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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라말

야스 01 에。l 지의 위치

본 논문의 분석대상인 이스이 어11 ö 1 지(安井英二)는 189C 년 東京애서 출

상1하여 第 高풍f;1f￡흘 거쳐 東京mf!껑大탤어l서 독일법을 전공하고 1916년
에 내무생어l 취직하였디

1919넌 10월 警保局의 사무관이 되었으며 노동

입법에 대한 제반 압략애 저항히여 사직한 마나미하타 시게루(南原緊)의
뒤를 이아 社會局에서 일련의 노동입법의 작성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야스다 히로시(安田治〉는 야스이 이1 이지의 노동정책구상이야말로 지안경찰

얘 의한 탄속중섣의 행정간계를 극복했마는 점에서 적극적으토 평가하고
있다)) 이스이의 노동문서1 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내우관료인 야스이에게 있어 노동쟁의는 가본적으로 통치의 사점에서
파악되었지만 「노동쟁의란 될경 계급운똥」일 수밖에 없으며 1 그 의의를
얀정승 였다 社슐局시칠의 야스이는 이미 노동조함이 정착하고 쟁의도 노
동조힘을 배경으로 등F는 등 노동조합이 노동자겨l급을 대표하기에 이르렸

*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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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허 야스이의 노동정책구상에 관한 기술은1 떳 EEI浩 《大正 ff?f/ 「iI[詞
大빵民主王꿇fm'없IJ~o)햄H0t 1E:界)(jX흉폼房， 1994年 1 을 참고하였다

13'
•

東 52 文iL 第 3ì뼈

으나 노동정책은 노동조합점책이 중심과제가 되어야 한E고 판단하였다
또힌 「노동자계급ól 압막을 받으면 받는 만큼 그 사상이 심각하고 괴 2역쾌

지는 사살은 허정자외 71본기 가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2낸큐의의 받달괴 람꺼 본격화한 노동문저l를 디루는 주체는 국가이
며， 국가는 노사의 임 계급에 대히여 중덤 Z] 우1 :5.1 이어야 한디고 얀식하였
다
야스τ1 계 의하면 야스이는 서작을 통해 이해한 유럽의 사회정책을 힐본

어1 작용시키려 히였으며 S.G. 윈의 도시λl 회주의와

G.H 콜의

갈드시화주의

의 영힘」을 받아 독갱 행성기의 자븐주의에서 노골적으로 드리난 폐해를 지
밤딘채둠이 정저l과쟁에 케입하는 r 공영시업」을 똥히여 교정해가야 한다는
입징이었디야스이는 l925;년 여름두랴 1924년 여릅까지 유럽에 출장을 디뎌은 1 년
후 1925년 10월부터 깨方局의 행정과정이 되었디

2)

이 점이l서 노동입법을

담당하며 자본주의 1알전에 띠티 증가히는 생활약 문제를 허1 절하는 주체로
지방딘제를 인식하였던 그의 인식이 어떻제 발전하였는가를 검토하는 것
은 흥미로운 꾀제가 아낼 수 없디

노동운동과 함꺼 다이쇼 데모크리시기

익 사회운동에서 하니의 축을 행생한 소작운통예 다löR 內務省니} 지벙행정
의 주무부서얀 지 1킹국익 행정과땅을 맡은 야스이가 이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냥 점은 L이쇼 데므크라시의 사회적 학신을 보여주는 사레라
고 볼 수 있다 0' 하에서근 야스。1 7'- tlt方局 행정파장 깨얻줌의 l92? 년애

서 J929 년에 걸쳐 〈自治꽤낌E〉얘 게재한 〈/볕杓目Ìi감를'Æ>31 을 통해 그의 농
촌문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보급되기 시작하던 사회과학。1

내무관료에게 어땅게 정착되고 있는기를 갱토하도1자 헨다

’

2 l!gjget!li!J1:평1 f휩 :핏=fEi둡 第-솥Fi텀크생〉‘
Jl p .l 8-[9

31 슛井핫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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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r농촌문제」의 내용
제 1:'\

세계대전기의 정기호황은 일본의 농촌에도 변화를 붙랴일으켰다.

저1\1차 세제대진 이후 도시 지역의 지본주의직 말전과 힘께1 상푼적 농업이
전개되며 노동시장드 획대되었뎌‘ 드시노동시장의 임금상승에 연겨1 히여 농
엽부푼의 고용비용도 상숭하였다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시장죄 영향하이]
측발된 사회운동의 분출과 더붙어 α1 러찬 시회적 조건은 소직쟁의에 있어

샤 소작놓민의 입쟁을 강호1 시켰다
초기의 소작쟁의논 일반적으로 상품적 농업이 진행되고、 도시적 노동시
장의 영향이 깅한 지역어!서 발생하였다 특기할 만힌 것은 。l 시기의 쟁의

기 부락외 지주와 부럭에 거주E댄 소작농익 대립이라는 측밴을 강E껴l
띠고 있었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쟁의지드지들은 저111 차 세계대전 이진두
터 서'11 농사개랑시업의 중심이 되어 능업생산력의 향상어| 공헨히고 스스
로도 경영적인 능녁을 갖춘 箱뿔적 성격으1 농민이었다 그들은 서民의 신
펴를 배경으로 부락(大字)익 {쿄長과 농가의 ßt員， 付혐의원괴 같은 꺼익
공직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즉 여 사기의 소작쟁의의 지도자는， 쟁의를 통
해 스스로의 농업경영을 발전시키는 갓개 그치지 않고? 새로운 농촌지배질
치의 칭출까지 시야에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ι

야스이는 당시의 농촌문제는 자본주의의 보급이라는 구조적인 띤화에서

기인힌다고주정한다
현대의 농촌문제는 힌대익 경게즈직악 소산인 즉， 현대의 경제조츠인 자본

주의가 농촌에서 말생한 견제적 관제에 연유한 것이다

「중략〕 딘순허 높

최곤L 산연곽라핀 Z죄를 관칠승뜯 것만으로는 문재탈생이유를 이해할 수 없

4) 林;ft - , 'l( EEl)i음
1985年)

〈社당;'lfK폐σ〕5EfH〉， 〈꿇!iEEl木If{벚9 jlíf'::.l)(東京大멍바:I'R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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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 농업과 사회먼[의 관채를 고찰할 띠1 비로서 지읍으로 문2 의 의 "1 와 소

재가 명확해 질 것이다'. (믿줄은 윈문에서는 빙접 연응자;

op스이애 의하면 德川닥부시대의 농민애 대한 칙취 1 각 짧사이의 경제적

장벽， 봉건권력의 셋산과정에 대한 간섭 등으로부터 지유를 얻은 농업은，

明治*歸g이후 비약적 전보를 。‘룩하였다 유신이후의 상공업의 발전에 힘
입어

r 사회적 생산랙은 눈부시체 증가하여， 띠라서 진근대보다도 힌저하

게 많은 얀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럭을 갖추가이} 이르렀디-5: J 는 점에서
근대 이후의 전개과정얘 대하야 야스이는 긍갱적 평가를 내라고 있디
러나 발전은 엘정단1'1] 01] 이르면 포화침에 도닫한디

그

「개척할 수 있는 모든

망변의 개척아 일단 종료한 이상， 또 디른 방변을 벨견하지 않는다떤1 그
발딜의 속도는 당분간 늦에지며 칠국매는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러한
停順시기는 대채로 B 露전쟁의 직후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마 더구나 이는
단순히 l말전。l 停핸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결국 놓엠경제 자체의 피폐조

차도 나타나기 시작힌다"J .6; 또힌 「지본주의 경재조직은1 그 쟁립벨달의 초
기에 침재된 봉건경제조직을 타파한 당시의 절파로써‘ 농업경제의 벨달을
가져왔지만， 일정믹 벨진단계에 달하면， 오히려 농업생산학익 말달을 저해
하는 질곡이 되기 때문에， 토지경제보다도 공엠단개애 중점을 두는 지변주
의 경제조직이 피할 수 없는 필지의 운명이다」라고 보았다‘ 즉 당시의 일

본 농촌이 직면한 문재를 봉건걱인 사회적 저l 약01]샤 자유로궈지며 일정한
성장을 딛성하였으나 농업과 공업사이의 겸제 논랴애 의해 벽에 부딪찬
상태로인식하고있다
자본주의 정제가 일정 단계에 도달하면 농업생산릭이 정처1히는 이유로
야스이는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였다
첫 번째로 봉건시대외 달리 농가는 상품 경제에 갚아 편입되면서 생산
물을 판매하는 과갱과 자신이 소ll]할 것을 구입하는 과쟁에서， 중간상인이

5> gE:tf,

〈원찌틴治흉見 (2) > -(되 lËìM究}‘ ]928年 I 月 당.

