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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녕은 ‘가난한 수재’였다. 스스로를 희생하며 자식의 ‘출세’를 위해 애쓰는 부모의 기

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입시경쟁을 뚫고 경성 제2고보를 거쳐 경성제대 법문학부 예과

에 입학하고, 법학과로 진학했다. 경성제대 시절 일본인 교수의 사랑을 받는 성실한 학생이

었던 그는,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하여 조선총독부의 관리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항녕은 “일본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어갔다. 1915년에 태어나 ‘나면서

부터 일본사람’이었던 그는, ‘일본적 질서에 적응하여 살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믿으며, ‘개인주의적․공리주의적인 속물근성’에 빠져 있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그는, ‘황국

신민으로서 법연구에 정진’하여 사법대신 논문상을 수상했고, 경성제대 학생으로서는 가장 

먼저 창씨개명을 했고, 조선총독부 관리로서 천황=국체에 터 잡은 적극적인 내선일체론을 

주창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한 이항녕도 ‘식민지조선’을 앓았다. 고보 시절에는 ‘일본인 학생의 턱없는 우월

감’에 상처를 받았고, 대학에 들어간 후에는 사립중학교 출신의 ‘지사파’들에 이끌려 민족의식

을 일깨웠다. 총독부 관리로서 조선인 이민을 이끌고 만주에 갔을 때는 ‘조선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앞에 놓고’서 ‘식민지의 백성’의 ‘원통’함과 ‘식민지의 관리’의 ‘비천’함을 절감했다. 
하지만, 이항녕은 흔들리면서도 결국 ‘시류파’였다. 지사파들 앞에서는 한편으로 ‘반항심’

을 느끼면서도 ‘열등감’ 때문에 꼼짝을 못했고, 최종적인 결정의 기준은 결국 ‘출세’였다. 그리

고 ‘버릴 용기’가 없어서 ‘죽창부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식민지 관리의 자리를 이어갔다. 
그러한 이항녕에게 법은 ‘호구’의 수단이었다. 대학 시절 법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으나, 식민지 관리로서 ‘식민지의 백성에게는 법의 목적이 정의도 아니며 법질

서가 합리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는, 한학으로 불교로 양명학으로 마음의 의

지처를 옮겼다. 
그 끝에서 ‘광복’을 맞은 이항녕의 ‘식민지인’으로서의 경험은 그의 법사상의 또 다른 코

드인 ‘풍토’와 ‘참회’에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혹은 연결되지 않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대

답은 ‘이항녕의 법사상 Ⅱ’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주제어] 이항녕, 한국 법사상, 친일, 식민지조선, 경성제국대학

Ⅰ. 머리말
 

한국 법사상사에 있어서 李恒寧(1915.7.25-2008.9.17)은 ‘큰 산’이다. 93

년이라는 오랜 세월의 삶을 이어간 이항녕은,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직후에 태어나 유년과 청년시절을 ‘식민지인’으로 살았고, 광복과 분단의 소

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 헤맸고, 4.19의 격랑을 앞장서서 헤쳐 

나가는 교수로서 행동했고, 권위주의시 의 긴 터널을 지나 민주화의 새 시

가 열리는 지점에서 ‘참회의 법철학자’로 세상의 주목을 받았다. 이항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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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과 법학서 속에서가 아니라 역사와 사회 속에서 ‘법의 근본’에 해 끊임

없이 질문을 던지고 답한 드문 인물이다. 또한 이항녕은 저서와 논문은 물

론이고 강의노트, 수필, 칼럼, 소설 등 법사상사의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많

은 기록을 남겨 놓았다는 점에서도 큰 과제이다. 

법사상사의 입장에서 볼 때, 우선 이항녕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한국 법철

학의 개척자 중 한사람이다. 이항녕의 법사상은 ‘풍토법론’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 사상은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주목되고 

있다.1) 김철수는 1964년에 이미 이항녕의 ‘풍토법론’을 비판하는 논문을 발

표한 바 있다.2) 그리고 이후에도 이항녕의 ‘풍토법론’은 그의 사상의 핵심으

로서 지속적으로 주목되어 왔다.3) 또한 이항녕이 90세 생일을 맞은 2005년

에는 한국법철학회가 특집(이항녕선생의 법사상과 문학 그리고 그 영향)을 

마련하여, 그의 ‘풍토법론’은 물론이고,4) ‘직분법학과 구체적 자연법’,5) ‘법

사상과 문학’6)에 해 분석하기도 했다.7)

하지만 이항녕의 법사상을 그 범위 내에 국한시키는 것은 너무 좁은 시각

일 것이다. 이항녕은 자신의 ‘친일’에 해 집요할 정도로 거듭거듭 ‘참회’함

으로써, 한국현 사에서 비슷한 예를 발견할 수 없는 특이한 행적을 보인 인

물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이항녕의 ‘친일’과 ‘참회’는 적어도 법학계에서는 

그다지 주목되지 않았다. 이항녕의 ‘친일’과 ‘참회’를 그의 ‘법’사상의 일부로 

포섭하려는 시도는 법학자의 분석 속에서는 발견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항

 1) 李恒寧著 / 領木敬夫譯, 法哲學槪論 I : 法哲學の風土的方法と世界史的構造(成文堂, 1990); 스즈

키 케이후, ｢이항녕박사의 “법철학개론”에 관해｣, 법철학연구 8-1(2005) 참조.
 2) 김철수, ｢풍토적 자연법론고｣, 법학 6-1(서울 , 1964).
 3) 최종고, 법사와 법사상(박영사, 1980), 556~558면; 최종고, 한국법학사(박영사, 1990), 504~ 

505면; 최종고, 법철학(박영사, 2002), 356~357면; 강희원, ｢법사회학적 시각에서 본 풍토적 법

사상－풍토적 법철학방법과 풍토적 자연법론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8-1(2005); 최봉철, 
｢특수성에 기초한 법철학의 동면｣, 한국법철학회, 한국 현 법철학의 형성과 전개(세창출판사, 
2010), 145~148면; 이동희, ｢유기사관과 풍토적 자연법론－자연법의 역사성과 구체성－｣, 법학

논총 34-1(단국 , 2010).
 4) 강희원, 위의 글; 스즈키 케이후, 위의 글.
 5) 심재우, ｢이항녕선생의 직분법학과 구체적 자연법｣, 법철학연구 8-1(2005).
 6) 최종고, ｢이항녕의 법사상과 문학｣, 법철학연구 8-1(2005).
 7) 이 특집의 내용은 요약되어 영문으로도 발간되었다. Korean Association of Legall Philosophy, 

“Lee Hang-nyong”, Legal Philosophers in Korea, Seoul: Sechang Publishing C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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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의 ‘친일’에 한 거듭되는 ‘참회’는 한국 현 사의 중요한 화두이다. 그리

고 법철학자였던 이항녕의 ‘참회’가 그의 ‘법사상’과 무관했다고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친일’과 ‘참회’를 이항녕의 법사상 속에 포섭하지 않는 것은 ‘이

항녕 법사상’을 불완전한 상태로 내버려두는 학문적 태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항녕의 특이한 행적은 당연히 아래와 같은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한다. 

이항녕이 그렇게까지 집요할 정도로 거듭거듭 ‘참회’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

던 그의 ‘친일’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부분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항

녕이 그렇게까지 ‘참회’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이항녕 법사상’의 핵심

인 ‘풍토’는 그의 ‘친일’ 및 ‘참회’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그래서 결국 

‘친일’과 ‘참회’와 ‘풍토’를 핵심 코드로 하는 ‘이항녕 법사상’은 무엇인가?

이하 이 글의 본문에서는 이들 질문에 한 답을 찾아나가기 위한 기

초작업으로서, 우선 식민지조선의 법학도로서의 이항녕의 모습들을 모아보

기로 한다. 이 글에서는 특히, 이항녕의 회고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학창 30년｣,8) 그의 수필집들9)과 자전소설,10) 그의 인터뷰,11) 그리고 필

 8) ｢학창 30년｣은 1967년 1월부터 1970년 8월까지 法政에 ｢특별연재｣로서 총 37회에 걸쳐 실린 

글들이다. 이 글들은 이항녕의 자제들이 출간한 유고집(이항녕, 소고 이항녕 선생 유고집 : 작은 

언덕 큰 바람 小皐長風(나남, 2011); 이하 이 책은 ‘유고집’)에 전재되어 있다. 2011년 3월 27일 

3남 이재후 변호사의 배려로 열람한 ｢학창 30년｣ 복사본철에는, 이미 출간한 글의 복사 이외에, 
맨 앞에 2장, 맨 뒤에 8장의 원고지 메모가 첨부되어 있다. 앞쪽의 메모 두 번째 면에는 이미 출간

한 37회의 제목에 이어 38번부터 48번까지의 번호가 적혀 있고, 뒤쪽의 메모 첫 번째 면에는 “學窓

三十年 38 六三事態”라는 제목 아래 두 번째 면까지 초고가 적혀 있고, 이어지는 메모에서도 이미 

출간한 글의 수정 및 새로운 글의 구상에 관한 메모들인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발견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아마도 이항녕은 법정의 ｢특별연재｣를 수정하고 보완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할 계

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9) 客說錄 : 이항녕 수필집(수도문화사, 1962); 낙엽의 자화상(범우사, 1976); 나의 인생관 작은 

언덕에 서서(휘문출판사, 1978, 이하 ‘작은 언덕에 서서’); 깨어진 그릇(일지사, 1980).
10) 이항녕, 이항녕 자전소설 : 청산에 살리라(동광출판사, 1991). 이 책은, 이항녕이 1960년에 당시 

논설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던 경향신문에 약 6개월 동안 연재한 ｢靑山曲｣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모아서, 1962년에 청산곡(법문사, 1962)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다가 절판되었던 것을, 표지 제

목에 “이항녕 자전소설”이라고 부기하고 “청산에 살리라”라고 제목을 바꾸어 재출간한 것이다. 이
항녕에 따르면, 위 소설을 쓰게 된 계기 내지는 배경은 아래와 같다. “일제시 를 떳떳하지 못하게 

살아온 나는 일제에 협력하였다는 사실이 평생 동안 원죄처럼 따라다녀 늘 일종의 열등감을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과거를 참회하는 글을 여러 번 썼습니다. 그러자 4.19의거

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자신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고 

반성해 보고 싶었습니다. … 4.19때 내 나이는 겨우 사십 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서전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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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의한 가족과의 인터뷰12) 등을 토 로 그 모습의 일단을 재구성해보

기로 한다. 

