적
개념과 방법의 발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유기적이며 과
학적인 담화의 기능이나 그것이 제도와 연결됨으로써 발휘되는 권력의 효과라
는 것이다. 푸코에 따르면, 권력은 끊임없이 진실을 제도화하고 전문화시키고
진실을 추구하는 일에 보상을 해준다. 푸코의 질문은 예컨대, 광인이 격리되었
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는 광인을 격리시키는 데 작동한 지식, 과학, 담화의 ‘메
커니즘’으로 향한다. 푸코에게 이 메커니즘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그는 그것을
차라리 관찰, 기술, 조사, 통제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아둔 도구로서의 지식으로
부르기를 제안한다. 권력은 필연적으로 지식장치(apparatus of knowledge)를 조직
하고 지식을 유통시킨다는 것이다(Foucault, 1980). 푸코의 논의는 우리에게 ‘지
식을 통한 지배’의 문제설정에서 ‘지식생산 프레임의 구성을 통한 통치’, 즉 지
식의 규칙, 형식, 문법 등 인식체계 그 자체의 구성에 개입하는 권력의 작용이
라는 문제설정으로 옮겨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3)
푸코의 이 지식권력론은 식민지의 지식장, 특히 사회과학이 갖는 권력효과의
분석에 대단히 유용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기

(madness)의 분석에서 이성이 광기를 규정, 격리하고 이를 침묵, 제압해가는 지
식 실천의 과정과 그 효과를 보여준 대목은 의미심장하다(Foucault, 2003). 지식
은 타자를 기입하고 분류하며 개입함으로써 침묵(silence)시키는 무기인 것이다.
이 점은 식민지 연구에도 중요한 이론적 함의를 제공한다. 우리는 식민권력이
구축한 전문화된 지식제도 속에서 진행된 일련의 지식실천을 통해 ‘합리성’의
기치 아래 식민지 사회가 조사, 분석되어 침묵, 제압되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종
3) 이 문제를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관점에서 제기한 연구로서는, Cohn, Bernard, 1996,
Colonialism and Its Form of Knowled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Comaroff, Jean and John
Comaroff, 1991, Of Revelation and Revolution 1,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등을 참고할
것.

- 15 -

제1장 서론

종 목격하게 된다. 이때 사용되는 가장 강력한 지식생산의 자원(resource)으로서
는, 사회현상에 관한 통계자료로 대표되는 일종의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를
꼽을 수 있다(Land, 2001, 1983; Slattery, 1986; Carley, 1981; Carlisle, 1972, Bauer,

1966). 이것은 국가 등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생산되고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일
종의 ‘공공지식’(official knowledge)으로서, 논쟁의 장 속에서 종종 불거지는 사회
적 논란들을 불식시키고 주관적 의견들의 소란함을 억제하는 권력효과를 생산
한다. 이 공공지식의 생산⋅유통⋅소비의 과정을 통해 사회갈등은, 예컨대 현장
에서의 투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에서 전문가적 통계치 조율을 통해 해
결될 수 있는 문제로 전이(轉移)된다. 이것은 지식국가(knowledge state)가 성립하
고 또 작동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징후이다(최정운, 1992).4)
다만, 푸코의 논의를 식민지 공간에 그대로 투영하여 논의하는 것은 다소 무
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지식의 제도화와 전문화의 문제를 응시할
경우, 서구사회의 경험 속에서 제출된 푸코의 논의와 식민지의 지식조건 사이에
는 격차가 존재한다.5) 식민지의 지식조건 속에서는 푸코의 논의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문제 또는 주체가 더 추가되어야 한다. 아니, 이것은 단순한 추가가 아
니라 새로운 역동적 장(場)의 출현이라고 불러야 할 사태이고, 이를 통해 식민
지 지식권력의 작동 메커니즘은 자신만의 독특한 속성을 발산한다고 할 수 있
다. 바꿔 말해, 식민지에서의 지식권력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식권력을
구성하는 동시에 그 작동에 매개되는 ‘식민지 지식인’의 주체성격(subjectivity)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식민지 지식인은 ‘민족’이라는 신체적 표지가
늘 외면화, 가시화되는 존재로서, 이른바 식민권력이 구축한 지식기구, 지식제
도, 지식장에 참가하여 논쟁을 벌이고 ‘진정한 사회재현’을 두고 제국의 전문가
집단과 경쟁을 벌이는 존재들인 것이다. 여기서 푸코가 분석하지 않았거나 중시
하지 않았던 문제, 즉 식민지 지식장(field of knowledge) 내부의 메커니즘에 대
한 해명이 요청된다.
4) 물론, 사회통계는 인간 지식의 특별한 형태가 수학의 틀로 가공된 것으로, 수치의 형태
로 표현된 사회정보(social information)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것이다. 공공통계(official statistics)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다. 공공통계의
재현을 통제하는 이는 공공의 논쟁도 통제할 수 있다. 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해 보이는 이
공공통계는 실은, 정치적 권력의 핵심적 자원인 것이다(Slattery, 1986: 4~12).
5)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푸코의 권력 이론에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성이 들어설
여지가 별로 없어서, 시종일관 권력의 일방적 관철로 논의가 단순화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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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유-주체와 내면화(internalization)
식민지 지식장 내부의 메커니즘에 관한 분석은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진
전될 필요가 있다. 우선, ‘전유하는 식민지 주체’의 등장, 즉 ‘식민지적 신체’가
융기하는 사태의 발생이다. 이것은 식민지 지식인이 제국과 식민지 간의 사회의
차이를 실감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혹은 부조적으로 언어화하는 행위에서 드러
난다. 그는 한편으로 제국의 지식체계를 ‘공유’하면서 식민지 사회를 재현하는
이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이를 ‘전유’하면서 지식장 내에 유포된 지배적인
해석체계에 도전하는 이의제기자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식민국가의
통치역량이란 이들의 비판과 이의제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인지하고 분석하며
최종적으로 이들을 관리, 설득(을 과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 지식을 공유/전유하는 식민지 주체의 등장은 제국-식민지 지식연쇄
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공유/전유되는 지식은 제국-식민지 지식연쇄, 나아가
세계적 차원에서의 지식순환의 산물일 수 있는 것이다. 아카데미제도 및 사회운
동의 영역에서 중요한 이론적 자원이 되었던 마르크스주의는 그 대표적인 예이
다. 이 연쇄의 시각은 사상사 및 지식사 연구에서 기존의 비교의 시각으로는 포
착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제영역을 발굴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비교의 시
각은 지식순환의 범위를 국민국가 경계 안쪽으로 설정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연
쇄의 시각은 이러한 지식경계의 제한을 해체하고 탈맥락화의 오류를 개선한다

(山室信一, 2001; 駒込武, 1995/2008). 적어도 분석단위로서 국민국가 상위의 권
역(region)이 설정될 수 있는데, 이 점은 본 연구에서 제국-식민지 지식사의 영역
을 응시할 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제기로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이
와 같은 연쇄의 시각이 설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용자의 정치적, 전략적 전유
행위의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 연쇄의 시각은 (1)
지식확산의 ‘수형도(樹型圖)’를 전제하고 그 속에서 흔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전파론이나 (2) 전유자의 실천을 언어 간 등가교환으로 해석하는 ‘오도된 번역
론’의 입장에서 해석될 때에는 그 비판적 의미를 상실한다(Liu, 1995/2005, 2004;

Sakai, 1997).6) 지식의 연쇄는 무중력(無重力)의 진공이 아니라, 중력은 물론이거
6) ‘연쇄’(chains)라는 아이디어는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의 사상과제로서의 아시아(思
想課題としてのアジア: 基軸, 連鎖, 投企, 2001)에 의한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언급해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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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와 인력(引力)과 척력(斥力)도 강력하게 작용하는 힘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다. 한마디로 말해, 식민지의 지식장은 전유-주체(appropriation-subject)의
격투장인 것이다.
다음으로, 장(field) 내부의 주체생산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내면
화(internalization)의 효과이다. 이 역시 푸코의 지식권력론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던 주제이다. 장 내부의 상호작용을 통해 과연 어떤 주체가 생산되는가, 또
는 주체성격(subjectivity)에 어떤 변화가 목격되는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나아
가 식민통치 속에서 이러한 주체생산의 결과가 과연 어떤 정치적 의미를 지니
는가 하는 문제이기도하다.
지식장 내부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부르디외의 논의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부르디외는 장(field)과 검열(censorship)의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서 검열은 법적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에의 접근경로와 표현
형태를 동시에 통제함으로써 표현을 지배하는 장의 구조 그 자체”와 같은 것을
말한다. 이런 방식의 검열은 피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침
묵을 지키도록 강제한다.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그저 잠자코 침묵하고 있거나
장 바깥에서 ‘권위 없이’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길 뿐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 만
약 “개별 행위자들이 객관적으로 인가된 것만을 말하게 된다면 검열은 은폐되
고 비가시화된다. …… 그는 이미 검열을 내면화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영원
히 검열을 받고 있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Bourdieu, 1991: 138-140). 결국, 이러
한 검열은 장 바깥의 존재에 대해서는 배제의 효과를, 그리고 장 내부의 존재에
대해서는 내면화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 본다
면, 지식장에 입회하고자 하는 이는 이미 장에서 통용되는 문법을 내면화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대목은 푸코가 마오주의자들과의 토론에서 인민‘재판’
것은, 야마무로의 ‘연쇄’는 제국-식민지의 권력관계에 관한 적극적인 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 격차와 전유의 흔적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이 ‘연쇄’라는 용어를 채용한 이유는, 지식의 문제에 관한 한, ‘이식’이라는 용어가 내포
하고 있는 강제성, 의도성, 일방성이 적절하지만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점에
서 본고의 논의는 다소 양면적이다. 즉, 식민국가에 의해 강제된 ‘소작’ 개념이나 식민본
국의 성과를 의식해가면서 수행한 소작관행조사에서의 지식(/인식)의 문제를 다룰 경우,
제국-식민지 사이에서의 ‘이식과 변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식민지
지식인들의 마르크스주의 이론체계의 수용과정의 경우, 제국-식민지 사이에서의 ‘연쇄와
전유’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해 보인다. 물론, 이 역시 일도양단의 성격
은 아닐 것이고, 본고에서는 그 표현을 적절하게 정제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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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형식을 통해서는 인민적 정의가 도저히 실현될 수 없다고 말한 부분을
떠올리게 한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식민지 지식인이 ‘제도로서의 사회과학’과

‘공공지식으로서의 소작통계’를 마주했을 때 느꼈을 중압감, 그리고 그것을 통
해서만 ‘과학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믿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행위양식(‘통계를
근거로 한 사회과학논쟁’)과 그 효과(‘순치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
론적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7) 나아가, 국가-사회 관계 속에서 이러한 지식(인)의
변형이 가져온 아이러니한 결과를 응시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4. 지식인과 재현(representation)
식민지 지식국가의 성립이라는 문제에서 식민지 지식인이 차지하는 지위는
매우 독특하다. 식민지의 정치조건 속에서 공공지식을 활용하면서 논쟁을 벌이
는 주체는 소극적(negative) 의미에서 사회의 대표자이다. 동시에, 공공지식에 대
한 그의 논쟁적 재해석은 식민권력이 주목하는 감시의 대상이 된다. 그의 존재
그 자체, 그리고 그가 논쟁을 벌이면서 사회를 표상하는 그 지식장은 권력과 사
회 사이에서 초점화되어 시현(示現)된다. 그는 사회적 소통 속에서 권력과 사회
양자로부터 사회재현의 정당성과 대표성을 승인받은 장소에 자리한다. 그는 사
회를 대표하여 권력을 비판하는 이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상황에 따라서는 통치
7) 아렌트는 근대 사회의 발생을 그리스적 의미에서의 ‘정치적인 것’의 쇠퇴로 본다. 그는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가 되어버려 더 이상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행위’하지 않는다는
원리가 이 근대 사회의 기초를 이룬다고 보았다. 사회의 발생과 함께 출현한 근대의 경
제학과 통계학 등 ‘우수한 사회과학’은 행위와 사건을 단순한 일탈과 동요로 처리한다.
아렌트에 따르면, 다수의 문제를 취급할 경우 통계의 법칙은 거의 타당하다. 바꿔 말해,
행위와 언어를 강조하는 그리스적 의미의 ‘정치적인 것’은 폴리스가 구성원의 수를 엄격
히 제한할 때에만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렌트는 현실의 수학적 조작인 통계학은
근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리스인들은 통계학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 현상들, 바꿔 말해 다수, 순응주의, 행동주의, 자동주의 등은 페르시아 문명
의 것으로 구분하고 있었다고 말한다(Arendt, 1958/1996: 93-96). 최정운은 통계의 효과에
대해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중요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최정운은 노동통계가 갖는 공
공지식으로서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그 생산과 활용을 통해 사회주의혁명의 주체들이 사
회민주주의의 개혁적 노선으로 기울어져갔던 역사적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한 바 있다
(최정운,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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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공을 과시하는 권력의 수단이 되어 권력이 요구하는 바를 사회에 확산시
키는 이도 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권력과 사회 양자
사이의 매체(media)라는 점이다.
물론, 식민지 지식인을 이와 같이 재현=대표의 주체로 불러오는 것에 대해 위
화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치공간 내에 제도화된 사회재현 장치가 없는
식민지의 조건은, 이런 위화감을 누르고 식민지 지식인의 사회재현기능을 제한
적 수준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적 주장에 최소한의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볼 때,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넘겨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
은 분명 아니다.
스피박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Can the subaltern speak?, 1988)에서 재
현(representation)에 담긴 표현(re-presentation, 다시 제시하기)과 대표(speaking for;

standing for)의 차이를 의식하지 않는 제1세계 지식인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
다.8) 그는 푸코와 들뢰즈를 사례로 들면서, 이들이 욕망(desire)=권력(power)=이
해관계(interest)의 도식을 가지고 식민지 서발턴 주체를 분석한다고 말한다. 스피
박은 그들이 “서발턴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안다”는 명제를 전제함으로
써 그들 자신의 위치를 투명화한다고 비판한다. 스피박은 비서구세계에서 벌어
지는 일련의 현상을 포스트구조주의의 급진적 시각에서 해석하는 제1세계 지식
인의 논의에 내포된 일종의 ‘인식소적 폭력’을 고발한다. 스피박에 따르면, 서구
역사 속에서도 대표는 결코 욕망=이해관계의 실현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스피박은 그 사례로 마르크스가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에서
분석한 것, 즉 소작농민들이 자신들의 대표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배반하는)
루이 보나파르트를 선택했던 역사적 사실을 예시했다. 서발턴의 행위를 서구세
계에서 익숙한 ‘이해관계의 인간’이라는 전제에 꿰맞춰 해석하려는 태도는 탈역
사적이고 탈정치적인 해석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그리고 스피박은 이
런 관점에서 구하로 대표되는 인도 서발턴 연구집단의 취지에 공감한다. 주지하
는 바와 같이, 인도민족주의의 역사서술에 대항하는 구하 등의 노력은 식민지배
를 ‘헤게모니 없는 지배’(dominion without hegemony)로 이론화하는 데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Guha, 1982; 1999/2008). 그러나 곧이어 스피박은 구하가 서발턴
8) 정치학에서도 재현(representation)은 중요한 이론적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이에 관한 본
격적 논의로서는 Pitkin(1967), Shapiro/Stokes/Woode/Kirshner(2010)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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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본질화시키고 고착화한다고 비판한다. 서발턴은 하나의 주체가 아니라 다중
적 주체라는 것이다. 여기서 스피박은 침묵을 강요받은 ‘말할 수 없는 서발턴’
으로서 식민지 여성의 문제를 제기한다(Spivak, 1988).
스피박과 구하의 논의 속에서 식민지 지식인은 서발턴의 세계를 대신 말해줄

(speaking for)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구하의 관심은 식민지를 권력과 서발턴의
두 세계가 이질적으로 병존하는 장소로 그려내는 데에 있고, 스피박의 관심은
서발턴이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 존재하는 심각한 장벽들을 의식하면서 그 가능
성을 타진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와는 상
당히 다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실체적으로
존재하고 따라서 ‘진정성’의 측면에서 규정해야 할 식민지 사회의 대표성을 확
인, 판단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본 연구 속에서 식민지 지식인의 ‘대표
성’은 식민지 사회로부터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식민권력
측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은 식민권력의 위기의식과 관
련되며 문제해결의 초점이 되는 영역에서 가시화된다. 식민지 지식인의 발화와
그들이 구성한 의제는, 물론 식민지 사회를 직접 재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
지만, 식민권력이 식민지 사회를 파악하는 데에 가장 요긴한 지표인 것이다. 식
민권력의 입장에서 볼 때 ‘식민지 지식인’이라는 존재는, ‘암흑’ 속에 자리한 식
민지 사회를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재현해주는, 식민지 사회 이해
를 위한 매우 중요한 ‘방법적 매개’인 것이다.
식민지 지식인은 사회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특정한 이념이나 지식수
단을 가진다. 이런 점에서, 식민지 지식인은 식민지 사회에 대한 대표성이 부재
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대표성이 제한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듯
하다. 그들은 권력의 특정 담론장 안에서 통용되는 ‘발화문법’을 알고 있고, 이
를 활용하여 식민지 사회를 재현한다. 이 점은 그들이 재현의 대상인 식민지 사
회에 대해 지적 권위를 확보한 이들임을 암시한다. 부르디외의 말을 조금 응용
해 본다면, 그는 “정당하고 공인된 언어, 권위 있는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권리,”
식민지 사회로 하여금 “수용을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Bourdieu;

Thompson, 1984: 46-47에서 재인용) 그는 이른바 ‘언어자본’(linguistic capital)을
소유한 자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식민지 지식권력이 제공하는 제도적
권위 위에 있으며, 이 권위를 통해 자신이 재현하고 옹호하는 식민지 사회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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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존중을 받는 기이하고도 모순적인 존재라고도 할 수 있다. 식민지 지식인은
식민권력으로부터 승인된 ‘권위 있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식민지 사회를 재현하
고 식민권력의 재현방식을 비판한다. 다른 한편, 그는 이 언어를 사용하면서 식
민지 사회에 군림하고 식민권력과 지분을 공유한다. 이 점이 식민지 지식인의
지위가 갖는 고유성이자 독특성이다.

제4절 연구방법, 분석틀, 논문의 순서

본고가 새롭게 제안하는 연구방법은 ‘지식생산양식’(mode

of

knowledge

production)의 분석이다. 이것은 지식생산의 전제, 즉 아프리오리(a priori)를 계보
학적으로 추적하고 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 지식생산과정
에서 활용된 이론, 자료, 방법론 각각의 참조체계(references)를 찾아내고, 그 ‘이
식과 변용’ 또는 ‘연쇄와 전유’의 흔적을 발굴한다. 나아가, 이러한 일련의 지식
실천이 낳은 정치적 결과를 확인한다. ‘지식생산양식’의 분석은, 그동안 1930년
대 식민지 농정사와 지식사⋅사상사에 대한 질문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바
꿔 던지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어, 통상의 질문방식 가운데 ‘어떻게’라는
질문을 강조하는 것이다. 본고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일제하 조선에서 농정의 인식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그것은 식민지의
농정과 지식장(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질문은 다음의 네 개의 하위질문으로 나뉜다.
○ 제1질문: 일제하 조선에서 농정의 인식체계는 어떤 법-개념에 기초하여 구
성되었는가?
인식을 위해서는 ‘개념’(concepts)이 요청된다. 그런데 이 개념은 태초부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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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공간적 제약 속에서 생산된 무엇이다. 개
념은 시간/역사라는 씨줄과 공간/장소라는 날줄이 교차하는 정치적인 장(場) 위
에서 생산된다. 개념은 그 자신의 기원(origin)이 망각되어버릴 때, 그리하여 그
성립과정에서의 투쟁의 역사가 지워지고 ‘자연화’될 때 비로소 권력으로서 작동
한다(‘naturalized concept’).
일제하 조선에서 농정의 인식체계는 ‘소작’이라는 자연화된 개념에 기초하고
있었다. 본고는 일본제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에 강제한 ‘소작’이라는 개념의 ‘출
생의 비밀’을 추적하고자 한다. 추적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메이지민법

(1898)의 제정과정, 그 가운데에서도 영소작권 및 임대차와 관련된 부분을 둘러
싼 여러 논쟁과 입법경위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이 메이지민법의 ‘소작’ 관련
규정이 구한말의 한국과 식민지 조선에 어떻게 강제, 이식, ‘번역’되었는지를 확
인한다. 너무도 자명하여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묻지 않게 된 이 ‘소작’이라
는 개념이, 실은 매우 유동적이고 논쟁적인 공간 속에서 생산된 것임을 밝혀내
고, 이후 일본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침략과 함께 각 사회로 던져짐으로써 해당
사회의 전통적 토지권리들을 해체, 재범주화, 균질화해간 것임을 증명해보고자
한다.

※ 자료: 토지임차권과 관련하여, 메이지민법의 입법경위와 관련된 제반 문
서, 조선통감부 이래 조선민사령의 제정과 이후의 시행에 이르기까지 그 법적
근거로 설정되었던 여러 관습조사보고서, 그리고 각종 회의자료를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 제2질문: 일제하 조선에서 농정의 인식체계는 어떤 조사-범주에 기초하여
구성되었는가?
인식을 위해서는 개념 이외에도 ‘범주’가 필요하다. 이 범주 역시, 개념과 마
찬가지로, 시간적⋅공간적 제약 속에서 생산된다. 조사를 수행하는 권력은, 범주
를 생산하고 이를 ‘강제’한다는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대상을 장악하고, 그 결과
물에 의존하는 이들의 정치적 진폭(振幅)을 결정한다.
본고는 제반 보고서들에 실린 농정통계들의 생산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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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떤 목적 하에 무엇을 어떻게 범주화(categorization)하면서 통계치를 생산
했는가,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인가를 묻는다. 식민국가가 통치의
매뉴얼로 사용했고, 식민지 지식인들이 자신의 입론(立論)을 위한 근거 및 참조
체계로 활용했던 자료 그 자체를 하나의 정치적, 인식론적 텍스트로서 설정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선의 소작관행(朝鮮の小作慣行, 1932. 이하 慣行
으로 略記)을 포함하여 농정과 지식생산의 근거자료로 활용된 여러 보고서들과
그 안의 통계표들은, 권력의 특정한 통치관심 속에서 제작된 것들이다. 통계표
에 등장하는 각종의 범주들은 이 권력의 통치관심에 의해 구성된 것이지, 결코
자명하거나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이 세련된 통계표들은 ‘과학’의 외양을 띠면
서, 애초 범주를 결정한 권력의 의지를 ‘은폐’한다. 이 통계표를 활용하는 주체
는, 이 범주에 묻어 있는 권력의 의지를 특별히 인지하지 못하는 한, 또는 이를
인식론적 차원에서 간파하고 그 대안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한, 권력이 설정해둔
범주 안에 감금될 수밖에 없다. 이때, 그들의 질문은 아프리오리(a priori)를 물을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다.
범주는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범주를 생
산해내는 것은 곧 권력의 의지이다. 따라서 이 범주를 분석하고 해체하는 것은
곧 권력의 의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범주를,
두터운 인식론적 장애를 뚫고서, 과연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 범주의
자의성은 어떻게 폭로될 수 있는 것일까? 본고는 소작관행조사의 역사적⋅공간
적 사례들을 발굴하고, 이들 각각의 인식관심과 범주화의 전략을 상호 비교함으
로써, 범주의 역사성=자의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사-권력의 인식폭
력(epistemological violence)을 가시화하고자 한다.

※ 자료: 근대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서 각각 시행된 소작제도조사의 보고서류
(관습 및 관행조사보고서, 농가경제보고서 등. 목록은 제3장을 참조)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들 보고서를 시간적⋅공간적 차원에서 종횡으로 비교분석하
며, 특히 慣行(1932)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 제3질문: 조선의 소작관행(1932)은 식민지 농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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慣行은 위에서 언급한 식민지 농정의 인식체계, 즉 법-개념과 조사-범주의
전제(前提) 위에서 생산된 텍스트이다. 慣行은 이들 아프리오리를 질문이 닿
지 않는 곳에 봉인하고 자연화한 위에서 생산될 수 있었던 텍스트이다. 이와 동
시에, 慣行은 그 자체로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농정과 지식장(場)을 새롭게
정향(定向)해간 정치적⋅인식론적 텍스트이다.
慣行은 조선총독부가 1920년대의 소작쟁의의 급진화, 집단화로 대표되는 식
민지 농정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1927년부터 1932년까지 조선 전역에 걸쳐 ‘현
행’ 소작관행을 면(面) 단위까지 조사하여 만든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조선
농촌의 농정 현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소작문제를 둘러싼 지주-소작인의 계
급적 갈등관계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가 몇몇 사회적 지표(social index, social

indicators)를 통해 간명한 통계치로 지수화(指數化)되어 있다(‘calculability’). 또,
식민지 농정의 특정한 문제적 집단/범주를 구성하여 식민지 사회에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보고서는 ‘청취조사자료’와 ‘소작관습조사사’ 자료까지 첨부하
여 총 2,100쪽 분량의 두툼한 장정을 자랑하는, 식민지 소작관행조사의 완결판
이었다. 慣行에서 제출된 여러 조사결과와 일련의 통계치들은 식민지 사회 내
부에서 활발히 유통되었고, 소작관련 입법의 근거자료로서 활용되기도 했다. 소
작관련 법안들은 소작쟁의 주체들에게 권리주장의 자원으로 활용되었고, 그 결
과 소작쟁의의 양태 등 농정의 문법이 바뀌게 된다.
본고는 지주-소작관계로 대표되는 식민지 사회관계를 계수화⋅범주화함으로써
대상을 장악해간 조사-권력의 민낯을 폭로하고, 조사-권력이 구축한 인식체계에
갇혀버린 식민지 사회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응시해보고자 한다.

※ 자료: 慣行에 대한 꼼꼼한 텍스트 분석을 수행한다. 기존의 소작관습 및
소작관행 보고서를 총괄, 비교함으로써 慣行만의 특성과 거기에서 유독 도드
라진 특정한 범주를 찾아내어 확인한다. 慣行 이후의 식민지 농정의 전환에
대해서는, (1) 소작관련 법안의 입법프로세스를 보여주는 자료군, (2) 소작쟁의
양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들(농림계열, 경무계열에서 생산한 각종 보고
서), (3) 慣行의 발간과 공개 이후 식민지 공론장에서의 논의를 확인할 수 있
는 각종 기사자료를 종합하여 서술한다. 서술의 초점은 慣行의 ‘출현’이 이들
식민지 농정의 전환과 어떤 인과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에 모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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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이다.
○ 제4질문: 조선의 소작관행은 식민지 지식인의 지식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지식논쟁을 분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논쟁에 참여한 각 지식인의 주장
을 요약⋅정리하고, 그 논쟁이 터하고 있었던 시대성과 장소성에 비추어 그 의
미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종종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컸던 주장과 이론적
분석력이 가장 탁월했던 주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으로 나아간다. 그 둘은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 찬사와 한탄을 보
내고 있는 자신을, 문득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 어쨌든, 이런 분석의 시야는, 기
본적으로 이론적이든 정치적이든 순위(ranking)를 매기고자 하는 인식관심에 지
배되고 있다.
본고는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꿔 던진다. “식민지 지식인들은 어디에서 어떤
근거를 얻어 어떻게 활용하면서 이 지식논쟁에 참가하고 있었던 것일까?” 본고
는 1930년대의 ｢조선사회성격논쟁｣을 앞의 질문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사회성격논쟁｣은, 조선의 지식인들—인정식, 박문규(朴文圭),
박문병(朴文秉)—이 (1) 두 개로 계열화된 동아시아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영향

(1920년대 중국사회성질논전에서의 봉건파-자본파, 1930년대 일본자본주의논쟁
에서의 강좌파-노농파) 속에서, (2) 慣行(1932), 조선총독부통계연보(朝鮮總督

府統計年報), 기타 농업보고서 등에서 얻은 방대한 농정통계 자료를 전유
(appropriation)한 지식실천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본고는 이 지식인들이 이 관제(官製) 통계치들을 어떻게 전유했는지 그 각각
의 방식을 유형화하고, 그것이 낳은 독특한 권력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의 과정에서, 이 논쟁이 그동안 알려진 것처럼 조선지식인들 내부의 논쟁이 아
니라, 사실은 경성제국대학의 교수집단(四方博, 津曲藏之丞)과 조선총독부 농정
기구의 이데올로그들(善生永助, 久間健一)이 수행한, 조선에 대한 ‘과학’적 인식
을 비판하고 대체하려는 자리에서 출발하고 있었음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식민국가가 생산해낸 慣行, 바로 그 텍스트에 전제되어 있고 또
이 텍스트가 새롭게 양산해낸 특정한 농정 인식체계를 비판하는 지식실천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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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도 아울러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단, 그 비판이, 지식생산수단으로서
의 ‘전국 단위 농정통계’ 그 자체가 갖는 권력효과에 의해 발목 잡히게 되는 아
이러니컬한 결과 역시, 우리는 곧 대면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본고는 ｢조선사회성격논쟁｣의 당사자 가운데 한명인 인정식(印貞植)의
전향(1938)의 문제를 ‘지식생산양식’의 차원에서 분석한다. 지식인의 전향에 관
한 연구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통상적인 질문방법은, 그는 ‘왜’ 전향했는가, 라는
물음이다. 권력의 압박, 시국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자기합리화, 개인적 영
달의 추구 등 다양한 답이 제출되어왔다. 그러나 ‘권력의 압박’으로 모든 사람
이 전향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전향한다는 점은 의문이다. ‘시국(時局)이 전
환’되더라도 모든 사람이 전향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전향한다는 점 역시 의
문이다. 전향이 실은 ‘변절’이 아니라, 지식인 자신의 ‘내적 세계의 일관성’을 유
지하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었다고 보는 논의도 있다. 그러나 그 ‘내적 세계’란,
분석의 방법적 매개가 없다면 전혀 알 수 없는 세계에 불과하다. 설령, 그의 자
서전을 열어보니 이런저런 담담한 ‘고백’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지식인 스
스로 자신을 합리화하는 담론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구자는 연구대상으로서의 전향자와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채 그의 ‘입’이 되어 그의 알리바이를 대신 구성해주는 존재로 전락할 위험성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전향 연구는 지식인의 ‘속마음’ ‘의도’가 무엇인지
를 직접 묻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진척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 ‘어떻게 전향했는가’로 질문을 바꿔보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식인의 지식활동의 결과물—저서와 보고서와 수기
등—이 근거로 삼고 있는 출처(references)를 찾아내고, 그 텍스트 내적 논리의
체계, 긴장, 모순을 해부하는 방법이다. 이때, 정치적 전향의 순간에 참조체계의
전환이 함께 발생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질문해볼 수 있다. 혹시 정치적 전
향과 참조체계의 전회가 동시적으로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면, 심증은 물증으로
바뀔 수 있고, 이제 그 정치적 의미를 해석하고 연구자로서의 평가(commit)를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 자료: 지식논쟁에 관해서는 ｢조선사회성격논쟁｣ ｢일본자본주의논쟁｣의 자
료를 분석대상으로 삼는다. 인정식의 전향과 관련해서는, 印貞植全集(제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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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을 중심으로, 인정식의 논의와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있었던 경성제국대학
(京城帝國大學) 교수진(森谷克己 등)과 농정관료(久間健一)의 저작을 집중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1920~30년대 동아시아 마르크스주의에서 역사유물론과 아시아
적 생산양식론의 위상과 그 지식사적 수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활용하고
자 한다.

*****
본고의 서술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2장과 제3장은 식민지 농정의 인식체계
가 법과 조사에 의해 구축(構築)되는 과정을 담는다. 제2장은 법-개념의 문제를
다루고, 제3장은 조사-범주의 문제를 다룬다. 이것은 식민지 조선에서 모든 혁명
으로의 휘발(揮發)을 선제적으로 억제하는 ‘지식국가’(knowledge state: 최정운,

1992)가 성립할 수 있는 태초의 전제, 즉 ‘소작’이라는 개념과 그 범주가 창출되
는 과정, 그리고 지주-소작관계의 계수화가 진행되어 ‘수를 통한 통치’의 기초가
확보되는 과정에 관한 계보학적 분석이다. 그리고 제3장의 제3절은 식민지 조선
에서의 대대적인 소작관행조사(1927~1932)와 그 결과물인 慣行(1932)이 창출해
낸 ‘새로운 농정의 문법(文法)’에 관한 분석을 담는다. 1930년대의 농정입법이
가능했던 조건을 살피고, 식민국가가 ‘적대의 대상’에서 ‘조정자적 지위’로 옮겨
가게 된 과정을 분석한다. 이 속에서 慣行의 권력효과(power effects)가 확인될
것이다. 1930년대 식민지 사회는 慣行이 은폐한 아프리오리(a priori) 위에 자
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제4장 제1절에서는 비판적 지식인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한 ｢조선사회성격논쟁｣ 역시 이 개념과 범주의 아프리오리 안
에서 부분적으로 이를 비판하면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나아가 ‘통계를
근거로 한 논쟁’의 과정에서 지식인이 더 이상 ‘혁명할 수 없는 존재’로 전환되
어갔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제4장 제2절에서는 전향 이후 인정식이, 계산
으로 혁명을 대체하는 최후의 자리에 선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과, 타자의 삶을
갈취함으로써 자신의 모순을 은폐하는 이론적⋅정치적 실패의 길로 나아간 흔
적들을 꼼꼼히 둘러볼 것이다.
본고는 이상의 서술을 통해 일제하 조선에서의 농정 인식체계의 시간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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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밝혀내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개별 장과 절에서는 그 공간적 의미에도 각
별한 관심을 기울여 심도 있게 분석하여 서술할 예정이다. 제국-식민지 사이에
서 일어난 지식체계의 이식과 변용의 흔적들을 찾아내고 해석하는 것이 중심적
인 과제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일본의 메이지민법에서 토지임차권이 구성되는 과
정과 식민지 조선의 조선민사령에서 토지임차권이 구성되는 과정을 비교분석
한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비교의 문제만은 아니다. 메이지민법의 제정자이자
조선통감부의 입법사업을 주관했던 우메 겐지로(梅謙次郞)의 작업이 갖는 정치
적 의미가 부각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제국-식민지 소작관행조사의 연쇄의 실
상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비교를 수행한다. 조사기관과 목적, 조사방법, 질문항
목, 정리항목, 그리고 조사가 가져온 사회적 결과 등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세
밀하게 분석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식민지 지식인들의 지식실천 속에서 제국
일본의 사회과학 지식, 특히 방법론적 전거로서 활용된 마르크스주의 이론체계
가 각각 어떻게 전유(appropriation)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이 지
식실천에 대해 제국-식민지 사이에서의 마르크스주의의 단순한 이식으로 평가해
왔던 기존의 연구들을 비판할 것이다. 나아가, ‘동아시아 마르크스주의’의 사상
적 연쇄구조가 그 지식실천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분석틀】과 【논문의 순서】(圖示)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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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틀】 인식체계의 구성요소: 법, 조사,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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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〇 計數化
: 소작기간/소작료 등
〇 ‘부재지주’ 범주화
〇 행정력
: 面 단위 조사

(上/下, 1932)

朝鮮の小作慣行

인식체계의 규정, 지식자료의 제공

○ ‘관습으로서의 소작’ 조사
○ ‘관행으로서의 소작’ 조사

【제국-식민지 조사의 연쇄】

- ‘임대차’ ‘영소작권’
○ 조선민사령(1912)
- 제10조, 제12조

2장 ○ 메이지민법(1898)

【제국-식민지 법의 연쇄】

인식체계 비판

<관행>

법의 관행화

○ 지식인의 전향

【제국-식민지 마르크스주의 연쇄(2)】

○〈조선사회성격논쟁〉

【제국-식민지 마르크스주의 연쇄(1)】

《식민지 지식장(場)》

〇 합법적 소작쟁의
〇 ‘조정자-국가’ 표상
○ 自/小作 이분체계

《식민지 사회》

｢조선소작조정령｣(1932)
｢조선농지령｣(1934)

<농정법>

[그림 2] 【논문의 순서】(圖示)

4장

3장

제4절 연구방법, 분석틀, 논문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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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과 제3장에서 해명해야 할 과제는 서로 연동되어 있다. 서술의 편의를
위해 장을 구분해 놓았다. 이 작업은 식민지 조선의 농정의 인식체계와 인식장

(場)을 구성한 개념, 범주, 자료를 추출하고, 그 의미를 계보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개념은 법의 영역에서 산출되고, 범주는 조사를 매개로 구성된다. 자료
는, 법에 의해 산출된 개념과, 조사를 통해 구성된 범주의 제약 속에서 생산된
다. 이렇게 생산된 자료는 다시 법-개념과 조사-범주로 피드백되는 원환의 출발
점이 되고, 개념-범주-자료는 끊임없는 순환운동을 시작한다. 법을 입안하는 근
거로서, 조사를 기획하는 기초로서 이 자료는 다시 작동한다. 또, 이 자료는 사
회에서 벌어지는 지식실천에도 활용되는데, 자료 안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개념
과 범주는 지식실천의 양태를 규정한다. 물론, 비판적 지식은 자료와 범주와 개
념을 차례차례 의문시하고, 그 순환의 고리를 해체하기도 한다. 비판적 지식은
지배적인 인식체계의 안에 있지만 그 체계의 내적 완결성을 해체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지니고 있다. 인식체계의 역사성과 사회성을 드러냄으로써, 비판적 지식
은 자신의 소임을 다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비판의 자원을 길어낼 수 있는 곳
은 체계화된 지식으로 회수되지 않은 외부, 그러니까 생명과 사회와 삶 그 자체
일 수밖에 없다.
제2장은 법-개념의 문제를, 제3장은 조사-범주의 문제를 각각 다룬다. 개념이
법에 기입(inscription)되는 과정은 곧 권리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또, 범주가 조
사를 통해 구성되는 과정에는 이미 통치대상을 발굴하는 권력의 시선, 질문을
구성하는 권력의 기획이 개입되어 있다(categorization; problematization). 제2장에
서는 법-개념이 구성해낸 새로운 세계의 의미를 부조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통치를 추구하는 권력의 시선이 맺혀있는 범주의 문제를, 질문이
구성되는 방식을 징후적으로 독해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해킹이 ‘만들
어진 사람들’(making up people/objects and sorting out kinds)에서 제안한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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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될 것이다(Hacking, 1986). 아울러, 식민지 사회에 대한 조사가 수(數)의 권
력작용(performative role of numbers: Hansen, 2012)을 통해 계산가능한, 양화(量

化)된 세계(calculable world)를 출현시키는 특별한 현상을 응시할 것이다.
식민지 조선의 농정의 인식론적 기초를 탐문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 본고는,
근대 일본의 농정을 규정한 법-개념에 관한 분석에서 논의를 출발한다. ‘식민지
제국’ 일본의 농정관련 법-개념의 시계열적, 공간적, 제도적 이식과 변용의 양상
이 분석의 대상이다. 식민지 조선의 농정의 성격과 양태를 규정한 힘의 정치적
의미는 이를 통해 보다 더 분명해질 것이다. 이 분석을 통해, 식민지 농정의 기
초조건으로 ‘자연화된 개념’(naturalized concept)이 실은 역사성과 장소성의 구속
위에서 구축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법-개념을 통해 구축된 인
식체계의 정치적⋅구조적 의미도 드러날 것이다.
동아시아 근대 사회에서 경작토지의 임차(賃借), 이른바 ‘소작’(小作) 개념의
법적 지위가 어떻게 구축되었는가를 고찰할 때, 우선 확인해야 하는 것이 메이
지민법(明治民法, 1898)에서의 ‘영소작’(永小作) 및 ‘임대차’(賃貸借)에 관한 규
정이다. 메이지민법에 규정된 영소작 및 임대차의 법적 지위는 단지 일본사회
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식민지제국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의 역사 속에서
식민화되거나 점령되었던 각 사회에도 강제되고 이식되며 ‘번역’되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 메이지민법에서의 영소작 및 임대차 규정이 과연 어떤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목적 속에서, 그리고 어떤 실무적 과정을 통해 구성되었는지에
관한 물음은, 제국-식민지 농정(農政)의 핵심과제인 ‘소작’ 개념의 문제를 다루
는 데에 지극히 근본적이고 긴요한 물음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물음은 전
통사회의 농민 일반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특정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지닌 자
로서 법 안에 기재되고 또 조사의 대상으로 설정되는, 그 ‘소작농’ ‘소작계급’이
라는 역사적 범주가 어떤 권력의 장(場) 안에서 형성되었는가를 묻는 계보학적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질문은, ‘소작’ 개념과 범주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그것이 제국-식민지의 농정의 성격, 사회계급 및 사회운동의 양태, 그리고 이를
둘러싼 일련의 지식논쟁의 인지적 기초를 규정했을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탐문
하고자 하는 본 연구자의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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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민법(舊民法, 1890)과 임차권의 물권적 구성
메이지민법에서 규정된 영소작 및 임대차에 관한 조항의 연혁과 의미를 분
석하기에 앞서, 그 이전에 입안되었던 구민법(舊民法, 1890)에서 영소작 및 임
대차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었는지를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메이지민법
은 실은 구민법의 성립과 이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 속에서 구민법을 부정
하고 수정함으로써 입법된 것이기 때문이다. 구민법의 입안, 제정의 내막과
실체를 확인함으로써 메이지민법의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민
법은 메이지민법의 정치적 의미를 도드라지게 할 수 있는 거울상, 또는 대조
군인 셈이다.

(1) 구민법 입안 당시 일본의 사회경제적 배경
근대 일본에서 토지제도의 변화를 분석의 편의를 위해 두 차원으로 나누어보
면, 첫째 사회적 관행을 재편하는 정치행위의 차원과, 둘째 현실변화에 따라 새
롭게 구성된 권리들을 기입하는 법의 차원이 각각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단지 분석과 서술의 편의를 위한 방법상의 고려에 따른 것
일 뿐, 정치행위와 법을 일도양단(一刀兩斷)하여 나눌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메이지유신(明治維新, 1868)을 전후로 일본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
면, 우선 토지에 관한 사회적 관행을 재편한 정치행위로서는 판적봉환(版籍奉

還), 질록처분(秩祿處分)에서 지조개정(地租改正, 1873~1880)에 이르는 일련의 현
실적 변화를 들 수 있다. 메이지정부는 납세원을 파악하여 재정수입을 안정화하
기 위해 일련의 개혁조치를 단행했다. 그 일환으로 토지와 관련하여, 도쿠가와
시대의 ｢토지자유매매금지령｣을 해제하였고, 지가(地價)를 조사하여 지권(地券)
을 발행함으로써 토지사유화정책을 단행하였다. 1873년 7월에 ｢지조개정조례｣

(地租改正條例)를 공포한 이후, 1880년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지조개정사업을 완

- 35 -

제2장 제국-식민지 농정과 토지임차법

료하였다. 이 조치를 통해 납세의무자는 토지소유자로 확정되었고, 근대적인 조
세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이 토지소유권의 확정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인정되
어오던 경작자의 관행적인 권리들이 배제되었고, 하층 농민은 소작농으로 전락
하거나 토지에서 완전히 이탈되어 일용노동자나 도시빈민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참고로, 질록처분은 사족층의 가록(家祿)에 해당되는 금액을 채권(金祿公債證書)
으로 청산한 것으로서, 사족층이 누리던 특권의 해체로 이어졌다(박석순 외,

2009).
이것은 이른바 행정처분에 근거한 토지제도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역사
적 의미는, 토지에 관해 근대적 의미에서의 사적 소유권을 창출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통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되어오던 토지에 관한 제
반의 권리들을 조정⋅재배치하여 일지일주(一地一主)의 로마법적인 소유권 개념
을 구성해가는 과정이었던 것인데, 이것은 다른 한편 영주의 권리(領主權), 경작
자의 권리(耕作權), 봉건적 분할소유권(分割所有權)을 배제하고 약화시키며 해체
하는 과정이기도 했다(‘지주적 토지소유제의 길’).
이때, 봉건적 영주권의 배제가 우선과제였던 만큼, 유럽에서 분할소유권 관계
의 해체의 결과 만들어졌던 사적소유권 그 자체를 물신화(物神化)하여 이식하기
에 급급했다. 가령, 프랑스에서 소유권의 절대성이라는 관념이 국가에 대한 부
르주아계급의 투쟁과 자립에서 산출되었다는 점, 따라서 근대적 소유권이 근대
적 이용권의 강화와 서로 배치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 등은 여기서 삭제, 망각
되었다. 이 사태를 경작권의 차원에서 응시해본다면, 동일한 토지 위에 소작료
징수권과 함께 병존(竝存)하고 있었던 직접경작자의 보유권을 하나의 순수한 이
용권(利用權)으로 약체화시켜, 소작료징수자인 보유자의 토지에 대한 단독지배

(소유권)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했다(高島平蔵, 1966: 46~63). 직접경작자인 농민
의 토지이용권은 철저히 경시, 무시된 것이다.

(2) 구민법 제정의 경위
구민법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제정된 것이다. 이제, 현실변화
에 대응하여 새롭게 권리들을 기입(inscription)하는 법의 차원을 살펴보자. ‘민
법’(民法)이라는 용어는 쓰다 마미치(津田眞道, 1829~1903)가 메이지원년(明治元

年, 1867), 인민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일반 법률의 명칭으로서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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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네덜란드어(和蘭語)인 Burgerlyk regt의 번역어로서, 그의 저서 태서
국법론(泰西國法論) 속에서 ‘민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그 시초였다. 이
후, 미쓰쿠리 린쇼(箕作麟祥, 1846~1897. 법학박사, 사법차관)가 프랑스의 Code

Civile의 번역어로서 ‘민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민법이라는 말이 일반에
널리 보급되기에 이른다.
근대 일본에서 민법편찬사업은, 1870년 8월 태정관(太政官)에 제도취조국(制度

取調局)을 두어 그 계획을 한 것이 시초이다. 1872년 4월 사법경(司法卿)이 된
에도 신페이(江藤新平, 1834~1874)는 사법국의 민법편찬회(民法編纂會)의 회장이
되어, 프랑스민법에 기초하여 속히 일본의 민법을 편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도는 미쓰쿠리에게 프랑스민법을 번역하는 작업을 맡겼는데, 하지만 이후 에
도 그 자신이 정한론(征韓論)을 주장하다가 직을 잃게 되면서 이 사업은 수포로
돌아간다.

1873년

10월,

새롭게

사법경에

취임한

오키

다카토(大木喬任,

1832~1899)는 미쓰쿠리에게 민법편찬 작업을 계속하게 하는 한편, 당시 사법성
고문의 자격으로 일본에 와 있던 프랑스의 법률학자 보와소나드(Boissonade de

Fontarabie, Gustave Emile, 1856∼1910)에게 민법의 기초를 명했다. 1879년의 일
이다. 이듬해인 1880년에는 민법편찬국(民法編纂局)이 설치되고 오키가 그 총재
가 되면서 민법편찬 작업은 새롭게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는 일본의 실정(實情)
에 맞는 민법을 편찬한다는 목적으로 사법성 위원들을 각지에 파견하여, 일본의
관습을 조사하게도 했다(仁井田益太郞, 1943: 3~5).1)
그런데, 근대 일본에서 민법의 편찬사업은 개국(開國) 이래 서구 국가들과의
통상 및 항해조약의 개정, 외국인 치외법권의 철폐 등, 이른바 불평등조약의 개
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진행되었다. 불평등조약 개정의 전제조건은, 구미
사상을 기초로 한 민법, 상법, 소송법의 법전이 일본에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만국공법(萬國公法)의 ‘만국’(萬國)의 자격은 이들 법전을 구비할 정치
적⋅경제적 능력을 인정받고서야 가능한 것이었던 셈이다. 다시 말해, 근대 일
1) 이 관습조사는 사법경 오키 다카토가 미국 출신의 御雇外人인 힐(George Wallece Hill,
1838~1894)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얻은 건의에 의해, 1876년~1880년에 걸쳐 수행되었다.
힐은 민법의 편찬에 앞서 전국 각지의 관습을 조사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조언했다(이승
일, 2012: 9). 조사의 형태는 조사자가 현지를 찾아가는 면접식 조사였고, 그 결과는 민
사관례류집(民事慣例類集, 1877)과 전국민사관례류집(全國民事慣例類集, 1880)으로 편
찬, 공표되었다. 이 두 조사가 분리된 것은 세이난전쟁(西南戰爭, 1877) 때문이었다(竹內
治彦, 1989: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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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서 민법의 제정은, 불평등조약의 개정을 위해서 서구적 기준(western

standards)을 채택해야 한다는 역설, 그러니까 고모리 요이치가 말한 ‘식민지적
무의식’(小森陽一, 2001)이 구조화되는 역사적 국면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근대 일본의 민법편찬사업은 바로 이 정치적 일정에 따랐다. 1880년, 이노우
에 가오루(井上馨, 1836~1915)가 외무대신이 되었다. 1886년에는 사법성의 민법
편찬국이 폐지되고, 이를 대신하여 새롭게 외무성에 법률취조위원회(法律取調委

員會)가 설치되었다. 조약개정사업의 일환으로 외무성을 중심으로 서둘러 민법
편찬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노우에는 조약개정을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1887년 7월에 사임하게 된다. 이때 보와소나드는 조약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이노우에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후, 사법대신 야마다 아끼요시

(山田顯義, 1844~1892)가 1887년 10월에 법률취조위원장에 취임했는데, 그는 전
임자에 이어 보와소나드로 하여금 재산편, 재산취득편의 일부분, 채권담보편 및
증거편의 초안을 기초하게 하고, 다른 한편 일본의 ‘관습’을 근거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되는 인사편(人事篇)과 재산취득편 중 상속, 증여, 유증(遺贈) 및 부
부재산계약에 관한 부분을 일본인 법률가들에게 기초하게 했다. 불평등조약의
개정과 관련된 민법 등 기타 법률은, 1890년 말까지 성립시켜야 할 정치일정상
의 실제적 요청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재산편, 재산취득편(제1조~285조), 채권담
보편 및 증거편은 1890년 3월 ｢法律第28號｣로 공포되었고, 인사편 및 재산취득
편(제286조~435조)은 같은 해 10월에 ｢法律第98號｣로 공포되었다. 이 두 법률은
모두 18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추밀원에서 결정되었다(仁井田益太郞,

1943: 6~8).
이상에서의 논의와 같이, 보와소나드는 1879년부터 일본정부로부터 민법초안

(民法草案)의 작성을 의뢰받았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그 최종결과물로 구민법
(舊民法, 1890년 공포)을 기안⋅제출했다. 여기서 구민법이라는 명칭은, 보와
소나드가 기초한 이 민법이 일본 최초의 민법이기는 하지만, 이후 구민법논쟁
을 거치면서 대폭 수정된 형태로 다시 제정된 민법(1898, 메이지민법)이 존
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3) 구민법 초안 및 구민법에서 영소작 및 임대차의 법적 지위
그렇다면 구민법에서 ‘소작’의 법적 지위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토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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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보와소나드의 구민법 초안(草案) 및 관보(官報) 게재
문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임차권이 물권(物權)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ボ

ワソナード民法典硏究會編, 2000). 이른바 ‘임차권의 물권적 구성’이다.
구민법 초안은 프랑스민법의 체제를 모방하여 작성되었다. 프랑스민법은 제

1편 인사(人事), 제2편 재산 및 재산소유의 종류, 제3편 재산소유의 권리취득방
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로마식의 편별(編別) 구성방법이다. 로마의 법
률가는 인법(人法), 물법(物法), 소법(訴法)의 구별을 두고 있다(仁井田益太郞,

1943: 9). 구민법도 재산편, 인사편, 재산취득편, 채권담보편, 증거편으로 구성
되어 있다. 참고로 메이지민법은 독일식 編別 구성방식을 띠고 있다. 제1편
총칙(總則), 제2편 물권(物權), 제3편 채권(債權), 제4편 친족(親族), 제5편 상속

(相續)의 편별을 갖추고 있다.2)
구민법 초안에서 물권은 재산편(財産編) 제2조, 즉 “직접적으로 物上에서 이
루어지고 만인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同條 제3항은 “賃借權, 永借

權 및 地上權”을 모두 물권의 범주 안에서 구성하고 있다. 보와소나드는 임대차
(賃貸借)에 매주(買主)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이 경제학적 차원에서도 매
우 긴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구민법 초안에서 제시된 임차권의 물권적 구성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加太邦憲 譯, 474項; 小柳春一郞, 2001:

268~269에서 재인용).
프랑스의 법률에서 임차인의 권리는 모두 인권(人權. 사람에 대한 권리로
서 債權을 의미한다)이다. 그래서 내가(보와소나드) 초안에 이를 물권으로
정한 것은 큰 변경이라 할 수 있다. …… 賃借權을 物權으로 해두면 賃借
人은 賃貸人을 差措하여(-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이름으로 訴權을 행
사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 …… 또 임차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이를
書入質로 해둘 수 있다. 임차인이 만약 還金하지 않으면 債主는 해당 권리
를 매불(賣払)할 수 있다. 이 점에서도 임차권은 入額所得權과 같고, 임차
인이 만약 일시적으로 金員이 필요할 때는 그 권리를 書入質로 하여 金員
을 얻는다. 따라서 해당 권리를 물권으로 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便益이 있
다(강조는 인용자).
2) 프랑스민법은 법학제요방식(Institutiones), 독일민법은 학설휘찬방식(Digesta; Pandekten)이
다(한국법제연구원, 1992: 19).

- 39 -

제2장 제국-식민지 농정과 토지임차법

위에서 보이듯, 보와소나드는 프랑스에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지만, 임차권
을 물권으로 구성하면, 첫째 대항력이 명확히 부여될 수 있고, 둘째 임차인에게
소권(訴權)이 허용되며, 셋째 임차권저당(賃借權抵當)을 인정하게 되는 실익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때, 보와소나드의 구민법 초안에서 기획된 임차권의
성질은, 프랑스민법의 사회상, 즉 자연법적 소유권을 절대화하는 한편, 이와 동
시에 원활한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권을 강화한 사회의 모습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토지거래에 따른 소유자의 변경에 구애받는 채권(債權)이 아니
라 물권으로서 이용권을 강력히 보장했다는 점에서, 구민법 초안은 일본의

‘지주적 토지소유’에 저항하고 ‘봉건적 예속관계’를 해체하는 효과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프랑스민법의 임차권 구성이 발 딛고 서 있는 세계는 부유
한 차지농이 존재하는 세계였다.
그렇다면, 보와소나드가 기획한 임차권의 물권적 구성의 내실은 과연 어떤 것
이었을까? 구민법 초안에서 임차권의 대항력을 보장하기 위해 준비된 법적
절차가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구민법
초안에서 임차권의 대항규정은 등기(謄記, transcription), 구체적으로는 증서(証書)
의 등기였다(財産編 第368條). 보와소나드는 부동산임차권의 대항요건을 등기로
하는 이유로서 임차권의 공시(公示)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임차권을 물권으로
구성했을 때 경작자로서의 임차인이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는 임차
권저당이 있었다. 저당과 공시, 그리고 공시의 수단으로서의 등기(謄記)는 상호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도 등기법은 저당권의 발달을 목적으로 제
정된 바 있다. 그런데, 이후 완성된 구민법은, 임차권의 물권적 구성이라는 초
안의 취지가 그대로 반영되기는 했지만, 등기(謄記)의 방식에서는 미묘한 차이
가 발생했다.
애초 초안에서의 증서의 등기는 프랑스법을 따른 것으로, 증서의 사본(寫本)을
등기소에서 작성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프랑스식의 등기방식은, 당시 사법성
이 독일식 권리등기 시스템을 채용하여 제정하고 있었던 등기법(1886년 法律第1

號)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 결과 구민법에서는 증서의 사본을 작성한다
는

초안의

문언은

삭제되고,

등기(謄記,

transcription)

대신에

등기(登記,

inscription)로 용어가 바뀌게 된다. 등기소 역시 사법성의 방침에 따라 구(區)재
판소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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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등기(謄記)와 등기(登記)는 그 절차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프랑스식
의 등기(謄記)방식에서는 임대차증서가 작성되면 그 후 임차인 ‘단독으로’ 등기
를 신청할 수 있는 데에 반해, 결과적으로 구민법이 채택하게 된 등기(登記)
의 방식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청’이 필수요건이 된다. 임차인이 실
제로 등기할 수 있는가의 가능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구민법 단계에서는 이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다. 임차권이 물권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임대인은 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었고, 만
약 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라도 임차인이 가등기(假登記)를 할 수 있기 때
문에,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小柳春一郞, 2001: 284~287,

441~446). 그러나, 메이지민법 단계에서는 이런 등기방식이 임차인의 권리를
배제하는 중요한 법적 근거로 다시 등장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메이지민법
에 관한 부분에서 서술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구민법에서 영소작권(永小作權)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간략히
검토해보도록 하자. 구민법은 영소작권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영차권(永借

權)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물권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일종의 분할소유권이
자 하급소유권인 영소작권의 처리방식은 지주적 토지소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변수였다.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구민법은 영소작권의 처리에 대
해서는 일단 보류하고, 장래 별도의 특별입법에 위임한다는 태도를 취했다(舊

民法 第155條).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영소작권을 원칙적으로 소유권자로 삼겠다는 태
도가 암시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가령, ｢수정민법초안주석｣(修正民法草案註釋)에
는 장래 영소작의 처리 계획이 아래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修正民法草案註釋｣,

pp.377~378; 高島平蔵, 1966: 65~66에서 재인용).
장래의 입법관이 될 자는 매려(買戻. 매주(賣主)가 일단 판 물건(物件)을,
대가(對價)를 치르고 도로 무르는 일)의 방법에 의해 永貸借의 종료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명의 有權者 중 그 매려를 허가받을 수 있는 한명
을 선택하는 데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때,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永借
에 묶여 있던 토지의 관계를 免할 수 있는 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
다. …… 매년 借料에 수배의 元金으로 소유자의 임차지를 매려하고 그 부
담을 면제시켜 그 면탈을 받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 자는 永借人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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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인은 진심으로 이익을 위해 토지에 대해 현저히 많은 일을 수행
한다. 실로 영차인은 몇 차례나 그 토지를 造出하고 이를 培養하며 灌漑하
는 자이다. 그런데 구태여 배상으로 그 토지를 박탈하는 것은 임차인의 활
발하고 신중하며 정당한 감각을 破却하는 일이 될 것이다(강조는 인용자).

후술하겠지만, 메이지민법에서의 영소작권 관련 조항에서는 구민법의 영
차권 관련 조항을 참조하면서 서술해간 흔적이 목격된다. 이 점으로 미루어볼
때, 구민법의 입장은 영소작과 관련된 사항은 특별입법으로 담아낸다는 것이
었지만, 이를 영차권의 조항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 메이지민법(明治民法, 1898)과 임차권의 채권적 구성
(1) 구민법논쟁
보와소나드의 구민법 초안은 최종적으로 구민법으로 결실을 맺게 되지만,
거기에 이르는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또, 구민법은 제정과 동시에 그 단
행파와 연기파 간의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실질적으로는 메이지민법의
제정과 함께 폐기되기에 이른다.
우선 구민법의 제정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일본정부에 의해 일련의 수정안
이 제출되었다. 특히 임대차와 관련된 장에 대해서는, 1888년 6월 미쓰쿠리 린
쇼, 마쓰오카 야스코와(松岡康毅, 1846~1923)를 중심으로 준비된 별조사안(別

調査案, 1888.6)과 이마무라 와로우(今村和郞, 1846~1891)가 제출한 ｢임대차의 장
의 수정의견｣(賃貸借ノ章ヲ修正スル議, 1888.7)이 있다. 別調査案의 임대차 규
정은 임대차, 영대차(永代借), 주택대차(住宅貸借)를 하위항목으로 삼고 이들을
모두 채권으로 구성하였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
나 임차물을 전대(轉貸)할 수 없고(제12조), 영소작인은 영소작계약의 등기(登記)
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3자에게 이를 대항할 수 없
는 것으로 규정했다(제28조). 영소작권의 대항요건은 등기(登記)이고, 양도와 전
대를 할 수 있지만, 저당(抵當)은 인정하지 않았다(小柳春一郞, 2001: 396~407). 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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調査案은 전반적으로 부동산의 이용권에 대해 물권적 구성을 회피한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別調査案은 많은 논란을 불
러일으켰지만, 결국 채택되지는 못한다.
다음으로, 이마무라는 위의 ‘수정의견’에서 임차권의 물권적 구성을 공격하였
다. 그는 법률취조위원회에 제출한 위 보고서의 모두(冒頭)에 “일본의 관습에 배
치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민법 초안의 임대차 규정은 임대
인과 임차인이 위험을 독립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는데, 이마무라
의 안은 일본의 소작관계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종의 공동경영의 상호의
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이마무라는 일본의 임대차관계
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종속관계가 강력한 것이 그 특성이고, 이것은 유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채권설은 채권설이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비금전적, 인격적인 인적 종속성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천재지
변시 임차인의 소작료감액청구권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리고, 임차권의 채권적
구성을 통해서도 그 대항력의 부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小柳春一郞, 2001:

409~415). 이마무라의 안 역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구민법의 관보게
재(1890.4.21)를 막지는 못했다.
그러나, 구민법의 제정이 완료된 이후, 그러니까 1890년의 관보게재 이후 구
민법을 둘러싼 논쟁은 오히려 본격화된다. 논쟁의 전후맥락에 대한 소개 및 논
쟁과 관련된 문헌자료는 메이지민법편찬사연구(明治民法編纂史硏究, 1943)와
메이지법제총고(속편)(明治法制叢考(續), 1944)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여
기서는 그 배경과 입장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구민법 연기파에 속한 인사들의 면면과 그들의 논리를 살펴보자. 호
즈미 야츠카(穗積八束, 1860~1912), 히지가타 야스시(土方寧, 1859~1939), 에노키
마코토(江木衷, 1858~1925) 등 11명은 연명으로 ｢법전실시연기의견｣(法典實施延

期意見)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법전 공세를 개시했다. 이들은 구민
법이 윤상(倫常)을 괴란(壞亂)하고 헌법상 명령권을 약화시키며 국가사상이 결
여되어 있고 세법의 근원을 변동시켜 사회의 경제를 어지럽히며 위력으로 학리

(學理)를 강압한다고 하면서, 그 연기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했다. ‘민법이 나온
뒤 충효가 사라지고 있다’(穂積八束, 1891)고 경고한 호즈미의 선언은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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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단행파는 ｢법전실시 단행의 의견｣(法典實施斷行ノ意見)을 발표했다.
이소베 시로(磯部四郞, 1851~1923)를 필두로 한 이들 단행파는 법전의 실시를
연기하면 국가의 질서가 위태로워질 것이고 윤리가 괴란(壞亂)될 것이며 국가의
주권을 해체하여 독립국의 내실을 상실할 것이고 입법권을 방기하여 이를 재판
관에게 넘기게 되며 소송의 혼란을 가져오고 국가 경제를 어지럽힐 것이라고,
그 즉각적 단행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했다.
이런 구민법 논쟁의 배후에는 일본 법률학계의 알력과 갈등도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1871년 메이지정부는 법률가 육성 및 새로운 법률의 제정과
해석을 위해 사법성 내에 명법료(明法寮)를 설치하고, 1872년 법학생을 모집하
여 법률교육을 시작했다. 이후 명법료는 1873년에 사법성 법학교로 개칭했고, 구
민법의 기초자인 보와소나드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프랑스법학과 자연법학을
프랑스어로 교수했다. 이 학교는 1884년까지 존속했고, 이후 문부성 소관으로
이관되어 도쿄법학교(東京法學校)로 개명한 뒤, 도쿄대학(東京大學) 법학부에 합
병되었다. 이 도쿄대학 법학부가 제국대학 불법과(佛法科)의 전신이다. 이곳에서
구라토미 유자부로(倉富勇三郞, 1853~1948), 이소베 시로, 기노시타 히로지(木下

廣次, 1851~1910), 우메 겐지로(梅謙次郞, 1860~1910) 등 메이지 초기 쟁쟁한 법
률학자들이 배출되었고, 이들 세력이 메이지 초기 법학계에서 전성기를 구가했
다.
이들과 경쟁관계에 있었던 세력은 도쿄대학 법학부, 도쿄제국대학 법과대학
영법과 출신으로 구성된 영법학파였다. 개성학교(開成學校)가 도쿄대학이 되고
다시 제국대학이 되었는데, 개성학교 이래 영국법학의 교수가 이루어졌고, 호즈
미 야츠카, 히지가타 야스시, 에노키 마코토, 마스지마 로쿠이치로(增島六一郞,

1857~1948) 등이 배출되었다. 이들 불법학파와 영법학파 사이에는 학설적 대립
이외에도 학계에서의 영향력을 둘러싼 시기와 적개 등 감정적 대립도 존재했다.
인물별로 다소 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불법학파가 구민법 단행론의 입장
에, 영법학파가 연기론의 입장에 섰다(星野通, 1943: 123~131).

(2) 메이지민법 제정의 경위와 영소작 및 임대차의 법적 지위
구민법을 반대하는 세력의 입장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근대민법 전체가 일
률적으로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특히 토지제도의 측면에서 그랬다. 이들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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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삼은 것은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된 관습조사의 결과물이
었다. 사법성에서 일본의 ‘관습’에 근거하여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하면서 조사
원들을 파견했던 사례에 대해 앞에서 잠시 소개한 바 있는데, 그 성과인 民事

慣例類集(1877) 및 全國民事慣例類集(1880) 등이 別調査案을 작성한 인물들
이나 구민법 연기를 주장한 인물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물론, 이
때 그 ‘관습’이 정말 당시 일본의 전통과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 재현해낸 것인
지, 아니면 그 자체가 하나의 전통, 또는 ‘전국적 관습’을 창출해내는 과정이었
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충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본고의 과제는 이
를 깊이 탐문하는 데에 있지 않다. 전통과 관습을 실체화하면서 그 정당성을 옹
호하거나 또는 그 상실을 애석해하면서 복원을 추구하는 국가주의적⋅민족주의
적 관점도, 반대로 전통의 발명 심지어는 날조라고 규정하는 탈민족주의적 관점
도 사태의 진실을 제대로 응시하는 데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하튼 구
민법 반대세력이 입법에 대한 비판이나 혹은 그 근거로서 ‘관습’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이하에서 분석될
것이다.
구민법에 대한 비판자이자 메이지민법의 편찬위원이기도 했던 토미이 마
사아키라(富井政章, 1858~1935)는 구민법 연기안 찬성연설에서 구민법이 소수
의 외국법—프랑스민법과 이탈리아민법—을 참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특
히 프랑스민법의 경우 1804년에 제정된 것이어서 이미 시대에 뒤쳐진 낡은 것
이므로 그것을 참작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구민법의 사
상적 기초를 이루는 자연법 사상과 천부인권설을 비난했다(富井男爵追悼集,

157~160; 高島平蔵, 1966: 72~73에서 재인용). 이것은 외면적으로는 자유주의적
소유권 관념을 비판하고 국가주의적 소유권 관념을 제시한 것이지만, 실질적인
차원에서는 구민법이 제시한 토지이용권 존중의 태도를 수정하는 것을 의미
했다. 국가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을 옹호하는 동시에, 여타 이용권에 대해서는
소유권의 절대성을 옹호하는 결과로 귀착되는 것이다. 지주의 입장에서 볼 때,
전자는 실제로는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권리에 하등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추상적 명분에 불과한 것이지만, 후자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권한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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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논쟁의 진행과정 속에서 구민법의 시행은 좌초되었
다. 1893년 3월 25일 칙령 제11호로 ｢법전조사회규칙｣(法典調査會規則)이 정해
지고, 이에 의거하여 법전조사회(法典調査會)를 설치하여 민법과 상법 및 부속
법률의 수정안을 기초, 심의하게 되었다. 법전조사회의 총재로는 이토 히로부미

(伊藤博文, 1841~1909), 부총재로는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1849~1940)가
각각 임명되었다. 법전조사회에는 메이지민법의 삼박사(三博士)로도 유명한
도미이 마사아키라, 우메 겐지로, 호즈미 노부시게(穗積陳重, 1855~1926)와 수십
명의 위원들이 위촉되었고, 곧바로 민법편찬작업에 착수했다(仁井田益太郞,

1943: 26~27).
그렇다면, 이러한 경과를 거쳐 제정된메이지민법에서 영소작권과 임대차는
과연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소작권은 물권으로, 임대차는
채권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구민법에서 임대차와 영차권(/영소작권)이 모두
물권으로 구성된 것과 대조적이다. 즉, 임대차와 영소작권의 관계를 연속이 아
니라 질적인 단절의 관계로 구성한 것이다.
먼저 영소작권의 설정방식을 살펴보면, 구민법에서는 통상적인 임대차와 영
차권의 차이는 30년이라는 기준, 즉 그 임대기간이 30년~50년인 경우 영차권으
로, 30년 이하인 경우 임대차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메이지민법에서는 영
차권을 영소작권(임대기간은 20년~50년)과 지상권(地上權)으로 나눴고, 이로써
영소작권의 대상범위는 토지 일반이 아니라 경작이 이루어지는 토지로만 한정
되었다.
당시 일본의 토지관행에서 영소작은 개간, 토지개량, 장기소작 등을 계기로
하여 영구적으로 경작할 권리를 승인받은 것들이 있었다. 개간영소작은 지주가
새롭게 황무지를 개발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한 이에 대해 개간 이후 낮은 소작
료로 영구적으로 경작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었다. 지주가 소작지를 몰수할 수
없고 소작권의 매매도 자유로웠다는 점에서 사실상 토지소유에 가까운 영소작
이었다. 장기소작은 인정(認定)영소작이라고도 불린 것으로 지주가 토지를 함부
로 몰수할 수 없는 것이었다. 또, 일지양주(一地兩主)의 분할소유권적 속성을 갖
는 영소작도 존재했다. 상급소유자는 연공미(年貢米)의 수취권만을 갖고 농민이
영구적으로 경작하는 것으로, 번주(藩主)에 대한 공조(貢租)까지 농민이 납입하
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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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민법은 이들 종래의 관습을 부정한 것으로, 특히 기한 없이 영구적으
로 인정받아오던 영소작에 기간을 부여하여 경작자의 권리를 축소했다. 또, 50
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소유자가 영소작인에게 일정한 상금(償金)을
지불하고 해소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김병선, 2012: 469~475). 특히, 이 지주
에 의한 해소청구의 방식은 앞의 ｢수정민법초안주석｣에서의 영소작권 처리의
방식, 즉 소유권확정시 영소작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했던 것과 비
교해보면, 정반대의 방식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메이지민법의 제정자들은 현존하는 영소작권에 대해 장래에 소멸되
거나 또는 채권으로 구성된 임차권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제273조),3)
영소작권을 과도기적이고 잠정적인 물권적 토지이용권으로서 규정한 것이다. 말
하자면, 임차권에 의한 소작관계를 토지관행의 원칙적 형태로 설정하고 있었다
고 할 수 있다. 결국, 영소작권은 순수한 용익물권으로 변질되고 약체화되었던
셈인데, 그 귀결은 지주적 토지소유의 확립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일본의 영소
작지는 1912년 97,942.3정보(町步)이던 것이 1921년 29,062.3정보, 1940년 13,020.9
정보로 급속히 감소했다.
다음으로 토지임차권에 관해 살펴보면, 메이지민법은 임차권의 물권적 구성
을 배제하고 채권임을 분명히 했다. 채권으로서의 임차권은 대항력의 관점에서
볼 때, 양도와 전대, 존속기간 등에서 소작인을 보호할 수 없고 지주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다. 다만, 메이지민법 제605조에서 대항력에 관한 규정이 일부
언급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메 겐지로는 “오직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를 등기

(登記)할 때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를 통해 특별히
물권에 버금가는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한다”(梅謙次郞, 1897: 625)고 말한다.
이것은 우메가 등기를 통해 임차권의 보증이 확실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
었음을 암시한다. 등기를 통해 대항력을 승인한 이상 물권화는 불필요하다는 인
식이었던 셈이다.
실제로 ｢부동산등기법｣(不動産登記法, 1899.2.23. 法律 第24號)은 부동산에 관
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과 소멸에 필요한 기입항목으로,
3) 메이지민법의 기초자 중 한 사람인 우메 겐지로는, 그 해설서격인 민법요의(民法要
義) 제2권 물권편 ‘영소작권’에 관한 장에서, 영소작인의 의무 가운데 설정행위를 통해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제
273조에 관한 해설부분. 梅謙次郞, 1896: 118~120).

- 47 -

제2장 제국-식민지 농정과 토지임차법

소유권, 지상권, 영소작권, 지역권(地役權), 선취득권, 질권(質權), 저당권과 함께
임차권을 넣고 있다(제1조). 등기는 관할 구(區)재판소나 출장소에서 하는 것으
로 되어있다(제8조). 토지등기부의 양식을 보면, 한 장의 용지를 등기번호란, 표
제부, 그리고 ‘갑’ ‘을’ ‘병’ ‘정’ ‘무’의 5개 구(區)로 나누고, 각 구에 사항란, 순
위번호란을 둔 뒤, 소유권(甲區), 지상권과 영소작권(乙區), 지역권(丙區), 선취득
권과 질권 및 저당권(丁區), 임차권(戊區)을 각각 기입하게 되어 있다(제16조).
그러나, 실제로는 임대인이 등기의무를 부인(否認)하는 행위들이 법적으로도
옹호되고 있었음을 이후의 여러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4) 메이지민법
입법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메이지민법의 임대차 규정을 통해서는 현실적으로
임차권의 등기와 그 대항력의 실현이라는 법적 행위는 거의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법의 조문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 明治民法에서 임차권과 영소작권의 법적 지위 비교
日本 舊民法 (1890) 財産編

明治民法(1898)
債權篇 제2장 契約 제7절 賃貸借

總
則

賃

제2조 物權은 직접 物上에 작용하고
모두 人에 對抗할 수 있다. 중심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이 있다.
중심적인 물권은 다음과 같다.
제1 完全 또는 虧缺의 所有權
제2 用益權, 使用權, 住居權
제3 賃借權, 永借權, 地上權
제4 占有權
부수적인 물권은 다음과 같다.
제1 地役權
제2 留置權
제3 動産質權
제4 不動産質權
제5 先取得權
제6 抵當權

賃
貸
借

제1부 物權 중, 제3장 제1절 賃借權

제601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
대방에게 物의 사용 및 수익을 얻게
하는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그 賃金을 지불하는 것을 약속함으
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04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
을 넘을 수 없고 만약 이보다 긴 기
간의 임대차를 했을 때에는 그 기간
을 20년으로 단축한다. 전항의 기간
은 갱신될 수 있다. 단, 갱신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제605조 부동산의 임대차는 이를 登
記할 경우는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해
物權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
력을 발생한다.
제609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의 임대인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借
賃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4) 임차인의 등기청구권에 대한 부정은 大判 1921년 7월 11일(民錄 제27권 1390면), 大判
1931년 9월 28일(新聞 3321호 7면), 大判 1941년 2월 4일(新聞 4681호 7면) 등의 판
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高島平蔵, 1966: 84. 각주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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借
權

제117조 임차권은 임대차계약으로 이
를 설정한다.
제125조 부동산의 임대차가 30년을 넘
을 때는 그 임대차는 永貸借로 하고,
이 종류의 임대차는 제2절(永借權-인용
자)에 정한 규칙에 따른다.
제126조 임차인은 임대물에 대해 用益
者와 동일한 이익을 얻을 권리를 가진
다. 단, 그 임대차 설정의 계약 및 법
률의 규정에서 생기는 권리의 증감은
예외이다.
제131조 妨害가 전쟁, 旱魃, 홍수, 폭
풍, 화재와 같이 불가항력 또는 官의
처분에서 발생하여 이로 인해 매년의
수익의 1/3 이상이 손실되는 경우는 임
차인은 그 비율에 따라 借賃의 감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지방의 관습이 이
와 다를 때는 그 관습을 따를 수 있다.
또, 이러한 妨害가 연속으로 3년에 이
를 때에는 임차인의 임대차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4조 임차인은 임대차의 기간을 넘
지 않는 한, 그 임차권을 무상 혹은 유
상으로 讓渡하거나 또는 그 임차물을
轉貸할 수 있다. 단, 반대의 관습 또는
합의가 있을 때는 예외이다.
임차인은 讓渡의 경우 증여자 또는 賣
主의 권리를 가지고, 轉貸의 경우 임대
인의 권리를 갖는다.
제135조 부동산의 임차인은 그 권리를
抵當할 수 있다. 단, 讓渡 또는 轉貸를
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136조 임차인은 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임대인 및 제3자에 대해 제67조
에 기재된 訴權을 행할 수 있다.
제146조 의외 또는 불가항의 원인으로
인해 임차물의 일부분이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제131조에 기재된 조건에 따
라 임대차의 해제를 요구하거나 또는
임대차를 유지하며 차임의 감소를 요
구할 수 있다.
제151조 토지의 임대차에서 기간을 정
하지 않은 것, 또는 기간을 정했더라도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은 경지에

- 49 -

제610조 前條의 경우 임차인이 불가
항력으로 인해 연속 2년 이상 借賃
보다 적은 수익을 얻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11조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멸실되었
을 때는 임차인은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에 따라 借賃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 잔존한 부분만으로 임
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을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財131 2항, 146).
제612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이
없을 경우,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
차물을 轉貸할 수 없다.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반하여 제3
자에게 임차물의 사용 또는 수익을
얻게 할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財68, 134, 135).
제617조 당사자가 임대차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각 당사자는 언
제든 해약 신고(申入)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는 해약신고 이
후, 다음 기간을 경과하면 종료된다.
(토지 1년)
제619조 임대차의 기간 만료 이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또는 수익
을 계속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알고
이의를 말하지 않은 때는, 前 임대차
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 단, 각 당사자
는 제617조의 규정에 따라 해약의
신고를 할 수 있다.
前 임대차에 대해 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했을 때는 그 담보는 기간 만료
로 인해 소멸한다. 단, 敷金은 이것
에서 제외된다.

제2장 제국-식민지 농정과 토지임차법

대해서는 주된 수확계절로부터 6개월
이전, 또 不耕地 기타 목장, 樹林에 대
해서는 返却해야 하는 시기로부터 1년
이전에 해약신청을 하여 종료한다.

永
借
權

제1부 物權 중, 제3장 제2절 永借權

物權篇 제5장 永小作權

제155조 永貸借란 기간 30년을 넘는
부동산의 임대차를 말한다.
영대차는 50년을 넘을 수 없다. 이 기
간을 넘는 임차는 이를 50년으로 단축
한다.
본법 실시 이전에 기간을 정하여 이루
어진 부동산의 임대차는 50년을 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全 기간이 유효하
다.
본법 실시 이전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황무지 또는 未耕地의 임
대차 및 永小作으로 불리는 임대차의
종료의 시기 및 조건은 차후 특별법으
로 이를 규정한다.5)
제156조 영대차는 영대차계약에 의하
지 않고는 이를 설정할 수 없다.
제157조 특별한 합의가 없는 경우는
이하의 규정에 따르는 것 이외에 통상
임대차의 규칙을 따른다.
제158조 永借人은 영차지의 형질을 변
경할 수 있다. 단, 영구적인 훼손이 발
생해서는 안 된다.
제164조 永貸人은 대차의 기간에 수선
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65조 의외의 일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대차 기간에 발생한 훼손은 借賃
감소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단, 제169
조에 정해진 해제의 권리를 막지 못한
다.
제166조 영대인에 대해 영차물에 부과
되는 통상 또는 비상의 조세 기타의
공과는 영차인이 이를 영대인에게 변
제한다.
제168조 영차인이 제166조의 변제를
하지 않거나 또는 3년 연속으로 차임
의 불입을 하지 않았을 때는 영대인은
영대차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69조 영차인은 의외의 일 또는 불

제270조 영소작인은 소작료를 지불
하고 타인의 토지에 경작 또는 목축
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272조 영소작인은 그 권리를 타인
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그 권리의 존
속기간 내에 경작 혹은 목축을 위해
토지를 賃貸할 수 있다. 단, 설정행
위로 이를 금지한 경우는 예외이다.
제273조 영소작인의 의무에 대해서
는 본장의 규정 및 설정행위로 정해
진 것 이외는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4조 영소작인은 불가항력으로
인해 수익에 대해 손실을 입은 때에
도 소작료의 면제 또는 감액을 청구
할 수 없다.
제275조 영소작인이 불가항력으로
인해 연속 3년 이상 수익을 얻지 못
하거나 또는 5년 이상 소작료보다
적은 수익을 얻을 때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제276조 영소작인이 연속 2년 이상
소작료의 지불을 게을리하거나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는 지주는
영소작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7조 앞의 6개 조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을 때는 그 관습에 따른다.
제278조 영소작권의 존속기간은 20
년 이상 50년 이하로 한다.6) 만약
50년보다 긴 기간으로 영소작권을
설정할 때는 그 기간은 이를 50년으
로 단축한다. 설정행위를 통해 영소
작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 기간은 별도의 관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30년으로 한
다.
제279조 제269조의 규정은 영소작권
에 이를 준용한다.7)

永
小
作
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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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항력으로 인해 3년 연속으로 모든
부동산의 수익을 얻을 수 없거나 또는
그 일부분의 훼손으로 인해 장래의 수
익이 借賃의 年額을 넘기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영대차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출전] 구민법(1890), 메이지민법(1898)에서 관련조항 추출.

(3) ‘소작’ 개념의 정치적 구성
앞에서 구민법과 메이지민법에서 임대차와 영소작권 관련규정이 어떤 정
치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었는가에 대해 논의했다. 그런데, 법적 용어로서 ‘토지
임대차’에 해당하는 ‘소작’이라는 용어 그 자체는, 실은 동아시아 전통사회의 문
헌들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말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이다.
첫째, ‘소작’이라는 용어 자체가 근대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이라는 것이다. 둘째,
근대적 의미의 ‘소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짝지어진 실천들의 실체, 그 행태와
권리관계가, 지금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져버린 그 개념이 지칭하는 것과
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 전통사회의 토지제도
5) 이 조항을 근거로 구민법 속에 영소작권의 처리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
는 견해가 있다(高島平蔵, 1966: 64~66). 지극히 타당한 견해이다. 구민법에서 영소작권
처리에 대해 별도규정의 필요성을 운운한 것은, 영소작권을 통상의 용익물권(用益物權)
이 아니라 일종의 소유권(所有權)으로 평가하는 사고가 내재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
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은, 구민법의 영차권 규정과 메이지민법의 영
소작권 규정을 상호 비교해보면, 상당 부분 규정의 내용이 중복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영차권의 대상은 건물과 토지 양자 모두에 관한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해볼 때, 메이지
민법의 영소작권 규정은 구민법의 영차권 규정을 전용(轉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영소작권의 상한을 50년으로 설정한 이유를 우메 겐지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50년
을 넘을 수 없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소유권이 가려지지
않게 될 우려가 있어서이다. 토지제도가 혼잡해질 우려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주는
적은 소작료를 받는 것 이외에 토지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거두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의 가격 및 그 생산력은 세상의 진보에 따라 점차 증진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영소작권 설정의 시기로부터 50년을 경과하면 그 소작료는 대체로 거의 유명무
실한 소액이 되는 경우가 많다. 소작료가 상당액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면, 실로 불공평
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梅謙次郞, 1896: 227~230)
7) 제269조는 지상권(地上權)의 소멸에 관한 조항이다. “지상권자는 그 권리 소멸의 시기에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하고 그 공작물 및 竹木을 수거할 수 있다. 단 토지의 소유자가 時
價를 제공하여 이를 매수한다는 뜻을 통지했을 때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
를 거절할 수 없다. 전항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을 때는 그 관습에 따른다.”(강조는 인
용자) 토지 소유자의 권리(우선권)를 강화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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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이루어진 실천들은 근대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근대’의 시선에
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중층성과 이질성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언어적 전회(linguistic turn)의 관점에서 이 사태를 해석한다면, ‘소
작’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면서 ‘소작’이 지칭하는 현실적 관계가 구성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식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대한화사전(大漢和辭典)에 따르면, ‘소작’(小作)은 차지료를 지불하고
타인의 논밭(田畑)을 경작하는 것으로서, “옛날에는 下作, 請作, 掟作, 入作, 卸作
등으로 불렸다.”(諸橋轍次, 1989: 7473) 이들 명칭의 전거로서는, 지방범례록

(地方凡例錄) 제4권이 제시되어 있다.8) 근대 일본 최초의 농학자(農學者)이자 식
민정책학의 태두로도 유명한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稲造, 1862~1933)는, 일본에서

‘소작’이라는 용어의 출현을 다음과 같이 추측하고 있다(新渡戸稲造, 1905; 明
治文化全集(補卷三:農工編): 317~318).
소작농업과 자작농업의 구별의 기원은 필경 토지소유권이 이미 발달한
후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다. 태고적 토지공유, 경지공용의 시대에는 상
상할 수 없는 농업법이다. …… 自作(영어로는 Landlord Culture, Owner
Farming, 독일어로는 Selbstwirthschaft)은 토지의 소유자 스스로 경작에 종사
하는

것을

말하고,

小作(영어로는

Tenant

Farming

독일어로는

Pachtwirthschaft)은 타인에 속한 경지를 빌려 農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의 각 지방별로 명칭을 보면, 下作, 請作, 御受, 宛作, 建付 등이 있다.
간사이와 규슈 지방에서는 지주를 ‘시타쓰찌모찌’(下土持)라고 부르고 소작
인을 ‘카미쓰찌모찌’(上土持)라고 부른다. 후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
이 표면의 토양만을 이용한다고 해서 그렇게 불리는 것이다. …… 소작농
업이라고 하면 곧잘 小農이라고 생각하는데, 영국의 소작인은 꼭 소농인
것만은 아니다. 대토지를 빌려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본가, 또는 기업가이
다. 따라서 소작이라는 말이 적절하지는 않다. 일본에서의 小作이라는 명
칭은 애초 自作에 대립하는 것일 것이다. 自에 대조되는 것은 他이고, 小에
대립되는 것은 大이다. 그렇다면 小作에 대조되는 명칭은 大作이어야 한다.
…… 현재 통용되고 있는 소작이라는 문자는 대개 子作의 뜻은 아닐까?
8) 지방범례록은 1794년, 다카사키번(高崎藩)의 교리부교(郡奉行)였던 오이시 규케이(大石
久敬)가 집필한 것으로, 바쿠후 말기 여러 지방서들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박화진, 1994: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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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에 대조되는 개념은 親作일 것인데,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田夫가 문
자를 남용하여 결국 오늘날의 명칭이 된 것은 아닐까? 후쿠이현(福井縣) 사
카이군(坂井郡)에서 自作을 ‘親作’, 請小作을 ‘孫作’이라고 부르는데, 이로부
터 볼 때 이런 짐작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본다(강조는 인용자).