6) 同t품‘ p.6IJ

p.58

다이쇼 데모크라시기 내무관료의

「농촌문제」 인식

137

게입힘으쿄써 스스로 기격결정권을 상섣하기 때문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거부할 수 디는 점이디 ))

두 1센째로 구조직인 농촌의 자금부족의 문재이다 아스이에 의하면 농엽
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투2 를 유치함얘 있어서 공업보다 불리히디

농업은 상공업고1 η1교해 블 때， 수익이 적고 동시어l 자금회수겨1 비교적 긴
시간을 요한디

토지구입지금괴 도지기]량지금은 물론， 농업경영X 끔(예를

듣띤 t1 1 .'â"구입 X텀)이라 얄지리도 본"11 뜸입생산은 자연에 의해 결정되는
유기적 생산이미， 그 생산기간이 끼1 교직 걷기 때문에? 생산자금 역시 상방
힌 기간이 경피하지 않으면 펴수힐 수 없다

[중략]

오늘날의 갱재조직

야써 지금은 영리를 본우j 로 5운 유러한 사업에 유출되는 것이므호) 이

윈이 많은 상공업얘 지금이 표여들교 이윤이 적은 농업에 지금난이 받싱l
E 는 것은 당연한 것이디 지본주의사회에서 1 농업은 상공업에 밀려 주」차

쇠퇴의 길을 낸는 것은， "1 로 자펀주의시회에 내 "11히는 본질얘 기인등운
것이마， 각국이1사의 실레기 보이주는 매 있다 [중략] 즉 지본주의 경기1
기 친천함에 따리 농업이 생몽업에 입따 l맡고 농업국이 상콩잉욱으로

*1

는 깃은 일벤적 경행이다 그러나1 상공업이 벤칭등는 것은 기 1씨한 일이지
민1 농염이 쇠퇴등운 것은 국민정서1 의 운재이며 국가의 독립문제로씨도 중
요힌 문제이디 그 중요성의 정도는， 국가에 띠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없

다 예를 틀어、 영국처럼 해외에 식민지를 보유한 팍가에서는? 온국의 정제
정책이 상공업。11 중점을 두고 농업의 쇠퇴를 의식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
만， 우리 니라치럼 농업식민지를 보유히고 있지 않은 니라에서는 통일힌

정젝을 펄 수가 없다 왜냐하연， 농엽의 쇠되를 밍지하고 농염의 진흥을
꽤히는 문세는 우리 나라에서는 영국 등고뜯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
한 우1 치를 차지히고 있기 때문이다 ß)

그리니 더욱 섬각한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시상콩엽의 지끔이
효융아 떨어지는 농촌으모 흘러가지 않는 문제이1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
이가 농촌의 지곰이 도시로 유출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국서1 의 상당액

이 농촌애서 납부됨에도 룹구하고 세금의 대다수는 도시에서 소비되는 재

정시스템의 문제인 동시에， 지방은행·우편적금 생명보험등을 똥해서도

71 강가， <원村티 E함見(51) (티治까究}， 192E 쇠r: 4月뚱， 1'1',88-89
81 安井， <띈Nêli앙당見(81) ((티 léiiílf9'E}， 1928"1' 11JJ 뭉， 1'1'.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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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앙으로 지방의 자금이 흠수되아버리는 특수힌 문제가 존재함을 야스。1
는 지작했다 또한 제 1 치 세게마전의 호황에 따른 투기분이 농촌까지 밀려
들며 농민이 주식애 투지를 하며 많은 자금이 유출드l 었는데 이리한 현상
의 핵심쉐 있는 존재가 바로 증7 ..일로인 지在지주의 존재리고 야스이는

지적하였다 이←스이는 농업경영의 측면에서 부재지주를 강하게 비판한다

본래 지주가 농민의 지위에서 실제로 농업이1 종시하고 있는 띤1 특득히는
뎌부븐의 소득은 측적되아 농업7..본으문 쓰이게 되고 농업의 7\1 량밍담겨1
현저히{케 공깅느을 한다고 띨할 수 있마 。 l 러한 캉A 지주는 바로 농촌경기1
각 증심적 담당자로써 중요한 악묘 '..11 셔 기치를 7→전디 그러나 지주가

"1

농민화히여 설제로 작전 농엽이] 증시하지 않을 경우‘ 슨된 농촌지주흐의
기능을 상실히뎌 E

아싱 지주으1 소득이 농염자본으토 쓰이지 뭇하세 됨

으흐써 농업자븐의 갤핑을 초래히고 능엽의 전보발달흘 7，1 폐하케 될 것이

”

대 비농민화딴 지주나 부재지주는 스스로 농업이 종λr하지 않기 대문
자신의 토지에시 생기는 수으으1 대부분응 다른 용도 즉 사치스런 생활이

강매하거1..- 심공김의 주식에 투자승 고 후은 은행이1 넣어놓거나 투끼에 손
을 대고 쟁치운동 등~II 사용하기 때문이다
지주의 낭비는 농촌을 짜펀원둔인용지)샤키는 바 적지 잃지만， 은행직금

이냐 상공업투자71 성공엠의 받달에 71 여 "1는 한 그 자체를 "1 난할 수 없
을 것이다 그러」 야찌하였든 지주가 비농민화·환食개급화한디는 시설
자체를 농촌경제의 입장애서 보면 명백히 농촌피페의 증요권인이라

51")

많을 수 없다 특히 비농민회힌 지주의 대부분옴 좀"11 농촌에서 유력한 중
샘적 공엽감당자였고 농촌경제의 벤영은 그들의 양아깨애 달리 9! 었다 빈
띤 남아%는 농민은 스직능이첸 자작농。1 건 u' 흔하고 대부분운 쉴弱한 지

'I :il,

농업의 진보발달011 필요힌 젤力 "1 부족한 지틀이기 때문이1 ， 농업경

제는 큰 타격을 받지 많을 수 없디 이리 51"1 현대의 경제조직능}에서 농촌
정재는 오1 부토부티 이 U 상공엄에 착취당한 뿐

O

니라 내우로부，f:-ì 지주의

밸ít겨1 급회로 인히여 도시으 동촌암빅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었을
것이C

만약 농엽경제의 업조，01 서서 F른하자면 미1농민호1 한 지주개급은

쓸묘없는 게급이요 기생적 꾀급"1 라고 한 수 었다 띠라서 비농민화한

"1

주게급은 능촌자치얘시 실질적으로 농민악 의사외 이해틀 미변할 수 없는

존재이교 이 띠문애 이들이 농촌자치를 좌우히는 한， 진정한 농촌지치의
진흥슬 기미히는 것은 곤란하다고 밀하지 않을 수 없다~I)