Ⅱ. 식민지조선에서의 삶

1. 유소년 시절

이항녕은 1915년 7월 25일 충청남도 아산군 둔포면 둔포리에서 아버지 李
炳敏과 어머니 丁炳鎭의 장남으로 태어났다.13) 

이항녕의 아버지 이병민은, 사범학교를 다닌 적은 없지만 “강습 같은 걸 

해가지고” 둔포에서 “교원의 제일 하층교원”인 “三種訓導”를 하다가, 하나 

뿐인 아들을 교육을 받게 해서 “출세”시키기 위해 서울로 올라와서, 고리

회고록을 쓰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고 그렇다고 모처럼 우러난 반성의 마음을 그냥 내버리기가 

아까워 나의 심경을 소설이라는 형태로 써보기로 하였습니다. … 이 소설에서는 학 시절의 치사

스러운 생활태도라든가 관리 노릇 할 때의 비굴스러움이라든가 해방 후의 신념 없는 회색 지식인

의 처세를 약간의 픽션을 섞으면서 자기의 잘못을 참회하는 뜻으로 쓴 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작가의 말｣, 같은 책, 304~305면). 이 책은 ‘소설’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약간의 픽션’이 

섞여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서 인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는 측면이 없지 않지

만, 이 글에서는 이항녕의 다른 기록들과 비교하면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인용하기로 한다.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제3부 이항녕｣,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구술자료총서 2)(선인, 2001, 

이하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이 인터뷰 기록은 1994년 4월에 3차례에 걸쳐서 박성진과 이승

엽이 채록․정리한, 원고지 590여 매에 이르는 이항녕의 증언내용을 있는 그 로 옮겨 놓은 것이

다(정용욱, ｢지식인의 삶을 통해 본 현 의 자화상｣, 같은 책, 7․22면 참조). 이 기록은 인터뷰 

내용을 구어체 그 로 옮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측면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고 체계적

이지 않다는 한계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이항녕의 다른 기록들과 비교하면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인용하기로 한다.
12) 2011년 3월 27일(일) 오후에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226-8번지의 자택을 방문하여 자제분들과 나

눈 화 내용.
13) 이하 이항녕의 생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소고 이항녕 선생 연보｣, 유고집, 497~503면;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친일인명사전 (친일문제연구총서 인명편 3)(민족문제연구소, 2009), 
217~218면; ｢이항녕｣, 두산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nhn?docid=764166); ｢이항녕｣, 
학술원 회원명부(http://www.nas.go.kr/member/basic/basic.jsp?s_type=name&s_value=이항녕

&member_key=10000206) 등을 비교․종합하여 기술한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모두 2014년 3월 14일에 검색한 결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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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업을 하는 “林宗相이라는 굉장히 큰 부자”의 사무원으로 일했다.14) 

어린 시절 서당에서 할아버지에게 한문을 배우고, 조금 늦은 나이인 아홉

살에 입학한 보통학교에서는 아버지에게서 초등교육을 받은15) 이항녕은, 서

울로 와서 昌信學校 6학년에 편입했고, 1929년에 시험을 쳐서 “한국사람 중

학교”로서 “시골학생들이 많이 들어”갔던 제2 공립 고등보통학교(1938년부

터 경복중학교16))에 입학했다. 사립학교인 양정이나 휘문에서는 조선역사와 

조선문법 등을 배워 “민족의식이 철저”한 학생들이 배출되었으나, 부분의 

교사가 일본인인 공립학교에 다녔던 이항녕은, “조선역사를 배운 일”도 없었

고 “한글도 제 로 맞춤법 배운 것도 아니”었다. “다른 공부 안하고, 영어, 

일본말, 수학”을 주로 공부하면서 입시준비를 해서, “학교만 들어가는 게 목

적”이었던 까닭에 “민족이라는 게 의식이 없”었다.17) 그래서 “민족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상급학교에 입학할 수 있느냐 하는 지극히 개인주의적․

공리주의적인 속물근성에 빠져 있었”다.18) 이와 같이 1915년생으로 “나면서

부터 일본사람”이었던 이항녕은 중등학교 교육과정까지를 거치며 “일본 사

람 밑에 이렇게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세뇌”되었다.19)

만주로 수학여행을 갔던 이항녕은, “중학생이 국무총리를 만”나고 선생도 

“칙사 접”을 받는 분위기 속에서,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등에 지고 半 

주인행세”를 하는 모습에 접하고서, “일본이 이기면, 아마 우리20)도 중국이

라든지 이런 데 가서 즐기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서 “그

러니까 출세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 “일본사람 밑에 있지만, 일본이 진출하

면 일본사람 다음으로, 말하자면 지배민족이 된다”라는 생각이었다.21)

14)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202~203면.
15) 이항녕, ｢나의 이력서｣, 작은 언덕에 서서, 59면.
16) 정근식 외 5, 식민권력과 근 지식 : 경성제국 학 연구(서울 학교출판문화원, 2011), 481~482면.
17)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203~208면.
18) 이항녕, ｢나의 이력서｣, 작은 언덕에 서서, 62면.
19)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208~209면.
20) 이항녕의 인터뷰에 나오는 “우리”는 부분의 경우 “나”를 의미한다. 
21)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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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성제국대학 예과 시절

“고보를 마치고 신학교에까지 갈 생각을 할 정도로 기독교에 심취”해서 

“여기저기 부흥회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서 성통곡을 하면서 

기도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던22) 이항녕은, 1934년 2월에 제2고보 5학년을 

졸업하고, 같은 해 4월에 제1고보 4학년을 마치고 온 洪璡基(1917-1986), 

文鴻柱(1918-2008) 등과 함께, 독일어를 제1외국어로 하는 경성제국 학 예

과 문과 을류에 입학했다.23) 

예과 2학년 때인 1935년에는, “손자를 빨리 보고 싶다”는 할아버지와 아

버지에 의해 “비교적 조혼을 강요당”해 “국민학교 동창생”인 姜弼嬅와 결혼

하여 학 시절에 이미 “애가 셋, 넷 됐었”다.24) 

예과 시절에는 문학에 한 열의도 이어가, 일어로 된 교우지인 淸凉이

라는 잡지에 ｢早退心理｣라는 창작과 ｢牽牛喩｣라는 희곡을 발표했고, 한국인 

학생들만 참여했던 잘씨와 金星이라는 잡지에 ｢砂上樓閣을 지으면서｣라

는 수필과 ｢누나｣라는 소설을 발표했으며,25) 1935년 예과 2학년 때는 동아

일보의 창간 15주년 기념 장편소설 특별공모에 ｢一輪車｣라는 소설로 응모

하기도 했다. 하지만 沈熏(1901-1936)의 상록수가 당선작이었던 위의 응

모에서 낙선했고, 春園 李光洙(1892-1950)에게 “심혈을 기울여” 쓴 자신의 

소설을 보여주며 비평을 청했으나, “문학적 소질도 단한 것 같지 않고, 또 

지금 사회형편으로서는 문학을 가지고서는 호구하기도 어려울 것 같으니 차

22) 이항녕, ｢나의 이력서｣, 작은 언덕에 서서, 60~61면.
23) ｢彙報－學事 入學試驗合格者｣, 朝鮮總督府官報 2164(1934.3.30.), 8면. 1934년 3월 28일자 每

日申報는 그 7면에 “城大 以下 各校 入學合格者 發表 朝鮮人學生 生徒들｣이라는 제목 아래 명단

을 실었다. 그 중 “성 예과” 합격자는 문과 갑류 37명 중 16명, 문과 을류 35명 중 15명, 理科 

70명 중 20명이었다. 문과 갑류 金濬鎭, 金得中, 李明善, 金錫亨, 朴在灄, 趙英九, 趙泰元, 甲龜鉉, 
車洛勳, 田鳳德, 金壽卿, 丁邦勳, 金錫邱, 丁海珍, 桂昌業, 金榮勳, 문과 을류 趙重鶴, 金洪吉, 崔學

善, 李恒寧, 洪淳晸, 高光學, 洪璡基, 文鴻柱, 朴容善, 李弼鉉, 金泰瑛, 申悳秀, 李昌圭, 李梓玉, 金基

燁, 이과 金鳳漢, 玄寅燮, 金永範, 金喆, 朴大均, 全炳烈, 盧敬六, 南基鏞, 金舜泰, 李鍾斗, 朴鎭泳, 
韓格富, 崔龍澤, 李祺穆, 金鍾勳, 李聖浩, 尹在英, 張德昇, 徐聲重, 金仁達. 

24)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229면.
25) 이항녕, ｢오다카 교수의 ‘법제’ 강의｣, 유고집,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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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 법학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실망스러운 평을 들었다.26)

3. 경성제국대학 법학과 시절

“성인 취급”을 받으며 “선생하고 같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와나미(岩

波)문고 등 “자유자재로 교양서적을 읽”으며 자유분방한 “질풍노도”의 예과

생활을 보낸 이항녕은, 1937년 3월 31일에 학사시험 합격증서를 받은 후,27) 

이광수는 문학에 “재질이 있다고도 하지 않고” 아버지는 “출세”하기를 바라

기도 하여,28) “취직이 잘 되고 살기에 편하다”는 “권고에 의해”,29) 같은 해 

4월에 경성제국 학 법문학부 법학과에 입학했다.30) 1939년 10월에는 일본

국 고등문관 행정과시험에 합격했고, 이듬해인 1940년 3월 31일에 경성제국

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했다.31)32) 

경성제  시절의 이항녕은 매우 성실한 학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총 21권의 강의노트를 남겼다. 강의노트의 각 권은, 기본적으로 목차와 참

고서에 이어 본문을 기재하는 순서로 되어 있고, 본문은 오른쪽 면에 교수

의 필기, 왼쪽 면에 교수의 설명을 기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필기의 

부분은 한자와 카타카나로 된 일어문이며, 면수는 각각 80-100매에 이른

다.33)

26) 이항녕, ｢나의 이력서｣, 작은 언덕에 서서, 63면. 이 글에는 동아일보 응모가 “1934년 예과 

1학년 때”의 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본문에서는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214면 등을 참조하여 

1935년으로 정정했다.
27) ｢彙報－學事 京城帝國大學豫科修了生｣, 朝鮮總督府官報 3066(1937.4.7.), 5면.
28)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221~225면.
29)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236면.
30) ｢彙報－學事 入學許可｣, 朝鮮總督府官報 3093(1937.5.11.), 4면.
31) ｢彙報－學事 學士試驗合格｣, 朝鮮總督府官報 3963(1940.4.9.), 7면. 이 관보에는 이항녕은 창씨

명 “延原光太郞”으로 기재되어 있다. 
32) 경성제국 학의 교수 및 강좌제, 학생들의 입학과 졸업에 관해서는 정근식 외 5, 앞의 책, 제2부 

및 제3부 참조. 또한 이충우․최종고, 다시 보는 경성제국 학(푸른사상, 2013)도 참조.
33) 羅馬法(船田), 경제(四方), 경제 경제원론(靜田), 경제정책 제2부 (상공정책) (靜田), 국제공법(祖

川), 금융론(鈴木), 동양사, 논리학, 법리학(尾高), 법제(尾高), 개설서양사(1)(名越), 서양사(2), 심리

(1), 심리(2), 일본법제사(內藤), 재정학(小田), 정치학(戶澤), 철학, 헌법(淸宮), 형법(不破; 총론), 
형법(不破; 각론). 이 노트들은 서울 학교 법학전문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최종고 서울  명

예교수의 배려로 입수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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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시절에 있어서의 법률공부는 비록 고문 준비가 주목적이기는 하였지

만 그러나 법학 그 자체의 학문적 가치도 아울러 이해해보려는 노력은 버리

지 않으려고 애는 썼다”라고 하는 이항녕은, 홍진기, 문홍주, 田鳳德(1910- 

1998), 桂昌業(1916-1999) 등과 함께 법률연구회를 조직하여 매주 정기적으

로 토론회를 가지기도 했다.34) 그리고 “학부에 들어와서 법학교수들의 강의

를 듣고 나서는 그 의젓한 태도와 자유스러운 입장이 부러워져서 나도 장차 

학교수가 되어 보았으면 하는 엉뚱한 야심”을 가져 보기도 했다.35) 

교수들에 한 상세한 평가 또한 경성제  법학과 학생 이항녕의 성실성

을 보여준다.36) 특히 헌법교수 키요미야 시로오(淸宮四郞; 1898-1989)가, 

통치권이 일본의 천황에게 있다고 하는 ｢ 일본제국헌법｣ 제1조의 규정은 

“기존의 사실을 천명한 것이라고 역설”한 것은, “법은 사실이 아니라 규범이

라고 하는, 그가 속한 켈젠학파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서, 말하자면 소

신을 버리고 시류에 영합한 것”이라고 갈파한 것은 실로 적확한 이해라고 하

지 않을 수 없다.37)

4. ‘은사’ 오다카 토모오

하지만, 경성제  시절의 이항녕에게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교

수는 오다카 토모오(尾高朝雄; 1899-1956)였다. 