니토베의 이 서술은, 그가 충분히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소작’은 전통사회의 토지에 대한 중층적 권리들이 근대적인
사적소유권을 중심으로 위계적으로 재편되고나서야 비로소 ‘탄생’할 수 있었다.
둘째, ‘소작’ 개념의 창출 과정은 서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정착되었
다고 간주된 개념의 등가물을 자신의 사회에서 조사⋅추적하고 이에 대응시키
는 과정이었다. 셋째, 경작의 형태를 지칭하는 소작(小作)과 경영규모 및 계층⋅
소득으로 구분되는 소농(小農)은 서로 다른 개념임이 의식되고 있다. 넷째, 자소
작(自小作) 관계를 일본의 오야코(親子) 관계와의 연상 속에서 이해한다는 점에
서 일본적 특수성 또는 고유성에 대한 니토베의 적극적인 발화의지가 확인된다.
바꿔 말하면, ‘소작’ 개념은 근대자본주의라는 역사적 사회구성체를 전제할 때
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그것이 ‘자연화’되기 위해서는 비교⋅번역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망각⋅은폐되어야 하는 것이며, 근대 일본의 민법논쟁에서도 나
타났듯이 그 개념은 ‘일본의 관습’의 옹호 안에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4) 全國民事慣例類集(1880)과 ‘소작관습’의 정치적 구성
그렇다면, 니토베가 소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시한 ‘일본의 관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全國民事慣例類集(1880)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
다. 앞에서 말한 바대로, 이것은 오키(大木) 사법경의 지시로 집필된 보고서이다.
즉, 일본의 관습에 의거하여 민법을 편찬한다는 취지에서, 1876년~1880년에 걸
쳐 사법성의 조사원들을 각지로 파견하여 민간관행을 채록하게 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일종의 관습조사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의 범례 부분에는 조
사의 방법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지방관례는 그 대체로 같은 것에서 논구하면 전국이 모두 같다고 말해야
한다. 그 작은 차이로 논구하면 1村 1家 모두 다르다고 말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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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사람의 진술이 수 개의 郡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1村 1町에 한정되
는 것이 있을 것이다. 요컨대 그 지방의 관례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것이
다. 그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것 모두를 載錄한다. 단, 甲國의 예가 疏略하
고 乙國의 예가 精密하면 을국의 예만 재록한다.(1877年版 ‘凡例’. 강조는
인용자)
인민이 모여살면 人權(채권을 의미한다), 物權의 쟁론이 생겨난다. ……
인민이 서로 因襲하여 복종하는 것, 곧 이를 지방의 관례라고 한다. 인구가
많아지면 관례도 또한 많아지는 것이 이치이므로, 각국 중 舊藩城下에 소
재한 郡 등 호구가 稠密한 지역에서 이를 채록한다. 따라서 一國 중에서
數 郡만 채록하고 1~2개의 군에 그치는 것이다. 新縣 설치의 지방이나
개항지 같이 현재 호구가 조밀하다고는 하나 사방으로 인민이 새롭게 모여
舊慣, 古例가 없는 것은 이를 생략한다. 홋카이도는 2개 郡만을 채록한다.
단, 오키나와(琉球國)은 다음에 채록하는 것으로 한다. …… 채록된 條件은
모두 민법편찬의 재료로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그 현재 이루어지는 것과
폐지된 것을 구분하지 말고 이를 채록한다. …… 진술인에게 하나의 질문
을 하고 그 例의 유무를 묻고, 없다는 답은 기록하지 않는다. 있다고 답한
것은 첫째, 어느 시대 어느 町村의 어떤 사건에서 紛議가 있었고, 누구의
판단으로 조화되어 그 예가 慣用되고 있는지를 묻는다. 둘째, 관용의 예는
전승되지 않더라도 해당 사건 취급의 道理는 여차여차하다고 할 때, 대화
시 관례와 도리를 혼동하기 쉬운데 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도리에 속
한 것은 모두 斷割하고 순연한 관례만을 기록한다.(1880年版 ‘凡例’. 강조는
인용자)

이를 통해 우선, 이 보고서의 조사방법은 현행의 ‘관행’의 관찰이 아니라, 구
관(舊慣)과 고례(古例)의 수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보고서의 목적은 각 지
방에서 지속적으로 인지되어 온 관습의 연혁과 기원을 탐문하여 정리하는 것이
었다. 또, 응당 그래야 할 것만 같은 ‘도리’의 차원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가치평가 없이 기입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이때 ‘도리’란 공동체 안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 묵인되어 온 암묵적⋅사회관행
적 권리의 다른 말로서, 전통사회의 도덕경제(moral economy)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이 달성된다하더라도 결국은 관습조사의 기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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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방의 규모와 속성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범례의 규정 그 자체가
인식체계의 자의성을 스스로 노출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전형성과 대표성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조사는

‘있는 그대로의 관습’을 조사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물리적 불가능성을 감안할
때, 전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몇 가지의 관습을 근거로 전국적 규모의 관습을

‘창출’해내는 과정 그 자체였다고 보는 편이 나을 듯하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
지만, 조사자에게는 조사의 실행 이전에 이미 관찰의 ‘시선’, 분류의 ‘준거’, 질
문의 ‘방법’이 암묵적으로 확보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임대차 및 영소작과 관련하여, 全國民事慣例類集의 편별구성에서 우선 눈에
띠는 점은 이 두 가지 사안에 관한 조사내용이 ‘임차(賃借)의 사(事)’ 부분 안에
아무런 구분 없이 함께 담겨 있다는 점이다. 別調査案의 기안자들이 全國民

事慣例類集을 근거로 삼아, 임대차 및 영소작을 모두 ‘채권’으로 구성했다는
사실은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 있다. 즉, 이 보고서는 일본의 관습에 기초한
법의 제정이라는 명분을 통해 보와소나드의 구민법 초안을 비판하는 과정에
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조사의 구체적인 프로
세스를 생각해볼 때 이 보고서는, 토지에 대한 관습 및 권리관계를 ‘소유권’,

‘임차권’ 등 법적 용어 속으로 분별⋅기입하고(inscription), 특정한 관습적 실천들
을 ‘소작’이라는 범주로 분류⋅확정짓는(categorization) 지식실천의 최초의 산물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조사는 ‘임차’의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
을까? 그리고 이 조사의 결과물은 어떻게 구민법 수정파의 주장을 뒷받침하
는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
임대차 및 영소작과 관련된 관습조사의 내용은 제3편 ‘계약’의 제4장 ‘임차의
사(事)’ 항목에 편집, 수록되어 있다. 임차 일반을 하나의 범주로 설정하여, 소
작, 영소작, 차가(借家), 동산대차(動産貸借), 인력대차(力貸借) 등의 사항을 사례
열거의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영소작의 경우, 당시 구민법 초안에서 물권
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초안의 작성과 동시에
진행된 이 조사의 기획과정이나 보고서 서술과정에서 당연히 제2편 ‘재산’ 부분
에 들어가는 것이 언뜻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미쓰쿠
리 등이 別調査案에서 보와소나드에 맞서 영소작권을 ‘채권’으로 구성하는 데
에 직접적인 근거자료로 이 보고서를 활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인측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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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자들이 관습에 관해 가진 사고방식과 그 정치적 입장이 이 보고서의 서술
과정에서는 물론 애초 조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영소작과 소작이 ‘임차’라는 하나의 범주 안에서 조사되고 집필
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사례열거라는 보고서 집필의 독특한 방식
에서 기인한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조사된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실제로는
그리 통일적이거나 일관성을 띠지 않는다는 점이다. 別調査案의 집필자들이
어떻게 이 관습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자신들의 입법안을 이끌어냈는지가 도리어
의문스러울 정도로, 조사⋅보고된 관습의 내용은 지방별로 각각 판이한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법률 입안의 근거로서 제시한 보고서의 내용이 법률의 입법취지
와 크게 어긋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는 소작 관습의 전반적인 형태를 이렇게
설명한다. “무릇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여 作德米를 납부하는 이를 소작인이
라고 부른다. 소작은 증서가 있는 법이 아니더라도 대체로 모두 구두약속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몇 십 년 계속 경작한다. 그리고 지주에게 取戾의 권한이
있다.”(明治文化全集 第13卷 法律編: 350) 그러나 그 속사정을 하나하나 살펴
보면, 사례들이 이렇게 간명한 규정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를 위해 일
부 지역의 사례를 조금 상세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全國民事慣例類集(1880)에서의 소작관련 사례 보고내용
지역
畿內

東海道

임차의 관행
○ 소작증서가 없고 1년을 기한으로 한다. 풍흉과 무관하게 年貢定額이다. 永
年 소작하게 하는 것을 영소작이라고 하고 증서가 있다. 황무지개간을 한
것도 영소작이라고 부르고, 지주의 승낙 없이 隨意로 그 株를 타인에게 양
도할 수 있다.(攝津國八部郡)
○ 소작인에게 증서가 없다. 役場에서 作德米를 징수한다. 지주의 손을 번거롭
게 하는 일이 없다. 영소작에는 증서가 있고 지주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소
작을 하게 할 수 있다. 단 不納의 경우, 지주가 현 소작인이 아니라 원래 계
약한 소작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伊賀國阿拜郡)
○ 소작인은 1년 기한으로 별다른 증서는 없다. 만약 지주가 연공 징수를 할
수 없을 때는 庄屋에서 소작인에게 직접 징수하여 지주에게 부여하는 것도
있다.(伊賀國安濃郡)
○ 지주를 地頭라고 부르고 소작인을 百姓이라고 부른다. 연한은 정해져 있지
않고, 증서를 발행하는 일도 드물다. 논밭에 高反別 명칭이 없고 田 1枚에
몇 斗의 연공을 정해 지주에게 납입한다. 마치 영주와 백성 간의 관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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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山道

다. 따라서 永年 후에 地頭家가 退轉하면 소작하던 백성의 소유가 되는 관
습이 있다.(伊賀國度會郡)
○ 소작인에게는 證文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貢租 등 여러 비용을 부담
하게 하는 소작에는 계약의 증문이 있다. 기간은 통상 1년이다. 그런데 地割
(一村 협의하여 10년째 정도에 측량, 檢地하여 소유주를 교체하는 것. 관개
에서 다툼이 없고 공평하여 편익이 있다)을 하는 촌에서는 소작연한도 그
地割의 기한에 따른다.(尾張國愛知郡)
○ 소작에 정해진 연한이 없다. 황무지를 개간한 소작인은 永小作으로 부르고,
小作株를 자유롭게 매도한다. 지주가 이 일을 막을 수 없다.(三河國渥美郡)
○ 소작에는 證文이 없고 연한은 정해지지 않는다. 新田에는 영소작이라 불리
는 것이 있다. 지주의 허가를 얻지 않고 隨意로 小作株를 매매한다.(三河國
額田郡)
○ 소작인은 반드시 請人을 세워야한다.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지주로부터
대개 食米를 貸遣하여 秋熟에 갚는 것을 통례로 한다. 황무지를 借受하여
개간하고 이후 貢租를 납부하게 하는 땅으로 삼는 소작인 및 20년 이상 계
속 소작한 이를 영소작이라고 부른다. 지주가 자유로이 取戾할 수 없다. 그
小作株를 매매하는 것도 허가된다.(遠江國佐野郡)
○ 소작에는 證文이 있고 貢租村費도 부담한다. 기한은 定例가 없지만 10년을
넘으면 永作으로 칭하고, 不納米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주가 그 땅을
取戾할 수 없는 것이 통례이다. 8년째 정도에는 반드시 書改한다.(遠江國敷
知郡)
○ 소작에는 증서가 없다. 매년 정월 11일에 약정하고 改替한다. 1년계약이 통
례이다. 20년 이상 계속된 소작일 경우에는 영소작이라고 부르고 지주는 쉽
게 그 땅을 取戾할 수 없다.(駿河國志太郡, 益頭郡)
○ 논밭의 貸借는 米金 수납이 연체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取戾할 수 없는 것
이 통례이다.(甲斐國山梨郡)
○ 소작에 證文이라는 것은 없다. 백년 넘게 소작을 영속한 사례도 있다. 소유
주가 바뀌더라도 소작인은 바뀌지 않는다. 1~2년으로 소유주가 取戾하는 일
도 있고 연한은 정해진 것이 없다.(伊豆國田方郡)
○ 소작인은 봄 2월에 계약하고 1년을 기한으로 한다. 소작금 不納이 있을 경
우 언제든 取戾할 수 있다.(相摸國足柄郡)
○ 소작에 증서가 있다. 연한은 없다. 영소작이라 불리는 것 대부분은 옛날식
의 지주, 소작 관계를 맺은 것을 말한다.(上總國望陀郡)
○ 소작에 증서는 없지만 신원이 불확실한 자에게 소작을 맡길 때는 친척 등
에게 보증하게 한다. 연한은 반드시 계약한 것으로 하고 영소작이라는 名義
는 없다. 단, 1인 소유가 아닌 1村 공유지를 他村에 부쳐서 소작이라고 한
다.(近江國滋賀郡)
○ 소작에 증서가 없고 지주의 수첩으로 증거를 삼는다. 소작미를 연체하거나
貢租를 내지 않았을 때 그 재산 중에서 先取할 권리가 있다. 몇십 년 계속
경작했더라도 지주 맘대로 取戾할 권리가 있다. 개간지소작은 이런 예에 들
지 않는다.(美濃國安八郡)
○ 논밭의 소작은 亨保 이래 증서를 하게끔 하는 법이 있지만 同村 중에는 증
서를 취하지 않는 이가 많다. 논밭의 持主가 소작인에게 種籾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하는 자가 있다. 남는 땅을 下作人에게 경작시킬 때는 이자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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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혹은 수년의 年賦로 하는 것도 있다.(信濃國佐久郡)
○ 別小作, 直小作이라도 20년 이상 소작하는 곳은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경우
회수할 수 없다. 만약 小作米金 체납을 구실로 토지회수의 訴를 낼 경우는
그 米金 체납액의 변제의 방법을 강구하고 토지는 그대로 경작하게 한다.(信
濃國小縣郡 舊記)
○ 논밭 등의 임차는 기한을 정하고 증서를 만드는 것을 통례로 한다.(信濃國
高井郡)
○ 경지소작연한은 대개 3년을 기한으로 한다. 桑畑과 과수원의 경우는 10년을
기간으로 삼는 것이 통례이다.(信濃國高井郡)
○ 논밭의 소작은 10년을 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단, 直小作은 예외이다.(信
濃國水內郡)
○ 소작에 증서가 있고 기한은 대부분 1년으로 한다. 매년 2월 춘분까지 약정
하고 공조 등 비용이라도 소작인에게 위임할 때는 役場에 신고(屆出)하는 것
을 통례로 한다. 또, 황무지개간, 新田개간 등을 자비를 들여 한 이를 영소
작이라고 부른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지주에게 이를 진퇴할 권리는 없다.(河
野國河內郡)
○ 소작에 증서가 없고 1년을 연한으로 한다. 作德米를 지참하게 할 경우 대체
로 來年을 약속하는 것이 통례이다. 영소작이라는 것은 없다. 대체로 지주가
많고 인구가 적어서 소작하는 자가 적다.(磐城國白河郡)
○ 소작에는 반드시 증서가 있다. 그 기한은 1期立과 年期立이 있다. 1기립은
1년으로 한한다. 연기립은 丸免散田이라 부른다. 町家의 사람이 村方에 소유
지가 있어서 소작을 시킬 때는 年貢과 諸役을 부담하게 하고 단지 그 利益
米를 얻는다. 영소작이라는 것은 없다.(岩代國信夫郡)
○ 소작연한은 일정한 예가 없다. 그러나 前散田(米金을 前借하여 소작하고 난
뒤 借米와 利息을 함께 납부하는 것)은 대개 1년 단위로 신청한다. 연공과
諸役은 대체로 作子人(소작인)에게 부과하는 것을 통례로 한다. 作德은 쌀로
납부하고 散田立付(소작을 말함) 신청도 마찬가지이다.(陸前國遠田郡)
○ 前散田, 散田立付라도 作子人은 겸하여 약속한 德米를 지주에게 납부하는
것 이외의 의무는 없다. 지주는 그 田地에 대해 作子人에게 용수를 제공하
고 길과 다리를 수선해주어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다. 물론 모
두 지주와 作子人 간의 계약으로 소작증서에 가미하는 것이어서 일정한 예
는 없다. 만약 德米가 연체되면 作小證文에 기재된 受人이 이를 회수하거나
訴를 제기해 납부하게 한 뒤 그 땅은 지주가 회수할 권리가 있다.(陸前國遠
田郡)
(* 信濃國, 陸前國의 사례는 1877년판에도 수록되어 있다. 거기에서 수집된 용
어는 1880년판과 다소 차이가 있다.)

참고로, 소작에 관한 조사내용은 1877년판에는 거의 수록되어 있지 않고, 주
로 1880년판에서 처음으로 또는 보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결국 이
全國民事慣例類集의 실제 자료를 열람하여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은, 관습을
통해 법을 입안한다는 일본법학자들의 진술이 근대 일본의 임대차 및 영소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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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別調査案의 기획에 대해서는 물론, 그 기획의 연장선상에 있는 메
이지민법의 조항에 대해서도 결코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불평등조약의 개
정이라는 정치적 일정 속에서, 그와 함께 ‘일본적인 것’ ‘국체’ 등 내셔널리즘의
수사를 펴기는 했지만, 정작 입안된 민법은 오히려 ‘일본의 관습’과 일치하는
것이 되기는 어려웠다. 이 ‘관습’은, 사실상 취사선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
관성이 결여되고 너무도 다양하여 민법의 근거자료로서 제시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었다. 이것은 바꿔 말해, 관행을 통해 법을 입안하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오
히려 반대로 법을 매개로 하여 관행을 새롭게 창출하는 예기치 않은 사태로 이
어진다. 요컨대, 메이지민법의 영소작권 및 임대차 규정은 이제 사회 속에서
새로운 관행으로 구축되어간다(‘법의 관행화’).

제2절 식민지 조선에서 토지임차의 법적 지위

1. 임차권의 채권적 구성
(1) 우메 겐지로와 <한국시정개선협의회>
메이지민법의 기초자 세 명 가운데 한 사람인 우메 겐지로는, 1905년 11월
제2차 한일협약의 체결에 따라 조선통감부가 설치되고 난 뒤, 메이지민법 제
정을 위한 법전조사회 위원장이자 이제는 조선통감부의 초대통감인 이토 히로
부미로부터 한국정부의 법률고문으로 와 줄 것을 요청받았다. 당시 이토는 한국
에서 일본의 보호정치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국 안에 존재하는 여러 외국
의 치외법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근
대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서구 국가들에 준하는 공정한 재판제도
와 기본법전이 구비되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토는 바로 이 사업을
일본의 법률학자 우메에게 위탁한 것이다. 우메가 맡은 사업들 가운데 법전편찬
사업은 <부동산법조사회>(不動産法調査會)에서 담당했다. 한국의 토지제도의 확
립을 위해 토지관련법의 제정을 준비하고 물권(物權) 변동에 관한 종래의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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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도를 조사하는 것이 그 임무였다(李英美, 2005/2011: 12; 배성준, 2009).
이 <부동산법조사회>와 그 후신인 <법전조사국>(法典調査局)이 한국의 토지제
도 전환에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다. <부동산법조
사회>가 부동산 관습의 조사를 수행하기는 했지만 그 조사의 깊이가 매우 얕았
고, 또 사업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우메 겐지로가 1910년 한국에서 급사(急死)하
는 바람에, 토지법과 관련하여 그 조사가 갖는 의미는 비교적 제한적이었다. 다
만, 우메가 취한 한국 부동산 관습조사의 태도를 조선관습법존중론으로 보고,
일본법강제론에 팽팽하게 대치하는 것으로 의미부여하는 연구가 제출되어 있다

(李英美, 2005/2011).
우메가 법전편찬을 위해 우선 관습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만
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제법잡지(國際法雜誌)에 실은 ｢한국의 병합론과 입
법사업｣(韓國の合邦論と立法事業)에서, 부동산의 경우 한국의 관습이 일본과 크
게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는 독자적인 법전이 필요하다는 우메의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당시 조선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 없이 일본법을 연장하
여 시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일본법강제파’에 대한 비판(岡孝, 1991: 25)이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사적소유권 개념이 창출됨과 동시에 임대차 및 영소작권 개념
이 창출되는 인식론적 장, 그것이 자리한 권력의 장 그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본고의 연구관심에서 생각해볼 때, 이러한 연구들의 함의는 대단히 제한적인 것
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소작권 및 임대차와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입법은 어떻
게 진행되었을까? 1906년 8월 15일 오전에 이토가 주관하는 <한국시정개선협의
회>(韓國施政改善ニ關スル協議會) 제10회 회의가 통감관사에서 열렸고, 우메도
이곳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 대해서는 통상 ｢토지건물의 매매⋅교환⋅양여⋅전
당에 관한 건｣(土地建物ノ賣買⋅交換⋅讓與⋅典當ニ關スル件, 1906.10.16. 법률
제6호)과 ｢토지가옥증명규칙｣(土地家屋證明規則, 1906.10.26. 칙령 제65호)의 제
정 및 공포 경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언급되어 왔다. 이것은 주로 토지소유권
과 관련된 논의였다고 할 수 있는데, 실은 이 회의에서 조선정부의 관료와 우메
사이에 임차권을 둘러싼 인식의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
회의는 조선의 법부대신이 제출한 ｢부동산권소관법｣(不動産權所關法)을 검토
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이토는 자신이 이 초안을 한 차례 읽었고 우메에게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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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게 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메가 수정안을 제출했기에 이를 회람한다고
말한다. 통감부서기관겸비서관인 고쿠분 쇼타로(國分象太郞)가 조선인 관료들
앞에서 수정안의 내용을 통역하여 읽었다. 다음은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의 내용
가운데 임차권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金正明編. 1962: 326~329).
梅 박사: 이 자리에서는 근본적 개정의 요지만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법
부에서 제출한 안의 원안은 (이토) 통감 각하의 명에 따라 이를
일람했습니다. 그런데 원안의 제목은 넓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본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주로 매매 또는 저당 시에 생겨날 수
있는 詐欺를 예방하는 데에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포괄적인 법률은 한국정
부의 의뢰에 따라 목하 제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
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李 법상: 법부에서도 처음에는 이 제목은 문제가 있다는 것, 즉 우메 박
사가 조사 중인 법률과 중복될 우려에 관해 部內에서 협의를
하고 있던 중입니다. 이 법률을 발포해두고 장래에 때를 봐서
이를 개정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명칭과 제목은 그
렇게 해 둔 것입니다.
梅 박사: 원안의 제1조에서는 부동산의 매매(賣買), 전당(典當), 임조
(賃租), 양여(讓與)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법률에 의거하
면, 양여라는 문자는 무상으로 원수(援受)하는 것과 교환 두 행
위를 포함합니다. 만약 한국의 관습상 양여라는 용어가 단지
무상으로 원수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하면, 교환이라는 문
자를 첨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질문 드립니다.
(* 각 대신 토의 후)
李 법상: 양여란 단지 무상으로 원수하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梅 박사: 그렇다면 교환이라는 문자를 삽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임조라
고 하면 소작계약도 그 속에 포함합니다. 그런데 소작계약의
등기와 같은 것은 지금 조사 중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 속
에서 그 필요가 있을 때 이를 규정해야 합니다. 혹시 해당 법
률 속에서 이를 배제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요컨대 본법
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를 삭제하고, 본법
의 제목은 ｢토지건물의 매매⋅교환⋅양여⋅전당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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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야 합니다.
(* 각 대신 협의 이후)
朴 參政: 임조는 토지만이 아니라 가옥, 居室의 貸借도 의미합니다.
梅 박사: 그렇게 넓은 의미의 용어라면 더욱 면밀히 규정해야 합니다.
李 법상: 감히 自說을 주장할 생각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借地를 할
때 여러 폐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賃租를
原案 속에 넣고자 합니다.(강조는 인용자)

한국측 사법대신이 초안한 ｢부동산권소관법｣은 그 범위를 “인민이 소유한 부
동산의 매매, 전당, 임조, 양여에 관한 법칙을 규정”(제1조)하는 것으로 했다.

“부동산을 매매, 전당, 임대 또는 양여할 때는 소유주가 확실한 지권을 갖고 사
유를 명기해야 하며, 소유지의 이장 및 면장으로부터 증인(證印)을 받아 해당
지방군수나 부윤, 감리에게 청원해야”(제3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청원서
를 제출할 때는 부동산의 소유지명 등의 정보는 물론 “부동산이 다른 곳에 전
당이나 임조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제4조 제4항)도 기재해야 했다. 이런
양식이 만들어지면 “해당 관리는 등기부(登記簿)를 만들고 제3조의 청원을 인허
할 때마다 제4조의 사항을 일일이 기록해야”(제5조) 했다. 또, “매매, 양여, 전당
또는 임조 등의 사항이 소멸할 때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칙에 준하여 등기
취소를 청원해야”(제7조) 했다.9)
이와 같이 임대차(임조) 관련 사항의 등기를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한국정부의
의견은 임차권을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물권으로 보증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메이지민법에서 우메는 임차권을 채권으로 구성한 바 있다. 더구나,
이 회의의 중심적인 목적은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토지거래에서 사기를 막기
위한 임시입법의 제정이었다. 추후 관습조사를 통해 장기적인 입법사업에서 다
루기로 한다는 묵언의 신호는 있었지만, 여하튼 우메의 수정안에서 임차권은 아
예 삭제되었다. 우메는 토지에 관한 매매⋅교환⋅양여⋅전당의 사항을 다루는
임시법령의 제정으로 회의의 의미를 한정하고, 임차권에 대해서는 추후 <부동산
법조사회>의 장기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입안하는 것으로 해두었던 것이다.

9) ｢부동산권소관법｣의 해당 조항은 김정명 편(1962), pp.328~331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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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朝鮮民事令(1912)과 관련법령에서 영소작 및 임대차의 법적 지위
조선민사령(制令第7號 朝鮮民事令, 1912.3.18)에 언급된 선언, 그러니까 메
이지민법을 의용(依用)하는 동시에 물권의 종류 및 효력과 관련해서는 조선의
관습을 존중한다는 조항(제10조, 제12조)이 갖는 실제적인 의미는, 조선에서 소
작과 관련된 실천들이 일관성을 가진 법체계의 바깥에 방치된다는 것이다. 게다
가, 조선민사령에는 임차권에 대해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고, 따라서 메이지
민법의 임대차 규정을 의용해야 하는 셈이 된다. 이처럼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법의 부재는, 소작문제 관련하여 재판관의 재량의 폭을 넓혔다. 재판관은 해당
지역의 토지권리에 관한 분쟁사건을 심리하면서 조선총독부에 관련 관습의 존
재여부를 묻는 조회를 계속한다.
그런데, 관습에 근거를 둔 판결이라는 외양을 갖지만, 그 관습 자체가 조사를
통해 구성되고 결정된 일종의 재현물일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실은
조선총독부가 ‘회답’이라는 실천을 통해, 법체계의 안정성 안에서 허용되는 관
습만을 취사선택하여 새롭게 관행으로 확정지어 이를 강제하고 있었던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조선고등법원의 판례 역시 이러한 법의 부재를 보완하는 ‘표준’
의 역할을 수행한다. 소작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일관성을 갖춘 법의 부재 상
황은, ｢조선소작조정령｣(1932), ｢조선농지령｣(1934), ｢조선소작료통제령｣(1939) 등
소작문제만을 다루는 특별입법이 제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부분적으로나마 해소
될 수 있었다.
덧붙여둘 점은, 메이지민법이 의용된다는 것, 즉 적어도 관념적으로는 제국
일본의 법이 식민지인 조선에 그대로 강제되었다는 사실을 반추하며, 관습조사
에 기초하여 조선에 고유한 입법을 수행해야 한다는 우메의 구상이 좌초된 것
에 대해, 전혀 애석해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관습의 조사를 통해 법을 만든
다는 기획은 일본에서 그랬듯, 조선에서도 사실상 무리에 가까운 실현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구관조사(/관습조사)에서 얻어진 사례들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통제하여 일관성 있는 하나의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기초하여 분명한
언술을 구성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조선에서도 역시, 설사
우메의 입법구상이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관습의 법제화’가 아니
라 오히려 관습의 취사선택과 균질화, 그리고 ‘법의 관행화’가 진행되었을 것은
필연에 가깝다. 바꿔 말해, 취사선택을 통해 ‘창출된 관습’(예컨대, 관습조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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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 입법을 수행하는 행위 자체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일종의 알리바이를 제공
해줄 수 있지만, 입법의 내용 자체를 하나하나 정당화하는 실질적인 근거자료로
서 활용될 수는 없는, 대단히 아이러니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점은 일본의 全國民事慣例類集과 메이지민법 간의 관계에서도 이미
충분히 목격된 바 있다. 구관(/관습)의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그저, 이미
발생했거나 혹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 재판정
에서 판단하는데 그 근거를 제공하는, 권위를 인정받은 일종의 해석체계로 활용
될 수 있을 뿐이다. 즉, 식민지 사회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반증
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참조체계, 따라서 이의제기를 ‘제압’하기 위한 무기로
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관행을 통해 법을 입안한다는 구상은, 사회현실이
비교적 간명한 숫자와 평균치의 형태로 ‘재현’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실감’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이때에도 이 구상이 논리적으로 정
합적이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덧붙여,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해둘 필요가 있는 사항은 조선에서 관습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물권적 성격의 부동산권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의 문제이다.
임차권은 메이지민법의 임대차 규정에 맞춰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만, 조선의
관습적 물권은 메이지민법의 영소작권과 등가적 속성을 갖는 것이라고 ‘번역’
되든지, 이질적인 성격을 지닌 물권으로 인정받든지, 물권적 지위를 박탈당하든
지, 세 가지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
는 후술할 조선총독부 판사 노무라 조타로(野村調太郞)의 소작법 인식에 관한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2. 토지임차법과 사회적 관행
(1) 균질화: 民事慣習回答彙集과 朝鮮高等法院判例錄의 분석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식민지 조선에서 소작제도는 메이지민법과 ‘조선
의 관습’의 절충이라는 ‘외양’을 띠며 구성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제

3장 제3절에서 다룰 여러 소작관련 입법이 제출되기 이전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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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 시기 ‘소작’의 내실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일까?
본고가 제안하는 방법은 첫째, 어떤 사건이 역사의 표면 위로 융기하는지를
관찰하고 이를 징후적으로 독해하는 것이다. 무엇이 어떻게 문제화되고 있는지
를 확인하는 것이다(problematization). 둘째,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역사적 시간을 개입시켜 추적해보는 것이다. 거기서 목격되는 것은 법과 관습의
마찰이거나, 아니면 어느 일방의 우위의 관철일 것이다. 혹은 참조체계로 사용
되는 그 ‘관습’의 비일관성, 역사적 변화일 수도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본고
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民事慣習回答彙集(1933)과 朝鮮高等法

院判例錄(각년판)에 수집되어 있는 임대차 및 영소작권 관련 사례들이다.

1) 民事慣習回答彙集(1933)10): ‘취사선택된 관습’이라는 사실의 은폐
[표 3] 民事慣習回答彙集에서 영소작권 관련 조회사항
연

조회사항

번

(제목)

1

[No.117]
｢永小作에
관한 건｣

조회

경성지방법
원장
(1914.4.11)

회답

조회사항 要旨

參第36號
정무총감
(1914.5.13)

타인의 未墾地를 지주의 승낙을 얻어 개
간하고 영구적으로 소작권을 취득하는 관
습이 있다. 전항의 소작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는 소작권자의 의사에 반해 그 권
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소작인은 그 권
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지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권리를 新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국유미간지
이용법의 시행 이전에는 內需司 소속의

10) 民事慣習回答彙集의 작성경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조선에서의
종전의 법제는 매우 불비했고 관습도 명확하지 않았다. 대개 관습은 民情에 적응하여 발
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천, 政法의 추이 등을 밝히지 않으면 이를 밝혀내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구한국 말기 법전조사국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조사에 착수했는
데, 1909년 2월 京城控訴院 民事部로부터 관습조사의 조회가 있었던 것을 시작으로, 재
판소 기타의 관청으로부터 차차 조회가 있었다. 조선총독부 취조국, 참사관의 소관을 거
쳐 중추원에 이르는 동안 이들 조회에 대해 발한 회답은 1933년 9월까지 누적하여 삼백
수십건에 달한다. 민사령의 규정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고,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대부분은 관습에 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회답을 정리할
필요를 인식하여, 野村調太郞, 喜頭兵一 두 판사를 위촉하여 1933년 12월 이들 회답을
편찬하여 책을 냈다. 부록으로 1921년부터 1923년까지 개최된 구관 및 제도조사위원회의
결의를 권말에 첨부했다. 700페이지 정도이다.”(朝鮮總督府中樞院, 1938: 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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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해서도 이런 종류의 소작례(小
作例)가 존재했다.

2

[No.127]
｢特種小作에
관한 건｣

평양지방법
원
신의주지청
재판장
(1914.7.8)

參第55號
정무총감
(1914.8.13)

3

[No.172]
｢小作權에
관한 건｣

경성지방법
원장
(1915.12.14)

朝樞發
第219號
정무총감
(1915.12.28)

4

[No.239]
｢耕食者의
권리에 관한
건｣

고등법원장
(1918.1.9)

朝樞發
第62號
정무총감
(1918.2.23)

5

[No.247]
｢賭地權에
관한 건｣

평양지방법
원 민사부
재판장
(1918.5.1)

朝樞發
第47號
정무총감
(1919.2.6)

○ 평안북도 중 압록강 연안 기타의 지방
에서 지주와 계약하여 토지를 개간한
자가 영구적인 소작권을 취득한 관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畓主權이라고 칭
하지는 않고 또 果實 중 9/10를 취득하
는 관례는 없다.
○ 전항의 소작권은 지주가 이를 매수하
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존속한다.
○ 앞의 소작권은 관습상 일종의 물권이
다.
○ 앞의 소작관례는 사유지에 한하여 존
재한다.
○ 內需司 소관의 未墾地를 築垌起墾하여
수익의 幾分을 소작료로 납부하고 경작
권을 얻은 경작자로서 임의로 그 권리
를 처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권리는
관습상 물권적 효력을 가진 것으로 간
주한다.
○ 전항의 경우에서는 新소유자는 地稅의
증가를 이유로 소작료를 증액할 수 없
다. 종전의 관습에서 전항의 경작권은
善意의 新소유자라 할지라도 이를 부인
할 수 없다.
평안북도 博川郡 德安面 지방에는 泥生地
를 沓으로 하여 경작하기 위해 賃借를 하
는 관습이 있다. 그 貸借期間은 3년~6년
을 통례로 한다. 借主의 권리는 물권적
효력을 가진다. 해당 토지소유권의 讓受
人에 대항할 수 있다.
평안남도 大同郡 지방에서 元賭地(原賭地)
및 轉賭地라 불리는 소작관습이 있다. 원
도지의 관행은 南串面에만 존재한다. 소
작계약을 할 때 소작인으로부터 지주에
대해 협정한 금액을 無利息으로 기탁하고
그 금액의 다소에 따라 소작료를 약정하
는 것으로서 소작인은 지주의 승낙을 얻
지 않고서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전도지의 관행은 南串面 및 大同江面에
존재한다. 하천 연안의 토지에 대해 소작
인이 지주와 협의한 뒤 勞力을 제공하여
제방을 축조하여서 그 소작권을 얻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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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례이다. 소작료의 비율은 비교적 적
고 소작인은 지주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또, 지주의 특정승계인에
대항할 수 있다.
[No.73]
○ 舍音은 소작지의 점유자로 볼 수 없
參第7號
｢舍音 및
고등법원장
다.
정무총감
6
賭租에 관한
(1913.2.5)
○ 賭租란 타인의 토지를 使用收益할 경
(1913.2.10.)
건｣
우의 對價를 말한다.
打租는 실제의 수확을 절반으로 나누고
[No.120]
그 한 부분을 소작료로 삼는 것을 말한
｢結數賜牌와 평양복심법
參第37號
田土賜牌의
원 민사부
다. 도조는 해의 풍흉과 무관하게 소작료
정무총감
7
구별 및
액을 일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定式收
재판장
(1914.7.3.)
火田 등에
(1914.4.15.)
稅란 結數賜牌의 경우, 매결 23두를 징수
관한 건｣
하는 것을 말한다.
[出典] 朝鮮總督府中樞院, 民事慣習回答彙集(1933)에서 해당사례 추출.

이상에서 언급된 사건들 가운데 ‘취사선택을 통한 관습의 창출과 그 확정’의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연번1】의 ｢永小作에 관한 건｣은 경기도 파주(坡州) 지방에서 내수사 소속의
미간지(未墾地)를 인근주민이 자신의 자금을 들여 개간, 경작하여 소작권을 얻
은 경우, 그 소작권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지를 조회한 데 대한 회답이다. 개간
과 관련된 문제는 【연번1】만이 아니라 1910년대의 자료들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
는데, 한일강제병합 이후 개간소작의 권리관계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
화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회답을 요청하는 조회의 질문은 매우 구체적이다.

“소작권을 얻은 이후 그 권리를 영구적으로 존속시키는 관습이 있는가, 소유자
는 임의로 그 차지권을 소멸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지권자는 소유자의 승
낙을 얻지 않고도 해당 소작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관습이 있
는가, 또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소작권으로 新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관습이 있는가” 등 사항을 적시하여 문의해온 것이다(朝鮮總督

府中樞院, 1933: 185).
법정의 재판관의 수준에서는 이 문제를 쉽게 판단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본부에 조회를 한 것이다. 그 결과, 본부에서는 ‘개간영소작’의 권리가 인
정받고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그런데 이때 이 회답이라는 행위는, 외형상으로는
조선의 관습적 권리를 추인하고 이를 판결의 기초로 삼게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지만(‘법원(法源)화된 관습’), 실제적으로는 지역의 관습을 취사선택⋅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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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새롭게 구성하는 행위이다(‘취사선택된 관습’). 이것이 관습의 취사선택
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명의로 전달된 조회사항
이 근거로 삼고 있는 자료를 직접 확인하여 밝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
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문헌에서 제시되지 않은 이상 이 방법은 애초부터 봉쇄
되어 있다.11)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식민국가에 의해 마찬가지
로 조사된 또 다른 <관습조사보고서>를 통해, 동일지역에 대해 혹시 이와 반증
되거나 배치되는 관습의 기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 관습이 여러 가지 관
습 가운데 하나가 ‘취사선택’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이 파주지역에서의 개간소작과 관련된, 그러나 위에서 언
급된 ‘개간영소작’과는 사뭇 다른 판단을 내린 경우로서, ｢坡州郡 특종소작 기
타에 관한 건 회답｣(1918.7.18.)의 사례가 존재한다.12) 여기서는 “개간 이후 3년
간 무료로 대부(貸付)하는 것을 보통으로 한다”는 언급만 있을 뿐, 그 영소작으
로서의 지위를 승인하는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를 통해, 군(郡) 단위에
서 하나의 관습에 관해 상이한 조사내용이 보고된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관습’이 취사선택을 통해 구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연번3】의 ｢小作權에 관한 건｣은 경기도 파주군(舊交河郡) 탄현면에 소재한
미간지(未墾地)를 그 인근 주민 수백 명이 각자 투자하여 축동개간(築垌開墾)을
하여 얻은 수익의 1/10 또는 1/4을 소작료를 계약상 지불하고 경작할 권리를 취
득하여 당시에 이른 건에 관한 것으로, 그 권리의 특성을 보면 양도와 임대, 심
지어 저당(抵當)까지도 가능하고,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지더라도 이 권리는 新
지주에게 대항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현장의 법관이 본부에 조회를 요청한 사항
으로는, 이 권리를 영소작권으로 볼 수 있는지, 해당 토지의 매매를 통해 새롭
게 지주가 된 이가 세금증가를 이유로 소작료를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권
11) 물론, 이 자료가 확인된다고 해서 ‘취사선택된 관습’이라는 점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의 원(原)자료와 정리자료(정무총감 회답시의 참고자료) 두 가지를 모두 확
보⋅비교하여 둘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일제가
생산한 관습조사보고서류의 소장처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이승일, 2012, ｢일제 강점기
한국관습조사자료의 소장 현황과 분류, 記述—국사편찬위원회와 수원박물관 자료를 중심
으로｣,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46을 참고할 것.
12) ｢坡州郡 특종소작 기타에 관한 건 회답｣(坡州郡守→朝鮮總督府中樞院, 1918.7.18.: 【文書
番號】 庶 第2179號). 이 자료는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朝樞發 第150號”(1918.6.12.)로 파
주군에 조회한 사항에 대한 회답이다. 이 문서는 국사편찬위원회(<한국데이터베이스>)에
서 제공하는 원문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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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이러한 권리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채 토지를 매매한 新지주—이른바 메
이지민법상의 선의(善意)의 지주—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인지를 조회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본부의 회답은 다소 이색적이다. 그것은 조선총독부가 관습조사
를 통해 기존에 확보한 자료에서 조회된 내용을 확인해주는 형식의 회답이 아
니었다. “지주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고 권리를 양도하거나 토지를 임대, 또
는 저당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권리는 종전의 관습에서는 물권적 효
력을 갖는다”는 것이다(朝鮮總督府中樞院, 1933: 259. 강조는 인용자). 그리고 이
를 메이지민법에 규정된 영소작권으로 볼지 말지는 법관이 스스로 법령에 근
거하여 해석하면 된다고 회답했다. 관습의 존재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인
데, 결국 이 사태는 이 관습이 조회요청에 의해 해당 지방에서 새롭게 ‘발견’된
관습임을 시사한다.
법원(法源)이 되어야 할 관습에 관한 기존의 조사에서 누락되었던 관습이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돌출되어 나온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은 이미 수
집된 ‘종전의 관습’에 기대어 해당 법관이 ‘적절하게’ 판단하는 수밖에 없는 것
이다. 나아가 사건의 발생지역이 파주군이라는 사실은 【연번1】의 사례와 함께
생각해볼 때, ‘조사를 통해 얻어진 사례로서의 관습’이 필연적으로 내포할 수밖
에 없는 ‘취사선택’의 문제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식민국
가에 의한 재판과 조회의 과정이 식민지 조선의 관습에 대한 추가적인 인지 및
조사의 과정이었다는 점도 아울러 상기시키는 것이다.
【연번4】의 ｢耕食者의 권리에 관한 건｣은, 이후에 언급될 조선고등법원민사판례
의 ‘토지임대차’ 관련 【연번4】의 ｢不當取得穀 청구의 건｣과 동일한 사건이다. 당
시 이생포락지(泥生浦落地)에서의 소작관습에 관한 조사로서는 금강과 낙동강
유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13) 【연번4】의 사례인 평안북도 박천군의
경우, 직접적인 사례조사가 재판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은 이생지 개간, 즉 방새계약(防塞契約)을 통해 물을 막아 개간하여 이
를 논으로 만들어 경작하고자 한 계약에서 비롯되었다. 개간 이후 6개년 간 소

13) ｢復命書｣(委員 朴宗烈, 屬 安藤靜 → 取調局長官 石塚英藏. 1912.2.15.) 이 복명서는 이생
(泥生) 관습에 관한 조사를 명령받아 1월 5일 경성을 출발하여, 강경, 군산, 공주, 대전,
대구, 밀양, 부산의 관습을 청취한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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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인이 물권을 갖는 지방의 관습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조회의 대상이다. 이 재
판은 1918년 1~2월 동안 관습의 조회와 회답을 거쳐 1918년 3월 8일 판결이 내
려졌다.
그런데 이 재판은 상고심이었다. 원심은 1917년 9월 26일에 판결이 내려졌고,
이 판결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상고를 신청하여 원심의 판결내용을 뒤집은
사례이다. 상고심에서의 판결의 내용은, “이러한 (방새)계약에 기초하여 해당 개
간자가 開墾畓을 경작하는 권리는 소위 賭租權 혹은 耕作權이라고 하는 관습에
따른 物權으로, 등기 혹은 증명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조선에서의 현저한 일반 관습이다. 특히 平安北道에서 더욱 그러

하다. 그런데 原判決은 이러한 관습의 존재를 否定하여, 상고인의 防塞계약에
따른 권리는 피상고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判示함으로써
피상고인의 청구를 容認한 것은 관습법을 오해한 불법적인 것으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高等法院書記課編, 1918(第5卷 民事): 172~173. 강조는 인용자)는 것이
었다. 이에 덧붙여, 해당 지방에 어떤 관습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의
의무는 재판을 청구한 당사자들의 몫이기는 하지만, 명백히 존재하는 관습을 적
용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원심판결에 대한 비판이 병기되어
있다.
그런데 원심의 판결내용을 보면, “이 경작의 권리는 그 계약 후 토지의 소유
권을 讓受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일반 관습이 없음은 물론, 지방 관습

이 있다는 擧證도 없으므로”(高等法院書記課編, 1918(第5卷 民事): 173. 강조는
인용자)라고 되어 있다. 원심판결은, 상고심 판결문에서의 비판과는 별개로, 관
습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관습이 부재하다는 나
름의 근거 위에서 진행된 것이었던 셈이다. 고작 6개월의 차이를 두고 원심과
상고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것이고, 둘 다 판결의 근거를 ‘관습’에서 찾
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지칭되는 두 가지의 ‘관습’은 모두 조사를 통해 확보한
관습이고, 따라서 결국 둘 다 ‘취사선택된 관습’이라는 점이 입증되는 것이다.
덧붙여,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 종료된 이후, 중추원의 지방관습 조회에 대해,
박천군수는 방새계약에 의한 이생지 개간에 관한 관습이 박천군에 존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14)
14) ｢博川郡 특종소작 기타에 관한 건 회답｣(博川郡守 → 朝鮮總督府中樞院. 博財 第123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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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5】의 ｢賭地權에 관한 건｣은 평안남도 대동군(大同郡) 지역에 타인의 토
지에 대해 원도지권(原賭地權), 전도지권(轉賭地權)이라는 권리가 관습적으로 인
정되고 있는지를 물어온 것에 대한 회답이다. 구체적으로 조회사항은 “원도지와
전도지를 인정했을 때, 그 권리의 취득원인, 성질, 효력, 기타 권리자가 지주의
승낙을 얻지 않고 임의로 이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양도받은 讓受人은
지주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사항에 관해서는, 구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흔적이 발견된다.
구관심사위원회 회의진행내용 일람표(｢舊慣審査委員會一覽表｣)를 보면, 1918년

11월 12일 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처음 상정되어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 심의,
결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심의 이후 결정된 내용은 1919년 2월 8일에 총독에게
보고되고 22일에 재판소에 배부되었다.15) 정무총감으로부터의 회답일이 1919년

2월 23일로 되어 있는 것은 구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그 회답의 내용을 이
루고 있었음을 확인해주는 근거가 된다.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된 회의자료인 ｢제3회 구관심사위원회 회의록｣(第3回舊

慣審査委員會會議錄. 1919.1.23.)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도지와 전도지의 법적 지
위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토론과 합의과정을 알 수 있다.16)
小田 위원: 元賭地의 관행은 토지가 비옥하여 소작을 바라는 자가 많고
그 결과 일정한 금액을 기탁하는 자에 대해 소작권을 주는
것으로서 지주는 그 利息을 얻는 것인데, …… 교부금은 차
지료 연체의 경우, 이에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담보의
의미를 지니는 것에 불과하다.
田中 위원: 그 기탁금은 민법상의 부금(敷金: 가옥 등의 임차보증금을
뜻하는 일본의 용어—인용자)과 성질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
가?
小田 위원: 이 기탁금은 차지료의 담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주가 금전을
이용하는 점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서, …… 따라서 부금과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1918.6.15.).
15) ｢舊慣審査委員會一覽表｣(1919, 中樞院調査資料).
16) ｢第3回 舊慣審査委員會 會議錄｣(19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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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喜頭 위원: 元賭地는 敷金附의 임대차로 볼 수 없는가?
小田 위원: 敷金附의 임대차는 그 효력이 당사자 간에 그친다. 토지소유
자 변경의 경우에 차주가 그 권리를 신소유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결과가 되므로, 지금 곧바로 이를 敷金附의 임대차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장래에는 이를 특종의 물권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敷金附의 임대차로 하여 이를 취급해도,
반드시 불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략)
田中 위원: 조회에 대한 회답안에, 敷金附라는 것을 모르고서 매수한 사
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가?
小田 위원: 종래 이러한 사례가 없었지만 재판소의 안건은 혹시 그 점을
문제로 삼지는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재판소에서 해결에 곤
란할 터이다.
田中 위원: 敷金附라는 것을 모르고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어떠한가?
小田 위원: 입증의 책임은 異常의 사실을 주장하는 借主에게 있음은 물
론이지만, 종래는 이러한 문제가 생겨난 적이 없다.(강조는
인용자)

이 회의에서 원도지는 일본의 임차보증금인 부금(敷金)과 비교되고 있다. 오다
미키지로(小田幹次郞)의 의견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그는 최종적으로 일본
의 부금과 원도지가 같은 성격의 제도는 아니지만, 물권이 아니라 채권, 즉 지
주와 소작인 간의 당사자 관계에 한정된다고 규정하면서, ‘敷金附 임대차’와 동
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 관습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도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매매한 새 지주가 있을 경우 이 원도지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
는가의 문제가 제기되었고(이것이 조회의 내용이었다), 재판소에서 해결이 불가
능하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언급으로 논의를 마무리
하고 있다.
그리고 “원안에서 ‘借主의 차지권은 토지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신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貸主의 교부금 반환의 의무는 당연
히 신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관습으로서’라고 했던 부분을 ‘貸主가 토지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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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전한 경우에는 貸主는 借主에게 支定票를 반려하고 借主로 하여금 賭地票
를 반환하게 하며, 신소유자는 차주에 대해 새로 賭地票를 교부하고 차주로 하
여금 지정표를 교부하게 함을 통례로 한다. 이 경우에 구소유자는 교부금 반환
의 의무를 면하며, 신소유자가 그 의무를 부담하는 관습으로서’라고 문구를 수
정할 것”을 결의했다.17) 즉, 원도지를 부분적으로 물권적 속성을 지니되, 근본적
으로는 지주와 소작인 간의 채권관계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겠다는 의지를 확고
히 표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원도지(原賭地, 또는 元賭地)는 과연 이처럼 채권관계의 권리였던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이 조회와 회답 이전에 평안남도 대동군(大同郡)에서의
사례에 관해 직접적으로 보고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다만, 동일한 기원에 의해 생겨난 동일명칭의 관습이 의주(義州) 지역
에서 조사되어 보고된 바 있기 때문에, 이와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조선관습조사보고서(1913)의 “영소작권에 관한 관습”의
항목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이 자료에서 언급된 원도지권의 특성을 살펴보면,

“원도지(原賭地)의 차지인은 그 권리의 양도나 전장을 자유로이 할 수 있고 굳
이 지주의 승낙이 필요 없다. …… 소작인은 그 소작권을 買得한 것이기 때문에
지주라도 이를 매수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지주가 매수하지
않는 한 영원한 것이므로 기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주가 변경되어도 소작인
은 그 권리를 新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소작권을 매수한 자 역시 이를 지
주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원도지의 기원에 대해 …… 이 섬은 토질이 매우
비옥하여 소작의 경쟁이 심해 소작인이 되려고 하는 자가 지주에게 대가를 지
불하고 영구소작인이 될 권리를 얻는 것이 상례”였던 것이다(朝鮮總督府, 1913:

132~133). 동일한 기원을 갖는 두 지방에서의 동일명칭의 관습에 대해 서로 다
른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셈인데, 이것은 관습의 조사와 그 정리에서 체계
적인 일관성이 상실되고 있음을 보여준다.18)
17) ｢第3回 舊慣審査委員會 會議錄｣(1919.1.23.).
18)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펴낸 小作ニ關スル慣習調査書(1930. 편집자는 中樞院屬 渡邊業
志)에서도 이러한 체계내적 불일치는 확인된다. 평남 대동군의 원도지(元賭地/原賭地)는
‘영소작에 속하지 않는 특종소작’으로, 평북 의주군의 원도지(原賭地)는 ‘영소작의 성질
을 갖는 특종소작’으로 각각 분류되어 서술되고 있다(朝鮮總督府中樞院, 1930: 38~62,
162~171). 분류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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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매우 아이러니컬한 일이지만, 이영미의 연구에 따르면 이 조선관습조
사보고서(1913)의 집필자는 오다 그 자신이었다(李英美, 2005/2011: 232). 이러한
사실은 식민자의 관습분류의 기준 그 자체가 매우 상황적⋅유동적인 것이었다
는 점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러한 유동적 전거 위에서 ‘조선의 관습에 의거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토지임대차와 관련된 조회사항의 경우, 영소작권과 관련된 조회사
항(【연번1】~【연번7】)을 모두 중복포함하고 있다. 그 이외의 사례만을 추출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民事慣習回答彙集에서 토지임대차 관련 조회사항
연

조회사항

번

(제목)

조회

회답

조회사항 要旨

1

[No.160]
｢荒蕪地의
소작에 관한
건｣

경성복심법
원 민사
제1부
재판장
(1915.5.13)

朝樞發第91號
정무총감
(1915.6.24.)

○ 지주의 승낙을 얻어 荒蕪地를 개간
했을 때는 3년간은 무료로 이를 사
용할 수 있는 관습이 있다. 그 이후
는 보통의 소작과 다를 바 없다.
○ 소작은 매耕作期마다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또 소작료를 증액할
수 있다.
○ 前記의 관습은 그 토지가 內需司
의 소유에 속할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2

[No.208]
｢舍音의
소송제기에
관한 건｣

공주지방법
원 서산지청
(1917.2.10.)

朝樞發第52號
정무총감
(1917.2.27.)

사음이 자기 이름으로 지주를 위해
소송을 하는 관습은 없다.

朝樞發第284
號
정무총감
(1918.12.11)

○ 사음은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지를
관리하고, 소작계약을 하며, 소작료
의 取立을 수행하는 것을 그 본래
의 사무로 한다.
○ 사음은 특약이 없는 한 未收入 또
는 取立不能의 소작료에 대해 지주
에 대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사음이 지주를 위해 그 승낙을 얻
어 取立한 小作籾을 貸付利殖할 경
우, 그 未收 혹은 回收不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사음의 身元保證에 대해서는 관습
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없다.

3

[No.245]
｢舍音에 관한
건｣

대구복심법
원 민사
제1부
재판장
(1918.9.17)

[出典] 앞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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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연번1】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것은 황무지 개간을 통해 얻은 토지
사용권의 법적 권리가 무엇인지에 관한 조회에 회답한 것이다. 소작료가 1/4 수
준의 소액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영소작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를 조회해
왔다. 이에 대해 정무총감 회답은 “3년 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관습이 있지
만, 그 후는 일반소작과 다를 바가 없고 영소작은 아니”라는 것으로, “소작료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明約이 없으면 영소작으로 이해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朝鮮總督府中樞院, 1933: 244). 아울러, 일반적 토지임대차 관계인 이상, 계
약의 갱신을 통해 소작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당시 황무지 등을 개간했을 경우, 3년 간 무료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가 부여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여러 지방에서 관습조사의 결과들이 속속 올라오
고 있었다. 부동산법조사회에서 출간한 한국부동산에 관한 관례(韓國不動産ニ

關スル慣例, 1907)에 따르면, 소작인에게 무료경작을 보장하는 기간이 3년 또는
5년이라는 소소한 차이는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보통의 소작과 마
찬가지의 법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관습이 인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중추원 자
료 가운데, 전국적으로 개간소작의 관습 존재유무와 존속기간을 조사하여 보고
한 것으로 ｢開墾小作 慣習에 관한 府郡島 회답 요지｣(年代未詳)이 있다. 이 보
고서에서도 개간소작은 대체로 3년 내지 5년 간 보장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
당기간 동안 물권적 속성을 인정받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구분이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중추원의 [구관심사위원회]에서 개간소작 문제가 다루어지는 방식은,

‘조선 전래의 관습’을 있는 그대로 조사하고 그 실체성을 인정하여 재판 등에
적용한다는 식민자의 태도가 허구적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19)
田中 위원: 開墾小作에서의 借地權을 物權으로 할 때에는 실제상 여러
가지 형편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긴다. 예를 들면 장래 대규
모의 개간을 하려고 하는 이가 있어서 지주로부터 그 토지
를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외에 별도로 개간소작인
이 있고 게다가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일일이 이를
매수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한다면 매수의

19) ｢第2回 舊慣審査委員會 會議錄｣(19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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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 때문에 좌절을 가져오고 구구한 개간소작의 권리를 보
호한 결과, 도리어 토지의 이용을 저해하는 폐해가 생기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그 차지권을 3년간 제삼자
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과연 국가가 인정한 관습
법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는 크게 의심이 없을 수 없다. 대개 예전에는 새로 토지를
개간한 경우에는 3년간 無稅로 하는 법제였으므로, 개간소
작의 경우에 지주의 변경이 있어도 억지로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따라서 차지인의 권리가 마
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
하다. …… 이를 물권으로서 인정할 필요가 없고 근소한 賃料
를 지불케 하여 임대차의 규정을 적용하게 하는 것이 옳다.
山口 위원: 만약 물권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田中 위원: 負擔附의 使用貸借라고 볼 수 있다.
(중략)
萩原 위원: 관습을 심의하는 경우, 단지 그 존재하는 사실의 해석에만 그
치지 않고 현행법에 비추어 또 입법상의 견지에서 이를 심
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關屋 위원장: 입법상의 심의에 대해서는 따로 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관습으로서 그 사실을 해석하면 족
할 터이다. 그러나 편의상 입법상의 견지에서 심의한 의견
을 덧붙인다면 그다지 상관없을 것이다.
(중략)
喜頭 위원: 경작을 위해 개간자가 기꺼이 개간을 기도하는 것은 가령 3
년간의 단시일이라도 어쨌든 그 기간에는 제삼자에게 대항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습이 있음은 시비를
가릴 것 없는 사실로서, 만약 이 점을 배제한다면 개간자는
무엇을 기대하고 개간을 할 것인가. 도리어 토지개간상 장
애를 가져올 것이다. …… 이 차지권이 물권인지 채권인지
에 대해서는 물권성을 띠는 負擔附 使用貸借라고도 생각되
지만, 일종의 물권이라고 인정해도 상관없다.
關屋 위원장: 魚君의 의견은 어떠한가.
魚 위원: 개간소작은 종래부터 존재하는 관습이지만 그 기간이 겨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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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과하다면 억지로 물권으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을 것으
로도 생각된다.
金 위원: 물권인지 채권인지의 법률상의 해석은 잠시 접어두고, 개간소작
의 관습은 종래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조선의 관
습이므로 지금 이를 배제한다면 그 폐해가 클 것이다. 따라
서 이 관습은 영원히 보호하는 것이 알맞다고 믿는다.
田中 위원: 개간소작을 관습상의 사실로서 인정한 이상은 이를 물권으로
할 수밖에 없다.
關屋 위원장: 심의사항에 대해 物權說의 가부를 채결하겠다. …… 반대의
견이 없으므로 物權이라고 결정한다.(강조는 인용자)

이 회의의 내용을 보면, 개간소작이 물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조선 전래의
관습이어서 이를 그대로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실용적 목적에 종
속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개간이 진행되는 데에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
에 물권으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나, 대항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개간의
의욕이 꺾일 것이라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물권으로서 그 법적 지
위가 규정되기는 했지만, 이것은 철저히 관습에 관한 실용적 사고에 기초한 것
이었을 따름이다. 바꿔 말해, 실용적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생긴
다면 언제라도 이 관습은 배척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것이다. 조사된 관습
의 성격과 법적 지위를 자신의 목적에 맞춰 판단⋅구획하는 식민자의 모습이
바로 이곳에서 목격되고 있는 것이다.

2) 조선고등법원민사판례: ‘법의 관행화’
앞에서는 관습을 조회하여 재판을 수행한다는 행위가 외면적으로 표현되는

‘객관성’ 이면에서, 실질적으로는 ‘취사선택된 관습’에 의거하여 이루어질 수밖
에 없었다는 점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조선의 ‘관습’을 조사하여 이를 법원(法

源)으로 삼는다는 식민국가의 기획의 불가능성과, 그러한 기획 자체가 은폐하고
있는 모종의 인식폭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조선고등법원의 민사판례
를 몇몇 사례를 통해 식민지 조선에서의 메이지민법의 관행화 양상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판례(判例)의 분석은, 이를 통해 법과 사회적 관행 간의 교섭의 양상을 입체적
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다시 말해, 법이 사회적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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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어떻게 창출하는지, 사회적 관행이 법을 어떻게 규제 또는 대체하는지, 그
상호작용의 양상을 관찰해볼 수 있는 중요한 소재인 것이다. 물론, 그 시사점이
여기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재판과 판례는, 통상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여러 사회적 관행들을 권력이 법을 통해 변형시키는 통
치행위의 일환이다. 그것은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진 추후의 재판들에 그 전례

(前例)와 근거를 제공하는 실천인 한편, 법조문이 담은 앙상한 의미에 해석을
가하여 사회적으로 법적 권리의 실체를 구성해내는 실천인 것이다. 권력은 이

‘과시의 장(場)’을 뭇 인민에게 펼쳐 보임으로써 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
를 통해 그들의 일상을 훈육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통치권력이 법을 매개로 수행한 사회적 관행의 변형과
재구조화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영소작 및 토지임대차 관련 판례를 분
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통사회에서 인정받아왔던 토지에 관한 권리의
관행들이 어떤 식으로 규제되고 재배치되며 또 ‘균질화’되어가는지를 확인하고
자 한다. 본고의 전체적인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이 판례의 분석은
토지임차권의 입법과 소작관행조사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메우고 이어주는
계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표는 영소작(永小作)과 토지임대차(土地賃貸借)와 관련된
재판의 판례들을 조선고등법원판례록(朝鮮高等法院判例錄, 1908~1943)에서 추
출해본 것이다. 고등법원판례는 식민지 조선에서 재판의 최종심이었고, 재판의
장에 참여하는 여러 당사자들은 물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되어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개별적 사례로서 취급되기보다는 전형성과
대표성을 띤 사례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표 5] 朝鮮高等法院判例錄에서 영소작 관련 판례
연

사건명 및

민법

번

선고일

조문

1

｢借地權確認
請求ニ關ス
ル件｣
(1915.7.2.)

278조

판결요지
경작 專用을 위한 영구존속의 借地權은 영소
작권으로서, 조선민사령 시행 이후는 민법
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기간을 50년으로 단축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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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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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小作權設
소작료는 영소작권 설정에 빠뜨려서는 안 되
定登記申請
는 요건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영소작권 설정 11권,
270조
手續履行請
2
등기를 할 때에 신청서에 소작료를 기재해야 pp.60~63
求事件｣
한다.
(1924.4.11.)
[出典] 朝鮮高等法院判決錄(民事篇)(1908~1943)에서 해당 판례를 추출하여 시기별로 재구
성하였다. 이 판결록은 1908년(제1권)~1929년(제16)은 조선고등법원 서기과(書記課)에서 편찬
했고, 이어 1930년(제17권)~1943년(제30권)은 조선사법협회(朝鮮司法協會)에서 발행했다. 사례
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朝鮮高等法院判例要旨類集 1923년, 1930년, 1937년, 1943년판도
함께 참고했다.

【연번1】의 ｢차지권 확인 및 청구에 관한 건｣(借地權確認請求ニ關スル件)은 미
간지(未墾地)의 개간자의 법적 권리와 관련된 사건의 판례이다. 계쟁지(係爭地)
는 애초 국유미간지였던 곳으로서, <조선농업주식회사>가 1908년 ｢국유지미간지
이용법｣에 의거하여 대부(貸付)받고, 1913년 같은 법에 의거하여 부여(付與)받아
완전히 소유권을 확보한 곳이다. 경작자가 1910년에 이곳에 스스로 자본을 투하
하여 개간하면서 1/10 차지료와 영구차지권의 계약을 한 것으로, 원심은 이를
지상권(地上權)에 유사한 일종의 차지권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영구
적이 되더라도 공공의 질서에는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고등법원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권리는 영구소작권으로 이에 계약상 영구
의 존속기간을 붙인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단 “조선민사령 시행
이전에는 그런 계약이 유효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존속기간을 …… 민법의 규정
에 의거하여 이를 50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高等法院書記課編, 1915

(第3卷-1): 206~208).
이 판결은 조선 전래의 영구적인 토지임차 관행을 조선민사령의 시행 이후
메이지민법의 영소작권 규정(제278조)을 의용하여 그 임차기간을 50년으로 단
축시킨 것이다. 이것은 식민지 조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특정한 형태의 토지
임차 관행, 즉 경작의 목적으로 영구적으로 차지권을 보장받아왔던 일련의 관행
들을 메이지민법의 체계 안의 ‘영소작’(永小作)으로 기입하는 정치적 실천이었
다. 식민자의 관점에서는 이 과정이 ‘자연스러운 번역’으로 인식되겠지만, 조선
전래의 사회적 권리의 관점에서 볼 때 사정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된다. 이 영구
차지권의 존재는 농민의 경작권이 일종의 분할소유권의 지위를 확보해가는 역
사적 흐름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신용하, 1967).
- 79 -

제2장 제국-식민지 농정과 토지임차법

따라서 식민국가에 의해 강제된 ‘영소작’ 개념의 도입은 이러한 조선사회 내
부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여, 이 분할소유권을 해체하고 이를 단순한 ‘장기’(長

期) 토지임대차로 격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바꿔 말해, 메이지민법의 틀 안
에서, 그동안 일반적으로 이루어져왔던 토지임대차와 이 분할소유권에 가까운
토지임대차의 관행은 이제 ‘소작’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 균질화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때, 가령 이 두 가지가 과연 동일한 범주 안에 묶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의 문제는 더 이상 의식되지 못하고, 그러한 문제제기는 완전히 봉쇄되며
부정되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인식폭력, 즉 아프리오리의 구축과정이다. 따라
서 이 판례는, 조선 전래의 관행, 사회적 권리를 부정하고 메이지민법을 조선
사회에 강제, 관행화하는 정치적 실천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연번2】의 ｢영소작권의 설정 및 등기 신청수속 이행청구에 관한 사건｣(永小作

權設定登記申請手續履行請求事件)은 메이지민법의 영소작권 설정계약의 구비
요건을 확인한 것이다. 즉, 이 계약은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설정행위로써 소작
료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부동산등기
령｣ 제112조에 의거하여 소작료가 등기시의 필수기입사항”임을 확인한 것이다

(高等法院書記課編, 1924(第11卷): 61~64).20) 이 역시 메이지민법의 영소작 관
련 규정을 조선사회에 관행화하는 실천이었다고 할 수 있다.
[표 6] 朝鮮高等法院判例錄에서 토지임대차 관련 판례
연

사건명 및

민법

번

선고일

조문

1

｢土地所有權確
認幷土地代金受
領請求ニ關スル
件｣

601조

판결요지
○ 조선의 관습에서 소작지는 소작인이
점유하고 지주도 또 소작인을 통해 점유
하는 것이고, 舍音이 그 점유를 하는 것
이 아니다.

出典
(호, 면)

2권(1),
pp.159~165

20) ｢부동산등기법｣제112조는 다음과 같다. “영소작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경
우에는 신청서에 소작료를 기재한다. 만약 등기원인에 존속기한, 소작료의 지불시기 기
타 영소작인의 권리 혹은 의무에 관한 특약 또는 민법 제272조 단서의 규정이 있을 때
는 이를 기재해야 한다.” 또, 조선민사령 제13조의 부동산 관련 물권(物權)의 경우, “부
동산에 관련된 물권의 得喪 및 變異에 대해 ｢朝鮮不動産登記令｣ 또는 ｢朝鮮不動産證明
令｣에서 登記 또는 증명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그 등기 또는 증명을 받지 않으면 이
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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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3.14.)

○ 조선의 관습에서 賭租는 타인의 토지
에 대해 사용수익을 얻는 경우의 代價에
다름 아니다. 이를 수득할 권리의 존속기
간은 日割로 취득해야 하는 것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지 않고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임차물을 轉貸
해도 그 행위가 당연히 무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조선에서 소작에 대해 기한을 정하지 않
았다 하더라도 春分 이후 冬至 이전의
경작계절 내에서는 지주와 소작인 공히
隨意해약할 수 없는 것은 일반의 관습이
다.
○ 평안북도 博川郡 德安面 지방에서는
泥生地를 防塞하여 沓으로 하여 이를 경
작하기 위해 보통 3년~6년의 기한으로
임차계약을 체결한다. 그 기한 내에는 借
主의 권리는 물권적 효력을 가진다. 그
토지의 소유권을 讓受한 제3자에 대해서
도 그 권리를 대항할 수 있는 지방관습
이 존재한다.
○ 지방관습의 존재는 당사자가 이를 증
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판소에는 이를
조사할 책무가 없는 것은 물론이다. 다
만, 그 관습에서 현재 존재하는 것이 명
확한 것에 대해서는 가령 당사자가 그
증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소
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 위법으
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2

｢貸地料請求ニ
關スル件｣
(1915.12.17.)

612조

3

｢籾及藁草返還
請求ノ件｣
(1917.10.19.)

601조

4

｢不當取得穀請
求ノ件｣
(1918.3.8.)

612조

5

｢立替金請求ノ
件｣
(1918.4.5.)

601조

조선에서 소작인은 그 소작지에 대한 이
익행위를 지주의 代理로서 할 수 있다는
일반관습은 존재하지 않는다.

5권(1),
pp.235~240

5권(1),
pp.630~633

8권(1),
pp.447~454

6

｢賭籾請求ノ件｣
(1918.7.9.)

601조

조선에서 沓의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토
지의 賃料인 소작료의 지불방법에 관해
서는 打租에 의거한 경우와 賭租에 의거
한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매년
實地에 대해 수확의 반을 소작료로 하는
것이고 후자는 수확에 대한 소작료의 비
율을 정해 해의 풍흉과 무관하게 일정한
소작료액을 지불하는 것이다. 양자의 무
엇에 따르는가는 원래부터 계약당사자의
자유로 한다.

7

｢不當利得金返
還請求ノ件｣

601조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買主로
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자라 하더라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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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11.22.)

대차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임차권
으로 해제자에 대항할 수 없다. 이 견해
는 민법 제545조 단서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영향 받는 바 없다.

8

｢刈稻公有權確
認請求ノ件｣
(1923.6.22.)

601조

조선관습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소
작제도상 지주와 경작자 간의 토지의 사
용수입에 관한 법률관계는 그 이른바 賭
租의 계약인 경우와 並作의 계약인 경우
를 불문하고 지주가 경작자에게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을 하게하는 것을 약속하고
경작자가 이에 賃料를 지불하는 것을 약
속한 계약관계여서, 그 條款의 여하에 따
라 혹은 영소작 혹은 임대차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에 그친다. 組合관계를 형성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0권,
pp.187~193

9

｢家屋收去土地
明渡竝損害賠償
請求事件｣
(1925.7.14.)

605조

부동산에 대해 그 소유자가 타인에게 이
를 임대한 사정을 알고 그 소유권을 취
득한 경우에라도 그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
는 한 제3취득권자는 해당 임대차관계를
무시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2권,
pp.263~268

10

｢土地賃貸借登
記手續履行請求
事件｣
(1925.12.22.)

601조

부동산 임대차는 이를 登記해야할 특약
이 있지 않으면 임차인은 등기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2권,
pp.508~510

601조

○ 임차인이 임차물에 대해 소유권을 취
득한 것 하나만으로 임대차계약이 당연
히 소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前項의 경우, 賃料의 지불을 거부하는
것은 임차인이 그 소유권에 근거하여 현
실적으로 物을 점유하고 그 고유의 권리
로서 使用收益을 얻는 것, 바꿔 말하면
임대인에게 物의 사용수익에 대해 하등
의 權原이 없기 때문에 그 의무의 이행
을 능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
증해야 한다.

14권,
pp.172~176

19권,
pp.148~152

23권,

11

｢小作料請求事
件｣
(1927.5.20.)

12

｢小作料請求事
件｣
(1932.6.14.)

612조

소작계약의 목적이 되는 토지소유권과
그 소작료청구권은 대체로 법률관계를
달리한다. 법률상 별개의 운명에 따라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전자의 권리이전은 당
연히 후자의 권리이전을 수반, 결과하는
것이 아니다.

13

｢小作料請求事

609조

民法 제609조에서 소위 收益이란,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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件｣
(1936.12.26.)
｢裸麥引渡請求
事件｣
14
(1941.4.4.)
[出典] 앞의 표와 같음.

朝鮮農
地令,
제13조

총수확에서 필요한 農費를 控除한 순수
익을 말하는 것이다.
조선농지령 제13조의 규정은 소작지의
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pp.420~429
28권,
pp.9~13

이 가운데 몇몇 사례를 소개해보도록 한다. 【연번1】의 ｢토지소유권 확인 및
토지대금 수령청구에 관한 건｣(土地所有權確認幷土地代金受領請求ニ關スル件)은

‘마름’(소작지관리인)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결이다. 원심은 소작인이 마름으로
부터 토지를 인도받아 ‘선의로 정당하게’ 점유를 개시하여 이를 계속한 것을 인
정하였는데, 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것은 마름의 성질을 오해한 결과”이다.
즉, “원래 마름이란 자는 本主를 위하여 作人으로부터 賭租의 징수 등을 하고
그 인도를 마치기까지 代理占有를 하는 성질을 가진 자로서 그 토지 자체를 대
리점유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마름이 특별히 점유권을 가졌다는 사실이 전
제되지 않는 한” 그로부터 인도받은 토지의 점유권은 취득의 근거가 없다는 것
이다(高等法院書記課編, 1913(第2卷-1): 159~163).
【연번2】의 ｢대지료 청구에 관한 건｣(貸地料請求ニ關スル件)은 조선총독부 철
도국 소유의 토지를 차지(借地)한 이가 이것을 철도국의 승인을 얻지 않고 제3
자에게 전대(轉貸)했을 경우 법적 처분에 관한 것이다. 고등법원 판결은 메이
지민법 제612조에 의거하여 이 전대행위가 불법임을 적시하고, 다만 임대인인
철도국이 이 소작권의 전대행위에 대해 임대차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전대차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이 토지전대차
가 불법이기는 하지만 그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전대소작인은 원
소작인에게 임차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시했다(高等法院書記課編, 1915(第3卷-1):

352~353).
【연번3】의 ｢나락 및 볏짚 반환청구의 건｣(籾及藁草返還請求ノ件)은 원심에서
조선에 경작계절로 접어들면 지주와 소작인 모두 임의로 소작계약을 해약할 수
없다는 관습은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고등법원이 이를 부정하고 그 관습의 존재
를 인정하여, 이를 법원(法源)으로 삼은 판례이다(高等法院書記課編, 1917(第4卷

-1): 865~866). 형식적으로는 조선민사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법원이 되는
‘조선의 관습’은 여기서도 내적 모순성을 드러내고 있다. 【연번4】의 사례도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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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의 문제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앞의 民事慣習回答彙集에서의
사례분석(영소작권 조회 【연번4】 ｢耕食者 의 권리에 관한 건｣)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연번7】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건｣(不當利得金返還請求ノ件)에서 고등법
원 판례는, 임차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
으면 임차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메이지민법의 규정(제605조)을 충
실히 적용하고 있다.
【연번8】의 ｢예도공유권 확인청구의 건｣(刈稻公有權確認請求ノ件)은 조선의 소
작관습인 도조제와 병작제의 법적 의미의 차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도조제는
지주가 경작자에게 토지를 사용하여 수익을 얻도록 하고 그 대가로 임료(賃料)
를 지불하는 것이어서 민법상 임대차관계에 속하는 것이지만, 병작제의 취지는
이와 다르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병작제를 민법상 임대차관계로 판시했는데,
고등법원의 판례는 병작제에서는 “지주가 비료와 종자를 출자한다는 점, ……
경작토지로부터 수확한 벼로 折半할 것을 요한다는 점, 즉 다른 토지로부터 수
확한 벼를 가지고 대용할 수 없다는 점, …… 지주가 알지 못하는 동안 농작물
을 수확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점, …… 지주 입회하에 수확한 벼를 평등하게
나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의 법리와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병작은 임대차계약관계가 아니라 조합관계이고,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
유가 아니라 지주와 경작자의 공유”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하지만

“조선의 관습은 도조와 병작을 불문하고 지주가 경작자에게 토지의 사용과 수
익을 하도록 약정하고 경작자가 이에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
라고 하면서, 따라서 조합관계는 형성하지 않는다는 최종 결론을 제출하고 있다

(高等法院書記課編, 1923(第10卷): 191~192).
조선통감부 시기에 나온 한 관습조사보고서를 보면, 조선의 병작을 중부 유럽
의 ‘타일바우’라는 제도와 비교하였던 조사의 시선도 목격된다(제3장). 이른바

‘순연(純然)하지 않은 임대차’로서의 병작의 역사적,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후술
할 노무라 조타로(野村調太郞)의 글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다루도록 한다. 참고로, 이 병작제의 역사적 지위설정을 둘러싼
문제는 1930년대의 ｢조선사회성격논쟁｣에서도 봉건제의 중요한 근거로서 또 쟁
점으로서 부각되기도 했다(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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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9】의 ｢가옥수거, 토지명도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家屋收去土地明渡竝損

害賠償請求事件)과 【연번10】의 ｢토지임대차 등기수속 이행 청구사건｣(土地賃貸
借登記手續履行請求事件)은 모두 임차권 등기(登記)와 관련된 판례이다. 이 가운
데 【연번10】의 사례를 분석해보도록 하자. 이 사안은 메이지민법(제605조) 및

｢부동산등기법｣ ｢조선부동산등기령｣ 등을 통해 일단 법적으로 인정된 임차권 등
기제도가 실제의 식민지 현실 속에서 얼마나 잘 구현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전형적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고등법원의 [판결이유]를 보면, “부동산 임대차의 등기는 물권의 그것과 달리
본래는 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지나지 않는 데 대해 등기에 의해 마치 물권처럼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등기의무는 임대차계약
자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등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약이
존재할 것을 필요로 한다.”(高等法院書記課編, 1925(第12卷): 509~510) 그리고 여
기서 등기입증의 책임은 임차인에 있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등기의 실상은 제3
장에서 분석될 慣行의 ‘소작계약’ 부분에서도 확인되는 내용이거니와, 식민지
조선에서 토지임대차의 등기는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고등법원판례자료를 통해, ｢조선소작조정령｣ ｢조선농지령｣ ｢조선소작
료통제령｣ 등이 제정되기 이전, 조선민사령과 메이지민법(의용)에 의해 규
율되던 조선의 토지임대차 관계의 양태를 확인해보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식
민국가는 외면적으로는 조선의 관습에 의거하여 재판을 하는 듯한 외양을 보였
지만, (1) 그 관습은 결국 식민자의 구미에 맞게 ‘취사선택된 관습’이었을 뿐이
고, (2) 메이지민법의 규정에 맞지 않는 조선의 관습은 공식재판의 장 속에서
여지없이 부정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고등법원의 판례는 결국, 이러한
재판이 법을 관행화하는 정치적 실천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근거가 되는 셈이다.

(2) 자연화: 노무라 조타로의 소작법 인식
그렇다면, 위의 관행의 창출 및 확정, 그리고 법의 관행화를 통해 구축된, 조
선에서의 소작에 관련된 법률형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정착되고 있었을
까? 조선고등법원의 판사 노무라 조타로(野村調太郞)가 사법협회잡지(司法協

會雜誌)에 연재한 글(1929.5~11, 전6회)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그의 이 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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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소작의 법적 권리관계에 대한 안내서이자, 소작을 둘러싸
고 벌어지는 법적 소송의 처리방법에 관한 지침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노무라는 소작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 그 개선을 위해
조선총독부에서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를 촉탁으로 소작관습에 관한 조사를
하게 했고, 그 보고서(朝鮮の小作慣習, 1929)가 마침 출간되어 관습의 이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로 운을 뗀다. 慣習調査報告書(1913)도 그간 법조(法

曹)에 도움을 많이 주었지만, 그보다 더 상세하게 소작의 실상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거듭 상찬한다. 그리고는 자신의 과제는 관습과 법령 사이의 관
계에 대한 탐문이라고 설정해둔다. 여기서 법령이란, 조선민사령(1912)에서 계
약과 물권에 관한 사항에 관해 의용(依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메이지
민법을 지칭한다(野村調太郞, 1929a: 1~2). 그리고 관습의 출처는 바로 위의 두
책이다.
노무라는 소작은 용익차지(用益借地)의 채권이라고 먼저 그 법적 위상을 규정
한다. 그리고는 소작제도는, 토지의 영주와 농민의 관계(主從關係)에서 지주와
농민이 공동경작하여 수확물을 분배하는 관계(並作關係)로 이행하고, 다시 독립
농업자로서의 소작인과 지주 간의 단순한 계약관계(借地關係)로 이행했다고 설
명한다. 이 점은 노무라가 당시 조선 안에 공간적으로 병치(竝置)되어 존재하고
있었던 소작의 형태들—賭地, 倂作, 執穗 등—을 역사적 시간 속에서 재배열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 노무라는 “현재 倂作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는

分益小作은 賭作(賭地), 즉 일정한 賃料를 지불하는 소작으로 변해야 할 운명에
있는 것”이라는 언급을 덧붙였다(野村調太郞, 1929a: 4). 아울러, 그는 소작, 소작
료, 소작인이라는 말 자체도 순수한 조선어가 아니라 구한말 일본에서 옮겨온
말임을 간단히 확인한다.
노무라는 소작을 크게 보통소작과 특수소작으로 나눈다. 조선에서의 보통소작
에 대해서는, 메이지민법이 정한 임대차의 일종, 즉 채권관계 중 용익임차권
에 속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었다. 임대차관계이므로 소작인이 소작지를 직
접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주를 통해 논밭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물권과
다르다고 설명한다. 그가 조선에서의 보통소작을 채권관계로 보는 이유는 다음
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노무라에 따르면, 첫째, 보통소작은 소작권을 취득하고 단순히 소작료를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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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약속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특수한 소작과 같이, 자본과 노동을 제공
하여 논밭을 개간하는 데에 협력하거나 출연(出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둘
째, 지주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소작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는 것이 조선
의 관습이다. 셋째, 지주가 바뀔 경우 새 지주에게 소작권을 대항할 수 없고, 새
지주는 자유롭게 이작(移作)할 수 있는 것이 조선의 관습이다. 넷째, 기간을 정
하는 것이 드물고, 정할 경우에는 2~3년이며 길어야 5~6년이다. 또, 언제든 지주
측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해약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한다. 물론, 관용어처
럼 “계약의 취지나 지역의 관행에서 물권적 소작을 설정한 진의가 있을 경우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말을 덧붙여둔다(野村調太郞, 1929a: 7~10). “公租, 水稅

(用水料), 種字 등에 대한 부담도 계약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지방의 관습에
따라야 한다”(野村調太郞, 1929b: 2)고도 말했다.
노무라의 이 언급들은 재판관으로서의 그가 겪었을 ‘고충’을 가늠하게 해 준
다. 메이지민법과 조선의 관습 사이에서 법률가로서 ‘신중한 판결’을 고심해
야 하는 상황을 암시한다. 그가 불완전하나마 그럭저럭 인용하고 의거하는 참조
체계(references)는 앞에서 언급된 그 두 권의 보고서인데, 그것들은 전국적 관습
에 관한 세밀한 조사의 결과물로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것들이다. 보고서의 편제
는 사실상 사례의 단순한 열거에 가까운 것이어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랐
다.21) 이러한 맹점은 이후 전국적 규모에서 면(面)단위의 조사를 통해 군(郡)단
위의 소작형태, 소작료, 소작기간 등에 관한 제반 정보가 수집되고 지수화(指數

化)되며 그 지역별 평균치가 계산되어 숫자로 기입된 보고서, 나아가 이 계량화
된 양적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 역시 면단위의 청취조사
를 통해 보완하기까지 했던 보고서, 그러니까 朝鮮の小作慣行(1932. 이하 慣

行으로 略記)이 공식적으로 출간⋅공개되고 나서야 비로소 해소⋅극복될 수 있
21) 소작관습에 관한 보고내용에서 이 두 보고서 간에는 차이도 존재했다. 대표적인 것이 추
수시 수확고를 사정하여 그 액수를 정하는 검견(檢見), 간평(看坪)에 대한 관습 인지의
차이이다. 慣習調査報告書(1913)의 경우, “보통소작에는 賭地(함경북도 회령, 함경남도
갑산에서는 禾利라고 부른다)와 竝作의 두 종류가 있다”(朝鮮總督府, 1913: 238)고 하여
검견이나 간평에 대해 별도로 인지한 흔적이 없는데, 이에 비해 젠쇼가 집필한 朝鮮の
小作慣習(1929)에서는 定租法(賭地), 執租法(執穗, 檢見/看坪), 打作法(倂作)으로 구분하여
이를 설명하고 있다(朝鮮總督府, 1929: 66~68). 그리고, 젠쇼는 검견/간평의 제도를 도지
나 병작 어느 범주에도 들지 않는 제3의 범주로 설정하여 서술했는데, 이에 반해 노무라
는 慣習調査報告書의 분류가 더 적절하다면서 이를 “賭地의 變態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했다(野村調太郞, 1929b: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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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성질의 것이었다.
소작의 기간과 관련해서, 노무라는 메이지민법 제603조, 제604조, 제617조의
관련조항을 소개한 뒤, 조선의 경우 “실제로 약정되고 있는 소작기간은 보통 3
년 내지 5년”임을 확인해둔다(野村調太郞, 1929c: 11~12). 이 관습의 전거는 구체
적으로 밝혀두지 않았지만, 朝鮮の小作慣習의 ‘소작기한’에서의 보고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朝鮮總督府, 1929: 180~185). 이때, 朝鮮の小作慣習에서
의 서술은 도별 조사내용이 간략히 보고되어 있는 정도에 그친다. 소작권과 관
련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갱신되어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
주는 함부로 移作할 수 없고 …… 지주와 사음이 언제든 隨意로 소작을 취급하
는 것은 강자의 횡포에 불과하고, 현대에는 이를 시인해서는 안 된다”(野村調太

郞, 1929c: 13)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계소작(一季小作)과 관련해서는, “지방
의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숙지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은 쉽게 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숙지여부를 파악하는 것 역시 녹록한 과제만은
아닐 것이다. 이를 조회하는 과정이란 실은 이를 ‘결정’하는 과정이었을 가능성
이 큰 것이다.
노무라의 서술에서 전반적으로 확인되는 논리는, 일단 보통소작에 관한 법적
적용은 메이지민법의 임대차 조항에 의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다만 조선에
서 이와 관련된 지방적 관습이 존재한다면 우선적으로 그 관습에 따라야 한다
는 입장이다. 외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언뜻 관습존중적 해결방식인 듯 보인다.
그러나 이 ‘관습’에 의거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과연 실질적인 의미에서,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물음은 여전히 남는다. ‘관습’은, 존재했던 것
그대로가 아니라 실은 창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앞의 조회/회답과 판례에 관한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의 관습’은 재판 판결의 법원(法源)으로서 조회되
기 위해서라도 이미 그 전에 어떻게든 ‘취사선택’되어있어야 하는 무엇이다.22)
22) 한국에서는 한국관습조사보고서(1913)에 기록된 관습과 실제의 관습 간의 일치와 차이
의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정긍식, 2002; 이승일, 2008; 鄭鍾休, 1989; 최
석영, 1997). 이때 논의는 일제에 의해 조선의 전통적 관습이 ‘왜곡’되었다는 입장에 선
다. 그런데 이를 통해, 조선의 ‘전통적 관습’이 실체화되는 담론효과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보고서를 일제에 의한 ‘전통의 창출’로 보고자 하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
다(이승일, 2009; 양현아, 2012; 이철우, 2006; 홍양희, 2006). 이들은 ‘취사선택’을 통해 전
통이 어떻게 창출되었는지 확인하려는 기획인데, 조선의 ‘전통적 관습’을 실체화하는 경
향을 띤 앞의 지식실천과는 거리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승일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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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취사선택’한다는 정치적 행위가 앞서 개입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관
습’은, 최종적으로는 메이지민법에 의해 점차 대체되어가야 할 숙명을 지닌다.
결국, 노무라의 이 진술들은, 취사선택된 ‘관습’을 실체화하여 법과 허구적으
로 대립시킴으로써, ‘관습’이 실은 취사선택을 통해 창출된 것이라는 사실을 은
폐하는 정치적 실천이다. 또, 지방적 편차를 지닌 다양한 형태의 토지관행을 ‘보
통소작’으로 ‘번역’하고 균질화하며, 그럼으로써 ‘과거’를 망각하게 하고 ‘현재’
를 자연화하는 실천이었다. 그것은 권리관계를 재구성하는 정치적 계기이자 동
력이다. 또, 그것은 조선통감부 시대 이래 일본제국주의가 식민지 조선에서 구
축해온, ‘소작’이라는 인식론적 기초에 대해 더 이상 물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일
종의 ‘인식폭력’이기도 하다. 이 정치적 실천이 있음으로 해서, ‘소작’ 개념 이전
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망각된다. 아니 무엇이 있었으리라는 생각 그 자체를 하
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소작’ 개념은 이제, 의심해서도 의심할 수도 없는 아프
리오리(a priori)로서, 실체화되어버리는 것이다.
다음으로, 노무라는 보통소작과 달리 임대차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것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이를 특종소작으로 분류한다. 이 특종소작에 관해서는 조선 관
습상의 물권에 직접 해당하는 부분이고 쟁점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상
세히 언급하고자 한다. 노무라는, “특종소작에서 소작인의 권리는 메이지민법
이 정한 영소작권의 성질을 지니고, 그 중에는 물권인 분할소유권 또는 토지부
담의 성질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다”면서, 단 이들은 “구시대의 유
물”에 속한다고 말한다(野村調太郞, 1929d: 5). 그 기원은 궁토(宮土), 장토(庄土),
역토(驛土), 둔토(屯土)이고, 이로부터 민유지(民有地)로 파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1908년 이들 토지는 국유지로 편입되어 모두 역둔토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
했고, 해당 관리규칙과 소작료징수규정이 만들어졌으며, 1913년에 역둔토특별처
분령 및 동 시행세칙이 생겨나면서 종전의 관습은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는 “현재로서는 舊慣 가운데 약간이 잔존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고 말했다(野村

調太郞, 1929d: 6).
노무라에 따르면, 특종소작은 소작권설정의 취지에 따라 세 가지의 종류로 나
눌 수 있다, 그의 논의를 간단히 도표로 정리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野村調
(2009)는 위의 관습조사를 ‘전국적 관습’의 창출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이와 함께 보고의
취사선택 과정을 세밀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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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郞, 1929d: 6~10).
[표 7] 특종소작의 종류 (발생원인과 권리⋅의무관계에 따른 분류)
설정의 원인

(1) 개간 및 토지개량
에 의한 것

사례지역
黃海道 安岳郡 長庚面23)

소작권의 영구적 보장, 양도 및 典當
인정

黃海道 載寧郡 右栗面 및
左栗面
黃海道 安岳郡 順豊面, 龍
淵面 및 大元二面

영구소작권(所得中賭地)
(* 국유지 정리로 소멸)

平安北道 義州郡 揚西面
(沓)
平安北道 義州郡 威化面

(2) 개간전답에 대해
지주가 소작인에게 대
가를 지불하게 하여
영구소작의 권리를 인
정한 것

平安北道 義州郡 威化面
(田)24)

全羅北道 全州地方

(3) 역둔토와 宮土 에
대해 소작권을 가진
이가 타인에게 소작을
하게 한 데에서 기인
하는 특수소작

관습적 권리⋅의무사항

黃海道 鳳山郡

원도지(原賭地)
- 영구적 권리로서, 지주의 승낙 없
이 원도지 권리를 양도, 전당, 임대
하고, 새 지주에 대해 대항할 수 있
음
원도지(原賭地)
- 비옥한 토지에 대한 소작인들 간의
경쟁으로 소작인이 지주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영구소작권을 획득
- 위의 원도지와 권리⋅의무관계 동
일
禾利附田畓
- 지주를 대신하여 지세(地稅)를 대
납하여 영구소작권을 획득
- 소작권(화리)의 매매가 가능.
중도지(中賭地)
- 중답주(中畓主)가 지주-소작인 사이
에 개재
- 권리⋅의무관계는 원도지와 동일하
나, 직접 소작하지 않고 타인에게 소
작시킨다는 점에서 차이.
(* 역둔토, 궁토에서는 사멸, 民有沓
에서는 잔존)

23) “경성에 사는 閔泳喆이 소유한 900두락, 소작인 70명의 땅으로서, 수해로 일시적으로 황
무지가 되어, 10여년 전 민영철이 평양관찰사로 있을 때 지방 주민을 모아 개간을 한 것
이다. 1두락당 20~30전의 永稅(영구불변의 소작료)를 지불하고 地稅는 소작인의 부담하
게 하여 영구적으로 그 소작권을 인정한 것이다. 소작권을 양도하거나 전당할 수 있었
다. 이후 이 땅을 趙秉澤이 구입하여 영세를 폐지하고 병작으로 바꿔 소작료 1,700원을
증액하여 이를 징수했던 바, 이에 소작인들이 소송을 낸 것이다.”(朝鮮總督府, 1913:
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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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설정원인’에 따른 분류를 마친 뒤, 노무라는 이들 특수소작의 ‘법률적
지위’를 논의한다. 노무라에 따르면, (1) 원도지 관습에 의한 소작권은 물권이다.
그 이유는 개간에 다대한 희생을 지불했고 상당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기 때문
이다. 노무라는 이 권리가 “內地에 존재했던 분할소유권이나 토지부담의 제도에
비견”할 수 있는 것으로, 메이지민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조선민사령의
관습에 의거한다는 물권설정 규정(제12조)에 따라 법제상 이를 용인할 여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곧 말을 바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소유권 사정(査

定)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를 위의 권리들로 인정해봐야 별다른 실익이 없고,
또 법리상 모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이지민법의 영소작권의 규정에
준거하면 적절하다고 언급해두었다. 다음으로, (2) 화리에 속한 소작권은 채권이
다. 양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만으로 물권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고, 그 계약의
주된 취지는 보통의 소작을 하는 것으로, 지주가 오로지 입체금(立替金)의 상환
만 하게 되면 종결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3) 중도지 역
시 채권관계이다. 양도와 전대의 자유를 인정받은 임차권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野村調太郞, 1929d: 11~16).
이러한 노무라의 언급은 이들 관습에 대한 법률적 권리를 확정한 것이다. 그
러나 이것은 메이지민법의 틀 안에서 조선의 관습을 규정하고 이를 재배치한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그 권리는 모두 부정⋅박탈되었다. 분할소유권에 가까웠
던 조선에서의 전통적 토지권리들을 ‘영소작’으로 설정하게 되었을 때의 권리의
축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메이지민법의 관점에서도 종래 ‘물권’적 속성을
지닌다고 인정받아왔던 화리와 중도지는 이제 일반적인 토지임대차와 마찬가지
로 ‘채권’적 속성을 지닌다고 재평가되었던 것이다. 이 사태는, 권리의 현저한
박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화리와 관련된 사항은 1919년 ｢구관심사위원회｣
에서의 결정상황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4) “原賭地의 기원을 보면, 이 섬(威化面)은 토질이 매우 비옥하고 소작권 경쟁이 극심하여
소작인이 되고자 하는 이는 지주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영구소작인으로서의 권리를 얻는
예가 있었다. 지주는 그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소작권을 소멸시킬 수 없고 소작인은
임의로 그 권리를 양도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 揚西面의 원도지는 有主地를 개간
하여 영구소작의 권리를 얻은 것으로서 차지관계는 위화면의 원도지와 다를 바 없다.”
(朝鮮總督府, 1913: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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關屋 위원장: 全州郡에서의 禾利로 넘어갈 것이다.
小田 위원: ｢全州郡에서의 禾利賣買의 개요｣를 설명함.
(중략)
永沼 위원: 이 차지권이 地稅의 代納으로 인해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방법으로 오늘날에도 취득할 수 있는 것인가.
小田 위원: 오늘날 새로 설정한 것은 없다. 이 지방에서는 지금부터 5⋅
60년 전 흉작으로 인해 지주가 지세의 납부에 궁했던 적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영구한 차지권을 인정하는 것을 조건
으로 하여 지세의 代納者를 얻은 것이다. 全州 부근인 金堤
에서도 지주가 지세의 납부에 궁하여 무상으로 토지를 양도
한 적이 있다. 그 증서를 白文記라고 칭한다.
(중략)
小田 위원: 그렇다. 物權으로서 永小作權인가 아니면 債權으로서 임대차
인가의 문제다.
山口 위원: 咸鏡道에서의 재판소의 취급은 모두 채권으로 한다.
小田 위원: 咸鏡南道의 것은 전혀 다르다. 즉 咸興 지방의 禾利는 毛上의
매매이며 洪原 지방의 禾利는 물건의 인도에 기한을 붙인
매매이므로, 모두 채권관계에 다름 아니다. 禾利라는 말은
원래 수확의 뜻을 가진다.
金 위원: 全州郡에서 水上의 각 面은 토지가 비옥하여 오래 전부터 禾利
의 관습이 있다. 근래 일본인이 이 토지를 買收함에 따라
하나 둘 조선인도 역시 그를 따라 買收했는데, 사는 사람은
이 관습을 인정하지 않아 禾利權者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
라서 이 관습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關屋 위원장: 禾利는 경제상으로 보아 有害하지 않은가.
山口 위원: 禾利가 행해지는 것은 小區域이므로 이를 인정해도 不可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를 인정하지 않아도 뚜렷하게 불편하
지는 않을 것이다.
永沼 위원: 全州의 재판소에 조회하면 어떤가.
山口 위원: 조회하는 것 역시 하나의 방책이 될 수 있지만 재판소에서는
재판관의 눈에 비친 바에 의해 이를 채권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
다. 금후 이러한 권리의 설정이 없다고 하면, 物權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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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지장이 없을 것이다.
喜頭 위원: 禾利의 매매에서 보통의 토지를 買得하는 것에 가까운 금액
을 내고 있다고 한다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買主는
손실을 입을 것이다. 결국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田中 위원: 物權으로서 永小作權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다.
關屋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로 간주한다.(강조는 인용자)25)

여기에서는 일본인들이 이 지역에서 토지매매를 하면서 이 ‘화리’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 생겨나는 문제가 언급되었고, 관습적으로 존재해온 화리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물권으로서의 영소작권’으로 인정해야 한다
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채 10년도 안 된 시기에 나온 노무라의 글에서 이러한
사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망각되어버린 것이다. 중도지 역시 마찬가지의
문제 위에 자리한다. 관습조사보고서(1913)에서 중도지는 물권항목에 편제되
어 있었던 것이다(朝鮮總督府, 1913: 125). 이들 권리관계에 관련된 법적⋅사회
적 논란은 1930년대 초반까지도 계속되고 있다.26) 따라서, 노무라의 이 법적 진
술은, 식민지 조선에 ‘소작’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이래 벌어진 관습적 권리의
박탈과 균질화, 그리고 그 기원마저 은폐하여 망각하게 하는 ‘자연화’의 양상을
보여주는 매우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곳에서, 식민지 농정의
아프리오리(a priori), 다시 말해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가서 물을 수 없는 인식론
적 단절, 질문이 투과할 수 없는 인식론적 장벽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25) ｢第4回 舊慣審査委員會｣ 1919-2-13.
26) ｢平北農村の大問題 賭地權係爭事件 / 新義州地方法院は影響大たりと / 小作委員會に委囑｣,
鴨江日報 1933-12-08; ｢賭地權を繞つて小作人地主と抗爭 / 新義州法院は大地を踏んで｣,
京城日報 1933-12-09. 이들 기사에서는, 평안북도 지역의 도지권(賭地權)의 법적 지위에
관련된 문제가 지역 전체의 사활이 걸린 공통의 관심사라는 언급이 제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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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번역된 소작’과 그 사회적 결과

1. 이른바 ‘소작에 해당하는 재래용어’
조선총독부에서 펴낸 조선의 소작관행(상)(朝鮮の小作慣行(上), 1932. 이하 慣

行(上)으로 略記)은 그 모두(冒頭)에서, 조선에서 ‘소작에 해당하는 재래용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慣行(上): 1~2).
京畿 - 並作, 打作, 一半並作, 半並作, 남에땅진난것, 어우리, 賭只, 半作,
時作, 耕食, 並食, 打並作
忠北 - 幷作, 時作
忠南 - 並作(食), 打作, 時作, 他作, 倂食, 借作, 並食, 作農
全北 - 時作, 幷作, 稅作, 貰作, 外作, 分作, 幷食, 倂農
全南 - 時作, 倂食, 倂作, 佃作, 外作(莞島), 倂植, 半作, 倂農, 耕食, 所作,
幷耕
慶南 - 並(倂)作, 半並作, 半土作, 細作, 時作, 半作, 半分作, 並土作, 稅作,
並耕, 時耕, 並農, 耕農, 並食(倂食), 幷植
黃海 - 倂食, 倂作, 他作, 他倂作, 借作, 賭作, 半作, 打作, 並食, 分作, 半
倂食, 어리(어우리), 賭地, 地定, 賭只, 賭支作, 支定作
平南 - 半作, 一半, 片農, 片作, 打作, 片耕, 並作, 賭只, 分作, 支定, 地惠,
매倂作(지주가 일체의 농경자금을 부담하는 것), 並耕, 三分⋅四分⋅六分並
作, 알三分(子實만 三分하여 二分을 소작료로 하는 것), 耕農, 耕半作, 打並,
他並, 亂作, 和作
平北 - 打作, 半作, 他作(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말), 지에(只與, 支於,
支與, 只於, 只餘, 指與 등으로 쓴다. 定租小作의 경우에만 사용한다), 他分,
折半, 打半, 並作, 他並, 半分, 任作, 打分, 分作
江原 - 並作, 打作, 分作, 半作, 半分, 屯作, 借作, 所作, 倂作, 地定, 賭只,
賭地, 賭作, 賭只논부친다
咸南 - 半作, 分作, 分耕, 半耕, 打作, 並作, 禾利, 賭只, 地例, 屯作, 作嫁,
三分半作, 割地, 쇠촐
- 94 -

제3절 ‘번역된 소작’과 그 사회적 결과

咸北 - 半作, 半耕, 半分, 半農, 並作, 打作, 分作, 他作, 禾利作, 三分作(지
주2, 소작인1), 賭只, 半耕, 外作(경흥지방)

이 보고서에는 “단, 한일병합 이후 점차 ‘소작’이라는 용어가 보급되어 근래
그 용어가 통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언급이 덧붙여져 있다(慣行(上): 1).
보고서에는 이와 함께, 조선에서 ‘토지소유권’ ‘소작권’ ‘지주’ ‘소작인’ ‘소작지’

‘소작계약’ ‘소작증서’ ‘소작료’에 해당하는 용어 역시 위와 마찬가지의 방식으
로 각 지방별로 조사⋅기록되어 있다.27)
위에서 열거된 숱하게 많은 용어들을 통해 미루어보건대, 조선에서 ‘소작에
해당하는 용어’는 종종 공통적으로 겹치는 것이 산견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지방에 따라 용어로서도, 또 그것이 지칭하는 의미로서도 그리 통일된 모
양새를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예건대, 이들 용어가 지칭하는 현실
의 실천은 그 권리관계, 토지임차형태, 토지임차료 납부방식 등에서 다양한 양
태와 권리관계를 내포하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용어의 유무
나 다소(多少)의 문제만은 아니다. 즉, 현실 속에서 그 각각이 지칭하는 실천의
양태가 과연 동질적인 것이었는가의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만약 그
것이 아니라면, 이처럼 번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동안 조선사회에서 관행
적으로 옹호되어 오던 토지에 관한 여러 이질적인 권리들이 근대 일본에서 창
출된 ‘소작’ 개념으로 호명되면서(범주화) 균질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
꿔 말해, 식민지 조선의 ‘소작에 해당하는 용어’가 지칭하는 실천의 관행적 양
태와 권리들이 메이지민법의 영소작권 및 임대차에 관한 장에 기재된 조항들
에 의해 규정, 규제, 부정, 재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에 관한 조선 전통
사회의 특정한 사회적 관행들이 ‘소작’이라고 명명되어 그 하위체계로 분류, 기
입되는 순간, 법적 권리에서 균질적인 ‘소작’의 범주 역시 동시적으로 창출되는
것이다.
이 사태는 사카이 나오키가 말한 ‘번역과 주체’(translation and subject)의 문제
를 상기시킨다. 시간적⋅공간적으로 이질적인 두 사회체가 교섭하는 과정에서
이들 두 사회체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융기하지만, ‘번역’은 이 융기를 외면함
27) 소작 이외에 토지에 관련된 권리에 대한 여러 용어들을 【부록】을 통해 소개해두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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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그러니까 망각과 은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를 통해 ‘주체’는
비로소 구성된다. 이랬을 때 현실의 강고한 주체란, 자신이 구성된 존재라는 사
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인식론적 장애’를 체현하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
이의 의식을 상기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간적으로 제국주의의 폭
력이고 시간적으로 근대의 폭력인 것이다. 이들 개념이 피식민 주체에게도 ‘식
민지적 무의식’으로서 수용될 때, 번역이 지니는 정치적 의미는 은폐되거나 상
실되어버린다.
그렇다면, ‘소작에 해당하는 용어’라는 기술(記述) 그 자체가 갖는 의미는 과
연 무엇일까? 이 기술은 조사를 수행한 식민자의 뇌리에 ‘소작’이라는 개념이
이미 전제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조사자는 식민지에서 그것과 비슷하거나 또
는 적어도 이에 준한다고 간주되는 사회적 관행들을 관찰, 수집, 분류, 기입하고
있는 셈인데, 이 점에서 이 기술에는 그의 ‘인식론적 여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행’이 늘 즐겁거나 유쾌한 것만은 아니다. 이 여행
은 성찰적이고 세심한 관찰자라면 감당하지 못할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고행(苦

行)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제국-식민지의 권력관계는 이 고행을 외면하게 해주
기도 한다. ‘식민지적 무의식’을 통해 자기 자신을 식민화한 식민자는, 이전에
자신이 스스로에게 그랬듯, 근대와 문명과 합리성의 이름으로 타자의 삶을 거침
없이 재단해버리는 것이다.28)
이런 점에서, 식민자로서 조사자는 자민족중심적인 인식체계 위에서, 식민지
조선에서 마주한 거칠고 불투명한 현실을 조사하고 기입하며, 어떻게든 해석하
고 길들여야 하는 과제를 기꺼이 떠안은 이이다. 그는 매끈한 논리나 투명한 재
현이 인식론적으로 보장된 토대 위에서 자신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행운’을
얻은 이가 아니라, 육박해오는 식민지의 ‘비균질적’ 사회를, 그 역시 비체계적이

28) 아이러니컬한 것은, 다른 지면에서 이 ‘소작에 해당하는 용어’가 일본의 ‘자기식민화’의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농상무성 농무국에서는 소작관행조사와 동시에, 유럽 등지의
소작제도와 소작법령을 함께 조사하였다. 1921년에 나온 小作參考資料 諸外國ニ於ケル
小作制度 第1卷(佛蘭西, 英吉利, 北米合衆國及獨逸)에는 일본의 ‘소작’ ‘소작료’ ‘지주’
‘소작인’ ‘정기소작’ ‘영소작’ ‘분익소작’ ‘又소작’ ‘소작증서’에 해당하는 유럽 각국의 용
어들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상술하고 있다(農商務省農務局, 1921). 이것은 서구사회의 역
사적 경험을 일본의 그것과 ‘자연스레’ 등치시키는 정치적 실천이었고, 서구를 기준
(standard)으로 자기 사회의 관습적 용어를 대응시킨다는 점에서 서구중심주의를 내면화
한 지식실천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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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식(姑息)적인 방편(方便)의 논리를 통해 그럭저럭 이해해야하고, 나아가 강
제적으로라도 균질화해야 하는 운명에 처한 이인 것이다.
조사자가 조선의 소작제도를 분류하는 기준은 가령 이런 것이었다(慣行(上):

11).
가장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통소작’(普通小作)이라고 하면, 이에
대해 ‘특수소작’(特殊小作)이 존재한다. 특수소작 중에는 조선민사례(朝鮮民
事例)에 근거한 ‘영소작’(永小作)과 관습상의 영대소작(永代小作)인 ‘도지’
(賭地) ‘병작’(倂耕) ‘화리’(禾利) 관행(옛날에는 中賭地, 永稅 기타도 있었
다)의 구별이 있다.(강조는 인용자)

잦은 빈도를 보이는 행태를 ‘보통소작’이라 명명하고, 이에 비해 드물게 존재
하는 행태를 ‘특수소작’으로 명명한다는, 분류의 자의성(恣意性)에 대해서는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법을 채택한 것은 오로지 식민자의 인식
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을 뿐, 어떤 명백한 기준이나 준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
다.29) 더구나, 특수소작으로 분류된 영소작, 영대소작, 도지, 병작, 화리 등이 과
연 ‘소작’으로 불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소작’으로 분류되어도 되는 것인지
에 대한 의문은 여기서 아예 망각, 삭제되어 있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식민자인
조사자의 이 실천은, 식민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에 대한 관습과 관행을
제국의 법의 언어로 번역하여 분류⋅기입하는 작업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제국-식민지 간 위세(威勢)의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권력의 자장(磁場) 속에서
진행된 정치적 실천이었다.