9) 安井 〈암애담 /i섬흉]:il，(8) > <<:는 iËnn究;.， 19281F lL~ 랑， pp.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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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볼 수 있듯이 바스。l 는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소작문동의 분위기
속。il 서 농촌으1 문제를 농촌내누믹 분매]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와 농촌사0]

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야스이는 타럭한 도λl 와 건강한 농촌이

라논 이분법적얀 문화론작 접근을 부점한다는 점에서 여티 농본주의자와
그 。1진세대으} 내무관료틀과 차별성을 도얀다

101

어디까지니 관료의 입장

에샤 퉁치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힌겨l를 지니고 였으냐 현실직으로 똥치의
맡탄을 더 이상 농촌 내에 거주하지 않는 지주계급에는 기대할 수 없음을
맹확히 하고 있다 니이가 발달한 도씨상공업의 농촌 압박을 보다 섬회시
키는 요인이 바로 r非농민화힌 지주」 즉 기생지주의 경제행동애 였음을
분맹히 지죠하고있다

II. 농촌문제와 지방자치
그렇다면

야스이는 이러한 r 구조적 놓촌문제」에 어떠힌 해결잭을 제인

승었을까

1

自午農創設政策에 대한 비판

제1차 세계대전이후라 각지얘서 소작놓민의 ~t삐主쟁의의 발전은

1922

년의 日本말I3" ID合이라는 천국조직의 결생까지 이루어냈다 농민운동의 고
$댁이) 점부도 소작문제에 대한 대책을 작극작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
었다 하라 다카시(原敬) 내각옹f의 1920 년 11 웰 밸商l'J)'링내에1 소작문제이l
대힌 본격작얀 조시와 섬의를 목적으로 음운 小1tífl度訴흉委員會7~ 설"']

되었다

이 곳에서는 小ltit， 自 ff觀1듭잊범야홀， 이、lt組合it， 小(이탬김停法의

101 내무관료의

싸다른애 디1"11 시논 꽤폐얀 《新J를r없σ‘m~[> (→橋大쩡|파士하1文

1 9'핀) 가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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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1법등 소직관계의 권리외 의무에 대한 규정의 검토가 이루어 졌다 이 검

토를 빈영한 4作닮람法은 加願내각기의 제49의회에서 통과되있다

1926

년 섣치된 小作調효會의 방인은 궁핍회하는 자작농괴 소작인의 토지구입
을 지원하여 농촌내의 대립을 왼화시키는 것이었디
그러니 야스이는 소각농에게 자금리 융자를 하여 지작능을 육성한다는
小作調J!t會의 방안애 비판걱이있다

첫 번째로 소작농이 정책적인 처리지금의 융자를 얻어 정지를 구입히려
한디띤 결국경 ;''[71 의 가격상승을 초래혈 뿐이i'}는 이유이다 더구나 계팩

이 제대로 실행되어도 「소작지면적이l 비해 자직농지 창설유지면적은 너무
나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마1 년 장설되는 지작농가의 수는 자작농감소의

수에 비해 훨씬 적다j 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힌 구조적인 문제로 딩 사의
경작농지의 매매기격이 부탕허게 ~Wl가] 책정되어있는 상황에서， 지역에
따라서는 r놓촌사회운동이 진진되아 소직료가 니1 라거나 소작권이 확렴되

어 점지가걱도 점차적으로 하락세를 그러고 있는」 과정애! 정부애 의해 경
지매입이l 의힌 「대규모 자작농창섣겨1 픽을 실행하게 되면， 경지가격하략의
추새를 막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격의 등귀를 부추겨 지주가 부당이익을
차지하거나 소작인에게 매입쁨을 7냥시키게 된다J 는 λ넓이디
두 번째로 융지상환에 대한 문제이디

융자를 받은 소작인은 후일 토지

구입대금의 웬리금을 정부에 상환히지 않으떤 안된디

야스이는 디음과 같

이말힌다

소작인은 이 시설로 얀 õJl 행식상 벙의장은 토지소유지라는 또名은 얻게되지

만， 실질직으로는 종래외 거의 다를 것이 없디 민약， 예전얘 소작료의 노예였
다고 한디띤， 암.0 로는 연부긍(年따金)의 노애가 될 뿐1 노예라는 λ댐에는 디
를 비가 없다 띠라서， 실질적으로 부담이 경겁되지 않음 뿐더러， 토지소유자
로의 공조공괴 등의 부담을 가중시키 때문이1， 오히히 예전보다도 한층 과중한
부담에 시닫리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기 있디

그렇다고 허여1 만약 티作을

그만둔다면? 토지소유권을 앓을 뿐만 이니라， 예진매 블입 。l자도 날려버리게
된다 띠라서 어쩔 수 없이 1 비싼 희생을 지루면서끼지 지직을 계속할 수밖애

없는 것이다

[중략] 요약헤 보까번1 문제의 중침은 소적인이 토지소유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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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힌디는 맹의를 얻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찌히민 헨재
의 과중한 부담을 정감시카는데에 였다 따라서 소직인이 단순히 토지소유권
을 획득히는 것을 주목적으로 등1는 자작농유지시설과 같은 것은 도저히 농촌

문제를 히1칠허가나 농촌을 진흥시키기에 중요한 의의와 가치를 갖고 있다고
는 할 수 없다11)

즉 기성정당이 주치1 가 되어 소직농의 경지매닙 지금을 지원운 빙식으
모는 이미 농업에서 벨야진 부지1지주들에게만 유리할 것이라는 점파 결파
적으로 소작농은 종래의 「소직료 노예」에서 r 연부균 노여11 J 로 바뀔 뿐 생
휠개선으로는 이어질 수 없디는 점에샤 야스이는 비판적이었디

2,

농촌문제와 자치

그렇디면， 야스이가 생각하는 궁극작인 농촌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일끼?

야스이는 주장한다 「소작인의 실침작 후생은 정기긴져1 결처 많은 희생
을 치르고 경지소유권이리는 空名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소직법의 지1 정으
로 소직권을 획보힘으토써 달성」하는 갓이다 12) 또한 이스이는 「본패 소직

권을 획보하고 소작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벽애 부딪힌 우리 니라 농업정
제의 받전을 기하는 컷고l 지극히 증요한 관계를 기진다 소작인이 소츠1권
을 획보히지 못하여 그 지위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안섬하고 정지개량괴
생산릭 향상을 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작문제의 해결이 국가경제를 위

해서도 절대적이리는 주장을 전개힌다
소직 인의 뱀적 지위에 대해서 야스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현행민법이] 으1 히면) 일벤소작권은 對Aé선 뚫때애 분고1 하프L투 지주의 동의를
얻어 등독듭'11 두가 않으면 지주가 교체되었을 때 소작권은 새 지주。11게 소작이1
대한 권리를 주정할 수 없다 또한， 현행 1꾀애서는， 소직렌지속에 대힌 멤률적

보정이 확실하지 않디 소작인은 지주으l iE 당뻐 행사를 막기 이혐기 때문에 1

1l)'li'井， <많，tt 티덤/딩팅(9)) Z 티治꺼究》， 1928年 12 月륨，

pp.27-29
12) 핫까<및씨딛|걷f〔둡「FA(8) 〉 《티治꺼fE 》， 1{28 年 11 月융， 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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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직인운 부당한 소직조긴 부당한 소각즈건은 E슨히 소직얀의 생흰을 위협
힐 분만 아니라 농업경지으 진보외 향상을 지하한디- 의 개선을 꾀하려한다

면， 한편으로는 지주측이 7녀는 토지출입금지쇠 立毛압류로 압박당하게 되
고 디론 한편으로는 단'11교섭얘 다한 이랴 단숙령으E 익암받게 된디 J:lI