이항녕의 회고록인 ｢학창 30년｣의 첫 번째 글은 ｢오다카 교수의 ‘법제’ 강

의｣였다. 그 글에서 이항녕은, 오다카를 토오쿄오제 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다시 쿄오토제 에서 철학을 전공했으며 “독일에 유학하여 현상학과 Hans 

Kelsen의 순수법학을 공부하고 돌아”왔고, “국가구조론이라는 저서로 법

학박사의 학위”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단히 유창”한 강의를 한 교

34) 이항녕, ｢고문준비와 학문｣, 유고집, 79․77면.
35) 이항녕, ｢조국의 정신과 법률｣, 유고집, 54면.
36) 이항녕, ｢조국의 정신과 법률｣; ｢이론학파와 현실학파｣;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생각나는 교수

들｣, 유고집, 54~74면.
37) 이항녕, ｢조국의 정신과 법률｣, 유고집,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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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소개하고 있다.38)

이항녕이 오다카와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예과 3학년 때인 1936

년에 오다카의 ‘法制’ 강의를 들으면서, 오다카가 자신은 교육상의 필요에서 

강의에서 절충설이나 종합설을 취하지만, 학생들은 “덮어놓고 교수에게서 배

운 로만 써서 아첨”하지 말고, “좀 더 과감하게 교수를 비판”하기도 하면서 

“진리를 찾기에 충실하라”라고 하는 말을 듣고, “한번 시험해보리라고 결심”

하고서, 1학기 시험 때 “과격한 어조”로 “무릇 학자가 된 사람은 절충설을 

가지고 어물어물 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심에 따라 오직 하나의 진리에 

충실하여야 한다고까지 덧붙”여서 오다카를 비판하는 답안을 써낸 일이었다. 

이항녕으로서는 “낙제가 될 것을 각오하고 한 번 장난을 쳐본 것”이었는데, 

2학기 첫날 오다카가 “이항녕이란 학생이 누구냐? 좀 보고 싶으니 앞으로 

나오라”라고 하여 겁에 질려 나갔더니, 오다카는 의외로 “군의 답안은 단

히 훌륭하다. 상으로 이것을 준다”라며, “‘사람이 사람다움은 사람과 사람과

의 결합에 있다’는 Gierke의 말이 독일어로 적혀” 있는, Gierke의 사진이 들

어 있는 카드를 주었다. 게다가 오다카는 그 날 저녁 이항녕을 “자기 집으로 

불러서 비싼 술과 맛있는 음식으로 접 하여 주었고 올 때에는 택시까지 잡

아 주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學緣은 이때에 맺어졌”고, 이항녕은 이

후 오다카와 “ 단히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39)

이항녕은 법학과로 진학한 후에도, “법학과 학생들이 개 고문 과목이 아

닌 법철학을 경원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1학년생으로서 오다카의 ‘법철학’ 

강의를 수강했고, 3학년 때에는 졸업에 필요한 단위를 전부 취득한 상태에서 

오다카의 ‘국가원론’ 강의를 수강하여 오다카로 하여금 “과잉청강에 감탄”하

게 만들었다. 오다카의 특별 우에 해 “어떻게 하면 그에게 보답할 수 있

을까 하고 생각하던 끝에,” 그의 박사학위논문인 국가구조론을 정독한 후, 

그 책을 “비판하는 一大論文을 작성하여 오다카 교수에게 바”치기도 했다. 

또 아래에서 살펴보는 ｢肇國의 정신과 국체｣를 집필할 때에도 오다카의 학

38) 이항녕, ｢오다카 교수의 ‘법제’ 강의｣, 유고집, 40면.
39) 위의 글, 4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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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많이 이용”했고,40) 그 논문의 당선에 관한 소감을 말할 때도 오다카 

도움에 사의를 표하기도 하여 오다카와 “ 단히 아주 더 가까워졌”다.41) 그

리고 이러한 친 한 관계로 인해, 취직을 할 때도 오다카로부터 도움을 얻었

다.42) 또한 이항녕은, “한국인에게는 학교수 자리를 주지 않는다는 일제의 

정책”을 알지 못한 채, “오다카 교수와 친근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학문적 

업적을 내서 그에게 인정을 받으면 학교수가 될 수도 있으려니 하는 어리

석은 생각”을 하기도 했다.43) 

경성제  예과 입학과 법학과 진학이 이항녕보다 각각 1년 늦었던 황산덕

은, 자신은 국가학 강의를 들으면서 리포트를 쓰면서 “다른 일로 바빠서 어

떤 교수의 저서를 그 로 베껴서 제출”했더니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다”라는 오다카의 혹평이 돌아와 부끄러웠다고 하면서, “반면에 교수님은 

이항녕을 무척 사랑하셨다. 이리하여 강의실에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 ‘리

꼬네이와 리꼬네이(이항녕은 영리하구나).’ 물론 이것은 李형의 이름을 가지

고 재치를 부려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고 회고한다.44) 황산덕의 회고

에 담긴 오다카의 이항녕에 한 평은 일본어로는 ‘李恒寧は利口ねい’이다. 

오다카는 ‘李恒寧’의 일본식 독음(りこうねい)과 ‘영리하구나’라는 의미의 일

본어 ‘利口ね’의 독음(りこうね)이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재치를 부려본 

것”일 터인데,45) 이항녕에 한 오다카의 특별한 애정을 보여주는 일이었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0) 이항녕, ｢‘국가구조론’｣, 유고집, 49~53면.
41)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243면.
42) 이항녕, ｢사치스러운 고민｣, 유고집, 85~89면.
43) 이항녕, ｢조국의 정신과 법률｣, 유고집, 54면.
44) 황산덕, ｢원로 교우기｣, 翠玄 황산덕 박사 유고집 편찬위원회, 翠玄 황산덕 박사 유고집 법과 사회

와 국가(방문사, 1991), 45면. 
45) 다만, 황산덕은 “영리하구나”라는 표현을 오다카가 “리꼬네이”라고 했다고 적고 있지만, ‘利口ねい’

는 일본어 표현으로서는 어색하다. 문법적으로 가능한 표현은 ‘利口ね’이다. 추측컨 , 오다카가 李
恒寧의 일본식 독음 ‘리코오네에’(りこうねい; 일본어 발음에서 ね 다음에 い가 따라올 경우 ね의 

모음인 ‘에’가 장음으로 발음된다)를 흉내내어 ‘利口ね’의 ね의 모음인 ‘에’를 길게 발음한 것이 아

닌가 생각된다. 덧붙여서, ‘영리하구나’의 문법적으로 보다 정확한 일본어 표현은 ‘利口だね’이다. 
이에 관해서는 도오시샤(同志社) 학의 오오타 오사무(太田修) 교수로부터 조언을 얻었다. 이 자

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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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카와의 교류는 이항녕이 학을 졸업한 후에도 이어졌다. 오다카는 아

래에서 살펴보는 이항녕의 군수 시절에도 “實定法秩序論이라는 大著를 기

증해주면서 옛날 학생 시절과 같은 비판을 바란다는 편지까지” 보내기도 했

고,46) “자주 격려의 편지를 썼으며 전시에 관리 노릇하는 것을 동정하기도” 

했다.47) 광복 이후에도 서신 왕래가 있었으며, 1955년에 이항녕이 법철학

개론을 출판하여 보냈을 때에는, “법을 거시적으로 본 것이 특색”이라는 평

과 함께 번역해서 출판할 작정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오기도 했다.48) 

이와 같이 오다카는 이항녕에게 “처음으로 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준 스승”이었다.49) 물론 이항녕은 오다카에 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거두지 않았다. 한 때 “자유주의자로 알려져 있었”고, “한국인 학생들

과 즐겨서 술을 나누”면서 “취중에는 천황을 거침없이 비판하기도 했”던 오

다카50)가, “중일전쟁이 터지자 맹렬한 국가주의자가 되어 군국의 륙침략

을 합리화시켜주어 왕년의 자유주의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으

며,51)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상당히 반동적으로 되어서 학생들에게

46) 이항녕, ｢국가구조론｣, 유고집, 53면.
47) 이항녕, ｢오다카 교수의 별세｣, 유고집, 143면.
48) 위의 글, 142~143면. 필자가 2013년 2월 13일 오다카 토모오의 차녀인 히사토메 토모코(久留都茂

子) 전 토오쿄오 女學館短期大學 학장의 토오쿄오 자택을 방문했을 때, 그녀로부터 이항녕이 오다

카의 부인인 오다카 사키코(尾高咲子) 앞으로 보낸 1979년 7월 27일자 자필 편지를 얻었다. 봉투

의 뒷면에는 홍익 학교의 주소에 이어 “총장 이항녕”이라고 인쇄되어 있고, 앞면에는 주소는 없이 

“尾高咲子 女史”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이항녕이 홍익 학교 총장 시절 인편으로 보낸 편지

인 것으로 보인다. 편지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존경하는 오다카 사키코 부인 / 실로 오랫만에 

소식을 올립니다. 소생이 학생 시절 선생의 을 여러 번 방문하여 폐를 끼친 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학을 졸업하고 나서 시골의 관리가 되었을 때, 선생은 일본으로 돌아가셨고, 그 후 

여러 번 서신 왕래는 있었지만, 그 후 직접 뵐 기회는 없었습니다. 소생은 終戰 후 학교수가 되어 

법철학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만, 1995년에 법철학개론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여 선생께 보

냈을 때, 선생은 그것을 번역하겠다는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후 곧 페니실린 쇼크로 서거하셨습

니다. 이 얼마나 통한스러운 일입니까? 그 후 일본에 갈 기회가 있었으나 연락을 취하지 못했습니

다만, 항상 선생의 은혜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후 宋堯勝씨로부터 연락이 와서 편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근황에 관해 잘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다니 무엇보다 다행입니다. 
일간 소생이 일본에 갈 기회가 있으면 꼭 찾아뵙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 
1979.7.27 / 이항녕 頓首.” 또한 위의 편지를 독해함에 있어서는, 박병호 서울 학교 명예교수로부

터 가르침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려 두 분께 감사드린다.
49) 이항녕, ｢오다카 교수의 별세｣, 유고집, 143면.
50) 위의 글, 144면.
51) 이항녕, ｢‘국가구조론’｣, 유고집,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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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군국주의의 앞잽이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한다”52)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

지만, 이항녕의 결론은 “어찌되었든 간에” 오다카는 “나의 은사임에 틀림없

고, 그에게서 받은 학은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었다.53)

5. ‘지사파’와 ‘시류파’

경성제  학생 이항녕은 ‘時流派’로서 끊임없이 ‘志士派’에 해 신경을 썼

다.54) 이항녕에게 지사파는 “ 학에 들어간 것은 민족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취직할 