2. 반복과 연쇄
이러한 일이 비단 식민지 조선에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다. 조선에 앞서 대만
과 만주에서 이미 이루어진 바 있고, 이제 조선에 이어 중국에서도 이루어질 일
29) 慣行(1932)의 ‘조사시 주의사항’에는, “그 지방에서의 보통관행일 것 같으면(평안북도
의주군 위화면에서의 賭地제도) 그 관행을 ‘보통’이라고 하고 조사, 기재한다. 그 취지는
조사서 서두에 기입한다”(제17항)는 조항이 있다(慣行(上卷-부록), 2~3).

- 97 -

제2장 제국-식민지 농정과 토지임차법

들이다. 임시대만구관조사회(臨時臺灣舊慣調査會)가 펴낸 관습조사보고서인 대
만사법(臺灣私法, 1910) 제1권 “不動産(上卷)”에 따르면(臨時臺灣舊慣調査會,

1910: 571~573),
贌은 부동산의 貸借를 총칭한다. 다시 말해, 부동산의 업주권(業主權. 소
유권에 해당 - 인용자)을 이전하지 않고 특정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관계이다. …… 贌 가운데 경작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는 ‘贌佃’인데, 기간의 長短, 권리의 성질에 따라 佃과 永佃으로 나뉜
다. …… 하나는 단순한 토지의 임차로 그 기간이 짧고 贌佃者는 業主(지주
에 해당 - 인용자)에 대해 토지사용의 債權을 취득한 것일 뿐, 토지 그 자
체에 대해 하등의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토지의 장기
임차로서 贌佃者는 토지 그 자체에 대해 특정 범위의 物權을 취득한 것이
다. 전자는 佃이라 불리고, 후자는 永佃으로 불린다.

여기서 이 보고서의 작성자는 식민지 대만에 존재하는 ‘복’(贌) 및 ‘전’(佃)을
토지의 임차, 즉 ‘소작’으로서 ‘번역’하고 있는데, 복전(贌佃)을 채권과 물권으로
구분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때 그가 서 있는 자리는 메이지민법에서의 분
류체계, 바로 그 위이다. 비슷한 시기 남만주철도주식회사조사과(南滿洲鐵道株式

會社調査課)에서 조사⋅편집한 만주구관조사보고서(滿洲舊慣調査報告書(後篇:
不動産權), 1915)의 ‘조’(租)에 관한 항목에서도 이러한 분류체계는 다시금 발견
된다. 이 보고서는 대만의 구관조사의 성과를 충실히 인지하면서 그 인식기반
위에서 논의를 펼치고 있다(南滿洲鐵道株式會社調査課, 1915: 1, 11~13).
租란 私法上 부동산의 有償貸借를 말한다. 토지의 유상대차는 租地라고
부른다. …… 永租 및 普通租는 경지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관계이다. 전자
는 영원무궁에 걸친 임차관계이고 후자는 단기한의 임대차이다. 永租는 각
종의 官地, 蒙地에서 발생한 관습이다. 永租는 또 永佃이라고 부른다. 永租
의 관습은 支那 일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 永租관계는 按年活租,
즉 年期小作과 相對하여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臺灣에
서도 역시 永佃 또는 永耕이라고 하여 舊時 곳곳에 이 관계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滿洲에서는 永租가 부쳐진 토지는 각종의 餘地, 管莊地, 隨缺
地, 伍田地 등 각 官地와 寺廟地, 또는 屯會의 공유에 속한 公地 등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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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고, 民地에서는 王公莊田에서는 이것이 보이기는 하지만 일반 民地에서
는 희박한 편이다. 이 토지에 설정된 임차권은 제반의 사정에 의해 장기간
에 걸쳐 物權的 永租權으로 변화했다. 이 권리가 부쳐진 것은 토지소유권
을 제한하는 바가 매우 커서 거의 一地二業主의 결과를 낳는다. …… 原佃
戶가 그 永佃權을 타인에게 讓渡할 때는 承佃者로부터 買價를 수령하기 때
문에, 철도용지로서 이런 종류의 토지를 收用할 때는 地價는 業主와 佃戶
간에 分領해야한다고 한다. …… 현재 민간에서 계약상 이것(永佃權 - 인용
자)을 설정하지 않고, 모두 이른바 按年活租의 債權的 단기 차지계약만을
체결하고 있다. 대만에서도 永佃은 예전 개간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던 시대
에 발생한 것으로 오늘날 이를 설정하는 것은 전혀 없다. 대만총독부에서
는 영원히 토지소유권을 제한하는 임차권의 존재가 경제상 해가 된다고 하
여 永佃이라 하더라도 10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明治三十三
年臺灣總督府律令第2號｣, 강조는 인용자).

중국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조(永租)의 관습이 일지이업주

(一地二業主), 즉 분할소유권적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의 확정에 저
해가 되고, 따라서 그 시기를 100년으로 단축하여 설정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
다. 그렇다면 이러한 설정행위의 배경에는 과연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자리하고
있었을까? 그 말을 조금 더 들어보자(南滿洲鐵道株式會社調査課, 1915: 17~18).
경제학설에 따르면 경지의 賃借 관계는 3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1) 永小作(Erbpacht) (2) 年期小作(Zeitpacht) (3) 分益小作(Teilpacht)이 그것이
다. 이들은 각국에서 성립되어왔다. 支那에도 존재하고 滿洲의 租 관계도
이와 크게 다를 바 없다. 永小作은 …… 로마법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고,
중세의 봉건시대에 歐洲 각국에서 이루어진 제후의 영지, 사원 및 대지주
의 소유지에서의 소작관계는 모두 이 제도에 의거하고 있다. 그런데 그 후,
농민의 사회상태를 개량하려는 정책과 토지경제의 발달이 현저한 흐름이
되자 각국의 입법정책은 영소작제도에 반대하여 농민과 농지의 해방을 실
행했다. 근세에 이르러 이들 제도는 거의 폐지되는 경향이 있다. 일본민법
에서도 봉건시대의 無期永小作을 고쳐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期間附小作
으로 삼았다(민법 제278조). 만주에서의 永租관계는 곧 구주의 중세 및 일
본 봉건시대에 이루어졌던 영소작이다. …… 최근 支那정부는 官地에서 永
租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를 인민에게 불하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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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一地가 다수의 권리자에 分屬되면 헛되이 권리관계의 분규를 불러올
우려가 있고 법률상의 소유자에게 實權이 없어서 오히려 永租權者가 소유
자처럼 되어 명실상부하지 못해서이다. 그러나 그 실제상의 이유는 재정의
결핍을 보충하는 것일 뿐이다(강조는 인용자).

다른 어떤 목적에서가 아니라, 재정의 확보를 위해 배타적인 사적소유권이 확
정될 필요가 있었다는 진술이다. 또, 당시 만주에 남아있는 영조가 유럽과 일본
의 봉건시대에 이루어졌던 영소작에 가까운 관습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이 사태
는 (1)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영소작’을 구성함으로써 기존에 관습적으로 보장받
아오던 일종의 분할소유권적 권리를 침해하고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2)
이 시선은 근대 일본의 식민자(colonizer)가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자신의 ‘지나간
과거’를 ‘발견’해내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의 시선이다. 다만, 식민자의 이
시선은 메이지민법의 제정과정에 존재했던 무수한 논란들과 자신의 전통적
관습을 철저히 외면⋅망각하고 난 위에서 비로소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전반적인 과정 자체가 근대 일본의 ‘식민지적 무
의식과 식민주의적 의식’(小森陽一)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인 것이다.

3. 식민지에서 ‘소작계급’ 범주의 구성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일본제국주의의 점령 판도 안에 자리했던
동아시아의 각 사회에서 법적 의미에서의 ‘토지임차권’, 즉 ‘소작’ 개념은 토지
에 대한 경작자의 전통적인 권리를 해체하고 박탈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비균질
적이고 범주가 달라 비교할 수 없었던 서로 다른 권리-의무 관계들이, ‘소작’이
라는 개념을 통해 균질화되고 동일범주로 분류되었으며 법적 권리관계에서 비
교가 가능한 체계 안으로 포섭되었다. ‘영소작’으로의 번역과정에서 알 수 있듯
이, 분할소유권에 가깝게 계속 성장해오던 경작자의 권리는 이제 장기임대차로
그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구한말 및 식민지 조선에서 도지권(賭地權)을
부정하여 ‘관습상의 영소작’으로 설정해간 과정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신용하,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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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처분의 사례도 마찬가지였다. 구한말 조선통감부 치하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된 ‘국유지’ 조사(1907~1910)를 통해 이들 토지를 관리해오던, 예컨대 궁장
토(宮庄土)에서의 ‘도장’(導掌)의 권리는 부정되었다. 조선통감부는 도장에게 3년
간의 수확고에 해당하는 금액의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대가로 도장권을 처분하
였다. 기존 조선사회에서 도장권은 자유로이 매매, 양도, 상속이 이루어지고 있
었는데, 조선통감부는 토지에 대한 그 물권적 속성을 소멸시킨다는 기본 방침
하에 이를 정리했던 것이다.
또, 탁지부에서는 1909년 5월 28일 ｢탁지부소관국유지실지조사절차｣(度支部所

管國有地實地調査節次)를 발포하고 국유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핵심적인
목적은 소작인의 조사, 은토(隱土)의 발견, 토지품등(土地品等)을 파악하는 것이
었다. 이때 소작인을 조사한 목적은 중간소작(中間小作)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간소작자의 지위는 실상 도장의 그것과 동일한 것이었
다. 그러나 도장의 경우는 앞에서처럼 대개 유상(有償)으로 해소한 것에 비해,
중간소작권은 아무 대상(代償) 없이 소멸시켰다. 조선의 중간소작권은 일본에서
의 관행영소작권(慣行永小作權)보다 훨씬 강력한 것이었지만, 일본에서보다 한
층 더 강행적인 방식으로 해소되어버린 것이다(宮島博史, 1991: 334~335,

344~345; 배영순, 1984).
이 전환의 과정이 그저 순조롭고 평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많은 파열음을 발
생했다. 그것은 주로 도지권과 소유권의 관계에 관한 분쟁으로 나타났다. 지주
와 소작인의 분쟁은 점차 빈번해졌다. 1915~6년 즈음에는 지주가 도지권의 존재
를 부인하고 그 경작을 침해하여 소작인으로부터 도지권 확인을 요청하는 청구
가 속출했고, 반대로 소작인의 도지권 주장에 대해 지주가 그 부재를 확인해 달
라고 청구하는 일도 잦아졌다. 소작인 간에 도지권의 매매가 이루어진 결과 분
쟁이 야기되기도 했고, 지주의 변경시 도지권을 부정하는 新지주의 주장으로 인
해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慣行(상): 781~783).
다만, 이렇듯 식민국가에 의한 ‘소작’ 개념의 강제가 가져온 정치적 결과는 다
소 양가적(ambivalent)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토지임차와 관련된 전통
적 관행이 ‘소작’으로 포착되어 균질화됨으로써, 한편으로 전통적 권리가 박탈
되고 상실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이른바 근대적 의미에서의 ‘소작계급’이 탄생
할 ‘물질적 조건’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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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태를 좀 더 역사적인 시야를 통해 응시해본다면, 소작쟁의를 일으키는

‘소작계급’으로서의 농민의 성격은, 그에 앞서 존재했던 농민의 형태와의 비교
속에서 온전히 파악될 수 있다. 조선시대의 농민운동은 주로 지세의 문제를 둘
러싸고 국가와 국가관료에 대항하는 형태였다. 1862년 진주민란에서 시작되어
동학농민전쟁으로 이어지기까지의 농민운동이 내건 의제는 부패관료의 처벌, 부
패의 원인이 된 정부기구와 제도의 폐지, 그리고 조세제도의 개혁에 관한 것이
었다. 사회적으로 보면, 신분체계에 근거한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었다. 총액제와 공동납제도는 농민공동체와 촌락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제도적
근거였다. 그것은 외부적 위기요인이 있을 때마다 내부를 결속시키는 동력이 되
는 것으로서, 1862년 진주민란에서 그 전형적인 예가 발견된다. 이러한 촌락 내
적 결속력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해 조선시대 지세제도의 근간을 이루
었던 결부제와 총액제가 해체되면서 크게 약화되었다. 즉, 토지조사사업으로 배
타적인 사적소유권이 성립하게 되면서 근대적 개인세로 조세제도가 전환되었고,
따라서 농민공동체의 존재조건이 바뀐 것이다. 아울러, 이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총독부의 사회기반력(infrastructural power: Mann, 1986), 특히 사회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은 크게 강화되었다(김동노, 2007: 194~210).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두어야 할 점은, 이렇듯 계급의 경제적⋅객관적
위치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계급 그 자체가 현실 속에서 현현(顯現)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일련의 사회적 변화를 통해 새로운 범주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단지 그 ‘출발점’에 해당될 따름이다. 생산관계
에서 하나의 계급의 존재위치가 확정되었다고 해서, 이를 가지고 곧바로 그 계
급이 그들 자신의 언어, 즉 집합적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비약이다. 계급은, ‘인식의 매개’를 통해 ‘계급’으로서 구성되고 확정되었을 때에

30) 이영훈은 조선시대의 전(佃)의 의미를 고고학적으로 탐색하여 조선의 토지소유관계를 분
석하고 소작관계의 기원을 확인하고자 했다(이영훈, 1994). 그러나 이때 전(佃)이나 전부
(佃夫)의 존재조건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 바꿔 말해, ‘전’
(佃)과 ‘소작’을 동일한 계보 위에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전통사회에서도 토지에 대한 전
일적이고 배타적인 사적소유권이 광범위하게 존재했다는 사실이 먼저 충분히 확인되어
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여기서 전부(佃夫)는 자신의 언어로 스스로를 표현하는 정치화
된 집단범주는 더더욱 아니다. 따라서 전통사회의 ‘전’ 또는 ‘전부’를 근대적 의미의 ‘소
작’과 등치시키면서 그 기원으로 설정하는 방식의 논의는, 사회구성체의 성격이 다른 두
역사적 사회 속의 존재를 동일시하는, 일종의 시대착오를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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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비로소 현실 속에서 실현(realization)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집단형성(group formation; group-making)의 상징적(symbolic) 차
원 및 메커니즘을 분석한 부르디외의 통찰력 있는 연구를 잠시 검토해볼 필요
가 있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계급(classes)은, 삶의 기회를 차등적으로 배분한 결
과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무미건조한 무엇(a brute given)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적인 비전과 집단구분의 지배적인 원칙으로서 여러 경쟁적인 개념들(지역, 종족,
국적, 젠더, 연령, 종교 등)을 제치고 계급을 부각시키는, 일련의 투쟁적인 집단
형성 작업에 의해 얻어진 결과물이다. “사회집단, 특히 사회계급(social classes)은
과학적인 시선의 개입 이전에 이미 물질적 자산의 분배형태로서 존재하는 무엇
이기는 하지만, 이와 동시에 —예컨대 라이프스타일처럼— 이러한 자산의 분배
를 가늠하는 여러 실천적 지식들에 기초하여 각 행위자들이 서로를 분류하고
재현함으로써 존재하게 되는 무엇이다.”(Bourdieu, 1978: 16; Wacquant, 2013: 276
에서 재인용) 그리고 통상 이 분류와 재현의 ‘상징조작’(symbolic manipulation)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이는, 조합의 대표, 정치인, 관료, 여론조사전문가,
언론인, 지식인 등 일군의 전문가집단이다. 이들은 명명(nomination)이라는 사회
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공간의 객관화된 분리에 기초한 일련의 범주들을
단단한 실체로 고착시킨다(Wacquant, 2013: 276~277).
집단형성의 과정에서 전문가집단에 의해 주도적으로 수행되는 이 ‘명명’이란,
이를 달리 표현하면 ‘기입’(inscription)하는 행위를 의미한다(Hacking, 1986). 본래
의 논의로 돌아와서, 식민지 조선에서 ‘소작’을 명명하는, 바꿔 말해, 종이 위에
그 범주, 항목을 기입하는 실천은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서 목격된다. 구체적
으로, 조선총독부통계연보의 ‘경지면적’ 항목에서 [자작지] [소작지]가 구분되
어 기입되기 시작한 것은 1914년도분의 조선총독부통계연보(1916년 발행)에서
부터이다. 이에 비해, ‘농업자 호수’ 항목에서 [지주(갑/을)] [자작] [자작겸소작]

[소작] [겸(兼)화전] [순(純)화전]으로 항목을 나눠 농가계급별 해당 농가호수를
기재하기 시작한 것은 1929년도분의 통계치가 실린 조선총독부통계연보(1931
년 발행)에서부터였다. 다만, 이때의 ‘농업자 호수’의 표 자료에서 집계수치가
확인되는 것은 1916년부터이다. 바꿔 말해, 1916년 이후로 계속 위의 농가계급
분류대로 농가호수를 파악해오기는 했지만 그간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는 기
재하지 않았다가, 1931년에 1929년도분의 조선총독부통계연보를 편집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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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할 때부터 그 내역을 소급하여 1916년부터의 통계치를 일괄적으로 기재한 것
이다. 1928년도분 조선총독부통계연보(1930년 발행)까지는, 1910년대 초반의
국유지 조사에서 도장권과 중간소작의 해체와 세금의 확보를 목적으로 재무감
독국 주관 하에 소작인의 수를 조사하여 기재했던 다소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
하고는, 그저 [내지인] [조선인] [지나인] [기타 외국인]으로 항목을 나눠 각각의
농가호수만 기재해왔던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암시한다. 첫째, 소작지에 대한 파악과 소작농에
대한 파악이 시차를 보이고 있다. 식민국가의 입장에서, 토지에 대한 파악의 필
요, 조사능력과, 인구에 대한 파악의 필요, 조사능력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
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1931년에 1929년도 통계치를 발행하면서 소
작농을 위시한 농촌계급에 관한 수치정보를 처음으로 기재했다는 것은, 농가계
급구조에 대한 기존의 식민국가의 관심이 1931년 즈음에 객관적 지표를 매개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관심으로 전환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소작입
법을 위한 자료의 확보라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이 자료를
수록한 시기가 소작관행조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기와 겹
쳐 있다는 점은 이 점에서 마냥 우연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소작관행조
사를 진행하면서 소작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더욱 심화되었고, 기존에 편재
되어 있던 1916년 이래의 농가계급구조의 추계치들을 종합적으로 발굴⋅수집하
여 기재하기 시작했을 개연성이 큰 것이다. 셋째, 비록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기재되어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농가계급구조에 관한 한 1916년부터 그 이후로
조사통계치가 계속 수집되어오고 있었다는 점이다. 바꿔 말해, 전면적이라거나
본격적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농가계급구조에 대한 파악의 필요성이 식
민국가에 의해 줄곧 인지되고 있었고, 그 실질적인 조사가 1910년대 중반부터
계속 수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이언 해킹이 ｢만들어진 사람들｣(making up people,

Hacking)에서 제출한 문제의식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예컨대, “공장감독원이 제
분소에 들러 다소 엉성하게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 조사한 뒤, 업무에 따
라 이들을 분류하여 보고서를 내면, 이후로 제분소의 사장은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하여 고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확한 상을 가지게 된다.”(Hacking, 1986:

222~223) 또, “사람들을 집계, 계량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알맞게 분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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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범주가 있어야 한다. …… 그러한 체계적인 수집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를 선택하고, 무엇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또 우리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는지에 대해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칼 마르크스는 상세한 공식 통계자료, 즉
공장검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읽었다. 마르크스와, 사람들이 자신들이 속한 것
으로 인지하는 계급분류를 창안해낸 공식보고서의 저자들 가운데 계급의식에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은 과연 누구일까”(Hacking, 2012: 25)라고 말했을 때의 그
문제의식 말이다.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는 1800년대 이후 공업화 속에서 사람
들을 직업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때 이 직업분류의 업
무를 맡은 이는, 분류된 직업에 들어간 사람들이나 사회운동가들이 아니라, 관
료들—당시의

공장시찰자나

상무성의

관료 등—이었다.

그들은 숫자세기

(counting)에 용이한 방식으로 직업분류를 고안해낸 이들이다(Hacking, 1982:
279~280).
본 주제와 관련하여 해킹의 통찰을 응용해보면, ‘소작’이라는 정치적 개념이
구사되고, 이를 기반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와 연관된 토지와 인구의 정보
가 수치화되어 기입(inscription)되었을 때 비로소, ‘소작인’ ‘소작농’ 그리고 ‘소작
계급’이라는 범주 역시 인식론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들이 식민국
가의 정책적 문제관심으로 특정(特定)되어, 이들에 관한 조사와 계수화가 진행
되었을 때, 바로 그 ‘범주’가 수면 위로 떠올라 가시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범주로 분류된 이들은, 이제 자기 집단에 대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규
범’(norm)을 내면화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통계적 목적을 위해 새로운 계급을 정
의하는 권력의 실천이 낳은 결과이다.
이렇게 보면, 계급으로서의 소작계급도, 소작계급의 이해관계 결사체로서의
소작조합도, 그들이 동원된 소작쟁의도, 모두 이 ‘소작’이라는 범주의 구성과 기
입, 그리고 그 자연화(naturalization)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것
이다. ‘소작’ ‘소작농’ ‘소작계급’ ‘소작쟁의’는 토지에 관련된 전통적 권리관계가
정치적으로 해체, 재구성되어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현실인 동
시에, 식민국가의 법과 조사의 매개를 통해 인식론적으로 구성된 새로운 현실인
것이다. 1920년대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활성화된 이른바 ‘소작계급의 정치’—

‘소작계급’의 정치적 조직화와 이들을 매개로 한 사회운동—는 바로 이 인식론
적 전제(아프리오리) 위에서 성립할 수 있는 것이었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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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그러나 근본적인 차원에서, ‘소작계급’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 범주인가의 문제는 여전
히 남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노무라 조타로는 조선의 소작제도를 영주-농노의 주종관계
(主從關係)에서 지주-농민의 공동경작과 이익배분의 병작관계(並作關係)로, 그리고 다시
독립농업경영자로서의 소작인과 지주의 단순계약관계(借地關係)로 발전해가는 것으로 파
악하면서, 당시 조선에는 이들이 병존(竝存)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때, 병작관계
에서의 소작형태는 분익소작인 ‘병작’(倂作)이고, 단순한 차지계약 관계에서의 소작형태
는 정조(定租)를 내는 ‘도작’(賭作, 賭地)이다. ‘소작농민’의 역사적 지위와 형태도 이에
따라 규정된다. 주종관계에서는 농노, 병작관계에서는 노동의 제공자, 단순계약관계에서
는 농업경영자인 것이다. 청부경작과 위탁경작이 새롭게 출현하여 유행하고부터는, 단순
임금노동자(被傭者)로서의 소작농민의 지위가 추가되기도 했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소작
계급’이란, (농노를 제외한다면) 이 노동제공자, 독립경영자, 임금노동자를 모두 포함하는
범주여야 했던 것으로, 따라서 매우 자기모순적이고 비역사적인 개념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노무라의 논의를 모두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이들 자기모순적 요소들을 모두 끌
어안고 있었던 ‘소작’ ‘소작계급’이라는 개념, 범주의 문제성과 그 정치적 의미는 깊이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이 점에 관한 본격적인 분석은 별도의 지면을 기약해둔다.

- 106 -

제3장 제국-식민지 농정과 소작관행조사

제3장의 과제는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된 소작조사의 시계열적인 흐름과 변화,
방법론적 특성, 그 연원과 계보,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권력효과를 추적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적으
로 조사의 목적, 방법, 범주의 변화를 확인하고 그것이 식민권력의 시기별 통치
관심의 변화와 어떻게 연동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공간적으로 제국-식민
지 간의 소작조사 방법론의 연쇄의 양상을 확인한다. 셋째, 소작관행조사의 결
과로 얻어진 제반 자료들의 특성과 그 의미를 소개한다. 넷째, 이 자료들이 만
들어낸 권력효과를 응시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해석한다. 특히, 소작관행조사를
통해

식민지

조선사회의

갈등과

계급이

계수화된

지표로서

양화(量化;

enumeration, calculability)되어 재현되는 현상이 생겨났다는 사실에 유의하면서,
그것이 가진 정치적 의미를 파악한다.

제1절 근대 일본에서의 소작관행조사

사회조사는 현실의 특정한 사태를 파악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전략적인 실천
이다. 사회조사는 사회현실을 투명하게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주체의 주
관적 인식관심을 통해 사회현실을 특정한 방식으로 재현하는 행위이다. 이때 어
떤 질문을 던지는가, 그 질문에 어떤 변수를 담는가, 또는 범주를 어떻게 설정
하는가, 그리고 어떤 조사방법을 채택하는가 등은, 조사를 수행하는 주체의 인
식관심, 즉 조사자가 추구하는 조사의 목적과 방법론이 무엇인가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 바꿔 말하면, 조사의 질문과 변수와 범주와 방법을 분석하면, 조
사를 수행하는 권력의 의지를 징후적으로 독해해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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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조선에서 수행된 소작에 관한 일련의 조사들이 갖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국-식민지 연쇄의 문제설정 속에서 소작조사의 목적과 방법론을 세
밀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식민지에서 수행된 소작조사
의 방법론이 단편적⋅일회적이거나 단절적인 것이 아니라 제국 규모의 조사방
법론의 일정한 계보 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식민지에 대한 제국의
통치관심과 전략에 따라 그에 적합한 조사방법이 선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에서의 소작조사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고 제3장은, 근대 일
본에서의 소작조사의 목적과 방법론에 관한 역사적 고찰에서부터 논의를 출발
하고자 한다.

1. ‘관습으로서의 소작’ 조사: 1885년의 조사
일본의 메이지정부는 외국과의 불평등조약 개정을 위해 민법과 상법, 형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일련의 관행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사법성
에서 수행한 民事慣例類集 全國民事慣例類集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관행조
사는 사법성에서만 실시한 것은 아니었다. 내무성은 산림법 제정을 위해 1881년
구관, 고례(古例) 조사를 실시했고, 참사원(參事院)에서는 상사관례조사(商事慣例

調査)를 실시하기도 했다. 1885년 농상무성의 소작관행조사도 이러한 취지의 연
속선상에서 수행된 것이었다. 이후, 사법성에 의한 조사는 일본에서 민법과 상
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더 이상 실시되지 않았고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법률적
견지의 구관조사(舊慣調査)의 형태로 지속되었다. 이에 비해, 농상무성의 관행조
사는 다이쇼기 이후 일본 국내의 조사에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竹內

治彦: 1989: 50~51).
일본 농림성(농상무성)이 수행한 소작관행에 관한 전국적 조사로서 그 성과가
공표된 것으로는 메이지십팔년 소작관행조사초(明治十八年小作慣行調査抄, 20
쪽 분량), 다이쇼원년소작관행에 관한 조사자료(大正元年小作慣行二關スル調

査資料, 135쪽 분량), 다이쇼십년 소작관행조사(大正十年小作慣行調査, 468쪽
분량), 소작사정조사(小作事情調査, 1936, 200쪽 분량) 등 모두 4편을 들 수 있
다.1) 이 가운데 1885년의 조사, 즉 메이지십팔년 소작관행조사초는 1885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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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농상무성 제12호 ｢소작에 관한 소작관행 취조방법 어달｣(小作二關スル小作慣

行取調方御達｣을 근거로 실시된 소작관행조사의 결과물이다(農地制度資料集成編
纂委員會 第1卷, 1970: 18). 그 ‘범례’에 따르면, 이 조사는 “소작조례 기안의 참
고로서 메이지 18년 지방청에 조회하여 소작관행의 조사를 수행하여 그 보고가
있었던 37개 府縣의 조사서를 통해 그 요점을 抄錄한 것”(農林省農務局, 1926a:

137)이다. 서술항목은 “각 부현의 소작관행표”와 “소작의 종류”의 두 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소작의 종류는 총 18개 종이고, 이 가운데
직소작(直小作), 영소작(永小作), 입소작(入小作), 명전소작(明田小作), 별소작(別

小作), 수부소작(受負小作), 가수소작(家守小作) 등 7개 종이 전체의 94%를 차지
한다. 나머지 소작의 종류가 겨우 6%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런데 이 소작의 종류를 설명하는 부분에는 조사가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었
던 어떤 문제성이 그대로 나타나있다. 그 주기(註記)에, “조회 당시 지방범례록
등을 참고로 하여 설명을 붙여 만든 것이고, 지방청의 보고 역시 이를 모방한
것이다. 전국의 유사한 명칭과 설명을 모두 다 기재할 수는 없었고, 따라서 소
작종류의 명칭은 실질적인 차이를 드러낸 것일 뿐만 아니라, 관찰의 방면을 달
리하기 때문에 명칭을 달리하게 된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다”(農林省農務局,

1926a: 141)는 언급이 나온다. 또, 일본의 영소작문제에 관한 전문가인 고노 다
케오(小野武夫)에 따르면, “1885년 즈음 중앙주무관청인 농상무성에서 소작관행
을 조사한 적이 있다. 당시 농상무성 내에는 소작관습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가
진 이가 없었고, 그 조사요항을 작성하는 데에 대해서도 단지 에도 시대의 지방
서인 지방범례록 등을 참고하여 이를 가져다 쓴 데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농
상무성이 그 조사요항 중에 내건 소작 명칭인 명전소작, 직소작, 별소작 등이
1) 메이지기 최초의 소작관행조사는 1880년 말, 민간에서 이루어졌다. 게이오기주쿠(慶應義
塾)을 중심으로 당시의 유일한 전국적 학술단체인 고준샤(交詢社)가 거의 전국에 분산된
사원을 통해 각지에 걸쳐 소작관행을 조사한 것이다. 그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소작의 종류, 제2조 소작에 대한 연한계약의 유무, 제3조 소작미의 징수(取立) 방법, 제4
조 소작인의 몫(取分) 및 소작미고(小作米高), 제5조 소작연한이 없을 경우 지주가 소작
지를 회수(取放)할 수 있는 권리의 유무, 제6조 소작지 면적(小作地坪)의 제한 유무, 제7
조 소작지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경우 실제의 극소⋅극대 여부. 다만, 이 조사는 18개의
번국(藩國)에 관한 조사여서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불충분한 조사였다(八木澤善
次, 1937: 131~133). 다만, 1885년의 농림성 조사에 비해 조사항목이 오히려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은 특기해둘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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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기존 관행의 실태를 나타내는 것인지 아닌지 좀처럼 식별하기 어려웠다.
또, 그 조사요항에 의해 조사를 위탁받은 지방청에서도 그러한 소작명칭의 내용
에 해당하는 관습이 과연 관내에 존재하는지 아닌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
를 실시했다. 그래서 당시 지방청에서 보고해 올린 조사서에는 부정확한 것이
적지 않았다.”(小野武夫, 1948: 224)
그리고 이 조사는 관행의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시간’ 변수가 개입된 관행(慣行)의 조사라기보다는 기껏해야 구관

(舊慣)이나 관습(慣習)의 조사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 조사는 애초 ｢소작조례초
안｣(小作條例草案, 1887)의 작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실질적
으로는 그 제정이 성사되지 못하여, 이 법안은 하나의 시안(試案)에 그치고 만
다(小山幸伸, 1998: 117).
농상무성의 소작관행조사는, 이후 조사의 항목이 대상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보다 정밀해진다. 지방에 따라 소작관행의 실제 모습에 여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지방범례록에 기재된 명칭에만 준거하여 조사를 수행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혼란들을 점차 수정해가는 태도를 취했던 것이다.

2. ‘관행으로서의 소작’ 조사
(1) 1912년의 조사
1912년의 소작관행조사는 구체적인 조사실행 절차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보고서만 남아있다. 시기적으로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자본주의가 본격적으
로 발달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 농업위기가 시작되는 국면에서 실시된 것으로,
지방청의 보고를 묶은 것이다. 이 시기는 각 부현(府縣)에서 미곡검사(米穀檢査)
를 실시하면서 소작쟁의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했다. 조사보고서의 정
리항목은 총 15개로 구성되었다. 1885년의 조사에 비해 조사항목이 세분화된 것
은 물론, 특히 “경지정리가 소작관행에 미친 영향”(제14항)과 “산미검사(産米檢

査)가 소작관행에 미친 영향”(제15항)이 분석되어 있다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이
것은 사회적 변화에 따른 소작제도의 변화 즉, ‘시간’이라는 변수가 조사자의
시야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점은 구관(舊慣)의 확정을 통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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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을 입안한다는 조사자의 주관적 의식에서 출발한 관습조사가 아니라, 정책적
관심에서 사회의 변화양상을 관찰⋅평가하는 관행조사로서 이 조사의 의미를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조사의 결과는 1913년 12월에 소작관행에 관
한 조사자료(農務彙纂 第44 小作慣行ニ關スル調査資料)로 간행되었다.
경지정리는 1897년 경지정리법이 공포됨으로써 실시되었는데, 1905년 개정에
서는 ‘관개, 배수에 관한 설비 및 공사’(灌漑排水二關スル設備並工事)가 추가되
어 이후 획기적으로 발전한다. 러일전쟁 이후 식량자급정책에 힘을 쏟던 일본정
부는 이 정리사업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장려, 강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미
곡검사는 자본주의적 전국적 미곡시장의 형성과 함께 활성화되었고 1890년대까
지는 쿠마모토, 사가현 등 移出米가 많은 현에서 민간기관에 의해 실시되었지
만, 민영검사는 통일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1907년~1917년 사이에 거의 전체현
에서 府縣營에 의한 이출검사, 생산검사가 실시되게 된다. 이로써 쌀의 상품화
가 한층 더 심화되었다. 이상의 두 가지 점이 조사항목에 추가되었다는 것은,

1912년조사의 성격이 농업의 자본주의적 전환과 그로 인한 농촌사회의 변화를
포함하는 조사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준다(小山幸伸, 1998: 118). 결과적
으로 경지정리와 산미검사는 자본주의적 토지운용의 계기가 되었고, 농촌사회의
도덕경제를 해체하는 효과를 산출했다고 할 수 있다.

(2) 1921년의 조사
1) 소작제도조사위원회의 설치와 조사항목의 결정
1921년의 조사는 일본의 소작관행조사로서는 가장 본격적인 것으로, 보고서에
는 풍부하고 포괄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 이 조사의 목적은 소작관련 입법을 목
적으로 일본 전역에 걸쳐 소작관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조사의
취지와 조사항목 등에 관한 사항은 소작제도조사위원회(小作制度調査委員會)에
서 심의, 결정되었다. 소작제도조사위원회는 농상무대신의 자문에 응하여 소작
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1920년 11월 농상무성 안에
설치된 기관으로, 1923년 관제(官制)에 의거하여 소작제도조사회(小作制度調査

會)가 설치되면서 해소되기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존속하였다. 소작제도조사회
는 1923년 5월에서 1924년 4월까지 약 1년 간 존속하다가, 이후 제국경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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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帝國經濟會議農業部)에 흡수, 폐지되었다. 이후 소작제도개선에 관한 문제는 제
국경제회의농업부에서 심의되었다. 1924년 11월 제국경제회의는 폐지되었다(農

林省農務局, 1926c: 例言).
소작제도조사위원회의 제1회 총회(1920년 11월 27일, 29일)에서, 야마무토 다
쓰오(山本達雄) 농상무대신은 위원회의 설치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農林省農務局, 1926c: 1~3).
우리나라의 소작농가는 대체로 규모가 작고 그 경제가 윤택하지 못합니
다. 1918년의 조사에 따르면, 소작농가는 전체 농가호수의 28%, 자작겸소작
농가는 40.4%에 달하여 이를 합치면 전체 농가호수의 68.4%, 전체 호수의
37%에 달합니다. …… 소작농가 호수는 총 농가호수의 7할에 달하며 게다
가 해마다 증가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소작제도의 당부(當否)는 지주와
소작인 간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농업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
습니다. 특히 제도의 불비(不備)는 때로 지주와 소작인 간의 분쟁을 야기하
고 농촌사회의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런 일은 지방적 농
촌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
근 상공업의 발달, 농촌의 노동력부족, 물가의 앙귀, 생활비의 팽창 등의
영향은 지주 및 소작인에게도 미치고, 특히 각종의 사상은 자칫하면 도회
로부터 농촌에 전파되어 이로 인해 최근 지주와 소작인 간의 분쟁을 야기
하는 것도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 소작제도의 개선에 관해
서는 혹은 단순히 입법에 의해 속히 그 해결을 도모한다는 주장도 있습니
다만, 그 이른바 소작법으로도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각지의 각종 관
행들을 지금 다시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공업관
계의 입법과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깊은 주의가 요청됩니다. 그
렇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바가 클 것입니다(강조는 인용자).

이 총회에서 ‘소작제도조사위원회조사사항’이 결정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農林省農務局, 1926c: 7~9).
1. 지주경영, 자작 및 소작의 장단점: 지주⋅자작⋅소작농가의 호수, 경작
규모
2. 소작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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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 사상의 변천, 분쟁의 원인⋅경과⋅결말⋅영향,
부현과 농회
4. 지주 및 소작인의 단체: 단체설립의 동기⋅목적⋅조직⋅기능⋅효과⋅
폐해
5. 소작농의 경제, 생활 및 사회상태: 소작지경영의 규모⋅방법⋅수지, 겸
업⋅부업⋅자작지경영의 수지, 소작인의 가계경제, 의식주, 위상, 교육,
신앙, 사상, 요구, 이촌 경향
6. 지주의 경제, 생활 및 사회상태: 소작지 규모⋅관리방법⋅수지, 겸업⋅
자영농업의 수지, 지주의 가계경제, 의식주, 위상, 교육, 신앙, 사상, 요
구, 이촌 경향
7. 자작과 소작의 비교: 자작농에 대해 제5, 6항에 준하여 조사하고, 개인⋅
사회⋅국가의 견지에서 자작농과 소작농을 비교할 때 그 득실.
8. 소작에 관계된 법령과 제도: 민법 및 기타법령에서 소작관련 규정, 판
례, 토지소유권, 세제
9. 소작에 관계있는 다른 나라들의 법령과 제도: 외국의 소작제도, 자작
농의 창설⋅유지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항
10. 농업노동자에 관한 사항: 앞의 각 항에 준하여 조사
11. 소작제도의 개선에 관한 방책

이 가운데 특히 ‘2. 소작관행’ 부분에서 심의해야 할 세부항목으로는, (1) 보통
소작, 영소작, 기타 특수소작의 계약체결방법, 계약의 목적물과 기간의 설정, (2)
소작료의 종류⋅품질⋅수량⋅비율, 그 증감과 납부의 시기⋅방법, (3) 소작권의
제한⋅해제⋅배상, (4) 토지개선⋅개량과 비용부담, 계약의 종료 등에 대해 현재
이루어지는 관행의 적합성 등이 포함되었다.
총회에서는, “1912년에 수행된 소작관행조사가 있지만, 소작료, 소작기간에 관
한 관행, 배상, 소작지에 관한 부담 등은 이후의 시세(時勢)의 변화로 인해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야 하고, ……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관행에 대해서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간사의 언급이 있었다(農商務省農務局,

1922: 60~61). 이 총회를 거쳐, ｢소작제도조사위원회조사사항｣의 결정되었고, 조
사의 세목에 대해서는 제1회 특별위원회(1920년 12월 23일부터 3일간)에서 협의
가 진행되어 총 17개의 조사항목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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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작관행조사의 실행과정과 보고서의 발행
조사는 1921년 9월 22일부로 제출된 ｢농상무차관통첩｣(農第10805號 農商務次

官通牒)으로 의뢰되었다.2) 조사서는 정촌(町村) 조사서, 군(郡) 조사서, 도부현(道
府縣) 조사서로 나누어 “정촌에서는 그 구역 내의 해당사항을 조사하고 그 조사
서 2통을 만들어 이를 군(島廳, 支廳)에 제출”하고 “군(島廳, 支廳)에서는 구역
내의 정촌의 조사서에 근거하여 그 조사를 완성하고 조사서 2통을 만들어 이를
도부현청에 제출”하며, “도부현청에서는 각 군(島廳, 支廳)의 조사서에 근거하여
그 관내에서의 조사를 완성하여 그 조사서 1통을 본성에 제출하는” 형태로 이
루어졌다. 이 가운데 정촌조사에는 “조사해야할 정촌 내의 사정에 정통한 자(지
주, 소작인, 精農者, 古老 등)에게 조사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이 덧붙여졌다(農地

制度資料集成編纂委員會, 第1卷, 1970: 34).
이 조사는 소작제도에 대한 단순한 정보수집에 그친 것이 아니라, 소작관련
법률의 제정을 위해 ‘문제로서의 소작’이라는 정책적 관심을 조사계획 수립의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한 조사였다. 말하자면, 질문의 구성방식 그 자체
가 조사의 범주를 결정하고 그 결과 역시 유도할 수 있는 성질의 조사였던 것
이다. 이것은 기존의 1885년 조사는 물론 1912년의 조사와도 현격한 차이를 보
이는 지점이다. 따라서 어떤 질문을 어떻게 던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얻
어진 결과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범주의 측면에서 주의 깊은 독해가 요청
된다.
후술하겠지만, 이처럼 중앙에서 조사지침을 사전에 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각
지방청에 하달하고 조사하는 방식, 그리고 조사단위에서 町⋅村 단위에까지 조
사의 행정체계가 구축된 점 등의 조사의 형태는, 1927~1932년에 식민지 조선에
서 수행된 소작관행조사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또, 조사의 방법과 항목만
이 아니라, 기재례(記載例)와 조사상 주의사항 역시 사전에 결정되어 회람되고
문의와 회답을 통해 정형화되어간 측면 역시, 몇몇 부분적인 차이를 제외하고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소작관행조사와 모두 일치하고 있다. 결과보고서의 목차, 즉
정리항목을 보더라도 그건 마찬가지이다. 이 점은 1921년 일본의 소작관행조사
가 그 목적과 취지, 방법과 범주 등에서 1927~1932년 식민지 조선의 소작관행조
2) 1921년 소작관행조사와 관련된 농상무성 농무국장 ｢통첩｣과 지방청에서 올라온 ｢조회｣
와 응답의 자료는 農林省農務局, 1926c: 附錄 88~96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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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원형, 선구로서 자리하고 있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조사절차와 관련하여, ‘조사상 주의사항’에서 특기할 점을 추출해보면 다음과
같다(農林省農務局, 1926b: 附錄 1~2).
5항 본 조사는 조사해야 할 町村 내의 사정에 精通한 자(지주, 소작인,
精農者, 古老 등)에게 조사할 것
7항 조사사항 중 보통이라고 칭하는 것은 가장 보편적으로 다수 존재하
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중위(中位, 평균)와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것
11항 조사항목 중 특수관행에 해당하는 것이 그 지방에서는 보통관행인
것처럼 통용되는 지방에서는 그 관행을 보통으로 기재할 것. 반드
시 조사항목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 아님.

조사항목 질문 각각에 대한 세부지침 가운데 특기할 점을 추출해보면 다음과
같다(農林省農務局, 1926b: 附錄: 2~19).
제2 소작계약의 기간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과 정한 것의 비율과 변천
○ 기간을 정한 것은 그 연수와 변천: 논밭을 구별하여 조사
○ 주요작물의 소작기간 연수
○ 기간을 정한 소작계약으로 그 기간 경과 이후 묵인하고 계속 소작하
는 사례의 빈도
제3 소작료
○ 현행 소작료 결정의 표준
○ 소작료는 町村 안의 경지 중 조사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곳
을 선택하여 조사
○ 표의 숫자는 郡(島, 支廳)의 조사에서는 각 町村의 조사를 평균하고,
또 道府縣의 조사에서는 각 郡(島, 支廳)의 조사를 평균하여 기재할
것
○ 소작료의 減免과 增徵; 등귀의 추세와 원인; 소작료를 노동의 제공으
로 대체하는 것의 존재여부, 그 노동일수 및 임금의 환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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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 소작계약의 등기 및 소작지에 대한 제한
○ 소작계약 등기의 유무; 지주가 등기를 승낙하지 않는 경우의 유무와
사례
○ 소작지 轉貸의 빈도, 전대시 지주의 승낙 필요 여부와 다른 제한; 轉
借의 경우 轉貸人이 지주에게 지불하는 소작료와 轉借人에게 요구하
는 소작료의 차액, 전대의 폐해
○ 소작권 매매의 유무와 빈도, 폐해; 매매시 지주의 승낙 필요 여부과
다른 제한; 소작권 및 그 토지의 매매가격
제13 토지관리인, 지배인, 世話人 등
○ 이들을 두는 지주의 특성
○ 지방적 명칭, 업무의 종류, 인원수, 관리하는 소작인수(反別), 보수의
유무와 액수
○ 관리인의 利弊
제14 이외 소작에 관한 중요사항
○ 부재지주의 利弊: 부재지주의 존재와 소작료의 高低 간의 관계, 도회
거주 부재지주의 소작료 특성, 부재지주의 존재가 다른 일반 지주사
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이유

그런데 이 조사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보고서의 범례에 따르면, “1922년 여름
부터 1923년 봄까지 대부분의 지방청에서 보고가 제출되었는데, 농림성은 이 가
운데 도부현(道府縣)의 조사서를 정리했고 특수관행에 대해서는 군정촌(郡町村)
의 조사서를 참고하여 1923년 8월까지 대체적인 정리작업을 마쳤다. 그런데

1923년 9월 1일 간토대진재(關東大震災)가 나는 바람에, 집필원고 일체와 도부
현, 군정촌에서 올라온 조사서 모두를 소실(燒失)하는 사태를 맞이했다.”(農林省

農務局, 1926b: 凡例) 이후, 지방청에 조회하여 도⋅부⋅현 조사서의 사본을 송
부받아 이를 다시 정리하여 인쇄하였다. 그 결과, 특수관행 등에 대해 군⋅정⋅
촌의 조사서를 참고할 수 없게 되었다는 유감이 표명되어 있다. 또, 소작권의
매매, 예분소작(刈分小作), 종속적 소작, 기타 특수관행 등에 대해서는 이 보고
서에 담지 못하고 추후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참고로, 조사의 규모는 1929년 발행된 개정시정촌편람(改正市町村便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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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정구역 편제에 의거할 때, 전체 町村(11,852개) 가운데 6,478개 町村에 대
해, 전체 637개 郡 가운데 292개 郡을 포괄하는 조사였다(農地制度資料集成編纂

委員會, 第1卷, 1970: 47). 이 조사보고서에 근거하여, 1924년에 ｢소작조정법｣(法
律第18號 小作調停法), 1926년에 ｢자작농창설유지보조규칙｣(農林省令 自作農創
設維持補助規則) 등이 제정되었다. 다만, 애초 조사기획 단계에서부터 상정하고
있었던 소작법의 입법은 지주 등 사회의 이해관계 집단의 반대로 인해 유실되
고만다.

3) 소작관행조사보고서의 분석
보고서의 정리항목을 기준으로 1912년의 조사와 비교할 때, 1921년 조사의 특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작계약의 양태’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구두계약과
소작증서를 작성하는 계약 간의 비율을 전국적⋅지방적 단위에서 확인하였고,
당시 체결된 소작계약의 계약사항을 실제 소작계약서를 지방별로 수집하여 예
시하였다.
둘째, ‘소작계약의 기간’에서 1912년 조사가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 ‘보통’의
사례에 대해 보고하는 것으로 그친데 반해, 1921년의 조사는 항목이 세분화된
것은 물론, 기간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간의 비율이 달라진 이유로서, “1880년대
후반 이후 인구증가와 특용작물 재배의 확대로 인해 경지가 부족해졌고, 또 소
작쟁의로 인해 지주와 소작인 간의 관계가 변화하여 소작계약의 체결에서 그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증가하는 경향”에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農林省農務局,

1926b: 34).
1912년 조사와 비교해볼 때 가장 큰 차이는, 소작기간의 지방별 평균치가 집
계되어 통계표 안에 숫자로 기입되어 있다는 점이다. 농정입법과 관련된 논란에
서 이 소작기간의 계수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수치화된 정보
는 정책자료의 근거,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조정, 조율할 수 있는 직접적
인 근거로 곧바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정확한 수치’가 파악되고 평균치
까지 집계된 이상, ‘사회적 평형’(social equilibrium)을 전제로 한 정치적 사고, 그
리고 그에 기초한 독특한 정치행위 패턴의 출현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다.
이 속에서 계급갈등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심화되고 고조되기보다는 단지
계수(計數)적 차원의 조정의 문제로 그 전선(戰線)이 전이되고, 갈등의 해결책은
전체적 평균을 의식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수량적 문제로 치환되어버리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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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이것은 ‘지식국가’(knowledge state; 최정운, 1992)가 성립하기 위한 최
초의 조건, 전제가 달성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인 셈이다.
셋째, ‘소작료’ 항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위의 소작기간의 집계방식처럼 소
작료 역시 지역별 평균치가 확보되어 통계표 안에 숫자로 기입되었다. 1912년
조사와 비교해 볼 때도, 지역단위가 한층 세분화되었음이 확인된다. “지조개정
당시 지가제도(地價制度)의 기초로 삼았던 그 수확미액(收穫米額)을 표준으로 삼
았다. 그 지방에서의 구래의 소작료와 비슷하게 설정하여 村 단위로 통일하여
개정한 바 있다”는 역사적 사실도 새롭게 언급했다. 그리고 지조개정 당시 소작
료 개정이 있었던 지방과 아닌 지방의 소작료 결정기준을 지방별로 도표화했다.
또, 소작료의 납입형태—現物納, 代金納, 金納—에 따른 소작료의 차이도 새롭게
조사하여 수록하였다.
소작료의 감면과 증징에 관한 사항도 조사되었는데, 이것은 소작인에 의한 소
작료 감액요구 행태의 변화와 관련된다. 소작료감액요구 그 자체는 전통시대부
터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대체로 천재지변이나 흉작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탄원요구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발생한 소작쟁의에서는 소작인조합이
상설적으로 조직되고 소작인의 계급의식과 단결성이 성장하여 소작료의 영구적
인 감면의 요구가 제출되었던 것이다. 거기에는 경작농민의 권리주장이 전개되
고 있었다. 특히, 지주의 고율소작료 착취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다.

1922년에 설립된 일본농민조합(日本農民組合)에서는 소작료의 영구적인 30% 감
면의 요구가 제출된 바 있다(小山幸伸, 1998: 119). 이때, ‘고율’소작료 문제가 전
국적 이슈로서 제기되려면, 소작료가 고율인지 저율인지에 대한 판단근거가 요
청된다. 소작료에 대한 계수화의 진전이 그 전제조건인 것이다.
넷째, ‘소작료체납처분’과 관련해서는, 체납액의 이자 지불 여부와 계약상 손
해배상조건 및 배상액에 관한 서술이 추가되었다. 체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와
강제집행에 관한 사례, 소송 등 체납에 대해 지주가 취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
서도 추가로 조사⋅서술되고 있다.
다섯째, 1921년 조사에서는 ‘소작지의 제한’이라고 간명하게 되어있던 항목이

1921년 조사에서는 ‘소작지 전대(轉貸)와 소작권의 매매’라는 항목으로 좀 더 구
체화되는 동시에, 지방별 특례도 기재되어 있다. 또, 1912년 조사에서는 단순히
그 관행에 관한 정보만 확인되고 있는데 반해, 1921년 조사에서는 소작권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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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매매의 이익과 폐해를 두루 열거하고 있다. 조사의 전반적인 결론은 폐해가
이익보다 많은 것으로 평가되어 있는데, 우선 전대의 경우, (1) 지주-소작인 간
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는 점 (2) 소작료에 차액이 생겨나게 되어 일반적으로
소작료가 등귀하게 되는 점 (3) 기간이 단기여서 전차인(轉借人)이 토지에 대한
책임감이 저하되고 토지관리와 경작이 조방화되기 쉬운 점 (4) 불로소득자를 양
산하는 점 (5) 불량소작인이 늘고 소작료미납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히 흉작
시에는 감면교섭을 복잡하게 하여 소작문제의 원인이 되는 점 (6) 연고자나 친
밀한 이들 사이의 전대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중간이득을 거두며 영리적으로
전대를 하는 경우에는 폐해가 많다는 점 등이 보고되고 있다.
다음으로 매매의 경우, (1) 지주와 소작인 간의 의사소통에 저해가 되는 점

(2) 소작권을 얻는데 매수자금이 필요한 점 (3) 소작료를 등귀시키다는 점 (4)
소작권의 매매가격을 점차 등귀시켜 자작농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박약하게 하
는 점 (5) 소작지를 얻기가 힘들어져 중간자를 이롭게 할 뿐이라는 점 (6) 지주
측에서 보면 불량소작인에게 소작지를 넘길 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자유롭게 처
분할 수 없게 되어 장차 자작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작권을 매수해야 하는 폐해
가 발생하는 점 등을 들고 있다(農林省農務局, 1926b: 246~247). 다만, 소작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지주의 승낙을 얻지 않는 사례’가 다수 언급되고 지방별로
그 구체적인 가격까지 공공연하게 예시되고 있는 점은 무척 인상적이다. 이것은
메이지민법에서 규정된 ‘채권으로서의 임차권’, 특히 제612의 규정이 실제의
현실 속에서는 철저히 관철되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1921년 조사에는 소작계약의 등기와 관련된 사항이 추가되어 있다.
소작계약의 등기를 매우 드물게 승인하고 있는 소수 지역과 승낙하지 않는 다
수 지역을 열거한 뒤, 그것은 “소유권에 구속을 받고 소작인에게 유리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지주의 우려 때문이라고 적고 있다(農林省農務局, 1926b: 252).
일곱째, 경지정리와 산미검사가 소작관행에 미친 영향은 1912년 조사와 1921
년 조사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여덟째, 1912년 조사에서 영소작은 그 전국적 면적과 분포에 대한 정보만 간
략하게 보고된데 반해, 1921년 조사에서는 그 특질과 발생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보통소작과의 차이
점으로는, 일반적으로 (1) 소작기간이 긴 점 (2) 지주가 바뀌어도 소작을 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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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것 (3) 보통소작에 비해 소작료가 일반적으로 저율인 점 (4) 소작인이
소작지 일체의 수선, 개량을 부담하는 점”이 열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별
특례로서 (5) 소작권의 매매, 전대가 빈발하고 소작권의 가격이 높은 곳 (6) 소
작권을 물상담보(物上擔保)로 제공하는 예 (7) 소작인이 공조, 공과 및 수선비의
전부를 부담하는 예 (8) 소작료의 감면이 없는 곳”을 소개하고 있다(農林省農務

局, 1926b: 332~333). 그리고 영소작 면적만이 아니라 그 지방별 명칭, 소재지와
영소작인의 인구수도 전수(全數) 조사하여 계수화(計數化)하여 제시하였다.
아홉째, 1921년 조사에서는 부재지주 항목과 소작지관리인 항목이 새롭게 추
가되어 상세히 조사되었는데, 이 점은 특기해둘 필요가 있다. 부재지주의 소작
료와 일반재주지주(一般在住地主)의 소작료의 차이와 그 이유, 농촌에 거주하는
부재지주의 소작료와 도시에 거주하는 부재지주의 소작료의 차이와 그 이유, 부
재지주와 일반지주의 농촌생활에서의 관계, 부재지주 소작지의 경영의 특성 등
에 관한 정보가 지방별로 수집되어 보고되었다. 다만, 부재지주의 소작지의 소
작료가 일반지주의 소작지의 소작료에 비해 일률적으로 고율인 것은 아니고, 지
방별로 그 고저(高低)에 많은 편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農林省農務局, 1926b:

306~312). 소작지관리인에 관해서는, 관리인을 두는 지주의 종류, 관리인의 지방
적 명칭, 업무의 종류, 관리인의 수와 소작인대비 비율, 보수, 폐해 등이 보고되
었다(農林省農務局, 1926b: 275~283).
토지소유권의 확정과 일본자본주의의 성장에 따라 농촌사회에서는 토지매매
가 활성화되고 인구의 도시이동이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부재지주와 소작지관
리인이 새로운 사회적 존재로 등장했다. 여기서 소작관행조사를 통해 이들이 하
나의 ‘범주’로서 새롭게 기입되고, 농촌의 문제, 그 중에서도 소작관행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존재로 의미화되었다는 점은 새삼 주목을 요한다. 전국적 규모의
지주, 자작농, 소작농 호수 및 그 경작면적에 관한 일련의 정보가 통계치로 수
치화되어 농촌사회의 위기를 매우 간명하게 제시하는 ‘사회적 사실’(social facts,

Durkheim)이자 명백한 과학적 근거로 간주된 것과 마찬가지로, 부재지주와 소작
지관리인이라는 범주를 새롭게 구성해내고 기입하는 조사의 실천을 통해 농촌
사회의 위기에 대한 하나의 정책적 처방, 가령 자작농창정사업으로의 길이 ‘예
비’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21년의 소작관행조사는 조사통계의 ‘범주’(category)에 의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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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사회의 문제가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그 대안 역시 그 범주가 구획한 범
위 안에서만 ‘상상’되어버리게끔 하는 실례로서 다시 응시될 필요가 있다. 조사권력은 조사기획 단계에서 특정 범주를 구성하는 과정 그 자체를 통해 이미 행
사되고 있는 것이고, 정책 및 법제의 입안이나 사회운동의 의제결정 과정에서
이 ‘조사-범주’는 가시화되지 않고 은폐되며, 그 결과 자명하고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자연화되어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은 권력이 파놓은 인
식론적 함정이자 인식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이러한 ‘범주화’가 내포한 문제성은 다만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
니다. 예를 들어, “부재지주 鳩山一浪가 홋카이도에 가지고 있었던 수백 정보의
농지나, 소학교 선생이 노후를 위해 월급을 절약하여 매수하고 任地의 관계로
자경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에게 소작하게 하였던 1反步의 토지도 똑같이 부재
지주의 소유지로서 간주되어 취급”되는 문제를 배제, 은폐하는 것이다. 즉, 통계
치의 의미가 탈맥락화(decontextualization)되어버리는 문제이다. 또, “도호쿠 지방
에서 3정보의 자작농은 부농이라고 할 수 없고 낮은 생산력과 생활정도를 보이
고 있는데 반해, 간사이의 농촌에서는 1정보의 보유면적으로도 농촌 내부에서
강력한 힘을 갖는 물질적 기초가 되는 예가 있었다는 사실” 역시 이러한 통계
집계방식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近藤康男, 1953: 13).

(3) 1936년의 조사와 그 이후의 농업조사
1936년의 소작관행조사는 정부에 의해 ｢농업차지법｣(1936)의 심의가 개시된
시기에 이루어진 조사이다. 보고서는 소작사정조사(小作事情調査)라는 제목으
로 농림성 농무국에서 1938년에 발간되었다. 소작입법은 1931년 의회에 제출되
어 귀족원에서 심의말료(審議末了)가 되어 유산된 이래로 거의 다루어진 바 없
었고, 이후 수년마다 한 번씩 소작입법이 심의되는 일만 반복되었다. 1936년의
조사는 바로 이런 시기에 이루어진 조사인 것이다. ｢농업차지법(案)｣ 역시 1937
년 ｢농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심의되었지만, 중의원 심의 도중에 중의원 자체가
해산되는 바람에 또 말료로 끝났다. 이후 이 소작입법의 흐름은 1938년에 제정
되는 ｢농지조정법｣(農地調停法)으로 귀결된다(小山幸伸, 1998: 121). 1936년의 조
사는 1921년의 조사에 비해 조사항목에서 거의 변화가 없고 내용 자체도 매우
간략한 편이다. 시계열적 차원에서의 비교를 위해 한 차례 더 시행한 조사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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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따라서 그 의미는 제한적이다.

1921년 조사 이후 일본정부는 이렇다 할 대대적인 소작관행조사를 벌이지는
않았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소작입법을 위한 기초통계자료는 1921년 조사를
통해 대부분 확보되었다고 판단되었던 것이 그 이유라고 추측된다. 특히, 소작
료 정보와 소작기간 정보가 현(縣) 단위로 모두 계수화되고 평균치가 구해졌으
므로, 법안의 제정과 심의의 과정에 들어서기에는 이미 조사라는 전제가 충족된
상황인 것이다. 물론, 소작입법은 귀족원과 중의원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계속 유실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조사보고서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의 부재라기
보다는, 이해관계 세력들의 제정 방해와 돌발적인 정치상황에 의한 것으로 간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아시아태평양전쟁기의 총력전 상황이 벌어지
면서 일본 정부는 농업통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사후
적으로 인지하게 된다. 이 점에 관해 잠시 언급하기로 한다.

1921년의 소작관행조사를 포함하여, 전전(戰前) 일본의 농림통계조사는 전반적
으로 그 내용상 관료적 사무보고에 불과한 것이었다. 부현(府縣)의 지사, 시정촌
장(市町村長)에게 각종의 보고의무를 부과하였고, 말단에는 ‘통계조사원’이라는
제도를 두어 명예직 무급으로 이 일을 맡기는 구조였던 것이다. 또, 일본정부는

1921년에 ｢농상무통계보고규칙｣(農商務統計報告規則)을 제정했는데, 여기에는
당시 사회적 쟁점이 되어 있던 미곡의 관리를 위해, 수회에 걸쳐 작황조사와 풍
수해시 속보를 올리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후 쇼와(昭和) 농업공황을 거치면서
미곡법은 미곡통제법으로 전환되었고, 미가억제를 위한 통제정책에서 미가유지
를 위한 통제정책으로 이행하게 된다.
이러한 조사보고의 체제는 한동안 그럭저럭 유지되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전쟁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급변한다. 쇼와농업공황 이래 일본은 식량의 과잉
생산국가라고 자신을 판단했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한순간에 식량부족국가로 바
뀌었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는 가운데 ‘통계의 불비’가 본격적으로 논의
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41년에 ｢농림통계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그 취지는,
통제경제 단계의 경제를 운용하기 위해 경제의 모든 측면들과 그 연결의 양상
을 명료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를 생산한다는 것이었다. 그 개정안의 내용은 (1) 조사항목을 농산물조사에서
벗어나 농업생산력의 구성요소, 즉 농가노동력, 농가호수, 가축과 농구의 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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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길 것, (2) 종전의 속지주의(屬地主義)적 통계를 속인주의(屬人主義)의 통계로
바꿀 것, 또한 조사의 방식을 신고로 바꿀 것, (3) 조사시기나 보고시한을 일률
적으로 하지 말고 지방에 따라 조정할 것 등이었다(近藤康男, 1953: 1~3). 아시
아태평양전쟁기에 들어서면서 식량부족, 노동력부족의 상황이 도래하자, 기존의
미곡생산물 조사에 치중했던 조사가 생산요소와 생산성에 착목하는 조사로 전
환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갖는 의미는, 소작관행조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다시
생각해볼 측면이 있다. 농업노동력 조사의 경우 일본에서는 노동력 그 자체로
조사한 것은 없고, 매년 농사통계 속의 농가호수나 국세조사(國勢調査)의 결과
에서 나온 농경유업자수(農耕有業者數)의 조사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농촌에 잠
재적 과잉인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회자되고 있었지만, 그것에 관한 정확한 숫
자는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전쟁을 통해 농촌노동력이 국가동원에 응소
하고 또 공장으로 흡수되면서, 농업노동력 부족이라는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
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일본정부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막연한 인식, 예컨대

‘농가의 적정규모’라는 기준만을 가지고 이 ‘적정규모’를 달성하지 못하는 농가
는 농지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 이유만으로 만주 등으로 이민해
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인식의 안이함이 문제화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노동력의 과잉이든 부족이든, 실은 낮은 생산성이라는 하나의 사태가
지닌 두 개의 표현일 뿐인데, 그러한 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자료나 이론이 없었
던 것”이다(近藤康男, 1953: 4).
예를 들어, 농가호수를 보면, 1903년 이래 농회 계통에서 조사하여 농림성에
보고한 것으로서 전업겸업별, 자소작별, 경영경지규모별, 소유경지규모별 농가호
수 자료가 축적되고 있었다. 무엇을 농가로 부르고 무엇을 겸업이라 불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농가호수는 그저 농회에 가입한 회원수라
고 보는 편이 적절할 정도였다. 1938년 9월에 ‘농가일제조사’라는 것을 하여 종
래의 농업통계를 체크했는데, 종래의 통계보다 농가호수가 13만호나 줄고 전업

(專業)농가가 전체 농가의 2/3라고 알려졌던 것이 실은 45%에 불과했다는 것,
겸업농가 가운데는 고용노동에 종사하는 이의 비중이 의외로 커서 거의 반수(半

數)에 가깝다는 사실이 나오는 바람에 농림성의 고위관료가 난처해진 일도 있었
다. 이런 이유로, 1940년 정기국세조사(定期國勢調査)에서는, 노동력에 대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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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기능(技能)에 중점을 두고 조사가 이루어진다. 직종을 세분화한 것이었는
데, 이것은 전시노무동원의 기초자료가 된다. 농촌의 노동력 차원에서는, 전쟁이
곧 군수 및 공업 부문에 농촌노동력을 빼앗기는 사태를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
문에 노동력의 수요 측정이 불가피해진다(近藤康男, 1953: 5).
그러나 1941년의 농업통계개정의 시도는 이론적 차원에서는 탁월한 것이었지
만,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실현될 수 없었다. 기존의 관료적 수합식의 통계집계
방식이 여전히 고수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산된 통계는 여러 모로 결함
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결함이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한 것은 전후 농지
개혁에서였다. 농지개혁의 목적을 자작지의 증가라는 것으로 왜소화시키고 농촌
민주화라는 본래의 목적에서는 그 효과가 반감되었던 큰 이유는 농업, 농민, 농
촌에 대해 매우 불충분한 인식만을 제공하는 통계에 기초하여 이 농지개혁이
구상되었기 때문이다.”(近藤康男, 1953: 13)

제2절 식민지 조선에서의 소작관행조사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된 소작에 관한 조사는 그 취지와 방법, 생산기관을 기
준으로, (1) 이민투자를 위한 정보로서의 소작에 관한 조사 (2) 관습(/구관)으로
서의 소작에 관한 조사 (3) 관행으로서의 소작에 관한 조사 (4) 소작농가의 가계
수지와 관련된 조사(농가경제조사)와 농업생산성 조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조
사들의 내역을 목록화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된 소작제도 조사】
[표 8] 조선이민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소작제도 조사
연
번
1

조사보고서 명칭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
書(1905, 총 2,000여

주관기관

조사의 수행 및 집필

(발행기관)
日本政府
務省

農商

小林房太郞(농사시험장 기사), 中村彦(농
상무성 기사), 三成文一郞(농사시험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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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有働良夫(농상무성 기사), 染谷亮作
(농사시험장 기사), 松岡良藏(농사시험장
기사), 本田幸介(동경제대 농과대학 교수
겸 농상무성 기사, 농학박사), 鈴木重禮
(동경제대 농과대학 조교수겸 농상무성
기사), 原凞(동경제대 농과대학 조교수),
鴨下松次郞(농사시험장 기사), 鈴木重礼
(동경제대 교수)

쪽)

[표 9] ‘관습으로서의 소작’에 관한 조사
연
번

조사보고서 명칭

주관기관

조사의 수행 및 집필

(발행기관)

2

 韓國不動産ニ關スル調
不動産法調査會
査記錄(1906.8, 89쪽)

中山成太郞(不動産法調査會 輔佐官), 川
崎萬藏(輔佐官補, 집필), 石鎭衡(委員, 통
역)

3

 韓國不動産ニ關スル慣
不動産法調査會
例第一綴(1907.4), 76쪽

川崎萬藏(不動産法調査會 輔佐官輔)

4

 韓國不動産ニ關スル慣
不動産法調査會
例第二綴(1907.6), 144쪽

平木勘太郞(不動産法調査會 囑託)

 韓國ニ於ケル土地ニ關

5 スル權利一班  (1907.6, 不動産法調査會
총 83쪽)

中山成太郞(朝鮮統監府 書記官, 不動産法
調査會 輔佐官)

6

 驛屯賭徵收に於ける慣
度支部司稅局
例調査(1908.6, 37쪽)

7

小作慣例調査(1909, 61
度支部司稅局
쪽)

8

土地調査參考書(第2號 度支部臨時財産整 尾石剛毅(臨時財産整理局囑託, 第2號),
및 第3號, 1909)
理局
塩田與助(臨時財産整理局囑託, 第3號)

9

小作農民ニ關スル調査
朝鮮總督府取調局 朝鮮總督府取調局
(1912, 539쪽)

度支部司稅局
- 각 지방 재무감독국에 조사를 의뢰하
고, 그 결과를 수집하여 편집

10

 朝鮮慣習調査報告書 
朝鮮總督府
(1913, 404쪽)

韓國法典調査局
(* 小田幹次郞. 저자를 오다로 추정한 것
은 李英美, 2005/2011: 232)

11

｢小作制度に關する舊慣
朝鮮總督府
及現況｣(1913, 8쪽)

本岡榮次郞(朝鮮總督府試補)

12 資料綴Ⅰ

朝鮮總督府農務課
針替理平(內務部地方局屬), 1912
編

13 資料綴Ⅱ

朝鮮總督府農務課
産業調査會, 1921.6
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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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驛屯土管理方法
財務局稅務課
(1924.12)

財務局稅務課

15

朝鮮ニ於ケル小作制度
朝鮮總督府
(1922.9, 43쪽)

李覺鐘(朝鮮總督府囑託)

* 【연번7】 小作慣例調査(1909)
* 【연번6】 驛屯賭徵收に於ける慣例調査
 小作慣例及驛屯賭に關
朝鮮總督府內務局 (1908)
16 する調査書(1928, 120
社會課編
* 【연번14】 驛屯土管理方法(1924)
쪽)
* 【연번8】 土地調査參考書 중 ‘小作人
と地主との關係’ 발췌

17

小作農民ニ關スル調査 朝鮮總督府殖産局 * 【연번9】 朝鮮總督府取調局(1912)를 재
(1928)
編
간행

18

 小作ニ關スル慣習調査
朝鮮總督府中樞院 渡邊業志(中樞院屬, 編輯)
書(1930.3, 189쪽)

[표 10] ‘관행으로서의 소작’에 관한 조사
연
번

조사보고서 명칭

19 資料綴Ⅲ

주관기관
(발행기관)

조사의 수행 및 집필

朝鮮總督府農務
課編

朝鮮總督府內務局社會課, 1922

20

朝鮮の小作慣習
(1929)

朝鮮總督府

善生永助(朝鮮總督府囑託)

21

 朝鮮の小作慣行:時代
と慣行(1930, 512쪽)

朝鮮總督府殖産
局農務課

朝鮮農會

朝鮮總督府殖産
局農務課

朝鮮農會

(朝鮮に於ける)現行小

22 作及管理契約證書實例
集(1931)

23

24

 水利組合と小作慣行
(1931)

 朝鮮の小作慣行 (上)
(下)(1932)

朝鮮殖産助成財
團

朝鮮總督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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面 단위 조사(* 청취조사 포함).
자료수집, 정리, 연구 등의 실무는 鹽
田正洪(農林局農務課 事務官), 吉田正
廣(屬)이 담당.
아래 자료는 下卷에 편집, 수록됨.
(* 【연번22】 (朝鮮に於ける)現行小作
及管理契約證書實例集(1931)이 ‘後篇’
으로, 【연번21】 朝鮮の小作慣行:時代
と慣行(1930)이 ‘參考編’으로 함께 묶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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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朝鮮及台湾二於ケル小
作事情(1937, 187쪽)

日本政府 農林省
農務局

1編(朝鮮): 梶正雄(小作官, 1930.3)
2編(朝鮮): 田山貢(小作官, 1933.3)
3編(臺灣): 內藤親義(小作官)

[표 11] 농가경제수지의 조사
연
번

조사보고서 명칭

주관기관
(발행기관)

조사의 수행 및 집필

26

 農家經濟狀況調査書
(1918)

朝鮮總督府財務
局臨時關稅調査
課

朝鮮總督府財務局臨時關稅調査課

27

農家經濟に關する調査
(1925.9)

朝鮮總督府內務
局社會課

경작규모별 농가수지상황 조사,
‘窮農’ 범주의 등장

朝鮮總督府農林
局農村振興課

朝鮮總督府農林局農村振興課
-農家經濟の槪況と其の變遷(1933)
-農家經濟槪況調査(1938)
(* 시계열적 조사; 자작농의 부분, 소
작농의 부분)

28

 農家經濟槪況調査
(1940.5)

[표 12] 농업생산성지수 조사
연
번
29

조사보고서 명칭
朝鮮米穀經濟論
(1935)
東亞農業生産指數の硏

30 究:內地, 朝鮮, 臺灣の
部(1942, 440쪽)

주관기관
(발행기관)

조사의 수행 및 집필

日本學術振興會

東畑精一, 大川一司

東京商科大學東
亞經濟硏究所

東京商科大學東亞經濟硏究所

[표 13] 소작문제 관련 농업통계서 및 보고서(정기간행물 포함)
연
번

조사보고서 명칭

주관기관
(발행기관)

조사의 수행 및 집필

31

 朝 鮮 の 農 業 
(1921~1940)

朝鮮總督府殖産
局(/農務局)

朝鮮總督府殖産局(/農務局)

32

朝鮮の農業事情(1921,
1923, 1930)

朝鮮總督府殖産
局

朝鮮總督府殖産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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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朝鮮農務提要 (1921,
1929, 1931, 1936)

朝鮮總督府殖産
局

34

 朝鮮小作年報 (1937,
1938)

朝鮮總督府農林
局

35

 第3回道小作官會同諮
問事項答申書(1935), 
第4回各道小作官會同關
係書類(1938)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殖産局

各道 小作官, 小作官補

1. 일본인 조선이민 권유와 소작정보: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書(1904~1905)
일본이 조선의 소작제도를 최초로 조사한 것으로는, 일본정부 농상무성(農商

務省) 주관 하에 1904년에서 1905년에 걸쳐 이루어진 ‘토지농산조사’를 꼽을 수
있다. 그 결과물이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서이고, 이 보고서는 1905년에 약

2,000페이지 분량으로 출간되었다. 이 조사는 조선통감부가 설치되기 이전에 일
본정부가 직접 조사원을 파견하여 수행한 것인데, 당시는 러일전쟁 중이어서 치
안이 불안정했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정확하고 포괄적인 조
사를 수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조사는 실지조사(實地調査)의 형태를 취했다.
이 조사는 한반도를 크게 세 권역으로 나누어 조사원을 파견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취했고, 보고서 제작시 ‘농산조사’와 ‘토지조사’ 파트를 인원별로 분담하
여 집필하였다. 보고서의 집필자는 다음과 같다(日本政府農商務省, 1905: 序言;
구자옥, 2011: 455).
(1) 경기, 충청, 강원지역: 小林房太郞(농사시험장 기사, 토지), 中村彦(농
상무성 기사, 농산)
(2) 경상, 전라지역: 三成文一郞(농사시험장 기사, 토지), 有働良夫(농상무
성 기사, 농산), 染谷亮作(농사시험장 기사, 토지), 松岡良藏(농사시험
장 기사, 토지)
(3) 황해, 평안, 함경지역(간도 포함): 本田幸介(동경제국대학 농과대학 교
수겸 농상무성 기사, 농학박사, 농산), 鈴木重禮(동경제국대학 농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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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조교수겸 농상무성 기사, 토지), 原凞(동경제국대학 농과대학 조교
수, 농산), 鴨下松次郞(농사시험장 기사, 토지)3)

각 지방별 보고서의 서언(序言)에 따르면, 먼저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의 경우,
러일전쟁으로 조사에 불편이 많았고, 기록과 자료가 없어서 실지답사만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의 집필은 三成文一郞가 기후 및 토
지, 운수교통 일반 및 제주도에 관한 부분을, 그리고 有働良夫가 농업에 관한
제도, 농업경영의 실태, 일본인의 농업경영의 실태 등을 맡았다.
다음으로 경기도와 충청도 그리고 강원도 지역의 경우는, 小林房太郞가 1905
년 3월 23일에 일본을 출발하여 경성에 도착한 뒤, 우선 경기도부터 조사에 착
수했고 이후 충청도 및 강원도를 답사하여 1905년 11월 9일 일본으로 귀국했다.
농산에 관한 조사는 당시 中村彦이 담당하여 1905년 4월 24일 도한(渡韓)하여
곧바로 경성에 도착, 경기도 북부 및 강원도 북부를 순회하고, 다시 경기도 서
남부, 충청남도를 조사한 뒤, 충청북도 및 강원도를 경유하여 10월 26일 귀국했
다. 그런데, 조사구역이 광대하고, 官府에는 이렇다 할 만한 기록물이 없으며 家

戶에 있어야 할 문서도 없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 인
민이 망탄(妄誕)하고 말이 애매모호하여 두세 차례 들어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많았다고 적고 있다. 게다가, 당시 초적(草賊)이 출몰하여 특히 강원도의 경우
조사에 한계가 따랐다고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황해도와 평안도, 그리고 함경도 지역의 경우, 1905년 4월 한국
평안도 토지 및 농산에 관한 조사를 명령받아 순회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마
찬가지로 이렇다 할 기록과 재료가 없고, 북부에는 러시아병이 출몰하여 조사할
마음조차 사라져 주로 실지답사를 통해 그 개요를 기술한 데 그치고 있다고 스
스로 평가하고 있다. 本田幸介와 原凞가 농민의 상태, 농업에 관한 제도, 농업경
영의 실태, 일본인 농업경영의 실태를 조사했고, 鈴木重禮가 기상과 토지, 교통
3) 이들의 간도지역 출장과 관련된 일본정부의 공식문서로는 ｢農商務技師等韓国出張の件｣
(1905-6-2;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C: C03026420300)이 확인된다. 농상무성에서 육군성
으로 발송한 이 문서에는, 本田幸介 등이 압록강 연안을 따라 만주 남부지방을 조사하고
다롄(大連)을 시찰하려는 목적으로 출장하였으므로, 조사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제공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사자명단을 보면, 위의 인물 이외에도 川口順次郞(농상무
성 기수, 농산), 栗林次彦(조사촉탁, 농산) 등이 추가되어 있다. 참고로, 이 문서를 통해
보고서 집필진에 포함되지 않은 조사자의 명단도 일부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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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수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화하기에 앞서, 농업기술연구 등 농정 전반을
구상하겠다는 전제 위에서 진행되었다. 조사의 촉탁으로 위촉된 이들 가운데 本

田幸介(동경제대 농과대학 교수)와 그의 팀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4) 이들
의 관심은 토지반(土地班)의 경우 주로 미경지(未耕地)의 확인에 있었는데, 이것
은 이후 농지의 개발, 일본인의 이민지도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구자옥, 2011:

456~461). 특히, 농경지 매수를 위한 조사기록에는 소작제도, 배분, 노동고용조건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또, 지역별 보고서의 ‘농업경영실태’ 항목에 소작제
도에 관한 조사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요컨대, 이들이 조선의 소작제도를 조사,
분석한 것은 일본인들의 이민유치와 그 원만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음
을 알 수 있다.