1924 년의 소직조정범 시행을 둘러싸고 H 木말民떠슴|땀東同盟이 「경직관

픽링문제의 해결이 없이 이를 현재대로 두고 양자간의 쟁의를 조정하려하
는 것은 전페 뎌등하지 못한 지위에 있는 소직인을 고의르 역누르려는 것
이던가 아니면 극히 미봉적인 일시적 호도책에 플파하다)，1)고 성명에서
지적한 문자점을 그대로 안정하고 %다는 점에서 야스이의 입장을 잘 앞
수있ι

다시 야스이는딸힌다

오늘날의 겸채조직 내지 법릎게드는， 소위 계약지나우의 원착을 따르고 있다

따랴시 1 조가제 2E 멤규의 소직뱀이 얼마나 발딜승더라도 소각보흐의 한도는 그

시대와 그 사화의 으탱으l 최소헨도으l 영익을 벗어날 수 없는 극히 低양한 것
이어야， 그 이상은 자주외 소작인간의 염으으1 거래애 말7싸1 라는 것을 기본
취 7'로 하고 있디

1중략」 따타끼 법룹<>1 망사.~f간익 >11 약:의 지f←어l 맡기고

었는 뱀위애서 친정한 끼약의 자유를 얻고자 한L면， 소2깅→즈압의 단결력으로

지주과 디1등한 우1 치에 서서 ÀI주와 딘세교성을 힐 필요가 있다

[중략〕 본

리]‘ 농민입법은1 노동입법파 마찬가지후 보호입빔과 자조직 입넙으로 크게 니
눌 수 있L 놓민의 자조각 엽엽 01 란 X 조직 노럭으로 농민의 지위 헝상이나

개선올 도모하는 것응 보장히늠 것인데 1 여거 λ1 자조적 노럭이라는 갓은1 고
립된 상매에서논 극히 ul 력 폭은 무럭한 스직인。11계는 필갱 단견려을 바팅으
로 하는 자조를 의미할 셈 이1 없다 즉， 농민은 농민조합의 힘으로 小作동에
의한 직접보호 외에 지조직으로 자신의 지위향상과 개선을 개척할 수 있근
가능생을 기지게 되는 것이다 15)

즉 야스이근 노동정책 입안시에 노동조함의 즈각을 인정하였듯이 소직

13;

同上

14) 라쩔局第

공F샘

pp.99-10 0l
l5)

며iJJ:， Jlp-34 -:1 5

‘rd，正十三조F勞動運動ff~ il[싸 D9ìl 년復처

~l 治文없14펜，

다이쇼 디]모크라시기 내무관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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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인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히는 것이 팔수작염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조작
된 조합에 대해서도 단지 끼1 별의 쟁의 011 국한되지 않는 장71 직인 안목의
활통을 체안한디 。l스이는 말한다

농촌문제이 대한 자조적 811 결방1힘으포써 능민조합아 니아가얘 할 길은) ε으로

정재직 방민 01겠지만， 갱치적 방면도 무시짤 수 없파 정치상의 행애 의헤 해
결되지 양으연 안디는 둔게 71 권기 때문이다

:중략]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증요정객이나 인멤은 주로 국갱생의 문제갚 만듣껴질 필요가 있거 때문얘 중
앙정치의 둔게애 극하는"1 ， 이외 동시에 비슷한 은제로써 농민악 입장애서
지방행정 01서 지려되이이 할 것이 적지 않거

[종략〕 증7 한애 따，，: 大正15

년의 지 상세도으1 개정으프 지밤의회이도 보폼선거제도기 채용된 걸고h 중리1
지방정:상 푸띔하였던 공당농민 주호 소작인게급 은 ~l츰 지병으1 회 011 그 씨
럭을 땐처갈 수 있는 가송성을 갖기에 이르렀다]이

즉 소2냄법을 비롯한 농엽쟁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치에의 참여가 필

요하나 우선직으로는 보통신거제도기 도입된 지방의회를 통해 영형략을
행사할 수 있디는 주장이디

야스이는 지방자치의 역할을 새호이 정치에

눈~71 시작한 ;당 농민의 정치 참여확대에서 찾있다
야스이는 농민운동과 지역정치악 관계에 증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야스이가 당시의 소작조후운동 모두를 긍정적으프 팽가한 것만은 아니
지만 「소작조협이 농촌사회의 변동어l 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 q는 시질
자채는 거부할 없으며 j ， 17j r 소작조합은 그것 지지1 가 하나의 자치현깐」이라

고보았다

야스이는 종래의 지방자치의 문저l는 「산업경제의 낙관적 발달의 시대」
에서 출발한 중앙집펀주으l 의 λ냉괴 지유민권λ냉 '11 서 출발한다고 보았다
이스이는 디음과 같이 지적한다

원페 지망자치리는 것은 드 가지익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전재정치얘

161 同上， pp.i1 0-41
17) 핫깃1 〈김원村|급治옆兒110〕〉

(모넙Fl究J-， 1929年 l 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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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치정치이벼， 다흔 하cj는 중영주권에 대한 지냉분권이디

진제이1 매한

지치의 관계애 있이서 국가자치인 입헌정치와 지방자치의 사이。11 성격의 차
이는 존지1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앙집권에 대힌 지빙분권의 관계 011 있어서는，
딩시 관료의 부류 01 던 민권윤동기의 부류。1 던 간얘 그 딩시의 국정 011 입각
히1 불 띠 중영집권주의를← 시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써

즉 메아지 초기에 「정치적으로는 열정으로부터 침략을 딩훤 수도 있는
위힘에 거]õl]있고 경제적으로는 외국자펀큐의의 암빅」을 받으며

r 딩시 알

반국민은 日進月步의 신시대에 처히여 독립독행힐 뿐 지식과 능픽이 결여」
된 상태。1] 서 지방자치의 틀이 결정되었던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이디
때문에 r 중앙집권주의 öl] 지배되는 지방자치」이1서는 중앙의 업무를 지방
에서 처리하는 것이 ;:]빵헝정으로 이해되며 국기시무의 대부분이 地方퇴
꺼體어1 위임되어 r ;:]망자치체의 고유시무는 2치적으로 취급되고 오히려
평府縣 으로부터 자치체나 찌체의 관리에게 위임된 사무기 중요한 위치

를 치지하도L 그 분량도 고유시무를 훨씬 초과하게 되었디 "J19) 는 것이다
즉， 야스이는 국가가 수행하는 국정과 구별되는 自治休 고유의 업무영역
이 존지1 힌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양지의 관계에 있어서 만드시 잔
지가 따先的인 것도 이니라고 보았다 201
야스이는 단순히 「법제」라는 「헝식적 방면」으로 국정의 지역적 위임으

로 지방분권을 보는 것이 아니리 1 벨개의 영역임을 강조한다 「지방자치의
실질적 방면을 결정하는 것은， 산업， 교통， 교육， 위생， 칭찰， 사회의 각종

행정」이며， 고유사무의 확충과 공영시엠의 발달을 통해 지방단체를 종래의
f지배단체 J 에서 「공영사업경영의 주체로써의 관리채 j 로 발전시켜야 힌다
고 주정하였다 21)

야스이는 농민조함의 지방의회에 대한 정치운동에 관하여 비난받을 점

181
191

安케 〈뿔꺼딩 jE管見(21) <\自治찌究P 1928年 1 月융，

p.63
安井， (農村되治管見(2)) <\딩治찌究》 1 lg28 年 l 月듀， pp.66-68
20) 前喝， (新쉽傑 • 후l'fr따ffi펴:會派官ffi- liJi，l댐會分析σ〕 視뿜~(: L -r-), <:社會원
動때究》 第4:3卷 第1 .2블， 1996年