의사를 갖지 않고 일평생 민족을 걱정하는 애국지사로 보낼 각오를 하던 사

람”이고, 시류파는 “ 세에 순응하여 적당한 취직처나 마련하여서 평생을 평

범하게 지내자는 사람”이었다. 지사파는 시류파를 “자기 일신의 영화나 생각

하는 사람이요 민족을 배반하고 의를 모르는 소인배라고 責”했고, 시류파

는 지사파를 “僞善者”라고 부르며, “취직을 하지 않아도 좋은 처지에 있으니 

그렇지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고 현실을 무시하라”라고 하며 “겉으로는 

호언장담하지만 그 내막에 있어서는 더욱 비열한 사람들이라고 응수”했

다.55) 하지만 시류파의 한사람으로서 “ 의명분 쪽에 서질 못하고, 자기의 

입신출세를 생각”하는 “무사상적인 상태에 있던 학생”이었던 이항녕은, “수

치심”, “거부감”, “반항심”, “일종의 복수심리”를 느끼면서도, “열등감” 때문

에 “그 앞에 가서는 꼼짝을 못”했다.56) 지사파가 “고시준비를 하는 걸 아주 

천시”하여 “ 놓고 ‘자식아. 일본놈들 밑에서 그만큼 고생하고, 또 앞잡이 될

라고 시험을 준비해?’”라고 질타하는데도 “그 앞에 가서는 ‘집안 형편상 할 

수 없어서. 양해해 달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52) 이항녕, ｢오다카 교수의 별세｣, 유고집, 144면.
53) 위의 글, 144면. 식민지조선에서의 경험과 연결된 오다카의 법사상에 관해서는, 김창록, ｢오다카 

토모오(尾高朝雄)의 법사상－오다카 토모오와 식민지조선－｣, 법사학연구 46(2012) 참조.
54)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에 실린 인터뷰의 첫머리에 나오는 언급이 바로 지사파와 시류파에 한 

것이다. 같은 책, 199면. 그리고 지사파와 시류파의 비는 이항녕의 많은 글들에 등장한다.
55) 이항녕, ｢법학과 1류｣, 유고집, 45면.
56)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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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은 못했”다. “ 항은 못하고 비굴하게 그 앞에서 지냈”다.57)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립 고등보통학교를 다닌 탓에 “민족의식이라는 

것이 뚜렷하지 않”아, “한반도가 일본제국의 한 식민지 노릇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존사실이라고 체념되었고 이러한 일본적 질서에 적응하여 살아 나

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이항녕에게도, “ 학 예과에 들어가

게 되면서 민족적 의식이라는 것이 치솟”기도 했다. 그 원인은 韓日共學이었

던 고보에서 느낀 “일본인 학생의 턱없는 우월감”과 함께, 사립 고보를 다닌 

“한국인 학생들이 고취하는 민족의식”이었다. 무엇보다 고보를 다닐 때 이미 

한국사와 한국문학을 배워 “한국문화에 한 애착과 일본인에 한 항거의

식이 농후”했던 사립 고보 출신 한국인 학생들은 예과 시절부터 “리더”가 되

어, 매주 일요일 등산을 주도했으며, 그 때 “이광수 씨나 이극로 씨 같은 민

족주의자를 모시고 가서 그들로부터 한국역사나 한글 강의를 듣기도” 한 것

이 중요한 계기였다. 그 과정에서 이항녕은, “고등보통학교 시절에는 당연한 

것으로 느껴지던 일본적 질서에 해 회의”를 가지게 되었으며, “법학이라는 

것은 그 일본적 질서를 정당화시키는 학문이요, 또 법학으로 호구를 한다는 

것은 그 일본적 질서에 기생하고 아부하는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법학과

로 진로를 정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58)

하지만, 결국 집안이 가난한 시류파 이항녕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우선 살

아야겠다. 이게 급선무지. 민족이다, 무슨 독립이다, 이런 것은 제2”였다. “가

족들 먹여 살려야” 했고, “집안에서 부모들이 자꾸 출세하라고” 하니 “그냥 

무난하게 살기 위해서 일제 체제에 순응해 들어”갔다.59) 임시정부도 모르고 

이승만과 김구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마적 떼로

만 알고” 있었던 이항녕은, “독립한다는 생각은 해본 일도 없고, …그 체제 

하에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출세하려고” 했다. “만약, ‘독

립을 한다’, ‘독립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주저”했을 터이나, “주저가 

57)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218면.
58) 이항녕, ｢법학과 제1류｣, 유고집, 44~45면.
59)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201~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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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의례 출세를 하려면 그 체제 하에서 출세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삶을 이어갔던 것이다.60)

Ⅲ. ｢肇國의 정신과 법률｣ 

1. 사법대신 논문상 당선

1938년 11월 5일자 京城日報 석간은 그 2면에 이항녕이 사법 신 논문

상에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는 총 3단의 기사를 그의 사진과 함께 실었

다.61) 기사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60)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218면.
61) ｢法相懸賞論文に 城大生(法科二年)當選 肇國の精神と法律に｣, 京城日報(夕刊) 1938.11.5, 2면. 

이 신문 1면에는 “황군 장성 당당하게 한구에 입성(皇軍將星堂々漢口に入城)”이라는 제목의 기사, 
2면에는 “‘황거 요배’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 조선신궁이 신역으로 / 황거의 방향을 가리키는 요배

비 건립(皇居遙拜の聲に應じて／朝鮮神宮神域に／皇居の方向を示す遙拜碑建立)”, “조선군 보도

부 / 설전부 를 편성 / 전 조선에 파견하여 여론 지도(朝鮮軍報道部／舌戰部隊を編成／全鮮に派

遣輿論指導)”라는 제목의 기사도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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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相 논문상에 

城大生(법과 2년) 당선

肇國의 정신과 법률로

[토오쿄오電話] 사법성에서는 우리 國體를 明徵하게 함과 동시에 일본 법학의 

확립을 기할 목적으로 일전에 ｢조국의 정신과 법률｣이라는 주제 아래, 사법 신 

현상논문을 일반으로부터 모집했는데, 지난 9월 15일 마감일까지 응모논문이 126

편에 이르렀다. 심사위원 미나가와(皆川) 전 토오쿄오 공소원장, 코무라(小村) 토오

쿄오 공소원장, 三*(판독 불가 : 필자) 심원 차장검사, 카미야(神谷) 심원 부장

판사, 이와무라(岩村) 사법차관 등 5명이 심사한 결과, 5명이 당선, 메이지(明治)節

을 택하여 발표했다. 상품 수여식은 오는 7일 오후 2시 법상 관저에서 거행될 것이

다. (조선관계 부분은 아래와 같다) 사법 신 현상논문 입상자 3등 (상금 100원) 

조선 京畿府 昌信町 131의 22 경성제  법문학부 2년생 이항녕

당선자 이항녕군 “二重의 기쁨”

이항녕군은 경복중학 출신, 올해 24세의 신진학도로서, 城大 법문학교실로 同君

을 찾아가자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로, 당선이라니 의외입니다”라고 기뻐서 얼굴

을 빛내며 아래와 같이 말한다. “비상시를 맞아 무기는 잡지 못하더라도 국민으로

서 정신적인 협력에 기여했고, 조선인으로서 이러한 논문을 제출하여 당선되었다

는 점에서 두 배의 기쁨을 느끼며, 앞으로 더욱 훌륭한 皇國臣民으로서 법연구에 

정진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단한 것이 아니지만 정신만은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

다고 생각하며, ‘법철학적 고찰’이라고 부제를 붙였고, 전부터 지도해주신 오다카 

선생께 많은 도움을 얻었고, 종래의 여러 학설을 분쇄하고 담한 異說을 세워, 

법의 근거를 신앙, 감정, 지식, 의사 등 네 종류로 나누고, 신앙법에 있어서 神道를, 

감정법에 있어서 忠孝의 道를, 지식법에 있어서 維新의 원리를 논하고, 황국신민으

로서 법률을 논했습니다.”

오다카 교수 “매우 유쾌”

애제자 이항녕군의 기쁨을 성  법문학부 오다카 토모오 교수도 자신의 일인양 

기뻐하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두뇌가 명석한 수재는 많이 있지만, 李君은 더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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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과시 부터 스스로 사색하는 진취적인 능력을 가진 逸才로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도 다룰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로운 남자다. 단지 본인의 명예일 뿐만 아니라, 

학으로서도 큰 기쁨이지만, 李君에게 이 명예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조선의 학도

가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에 불 타 국체 명징의 법률론으로 당당하게 명예로운 

입선을 한 것은 매우 유쾌한 일이다.”

法曹會雜誌에 따르면, 이 사법 신 현상논문은 “쇼오와(昭和)의 聖代, 

國威가 실로 융성한 이때에, 국체를 더욱 더 명징하게 함과 동시에 실로 우

리 국체의 진수에 부합하는 일본 법학의 확립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 아래” 

모집한 것으로서, 응모논문 126편에 해 미나가와(皆川) 전 토오쿄오 공소

원장 등의 심사위원들이 심사하여 “11월 3일, 경사스러운 메이지절62)에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었다.63)

1등 입상자 테즈카 요시아키(手塚義明)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중학교 교

사와 교장을 거쳐 당시 일본적십자사 參事로서 청소년적십자 과장의 직에 있

던 인물이고, 2등 입상자 카지타 미노루(梶田年)는 토오쿄오제국 학 졸업 

후 지방재판소와 공소원의 판사 및 판사부장을 역임하고 1933년부터 심원

판사의 직에 있던 인물이고, 3등 1석 입상자 무라이 토오쥬우로오(村井藤十

郞)는 도오시샤(同志社) 학의 법학교수(상법 및 英法 담당)를 거쳐 만주국 

건국 학 촉탁으로서 동양학연구소장의 직에 있던 인물이며, 3등 2석 입상

자 후세 야스케(布施彌助)는 와세다 학 법학부 학생이었다.64)

이항녕은 경성제  법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3등 3석’을 입

상했는데, 1등부터 3등 1석까지의 입상자가 중견 법률가 혹은 법학교수였고, 

3등 2석으로 입상한 후세도, 와세다 학 학생이기는 했지만, 그 전 해에 帝國

學士院의 로마법에 관한 현상논문에 그리고 같은 해에 와세다 학 恩賜賞 

62) 메이지 천황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1927년 제정된 휴일로서, 당시 紀元節(2월 11일. 진무[神
武] 천황 즉위일), 四方節(1월 1일), 天長節(4월 29일. 천황탄생일)과 함께 4  명절 중 하나였다.

63) ｢雜報 司法大臣懸賞論文入賞者發表｣, 法曹會雜誌 16-12(1938.12), 121면.
64) 위의 글, 121~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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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 당선되는 등 현상논문에 당선된 일이 5회나 있었다고 하니,65) 식민

지조선의 학생 이항녕의 당선은 경성일보가 특필할 일이었다고 할만하다.

2. ‘수치스러운 영광’

그런데 이 일에 한 이항녕의 회고는 사뭇 담담하며, 보기에 따라서는 사

무적이기까지 하다. 