2. ‘관습으로서의 소작’ 조사
구한말 조선통감부가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수행한 관습조사의 결과
물로서 최초로 펴낸 것이 관습조사보고서(慣習調査報告書, 1913. * 1910년에
초판)이다. 여기에는 민사(民事)는 물론, 상사(商事)와 관련된 관습도 수록되어
있다. 범례(凡例)에 따르면, 조사는 1908년 5월에 시작하여 1910년 9월에 법전조
사국의 폐지와 함께 중지된 것으로 되어 있다. 보고서는, 이후의 잔무를 처리하
고 12월에 비로소 탈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는 토지임차와 관련된 관습 역시 비교적 상세히 수록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눈에 띠는 점은 메이지민법의 용어로 조선의 전통적 관습을 체계
적으로 분류,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목차를 보면, 제1편 민법에서 제1
장 총칙, 제2장 물권, 제3장 채권, 제4장 친족, 제5장 상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답변을 제시하는 형태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이들
질문은 위의 목차에 의거하여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토지임대차와 관련된

4) 本田幸介(혼다 고노스케, 1864~1930): 고마바농학교 졸업(1886), 동경농림학교 교수(1889),
靑, 한국에 농상무성 기사로서 파견(1903), 조선통감부 권업모범장 기사겸 場長(1906), 수
원농림학교 교장(1908)(출전: 조선공로자, 813쪽; 신사명감,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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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을 추려보면, 물권 부분에서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第22問) 가운데 차
지권(借地權) 항목이 있고, ‘차지권의 종류’(第33問) 가운데 영소작권과 임차권

(채권)에 관해 간단히 서술한 대목이 있다. ‘영소작권에 관한 관습’(第35問)은 별
도의 항목으로 책정되어 있다. 또, 채권 부분에서 ‘임대차에 관한 관습’(第 96問)
가운데 ‘토지의 임대차’ 항목이 있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의 토지임차 관습의 조사결과를 메이지민법의
항목에 따라 순서대로 배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이 가운데, 비교적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것으로는 ‘영소작권에 관한 관습’(제35문)이 있다. 이때
질문은, 일본 메이지민법에서 정하는 영소작권과 유사한 권리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목적은 어떤 것이지 등을 묻는 것이었다. 당시 조사된 사례로서, 황
해도 봉산군, 재령군의 중도지(中賭地), 안악군의 소작관례, 평안북도 의주군의
원도지(原賭地)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이 관습조사보고서는 조선통감부가 주관한 관습조사의 일차적 종합성과물
로서, 메이지민법의 용어와 개념, 체계 안에서 조선의 관습을 분류하여 기입
해낸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관습조사보고서가 외면적으로 보
여주는 ‘체계성’과 ‘자명성’은, 물론 원래 그랬던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한 것
은 아니다. 오히려, 조사된 낯선 관습을 익숙한 개념으로 포착하고 이를 분류,
대입(代入)시키는 일련의 정치적 실천이 낳은 산물인 것이다. 그것은 조선통감
부가 설치되고 난 이후부터 조선의 부동산에 관한 관습을 여러 정치적, 실용적
목적 하에서 조사한 결과로서 얻어진, 식민자(colonizer)의 ‘인식론적 여행’을 기
록한 한편의 기행문과도 같은 것이었다. ‘인식론적 여행’으로서의 ‘관습으로서의
소작’ 조사가 갖는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조선통감부 초대총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우메 겐지로를 초빙하여 소
유권의 확정과 세법의 정비를 위해, 우선 조선의 부동산법 제정을 위한 관습조
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우메는 특별관습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조선에서의 구관조사의 효시이다. 우메는 의정부 안에 설치된 <부동산법조사
회>(不動産法調査會)의 수장으로 부동산에 관한 조사를 개시했다. 탁지부(度支

部) 사세국(司稅局) 국장 이건영(李健榮) 외 7명이 위원으로 임명되었고, 부동산
물권(物權)에 관한 관습의 조사에 착수했다(朝鮮總督府中樞院, 1938: 1~5). 이 부
동산법조사회의 토지관습조사의 결과물로서 조선의 소작제도를 다룬 것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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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 한국 부동산에 관한 조사기록(韓國不動産ニ關スル調査記錄, 1906.8,
89쪽),
○ 한국 부동산에 관한 관례(韓國不動産ニ關スル慣例; 第1綴은 1907년
4월, 76쪽, 第二綴은 1907년 6월, 144쪽),
○ 한국의 토지에 관한 권리 일반(韓國ニ於ケル土地ニ關スル權利一班,
1907.6, 83쪽)

이들 보고서는 조선에서의 부동산법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의미를 부
여받았지만,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개괄적 조사에 그쳤다. 우메는 향후 보다 본
격적인 조사를 통해 관습의 취지를 살리는 조선 독자의 부동산법 입안의 필요
성을 피력했지만, 이러한 기획은 조선이 보호국 지위에서 식민지로 전락하고 우
메 자신이 갑자기 병사하게 되면서 관철되지 못했다.
다음으로, 탁지부(度支部)의 사세국(司稅局)과 임시재산관리국(臨時財産管理局)
에서 각 지방의 재무감독국에 소작제도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열
거⋅편집한 것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이들 자료는 1928년 내무국 사회과(內務

局社會課)에서 소작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서 펴낸 小作慣例及驛屯賭に關
する調査書에 재수록되기도 했다. 본고에서의 관련사항 소개와 인용은 바로 이
사회과 편집본에 따른다.
○ 역둔도 징수에서의 관례조사(驛屯賭徵收に於ける慣例調査, 1908),
○ 소작관례조사(小作慣例調査, 1909)

본고는 이들 조사보고서가 생산된 역사적⋅정치적 맥락을 소개하고, 주요 보
고서 안에 담긴 소작에 관한 내용의 의미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1) 한국 부동산에 관한 조사기록(1906)
한국 부동산에 관한 조사기록은 우메가 조사사항을 미리 작성하고 조선 각
지에 출장하여 실지조사(實地調査)를 수행하면서 거기에서 얻은 응답을 기록한
것이다. 부동산법조사회의 보좌관인 나카야마 세이타로(中山成太郞)가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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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하고, 가와사키(川崎萬藏)가 집필을 담당했으며, 석진형(石鎭衡)이 통역을 맡
았다. 이들은 1906년 7월 26일부터 약 12일 간 경성, 인천, 개성, 평양, 수원, 대
구, 부산, 마산 지역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경성이사청(京城理事廳), 개성부, 평
양관찰부, 평양이사청, 수원관찰부, 대구관찰부, 부산이사청, 마산이사청의 각 이
사관, 부윤, 군수에게 우메의 질문지에 답하게 하여 그 응답한 사항을 정리⋅기
술했다(朝鮮總督府中樞院, 1938: 6~9). 참고로, 우메는 법제국장관 재직 당시 대
만에 시행할 법령의 제정에 관여한 바 있고, 나카야마 세이타로 역시 대만총독
부 참사관겸사무관(參事官兼事務官, 1898~1901)의 자격으로 대만구관조사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 이 점은 대만에서의 관습조사와 법령제정의 경험이 조선의 부
동산법조사회의 활동과정에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배성준, 2009:

217~218).
우메가 작성한 ｢조사사항｣은 총 10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소작제
도 조사와 관련된 항목은 “제1항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와 명칭, 그 내용” 중

“(7) 차지권(借地權)의 종류” 부분이다. 우메의 설명에 따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不動産法調査會, 1906a: 7~9).
소유자 스스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때 대개 차지권의 작용에 의해 토
지를 이용한다. 따라서 차지권의 발달은 오히려 소유권보다 앞서고, 각국의
풍속과 인정, 문화의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발달해왔다 한국에서도 토
지에 관한 권리에 대해 토지소유권에 이어 이 권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매우 긴요하다. 차지권은 일본 및 구미 문명 각국에서도 그 종류가 매우
많고 그 권리의 내용, 범위도 매우 다양하다. 이 권리 중 가장 강력한 것으
로는 거의 소유권과 비슷한 것도 있다. …… 그 권리의 효력에 대해서도
단순히 당사자 간에 그치고 제3자에 대항할 효력이 없는 것과, 그 효력이
강대하여 누구에게든 대항할 수 있는 것 간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차지권
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종래의 명칭은 무엇이고 권리
의 내용과 범위는 어떤 것인지 등을 알 필요가 있다. …… 일본의 법률에
서는 통상 4종의 차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지상권(地上權), 영소작권, 임
차권, 사용차권이 그것이다. 지상권과 영소작권은 물권(物權)으로서 특정한
사람에 대해 하등의 청구를 하는 것 없이 物에 대해 직접 행사하는 것이
다. 임차권과 사용차권은 채권(債權)으로서 사람에 대해 物의 사용,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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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할 권리에 불과하다(강조는 인용자).

이 글을 통해, 우메가 일본의 법률에 기입되어 있는 ‘4종의 차지권’을 전제한
뒤, 조선의 관습 가운데 거기에 맞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혹은
조선의 관습을 거기에 맞춰 분류하겠다는 인식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권과 채권을 규정한 메이지민법의 내적 논리도 이미 조사시선 안
에 ‘선재’(先在)하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토지의 양도를 위해서는 등기(登記)가 필요한데, 한국의 경우 이와
비슷한 제도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항목도 마련했다(제5항). 차지권
에 관한 항목의 답변 가운데 소작(영소작 및 개간지 처리를 포함)과 관련된 부
분을 소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不動産法調査會, 1906b).
[표 14] 한국 부동산에 관한 조사기록에 실린 소작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방문기관

답변자

京畿理事廳

三浦彌五郞
(理事官)

開城府

韓永源
(府尹)

平壤觀察府

李容善(觀察

답변내용
○ 인민의 토지소유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납세의 사실
에 의해 확보된다. 황무지를 개간한 이나 항무지에 건물
을 營造한 이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소유자가 나오면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복귀하고 개간자는 영소작권, 營
造者는 지상권을 취득한다.
○ 지주와 소작인이 種料, 수확, 납세 부담 모두 절반으로
나누는 관습이 있고, 舍音이 그 取計를 하는 것도 있다.
官에 대한 직접적인 납세의무자는 지주이다.
○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자유지만 소작권의 양도를 하려면
사음의 승낙이 필요하다.(강조는 원문)
○ 토지에는 소유권을 비롯, 지상권, 영소작권 등 종류의 권
리가 있다. 각국 모두 대개 그러하듯이 한국에서도 이들
권리를 인정한다.
○ 수확물 가운데 먼저 납세분을 제하고 남은 것을 지주와
소작인이 절반으로 나누는 관습이 있다.
○ 원래 한국에서는 황무지를 개간하여 경작한 자는 5년 간
은 면세하고 6년째에 개간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하여
납세의 의무를 지우는 관습이 있다. 다만, 이 경우 私人
의 명목으로 하여 취득한 소유권의 효력은 박약하기 때
문에 宮家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을 확고히 한다. 그 감사
의 표현으로 수확 가운데 상당한 비율을 헌납함과 동시
에, 다른 한편으로는 정식의 납세를 해야 한다. 결국 이
중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 인민의 토지소유권은 개벽 이래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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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
李重玉(郡守),
多田桓(*通譯
官)

平壤理事廳

菊地武一(理
事官),
多田桓(*通譯
官)

水原觀察府

李完鎔(郡守)

大邱觀察府

朴重陽(郡守)

釜山理事廳

有吉明(理事
官)

馬山理事廳

三增久米吉
(理事官)

○ 陳田(밭으로 황폐한 곳)이라는 것이 있어서 차지인이 이
를 개간하면 3년 간 차지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
○ 평안도에서는 논밭의 수확을 지주와 소작인이 각각 취하
거나, 혹은 절반하거나 혹은 지주와 소작인이 3:7로 나눈
다. 절반으로 나누는 경우는 지주가 납세의 의무를 부담
하고, 3:7의 경우는 소작인이 부담한다.
○ 量案이 있다. 각 촌에 1책, 각 郡衙, 觀察府 등에도 구비
되어 있다. 기재사항은 토지의 위치, 세액, 지주 및 소작
인의 성명 등이다.
○ 地券에는 국세의 납입고, 소작인의 성명 등을 기재한다.
○ 타인의 空地를 빌린 자는 오랜 연원 이를 계속 사용하면
거의 그 소유주처럼 된다.
○ 소작권은 매우 박약하여 소작인의 所業이 지주의 심기를
거스를 때는 作權은 곧바로 다른 소작인에게 넘어간다.
○ 옛날에는 인민의 토지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토지는
모두 國의 소유였지만, 점차 각인이 소유하여 매매 또는
임차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쪽 지방의 지주 가운데 대다수는 경성에 거주하고 논
밭을 관리하기 위해 지배인을 상주시킨다. 이 지배인이
소작인에게서 米麥을 거두어 납세한다.
○ 경작을 위해 토지를 빌리는 것에는 3종이 있다. 첫째, 지
주와 소작인이 수확을 절반으로 나누고 지주가 조세를
부담하는 것. 둘째, 소작인이 수확의 전부를 취하고 지주
에게 賭稅(미리 그 액을 정해 수확의 다소와 무관한 것)
을 납부하는 것. 셋째, 경작의 연한을 정하고 그 연한 내
에는 풍흉과 무관하게 반드시 소작료를 지불하는 것. 둘
째의 경우에는 지주 마음대로 소작인을 바꿀 수 있지만,
셋째의 경우는 약속된 연한 안에는 소작인을 바꿀 수 없
다.
○ 토지소유권은 개벽 이래 존재한다.
○ 소작료는 수확의 절반을 지주에게 납부한다. 조세는 소
작인만 부담한다.
○ 소작인은 소작권을 양도할 수 없다.
○ 토지소유권은 예전부터 인정한다. 文記로서도 꽤 이전의
것이 있다.
○ 세금에 관한 부분은 외무성에서 발행한 韓國事情(157
쪽)에 상세하다.
○ 絶影島(宮內府 소유)에 空地를 개간하면 5년째에 소유권
을 얻어 조세를 납부한다.
○ 소작료는 수확의 절반으로 하고 지주가 조세를 납부한
다. 소작의 기한은 없다.
○ 소작권은 지주의 승낙을 얻으면 양도할 수 있다.
○ 소유권은 명확히 인정한다. 소유권은 일본민법에서의 정
의와 마찬가지로 사용, 수익, 처분의 3요소가 구비되어
있는데, 다만 처분권에는 다소 결여된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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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작료는 절반으로 한다. 소작은 대부분 연한을 정하지
않고 길게는 자손에까지 이르는 것이 있다. 고의나 부주
의로 수확을 감소시킬 때는 소작인을 변경하는 것이 있
다.
○ 私人이 관유지를 경작하여 3년을 경과하면 그 토지를 취
득할 수 있다.
○ 소작인은 지주의 승낙이 없으면 소작권을 남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 조사는 우메 일행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그 책임자에게 직접 질문하면
통역을 거쳐 답변을 얻는 방식을 취했다. 질문자는 메이지민법에서 규정된 토
지에 관한 물권과 채권의 분류기준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질의했다. 답변자는
이러한 질문의 의도를 벗어나는 답변을 종종 하고 있다. 우메 등은 몇 가지 답
변에 대해서는 의아해하면서 반복하여 묻는 모습을 보인다. 가령, 한국에 인민
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는지를 묻는 대목에서 그랬다. 우메는 “토지소유권은
우등한 권리로 어느 나라든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고, 국유나 단체의 공
유에 속했던 것이 많으며, 各人의 토지소유권은 후세에 이르러 발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의 상황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자주 던졌는데, 돌아오는 답변
은 대부분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밖에도, 황무지를 개간하면 일정 기간 면세혜택을 받고 소유권을 얻게 된다
든지, 그러다가 원소유자가 나오면 영소작권을 얻게 된다든지, 수확물의 분할은
납세를 감안할 때 소작인에게 다소 유리한 것이 관습이었다든지, 소작기간에 기
한이 따로 없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장기간에 걸쳐 보장되며 심지어 자손에
게까지 상속된다든지 하는 언급들은, 애초의 우메가 작성한 질문항목에 관한 설
명을 통해 가늠해볼 때, 우메로서는 자신의 예상에서 빗나가는 답변이었을 것임
을 추측해볼 수 있다.

(2) 한국 부동산에 관한 관례(1)(2)(1907)
한국 부동산에 관한 관례(1)은 우메가 시도한 조사를 모방하여 보좌관보 가
와사키(川崎萬藏)이 충청남도 12개 군, 황해도 3개 군, 평안남도 1부 7개 군을
답사⋅조사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부윤, 군수, 군 주사, 면장, 서기 등의 응답을
그대로 편철했다. 조사사항 및 질문지는 앞의 우메의 전례를 그대로 따랐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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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부동산에 관한 관례(2)는 앞의 보고서의 속편으로 촉탁 히라키(平木勘太郞)
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황해도 12개 군을 조사한 내용이 수록되었다(朝鮮總督

府中樞院, 1938: 9~10). 다만, 히라키는 “회장 우메 박사의 방법을 따라 조사항목
을 분석, 설명하면서 조사를 했지만, 각 군 기타의 응답의 언사, 요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않다”고 유감을 표명하였다(不動産法調査

會, 1907a: 序言). 보고서의 편제는, 한국 부동산에 관한 조사기록이 조사지역
별로 각 질문항목에 대한 답변을 적었던 것과는 달리, 질문항목별 즉 주제별로
내용을 배치했다. 그리고 ‘부언’(附言)을 붙여, 전반적인 관습사항을 요약⋅정리
했다.
한국 부동산에 관한 관례(2)의 차지권에 관한 사항을 상호 중복되는 부분을
생략하고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不動産法調査會, 1907a: 73~85).
[표 15] 한국 부동산에 관한 관례(2)에서의 차지권 관련 조사내용
지역

殷栗郡

文化郡

安岳郡,
海州郡,
白川郡

附言

조사내용
소작료의 지불방법에 따라 賭地와 倂作으로 나뉜다. 도지는 소작인이 일정한
소작료를 지불하고 그 책임 하에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병작은 지주가 종
자와 조세를 부담하고 소작인이 비료를 부담하여 경작하고 그 수확을 지주와
소작인이 절반으로 나누는 것이다. 도지는 흉작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단 2
년 이상 계속되면 소작인이 이를 포기하는 일이 있다. 이 두 가지의 차지는
일정한 연한을 정한다. 일본의 永小作이 아니라 하나의 임대차지인 것이다.
도지와 병작이 있다. 도지는 풍흉에 관계 없이 꼭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천
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인해 지주에게 지불할 소작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주의 의사에 따라 또는 소작인의 청구에 의거하여 감액하는 것이
보통이다. 도지의 차지권을 가진 이는 이를 타인에게 병작의 약속으로 토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지주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지주, 도지자, 병작자
의 관계를 상세히 논할 수는 없다.
영소작권이라고 불리는 것은 없다. 차지인은 지주의 승낙이 없이 타인에게 토
지를 전대할 수 없다. 지주는 차지인에게만 소작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轉
借人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차지권은 매년 갱신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3~5년으로 계약하는 것이 있다.
차지권은 소작료지불방법에 따라, 도지와 병작 2개의 종류가 있다. 도지는 소
작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소작을 하고 지주에 대해 매년 일정한 소작료를 지
불할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도지의 계약기간은 매년
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3~5년의 기간으로 하
는 것이 있다. 이 경우, 기간 안에 심각한 흉작으로 인해 소작료를 수확할 수
없는 상황이 2년 이상 계속되면 계약의 기간 내라 하더라도 차지권을 포기할
수 있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해 앞의 일이 2년 간 계속되면 소작인
은 지주에 대해 그 사정을 알리고 소작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병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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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가 경작에 필요한 종자를 부담하고 소작인이 배양에 필요한 비료를 부담
하여 그 해 경작지로부터 얻은 실제의 수확을지주와 소작인이 평등하게 분배
하는 계약에 의한 토지사용의 방법이다. 도지는 순연한 임대차지권을 설정하
는 것이고, 병작은 그 토지를 이용하는 방법, 수단으로서는 이른바 임대차지
권의 성질을 갖지 않은 것이다. 지주와 소작인의 공용경작의 일종으로서 私法
上 어떤 성질을 갖는지는 앞으로 많은 연구를 요한다.
병작의 방법은 도지의 차지권을 갖는 이도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도지의 차지
권자는 그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제3자와 병작의 계약을 맺고 종자를 부담하
여 그 수확을 평등하게 분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주는 도지의 차지권자
에게 소작료를 청구하고 병작자에게는 소작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또 병작자
는 도지의 차지권자에게 소작료로서 수확물을 평등하게 분배할 뿐, 지주에 대
해 하등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전대에는 지주의 승낙이 필요하다. 이
승낙 없이 전대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지주는 전대 자체를 무효로 하고 도지
의 차지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영소작권과 관련해서는, 메이지민법 상의 소위 영소작권과 유사한 것은 존
재하지 않는 듯하다고 짤막하게 언급했다(不動産法調査會, 1907a: 86).

(3) 한국의 토지에 관한 권리 일반(1907)
한국의 토지에 관한 권리 일반은 부동산법조사회 보좌관 나카야마 세이타
로가 한국 남부지역에 출장⋅조사하여 서술한 보고서이다. 나카야마는 한국 토
지제도에 대해, “한국에서는 고래로 여러 종류의 권리를 混立, 발생시키지 않아
서 그 권리의 종류가 매우 간단하고 전적으로 통일주의에 의하는 것이 명백하
다”고 보았다. 소유권, 소수의 물권, 채권적 차지권을 인정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고 언급하였다. 특히 물권은 각 사회의 역사적 전통에 따라 각기 다른 구성양상
을 보이는데, “한국은 물권을 인정하는 범위가 협소하다”고 주장했다. 나카야마
는 조선의 종래 관습에서는 물권을 인정하는 범위가 작고 용익물권(地役權, 地

上權, 永小作權, 擔保物權)의 관념 같은 것을 구관(舊慣)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서술했다(不動産法調査會, 1907b: 19~20).
그는 한국의 토지용익권을 물권적인 것과 채권적인 것으로 나누고, 전자의 예
로는 지상권, 지역권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았다. 이 말은 곧, “영소작권은
한국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근래 외국인 가운데 이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외국법을 주입한 것이고, 구관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카야마는 한국에는 채권으로서의 토지용익권만 활성화되어 있다고 서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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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에는 순연한 임차와 불순수한 임차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규정했다(不動産

法調査會, 1907b: 50). 순연한 임차는 도지를, 불순수한 임차는 병작, 타작, 반작
을 가리킨다.
나카야마의 이 작업은 법에 기입되어 있는 개념을 통해 관습을 분류하는, 즉
조선의 관습을 메이지민법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번역’하는 최초의 ‘적극적
인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인상적인 점은, 병작의 경우 지주와 소작인
이 친밀한 관계를 갖고 공동경작을 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임차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중부유럽에서 시행되는 ‘타일바우’(タイルパパウ) 제도와 동일한
것으로 위치시킨다는 점이다. 병작의 성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타일바우
의 성질과 비교하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不動産法調査會, 1907b: 55).
나카야마는 타일바우의 성질과 가치에 관해 논의하면서 1877년 프랑스의 농
사보고서에서의 예를 소개하였는데, 토지개량계약에서 지주는 자본을 공급하고
경작자는 노동을 부담하여 성립하는 것, 새로운 토지의 개간에 필요한 노동을
공급하는 수단으로서 성립하는 것, 적당한 토지를 농부에게 교부하고 이익과 위
험을 평분(平分)하는 조건으로 지주가 경작에 관한 일반적인 방침을 정하고 일
상적인 개입을 보류하는 것 등이 있었다. 병작은 타일바우와 마찬가지로, 순연
한 임대차로 볼 수 없고, 전적으로 공동경작의 일종이며, 따라서 고용관계로 봐
야할지 또는 노무적 청부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불순수한 임대차로 봐야 할지
에 대해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不動産法調査會, 1907b: 55~58).

(4) 역둔도 징수에서의 관례조사(1908)
위에서는 부동산법조사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조사들을 살펴보았다. 조사자
들의 기획 안에는, 한국의 토지관습 및 소작관습을 토대로 입법화 작업을 수행
하겠다는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습으로서의 소작’에 관한 조사는
입법적 관심에만 한정되어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
서 국가의 조세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재정을 충실히 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정보로서 취급되었다. 탁지부의 사세국과 임시재산정리국에서 수행한 소작제도
조사가 그러했다.
우선, 역둔도 징수에서의 관례조사는 종전에 궁내부(宮內府)에서 관리하던
역둔토의 도조(驛屯賭)에 관한 조사보고서이다. 즉, “궁내부에서 임명한 수조관
- 139 -

제3장 제국-식민지 농정과 소작관행조사

(收租官)이 도조를 전납(前納)하고 실제의 수조에 관해서는 모두 수조관의 권한
에 일임하였기 때문에 수조의 관례는 지방마다 차이가 있었고 그 실상을 용이
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 부분에 대해 탁지부 사세국이 각 지역의 재무감독
국에 명령을 내려 조사하게 한 것”이다(度支部司稅局, 1908: 緖言). 역둔토의 소
작에 관한 조사의 목적은, 국유지의 확보와 그것을 토대로 한 소작료의 안정적
인 수취였다. 역둔토가 국유지로 설정된 이상, 거기서 얻어지는 소작료는, 결국
지주로서의 국가의 재정을 충실하게 하는 세금의 의미를 가졌다. 이때 그 조사
의 실무를 담당했던 것이 바로 각 지역(한성, 공주, 전주, 대구, 평양, 원산)의
재무감독국이었다. 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조의 정액에 의한 것과 풍흉에 따른 것 간의 비율(지방별)
2. 정액에 의한 것의 1斗落에 해당하는 도조액
3. 풍흉에 의한 것의 도조액 결정방법, 도조액과 소작인 收得額 간의 비율
4. 도조의 금납, 미곡납 간의 비율(지방별)
5. 미곡납에서 미곡의 종류와 비율
6. 미곡납 斗量의 관행 및 사용하는 量器의 일본식 환산량
7. 斗量人에게 賃錢 지급의 관행이 있는지 여부, 賃錢額과 그 지급방법
8. 역둔토의 종류 및 종래 사용한 舍音員의 수
9. 도조 이외에 結稅납부의 유무와 그 비율
10. 잡건

(5) 소작관례조사(1909)
이 조사는 “한국의 토질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지주는 주구(誅求)를 일삼고
소작인은 남작(濫作)을 일는 바람에, 그 토지이용의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여 피
폐해진 것”이라는 상황인식에서 출발한다(度支部司稅局, 1909: 緖言). 탁지부 사
세국은 재무감독국에 소작의 관례를 조사하고 개량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
다. 조사는 납세 주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정의 충실을 기한다는 목적 하에 실
시되었다.
사세국에서 각 지방(漢城, 춘천, 대구, 전주, 금산, 鴻山, 광주, 영암, 천안, 원
산)의 재무감독국에 지시한 조사항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보
고서의 정리내역을 통해 역으로 추적해볼 수 있다. 그것은 (1) 소작제도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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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작의 종류(소작료형태, 소작형태 등) (3) 소작계약(계약서 형식, 소작연한,
소작료납부시기, 소작인제재방법 등) (3) 소작지관리방법 (5) 지주-소작인의 관계

(6) 기타 참고사항 (7) 소작관습 개량 의견 등이었다.
이 가운데 특기할 점은 소작관습 개량을 위한 의견의 조사이다. 타작법(打作

法)을 폐지하고 도지법(賭地法)으로 바꿔야 소작인 스스로 농사개량을 할 의지
가 생길 것이라는 의견(漢城, 대구)과, 이와 반대로 일정법(一定法), 즉 도지법으
로 하면 수리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곳에서는 흉년이나 기근이 들 경우 큰 문제
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도지법을 무작정 채용할 수는 없다는 의견(전주, 홍
산)이 함께 제출되었다. 소작연한을 연장하여 소작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경작
하고 농지를 개량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춘천, 대구, 금산, 광주, 천안)이 주종을
이뤘다. 지주에 의한 자의적인 소작 해제를 규제하고, 경작능력을 벗어난 소작
인의 무제한적인 소작권 매수(小作權轉貸로 이어진다 - 필자)를 제한하여야 토
지의 황폐화를 막고 국가적 차원의 생산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전주)도
제출되었다.
이와 함께, 지세(地稅)의 납부와 관련된 개선사항이 다수 보고되었다. “한국의

地稅는 對物稅의 일종으로, 토지를 기준으로 거기에서 산출되는 평균 수입을 기
초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어서 지주와 소작인 어느 쪽에든 지세를 부과해도 무
방하지만, 소작인의 잦은 교체 등으로 납세의무자 파악이 번잡하고 안정화되지
않았으므로 지주납세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전주, 금산, 광주, 영암)이
제출되었다. 특히, 도지법의 경우 통상 소작인이 지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
인 관행이므로, 지주로의 변경이 요청된다는 점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원산재
무감독국에서 올라온 보고를 보면, “後年의 계획이 없는 지주나, 빈곤하여 세력
이 없는 소작인에게 소작제도의 개량을 바랄 수는 없는 일이고, 그저 경작지 정
리, 수로 개축, 농구 및 종자의 개량을 도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따라서 소작
제도 개선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다(慣行(下) 參考編: 69~73).
요컨대, 국가적 차원에서 생산력의 증진, 납세부담자의 확정이 조사의 일차적
인 관심사였고, 이를 위해 소작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가는 것이 적절한지
를 확인해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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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행으로서의 소작’ 조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습으로서의 소작’의 조사는 주로 ‘관습’에 근
거한 입법이나 사법재판에 필요한 법원(法源)이 될 만한 자료의 확보라는 문제
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법학적 관심’). 그것은 식민지 토지관습의 여러 양
태를 ‘소작’이라는 개념을 통해 포착하고 범주화하려는 문제관심에 지배되었다.
재정의 확보를 위해 세원(稅源)을 추적하고 납세의무자를 확정짓는다는 실용적
관심과도 연동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관행으로서의 소작’의 조사는 주로 현행

(現行) 관행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행정조치의 입안에 활용하려는 사회정
책적 관심에 기울어져 있다(‘사회과학적 관심’). 그것은 수치(數値)의 증감과 등
락으로 표기되는 일련의 지수를 추출함으로써 사태의 전반적인 경향을 확인하
고자 하는 문제관심에 지배되고 있다.
또, ‘관습으로서의 소작’의 조사에서의 통치관심이 제국-식민지 간의 법 및 주
권의 구성과 배열이라는 과제에 정향되어 있다면, ‘관행으로서의 소작’의 조사
에서의 통치관심은 제국-식민지 및 식민지 내의 현행 제도의 존재양식과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문제—빈곤, 민족갈등, 계급투쟁 등—의
파악⋅분석⋅해결이라는 과제에 정향되어 있다.
본고는 조선에서의 ‘관행으로서의 소작’에 관한 조사의 흔적을 시간적⋅공간
적 차원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특히,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전형적이며
또 종합적인 조사였던 ‘소작관행조사’(1927~1932)를 상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본
고는 이 문제를 제국-식민지의 조사연쇄(調査連鎖)라는 관점에서 다루는 한편,
조사의 결과물로 제출된 보고서가 식민국가의 통치능력과 속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우선, 소작관행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기까지의
여러 사회경제적 배경과 경위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보도록 하자.

(1) 조사의 사회경제적 배경
1) 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의 출현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문제로서의 사회’는 제국-식민지 간의 비대칭적이
고 불균형한 정치경제 구조에 의해 배태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1차 세

- 142 -

제2절 식민지 조선에서의 소작관행조사

계대전의 종전(1918) 이후, 일본은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세계대전이 야기한 러
시아혁명의 물결을 잠재운다는 명분으로 시베리아출병(1918~1922)에 동참했다.
러시아혁명(1917)으로 탄생한 소비에트 정부는, 일본의 관점에서 아시아에서 식
민지 조선 및 중국에서의 민족운동과 코민테른(1919년 결성)의 하위조직인 각국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이데올로기적⋅물질적 보루로서 인지되었다. 소련의 출범
은, 이른바 ‘적색제국’(赤色帝國)의 등장으로 인한 안보위협으로 인식되었던 것
이다. 시베리아출병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세계의 전반적인 이류화(二流化)
에 따라 세계 5대 강국의 반열에 오른 일본이 자신의 정치적⋅군사적 역량을
인정받고 시험해보는 계기였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을 위시한 아시아 각국
의 혁명운동을 선제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벌인 적극적인 반혁명전쟁이었던 것
이다. 그런데, 이 시베리아출병으로 인해 미곡이 군량미로 전용됨에 따라 일본
에서는 쌀부족에 따른 코메소동(米騷動, 1918.8) 등 사회운동이 격렬하게 고양되
었다(小林幸男, 1985; 김인수, 2011: 698).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산미증식계획(제1차 1920~1925, 제2차 1926~1934)은 바
로 이 시베리아출병에 따라 악화된 일본의 식량수급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 제
국 일본 규모의 농정기획의 산물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일본 ‘내지’의 미곡의 안
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이 계획을 기획, 실행했다. 말하자면, 이 사업은
일본 ‘내지’에서의 쌀 공급 부족 현상이 민중폭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
해서 이를 조선에서의 증산으로 채우고자 한 것이었다(米谷匡史, 2006/2010:

134). 이 계획은 초반에는 비교적 순조로운 흐름을 보였지만, 곧바로 일본경제의
호황국면이 종결되고 일본 ‘내지’ 농민들이 반발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실패하고
만다. 그러나 이미 식민지 조선의 상황은 제국-식민지 미곡시장의 경제적 메커
니즘이 구축되어 지주경영의 목표가 이 미곡시장에 종속되었고, 이로써 쌀의 상
품화가 급속히 진전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28년의 한해(旱害), 그리고

1930년 곡가하락에 따른 풍년기근(豊年饑饉) 등의 문제가 터졌고, 식민지 조선
의 사회문제는 날로 심화되었다. 특히, 소작쟁의는 1923년과 1928년에 급격한
증가의 모멘텀을 형성하며 급진화되었고, 식민국가는 피폐한 조선농촌을 새롭게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5)
5) 1934년 이후 소작쟁의는 다시 급증세를 보이지만, 이때의 소작쟁의는 소작권이동을 둘러
싼 지주와 소작인 간의 개별적, 법적 소송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松本武祝, 1998).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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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연도는 미상이지만, 1923년 통계까지가 인용되고 있고 쓰마가리 쿠라노조

(津曲藏之丞)의 1929년 논문에서 참고문헌으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1920년대
중반에 출간된 것으로 보이는 경제파멸의 원인, 현상 및 대책(동아일보사 소
재)은, 식민지 조선경제의 파멸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 내
적 원인으로서는 경제사상과 경제지식의 결함, 농업국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
유한 불리, 생활표준의 향상과 지출의 증대를 든다. 이와 함께 외적 원인으로서
는 외래자본의 압박과 조선총독부 당국의 경제도태정책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
에 대한 대책으로서, 소극적 대책으로는 소비절약과 자급자작, 생산기관에 관련
된 이권(利權)의 고수를 들고, 적극적 대책으로는 자본의 활용과 합동, 공업의
장려, 농업의 개량, 해외무역의 장려, 산업적 단결 등을 들고 있다. 나아가, 구제
에 요구되는 총독부 정책의 개량을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조
선인 본위(本位)의 경제정책 시행, 대(對)일본 관세제도의 부활,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 및 이민의 폐지를 들고 있다. 이 자료는 1920년대 중반 식민지 조선사
회의 경제적 위기인식의 양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의 일단(一端)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큰 보고서이다. 요컨대, 이 보고서의 위기진단과 대
안은 무엇보다도 제국-식민지의 불평등한 경제구조와, 식민국가에 의해 수행된
여러 정책들로 인해 조선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인식 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식민지 인구의 8할 이상이 거주하고 전체 생산액의 7~8할을
차지하는 농촌, 농업의 위기는 이 사회적 위기의 핵심에 존재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지도하여 일으키는 소작쟁의는 식민국
가에게 통치위기로 다가왔고, 그 해결은 새삼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
해, 식민지 조선의 농민운동이 소작제도 비판을 매개로 지주제의 전면적 개혁을
요청하는 계급투쟁, 나아가 민족해방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속에
서 집단시위와 소작료불납동맹의 전투적⋅혁명적 방법이 채용되었고, 소작인조
합을 결성하는 데에 앞장 선 청년과 지식인들은 농민운동에 사회주의 사상을
도입하고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어 반제민족해방운동으로 발전시키려 했다.

1919년 3⋅1운동 이후 1920년 2월에 조선노동공제회가 조직되었고, 그 지회가
전국적으로 결성되었다. 조선노동공제회는 1922년 7월 소작문제를 각종 사회문
제 가운데 가장 중대한 문제로 판단하고 ‘소작인의 자각적 단결’을 촉구했다.
법적 근거는 ｢조선소작조정령｣(1932), ｢조선농지령｣(193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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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농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직화한 것은 ‘착취’라는 정치언어를 통해 이
들을 대표한 사회주의자들이었다. 1924년에 조선노농총동맹이 결성되었고, 1927
년에는 여기에서 조선농민총동맹이 분리되어 나왔다. 전국 각지에서 소작인조합
이 조직되고 농민조직 역시 활성화되어 1931년 기준으로 전국에 1,700여개의 농
민단체가 조직되기도 했다. 1920년대 이후, 소작쟁의는 날로 확대되었고 투쟁도
격렬한 양상을 띠었다(이윤갑, 2013: 111, 118~119; 김동노, 2007: 214).6) 1920년
대 내내, 식민국가는 ｢민사소송법｣(1912), ｢치안유지법｣(1925),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1926), ｢경찰범처벌규칙｣, ｢보안법｣(및 ｢보안규칙｣) 등을 법적 수단으로
삼아 이들 농민운동 및 소작쟁의를 탄압하였다.7)
조선총독부 위촉으로 소작제도를 조사하여 조선의 소작관습(朝鮮の小作慣

習, 1929)을 펴낸 젠쇼 에이스케는 이러한 사태를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조선
의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情誼가 두터웠고 소작쟁의 같은 상스럽
지 못한 분쟁은 종래에는 극히 적었다. 그런데 세계대전 이후 경제계의 동요와
사상계의 혼란에 의해 內地의 각 지방에 농촌문제가 빈발하기에 이르자, 조선에
서도 그런 종류의 소작단체가 생겨나 매우 투쟁적인 분위기를 양성하고 있다.
평온하고 무사했던 조선의 농촌에 지주 對 소작인 관계의 악화를 보게 된 것은
실로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그러나) 時勢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나아가 그
는, 농촌문제를 매개로 기독교, 천도교 등 민족운동세력이 다액의 돈을 들여 농
촌진흥과 교양에 나서는 등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적색농민단체도 세포조합을
조직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善生永助, 1929:

57~62).
2) 농정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
이러한 제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배경으로, 조선총독부는 소작문
제에 관한 해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조선총독부는 임시소작조사위원회
6) 慣行에 따르면, “소작인이 소작계급의 이익의 자위수단으로 상호부담하는 것으로서는
관습적인 것은 없지만, 1922년 소작인상조회(小作人相助會)가 널리 전 조선에 조직되고
나서부터 그 회원들이 회비를 부담하는 것이 효시이다. 이후 발전된 소작조합에서 그 조
합비를 부담하거나, 소작계급의 金融利殖을 위해 생겨난 조합 가운데 그 회비를 상호부
담을 하는 것이 있다.”(慣行(上): 588)
7) 관련 법령에서 소작쟁의에 관한 조항에 관한 내용은 朝鮮總督府農林局編, 1933, 朝鮮ニ
於ケル小作ニ關スル法令(前篇), pp.45~58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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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臨時小作調査委員會)를 설치하고 1928년 2월 8일에 제1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조선에서의 소작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할지 또는 행정적으로 해결
할지를 결정하기에 앞서, 조사항목 및 그 요강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총 18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협의의 결과를 토대로 조선총독에게 자
문하였다. ｢조선총독부임시소작조사위원회경과보고｣(朝鮮總督府臨時小作調査委

員會經過報告)에 따르면, 소작문제 조사항목과 조사요항은 다음과 같다(朝鮮總
督府農林局, 1933a: 64~79).
(1) 소작권의 의의
(2) 소작권의 발생(구두/서면)
(3) 소작권의 효력(대항력, 양도, 전대, 기간, 계속여부)
(4) 소작권의 소멸
(5) 소작료(품종과 수량, 납입, 감면, 변경)
(6) 소작관계에 기초한 소작료 이외의 부담(지세, 공과, 노역)
(7) 소작지에 대한 비용의 상환과 손해배상
(8) 舍音의 단속(사음의 권한, 설치에 대한 제한, 부당한 사음의 변경)
(9) 소작쟁의의 처리
(10) 소작에 관한 지도감독

이 협의 및 결의사항은 조선총독에게 자문안으로 보고되었다는 점에서 중요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후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소작입법, 특히 ｢조선농지
령｣(1934)의 입법과정에서 그 근간을 이룬다는 점에서 검토를 요한다. 항목별로
주요사항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위원회는 첫째, 소작권을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권’으로 정의했다.[(1)] 둘째, 가급적이면 서면계약을 하도록 장려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2)]
셋째, 소작권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작지임차권 등기가 없어도 소작지를
인도한 경우라면 등기를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끔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
했다. 이것은 ｢조선농지령｣ 제12조에 반영되었다. 또, 소작지 임차인은 ‘지주의
승낙이 있더라도’ 원천적으로 소작지를 전대(轉貸)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결의
했다. 그 이유는 전대로 인해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소작관계가 중층화되고 복잡
해지는 폐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소작쟁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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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소작인의 전대행위는 현실적으로 소작지 관리인이 행하는 실천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조선농지령｣ 제13조에 반영되었다. 이와 함
께, 보통소작의 최단기간을 3년으로 상원(桑園)일 경우 10년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소작기간은 가급적 장기로 설정하는 것이 좋지만 소작인이 나태에 빠
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주 주도의 농사개량을 위해 3년이 적절하다고 결의했
다. 이것은 ｢조선농지령｣ 제7조에 반영되었는데, 단 상원의 경우 7년으로 단축
되었다.[(3)]
넷째, 소작료의 경우 법규로써 소작료액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
다는 점을 언급하고, 당사자간 자유계약과 지방의 관습에 따르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또, 재해 등으로 인한 소작료의 일시적 감면도 지방관행에
비춰 적절하게 감면하는 것이면 된다고 하였다.[(5)] 이 ‘일시감면’ 사항은 ｢조선
농지령｣ 제16조에 반영되었다. 그런데, 소작료와 관련해서는 이 자문안은 물론,

｢조선농지령｣도 이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거나 규제할 수는 없고 자유계약과 지
방관행에 맡겨야 한다는 인식을 견지했다. 그렇다면 소작료와 일시적 감면율을
결정하는 데에 요청되는 지표나 기준, 즉 ‘지방관행’이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이었을까? 이 대목에서 생각해봐야 할 것은,
추후 분석할 慣行에서 제출된 군단위 소작료표준(평균액)에 대한 일련의 계수
화 자료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한다.
다섯째, 위원회에서 사음(舍音)의 존재는 조선소작제도의 병폐 가운데 대표적
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들이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휘둘러
소작쟁의를 유발한다고 보았다.[(8)] 사음을 규제하려는 시도는 ｢조선농지령｣에
서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여, 제3조, 제4조, 제5조, 제33조(부칙)에 반영되
었다. 여섯째, 소작쟁의를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행정관청의 거중조
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화해와 중재를 맡을 전임직원을 둘 것을 제안했
다.[(9)(10)] 이 사항은 ｢조선소작조정령｣(1932)으로 입법되었다.
이 자문안은 1928년 그 해에 곧바로 그 진가를 발휘한다. 1928년의 봄 기후는
흉년을 예견할 만큼 좋지 않았고, 조선총독부는 예견되는 농정피폐와 소작쟁의
의 증가에 예방적으로 대처한다는 입장에서 1928년 7월 28일 정무총감 명의로
각 도지사 앞으로 ｢소작쟁의의 개선에 관한 통첩｣(小作慣行ノ改善ニ關スル件通

牒)을 시달했다. 법령의 제정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일단 응급조치로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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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첩을 발표한 것이다(이윤갑, 2013: 129). 그 내용은 앞의 자문안에서 제출된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다.8)
그러나 소작쟁의를 매개로 한 식민지 통치의 위기는 보다 근본적인 수준의
대책을 필요로 했다. 식민국가는 이 위기를 행정처분과 같은 임시방편적인 고식
지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대대적인 소작관행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소작입법
을 통해 해결해가고자 했다. 조선의 소작관행(상)(하)(朝鮮の小作慣行(上)(下),

1932)으로 대표되는 ‘관행으로서의 소작’에 관한 조사들은 바로 이러한 권력의
지의 산물이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하자.
서술의 방법은, 소작관행조사(1927~1932)의 결과물로서 1932년 조선총독부 농
무과에서 펴낸 慣行을 논의의 중심에 놓고, 우선 (1) 그 이전에 식민지 조선
에서 수행된 관행조사들을 시간적으로 배열하여 비교한다. 다음으로, (2) 조사
및 정리의 방법에서 실질적으로 慣行의 전범(典範)이 되었던 1921년 일본의
소작관행조사와 비교하여 그 관계를 확인한다. (1)의 비교를 통해서는, 조사 및
정리의 방법, 범주의 구성방식의 변화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식
민지 농정의 시기별 의제설정 방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식민국가의 통치능력을
측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2)의 비교를 통해서는, 이른바 조사가 내포하고 있는

‘식민성’의 흔적이 부조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시간적 차원의 비교
식민지 조선에서 이루어진 ‘관행으로서의 소작’에 관한 조사로서 慣行이전
의 것으로는, 1922년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회과(社會課)에서 수행한 조사와, 조
선총독부가 젠쇼 에이스케를 촉탁으로 임명하여 수행한 조사를 들 수 있다. 사
회과에서 수행한 조사의 자료는 慣行(하권)의 참고편에 수록되어 있다. 본고
에서의 서술은 이 자료를 활용한다. 그리고 젠쇼의 보고서는 조선총독부조사자

8) 통첩의 정식명칭은 ｢朝鮮總督府臨時小作調査委員會ノ上申ニ基ク昭和三年政務總監通牒小
作慣行改善案｣이었다. 통첩의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에 “본부 내에 임시소작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세에 적합한 소작제도의 수립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한 결과, 이번에
해당 위원회에서 의견이 상신되었고, 이 상신의견 가운데 아래의 사항은 조선의 실정에
비추어 속히 그 실행을 요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언급이 있다(朝鮮總督府農林局, 1933a:
82). 해당내용 및 전문은 朝鮮ニ於ける小作ニ關スル法令(朝鮮總督府農林局, 1933a)에 수
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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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제26집 조선의 소작관습(朝鮮の小作慣習, 1929. 이하 慣習으로 略記)으로
출간되었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관행으로서의 소작’에 관한 조사를 수행한
기관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소작문제를 바라보는
식민국가의 시선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사회과는 ｢조선총독부훈령 제45호｣

(1921.7.27)에 의거하여 내무국에 설치되었고, 업무는 (1) 구휼 및 자선에 관한
사항 (2) 사회사업에 관한 사항 (3) 지방개량에 관한 사항 (4) 향교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수리조합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었다. 이후, ‘제생원 및 감화원
에 관한 사항’과 ‘내외사정의 소개에 관한 사항’이 부분적으로 추가되기는 했지
만, 1920년대 내내 이 사무분장규정이 유지되었다. 그러던 것이 ｢조선총독부훈
령 제13호｣(1932.2.13)에 의거하여 사회과의 기존 업무 가운데 ‘내외사정의 소개
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고, 이어 사회과는 학무국 소속으로 편제가 바뀌는 동
시에, 업무도 크게 달라졌다.9) 앞의 표에 제시했듯이, 1920년대 사회과에서 이루
어진 소작제도 및 관행 조사의 내역으로는, (1) 1922년의 소작관행조사(【연번19】
자료철Ⅲ) (2) ‘경영규모별 농가경제수지조사표’를 수록하고 있는 1925년의 조
사(【연번27】 農家經濟に關する調査) (3) 기존에 출간된 관습조사보고서들을 편
집하여 재출간한 1928년의 보고서(【연번16】 小作慣例及驛屯賭に關する調査書)
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1920년 내내 사회과가 소작제도 및 관행 조사의 핵
심부서였음을 알 수 있다. ‘지방개량’과 ‘내외사정의 소개’와 관련된 업무사항과
의 연계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은 1920년대 후반부터 변화가 생겨났다. 소작문제에 대한 조사에서
9) 1932년 이후 학무국 사회과의 업무는, (1) 사회사업에 관한 사항 (2) 제생원 및 감화원에
관한 사항 (3)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단 및 청년훈련소에 관한 사항 (5) 도서
관 및 박물관에 관한 사항 (6) 경학원 및 명륜학원에 관한 사항 (7) 향교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종교 및 향사에 관한 사항 (9) 사원에 관한 사항 (10) 보물, 고적 명승 천
연기념물 등의 조사 및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었다. 그 이후의 사회과의 업무변천
상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과는 1936년 10월 16일, 다시 내무국 소속으로
편제가 바뀌었고 업무도 진휼과 구제, 이재(罹災) 구조, 아동보호, 근로보호, 실업구제와
방지, 제생원과 감화원 관련 사항, 기타 사회사업 관련 사항 등을 담당했다. 1939년 2월
7일에는 이들 업무 외에 모성 보호, 주택공급, 군사부조와 원호, 노동보호, 직업소개 및
노무수급, 국민등록의 사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1941년 11월 19일에는 후생국 산하로,
1942년 11월 1일에는 사정국(司政局) 산하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1943년 12월 1일에는 학
무국 산하로 들어가게 된다. 1941년 이래 사회과의 업무는 위의 1936년 당시의 업무로
회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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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의 지위가 약화되고 농무과(와 농정과, 농촌진흥과)가 점차 그 자리를 대
체해간 것이다. 농무과는 ｢조선총독부 훈령 제2호｣(1910.10.1)에 따라 식산국(殖

産局) 산하에 설치되었고, 업무는 (1) 농업과 잠업에 관한 사항 (2) 축산과 수렵
에 관한 사항 (3) 국유 미간지에 관한 사항 (4) 관개에 관한 사항 (5) 권업모범
장과 농림학교에 관한 사항 등이었다. 1912년 농림국(農林局)이 새롭게 편제되
면서 그 산하로 들어갔지만, 업무내용에는 변화가 없었다. 이후, ｢조선총독부훈
령 제24호｣(1920.6.1)에 의거하여, 다시 식산국(殖産局) 산하에 편제되었다. 또, ｢조
선총독부훈령 제16호｣(1932.7.27)에 의거하여, 농림국(農林局)이 다시 신설되면서
식산국 산하에서 농림국 산하로 편제가 바뀌었다. 이때, ‘농업자의 이주에 관한
사항’ 업무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훈령 제31호｣(1936.10.16)에 의거,
업무사항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1) 미곡 이외의 농산물의 개량 증산에
관한 사항 (2) 비료에 관한 사항 (3) 棉 기타 특용작물에 관한 사항 (4) 수이출
입직물 및 종묘의 취체에 관한 사항 (5) 蠶絲業에 관한 사항 (6) 축산 및 수렵에
관한 사항 (7) 농사시험장, 종마목장, 種羊場 및 獸疫血淸製造所에 관한 사항 (8)
농회 기타 농업상의 단체에 관한 사항 (9) 局內 他課의 主管에 속하지 않는 사
항 등을 주관하게 되었다. 이후로 몇 차례의 업무변경이 있기는 했지만, 주된
골격은 유지되었다.
다음으로 농정과(農政課)는 ｢조선총독부훈령 제30호｣(1933.8.4)에 의거하여 농
림국 산하에 설치되었고, 업무는 (1) 농정상 제반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농회
기타 농업단체에 관한 사항 (3) 소작에 관한 사항 (4) 자작농 창설 유지에 관한
사항 (5) 농가의 부업에 관한 사항 (6) 蠶糸業에 관한 사항 (7) 축산 및 수렵에
관한 사항 (8) 농업자의 이주에 관한 사항 (9) 농촌진흥에 관한 사항 (10) 종마
목장 및 獸疫 血淸제조소에 관한 사항 (11) 局內 他課의 主管에 속하지 않는 사
항을 주관했다. 이때 농무과가 편제에서 사라진 것으로 보아, 농무과의 업무를
대부분 이어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조선총독부훈령 제31호｣(1936.10.16)에
의거, 농정과는 폐지되고 그 업무의 대부분은 신설된 농촌진흥과로 이관되었다.
이때 농무과도 다시 신설된다. 농정과의 업무가 농촌진흥과와 농무과로 분할된
것으로 판단된다. 농촌진흥과는 기존 농정과의 업무 가운데 ‘농정’ 관련사항을
그대로 이어받았고, 추가로 농가갱생계획에 관한 사항도 주관하게 되었다. 농촌
진흥과는 이후, ｢조선총독부훈령 제38호｣(1937.6.14)에 의거, 업무가 다시 추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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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농회 기타 농업상의 단체에 관한 사항, 농업조합 및 식산계에 관한 사항,
농업생산물의 판매 및 농업용품의 구매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그것이다.
이상의 업무분장의 경과를 보았을 때, 소작제도와 관련된 조사와 여러 업무는

1920년대 중반까지는 내무국 사회과, 1920년대 후반에는 식산국의 농무과, 1932
년 이후에는 농림국 농무과, 1933년 3월 이후로는 농림국 농정과, 그리고 1936
년 이후로는 농림국 농촌진흥과로 그 소관부서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
은 첫째, 1920년대 중반 이후, 기존의 ‘내무’(內務)와 ‘사회’라는 ‘치안’의 관점에
서만이 아니라, ‘식산’(殖産) 즉 산업적 차원의 ‘생산’의 관점에서 소작문제를 응
시하는 시각이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점,10) 둘째, 1932년까지 진행된 소작관행조
사가 종결된 이후로는 그 성과에 기초하여 자작농창정사업, 농업자이주사업, 농
촌진흥운동 등 식민지 ‘농정’(農政)이 본격화되었다는 점, 셋째, 이후 농정의 과
제는 농촌진흥운동으로 수렴되고 있었다는 점을 암시한다.

1)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회과의 소작관행조사보고서
사회과의 소작관행조사보고서(1922, 이하 보고서의 명칭은 사회과 조사로
표기)는 1922년 내무국 사회과에서 각도로 하여금 조사하게 한 자료를 이후 농
무과(農務課)에서 취합해 펴낸 것이다. 사회과에서 이 조사를 수행하게 된 사정
에 대해, 한 기사자료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구주대전(歐洲大戰) 이후 각국
사상계의 일대 동란과 마찬가지로, 각 도시 노동자의 자각의 결과 노동쟁의가
빈발했다. 이에 자극을 받아 전원생활자인 농민 사이에서도 쟁의가 속출하였다.
경무국(警務局)에서는 그 대책으로 24일부로 아래의 사항을 조사, 보고할 것을
각 도지사에게 통첩하였다. (1) 소작쟁의의 발생원인 및 그에 대한 각 관계자의
의견, (2) 각 학교의 학생동맹휴업과 이에 대한 각인의 의견, (3) 노동자의 지식
정도 등. 이와 관련하여, 경무국의 야마구치(山口) 보안과장은 말하길, 최근에는
조선에서도 남선(南鮮)지방에 소작쟁의가 많아져서 그 대책에 관해 사회과(社會

課)에서 조사하고 ｢조선소작법｣의 실시가 필요하다하여 목하 기초 중인 바이
다.”11) 이것은 사회과 조사가 갖는 특성, 즉 소작쟁의가 빈발하는 속에서 경무
국과의 긴밀한 업무연계 하에 이루어진 조사라는 점을 확인하게 하는 언급이다.
10) 1925년의 소작쟁의 자료부터 농림계열과 경무계열의 소작쟁의 수치가 ‘분기’되고 있다.
제3장 제3절을 참고할 것.
11) ｢小作法起草中 社會問題調査｣, 동아일보 19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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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조선의 소작제도에 관하여 ‘치안’의 관점에서 수행된 조사였다고 할 수
있다.
사회과 조사는, 그간 소작제도에 대한 조사가 광범위하게 무형, 추상의 소
작관계를 구명하려 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가능한 한 과학적⋅분석적⋅조직적
인 조사항목 및 그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그 서두에
서 밝혔다. 하지만 이내, 이런 ‘과학적 조사’의 열의에도 불구하고, 각 도에서
올라온 개별 보고서들이 “道別로 精粗에 차이가 커서 관념의 정리가 곤란하다.
해당되는 의견이 아닌 것도 여럿 있지만 그대로 항목을 도별로 배열한 데에 그
쳤다. 도마다 사건의 경중, 厚薄에 차이가 있어서 조사가 자세하지 못하다”며
조사의 한계를 토로하고 있다(朝鮮總督府, 1932(下) 參考編: 187). 여기에는 식민
국가의 조사행정체계의 미숙과 불비, 조선의 지역사회에 대한 지배력의 침투에
서의 제한성과 한계가 그대로 암시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이 애초의 담대한 포부에도 불구하고 사회과 조사에 담긴 실질
적인 조사내용은 이전의 ‘관습으로서의 소작’에 관한 조사의 수준을 크게 넘어
서지는 못하고 있다. 다소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1) 도 단위에서 논밭별 ‘소작
의 종류’—賭只法, 打作法, 執穗法—의 비율표가 작성되어 있고(위의 책: 191),

(2) ‘소작계약서’의 실물이 다량 수집되어 사본으로 제시되었으며, (3) 도별 ‘소
작의 기간’에 관한 정보가 간략하게 언급되었다. (4) ‘소작료의 종류’—수확물현
물납, 금납, 代物—의 도별, 논밭별 비율표도 함께 작성되었고(위의 책: 245), (5)
소작료의 수량과, 생산고에 대한 비율, 지가에 대한 비율(위의 책: 246~251), 그
리고 재해시의 소작료 감액여부 사항이 도별로 간략히 보고되었다. 토지수선에
드는 비용의 부담, 지세와 공과금의 부담, 사음과 추수원에 관한 정보 등이 함
께 보고되고 있다. 한 가지 인상적인 점은 ‘소작관행에 변화를 가져온 주된 원
인’을 도별로 보고받은 자료인데,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위의 책: 304~305).
경기도: 공리(功利)적 지주의 출현으로 소작료가 앙등하였다.
충청북도: 농업회사의 출현, 수리사업의 보급에 따른 변화의 경향은 없
다. 단, 소작인의 궁핍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장래 큰 변화
를 일으켜야 한다.
충청남도: 약간 변화가 있다. 세금의 부담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執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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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打租를 賭只로 변경하는 것이 있다. 모두 관청의 지도에 의
한 것이다. 소작증서가 보급되고 있는데, 관공유지, 회사농장,
내지인 지주를 모방한 것이다.
전라북도: 10년 전만 해도 소작권이 反當 4~15원 정도로 소작인 간에 매
매된 적이 있었는데, 지주의 禁制로 인해 폐지되었다. 지주의
사음감독이 엄격해져서 소작권 이동이 줄었다. 沃溝郡에서는
수리사업 온성으로 인해 지주의 수세가 反當 5원 증가하게 되
어 소작료가 인상된 곳이 있다. 소작계약에 소작증서를 사용하
고 보증인을 4~5명 세우는 것은 소작료 태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라남도: 사상의 변화에 이끌려 여러 개선 또는 惡變도 생겨나고 있다.
법규 정비로 공과의 지주부담, 계량법, 소작계약 형식 기타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언론기관의 발달에 의해 지주와 소작인
양자를 자극하여 관행의 개선, 변화를 이끌고 있다. 민중운동
의 발흥으로 단체력으로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많다. 관의 지
도개선을 통해 불량관행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수리시설의 개
선으로 인해 수량이 안정되고 定租가 증가하고 있다.
경상북도: 농사회사의 출현에 의해 변화된 것으로는, 집수법을 도지법으
로 바꾸고 있는 점, 소작계약서를 만들어 소작기간을 정하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상남도: 일반 조선인 지주에게는 변화가 없다. 다만 수리조합 지역 내
에서 定租로 바뀌고 있다.
황해도: 구관에 큰 변화는 없다. 황해도 재령군의 숙명농장은 소작권을
사음의 자유에 맡겼는데, 지방관습에 따라 지주의 專行사항으
로 했다.
평안남도: 수십년 전까지는 거의 打租였고 賭只는 매우 드물었는데, 지주
의 입회와 소작료 징수가 불편한 관계로 도지로 바꾸고 있다.
부재지주 전부가 이 방법에 의거하고 있다.
평안북도: 수리조합 지역의 소작은 원만하게 개선되고 있다.
강원도: 일반적으로 변화는 없다. 철원의 농업회사는 논의 등급을 실사하
여 도지 및 타작을 시행하고 있다. 소작료의 공평을 기하고 있
다. 수리조합 지역에도 별다른 변화는 없다. 일부 지주가 관행
을 악화시키고 있어서 공평히 개선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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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남도: 별다른 변화는 없다.
함경북도: 종전에는 밭의 경우 3분소작료(지주2, 소작인1)이고 논의 경우
절반으로 했는데, 수리사업의 개선에 의해 밭이 논이 되는 경
우가 많아지고 논의 소작을 희망하는 이가 많아져 기존 밭에
적용되던 3분소작료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제국-식민지 소작관행조사사의 관점에서 이 조사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조사항목’ 및 ‘조사상 주의사항’의 채택과 활용에 있다. 이것은 1921년 일본에
서의 소작관행조사의 그것을 동시대적으로 직접 모방하여 식민지 조선의 사정
에 맞게 일부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1912년의 조사도 있지만, 정리항목을 비
교해본 결과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 1921년 조사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러 우
여곡절 끝에 1926년에 비로소 지면으로 출판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려보면, 사회
과 조사는 그 조사결과서를 확인하고서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소작제도조사
위원회>에서의 협의 결과 작성된 조사항목을 추려, 이를 조선에서 적용해본 최
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시도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우선 일본과
조선 간에는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력에서 절대적인 차이가 존재했다.

1921년 일본의 조사가 도부현(道府縣) 단위의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반해, 1922년 조선의 조사는 도(道) 단위의 간략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이다. 게다가 각각의 항목에 관한 지수화, 계수화의 측면에서도 절대적인 차이
가 드러나고 있다. 이 점은 조사항목과 정리항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조사
항목에서의 관련성은 부분적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결과보고서에서 정리양식에
큰 차이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 두 조사는 실질적으로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개략적으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6] 소작관행조사 조사항목의 비교
1921년 일본의 소작관행조사

1922년 조선의 소작관행조사

-

(1) 소작의 종류

(1) 소작계약의 체결
(2) 소작계약의 기간
(11) 소작계약 당사자의 변경
(12) 소작계약의 해제 및 소멸

(2) 소작의 계약
(3) 소작의 기한
(12) 소작계약의 해제
(14) 소작지의 靑田 및 소작권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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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료의
소작료의
재해시의
소작료의

종류
수량 및 생산고에 대한 비율
소작료
납부

(3) 소작료
(4) 소작료의 납입
(5) 소작료의 체납

(4)
(5)
(6)
(7)

(8) 소작계약의 등기 및 소작지에 대한 제
한

(8) 경작상의 제한

(9) 지주 또는 소작인의 배상
(10) 소작지의 수선, 개량 및 그 부담

(9) 토지의 수선, 개량에 관한 부담
(10) 지세 및 공과금 등의 부담
(11) 소작인의 잡종 부담

(13) 토지관리인, 지배인, 世話人 등
(14) 이외에 소작에 관한 중요사항(부재지주
등)
(6) 경지정리가 소작관행에 미친 영향
(7) 곡물검견(생산검견 및 移(輸)出檢査)와
소작관행의 관계
(17) 소작에 관한 관행의 개선을 요하는 점,
이유와 그 방책
(15) 영소작
(16) 刈分小作과 기타 특수소작

(13) 사음 및 추수원

(15) 소작관행에 변화를 가져온 주요 원인

-

[표 17] 소작관행조사 정리항목의 비교
1921년 일본의 소작관행조사

1922년 조선의 소작관행조사

제1장 소작계약의 양태
제2장 소작계약의 기간
제3장 소작료
제4장 소작료의 납입
제5장 소작료 체납시의 처치
제6장 소작지 전대 및 소작권의 매매
제7장 소작계약의 등기 및 소작지에 대한
제한
제8장 지주 또는 소작인의 배상
제9장 소작지와 관련된 부담
제10장 소작계약 당사자의 변경
제11장 소작계약의 해제 및 소멸
제12장 소작지관리인
제13장 경지정리가 소작관행에 미친 영향
제14장 곡물검사(생산검사 및 이출검사)가
소작관행에 미친 영향
제15장 기타 소작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6장 영소작
제17장 예분소작 기타 특수소작

제1절 소작의 종류(* 도조, 타조, 집수)
제2절 소작의 계약(* 계약서 형태자료 수
집, 게재)
제3절 소작의 기한
제4절 소작료의 종류
제5절 소작료의 수량 및 생산고에 대한 비
율
제6절 재해시의 소작료
제8절 경작상의 제한
제9절 토지의 수선, 개량에 관한 부담
제10절 지세 및 공과의 부담
제11절 소작인의 잡종 부담
제12절 소작계약의 해제
제13절 사음 및 추수원(* 이익과 폐해)
제14절 소작지의 靑田 및 소작권 매매
제15절 소작관행에 변화를 가져온 주요 원
인

[부록]
소작관행조사사항: 조사항목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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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소작관행조사사항: 조사항목과 주의사항
2. 소작관행조사에 관한 통첩과 조회사본

2) 朝鮮の小作慣習(1929)
慣習은 그동안 조선총독부에서 수집한 농업관련 조사통계가 망라적으로 수
록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 기재된 통계자료 가운
데 농정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그 특징이다. 이 자료는 식민지 농정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적 처방으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 통계표의
목록과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8] 朝鮮の小作慣習(1929)의 통계표의 목록과 특성
표의 제목

자료집계연도

비고
도별통계치. 沓 1모작/2모작은 1914년부터
구분 시작. 沓田의 자작/소작도 1914년부
터 구분 시작.
도별통계치.
도별통계치. 沓/田別. 自/小作別.
‘內地人’/朝鮮人 구분.
면적구간은 ‘1反步 미만’ 구간부터 ‘200정
보 이상’ 구간까지 총 27개 구간을 설정.
‘내지인’/조선인 구분.
면적구간은 ‘3反步 미만’ 구간부터 ‘100정
보 이상’ 구간까지 총 25개 구간을 설정.
세금액 구간은 ‘30전 미만’ 구간부터 ‘500
원 이상’ 구간까지 총 16개 구간을 설정
세금액 구간은 ‘30전 미만’ 구간부터 ‘500
원 이상’ 구간까지 총 16개 구간을 설정
‘내지인’/조선인 구분.
세금액 구간은 ‘30전 미만’ 구간부터 ‘500
원 이상’ 구간까지 총 16개 구간을 설정
‘내지인’/조선인/‘支那人’/기타외국인별.
호수와 인원수를 모두 표기. 농가1호당경
지면적을 沓田別, 연도별로 계산하여 기
입.

[表1] 耕地面積

1910~1926

[表2] 土地臺帳未登錄見積面積
[表3] 耕地面積百分比率

1926년 말
1914~1926

[表4] 地稅納稅義務者面積別人員
數

1921~1927

[表5] 市街地稅納稅義務者面積別
人員數

1921~1927

[表6] 地稅納稅義務者累年比較

1912~1926

[表7] 市街地稅納稅義務者累年比
較

1912~1926

[表8] 地稅及市街地稅納額別人員
調

1927년 말

[表9] 農家戶數及一戶當耕地面積
累年調

1910~1926

[表10] 農家戶口及一戶當耕地面積
各道別

1926년 말

‘내지인’/조선인/‘支那人’/기타외국인별.
호수와 인원수를 모두 표기. 농가1호당경
지면적을 도별, 沓田別로 기입.

[表11-1] 專業兼業別農家戶數

1913~1926

전업/겸업 호수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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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11-2] 專業兼業別農家戶數
[表12] 農家種類累年調
[表13] 農家種類道別表

[表14] 農家等級別表

[表15] 農家收支表

도별 통계치
농촌계급의 구조를 지주(甲/乙), 자작, 자
1913~1926 작겸소작, 소작, 화전민(겸화전민/순화전
민)으로 나누고, 호수와 백분비율을 표기.
1926년 말 上同(도별 통계치)
도별통계치. 농촌계급의 구조를 일차적으
로 지주⋅자작농⋅자작겸소작농⋅소작농
⋅궁농으로 구분하고, 다음으로 궁농을 제
외한 네 범주마다 각각 대⋅중⋅소⋅세
(細)의 4개 범주를 추가로 구분. 총 17개
1924년(추정)
의 계급으로 구분.
○ 지주(町步): 細~1~小~5~中~20~大
○ 자작농: 細~3反步~小~1~中~3~大
○ 자작겸소작: 細~3反步~小~1~中~3~大
○ 소작농: 細~3反步~小~1~中~3~大
上同. 농가등급별 수지의 흑자, 적자의 기
1924년(추정)
입

1926

이 안에 담긴 젠쇼의 서사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젠쇼는 “제국의 보호정
치가 된 이래 당국은 수리조합의 설립 및 그 조성을 시도하였고, 혹은 재래의
제언과 보를 수축(修築)하였다. 수리관개의 설비가 매년 발달하여 점차 그 해

(害)를 줄이고 있다”는 전제 하에, “경지면적이 국유지개간의 대부, 개간사업의
보조,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토지개량사업이 …… 1926년 계획의 일부 변경에 의
해 이후 14개년 동안 35만 정보의 토지를 개량할 계획이어서 농업의 전도가 밝
다”(慣習: 3~4)고 말한다. 그리고는 “병합 이래 이제까지의 경지면적은 현저한
증가하고 있음”을 표로 도시한다([표1]). 이후 추후 개간과 간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면적의 크기를 도별로 적고([표2]), 1914년 이래 자/소작지 구분에 따른 조
사결과를 비율표로 적시해두기도 했다([표3]). 이때 비율의 책정방식은 전체경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沓의 자작, 소작, 田의 자작, 소작 등 4개 구간으로 분류한
것인데, 수치의 변화가 크게 눈에 띠지 않는다. 이것을 [표1] [표2]와 관련해서
종합하면, 경작지의 총면적은 크게 늘었지만, 자작지와 소작지가 동시에 서로
비슷한 비율로 늘어났다는 주장이 되는 셈이다. 참고로, “北鮮지방은 자작지의
비율이 대부분을 점하고, 소작지의 비율은 매우 근소하다. 그러나 기타 지방은
자작지보다는 소작지의 비율이 많고, 특히 南鮮지방에서는 자작지에 대해 소작
지의 비율이 크게 초과해 있다”(慣習: 9)고 하여, 지방별 경작지 구성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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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준별하고 있다.
다음으로, 토지분배의 추세로서, “최근 조선도 경제계의 변동에 의해 내지와
마찬가지로 다소 토지겸병의 경향이 있는데, 대체로 자작농은 감소하고 대지주
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慣習: 10)며, 이를 지세 및 시가지 납세의무
자 면적별 인원수를 통해 증명하고 있다([표4] [표5]). 이를 통해 “대지주는 영농
업자가 많은 內地人側이 많고, 조선인측은 납세액을 봐도 중소지주가 많은 듯”

(慣習: 18)하다는 결론을 제출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개발에 의해 1호당경지면
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했다(慣習: 22; [표9]). 이에 따르면, 논의 경우

0.362정보(1910년)에서 0.571정보(1926)로, 같은 기간 밭의 경우 0.692정보에서
1.018정보로, 합계치는 1.054정보에서 1.589정보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어 도별
농가1호당경지면적 자료(1926년치)가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함경북도가 3.008
정보로 1위, 경상남도가 0.974정보로 가장 협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표10]). 그
리고 “최근 수년 간 추세를 보면 겸업농가가 조금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농업 이외의 산업발달이 지지부진한 것을 생각해보면, 그 겸업농가수의 증가가
크지 않은 이유를 잘 알 수 있다”(慣習24~25)고 언급했다([표11-1] [표11-2]).
다음으로, 농촌의 계급구조는 “점차 지주와 소작으로 나뉘고, 자작농민의 수
는 비교적 적은데, 이것은 이른바 사회조직의 중견(中堅)을 박약(薄弱)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단지 농업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사
회조직의 안정을 위협할 우려도 있다. 이에 더하여, 時運의 추이와 경제상태의
변화에 따라 점점 토지겸병의 흐름을 막을 수 없고, 점차 자작농민의 수는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에서는 그 대책으로서 토지겸병의 방지,
국유미간지의 대부 및 대여, 역둔토의 불하, 소농구제자금의 대부 등 각종의 시
설에 힘쓰고, 이로써 자작농의 감소를 방지함과 함께, 소작농을 보호하여 그 지
위를 향상시켜 중소독립영농자가 될 수 있게끔 하고 있다”(慣習: 27~28; [표

12])고 하여, ‘자작농민’에 대한 국가적, 치안적, 안보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도별로 보면([표13]), “함경북도는 66%, 함경남도는 44.9%가 자작
농이어서 많은 편이고, 최소는 전라북도로 5.5%에 불과하다. …… 소작농이 많
은 곳은 전라북도로 68%이고 경기도가 56.3%이며, 가장 적은 곳은 함경북도로
서 7.0%이다. 대체로 농업이 발달한 南鮮지방에서는 자작농이 적고 소작농이 많
음을 알 수 있다. 농업의 발달이 지체된 北鮮지방과 西鮮지방에서는 자작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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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매우 많다”고 언급하는 동시에, “서북선 지방의 토지분배가 공평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丁抹(덴마크-인용자)의 농촌의 상태와 비교하는 논
자가 있는데, 아직 농업자본의 투하가 적고 농업경영이 진보되지 못한, 이른바
원시적 사정의 잔존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 이후 이 지방에서의 토지의 분배와
농업계급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크게 주목해야 할 문제”(慣習:

29~30)라고 말했다. 젠쇼는 조선의 서북지방의 자작농의 존재형태는, 자본주의
이전의 원시적 토지관행이 남아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참고로, 농촌계급분류 항목 가운데 지주갑(甲)과 지주을(乙)의 구분을 보면,

1913~1915년은 구별이 없고 1916년 자료부터 둘 간의 구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화전민의 경우, 1926년치 집계자료에서부터 항목과 수치가 나타나고 있는데, ‘비
고’에 따르면 “1925년 이전은 화전민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없었고, 兼화전민은
자작 혹은 소작에 포함시키고, 純화전민은 이를 포함한 것과 아닌 것이 각 도의
보고마다 다르다”(慣習: 29)고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지주갑’과 ‘지주을’의 범
주는 이후에 한동안 유지되어 1932년까지 집계되다가, 1933년부터는 통계표부터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다. ‘지주을’은 ‘자작농’에 산입되어버린다. 이러한 통계
치 기입양식의 변화가 갖는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는, 본고 제4장 제1절에서 인
정식의 통계치 운용패턴을 관찰하는 부분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다
만, 화전민의 경우, 이 시점 이후로 조선총독부통계연보 자료에 꾸준히 실리
게 되는데, 이 점은 ‘화전민’이라는 범주가 식민권력에 의해 치안과 구제의 정
책적 대상으로서 새롭게 발견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12)
12) 조선총독부가 화전민에 관해 수행한 초기적 형태의 조사는 火田民⋅來住支那人(1924,
朝鮮部落調査報告 第1冊. 囑託 小田內通敏이 조사 및 작성, 庶務部 調査課에서 인쇄⋅배
포)을 들 수 있다. 이후로 1927년 즈음부터 사회 다방면으로부터 화전민의 관리를 두고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음을 여러 기사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화전민은 빈곤과 생활
난에 처한 구제의 대상인 동시에, 농정 및 임정 상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규제가 요
청되는 대상이라는 양가적인 이미지로 표상되고 있다. 조선총독부 소작관 히사마 겐이치
에 따르면, “조선의 화전은 그 당초 산의 窮民이 無主空山을 개간한 데에서 유래한 것인
데, 일반적으로는 평지 또는 산악에서 생활이 궁핍해진 결과이다. 일청, 일로 전쟁시 戰
禍를 피해 산으로 들어가 화전민이 된 사례도 있지만, 그것은 매우 특수한 예라 할 수
있다. 화전경작은 주로 평안남북도, 함경북도, 황해도, 강원도 등의 산지대에서 이루어지
는데, 경작이 조방하고 원시적인 농업이다. 朝鮮林政上 골칫거리이다.”(久間健一, 1935:
33~34) 화전민은 벌목으로 토지를 황폐화할 뿐만 아니라, 치수와 수리(水利)상의 해를 야
기하며, 토지의 경제적 이용을 방해한다는 인식이다. 참고로, 조선총독부 식산국에서 펴
낸 조선의 농업(朝鮮の農業) 1927년판(1929.3.31.)의 “토지대장미등록경지추정면적”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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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농가경제상태에 관해 젠쇼는, 조선에서 이에 관한 조사의 결과가
발표된 것이 없고, 기껏해야 1924년 이래 재무국 이재과(財務局理財課)에서 조
선의 금융조합에 의뢰하여 매년 조사하고 있는 농가경제조사(農家經濟調査)가
있기는 한데, 여전히 집계⋅정리가 안 되어 전 조선의 광범위한 조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한다. 그는 1925년 9월에 내무국 사회과에서 발표한 농가경
제에 관한 조사(農家經濟ニ關スル調査)에 의거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논의를 전개했다(慣習: 31). 이 자료는 당시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의 집계치로서, 각 도별로, 지주⋅자작농⋅자작겸소작⋅소작농⋅궁농(窮農)의 수
와 각 계급의 수지(收支) 및 농가전업(轉業) 상황을 조사한 것이었다. 단, 이러한
경작형태 구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농촌계급 범주에서 다시 농가의
등급을 4개씩 나누어 농가경영의 규모에 관한 정보까지 함께 실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혁신적인 조사자료였다. 궁농을 제외한 나머지 경작형태의 구분범주 네
가지마다 각각 대⋅중⋅소⋅세(細)의 등급을 나눠서, 총 17개의 계층구분을 하
여 농가의 등급별 경제수지 조사를 수행한 것이다([표14] [표15]). 비고에 따르면,

‘농가수지’는 수확수입, 부업수입, 기타 잡수입을 합산한다. 지출은 생활비, 경작
비, 제 공과금, 소작료, 잡지출을 계상한다. 단, 교제비와 관혼상제비는 ‘생활비’
로 계상하고 지주의 소작료수입은 ‘수확수입’의 란에 기재하고 토지관리비는 경
작비로 계상한다(慣習: 37).
이 자료는 비록 도 단위 통계치이기는 하지만, ‘경작형태’의 차원에서 지주,
자작, 자작겸소작, 소작을 구분하는 것은 물론, ‘경작규모’에 따라 각 등급을 또
다시 각각 4개의 범주(大中小細)로 세밀하게 나누어 농가수지의 평균치를 얻었
다는 점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게다가 농가등급별 수지가 흑자
인지 적자인지를 집계하여 평균치를 표시한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가
운데 자작농의 세(細)에 해당하는 계층, 자작겸소작농의 소(小)와 세(細)에 해당
하는 계층의 수치를 보면, 수지가 적자이거나 큰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에 비해 소작농의 대(大)에 해당하는 계층은 적기는 하지만 흑자의 수
익을 보이고 있다.

목의 통계표를 보면, 화전(火田)의 면적에 관한 정보는 토지조사사업의 종료시점인 1918
년부터 수집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토지에 관한 정보의 필요와 인구에 관한 정보의
필요가 동시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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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식민지 농정이 어떤 문제를 중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온
다. 이 자료가 주는 강점은 식민지 농정의 방향이 ‘자작이냐 소작이냐’의 문제
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소⋅세의 토지 경작규모(/경영규모)의 문제도
아울러 고려해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아니, 경작규모의 문제가 충분히 응
시되지 않는다면, 결국 ‘자작이냐 소작이냐’의 구분은 농가경제의 개선에 큰 의
미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바꿔 말해, 농가의 위기가 ‘소작농의 위기’
인지, ‘소농의 위기’인지를 변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 점은

1930년대 식민국가의 농정개혁모델이 ‘자작농창정사업’으로 귀결되었을 때, 즉
오로지 ‘자작이냐 소작이냐’의 문제로만 귀착되어버렸을 때, 그 문제성을 새롭
게 비판할 수 있는 논리적 토대가 과연 어디에서 산출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
는 작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실제로 1930년대 중반 조선사회주의 지식
인들의 논쟁 속에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의식되고 또 강조되고 있다.
제4장 제1절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언급하겠지만, 예컨대 박문규의 경우 이 자
료를 활용하여 수지가 적자(赤字)인 농가등급의 전체 호수를 계산함으로써, 식
민국가의 농정을 비판할 수 있는 새로운 범주(‘收支가 맞지 않는 농가’)를 구성
했다. 한편, 일본의 강좌파의 대표격 야마다 모리타로는, 일본자본주의 분석

(日本資本主義分析, 1932)에서 ‘경작규모의 영세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본에서
는 소농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이른바 ‘소농부재론’(小農不在論)을 편 바 있다. 제

4장에서 언급될 인정식의 경우, 야마다가 제기한 이 ‘경작규모의 영세성’ 지표
를 조선에 그대로 대입하여 식민국가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모두 이 통계표([표14] [표15])가 존재했기에 가능한 비판의 방식이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소농과 소작농은 범주의 계열을 달리하는 것이고, 농정위기
해결의 핵심은 농가경제 수지의 개선과 소농범주의 성립가능성 여부에 달린 것
이지, 그저 자작농을 늘린다고 해서 또는 자작지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
는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나아가, 안정적인 소농의 범주가 현실 속에서
성립하고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토지 및 노동 등 생산요소별 조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지수화하고, 이를 토대로 생산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했
던 것인데, 식민국가로서는 이것은 여러 모로 요원한 과제였던 셈이다.
물론 이 자료에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도 단위 평균치였기 때
문에 자료의 정밀성에 문제가 있었다. 또,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시계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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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화되지 못하고 단발적인 조사로만 그친 한계도 있다. 어째서 慣行(1932)
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통계치들처럼 면(面) 단위 조사로 군(郡) 단위 평균치를
얻어내는 방식의 조사가 되지 못했는지, 또 어째서 이런 형태의 조사가 계속 수
행되지 못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대체로, 식민
국가의 능력의 한계, 조사의 필요성 판단의 부재, 무의식적인 배제, 또는 일본의
총력전론이 전제하고 있었던 ‘애국적 자작농’의 신화 등이 그 근거로 예시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자료는, 애초에 그 조사 및 작성자들이 의식했든 아니든,

1930년대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농정의 핵심과제로 삼았고, 마치 소용돌이처럼
모든 사회적 이슈를 끌어들였던 그 ‘자작농창정사업’의 사업 내적 한계를 문제
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비판적 포지션의 성립을 위한 근거였다. 이 점에 관
한 분석은 결국 본고 제3장 제3절의 과제가 되겠지만, 경작규모(/경영규모)와 생
산성의 지표를 누락한 채 ‘자작이냐 소작이냐’만을 따지고 모든 문제를 그것으
로 환원하는 자작농창정사업의 인식체계는 그 시초부터 이미 문제해결과는 거
리가 먼 것이었던 셈이다.
물론, 본고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이로써 종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
로 이 지점에서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는데, “어째서 이렇듯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총독부 주도의 자작농창정사업이, 1930년대의 식민지 농정에
관한 담론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또 모든 농정개혁 이슈를 흡수해버렸는가”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미리 밝혀두지만, 본고는 그 해답을 ‘지식생산수단’의 차원에
서 얻어 보고자 한다. 즉, 농가경영지표, 농가수지지표, 생산성지표의 부재와 한
계에서 이유를 찾고자 한다. 식민국가가 만든 농가경영규모 및 수지와 관련된
통계치는, 비록 일부 존재하기는 했지만 매우 드문 형편이고, 또 시계열적으로
도 꾸준히 조사된 바 없으며, 기껏해야 농가갱생사업의 성공을 과시하는 지표로
서만 활용되었을 뿐이다.13) 이에 비해, 자작/소작과 관련된 범주와 통계치(‘참고
체계’)는 식민화 초기부터 토지조사사업의 과정에서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지
표로서 비교적 세밀하게 수집되어 자료 자체의 신뢰성을 확보한 상태였다. 하지
만, 경작규모(경영규모)별 영농상황이나 농가수지 및 부채의 상황, 토지 및 노동

13) 農家經濟槪況調査(朝鮮總督府農林局農村振興課, 1940)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농가갱생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1933년과 1938년에 동일한 호구(戶口)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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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산성에 관한 통계치(‘참고체계’)는 거의 확보되지 못했다. 이것이 자작농창
정사업에 대한 비판능력의 취약성, 나아가 비판의 부재를 낳은, 인식체계상의
근본적 원인인 것이다. 나아가, 농정위기의 문제는 토지생산성 및 농가노동력의
생산성에 관한 지표가 충실히 확보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논의
될 수 있다. 이 역시 조선총독부의 농정통계의 범주 안에서는 해명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제3장 제3절의 해당 부분에서 다시 상세히 서술하기
로 한다.
여하튼, 젠쇼는 이 자료를 인용한 뒤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대⋅중 지주의
수익은 상당하지만, 중농 이하의 수지는 매우 불량하다. 특히 細자작겸소작농,

中小細소작농, 궁농, 즉 총 농가 중 38.4%에 해당하는 농가는 적자가 나는 가련
한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이다. 窮境에 빠진 소농(小農)계급의 보호를 기해야 하
겠으나, 특히 소작농(小作農)을 위해 가혹한 소작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
급한 급무이다. …… 최근 들어 경상북도 및 전라북도 지방의 농가에서 만주와
시베리아 방면으로 이주하여 水田경작을 하는 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내지의
노동자 수요에는 한계가 있는 이상, 앞으로 南鮮지방의 농가에서 만주와 시베리
아 방면으로 이주하는 이가 한층 증가하는 경향이 생길 것이 확실하다.”(慣習:

37~38) 당시 조선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시선에서 본다면, 젠쇼의 이 논의는, 식
민지 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 소농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
제를 소작농 보호와 그 자작농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치환(置換)해버
리는 ‘정치적 실천’에 불과한 것인 셈이다.

3) 朝鮮の小作慣行(上)(下)(1932)
다음으로, 慣行(1932)의 연혁을 살펴보자. 조선총독부가 조선 ‘전국적 규모’
의 ‘현행’ 소작관행을 체계적으로 연구, 조사, 정리한 것은 1927년부터의 일이었
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조사가 진행된 것은 1930~32년에 걸친 시기였다. 이 소
작관행조사사업은 그 결과를 방대한 소작관련 제반 통계치와 분석으로 정리한
총 2,000페이지 분량의 慣行(1932년 12월 발행)으로 출간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慣行의 서문과 범례에 따르면, 이 조사는 조회조사와 청취조사(面에서
조사 후 본부에 직접 보고)를 병행하는 것으로, 1930년에 조선총독부 본부에서
조사항목을 정해 조선 전체의 각 府와 面에서 우선적으로 관내조사를 하고 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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島에서 面의 조사서를 기초로 1차 정리작업을, 道에서 府, 郡, 島의 조사서를 기
초로 2차 정리작업을 한 후 본부에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통계의 수치는

1930년을 기준으로 삼아 기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이 조사는 “조
선에서 조직적, 계통적으로 소작관행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는 효시”(범례 3)라고
자평되어 있다. 참고로, 조선총독부 농림국에서 朝鮮二於ケル小作二關スル參考

事項摘要(朝鮮總督府農林局, 1933b. 이하 參考事項摘要로 略記)를 펴냈는데,
별다른 서술 없이 통계치만 나열된 자료집의 형태를 띤 점, 목차 및 통계표 목
록상慣行과 일치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농정업무에 종사하는 관리들의 편의
를 돕기 위해 다이제스트 형태로 편집된 자료로 판단된다.
그러면, 앞의 사회과 조사 및 慣習과의 관련성 속에서, 慣行에서의 범
주와 통계치가 갖는 특성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 우선 慣行은 전국적
조사규모, 면(面)까지 내려간 조사단위, 소작기간 및 소작료 등에 대한 지표의
군(郡) 단위 계수화와 평균치의 확보 등 조사 자체의 양적, 질적 역량에서 이전
의 모든 조사를 압도한다. 기존의 ‘관습으로서의 소작’에 관한 조사가 도(道) 단
위 사례의 열거 모음집에 불과했던 점, 慣習이 다방면의 통계자료를 수집⋅종
합하여 계수화를 추구하기는 했으나 결국 도(道) 단위 통계치에서 멈춰야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이 점에서 慣行은 식민국가의 ‘사회기반력’(Mann,

1986)을 증명하는 텍스트이기도 하다.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면의 행정력 강화에 대해서는 다방면의 연구들이
입증하고 있는 바인데(윤해동, 2006), 慣行의 발간으로 귀결된 이 소작관행조
사는 이 면제의 강화에 힘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반대로 이 소
작관행조사라는 메가이벤트(mega event)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로 면이
식민지통치의 행정단위로 강화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의

1921년 조사와는 달리, 慣行은 사무통계의 수집과 함께 청취조사를 수행했는
데, 이것은 조사를 명령받은 면의 직원이 관할지역의 유지, 지주, 소작인, 촌로
등과 직접 접촉하여, 미리 준비한 질문을 하고 답을 얻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식민국가가 식민지 농촌사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
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작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정의 주체로서 면, 나아가
식민국가가 간접적으로 인지되기 시작하는 국면이 출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소작관행조사와 비교하여 慣行에서 돋보이는 특징으로는 첫째, 일본의
- 164 -

제2절 식민지 조선에서의 소작관행조사

1921년 소작관행조사의 조사항목을 몇몇 부분 수정을 거쳐 그대로 적용하여 조
사를 수행했다는 점에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아래의 ‘공간적 비교’ 부
분에서 수행하겠지만, 이 사실은 제국-식민지 간의 직접적인 조사연쇄(調査連鎖)
의 흔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것은 일본에서의 1921년 조사 안에 자리한 조
사-권력의 의지가 이번엔 조선을 대상으로 하여 다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1921년 조사의 정치적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확인하고, 이와 비교
또는 대조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이 조사의 모델은 일본 농상무성 안에 설치
되었던 <소작제도조사회>(그 전신은 <소작제도조사위원회>)에서 기안된 것으로,
조선은 물론 이후 다소 수정을 거쳐 1940년 ｢중국관행조사｣(소작부문)에까지 이
어져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들 조사에서 ‘관행’의 의미에 대해서는, <소작제도
조사회>에 직접 관여했고 1940년 조사에서는 대표자로서 전체 조사를 총괄했던
스에히로 이즈타로(末弘嚴太郞, 1888~1951)의 인식과 구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
다. 이 부분은 본고의 직접적인 과제는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일단 생략하고, 별
도의 지면에서 분석할 것을 약속해둔다.
둘째, 조선의 소작제도사를 총괄하여 정리했다. ‘소작에 해당하는 용어’ 항목
으로 대표되듯이, 소작과 관련된 용어들의 전거와 용례들을 각 지방 단위로 수
집하여 일괄 정리하였다. 19세기 조선의 전국적 소작제도 운용형태를 간명한 그
림으로 정리하기도 했다([그림 3] 조선말기 특수소작 및 정조, 타조, 집조소작의
분포). 식민국가가 그동안 조선에서 수행해온 ‘관습으로서의 소작’의 조사의 결
과물을 하나의 그림으로 간명하게 표현한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조선에서 이
루어진 여러 관습조사 및 관행조사에서 ‘관습으로서의 소작’에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편집했다(下卷의 ‘參考編’).
셋째, 소작계약의 기간을 군(郡) 단위 평균치까지 계수화했다. 이 점은 대단히

‘혁신적’이고 결정적인 것이다. 조선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소작제도 조사에서
소작계약 기간은 모두 사례열거의 형태로 도별로 보고된 것이 전부였다. 그것은
개별적인 재판과정에서 관습적 법원(法源)으로 존중받기는 했지만, 그 관습 자
체가 취사선택, 확정, 창출된 것이었음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비해 慣

行은 조선에서 최초로, (1) 소작계약기간의 설정 유무의 비율(沓/田/園; 郡 단
위), (2) 정기소작에서 소작기간과 경향(沓/田/園; 道 단위), (3) 부정기소작에서
실질적으로 관행화된 소작기간과 경향(沓/田/園; 道 단위), (4) 주요 작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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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소작기간(곡물별, 도별), (5) 부정기소작에서 실질적으로 관행화된 소작
기간과 경향(곡물별, 도별) 등의 평균치를 추출했다. 평균치가 추출된 이상, 다
시 가공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근거로의 활용도는 한층 높
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통소작의 기간을 3년으로 특정한 ｢조선농
지령｣(1934)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14)
넷째, 소작료 평균치를 군 단위까지 경작토지성격별(沓⋅田⋅園), 소작료납부
형태별(현물납, 대금납, 금납)로 모두 잡아내 계수화했다. 또, 소작료형태별(정조,
집조, 타조) 평균치 역시 계수화했다. 소작료율의 결정표준도 도 단위에서 소작
료형태별로 사례(보통, 특례)를 수집, 확인했다. ‘생산고 대비 소작료율’도 군 단
위에서 소작료형태별, 최고⋅보통⋅최저의 항목을 구분하여 평균치를 제시했다.
이때 논의 경우 위의 분류에 의거하되, 1모작과 2모작 관련 통계치로 구분하여
추가로 제시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재해 등으로 인한 흉작의 상황에서의 소작
료의 감면과 관련된 사항도 각 도별로 평균치를 확보하여 제시하였다. 이 ‘소작
료의 일시적 감면’의 경우, 수확고 감소비율에 따른 관행적 감면비율을 수치화
하여 기재하였는데, 이 자료는 이후 ｢조선농지령｣의 시행과정에서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조선농지령｣ 제16조가 규정하는 내용이 바로 위에서 언급된 여러
사유들로 인한 ‘소작료의 일시적 감면’에 관한 것인데, 1934년 이후 이에 근거
하여 소작쟁의 건수가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바로 이 慣行의 기준 하
에서 권해(勸解) 등을 통해 소작쟁의가 조정되어가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이다

(제3장 제3절 참고).