211

安井英二 (Iil\方딩i\'Jc0JW." ), <\ itli民〉 S823행 4 딩 0928年 4H 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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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 실패도 있음을 연정하면서도 디음과 같은 기대낌도 피력하였다잉l

첫째，자치행정의 갱책적 방변에서 새로운 전개를 실현히는j 것이다
구채적으로 빌녕}자면

r;zf.치체의 사업에서는， 주민 놓촌에서 농업얘 종사

하는 주민 의 살생활을 본위로 하여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주민살생활의
후생을 도모히는 공영사업이 라1 일어니게 된디

또힌 자치체의 재정개

있어서는 공정힌 주빈의 부담야 이루에지는데1 특히 조세의 종류나 세율
등에서 λ}회정책적 조세정책이 채택된다L

둘째

'mr찌 대중의 정치적 진출븐 정치브로커의 ;fi，!黨的 잇권의 폐해를

저.A，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탁월한 효고벌 거둘 수 었다 종래의 지방자치제

는 소수유력지의 사익을 꾀히는 도구로 되어， 주민대중은 이들 기생 계곱
때문에 고펄을 빨리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주민대중이 주민대증의 利害를
대표하는 의원을 지방의회에 보엘 수 았게 된다면， 설령 의원의 수가 직다

승더랴도 기생적 朋黨의 착취적 이권다툼을 백일송}에 폭로할 수 있기 때
문애 부폐근칠을 기다할 수 있다」
계속해사 야스이는 말한마

지 1앙행갱으 시 설은 ;<1 맹딩국자와 지방의회가 주민대중과는 격리된 당 안이1
셔 민들이지고 였디 그 전치적 거래는 때에 따라서는 평호}홉거) 때에 따라

서는 분규플 깥으~i' 1J:l 이루어지는미 1 대부분은 주민대중악 의사와 이해플
전혀 고려하기 않고 있다 。1치럼 립 속에 갚려 있는 지방행정을 끌어내어1
주민대중의 실생펠의 한가운데애 서우7] 위해서는 二[ 지방에서펴 사회끽
비판이 힘을 염고 펠달하야 할 펼요기 었다 특히 츠근 지방분권의 듯이 크
게 일어나 그 주의를 기조로 하는 지방제도의 개정이 이미 실현성을 마해
가고 있는 오늘멘는 한층 그 필요성이 둥절히게 느껴친다 t뼈 서， 지 1앙
매시의 사회적 ，，]판이 힘을 염어 그 효럭을 발휘승}기 위해서논‘ 여러 까치
의 7] 펜과 방법이 므객도지 않으면 안되며， 적어도 쥬:민대중당의 정치적 진
출은 이러한 목각플 위해서는 중요힌 가치틀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23)

즉 無품정당의 역할이1 대한 기대를 보이고 있다

221
231

同上

;),

同上~

pp .42--43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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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팔
재 l 차 세계대전 "1 후의 급속힌 산엽빌전과 더불어 증대힌 사회문제 속
에서 이제까지 소와되어온 대중은 운동을 통해 7}산으} 성l첼 재선을 위헨
발언을 λ!각하였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대중의 발언억라는 시회캉 변화
가 통치기구연 관료에거l 어떻게 인식되었는가를 검토함으료써 다이쇼 데
모크라시의 시회걱 확산을 점검하려한 씨도였.마
종래의 다이쇼 데모크라시 연구가 지료의 한계로 인해 고급 지식인의
언설분석에 주르 초점을 빚추어 온 겸향을 보완하려는 것이 본 논문의 집

필의도아다
탕시의 성황이 통치 레벨의 위기로까지 발전할 수 있1:]는 위기의식을
가장 민감하거1 느낀 것이 대중의 잘생휠괴 관련된 업무를 담담하고 있던
내무관료였디는 침은 기존의 노동조럽법안에 관한 연구에서 지컨된 비 였
마

노동조합뱀의 기초를 맡아 비록 제갱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좌절하였으
나 힘조주의， 사회정책론지의 의켠에 가까운 것으토 높은 평가를 얻었던
대무 관료 야즈아 에이지는 농촌문재에 대해서도 이미 사회구조기 변화댔
매는 인식 ;-;1에 접근하고 았디
야스이는 소찍갱의의 쥔인으로 A}i품의 심화에 따른 놓촌의 밴궁화이j
서 우선적인 원인을 찾았으나 그 해결의 방법으로 부재지주를 채외하고

하층 농민을 포합힌 농민의 조직회를 제인히였1:]: 1927 년 단계의 농민운
동론에서는 이론직으로 뛰어난 것은 아니 '-1 당시의 지방행정의 관계지이l
게서 위와 갚은 시사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특기힐 만 한 일이다 또한 아

조직이 반드시 협의의 경제팀뻐민 국한되지않고 쟁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치투J갱이 펠요함을 지적하고 그 연쟁선에서 지방자치회
필요와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다이쇼 데모크리시가 내무관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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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야스이의 받상이 단지 특수한 개맹관료의 케이스에 국한되는
갓이 아니라 보통선거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정치참여의 확대를 적극적으

로 추진한 내무성의 위치변화외 관련되어 이해되어야 하나 지면과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적 관료 야스이 애이지의 논리를 갱

리하는 갓에 그치고 치후얘 별고를 준비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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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究員 램}懶
。 朴[월濟 교수(동양사학과)는 1999년 9윌 9 일지로 동。{문화연구소 소장
에 취임하였으며 때|뼈뾰 교수(중어중문학과J ， ]\!I 南進 교수(칠학과)가
간사토 산임되었고 金A!fI찢17'R敬!띈， 칩'm道 柳뼈6종，*1龍잭도， 吳*亨， 李

永朱， Æ':~ñl俊1 李남i齊 교수(01성 중생문학과)， 金容德1 金浩東， 吳짧

劉仁끓 李þy，표E 金衝鍾 교수(이싱 동양사학과)， 宋架않 l:t在~i， 李{펴永
許다f進 교수(이상 철학괴 J ， 琴윷泰 교수(종교희과)， *냉정圭 교수(미펙

파)， 짧擺 교수(고고미술사학파)， 崔明 교수(시회대 정치학과!， 金光
憶 교수(사회대 인류학과) 金永)뻐 교수(자연대 과학시 및 괴학철학 혐

통과정) 등이 본 연구소 운영위원으로 침여하기로 하였다

o 金쩡또 교수(중어증문학피)는 1999 년 2월

28 일자로 본교를 정년퇴임하

였다

O

徐敬 업 교수(중여중문학과)는 1999년 3월 1 일자로 서울대학교 규정각
자효연구부킹메] 임명되었다

O

全;떼俊 교수， 李康쩔 교수(중어중문혁괴)는 1999 년 2학기에 중아충문학

과 부교수와 전임강사로 각각 임맹되어， 본 연구소 운영위원으로 참역
승}71 토 하였다

0

金11윤俊 교수(중어중문펙과)는 1999년 9월 한국번역가협회애서 주최하
는 힌국번역대상을 수상하였디

Ojðl￥俊) 全n때쫓 교수(이상 중어중문학과)는 1999 년 12윌 14 일부터

17

일까지 동경대에서 주최하는 ‘짜亞휩、씌學’학회에 잠석하였다

O 李永朱 교수(중어중문학피)는 《두보←←초기시 역해》(솔출판샤 1999 , 1)
를 共譯解하"'1 출판하였으며， 《僅文讀解tE》 (I갱분딩， 1999) 과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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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敎품 ~y)( 키출판사， 1999\을 共著하였고 류종목 교수(중겨줌문
학과) 등과 《동서양 시의 이해}(서울대 출판부， 19991 를 共著 출간하