이항녕은 1967년 4월에 출간된 法政 제202호에 자신의 당선논문의 제

목 “조국의 정신과 법률”을 그 로 글의 제목으로 뽑은 ｢학창 30년｣ 네번째 

연재 글에서 이 일에 해 기록하고 있다. 이항녕에 따르면, 고등문관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그 헌법위원인 카케이 카쯔히코(筧克彦), 쿠로다 사토루(黑田

覺), 사토오 우시지로오(佐藤丑次郞)의 책으로 공부하다가, “이 기회에 나의 

법률과 국가와 헌법에 관한 지식을 한번 정리해 보고 싶었고 또 이런 논문에 

당선되면 실력을 인정받아 장래에 유조하리라고 생각”하여 “2학년에 진학할 

무렵”에 사법 신 현상논문에 응모했다.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4백자 원고

지로 100매를 써서 일본사법성에 보냈”고, 주로 참고한 책은 오다카의 ｢법철

학｣, ｢국가구조론｣, 카케이의 ｢ 일본제국헌법의 根本義｣, 쿠로다의 ｢일본헌

법론｣, 난바라 시게루(南原繁)의 ｢기독교의 神國과 플라톤의 국가이념｣ 등과 

불교․기독교 등의 종교관계 서적 등이었다.66) 그런데 “가을의 어느 날” 학

교에 나갔더니 “당시 조선총독부 기관지인 ｢경성일보｣의 기자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현상논문에 당선되었으니 소감을 말하라’하기에 오다카 교수로부

터 지도받은 덕이 크다고 했”는데, 그날 석간에 사진과 소감 그리고 오다카 

교수의 담화까지 실려 적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상금으로 백원을 받았

고 나의 논문은 일본사법성 기관지 ｢법조회잡지｣에 연재되었다가 나중에는 

다른 당선자의 논문과 함께 사법성에서 단행본67)으로 출판해 주었다.” 그리

65) 위의 글, 122면.
66) 이항녕, ｢조국의 정신과 법률｣, 유고집, 58면.
67) 法曹会編, 司法大臣懸賞論文 : 肇國の精神と法律(法曹会,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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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당시의 성 총장이던 하야미 히로시(速水滉)로부터 “당선축하로 ｢철학사

전｣을 선사받았다.”68)

또한 이항녕은 1994년의 인터뷰에서도, “그 때는 일본의 高文을 치는 데” 

헌법 시험위원인 카케이가 “헌법이 아니라 일본의 국사라고 할까, 일본정신

이라고 할까, 그걸 시험을 내”었기 때문에, “헌법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본정

신을 공부해야” 했고, “공부하는 김에” “소위 일본정신” “일본의 皇道”를 정

리했기 때문에, “시험상으로 내 한번 응모를 해 본 거”라고 언급한 후, 그 

이상의 특별한 논평 없이 그 논문을 통해 오다카와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

다는 이야기로 옮겨가고 있다.69)

물론 이항녕은 그 일의 부정적인 측면에 해서도 기록을 남기고 있다. 즉 

그는, “당선이라고 해야 겨우 삼등으로 된 것에 불과했으나 당선자 가운데 

심원 판사(梶田年씨) 동지사 학교수(村井藤十郞씨) 등의 거물이 있어서 

학생으로는 제법 권위가 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때 신문이 적으로 떠

들썩해 준 것은 소위 국체명징에 한국인 학생이 참가하였다고 하여 이것을 

소위 내선일체 정책에 이용하자는 저의였던 것 같다”라며 일제의 저의를 짚

었고, “내가 현상논문에 당선된 기사를 읽고 지사파에 속하는 학우들이 나를 

불러내어 ‘민족을 모욕하고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협력한 민족반역자’라고 낙

인찍고 거의 절교선언을 하다시피 하였다. 현상논문에 당선된 것은 나에게 

긍지보다는 오히려 고민을 가져왔다. 말하자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영광’이

었다”라고 회고하기도 했다.70) 

그와 같이 “수치스러운 영광”을 가져다 준 그 논문의 내용을, 이항녕은 이

렇게 요약했다. 즉, “‘조국 정신’이란 곧 ‘고유 신앙’이라고 했다. 카케이 씨가 

역설하는 신도가 일본의 조국 정신인 것 같이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조국 정

신인 국가가 많고 동양에서는 불교가 조국 정신인 국가가 많다고 하고 법은 

조국 정신(신앙)의 기반 위에 자연법(도덕)의 과정을 거쳐서 실정법으로 발

68) 이항녕, ｢조국의 정신과 법률｣, 유고집, 59면.
69)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241~243면.
70) 이항녕, ｢조국의 정신과 법률｣, 유고집, 59면.



168   法史學硏究 第49號

현하는 것이라고 하고, 이 논문에서는 주로 일본의 신도(이것은 샤머니즘의 

일본적 형태이다)와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 검토했다”라는 것이 그것이다.71) 

또한 이항녕은, 이광수를 가끔씩 찾을 때면 “늘 법화경을 읽고 있”으면서 

“종교를 권했”던 일도 있어서 “철학에서 차차 종교로” 관심이 옮아가던 시절

에, “어쩐지 인간을 이해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힘이 법보다는 도덕, 도덕보다

는 종교가 강하다고 생각되어 당시의 일본국민을 단결시키고 있는 원동력은 

법률이 아니라 그들의 고유 종교인 신도라고 생각되”었고, 그래서 “종교와 

국가의 관계”를 논하여 본 것이 위의 논문이라고 회고하기도 했다.72) 

1939년 8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나뉘어 법조회잡지에 실린 이항녕

은 논문73)은, 략 그의 설명과 같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그런데 ‘조선인’

이 쓴 논문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일어로 되어 있고,74) “법철학적 

고찰”이라는 부제를 붙여 “종래의 여러 학설을 분쇄하고 담한 異說을 세워” 

자신의 논지를 전개했다고 하는 이 논문의 결론은 아래와 같은 것이었다. 

3種의 神器75)는 肇國의 정신의 상징이며, 일본정신의 표상이다. 神鏡에 나타난 

感情法, 神珠에 나타난 知識法, 神劍에 나타난 意思法은, 더 이상 상징으로는 표현

할 수 없는 단지 신념과 체험만에 의해서만 체득되는 信仰法으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법은, 단지 모든 기존의 범주로부터 벗어나, 오직 신의 

뜻 그 로 신을 받듦으로써 신에게 귀일할 때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만 우리 國體가 만방의 으뜸인 이유와 우리 國法이 東西에 비할 데 없이 훌륭

71) 위의 글, 59면.
72) 이항녕, ｢나의 이력서｣, 작은 언덕에 서서, 65면.
73) 李恒寧, ｢司法大臣懸賞論文 肇國の精神と法律[三等三席]｣, 法曹會雜誌 17-8․17-9․17-10(1939.8․

1939.9․1939.10).
74) 2009년 8월 1일 토오쿄오 학 교양학부 코마바(駒場) 캠퍼스 2호관 308호에게 개최된 ‘제국일본과 

식민지 학’ 프로젝트의 발표회에서, 토오쿄오 학 이시카와 켄지(石川健治) 교수는 ｢오다카 토모

오에 다다른 여정(尾高朝尾にたどり着いた道程)｣이라는 제목의 필자의 발표에 해 커멘트를 하면

서, 이항녕의 논문은 “100% 일본인의 논문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참고로 위 프로젝트의 결과

물로서, 酒井哲哉․松田利彦 編, 帝國日本と植民地大學(ゆまに書房, 2014) 참조.
75) 일본의 신화에서, 天孫降臨 때에 니니기노미코토(瓊瓊杵尊)가 아마테라스 오오미가미(天照大神)에

게서 받았다고 하는 거울과 구슬과 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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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유를 알게 되어, 우리는 더욱 皇國에서 태어난 행복을 절실하게 통감하고, 

그리하여 한 목숨 바쳐 君國에 봉사하지 않을 수 없는 간절한 애국의 마음에 불타

게 될 것이다.76)

위의 경성일보 인터뷰에서, 이항녕이 “비상시를 맞아 무기는 잡지 못하

더라도 국민으로서 정신적인 협력에 기여했고”, “황국신민으로서 법률을 논

했”다고 하고, 오다카가 “조선의 학도가 皇國臣民으로서의 자각에 불 타 國

體明徵의 법률론”을 전개했다고 평하고, 또 이항녕 자신이 “민족을 모욕하고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협력한 민족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힌 “수치스러운 영

광”이라고 회고한 이유가 여기에서 발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창씨개명

1. 경성제국대학 학생 최초의 창씨개명

이항녕은 1940년 3월 노부하라 미쯔타로오(延原光太郞)로 창씨개명했다. 

3월 4일에 경성부윤에게 신고를 했고, 3월 12일에 허가를 받았는데, 이것은 

경성제  학생으로서는 최초의 창씨개명 사례였다.77) 

식민지조선에서의 창씨개명은, 1939년 11월 10일 공포되어 1940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 및 제령 제20호 

｢조선인의 氏名에 관한 건｣에 따라, 이른바 ‘皇紀 2600년 紀元節’인 1940년 

2월 11일부터 같은 해 8월 10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이항녕

이 신고를 한 3월 4일은 그 실시 시작 후 만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으

76) 李恒寧, ｢司法大臣懸賞論文 肇國の精神と法律[三等三席]｣, 法曹會雜誌 17-10(1939.10), 146면.
77) ｢創氏ニ關スル學生間ノ不祥事件ニ關スル件｣(地檢秘 1227), 1940.3.23., 昭和一五,六年 思想ニ關ス

ル情報. 이하 이 글에서의 이 문서철로부터의 인용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에서 검색한 결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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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신고 건수도 매우 적었던 시점이었다. 미야타 세쯔코(宮田節子)의 분석에 

따르면, 식민지조선의 호적 총수 4,282,754호 중 8월 10일까지 창씨를 신고

한 호수는 3,200,116호로 그 비율은 79.3%이지만, 2월에 신고한 호수는 

15,746호로 그 비율은 0.36%에 불과했다.78) 게다가, 경성제  학생으로서는 

이항녕이 처음으로 창씨개명을 했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그의 창씨개명은 

매우 빠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항녕의 창씨명의 유래에 관해서는 작은 언덕에 서서의 머리말에 나오

는 자신의 雅號에 관한 기술이 주목된다. 이항녕에 따르면, 그의 아호인 “작은 

언덕(小皐)”은, 그의 아버지가 집안의 선조로서 조선시 에 楊洲牧使를 지냈

고 “인간성이 풍부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 “바다 언덕(海皐)이라는 아호를 

가지신 光庭이라는 어른”을 본받으라고 하여 지어준 것이다.79) 여기에서 언

급된 이광정(1552-1672)은, 조선시  선조 에서 인조 에 걸쳐 호조판서․

공조판서․한성부윤․예조판서․ 사헌․이조판서 등을 지냈고, 1604년에

는 扈聖功臣 2등에 책록되어 延原君에 봉해지기도 했던, 연안 이씨 太子詹事

公派의 존경받는 인물이다.80) 

이러한 사실로부터, 이항녕의 창씨명 중 延原은 이광정의 봉호에서 따온 

것이고, 光太郞은 이광정의 이름에서 光자를 太子詹事公派에서 太자를 따오

고 일본식 남자인명의 끝에 통상 사용되는 郞자를 끝에 붙인 것이 아닌가라

고 추측해볼 수 있다. 참고로 延原이라는 씨를 가진 혹은 光太郞이라는 명을 

가진 유명 일본인은 발견되지 않는다. 

78) 宮田節子․金英達․梁泰昊, 創氏改名(明石書店, 1992), 79면. 창씨개명에 관해서는 또한 金英達, 
創氏改名の硏究(未來社, 1997); 水野直樹, 創氏改名－日本の朝鮮支配の中で－(岩波書店, 2008)
도 참조.

79) 이항녕, ｢머리말｣, 작은 언덕에 서서, 13면.
80) ｢이광정｣, 한국민족문화 백과사전 (http://people.aks.ac.kr/front/tabCon/ppl/pplView.aks?ppl

Id=PPL_6JOb_A1552_1_0009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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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광수의 창씨개명

한편, 이항녕이 존경했고 시종 친 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광수는, 식민지

조선에서 창씨개명 신고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인 1939년 12월 12일자 경성

일보에 일찌감치 창씨개명의 결의를 밝혔으며,81) 창씨개명 실시 첫 날인 

1940년 2월 11일에 카야마 미쯔로오(香山光郎)를 창씨명으로 하여 신고했다. 