14) 참고로 일본의 1921년 소작관행조사에서 얻어진 최빈치는 5년이었다. 당시 논의 중이던
일본의 농지법안에서 법정소작기간은 5년으로 책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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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조선말기 특수소작 및 정조, 타조, 집조 소작의 분포

[출전] 朝鮮の小作慣行(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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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논의는 식민국가가 조선 전체의 군 단위 소작료 평균치를 각종의 세분
화된 분류기준 위에서 수집⋅정리⋅통합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 일은 가령,
어느 지방에서 소작료에 관한 민원이 들어올 경우, 그 경작토지의 성격, 소작료
의 납부형태, 소작료형태, 생산고에 대한 소작료율 등 다양한 측면들을 검토하
여 평균치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식민국가가 보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소작료 판정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소작료지도’(小作料地圖)가 면(面) 단
위 수준에서 전국 규모로 집계⋅확보된 것이다. 이 자료는 식민국가의 농정입법
과 정책의 ‘과학성’ ‘정당성’을 보증하는 토대가 됨은 물론, 조선지식인들의 지
식논쟁에서도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면서 논쟁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5)
慣行에서 제출된 식민지 농촌사회의 여러 수치화된 지표들은 식민지 농정
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그 새로운 문법(文法)을 만들어낸다. 이 사건은 식민국가
가 소작료 평균치라는 ‘사회적 균형점’을 발견했음을 의미한다. 조선에서 소작
료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불만들은 이제 이 수치에 기초하여 조정될
수 있는 문제로 전환된다. 즉, 소작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투쟁은 이제 수치를
둘러싼 해석과 조정의 문제로 전이(轉移)되어 버리는 것이다. 慣行에서 수치
의 형태로 제시된 사회적 표준, 또는 평균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여러 관행들은
이제 이 ‘평균치’에 맞춰 조정, 규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재규정된다. 여기서, 관
행조사의 결과로 ‘평균치’가 생산되었지만, 이젠 방향을 바꿔 ‘평균치’를 전제로
삼아 이를 의식하면서 새로운 소작관행을 창출하려는 시도가 정치적 기획으로
서 가능해진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소작료를 둘러싼 지주와 소
작농 간의 이해관계 대립은 이 ‘평균치’를 매개로 조정될 수 있는 사건으로서
표상되기 시작하는 것이다.16) 바로 이러한 정치과정 자체가 ‘지식국가’의 징후
15) 기본적으로 통계는, 그것을 누가 만들었든 일단 공개되고 나면 누구든 —물론, 전문성을
인정받은 지식인들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공공지식(official knowledge, 최정운,
1992)으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16) ｢小作人의 要求는 農地令의 誤解, 調停斡旋次로 出張하엿든 近藤農務課長談｣, 매일신보
1936-10-09; ｢自作農創定案보다 小作地均等에 努力하라, 자작농안은 이상론에 불과, 小作
生活安定策 絶叫(海州)｣, 동아일보 1935-03-20; ｢農地令施行과 作人側意見 小作料確立 作
權均等主張 井邑警察에서 聽取｣, 동아일보, 1934-05-11; ｢爭議未然防止코저 忠北災地 小
作料輕減免除 八分作은 二割減, 三分作全免 各地主에 標準提示｣, 매일신보 1936-10-13; ｢朝
鮮小作料標凖率 决定에 關한 管見｣, 매일신보 1938-05-15; ｢風水害後の小作料標準提示｣
｢爭議の未然防止と小作人の生活安定を圖る｣, 釜山日報 1936-10-14; ｢朝鮮小作慣行の漸
進的改善策: 開城署て標準を定めて通達 同時に實情を調査｣, 朝鮮新聞 1935-12-11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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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그 권력효과인 것이다.
덧붙여, 소작료의 납부기간, 소작료 계량(計量)의 방법, 소작료의 품질과 등급,
소작료 운임의 부담, 소작료체납시의 대부이자와 기간, 미납소작료의 처리 관행
등도 수치 또는 사례열거의 형태로 자세히 조사⋅기재되었다. 지주와 소작인 간
에 갈등이 일어날 소지에 대해 관행을 열거하거나 또는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일종의 갈등조정을 위한 ‘매뉴얼’을 확보한 셈이다.
다섯째, 부재지주와 소작지관리인이 소작문제를 야기하고 농업생산성을 떨어
뜨리는 문제적 범주로서 초점화되었다. 그런데, 부재지주의 존재와 소작지관리
인(/舍音)에 대해서는 ‘관습으로서의 소작’에 관한 조사에서부터 누차 언급되어
오던 것이어서, 이들의 존재가 慣行에서 다시 언급된다고 해서 새로울 일은
없을 것이다. 慣習에서도 ‘소작지의 관리’라는 항목이 있고, “농지개량, 기타
공공사업, 각종 농업단체, 기타 지방발전에 관한 정신적 원조는 물론, 기부 등을
하는 이도 매우 적어 농촌에 不利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 사음의 수와 관리
면적, 해당 농지의 소작인의 수 등에 관한 정보도 도 단위 통계치를 통해 소개
하고 있다(慣習: 237). 이어 소작지관리인의 보수와 폐해에 관한 분석도 이루
어졌다.
그러나 慣行에 수록된 ‘부재지주’와 ‘사음’에 관한 정보의 양과 깊이, 그리
고 계수화의 정도는 慣習은 물론이거니와, 이제까지의 소작제도조사 전반과
비교할 때,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부재지주’와 ‘소작지관리인’(舍

音)에 관해 ‘조사항목’ 설정 단계에서부터 포착했고, 양과 질에서 폭넓은 정보를
수집⋅기재했다. 몇몇 사안은 최초로 계수화했다.17) 그리고 慣行이 공개되자,
언론보도를 통해 고율소작료와 악덕지주, 악덕사음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
는데, 통계수치를 인용해가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비판패턴이 나오게 되는
것은 이때부터가 시작이다(동아일보).
참고할 것.

17) 慣行(下卷) 續編의 ‘기타 소작에 관한 중요사항’ 항목 가운데 제1장이 부재지주에 관한
전반적 분석이다. 여기에는 지주 종별(種別)에 따른 소작농 호수에 관한 면 단위 정보도
집계되어 있다(1930년 조사치). 이에 따르면, 부재지주의 농지에서 소작하는 농민의 호수
는 전체 순(純)소작농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慣行(下卷) 續編: 78). 이
를 소작지관리인이 관할하는 소작농 호수를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면, 총소작농(자작겸소
작농, 순소작농)의 38%가 소작지관리인의 지도하에 소작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慣行(上卷): 62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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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제시한 이 전반적 사태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식민지 농정파탄의
원인으로서 그동안 심증(心證)만 있었던 것에 대해 이제 물증(物證)이 확보된 것
으로 간주되기 시작한 점에 있다. 물론, 식민지 농정파탄의 본질적이고 실체적
인 원인이 과연 부재지주와 소작지관리인 집단에서 비롯된 것인가의 문제, 그리
고 ‘부재지주’라는 범주 자체가 과연 내적으로 균질적인 하나의 ‘범주’로서 성립
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는 별도의 과제로 남는다.18) 다만, 慣行을 통해 그
들이 ‘문제적 범주’로 부각되고 초점화되어 버렸다는 점, 그리고 식민국가는 이
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자로서의 이미지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은 사실이
다.19) 또, ‘법에 의한 소작쟁의’를 가능하게 한 ｢조선농지령｣의 입법도 바로 이
慣行에 의해 그 근거를 얻게 된다. 애초 이 조사를 수행하면서 식민국가 밝힌
취지 자체가, 다름 아닌 조선에서의 ‘소작법’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였던
것이다.20) 그리고 ｢조선농지령｣은 이제 식민지 조선에서 소작관계를 규율하는
새로운 관행으로 자리를 잡는다(‘법의 관행화’; ‘법을 통한 소작쟁의’).

(3) 공간적 차원의 비교
조선의 소작관행조사(1927~32)와 일본의 소작관행조사(1921)를 조사항목과 비
교항목의 목차를 통해 비교해보자.

18) 식민지 조선에서 ‘부재지주’ 범주의 내적 계급구성의 편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를 한 이는 인정식이었다. 제4장 제1절의 관련부분 참고.
19) 이 보고서에는 ‘조정자로서의 식민국가’의 이미지를 생산할 계기 이외에 ‘보호자로서의
식민국가’의 이미지를 생산할 계기도 포함되어 있다. 자작농 및 소작농 중에 춘궁(春窮)
상태에 빠진 농민과 소작농 가운데 생계곤란으로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농민에 대한 집
계수치가 군 단위로 잡혀 있는 것이다. 1925년 사회과 조사에서 궁민(窮民)이라는 범주
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慣行에서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은 이를 한층 더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이들의 상태가 수치화되어 잡혔다는 것은 총독부 당국이 그들을 ‘정책적 대상’
으로 발견했음을 시사한다. 참고로, 춘궁민의 호수는 전체 농가의 48.3%로 집계되었고,
소작농 중 생계곤란으로 임금노동에 종사하는 농민호구의 수는 전체 순(純)소작농 농가
의 37.0%로 집계되었다(慣行(下卷), 續編: 111~122).
20) ｢조선농지령｣은 애초에는 조선소작령의 명칭으로 입안되었지만, 지주의 반대 등에 의
해 법안의 명칭이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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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조사항목의 비교
1921년 일본의 소작관행조사

1927~1932년 조선의 소작관행조사

大正十年小作慣行調査
(農林省農務局, 1926)

朝鮮の小作慣行
(朝鮮總督府, 1932)

-

(1) 소작에 관한 재래의 용어

(1) 소작계약의 체결
(2) 소작계약의 기간
(11) 소작계약 당사자의 변경
(12) 소작계약의 해제 및 소멸

(2) 소작계약의 체결
(3) 소작계약의 기간
(12) 소작계약 당사자의 변경
(13) 소작계약의 해제 및 소멸

(3) 소작료
(4) 소작료의 납입
(5) 소작료의 체납

(4)
(5)
(6)
(7)

(8) 소작계약의 등기 및 소작지에 대한 제한

(8) 소작지에 대한 제한

(9) 지주 또는 소작인의 배상
(10) 소작지의 수선, 개량 및 그 부담

(9) 지주 또는 소작인의 배상
(10) 소작지에 관계된 제 부담
(11) 기타 소작인의 특수부담

(13) 토지관리인, 지배인, 世話人 등
(14) 이외에 소작에 관한 중요사항(부재지주 등)

(14) 소작지의 관리
(17) 이외에 소작에 관한 중요사항(부재지주 등)

(6) 경지정리가 소작관행에 미친 영향
(7) 곡물검견(생산검견 및 移(輸)出檢査)와
소작관행의 관계
(17) 소작에 관한 관행의 개선을 요하는 점,
이유와 그 방책

(15) 토지개량사업이 소작관행에 미친 영향
(16) 곡물검사가 소작관행에 미친 영향
(19) 소작에 관한 관행의 개선을 요하는 점,
이유와 그 방책

(15) 영소작
(16) 刈分小作과 기타 특수소작

(18) 영소작

소작료
소작료의 減免과 增徵
소작료의 납입
소작료의 체납

[표 20] 정리항목의 비교
大正十年小作慣行調査

朝鮮の小作慣行

(農林省農務局, 1926)

(朝鮮總督府, 1932)
제1장 총설(* 소작에 관한 주요 재래용어)
제2장 소작계약의 체결
제3장 소작계약의 기간
제13장 소작계약 당사자의 변경
제14장 소작계약의 해제 및 소멸

제1장 소작계약의 態樣
제2장 소작계약의 기간21)
제10장 소작계약 당사자의 변경
제11장 소작계약의 해제 및 소멸
제3장 소작료22)
제4장 소작료의 납입
제5장 소작료 체납의 경우의 처치

제4장
제5장
제6장
제7장

제6장 소작지의 전대 및 소작권의 매매

제8장 소작지의 전대, 소작권의 매매, 立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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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료
소작료의 감면, 增徵
소작료의 납입
소작료 체납 및 체납의 경우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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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소작계약의 등기 및 소작지에 대한
제한
제8장 지주 또는 소작인의 배상
제9장 소작지에 관련된 부담
제12장 소작지관리인
제13장 경지정리가 소작관행에 미친 영향
제14장 곡물검사(생산검사 및 이출검사)와
소작관행과의 관계
제16장 영소작
제17장 예분소작 기타의 특수소작

[부록]
1. 소작관행조사사항(* 기재례)
2. 소작관행조사에 관한 통첩 및 조회사본
제15장 기타소작에 관한 중요한 사항(부재
지주의 利弊 등)

의 매매, 기타
제9장 소작지에 대한 제한
제10장 지주 또는 소작인의 부담
제11장 소작지에 관련된 부담
제12장 소작인의 특수 제 부담
제15장 소작지관리관행
제16장 토지개량사업이 소작관행에 미친
영향
제17장 곡물검사가 소작관행에 미친 영향
제18장 특수소작
제19장 기타 특수관행
제20장 청부(위탁) 경작
[부록]
1. 소작관행조사사항 및 동 기재례
2. 소작문제청취조사항목
3. 소작관행조사에 관한 주요 통첩

[속편] 기타 소작에 관한 중요사항
(* 특이사항으로, ｢부재지주의 利弊｣, ｢자작
농 및 소작농민 중 ‘春窮民’ 및 賃銀노동에
종사하는 소작농의 호수｣, ｢지주와 소작인
의 借財상황｣23))

이 두 조사 간의 차이점은 1932년 조선소작관행조사의 특이성, 나아가 식민성

21) 1921년 이 조사에서 최초로 계수화되었다.
22) 1912년 조사에서는 간략히 기입되었지만, 1921년 조사에서는 보다 상세하게 조사되었고,
매우 세밀하게 계수화되었다.
23) “소작인의 차재액(借財額)을 정확히 아는 것은 곤란하다. 그 부채는 내지농촌에 비해 그
담보금융에서는 담보가치가 근소하고 신용금융에서는 농업이 유치하여 농민 중 빈곤한
이가 많아서 융통금액이 소액이다. 그러나 부채농가 호수는 그 수에 있어서 실로 1930년
의 그 개황조사에 따르면, 조선 내 총 소작농호수 2,247,000호(그 중 자작겸소작 853,000
호)의 약 75%, 즉 1,733,000호는 차재를 가진 상황이다. 그 보통액과 최고액을 조사하게
한 결과를 도 단위로 집계, 평균한 것을 보면 그 <보통>은 28엔에서 121엔에 이르러 평
균 65엔이고, <최고>는 159엔에서 1,85엔에 이르러 평균 420엔인 상황이다. 호수와 평균
액을 곱해서 총계를 부채액총계를 내면 100,001,100에 달하는 상황이다. 소작농의 차재는
자작겸소작농에서처럼 토지담보를 가진 것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신용대차에
의한 것이어서 금리는 매우 고율인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일반 小農은 한번 부채를 지
게 되면 그 원금의 지불에 곤란이 생기는 것은 물론 이자의 지불도 곤란하게 되어 이자
가 원금을 넘는 것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元利負債에 대해 정밀한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액이 방대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慣行(下卷) 續編: 144~145) 이와 함께, 소작농차재
호수의 비율과 차재액, 소작농의 금융방법(대출기관과 방법, 이자와 대부기간, 연체시 채
권자의 처치방법 등)에 관한 내용도 조사⋅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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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첫째, 慣行은 소작에 관한 조선의 재
래용어를 수집하여 싣고 있다. 다이쇼 10년 소작관행조사(大正十年小作慣行調

査, 1926, 이하 다이쇼 10년)에는 이 부분이 없다. 이것은 이번만의 일이 아니
라, 일본에서의 1885년, 1912년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1885년 조사에서는 일본 전국에서 보고된 18개종의 지방별 소작명칭이 소개된
바 있는데, 이들 각각은 지방별 관습으로 소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정확히
말해 각각 독특하고 이질적인 성격을 갖는 소작의 여러 형태였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듯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18가지의 소작의 형태는 메이지시대
의 일본에서 ‘소작’이라는 단일한 범주로 묶여서 균질화된 셈이 된다.
조선에서의 ‘소작’에 관한 용어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하나하나가 토지임차
관행의 지역별 편차를 보여주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작에 해당하는
용어’란, 식민자측 조사자가 식민지의 특정한 토지임차관행을 관찰하여 이를 메
이지시대 이래 일본의 ‘소작’으로 분류, 기입하고 등가화(等價化)하는 일종의

‘번역’ 행위를 보여주는 근거인 셈이다. ‘소작에 해당하는 용어’들 모두가 ‘소작’
이라는 개념으로 지시되고 ‘보통소작’으로 분류되기 시작하면서, 이 ‘번역’이라
는 정치적 행위는 망각되고 은폐되어 버린다. 적어도 18개에 이르는 관행적 용
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이를 ‘소작’이라는 단일개념으로 압
착시키고 균질화시켰던 일본은, 이제 식민지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의 사업에 몰
두했던 것이다. 따라서, ‘소작에 해당하는 용어’란, 식민권력에 의해 망각되고
은폐된 무엇이자, 이와 동시에 망각과 은폐 그 자체의 흔적이기도 하다. 그것은
하나의 ‘아프리오리’이자, 그 아프리오리를 비판할 수 있게 하는 계기, 즉 ‘아프
리오리의 흔적’인 것이다.
둘째, ‘등기’(登記)에서의 차이가 있다. 임차권의 등기는 일본과 조선에서 모두

｢메이지민법｣(제605조), ｢부동산등기법｣, ｢조선부동산등기령｣ 등을 통해 법적으
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 규정되어 있었다.24)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일본의
24) ｢부동산등기법｣은 제1조에서 임차권을 등기의 대상으로 설정해두었고, 제16조에서 토지
등기부에 임차권 사항을 무구(戊區)에 기입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조선부동산등기령｣
(1912.3.18. 制令第9號) 제1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는, 본령 기타의 법
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不動産登記法｣ 및 ｢明治39年法律第55號｣에
의거한다”고 되어 있었고, ｢同 시행규칙｣(1912.3.22. 朝鮮總督府令第36號) 제1장 제1조에
서 토지등기부의 양식을 확인해두었다. 그리고 ‘부록 제1호’에서, ｢부동산등기법｣과 마찬
가지로, 토지등기부 무구(戊區)에 임차권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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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임차인의 등기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판례(大判)가 제출되고 있었다

(高島平蔵, 1966: 84. 각주28). 조선의 경우에도, 지주와의 특약이 없는 한, 지주
에게 토지임차권 등기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었다.25) 다만, 일본에서의 1921년 소작관행조사의 경우, ‘소작계약의 등기’ 항
목이 조사항목과 정리항목에 기입되어 있는데, 이 점은 현실적으로 소작계약의
등기가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다음의 보고를 통해 소작계
약 등기의 세부적인 존재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소작계약의 등기는 매우 드물게, 홋카이도(北海道), 교토(京都), 시즈오카
(靜岡), 사가(滋賀), 기후(岐阜), 이와테(岩手), 아키다(秋田, 개간지소작에 있
다), 이시카와(石川), 히로시마(廣島), 와카야마(和歌山) 등의 도부현에 있다.
지주가 등기를 승낙하지 않는 사례는 홋카이도, 시즈오카, 교토, 이시카와,
히로시마 등에 존재한다. 그 이유를 보면, 지주가 소작료의 변경, 소작계약
의 해제 등에 곤란해질까 걱정하기 때문이거나, 또는 일반적으로 토지의
소유권에 구속을 받고 소작인에게 계약이 유리하게 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
인 듯하다. 본 조사에 기재된 이들 도부현의 사례를 아래와 같이 열거하면,
홋카이도: 지주가 소작인에 대해 소작료의 변경을 촉구하거나, 또는 소작
계약의 해제 등을 하기에 번거로움이 있어서 등기를 승낙하지
않는 것이 있다.
교토: 소작인이 소작기간을 보통보다 길게 하려는 경우, 그 지주는 그 기
간을 단축하거나 혹은 그 당시의 소작료보다 조금 높게 하지
않는 한 이를 승낙하지 않는 것이 많다.
히로시마: 계약 당시의 소작료는 계약기간 만료까지 변동할 수 없기 때
문에 지주가 등기를 승낙하지 않는 것이 있는 듯하다.
고치(高知): 영소작의 경우, 지주가 등기를 승낙하지 않는 사례는 드물다.
조금 소작료를 증액하고 등기의 승낙을 할 수 있는 교섭을 한
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작인은 가등기(假登記)의 수속을
밟는 경우가 있다.26)
25) “小作을 위해 하는 賃貸借를 登記한 경우에는, 이후 그 토지에 대해 物權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발생한다.(民法 第605條). 이것은 원래 소작인의 보증을 위한 것인
데, 지주는 特約이 없는 한, 당연히 登記를 할 의무를 지지는 않는다.”(野村調太郎, ｢朝鮮
に於ける小作の法律形態｣(四), 朝鮮司法協會雜誌 第8卷 第8號(1929.8) pp.14~15)
26) 1921년 조사(일본), pp.2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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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식민지 조선에서의 상황은 일본의 그것보다 더욱 열악한 것이었
다. “조선에서는 小作의 登記와 비슷한 하등의 舊慣이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
민사령 시행 이후에는 토지 및 건물의 임대차계약에 登記의 제도를 두었다. 그
임대차건수는 1917년~1930년에 이르기까지 293건을 헤아리는데, 거의 宅地이고

小作地를 登記하는 것은 없는 듯하다”(慣行(上): 39~40)는 것이 공식적인 보고
내용이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소작계약의 등기는 ‘전무’(全無)했던 것이다. 식민
지 조선에서 소작인의 법적 권리가 일본에 비해 대단히 열악했다는 사실을 재
삼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셋째, 일본의 소작관행조사에 없고, 조선의 소작관행조사의 조사항목에도 없
지만, 정리항목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청부경작’ 항목이 있다. ｢조선농지령｣은
제2조 제1항에서 청부경작 등에 의한 토지의 경작도 ‘임대차로 간주’한다는 점
을 명기해 두었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 상황에 따른 것이었다. “경남,
전남 등에서는 1929~30년 즈음에, 그리고 전북에서는 이보다도 이른 1913년,

1923년 즈음부터 청부경작 또는 위탁경작이라 불리는 농경형식이 나타났다.
1930년의 곡가 폭락에 의해 농촌이 미증유의 불황을 겪었고, 이로 인해 소작인
이 부채가 증가하여 채권자의 독촉이 심해졌다. 결국에는 입모(立毛)나 소작료
곡물의 차압 등이 강행되었다. 이때 지주가 자기 이익의 방위를 위해, 앞의 방
법으로 작물의 감시와 보전을 시도했다. 1931년 조사로 이런 경향이 파급되어가
는 양상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이때 지주-소작관계는 임대차(농업경영자)가 아니
라 고용(농업노동자)에 가까운 것으로 전락하게 된다.”(塩田正洪, 1971: 61-62) 변
칙적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소작관행을 식민국가가 조사과정에서 ‘발견’하여 이
를 기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부경작’은 조선에서 변칙적으로 활용된, 지
주에 의한 소작지경영의 독특한 한 형태였던 것이다.

4. 기타 조사: 농가경제조사와 농업생산성조사
慣行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식민지 조선의 농정은 ‘자작/소작 이분법 인식체
계’ 위에서 구성되었다. 이것은 토지의 소유형태, 경작지형태를 분류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그 계기는 자작농의 생산력이 소작농의 생산력보다 우월하다는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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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일본 군부의 총력전론이 전제하는 ‘자작농 애국주의’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통계치의 수집도 이 인식체계 위에서 진행되고 정리되었다. 물론, 거기에
는 실용적 차원에서 수월성도 개입되어 있을 것이다. 다만, 자작/소작 이분법 인
식체계가 농정과 관련된 유일한 분류체계여야 한다거나, 혹은 농정위기를 타개
하는 데에 ‘소작농의 자작농화’가 유일하고 자명한 대안이어야 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사회성격논쟁｣(제4장 제1절)에서 일련의 근본적인 비판이
제출된다. 그 비판은 식민국가의 인식체계와는 다른 분류체계나 개념을 제시하
는 지식실천을 통해서만 성립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당시 동아시아 마르크스
주의자들(특히, 강좌파와 봉건파)은 ‘경작규모의 영세성’(山田盛太郎, 1932)을 지
표로 삼아 ‘소농(小農)부재론’을 제출한 바 있다. 인정식은 이 기준을 수용하여
조선을 분석하는 한편(제4장 제2절), 기존에 총독부 등에서 생산해내는 자료를
가지고는 실제적인 농촌계급을 분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지주, 부농, 중농, 소
농, 빈농”으로 범주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제4장 제1절). 경영의 규모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를 통해 총독부의 농정의 인식체계(자작/소
작 이분법 인식체계)의 한계를 비판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조사통계는 당시 식민지 조선에
서 매우 드물었다. ‘소농’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농가경제조사’
를 통해 부분적으로 얻어낼 수 있었을 따름이다. 1925년 사회과에서 펴낸 보고
서에 나오는 ‘농가규모별 1호당 수지상황표’(農家規模別一戸当収支状況表)는 ‘소
농’의 존재여부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에게 매우 요긴한 자료였는데(제4장 제1절,
박문규의 통계치 전유), 단발적인 조사에 그쳤을 따름이다. 이후로는 그런 형태
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식민국가에 의해 시행된 ‘농가경제조사’는 1918년, 1933년, 1938년에 각각 수
행되었고 그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1918년의 조사는 조선총독부 재무
국 임시관세조사과(臨時關稅調査課)에서 금융과 경제 제6호 부록(金融と經濟

第6號 附錄)으로 편집한 것으로, 보고서의 정식명칭은 농가경제상황조사서(農
家經濟狀況調査書, 1918)였다. 이 조사는 금융조합소재 지방에서 조선인 농가를
상류⋅중류⋅하류의 3개 계급으로 나눠 각 그 대표적인 1가(家)를 선택하여 경
제상황을 조사한 것으로, 조선 전체의 금융조합 267개소에서 조사가 이루어졌
- 176 -

제2절 식민지 조선에서의 소작관행조사

다. 결과물은 각 도별 평균치로 제시되었다. 조사시기는 1918년 8월과 9월이었
고, 조사내용은 기왕의 1년간 자산 및 수지의 현황이었다(朝鮮總督府財務局.,

1918: ‘凡例’). 조사의 기재내용을 보면, (1) 가족수(동거인과 雇人을 포함) (2) 재
산(부동산, 동산, 채권, 채무, 純財産) (3) 수입(부동산, 동산, 직업, 부업, 기타)

(4) 지출(식료비, 의료비, 주택비, 재산관리비, 조세 기타 공과, 교육비, 기타 지
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사는 본격적인 농가경제조사로 보기에
는 여러 한계를 안고 있었다. 상류⋅중류⋅하류라는 계급구분의 기준이 명확치
않았고, 조세행정을 추구하는 재무국의 관심 속에서 금융조사가 강조되어 있었
을 따름이었다. 다만, 이 조사는 동일한 시기 일본과 대만에서도 함께 이루어졌
다는 점이 특기할만한 사항이다.27)
다음으로, 1933년과 1938년 조사는 시계열적인 조사의 성격을 띠고, 1940년에
조선총독부 농림국 농촌진흥과(朝鮮總督府農林局農村振興課)에서 농가경제상황
조사(農家經濟槪況調査)로 편집, 출간되었다. 제1부는 ‘자작농의 부(部)’, 제2부
는 ‘소작농의 부(部)’로 편집되었다. 이 조사는 1933년 농가갱생사업의 대상으로
지정된 농가 가운데 가족, 노동능력, 농업경영 등 여러 요소에서 비교적 평균

(‘中庸’)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해 5년 뒤인 1938년에 동일 농가를 대상으로 그
변화를 추적한 시계열적 조사였다. 소작농의 경우, 조사된 농가의 수는 총 1,778
호로 읍면당 평균 1개 호였다. 지역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南鮮區 652호: 전북(146호), 전남(216호), 경남(90호), 경북(200호)
中鮮區 560호: 경기(231호), 충북(92호), 충남(87호), 강원(150호)
西北鮮區 516호: 황해(195호), 평남(119호), 평북(90호), 함남(78호), 함북
(34호)

이 조사는 농가당 가족규모와, 아이와 노인을 제외한 실질적인 노동력 규모를
측정한 점, 도별 토지이용률과 경작작물의 구성을 비교적 세밀하게 조사한 점에
가치가 있다. 하지만, 모든 통계치는 위의 남선구, 중선구, 서북선구의 분류체계
에 따라, 권역별 통계치를 제시하는 데에 그쳤다. 소작농가의 수지상황과 관련
27) 일본의 조사는 帝國農會, 農家經濟調査(1918)이고, 대만의 조사는 臺灣總督府殖産局, 臺
灣農家經濟調査第一報(1920)이다. 대만의 경우, 1918년에 지방청과 농회에 의뢰하여 조
사를 수행했고, 조사규모는 총 68戶였다. 조사항목은 조선의 경우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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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농가계급별 및 경영규모별 수지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요컨대, 자작/
소작 이분법 인식체계 안에서 조사된 것으로, ‘소농’의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치는 추출될 수 없는 성질의 조사였던 것이다. 이 조사는, 5개년 간에
걸쳐 진행된 조선총독부의 농가갱생사업의 성과를 알리는, 일종의 프로파간다
자료로서의 성격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28)
다음으로, 농업생산성지수의 조사 역시 조선총독부의 조사에서 활성화되지 못
했다. 1937년 아시아태평양전쟁이 발발한 뒤, 일본의 경우 기존의 농업통계는
농촌노동력의 생산성이나 토지생산성 등 ‘생산요소’에 관한 통계가 없어서 농촌
노동력 이출규모를 측정하고 확정짓는 데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통계’였다는
사실이 부각된 바 있다. 이를 해결하려 한 것이 1941년의 농림통계개정이다. 이
상황은 조선총독부 역시 마찬가지였다.29) 조금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이지만, 토
지생산성 지표가 전국단위의 일률적인 통계치가 아니라 농업지대별로 확보된
것은, 전향 이후 인정식이 집필한 조선의 농업기구(증보편)(朝鮮の農業機構(增

補編), 1940)에서이다. 이 저작은 이론적 차원에서 그의 전향을 표현하고 있는
결정적인 저작인데(제4장 제2절), 이와 동시에 그로서는 (그리고 당시의 조선농
촌경제론에서도) 농정 분석 차원에서 완성도가 높은 ‘절정기 저작’인 셈이다. 이
외에, 개별농가의 노동력규모, 노동생산성, 소비지출내역 등의 지수를 포착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비록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사례를 추출하여 조사를 수행해본
것으로는, 조선총독부 농무관료 히사마 겐이치와 야히로 이쿠오(八尋生男)의 조
사가 있었을 뿐이다.30) 사례의 양과 전형성에 절대적인 한계가 있었다.31)
28) 해방 이후인 1948년, 한국에서는 일제시대의 이 농가경제조사를 전례(典例)로 삼아 ‘민족
적 관점’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조사가 시행되었다. 금융조합 주관으로 경기도와 충청남
도에서 산간, 평야, 중간의 세 지대로 나눠 총 45개 호를 대상으로 조사가 수행되었다.
관련사항은 李獻榮, ｢農家經濟調査의槪念과實施內容｣, 朝鮮金融組合聯合會, 金融組合
(1948.10)을 참조.
29) 총력전기 접어들어 농업생산력 측정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는, 조
선총독부 소작관이었던 나카타니 다다오(中谷忠治)의 일련의 보고서를 들 수 있다. ｢統
計上に現はれた朝鮮農業生産力の發展とその指標に關する一試驗｣(1)(2), 朝鮮總督府調査
月報 1942.1~2; ｢農業生産力擴充運動を阻むもの｣(1)(2), 朝鮮行政 1940.8~9.
30) 久間健一, ｢農民家族經濟と其の經營規模に關する硏究｣, 水原高等農林學校創立二十五周
年記念論文集(久間健一, 1935, 朝鮮農業の近代的樣相, 西ケ原刊行會에 재수록); 八尋生
男, 1933, ｢農家經濟更生計劃樹立の一例｣, 自力更生彙報제2호(1933.4.20.). 특히 야히로
이쿠오(八尋生男)의 조사는 농촌진흥운동에서 농가의 노동력을 조사한 것으로, 경기도의
한 소작농가의 사례를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한 것이다.

- 178 -

제3절 소작관행조사와 그 사회적 결과: 朝鮮の小作慣行의 권력효과

이런 상황에서, 식민국가의 ‘자작/소작 이분체계’는 식민지 조선의 농정의 ‘인
식체계’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은 마르크스
주의 이론에 의해 비판적 관점이 확보될 때까지는 지속되었던 것이고, 심지어
그 비판적 관점의 기초가 될 조사사례의 양적⋅질적 제약으로 인해,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전혀 해체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가령, 필연적
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작농창정사업’에 대해, 이를 기획한 식민국가는 물
론이거니와, 식민지 사회의 일반적 여론도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식민지 농정
문제 해결에 근간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일본 대장성(大

蔵省)에서 제기된 예산문제와 지가(地價) 불안정의 이유로 조선총독부에서 이
사업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자, ‘민족언론’에서는 이에 대해 조기실
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사설을 싣고 있었을 정도였다.32)

제3절 소작관행조사와 그 사회적 결과:
朝鮮の小作慣行의 권력효과

그렇다면 ‘관행으로서의 소작’ 조사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방대한 규
모의 보고서 慣行이 발간된 이후 식민지 조선의 농정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발생했을까?

1. 소작관행조사와 소작관련 입법
우선, 소작관행조사와 각종 소작관련 법안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자. 앞에서
31) 제국-식민지의 농업생산력과 작물생산비용을 측정하여 비교한 것으로는, 목록에서 언급
해둔 바와 같이 東畑精一/大川一司, 朝鮮米穀經濟論(1935)와 東京商科大學東亞經濟硏究
所, 東亞農業生産指數の硏究:內地, 朝鮮, 臺灣の部(1942)가 있지만, 식민국가가 직접 주
관한 조사가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일단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 추후 별도의 지면을 통해
관련 내용을 분석할 것을 약속한다.
32) ｢(社說)自作農創定의 時機｣, 東亞日報 193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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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바와 같이, 임시소작조사위원회의 심의와 결의, 그리고 이에 기초한 행
정통첩만으로는 식민지 조선사회의 농정위기를 타개해가는 데에 역부족이었다.
소작문제를 다룰 농정입법의 필요성은 조선총독부 안팎에서 이전부터 계속 제
기되어왔던 사안이고, 임시소작조사위원회의 설치이유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소
작쟁의를 해소할 수 있는 ‘소작법’을 입안하는 데에 있었다. ｢조선농지령｣(1934)
제정에 앞서 조선총독부 농무당국에서 입안했던 소작입법안(案)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 ｢조선농지령｣(1934)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안(案)
소작령案의 명칭

작성자/기관

특이사항
○ 지주-소작관계를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임대차관계로 규정.
○ 재판소의 간이화 또는 ‘별개의 공권력 있는
기관’의 설치를 제안.(* 府郡島小作委員會 구
상)
○ 소작권의 존속기간은 보통소작의 경우 최소 3
년, 桑園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최소 10년.
○ 당시 유행하던 ‘청부경작’ ‘위임경작’ 등을 임
대차로 규정한 小作令制定要綱案(第2項)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秘)小作令案(第1稿)
(1929.6.10.)

塩田正洪

(秘)朝鮮小作令案(第
2稿)

朝鮮総督府
農林局

 朝鮮小作令試案(農
政係案)(1932.12)

朝鮮総督府
農林局農務課
農政係

○ 소작지관리인단속규정, 府郡島小作委員會 조
직 및 판정효력, 소작관 지위규정 삭제.
○ 소작권의 존속기간은 보통소작의 경우 최소 5
년, 桑園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최소 10년.

 朝鮮小作令試案(農
務課案)(1933.7)

朝鮮総督府
農林局農務課

○ 소작권의 존속기간은 보통소작의 경우 최소 5
년, 桑園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최소 10년
○ 여타의 사항은 ｢조선농지령｣과 동일. ｢조선농
지령｣은 이 ｢農務課案｣을 계승.

[출전] 辻弘範, 2005(解說): 390~394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33)

이들 소작법안은 조선의 소작관습 및 관행에 관한 조사의 결과물들을 토대로

33) 이들 자료는 일본 가쿠슈인(學習院)대학 동양문화연구소의 【우방문고】(友邦文庫)에 소장
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농림국장으로 근무했던 渡邊刃(재직기간 1932년 7월~35년 2월)가
패전 이후 일본으로 가져간 자료군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 각각의
청구기호는 (秘)小作令案(第1稿)(B237), (秘)朝鮮小作令案(第2稿)(B238), 朝鮮小作令試
案(農政係案)(B282), 朝鮮小作令試案(農務課案)(B29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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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되었다.34) 조선총독부 농무관료 시오다 마사히로(塩田正洪, 1899~1972)35)의
존재는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식민지 조선의 소작제도에 관
한 한 가장 정통한 관료였다고 할 수 있다. 시오다는 1928년부터 6년여에 걸쳐
임시소작조사위원회 위원, 慣行의 최종편집자, 소작입법 주관자 등으로 활동
하면서, 소작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식민지 농정 전반에 개입했던 인물이다. 특
히, 慣行의 집필, 편집의 경우, 시오다가 업무를 맡기 이전부터 이미 전문적으
로 문헌조사와 실지조사를 수행해왔던 조선총독부 속(屬) 요시다 마사히로(吉田

正廣)와 시오다가 공동으로 수행했다(慣行, ‘緖言’). 조사는 1928년 8월, 시오
다(塩田)가 농무과의 농정담당사무관으로 취임한 이후 부면별(府面別) 조회요항
을 정하는 등 주도면밀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시오다는 1931년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의 조선총독 부임 이후 소작법 입
법사업이 본격화되었고, 한때 이마이다 기요노리(今井田淸德) 정무총감이 와타
나베 시노부(渡辺忍) 농림국장에게 소작사정의 설명을 요청하는 자리에 동석하
34) 황해도 소작관이었던 히사마 겐이치는 “1930년 소작입법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전 조
선에 걸쳐 정밀한 조사사항을 수립하여 面을 단위로 한 소작관행조사에 착수하였다. 또,
소작문제에 관해 지주와 소작인의 의향을 청취하여 조사하였다. 1931년에는 이를 완성하
여 소작입법의 진전상 가장 유력한 자료를 구축했다”고, ｢조선농지령｣과 소작관행조사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언급한 바 있다(久間健一, 1935: 40). 다음의 기사자료들도 소작관행
조사가 그 기획단계에서부터 이미 소작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사로 상정되어 있었고, 향
후 소작관련 입법에서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各面長の意見
を詳細に聽取し: 이에 기초하여 소작조정법을 만들 것｣, 大阪朝日新聞 附錄 朝鮮朝日
1929-12-20; ｢小作の慣行調査, 問題解決の爲め｣, 朝鮮新聞 1930-04-02; ｢總督府より小作
慣行調査, 問題解決の爲緻密に調ぶ｣, 群山日報 1930-04-03; ｢小作法制定も政治解決が必
要, 地主-小作人關係を農務局で目下調査中｣ 신문명 불명(서울대도서관소장 신문스크랩자
료) 1931-09-12.
35) 시오다 마사히로(塩田正洪, 1899~1972): 도쿄 출생. 교토 제3고등학교를 거쳐 도쿄제국대
학 법학부 독법과 졸업. 1923년 문관고등시험 행정과 합격. 1924년 졸업 이후 조선총독
부 발령. 충청북도 내무부 지방과, 경찰관강습소 교수, 황해도 내무부 학무과 시학관, 충
청북도 내무부 지방과장을 거쳐, 1928년에 조선총독부 식산국 농무과의 농정담당사무관
으로 부임. 와타나베(渡辺豊日子) 농무과장으로부터 소작입법 명령을 받음. 33년 1월에는
농정과 사무관을 겸임하는 식으로 임정(林政)과장에 취임. 이후, 1935년부터 패전 때까지,
총독관방 비서관겸 문서과장겸 임시국세조사과장, 농림국 미곡과장, 강원도 내무부장, 식
산국 광산과장, 기획부장, 농림국장, 광공국장 등을 역임. 1945년 9월 1일, 미군정청 고문
이 되어 (舊)총독부내에 설치되었던 종전(終戰)사무처리본부의 정리부장으로 민간기업의
미군 인도 등의 준비작업을 수행. 1945년 12월 10일 도쿄로 귀국. 외무성 관할 조선관계
잡무정리사무소의 초대소장. 조선농지령과 그 제정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문제(朝鮮農
地令とその制定に至る諸問題)를 우방시리즈(友邦シリーズ) 제17호로 1971년 12월에 발간
(辻弘範, 2005: 375~380. ｢解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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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농민의 빈궁의 원인이 소작관행에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으며, 이를 시정할
소작입법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던 일을 마치 무용담처럼 회상하기도
한다(塩田正洪, 1971: 1~2). 그는 “소작쟁의가 경제관계만을 쟁점으로 하는 경우
는 해결도 용이하지만, 이것이 사상적 색채를 띠게 되면 쟁의는 복잡해지고 해
결은 한층 더 곤란하게 된다. 조선에서의 소작쟁의의 복잡성은 바로 거기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塩田正洪, 앞의 책: 59).
시오다는 ｢조선농지령｣의 기안자였다. 그는 소작령안을 기안하는 과정에서 거
기에 활용된 조사, 통계, 자료 등을 모두 소작관행조사의 결과물에 의거했다고
밝히고 있다(塩田正洪, 앞의 책: 6). 그는 “慣行이 입법상 필요한 매우 귀중한

다수의 자료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농지령｣의 실시 이후의 그 운용, 나
아가 일반 농정의 입안시책에도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塩田正
洪, 앞의 책: 37. 강조는 인용자). 그런데, 조선농정의 피폐를 파악하는 시오다에
게는 “부재지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주와 관리인의 이중 착취에 의해 소
작료는 고액화할 수밖에 없고,” “舍音이야말로 조선 소작관행에서 최대의 암적
인 존재”(塩田正洪, 앞의 책: 54, 63)라는 기본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작기간의 결정과정과 관련하여 시오다는 매우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다. “1930년 조사에 따르면, 정기소작에서 소작기간은 대체로 3년이

보통이고 영년작물의 경우 3~10년이 보통이다. …… 이상의 관행의 실정을 보아
보통소작은 3년으로 했다. 그 정도 기간이면 소작인 보호가 적당하고 지주가
협력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조선농지령｣은 3년을 채용했다”(塩

田正洪, 앞의 책: 63~64. 강조는 인용자)고 언급했다. 여기에서 1930년의 조사란,
慣行의 집필을 위해 수행되었던 소작관행조사를 말한다.

2. 사회갈등의 계수화와 소작쟁의 패턴의 변화
다음으로, 慣行이 식민지 조선의 소작쟁의 양태에 가져온 변화를 분석해보
도록 하자. 식민지 조선의 소작쟁의를 분석한 몇몇 연구들은, 1920년대와 비교
하여 1930년대의 소작쟁의 패턴이 크게 달라졌다는 사실을 비교적 담담한 어조
로 서술하기도 한다. 그 변화는 첫째, 정치적⋅경제적 요구에서 경제적 요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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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쟁의요구의 변화), 집합적 집단쟁의에서 비집합적 개별쟁의로의 변화(쟁
의행동의 변화), 합법투쟁⋅비합법투쟁의 병행에서 합법투쟁일변도로의 변화(쟁
의전술의 변화), 관헌의 사후 직접개입과 제도적 폭력진압에서 사전⋅사후의 공
적(公的) 조정(식민국가의 대응 변화)으로 정리된다(소순열, 2007: 22; 松本武祝,

1998: 139). 아래의 “소작쟁의 빈도수”와 “소작쟁의 참가인원수”의 그림을 통해,
｢조선소작조정령｣(1932)과 ｢조선농지령｣(1934)의 성립 이후의 소작쟁의 패턴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참고로,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둔 그림자료 역시,
식민지 조선에서 1930년대 중반 소작쟁의의 급증을 설명할 때 ｢조선농지령｣을
중심적인 변수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소작쟁의 빈도수”와 “소작쟁의 참가인원수”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농림계열과 경무계열의 수치의 차이는 집계원칙의 차이로 인한 것이
다. 조선총독부 농림국의 소작쟁의에 관한 정의는, “소작쟁의는 소작관계에 대
해 당사자 쌍방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한쪽의 요구에 대해 상대편이 이에 응
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朝鮮總督府農林局, 1940: 7)는 것이다. 조정신청이 들어
온 사건 모두를 포착하여 기재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에 비해, 경무국의 표집
방식은 문헌상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집계된 통계표에서의 사건별 참가인
원 평균치를 통해 추론해볼 때 치안문제화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쟁의를 위주로
경무국이 선별적으로 표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대다수는 ‘소작료감액’과
관련된 이슈였다(朝鮮總督府警務局, 1940: 97~102). 농림국과 경무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소작쟁의 발생빈도에 관한 식민당국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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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朝鮮總督府農林局, 1940, 朝鮮農地年報(第1輯), pp.5~7에서 추출하여 작성.

[그림 4] 식민지 조선에서의 소작쟁의 빈도수 (농림계열과 경무계열의 비교)

제3장 제국-식민지 농정과 소작관행조사

- 184 -

[출전] 朝鮮總督府農林局, 1940, 朝鮮農地年報(第1輯), pp.5~7에서 추출하여 작성.

[그림 5] 식민지 조선에서의 소작쟁의 참가인원수 (농림계열과 경무계열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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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자료: 農地制度資料集成編纂委員會, 1969, 農地制度資料集成 第2卷: 小作爭議に関する資料, お茶の水書房, p.51~53, pp.27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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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조선 vs 일본의 비교 (농림계열에서 파악한 소작쟁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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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식민지 조선에서 소작쟁의의 발생의 시기별 요인의 파악방식
연도

농림계열36)

1923

-

1925~1926

-

1928

경무계열37)
제1차 세계대전의 경제적, 사상적 영
향으로 격증.
水害가 있었으나, 당국의 구제노력,
지주들의 소작료감면 동정, 치안유지
법 시행으로 주의자의 단속 등으로
격감.
점증

흉작으로 증가

1930

-

대공황에 따른 재계불황, 풍작과 곡
가하락으로 농민 빈궁 심화. 격증

1931

-

기상불순으로 수확감소. 소작료감면
을 목적으로 한 소작쟁의 빈발.

1932

1929~30년 이후 경제계불황으로 토
지매매가 줄어 감소

-

1933

｢조선소작조정령｣(1932)의 시행으로
조정제도가 설치되어 증가

건수는 증가했으나 참가인원은 대폭
감소. 쟁의 대다수가 소작권이동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

1934~1935

旱害, 水害, 冷害로 증가. ｢조선농
지령｣(1934) 공포를 앞두고 지주측
의 대책적 조치(소작인 엄선 등)가
있었고, 소작인들도 자각하게 된
결과 증가.

-

1936

旱害, 水害가 있었는데, ‘소작지임
대차권의 확보’, ‘불가항력에 의한
소작료의 감면청구’, 기타 소작인
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
조선농지령｣이 있음에도, 이에 대
한 지주의 이해가 부족하여 소작쟁
의의 요인이 되었고, 소작인들은
결속보다는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
결하려는 경향이 생겨나 건수는 격
증.

-

1938

소작관계법령에 대한 지주들의 이
해도가 높아지고 중일전쟁에 따른
자숙의 결과로 점감.

북선지방의 대수해, 남선지방의 한발
로 수확감소. 소작료 일시적 감면문
제 또는 소작권 更改문제를 둘러싸고
쟁의가 증가.

[비고] 농림계열의 총평: ‘소작료의 일시적 감면요구’는 흉작이 든 1928년, 1934년, 1935
년, 1936년, 1937년, 1939년에 많음. 기타 소작료에 관한 쟁의는 일반적으로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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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후 현저히 증가. 전반적으로 쟁의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체적 쟁의는
드물어지고 대부분 개인 간의 경미한 분쟁사건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당사자들
간의 절충으로 종결. 1934년 ｢조선농지령｣ 제정⋅시행의 결과,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관계가 명료해져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집단적 단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하는 패턴은 감소.

다음으로 소작쟁의의 원인별 발생비율을 보면 다음과 그림과 같다.
[그림 7] 조선의 소작쟁의 원인별(농림계열 조사,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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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朝鮮總督府農林局, 1940, 朝鮮農地年報(第1輯), pp.21~24에서 추출하여 작성.

이 자료의 출처는 농림계열 통계이다. 이것을 제시한 이유는 (1) 경무계열 통
계가 전반적인 사항을 다 담아낸 것이라기보다는, 참가인원이 많아 치안의 관점
에서 주목을 끄는 소작쟁의만을 선별하여 기재한 것이라는 점, 따라서 소작쟁의
발생과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농림계열 통계가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2) 경무계열 통계에서 ‘원인별’ 항
목이 농림계열의 그것에 비해 그리 세부적이지 않다는 점,38) 따라서 농림계열
36) [출처] 朝鮮總督府農林局, 朝鮮農地年報(第1輯, 1940).
37) [출처] 朝鮮總督府警務局, 最近ニ於ケル朝鮮治安狀況(1933/1938).
38) 경무국에서 조사한 1937~38년간의 소작쟁의 원인별 양상을 예로 들면, 세부항목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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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를 먼저 활용하여 사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이후 교차분석을 진행하여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위의 그림은 식민지 조선에서의 소작쟁의의 발생원인을 도시한 것이다. 빈도
수는 “[표] 식민지 조선에서의 소작쟁의 빈도수”에서 보았듯이 1934년 이후로
가파르게 상승했고, 발생원인별로는 1932년 이래 ‘소작권이동’과 관련된 건이
압도적으로 다수였음을 알 수 있다.39) 앞에서 분석했듯이, (1) ｢조선농지령｣의
초안 작업이 조선총독부내 비밀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1929년부터 시작되었고,
그 안에 소작권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고 있었던 점, (2) 이 시기부터
조선에서의 소작법령 입안의 필요가 조선총독과 농정당국자들의 담화의 형태로
빈번히 제출되었다는 점, 그리고 (3) 실제적으로 1934년에 ｢조선농지령｣이 제정⋅
시행되면서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지주의 자영화경향, 소작인의 정선(精選)이
과 같다. (1) 소작권취소 또는 이동으로 인한 것 (2) 소작료감액요구 (3) 공과의 지주부담
요구 (4) 부당소작료 반환요구 (5) 소작료운반에 관한 것 (6) 소작료 사정방법에 의한 것
(7) 지주와 소작인 간의 반감에 의한 것 (8) 기타. 유의할 점은, ‘소작권’ 안건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농림계열 통계와는 달리, ‘소작료감액요구’ 항목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
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1937년의 경우, 총 24건 가운데 ‘소작료감액요구’는 13건이고, 소
작권 관련 안건은 3건이다. 1938년의 경우, 총 30건 가운데 ‘소작료감액요구’는 21건을
차지한다(朝鮮總督府警務局, 1938: 99). 소작료 관련 안건이 집단쟁의의 형태를 띨 가능
성이 높고, 경무계열의 경우 일정 인원 이상이 참가한 집단쟁의를 주된 관심대상으로 삼
아 표집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것이다. 또, 이때 경무계열 통계
에서의 ‘소작료감액요구’ 항목은, 농림계열 통계에서의 ‘부작으로 인한 소작료의 감면’
‘소작료인하요구’(또는 ‘소작료고율’), ‘소작료인상’의 항목을 모두 통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참고로, 농림계열 통계에서 소작쟁의의 원인별 구분항목을 보면, 1927년~1929년의 집계
자료의 경우, (1) 소작권의 이동 (2) 不作으로 인한 소작료의 감면 (3) 소작료인하요구 (4)
소작료인상 (5) 사상의 변화에 의한 것 (6) 소작료 부정 量定 (7) 공조공과의 부담관계
(8) 비료대, 소작료운반 관계 (9) 소작제도의 변경 (10) 수지악화 (11) 생활곤란 (12) 소작
료의 체납 (13)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1930년~1932년의 집계자료의 경우, 앞의 ‘소작료
인하요구’가 ‘소작료고율’로 바뀐 것과 소작료에 관련된 항목이 더 세분화된 점—소작료
결정방법, 소작료 不統一, 소작료품질 개선 등—에서 차이가 있다. 1933년~1936년의 집계
자료의 경우, ‘不作으로 인한 소작료의 감면’이 ‘豊水旱害, 天災地變으로 인한 不作에 의
한 소작료의 일시적 감면’으로 바뀐 것이 눈에 띤다(朝鮮總督府農林局., 1940: 21~23).

39) 식민지 조선에서 ‘소작권이동’과 관련된 소작쟁의의 비중이 80% 안팎으로 압도적이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에서는 ‘소작료’와 관련된 소작쟁의의 비중이 결코 작지 않았다.
소작기간 3년을 보장한 ｢조선농지령｣(1934)의 입법에 따른 부수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지
만, 통상 소작료와 관련된 소작쟁의가 단체쟁의의 형태를 띠는 경향이 있음을 상기해본
다면, 이 점은 ‘소작의 정치’에서 소작계급이 갖는 단체적 협상력에서 일본의 그것이 조
선의 그것보다 훨씬 강력했음을 시사한다. 일본에서의 소작쟁의 원인별 비중에 대해서는
아래의 그림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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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위의 쟁의발생 원인별 그래프는 이
런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소작쟁의 발생의 원인’에서 소작료 이슈가 차지하는 비율
은 낮은 것이었다. 다만, 그것은 주로 ｢조선소작조정령｣, ｢조선농지령｣ 이후 소
작권을 둘러싼 소작쟁의가 급증한 데에 따른 것으로, 상대적인 비율로서 보았을
때에만 그러한 것이지 절대적인 빈도수에서 감소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작료 관련 이슈를 살펴보면, 우선 풍수한해와 천재지변, 도열병
등에 의한 부작(不作)에 따른 ‘소작료의 일시적 감면’과 관련된 사항이 있다.

1934년 이후 이 건과 관련된 소작쟁의 발생건수가 급증하게 되는데, 이 점은 ｢조
선농지령｣(1934)에서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점([제16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수확량 현저히 감소시, 소작료의 일시적 경감⋅면제])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일이다. ‘소작료의 일시적 감면’을 이유로 발생한 소작쟁의의 건수
는 1927년 2건, 1928년 509건, 1929년 44건, 1930년 37건, 1931년 43건, 1932년

12건, 1933년 166건, 1934년 703건, 1935년 1,966건, 1936년 3,971건, 1937년 641
[그림 8] 일본의 소작쟁의 원인별(농림계열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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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한해 등 부작

기타

출처: 農地制度資料集成編纂委員會, 1969, 農地制度資料集成 第2卷: 小作爭議に関する資
料, お茶の水書房, p.62, p.80, p.86에서 재구성. 위의 그림에서, ‘풍수한해 등 부작’ 항목
은 ‘풍수한해 등 부작(不作)에 따른 소작료 일시감면’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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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등이다(朝鮮總督府農林局, 1940: 21~23).
위에서 제시한 표와 그림을 통해 하나의 사례를 분석해보도록 하자. 예컨대,

1936년의 경우, ‘소작료의 일시감면’ 항목의 빈도수가 급증했고 또 그 비율도
높은데, 위의 “[표] 소작쟁의의 발생의 시기별 요인의 파악방식”에서 제시된 농
림계열의 분석을 보면, 법령에 대한 지주들의 이해도가 떨어져 관련 쟁의가 많
았고, 이들은 대체로 ｢조선농지령｣에 의거하여 개별화된 쟁의로 해소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바꿔 말해, 법 조항에 충족되는 조건이어서 쟁의발생이 많았
던 것이고, 또 법 안에서의 해결도 가능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이 문제를 큰
무리 없이 해결해갈 수 있는 구체적 수단으로서 일종의 표준자료가 존재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慣行(上)에서의 “[표] 不作의 정도와 경감비율 및 면제”

(논/밭)가 그것이다. 이 표는 수확고의 감소비율에 따른 소작료 감면비율 및 면
제의 관행에 관한 지표를 정조(定租)와 집조(執粗)의 항목을 구분하여 각 도 단
위에서 수치화하여 기재하고 있다(慣行(上): 357~363). 이것은 재해 등으로 인
해 ‘소작료 일시감면’을 목적으로 소작쟁의가 제기될 경우, 식민지 농정당국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갈 수 있는 근거자료, 즉 일종의 가이드라인, 조정
지침이 확보되었음을 의미하는 사건이다.40)
다음으로, ‘소작료인상’과 ‘고율소작료’에 관해 살펴보자.

40) 이 기준에 근거하여 소작료를 일시적으로 감면한 사례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감면비율
이 구체적인 수치로 적시된 몇 가지 기사의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爭議未然防止코저
忠北災地 小作料輕減免除 八分作은 二割減, 三分作全免 各地主에 標準提示｣, 每日申報
1936-10-13; ｢小作料의 減免은-三分作以下에 全免｣, 每日申報1939-08-04; ｢三分作以下는
全免- 關係各地主들의 自發的免除를 慫慂하는 中-全北小作料減免方針을 決定｣, 每日申
報 1939-08-24; ｢(三) 小作料의 減免標準｣, 每日申報 1941-01-25; ｢旱災地對策 小作料减
免｣, 每日申報 1942-10-09 등. ｢조선농지령｣의 실시 이후 법령을 빌미로 삼아 소작쟁의
가 과도기적으로 빈발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기사도 있다. ｢農地令實施後로 小作料 减
免願 激增 故意로 地主를 걸어서 紛爭 朝鮮農政史의 過渡期 現狀｣, 每日申報
193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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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식민지 조선의 소작료 관련 소작쟁의 건수 (농림계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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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朝鮮總督府農林局, 1940, 朝鮮農地年報(第1輯), pp.21~23에서 추출하여 작성.
(* ‘風水旱害 및 病蟲害로 인한 不作에 따른 소작료 일시감면’ 건수는 도시하지 않았다. ‘고
율소작료’는 시기별로 각각 ‘소작료인하요구’(1927~1929), ‘소작료고율’(1930~1936), ‘소작료감
액’(1937~1939)의 항목을 반영하였다.)

‘소작료인상’과 ‘고율소작료’를 보면, 위의 그래프에서처럼 1934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항목이 중요한 이유는, (1) ｢조선농지령｣(1934)
등에서 해당항목에 대한 법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소작쟁의 빈도가 급
증했다는 점에서 법 외부의 해결이 요청되었다는 것, (2) 지주측의 소작권 이동
을 위한 빌미로서의 소작료인상의 항목은 이미 ‘소작권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는 점을 감안하면, 소작료의 문제를 다투게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특정한 비
교지표나 표준이 존재할 때에 가능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특히, ‘고율소작료’
를 이유로 한 쟁의는, ‘고율’의 정도를 둘러싸고 지방별, 소작지별, 지주별 비교
지표가 확보되어 소작쟁의의 발생단계에서나 해결단계에서 그 근거로써 활용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을 요한다. 이 점은, 慣

行(1932)에서 파악된 군 단위 소작료 평균치 정보가 농정당국은 물론 쟁의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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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서도 인지되고, 또 비교지표로서 활용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
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몇몇 기사자료들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가령, 1920년대의
소작료에 관한 안건의 논의방식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조금 길지만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인용하기로 한다.
소작료가 높은가 아닌가의 문제는 금일에 시작된 문제가 아니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주측에서는 높지 않다고 하고 소작인에서는 매우 높다고 하
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주계급의 세력이 여전히 위대하여 약자인
소작인으로서는 도저히 자기의 주장을 세울만한 여망이 없다고 자포자기하
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또 하나는 소작인들이 현재의 소작료가 매우 높
다는 주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이 중대한 이유이다. 지주측에서도
현재의 소작료가 결코 높지 않다는 이유를 충분히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나,
소작료 결정에 관한 학문상 연구가 완전치 못한 까닭에, 지주가 상대하는
소작인을 미혹하여 오늘날까지 유야무야하며 자기의 세력과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일처럼 소작쟁의가 중대시하게 되매, 지주는 앞으로도
언제까지나 과거의 입지를 유지하기는 불가능할 것인데, 즉 높다면 그 높
은 이유를, 높지 않다면 그 높지 않은 이유를 각각 충분히 명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다시 말해 소작료는 무엇을 표준(標準)하여 결정되어야
可하며 정당한 표준에 의해 결정된 소작료는 어떤 것이며, 그 정상의 양의
소작료와 금일의 소작료를 서로 비교할 때 그 관계는 어떤 것인지 충분히
연구하여 양쪽의 주장의 이유를 명료하고 철저히 照合定準할 필요가 있다.
……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의 소작료는 합리적 표준 즉 경제적 조건에
기초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그 결정표준을 존수할 수 없고, 소작료 作
定에 다른 표준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강조는 인용자)41)

이에 비해, 慣行(1932) 발간의 즈음, 그리고 그 이후의 소작료에 관한 안건
의 논의방식은 다음과 같다. 시간적 추이에 따른 변화를 의식해가면서 순차적으
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慣行의 조사기간을 즈음한 시기, 즉 일종의 과
도기적 현상이 목격되는 시기의 양상으로서는,

41) ｢地租와 小作料의 歷史的觀察(鮮于全)｣, 동아일보 19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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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城) 지난번 소작쟁의에서 총독부 마쓰무라(松村) 토지개량부장은 수리
조합의 조합비를 당연히 조합원인 지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합원이
아닌 소작인이 부담할 성질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하여 일부 지주들로부
터 큰 반감을 샀다. 이에 대해 同부장은 “조합비를 지주가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문제와 수리조합구역내의 소작료를 어느 정도로
결정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별개이다. 소작료를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하
는가의 문제는 매우 곤란한 문제로, 특히 수리조합구역 내에서 그렇다. 수
리조합의 성립 이후 수확도 증가하고 조합비 등 기타 새로운 부담이 더해
진다. 또 肥料貸, 農具貸 및 노동력의 증가를 동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에 따라 소작료를 어떻게 변경해야 할 것인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기 어렵
다.”(강조는 인용자)42)
進永 追間농장의 소작료문제에 관해서는, 군(郡) 당국에서도 신중하게 그
성행에 주의하고 있는데, …… 다소 소작료의 變改는 피할 수 없는 것 같
다. 그 인상의 범위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는 분명치 않다. 本府 또는 道
등에서 정해진 소작관행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작료의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한다고 생각하
고 있다.”(강조는 인용자)43)

본부나 도(道)에서 정해진 소작관행이라고는 했지만, 그것은 지방별로 조사되
어 본부에 수합된 지방별 소작관행을 의미한다. 이를 기준으로 삼아 소작료인상
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식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언급은 소작관
행조사의 결과물로 얻어진 일련의 보고내용이 소작료 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
서 일정한 지침,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소작관행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31년 말에, 수집된 관행자료에 기초하여 소작료를 결정하여 지주
와 소작인 양측을 납득시킨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44)
다음으로, 소작관행조사의 결과물이 부분적이든 전면적이든 일반에 개방되고
난 이후의 소작료관련 소작쟁의의 양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기사는

42) ｢水利組合區域內の小作料標準は / 自ら別個の問題だ松村土地改良部長談｣, 大阪朝日新聞
1929-02-27.
43) ｢小作料値上げ問題: 松井文輔(昌原郡守)氏談｣, 南鮮日報 1929-09-01.
44) ｢(進永小作爭議)小作慣行法適用して解決｣, 大邱日報 193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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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소작료’에 대한 인지(認知)는 물론, 소작관행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효용을 언급한 부분도 있어서 조금 길지만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소작료최고 9할, 이것은 소작관행조사의 결과로 나타난 숫자이다. 이 무
제한의 가렴주구야말로 조선의 농촌문제의 중심문제요 이것을 개혁하는 것
이 가장 근본적인 개혁이다. …… 소작관행조사는 1929년 이래로 계속하
여 당국에서 행하는 것으로, 장차 조선의 小作令 및 小作爭議法이 제정된
다고 하면, 그 기초가 될 만한 것이다. …… 이제 소작료에 관한 것만을 본
다면, 昨紙에 보도된 바와 같이 定租나 打租나 檢見을 불문하고 보통 5할
제 가량으로 된 것을 알 수 있다. 도별로 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그 중에 고율인 것을 보면 7할 이상, 8할, 9할까지 있으니 그 가렴주구의
의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그 중에도 서북조선에는 이 경향이 덜하고 경기
이남에서 더욱 심한 것은, 재래에 추측으로 생각하던 바와 큰 차이가 없다.
8할, 9할의 소작료를 받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의 誅求라고 할 것이나, 普通
으로 5할이라고 하는 것도 결코 적당한 率勢라고 할 수 없다.(강조는 인용
자)45)

이 기사에서는 소작관행조사의 결과물을 부분적으로 확인하고, 조선 전체의

‘소작료지도’를 그려내고 있는 주체가 발견된다. “재래의 추측과 큰 차이는 없
다”고는 하지만, 기존에 자신이 가졌던 막연한 주관적인 추측⋅의견과 ‘전국적’
조사를 통해 얻어진 계수화된 ‘과학적’ 통계치가 자신의 입론을 세우는 데에서
모두 동등한 근거능력을 지닌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물론,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사태는, 계수화된 통계치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이나 입안된
정책의 ‘정당성 신화’를 그대로 내면화하고 있는 식민지 주체의 출현을 의미하
는 것이기도 하다.
경북 군위군 지방에서는 …… 금년은 평년작에 1~2할 增收의 풍년이라
하나 흉년 때보다도 더 窮境에 빠지게 된 원인은, 지주들이 겉만 보고 고
율의 소작료를 받는 한편 債主들의 인도, 차압이 많아서 허울 좋은 풍년에
농민들은 더욱더 곤궁케 된다고 한다. 그나마 소작권박탈을 우려하여 숨은
불평의 소리가 漲溢하다는데, 郡 당국에 도착한 각 面의 고율소작료 조사
45) ｢小作料九割, 朝鮮農村問題의 中心點｣, 동아일보 193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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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에 의하면, 최고 9할 5푼, 최하 6할 5푼으로 그 중 가장 가혹한 것은
대구부 동문정(東門町) 20번지 若林城助 씨의 땅이다. …… 이에 대해, 군위
군수 오재순 씨는, “각 면(面)의 보고를 보니 상당한 高率이므로, 道 소작
관에게 그대로 보고하였으나, 농회 주최 지주간담회의 석상에서 지주와 소
작인 간 平均率로 增收하자고 결의한 것이 있으니까, 지주가 먼저 감하하
여 줄 테지요 云云”(강조는 인용자)46)

1933년 기사이다. 면 단위 고율소작료 조사가 이루어져 군에 보고되고 있다는
점, 군수가 이들 자료에 근거하여 고율소작료임을 판단하고 도 소작관에 보고하
여 함께 문제의 해결을 추구하고 있는 점, 지주와 소작인 간의 소작료 관련 합
의—평균율 증수—가 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또, 이런 제반의 근거자료로
판단해보건대, “지주가 먼저 감하해줄 것”이라는 예측도 제출되고 있다. 다음으
로, ｢조선농지령｣의 시행규칙에 소작료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는 사회적 여론도 등장하고 있다. 물론, 소작료에 관한 한 ｢조선농지령｣은 지주소작인 간 계약을 통한 자율결정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었다. 소작료에 관한 직
접적인 관리는 ｢조선소작료통제령｣(1939)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 실제의 역사
이다. 여하튼 그 내용을 보면,
정읍경찰서에서는 소작인대표 13인을 경찰서에 불러 모아 발포된 농지령
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경청했다는데, 소작인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농지
령 시행규칙에 소작료의 구체적 표준을 확립할 것을 요구.(강조는 인용
자)47)
｢조선농지령｣에서의 소작권 보호와 마찬가지로, 소작료에 대해서도 그것
을 심사할 어떤 표준이 있어야 한다.(강조는 인용자)48)

46) ｢最低六割五分에서 最高九割五分까지 ‘全收穫十五斗에 作料 十四斗’ 軍威高率小作料調査｣,
｢個人別最高作料 各面調査報告分｣, ｢相當한 高率, 小作官에 報告｣. 이상의 기사의 출처는
모두 동아일보 1933-11-10.
47) ｢農地令施行과 作人側意見 小作料確立 作權均等主張 井邑警察에서 聽取｣, 동아일보
1934-05-11.
48) ｢(社說)小作料問題｣, 동아일보 193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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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농지령｣은 보통소작의 기간을 3년으로 확정하고 소
작지관리인을 규제, 단속하는 내용으로 입안되었다. 소작료의 결정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이 점이 ｢조선농지령｣을 ‘지주 입장에서의 보수적 개혁’ 정
도로 평가하는 관점의 근거이기도 하다. 다만, 위의 기사에서 중요한 점은, 소작
료의 ‘구체적 표준’을 결정하여 법령 안에 기입하자는 요구가 나왔다는 점이다.
이런 요구가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구체적 표준’ 자체가 충실히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이 역시 慣行의 존재 위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인
셈이다. 식민지 농정의 문법의 전환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소작쟁의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慣行은 대단히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다음의 기사
가 이를 암시한다.
(신의주) 不二農場 소작쟁의 조정알선으로 출장하였던 近藤 농무과장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번 문제를 야기한 중점은 소작료의 저하와 개간비
환급의 2건이고, 기타는 이에 부수한 지엽적인 요구였다. 소작료저하의 이
유는 ｢농지령｣에 의거하여 수리조합비 및 공조공과는 지주부담이라고 明記
되어 있어서 당연히 수리조합비는 농장에서 부담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징수하고 있는 5할 8푼의 소작료는 8푼은 조합비의 변질로서 당연히 이를
면제하여 5할로 할 것이라는 데 (그 해결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농
지령｣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5할 8푼의 소작료는 他農場에 비
해 고율이 아니다. 이 점을 상세히 설명한 바, 소작인측도 이에 대하여 양
해하였다.”(강조는 인용자)49)

｢조선농지령｣의 내용에 따라 소작쟁의를 ‘평화적으로’ 해결해가는 농정관료의
모습이 이 기사에 나타나있다. 법령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요구하면서 소작쟁의
이슈를 해결해가는 모습인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他農場에
비해 고율이 아니”라는 농정관료의 언급이다.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점은 일정한 비교지표의 존재를 확인해준다. 또, 농정관료가 이 사실을 적시
하면서 조정을 수행한 결과, 소작인측도 이를 납득하고 쟁의를 풀고 있는 것이
다. 이외에도 소작료 표준의 결정에 관한 요구,50) 소작료 형태의 ‘공평’한 결정
49) ｢小作人의 要求는 農地令의 誤解. 調停斡旋次로 出張하엿든 近藤農務課長談｣, 每日申報
193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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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둘러싼 논의51) 등도 제출되었다. 이러한 제반의 사태는 식민지 농촌사회의
계급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여러 사회적 제도, 장치, 지표 등이 마련되
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갈등의 제도화’).
다음으로, 경무계열에서 포착한 소작쟁의의 양상을 함께 교차분석하여 앞의
논지를 좀 더 보완해보기로 하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소작쟁의에서 소작료에
관한 안건은 통상 집단쟁의의 양상을 띤다는 점에서 경무계열에서 포착한 소작
쟁의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경무계열의 통계에서는 그 기재된 쟁의의 건수
가 농림계열의 그것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다만, 건당 참가인원 평균치는
계속 40~60명을 웃도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집단쟁의를 추출하여 관리하고자 한
것이 통계수집의 주된 목적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경무계열에서 잡아낸 소작
쟁의 통계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소작료 관련쟁의의 발생원인별 세부항목을 자
세하게 표시하지 않아 활용에 다소 한계가 있다. 농림계열의 통계가 쟁의신청된
사건의 전수(全數)를 다 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던 점과도 대조적이
다. 경무계열에서 포착한 소작쟁의 발생의 원인항목에서 ‘소작권의 취소와 이동
에 의한 것’ ‘소작료의 감액요구(증액 반대)’의 항목을 중심으로 그 양상을 확인
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50) ｢朝鮮小作料標凖率 决定에 關한 管見｣, 매일신보 1938-05-15.
51) ｢不當한 坪刈標準에 小作人 大不滿, 소작료가 六할 이상이나 된다고 河東 東拓小作人不
平｣, 동아일보 1937-11-12. 평예표준(坪刈標準, 1평의 수확을 하여 이를 기준으로 삼아
전체면적으로 추산하여 소작료를 걷는 방식)을 적용하면 불이익이 되므로, 타작(打作)을
통해 소작료를 납부하기로 했다는 언급이 나온다. 다음의 기사도 참고할 것. ｢作料坪刈
에 不當, 豐作處를 標準해, 扶安 東拓作人 非難｣, 동아일보 193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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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조선총독부 경무계열에서 파악한 소작쟁의의 발생원인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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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1920~1933년의 자료는 朝鮮總督府警務局, 1933, 最近ニ於ケル朝鮮治安狀況 pp.158~159,
1937~1938년의 자료는 朝鮮總督府警務局, 1938, 最近ニ於ケル朝鮮治安狀況 p.99에서 추출하
여 작성. 1934~1936년 수치는 누락)

경무계열 통계에서 소작료 관련 항목의 경우, 풍수한해(風水旱害) 등의 사유로
인한 소작료의 일시적 감면, 소작료 인상, 고율소작료 등 농림계열의 세부적인
파악방식과는 달리, 이와 관련된 사항이 모두 ‘소작료감액’의 항목으로 포착되
고 있다. 또, 쟁의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자체의 한계에 의해 그 확인이
좀처럼 쉽지 않다.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1938년의 경우 중요소작쟁의의 사례를
열거해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경무계열에서 포착해온 소작쟁의의 대강
의 양상을 가늠해볼 수 있는 정도이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무계열에
서 포착한 쟁의의 경우, 농림계열의 그것과는 달리 소작료와 관련된 안건이 다
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 소작조건과 소작료에 관한 쟁의의 의제, 요구가 다른
곳과의 ‘비교’의 위에서 제출되고 있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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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2.18

4.4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충북

충북

전북

전북

경북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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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권반환
소작료감액
소작료감액
소작료감액

소작료감액
소작료감액
소작조건개선 104

파주군,
백락원

안성군,
김성권

청주군,
이건영

청주군,
송기헌

익산군,
植杉壽雄

해남군,
森농장

김천군,
高瀬농장

소작조건이 다른 지주에 비해 열악하여 그 개선을 군수 및 경찰서에 미해
진정하여 조정 중.
결

흉작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1~3할의 고율이 되어 감액을 요구해도 미해
응하지 않아 당국에서 조정 중.
결

고율소작료에 대해 감면을 요구했는데 지주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
타협
작조정신청을 한 결과 군의 알선으로 타협성립, 해결

77 지주가 관개시설비의 반액을 소작인에게 부담하기를 요구하여 이에 타협

69

35

8

-

-

43

-

종래의 斗量 징수에서 斤量 징수로 바꿔 소작인들이 石當 2두반 정
미해
100 도를 손해를 보게 되어 그 감액과 지세의 지주부담을 요구했는데 거
결
절하여 분쟁 중.

-

-

-

打租를 定租로 바꾸면서 소작료가 고율이 되어서 감액을 요구했는데 미해
지주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작조정 신청, 분쟁 중.
결

지주로부터 소작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정의 日限을 경과하고 있음에 미해
도 불구하고 異動통고를 내서 분쟁 중.
결

지주간담회에서 결정된 소작료환산율보다 2貫宛을 增徵하고 있어서 미해
그 개선을 지주에게 요구해도 거절하여 분쟁 중.
결

40

47

30

15

소작계약 갱신의 결과 종래보다 고율이 되고, 게다가 旱害, 稻熱病으
63 로 인한 減收로 인해 그 감액을 요구한 결과, 올해 소작료는 내년에 타협
납입하는 것으로 타협, 해결

소작료감액

-

일수

쟁의

-

평택군,
이세규농장

관개시설비

결과

종래 黍穀과 穗는 지주와 折半으로 해 왔는데 올해부터 소작인의 소 미해
득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여 거절해서 분쟁 중.
결

소작료감액

고양군,
岩村농장

80

소작권取戾

봉산군,

쟁의의 경과

공유지불하를 수회 신청했는데 却下되고, 갑자기 岩崎政介로부터 소
미해
57 작료납입 催告를 받아 이를 거절함과 동시에 당국에 탄원서를 제출
결
하고 분쟁 중.

쟁의 원인 인원

평택군,
岩崎농장

道 발생일 장소, 지주

[표 23] 1938년 중요소작쟁의 조사 (朝鮮總督府警務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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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10.24

3.18

7.21

6.30

경북

경북

평남

평북

강원

소작료인상
반대
소작료인상
반대

영변군,
天柱寺寺領

춘천군,
田中定造

34

48

새 지주가 종래의 차지료보다 3할 내지 6배의 인상을 통지해와 차지 미해
인들이 이에 반대하여 인하를 요구하여 분쟁 중.
결

30년 전 계약으로 소작료가 다른 곳보다 저렴해서 그 증가, 갱신을 미해
통지했는데, 소작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분쟁 중.
결

-

-

61

종자는 소작인이 부담하고 볏짚 절반을 취하기로 한 것을 전부 소작
소작조건의
인이 취득하는 것으로 관리인의 승낙을 받았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
타협
31
일부변경요구
아서 조정신청. 종자와 볏짚 모두 지주와 소작인 절반하는 것으로 타
협, 해결

용강군,
강위정

21

打租折半의 소작계약을 檢見으로 바꿔 그 사정이 고율이어서 소작인
121 이 불리하게 된 결과 조정을 신청. 지주 52, 소작인 48의 비율로 타 타협
조로 하는 것으로 해결.

소작료감액

안악군,
加藤농장

11

67

소작료인상
반대

봉산군
阿部농장

19

소작료가 다른 곳에 비해 고율이기 때문에 1할 인하를 요구했으나
관철
지주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작인의 요구관철에 의해 해결.

소작료인상 통고를 받은 소작인들이 대표자로 하여금 조정신청을 하
관철
게 한 결과 종래대로 打租로 바꿔 해결.

34

소작료인상
반대

신천군,
斎藤농장

철원군,
加藤농장

稻作 불량의 원인은 농장지도원이 잘못 지도한 것에서 기인하여 감
소작료감액 85 액을 요구. 지주도 이를 양해하여 흉작의 정도에 따라 감액하여 해 타협
강원
9.3
117
결.
안평군,
수해로 減收되어 소작료의 低減을 조정신청하여 당국의 알선에 의해
소작료감액 37
타협
함남 11.24
21
이응천
타협, 해결
[출전] 朝鮮總督府警務局, 1938, 最近ニ於ケル朝鮮治安狀況, pp.100~102. 참고로, 1938년 총 소작쟁의 건수는 30건이고, 이 가운데 소
작료 관련은 21건, 소작권이동 관련은 6건이다. 미해결 건이 많은 것은 쟁의 발생일이 연말에 가까워 집계 당시 계속 분쟁 중이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강조는 인용자.

4.9

경북

응하지 않아 군의 조정을 통해 요구한대로 반핵부담으로 해결.

부담 반대

황수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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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조선의 소작쟁의 해결건수 및 조정자 구성비율의 추이(%)
年次
해결건수
- 당사자(%)
- 조정⋅판정(%)
조정자비율(%)
소작위원회
경찰관
府郡島 직원
읍면장, 직원
구장⋅부락유지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735
17.1
83.5

6,437
14.4
85.9

24,664
14.4
86.3

27,903
23.2
75.8

30,245
29.0
68.8

21,084
28.6
70.0

15,025
28.6
69.1

29.6
29.6
17.8
11.9
1.2

28.8
44.5
19.7
11.6
0.2

24.6
27.0
24.9
28.2
0.5

28.0
22.8
25.9
30.4
4.3

31.1
23.5
19.0
30.4
4.9

40.8
14.2
19.1
29.9
2.1

41.8
14.3
20.9
27.1
3.2

[출전] 朝鮮總督府農林局, 1940, 朝鮮農地年報(松本武祝, 1998: 146에서 재인용)

소작쟁의의 해결양상과 관련해서는 마쓰모토 다케노리 등의 상세한 연구가
이미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별다른 언급이 필요 없을 것이다. 1930
년대 중반 이후, 경찰관의 비중이 줄고, 소작위원회와 부군도 및 읍면의 직원들
에 의한 조정이 많아지고 있음을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소작쟁의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권해’(勸解)를 통한
해결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52) 권해 등에 의해 권해⋅조정 이전,
이후에 해결되거나 ‘취하’(取下)된 사건의 비율(백분율)은, 1933년(78.5%), 1934년

(84.8%), 1935년(92.5%), 1936년(93.5%), 1937년(92.8%), 1938년(93.9%) 1939년
(94.8%)이다. 1938~39년의 지표는 ‘권해전 취하’ ‘권해성립’ ‘조정전 취하’로 이

52) 이 권해제도의 존재는 일본과 다른 식민지 조선만의 특징이었다(｢特異한 點은 勸解制度:
朝鮮小作調停令｣, 동아일보 1932-11-30). 소작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소작쟁의 권
해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서 소작위원회의 자유재량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과 요구 및 그 지방의 소작관행을 참작하여 가장 適正하고 公平한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小作慣行を參酌し委員會の自由裁量｣, 朝鮮民報 1933-06-29. 강조는
인용자)이라고 되어 있었다. 혹은, “소작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작쟁의의 조정을
담당하는 재판소는 종래의 소작관행을 기초로 하여 실제의 사정 및 도 소작관 등 쟁의
의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이의 의견을 참작하여 분쟁의 조정을 수행한다. 그 이외의
경우는 적당한 이를 선정하여 권해를 맡겨 속히 쟁의를 해결하게 한다. …… ‘쟁의권해
의 기준’으로는 현재 소작관계 실체법인 소작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대체로 현행소작관례
와 지방의 실정을 표준으로 삼는다. 또, 현행소작관례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감안하
여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해를 수행한다.”(｢(農村疲弊の匡救策)小作爭議頻發に鑑み 各郡
に小作委員會設置｣, 朝鮮中央新聞 1933-08-04; ｢爭議勸解는 互讓妥協으로, 淸州小作委
員會에서｣, 동아일보 1933-08-06. 강조는 인용자) 여기서 권해의 표준, 기준이 되어야
할 ‘지방의 소작관행’이라 함은 慣行(1932)의 기재내용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 202 -

제3절 소작관행조사와 그 사회적 결과: 朝鮮の小作慣行의 권력효과

전보다 더 세분화된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다. 위의 수치는 이들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 1933~1937년까지는 ‘취하’의 항목만 있고 ‘권해전 취하’ ‘권해성립’ ‘조
정전 취하’의 세부항목이 드러나 있지 않아, 권해⋅조정 과정에서 순수히 취하
된 쟁의의 비율을 확인하기 어렵다. 1938년의 ‘권해전 취하’와 ‘조정전 취하’ 등
순수히 취하된 쟁의의 비율은 44.5%, 1939년의 비율은 41.6%이다. 이렇듯 취하
가 많았던 세부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분석이 요청되겠지만, 일단
은 소작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게 고양되지 않고 본격적인 조정⋅소송의 절차
로 진입하기 이전에 조율⋅타협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조정자로서의 식민국가’ 표상의 탄생
다음으로, 慣行이 가져온 사회적 결과로서, 부재지주와 소작지관리인이 정
책적 규제가 필요한 문제범주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소작문제로 대
표되는 식민지 농정에서, 그 위기를 낳은 원인과 해결책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방식으로 인지되거나 규정되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경제파멸의
원인, 현상 및 대책을 통해 살펴보았거니와, 제국-식민지 경제구조의 비대칭성,
불균형, 그리고 식민국가의 경제도태정책을 문제의 원인으로 간주하게 되면, 그
대책은 식민지적 경제구조의 해체에서 찾아져야 한다. 나아가 그것은 주권의 회
복이라는 정치적 기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식민국가가 소작관행조사를 통해 식민지 사회문제의 원인
으로서 ‘부재지주’ ‘소작지관리인’이라는 범주를 ‘발견’하고 부각시켰다는 사실
은 여러 모로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농정관료 시오다 마사히로의 증언
을 통해서도 한 차례 확인했거니와, 부재지주와 ‘사음’은 고율소작료의 원인이
자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조선 소작관행에서의 최대의 ‘암적인 존재’로 간주되고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소작관행조사에서 해당 항목을 질문지에 넣어 관련 관
행에 대한 정보를 세밀하게 수집하던 그 당시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고, 그 결과
보고서인 慣行에 기초하여 입법 작업에 들어간 순간 이미 확정된 사태라고도
할 수 있다.53) 소작관행조사에서 이들 존재는 다음과 같이 포착되고 있었다(朝
53) 부재지주의 경우, 소작관행조사의 조사항목은 (1) 관내지주와 부재지주의 소유면적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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鮮司法協會, 1936: 41).
종전 조선에서는 경성에 거주하는 권문세가 또는 지방의 토호가 각지에
농지를 廣占하여 소위 부재지주가 많아서 타인에게 농지를 관리하게 하는
관습이 생겨나 그 제도가 발전했다. 일한병합 이후 대지주가 증가함에 따
라 그 제도는 현저하게 발달을 거듭했다. 이 농지관리자를 보통 ‘마름’(吏
讀이다) 또는 ‘舍音’이라고 부르는데, 오늘날 그 수는 전 조선에 걸쳐
32,000여명, 관리소작지는 589,000여 정보, 피관리소작인은 15만여호를 헤아
리고 있다(1930년 조사에 의함).

부재지주와 소작지관리인의 관행은 조선의 전통사회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문
제인데다가, 토지겸병이 늘어나면서 더욱 증가, 심화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2) 부재지주의 소작료(감면의 정도를 참작하여)는 다른 곳에 비해 대체로 높은지 혹은
낮은지, 그리고 그 이유 (3) 이 경향은 도회에 거주하는 지주의 경우 특히 심한지, 그렇
다면 그 이유 (4) 기타의 이익과 폐해 등이었다(慣行(上) 부록: 23). 慣行의 보고에
따르면, “부재지주의 소작지는 최근 20년 동안 현저하게 발달했다. 곧 자작농의 몰락에
의해 도시상공업자 등 토지자본의 집적과 농촌거주지주의 도시이주, 부재토지소유권자의
개간, 간척사업에 의한 소작지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면 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부재
지주 소속의 소작농 호구의 수는 778,787호이고 이것은 순소작농 호수 대비 35%에 해당
하는 수치였다(慣行(下) 續編: 1~2). 부재지주 소작지의 소작료는 다른 지주들에 비해
조금 낮거나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기는 했지만(특히, 北鮮) 일부에 그쳤고, 대체로 높은
편에 속했다(특히, 南鮮). 부재지주의 폐해는 소작지관리인이 지주-소작관계에 개재함으
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다수였고, 다만 그 이익으로서 “지주에 대한 무상노역이나 선물
등의 추가부담이 없고, 소작료의 변화가 적으며, 소작권의 이동이 비교적 적어 소작기간
이 대체로 길다”는 점이 보고되고 있다(慣行(下) 續編: 2~13).
소작지관리인의 경우, 소작관행조사의 조사항목은 (1) 지주가 소작지관리인을 두는 이유
(2) 관리인의 지방적 명칭, 임무, 인원수, 관리소작인 수와 관리인 1인당 관리면적, 관리
소작농 호수의 최대치와 최소치 (3) 소작지관리제도의 유래와 변천 (4) 지주의 관리인 선
택의 조건과 관리인의 사회계층적 성격(지주의 친척, 지역민, 농업자, 비농업자, 지주, 자
작농, 소작농인지의 여부) (5)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6) 관리의 계약형식 (7) 보수의 부
담자 등이었고, 최종적으로 관리인의 이익과 폐해를 조사하도록 했다(慣行(上) 부록:
21~23). 慣行의 보고에 따르면, 총 소작지에 대한 관리인 관할 소작지의 비율은 24.1%
에 달한다. 이 가운데, 특히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의 경우는 40% 안팎을 차지한
다. 소작농의 호구 수로 보면, 순소작농 가운데 관리인 관할 소작농의 비율은 38.3%에
달한다. 이 가운데, 특히 경기(85.9%), 충남(60.2%), 전북(52.2%), 전남(47.5%), 충북(41.4%)
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보고서에는 고율소작료의 원인, 부당이득의 수취, 부당한 강요
등 이들의 폐해에 관한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포착되어 있다. 다만, 농업경영 지식이 부
족한 지주를 대신해 소작지의 황폐화를 막고 집약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 등,
소작지관리인 제도가 지닌 이익도 부분적이나마 함께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
요가 있다(慣行(上): 625~629, 66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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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식민지 조선에서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특수성’ 차원의 사안으로 간
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부재지주와 소작지관리인이라는 범주는 일본의 1921년 소작관행조사
에서도 쟁점화된 바 있다. 조사항목을 결정하여 각 면단위 행정기구에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했던 식민지 조선에서의 소작관행조사(1930~1932)에서 그 조사항목
은, 앞에서 논의한 바대로 일본의 1921년 조사의 조사항목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범주에 관한 관심과 파악이 과연 식민지 조선에만 해당하는

‘특수성’을 지니는가, 라는 의문이 발생한다. 다만, 우리는 그 조사의 결과물이
완성되어 일반에 공개되고 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조선에서 이루어진 소작관행조사의 보고서에서 그 조사항목과 정리항목에 동일
하게 이 범주가 기입되어 있다는 사실로 논의를 마감할 것이 아니라, 이 보고서
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이후의 전개에 관해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식민지 조선만의 특수성, 혹은 식민성이 드러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우선 확인되는 것은, 慣行에서 마름 등 소작지관리인이
관리하는 부재지주의 소작지의 경우 지주 직영지나 일본인 소작농장보다 소작
쟁의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이다(慣行(上): 665~667). 더
주목을 요하는 사안은, 慣行 발간 이후 조선사회의 반응이다. 이들을 ‘악덕지
주’ ‘악지주’ ‘악덕사음’ ‘악사음’으로 호명하고, ‘부재지주’와 ‘소작지관리인’을
질책하는 논의가 조선의 여러 언론들 안에서 범람하기 시작한다. 당시의 신문기
사에서 이들이 언급된 사항을 시계열적으로 간략히 도시(圖示)하면 아래의 그림
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1925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나면, 1920년대 내내 이와 관련된
이슈가 식민지 조선의 담론장에서 별달리 등장하지 않다가, 1933년부터 급증하
여 1937년까지 그 흐름이 이어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악(덕)지주’와 관련된
담론은 1939년까지 지속적으로 활발히 생산되고 있었다. 慣行(1932)을 언급하
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가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54) 이 현상은 慣行의
54) 그 예로서, ｢小作慣行調査로 判明된 惡制度. 소작권 이동의 위협으로 최대한 착취 舍音
의 報酬까지 徵收｣, 동아일보 1932-08-13; ｢全朝鮮舍音의 七割은 小作人에게 生活費搾
取 地主로부터 給料받은 者 不過一割 舍音臺帳備置次로 總督府의 調査結果 今後嚴重取
締方針｣, 동아일보 1933-04-12; ｢舍音의 權限等을 調査. 惡舍音撲滅策樹立 / (小作爭議
의 大部分이 惡舍音의 弄奸)道內 舍音 四千名 超過豫想 慶北道에서 嚴重內査｣, 동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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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이 낳은 사회적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악(덕)지주’를 비판하는 기
사들의 경우, ‘악(덕)사음’을 언급하는 기사들과 중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55)
[그림 11] ‘악(덕)지주’ ‘악(덕)사음’ ‘부재지주’와 관련된 신문기사의
건수(1924~194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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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1925192619271928192919301931193219331934193519361937193819391940
악지주/악덕지주

부재지주

악사음/악덕사음

[출전]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www.koreanhistory.or.kr) 검색을 통해 신문기사자료 ‘제목’에
나오는 빈도수를 집계(검색일: 2013-6-10).
보 1933-06-08; ｢農村のバチルス 舍音を嚴重に取締る / 想像以上に被害が甚し 各道小作
制度の實相調査で判明｣, 大阪朝日新聞 朝鮮版 1933-10-29 등이 있다. 또, ‘악덕지주’와
‘악덕사음’에 관해서는, 소작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지역의 기관이 주관하여 지역별
조사를 추가로 수행하였다. ｢小農의中間搾取階級 舍音三萬三千餘名 / 各道에命하야惡行
狀調査 今後大整理할方針｣, 朝鮮日報 1934-04-20; ｢無謀な搾取をする不良舍音の大整理 /
全鮮約三萬三千人中から適當か否かを當局で調査を急ぐ｣, 京城日報 1934-04-20; ｢不良地
主と惡舍音退治 / 忠南各郡面に對し秘かに調査を命ず｣, 京城日報 1934-09-15; ｢惡舍音
に大鐵槌 / 漁夫の利を狙ふ惡辣漢を各郡で嚴密に調査｣, 京城日報 1934-12-01; ｢不正地
主와 舍音 徹底團束主義—始興郡 農村의 弊害를 考慮 現地調査를 實行｣, 매일신보
1936-01-30 등을 참조.