였다
。 金빠俊 교수(중이중문펙과)는 《한 1긴도와 중국농북3성의 역시문회)(서

올대 출판부， 1999.81를 9著 출판하였다
。 吳숲成 교수(동양시펙과)는 ;Il京大學에서의 연구외 현지답사(江西 • 때
南 - 꽤il 등)를 목적으로 1998 년 8윌 20 일 중국으로 출국하여 1 년간

의 연구 활동←운 마친 후 1999 년 8윌 23 일 귀국하였다

O 쩔”τ품

교수(동양시학과)는 1999년 2윌 6 일부터 2 월 16 일끼지 자료 수

점을 위해 일본을 방문히고 귀국하였으며‘ 동년 8윌 16 일에 하노이대
학에서의 연구를 목적 ò 로 매트남으로 출국하였다 약 6개월간 채류혀

고 2000 년 2월에 귀국힐 예정이다

O

金容폈 교수(통영:사펙괴)는 1999 년 9윌 17일부터 9윌 19 일끼지 햄日
共同짜究 제2기 총회에 참석하고 귀국하였으며， 9월 27일부터 10월

7

일까기 大햄民맹 大텔生 訓日 f따修團을 E힘長의 지격으로 인솔허고 일본
각지를 벙둔한 후 귀국히였다

O

李成珪 교수(동양사희과)는 1999 년 5월 랩탱 東洋史웰會 會f늦에1 취암
하였디

0*댐濟 교수(동양사학과)는 1999년 7월 3일부터 7월 22 일까지 짧룹陽

띔동史學會7} 주최한 중국지역 탑사여행에 참가한 후 귀국허였다
。 金浩東 교수(동양사학괴)는 역사 에세이 《황하에서 천산까지)(사계절，

19991 를 출간하였교 유원수! 정재훈괴 힘-7J1l {유라시이유목제국사)(시
게절， 19981 를 공역 출간하였으며(근대 중영씨아의 혁명과 좌칠》

(사제절，

O 똥榮함

1999‘ 111 을 자술 출핀하였다

교수(칠학과)는 《민족혼으로 산다 루신 그 위대한 발자취를 찾

아서)(학고재， 19991를 공저 출간했으며， <天조휠義)(서울대 출판부，
19991 를 공역 출판하였다 또한 1999 년 10월에는 전남대 인문과학연구

소 주최 국제학술회의에서 〈유교전려1 및 관혼상세 피)스티 1괄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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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기와 유교의 피원〉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고 하외이 대학애
서 출판하쓴 집지 Philos이Jhy E디st &

11iest 37호。n “ CounterilClg

Sinocentrism in 18th Century Korea: Hong Tae-yong's Vision
01 "Re1ativism" and lconocbsm lor Reform ’이라는

논문을 벨검 히

였다
α 沈슨龍 교수(칠혁고Il근 1999 년 9월부터 2이00년 2월까지 8개월 예정으
로 마국 머콜라 대학에서 “한국문화지도 작성， 뿜/\어1 대한 집단의식연

구’라는 저l목으토 연구차 출국하였다

O

許패進 교쉬철학과)는 Philosophy

Ul\ESCO ,

and Deη1ûcraα

in Asia,

1999를 저술 출간31 였다

딘 琴훈泰 교수、종교악고꺼는 《한국 유한뇌 탐구)(서울대 출판부， 1999. 6) ,
〈한국 근대의 유핵사상'1(서울대 출판부， 1999. 8), Î 정약용
세계}(생균관대 출판부，

실찍

1999. 12) 를 각각 출판하였고 1999년 11 윌 oJl

는 《퇴계의 삶과 칠학》(서윷대 풀펀부 1998)으로 도싼샤원 되거l 호연
구윈네샤 즈최 E보 퇴계학 국제한술싱을 수상히였으며， 동닌 12월에는
《조진전키의 유학λ냉(서웅대 출판부， 1997) 과 《조선 후기의 유학시

상〉(서울대 출핀부， 1998)으로 열암기념사업회주최의 열암학술상을 수
상하였다

。 효光憶 교수(인류학괴J 는 199 년 1 월 31 일부터 2윌 7일까지 프링스 소
르본느 대학에서 열린

Townscape and Cu1tm a1 Heritage'

라는 주

제의 한불 학술회의에 참석하였교 6월 23 일부터 28 일까지는 북경대학
에서 열련 중국 운남성 체4 회 “사회 문화 인류과학 고급세미냐”에 참
석하여 ‘ 죄於 ~nl한기k섣"，Jjiï'ìÀ同 ri폐”라는 제목악 논문을 발표하였으
며， 7월 l 일부터 8 앨까지는 미국 버클리대이l서 열린 식민주의와 문화
라는 주처}의 학술회의에서 “ Coloni a1

Body and Indigenous Soul

Religion as a Contested Terrain of Culture" 라는 지1 목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9 휠 22 일에샤 26일까지는 네덜란드 Le iden

Univ 에서 열

린 The Mαlernity 01 Rmal East Asia라는 주제켜 핵술회의에 참

15ιl

東亞文化 第37輯

석하야

"A Chinese Village as a Contested

Terrain" 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C ] 金永植 교수l 자연매 과학사 및 과학칠희 협동과정)는 1999년 8월 ‘국제
동아시아 피|학 - 기술 - 의핵사학회’ (]Cl-1SEAI 회장에 선염되었다

뻐:究터r i태息、
() 제6"회 공개 강연회 개착
벌표지

I틴tgJFj 중국 사회과학원 역시연구소 교수l

주 서1

縣ei'11文書의 특질파 그 연구가치

일

1999년 5월 19일

시

장 소

C

인문대 교수회의실(07-304호)

판 연구소에서는 연구자간의 교류활성회와 얀접분야와의 유기적 연구
촬동을 위히여 아래와 같이 특벨연구원을 위촉허였다
C

연구원

연구주지1

이남종(서을대 중어중둔학과 박사)

宋.f;: 뚫意주 意풍때究

연구기간 ‘ 1999. L 14 - 2000. L 13 (1년)
。 연구원

田월甲(서울대 통양사학과 강사)

잉그주Al] : 1930年代 上쩌 샘펀j펴社용、외 [댐 !H"J泡페의 鋼E
연구기간

1999. L 14 - 2000. L 13 (1년)

。 한문 교율을 위해 설치되였던 챈뚫휩堂(호長

朴 쫓齊 몽양사학과 교

수)이 1999년 2 학기부터 동아문화연구소 명샅르 운영하기로 하였다

C)

본 연구소애서 “힌반도 주변익 문화와 역새’믿는 주제포 96 년 10월브
터 진행해왔던 김시준(중어중문한과) 교수 외 이병묘 서대석 교커까이
상 국어국문학과)， 정연호(국어국문학과 강사)， 권지|일 교수(연어희과1 ，

노태돈‘ 송기호 교수(이상 국사학과J ， 송호정(국λP학과 강사J ， 오영찬
(국립중앙박블관 학예연구사) 등이 참여한 공동띤구으1 성과가 《한번도

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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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중국통북3 생의 §드시문화)(서울대출판부， 1999) 라는 제목으로 발표

출간되었c:J。{， 98 서울대학교 인문핵 연구소 총시발간지원 계획〉얘 따라 1999년

l

윌 본 연구소에 71웬판 〈고전총서〉과제애 吳샤亨 교수〔중어중문학파)

가 “딩송팔가운’ 이라는 제목으로1 《떤구총서，과제。11는 金衝種 교쉬동
양/、l 학고U가 “淸末 iI蘇省의 빠士層r oi 리는 제목으로 신청하여 각각
선정되었대
。 본 SE구소 간행지료의 데。l 터메야스 작업으로 일환으로 시작된 정기간