이광수는, 자신의 창씨개명에 관해 “내가 香山이라고 氏를 創設하고 光郞

이라고 日本的인 名으로 改한 動機는 惶悚한 말슴이나 天皇의 御名과 讀法

을 갓치하는 氏名을 가지자는 것이다”82)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지금으로

부터 二천六백년 신무천황(神武天皇)옵서 어즉위를 하신 곳이 강원(橿原)

인데 이 곳에 잇는 산이 향구산(香久山)입니다. 깁흔 이 산 일흠을 씨로 

삼어 ‘향산’이라고 한 것인데 그 밋헤다 ‘광수’의 ‘광’자를 붓치고 ‘수’자는 내

지식의 ‘랑’으로 고치어 ‘향산광랑’이라고 한 것입니다”라고 밝히기도 했

다.83) 1939년 11월 9일 제령 제20호 ｢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 제1조에는 

“御歷代 御諱 또는 御名은 氏 또는 名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 

후자가 보다 설득력이 있는 설명일 것이지만, 어쨌든 이광수는, “나는 天皇

의 臣民이다. 내 子孫도 天皇의 臣民으로 살아갈 것이다. 李光洙라는 氏名으

로도 天皇의 臣民이 못 될 것이 아니다. 그러나 香山光郞이 조곰더 天皇의 

臣民다웁다고 나는 밋기 때문이다”84)라며 앞장 서 창씨개명을 한 것이었다.

이광수의 창씨개명에 관해서는, 그것이 ‘위장 친일’ 혹은 ‘거짓 친일’이다

라는 주장이 있다. “춘원은 조국 광복의 큰 잔치가 벌어질 미래를 확신하고 

민족보존을 위해 위장 친일 전략을 수립, 창씨개명을 솔선수범했다”85)라는 

이원모의 주장이 그것이다. 이원모에 따르면, “‘향산’은 묘향산에서, ‘광’은 

81) ｢半島文壇の大御所 李光洙さん 氏へ名乘り 一家揃つて香山姓へ｣, 京城日報(朝刊) 1939.12.16, 
7면. 宮田節子․金英達․梁泰昊, 앞의 책, 89면에는, 이 기사의 게재일이 “12월 12일”로 되어 있으

나, 실제 게재일은 12월 16일이다.
82) 李光洙, ｢創氏와 私｣, 每日新報 1940.2.20, 2면.
83) ｢暴風가튼 感激 속에 “氏” 創設의 先驅 / 指導的諸氏の選氏苦心談｣, 每日新報 1940.1.5, 5면.
84) 李光洙, 앞의 글, 같은 면.
85) 이원모, 영마루의 구름 : 춘원 이광수의 친일과 민족보존론(단국 학교출판부, 2009), 10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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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수’ 이름에서, ‘랑’은 永郞․述郞․官昌郞 등 신라 화랑도 이름을 따서 ‘향

산광랑’이라고 한 것”이며, 이광수의 창씨의 변은 “주체정신으로 포장한 위

장 친일임을 드러낸 고백”에 불과하다. 또 이원모는, 이광수가 1938년 10월

에 간행된 전작소설 사랑의 초판본을 “著者 香山光郞”이라고 명기하여 출

판했다는 점을 보면 “향산광랑은 춘원이 창씨개명제 실시 2년 전부터 사용

한 自號라고 볼 수 있다”라는 점도 논거의 하나로 제시한다.86) 

이광수가 창씨를 할 때도 갈등이 있었을 터이다. 그 점에서 위의 주장은 

되새겨볼만하다. 게다가 香久山에 관한 일본 인터넷 자료들에 따르면, 香久

山은 香山이라고도 불리어 왔다고 되어 있지만, 그 독음은 香山으로 쓰는 경

우에도, ‘카야마’가 아니라 ‘카구야마’이다.87) 그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광수

가 창씨를 해야 하는 곤경스러운 상황에 처해 기왕에 쓴 적이 있는 香山을 

쓰기로 하면서 香久山을 내세웠을지도 모른다. 일제의 법령에 반하는 것이었

음에도 “惶悚한 말슴이나 天皇의 御名과 讀法을 갓치하는 氏名을 가지자는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는 ‘불경’을 감행한 것 또한 ‘문학자적 뒤틀기’였다

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天皇의 臣民이다. 내 子孫도 天皇의 臣民으

로 살아갈 것이다”라는 창씨개명의 변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다는 사실 앞에

서는, 또 그 후의 이광수의 친일작품들88)을 앞에서는, 그 모든 해석들은 소

극적인 감싸기 논법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89) 

이광수의 창씨개명에 관해서는, “변절할 적에” 이광수의 집을 출입했기에 

“그 심경”을 직접 보았다는 이항녕의 회고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항

녕에 따르면, 이광수는 “허약하고 또 폐병에 걸리고, 일본사람들이 자꾸 또 

변절을 강요하고, 그 때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 못해서” 변절

86) 위의 책, 1009~1013면

87) 예를 들어, www2.biglobe.ne.jp/~naxos/essais/jkagu.htm 참조.
88) 이광수 저 / 이경훈 편역,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 1․2(평민사, 1995) 참조.
89) 綠旗에 소개된 “씨 만드는 법의 근본원칙”에 따르면, “씨를 만들 때 일본에서는 95%까지가 지명

에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씨를 만들 때에는 가능한 한 그 본관, 선조 이래 오랫동안 살아 

온 지역, 또는 출생한 곳 기타 특수한 인연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적당한 것을 선택하여 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氏のつけ方の根本原則｣, 綠旗(綠旗聯盟) 5-2(1940.2), 
65면. 이하 이 잡지의 인용은 도서출판 청운의 영인본[2008]에 따름), 이 점에서도 이광수의 적극적

인 창씨의 변을 ‘위장’ 혹은 ‘거짓’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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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것이었다. “인간의 생명”에 한 “원초적 본능”, “그걸 보존하기 위해

서 친일을 한 것”이었다.90) 

한편 이항녕의 회고에는 ‘그 이상’에 관한 언급도 담겨 있다. 해방 후에 

루소, 톨스토이, 오거스틴처럼 참회록을 쓰라고 이항녕이 권유했을 때, 이광수

는 “일본사람한테 그렇게 附日을 해야만 한국이 살아남는다”라는 생각을 하

고 있었기에, “세상 사람이 자기를 욕하는 것만큼 자기 스스로 죄책을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항녕은, “아마… 이광수는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

이 본래 같은 민족, 같은 족속이었다. 같은 족속인 바에는 차라리 얼른 동화하

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추측한다.91)

3. ‘창씨에 관한 학생 사이의 불상사건’

이항녕의 창씨개명과 관련해서는, 경성지방법원의 문서철인 1940,41년 

사상에 관한 정보(昭和一五, 六年 思想ニ關スル情報)에서 발견되는 1940년 

3월의 “창씨에 관한 학생 사이의 불상사건(創氏ニ關スル學生間ノ不祥事件)”

에 관한 기록들이 주목된다. 

그 기록들을 토 로 사건을 재구성해보면, 우선 1940년 3월 23일자 朝鮮

日日新聞이 2면 머리기사로 사건을 보도했다. 즉, 그 기사는 “肅學되지 못

한 城大 / 創氏한 學生에 對해 同僚 數名이 鐵拳의 雨 / 城大 法文學部에 

또 다시 不祥事件이 發生 / 東大門警察에서 加害者 조사 중”이라는 제목 아

래, “일찍이 전몰학우 위령제 불참가 문제에서 시작하여 국어 불사용, 교련 

불참가 등의 여러 문제”로 “학생들 사이에 잇따른 불상사를 야기”함으로써 

학내외에 충격을 주어 “적극적인 숙학의 목소리”가 일어나게 했던 성 에서, 

“또 다시 이번에 제2의 불상사건이 야기되어 지금 당국의 활동이 개시되려 

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또한 그 사건은 “며칠 전 법문학부 재학 중인 한 

반도학생이 일전에 發하여진 氏制度에 해 흔연한 마음으로 스스로 씨 설

90)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211․215면.
91)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212~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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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고를 했는데, 이 사실을 들은 학우 수명이 그를 불러 씨를 설정하기에 

이른 사정을 힐문하고, 결국에는 철권으로 그에게 구타․폭행을 가하기에 이

르렀다는 것”인데, “그 사실이 우연찮게 동 문서의 귀에 들어가 그 서에서

는 피해자에 해 상세한 청취를 한 다음 22일에는 직접 가해자 조사를 하고 

있어 사태의 진전이 주목”되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에 앞서 醫專에서도 일

찍이 御視閲92)에 참가하고 귀교한 그 학교의 한 반도학생에 한 급우의 불

상사도 있었기에 時局下 학원의 이들 불상사의 철저한 근절이 소리높이 외

쳐지고 있다”라고 보도했다.93)

이 기사에 접한 경성지방법원 檢事正 代理는 “즉시 경성 동 문경찰서장

에게 당해 사실의 유무에 관해 보고하도록 지휘”했고,94) 이에 동 문경찰서

장은 “풍문을 듣고 내사 중”이며 “관계자 이항녕을 임의동행하여 현재 조사 

중”이라고 일차 보고했다.95) 

이어서 동 문경찰서장은 같은 날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했다. 해당 보

고서에는, “엄중 조사하니 성  학생 중 정식 신고를 한 자는 1명, 이미 결

정한 자는 2명 있지만, 모두 다 창씨 설립에 관해 동료 등으로부터 비난․공

격․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 시국에 이런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

의 불성의에 해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러한 보고

에 이어 성  법문학부 학생 중 창씨를 한 자에 한 사실관계가 적혀 있다. 

즉, “정식 신고를 한 자”는 “법문학부 3년 이항녕(당 26세)” 한 사람이며, 

“올해 3월 4일 경성부윤 앞으로 延原이라고 정식으로 씨의 설정신고를 하

92) 1935년 10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용산의 연병장에서 거행된 칸인노미야(閑院宮) 코토히토(載仁) 
親王의 시열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 ｢閑院宮殿下 鄕軍學生靑年團等 御視閱｣, 東亞日報
1935.10.17, 1면 참조.

93) ｢肅學ならぬ城大 / 創氏した學生に對し同僚數名が鐵拳の雨 / 城大法文學部にまた不祥事件が發生 / 
東大門警察で加害者取調べ中｣, 朝鮮日日新聞 1940.3.23. 이 기사는 ｢創氏ニ關スル學生間ノ不祥

事件ニ關スル件｣(京東警高秘 1010-1), 1940.3.22, 昭和一五,六年 思想ニ關スル情報에 첨부되어 

있다.
94) ｢創氏ニ關スル學生間ノ不祥事件ニ關スル件｣(地檢秘 1227), 1940.3.23., 昭和一五, 六年 思想ニ關

スル情報. 
95) ｢創氏ニ關スル學生間ノ不祥事件ニ關スル件｣(京東警高秘 1010), 1940.3.22., 昭和一五, 六年 思想

ニ關スル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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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아가 光太郞이라고 개명신고를 하여, 같은 달 12일에 정식으로 허가가 

내려졌고, 같은 달 18일에 성  법문학부에 신고를 완료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결정하였지만 절차를 마치지 않은 자”는 “법문학부 3년 洪淳晸96)(당 

27세)”과 “법문학부 3년 趙重學97)(당 27세)” 두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다.98) 

또한 경성지방법원 검사정 리는 경기도 경찰부에 해서 문제의 신문에 

한 조치에 관해 문의하여 “전부 압수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답을 들

었다.99)

한편 3월 23일에는 경기도 경찰부장이 경무국장에게, “기사는 사실무근이

지만 과연 그러한 사실이 발생했는지에 관해 학교 당국과도 긴 히 연락하면

서 내사를 속행 중 … 그러한 불상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계속해서 

진상규명 중이지만 본건은 그 사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總督施政의 방침을 

거슬러 신문기사로서 매우 불온한 것이라고 인정되며, 하물며 사실무근이고 

일부러 날조한 기사라고 하면 엄중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인정

하며, 기사의 출처 기타의 점을 극력 진상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23일 오전 중에 각각 본인에게 사실의 유무를 질의한 바, 모두가 