55) 그 예로서, ｢惡地主 惡舍音 極祕裏調査, 安城警察 주재소 총동원 綻露되는 대로 鐵槌｣, 동
아일보 1933-12-05; ｢頻頻한 소작쟁의, 춘궁과 악지주의 협공받는 작인들, 악사음의 발
호도 자심하여, 김해에 조정申込 격증｣, 조선중앙일보 1934-04-11; ｢예산군 소작쟁의
今春에 백건 돌파, 악지주과 악사음 등 의연 발호, 농지령도 유명무실｣, 조선중앙일보
1936-04-28; ｢惡地主惡舍音 群山署서 警戒｣, 매일신보 1937-01-27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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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에서 보면, 제목에서 ‘부재지주’가 언급된 기사들은 빈도수가 그리
많지는 않은 편인데, 이것은 이들에 관한 담론이 ‘악(덕)지주’ 담론 속에서 함께
제기되고 있었던 데에서 그 부분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요컨대, 이들 부
재지주와 소작지관리인은 식민국가의 소작관행조사에 의해 소작쟁의를 유발하
는 문제적 존재/범주로 규정되었던 것이고, 식민지 조선사회의 여론도 ‘식민국가
의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그쪽으로 급속히 기울어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태는 단지 비등하는 여론의 문제로서만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소작관련 입법과정에서도 이들 존재는 부정적인 범주로, 또
정책적 규제가 필요한 문제대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소작관행조사를 기초로 입법이 추진된 ｢소작법｣(제59회 제
국의회 정부제출 소작법안)56)에는 소작지관리인에 대한 규제조항이 전혀 없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조선농지령｣에는 제3조, 제4조, 제5조, 제33조(부칙)에
서 소작지관리인에 대해 강력한 규제조항을 설정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조선농지령｣은 소작지관리인과의 계약사항에 대해 지주가 해당 부군도
의 지방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제3조, 제33조(부칙)). 또, 부윤이나
군수, 도사는 소작지관리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부군도 소작위원회의 의견
을 들어 지주에게 그 변경을 명령할 수도 있었다(제4조).57) 이것은 곧, 식민지
조선에서 소작지관리인이 식민국가가 직접 파악하고 관리해야하는 대상, 즉 식
민지 소작관계를 악화시키는 ‘원흉’이기에 규제할 필요가 있는 핵심적인 문제대
상으로서 부각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식민지 농정의 피폐화의 일차적 책임이
이들에게 있는 것으로 ‘표상’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삼일운
동 이래 1920년대 내내 식민지 조선사회의 쟁점은 제국-식민지의 정치⋅경제적
불평등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초점화되고 있었다. 이때, 식민국가는 민족주권을
탈취해간, 따라서 주권의 회복을 위해 필연적으로 적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56) 관련 자료는 朝鮮總督府農林局農務課, 1927, 內地 に於ける小作法草案と其の解說에서
확인할 수 있다.
57) 소작권 전대(轉貸)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조항도 소작지관리인을 염두에 둔 것이다. 메
이지민법은 ‘지주의 승낙 하에’ 이루어지는 소작인의 소작권 전대를 인정하고 있었지
만, ｢조선농지령｣은 ‘지주의 승낙이 있더라도’ 전대행위는 불법이라고 규정했다(제13조).
지주-소작관계의 사이에 자리하는 모든 ‘중간적 존재’를 제거해야 소작쟁의를 필두로 한
농정위기가 극복될 수 있으리라는 구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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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되었다. 조선의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은 식민국가에 대항하는 민족해
방운동을 진행하고 있었고, 이때 소작쟁의는 이 운동의 자원으로 동원될 수 있
는 매우 중요한 발화점(發火點)이자 매개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소작관행조사에서 조사항목에 이들이 기입되어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물인 慣行이 나와 세간에 공개되면서부터, 문제는 전혀 다른 것으로 치환

(displacement)되고만다. 말하자면, 투쟁의 대상(target)이 바뀌어버린 것이다. 이제,
식민지 ‘사회’ 문제는 이들 부재지주와 소작지관리인이 야기하는 것이 되고, 따
라서 이들을 규제하고 제거하기만하면 ‘사회’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
획이 점점 설득력을 얻어가게 되는 것이다. ‘전국적’인 조사의 결과물은 이러한
정치적 기획의 ‘정당성’을 보증한다고 간주되는 것이다. 이런 속에서 식민국가
는 이제 더 이상 주권문제를 매개로 한 적대의 대상이 아니라, ｢조선소작조정령｣,

｢조선농지령｣ 등 각종 농정입법 사업을 통해 식민지 사회의 약자를 ‘구제’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문제를 해결해가는 ‘중립적 기구’로서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해가는 것이다. 본고는 이 사태의 의미를 ‘조정자로서의 식민국가’ 표상의
탄생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참고로, 이 ‘조정자로서의 식민국가’ 표상은 ｢조선농지령｣(1934)의 제정과정에
서 지주의 반대시위와 이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방치’전략에 의해 공고화되었다.

1933년 10월 하순, 조선총독부 내에서 조선과 일본의 농무관료 및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소작령제정타합회의(小作令制定打合會議)가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
서 ‘농무과안’(朝鮮小作令試案, 1933.7)이 거의 원안 그대로 가결되었다. 이에
대해 11월 조선농회(朝鮮農會) 주최의 ‘전선농업자대회’(全鮮農業者大會)에서 일
본인 지주들이 맹렬히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진다(辻弘範(解說), 2005: 395). 지주
들은 ‘｢조선소작령｣ 시기상조론’을 제기하면서, 그 이유로 “조선에서의 토지는
생산증가의 여지가 매우 많다. 그러나 일반농민은 지식의 정도가 낮고 경제력이
빈약하기 때문에 이를 개척하려면 지주를 선도하여 그 지도⋅원조를 하게 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 …… 만약 법령으로써 권리⋅의무로 양자를 대립시키
면 농촌의 평화는 파괴되고 조선농업의 진보의 길은 막힐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朝鮮農會報 第8卷 第1號: 86). 이어, ｢조선농지령｣의 공포 직전인

1934년 2월, 이들 지주들은 도쿄에 진정위원을 파견하여 법안의 철회를 요청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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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선총독 우가키 가즈시게는 이러한 움직임을 사실상 방치했다. 우가
키는, 이러한 사태의 진전으로 “同令(｢조선농지령｣)을 민중들에게 가치 있어 보
이게 하는 副作用을 기대”(宇垣一成日記 第2卷: 950~951. 1934-2-18)하고 있었
다. 이후, 이들 지주층의 ‘소작령반대운동’에 대항하는 형태로, 조선인 지식인층
을 중심으로 소작권의 보호와 법령 시행의 촉진을 총독에게 ‘진정’하는 ‘왜곡된
현상’이 발생했다. 소작계급의 처지에 동정하는 천도교간부, 조선인 변호사단,
조선농민단체, 조선어 언론기관, 기타 민간유력자 등 각 단체 유지가 경성에서
회합하여, 지주계급의 소작령제정반대운동에 대항함과 동시에, 총독부에 법령제
정을 편달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여졌다. 그 대표자 20여명은 1934년 1월 16일
명월관 본점에 모여 ‘조선소작령제정촉진회’를 조직했다. 여기에서 ｢조선소작령｣
의 제정을 촉진할 것, ｢조선소작령｣ 제정에 관한 일체의 반대운동을 배격할 것
등 강령이 결정되었다(久間健一, 1935: 46). 이에 대해, 우가키는 “지금까지의 경
과는 대체로 기대했던 바대로 진행”(宇垣一成日記 第2卷: 945. 1934-1-17)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조선농지령｣에 대한 평가는 이 시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덧붙여, ‘농무과안’에서 보통소작의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던 것이,

｢조선농지령｣에서는 사실상 지주들의 요구대로 3년으로 단축되었는데, 이 과정
에서도 조선총독부는 그것을 일본정부의 요구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끔 하
는 데 힘을 기울였다(이윤갑, 2013: 160).

4. 자작/소작 이분법 인식체계의 자연화: 자작농창정사업의 경우
이렇듯 식민국가의 소작관행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부재지주와 소작지관리인
을 규제하고 이들을 ‘박멸’하기만한다면 농정의 핵심적인 문제는 자연스레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신화’는, 1930년대 식민지 농정사업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또, 이 농정사업에 대한 조선사회로부터의 평가, 여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자작농창정사업을 들 수 있다.
자작농창정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사업의 현실적 불가능성이 지적된 바 있고,
식민지 민족경제의 개선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금융자본에의
종속을 낳았다는 평가가 제출되어 있다(박명규, 1984). 본고는 이러한 연구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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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에 동의한다. 다만, 이러한 연구에 동의한다는 것과, 당시 자작농창정사업에
대한 식민지 사회의 ‘열망’이 존재했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별개의 문제이다.
본고는, 사업의 실패를 논할 수 있는 ‘현재적 관점’이 아니라, 사업이 의제로 제
출되고 동의 또는 비판에 직면해간 당시의 시점(時點)에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
해보고 그 정치적 의미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자작농창정사업은 식민지 조선에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본에
서도 진행되었고, 그 전거는 영국과 독일에서 발견되는 것이었다.
자작농창정안은 간단히 말하면 소작인을 자작농으로 만들려는 계획안으
로, 소위 ‘건실한’ 자작농을 창정함으로써 나날이 피폐해가는 농촌을 진흥
시키고 빈약화해가는 농민생활을 구제하는 동시에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옹
호를 도모하려는 농업정책인 바, 각국 정부는 물론 부르조아 경제학자까지
도 무한히 賞揚하며 장려하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1860년대부터 벌써 아일
랜드 농지에 대해 자작농창정사업이 착수되었다. 독일에서는 1886년 ‘서부
普魯西 및 포센에 대한 독일농민 扶殖장려법’에 의해 대규모로 자작농 제
정이 착수되었으며……58)

일본에서도 소작제도조사회에서 관련 사안이 심도 깊게 논의된 바 있다. 소작
제도조사위원인 다카오카 구마오(高岡熊雄)는 ｢戰後 歐洲에서의 농정문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대지주 박멸을 통한 중소농
육성책이 한창 진행 중임을 보고했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붕괴 이후 무정부상태에 빠진 농촌에서 농민들이 소
작료를 지불하지 않고 대지주의 토지를 점유했는데, 이를 정부가 법으로 승인하
는 형태로 농제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러시아와 같은 적화(赤化)를 두려워
했기 때문이라고 다카오카는 말한다. 다만 그는, 이를 교훈으로 일본 역시 자작
농 부식(扶植)에 힘써야 하겠지만, 소작을 자작으로 바꾼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
라 ‘독립적 경영이 가능한 농민’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日本農商務省農務課, 1924: 68~73). 농정의 최종적인 목표가 독립적 경영이
가능한 농민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이 견해는, 자작농창정사업이 내

58) 崔鎭元, ｢자작농창정안과 그 비판｣, 비판 1932.8. 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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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한 문제의 핵심을 짚고 있다.
다만, 이렇듯 ‘소작을 자작으로 바꾼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점은 당시 일
본에서는 첨예하게 인식되지 못했다. 오히려, 자작농창정사업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표현하는 수사들이 넘쳐났다. 예를 들어, “소유권의 마법은 모래를 금으
로 만든다”(The magic of property turns sand to gold)는, 영국의 농업경제학자이
자 사회통계학자인 아더 영(Arthur Young, 1741~1820)의 격언이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었다. 소작농을 자작농으로 만들어 그의 토지애착심리를 양성하기만
하면 생산력은 저절로 고양될 것이라는 논리를 대중적으로 표현하는 말로서 두
루 통용되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독일 나치의 ｢세습농장법｣(世襲農場法, 1933.5.15. 발포)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 ｢세습농장법｣은 한 농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최
소 면적의 자작농업지로부터 최고 125헥트아르까지 자작농업지를 세습농장으로
인정하고, 분할상속제로 인한 토지분할을 막기 위해 일자(一子)상속제를 적용한
다는 것으로서, 양도와 담보제공도 금지하였다. 말하자면, 일정 규모의 토지를
일가(一家)에 영구적으로 확보하게 하는 법이었다. ‘피와 땅의 결합’이 그 슬로
건이었다(八木芳之助, 1936: 27; 久間健一, 1935). 요컨대, 이 법은, 자작농이 농
정상, 국가경제상, 국가보건상, 그리고 국방상으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존재라
는 인식 위에서 제정된 것으로, 당시 일본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었던 것이다.59)
식민지 조선에서 진행된 자작농창정사업의 인식체계도 이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조선농민의 대부분을 점하는 소작인 증
가의 방지라는 現下 농촌경제의 갱생 및 농촌사상의 선도를 주안으로 하여

1932년도부터 실시된 것”이다. 그 방법은, “토지구매자금으로서 매년 道는 조선
간이생명보험적립금 132만원을 연리 6푼으로 융통받아 현재 경작에 종사하고
있는 소작인으로서 사상이 견실하고 장래 농촌의 중견인물이 될 수 있는 자질

59) 토지문제의 해결책을 둘러싸고 일본에서는 다이쇼 말기로부터 쇼와 초기에 걸쳐 자작농
창정주의와 소작입법주의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현실적인지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 물론,
이를 일도양단하듯 말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자작농창정주의는 대체로 농민의 이기심,
토지애착심에 대한 옹호에 기반한 것이었고, 소작입법주의는 경작권의 확립의 필요성을
주창한 것으로 볼 수 있다(八木芳之助, 1936: 29). 자작농창정사업에는 대규모의 국비(國
費) 투여가 필요하여 곤란하다는 재정상의 문제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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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이를 선택하여 1호당 평균 660원을 연리 3푼 5리로 대부”하는 것으로
서, “원칙적으로 현재 소작하고 있는 토지 沓 4反步 田 1反步 합계 5反步를 표
준으로 하여 구입하게 하고, 해당 자금의 상환은 1년 거치 24개년 원리균등상환
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 대부금의 연리 3푼
에 상당하는 보조, 부동산취득세,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하기로 계
획되었다(朝鮮總督府殖産局, 1933: 178~179). 이 사업은 당시 조선의 언론들로부
터 큰 기대와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60)
그러나 이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그 명칭도 곧바로 ‘자작농지설
정사업’으로 변경하게 되었고(朝鮮總督府農林局, 1935: 167), 이후에는 ‘자작농지
설정유지사업’으로 다시 명칭을 바꾼다. 이 사업의 계획 수립 이후 농지가격이
해마다 올라 자작농지의 설정과 매수에 지장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는 점, 따라
서 자작농지의 설정사업은 자작농지의 유지사업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 그 이
유로 제시되었다. 총독부의 보고에 따르면, 1932년부터 6개년 간 14,056호가 자
작농으로, 9,430정보의 면적이 자작농지로 각각 전환되었다(朝鮮總督府農林局,

1939: 210).61) 그러나 이것은 그동안의 식민국가의 대대적인 선전, 그리고 식민

60) ｢耕地面積과 自作農創定必要 耕地面積率은 比日本多｣, 동아일보 1929-06-15; ｢自作農을
創定하라｣, 동아일보 1931-08-20; ｢自作農創定 米專賣는 實行難, 토지 애착심을 길르고
저 今井田淸德總監時局談｣, 동아일보 1931-08-29; ｢自作農의 創定은 十年間에 二千戶
自作農 沒落速度와 比하면 九年의 一毛에 不過｣, 동아일보 1931-10-05; ｢土地兼倂의 大
勢와 對策, 自作農을 保護創定해라｣, 동아일보 1932-05-12; ｢農村對策重要項目 總督府
の自作農創定 愈よ全鮮に實施｣, 京城日報 1932-08-02 등. 다만, 자작농창정사업에 대해
예산의 확보문제와 지가상승 문제, 그리고 세금문제 등에 따른 우려가 제출되어 그 대책
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근본적인 수준에서 조선총독부가 창설될 자작농의 경작규모를
5反步 수준으로 잡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영세하기 때문에 자작농 전환이 이루어지더라
도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분석도 제출되고 있다. ｢自作農創定漸く行惱む / 五
段步では採算とれぬ｣, 신문스크랩자료(서울대도서관소장) 1932-10-07.
61) 단순비교는 어렵겠지만, 일본에서 이루어진 자작농창정사업의 진행상황을 잠시 예시해두
고자 한다. ｢자작농유지설정보조규칙｣(自作農維持設定補助規則, 1926년)에 의거하여
1926~1933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사업성과의 내역을 보면, 우선 자작농의 창설과 유지에
소요된 대부금(貸付金)은 총 110,882,000엔이었고, 창설면적은 51,500정보로 총 소작지면
적의 1.8%에 불과했다. 자작농창설 호구의 수는 119,600호, 유지 호구의 수는 15,917호,
합계 135,517호였다. 자작농창정사업으로 자작농이 된 이들의 경작면적을 구체적으로 보
면, 5反步 이하가 8.4%, 5반보~1정보가 50.2%, 1정보 이상이 41.4%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림성 보고서는, “전국적으로 개관하면, 5~6反步 정도의 농지를 소유한 자
작겸소작농이 된 이들이 가장 많다”고 평가하고 있다(農林省農務局, 1935; 八木芳之助,
1936: 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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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회로부터 끓어올랐던 열망치고는, 너무도 볼품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자작농 전환 이후로 다시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이들이 속출했고, 자작농
화한 호구도 일단 소작료부담을 덜기는 했지만, 그 대신 세금부담과 금융이자의
부담을 다시 떠안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자작농창정사업이 지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된 것
에 대해서는, 자작/소작 이분법의 인식체계가 가진 영향력을 떠나서는 설명되기
어렵다. 자작농이 토지에 대해 소작농보다 더 애착을 가지며, 따라서 자작농의
생산성이 소작농의 그것보다 탁월할 것이라는 믿음 위에서 이 사업은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구민법 당시 보와소나드가 구상했던 물권적 토지임차권이
존재하는 세계, 즉 넓은 소작지를 경영하는 부유한 소작농이 존재하는 세계는,
이 사업이 자리한 인식체계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보다 근본
적인 문제는 이에 대한 비판의 가능성, 상대화의 가능성 자체가 지식체계 내적
으로 심각하게 제약되어 있었다는 점에 있다. 바꿔 말해, 慣行에서 집계된 통
계에서 모든 범주는 자작/소작 이분법의 인식체계 위에 서 있었던 것이다. 결정
적으로, 慣行의 보고에 따르면,
소작지가 자작지에 비해 경영상 어떤 이익과 폐해를 가지는가? …… 농
장(農場) 소작지 등의 특별지도지에서 자작지가 소작지가 되어 그 收量이
증가하는 실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일반의 양상에서 자작지, 소작지의 경
영상태를 총괄적으로 보면, 소작지경영은 자작지경영에 비하여 한층 소작
농민의 志氣를 상실하게 하여 토지의 애호심을 결여하게 한다. 이로써 농
업의 개량과 발달을 지체하게 하는 것이 많음을 간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작지가 많은 조선에서는 그 사실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
작지에서는 자작지만큼 토지의 수선과 개량에 뜻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소작지 작물에 대한 경종, 비료투하, 관리를 자작지만큼 신경쓰지 않는
다. 따라서 지력이 감퇴하고 수량이 감소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조선에
서는 소작관계가 불량하다는 사실이 한층 더 그 폐해를 조장하고 있는 실
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 농경법이 최근 현저히 진보한 지방에서 특히
그러하다(자작지경영이 소작지경영보다 우월하다 - 설명은 인용자). 아직
농경개선이 지체된 산간지방에서는 자작지, 소작지의 경영에 차이가 없는
곳이 많다. 또, 경작개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밭에서는 그 차이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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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없는 것 같다(慣行(下) 續編: 55. 강조는 인용자).

구체적으로, 타조(打租)소작의 경우, 소작인이 비용과 노력을 기울여 증수(增

收)를 도모해도 결국 수확물을 지주와 ‘절반’으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시비(施
肥) 등 개량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점(京畿의 사례), 정조(定租)소작지의 경우,
대체로 자작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지만(全南, 慶南, 平南의 사례), 종종 시비량
이 적은 곳이 있는데 이것은 소작권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 의욕을 상실하게 해
서 그렇다고 평가되었다(京畿의 사례). 요컨대, 이 서사에는 “자작농이 되기만
하면 자연히, 또 당연히” 진보된 농업기술로 보다 많은 노력과 자본을 투하하는
것은 물론, 시비(施肥) 등을 통해 스스로 토질을 개선해가는 농업자의 모습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논리적 근거이자 이를 추동하는 동력은, 오로지 농
민의 ‘토지소유욕’이었을 따름이다. 이때, 식민지 농정의 문제는 개인의 심리적
차원, 즉 ‘농민의 토지소유욕’을 고양시키는 것에서 그 해결책을 찾도록 종용되
고, 따라서 그 대안도 자작농창정사업 등 ‘자작농 많이 만들기’로 귀착되어버리
는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지면에, 똑같은 소작지경영이라도 경작자의 인물됨, 농업기술
개량지도의 여부, 투하자본의 유무 등에 의해 수량(收量)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 부기되어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1) 자작지가 소작지가 되어 수량이
증가하는 실례 (2) 소작지가 자작지가 되어 수량이 감소하는 실례도 도별 ‘특
례’(特例)로서 보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 (1)의 사례로서 제시된 것을 보면,
주로 독농가(篤農家)에 의한 경영, 정조(定租) 소작지, 장기(長期) 소작지일 경우,
자작지였을 때보다 소작지가 된 이후 더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慣

行(下) 續編: 56~61).
결국, 식민국가의 자작농창정사업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외면하거나 무시한
위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식민국가가
농업생산력 향상의 인과적 요인을 거꾸로 설정하고 있었거나, 혹은 부수적 요인
을 중심적⋅절대적 요인으로 혼동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통계연보 등 일반 통계자료와 조선총독부가 산출해낸 각
종 농업통계에서도 이 ‘자작농신화’는, 별다른 의심 없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전
제되어 있었다. 결론적으로, 식민지 농정에서 자작/소작 이분법 인식체계는 지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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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일상화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인식체계를 비판하고 상대화할 수 있는
자료로서는, 조선총독부 사회과에서 1925년에 펴낸 보고서에 기재된 경작규모별
호구당 농가수지조사표나, 정책홍보의 특정한 목적 하에 제한된 사례를 통해 시
험적으로 수행해본 몇몇 농가경제조사, 토지생산성조사 정도가 있었을 따름이
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식민국가가 조사와 통계를 통해 구성해낸 이 좁고도 폐쇄
적인 인식체계 바깥을 상상해낼 수 있는 능력, 이로써 식민국가의 식민지 농정
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내적으로 비판해낼 수 있는 능력은, 비록 매우 한정된 범
위에서이기는 하지만, 통계치의 교차와 종합, 새로운 범주의 창출, 여러 외국과
의 통계치 비교 등을 통해 겨우 확보될 수 있는 정도였다. 또는, 총력전이 허용
한 국책의 범위 안에서 ‘협력’을 대가로 조사 작업을 끊임없이 수행할 수 있었
던,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일부 토지생산성 자료를 생산해낼 수 있었던 특별한

‘행운’을 가진 이에게만 그 능력이 부여될 수 있었을 따름이었다. 이 점에 관한
본격적인 분석은 본고 제4장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62)
62) 본고에서 제4장의 과제는 식민지 농정의 인식체계에 대한 조선 마르크스주의 지식인들
의 비판의 전략과 그 한계에 관한 분석으로 한정한다. 당시 협동경제론을 표방한 이훈구
(李勳求)의 연구가 있으나, 그가 ｢조선사회성격논쟁｣에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본고의 분석에서는 이를 제외하기로 한다. 다만, 식민지 농정의 인식체계와 관련하여 이
훈구의 조선경제론(朝鮮經濟論, 1935)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잠시 언급해
두기로 한다. 이 저작은 태평양문제조사회(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IPR)의 요청으로
미국지리협회(American Geographical Society)에서 제공한 지침에 따라 1931~32년 간에 걸
쳐 조선에서 조사를 수행하여 얻은 결과물이다. 이 책은 1936년에 Land Utilization and
Rural Economy in Korea (Hoon K. LEE, 1936, Greenwood Press)로 출간되기도 했다. 영문
판 책에 실린 서문에 따르면, 이훈구의 연구는 “중국에서의 토지이용에 관해 난징대학
교수 로싱 벅(John Lossing Buck, 1890–1975)이 수행한 연구(Chinese Farm Economy (1930,
the first footnote) → Land utilization in China: a study of 16,786 farms in 168 localities,
and 38,256 farm families in twenty-two provinces in China, 1929-1933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7))와 도쿄제국대학 교수 나스 시로시(那須皓)가 수행한 연구와 비슷한 방식으
로 수행되었다.” 이훈구는 “조선의 농촌경제에 관해 제국주의적 시각과 민족주의적 시각
이 갖는 편견을 모두 배제하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하여 제시하겠다”는 견해를 피력
했다. 조사의 방법은 “태평양문제조사회의 국제조사협회(International Research Committee)
에서 제시한 설문문항과 필드조사의 방법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있었다. 필드 조사원은
총 41명이었고, 이들에게는 조사요령이 충실히 숙지되었다. “재정적 문제로 부득이하게
표집조사(sampling)를 할 수밖에 없었고, 1,249호의 농가에 대해 조사가 수행”되었다. 이
조사의 결과물은 곧바로 출간되지 못했는데, 이것은 이훈구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중국
과 일본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었던 연구들과 동시에 출간하려고 한 태평양
문제조사회의 요청 때문이었다. 본고에서의 논의와 관련하여 한두 가지 특기해둘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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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이 자작/소작 이분법 인식체계는 체제의 전환과 무관하게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해두어야 할 것 같다.
이번 농촌시찰에서 기자가 절실히 느낀 것은 …… 오랫동안 염원하였던
자작농 창설이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는 있으나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실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경제실정은 조금도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궁
핍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었다. 기자가 답사한 경북과 충북 僻村의 농민
은 이구동성으로 耕者有其田이 실현되면 高率한 소작료에서 해방되어 그
위축된 노동력을 발휘하여 생활의 향상과 안정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확
신하였었으나, 생활비의 급격한 增爲와 농산물과 공산품과의 협상가격차의
격화, 영농자금난과 고리대금업자의 발호, 公課 기타 부담의 가중, 畜力減
退 등으로 말미암아, 손바닥만한 경지에 전력을 투하하여 集約經營을 하고
있건만 自家노동의 보수를 償還하지 못하고 고리대금과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었다. …… ‘내 땅’ 이 두 字에 재산관념 전부를 사로잡
히고 있는 농민들의 無自覺한 토지소유욕과 농업생산의 採算難이 초래한
농업경제의 불안정은 농가의 계급분화에 어떤 변질을 일으키고 있는가? 해
방 후 일반적으로 보여준 농촌현상은 대체로 자작농과 자작겸소작농이 불
으로는, (1) 이훈구의 통계치 활용의 패턴을 보면,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통계자료를 많이
활용하는데, 시계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드물고 대개는 ‘1930년 당시’의
도별(道別) 통계를 단면화하여 제시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 (2) 인구밀도의 국가별 비교,
교육정도와 문맹률 등의 조사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CH.Ⅰ), (3) 1930년의 1,249호
의 농가에 대한 방문조사에서 농가수지상황 및 생활수준에 관한 조사(소득/지출의 규모
와 양태. CH.Ⅹ, CHⅪ), 농가의 필요노동력(농가의 가족규모, 계절노동자 및 日雇⋅月雇⋅
年雇 노동자의 수와 임금)과 그 생산능률의 측정(CH.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4) 조
사의 시기와 관련하여, 慣行의 조사와 동일한 시기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 나아가
농가수지조사의 경우 조선총독부가 농가갱생사업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갱생사업
지정농가’를 대상으로 1933년에 대대적인 농가수지조사를 시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
안하면서 그 의미를 평가해야할 것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조사의 사례가 매우 한
정적인 규모이고 표집방식에 대해서도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조사의 결과물을 통
해 조선 전체의 상황을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조선총독부의 농정 인식체계
를 비판할 수 있는 계기를, (이훈구가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위에서 언급한
몇몇 특징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찾아볼 수는 있을 듯하다. 이와 관련된 본격적인 분석
은, 본고에서는 일단 생략하고 추후 별도의 지면을 기약하기로 한다. 참고로, 이훈구의
활동과 그의 업적에 관해서는, 방기중(1996; 2004)의 연구가 상세하다. 소작문제와 관련
하여, 방기중은 이훈구가 당시 소작문제의 본질을 농촌과잉인구에 의한 위기, 불합리한
소작제도에서 발원하는 문제로 규정하고 있었고, 이를 소작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대내외
적 이민사업, 자작농창정사업 등을 통해 해결해갈 수 있다고 본 점에서 사회개량적이고
체제내적인 해결책에 머물렀다고 평가한 바 있다(방기중,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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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반면에 소작농이 줄어가는 경향이었다. 이러한 경향 그 자체는 고율의
지대가 영세한 소작농의 빈곤의 主因이 있었다는 과거의 관념대로 해석해
서 피상적으로는 농가경제의 향상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듯했다. ……
(그러나) 농민이 땅을 얻은 것은 자신의 경제력으로써가 아니라 대체로는
高利貨의 융자에서였고 그 결과 농민은 고율의 현밀지대보다 더 높은 고율
금리를 걸머짐으로써 봉건적인 신분관계가 가미되었던 종래의 소작관계보
다 더욱 가혹한 근대적(?) 금융관계 속에 자신을 붙들어 매놓고 전보다
더 신음하게 된 것이다. …… 일견 농촌경제의 개선으로 보이는 소작농의
감소와 자작농의 증가는 기실 오늘날 농촌경제를 결정적으로 파탄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 과거의 부재지주에 대신하여 자작농으로의
토지집중이 완만하게나마 촉진되고 있지만, 그 반면 빈농의 수가 급진적으
로 증대되어가고 있다.(강조는 인용자)63)

해방 이후, 1949년의 보고이다. 소작농에서 자작농으로 전환이 되어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진술
이다. 농정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은 자작/소작의 차원으로 환원될 수 있는 성질
의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들—비료확보의 곤란, 인플레이션, 농⋅공산품의 가격
격차, 영농자금난, 고리대금, 세금체계 등—에 의한 총체적인 문제인 것이다. 결
국, 종합적인 고려와 대책을 통해 이른바 ‘건전한 소농’이 양성될 수 있는 조건
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가 핵심적인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여하
튼, 위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해방 이후 한국의 농정개혁을 추동해간 기본적인
인식체계도 식민지 하에서의 자작/소작 이분법 인식체계를 크게 넘어서지 못하
고 있었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64)

63) ｢農村實態 現地報告｣(1)~(2), 조선중앙일보 1949-6-12, 1949-6-14.
64) 참고로, 해방 이후 한국에서 慣行(1932)의 조사항목 및 정리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조사
를 수행한 보고로는, 李佑宰, 1974, ｢小作慣行에 關한 調査硏究: 日帝下小作慣行과 對比
하여｣, 農業經營政策硏究 Vol.2 No.1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한국가톨릭농민회의
위촉에 의거하여 金炳台, 李佑宰, 金潤植 등 3인의 공동책임 하에 조사⋅연구되어 한국
가톨릭농민회가 농지임차관계실태 조사보고서로 출간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고,
논문 서두에 언급되어 있다(이우재, 197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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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과 제3장을 통해 1930년대 식민지 농정의 아프리오리를 확인했다. ‘소작’
개념의 강제적 이식으로 ‘소작’ 이전의 세계의 존재는 망각되었고 은폐되었다.
소작제도에 관한 식민국가의 여러 조사들 가운데 단연 최고수준으로 손꼽히는
慣行(1932)의 출현으로, 식민지 조선의 지주-소작관계는 이제 간명한 통계수치
로 계수화되었고, 식민국가는 ‘조정자’로 표상되기 시작하였으며, 식민국가가 구
축한 자작/소작 이분법 인식체계는 더욱 더 공고해졌다. 慣行은 식민지 농정
의 인식체계를 규정한 문제적 저작이었다.
제4장에서는 慣行이 식민지의 지식장(知識場)에 미친 영향을 확인한다. 그
방법은 1930년대의 ｢조선사회성격논쟁｣을 ‘지식생산양식’의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慣行에서 제출된 식민지 지주-소작관계에 대한 폭넓고 세세한 지표와
통계치가 논쟁의 문법을 어떻게 규정했고, 지식인들의 지식실천의 양태를 어떻
게 정향(定向)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조선사회성격
논쟁｣의 당사자들이 慣行 등에서 확보한 일련의 통계치들을 각자 주장의 ‘과
학적 근거’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을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식민지
지식인들은, 식민국가와 그 지식기구가 발산해내는 조선에 관한 ‘과학적 담론’
을 비판하기 위해, 식민국가가 생산해낸 통계치에 의존하면서 그보다 더 ‘과학
적인 담론’을 제출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취했다. 본고는 이 사태를, ‘통계를 향
한 열정’이 식민지의 지식장을 새롭게 규율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징후로 해
석하고자 한다.
본고는 ｢조선사회성격논쟁｣이 가졌던 비판적 의미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논
의를 출발하고자 한다. ｢조선사회성격논쟁｣의 주체들은 식민국가가 법과 조사를
통해 구성한 아프리오리, 즉 조선통감부 이래 인식론적으로 강제된 개념과 범주
의 아프리오리 위에서 논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내적 한계에 처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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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통계논쟁’이라는 전이된 투쟁의 장 속에서 끈기 있게 비판작업을 이
어갔다. 이들은 동아시아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취했던 일련의 비판방법, 즉 ‘경작
규모의 영세성’과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일련의 비교작업을 통해, 慣行이 유
포한 ‘조정자적 식민국가 이미지’—부재지주, 소작지관리인의 배제를 통한 소작
제도의 합리화론—과 ‘자작/소작 이분법 인식체계’의 허구성을 드러냈고, 이를
토대로 식민지 농정파탄의 일차적 원인이 식민국가에 있음을 적시하여 제국-식
민지 관계에서의 ‘적대성’(敵對性)을 복원해냈다.
제4장 제1절에서는 이상의 내용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제

2절에서는 식민지 지식인에 의한 지식 그 자체의 놀라운 ‘성취’가 특정한 역사
적 공간 속에서 정치적 ‘실패’로 추락하게 되는 과정을 확인한다. ｢조선사회성
격논쟁｣의 참가자이자 1938년 정치적 전향의 길로 나아간 사회주의자 인정식(印

貞植)의 이론적 행보를 꼼꼼히 둘러봄으로써, 전향의 문제를 지식과 정치의 관
점에서 새롭게 분석할 것이다.

제1절 지식논쟁과 탈혁명화:
1930년대 ｢조선사회성격논쟁｣ 재고1)

1. 식민지 지식인과 ‘사회과학’: 지식생산의 방법과 자료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진행된 사회성격논쟁은 식민지 사회에 대한 과학
적 분석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것은 코민테른의 정치적
영향과 동시대 중국사회성격논쟁 및 일본자본주의논쟁으로부터의 이론적 영향
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 논쟁을 주도한 이들의 이력을 보면, 1920년대 활발한
공산주의 운동을 펴다가 치안유지법 등 위반으로 투옥되었던 경험을 갖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1930년대 초반, 사회운동에서 이탈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가출옥

1) 본고 제4장 제1절은 拙稿, ｢‘植民地の知識國家’論: 1930年代の朝鮮における社会性格論争
再考｣, 思想 第1067號, 岩波書店(2013.3)을 저본으로 삼아 이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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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 사회로 복귀했다. 그리고 이후에는 언론 및 문필활동을 통해 식민지
조선사회의 성격에 관한 논쟁의 중심에 섰다.
이 사회성격논쟁은 식민지 조선사회에 대한 분석인 동시에, 조선사회를 특정
한 방식으로 재현(representation)하는 행위이다. 바꿔 말하면, 거기에는 동시대 중
국에서 이루어진 사회성질논쟁(봉건파, 자본파)과 일본에서 이루어진 자본주의
성격논쟁(강좌파, 노농파)의 이론적 성과가 반영되어 있었고, 조선총독부가 구축
한 일련의 조사지(調査知), 예컨대 각종 농업통계가 논증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
다. 또, 이 논쟁은 관제통계를 이론과 접합시킨 조선 내의 지식집단, 예를 들면
경성제국대학의 교수(四方博, 津曲藏之丞)나 조선총독부 농정기구의 이데올로그

(善生永助, 久間健一)의 학술적 연구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갖기도 했다.
그런데 이 논쟁은 텍스트의 형태로만 본다면, 마르크스주의 사회구성체론이라
는 제국발(發) 사회과학과 조선총독부가 생산한 통계자료를 빼놓고는 성립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지적 자원이 없었다면 논쟁은 무언가 다른
형태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은 중국에서 벌어진 사회성질논쟁의 텍
스트와 대조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사회성격논쟁에는 전국
적 규모로 조사된 농정통계가 다수 등장하고 있는데, 중국에서의 논쟁에서는 이
런 통계치의 활용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2) 주지하다시피, 통계(statistics)의 생산
은 국가(state)의 사업이다. 반식민지 상태에서 내전 중이었던 중국에서 전국 단
위의 통계치의 확보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조선
총독부는 다양한 종류의 통계자료를 생산해내고 있었다(朝鮮經濟硏究所, 1931;
박명규⋅서호철, 2003; 허수열, 2011).

2) 중국에서의 논쟁에서 통계치를 활용한 사례로는 드물기는 하지만 任曙, ｢中國資本主義之
問題｣(中國經濟硏究序論, 中國問題硏究會, 1931, 제4장; 한국어번역은 김대환⋅백영서
편, 중국사회성격논쟁, 창작과비평사, 1988, pp.165~196)를 들 수 있다. 任曙는 공장, 은
행, 철도, 광업, 세관, 수출입 관련 통계치를 제시하여 중국자본주의의 발전상을 증명하
고 있는데, 전국통계치는 아닐 뿐 아니라 개별 공장 등의 보고서에 기반하여 논거를 제
시하고 있다. 오히려 적합한 통계치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다. 또,
王宣昌은 농업경영의 대소, 생산규모 등 생산력의 범위에 드는 통계의 부재로 연구의 시
도가 좌절된 경험, 농업기술관련 통계의 부재로 농촌계급분화의 양상을 확정할 수 없는
문제, 그나마 많이 활용하고 있는 미국학자 로싱 벅(Buck, J. Lossing, 1890~1962)의
Chinese Farm Economy(1930)에서의 통계치는 비난받을 곳이 많다는 점 등을 토로하면서
이 방면의 통계치 확보에 힘써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王宣昌, ｢農村經濟統計應有的方
向轉換｣(農村週刊제48기; 한국어번역은 김대환⋅백영서 편, 위의 책, pp.21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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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우리에게 ‘식민지 사회과학’의 존재형태에 대한 문제관심을 촉구한다.
즉, 우리가 여기서 목도하게 되는 것은 식민국가, 지식기구가 구축해놓은 사회
과학과 사회조사의 성과를 활용하면서 자기 사회를 분석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출현이다. 지(知)는 보편적인 것이기에 누구에게나 알맞은 연장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지 자체가 특수한 입장을 통해 생산되었기에 이를 활용해서
는 안 되는 것일까? 또, 그렇다면 식민국가가 만들어낸 지를 매개로 논쟁을 수
행했던 조선지식인의 지식실천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나아가 이러
한 지식실천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본고는 우선 사회성격논쟁을 가능하게 했던 지식의 조건을 분석하고 논쟁의
과정을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논쟁이 낳은 결과를 권력과 지식의 관계 속
에서 조망하고 그 이론적 함의를 토론해보고자 한다.

2. 朝鮮の小作慣行(1932) 성립사정
1920년대 조선농촌은 바야흐로 위기의 계절을 맞이했다. 주지하듯이, 산미증
식계획(제1차 1920~1925, 제2차 1926~1934)은 시베리아출병(1918~22)에 따른 일
본의 식량수급 악화의 결과로 발생한 쌀소동(1918)에 대한 정책적 처방이었다.
즉, 조선총독부는 미곡의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이 계획을 기획, 실행
했다. 그러나 일본경제의 호황국면의 종결과 일본 ‘내지’ 농민의 반발로 인해
이 계획은 실질적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쌀의 상품화, 1928년의 한해, 그리고

1930년 곡가하락에 따른 풍년기근 등으로 인해 식민국가는 조선농촌을 새로운
정책적 대상으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소작쟁의는 1923년과 1928년에 급
격한 증가의 모멘텀을 형성했고 급진화되었다.3)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식민
지통치의 문제영역이 바야흐로 주권에서 경제 및 사회와 관련된 것으로 이행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식민지의 ‘사회’가 문제로서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3) 1934년 이후 소작쟁의는 다시 급증세를 보이지만, 이때의 소작쟁의는 소작권이동을 둘러
싼 지주와 소작인 간의 개별적, 법적 소송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松本武祝, 1998). 그
법적 근거는 ｢조선소작조정령｣(1932), ｢조선농지령｣(1934)이었다.

- 222 -

제1절 지식논쟁과 탈혁명화: 1930년대 ｢조선사회성격논쟁｣ 재고

제3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조선총독부는 급격히 증가되는 동시에 급진화되
는 이 소작쟁의에 대해 몇 가지 대응을 시도했다. 소작쟁의가 단순히 경제적 이
슈로서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에 의해 ‘이용’되
어 혁명화되는 상황은 식민국가로서는 통치의 위기로 체감되는 것이었다. 식민
국가는 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정무총감 통첩(1928.7.26.), 소작관 관제의 제정과
파견(1929) 등 몇 가지 행정적 조치를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런데 정
무총감 통첩은 임시적 성격이 강했다. 또, 소작관의 경우 소작쟁의가 빈발하는
전국 5개 도에 파견되어 조사와 조정을 돕는다는 법적 위상을 가졌지만, 농촌
내의 지주-소작인 간의 계급갈등 조정기구로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식민지 농정에 대한 식민국가의 본격적인 개입으로는 전국적 규모의 소작관
행조사(1927~32)를 꼽아야 할 것이다.4) 식민지 조선에서 소작관행의 조사는 강
점 초기부터 구관조사(舊慣調査)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져왔다. 부동산법조사회
가 토지소유와 관련된 전통적 관습의 형태를 조사한 부분에서 소작에 관한 부
분적인 조사가 진행되었고, 구관심사위원회의 1918~1919년 간의 의안 및 심의내
용을 보면 소작관련 사항이 일부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朝鮮總督府中樞院,

1938; 李英美, 2005/2011). 그러나 이때의 논의는 토지소유권의 획정에 관해 구관
(舊慣)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의 한 부분으로 취급된 것에 불
과했다. 조선총독부가 소작관행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 것은 젠쇼 에이
스케(善生永助)를 촉탁으로 소작관습조사를 수행하게 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젠쇼는 이 조사를 통해 보고서 慣習(朝鮮總督府調査資料第26輯(1929.3))
을 제출했다. 경지면적, 농가호수, 소작쟁의, 소작종류, 소작계약, 소작료, 소작관
리인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한 것이었지만, 지역별로 세밀함과 성김의 편차가 있
었다.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전국적 규모’의 ‘현행’ 소작관행을 체계적으로 연구, 조
4) 물론, 식민국가가 농정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농촌진흥운동의 성격과 효과에 대해 식민지지주제론, 식민지
조합주의론(신기욱/한도현, 2006), 식민지파시즘론(방기중, 2010)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
이 이루어지고 있다(洪宗郁, 2011). 지주제론은 식민국가와 지주의 결탁과 이로 인한 위
기의 고조를, 조합주의론은 식민국가와 농민의 결탁과 소작관계 재조정의 흔적을, 파시
즘론은 농촌사회에 대한 식민국가의 침투를 각각 강조한다. 이외에, 소작쟁의의 조정 등
과 관련된 지역적 정치의 행위자와 관련해서는, 유지론(有志論. 지수걸, 2007)과 중견인
물론(윤해동, 2006; 松本武祝, 1998)이 제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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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정리한 것은 1927년부터의 일이었고, 실질적인 의미에서 조사가 진행된 것
은 1930~32년에 걸친 시기였다. 이 소작관행조사사업은 그 결과를 방대한 소작
관련 제반 통계치와 분석으로 정리한 총 2,000페이지 분량의 慣行으로 출간하
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慣行의 서문과 범례에 따르면, 이 조사는 조회조사
와 청취조사(面에서 조사 후 본부에 직접 보고)를 병행하는 것으로, 1930년에
조선총독부 본부에서 조사항목을 정해 조선 전체의 각 府와 面에서 우선적으로
관내조사를 하고 郡, 島에서 面의 조사서를 기초로 1차 정리작업을, 道에서 府,

郡, 島의 조사서를 기초로 2차 정리작업을 한 후 본부에 보고하는 형태로 진행
되었다. 통계의 수치는 1930년을 기준으로 삼아 기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
종적으로 이 조사는 “조선에서 조직적, 계통적으로 소작관행 조사를 실시한 것
으로는 효시”(범례 3)라고 자평되어 있다. 참고로, 조선총독부 농림국에서 朝鮮

二於ケル小作二關スル參考事項摘要(1933. 이하 參考事項摘要로 略記)를 펴냈
는데, 별다른 서술 없이 통계치만 나열된 자료집의 형태를 띤 점, 목차 및 통계
표 목록상 慣行과 일치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농정업무에 종사하는 관리들
의 편의를 돕기 위해 慣行을 다이제스트 형태로 편집한 자료로 판단된다.
앞의 제3장에서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이 소작관행조사에 관해서는 ｢조선소
작조정령｣ ｢조선농지령｣의 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는 인식이 있었다. 또, 조사가 완료된 이후 전국적인 수준에서 소작료 정보, 소
작권이동의 양상, 지주와 소작인의 부담내역, 사음(舍音)의 행태 등에 관한 정보
가 공개되면서 ‘통계와 조사에 기반한’ 비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5) 식민지 사회에서 ‘공공의 적’이 지주와 마름(舍音)이 되어버
5) ｢世界最古率의 小作料, 최고 8할 내지 9할, 소작관행조사의 결과로 판명: 勿驚! 朝鮮地主
의 苛斂誅求를 보라｣, 동아일보 1932-4-29; ｢朝鮮地主의 半은 公課를 作人에 轉嫁, 소
작권이동의 위협으로 최대한 착취, 舍音의 보수까지 징수: 小作慣行調査로 판명된 惡制
度｣, 동아일보 1932-8-13; ｢전수확의 50-90%를 조선의 지주들은 소작료로 약탈한다｣, 선
봉 1932-05-22; ｢小作料九割, 朝鮮農村問題의 中心點｣, 동아일보 1932-04-30; ｢加藤農
場 舍音이 小作料前納을 要求, 수十명 작권을 떼다가 마침내 警察이 呼出해 說諭｣, 동
아일보 1932-05-11; ｢舍音の橫暴搾取に脅かさるる小作人｣ ｢小作料減額交涉方を沃溝郡守
に陳情｣, 群山日報 1932-05-20; ｢不奪不厭의地主輩 代用作物에도小作料｣ ｢대개가 대구
부내의 지주들 憑藉는舍音과幹事｣, 東亞日報 1932-10-24; ｢第二咸安水組에 小作料 四割
要求 현재 六할제로는 할 수 없다고 代表들이 上京陳情｣, 동아일보 1935-12-27; ｢지주
의 무리 행동에, 소작인 불평 만만, 과중한 소작료에 지세도 부담, 당국의 제재를 요망｣, 조
선중앙일보 1936-01-13; ｢朝鮮小作料標凖率 决定에 關한 管見｣, 매일신보 1938-05-15 등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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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다는 점, 이 과정에서 식민국가는 비판의 범위에서 사라지거나 조정자의 지위
로 옮겨갔다는 점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논쟁의 실제: 농정통계를 전유하는 주체
그렇다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조선총독부가 생산해낸 농업통계, 소작
통계는 조선지식인들의 사회성격논쟁에서 과연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미리 언
급해둘 것은 사회성격논쟁에 이 통계자료가 활용되는 것은 지극히 우연적인 사
건일 뿐, 필연적인 인과성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식민국가가 애초 소작관
행조사를 수행하게 된 것은 식민지에서의 ‘사회’의 출현에 대한 대응이었고, 일
련의 소작통계는 바로 그 과정에서 얻어진 산물이었다. 그러나 일단 통계자료가
생산되어 공개되면 그것은 이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공공지식(official

knowledge)이 되어버린다. 물론, 통계는 전문가적 소양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 지
식의 성격상 그 활용이 대중적이지는 않다. 식민지 지식인들은 이 통계자료를
새롭게 포착했고, 결국에는 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주체로서 거듭났다. 본
절에서는 이들이 통계자료를 어떻게 전유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본 절의 서술은 쓰마가리 쿠라노조(津曲藏之丞, 1900~ ? ), 박문규(朴文圭,

1906~1971), 인정식(印貞植, 1907~ ? ), 박문병(朴文秉, ? ~ ? )의 순으로 진행한
다. 쓰마가리를 본 논의의 출발점에 위치시킨 이유는 조선지식인들의 사회성격
논쟁에서 그의 글이 인용과 논박의 대상으로 자주 불려나오기 때문이다. 덧붙여
말하면,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조선사회성격논쟁｣과 쓰마가리의 글 간의 관계가
전혀 주목되지 못해왔다.

(1) 쓰마가리 쿠라노조: 자본주의전화론(資本主義轉化論)
쓰마가리는 1928년 경성제국대학 조교수로 임용되어 민법 민사소송법을 강의
하였고 1940년 도호쿠(東北)제국대학으로 전임했다. 전문은 노동법과 경제통제
법이었다.6) 다만, 조선농촌의 역사적 지위와 소작문제에 대한 분석과 관련하여,
그는 1929년 경성제대법문학회에서 펴낸 조선경제의 연구(朝鮮經濟の硏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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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페이지 분량의 ｢조선에서의 소작문제의 발전과정｣(朝鮮に於ける小作問題の發
展過程)이라는 장문의 논문을 발표했다.
쓰마가리의 논의를 소개하기 앞서 경성제대 경제학의 성격을 잠시 살펴보면,
그 주도적 인물은 오우치 다케지(大內武次, 1887~ ? )와 시가타 히로시(四方博,

1900~1973)였다. 오우치는 경성제대에서 통계학강좌를 맡았는데, 이미 부임 전
메이지대학(明治大學)에서 통계학의 권위로 이름이 높았다.7) 그는 프랑스 사회
학자 레온 부르주아지(Leon Bourgeois, 1851~1925)의 사회연대설=사회개량주의를
지지하면서 조정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경제사실을 객관적이고
실증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일본특유의 사회정책을 수립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
음으로 시가타는 일본사회정책학회를 설립한 동경제대 법학과 교수 가나이 엔

(金井延, 1865~1933)의 영향을 받았고, 경성제대 부임(1928.4) 이후 경제연구실
안에 조선경제연구소를 발족시켰다.8) 그는 “조선문제에 대해 … 델리키트한 명
령론, 히스테리칼한 독단론, 센치멘탈한 희망론”을 배제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사실을 사실로서 관찰하고 조선의 참된 모습을 아는 것이 ‘조선문제’ 해결의 제

1보”라고 주장했다(朝鮮經濟の硏究 ｢後記｣, 1929). 또, 맑스주의 공식론의 고수
와 사료비판의 불완전성에 따른 추론과 억측이 난무한다고 비판하면서 경성제
대야말로 통계적 방법과 자료에 기초한 새로운 과학적 학풍의 전파자라고 자부
하였다. 그는 방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기초하여 조선사회정체론과 강
점 이후 조선경제의 발전을 주장했다.9) 그의 이런 견해는 ‘봉건제결여론’을 통
해 조선사회의 정체성을 주장한 후쿠다 도쿠조(福田德三, 1874~1930)의 견해를
심화, 발전시킨 것이었다(이수일, 1996: 17~21; 武藤秀太郎, 2009).
6) 勞動法原理(改造社, 1932), 日本經濟統制法(日本評論社, 1942), 勤勞法の指導理念(産
業圖書, 1945), 勞動法總論(有信堂, 1954), 債權總論(上)(靑林書院, 1959) 등.
7) 統計學(文信社, 1924), 農業政策(文信社, 1924), 經濟史, ｢統計學講話(1~18)｣(朝鮮行
政1937.7~1939.2) 등.
8) 조선경제연구소의 구성원은 四方博, 大內武次, 津曲藏之丞, 山田文雄, 森谷克己, 鈴木武
雄, 三宅鹿之助, 金光鎭 등이었다(朝鮮經濟の硏究 ｢後記｣, 1929). 그 최초의 업적은 朝
鮮統計總攬(1931)으로서, 조선에서 정기적으로 간행되고 있는 중요한 통계서 92종을 선
택하여 해설과 색인을 달았다. 조사와 집필에는 출장 중인 三宅鹿之助를 제외한 대부분
의 인원이 참가했고, 경성제대 2기생 박문규도 이에 참가했다. 박문규는 1930년 3월 이
후 四方博의 조수로 재직하면서 연구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朝鮮經濟硏究所, 1931).
9) 朝鮮社會經濟史硏究, 市場を通じて見たる朝鮮の經濟, 朝鮮に於ける大家族制と同族
部落(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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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마가리는 경성제대 동료집단의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연구작업을 수행했지
만, 이론적으로는 마르크스주의의 자장 안에 있었다. 그는 ｢朝鮮に於ける小作問

題の發展過程｣의 전반부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역사유물론을 조선경제사에 적용
하여 봉건적 토지소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민사령(1912)의
성립으로 비로소 토지소유권, 토지사유제가 확립되었다는 입장을 표명한 후, 농
촌에서의 토지분리의 경향, 소작형태와 소작료형태의 변화를 검증했다. 최종적
으로 그는 조선농촌이 자본주의로 전화(轉化)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다양한 소
작통계를 통해 이를 실증했다. 다만, 조선총독부에서 소작문제 해결을 위해 각
도에 소작관을 배치하고 추가로 소작관행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京

城日報를 통해 접했다고 말하면서, “이 조사가 완성되면 全鮮的으로 조선의 소
작문제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津曲, 1929: 306)이라며 한껏
기대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자신에게는 자료가 충분치 않다며 아
쉬움을 토로했다.
여기서 우선 쓰마가리가 자신의 논지를 증명하기 위해 인용한 표와 그 출처
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5] 津曲藏之丞(1929)에서 인용된 표와 그 출처
표의 제목
[表1]
[表2]
[表3]
[表4]
[表5]

耕地面積累年表
自作及小作耕地面積
耕地面積百分比率
職業(別人口)分類
諸國の農業人口比例

[表6] 農業人口累年比較
[表7] 人口職業別比例(百分比)
[表8] 農業種類(等級)累年表
[表9] 自作小作別農業戶數
[表10] 農家等級別表
[表11] 農家1戶當收支平均表
[表12-1] 小作農收支調(沓)

출처

자료집계연도

朝鮮總督府殖産局, 朝鮮の農業(1928)
上同
上同
朝鮮總督府官報
A.Skalweit, Agrarpolitik(1923)
朝鮮總督府調査資料第22輯, 朝鮮の人口現
象
上同
朝鮮總督府調査資料第26輯, 朝鮮の小作慣
習(1929)

1914~1926
上同
上同
1926
1895~1911

朝鮮總督府殖産局, 朝鮮の農業事情(1927)

1912~1925
上同
1910~1926
1925
(*內地/朝鮮
비교)

朝鮮總督府內務局社會課, 農家經濟に關す
- / 道別
る資料(1925.9)
上同
朝鮮總督府調査資料第26輯, 朝鮮の小作慣
1926 / 道別
習(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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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12-2]
浦郡)

小作農收支調(京畿道金

京畿道農會, 京畿道農村社會事情(1924)

-

朝鮮總督府內務局社會課, 會社及工場に於
- / 道別
ける勞動者の調査(1925)
朝鮮總督府調査資料第26輯, 朝鮮の小作慣
農家轉業狀況
習(1929)
農林大臣官房統計課, 農作傭賃銀總統計
內地農作傭賃銀表
(1925)
1916~1926
農家1戶當耕地面積
朝鮮總督府殖産局, 朝鮮の農業事情
1910~1916
東拓會社所有地累年增加表 東亞日報社, 經濟破滅의 原因現狀及對策
地稅納稅義務者面積別人員 朝鮮總督府調査資料第26輯, 朝鮮の小作慣 1921~1927
習(1929)
(民族別區分)
1923~1927
農具利用狀況(慶尙北道)
慶尙北道, 農業統計(1928)
朝鮮總督府統計年報
1911~1926
工業發達情勢
朝鮮總督府調査資料第22輯, 朝鮮の人口現 1912~1925
市街地人口數比較表
象
(都市別)
朝鮮總督府調査資料第26輯, 朝鮮の小作慣
小作料形態比較表
- / 道別
習(1929)
全羅南道內務部, 小作慣行調査書
- / 各縣別
內地小作料形態比較表
* 農商務省回答書(1923)
朝鮮總督府調査資料第26輯, 朝鮮の小作慣
- / 道別
小作方法比較表
習(1929)

[表13] 職業別賃銀
[表14]
[表15]
[表16]
[表17]
[表18]
數
[表19]
[表20]
[表21]
[表22]
[表23]
[表24]

이들 자료에 근거하여 쓰마가리는 강점 이래 조선농촌에서 전체 경작면적이
증가추세에 있고(표1) 소작경지가 전 경지면적의 50% 이상의 고비율에 육박하
는 등 토지분리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표2, 표3), 여전히 농업인구비
율이 다수(1925년 기준, 호수는 78.%%, 인구수는 81.2%)이고 유럽 등 다른 나라
들과 비교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표5), 농업인구증가율은 다른 직업보다 저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표6, 표7). 이어, 토지분리의 경향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
된 지표를 확인하면서, 지주와 소작농의 호수(戶數)가 증가하고 자작농⋅자작겸
소작농 호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소작농 등 일부는 농업노동자계급으로 전환하
고 있다고 평가했다(표8, 표10).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조선농촌이 급격한 자본
주의화의 길을 걷고 있으며 농업경영 역시 자본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토
지는 이미 자본화되었고 동양척식주식회사나 국유지의 소작인 등은 종래의 신
분적 관리관계로부터 근대적 계약관계로 전화하여 이미 하나의 소자본가나 소
기업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근대자본주의 생산양식을 체현한 존
재로 파악되고, 조선의 소작관계는 자본주의적 성격을 갖는 셈이 된다(津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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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다음으로, 쓰마가리는 조선총독부사회과에서 펴낸 자료(1925)와 慣習(1929)
등에서의 통계치를 교차시켜 “조선에서 소규모 자작농 및 소작농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몰락할 수밖에 없고”(津曲, 349), 그 귀결은 노동자로 전업하든가 만
주로 이민을 떠나는 길 뿐이라고 평가했다(표11, 표12, 표13, 표14). 다만, 공업이
발달하지 않은 조선에서는 농촌에서 인력의 공급이 과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고(日雇) 농업노동자의 임금이 일본 내지의 1/3 수준임을 아울러 환기했다(표

15). 또, 토지가 대지주의 손에 집적되는 경향을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비약적 성
장의 사례(표17)와 지세납세의무자의 면적별 인원(표18)을 통해 드러냈다. 다만,
이때 통계치 자체에 민족별 구분이 존재하지만 쓰가마리는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조선지식인들의 논의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실로 새삼 부각되기도 한다(박문규, 185; 인정식, 235; 박문병, 337).10)
쓰마가리는 조선에서 개량농구의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고(표19) 공업 역시 아
직은 매우 유치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일한병합 이래 (조선이) 점차 내지 자본
의 투자지가 되어 가내수공업에 비교적 큰 자본이 누년 증대하여 이입되어” 발
전도상에 있다고 평가했다(표20). 이때, 조선의 전통적 가내수공업의 몰락은 자
본주의화의 근거로 제시된다. 다만, 가시적인 봉건제의 유풍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 몇 가지 유의점을 밝히기도 했다. 토지의 사유권은 확립되었지만 일부 토
지소유자와 차지인의 법률관계에는 “公序에 관련되지 않는 규정에서는 관습에
의거한다는 유보”(津曲, 384)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것
이다. 또, 조선총독부의 조사자료 가운데 평안남도 순천군에 막인(幕人)이라는
누습이 있는데, 다른 문서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역시 농노제
도의 유풍이 잠시 흔적으로 남은 것일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쓰마가리
는 물납(物納)에서 금납(金納)으로의 전화, 분익법(打作과 執粗)에서 정액법(賭只)
으로의 전화 경향을 근거로(표22, 표24) 조선농촌의 자본주의적 전화를 주장했
다. 요컨대, 쓰마가리의 입장은 당시 강점하의 조선을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이
른바 ‘시초축적’의 단계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 본고에서 박문규와 박문병의 글의 인용과 페이지는 오미일 편, 식민지시대 사회성격과
농업문제, 풀빛(1991)를 기준으로 한다. 인정식의 경우, 이 자료집과 인정식전집(제1
권)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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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문규: 통계치 의미의 조작적 재정의
박문규11) 는 앞에서 논의한대로 학문적으로 경성제대 경제학의 직접적인 자
장 안에 있었다. 그는 경성제대 2기생으로, 졸업 이후에는 四方博 교수의 조수
로서 조선경제연구소에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해제작업을 수행했다. 이런 이유
로 慣習(1929), 慣行(1932), 參考事項摘要(1933), 朝鮮總督府統計年報(이
하 統計年報로 略記) 등 조선총독부에서 펴낸 기초통계자료를 그가 다른 이들
보다 이른 시기에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12) 사회성격논쟁에서
인정식이나 박문병의 초기 저술에서는 자료가 일관성 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감
이 있는데, 특히 인정식의 경우 위의 공식통계서를 체계적으로 인용하면서 논의
를 편 것은 朝鮮の農業機構分析(1937)에서였다.
박문규는 미야케(三宅鹿之助)와 스즈키 다케오(鈴木武雄)를 지도교수로 한 경
성제대 조선인학생의 연구모임인 <경제연구회>에 참여했다. 이 모임은 1기생인

兪鎭午 등이 발기하여 1926년 창립된 것으로, 2기생인 박문규는 동기 李康國과
崔容達 등과 함께 이곳에서 맑스주의 세계관을 체화시켜갔다. 경제연구회 회원
들은 법문학부의 조선인 학술잡지 신흥(新興)의 창간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박문규는 1931년 9월 유진오, 李鍾洙 등이 설립한 <조선사회사정연구소>
에서 경제문제의 조사연구를 맡았다. 이 연구소는 조선의 각 방면에 관한 충분
한 자료수집과 실증적 통계조사, 그리고 이론적 논구의 성과를 확보하여 대중에
게 제공하는 것을 설립취지로 삼았다. 그것은 四方博 등의 조선경제연구소에 대
항하는 조직이었다고 할 수 있다(이수일, 1996: 28~33).
이러한 지적 배경 속에서 박문규는 ｢농촌사회분화의 기점으로서의 토지조사
사업에

관하여｣(農村社會分化の起點としての土地調査事業に就て)(京城帝國大學

法文學會第一部論纂第六輯 朝鮮社會經濟史硏究, 1933)를 발표하였고, 인정식은
이 글을 “조선학계를 일약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노작”으로 평가했다(印貞

植全集 第1卷: ｢서문｣). 박문규는 이 글에서 “조선은 타력에 의해 근대적 토지
사유제도가 확립되어 … 농촌사회의 새로운 사회분화를 위한 광범한 길을 열었
11) 박문규(朴文圭, 1906~1971): 1925년 경성제국대학 예과 2회 입학. 1930년 법과 졸업. 이강
국, 최용달과 경성제대 동기생. 졸업 이후 경성제대 경제학연구실 조수, 만몽문화연구회
촉탁으로 일했고, 조선사회사정조사연구소를 조직하여 활동. 미야케(三宅) 교수의 지도로
마르크스경제학을 연구했고, 해방 이후 월북하여 농업상을 역임.
12) 대표적인 것이 ｢조선농촌기구의 통계적 해설｣, 新興 제8호(1935.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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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불구하고 … 반봉건적 영세농과 소작관계를 성립시켰고, 이것이 조선의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박문규, 136~137)고 주장했다. 이러
한 박문규의 입장은 쓰마가리 교수 등 조선농촌의 자본주의화 경향을 주장하는
논자들에 대한 비판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박문규가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은 어떤 것이었을까?

津曲, [표1] 경지면적 누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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津曲, [표3] 경지면적 백분율표

1918
耕地總面積
-自作地面積
-小作地面積
總耕地面積對比
小作地比率

1921

1926

1930

4,432,091.0
2,152,504.5
2,189,586.5

4,322,035.1
2,149,961.7
2,172,524.4

4,378,956.1
2,156,893.6
2,225,062.6

4,388,663.9
1,948,927.9
2,439,756.0

50.4%

50.3%

50.7%

55.6%

朴文圭, [표2] 자작지소작지별경지면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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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박문규는 위의 글에서 쓰마가리의 [표1] [표2] [표3]에 해당하는 자료를
하나로 묶어서 표로 도시했는데(박문규, 150쪽: 주20의 [표2] 자작지소작지별경
지면적표), 이 자료의 출처는 統計年報로서 1918년, 1921년, 1926년, 1930년 자
료를 추출한 것이다. 이 표에서는 전체 경작면적이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이 가
운데 소작지의 비율이 50.4%(1918)에서 55.6%(1930)로 급증한 것으로 표시된다.
그런데 쓰마가리의 논문에서의 통계치를 보면 경지면적([표1])은 2,959,158.8정보

(1914)에서 4,378,956.2정보(1926)로 크게 증가했고 소작지의 비율([표3]) 역시
53.3%(1916)에서 계속 줄어들어 50.7%(1926)에 이른 것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통계자료의 인용시기를 제한함으로써 정반대의 논지를 끌어낸 것이다.13)

13) 이와 같은 통계치의 활용방식은 인정식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그는 統計
年報에서 1919~1930년의 농가1호당 경지면적 통계치 등을 가져와 1919년 100을 지수로
할 때 1930년 90으로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인다고 주장했다(印貞植全集 第1卷: 309,
[표9] 조선농가1호당 및 농업자1인당 경지증감표). 統計年報 參考事項摘要(1933)에
의거할 때, 대강의 추세는 1919년을 정점으로 1910년에서 1919년까지는 증가추세, 1919
년 이후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고 있
는 허수열 교수는 일제초기의 조선의 농업에서 농업생산량 통계의 작성법이 1908년
처음 시작되어 1915년에 관련 훈령이 나오면서 정비되었다고 하면서, 1917년까지의 통계
는 아직 체계화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조선총독부가 1918년과 1919년
에 걸쳐 조선총독부통계연보에서 과거 통계치를 수정했던 것도 그 이유라고 말한다(
한겨레신문, 2012-1-3; 허수열, 2011: 372~374). 1910년~1917년 간의 경제적 변화를 중요
하게 평가하는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직접적인 사료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통계치
의 불비(不備)와 관련해서는, 조선총독부 농무관료였던 코바야카와 구로(小早川九郞)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 “조선의 民籍은 李朝時代에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호구조사
같은 것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호구수는 추정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했다. 현행 민
적법 같은 것도 1918년에 처음으로 그 형태를 정비했다. 그 이전에는 민중은 일반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익숙치 않아했다. …… 그 직업별 호구조사에서도 혼란스럽고 부정확하기
이를 데 없었다. 통감부가 관할한 범위인지 한국정부가 담당한 지역인지에 따라 조사의
기초 및 방법을 서로 달리하였다. …… 농가호수에 대해서도 …… 호구수와 마찬가지로
경이로운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사실(眞)일지는 앞에서 말한 당초의
통계가 매우 부실했던 관계상,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는 것이다.”(小早川九郞編, 1944:
(發達篇) 49; [영인판] 友邦協會, 1959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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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식, [표9] 1호당/1인당 경지증감표

또, 쓰마가리의 논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지세 및 지세부가세 피차압인원
표(統計年報에서 추출, 1912~1917)를 추가, 적시하여 피차압인원의 급격한 증
가와 자작농의 급격한 감소(22.8%→19.6%) 간의 상관성을 드러내려했다(박문규,

148: 주19). 이런 시도는 조선농촌에서의 자작농의 감소경향이 식민당국의 조세
정책 등 ‘인위적인 변수’에 의해 가속화되었음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였던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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津曲, [표11] 농가1호당 수지평균표

둘째, 쓰마가리가 [표10] [표11] [표12]를 통해 “소규모 경지를 경작하는 자작
농과 소작농은 농업경영을 통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 조선에서의 농업은
소경영보다는 대경영 쪽이 유리하다는 결론”(津曲, 348)을 얻을 수 있다고 담담
하게 말한 것에 대해, 박문규는 동일한 자료(朝鮮總督府內務局社會課, 1925)를
가공, 재범주화하여 전체 농가 가운데 ‘수지가 맞지 않는 농가’의 비율(46.6%)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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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했다(박문규, 154: [표6]).14) 박문규는 쓰마가리의 표에 농가규모별호구수의
통계치를 첨가하여 이 수치(46.6%)를 산출했다(박문규, 154: [표5]). 애초 사회과
의 이 조사자료는 ‘농업노동자 즉 농가의 노역에 종사하며 어렵게 생활하는 자’
를 ‘궁민’(窮民, 5.9%)이라는 범주로 설정하여 새롭게 정책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시도였다. 그리고 쓰마가리는 이 통계자료를 통해 조선농촌의 계급분화가
최종적으로 이르게 될 ‘필연의 장소’(대경영과 임금노동자)를 찾아내려했다.
戸数(戸)
6,866
22,904
39,455
52,670
94,453
179,016
172,390
107,819

収入(圓)
10,712
2,236
954
467
1,237
732
441
314

支出(圓)
5,130
1,532
714
420
1,004
635
401
297

差引(圓)
5,582
704
240
47
233
97
40
17

3町歩以上
3町歩以下
1町歩以下
1反歩以下

98,628
263,747
329,431
225,605

1,015
595
381
241

924
551
374
242

91
44
7
△1

3町歩以上
3町歩以下
1町歩以下
1反歩以下
窮農(耕作하지 않는 者)

88,226
233,029
354,399
298,084
162,209

248
591
333
215
101

808
596
353
227
106

16
△5
△20
△12
△4

地
主
自
作
農
自
作
兼
小
作
農

20町歩以上
20町歩以下
5町歩以下
1町歩以下
3町歩以上
3町歩以下
1町歩以下
1反歩以下

小
作
農

朴文圭､ [表5]農家規模別一戸当収支状況表(△는 赤字)
総農家戸数

収支가 맞는 戸数

2,728,921

収支가 맞지 않는 戸数

‘収支가 맞지 않는 戸
数’の比率

1,273,326

46.6%

1,455,595

朴文圭､ [表6]‘収支가 맞지 않는 農家’の比率(46.6％)

이에 대해 박문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데도 현실 속에 이 소규모경작자들
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야말로 반봉건적 영세농과 소작관계의 산증거라고 주장한
14) 박문병도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새로운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빈농 63.9%의 수치를 얻어
내었다(박문병,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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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이 소규모경작자는 이윤을 얻기 위해 농업을 경영하는 자본가적 소작
농업자(농업기업가)도 아닐뿐더러, 자기의 노동력 이외에는 아무 것도 갖지 못
한 임금노동자도 아니라는 것”(박문규, 153)이다.
셋째, 박문규는 ｢조선농촌과 금융기관과의 관계｣(1934.2)에서 기생지주(寄生地

主)의 문제를 제기했다. 주지하다시피 쓰마가리는 ‘일본의 시정(施政)’ 이래 조
선농촌에서 자본주의적 계급분화가 이루어지고 소작형태 및 농업경영도 자본주
의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른바 자본가적 지주의 형성이라는 주장이다.15) 박
문규는 慣行(1932)에서 지주와 소작인의 借財용도별 조사통계치를 인용하여
이들의 논지를 반박했다.16) 즉, 전체 2,469개 면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주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주로 ‘토지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면의 수는 1,207개

(48.9%)에 달하고, 토지개량 등 농업자금에 사용하는 면의 수는 고작 183개
(7.4%)에 그친다는 것이다(박문규, 164: [표2] 地主借財使用度別(1930년조사)). 이
에 비해, 소작인의 차재사용은 춘궁과 관련된 農糧(식량) 구입의 비율이 54.7%
에 달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빈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일 뿐이라고 평가했
다(박문규, 169: [표8] 小作人借財使用度別). 특히 농가부채의 문제는 “景氣의 호
불호를 떠나 반봉건적 영세경작 기구 하에서는 필연”(박문규, 180)이라고 덧붙이
면서 경작농민이 채무농노적 성질을 띠고 있다고 평가했다(박문규, 198). 참고로,
인정식의 경우 박문규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경영지주론을 비판하였다. 이점
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한다.

15) 이 견해는 당시 조선총독부의 농정관료로 근무했던 히사마 겐이치(久間健一, 소작관)의
경우, 조금 다른 형태이기는 하지만 반복되고 있다. 히사마는 동태적 지주=자본주의적
경영=일본인 지주, 정태적 지주=소작료의존 봉건지주=조선인 지주를 유형화했다. 즉 조
선의 농업은 자본주의의 합리적 정신으로 무장한 일본인 지주와 조선총독부의 농업개발
책으로 자본주의화 되어가고 있다는 주장이다(久間健一, 1935).
16) 조사를 수행한 총독부측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까? 다음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
다. “예전의 유치한 경제사회에서는 농촌금융기관으로는 부락단위의 금융계(金融契)가 조
금 발달한 것이 있었고, 그 이외에 개인 임차(賃借)에 의한 것이었다. 지주 중에는 드물
게 사업 등을 위해 차재(借財)를 하는 자가 있기는 했지만 지금과 같은 수준은 아니었다.
…… 그런데, 일한병합 이후 금융기관이 정비됨에 따라 화폐경제가 발달하게 되었고, 점
차 여러 종류의 경제활동이 발흥했다. …… 종래의 조방농업(粗放農業)에서 벗어나, 생산
자금을 투자하여 이를 개선하는 일이 많아졌다.”(慣行下卷, 續編, pp.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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面数
1,207
214

百分比率(％)
48.9
8.7

生活費
農業以外의 事業投資
土地改良､ 其他農業資金

214
186
183

8.7
7.5
7.4

農糧､ 其他金融業
奢侈消費

64
57
345

2.6
2.3
13.9

2,469

100.0

土地購入資金
冠婚喪祭費

其他
全道의 面数

朴文圭､ [表2]地主借財使用度別(1930年調査)

넷째, 박문규는 조선의 1호당 경작면적과 소작료 수준을 다른 나라들의 사례
와 비교하여 그 경작면적이 영세하고 소작료가 현물납 위주로서 게다가 고율이
라는 점을 적시했다(박문규, 188~192).17) 이때 조선에 관한 자료는 參考事項摘

要(1933) 統計年報를, 다른 나라들의 사례는 山田盛太郞(日本資本主義分析),
那須皓(日本農業論), 滿鐵調査課(滿洲の農業), 澤村康(｢日本農業及農業問題｣,
經濟學全集 第42卷) 등에 실린 자료를 인용했다. 특히 상품관계, 화폐관계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물납 형태가 전체의 90%에 육박(參考事項摘要)
하는 이유에 대해 慣行(上卷)의 분석을 인용하여 “1930년 이래 연속되는 곡가
참락(慘落)에 따른 농촌불황의 결과 소작계급은 제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졌
고 채권자는 소작물이나 수곡(收穀)을 차압하거나 소작료납부 이전에 강제징수
하는 경향”이 심해져, 지주측에서 위탁 및 청부경작의 법률양식을 통해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려 한 결과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았다(박문규, 191). 그리고 이

‘위탁’이나 ‘청부’는 진보적인 생산방식으로의 이행형태가 아니라 지주에 대한
반농노적 종속관계를 증명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 각 도의 ｢농업통계서｣를

17) 이른바 ‘경작규모의 영세성’을 문제삼는 시각은 박문규, 인정식, 박문병에게 모두 존재하
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일본 강좌파 야마다 모리타로가 일본자본주의분석에서 취한
관점과도 상통한다. ‘경작규모의 영세성’의 논리는 동아시아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취한
비판의 일반적 문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시각은 식민국가(와 일본국가)의 자작/소작
이분법 인식체계, 그리고 그에 기초하여 입안된 자작농창정계획의 허점을 비판할 때 종
종 등장했다. 박문병은 영세농적 자작농이 토지자본의 이자로 지불하는 비용 때문에 늘
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기도 했다(박문병, 370~372).

- 238 -

제1절 지식논쟁과 탈혁명화: 1930년대 ｢조선사회성격논쟁｣ 재고

분석해 자작농(지주乙 포함)의 농가 1호당 평균경지면적이 자작겸소작농의 그것
보다 오히려 훨씬 작다는 점을 밝혀내어 조선에서 토지소유가 기생화되고 자작
농 상층 역시 기생지주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암시했다(박문규, 194: 각주14의

[표] 농가1호당평균경지면적).
(3) 인정식: 선별적 강조와 시기 조정
인정식은 ‘12월테제’의 방침에 따라 고려공산청년회 조직재건을 시도하다가

1929년 6월 체포되었고, 1931년 3월 6년형을 언도받고 복역하던 중, 비합법 혁
명운동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1934년 11월 가출옥했다(印貞植全集 第1卷,

pp.643~646). 출옥 이후 사회주의 운동과 단절된 채 1935년 여름에는 조선중앙일
보사에 입사하여 기자와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무렵 ｢조선중앙일보｣
에는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선과 단절된, 1920년대 조선공산당 운동에 참가했던
인텔리들이 결집해 진보적 저널리즘 활동을 펴고 있었다(이수일, 1995: 256). 인
정식 역시 각종 지면에 조선농업문제에 관해 기고했고, 1937년에는 이를 묶어 朝

鮮の農業機構分析을 펴냈다.
전술한 바대로 인정식은 박문규의 연구가 갖는 아카데미 내에서의 비판적 함
의를 높이 평가했다. 다만, 박문규의 논의를 조선농촌에서의 자본주의로의 전화
를 포착한 ‘자본파’로 특징짓고, 이에 대해 자신을 ‘봉건파’로 규정했다(印貞植

全集 第1卷: 6~7). 하지만 실제적으로 인정식의 논의는 박문규의 논의를 준용하
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그의 농업론이 집약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朝鮮の農業

機構分析에서 인용하는 통계자료와 그 활용방식은 그 점을 더 여실히 보여준
다. 인정식의 이런 논쟁전선의 구분은 일종의 오해이거나 허위적인 것으로 평가
받기도 한다. 즉, 조선인들의 사회성격논쟁은 ‘강좌파’ 안에서의 내부논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출된 바 있다(오미일, 1991; 이수일, 1995; 洪宗

郁, 2011). 따라서 여기에서는 박문규과 구분되는 인정식만의 통계자료 활용상의
특징들을 간략히 서술해보고자 한다.
첫째, 인정식은 쓰마가리와 이훈구 등이 경작면적에 대한 농업인구의 비율,
즉 농업인구‘밀도’의 법칙만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고, 특히 이훈구의 경우 인구
과잉이라는 맬더스적 공포를 조성하는 데에 급급하다고 비판한다. 그는 레닌의
논의에 따르면 “內延經濟에서의 근소한 토지는 外延經濟에서의 광대한 토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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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규모로 생산할 수도 있다”는 점,18) 1910년에서 1933년까지 조선의 인구증
가율은 56.2%, 식량생산증가율은 80%라는 점(朝鮮年監, 1935 통계치)을 그 근
거로 제시했다(인정식, 224~228).
둘째, 인정식은 조선농촌의 반(半)봉건성을 드러내는 지표로 ‘기술의 저급한
상태=수공노동’을 들면서, 朝鮮總督府調査月報에서 1932년 1월치 자료를 근거
로 제시한다. 인정식에 따르면, “근대과학의 응용에 가까운 것은 석유발동기밖
에 없고, 나머지는 구래의 원시적 농구를 개량한 것”으로 그나마도 동력원이 인
력용인 것이 수적으로 압도적이다. 이어 “사람이 기계를 구축하고 호미가 트랙
터를 배제하는 반역사적 광경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통탄하면서, 그 이유는
기계를 사용하여 얻는 자본가적 이윤보다 봉건사회로부터 존속된 봉건적 소작료
가 오히려 더 고율이라는 기구한 현실조건에 있다고 보았다(인정식, 241~242).19)
이 점은 농구이용상황을 근거로 조선농촌의 근대적, 자본주의적 전화의 경향을
증명하고자 했던 쓰마가리의 논의(津曲, 363~364)에 대한 비판을 의미한다.

18) 다만, 인정식은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분석에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 증거나 통계자료를
제시하지 않는다. 후술하겠지만 이 점은 인정식이 박문규, 박문병와 결정적으로 다른 관
점에 서 있었다는 증거가 되며, 그의 1938년 전향의 ‘이론내적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본고의 견해이다.
19) 인정식과 동일한 통계치를 인용하면서 박문병은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이 점에 대
해서는 후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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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식, [표23] 밭에서의 소작료 수득률 비교표(1930년 조사)
* 앞부분에서 잘린 표는 논의 소작료 수득률 비교표. 최고액과 최저액을 보라.

셋째, 인정식은 쓰마가리의 논문에서 소작방법비교표(津曲, 395: [표24])를 그
대로 인용하고, “쓰마가리 교수는 (소작료 수취방식이) 분익제에서 정액제로 전
화하는 경향을 근거로 자본주의로의 전화를 주장하려 하지만 이것은 잘못”이라
고 비판했다. 그 이유로 인정식은 분배행정상의 변화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잘
못이고 그보다 생산행정상의 변화를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인정
식, 261~262). 그러나 통계자료의 인용을 통한 반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논거는 그리 충분치 않다. 그런데 이로부터 1년 뒤에 펴낸 朝鮮の農業機構分析

(1937)에서 인정식은 통계자료를 활용한 반박을 시도한다. 인정식은 參考事項
摘要(1933)에서 얻은 [논/밭에서의 소작료 수득률 비교표]를 제시하고, “논에서
는 타조(打租)의 최고수득율은 50-79%, 집조(執粗)에서 50-80%인 데에 반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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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定租)는 58-90%에 달한다. 그리고 밭에서도 타조의 최고율이 50-65%, 집조에
서 47-75%인 데에 반해, 정조의 그것은 55-80%에 달한다. …… 이 정조의 우세
화의 경향은 농업에서의 생산양식의 발전의 표징으로 볼 수 없다. 그것은 오히
려 봉건적 생산양식의 존속 상황의 과정을 직접 반영한다.”(인정식, 1937: 인정
식전집 제1권, 405-406, [표22] [표23])고 주장했다. 다만, 이 논의는 ‘평균치’가
아니라 ‘최고율’을 기준으로 한 점에서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
다.
넷째, 인정식은 전체 농가 중 ‘지주乙’의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를 근거로 쓰
마가리의 자본주의적 농업경영론을 비판했다. 이것은 인정식의 통계치 재구성
시도와 관련된다. 쓰마가리는 慣習(1929)에서 통계치(1910~1925)를 가져와 [표

8]농업종별누년조(調)를 작성하고, 여기서 지주乙을 “소유경지의 대부분을 소작
부치고 일부분을 자경하는 자”라고 규정했다(津曲, 340~341). 쓰마가리는 이 표
를 조선에서의 자본주의화 프로세스(농촌계급분화 과정)를 보여주는 근거로 예
시하고 있다. 지주乙은 이른바 ‘경영부농’(非기생지주)인 셈인데, 이에 대한 쓰마
가리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1916년 50,312호에서 1926년 84,023호로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인정식의 의견은 좀 다르다. 인정식은 지주乙의 쇠퇴
를 주장하면서 조선에서의 ‘부농’의 가능성을 부정한다.20) 그런데 흥미로운 점
은 여기서 인정식이 그 근거로 원용하고 있는 자료가 쓰마가리의 그것과 달리,
시간적으로 이 후속편에 해당하는 1925년부터 1934년 간의 자료(자료출처는 統

計年報, 1936)라는 점이다. 인정식이 인용한 자료(인정식, 1937; 인정식전집제
1권: 323-324, [표10] 계급별농가호수)에서 지주乙은 1925년 83,832호에서 1932년
71,833호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정체⋅감소추세에 있다. 인정식은 농촌계급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인다. “다수의 중소지주가 부단히 몰락하여
20) 인정식은 기존의 조사자료에서 사용하는 농촌계급범주로는 농촌현실이 잘 드러나지 않
는다고 하면서 이를 지주, 부농, 중농, 소농, 빈농으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富農’
에 관해 서술하면서, “지주乙의 일부는 상업적 농업경영자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양계,
양잠, 채소재배, 과수원, 공업용생산물 등을 소규모로 경영하는 자작농, 자소작농 등 일
부도 포함될 수 있다. 소작농이라 하더라도 소작겸관리인처럼 지주의 경지를 비교적 대
규모로 소작하면서 때때로 농업기계를 사용하고 농번기에는 다소의 임노동자를 임시로
고용하여 상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이는 이 부농범주를 구성할 수 있다. 문제는 현재 우
리 조선농촌에서는 이윤의 성립 및 발전을 저해하는 봉건적=반농노적 토지관계의 질곡
에 의해 이 부농 범주가 성립되기 어렵고, 어렵게 성립한다 하더라도 자본제적으로는 발
전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印貞植全集 第1卷: 342~343)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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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농 또는 소작농 등의 각 층으로 대량적으로 전화해가는 한편, 종래의 자작
농 혹은 자소작농의 일부분은 도시로 이주, 전업한 결과 통계상 지주甲(모든 땅
을 소작부치는 지주)의 부류를 끊임없이 팽창시키고 있다.”(印貞植全集 第1卷:

328-329)21) 이때, 인정식이 지주甲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행하는 논의는 두 가
지이다. 첫째로, 지주甲(부재지주)의 계층구성이 다층적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통
계치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22) 둘째로, 지주乙은 대체로 ‘富農’(동태적
지주)의 범주로 볼 수 있는데, 그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인정식이 내린 결론은 조선에서 ‘기생지주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21) 박문병도 지주甲은 증가추세, 지주乙은 감소추세 있음을 1924, 1928, 1932년 통계치를 가
져와 설명하고 있다(박문병, 346: [표16]).
22) 이 점에 대해서는, 비록 사후적인 논의이기는 하지만, 여러 논자들에 의해 통계 범주의
구조적 문제로서 쟁점화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조선소작관행조사 당시 농정
담당 사무관이자 ｢조선농지령｣을 직접 기안하기도 했던 시오다 마사히로(塩田正洪)는 식
민지 농정을 회고하는 한 글에서, 위에서의 인정식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지주(갑)’ 범주
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지주(갑)이란 그 소유한 경지를 모두 소작시키고
자신은 경작하지 않는 이로 정의되는데, 마치 큰 면적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실은 매우 작은 면적을 소유한 이로서, 그것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어서 도
회에 나가 봉급생활을 하고 경작은 소작에 부치는 이들도 여기에 算入되어 있다. 또, 소
작농이라고 칭하는 이들 가운데에도 1戶가 십수 町步를 타인을 고용하여 소작을 하는
소작농도 있는데, 이들 역시 일상적으로 생활에 쪼들리는 보통소작농과 동일하게 소작농
으로 산입된다. 매크로한 판단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마이크로한 경우에는 그것에 적용
하는 통계를 분석, 수정할 필요가 있다.”(塩田正洪, 1971: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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津曲, [표8] 농업종류누년조(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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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식, [표10] 계급별 농가호수표

참고로, 위에서 인정식이 제시한 [표10]에서 1933년 이후의 통계치를 보면,

‘지주’ 범주의 수치가 집계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른
것이다. 조선총독부 농무당국에 의해 소작관행조사에 기초한 ‘소작령’ 제정의
움직임이 생겨나자, 지주들은 고육지책으로 정조법(定租法) 대신 타조법(打租法)
으로 전환하고 소작농을 엄선하는 한편, 지주 자신의 자영화(自營化)를 추구하
여 소작인을 사용인으로 전환하고 소작관계를 단순한 고용관계로 변질시켜가는
흐름이 생겨났다(久間健一, 1935: 58~59). 조선총독부는 이 상황에 대응하여, 지
주, 그 중에서도 특히 ‘지주乙’의 호구수를 ‘자작’으로 산입(算入)하고, 피용자(被

傭者) 통계를 새롭게 포착하여 기재하기 시작한다(朝鮮總督府農林局, 1935:
168~169).
(4) 박문병: 생산성/생산력 및 불균형발전 통계치의 적극적 채용
박문병은 1920년대 고려공산청년회에서 활동했고 일본으로 건너가 인정식과
함께 일본부 재조직을 위해 일했다. 1929년 5월 일본총국 2차검거에 걸려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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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이후, 1935~1936년 즈음 출감했다. 출감 이후 곧바로 조
선농업문제에 관한 글을 발표한 것으로 보아 수감 중에 이에 대한 준비가 있었
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오미일, 1991: 121~122).
사회성격논쟁에서 박문병의 입장은 쓰마가리와 인정식 양자를 모두 비판하는
것이었다. 이른바 자본주의전화론과 반봉건사회론의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박문병이 이 틈새 속에서 어떤 변별점을 모색했는지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대상
이다. 특히 박문병의 인정식 비판, 인정식과는 다른 방식의 통계자료 사용을 추
적함으로써 인정식의 전향(1938) 속에 자리한 내적 논리를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 자신의 통계관(統計觀)을 직접적으로 피력한 글을 썼기
때문에 이를 통해 사회성격논쟁에 참가한 이들의 ‘통계심성’을 일부 엿볼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박문병의 통계자료 사용은 어떤 양상을 보였을
까?
첫째, 박문병은 統計年報(1933), 朝鮮年監(1935), 각국 농업인구비례표(津

曲, 337)를 인용하면서 조선의 농업인구의 압도성을 말한다. 이것은 아주 익숙한
논의방식인데, 박문병이 특이한 점은 여기에서 하나의 지표([표4] 조선의 산업별
생산액표(1911~1930))를 추가로 제시하여, 조선=농업사회의 이미지를 벗겨낸다는
점이다. 즉, 이 통계치에 따르면 1925년에서 1930년까지 총생산액 대비 농산품
비율은 73.3%에서 60.8%로 줄어있고, 그 대신 공산품비율은 같은 시기 16배 이
상 격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박문병은 이를 근거로 조선은 여전히 농업사회이기
는 하지만 공업화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오로지 농업의 호구구성율만을
기초로 농업대종론(大宗論)을 펴거나 관념화한 동양적 퓌지오크라트(Physiokrat,
중농주의자) 사상의 물질적 기초로 삼으려는 기도는 과학적 검토에 장애가 된
다”(박문병, 325~328)고 주장했다. 이것은 이훈구와 인정식에 대한 비판이었다.

年度

農産物

1911
1928
1929
1930

307,236
971,650
920,626
722,528

百分比
率(%)
73.3
56.8
53.2
60.8

畜産物

林産物

水産物

鉱産物

48,016
221,861
206,098
30,472

19,793
64,951
73,891
63,360

10,861
113,504
112,878
82,887

6,183 15,643
26,434 318,71?
26,488 227,007
24,634 263,056

工産物

朴文秉､ [表4] 朝鮮産業別生産額表(単位:千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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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918
1,18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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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박문병은 ‘조선은 식민지’라는 상황규정에 대해 인정식과는 다른 논증방
식을 선택했다. 일본 내지의 토지상태는 조선과 마찬가지로 영세농을 전통적인
생산양식으로 하지만, 자작지 비율이 여전히 과반에 이르고 그 몰락의 속도 역
시 조선보다는 매우 완만한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논증에는 [표

13] 일본자소작별경지면적표(日本農業年報제2집에서 추출)의 제시와 조선의
관련통계치와의 비교만으로 충분했다. 나아가 같은 식민지라도 대만이 조선보다
자작지 몰락의 속도가 빠르다며 대만이야말로 조선보다 더 ‘진실한 식민지’에
가깝다고 말했다(박문병, 339~342). 일본-조선-대만의 자작지 지표를 비교하는 이
시각은 박문병에게만 존재하는 독특한 시각이다.23)

年度
1905
1909
1914
1919
1924
1929
1930

自作地
3,019,130.4
3,126,817.8
3,227,450.4
3,516,208.5
3,279,424.1
3,084,922.0
3,091,698.2

小作地
2,363,247.8
2,543,534.6
2,641,174.0
2,818,967.6
2,783,740.8
2,812,312.4
2,924,295.4

耕地総面積に対す
る比率(%)
自作
小作
43.9
44.9
47.7
47.7

指数
(1905年＝100)
自作
小作
100.0
100.0
103.6
108.0
106.9
112.2
109.8
119.3
108.6
117.9
102.2
119.0
102.4
119.4

朴文秉､ [表13] 日本의 自作⋅小作別耕地面積表
(明治38年＝1905年을 100으로 한 指數)

조선과 일본을 비교하는 전략은 다른 차원에서도 진행된다. 박문병은 1호당
경지면적은 영세농적 경영의 원인이 아니라 그 반증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조선

(1.54정보)과 일본(1.1정보)의 외연적 차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내연적 차이—
토지의 생산성—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는 조선의 反當수확고가 일본
의 절반 수준임을 보이고([표20] 주요농산물반당수확고비교표, 1914~1933),24) 조
선농업의 영세성이 생산력 발전에 질곡이 된다고 주장했다(박문병, 350~351). 그
러나 곧바로 농가1호당 미곡수확고의 증가속도가 일본 내지와 비교해 훨씬 고
23) 쓰마가리와 박문규의 경우, 자소작지 비율만을 가지고 일본과 조선을 비교한 적이 있다.
24) 박문규도 제7차농림성통계표와 통계연보에 의거하여 일본과 조선의 평균反當농작물
수확량 비교표(1926~1930)를 제시하였다(박문규, 189: 주7). 박문규 역시 생산성 문제를
의식하고 있었다.