행불 Ol!5~文jt}가 제1 잡 a963 년)부터 저11313집 11998년)까지 한 정익
CD- .ROJ이 타이틀르 ;<11적되였다 제작샤는 {주j누리미디어 (httpι너끼V1li

m넌media_coJσ) 이다(주)누리미디어 인터넷 홈페이지 〈핵술지 DB 시
리즈〉에서 목차나 지지， 논문제목 등 주요단어를 겸색하거나 본문 풀넥

스트를제공받을수있다

受@홉템書目錄
<國文품籍〉

圖書名

號數

發行者

江原文化짜究

18

江原大웹갓 江原文fLli자究所

江原人文論龍

6

강원대혁교 인문과학연구소

京움용道~~￥'14集 文뚫k~ 錄

1, 2

京움\\:l립돼灌委員會

京승~~를닛3쩔f그1集 ;{;깅 1

京짧j효맛i 펴흉委員會

京짧道se짤f↓集 年表

京짧道史編싫委員힘

京幾道벚資14集 쯤r，f+

京짧道史*Ír꿇찰쫓員會

慶F듀ýfUi꺼갖E

20

慶尙大學lli 慶南文fLliJf究당r

慶尙史學

14

5월尙大學lt 5낀탱會
對外經웹없m冊究院

겸제난극복의 지름길
융윷1川文化찌究

g휠熙史쩔

햄明몇學

2
22
9

高힘핑iJi~軍펄偏年벚(1)

7

光州民i1i햄物館
국립문화재연구소

22

國士閒r1:í벚

軍se

양明맛트용험

光J+I廣域市立民%햄物館

국립문화재연구소 30년사
國뺨J펌團iIf究

慶따g史트철會

탱防單seiTt쨌R

光州龍멤洞遺많
굉주의풍훔

慶州大챔￡ 慶州文化마究所

서울大學校 國際問題IiJf쨌껴

E텅!!J숱홈맛'i\Jf~所

37 , 38 , 39

羅居행k밍、벚

國防軍맛재f%E所

國防軍뺑f究所

南훗E판liJf究

8

慶尙大學fX 뎌낀황E영l자究所

南롯學liIf究論홉증

7

F힘맺學6까究院 I:HIì&:fftl

受뺑圖書目錄
論文集
능염경언해

韓南大學1i

29
9.1 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j흡~'Ej많錄
大갱파化h꺼究
對꺼經쩍政策Tff究

國防현랫líIf찢E?Jî

東國:t:'e젖
束方學
東方學志
동북아정보
束짧f究

핏i千른용
!R桓學術論〕k!윷
러시이연구
悔잊감혜뚫

文化財
험F덩學

美’ q~t4
民族과 文{L
E한族文↑b
民族文化論옳
民族文{r;찌究

白Illî굶文
白陽SI:.!'철

8ff징文化

1998 가을

對'?i-經濟iii&策liJt究院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일학연구소
東國:t:'!용會
32
4, 5 韓폐大웹f 附設 東ì'f-古典6자究所
延世大學校 댐學빠{究院
104
동북아시아정보문호앤터
99 .1, 2
36, 37
西ìl大學校 東亞W다究0í
28, 29
f협國大學!l( 附設東洋學冊究所
轉흥멍考김f美術쩌究所
1
8-2, 9- 1. 2
서올대학교 라시이연구소
延jiJj;:!l콩校 梅호學術liJt究所
15
文化財염뀐멜局
31
서울大學校 좋키國學댐f9t所
21
國立마央博物館
62, 63
漢陽大學tx 民族쩔빠究所
7
21 , 22
JlòIK文jL推進會
18.1 9
E즙南大學校 Jlò族y:{L~자究所
高麗大병校 民族Y:{Lí'Yt究院
31
15
白Illî語文쩔會
新羅大學!l(벚원會
15
27
公1+1大學校 8濟文↑tTff'íEJJf
濟州道 i剩j벚￡立事業推進h鎬옳會

”{5옳司%쏟錄 j齊1+1記事
닷3學志

ßx템館大웹슛 大東Y:{l::쩌究:!fc

33

대외경제정책띤구원10년사
독일학연구

157

31

혐國및學會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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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t會셰쩔@듀뿜

17-1

정상대학교 사회과학연그소

社會￥4學iRf

7
16

밴꾀I大원校 社흡f: 풍흰%究所

社會￥니땀꽤f않RJí論又集
山{품tþ月里풀t훨

크팀主觀f폈헤集

*J~大學t"，-.!I'*ír，검

19

西{뿌셋껴f究

서울大핏FFlR별센論3:
서울大용팩숫 統듭f웹g

24
23 , 24
22
1999

서울의고개
서울}종別市벗編용委員會

1999

아시아문화
아시아}t{ur究
아태연구

安東1'&쁨
얄티아학보
애산학보

능흠學ìiJf究
歷l'敎홉
歷멋敎홉論集
運댐 여1털낌學論홉중

서울大쩔W'1U$양형섞
서울대핵교

서울특별시

國防軍벚ii'f究ff

7](原市벚 .~짧 · 찜↓ ‘ ”￥R흥

亞細5f文lUjI'îE

사울大염려i 며洋핏센f3펀용

서|종대원기념시렌회

X후剛軍송l몽a期 i율특~ß쇄麻;갖뿔;뽕jt

료낌t때낌女1生lilf究

서을:J~.탤ìx*↑핀*'學~I!究所

서울특별시

시1종문화대계1 어희〕 문향、「

市잊짧4

1성렬힘
겸상대학교 인분핵l연구소

상상력악 자리찾기
生Fc5챔學i따%

i- j\ij:大웰Yý:‘

7)(1))\市

4
37
3
14
3
5
3
9
22 , 23
35-3.4
68-72
23.24
칭-간호

서융}용~I)市

亞細亞女{生問/댐”F究Eε
U“딩圖大 이 λl 아文化까究다=
아샤아文ítlílf킹팀'f
기→frllj::탤校 이시이}tíb1Jl究所
경희대학교아태지역떤구원
)강東것쩔슐

힌국일타"1 학회
애산회회

서울太쩔校 듬끊헐죄R究fif.

『훈벚쳤育!jIf究會
歷연敎育學會
運「회cþ붙g學會

受 R영圖書덤웠

159

年해

8

光써 11li'i!양tm立.l'\;fjj'博物館

영문회권연구

6
9

샤올대학교 영문화권 연구소

。I1 술문화연구

”F랴닮폐처등
외교
까大'.i:'，트월

4
48-52
10

서울디학교 인문대학 예술문화연구소

ìÆJD띔會
뼈행WY:'Míl會
!lf.îH캘外國語大學!3i 꺼 F낌똥땀(iiTiff
究센터 歷벚헐때7많R

Fi힘넘폐룹중

27

i훤없fIl具특별진
울산어문논접

圓If* 敎J띤tF
디폐쨌 fkË션

전라남도농업박불관

11 , 12
22
3

陰城1lß 文化j遺團
이배로이떼리카쩌究
인운과학
人文까學
人〕혀↓용휩융文集

人xl4뚱%자O/E
人文論찢
人t論홉용
A文論뿔

人文lJJf9~
人文學lJJf究

10

韓탱圖때F敎돋홈험

서울대학교 스페인중님미연구소
성균관대힘I 인문고펙연구소

41
28-30

서울大學校 人文學때究所

티本歷벚꺼究

8, 9

日本學

圓光大學校 圖佛敎믿 tRi께%院

29
78.79
27 , 28
18
7
14-16

仁쩌史學

}:yll홈志

울산대 국껴국문학과

1좁州大學1311형物띤낌

28
4
18
6, 7

인문학연구

全띠大댈131 人文젠J탤댐['J'tfiJ[

17, 18

延世大學校 人文科/學돼究所
大田大學校 人文科웰쩌究所
가폴릭대학교 인문파학연구소

8몽댐大햄￡ 人文學쩌究flí
蘭1/'大學校人文찌원찌究所

仁倚大웹쇼 人文科學liIf쨌타
中央大學校 A文科學lJJf~pfr
경상대학교 얀문희연구소

忠it大學校 人文젠탱땀f究所
仁何歷벚學會
R 本歷史돼究會

東國大 H 本탱짧究flí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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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캠기념관