전혀 자다가 홍두깨 격이며, 일찍이 창씨에 관해 학우로부터 폭행은커녕 질

문조차 받은 사실이 없고, 또 오는 3월 25일 각각 성 를 졸업하게 되어 이

미 취직처도 확정되어 있고, 3월 4일 학년말시험 종료 후에는 각각 자택에 

머물러 학우 동지간의 왕래조차 없었으므로 그 신문기사는 누군가가 완전히 

날조한 것이라고 답하여, 이들에 관한 한 전혀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

정하기 어렵다”라는 내용, 그리고 “그 신문지가 치안방해로 인해 행정처분에 

96) 1968년 4월 3일 제일은행 釜山支店長 委囑을 시작으로, 제일은행의 이사, 인사부장, 연수부장, 심
사부장, 외국부장 등을 지냈다. 1972년 8월 5일에는 선일제사 사장으로서 수재민 구호금 2만원을 

냈다는 동아일보 기사가 발견된다.
97) 당시 中樞院 參議였던 洪鍾國의 아들. 한국법철학회 홈페이지 학회소개-학회연혁에 “1948년 ●처

음으로 번역된 법철학서는 Harms의 법률철학개론인데, 조중학 선생의 번역으로 신학사에서 출

간됨”이라는 기재가 발견된다.
98) ｢創氏ニ關スル學生間ノ不祥事件ニ關スル件｣(京東警高秘 1010-1), 1940.3.2., 昭和一五, 六年 思想

ニ關スル情報. 
99) ｢創氏ニ關スル學生間ノ不祥事件ニ關スル件｣(地檢秘 1227), 1940.3.23., 昭和一五, 六年 思想ニ關

スル情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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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쳐지자 신문사 안에서도 크게 당황하여 새삼 기사의 출처 등에 관해 취재

기자에게 질의하고 있지만 관계기자 등의 말이 애매하여 취재가 적확하지 않

은 듯하다”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를 했다.100)

요컨 , 1940년 3월 23일자 조선일일신문이 창씨를 한 경성제  법문학

부 학생을 학우 여러 명이 불러 힐문하다가 구타․폭행했다고 보도하고, 일

제의 경찰과 검사가 창씨의 절차를 마친 이항녕과 창씨의 결정만 하고 있던 

홍순정 및 조중학을 조사하고 학과 신문사에 해서도 조사하여 사실무근

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사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총독시정의 방침을 거슬

러 신문기사로서 매우 불온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치안방해를 이유로 전부 

압수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건은 공식적으로는 사실무

근으로 결론이 내려진 듯하다.

4. 창씨개명에 대한 회고

그런데 이항녕의 회고에서 이 사건에 관한 기술은 발견되지 않는다. 게다

가 창씨에 관한 언급 자체가 매우 소략하다. 1994년의 인터뷰에서도, “40년

에 했지. 그리고 또 그것도 주도했지”, “우리도 빨리 했지”, “그래 우리가 창

씨 빨리 했지. 녹기연맹, 그 패들이 많이 그런 걸 장려를 했지요”라고 언급하

고, 창씨에 관한 녹기연맹의 상담소 운영에 관한 질문에 해서는 “녹기연맹

에서 그런 거 했을 거야. 아마 총독부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단체니까. 그런 

거 했겠지, 물론”101)이라고 언급한 것 정도가 전부이다. 

다만, 이항녕의 자전‘소설’에는 아래와 같은 창씨에 관한 장면이 등장한다.

창씨제도가 시작되었을 때 실상 나는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창씨를 하고 싶었다. 

내가 이왕 관리가 될 각오를 한 바에야 먼저 일본인들의 눈에 들어야 하는 것이 

선결문제고, 그들의 눈에 들려면 남이 하기 싫어하는 창씨 같은 것을 먼저 하는 

100) ｢新聞記事ニ關スル件｣(京高秘 743), 1940.3.23, 昭和一五,六年 思想ニ關スル情報. 
101)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2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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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학 시절에는 워낙 정의파 학생들의 압력이 강하여 용렬한 나로서는 

창씨를 먼저 서두르고 싶어도 그들이 무서워서 그냥 참고 견뎠다. 

그러자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총독부에 취직이 될 무렵에 아무 거리낌 없이 

창씨개명을 할 수가 있었다. 

나는 조선 사람들의 이민부 를 이끌고 만주로 간 것이 현실적으로 저지른 민족

반역 행위의 첫걸음이라고 했지만 따지고 보면 나의 창씨개명이 더욱 큰 민족반역 

행위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때 창씨제도를 그다지 중 사로 알고 있지 

않았다. 그까짓 성이야 이가면 어떻고 김가면 어떠랴? 문제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

이다. 일본인들이 내선일체를 하여 조선 사람도 일본 사람들과 똑같이 우를 받도

록 하면 어떨까? 나는 일본인들의 내선일체 정책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조선 사람의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창씨문제로 인한 고민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이민열차 속에

서 조선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앞에 놓고 일인들이 나를 ‘기무라’라고 부를 때 

어떤 형용할 수 없는 수치감이 치 어 올랐다. 나는 일본인 관리가 하는 말에 해 

짐짓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이민열차가 북만주의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는 십여 일이 걸렸다. 무시로 도중

에서 쉬고 또 무시로 출발하였다. 이민들의 수가 차차 늘어가서 수천 명이 넘게 

되었다. 나는 고향을 쫓기는 이들 동포를 보고 내선일체가 믿어지지가 않았고 나의 

창씨개명이 부끄러워졌다.102) 

또한 같은 자전‘소설’에서는, 총독부의 내선일체․황민화․지원병제도․

창씨개명 등에 격분한 “정의파 학생”들이 그에 저항하여 퇴학을 당하기도 하

고 자진해서 퇴학하기도 하는 상황을 설정한 다음,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

기도 하다. 

 

102) 이항녕, 이항녕 자전소설 : 청산에 살리라, 64~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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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시절에 이러한 사태에 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다. 나는 정의파 학생들

이 흥분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학문과 정치를 혼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학신문에 < 학은 정치의 무 가 아니다>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학 시절에는 그

저 공부나 하는 것이 최 의 의무라고 강조한 일조차 있었다. 

평소에 나를 상 로 하지 않던 정의파 학생들이 나를 불러놓고, ‘이 쓸개 빠진 

민족반역자 놈아! 민족이 몽땅 망해 버리는데 학문이 무슨 학문이냐?’ 

이렇게 우격다짐을 하고는 ‘할 수 없는 자식!’하고 욕하면서 침을 퇴퇴 뱉고 간 

일조차 있었다.”103) 

이항녕 자신이 사실로서가 아니라 ‘소설’로서 남겨놓은 기록이기 때문에, 

이 기록을 그 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따르지 않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조선총독부에 취직이 될 무렵”이라

는 창씨개명의 시기는 사실과 일치하고, “조선 사람들의 이민부 를 이끌고 

만주로 간 것”도 다음 장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사실과 일치하며, ‘논문’ 발표

에 관해 정의파 학생들이 힐난했다는 부분 또한, 위의 ｢조국의 정신과 법률｣

과 관련된 그의 회고와 겹친다. 따라서, 위의 ‘자전소설’의 기술로부터, 이항

녕은 “내선일체 정책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조선 사람의 이익

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오히려 일제의 관리로서 출세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남보다 서둘러 자신이 존경하는 선조의 봉

호를 그 로 氏로 삼아 창씨개명을 했으나, 식민지조선의 관리로서 조선인 

만주 이민을 인솔하는 일에 참여하면서 민족차별의 실상에 접하고서 창씨개

명을 부끄러워하게 되었다는 ‘추측’을 이끌어내더라도 크게 무리는 아닐 것

이다. 

103) 위의 책, 64면. 또한 이항녕은, ‘침을 뱉았다’라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이광수가 “나중에 변절하고 

난 뒤에는, 이종원이 이런 사람은 그 앞에 가서 침도 뱉고 그랬다”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214면. 위의 발언에 나오는 이종원은 이항녕이 지사파의 표격으로 언급하고 

있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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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식민지조선의 관리

1. 綠旗聯盟과 皇道學會

이항녕은 1940년 3월에 경성제 를 졸업하고 4월에 조선총독부 학무국 屬

官으로 취업하여, ‘고등관 견습’으로서 고등문관시험 합격자 수습기간을 거

쳤다. 후일, “고문에 합격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일제 식민지 정책의 앞잡

이 노릇을 하는 관리가 되어서 공출과 징병으로 동족을 괴롭히는 반민족적 

행위도 하지 않았을 것이요, 그러한 과오 때문에 평생을 뉘우침과 열등감 속

에서 살지 않아도 좋았을 것이다”라고 회고한 이항녕이지만, 당시에는 “총독

부 관리가 된 것을 큰 자랑으로 알았다.”104)

이 시기의 이항녕의 활동으로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경성제  졸업 직전

부터 조선총독부 학무국 속으로 재직하는 기간에 걸쳐, 그가 “조선인의 자발

적인 전쟁동원과 황민화를 목표로 한 전시체제기 가장 표적인 민간 내선일

체 단체”로 지목되는 綠旗聯盟105)에서 활동했다는 것이다.

녹기연맹은, “1. 우리는 사회발전의 법칙에 따라 인류의 樂土 建設에 기여함

을 기한다. 2. 우리는 日本 國體의 정신에 따라 건국의 이상 실현에 공헌함을 

기한다. 3. 우리는 인간생활의 본질에 기초하여 각자의 인격 완성에 노력함을 

기한다”라는 강령 아래, “일반 사회의 교화”, “사상 연구”, “중견 인물 양성” 

및 “후생 시설”을 사업 내용으로 하여 1933년 2월 11일에 설립된 단체이다.106)

녹기연맹의 전신은, 불교 계통의 日蓮宗 단체 國柱會의 회원이었던 경성

제국 학 예과 교수 쯔다 사카에(津田榮)가 법화경 연구와 수양을 목적으로 

1925년의 기원절에 발족시킨 京城天業靑年團이었다. 이 청년단이 유관단체

와 함께 1930년에 綠旗同人會로 개칭했다가, 1933년의 기원절에 그것을 모

체로 하여 녹기연맹이 발족한 것이었다. 녹기연맹의 중심 인물은 쯔다 사카

104) 이항녕, ｢식민지의 관리｣, 유고집, 90~91면.
105)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국내 중앙편－(민족문제연구소, 2004), 259~260, 

265면.
106) 綠旗 1-1(創刊號), 1936.1, 내지 세 번째 면(면수 표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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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와 그의 부인 쯔다 세쯔코(津田節子), 사카에의 동생 쯔다 카타시(津田剛), 

야마자토 히데오(山里秀雄),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등이었으며, 조선인으

로서는 玄永燮이 중심 인물이었다.107) 

녹기연맹 관련 인물로는 또한 이항녕과 친분이 깊었던 이광수와 오다카 

토모오도 주목된다. 이광수는 녹기연맹의 기관지인 綠旗에 ｢마음이 서로 

닿아야 비로소(心相觸れてこそ)｣라는 제목의 장편소설을 게재하기도 하

고,108) 쯔다 사카에와 경성천업청년단의 활동을 모델로 한 그들의 사랑이

라는 제목의 소설을 발표하기도 했다.109) 또한 앞서 인용한 이항녕의 회고에

서도 나오듯이, 이광수가 “늘 법화경을 읽고 있”으면서 “종교를 권했”다는 

사실도110) 녹기연맹과의 접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오다카도 녹

기에 1937년 4월부터 1942년 2월에 걸쳐 ｢국가와 개인(國家と個人)｣, ｢모

름지기 건설적이 되라(須らく建設的なれ)｣, ｢내선일체는 우선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內鮮一體は先ず何から始むべきか)｣, ｢반도문화의 향상(半