- 247 -

제4장 식민지 농정의 인식체계에 대한 지식인의 비판과 한계

속도적(조선 184%, 일본 136% 성장)이라는 점을 들어 조선의 농업생산력이 발
전적 코스에 있음을 설명했다(박문병, 351~352: [표21] 농가1호당미곡수확고비율
표, 1910~1933). 이것 역시 인정식의 비교전략에 비해 독특한 방법이자,25) 인정
식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米
年度
1914
1919
1925
1929
1931
1933

朝鮮
0.952
0.926
0.839
0.840
0.948
1.072

大麥
日本
内地
1.879
1.959
1.819
1.853
1.700
2.232

朝鮮
0.886
0.906
0.882
0.826
0.868
0.853

小麥
日本
内地
1.549
1.841
1.757
1.804
1.690
1.992

朝鮮
0.547
0.432
0.458
0.503
0.521
0.366

大豆
日本
内地
0.938
1.159
1.123
1.278
1.278
1.300

朝鮮
0.347
0.532
0.458
0.503
0.521
0.366

日本
内地
0.789
0.810
0.793
0.766
0.703
0.860

朴文秉､ [表20] 主要農産物反当收穫高比較表(朝鮮vs日本)

朝鮮
日本内地
指数(朝鮮)
指数(日本内地)

1910年～1914年平均
3.41
9.02
100
100

1925年～1929年平均
5.40
10.70
155
119

1933年
6.40
12.33
184
136

最近4年間平均
6.01
11.24
176
124

朴文秉､ [表21] 農家一戸当米穀收穫高比率表(朝鮮vs日本)

셋째, 박문병에게는 ‘조선은 식민지’인 또 다른 근거가 존재한다. 박문병에 따
르면, 통계치를 단순한 수학적 개념으로 대해 지수의 상향선만 찾으려는 시도는
조선의 인식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농작물 발전의 불균형성은 여실히 식민지
조선농업의 특성에 따라 …… 농업의 공업에의 종속에 의해 자본의 에테르 밑
에 이질화되어간다”는 것이다. 즉, 조선의 농업생산물 발전지수는 공업원료로

25) 인정식은 山田盛太郞이 日本資本主義分析에서 사용한 型-비교의 전략에서 일본의 자리
에 조선을 넣어 조선의 ‘반봉건성’을 강조하였다. 즉 서구 국가(영국, 프랑스)를 기준으로
한 분류표 가운데 일본을 여섯번째 유형이자 변형태로 설정한 山田의 예를 따라, 인정식
은 조선을 일본의 자리에 ‘대체’시켰다. 유의할 점은 이때 인정식에게 일본과 조선은 상
호비교의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인정식에게 일본-조선-중국은 경작규
모의 영세성이라는 단일기준 하에 ‘동양적 농업’이라는 동일범주로 인식되고 있다. 이것
은 서구를 기준으로 삼는 ‘서구콤플렉스’의 관점이자, 생산성/생산력을 변수로 고려하지
못한 시야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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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는 특용작물이나 백미에 의한 것이고, 조선민중이 소비하는 나머지 부분은
협착화되고 생산성 역시 저급하며 이것이 다시 조선농민의 빈곤화로 이어진다
는 것이다(박문병, 352~355: [표22] 중요농작물반당수확량지수누년표). 발전의 상
승곡선 이면에 존재하는 농업생산의 불균형발전과 편중의 문제를 제기한 것인
데, 이 점은 쓰마가리의 논의에 대한 비판이다.

박문병, [표22] 중요농작물 反當 수확량지수 누년표

넷째, 박문병은 농가이용상황에 대한 쓰마가리와 인정식의 논의에 대해 제3의
입장을 제시하며 양자를 비판한다. [표24] 농구이용상황(박문병, 355)은 쓰마가리
의 글에서 박문병이 인용한 것이다. 전술한 바대로 쓰마가리는 이를 조선농업의
과학화의 전형적 표현으로 간주한 바 있다. 그리고 인정식은 추가자료를 더 제
시하면서, 자본제적 이윤보다 봉건적 소작료가 더 크기 때문에 ‘호미가 트랙터
를 배제하는 반역사적 풍경’이 조선농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문병에 따르면, 개량농구의 도입은 자본모국의 상품을 소화하는 식민지의 역
할에 충실한 것 이상이하도 아니고, 영세농에게 그것은 거대한 채무, 빚더미로
귀결될 따름이다(박문병, 355~359).26)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박문병은 자본의 지배와 침입이 봉건적 생활양식과
합작하는 동시에 모순적 대립을 첨예화하는 양면적 속성이 있다는 점, 농촌의
봉건성은 이미 상당정도 자본적 변질의 도정에 있다는 점, 그것을 조선농촌의
26) 박문병의 농가부채액에 관한 분석은 박문규의 분석보다 더 정밀하다. 비료사용의 증가와
그 비용의 영세농 전가양상, 이로 인한 부채의 증가 문제, 은행대출담보액의 추이, 농가
매호당 부채액과 농민생활비 중 음식비 비율(엥겔지수) 등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박문
병, 36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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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현실로 보았다. 그에게 쓰마가리 식의 ‘자본주의전화론’이나, 반대로 “조
선농촌에 ‘자본의 지배’가 침투하지 않았다는 이데올로기”(인정식)는 모두 허구
적 표상에 불과했다(박문병, 389).

4. 식민지 지식주체와 내면화
(1) 전향의 예감
본고는 193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이루어진 사회성격논쟁을 ‘논거로서의 통
계’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소박한 시도이다. 이 속에서 통계를 매개로 한 조선지
식인들의 전략적 발화행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성제대라는 아카데미적 장소
에서 흘러나온 조선에 대한 연구에 대해, 조선지식인들이 그것과 통계치를 공유
하면서도 변수를 재구성화하거나 다른 시기의 통계치를 반증사례로 들이밀거나
제3의 통계치를 들여와 ‘제압’하려한 여러 시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경작규모’와 ‘생산성’의 통계를 도입하여 비교를 통해 비판하는 전략은 매우 중
요한 것이었다. 이것은 식민국가의 농정이 기초하고 있는 일련의 인식체계에 대
한 근본적 비판으로서 의미가 크다. 또, 그것은 동아시아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취했던 농정비판의 방법들과 연동되는 것이자, 이를 식민지 조선의 차원에서 적
극적으로 ‘전유’해낸 지식실천이기도 했다. 요컨대, 이 ｢조선사회성격논쟁｣은 조
선인들 안에서의 내부적 논쟁의 외양을 띠었지만, 본질적으로는 식민지 조선을
바라보는 제국 일본의 시선에 대한 해체와 비판을 의미한다고 보는 편이 더 적
합할 것이다. 적어도 조선 지식인들은, 쓰마가리에 대해서는 통계치 해석에서
일종의 공동전선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이들의 지식실천은 식민지
농정피폐의 근본적 원인이 식민국가의 농정정책에 있음을 적시하는 비판이기도
했다.
그런데 조선인들의 통계치 전유패턴을 살펴보던 중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도
출되었다. 그것은 인정식이 전유한 통계치의 특성과 관련된다. 나아가 인정식의
전향(1938)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 점은 박문병이 전유한 통계치의 특성
과 대조함으로써만 발견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정식은 이 논쟁에서
스스로를 ‘봉건파’로 자리매김하고 박문규와 박문병을 ‘자본파’로 규정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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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실제적인 통계치의 활용방식은 몇 가지 작은 차이를 제외하면 대체로 박
문규의 방식을 그대로 좇아가는 행태를 보였다. 물론 이러한 인정식의 ‘선언’은,
코민테른의 결정에 따라 ‘식민지 조선’이라는 공간의 정치적 성격을 이데올로기
적으로 충실히 대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거기에 대해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 인정식은 야마다 모리타로(山

田盛太郞)의 일본자본주의 분석의 방법, 즉 ‘경작규모’를 기준으로 한 분류를 그
대로 채택한 바 있다. 전향 이전의 강좌파로서 야마다는 일본자본주의를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의 ‘정상자본주의’에 대한 변형태로 규정한 바 있다. 이른바 형

(型)의 사고이다. 야마다에게 일본자본주의는 영세경작농(‘경작규모의 영세성’)으
로 대표되는 ‘半봉건’을 타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강화시키면서 온존하는
체제이다. 인정식은 야마다의 이 型의 사고를 전유함으로써 조선사회에 개입되
어 있는 외세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증명해낸다. 외세인 식민국가와 그 자본이
조선사회의 봉건성을 (해체하기는커녕) 온존시키고 있다는 그의 논리는 이 型의
사고를 통해 설득력을 가졌다.27)
그러나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정식은 야마다가 분류
해놓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일본의 型 가운데 앞의 다섯 국가는
그대로 둔 채, 일본을 빼고 그 자리에 조선을 대체했다. 바꿔 말하면, 인정식의
사고 안에서는 일본과 조선이 변별되지 않는다. 전향 이전의 인정식에게 일본과
조선과 심지어 중국은, ‘경작규모의 영세성’이라는 하나의 지표를 통해 ‘동양농
업’으로 수렴되어 있다. 이 문제를 도드라지게 하는 것은 이와는 다른 박문병의
통계치 활용의 방식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박문병은 경작규모의 영세성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미곡의 反當생산고 등을 통해 일본과 조선 간의 생산성
격차를 보여주었고, 대만의 사례도 언급하여 이를 비교하였다. 박문병이 설정한
식민성의 지표와 그 증명방식—토지면적당 생산성, 불균형발전—은 인정식의 그
것과는 사뭇 달랐다. 이 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을 어떻게 비교하는가, 어떤 범주화의 전략을 구사하는가? ‘비교’는 객관
적이고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이다. 전향 이전
의 인정식에게 생산성의 문제는 진지하게 포착되지 않았고, 생산성과 연관된 통
27) 관련사항은, 졸고, 2012, ｢이론연쇄와 전향: 인정식의 경제론｣,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 제96호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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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치의 전유시도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가 조선형(朝鮮型)을 논의할 때 그
기준은 영국과 프랑스 등 서구의 국가이고 일본은 비교범주에서 아예 누락되어
있다. 인정식은 ‘반봉건적 동양농업’의 관점 안에서 일본과 중국을 바라보고 있
었고, 그래서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러나, 전향 이후의 인정식은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의 관점으로 전환한다. 그리
고 이 관점 속에서 드디어 일본과 중국, 그리고 ‘조선’이 서로 비교, 분별되어야
할 대상으로 재발견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생산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단위면
적당 생산성의 문제로 논의가 전환된다. 인정식은 이제 ‘조선’ 일반이 아니라

‘南鮮’과 ‘北鮮’ 간의 단위면적당 생산성의 차이를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야마다가 전향 이후에 걸어간 길과 매우 닮아있다. 야마다는 전향 이전에는, 경
작규모가 영세한 일본에서는 소농의 범주가 성립할 수 없다는 소위 ‘소농부재
론’(小農不在論)을 주장했지만, 전향 이후에는 북만주와 일본을 ‘비교’하면서 난
데없이 ‘적정규모의 농가’ 개념을 만들어낸 바 있다(武藤秀太郞, 2009: 177~205).
그렇다면 이 논의가 갖는 정치적 함의는 무엇일까? 전향 이후 인정식의 발화
공간은 중일전쟁의 한복판이었다. 거기에서 인정식은 ‘발전된 일본’과 ‘정체된
중국’, 그리고 총력전이 만들어낼 공간에서 ‘발전하는 조선’을 이야기했다. ‘생산
성’의 격차는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기준 위에서, 인정식에
게 중일전쟁은 일본이 중국을 ‘정체’로부터 보편적 세계사의 장으로 끌어내는

‘초청’과 ‘구제’의 행위로 인식된다. 이것이 바로 사회성격논쟁에서 인정식이 통
계치를 전유하는 방식에서 추출해본 ‘전향의 예감’이다. 그렇다면 박문병은 어
떨까? 총력전기의 그의 자세한 행적을 찾아볼 수 없어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는 이 ‘생산성’ ‘불균형발전’이라는 ‘백신’을 이미 맞고 있었기에 인정식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총력전의 전쟁경제를 통해 조선이 발전,
성장을 이루더라도, 그 속에는 여전히 생산성의 격차와 불균형발전의 문제가 남
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야말로 ‘식민지’의 징표가 되는 셈이다.

(2) 식민지 지식국가와 주체
그렇다면 박문병에게는 과연 어떤 길이 열려 있었을까? 앞에서 ‘통계치의 전
유방법’을 살펴봄으로써, 박문병에게 존재하는 것이 인정식에게 부재하다는 점
을 근거로 인정식의 전향을 ‘예감’하였다. 이번에는 논점을 바꿔 ‘통계치를 근거
- 252 -

제1절 지식논쟁과 탈혁명화: 1930년대 ｢조선사회성격논쟁｣ 재고

로 논쟁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등장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것은
권력과 지식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어떤 논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론적 토론도 역사적 논증도 가능하다. 그런데 1930년대의 식민지 지식
인들은 어째서 통계치를 들고 와서 사회성격논쟁에 임했던 것일까? 게다가 왜
하필 그것은 적대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법한 식민국가가 생산한 통계여야 했
을까? 1930년대 중반, 그들은 왜 1929년에 출간된 쓰마가리의 논문에 대한 ‘통
계적 투쟁’을 감행했을까? 1933년에 발간된 박문규의 ‘통계표로 가득한’ 그 논
문은 어째서 지식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세계적 수준’을 유감없이 보여준
다는 칭송을 받았으며, 나아가 그 통계에 기반한 ‘논쟁의 문법’을 확산시켰을까?
이것은 식민지 지식국가와 식민지 지식인의 ‘통계심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28)
慣行(1932)의 출간은 식민국가가 식민지 농촌에서의 통치의 위기를 돌파하
고자 하는 의지의 산물이었다. 조선에서의 소작에 관한 전국적 통계는 異민족
식민국가의 사업에 의해 비로소 수집되었다. 경성제대라는 지식기구에 복무하는
일본인 교수들이 바라본 조선의 사상계는 적합한 추론을 방해하는 감정과 감상,
열정과 선동, 그리고 非지성이 난무하는 공간이었다. 이때 그들이 내건 무기는
바로 이 통계를 통한 ‘실증’이고 ‘과학’이었다(四方, 津曲). 이들에게 통계는 ‘조
선농촌’에 관한 서로 다양한 많은 의견들을 일거에 ‘제압’하는 무기이다. “통계
는 사물에 관한 지식이 부족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한 의견이 너무
도 많을 때 이를 제압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다.”(최정운, 1992) 그런 점에서
통계는 소란한 ‘주관적’ 의견들을 ‘침묵’시키는 방법이다. ‘조선사회’는 통계에
의해 비로소 ‘정확한 수치’로 표시되기 시작했고, 열 마디 말보다 단 하나의 ‘통
계치’가 현실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랬기 때문에 조선의 지식
인들이 경성제대의 ‘허구적 실증’ ‘오용된 통계사용’을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통계치를 활용한 논쟁의 장’에 들어섰던 것이다. 물론 이들은 ‘가짜’ 통계에 대
해 ‘진짜’ 통계를 제시할 수는 없었다. 통계치의 확보는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거
대한 사업이다. 그렇다고 이 거대한 사업을 수행한 식민국가가 이런 사태의 진

28) ‘지식국가’(knowledge state)와 공공지식(official Knowledge)에 관한 직접적인 영감은 최정
운, 지식국가론: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의 노동통계 발달의 정치적 의미(삼성출판사,
1992)에 빚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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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처음부터 의도한 것도 결코 아니다.
박문병은 자신만의 독특한 통계관을 서술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농업이론
에서도 동일한 통계를 갖고서도 그를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그것은 事象 분석
의 해부도로서 기능할 수도 또는 事象隱蔽의 신비화의 무기로서도 轉形될 수도
있다.”(박문병, 321) 그리고는 인정식이 “정확한 통계라는 것은 견고하고 발달된
부르주아 국가의 활동”이라고 규정한 부분, 나아가 “통계 자체의 역사성을 승인
한다면 實數 자체에 대해서는 가히 ‘안심’하고 ‘신용’할 수 있다”(인정식, 223)고
말한 부분을 들어, 조선의 봉건성에 집착하는 인정식이 통계만큼은 근대적이라
고 말한다며 그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박문병은 식민지 조선의 역사적 범주
는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 체계’가 아닐뿐더러, 통계의 역사성과 동시에 ‘사회
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통계를 방기해서는 안 되고, “과학적으로
응용하고 방법론적으로 가공하면” 조선농촌의 숫자적 대변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박문병, 322~323).
그렇다면 통계에 관한 이런 사고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여기서 한
가지 참고가 될 만한 것이 당시의 數字朝鮮硏究(1931~1935, 전5호)의 사례이
다. 李如星과 金世鎔이 공저한 數字朝鮮硏究는 창간취지에서 조선의 실제 사
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사물의 질량을 표시하는 숫자의 행렬과 그 변화의
족적을 표시한 통계적 기록을 찾아보는 것이 捷徑”이라고 적었다(李如星⋅金世

鎔, 1931.7). 또, 조선의 경우 정치적 특수지역이어서 조사통계에 이중성이 발생
할 수 있고, 그래서 특정 정보만을 공개한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잡지에 대한 반응이다. 이 잡지가 출간될 때마다 그에 대한
독후감이 동아일보에 게재되었다. 金佑枰은 사물에 대한 과학적 사색의 분위기
로 이전과 같은 사물에 대한 자아중심의 관념론이 사라져가는 듯하다고 하면서,

“통계를 자신의 사상 및 논지, 저술의 기초에 두려하는 이 태도는 사물의 이해
에 이 얼마나 공정하고 진보된 방법인가”라고 감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통
계방법에 의해 획득된 숫자는 관념 혹은 감정을 기초로 한 것보다는 정확하
다.”(동아일보, 1931-12-19) 咸尙勳도 “막연한 공리공론보다는 실제적 숫자의 증
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저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동아일보, 1932-5-28). 마
지막으로 白南雲은 “과학적 방법은 통계 그 자체가 아닌데도 일반 ‘인텔리’는
통계라면 무조건 精進한 것으로 妄信하는 경향”이 있다고 일갈한 뒤, “통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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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성을 부여할 수도 사실을 가리는 기만성을 가질 수도 있다. …… 그러나 결
코 통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동아일보, 1935-5-28). 그나마 백남운의
경우가 통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역시 통계의
이데올로기적 사용을 경계하고 ‘과학’적 사용을 요청하는 데에 그친다.
그렇다면 이데올로기적이지 않은 ‘과학’적인 통계의 사용은 어떻게 가능할까?
과연 그런 구분은 정말 가능한 것일까? 혹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
은 아닐까? 이른바 ‘과학주의’는 아닐까? 혹시라도 만약 그것이 이데올로기와
준별될 수 없는 것이라면, 통계치를 전유해가면서 적과 마주하는 이들 조선지식
인의 실천은 과연 어떤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통계가 감정보다 정확하
고 막연한 공리공론을 막기 위해서는 통계가 필요하다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논
쟁하는 속에서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일까? 잘 사용하면 과학이지만 자칫 잘못
사용하면 기만이 될 수도 있는 그 통계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과연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논쟁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최후의 자리에 남는 것은 혹
시 실체화되고 물신화된 통계 그 자체는 아닐까? 통계치를 들고 논쟁을 하면
할수록 통계치 자체의 물질성(materiality)은 오히려 더 강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
까? 그렇다면 그건 식민지 지식인의 비판적 지식이 통계의 활용을 요청하는 아
카데미의

‘문법’을

선택하게

되면서

결국은

‘과학성’이라는

‘자기검열의

場’(Bourdieu)으로 들어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29) 비판을 위해서도 필연
적으로 통계가 동원되어야 하는 새로운 ‘문제적 場’이 구성된 것은 아닐까? 무
릇 혁명이란 수치로 예측되거나 계산될 수 없는 것일진대, 그렇다면 이들 조선
지식인들은 더 이상 혁명을 조직하는 이가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또 ‘과학
의 언어’로 차분히 조선사회를 분석하기에 바쁜 ‘관조적 인간’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조금 심하게 말한다면, 통계치를 기반으로 한 사회성격논쟁이야말로 그

29) 부르디외는 장(field)와 검열(censorship)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검열은
법적인 수속,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에의 접근경로와 표현의 형식을 동시
에 통제하는 것으로, 표현을 지배하는 장의 구조 그 자체”라는 의미로 정의된다. 이러한
형태의 검열은 피지배적 위치에 있는 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침묵을 지키도록 강제한다.
이제 이들에게 남겨진 것은, 조용히 침묵을 지키거나, 장의 바깥에서 ‘권위 없이’ 노골적
으로 표현하는 방법밖에 없다. 한편, 만약 “개별 행위자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만을
말하게 될 경우, 검열은 은폐되고 비가시화된다. …… 이것은 이미 검열이 내면화된 결
과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히 검열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Bourdieu, 1991: 13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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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로 비판적 지식인들의 ‘脫革命化’의 징후였던 것은 아닐까? 知의 축복이자
비극이기도 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러한 사태가 만들어낸 정치적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 ‘농정통계가
논증의 근거로 활용되는 사회성격논쟁’ 속에서, 식민지 사회의 민족적, 계급적
모순 및 갈등은 이미 통계적 지표를 통해 충분히 ‘계산가능한’(calculable)한 것으
로 전환되었다. 바꿔 말해, 식민지 사회의 모순과 갈등은 더 이상 양립불가능하
거나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충분히 화해, 조정가능한 것으로 표상되기 시작했
다. 모순은 숫자로 표시되고, 그 해결책 역시 ‘사회적 균형’(social equilibrium)의
발상 속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되는 것이다. 통계라는 특정한 지식체계가 정
치적 발화의 수단으로 권위를 획득해가는 이러한 현상은, 물질적이기보다는 인
지적(cognitive)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 사태야말로 식민지에서 ‘지식국가’의
권력효과가 작동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징후(symptom)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은, 1930년대 ｢조선사회성격
논쟁｣을 전개한 이들 가운데 몇몇은 1920년대에는 혁명가로서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라는 점—특히 인정식과 박문병—이다. 1920년대에 이들은 일본과 소련이
필연적으로 전쟁을 벌일 것이고 이 전쟁을 매개로 식민지 조선의 민족적⋅계급
적 모순이 타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위에서 비합법 혁명운동에 몸을 담았
다. 그런데, 사회성격논쟁이 진행되면서 이제 이들은, 예컨대 ‘적정소작료’가 얼
마인지를 측정하고 생산성을 고양시킬 조건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하는, 이
른바 ‘사회제도 개혁가’로 전환되었던 것이다.30) 이들 과거의 혁명가들은 이제
현장을 떠나 책상 앞에 다가앉아 통계숫자와 씨름하며 개선책에 골몰하는 ‘전문
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30) 소작료 문제의 경우, 박문규, 인정식, 박문병 모두 외국의 소작료액과 소작료지불형태에
관한 자료를 가져와 비교하면서 조선의 ‘고율소작료’ 등을 비판하는 포즈를 취했다. 인
정식의 경우, 1938년 전향 이후에는 적정소작료의 문제를 좀 더 구체화하여 제기하고 그
계산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桐生一雄(인정식의 창씨명), ｢朝鮮に於ける適正小作料の問題｣
(1~2), 朝鮮総督府調査月報12-8~9(19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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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향 재고(再考): 지식생산양식의 분석
그렇다면, 이러한 지식실천이 최후로 다다른 자리는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
본고는 인정식의 전향을 사례로 삼아 그 행로를 추적해보고자 한다.32)
식민지 조선에서의 전향(轉向, conversion)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는 ‘정치
적인 것’에 대한 ‘도덕/윤리적인 것’의 우위라는 감각이 묻어있다.33) 가끔은 지
독한 냉소마저 불러일으키는 이 감각은, 지극히 정치적인 입장의 전환이자 그
표현인 전향을 도덕과 윤리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어떤 ‘비정치(非政治)’의 실천
을 반복하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도덕과 윤리를 매개로 한 ‘비정치적 개입’ 역
시 이미 그 자체가 엄연한 ‘정치’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게다가, 전향이라는 행
위를 사고하는 데에 있어 이러한 ‘비정치적 개입’은 썩 유용하지도, 또 정치적
으로 타당하지도 않다. 정치를 도덕의 장으로 환원하는 일종의 ‘선의(善意)’는
정치공간에서 주체(subject)를 배제해버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정치행위

31) 본고 제4장 제2절은 졸고, ｢이론연쇄와 전향: 인정식의 경제론｣, 한국사회사학회, 사회
와 역사 제96호(2012.12)를 저본으로 삼아 이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32) 식민지 지식인의 전향을 ‘지식생산양식’의 차원에서 분석하려는 본고의 시도는,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의 전제 위에 서 있음을 늘 잊지 않는다. 총력전기 지식장(場)에 대한
식민권력의 개입은 종전의 소극적 검열(negative censorship)에서 적극적 검열(positive
censorship, 용지통제, 프로파간다)로 전환되었다. 지식생산은 식민권력이 미리 편집방침을
제시하고 이를 지식인에게 강제하는, 일종의 ‘주문형 맞춤생산’, ‘하청생산’의 테두리 안
에 자리했다(김인수, 2012a: 365). 전향의 문제를 ‘지식생산양식’의 차원에서 분석하려는
본고의 시도는, 지식인의 전향이 권력에 의한 폭력과 강제, 담론장의 제한 속에서 벌어
진 사건임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권력-사회 간의 매체(media)로서의 지식인
담론장의 위상을 고려해볼 때, 이렇듯 적극적 검열을 취하여 지식인의 ‘입’을 통제하는
권력이 과연 강력한 것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총력전기 지식인의 전향이 식민권력의
통치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더 진지한 연구의 과제가 되어야할 것이다. 이에 대한 본
격적인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삼을 것임을 약속해둔다.
33) 이때 도덕은 엄밀히 말하면 ‘민족’이라는 이름의 도덕이다. ‘민족=도덕’은 행위주체의 정
치적 패배를 도덕적 파산으로 오인하게 하고, 정치적 심판이 필요한 자리에서 도덕적 훈
계를 늘어놓게끔 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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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유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이를 침묵시키고 봉쇄하는 것으로 귀착되기 쉽다.
따라서 도덕의 장막을 (걷어낸다기보다는) ‘투시’(透視)하여 정치 본연의 시선으
로 전향이라는 행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전향을 정치의 문제로 사고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시
국(時局)의 압박’으로 논리화한 모든 ‘기회주의’를 긍정하기만 하면 그만인 것일
까? 전향의 주체들이 저마다 제시하는 알리바이, 예컨대 백철(白鐵)이 제출한

‘사실수리론(事實受理論)’과 같은 대세추종의 논리를 모두 추인하기만 하면 될
까? 그렇지 않다. 그렇게 된다면 정치적 주체는 필연적으로 ‘시국’에 녹아들고
환원되며 결국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정치적 주체는 역사 바깥으로
추방되어 소멸되며, 그 곳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번엔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난 회심(回心)이라고 한다면 어떨까? 예컨대 이광수(李光洙)의 ‘민
족을 위한 친일’ 즉 ‘친일내셔널리즘’(조관자, 2002)처럼, 시국도 시국이려니와,
내면에서 벌어진 ‘대오각성’과 행자(行者)적 삶(이경훈, 1998)의 ‘진정성’으로 사
태는 무마될 수 있을까?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 정치적 주체의
문제인 이상 그 행동은 베버(M. Weber)가 말한 것처럼, 동기가 아닌 결과, 즉
신념윤리가 아닌 책임윤리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관점에서 식민지 조선의 마르크스주의자이자 농업경제 이론가인
인정식(印貞植, 1907~?)의 전향(1938)의 의미를 탐문해보고자 한다.34) 그의 행위
를 도덕적으로 단죄하는 데에서 그치거나 시국과 동기에 기대 정치적 무의미의
장으로 손쉽게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면, 탐문의 대상은 결국 그의 ‘지식생산수
단’—이론과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지식인’ ‘이론가’로서의 인정식
을 정치적 주체로 소환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자 그에게 정당하게 묻고 책임
을 따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34) 인정식은 ‘12월테제’의 방침에 따라 고려공산청년회 조직재건을 시도하다가 1929년 6월
체포되었고, 1931년 3월 6년형을 언도받고 복역하던 중, 비합법 혁명운동을 포기하는 조
건으로 1934년 11월 가출옥했다(印貞植全集 제1권, pp.643~646). 출옥 이후 사회주의
운동과 단절된 채 고향에 머물고 있던 인정식은 공화계라는 비밀조직을 조직하여 1938
년 3월까지 야학을 운영했다. 그 사이 1935년 여름에는 조선중앙일보사에 입사하여 기자
와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무렵 조선중앙일보에는 여운형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선과 단절된, 1920년대 조선공산당 운동에 참가했던 인텔리들이 결
집해 진보적 저널리즘 활동을 펴고 있었다(이수일, 1995: 256). 1938년 4월 인정식은 공
화계 야학사건의 주모자로 검거되었고, 그해 10월 사상전향을 맹서하고 출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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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탐문할 것인가? 실천적 이론가에게 정치행위로서의 전
향이란 결국 이론적 전향(/전회)을 의미하고, 이때 만약 그가 패배 또는 파산했
다면 그건 오로지 논리의 상실, 즉 말이 무의미해지는 곳에서만 측정될 수 있
다. 비논리와 의미 없는 말은 이론이 현실을, 개념이 사실을 정합적으로 포착할
수 없을 때 나타난다. 따라서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할 지점은 근사하고 매끈하
게 정리된 논리의 체계가 아니라, 말이 엉켜 일관성을 상실하고 논리가 비논리
가 되어버리는 어떤 이론적 곤경(predicament)과 딜레마(dilemma)이다. 인정식에
게 이 곤경과 딜레마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정치적 의미는 무엇일까?

2. 제1의 이론연쇄: 식민지 조선의 강좌파(講座派)
(1) 인정식의 조선농촌경제 인식: ‘경작규모의 영세성’=‘半봉건성’
1920년대 후반 이후 농업문제에 대한 관심은 식민지 조선사회의 각 방면에서
제기되었다. 조선경제의 전체 구성에서 농업인구와 농산품 생산비율이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했다는 기본적인 사실은 물론, 시베리아출병(1918~22)과 쌀소동

(1918)으로 인해 시작되었던 조선에서의 제1차 산미증식계획이 일본경제의 호황
국면의 종결과 일본 ‘내지’ 농민의 반발로 실질적으로 실패로 돌아간 것, 1930
년대 초 세계대공황의 한 양상인 농업공황이 조선농민의 삶에 심대한 타격을
준 것 등이 그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5할~9할에 이르는 고율지대와 더욱 심
각해지는 고리대자본의 문제, 토지와 유리된 농민의 체적(滯積)은 조선총독부
당국으로서도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든 사회문제였고, 조선의 부르주아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간에, 그리고 사회주의 세력들 내부에서도 농민구제를 위
한 방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이런 가운데 사회주의자들은 식
민지 농업의 토대분석과 운동론을 위한 이론무장을 꾀했고, 1930년대 중반부터
는 마르크스주의의 개념에 근거한 ‘과학적’ 분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35) 박
35) 여기에는 코민테른 제6차대회(1928)의 성과 위에서 제출된 ‘12월테제’—코민테른 집행위
원회 정치서기국에서 채택한 “조선문제에 대한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결의”—에서 조선
혁명의 현단계는 부르주아민주주의 혁명이고 그 내용은 토지혁명이 주축을 이룬다는 점
이 공식적으로 천명되어, 토지문제와 농업문제의 분석이 더욱 긴요해졌던 외부적 계기도
크게 작용했다(오미일, 1991: 12; 최규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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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규(朴文圭), 인정식(印貞植), 박문병(朴文秉), 이청원(李淸源) 등 사회주의 농업
경제이론가들이 등장한 것이 바로 이때였다.36)
인정식이 농업이론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편 것은 1936년 3월부터 잡지 중
앙(中央)에 “조선농촌경제의 연구” 특집을, 그리고 연이어 잡지 비판(批判)에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의의” 특집을 연재한 데에서 시작한다. 이 글들은 모두
‘조선어’로 씌어져 있고, 1937년 9월 단행본 조선의 농업기구분석(朝鮮の農業
機構分析)(東京: 白揚社)을 출간할 때 그 내용 상당수가 편집을 거쳐 재수록되
었다. 참고로, 이 책에는 1936년 3월 조선중앙일보(朝鮮中央日報) 학술란에 연
재했던 기사(1936.3.29~4.4) “토지소유의 역사성: 朴文圭 씨에 대한 비판을 主로”
도 일역(日譯)되어 부록으로 첨부되었다.
인정식은 토지조사사업(1910~1918)과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축된 토지조
사 및 토지소유의 법령들, 예컨대 조선삼림령(1911.6), 관유재산관리규칙(1911.7),
역택지수입수납규정(1911.10), 조선민사령⋅조선부동산증명령⋅조선부동산등기령

(1912.3), 토지조사령(1912.8)의 성격을 “(이러한) 토지의 근대적 점유형태라는 것
도 본질적으로는 봉건적 점유관계의 시민적 假裝에 불과”(강조는 원문)하다고
규정했다. 여기에서 봉건성의 지표는 (1) 생산수단 일반 특히 토지가 직접적 생
산자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것 (2) 기술이 저급하고 경화(硬化)된 상태 (3) 자연
경제 (4) 농민이 토지의 부속물로 간주되는 예종(隸從)관계의 전제인 경제외적
강제 등으로 설정되었다.37) 그리고 인정식은 “영세적 토지사용은 토지관계의 봉

건성을 규정하는 기초적 속성의 하나”(강조는 원문)라고 규정하고, “(서구와 달
리 조선에서는) 중소지주가 붕괴하면서 토지회사, 관개(灌漑)회사, 은행 등에 의
한 토지의 집적이 급속하고도 대규모로 진행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독립’된
자영농은 누진적으로 소작농이나 영세농(零細農)으로 전락하고 경작단위가 파멸
적으로 세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근대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농업기술이 여전히 저급하고 원시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
고, ‘근대적 자본’이라 해야 할 일본(인) 계통의 대지주 소유지와 대농장에서마
저도 “사람이 기계를 구축(驅逐)하고 호미가 트랙터를 배제하는 반역사적 광경”
36) 후술하겠지만, 이들의 사고는 정치적으로는 코민테른과 소련의 방침에 영향을 받을 수밖
에 없었고, 이론적으로는 중국의 사회성질논전—봉건파와 자본파—과 일본의 마르크스주
의 사회과학(일본자본주의논쟁)—강좌파와 노농파—의 자장(磁場)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
37) ｢토지점유의 근대성과 봉건성｣(中央 31, 1936.5: 48): 印貞植全集第1卷 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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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38) 인정식은 이를 ‘반봉건성(半封建性)’으로 개념
화하고, “조선 외부로부터 도입된 자본—일본계 독점자본—이 조선 전래의 봉건
적 생산양식과 결합”(강조는 인용자)하고 있고 이를 유지, 강화시킨다고 주장했
다.39) 그는 세계사의 토지개혁 유형을 아메리카형(型), 융커형, 불란서형, 영국형
등으로 분류하고, 조선의 토지조사사업을 경작농민이 아닌 수조권자에게 사유권
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을 소작농, 반(半)농노적 지위로 재편성한 재판(再版)농노
제의 원인으로 규정했다. 이것은 융커형이나 구(舊)러시아형과 가까운데, 그러나
외래자본으로서의 독점자본의 지배와 봉건적 생산관계의 결합이 농촌의 봉건적
성격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점에서 이들보다 더욱 기형화, 불구화되어 있다고
평가했다.40)
인정식은 이러한 이론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훈구(李勳求),41) 노동규(盧東奎)
등 민족주의 농업이론가, 박문규,42) 박문병 등 마르크스주의 농업이론가를 모두
비판했다. 우선 이훈구의 경우 조선농촌의 농지규모와 인구수를 비율로 표현하
여 조선농촌이 과잉인구에 의한 인구압박과 경지부족으로 허덕인다는 주장을
폈는데, 인정식은 이를 맬더스적 인구론의 비관론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결국
그에게 ‘산아제한’ 이외의 답이 있는지 힐문한다. 또, 조선의 실질적 출산율과
사망률 지표를 제시하면서 기아와 영양부족에 의한 산아제한은 이미 강제되고
있다고 냉소했다. 사회적 조건을 외면한 속류경제학자로서 이훈구를 비판했던
것이다.43)
38) 위의 글, p.51: 印貞植全集第1卷 p.116.
39) ｢半封建性의 규정: 토지소유의 봉건성과 근대성(결론)｣(中央 35, 1936.9: 90): 印貞植全
集第1卷 p.185.
40) 오미일, 앞의 책, p.121.
41) 이훈구(1896~1961): 1924년 도쿄대학 농학과, 미국 캔자스주립농과대학 대학원을 수료하
고 위스콘신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31년 귀국 이후, 숭실전문학교 농과 교
수 및 과장을 역임하였다. 1938년 조선일보 주필겸 부사장. 해방 이후 제헌의회 의원, 단
국대 학장, 성균관대 총장을 역임하였다.
42) 박문규(1906~1971): 1925년 경성제국대학 예과를 2회로 입학하였고, 1930년 법과를 졸업
하였다. 이강국(李康國), 최용달(崔容達)과 경성제대 동기생이다. 졸업 이후 경성제대 경
제학연구실 조수, 만몽문화연구회 촉탁으로 일했고, 조선사회사정조사연구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미야케(三宅鹿之助) 교수의 지도로 마르크스경제학을 연구했고, 해방 이후
월북하여 농업상을 역임하였다.
43) ｢조선농업론비판: 李勳求박사의 所論을 駁함｣(中央29, 1936.3: 34-36): 印貞植全集第1卷
pp.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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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박문규와 박문병에 대한 인정식의 비판은 주로 조선의 ‘반(半)봉건
성’의 위상에 관한 쟁점이었다. 인정식은 조선의 농업기구분석(朝鮮の農業機構

分析)(1937) 서문에서 박문규의 경성제대 졸업논문 ｢농촌사회분화의 기점으로
서의 토지조사사업에 관하여(農村社會分化の起點としての土地調査事業に就て)｣

(京城帝國大學法文學會 第一部論纂第六輯 朝鮮社會經濟史硏究, 1933)의 이론
적 지위를 높게 평가하는 한편, 그가 토지조사사업을 지극히 근대-자본적 성질
로 해석하는 데 대해 비판을 가했다.44) 인정식은 조선 마르크스주의 농업이론의
경향을 “(1) 오늘날의 조선농촌에서 압도적, 지배적인 생산양식 및 수취관계를
그 본질에서 구태 그대로의 봉건적=반농노적, 영세농적 성질의 것으로 보고, 따
라서 토지의 소유관계도 아무리 근대적인 형태를 가장하고 있다한들 여전히 봉
건적인 성질을 조금도 탈각하지 못했다고 보는 유파(봉건파)와 …… (2) 오늘날
의 조선농촌에서 농업생산의 자본제적 전화가 이미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 되
었고, 봉건성은 여전히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자본제적 관계에 의해 전화, 변질
되고 있다고 보는 유파(자본파)”로 나누고,45) 자신을 전자에 박문규와 박문병을
후자에 위치시킨다. 이것은 인정식이 당시 조선의 논쟁구도를 중국사회성질논전
에서의 자본파와 봉건파의 구도,46) 일본자본주의논쟁에서의 노농파와 강좌파의
구도와 평행적으로 이해한 것이었다. 하지만 박문규와 박문병의 논의 역시 조선
농촌의 반봉건성, 영세농화의 문제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고 여전히 봉건성이 지
배적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이런 인정식의 정리가 반드시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동안 대다수의 후속연구들이 이 구도를 전제로 하여 수행되어 왔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조선판(版) 강좌파 및 봉건파의 논리 안에서 이루어진 내부논
44) 박문규는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봉건적 점유가 근대적 사유제도로 전화했다고 보면서, 다
만 이와 동시에 반봉건적 영세농 및 소작관계의 창출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朴文
圭, 1933). 이에 비해 인정식의 ‘반봉건적 토지소유’론은 농촌관계가 상품화폐관계에 종
속되어 있지만 그러면서도 본질적인 생산방법⋅소유관계에서는 봉건적인 관계가 지속되
는 것으로 평가한다(오미일, 1991: 26). 박문병은 조선농촌은 이미 자본의 지배 안에 통
합되었고 봉건성은 이로 인해 ‘변질’되고 있으며 따라서 반봉건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의
견은 부르주아의 의제이데올로기의 성격을 갖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정식이 봉건성의
지표로 삼은 ‘저급하고 경화된 농업기술’은 레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
면서 인정식의 반봉건성 규정의 문제성을 이론적으로 비판했다(朴文秉, 1936).
45) 朝鮮の農業機構分析(1937), pp.6~7: 印貞植全集第1卷 pp.242~243.
46) 중국사회성질논전에 대해서는, 김대환⋅백영서 공편, 중국사회성격논쟁, 창작과비평사
(1988)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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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제출된 바 있다(오미일, 1991; 이수일,

1995; 洪宗郁, 2011). 다만 인정식의 이런 논쟁구도 설정은 그 타당성 문제를 떠
나, 그가 이런 ‘편견’을 가질 정도로 조선농촌의 半봉건성=영세성 문제에 집착
했다는 점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2) 이론연쇄(1): 日本資本主義分析(山田盛太郎, 1934)의 세계
인정식의 조선농촌경제 인식은 일본 강좌파의 거두 야마다 모리타로(山田盛太

郎)의 일본자본주의 분석(日本資本主義分析)(1934)에 많은 부분 빚지고 있다.
박문병이나 이청원도 야마다의 논의 위에서 자신의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에서 공통적이지만, 야마다의 분석도구, 즉 (1) 형(型)이라는 ‘비교’의 사고 (2)
경작규모의 영세성 지표를 그대로 수용하여 조선을 분석한 점에서, 인정식의 논
의는 야마다의 이론에 보다 더 접근해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고는 이를

‘이론연쇄’의 관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론 및 개념의 확산을 분석하는 데에는 발신측의 의미를 강조하는 전파론,
수신측에 이미 구비된 수용의 조건을 강조하는 수용론, 문화의 번역과정에 필연
적으로 개재될 수밖에 없는 해석의 격차란 결국 이질적인 사회체(社會體)의 융
기에 다름 아니라는 번역론(Sakai Naoki, 2005; Lydia Liu, 2005) 등의 문제설정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연쇄(連鎖)의 시각은 수신측의 정치적 전유가능성, 굴절과
이종화(異種化)를 통한 새로운 개념의 생성, 그리고 그 역류(逆流)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의식한다(山室信一, 2001; 駒込武, 2008). 즉, 수신측이 이념 및 개념
을 자기 사회 안에서 정치적으로 전유하는 것을 인식함과 동시에, 일종의 ‘되돌
려주기’를 통해 타자-존재를 의식하게 하는 이론적 행위 및 실천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인정식을 ‘조선의 강좌파 이론가’라고 이름붙일 수 있다면, 그 이유는 그가 근
대성/자본주의가 봉건성을 해체하기는커녕 오히려 유지, 강화하고 있다는 일본
강좌파(나 중국 봉건파)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분
석의 툴(tool)로 사용하는 기준과 지표, 방법이 강좌파의 그것에 충실히 따르고
있어서이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형(型)의 사고와 경작규모에 관한 국가별 지
표화(영세성의 지표화)의 시도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 강좌파는, 메이지국가를 절대군주제로 평가하고 농
- 263 -

제4장 식민지 농정의 인식체계에 대한 지식인의 비판과 한계

촌도 ‘아시아적으로 지체된, 반봉건적 지배’ 하에 있는 것으로 규정한 코민테른

｢32년 테제｣가 발표되고 일본자본주의발달사강좌(日本資本主義發達史講座)(全
7卷)가 간행되면서 시작된 일본자본주의논쟁 속에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이론적 분파이다. 만주사변 이후 파시즘적 분위기 속에서 논쟁이 진행되었기 때
문에 일본혁명 전략의 주체를 명시화하기보다는 메이지기 일본자본주의의 성격
규정과 경제구조분석 등 간접적인 함의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한정되었
다. 또, 혁명론의 핵심이라 할 국가론이 정밀하게 분석되지 못한 한계를 지녔다

(서정익, 1986: 891). 여기서는 강좌파의 대표적인 이론가로 평가받고 또 본 논
의와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야마다의 이론을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야마다는 일본자본주의의 재생산구조를 지주제하의 영세경작농민이 토대가
된 섬유산업의 발달과, 이 섬유제품의 수출을 통해 면화, 철강, 重기계를 수입하
는 외국무역을 매개로 재생산구조가 형성, 유지되고, 식민지로부터 식량, 철, 석
탄의 수탈을 통해 이것이 보완된다고 주장했다. 즉, 일본자본주의는 메이지시대
에 봉건제를 대체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낡은 봉건적 착취양식의 토대 위에서
성장했으며, 따라서 봉건제와 자본주의는 상호보완적인 관련 속에서 공존하였다
는 것이다. 이것은 당시 일본자본주의를 자본주의의 보편적 관점에서 사고한 노
농파(勞農派)의 시각과는 첨예하게 대립되고, 현실정치적인 실천론에서도 의견
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야마다는 일본자본주의의 산업자본 확립단계의 기본구조
를 군사적, 반봉건적 형제(型制)로 파악하고, 1930년대의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
기 속에서 ‘형의 분해’에 따라 일본자본주의가 붕괴할 것이라는 가설을 제출했
다. 즉 세계공황과 전세계 피압박민족의 해방전쟁이 전개됨에 따라 섬유공업은
쇠퇴하고 이 생산부문에 존재했던 노동형(型)들이 분해되며 그것은 다시 고율소
작료와 저임금의 상호보완관계를 절단시켜 농업위기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또,
군사적 필요에 따라 중화학공업이 발달하면서 양질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창출되
어 이들의 힘에 의해 일본자본주의는 파탄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했다(서정
익, 1986: 895~896; Hoston, 1991: 132). 지극히 자기폐쇄적인 회로에 갇힌 구조적
분석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여하튼 형(型)=균형=구조의 형성과 재생산,
그리고 그 해체의 생애사를 통해 일본자본주의를 분석한 시도였던 셈이다.47)
47) 야마다의 논의에는 두 가지의 이론적 한계가 존재한다. (1) ‘구조적 균형’을 깨는 힘이
외부—전쟁, 공황 등—로부터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 (2) 설사 이 ‘구조적 균형’이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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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농촌경제인식 및 토지개혁과 관련된 야마다의 논의는 위의 ‘형’의 논
리구조를 그대로 적용한다. 야마다는 토지개혁의 노선이자 형태로서 (1) 근대적
대지주소유제를 근간으로 하는 영국형 (2) 영세토지소유농민의 관계에 근거한
프랑스형(소농과 경쟁모델) (3) 융커경제의 지배와 영세토지소유농민의 국면을
지닌 독일형(봉건적인 것과 부르주아적인 것의 동맹) (4) 융커경제와 고역(雇役)
제도=채무농노태를 지닌 ‘군사적, 봉건적’인 구(舊)러시아형 (5) ‘순수하게 러시
아적’인 고역제도의 기초와 자본주의적 대농경영의 지배를 지닌 미국형을 들고,

(6) 일본은 청일/러일전쟁기에 해당되는 메이지 30-40년대에 ‘군사적 반농노적
형’으로 확정되었다고 선언했다(山田盛太郞, 1977: 7~10). 즉, 일본농촌의 경영방
식의 특징을 경작규모가 영세하고 고액의 현물연공을 특색으로 하는, 유례를 찾
아볼 수 없는 열악하고 방대한 반농노제적 영세경작, 반예농주(半隸農主)적 기
생지주에서 찾았다(山田盛太郞, 1977: 215).
야마다는 퓨리탄혁명을 기점으로 한 영국과 프랑스혁명을 경험한 프랑스를
자본주의의 ‘전형적 발달’로 규정하고 동일한 범주 안에 묶었다. 그리고는 이를
원형(原型)으로 설정하고 이로부터 나머지 형(型)들의 특성을 규정하는 ‘비교’의
시각에 서서, 일본형(型)을 그 일탈로 규정했다. 특히 농민문제에서 ‘소농(小農)’
의 범주를 검토하는 것이 전체 문제해결의 핵심열쇠라고 말했다. 그리고 결론적
으로 일본처럼 협소한 토지소유 및 농경에서는 독립되고 자유로운 자영농민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소농의 범주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武藤秀

太郞, 2009: 188~190).48)
고 한들, 그것은 자본주의의 붕괴이기보다 ‘일본’자본주의의 붕괴, 즉 다른 형태의 자본
주의의 시작이 될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48) 야마다는 각국의 농가 1호당 평균경작면적의 비교를 시도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山田盛太郞, 1977: 245).
(단위: 町步. 괄호 안의 수치는 부속지를 포함한 것. 일본/조선은 1929년 기준치. 여타 국
가들의 경우 대체로 20세기 초반 조사치를 열거함)
일본
近畿 東北 北海道 평균 조선
0.73
1.46
4.45
1.06
1.58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12.3
(27.0)

2.9
(14.0)

4.4
(8.7)

독일
5.5
(7.5)

미국
31.7
(58.0)

소련
3.8

중국
1.2

이 단순한 비교를 통해 야마다는 일본농촌의 영세성을 확정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아울
러 영세성 일반이 아니라, 반봉건적 토지소유관계에 의해 속박된 ‘경작규모의 영세성’(반
농노제적 영세농경)이라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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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 가지 첨언하면, 이 ‘소농부재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표가
정확히 경작규모라고는 말할 수 없다. 경작규모의 문제는 소농이 존재할 수 있
는가의 여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결정변수라고는
할 수 없다. ‘소농’의 성립여부는 경영형태와 토지생산성, 농가수지 등의 지표를
통해 추가로 확인되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농가의 경영형태나 수지상황, 생
산성에 대한 속인적(屬人的) 조사는 당시 일본에서는 진행되지 못했고, 따라서
통계치 역시 제대로 수집된 바 없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조사의 필요성이 제
기된 것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41년 무렵부터였다. 이른바
전쟁동원의 국면에서 기존 농업통계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통
계’가 될 수 있도록 농업통계의 수집방법과 조사항목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 농촌인력이 대거 유출되고 그 결과 농
촌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사태에 접어들면서, 농촌노동력의 양과 질, 생산성에 관
한 파악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近藤康男 編, 1953: 3).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시 야마다의 이 소농부재론이 갖는 비판적 의미가
완전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 일본 국가의 농촌문제 인식이 자작과 소작
의 문제로서만 포착되었고, 정책도 이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자작과 소작의 문
제로 환원되어 자작농창정사업과 농가갱생사업이 마치 ‘전가의 보도’인 듯 활용
되고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야마다의 문제제기가 갖는 비판적
의미는 충분히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소농’과 ‘소작농’은 범주상 서로 일치하
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 둘 가운데 어떤 범주를 선택하느냐에 의해 담론의 향
방은 이미 결정되어버리는 것이다.
여하튼, 이러한 야마다의 일본농촌경제 인식은 그 여섯 번째 형(型)에 ‘조선’
을 넣는 식으로 인정식의 논의에서 그대로 재현된다.49) 인정식은 야마다의 일본
은 이때 야마다가 중국을 일본과 마찬가지의 문제성—경작규모의 영세성—안에서 포착
하고 있다는 점이다.

49) 朝鮮の農業機構分析(1937), pp.8~12: 印貞植全集第1卷 pp.254~258. 인정식은 이 부분
에 대한 유일한 인용주석으로 야마다의 일본자본주의분석을 달아놓았다. 인정식은 조
선을 야마다가 일본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영세농적 반농노제가 가장 미저러블
(miserable)한 형태로서의 재편성이 완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마다도 조선형을
설정하고 있기는 하다. 야마다는 일본농업의 4가지 지대 또는 4가지 형을 도호쿠형(東北
型), 긴키형(近畿型), 홋카이도형(北海道型), 조선형(朝鮮型)으로 나눈다. 이 중 조선형은
동양척식주식회사(1918년 현재, 7만 정보와 조선인 소작인 15만 명)와 관유(官有) 토지
12만 정보와 소작인 26만 명(1919년)을 포괄하는 역둔토를 기초로 한 식민지계획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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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대신 조선형을 넣고, 그 특징으로 토지조사사업의 힘이 조선 바깥에서 도입
되었기 때문에 이 필연적이고 특수한 약점으로 인해 농업과 농촌 제(諸) 관계의
부르주아화를 철저히 추진하는 데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보고, ‘半봉건’을 그
핵심적 특징으로 거론한다. 조선에서는 토지의 집중과 대토지 소유의 발달이 오
히려 무수한 영세토지소유의 발달과 ‘병행’하고 있고, 대지주 특히 일본인 대지
주로의 토지집중의 규모가 커지는 동시에 이에 반비례하여 소토지 소유자의 소
유경지는 더 세분화되고 영세경지소유자의 소유단위도 해마다 세분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았다(대지주로의 토지집중 및 ‘반봉건적’ 경영, 그리고 영세농화의
동시적 진행이라는 아이러니).50)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조선에서는 자작농과 자소작농 등이 토지소유로부터
결정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상태 그대로, 오히려 (영세농화가) 심화되고 확대되
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한 부분이다.51) 전쟁경제로 인해 산업화가 진행되었던
일본과는 달리, 식민지에서는 공업화의 부재로 인해 토지로부터 유리된 인구가
도시나 공장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농촌사회 안에 체적하게 되는 문제를
변별적으로 지적했던 것이다.
참고로, 인정식의 ‘경작규모의 영세성’ 문제에 관한 이러한 인식에는, 식민지
조선에서의 ‘공업화의 부재’라는 현실이 강력한 근거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과 관련된 코민테른에서의 논쟁을 잠시 소개하기로 한다. 1928년에 개최된
코민테른 제6차대회에서는, 레닌과 인도의 로이 사이에 벌어진, 식민지 공업화
를 둘러싼 다년간의 이론논쟁의 귀결로서 레닌이 승리하여 ‘식민지문제=민족문
제=토지문제=봉건성’을 핵심적인 인식체계로 하는 테제가 제출된 것으로 유명
하다. 쟁점은 이미 1920년 제2회대회에서 시작되었던 것인데, 그 개략적인 내용
은 “인도사회가 영국에 의해 공업화되고 있는가”의 문제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장기전, 총력전(total war)으로 진행되면서, 참전국인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사

로 규정하였다(山田盛太郞, 1971: 244).

50) 인정식은 朝鮮總督府統計年報의 자료(1930년도, pp.90~91)를 인용하여 영세농화의 근거
를 밝혔다(｢농업자본의 諸型과 조선토지조사사업의 의의｣(批判 1937.4: 68~69; 印貞植
全集第1卷 pp.219~220). 표의 제목은 “조선농가 매호당 및 농업자 매인당 경지증감표”이
다. 이 표에 따르면, 每戶當 경지면적은 1919년 1.5町에서 1930년 1.39町으로, 每人當 경
지면적은 같은 기간 0.29町에서 0.25町으로 줄어들었다.
51) 朝鮮の農業機構分析(1937), pp.87~88: 印貞植全集第1卷 pp.33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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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도 인력과 자원동원의 필요가 가중되었고, 이 과정에서 인도에 공업화의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로이의 진단이 이 논쟁을 촉발시킨 계기였다. 나아
가, 시장의 창출=식민지의 구매력 확대를 위해서라도 일정 정도 공업화를 진척
시키는 것이 제국주의의 속성이며, 이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되었
다. 동원전(動員戰)으로서의 총력전이 제국-식민지 간 관계에 가져온 경제적인
영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이 ‘식민지탈화론’(植

民地脫化論)은 레닌의 비판을 받고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그리고 식민지에 대
해 소비에트의 건설을 통해 비(非)자본주의적 이행의 길을 걷는 것으로 논의가
낙착되었다(동녘편집부: 1989).
전향 이전 인정식의 논의는 철저히 이 원칙에 따랐다. 무엇보다 영국과 인도
의 사례는 일본과 조선의 관계에서는 실감을 얻기 어려웠다. 그것은 제국의 자
본주의의 규모와 위상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일본의 역할이 전
쟁의 참화 바깥에서 보급 위주의 영역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식민지의 경제적
동원 없이도 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조선
사회는 여전히 농업사회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었다. 독점자본주의 시대에 외부
에서 진출해 들어오는 자본은 유기적 구성이 높기 때문에 인력을 충분히 흡수
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있었다. 우선 당장, 조선농촌의 체적(滯積)된 노동력의 문
제는 그 가시적 근거였다. 인정식의 주장은, 이 속에서 자작농, 소작농을 불문하
고 경작규모가 더욱 더 영세해졌다는 것이었다.52)
이러한 인정식의 논의에는 야마다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두 가지의 정치
적 계기가 잠재되어 있다. 말하자면, ‘조선’이라는 공간을 의식하는 과정에서 생
겨난 이론의 굴절과 변종화이자 ‘정치적 전유’라고 볼 수 있는데, (1) 외래자본=
일본제국주의=대지주농장/식민회사를 조선사회의 반봉건성을 유지⋅강화시키는
52) 이러한 진단에는 박문규도 인식을 같이 했다. 박문병의 경우만 공업부문 성장의 내역을
수치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농업조선’의 이미지를 벗겨내려 애쓰는 상황이었다(제4장 제1
절). 인정식의 관점에서 ‘식민지 공업화의 부재’가 ‘경작규모의 영세화’를 야기하는 중요
한 변수로 설정되고 있었다는 점은, 이후 그의 전향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인정식은 전향 이후의 글에서, 식민지 조선에서의 공업인구
가 크게 늘었고, 공산물의 비중 역시 1914년 대비 1935년에 약 3배로 증가했다는 수치를
제시하였다(후술, ‘전향의 선언’ 부분). 이것은 당시 인정식이 ‘농업=半봉건 vs 공업=근
대’의 이분법에 빠져있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 그가 1928년 코민테른 대회에서 결의된
‘아시아 및 식민지에서의 혁명론’의 인식체계에 강력하게 구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반
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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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으로 바라보는 사고가 내재되어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정치적 적대성(敵對

性)’이 상당히 명시적으로 드러난다는 점 (2) 식민지 공업화의 부재가 결국에는
조선 안의 민족자본의 취약성을 규정하는 근거로 활용되어 조선의 민족주의자
에 대한 신뢰를 철회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후자의 경우, 신간회의 결성 당
시 인정식이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다가, ‘12월 테제’를 계기로 민족주의와의
연대를 철회했던 것이 하나의 구체적 사례가 될 수 있다(洪宗郁, 2011: 145~146).

3. 이론의 전회
(1) 전향의 선언
1938년 11월말, 인정식은 일본군의 우한(武漢), 광둥(廣東)의 함락소식을 듣고
전향하여 출옥했다. 그동안 인정식의 전향과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여러 농업이론가들 가운데에서 그의 입지점을 부각시키거나(오미일,

1991: 해제; 이수일, 1995), 사회주의자의 시국인식 안에서 논리화하거나(장용경,
2003), ‘조선’을 역사철학적 의미에서 주체화하려는 기획으로 포착해왔다(洪宗郁,
2011). 근대화의 열망을 체현한 지식인의 자발적 참여가 일본의 통치를 원활하
게 했다고 보고 인정식을 그 대표적 이데올로그로 꼽는 연구도 있었다(松本武

祝, 2005). 전술했다시피, 이 글에서는 지식인의 전향이라는 정치적 선택이 이론
적 전회와 어떤 계기적 연관을 맺고 있었고, 이런 전회는 어떤 새로운 이론연쇄
안에서 의미화되었으며, 그 이론실천의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인정식은 1938년 11월의 전향 이후 곧바로 발표한 글에서 식민지문제를 다루
는 데에 있어서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적 불능성과 파산을 선고했다.53) 이 글은
사실상 ‘전향의 맹서(盟誓)’에 해당된다. 이론가가 자신의 정치적 실패를 ‘현실’
의 실패로 보는가 아니면 ‘이론’의 실패로 보는가는 매우 중요한 차이를 함축한
다. ‘현실’의 실패일 때 이론가는 이론적 순수성을 방어하며 그 최종적 순교자
가 될 수 있지만, ‘이론’의 실패로 선언될 때 사정은 좀 더 복잡해진다. 이때 선
53) ｢マルクス主義の亜細亜に於ける不適應性｣, 治刑(1938.12) pp.27-32. 이 글은 印貞植全
集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269 -

제4장 식민지 농정의 인식체계에 대한 지식인의 비판과 한계

택은 이론적 패배를 선언하고 절필하여 필부(匹夫)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
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아니면 과감한 이론적 전회(轉回)를 통해 이론
과 현실의 긴장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집필을 포기하지 않
았고 이론의 전회를 보였다는 점에서, 인정식의 길은 후자였다.
다만, 이 글에서는 평소의 그답지 않게, 정확한 통계수치의 제시 없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즉, 조선에서 마르크스주의의 패
배는 마르크스주의 그 자체의 모순, 특히 조선에서의 부적응성(不適應性)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예를 들면 마르크스주의의 자본집중이론은 토지재산의
방대한 집중/집적과 농민대중의 토지로부터의 분리, 경작단위의 세분화, 자급자
작 경제의 급격한 파괴, 농민생활의 궁핍화 등 일련의 과정이 증명되어야 하는
데, 이런 비극은 조선농촌에서 관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일한
병합 이래 오히려 번영의 경향이 지속되었고, 매호당 경작단위도 누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자급자작경제마저도 근대적 상품경제에 의해 파괴되지 않
았을 뿐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오늘날 총독부 당국의 농촌정책의 중심강령(자
작농창정계획을 지칭함-인용자)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것은 그동안
비판해온 ‘미완’과 ‘미숙’이 ‘첨단’과 ‘첩경’으로 의미전환하는 일종의 ‘화려한
둔갑술(遁甲術)’—특히, 자급자작경제에 대한 평가—로서, 자신의 이전 이론을
폐기하는 주장인데, 그 과감성에 비해 근거는 별달리 엿보이지 않는다.54)

(2) 이론전회: ‘경작규모의 영세성’에서 ‘토지생산성’으로
전향이 실질적으로 이론적 전회의 의미를 갖기 시작한 것은 조선의 농업기
구(朝鮮の農業機構)(1940)에서이다. 朝鮮の農業機構는 朝鮮の農業機構分析

(1937)의 3판이자 증보판이다. 1939년에 2판이 朝鮮の農業機構의 제목으로 한
차례 출판되었는데, 인정식은 2판 서문에서 “조선만이 아니라 동아신질서라는
큰 목표, 즉 흥아(興亞)의 일환으로 조선농업의 재건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54) 이에 대한 근거가 통계치로 확보되어 지면화된 것은 ｢戰時體制下の朝鮮經濟(1)｣, 東洋
之光1-2(1939.2): 印貞植全集第2卷 pp.24-32에서였다. 전체인구 대비 농업인구비율이 줄
고(1919년 83.36% → 1935년 76.06%), 전체생산 대비 농업생산액 비율이 감소(1910년
89.32% → 1935년 54.87%)하는 경향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구와 생산액의 절대수는 증
가했다는 것이다. 또, 공업인구와 공산물의 비중(1914년 대비 1935년에 약 3배로 증가)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모두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표로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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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발간의 취지로 덧붙였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 수정과 보완은 불가능했다는
점, 그렇지만 여기서 취급한 자료들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언
급하면서 독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55) 이에 비해 1940년에 출판된 朝鮮の農業

機構3판/증보판(이하, 증보판)은 인정식으로서는 소박하지만 ‘야심작’에 가깝다.
실상 그 구성은, 개정판이라기보다는 이전의 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증보편(增

補編)을 덧붙인 ‘모자이크’에 가깝다. 후술하겠지만, 이 사이에는 중대한 이론적
격차가 존재한다. 본고는 이 이론적 격차를 자세히 설명하고, 그 정치적 의미를
탐문하고자 한다.
증보판 서문은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郞)의 내선일체(內鮮一體)론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시국색이 농후하다. 그 안에는 전시체제의
맥락 속에서 비판적 입론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시도도 일부 엿보인다. 예컨대,

“조선농촌의 낡은 소작관행과 악덕지주, 고리대 등 비국민적 사리사욕은 내선일
체에도 많은 장애가 되고 있다”는 주장 따위가 그것이다. 인정식은 증보편에서

“(비록 분석을 제대로 수행하지는 못했지만) 조선 농업지대(農業地帶)의 구분에
관한 최초의 시도이자, 조선의 농업경영조사표를 도별로 발표할 수 있었던 점”
(강조는 인용자)에 특장이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아울러, 조선의 ‘농장경영’의 실
태와 산미증식계획의 기구적 특성에 대한 최초의 검토라는 점도 자부하고 있다.56)
인정식은 1939년부터 대륙경제연구소 연구원, 조선국토계획위원회 위원, 조선
전기협회 조사국에 관여했고, 농림국 촉탁으로 농촌실태조사단의 일원으로 조선
내 전국 농촌실태 조사를 수행했다. 일본과 만주의 농촌을 시찰하고 관련된 글
을 남기기도 했다. 증보판은 이런 경력의 진행 와중에 집필된 것인데, 다만 “다
음의 농업경영지대조사표는 1934년부터 1936년까지의 3년간 평균수를 자료로
삼아 작성했다. 자료는 조선총독부통계연보와 각도 농무과, 조선농회 등의 조사
자료를 분석⋅종합하였고, 비교적 정확성을 기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를 통해,
55) 2판 서문은 印貞植全集第에는 실려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서울대 고문헌자료실에 소장
된 원본을 확인하여 서술하였다.
56) 朝鮮の農業機構 3판/증보판 “서문”: 印貞植全集第1卷 pp.503~509. 증보편에 속한 글
들은 다음의 논문으로 발표된 것을 근간으로 삼아 수정하여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調
査及硏究:新規産米增殖計劃とその展望｣, 朝鮮總督府調査月報 10-9(1939.10); ｢調査及硏
究: 朝鮮の農業地帶と土地利用率｣, 朝鮮總督府調査月報 11-6(1940.6). 아울러 특기해둘
점은, 이때 이미 인정식이 물(水)사회론/수력사회론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고, 조
선에서의 적용의 문제에 고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서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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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식이 새롭게 자료를 수집하여 글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각종 관제

(官製) 통계에서 제출된 것들 가운데 이전에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통
계치들을 새삼 새롭게 주목하고 재구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57) 그렇다면, 인정
식은 어떤 이론적 관심에서 이런 자료를 재발굴했을까?
사실 증보판에서 ‘농업지대(農業地帶)’의 분류와 그에 따른 경영의 실태를 보
여주는 자료를 정밀한 분석 없이 거칠게 쭉 열거한 듯한 편제는 다소 밋밋하기
그지없다. 그런데 이전의 논의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으로, 지형조건(산맥
과 하천), 기후조건(강수량)과의 관련성 속에서 조선의 농업지대를 구분하고 있
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1) 전작지대(田作地帶)는 평안남/북도의 서선

(西鮮)지방, 함경남/북도의 북선(北鮮)지방으로 논의 면적비율이 20% 미만을 차
지한다. (2) 답전혼효지대(沓田混淆地帶)는 황해도와 강원도 등 중선(中鮮)지방의
대부분과 충청남도를 포함한 남선(南鮮)지방의 일부로서, 논의 면적비율이

20-50%를 차지한다. (3) 답작지대(沓作地帶)는 전라남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
도 같은 남선(南鮮)의 대부분과 중선(中鮮)의 일부인 경기도로서, 논의 면적비율
이 50-72%를 차지한다.58) 이런 대강의 분류를 마치고 인정식은 토지이용률과
경지조수익률(耕地租收益率)의 각 지대별 차이를 보여주는 통계치를 제시했
다.59) 이 가운데 대조적인 사례로서 전북과 함북의 사례를 보면 다음의 그림과
57) 다른 글에서, 여기서 사용된 자료는 경기도 소작관 히사마 겐이치(久間健一)의 조사표에
근거했음을 밝히고 있다(｢朝鮮農業の地帶的區分に就いて｣(金融組合 141(1940.6), p.48: 印
貞植全集第2卷, p.254). 전직 경성제국대학 교수 모리타니 가츠미(森谷克己)의 증언을 듣
기 위한 한 좌담회(1963.11)에서, 패널 중 한 명이었던 미야타 세츠코(宮田節子)는 모리타
니에게 “이전에 히사마(久間健一) 씨를 찾아뵈었을 때 인정식 씨와는 꽤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그의 책 안의 자료는 대부분 자신이 빌려주었다고 들었는데 개인적 관계는 어떤
지 모르겠다”고 문의하기도 했다(｢座談会: アジア社会経済史研究｣, 旗田巍編, シンポジ
ウム日本と朝鮮, 勁草書房(1969), p.122).
58) 이것은 인정식의 조선내 국토계획 구상과도 맞물려있다. 즉, 답작지대=농업, 답전혼효지
대=농공병진(竝進), 전작지대=공업의 구도를 제안한다.
59) 인정식에게 이 저작은 그의 이론적 전회를 표현하는 저작인 동시에, 조금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이지만, 조선 전체의 ‘토지생산성’ 지표를 도별(道別)로 세밀하게 집계했다는 점에
서 이론적으로 본다면 대단히 획기적인 업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학술적 차원에서만
본다면, 그의 절정기 저작이자 조선인 지식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당시 최고의 업적이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비판의 전략은 이미 ｢조선사회성격논쟁｣
에서 박문병이 시도한 적이 있지만, 박문병의 논의는 관련 통계자료의 교차⋅종합을 통
한 비판에 머물렀다. 이에 비해, 인정식이 만든 이 도표는 인정식 그 자신의 조사와 여
러 자료의 종합을 통해 생산해낸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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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그림 12] 도별 토지생산성 지표
(토지이용률, 조(租) 수익률, 경영규모. 전북 vs 함북)

[출전] 印貞植全集第1卷 p.514, p.520

그렇다면 이런 시도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인정식은 “조선의 모든
지역의 사회적 관계는 동일하다. 따라서 지대적인 차이는 사회적 관계의 측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관계의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강조는 인용자)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든다. 남선(南鮮)의 수답작(水稻作) 지역에서의 소작농
다만, 여기에서 반드시 제기되어야 할 문제는 인정식이 이 자료를 어떤 목적을 위해 사
용했느냐, 그리고 그것은 어떤 정치적 결과를 불러왔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예를 들어,
인정식은 ‘경작규모의 영세성’ 기준을 통해 식민국가를 비판했던 것(전향 이전)에서, 수
리사업을 통해 토지생산성을 고양시켜 생산력을 높인다는 식민국가의 기획에 동조하는
것(전향 이후)으로 전환한다. 또, ‘경작규모의 영세성’ 기준을 근거로 ‘동양농업’의 일체
성을 전제했던 것(전향 이전)에서, ‘토지생산성’ 기준을 통해 일본-조선-중국의 격차를 확
인하는 것(전향 이후)으로 전환한다. 특히, 전향 이후의 인정식은 조선과 중국을 비교⋅
대조하는 시선을 적극적으로 채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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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당 평균 경작면적은 7反 내지 9反에 불과하고 북선(北鮮)에서는 소작농 1호
당 경작면적이 2町을 넘는데, 이때 남선과 북선 간의 자연적 조건에서의 현저한
차이를 무시해버리고 다만 그 경지면적의 크기만으로 이들 소작농가의 경영규
모를 논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南鮮의 1反步와 北鮮의 1反步는 토지의
이용률에서도 조(粗)의 수익률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60) 결
론적으로, 인정식은 단위면적당 토지이용률, 조(租)수익률, 토지가격, 농가 1호당
평균경지면적 등에서 지방적 변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
다. 이것은 이전에 그가 ‘경작규모의 영세성’을 일률적으로 ‘반봉건’ 문제의 핵
심근거로 삼았던 점을 기억한다면, 그 시각이 동요하는 결과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즉, 여기에서 인정식은 그간 줄기차게 강조해왔던 ‘영세성’=‘반봉건’이라는
설정을 상대화함으로써 이론적 전회의 포지션을 취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이론적 전회는 과연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4. 제2의 이론연쇄
(1) 이론연쇄(2-1): 전향 이후 야마다(山田盛太郞) 이론과의 공명(共鳴)
여기에서 야마다 모리타로의 행적은 좋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日本資本主義

分析(1934)에서 일본농촌의 반봉건적 영세농화 경향을 지적하면서 자유로운 소
농(小農)의 범주가 일본에서는 존재할 여지가 없다고 비판적으로 주장했던 야마
다는, 1936년 콤-아카데미 사건으로 치안유지법위반혐의로 검거되었고 이후 전
향을 선언, 1937년 기소유예처분으로 석방되었다. 이후 1939년 10월에는 동아연
구소 제5조사위원회의 전문위원에 취임하여 ‘일만지(日滿支)’의 식량수급에 관한
종합적 조사를 담당했다. 이때 야마다는 북만주 일대 조사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데, 북만주의 농가가 외견상 큰 면적과 많은 가축, 또 대규모 노동력을 포함하
고 있지만, ‘혈연적 연대’가 농가경영의 종합원리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즉, 이
들 북만주의 대농(大農)경영은 교통 등 경영조건의 향상에 의해 규모가 확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대가족제도가 강하게 존재하여 혈연적 연대가 파괴
60) ｢調査及硏究: 朝鮮の農業地帶と土地利用率｣, 朝鮮總督府調査月報 11-6(1940.6): 印貞植
全集第2卷 pp. 2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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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아 결국 소가족인 호(戶)로 분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았
다. 이에 비해 일본은 경작면적은 작지만 지력이 풍부하고 자연조건도 다양하며
농공의 분리도 매우 쉽다고 야마다는 주장했다. 그리고 중국이 일본처럼 근대
적, 전국민적 통일을 이루려면, 내부적인 힘에 의해 분화되고 다시 정치적, 경제
적 원리에 의해 하나로 조직화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그의 논의는, ‘한인(漢人)농법’에서 보이는 ‘대가족제적 관계’를 전자본
주의적, 봉건적인 것 등 과거의 산물로 보았다는 점에 특이점이 있었다. 나아가

1931년 농업공황 이후 중국에서는 농민중견층이 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에
반해, 일본의 1~3정보 경작농가를 중심으로 한 중견층은 일관되게 점증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강고한 합리적 기초를 지닌 중견층을 야마다
는 ‘적정규모의 농가’라는 개념으로 표현했다. 이것은 결국, 전향 이전에는 일본
에 성립되어 있지 않다고 말해왔던 ‘소농(小農)’의 범주가, 중국현지의 조사연구
를 통해 ‘적정규모의 농가’의 범주로서 일본에 존재하는 것으로 탈바꿈되었음을
의미한다.61) 日本資本主義分析에서 ‘반예농적 영세농’으로 표현했던 ‘반봉건’
에 대한 비판의식은 이제 중국 현지조사를 매개로 희석, 상실되었다고 할 수 있
다(武藤秀太郎, 2009: 177~205; 岡部牧夫, 2009: 190~193). 말하자면, 일본의 비교
대상을 서구의 원형(原型) 자본주의—영국과 프랑스—에서 동시대의 중국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론적 전회가 발생했던 셈이다.
인정식이 토지의 외연적 범주인 ‘경작규모의 영세성=반봉건성’이라는 문제설
정에서 벗어나 단위면적당 토지이용률, 조(租)수익률 등 내연적 범주의 시선으
로 조선농촌을 다시 보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야마다의 이 이론적 전회와 이
론적으로 공명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자연적 조건을 기준으로 조선의 농촌지
대를 분류하고 그 토지생산성을 명시함으로써, 전향 이전의 논의에서 지표로 삼
았던 ‘경작규모의 영세성’ 기준의 절대성을 상대화했던 것이다.62) 이외에도, 인
61) 이 ‘농업경영의 적정규모’론은 1936년부터 학계의 지면에 출현하기 시작하였고, 1939년
이후로 일본 및 식민지 조선의 담론계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하였다. 이와 관련된 문헌의
목록으로는, 久間健一⋅川崎志, 1941, ｢農業經營適正規模に關する主要文獻目錄｣, 朝鮮行
政(1941.6)이 상세하다. 저자들은 중일전쟁 이후 농업/농촌재편성의 기준이 될 ‘적정규
모’를 이해하는 데에 이 문헌자료가 매우 요긴할 것이라고 덧붙여 두었다.
62) 인정식은 조선총독부의 신규산미증식계획(1939~41, 3개년 계획)에 대해, 이전의 산미증식
계획이 토지면적의 외연적 확대를 통한 증산에 머물렀던 것인데 반해, 경종법(耕種法)의
혁신과 농업경영의 집약도를 높임으로써 단위면적당 수확률을 증대시키는 방향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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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은 전향 이후의 글들에서 ‘적정규모’ ‘적정지대(地代)’ ‘적정소작료’ 등의 개
념을 만들어내어 조선경제의 개혁방향을 제시했는데,63) 이 ‘적정’이라는 개념
자체에도 야마다의 ‘그림자’가 깊이 드리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야마다의 일본’은 이미 농촌에서 효율적인 생산력으로 중견층을 이룰
수 있는 ‘적정규모’인 1~3정보 소유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현
실적 지표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생산력의 실질적 우위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 비해, ‘인정식의 조선’이 보여주는 현실은 이보다 매우 미
흡한 것이었고, 따라서 인정식의 시도는 ‘현실’을 통한 우위의 입증보다는 ‘의
제’ ‘정책’ ‘미래상’으로서 앞으로 추구해야할 정책플랜을 제시하는 것이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제국과 식민지 사이의 현실적⋅물질적 격차
를 보여준다. 그런데도 인정식은 어떻게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총력전
하의 ‘전시변혁’ ‘발전’ 슬로건이 한동안 생동감을 가지고 식민지 정치공간에서
메아리쳤던 그의 시대 그 자체, 그것이 일종의 알리바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또, 관개문제(치수와 하방)의 해결을 통해 수리안전답(水
利安全畓)을 대대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증산계획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
불어, 증산을 가로막는 사회적 관계, 즉 소작농에게 생산비—조세공과, 마름(舍音) 보수,
종자대, 비료대, 농구비, 물세 등—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하는 체제를 개선하여 지주에게
부담을 나누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調査及硏究: 新規産米增殖計劃とその展望｣, 朝鮮
總督府調査月報10-9(1939.10): 印貞植全集第2卷, pp.97~104.

63) ｢朝鮮に於ける國土計劃と農業計劃｣, 朝鮮總督府調査月報12-2(1941.2): 印貞植全集第2卷
pp.319-320. 여기서 인정식은 桐生一雄라는 창씨명을 사용하고 있다. 이 글은 국토계획과
인구배분계획을 위해 작성되었는데, 답작지대에서의 광범위한 과잉인구를 전작지대(=공
업지대)로 이주⋅전출시키더라도 우선은 농업노동을 합리적으로 재편성하고 농업생산을
협동화, 개량농구화해야 하며, 특히 ‘농가의 적정규모를 설정하는 것’이 그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정규모를 실시할 경우, 노동의 합리화를 고도로 진행시켜
농업경영의 기계화를 최대한도로 발전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
만, 이런 일련의 논점은 조선총독부의 ‘자작농창정계획’과 전시노무대책으로서 농업생산
의 공동화(共同化)의 정책적 근거이기도 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이수일, 1995:
260).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인정식이 이 ‘적정규모’의 문제를 다루면서 독일의 세습농
장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적정규모의 토지’라는 것은, 농업의
경영을 통해 농가의 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농지면적이라는 나치의 정의를 소개했다.
또 히틀러가 소농(小農)과 애국심의 깊은 관련을 간파한 나폴레옹을 본받고자 한다는 점,
이들 소농대중이야말로 공업화된 독일제국에서 인구비율로서는 중요한 집단이 아니지만
사회의 초석을 이룬다고 높이 평가했다는 점을 언급한다. 인정식은 독일의 세습농장은
토지소유권을 혈액을 기준으로 하여 독일민족에게 고착시키고, 일체의 매매, 양도, 분할
을 금지시키며 상속도 한명에게만 물려주는 것으로 한다는 점을 소개하고, 농산물 가격
을 인상하고 조세 등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를 통해 독일농촌이 안정화되었다고 말한다(｢獨
逸의 世襲農場｣, 朝光 7-9(1941.9): 印貞植全集第2卷, pp.42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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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닐까?

(2) 이론연쇄(2-2): ‘아시아적 생산양식론’(Wittfogel, 水力統制社會論)
인정식의 증보판(1940)에는 또 하나의 이론적 전회의 계기가 숨겨져 있다. 인
정식은 증보편 논문에서 농업지대구분의 자연적 지표로 ‘강수량’을 채택했고 조
선내 수리사업(水利事業)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인정식은, 북중국을 배경으로 왕룽(王龍) 삼대의 인생을 그려낸 펄 벅(Pearl

Buck)의 대지(大地) 3부작을 높이 평가했다. 1931년 발표되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그리고 급기야 1938년에는 노벨문학상까지 거머쥔 이 소설은 한
때 조선에서도 영화로 제작되어 많은 관중을 끌어 모은 바 있다. 중국을 그린
젊은 백인여성작가의 소설이 보여준 구체적이고 섬세한 현실묘사에 경탄할 수
밖에 없었겠지만, 사실 선교사였던 부친을 따라 유년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보낸
펄 벅이었고 오히려 미국의 대학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토로해야했던 펄 벅이고
보면, 이런 인정식의 평가는 조금 과장된 것일 수도 있겠다.64) 여하튼 인정식은
이 대지를 언급하면서 조선농촌을 그리는 조선작가들의 비현실적⋅비실감적
묘사를 비판하는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65) 그리고는 작가 펄 벅의 남편이 중국
학자로 정평 난 존 로싱 벅(John Lossing Buck)이라는 점, 그의 명저 중국토지
이용론(支那土地利用論, The land utilization in China)이 펄 벅의 실감나는 필치
에 기여했을 것이라는 점을 덧붙여 두었다.66) 그렇다면 이론가로서 인정식은 대
지의 무엇에 그렇게 심취하고 열광했던 것일까?
64) 일례로 임화는 소설 대지가 세밀한 묘사이기는 하지만 통속소설적인 지극한 평범함에
서 벗어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작품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사실은 당시 중국이라는 ‘장
소’가 갖는 중대성 때문일 것이라고 보았다. 즉 “동양과 서양의 접촉으로서, 그 세계사적
의미의 갈등이 가장 래디컬radical했고 또 가장 먼저 서양과 겨루고 최후까지 서양의 손
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발버둥치는 나라”로서의 중국을 그려냈다는 점이 유효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林和, 조선일보(1938.11.17~20): 최원식⋅백영서 편, 동아시아인의
‘동양’인식, 문학과지성사(1997), pp.221~229.
65) ｢朝鮮農民과 文學的 表現｣, 三千里 134(1939.7): 印貞植全集第2卷 pp.62-69. 이 글에서
인정식은 대지가 중국사회의 모습을 그려낸 것인 데에 반해, 이광수의 흙에는 조선
사회의 냄새가 아니라 조선민족의 냄새만 난다고 비판했다. 흙에 나오는 지주는 춘원
의 머리 속에만 있는 비역사적 캐릭터라고 쏘아붙였다.
66) ｢朝鮮農業の地帶的區分に就いて｣, 金融組合 141(1940.6): 印貞植全集第2卷 pp.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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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식은 펄 벅이 왕룽을 전형적인 아시아적 농민으로 잘 묘사했다고 하면서,
왕룽의 부자(父子)가 얼마나 물을 귀중하게 여겼는지, 음료수나 목욕용 물보다
도 관개용의 물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그려낸 부분을 예시했다. 그리고는 “강우
량이 일반적으로 과소(過少)한 아시아의 자연조건 하에서는 농업과 농민생활에
서, 그리고 구래(舊來)의 아시아 사회의 전체 구조에서 ‘이리게이션’(irrigation)이
라는 것이 실로 막대한 중요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관개(灌漑)
를 망각할 때 아시아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67)
이것은 인정식의 논의에 새로운 이론적 계기가 개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것은 다름 아닌, 비트포겔(Karl August Wittfogel)68)-히라노 요시타로(平野義太郎)모리타니 가츠미(森谷克己)-인정식으로 이어지는 ‘아시아적 생산양식론’(Asiatic

Mode of Production, 이하 AMP)의 흔적이다.69) 비트포겔은 중국의 경제와 사회
(Wirtschaft und Gesellschaft Chinas)(1931)를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 사회과학연
구소에서 펴내면서 AMP에 관한 논쟁적 장에 등장했고, 1957년 동양적 전제주
의(Oriental Despotism)을 써서 자신만의 고유한 AMP이론을 정식화했다. 그는

1938년에 집필한 한 글에서 AMP론의 핵심적인 논리를 적시해둔 바 있다. 그
요지는 천수농경사회인 서양과 달리, 동양/중국은 기본적으로 인공관개농경사회

(/수력통제사회: hydraulic society)이고,70) 따라서 초지방적인 대규모 수리시설의
건설과 유지가 중요하며 도구나 가축의 고도화된 사용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
며, 노예보다는 자유농민으로 구성되고 대규모 공공사업을 위해 중앙집권적 권
력—동양적 전제군주제—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또, 토지사유제도는 발달하지
67) ｢조선농민문학의 근본적 과제｣, 人文評論 1-3(1939.12): 印貞植全集第2卷 p.134.
68) Karl August Wittfogel(1896~1988): 독일공산당의 중국문제 전문가였으나 당의 정책에 반
대하여 제명당했다. 1928년 프랑크푸르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33년 나치를 피
해 스위스로 망명하려 했으나 구금, 1934년 영국으로 탈출하여 이후 미국에 정착했다.
히틀러와 스탈린의 독소동맹 결성(1939)에 실망하여 레닌에서 마오쩌둥에 이르는 전체주
의적이고 ‘아시아적’인 소련공산당, 중국공산당의 속성을 혐오하기 시작했다. 비트포겔의
대표개념인 ‘아시아적 생산양식’은 Oriental Despotism: A Comparative Study of Total
Power(1957)에서 확정되었다. 이 이론은 막스 베버의 중국/인도 인식과 마르크스의 아시
아적 생산양식론을 종합한 결과물이다.
69)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에 대한 서술은 지면관계상 여기에서는 비트포겔의 논의로 한정한
다. 국내의 소개로는 신용하 편, 아시아적 생산양식론, 까치(1986)가 있다.
70) 여기서 수력통제사회(hydraulic society)가 단순한 수리사회(water supply society)가 아니라
는 점은 중요하다. 사회의 구조와 권력의 성격을 규정하는 결정론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
는 개념이다(湯浅赳男, 2011: 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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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여 지대가 곧 세금이고(地代=稅金), 공공토목사업의 약화로 인한 농업의 위
기는 왕조의 위기를 불러오며, 다시금 공공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권력이 등
장하면 다시 안정화된다는 것이다.71) 이 체제는 발전 없이 계속 순환되며, 따라
서 헤겔의 역사변증법이나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은 이 사회에는 적용될 수 없
다. 비트포겔은 요컨대 ‘순환적 정체성’이야말로 이들 사회의 특성이라고 단언
했다.
경성제국대학 교수였던 모리타니 가츠미의 회고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강좌파
마르크스주의자이자 동경제국대학 교수, 그리고 모리타니 자신의 스승이기도 했
던 히라노 요시타로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체재하면서 비트포겔의 논의에 관
심을 가졌고, 모리타니 가츠미가 그 중 일부를 맡아 번역을 하였다.72) 모리타니
는 이때 이미 후쿠다 도쿠조(福田德三)의 ｢유물사관 출발점의 재음미｣(改造)
등 유물사관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접하고 있었고, 그러던 차에 비트포겔을 해
후한 후, 이로부터 영향을 받아 중국과 조선에 관한 글들을 쓰게 된다. ｢중국사
회경제사의 문제들(支那社会経済史の諸問題)｣(1933), 중국사회경제사(支那社会

経済史)(1934), 아시아적 생산양식론(アジア的生産様式論)(1937), 동양적 생활
권(東洋的生活圈)(1942) 등 일련의 논고가 그것이다.73) 모리타니는 조선에 관해
서도 ｢종래의 조선농업사회의 연구를 위하여(從來の朝鮮農業社會の硏究の為に)｣

｢동아농업에서의 조선농업의 지위(東亜農業に於ける朝鮮農業の地位)｣(朝鮮及滿
洲, 1939.5)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인정식은 이들 논의와 어떤 연관을 맺고 있었을까?

AMP의 이론적 유사성의 문제도 있지만, 모리타니의 회고에 따르면 이들의 관
계는 보다 직접적이고 대면적이다. 즉 “조선인으로서 때때로 연구실에 와서 함
께 논의했던 이는 인정식 군이라는 조선의 농업기구 등을 썼던 사람, 그걸 쓸
때는 일본에 있었고 귀국 후에 왔던 것인데, 내(모리타니) 연구실에 종종 들러
조선의 농업에 대해 논의를 했다.”74) 인정식은 이전에도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민
71) “Die Theorie der Orientalischen Gesellschaft”(1938): 신용하 편, 아시아적 생산양식론, 까
치(1986), pp.193~210.
72) 解体過程にある支那の経済と社会(平野義太郎翻訳, 1936); 東洋的社会の理論(平野義太
郎/森谷克己共訳).
73) ｢座談会:アジア社会経済史研究｣, 旗田巍編, シンポジウム日本と朝鮮, 勁草書房(1969),
pp.105~107. 모리타니에 대해서는 노용필(2010)의 연구가 상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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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관념을 다룬 모리타니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조선민족주의자를 비판한
적이 있다.75) 또, 전향 이후인 전쟁기에는 관(官)에서 요청한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도 했다.76)
그럼 이제 인정식의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인정식은 비트포겔의

AMP논의를 직접 정리, 인용하기도 했고,77) “과거 4-5천 년 간의 동양사회에서
…… 수십만 내지 수백만의 동원을 요구하는 방대한 토목공사인만큼 강력한 국
가권력의 사업으로서만 관개가 가능했다”(강조는 인용자)고 하면서 비트포겔-모
리타니의 논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는 “영국이 처음 인도를 통치하
려 덤벼들 때 서양적인 안목에서 관개의 중요성을 전혀 이해할 수 없어서 모든
관개설비를 파괴해버리려고 했는데, 인도농민의 아사(餓死)와 대영반란이 초래
되어, 그 이후 물의 신비성을 차츰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서양과 동양의
차이라는 논점도 강조했다.78) 토지가 국가소유였다는 점, 지대는 곧 세금이었다
는 점도 마찬가지로 언급하고 있다.79) 그리고 한 글에서는 총괄적으로 ‘서양-천
수농경-맥작(麥作)-목축/기계-조방적 경영(10~수십 町步)’과 ‘동양-인공관개농경도작(稻作)-수족노동/원시적농구-노동집약적 경영(1~3정보)’을 직접적으로 대치시
키고 있다.80) 이때, 인정식은 바야흐로 한 명의 AMP론자로 거듭나 있었던 셈이
다. 지극히 자연스럽게 보이는 이 과정은 그러나, 매우 심각한 이론적 전회의
단편이었다. 왜 이것은 단순한 ‘추가’가 아니라 급격한 ‘전회’일까?
주지하다시피 전향 이전의 인정식은 조선사회의 ‘반봉건성’ 문제를 집요하게
74) 위의 글, p.121.
75) ｢전쟁과 민족개념｣, 中央 27(1936.1): 印貞植全集第1卷, pp.71-76. 인정식은 이 글에서
민족이론의 출처를 명기하지 않았는데, 민족과 관련된 그의 입론은 森谷克己, ｢社會民主
主義者の民族理論斷片｣, 朝鮮經濟の硏究(1929), pp.705~773에서의 논의를 그대로 답습
하고 있다.
76) 인문사편집부 편집으로 1942년 간행된 大東亞戰爭と半島에 모리타니는 ｢大東亞共榮圈
の經濟的意義｣라는 제목으로, 인정식은 ｢東亞共榮圈の食糧問題と半島の農業｣이라는 제목
으로 각각 논문을 기고했다. 국민총력조선연맹사무국총장 波田重一이 “대전(大戰)에 대한
근본인식이 부족하여 유감스러웠는데, 인문사(人文社)에서 군민관(軍民官) 각계 권위자들
의 귀중한 소견을 모아 발간한다니 이를 추천한다”는 내용의 서문을 썼다.
77) ｢東亞圈의 經濟的 性格과 朝鮮의 地位｣, 三千里 140(1941.1): 印貞植全集第2卷 p.301.
78) ｢물(水) 이야기｣, 太陽 1-2(1940.2): 印貞植全集第2卷, p.164.
79) ｢亞細亞의 封建社會｣, 農業朝鮮 3-7(1940.7): 印貞植全集第2卷, p.261.
80) ｢朝鮮農業의 新體制的諸條件｣, 春秋 2-3(1941.4): 印貞植全集第2卷, 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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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궁했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자였고, 따라서 역사유물론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
로 수용하고 있었다. 전향 이전의 인정식은 이렇게 질문했던 적이 있다. “과연
아시아적 생산양식이라는 것이 한 개의 독자적인 구성으로서 前자본주의적 역
사계단에 속하는 한 독립적 계단인가? 아니면 다만 봉건적 생산양식의 동양적
인 특수형태로만 평가될 것인가? …… (조선에) 도입된 자본주의는 조선에서 어
떤 사회와 경제관계 또 궁극적으로 어떤 생산양식과 조우했던가?”81) 그리고 이
렇게 답했다. “저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옹호자들이 역설하는 바와 같이 조세=지
대의 징수자가 구라파처럼 영주가 아니라 국가자신이었다는 점을 ‘울트라’하게
강조하여 여기에서 봉건주의와는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아시아적 생산양식의 이
론을 건설하려 한다면 …… 흡취하는 주체자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로
지 생산수단과 생산자 간의 결합관계에 의해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함으로써 만족스런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82) 즉, 조선에서 보이는
것은 ‘아시아적 생산양식’이 아니라 ‘아시아적 반봉건’(봉건제의 아시아적 변종)
이라는 주장이었던 것이다. 인정식은 이때 왜 이렇게 묻고 이렇게 대답했던 것
일까?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이 질문은 매우 문제적이고도 정치적이다. 주지하다시
피 마르크스의 ‘동양’관은 ‘정체성(停滯性)’의 설정 위에 서 있다.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가 결여되어 있고 국가가 재정을 통한 내부약탈, 전쟁을 통한 외부약
탈, 그리고 거대한 공공사업만으로 지탱되며 게다가 중앙집권적인 모습을 보여
온 ‘동양’이라는 인식이다. 마르크스는 스스로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면
서도, 서구자본주의의 충격을 ‘동양’의 낡고 정체된 것들을 부수는 ‘진보적 힘’
으로 평가하기도 했다(신용하 편, 1986: 37~39). 이 ‘동양의 정체성’의 문제를 둘
러싸고 마르크스주의자들 안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문제는 이런 ‘정
체성’을 띤 ‘아시아적 생산양식’이 마르크스의 역사유물론과 어떻게 접합될 수
있는가였다. 헝가리의 공산주의자 마자르(Mad’iar, Liudvig)는 1928년에 펴낸 중
국의 농업경제에 관한 글에서 중국에는 봉건사회와는 다른 별개의 사회계통을
이루는 ‘동양적 사회’가 존립했고, 일찍이 중국에는 봉건제도가 존립했던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시아적 관개농경, 사적토지소유의 결여와 국가적 소유가 그
81) ｢조선농촌경제의 연구｣: 오미일 편, 1991: 214~216.
82) 위의 글: 오미일 편, 1991: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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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였고, 이 속에서는 봉건제도가 발견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주장은 즉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마자르는 1931년 2판에서는 소위 ‘아시아적 생산양
식’이 일찍이 동양사 속 언젠가에는 존재했었지만, 지금 해체과정에 있는 재래
의 경제양식은 그렇게 부를 수 없다고 수정했다. 이에 모리타니는 소련의 ‘중국
문제연구소’ 편집국이 초판을 비판한 것이 이 수정에 큰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
라고 추측했다.83) 논란은 좀 싱겁게 끝나버렸지만, ‘동양’에는 봉건제가 들어설
수 없었다는 이런 주장은 역사유물론에 커다란 이론적 난점을 부과했다. 비트포
겔은 이 논쟁에서 마자르의 입장을 계승하고 끝까지 관철하여 ‘수력통제사회’라
는 개념을 끌어냈던 것인데, 이렇게 되면 역사유물론에서의 그 ‘역사’는 설 곳
을 잃게 된다. ‘순환적 정체성’ ‘집요하게 자신을 재생산하는 정체사회’ 즉 비

(非)역사, 역사 아닌 것의 나락으로 떨어져버리는 것이다.84)
따라서 역사유물론의 옹호, 그 입장에 서 있었던 전향 이전의 인정식으로서는
마자르와 비트포겔 등 동시대 AMP론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런데 전향 이후
인정식은 이 논의를 과감히 수용하고 있고(이론전회), 이것을 도구로 삼아 조선
을 포함한 ‘동양’을 분석했던 것이다. ‘순환적 정체성’ 즉 ‘균형과 타락과 균형의
무한반복’만 있고 ‘역사’가 사라지는 그 공간을 인정식은 과연 어떻게 버텨낼
작정이었을까? 혹시 그에게는 어떤 근사한 탈출구라도 주어져 있었던 것일까?