임진왜란과 권융장군
자연과학

全南영크學
전농어문연구

6.7
12

서울대학교 지연과한대학

11

서울시립대 국애국문학과

호펙g딘덩i會

전북대 전관문회엎구소

전리문화소식

戰史

1, 2
73-76

정신문화연구

國防軍명만IU究I~
헨국정산문회떤구윈

암용j↑1道 R 짧행￥典

E확씨進

f협j’'15느쯤1斗햄등듬툴(j)

R쩍)If道

끓I

!윈~t太듣Lj갖 cþ原文i l2ílf31없간

德돼山t~

종교와문화

4, 5
17, 18

宗敎륭흰m究

中國單똘lLiw‘

32, 33
17 , 18
2.3

中國뻐{깜E
다]原文jl論蕭
지방사오l 지방문회

서울대학교 宗敎學짜究會

國助單및i퓨究所

1949-l990

마1國語文댈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군소

l

챔I힘'1' 댐듬끔文學會
i엠~I大學lli 폐평問흉핑까究~r

忠;ft大핑tJ( 中原3t化짜究~Jf
펙연둔화λ|

忠:!t大學ltt 中탱文↑ tlilf究所

處仁!JJi 老貼城 寶합w↓@
첩학사상

8

서울대줍교 철학시장연구소

i펄川大텅ßjX H양l~ 館랩

11

t품Jl I大쩔Ilt P!iè껴혐릅
“떤~tiv흉잭t 中原X:1ti!짜究所

j좋111 xil.l lll짜
j뿜까 1 1l':!t洞 예城
맘끼t탱

l
1

믿1t겨;學校 中原文11:짜究所

忠州山城東門따

제주사쟁립사업추진협의회

r:t뿜「 歷史와文化
泰*15典R까갖E

}필 :!t탱제댐3所
l땀겨b웰지쐐jIT

“변ι딴전文앓klH￥集

1;1품.7:.'↑ k

/떻~t大탱校 cþ原X:1b꺼f究所

19
15

!쩍州大學lH많Y:iUí자~所
E%)셔;大텅펙f 용~~탓古典lJt究m

受§험圖등환E: tl
iRF잦學얘
ill~잦學때양E

100-103
11

뽑~I뿔특EE쉰5쩌文j뽕集
R캠탱1!Jl'를주히브i규究

함톨뭔文똑lVf9'è
韓행文{3

20
4
99.2 , 3
21
22-24

한극문화연구소요럼
i때평民iØ:文ft
r간國벚념쉐

퍼웹國5쉰찌究쫓낼~

退찮εM究院
圖킹틴':A투흙tx j용꿇딩윌〕규究所

京앓)월EP物쉽침

빠 11 JØ'íIPJ뀔 r)-을흉歸

텀lf*

161

延世大學校 史쩔껴f究會
國防軍5l:때究~í
國防軍닷]때究所

東챔大學t'ii 햄國)rß칩Nf'iE所
셔울大떻校 韓國갯dL때究所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2, 13
41 , 42
104-107

쏠山大 韓國民放文.flNl'f잉뛰
서울大 A文大學 國밍뺨1
國史編뚫委員會

램용E*REPF의 웹:큐>1듭흉

t굉껴투1'11'돼''1E所

3혈國~~爭 μ前 38l'i허양 衝突

E핑防軍1'NI究l1í

i뽑國宗敎

r웹평까등좋C벗.íiIt究
옳F쟁쩔論1용
힌국학연구

한국학연구

291 24
7
24-26
10
10, 11

I뚫境論홉쏠

57-59
202-204
26
36

려11I局事↑제밟要， 닮|同gE要

」입PPI

仁폐大學校 q혹딩낌歸f究탱f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샤울特딩Ij市떳編옳委員會

漢城府 :j t엽째￡戶籍

호닝문화연구

뺨fIJ1大學校 !뚫탱쩔I자究ìiG

國防軍벚JIf究fF

램걱f용농 休짜뽑制 lJrf究

憲政

韓國宗敎셋學짤

서울대학교출판부

한반도와 중국 동븐 3 생의 역시

썼士서올

圓光大월i햇 宗敎問題빠究l1í

KOREA JOURNAL 98 .1 2-99 .1 0

서울함別市핏짧屬쫓員험
大韓탱행憲政會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서울大學校環境大學院

國防딘흩史.liIf究:FJT

韓國國際품業財않밟保꿇떠會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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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세계경제

對外經濟政ilI1TJf究EE

1999 .1

<中文圖書>

光華

嘉듯E 錢大wr全集
탱文天JUl
E행5건館館刊

24() 12)

%華홉報짧5f피t

1-10

江族古籍出版社

162-174

템X天順&파t

•

國史館印行

25-26

國際關係學 $Æ

텅깅立j[j:↑슴大學外交學界出版

13

權力뺑k

中國人民大學出I:R게tI:

近代좋灣電낀g했h흥(j895-194:응)

텅펴IZ좋짧댐휠g大學歷5tlJ까究所

近代中國歷t!i'王

1...4

經濟日￥Æii'&떼t

탤大월홉R

3-1

國立탤힘동갱薦k學입 I:R

62 65

cþ草떠행닫 然生態保育協會웹 E委員會

5, 8
5
14
10
4

東吳大學出版

大퇴然

東吳歷5t평~*~
東吳社會 I作學행

까i吳外듬곰E설報
東吳政治學#R
東吳哲學뽕報

•

29

f던國筆듬암1、說大觀(第l뼈)

HO

디펀周(共和)至西漢歷팎

1, 2

!iiIi善與敎{t
新~&정報

東吳大學出版

東吳大學出I:R
國立中興大탤文옐，~

山西&籍，'BI없社
~t京1내學技術出版社
JrM經出版社業公司

「月評論

19
18
193-197

歷딩3l윗!ir，

27

新中華

멋吳大學外듬공學院出版

明史떠究'HllJèP行

明人歐茶生活文化

文史學$~

東吳大링出版

新亞꺼쨌I
新中華추귀j社

「月품屋
國立臺灣師範大5용

중에흡圖휩!'Ií1l'
때究윷刊
쩔術評論、

9
9

f휴記文學

438-4딩)

1-10

'Þ댐近{텅망현훨
中5되!되福f높

TI

園立쫓띤'Ifí學院 WJî17:
傳둡E3t學雜識t
lIT廠出版굶t
中國福흡出版社

좋혐R훤i찢印땀館

淸代四大才평lj、說

:li:별出版社

台灣文헬中的:fI;!펴얻Ef혔

台~t품刊

↑j뺑휩행隊科學委員會

天海좀:li:f흙發行잭E備委員會

天햄亨再續맴

台北

163

1999( 1-11)
370

中國人民大學tH版社

土J1!J~il멍敎握集
표l 뭘O

371

볕生틀를局

?몇藏듬표同j 힘챔운.~

海7↑탤人
5政院公報

줍j간E政Ifj新固處

〕lf홈出hfi피l

1형힘껴道(~考

1환學liIl웹벼품t

台北市政]府新RF댐조

68-70 灣뻐究면ι 懶캡흉뿜웹ES파밟효會
해龍티〕뻐公 RJ
299-304
1-43
↑렁쫓1닌服id:
↑짧院 國家*ι텅3쫓를f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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