5. 이론과 정치
(1) 궁여지책(窮餘之策)과 재현의 실패
주지하다시피 비트포겔의 AMP=수력통제사회론은 관개농경이 이루어지는 ‘동
양’에 적용되는 이론이었다. 영원히 순환되는 정체성의 쳇바퀴, ‘역사’가 사라진

83) 森谷克己, 1939, ｢アジア的生産様式論｣, アジア問題講座(6): 経済産業篇(3), 東京: 創元
社, pp.92~94.
84) 한편, 정치적으로 보면, 당시 AMP논쟁은 중국정책에 관한 논쟁의 결집이었고, 스탈린과
이제는 힘이 빠진 정적 트로츠키 사이에 발생한 공산당 내 갈등이 중심요인이 되고 있
었다. 이 속에서 스탈린의 이론적 대리인 고데스가 아시아적 생산양식이란 실제로는 별
개의 생산양식으로 성립하지 않았고 단지 봉건적 생산양식의 아시아적 변종에 불과하다
고 정리하여 가까스로 논란은 ‘봉합’되었다(Hoston, 1991: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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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비(非)역사. 따라서 외력(外力)에 의한 처절한 파괴가 없다면 보편적 세계
사의 공간으로 나올 수 없는 장소. 그것이 ‘동양’이었다.
전향 이전의 인정식은 조선농촌의 현실을 ‘기술이 저급하고 경화(硬化)된 상
태’라고 표현한 바 있다. 조선농촌의 퇴보적 농구(農具)는 봉건성의 가시적 지표
인 동시에, 외래의 독점자본이 조선땅에 들어서기 이전부터 일관되게 조선농촌
에 자리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몇 안 되는 과거 역사의 ‘산증인’이자 ‘정체’의
근거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역사유물론 안에서 바라볼 때 ‘半
봉건성’의 증거였을 따름이지, 결코 역사유물론이 부정된 AMP론 안에서의 ‘정
체성’은 아니었다. 전자에서 ‘정체성’이 역사적 우연(偶然)의 영역에 자리한다면
후자에서 그것은 역사관 및 알레고리 안으로 포섭되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
는 어떤 ‘필연(必然)의 감옥’에 갇히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에서 외력(外力)은 우
연의 문제로 취급될 수 있지만, 후자에서 그것은 그것 없이는 ‘역사’가 불가능
해지기에 ‘역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연의 문제로 전환된다. 그렇다면

AMP론의 수용은 자칫 ‘조선’을 옴짝달싹 못할 역사의 수렁으로 빠뜨릴 수도 있
는 일이다. 전향 이전의 인정식이 AMP론을 부정하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전향
이후에는 이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다는 것, 그렇다면 인정식은

‘정체성이라는 필연’에 아예 몸을 의탁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었을까? 그럴 마
음이 아니라면, 사실상 인정식은 이론적 곤경에 처한 셈이 된다.
인정식은 AMP론을 수용하되 그 ‘정체성의 굴레’에서 ‘조선’을 제외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비트포겔의 AMP론에서 ‘동양’은 근동 오리엔트 지역은
물론 이집트와 인도, 중국 등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특기할만한 점은, 그의 논의
에서 일본은 이 ‘동양’에서 제외되었고 조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질이 없었다
는 점이다. 비트포겔이 AMP에서 일본을 제외한 이유는 제법 단순하다. 일본에
는 초지방적 규모의 거대하천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모리타니는 ‘동양’
에서는 인공관개의 치수(治水) 이외에도 홍수에 대한 방수(防水)가 추가적으로
필요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비트포겔의 일본론을 이어받아 “일본의 치수과제는
대륙의 초지방적 규모와는 달리 지방적 범위에 그친다. 일본에서는 국가를 위한
집권적인 경제적 직능을 만들어내지 않았고 국토의 봉토화—봉건제—를 막을
수도 없었다. 일본은 동양의 국가들과 같이 관개농업의 발달을 보았음에도 불구
하고, ‘동양적 사회’의 형성으로 나아가지 않고 ‘진정한 봉건사회’로의 성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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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룰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85) 말하자면, 일본은 ‘동양 속의 비(非)동양’이었고
게다가 관개기술도 뛰어났다는 입론을 편 셈이다.
사실 비트포겔의 일본에 대한 예외적 단서조항은 모리타니에게는 행운이었을
것이다. 그에게는 근사한 탈출구가 이론으로 또 현실로도 주어져 있었으니 말이
다. 그러나 인정식에겐 그런 행운이 깃들지 않았다. 그는 그 행운을 찾아나서야
했고 없다면 억지로라도 만들어내야 했다. 그럭저럭 별다른 논란이라도 없었다
면 다행이었겠지만, 모리타니는 여기서 관변학자의 모습으로 인정식 앞에 다시
나타난다. 모리타니는 “조선은 비트포겔의 관점에서 보면 ‘관개농경지역’에 들고
실제로 오늘날 반도 농업은 확실히 관개농경에 중심을 두고 또 구래에 대체로
그러했다. …… 실은 우리 내지와 취지를 크게 달리하고 있고, …… 조선농업은
일본 내지 등에 비해 관개의 기초가 매우 부족하고 시정(施政) 이래 개선이 이
루어져 큰 발달을 이룬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나아가 “조선의 치수과제는 대륙에 비해 소규모이지만 하천체계는 내지와 비교
하여 오히려 대륙적이고 초지방적 연장을 갖고 있는데, …… 반도의 역대정부는
이것이 그들 자신의 직무이고 이를 통해 정치적 지배의 기초가 굳건해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태만했다”고 하여 이 ‘태만’을 집중 부각시켰
다.86) 요컨대, 조선농업은 본질적으로 관개농경이고 그 관개의 기초는 일본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이것의 현실적 함의는 지극히 명료
하다. 조선은 비트포겔의 AMP론 관점에서 ‘정체사회’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관
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만한 강력한 국가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일병합
을 맞았다는 진단인 셈이다.
인정식은 여기에 어떻게 응답했을까? 그는 미국의 철도연장과 중국의 운하연
장은 거의 비슷하다는 한 미국학자의 연구를 예로 들면서, “지나(支那)에서 이
운하란 것은 광대한 영역을 지배하기 위해 권력자가 이용하는 정치적 동맥이
될 수도 있었다. 이 운하는 교통의 편리와 함께 조세의 징수, 물자의 운수, 병력
의 동원 등에서도 또한 중요한 기관이었다. 그런데 우리 조선에서는 이러한 대
규모의 운하는 그리 볼 수가 없다. 조선에서는 관개의 시설이 대운하를 요구치
85) 森谷克己, ｢アジア的生産様式論｣, アジア問題講座(6): 経済産業篇(3), 東京: 創元社(1939),
p.105.
86) 森谷克己, ｢東亞農業に於ける朝鮮農業の地位｣, 朝鮮及滿洲(1939.5),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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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는 것은 조선의 각 평야를 관류하는 대하천이 모두 지류를 많이 분류(分

流)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 이것은 확실히 조선의 천혜(天惠)
였다. 관개를 위해서 비교적 소규모의 댐과 제방이면 족했던 것”(강조는 인용자)
이라고 주장했다.87) 이런 시도는 AMP론 안에서의 조선의 지위를 일본의 지위
에 상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것이었고, 중국과 조선을 철
저히 구분하려는 일종의 ‘거리화의 의식’이었다. 이것은 조선농업에서 관개의
양면성—관개이되 소규모—을 주장함으로써 조선의 역사적 지위를 보존—비(非)
정체사회—하고, 이와 동시에 현실의 수리사업이라는 정책적 과제를 용인할 수
있게 하는 인정식만의 궁여지책(窮餘之策)이었다.88) 어쨌든 그는 이제 모리타니
와 마찬가지로, “병합 이래 제국의 통치정책은 경제부면에서 농업의 중요시와
아울러 우선 관개의 완비에 전력을 두어왔다. 구래의 저수지, 제방의 개수와 함
께 수리조합의 시설이 근대적 과학의 응용으로 급속히 발전되었다. 조선의 관개
농업은 이제 40%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 충분치 않다. 우리는 국가와 함께 노
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89)
이러한 인정식의 전향 이후 이론적 행보는 전향 이전에 비해 개념, 비교의 대
상이라는 차원에서 커다란 시각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매번 ‘발견’
이나 ‘재발견’의 모양새를 취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향 이전의 인
정식이 ‘만주’의 사정을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경작규모의 영세성=반봉건
성’의 지표로 중국을 바라봤고, 야마다가 그랬듯, 중국을 일본, 조선과 동일한
범주 안에서 다루었다. 그가 AMP론을 몰랐던 것도 아니었다. 아니 심지어,

AMP론을 반(反)소비에트적인 논의로 부정하기까지 했다. 인정식의 관심은 서구
의 원형국가들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조선(과 ‘아시아/동양’)의 봉건성을 증명하
는 데에 쏟아졌다. 그러나 전향 이후의 인정식은 이론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
이 되었다. 그는 그저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자신이

87) ｢물(水) 이야기｣, 太陽 1-2(1940.2): 印貞植全集第2卷, p.163.
88) 식민국가의 수리사업에 대한 지지는, 토지생산성의 지역별 격차를 확인한 이후 인정식으
로서는 필연적인 귀결이었을 것이다.
89) ｢물(水) 이야기｣, 印貞植全集第2卷, p.165. 이때 ‘국가와 함께’라는 말은 결국 한일병합
이래 조선총독부의 수리조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 표명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
가 있다. 이때 인정식은 관변이데올로그로서의, 동시에 이론적으로도 스스로를 옹호할
수 있는 이론가로서의 자리에 성큼 들어서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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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실천했던 이론들의 전제를 하나하나 부정해가면서 새로운 지평으로 옮겨
갔다. 하지만 AMP론을 전제로 중국과 일본 간의 현격한 차이를 설정하고, 조선
을 일본과 동일한 범주 안에 묶고자 한 그의 시도는, 식민지의 물질적 현실 앞
에서 늘 좌절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세계사 속에서 ‘조선’의 위치는 모호
해졌고 분석은 뭉뚱그려졌으며, 따라서 그 재현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전향
이후 인정식은 AMP론을 통해 중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말하는 입, 조선에 대
해서는 웅얼거리는 입, 이렇게 ‘두 개의 입’을 가지게 된 셈이다.

(2) 정치적 실천으로서의 비교
전향 이후 인정식의 이론적 실천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
던 것 가운데 하나는 그의 시선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
으로 삼는 지역과 기준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팽창하는 일본제국에 무임
승차하여 자연스레 넓어진 심상지리감각으로만 이해되어온 이 문제는, 사실 인
정식 논의의 이론적 성패와 심지어는 정치적 성패까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전향 이후 인정식에게 비교대상은 크게 두 곳, 즉 ‘만주’와 중국이었다.
인정식은 이 두 곳과 조선을 어떻게 비교했을까? 그리고 그 함의는 무엇일까?
우선, ‘만주’에 관한 논의는 전향 이후 야마다의 행보—북만주의 대가족주의
비판—와 공명하고 있었음을 앞에서 논구했는데,90) 야마다의 관찰에는 그것 말
고도 또 하나의 계기가 있었다. 인정식은 “야마다 씨의 견해에 따르면 회하(淮

河: 회수(淮水)로도 불림. 화북과 화남의 경계. 양자강, 황하와 함께 중국 3대
강)가 경계의 라인으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수전지대, ‘몬순’의 계
90) 인정식은 야마다의 궤적 그대로 ‘북만주’ 지역의 농촌을 방문하고 글을 쓰기도 했다(｢北
滿의 農村｣, 朝光 8-7(1942.7): 印貞植全集第2卷, pp.537~543). 그가 거기 가서 ‘발견’
한 것은 야마다의 논의를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실상 발견이라 할 수도 없
는 것이리라. 인정식은 만주인의 촌락을 보며 말한다. “한 가족의 식구가 245명이나 되
는 대가족이 東亞의 한 모퉁이에 아직도 잔존해 있다고 하면 조선에서 자라온 우리 독
자들은 우선 그 사실의 眞否를 의심할 만큼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p.539) 그러나
대가족주의의 문제는 조선에서도 제기될 수 있다. 인정식은 이를 염두에 둔 듯 다른 글
에서 이런 ‘방어논리’를 편다. “조선에는 아직 대가족제가 지배적으로 잔존하고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대가족의 原型은 이미 붕괴해버리고 다만 그 잔해만이 남아있는 것에
불과하다. …… 李朝때부터 分家와 分財가 매우 일찍부터 시행되었고 소작권의 분할도
진행되었다. …… 이조시대 말기조차 조선의 대가족제는 특수한 양반계급에 한정된 속성
이었을 뿐, 조선의 농촌사회 일반의 특징은 아니었다”(｢朝鮮農村二題｣, 金融組合
166(1942.8): 印貞植全集第2卷, pp.55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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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은 회하 이남으로부터 더욱 그의 특이성의 농도를 가하면서 남지나와 인도지
나 등을 포괄하고 다시 대만을 휩쓸어 일대 원형을 그리면서 내지를 거쳐 조선
까지 도달한다”는 야마다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로싱 벅의 입장도 마찬
가지라고 덧붙인다. 그리고 한인(漢人)농법에 의한 쌀농사가 이 지대의 특징이
라고 설명했다.91) 이런 논의는 당시 지배적 광역담론 가운데 하나였던 ‘몬순=계
절풍지대로서의 아시아’론이 갖는 문명적 일체성의 주장에 맞닿아 있다. 그것은
광역권의 자연적=필연적 토대라고 선전되던 지배이데올로기였다. 인정식은 이
회하가 조선으로서는 ‘압록강’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조선과 북만주 간의 농경양
식의 격차를 일일이 설명해간다.92) 말하자면 북만주는 조방적 대농장의 외양을
취하여 자연조건에서는 ‘동양농업’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는 점, 그런데 서양과
는 달리 대가족의 분화가 수행되지 않은 채 정체되어 있는 곳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경계짓기의 제1차원이다.
다음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인정식은 동일한 ‘동양
농업’의 범주 안에 있지만, AMP의 적용상 조선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고 주장했다. 모리타니의 질문에 답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도 있었겠지
만, 여하튼 그 귀결이 일본 쪽에 다가서고 중국으로부터는 단절하려하는 권력의
지의 소산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이론적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도 개입되어 있다. 이론은 현실적 실천의 무기이기 때문이기
도 하고, 인정식이 선 자리 자체가 정치적인 자리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인정식의 시대, 인정식의 자리 자체가 갖는 문제성을 먼
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례이기도 하지만, 아시아태
평양전쟁기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真男)의 이론적 실천에서 전형적으로 목격되는
어떤 문제성이다. 나카노 토시오(中野敏男, 2005)와 사카이 나오키(酒井直樹,

2008)가 잘 분석하고 있듯이, 당시 마루야마의 중국역사 인식에서는 ‘부정(否定)’
의 계기가 배제되어 있다. 즉 헤겔적 의미의 ‘역사’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근
대정치사상의 계보를 밝혀내려는 마루야마의 이론적 욕망에서 출발한 일본정
치사상사연구(日本政治思想史硏究)의 제1장(1940년, 助手論文으로서 집필)은 헤
91) ｢東亞圈의 經濟的 性格과 朝鮮의 地位｣, 三千里 140(1941.1): 印貞植全集第2卷,
pp.303~304.
92) ｢朝鮮農業의 新體制的諸條件｣, 春秋 2-3(1941.4): 印貞植全集第2卷,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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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Hegel, G. W. Friedrich)이 Reason in History에서 언급한 중국인식을 인용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중국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국가이며, 그것은 역사의 유년
시대이다. 그것은 우선 가족관계 위에 구축되어 있는 국가(a state of fatherly

care)로서 거기서는 대립이나 이념성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산문(散文)적 제국이
다. 동시에 그것은 지속의 제국이며 바꿔 말하면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
킬 수가 없다. …… 쉴 새 없는 변화와 몰락이 있지만, 어떤 것도 진정한 몰락
은 아니었으며, 따라서 어떤 진보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동요는 이른바 비역사
적인 역사(an unhistorical history)이다”(丸山真男, 1995: pp.106~107). 진정한 몰락
과 변화와 진보는 중국사회 안으로부터가 아니라 오로지 바깥에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비트포겔의 중국론의 정치학적 판본이었던 셈이다. 마루야마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여 중국과는 다른 일본유학사의 계보와 정치적인 것=
근대적인 것의 탄생을 고찰해간다.93)
다만, 문제는 이때가 중국과 일본 간의 전쟁이 한창이던 1940년이라는 점이
다. 야마다와 모리타니와 인정식의 이론적 실천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그 시대
에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그 전쟁을 ‘문명(일본) 對 정체(중국)’의 틀로 해석하
고 있었고, 일본군이 전쟁=폭력을 통해 중국과 ‘소통’하고 있을 당시, 이들 ‘사
회과학의 객관성’(Weber)을 띤 지식인집단은 언어로 그 폭력을 치장하였다. 이
것은 ‘근대’(modernity)라는 이름의 ‘상징폭력’이었고, 따라서 그들의 자격과 지위
는 전사(戰士), 이른바 ‘사상전(思想戰)의 전사’였던 셈이다.94) 하지만 이들은 이
93) 물론, 이 시기 마루야마가 자리했던 역사적 위치의 양가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식할 필
요가 있다. 미술사가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이 제출한 ‘아시아는 하나’라는 명제(The
Ideals of the East, 1903)는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 군부에 의해 ‘아시아해방’의 이데올
로기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문화사가 쓰다 소우키치(津田左右吉)는 中国思想と
日本(1938)에서, 서양에 대항한다는 의미에서의 동양, 동양문화, 동양사회는 결코 형성
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양이라는 ‘픽션’(fiction)에 의해 폭력적으로 병탄되고 있는
당시의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전전(戰前)의 마루야마의 논의는 이 쓰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서, 부분적으로는 일본 군부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합리적 비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문제는 그 비판의 방식인데, 마루야마는 일본과 중국을 각각 ‘근대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이질적인 두 문화로 대조하였다.
94) 전향 이후, 인정식은 중일전쟁을 마르크스적 의미에서의 독점자본주의시대의 전쟁, 즉
소수자본가에게 이익이 되고 인민에게는 육체적 고역만이 남는 전쟁이 아니라, 아시아사
회의 경제적⋅문화적 협동을 구축하는 성전(聖戰)이라고 규정했다(｢マルクス主義の亜細
亜に於ける不適應性｣, p.28). 또, 중국의 좌익이론가들이 ‘아시아적 정체성’의 책임을 외
래자본주의에 묻는 경향이 강한데 —이것은 전향 이전 인정식의 이론적 입장이기도 했
다—, 그것은 “배외주의적 편견으로,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외래의 침략 없이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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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사’라고 부르기 민망한 상황에 처해있었는데, 말하자면 이 제국일본의 ‘사
상전의 전사’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인정식은 전사라면 응당 가지고 있어야할
법한 ‘적대(敵對)’마저 상실했기 때문이다. 적대를 상실한 전사에게 남은 것은
자기기만과 오만일 뿐이었다. 유격전과 토지혁명을 결합한 마오쩌둥의 시도는,
이 전사의 눈에는 그저 한 시골뜨기의 소박한 실천쯤으로나 비칠 따름이었다.95)
그렇다면, 이론가로서 또 이론을 통해 실천하는 정치가로서, 인정식은 과연 성
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 물론 그 판단과 기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토론이 있
어야 할 것이다.96) 여하튼 이것이 경계짓기의 제2차원이다.

6. 이중잣대와 이중구속, 그리고 이론가의 정치적 책임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사회는 이미 4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 영원한 정체상태로 결빙되어 있었다는 점”
이라고 말한다(｢아시아적 停滯性의 문제｣(靑色紙 2-3, 1939.12): 印貞植全集第2卷, p.123.
나아가 “신동아건설에 처한 일본제국의 역사적 과제는 과거 수천년 동안 지나사회의 발
전을 저해하고 정체시켜온 아시아적 정체성을 청소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내선일체
의 新과제｣, 文章 2-1(1940.1): 印貞植全集第2卷, p.146).

95) 마오쩌둥의 ｢지구전(持久戰)을 논한다｣라는 제목의 논설에 대해 인정식은, “이미 황군의
손에 점령된 지역은 실로 현대지나의 심장부를 구성하는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中原의
지대라는 사실을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아무리 현재 중국에 여전히 자작자급
(自作自給)적인, ‘아메바’처럼 한 부분을 절단해도 다른 부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반봉
건적인 경제관계가 존재한다 해도, 중원지역을 빼앗긴 이상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돌아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동아의 재편성과 조선인｣, 三千里 131(1939.4): 印貞植全集第2
卷, pp.36~37).
96) 인정식에게 공정할지 아닐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중국통일화논쟁]에서 보여준 오자키
호츠미(尾崎秀実)의 중국인식이 동시대적 포지션으로서 하나의 준거점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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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인정식의 전향과 이론연쇄 (비교의 대상과 지표)
이론연쇄
전향 이전

비교의 대상

지표와 개념

山田盛太郎(  日本資本主 서구 국가(영국, 프랑 - 경작면적(외연적 규모)
스, 독일, 소련, 미국) - ‘반봉건’ ‘영세성’
義分析)-인정식
山田盛太郎(‘북만주’ 시찰
‘만주’
보고)-인정식

- 공동체 조직의 구조, 토지
이용률(내연적 기술)
- ‘적정규모’

Wittfogel-平野義太郎-森谷
중국
克己-인정식

- 아시아적 생산양식론
(/수력통제사회론)
- ‘관개’와 그 규모

전향 이후

본고는 인정식을 ‘이론가’로 호명해내어 그의 정치적 전향의 의미를 이론적
전회와 연쇄의 관점에서 포착해보았다. 그의 이론가적 지위를 식민지 지성에 대
한 통상의 편견, 가령 현실에 발 딛지 못한 채 이론으로 현실을 재단하는 ‘일급
이론수용가’로 폄훼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론의 연쇄가 종종 수용주체의 ‘전
유’에 의해 새로운 정치적 효과를 낳곤 한다는 사실 역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전향 이전의 인정식은 야마다의 이론을 ‘전유’함으로써, 식민국가에 의
한 ‘봉건적 착취’를 폭로했고, 식민국가에 대한 ‘적대’(敵對)를 환기시켰다.
인정식을 불러내는 또 하나의 방식은 ‘농업재편성론자=전시변혁론자’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때 그는 전환된 시국 속에서 ‘농업개혁’이라는 일관
된 목표에 봉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의 전향은 분절보다는 연속의 관점에서
이해된다. 총력전을 계기로 조선에서 공업화와 노동력부족이라는 현상이 새롭게
발생하고 있었고, 인정식이 이를 적극적으로 의식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
본적으로 이 시각의 타당성을 인정한다. 다만, 이런 관점에서는 마르크스주의자
의 전향에서 이론이 차지하는 의미가 적절히 해명될 수 없다고 본다.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향자의 정치적 책임이 무화되어버려 ‘탈정치적 해석’으로 귀결
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
인정식은 전전 및 전시 일본의 사회과학의 자장 안에서 활동했고, 그 언어를
자신의 것으로 전유하면서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개입했다. 그의 전향은 이론
차원의 전회와 맞물려 있었고, 새로운 이론연쇄의 장에 노출되었다. 하지만, 바
로 그 과정에서 인정식은 이론적 한계에 봉착하고 만다. ‘조선’을 더 이상 하나
의 매끄러운 이론으로 재현(representation)하지 못하는, 일종의 딜레마적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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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한 것이다. 그는 ‘조선’을 정체성의 늪에서 구출해내는 대가로 ‘조선’에 대해
침묵하거나 웅얼거리는 입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전향 이전의 인정식이 ‘半봉
건사회론’이라는 간명하고 분명한 하나의 입을 가지고 있었다면, 전향 이후의
인정식은 중국에 대해 분명한 어조로 ‘정체성’을 말하는 입과 조선에 대해 웅얼
거리는 입, 이렇게 두 개의 입으로 말하는 이가 되어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만약 그가 ‘조선’에 대해 웅얼거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혹시 그
안에는 ‘조선민족’이라는 내면적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마르크
스주의자에게 전쟁과 혁명이 사회질서를 재편하는 등가(等價)의 계기라는 점은
이미 레닌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전향 이후의 인정식은 적어도 ‘조선’
에 대해서만큼은 전쟁과 혁명을 등가로 두지 않는 듯하다. 중국을 ‘정체성’의
수렁으로 떨어뜨려놓고 중국이 세계사로 나올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일본의 침
략전쟁을 매개로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인정식은, 다른 한편 조선만큼은

‘정체성’의 덫에서 구출하려했다(double standards). 조선의 사회구성체 분석에 치
중했던 과거 그의 시선이 이제 중국으로 향했던 것, 그 과정에서 비교의 기준
및 범주가 현격히 달라졌던 것, 이와 동시에 ‘조선’이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되
고 재현이 불가능해진 것(double bind), 이것이 이론의 차원에서 살펴본 그의 전
향의 의미였다.
요컨대, 전향 이후 인정식은 일관된 언어로 조선사회를 재현해낼 수 없었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론가로서는 실패한 것이고, 그 실패에 대해 무감각했기에 비판
성을 상실했으며, 심지어는 타자에 대한 제국주의의 폭력을 방조하고 이에 동참
하는 길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향 이후의 인정식의 이론적 실
패와 그것이 낳은 정치적 책임의 문제는, 제국주의의 부당한 폭력에 희생당하는
이웃의 존재를 외면한 채, 그 전쟁을 오로지 ‘조선’이라는 네이션(nation)의 ‘발
전’의 계기로만 포착하는,97) 아(亞)제국주의의 문제로서 다시 제기되어야 하는
97) 인정식은 중일전쟁의 과정에서 조선기업이 일본자본의 하청체계에 포섭되면서 조선의
공업화가 활성화되리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동아의 재편성과 조선인｣(三千里
131, 1939.4): 印貞植全集2卷, pp.42~43). 또, 제국 일본의 위계적 노동시장 구조 속에서
조선인 노동력의 경쟁력을 다음과 같이 옹호하기도 했다. “조선인 직공의 임금은 내지인
직공의 임금의 절반이다. 조선인 노동력은 저렴하다. 물론 만주국이나 북지에서의 지나
인의 노동력은 조선보다 저렴하다. 그러나 이들은 근대적 교육의 세례를 받지 못했고,
초등교육 등 일본적 훈련을 받은 것은 조선이 유일하다. 이들과는 20년의 차이가 있다.”
(｢戰時體制下の朝鮮經濟(1)｣, 東洋之光 1-2(1939.2): 印貞植全集2卷,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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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닐까?

【추기】 해방 이후, 식민지 지식인의 행로98)

1930년대 ｢조선사회성격논쟁｣의 세 주역, 박문규, 인정식, 박문병의 해방 이후
의 행로를 잠시 소개하기로 한다. 박문규는 이강국, 최용달 등과 경성제국대학
동기생이었고, 8⋅15 직후까지 절친한 동료였다. 박문규는 미야께 사건(三宅事

件: 1933년, 이재유의 당재건운동과 관련된 사건)으로 검거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석방된 바 있다. 이후로 1930년대 내내 박문규는 학술작업에서는 두각을 나타냈
으나, 해방 때까지 별다른 정치활동의 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 중일전쟁 이후로
는 출간물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해방 이후, 박문규는 건국준비위원회 기획부
를 맡았고, 인민공화국에서는 중앙인민위원, 재무부장대리를 역임했다. 민전에서
도 중앙상임위원, 사무국 선전부장, 기획부 차장을 지냈다. 민전 산하의 토지농
업문제연구위원, 식량대책연구위원, 전농 중앙준비위원, 학술원 상임위원 등을
맡아 토지문제와 농민문제에 대해 좌익측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위치
에 섰다. 박문규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월북(越北)한 것으로 판단되고, 1971년
병사(病死)할 때까지 남로당 출신으로는 드물게 고위직을 유지했다. 그는 남로
당 출신에 대한 예우로 초대내각의 농림상에 임명되었다. 이후 농업상, 국가검
열상, 내무상 등의 요직을 두루 역임했고,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서기장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인정식은 해방 이후, 식민지기의 전향의 이력 때문에 곧바로 정치 전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림신문사의 주필로 있으
면서 당시 농업문제와 토지문제에 대해 많은 저서와 논문을 집필했다. 또, 마르
크스-레닌주의의 고전들을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난 후, 남
로당과 민전, 전농 등에서 활동하다가 검거되기도 했다. 이후 그는 다시 전향을
서약하고 보도연맹에 가입했다. 한국전쟁 이후 그의 자세한 행적을 확인할 수

98) 관련 논의는 다음의 문헌을 참고한다. 임영태, 1989, ｢북으로 간 맑스주의 역사학자와 사
회경제학자들: 김광진, 김석형, 김한주, 박문규, 박시형, 백남운, 이청원, 인정식, 전석담｣,
역사비평 제6호; 이수일, 1996, ｢일제하 朴文圭의 現實認識과 經濟思想 硏究｣, 역사문
제연구 제1호; 인정식전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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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만, 1953년의 한 자료에서 그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이 되었다는 사실이 언
급되고 있다.99) 참고로, 한국정부의 농지개혁을 일제시대의 ‘자작농창정사업’의
재판(再版)으로 평가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100) 박문병에 대해서는, 해방 이후의
행적은 물론이거니와, 중일전쟁 이후로의 행적도 묘연하다. 집필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참고로, 한국에서의 농지개혁의 경우, ｢조선사회성격논쟁｣에는 주도적으로 참
여하지 않았지만, 농업경제론과 관련하여 위스콘신 학파의 논의에 조예가 깊었
고 기독교민족주의 계열의 농업개혁론을 대표했던 이훈구의 존재가 주목될 필
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훈구는 1920년대에 일본 동경제국대학과 미
국의 위스콘신 대학에서 농업경제학을 전공했고, 1930년대에는 평양 숭실전문학
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장로교 농촌운동의 지도급인사로 활동했다. 해방 이후에
는 미군정 농무부장(農務部長)으로 재직하면서, 정부 수립 이전까지 남한의 농
정을 총괄했다. 정부수립 이후에는 제헌의원으로서 농지개혁법의 입법과정에도
참여하였다(방기중, 1996).
이처럼, 1930년대 식민지 농정에 대해 저마다의 고유한 비판의 방법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던 일군의 지식인들은 이후 총력전기는 물론이거니와, 해
방 이후의 남북한 농정—특히, 농지개혁—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다. 해방 이후 남북한의 농정이 각각 미국과 소련이라는 외부세력의 압력에
의해 규정되고 있었음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지만, 지성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일제하 농정을 둘러싼 1930년대의 지식논쟁의 성과가 직접적인 ‘연속’으로서든
미약한 ‘흔적’으로서든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실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과제로 삼을 것을 약속해둔다.

99) 김운석, 1957, 북한괴뢰전술문헌집 한국아세아반공연맹, pp.288~289.
100) 印貞植, 1949, 朝鮮農業經濟論, 博文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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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일제하 조선에서 식민국가가 농정(農政) 입법, 조사, 그리고 통계를 통
해 강제한 ‘인식체계’와 이에 대한 식민지 지식인들의 비판의 흔적을 발굴하고
분석한 결과이다. 본고는 ‘지식생산양식’의 분석이라는 연구방법론을 새롭게 제
시하였다. 이것은 지식생산의 전제, 즉 아프리오리(a priori)를 계보학적으로 추적
하고 해체하는 것으로서, 지식의 생산과정에서 활용된 이론, 자료, 방법 각각의
참조체계(references)를 찾아내고, 그 ‘이식과 변용’ 또는 ‘연쇄와 전유’의 흔적을
발굴하며, 이러한 일련의 지식실천이 낳은 정치적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얻어낸 본고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한말 식민권력에 의한 농정의 실천은 메이지기(明治期) 근대 일본에서
만들어진 ‘소작’ 개념을 강제적으로 이식하고, 이 개념의 범주에 기초하여 기존
의 토지관습을 분류, 조사, 기입(inscription)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 전통사회의 이질적인 토지임차 관련 권리들이 ‘소작’이라는 개념으로 포착
되어 ‘균질화’되었다. 전통사회에서 분할소유권의 성격을 지녔던 권리, 또는 계
속 성장해오던 경작자의 권리는 식민국가의 입법과 조사의 실천에 의해 부정되
고 박탈되었다. 이들 권리는 식민자(colonizer)가 강제한 ‘소작’ 개념에 의해, 단
순한 채권적 토지임차나 메이지민법에서 설정한 영소작으로 약체화되었다. 나
아가, 이렇게 구성된 식민지 조선에서의 토지임차권의 법적 지위는, 등기 등의
실질적 실현 사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의 그것에 비해서도 매우 열악
한 것이었다.
조선통감부 이래 조선의 토지관습에 관한 조사를 주관했던 이는 우메 겐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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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로서, 그는 메이지민법(1898)의 입법을 주관했던 세 명 가운데 한 사람이
기도 했다. 우메는 조선의 관습에 기초하여 식민지의 법을 만든다는 입법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구상은 법원(法源)이 될 관습이 실은 ‘취사선택된 관습’이
라는 진실을 은폐하는 정치적 실천에 불과했다. 民事慣習回答彙集의 분석을
통해 식민국가가 ‘취사선택한 관습’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다는 사실, 朝鮮高等

法院判例錄의 분석을 통해 실제로는 식민지 조선에서 메이지민법의 관행화
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정치적 실천을 통해, ‘소작’ 개념이
식민지 사회에 강제적으로 이식되었다는 사실은 망각, 은폐되었고, 자명하고 당
연한 것으로 자연화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가져온 정치적 결과는 다소 양가적이었다. 한편으로는
전통적 권리관계의 해체와 재구성의 과정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
서 근대적 의미의 ‘소작계급’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고, 1920년대 이후로 본
격화된 ‘소작계급의 정치’도 가능했던 것이다. 이 단계에서 ‘소작’ 개념은 식민
지 농정의 아프리오리로 전환되어버렸고, 질문이 투과할 수 없는 ‘인식론적 장
벽’으로 고착되었다. 식민국가의 농정은 바로 이 ‘인식폭력’ 위에서 성립될 수
있었다.
둘째, 식민국가는 제국-식민지 간의 비대칭적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여러 식민
지 사회문제, 특히 1920년대의 소작쟁의의 확산과 급진화에 대처하기 위해 대대
적인 소작관행조사를 실시했다. 그 성과는 조선의 소작관행(1932)으로 수합되
어 발간되었다. 이 보고서의 출현으로 인해, (1) 식민지 조선의 지주-소작관계는
간명한 통계수치로 계수화되었고, 사회갈등의 전선(戰線)은 현장으로부터 법의
제정과 통계를 둘러싼 논쟁의 장으로 ‘전이’되었다. 이로 인해, 1920년대의 비합
법적, 혁명적, 집단적 소작쟁의는 1930년대에 합법적, 개량적, 개별적 소작쟁의
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지주-소작인 간의 계급갈등은 직접적인 물리
적 충돌과 투쟁보다는 법적 규제와 중재를 통해 해결되었고, 고양되기보다는 침
잠하였다. 이것은 식민지 조선에서 ‘지식국가’의 권력효과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이다. 또, (2) ‘부재지주’와 ‘소작지관리인’이 식민지 농정파행의
주범(主犯)으로 범주화되었다. 이를 통해, 식민국가의 이미지는 주권 차원의 적

(敵)에서, 이들 ‘사회악’을 규제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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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되었다. 마지막으로 (3) 식민국가의 ‘자작/소작 이분법 인식체계’가 한층
공고화되었고, 자작농창정사업으로 대표되는 농정사업이 정당화되었다. 요컨대,
조선의 소작관행은, ‘소작’ 개념에 이어, 1930년대 식민지 농정의 인식체계를
규정한 또 하나의 아프리오리이자 ‘인식폭력’이었다.
이 소작관행조사는 1921년 일본에서 시행된 소작관행조사와 조사항목, 질문사
항, 정리항목 등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따라서 언뜻 보면 식민지에서의 그 ‘반
복’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사결과가 공개된 이후
식민지의 ‘민족언론’에 의해 부재지주와 소작지관리인이 식민지 농정피폐와 생
산력 저해의 직접적인 원인이자 ‘공공의 적’으로 지목되는 사태는 예견할 수 없
었던 새로운 사태였다. 또, 1921년 일본의 소작관행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입
안된 일본의 소작법안에서 소작지관리인에 대한 규제조항이 전혀 없었던 것과
는 달리, 조선의 소작관행을 기초로 제정된 ｢조선농지령｣(1934)에서는 소작지
관리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항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식민국가가 민족
주권을 탈취해간 적(敵)의 자리에서 사회경제적 차원의 규제자⋅조정자의 자리
로 옮겨갔던 것이고, 식민지 사회로부터의 직접적인 비난의 표적에서 벗어나는
예상외의 결과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것은 조선소작관행조사와 조선의 소작관
행이 지닌 식민지적 ‘특수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이렇게 ‘자연화된 소작 개념’과 조선의 소작관행의 권력효과는 식민지
지식장에서 강력하게 작동했다.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은 ｢조선사회성격논
쟁｣을 통해, 식민국가와 그 지식기구가 구축한 일방적 농정담론을 비판했다. 단,
이들의 비판작업은 식민국가가 구축한 아프리오리 위에서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으로, ‘소작’ 개념의 인식론적 장벽을 넘어서지 못했고 조선의 소작관행에
서 얻어진 계수화된 사회관계를 오히려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했다. 이들은 이 ‘통계논쟁’을 거치면서 혁명의 주체에서 개혁의 주체로, 혁
명가에서 전문가로 주체성격이 전환되었다. 이것은 ‘식민지 아카데미즘’이 구성
되어 출현하는 과정으로, 이 속에서 식민지 지식인들은 아카데미즘의 ‘검열’을
내면화하여 탈혁명화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전이된 투쟁의 장에서 암중모색하며 끈질기게 이론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일본자본주의논쟁｣에서 구사된 마르크스주의의 이론과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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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유’하여, 식민국가가 만들어낸 공공통계를 재해석하고 비판했으며, 식민국
가에 대한 ‘적대성’(敵對性)을 복원해냈다. ｢조선사회성격논쟁｣에서 식민지 지식
인들은 단순히 동아시아 마르크스주의의 ‘결론’만 취해온 것은 아니었다. 놀랍
게도 그들은, 그 짧은 시간에 그 비판의 방법, 즉 ‘경작규모의 영세성’(강좌파,
봉건파)과 ‘생산성’(노농파, 자본파)의 기준을 식민지 조선의 상황에 맞게 ‘전유’
하여 비판의 문법을 창출했고, ‘수지가 맞지 않는 농가’ 등 새로운 범주도 구성
하였다. 그들은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일급 이론수용가’
가 아니라, 이를 철저히 내면화하고 전유해간 이들인 것이다. 식민국가가 생산
한 통계의 ‘범주’를 비판하는 동시에, 그 통계자료를 다시 자신들의 주장의 근
거로서 능숙하게 활용하는 그 이론적 ‘전유’ 행위는 이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이를 통해, 식민지 지식인들은 식민국가가 강제한 ‘자작/소작 이분법 인식체계’
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데에 성공했다.
넷째, 식민지 지식인의 이론적 성취는 한층 더 진전되어, ｢조선사회성격논쟁｣
의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인정식의 경우, 식민지 조선 전체의 세분화된 토지생
산성 지표를 그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인정식은 이전의 ‘경작규모의 영세성’의 기준을 버리고 ‘토지생산성’의 기준을
채택했다. 그는 이 생산성의 기준을 통해 일본-조선-중국을 비교했고, ‘동양농업’
의 분석에서 기존의 역사유물론(‘아시아적 반봉건’론)을 폐기하고 아시아적 생산
양식론(‘정체사회론’)으로 전환했다. 이 일련의 이론적 전회는 그의 정치적 전향

(1938)과 맞물려 벌어진 사건이었다. 다시 말해, 지식생산양식의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정치적 전향은 이론적 전회와 동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었다.
인정식은 ‘토지생산성’ 지표를 조선 내부에 대한 분석에서 도출했지만, 중일전
쟁의 진행 속에서 그 비교의 시선을 일본-조선-중국 간의 관계로까지 확장했다.
인정식은 중일전쟁을 ‘문명(일본) 對 정체(중국)’의 전쟁으로 해석했고, 타자에
대한 제국주의의 부당한 폭력을 방조하고 이에 동참하는 길로 나아갔다. 인정식
에게, 제국주의의 부당한 폭력에 희생당하는 이웃의 존재는 간단히 외면되었고,
그 전쟁은 ‘조선’이라는 네이션(nation)의 ‘발전’의 계기로서만 의미화되었다. 그
의 ‘토지생산성’ 지표는 이러한 ‘아(亞)제국주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과학적
근거’로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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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정식은 ‘조선’의 역사적 지위를, 그가 일본에 적용한
역사유물론(‘아시아적 半봉건’론)이나, 중국에 적용한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정체
사회론’)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온전히 재현해낼 수 없는, 이른바 ‘이중
속박’의 상황에 빠졌다. 특히, 인정식에게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을 직접 소개했
던 경성제국대학 교수 모리타니 가쓰미는 조선이 그 이론의 적용을 받는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인정식은 이에 대해 정확히 대답할 수 없는 궁지에 처해
있었다. 이것은 그의 이론적 실패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그가 이 실패를 정면에
서 응시하기를 포기하고 제국주의 침략의 동조자가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우리
는 그에게 ‘전향’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농정은 식민국가가 입법, 조사, 통계를 통해
구축한 인식체계의 권력효과에 의해 급속히 ‘안정화’되었다. 식민지 지식인의
담론생산도 이 인식체계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함의:
｢조선사회성격논쟁｣과 ‘오늘’의 ‘우리’

식민지 사회의 특정한 영역을 분석해가는 연구자로서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장에서 그 근거로 삼는 자료가 의외로 너무도 ‘확정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충
분히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조선총독부가 만들어낸 공식통계 자료는 우
리의 주장을 확실히 보증하는, 대단히 확정적인 자료로 활용되고 또 수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전거(典據), 그러니까 인용자료의 전거에 대해서는 정작 우
리 자신이 대단히 무관심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인용자료의 전거를 추출하여
분석한다는 것은 곧, 인용자료의 생산과정을 분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단히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자료는 자료를 생산하는 이의 관점과 방법에 의해 주조
된 결과물이다. 따라서 자료 속에는 당연히 자료생산자의 관심과 목적과 시선이
고스란히 녹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자료란 하나의 인식론적 텍스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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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자료생산자의 권력의지가 투영된 정치적 텍스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식민국가가 구축한 거대한 통계의 자료더미에 의거하여
식민지 연구를 수행하는 ‘오늘’의 ‘우리’ 자신의 처지는, ｢조선사회성격논쟁｣을
치열하게 벌였고 일부는 시대의 불운 속에서 ‘전향’의 길로까지 나아갔던 식민
지 지식인의 그것과 과연 크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강만길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 계속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해, 일본이 아닌 한
국에서도 그러한 역사해석 분파가 존재하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식민지근대화론’의 극복을 위해 ‘식민지 비교연구론’이 필요하다고
주창하면서, ‘식민지근대화론’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 바 있다.
‘식민지근대화론’은 통계분석에 입각한 ‘경제발전’을 강조함으로써 주체의
문제, 계급적 성격, 식민지 자본주의의 질적 성격과 발전전망, 삶의 질에
대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 …… 식민지에 대한 ‘수탈론’
과 ‘근대화론’의 한계지점을 돌파하려면, ‘전지구적(global)’ 관점에서 근대,
자본주의, 식민지, 민족 등을 인식해야 한다. 그 동안의 ‘식민지사회성격논
쟁’이나 ‘식민지근대화논쟁’의 지평은 일국적 차원이었으며, 기껏해야 일본
과 조선, 식민지 본국과 식민지의 관계를 끌어들이는 차원이었다는 비판적
인 문제의식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틀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과 함께 역사 사례에 대한 시야를 넓혀 각국의 식민지 경험을 비교
분석할 필요도 있다(강만길, 2004: 21~23. 강조는 인용자).

본고의 분석이 종료된 지금의 시점에서 살펴볼 때, 이 서술에는 정확한 지적
과 그렇지 못한 지적 두 가지가 병존한다. ‘식민지근대화론’에 주체의 문제, 계
급적 성격, 질적 요소 등에 대한 주목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극히 타당한 지적이
다. 다만,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해 동일한 통계적 논거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통계논쟁에 돌입한 허수열의 업적이 최근 제출되었다는 점(허수열, 2005; 2011)
에서, ‘통계분석’=‘경제발전의 강조’라는 ‘무의식적 도식’은 이제 폐기해야 할 상
황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현재의 ‘식민지근대화론’을 둘러싼 통계논쟁이 갖는
문제성을 비판적으로 잘 의식하면서도, 1930년대의 ｢조선사회성격논쟁｣ 역시 마
찬가지로 통계논쟁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식하지 않는 태도
역시 다시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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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조선사회성격논쟁｣의 지평이 일국적 차원이었다는 언급에 대해 약
간의 보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논쟁에서 분석대상이 ‘一國’으로 제한되었
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논쟁이 당시 동아시아적 규모에서의 지식연쇄 속에
서 진행되었다는 사실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 분석기준의 동일성이 권역 규모
에서 확보되었고, 상호 연동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관점의 보완이 필요
한 더 심각한 이유로서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이후, 일본제국주의의 아시아침략
과 함께 이 논쟁의 외연, 대상이 확대되어 급기야 ‘동아(東亞)사회구성체’론에
가까운 논의로 ‘전화’(轉化)되는 국면도 목격되었다는 점에 있다.1) 이런 상황을
의식한다면, ｢조선사회성격논쟁｣을 그저 ‘일국적 논의’로 규정하고 논의를 종결
해버리는 시각은, 오히려 그 문제성을 의식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판적 관점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당시의 ｢조선사회성격논쟁｣을 ‘일국’ 단위의 인식
으로 폄하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그 사태의 핵심에 접근하
여 비판적 작업을 완료하는 연구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은 여러 방향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는
데, 각국의 식민지 경험을 비교하는 것이 하나의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강만길의 기획은 일종의 우회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
여둘 점은, 이러한 우회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식민지 연구에서 ‘인식체계’
의 문제를 먼저 충분히 해명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를 넓혀 각국의 식민
지 경험을 ‘비교분석’한다는 것은, 자칫 ‘비교만능론’으로 흐를 위험성도 내포하
는 것이다. 본고는 ‘비교’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제4장에서 충분히 서술했거니
와, 비교의 범주설정은 그 자체로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어떤 곳과 어떤
기준을 통해 비교할 것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면, 비교는 의도치 않은
정치적 결과도 종종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전향 이후의 인정식의 ‘식민지 비교
연구’의 시선은 이 점에서 충분한 검토를 요한다.
전향 이후의 인정식은 조선의 농장경영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시각을 제출
1) 본고에서는 전향 이후 인정식의 예를 언급했지만, 일본에서 전향사회주의자들로 대표되
는 ‘혁신파’ ‘동아협동체론자’ 등의 지식실천에서 이런 형태의 적용대상의 확대가 나타나
고 있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요네타니 마사후미는 특히 동아협동체론의 배후에,
1930년대 일본과 동아시아에서 ‘사회’의 분석에 활용된 마르크스주의 사회과학의 분석틀
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국(帝國)의 사회과학으로서의 ｢동아협동
체｣론’(米谷匡史, 2010: 46)이라는 개념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그 안에 깃든 ‘새로운 식민
지주의’(米谷匡史, 2006/2010: 168)의 문제성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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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즉, 외래의 거대자본이면서도 반봉건적 소작관계를 이용, 유지, 강화시키
는 것으로 비판했던 조선의 농장경영—동양척식주식회사, 내지인소유 대농장 등

—에 대해 그는 재평가하고 있다. 먼저 그는, 프랑스령 인도(佛領印度)가 여전히
완전한 농업사회 단계에 정체(停滯)해있다는 점을 지적한다.2) 그리고는 ‘남방공
영권’ 국가들의 에스테이트(estate), 플랜테이션 기업과 조선의 농장농업을 ‘비교’
분석한다. 이 글은 동일한 몬순기후대에 자리한 지역들이 식민모국(영국, 프랑
스, 미국, 네덜란드 vs 일본)의 정책에 의해 어떤 상이한 모습으로 재편되었는가
를 ‘비교’하여 밝힌다는 야심적 포부 하에 집필되었다. 결론은 선진자본주의국
가들의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진출한 자본이 발전적 계열의 선두가 되거나 동
양적 농촌의 해체를 촉진하는 진보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非)자본주
의적 농촌관계’를 이용, 강화하는 자본주의기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기형적이
고 노예적인 자본주의 기업’). 이에 비해 조선에서의 농장농업에서는 조선농촌
을 개발,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지배적인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즉 “구래의
대지주제는 오로지 자연경제의 기초 위에 서서 지주는 어디까지나 생산물의 형
태로 고율지대를 부과하여 생산물을 모두 소비하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의 농장
제는 개발적 역할과 자금수익의 취득이 큰 동기가 되고 또 목적이 된다”는 것
이다. 그리고는 “남방공영권의 농업정책의 수립과 기존의 에스테이트 기업의 재
편성에도 이 조선형(型) 농장제 농업의 경험이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3) 과도한 노파심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비교의 목적과 범주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는 비교연구는 자칫, 위와는 반대의 결론이 되겠지만, “일본
의 전체주의적/파시즘적 식민지배에 비해 좀 더 나은 서구의 ‘민주주의적’ 식민
지배”라는 해괴망칙한 결론으로 귀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인정식의 사례는 이
점을 잘 보여주는 반면교사이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식민지근대화론’을 비판하면서 ‘통계논
쟁’을 벌이고 있는 ‘개발 없는 개발’론의 허수열의 연구사적 포지션이 갖는 의
미를 확인해두고자 한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1930년대의 ｢조선사회성격논쟁｣
에서의 통계논쟁은, 현재의 이 통계논쟁의 원판(origin)이자, 조언을 얻을 수 있
2) ｢東亞圈の農業問題｣, 內鮮一體2-5(1941.5): 印貞植全集2卷, pp.341-346.
3) ｢南方の栽植農業と朝鮮の農場農業｣, 朝鮮總督府調査月報 13-3(1942.3): 印貞植全集2卷
pp.487~496. 여기서 인정식은 창씨명 桐生一雄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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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참조체계(references)이자, 동형(同型)의 반복이라는 의미에서의 ‘자화상’일 수
있다. 특히, ‘조선민족’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했던 식민국
가의 통계자료에서 ‘조선민족’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출하여 비판의 자원으로 삼
고자 하는 허수열의 ‘노고’는, 마찬가지로 ‘이미 주어진’ 식민국가의 통계를 변
형하고 그 안에서 자연화된 범주를 비판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식민국가의 인식
체계를 해체하고자 했던 이들 ｢조선사회성격논쟁｣에서의 식민지 지식인들의 ‘노
고’와 정확히 겹쳐진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자화상’으로서의 측면에서 해석해보면, 허수열의 논의가 갖는 가능성과
한계는 너무도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근대화론’이 식민국가가 만들어
낸 통계자료를 인용하면서 개념, 범주에 대해 충실한 비판을 전개하지 않는다는
점, 그것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 허수열의 논의가 갖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숫자로 계수화된 지표를 가지고 식민지 조선의 삶 일반에 대
해 ‘가장 과학적’이거나 ‘가장 분명한’ 주장을 펼 수 있다는 신념을 혹시나 갖고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선사회성격논쟁｣은 식
민국가가 자연화한 개념과 범주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놀랍고도
탁월한 지식의 성취이지만, 혁명가들을 전문인으로 변모시켰다는 점에서, 즉 삶
의 전체적 의미를 ‘수치’를 통해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신화’ 또는 ‘오만’을
내면화하게 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너무도 분명한 것이다. ‘식민지근대화론’과

‘개발 없는 개발’론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동시에,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치열할
수도 있는 그 부분, 즉 ‘숫자’를 통해 식민지의 삶을 오롯이 다 증명할 수 있다
는 ‘신화’는 재고되어야 한다. 십분 양보하더라도, 그것이 ‘현실’로서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식민지 조선에서 대단히 경제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의 출현과 그 전(全) 사회적 구축(構築)이 먼저 증명되어
야 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식민지 연구의 방법에 부분적인 혁신이 필요함을
다시 제기했다. 그것은 ‘인식체계’에 대한 주목이고, ‘지식생산양식’에 대한 충실
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를 수량화하고 그 집계자료를 사회에 다시 공개
함으로써, 사람들의 인식체계와 지식인들의 지식실천, 그리고 전반적인 정치과
정 전반을 뒤흔드는 ‘지식국가’의 문제성을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식
민국가가 강제한 일련의 법-개념과 조사-범주가 아프리오리로서 인식체계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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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정했던 문제를 충실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아프리오리를 묻지
않고 지수화된 지표를 근거로 논쟁을 벌이게 되면, 그 지식행위는, 설사 그것이
아무리 비판적인 입장에 선다 하더라도, ‘수를 통한 통치’의 문제 그 자체를 비
판할 수 있는 자원은 영영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치열한 논쟁과 공방 끝에, 통
계적 증명 그 자체의 우월성은 오히려 더욱 공고화되며, 식민국가가 만들어낸
통계치 자체의 물질성(materiality)은 다시금 실체화되어버리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사회의 계수화’에 대한 전폭적이고 맹목적인 신뢰, 즉 사회와
삶을 모조리 수치로 재현하고 환원할 수 있다는 이른바 ‘객관성의 신화’야말로
당시 식민지 지식인들을 함정에 빠지게 했던, 그리고 지금의 우리도 자칫 함정
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한다. 물론, 본 필자가 각각의 영역
에서 생기 있게 진행되는 식민지 연구의 중요성을 경시하거나 부정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필요도 전혀 없다. 필자가 염려하는 부
분은 다만, 경제학 또는 경제사적 분석이 식민지사에 관한 전체적 진실의 9할을
차지한다는 식의 ‘오만’에 빠질까 하는 점이다. 또는, 경제사 이외의 분야에서
진행되는 식민지 연구가 경제적 분석을 여러 가용한 지식자원들 가운데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대화하여 자신의 연구조차 거기로 환원(/또는 부정)
하는 태도를 취할 우려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기 위해
서이다. 이것이 필자의 지나친 노파심이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식민지 연구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사
회’과학이란 결국, 사회현상을 계측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이들 수치
를 확보해야 하고, 또 정밀한 방법론을 통해 이 수치들을 가공해냄으로써 근사
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본령(本領)으로 삼아야하는 운명이지만, 어떤 의미
에서든, 수량화된 지수에 ‘절대성’을 부여하거나 거기에 모든 것을 ‘환원’하는
태도만큼은 연구자 스스로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식민지 연구에서 경제사 및 경제학적 통계논쟁에 대한 지식사회
학, 또는 사회사(社會史)적 개입으로서 자평(自評)하고자 한다.
우리의 연구가 먼저 승부를 봐야 할 것은, 지금도 계속 식민지 연구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식민국가의 ‘인식체계’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일
것이다. (1) 식민국가가 만들어낸 아프리오리, 즉 자료 안에 은폐된 개념, 범주,
분류체계, 지수화 그 자체가 갖는 권력효과와 그 문제성에 대한 비판적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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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 이러한 아프리오리와 인식폭력이 당시 식민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본격적인 해석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자신 역시 ｢조선
사회성격논쟁｣을 치열하게 진행했던 지식인들의 ‘후예’(後裔)라는 적극적인 자각
과 함께, 성찰적인 자기인식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성공과 실패가 가감
없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식민지 지식인들의 담론이 가졌던 의미와 한계,
그리고 그 현재적 함의에 대한 확인은 모든 비판적인 식민지 연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러한 분석의 여정을 거치는 속에서, 사회를 양적인 계수

(計數)로 바꿔내는 기술(技術)을 만들고, 이 수치화된 자료를 가공할 수 있는 자
격과 권위를 부여하며, 그 권위 있는 자격을 갖춘 이들이 서로를 응원하면서 구
축해가는 특정한 지식의 장(場), 그러니까 ‘사회’를 대상화하고 장악해가는 이른
바 ‘사회과학 아카데미즘’의 가능성과 한계를, 오롯이 응시할 수 있는 비판적
능력이 나 자신에게 생겨났기를, 간절히 소망해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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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소작관련 용어의 일본과 조선 간 번역의 양상 (慣行(上), pp.1~10)
일본

조선 (~에 해당하는 용어)

비고

佃作(古文記)
時作(全羅南北道)
(* 소수사례: 稅作, 貰作, 所作, 時耕, 私
作, 和作, 任作, 屯作, 作嫁)

小作

土地所有權

小作權

地主

○ 不定額小作인 ‘打租’: 並作, 打作(지방
에 따라서는 打租에서의 수확물의 調製
를 지칭), 分作, 어우리, 倂農(耕), 매변작,
耕半作, 打並, 打分, 半耕)
○ 不定額小作인 ‘執粗’: 執作, 時作. (*
打租小作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 定額小作인 ‘定租’: 賭只(地), 賭作, 地
(支)小作, 賭支作, 地惠(只與支於, 支與,
只餘, 指與), 地例, 禾利
우리땅
자기땅(沓田)
* 각 道에서의 調書에서 다수 나오는 용
어를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일부 소개
하면, 自己沓, 自己土, 己土, 土地文書, 땅
文券, 土地文記, 土地文權, 官立旨, 立案,
完文, 土地證明, 土地權, 地主權, 田畓文
書, 作畓(農)權, 明文, 賣買名文, 文執, 土
地證明書, 제논, 제받, 遺來沓, 私畓, 耕土
所有權, 富權, 文記, 信地, 地權, 所得田
畓, 買得田畓, 傳來田畓, 本文, 葉文, 說明
(券/權), 定文 , 契券, 結移去移來文書 등.
각 道에서의 調書에서 다수 나오는 용어
를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일부 소개하
면, 差帖(權), 明文, 耕食次帖, 移作權(/
票), 내가하는땅(自己耕作地), 作票作, 並
(/倂)作權, 作人票, 農權, 耕作權(/票), 票
紙, 表只, 時作權, 打作權, 耕作證(票), 並
食權, 禾利, 畓主出標, 外作權, 食糧, 賭只
(權), 尺還票, 作結, 結票, 賭作權, 賭地權,
農根, 元賭地, 轉賭地, 半作權, 任作權, 牌
旨, 沓(/田)票, 手票, 稻作權, 有司, 맛논
것, 땅부치는 것, 分作權, 分耕權, 半分權,
多年作稼, 耕作權限, 耕作(/半作)임재, 부
침
각 道에서의 調書에서 다수 나오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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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賃借인 ‘소작’은, …… 단, 한일
병합 이후, 점차 ‘소작’이라는 용
어가 보급되어 최근에는 두루
통용되고 있다”(1쪽)

“토지소유권 사상은 있었으나
…… 소유권에 해당하는 특별한
재래용어는 없는 듯하다. ……
소유권 존재를 증명하는 여러
文記를 사용했고, 이를 각 도별
調書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2
쪽)

“소작권사상의 발달은 1912년 ｢朝
鮮民事令｣ 시행 이후, 주로 토지
매매의 빈번, 소작지의 증가, 소
작인의 증가, 소작인의 단결, 농
정의 발달, 근대사상의 침윤 등
에 의한다고 할 수 있다. ……
옛날의 소작에 관한 여러 文記
와 각종 용어에 근대어인 ‘權’을
덧붙임으로써 해당용어로 삼는
사례가 많다.”(3쪽)
“예전의 조선에서는 지주라는 문

【부록】

를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일부 소개하
면, 沓(田)主, 땅임자(土地任者), 地主, 主
人長, 時主, 起主, 논님자, 밧님자, 時作
主, 幷作主, 富者, 農主, 垌主, 읏둠(윗사
람이라는 의미), 大家(富農을 뜻하며 주
로 산간지역에서 쓰임), 大間人, 大宅(大
宅人, 大宅齊長, 大宅令監, 大家令監, 큰
집), 半作主人, 西疇, 田庄主人

小作人

각 道에서의 調書에서 다수 나오는 용어
를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일부 소개하
면, 作人, 並(倂)作人, 作者, 밧하는사람,
細人, 耕作人, 稅土人, 時作人, 佃客(/夫),
時作佃夫, 幷(/倂)食人, 貰土作人, 細人,
半作人, 並農人, 佃人, 細人, 佃戶, 所作
人, 時執人, 並主人, 並耕人, 耕食者, 大作
人, 倂食軍, 倂作軍, 半作伊(半作사리), 支
定人, 農人, 農作人, 貰人, 分作人, 分耕
人, 分作軍, 半耕人, 打作人, 作稼人, 半耕
軍, 賭地軍, 半任者

小作地

각 道에서의 調書에서 다수 나오는 용어
를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일부 소개하
면, 打作沓(/田), 賭地沓(/田), 남땅, 倂作
地, 打作地, 세(貰/稅)땅, 賭只땅, 어우리
땅, 農土, 農庄, 세답, 마지기땅, 賭只밭,
收稅沓(/田), 賭租土, 稅(/貰)土, 賭租沓(/
田), 竝地, 時作地, 幷作地, 所作沓, 並食
沓(/田/地), 農事處, 禾利沓(/田. 全北, 全
南, 咸南, 咸北), 佃作地, 外作地, 他人沓,
所耕논, 삯밭(サクバツ), 先尺田(/地), 倂
農地, 所耕沓, 半作地, 立作地, 他畓, 邊
沓, 執穗沓, 指定地(/沓), 支定地, 分作田,
地惠田, 밭자리(경작해야할 田地라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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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대
개는 田夫, 田主, 財主, 本主 등
으로 칭해졌다는 것이 續大典戶
典田宅. 收稅文記 기타 각종 문
기에서 확인된다. 요즘 들어와서
지주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사용
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田
主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고, 속
어로는 ‘땅임자’ 혹은 그 토지가
논이면 ‘畓主’ 밭이면 ‘田主’라고
불리고, 그 속칭은 지방마다 다
르다.”(4쪽)
“古文記에서 小作人에 해당하는
용어는 …… 佃客, 佃戶, 佃人,
佃夫 등으로 씌어져 있는데, 고
래로 농민 사이에서 全鮮的으로
통칭되는 ‘作人’이라는 용어가
있다. 또, 속어로는, ‘남땅(부치
는) 사람’(借地人)으로도 불린다.
佃夫, 佃人, 佃戶, 佃客은 高麗朝
에서 公田制度 하의 경작인의
古語에서 나온 것이다. 또, ‘作
人’도 그 토지가 예전에 公有 또
는 公田制度이었던 시대의 농경
자 즉 ‘作人’이 小作의 발생, 발
달에 따라 小作人으로 전환된
것이 아닐까? 단 전라남북도 및
그 부근의 도에서 小作을 ‘時作’
이라 부르는 곳에서는 일반적으
로 小作人을 ‘時作人’으로 칭한
다.”(5쪽)

“小作地에 해당하는 재래용어로
서는 古文記에 ‘佃’이라고 기재
된 것은 있지만 고래로 ‘남땅’
(借地)으로 불리는 것이 보통이
다. 단 지방에 따라서는 ‘稅土(沓
田)’ ‘貰土(沓田)’으로 불리기도
했다. 대개 稅土의 稅는 小作料
를 의미하고, 貰土의 貰는 物의
貸借를 의미한다. 小作地에 대해
서도 ‘小作’에 해당하는 용어와
마찬가지로 소작료 징수방법의
종류에 따른 명칭에 ‘土’ 또는
‘田’ 등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부록】

小作契約

미), 亂作地(平南 산간지역에서 사용), 지
에田(平北. 支於田, 只與田, 只餘田, 地與
田 등으로도 씀), 幕(山幕, 農幕)田, 큰집
땅(/밭), 農事자리, 任作地, 地例(惠)田, 屯
米田(/沓), 半耕處

적지 않다. 다음으로 ‘水田’과
‘畑’의 양자가 있고, 水田은 이를
‘沓’으로, 畑은 이를 ‘田’으로 부
른다. 이 用字는 신라시대로부터
고려 중엽에 걸치기까지 田과
畑을 모두 단순히 ‘田’으로 불렀
던 것 같은데, 고려 중엽에서 조
선 중기에 이르러 이를 나누어
‘水田’과 ‘旱田’이 되었고, 그 중
엽 이후로는 水田은 그 두 자를
합하여 ‘沓’, 旱田은 그 旱을 생
략하고 ‘田’으로 부른 것 같
다.”(6쪽)

각 道에서의 調書에서 다수 나오는 용어
를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일부 소개하
면, 相約, 言約, 約條, 約束, 作地約束, 作
地作定, 作人結定, 耕作作定, 賭只作定,
賭租作定, 賭稅作定, 打作作定, 表蹟, 口
諾, 許諾, 文卷(時卷)作定, 耕作契約, 差
定, 作借文, 土稅約條, 借耕約條, 牌旨貰
成標, 請文, 文券作成, 證票作成, 明文, 成
文, 時畊作定(/立諾), 言定, 作人言定, 小
作言定, 半作言定, 貰米言定, 作定, 農作
了定, 只與契約, 賭只契約, 借田契約, 任
作契約, 立賭地(賭地慣行에서의 小作契
約. 平北), 並作文式, 並作租約, 半作指定,
賭租許給, 結言作定, 定言, 牌旨地, 口頭
約束, 票, 限定, 打作考音, 地例言約, 禾利
言約, 半作흥정, 半作任與, 禾利賣買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소작에 해
당하는 재래용어가 없다는 것은
앞에서와 같고, 소작계약에 해당
하는 특별한 용어도 발생하지
않고, 단지 일반계약에서 ‘約條’
‘相約’ ‘約定’ ‘作定’ 등으로 그
계약관계를 표시하는 데에 불과
하다.”(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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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ing the Legislation of Agricultural Policies and
Statistics of Colonial Korea through Knowledge State Theory:
Focusing on the Implantation and Transformation
of Imperial-Colonial Knowledge System
Kim, In-Soo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begins with the following question: Why did agricultural politics in
colonial Korea suddenly begin to stabilize in the 1930s? Radical tenancy disputes
which flamed up in the 1920s began to transform into legitimate, individual, and
economic ones in the 1930s. The socialist who were engaged in revolutionary
movements in the 1920s had become specialists who developed “intellectual
arguments based on agricultural statistics,” converting from their past attribution.
How did these transformations take place? What were the political implications?
There have been some attempts to unravel the peculiarity of this issue. First,
those studies which placed emphases on the violence and oppression by the colonial
state cannot fully explain the fact that the majority of the tenancy disputes in the
1930s were settled through legal procedures based on such laws as Korea Tenancy
Regulation Law (1932, Chosunsojakjojungryoung) and Korea Farmland Law (1934,
Chosunnongjiryoung). Second, those studies that argue for substantive improvement
of colonial economy based on macroeconomic index fail to assess the effects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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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thnic society and economy.” Third, those researches that apply corporatism
to the colonial agricultural society and focus on the leadership change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truggles are faced by the counterargument that question
the degree of leadership, and fall short in explaining the momentum of such
institutionalization processes.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an answer to the above question by analyzing the
issue of “epistemological violence” that existed within the agricultural politics of
colonial Korea. The research analyzes the “cognitive paradigm” reinforced on
colonial Korea by the legislative process, investigations, and statistics, as well as the
traces of criticism made by colonial intellectuals.
This study suggests a new research methodology, namely the “mode of knowledge
production” analysis. It genealogically tracks and unravels the presupposition of
knowledge production, or a priori. First, each reference must be found for theory,
materials, and methods that were used in the process of knowledge production, in
order to discover the traces of “implantation and transformation,” or “chain and
appropriation.” Then this must be followed by the understanding of political results
that were generated by the sequence of intellectual practic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actice of agricultural policies by the colonial power in the late Chosun
Dynasty began by forcibly implanting the idea of “tenancy” which was created in
Japan during the Meiji period, and within this category, they engaged with the
classification, investigation, and inscription of the existent Korean customs. Within
this process, the idea of “tenancy” replaced traditional Chosun’s unique land lease
system, “homogenizing” the land lease customs altogether. The rights of the farmers
which were similar to shared ownership, even though it had been expanding in the
traditional society, were rejected and deprived by the legislative and investigative
practices by the colonial state. Within the framework of “tenancy” reinforced by the
colonizer, these rights were degraded down to simple obligatory land-lease or
long-term tenancy under the provision of the Meiji Civil Code (1898). Further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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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many remaining case records suggest, the legal status of leasehold rights in
colonial Korea was poorly secured comparing to that of Japan.
As a judicial counselor of Japanese Resident-General of Korea, Dr. Ume Kenjirō
conducted investigations regarding Korea’s land customs, and he was also one of the
three figures who oversaw the drafting of Meiji Civil Code. He had a legislative
framework that would attempt to create colonial law based on Korea’s own customs,
yet this framework was nothing but a political practice that tried to conceal the fact
that these were only “selected customs” useful for the colonial practices. The analyses
of The Collection of Civil Customs Inquiry for Trial (Minsagwansuphoedaphyjip,
Minjikanshukaitoishu) reveal that the colonial state held trials based on the “selected
customs,” and The Collection of Precedents of Japanese High Court of Korea
(Chosungodungbeopwonpallerok, Chosenkotohoinhanreiroku) sheds lights on the fact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eiji Civil Code did take place in colonial Korea.
The fact that these political practices were the medium for coercive implantation of
the concept of “tenancy” within the colonial society was not only forgotten and
concealed but it also soon became understood as self-evident and even necessary
(“naturalized concept”).
The political results brought by this chain of situations were rather double-sided.
On the one hand, it was a process through which the traditional rights were
demolished and reconstituted; yet on the other hand, this process also gave birth to
modern “peasantry,” enabling the “politics of peasantry” to take place in the 1920s.
At this point, the concept of “tenancy” had already been converted by the colonial
agricultural policies, fixated by the epistemological barrier that would not permeate
any reasonable questions. The agricultural policies of the colonial state were indeed
constructed upon this “epistemological violence.”
Second, the colonial state conducted an extensive investigation on tenant practices
in order to deal with a variety of social issues, especially the proliferation and
radicalization of tenancy disputes in the 1920s, which were rooted in the unbalanced
power relationship between the empire and the colony. The result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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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on was collected and published in The Tenant Practices of Korea (1932,
Chosennokosakukankō).

This

publication

uncovers

the

following:

(1)

The

landlord-tenant relations in colonial Korea was quantified by simple statistical data
(“calculability”), and the front line of social conflicts was moved from the field of
struggles to a place of disputes encircled by established laws and statistics. Through
this, illegal, revolutionary, and collective tenant disputes of the 1920s were
transformed into legal, refined, and individual tenant disputes in the 1930s. This
symbolizes the power effects of the “knowledge state” in colonial Korea. In
addition, (2) it was thought that the agricultural politics in colonial Korea was
crippled by the absentee landlords and tenant land custodians. They were
increasingly seen as “social evil,” and the image of the colonial state changed from
“sovereign enemy” to “socioeconomic mediator” who would regulate these “social
evils” and settle conflicts. Lastly, (3) the colonial state increasingly reinforced
systematic dichotomy between land-own and tenant farmers, and the agricultural
projects, typified by the project of transforming tenant to landowner, were justified.
In short, The Tenant Practices of Korea did not only reinforce the concept of
“tenancy,” but it was also a priori that regulated the cognitive paradigm of the
agricultural politics of colonial Korea in 1930s—in other words, it was another form
of “epistemological violence.”
This investigation on tenant practices significantly overlaps with the one conducted
in Japan in 1921, therefore it can be argued that it was merely “replicated” in
colonized Korea. However, it was unpredictable that, after the results had been made
public, the people began to pinpoint the absentee landlords and tenant land
custodians as “public enemy” who were the source of impoverished agricultural
politics as well as production inhibition in colonial Korea. In addition, while Japan’s
tenancy laws that were written based on the result of investigations in 1921 did not
include any restrictive terms against tenant land custodians, Korea Farmland Law
(1934), which was enacted based on the results shown in The Tenant Practices of
Korea, included tight regulations on the tenant land custodians. As a result, the
colonial state who had robbed national sovereignty became a regulator/mediato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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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disputes on the socioeconomic level, unexpectedly escaping from direct
criticisms by the colonial society. This phenomenon can be recognized as “colonial
peculiarity” derived from the investigation on tenant practices in colonial Korea as
well as The Tenant Practices of Korea.
Third, this “naturalized concept of tenancy” as well as the power effects of The
Tenant Practices of Korea strongly functioned within intellectual sphere of colonial
Korea. Through “Korea social formation controversy” (Chosunsahoeseunggyuknonjaeng),
socialists of colonial Korea - Park Mun Gyu, In Jeong Sik, Park Mun Byung etc. criticized the one-sided discourse on agricultural politics of the colonial state as well
as its intellectual institution. However, these criticisms only developed within a priori
established by the colonial state, and were unable to overcome the epistemological
barriers surrounding the concept of “tenancy”—their limitation was also clear in that
their criticism was based on the social relations that were factored within The
Tenant Practices of Korea. Along with the “statistics disputes,” these criticisms
transformed from the agent of revolution to that of reformation, and the
revolutionists became specialists. This was the process within which “colonial
academism” was constructed, and within this framework, the colonial intellectuals
internalized the academism’s “censorship” and de-revolutionized.
And yet they continued to engage with theoretical arguments within the misguided
framework of disputes. They “appropriated” the Marxist theories and methodologies
used by “Japan capitalism debate,” re-interpreted and criticized the public statistics
created by the colonial state, and even restored the “animosity” against the colonial
state. In “Korea social formation controversy,” the colonial intellectuals did not
simply bring in mere “conclusion” of East Asian Marxism. Surprisingly enough,
within a short time frame, they adapted and “appropriated” the methodology of
criticism, such as the “small-scaled cultivation” (kōzaha) and “productivity” (rōnōha)
standards, and even constructed a new category such as “deficit farms.” They were
not mere “first-class absorbers” of Marxist theories, but they comprehensively
internalized and appropriated them. This is also shown by the fact that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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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tical “appropriation,” which was concurrent with their criticism against the
statistical categories produced by the colonial state, also utilized the state’s statistical
documents in developing their own arguments. Through this, the colonial intellectuals
succeeded in uncovering the imaginariness of systematic dichotomy between
land-own and tenant farmers reinforced by the colonial state.
Fourth, the theoretical accomplishment of the colonial intellectuals even went
further, In Jeong Sik, who was one of the central figures among Korea social
formation controversy, created his own segmentalized land productivity index for the
entire farmland of colonial Korea. In this process, In Jeong Sik discarded the prior
small-scaled cultivation standard, and adopted land productivity standard. Using this
criterion of land productivity, he compared Japan, Korea, and China, and through
these analyses of “eastern agriculture,” he discarded historical materialism (or the
theory of Asiatic semi-feudalism) and replaced it with the theory of Asiatic mode of
production (AMP). This theoretical inversion occurred concurrently with his political
conversion (1938).
In Jeong Sik first developed land productivity index through domestic analyses,
then, as the Sino-Japanese War began to advance, extended the comparative axis to
Japan-Korea-China relations. He interpreted the Sino-Japanese war as a war between
“civilization (Japan) and stagnation (China),” and went on to argue for the abetment
and participation in the unjustified violence by the imperial power. In Jeong Sik
simply ignored the neighbors who easily became the victim of such violence, and
the war became meaningful as an opportunity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 of
“Chosun.” His land productivity index was used as “scientific evidence” that
justified the logics of imperialism.
Within this process of establishing historical status of colonial Korea, however, he
became doubly contained between historical materialism (which he applied to Japan)
and the theory of Asiatic mode of production (AMP) (which he applied to China),
both of which failed to fully accomplish the task on its own. In particular, even
though Kasumi Moritani, a professor at Keijō Imperial University who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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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ed him the theory of AMP, had repeatedly implied that the theory applies to
the case of Korea, In faced a predicament of being unable to counter this argument.
This proves his theoretical failures, and for he gave up on contemplating on this
failure, we can require a political responsibility of “conversion” to him.
In short, the agricultural politics of colonial Korea in the 1930s was rapidly
stabilized due to power effects of cognitive paradigm which was constructed by the
legislative process, investigations, and statistics of the colonial state. This cognitive
paradigm also affected discursive practices of the colonial intellectuals.
It is ironic that the controversy over the “colonial modernization theory” that has
been in existent within Korean academia for some time takes quite similar forms in
documents, methods, and theories with “Korea social formation controversy” of the
1930s. This implies that the critical researches on colonialism require full
consideration of the power effects of the concept, categories, and factoring process
that have been the premise of those documents produced by the coloni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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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帝植民地下の朝鮮における農政立法および
統計に対する知識国家論的解釈
- 帝国における知識体系の移植と変容を中心に -

ソウル大学校

社会学科大学院 金仁洙

本研究は､ “植民地の朝鮮における農政が1930年代に入り､ なぜ急速に安定化した
のか”という疑問より始まった｡ 1920年代に山火事の如く燃え広がった急進的な小作争

議は､ 1930年代に入り合法的⋅個別的⋅経済的な小作争議としてその様態が改まった｡
1920年代に革命運動に身を投じていた植民地の社会主義者たちは､ 1930年代の中頃に
‘農政統計を根拠とした知識論争’を巻き起こした専門家として､ その属性が転換した｡
なぜこのような事態が起こったのか？はたしてその政治的な意味とは何なのだろうか？
この問題を解き明かそうと歴史的にいくつかの試みが行なわれたが､ 成功したとは言
い難い｡ まず､ 植民国家の暴力と抑圧性に注目した研究からは､ 1930年代の小作争議
の大部分が｢朝鮮小作調停令｣(1932)､ ｢朝鮮農地令｣(1934)などの法的な手段によって

発生し､ 解決されたという事実を十分に説明することができない｡ 次に､ マクロ経済
指標を根拠とし､ 植民地経済の実質的な改善を主張する研究は､ それが‘民族社会’に
与えた影響を十分に説明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点より､ 限界が明らかである｡ 最後
に､ 植民地の農村社会に組合主義論を適用し､ リーダーシップの交代と‘葛藤の制度

化’に注目した研究は､ リーダーシップが実際には強固ではなかったという反論に直面
しており､ 葛藤がどのように制度化されたのかという､ そのモメンタムを十分に説明で
きてい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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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研究は､ 植民地の農政に内在する‘認識暴力’の問題を分析することで､ この質問
に対する答えを提示しようと試みるものである｡ 本研究は､ 日帝植民地下の朝鮮にお
いて､ 植民国家が立法､ 調査､ そして統計を通じて強制した‘認識体系’と､ これに対
する植民地の知識人たちの批判の痕跡を発掘し､ 分析した結果物である｡

本研究は､ ‘知識生産様式’(mode of Knowledge production)の分析という研究方法
論を新たに提示した｡ これは知識生産の前提､ 即ちアプリオリ(a priori)を系譜学的に
追跡し､ 解体するものである｡ 知識の生産過程で活用される理論､ 資料､ 方法といっ
た各々の参照体系(references)を明らかにし､ その‘移植と変容’､ または‘連鎖と専有

(appropriation)’の痕跡を発掘する｡ そして､ このような一連の知識の実践が産んだ政治
的な結果を確認する｡ 研究結果の概要は次のようである｡
まず､ 旧韓末の植民権力による農政の実践は､ 明治期の近代日本において作られた

‘小作’の概念を強制的に移植し､ この概念の範疇に基づき既存の土地習慣を分類､ 調
査､ 記入(inscription)することより始まった｡ この過程において､ 朝鮮の伝統社会の土
地賃借に関連する異質的な権利が‘小作’という概念に捕捉され､ ‘均質化’された｡
統社会で分割所有権の性格を備えていた権利､

伝

または継続して伸張してきていた耕作

者の権利は､ 植民国家の立法と調査の実践によって否定され､ 剥奪された｡ このよう
な権利は､ 植民者(colonizer)が強制した‘小作’の概念によって､ 単純な債権的な土地の

賃借や､ 明治民法(1898)によって規定された永小作によって弱体化された｡ あわせて､
このように構成された植民地朝鮮での土地賃借権の法的地位は､ 登記などの実質的な

実現の事例などから確認できるように､ 日本のそれと比べても非常に劣悪なものであっ
た｡

朝鮮統監府(/韓国統監府)以来､ 朝鮮の土地慣習に関する調査を主管したのは梅謙
次郎博士であり､ 彼は明治民法の立法を主管した三人のうちの一人でもあった｡ 梅
は朝鮮の慣習に基づき､ その法を作るといった立法構想を持ってはいたが､ この構想に
おいて法源となる慣習が､ 実は‘取捨選択された慣習’であるといった真実を隠蔽する政

治的な実践に過ぎなかった｡ 民事慣習回答彙集の分析を通じ､ 植民国家が‘取捨選
択した慣習’によって裁判を進めるといった事実､ そして朝鮮高等法院判例録の分析
を通じ､ 実際には植民地朝鮮で明治民法の慣行化が進んでいたという事実が明らか
になった｡ このような政治的な実践を通じ､ ‘小作’の概念が植民地社会に強制的に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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植されたという事実は忘却､ 隠蔽され､ そして‘小作’の概念は自明であり当然なものと
して自然化された(naturalized concept)｡
このような一連の事態がもたらした政治的な結果は､ 多少両価的(ambivalent)であっ
た｡ 一方でそれは伝統的な権利関係が解体され再構成される過程であったが､ もう一

方ではこの過程で近代的な意味の‘小作階級’が誕生したのであり､ これによって1920年代
以降に本格化した‘小作階級の政治’も可能だったのである｡ この段階で‘小作’の概念は､
植民地の農政のアプリオリ(a priori)に転換してしまい､ 質問が透過することのできない‘認
識論的障壁’として固着した｡ 植民国家の農政は､ まさにこの‘認識暴力’(epistemological
violence)の上でこそ成立することが可能だった｡
次に､ 植民国家は､ 帝国-植民地間の非対称的な権力関係によるいくつかの植民地
の社会問題､ 特に1920年代の小作争議の拡散と急進化に対処するために､ 大々的な小

作慣行調査を実施した｡ その成果は朝鮮の小作慣行(上/下､ 1932)に収合され発刊
された｡ この報告書によって､ (1)植民地朝鮮の地主-小作関係は､ 簡明な統計値で計

数化され､ 社会葛藤の戦線は現場から法の制定と統計を廻る論争の場へと‘転移’され
た｡ これにより､ 1920年代の非合法的､ 革命的､ 集団的な小作争議は､ 1930年代に
は合法的､ 改良的､ 個別的な小作争議へと転換された｡ これは植民地朝鮮で､ ‘知識

国家’の権力効果が作動していることの兆候といえる｡ また､ (2)‘不在地主’と‘小作地
管理人’が､ 植民地の農政跛行の主犯として範疇化された｡ これらの集団は‘社会悪’と
して焦点化され､ 植民国家のイメージは主権次元の敵から､ これら‘社会悪’を規制し葛

藤を調停する社会経済的次元の調停者に転換された｡ 最後に､ (3)植民国家の‘自作/小
作の二分法的認識体系’が一層強固となり､ ｢自作農創定事業｣に代表される農政事業
が正当化された｡ 要するに､ 朝鮮の小作慣行は､ ‘小作’の概念に続き､ 1930年代の

植民地の農政の認識体系を規定するもう一つのアプリオリ､ すなわち､ ‘認識暴力’で
あった｡
このような小作慣行調査は､ 1921年の日本において施行された小作慣行調査と調査

項目､ 質問事項､ 整理項目など､ 多くの部分において一致しており､ したがって､ ふ
と見ると植民地での‘反復’に過ぎないものとして評価され得るだろう｡ しかし､ 調査の

結果が公開された後､ 植民地の‘民族言論’によって､ 不在地主と小作管理人が植民地
の農政疲弊の直接的な原因であると同時に‘公共の敵’であると指目されるに至ったこ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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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 予見することのできなかった新しい事態だった｡ また､ 1921年の日本の小作慣行

調査の結果に基づき立案された日本の小作法案において､ 小作地管理人に対する規制
条項が全く無かったのとは違い､ 朝鮮の小作慣行を基礎として制定された｢朝鮮農
地令｣(1934)では､ 小作地管理人に対する強力な規制条項が備わっていた｡ 結果的に､
植民国家は民族の主権を奪い取った敵としての地位から､ 社会経済的な次元の規制者⋅
調停者の地位に移行したのであり､ 植民地社会からの直接的な非難の標的から外れる
といった予想外の結果が発生したのであった｡ これは朝鮮小作慣行調査と朝鮮の小作

慣行が備えた植民地的‘特殊性’として評価することができる｡
また､ この様に‘自然化された小作概念’と朝鮮の小作慣行の権力効果は､ 植民地
の知識場において強力に作用した｡ 植民地朝鮮の社会主義者たち - 朴文圭(Park Mun

Gyu)､ 印貞植(In Jeong Sik)､ 朴文秉(Park Mun Byung)など - は｢朝鮮社会性格論争｣
を通じ､ 植民国家とその知識機構が構築した一方的な農政談論を批判した｡ ただ､ これ
らの批判作業は､ 植民国家が構築したアプリオリの上でのみ進行されており､ ‘小作’概

念の認識論的な障壁を越えることができず､ 朝鮮の小作慣行より得られた計数化さ
れた社会関係を､ むしろ主張の根拠とした点より限界が明らかであった｡ 彼らはこの

‘統計論争’を経て､ 革命の主体から改革の主体へ､ 革命家から専門家へとその主体属
性が転換された｡ これは‘植民地アカデミズム’が構成され出現する過程として､ この中
で植民地の知識人たちはアカデミズムの‘検閲’を内面化し､ 脱革命化したのだった｡
しかし彼らはこの転移した闘争の場にて暗中模索し､ しつこく理論闘争を展開した｡
これらは｢日本資本主義論争｣において駆使されたマルクス主義の理論と方法論を‘専

有’し､ 植民国家が作り出した公共統計(official statistics)を再解釈したうえで批判し､
植民国家に対する‘敵対性’を復元した｡ ｢朝鮮社会性格論争｣にて植民地の知識人たち
は､ 単純に東アジアのマルクス主義の‘理論的な結論’のみを持ち込んだのではなかった｡

驚くべきことに彼らは､ その短い時間のうちにその批判の方法､ 即ち‘耕作規模の零細
性＝小農不在論’(講座派､ 封建派)と‘生産性’(労農派､ 資本派)の基準を植民地朝鮮
の状況に合わせ‘専有’して批判の文法を創出し､ ‘収支が合わない農家’などの新たな範

疇を構成した｡

彼らはマルクス主義の理論を無分別に受け入れた‘一級の理論受容家’

ではなく､ これを徹底に内面化し専有していった者たちであった｡ 植民国家が生産した

統計の‘範疇’を批判すると同時に､ その統計資料をもう一度自身たちの主張の根拠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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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て見事に活用するその理論的‘専有’行為こそが､ その証拠である｡ これを通じ､ 植民

地の知識人たちは植民国家が強制した‘自作/小作の二分法的な認識体系’の虚構性を
暴露することに成功した｡
最後に､ 植民地の知識人の理論的な成就はより一層進展し､ ｢朝鮮社会性格論争｣の
当事者の一人である印貞植の場合､ 植民地朝鮮全体の細分化された土地生産性の指
標を､ 自身の手で作り出す段階にまでおよんでいた｡ 印貞植はこの過程において､ それ
以前の‘耕作規模の零細性’の基準を廃棄し､ 新たに‘土地生産性’の基準を採択した｡
彼はこの生産性の基準を通じ､ 日本-朝鮮-中国を比較し､ ‘東洋農業’の分析において
既存の歴史唯物論(‘アジア的半封建’論)を廃棄し､ アジア的生産様式論(‘停滞社会論’)
へと転換した｡ これら一連の理論的展開は､ その政治的転向(1938)と合わせて起こっ
た事件であった｡ 即ち､ 知識生産様式の観点より見ると､ その政治的転向は理論的転

回と同時的に発生した事件であった｡
印貞植は‘土地生産性’の指標を朝鮮内部に対する分析より導出したが､ 日中戦争が
進む過程で､ その比較の視線を日本-朝鮮-中国間の関係として拡張した｡ 印貞植は､
日中戦争を‘文明(日本)対停滞(中国)’の戦争と解釈し､ 他者に対する帝国主義の不当
な暴力を幇助し､ これに賛同する道へと進んだ｡ 印貞植によって帝国主義の不当な暴

力によって犠牲となった隣人の存在は無視され､ その戦争は‘朝鮮’というネイション
(nation)の‘発展’の契機としてのみ意味付けられた｡ その‘土地生産性’の指標は､ この様
な‘亜-帝国主義’(pseudo-imperialism)の論理を正当化する‘科学的根拠’として活用され
た｡
しかし､ この過程において印貞植は‘朝鮮’の歴史的地位を､ 彼が日本に適用した歴

史唯物論(‘アジア的半封建’論)や､ 中国に適用したアジア的生産様式論(‘停滞社会論’)
のうち､

どちらか一方を選択し再現することができない､

いわゆる‘二重束縛’(double

bind)の状況に陥った｡ 特に､ 印貞植に‘アジア的生産様式論’を直接紹介した京城帝国
大学の教授であった森谷克己は､ 朝鮮がその理論の適用を受けると重ねて言及してい
たが､ 印貞植はこれに対し正確に応答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った窮地に立っていた｡
これは彼の理論的失敗を見せてくれる証拠であり､

彼がこの理論的失敗を正面より見

つめることを放棄し､ 帝国主義の侵略の同調者になったことを根拠として､
に対し‘転向’の政治的責任を問う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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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するに､ 1930年代の植民地朝鮮の農政は､ 植民国家が立法､ 調査､ 統計を通じ
構築した認識体系の権力効果によって急速に安定化された｡ 植民地の知識人の談論生
産も､ この認識体系の影響のなかでなされた｡ ところで､ ややアイロニカルではあるが､
現在の韓国の学界での｢植民地近代化論争｣は､ 1930年代の｢朝鮮社会性格論争｣と資
料､ 方法､ 論理の側面より極めて同型的な様相を呈している｡ この点は､ 植民国家が
生産した資料によって前提とされている概念､ 範疇､ 計数化の権力効果を十分に凝視
しなければ､ 批判的な植民地研究の道のりが遥遠たることを示唆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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