島文化の向上)｣, ｢일본의 사상(日本の思想)｣ 등을 연이어 발표했다.111) 

이항녕이 녹기연맹의 연맹원이 된 것은, 1940년 2월 1일자로 발간된 녹

기 제5권 제2호의 ｢새 연맹원 소개｣란에 “李恒寧殿 (紹介 宮本順一氏)”112)

이라는 기재가 발견되므로, 경성제  졸업 직전인 1940년 1월 중의 일이었

던 것으로 보인다. 녹기의 연맹원 동정란에 이항녕이 조선총독부 속에 임

명되어 학무국에서 근무하게 되었다는 사실113)은 물론이고, 이항녕의 3남 

107) 녹기연맹의 활동 및 중심 인물에 한 상세한 분석은, 南雲智, ｢解題－綠旗連盟と月刊雜誌綠旗｣, 
｢綠旗｣ 總目次․著者名別索引(汲古書院, 1996); 정혜경․이승엽, ｢일제하 녹기연맹의 활동｣, 한국

근현 사연구 10(1999); 박성진, ｢일제말기 녹기연맹의 내선일체론｣, 한국근현 사연구 10(1999); 
이승엽, ｢내선일체운동과 녹기연맹｣, 역사비평 50(2000); 우치다 쥰, ｢총력전 시기 재조선 일본인의 

‘내선일체’ 정책에 한 협력｣, 아세아연구 51-1(2008) 참조.
108) 綠旗 5-3․4․5․6․7(1940.3․4․5․6․7). 
109) 이광수, ｢그들의 사랑｣, 신시  1941년 1․2․3월호. 임종국은 이 소설을 “그 시 의 모든 문제

를 남김없이 다루려 한, 향산광랑의 야심작”으로 꼽는다. 임종국 저 / 이건개 교주, 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 2013), 329면.

110) 이항녕, ｢나의 이력서｣, 작은 언덕에 서서, 65면.
111) 綠旗 2-4․2-11․4-8․4-10․5-4․7-2(1937.4․1937.11․1939.8․1939.10․1940.4․1942.2). 

또한 오다카는 녹기연맹에 기부금을 내기도 했고(예를 들어, ｢感謝｣, 綠旗 6-1(1941.1), 101면), 그의 

부인인 오다카 사키코도 綠旗에 글(｢生活に卽した國民精神｣, 綠旗 5-7(1940.7))을 싣기도 했다. 
112) ｢新聯盟員紹介｣, 綠旗 5-2(1940.2),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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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소식까지 전해진 것을 보면,114) 이항녕의 녹기연맹과의 관계는 상당히 

실질적인 것이었던 듯하다. 이항녕 자신이, 당시 학무과는 “내선일체운동의 

일본의 본부”여서 “그때 녹기연맹이라든지, 이런 데 자주 출입하게 됐죠, 자

연히”라고 회고하고 있기도 하다.115) 다만, “우리가 1941년에 경상남도 가

서, 1945년에 해방이 됐으니, 그 동안 기간에는 녹기연맹에서 뭘 했는지는 

모르고”116)라는 이항녕의 회고에 비추어, 이항녕의 녹기연맹과의 관계는, 아

래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항녕이 1941년 5월 31일자로 하동군수에 임명되

어 하동으로 내려간 후에는 이어지지 않은 듯하다.

이항녕의 녹기연맹 관련 활동으로는 두 차례의 좌담회에 참석한 것이 우

선 주목된다. 하나는, 1940년 3월 15일117) 오후 7시 반부터 初音町 淸和女塾

에서 개최된 “綠의 生活을 이야기한다”라는 제목의 좌담회118)로서, 이항녕

은 “조선총독부 학무국 학무과 延原光太郞”으로서 참여했다. 그는 이 좌담회

에서 시종 좌중의 웃음을 이끌어내며 화를 이어갔는데, 그 중 특히 아래와 

같은 화가 주목된다. 

노부하라 : 기독교를 믿었던 때에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결국 목사가 되

지 않으면 철저한 신앙이 없다는 것을 암암리에 가르치지요. 이 점은 녹기연맹과는 

정반 이지요. 저는 실은 전혀 출가할 의지는 없으니까요. (웃음소리)

쯔다 카타시 : 자신의 생활을 폐하에게 봉환한다. 이것이 현 적인 출가의 의미

이겠지요. 그 의미에서 녹의 생활자는 모두 출가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노부하라군

113) ｢綠人動靜｣, 綠旗 5-4(1940.4), 116면.
114) ｢綠人の動き｣, 綠旗 5-10(1940.10), 130면.
115)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256면.
116)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249면.
117) ｢座談會 : 綠の生活を語る｣, 綠旗 5-4(1940.4), 28면에는, 좌담회 일자가 “2월 15일”로 되어 

있지만, 같은 잡지 112면의 3월 ｢本部日誌｣에 “15일－청화여숙에서 ‘녹의 생활을 이야기한다’라는 

제목의 좌담회가 개최되다. 편안한 마음으로 명랑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苦心談도 속출했는데, 
이 모임의 기록은 본지에 게재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잡지 31면의 좌담회 기록 중에 이항녕이 

자신의 창씨개명에 관해 “이미 전부 법적인 절차도 마쳤”다고 하고 있으므로, 좌담회 일자는 2월 

15일이 아니라 3월 15일이라고 본다. 
118) 참석자는 청화여숙 강사 쯔다 세쯔코, 녹기연맹 주간 쯔다 카타시, 녹기연맹 회장 겸 경성제  

예과 교수 쯔다 사카에 등이었다. 위의 좌담회 기록,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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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실은 출가한 것이에요. (웃음소리) 보통 사람이라면, 학을 나오고 취직도 했으

면 매일 놀고 있을 시기에, 어슬렁어슬렁 녹기연맹에 와서 씨를 지어주는 부(氏

の名附け親)로서 활동하지는 않지요. 그것을 하니까 훌륭한 출가다. (웃음소리)119)

요컨  이항녕이 녹기연맹에서 “씨를 지어주는 부”로서 활동했다는 것

이다. 1940년 2월 11일의 창씨개명 실시에 즈음하여, 녹기연맹은 “조선인들

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씨를 가지게” 되었으나 “적당한 상담기관이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여 “씨 창설 상담소(氏の名附け相談所)”를 설치하고, 원

적․본관․현주소․성명, 자신에게 유서가 있는 토지, 존경하는 사람 등을 

적은 문서를 받아 상담에 응하고, 또 매주 일정 시간에 면접 상담을 실시했

다.120) 연맹측에 따르면, 1월 중순부터 8월 10일까지 면담문서를 포함하여 

총 상담건수는 9백 23건, 창씨를 해 준 사람의 총수는 3,386명, 절차에 관한 

상담까지 포함하면 총 처리인원수는 5,050명이었다고 한다.121) 추측컨 , 이

항녕은 녹기연맹의 회원이 된 1940년 1월경부터 ‘씨 창설 상담소’에서 조선

인들에게 씨를 지어주는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좌담회는 1940년 10월 11일에 개최된 ｢청년문제를 이야기한다｣

라는 제목의 좌담회였다. 이 좌담회에 이항녕은 경성제국 학 법문학부 교수 

키요미야 시로오 등과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에 비해 매우 소략한 좌담회 기

록에서 이항녕의 발언은 단 한 차례 등장한다. 그 발언은 아래와 같다.

노부하라 : 지금부터 5,6년 전의 반도 출신 학생은, ‘일본’이라든가 ‘국가’라고 

하면 反逆兒 취급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의 인텔리는 국가를 말하지 않으면 뒤쳐지

게 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사상적인 고민을 거치지 않고 교육 받은 로 자랐기 

때문에, 마음의 중압을 느끼지 않고 內地人과 마찬가지 기분으로 이 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122) 

119) 위의 좌담회 기록, 33면.
120) ｢綠旗聯盟內に氏の相談所を設けました｣, 綠旗 5-2(1940.2), 내지 첫 번째 면.
121) ｢氏の名附け相談所終る｣, 綠旗 5-9(1940.9),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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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항녕은 1940년 12월 25일에 설립된 皇道學會에도 참여했다. 황도

학회는, “본시의 조선 사람 그 로는 황국신민이 될 수가 없다. 황도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우리는 참으로 황국신민이 될 것이다. 황도 학습은 참으로 

긴요 절실한 바로서 이 사업의 지속 여하에 따라 내선일체의 완전한 실현의 

지속이 결정될 것이며, 고도국방국가의 국민으로서 반도인이 응분의 총력을 

바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내선일체의 실천을 위해 일본정신을 깨닫고 

황도정신을 받들자”라는 취지로 결성되었으며, “1. 황도사상의 학습, 2. 황도

정신의 일반에 한 보급, 3. 신사참배의 실천과 장려”를 위해 활동한 단체이

다. 이광수가 발기인 표였던 이 단체에, 이항녕은 녹기연맹의 쯔다 카타시

와 쯔다 세쯔코와 함께 총 46명의 발기인 중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렸다.123)

2. ｢생활법률학의 제창｣

녹기연맹과 관련된 이항녕의 활동으로서 법사상사의 관점에서 특히 주목

되는 것은, 그가 녹기 제5권 제5호의 특집(신일본학으로서의 종합생활학

[新日本學としての綜合生活學])에 실린 세 편의 글 중 한 편으로서 ｢생활법률

학의 제창｣124)이라는 글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위의 글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즉 이항녕에 따르면,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는 당시 “우리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는 “어떤 

세계관 또는 인생관을 수립할 것인가”라는 “신앙의 원리”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곧 개인주의와 전체주의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은 

“어떤 국가관 또는 사회관을 수립할 것인가”라는 “구성의 원리”에 관한 것으

로서, 이는 곧 이익사회와 공동사회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셋은 “어떤 인간관 또는 생활관을 수립할 것인가”라는 “생활의 원리”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곧 지성과 종교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125)

122) ｢座談會 : 靑年問題を語る｣, 綠旗 5-11(1940.11), 81면.
123)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국내 중앙편－, 376~377면.
124) 延原光太郞, ｢生活法律學の提唱｣, 綠旗 5-5(1940.5).
125) 위의 글, 12면.



184   法史學硏究 第49號

이항녕에 따르면, “ 립”, “분석”, “동일률 또는 모순률”, “목적수단 관계”, 

“변증법”, “원자론”, “경험” 등의 “서양적 사고방법”은 답이 될 수 없다. 그래

서 주목되는 것이 “종합의 이념에 적합”한 “동양의 ‘卽’의 사상”이다. “有卽

無, 無卽有”, “인생 즉 자연, 자연 즉 인생”, “我卽他, 他卽我”라는 “동양의 

사상에서는 애당초 종합을 넘어 일체라는 사고방식”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

이다.126) 다만, “서양의 이러한 분석사상을 전부 버리고 동양의 몽롱한 사상

으로 돌아가는 것”은 길이 아니다.127) 그것은 “3,4백년의 후퇴”를 의미할 뿐

이다. 자유주의, 법치주의, 입헌제, 의회제를 버리기만 하면 된다면, “메이지

유신 이전의 쇄국적 봉건주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면 그만인 것이다.”128)

이항녕에 따르면, 요구되는 것은 “동양과 서양의 립을 말소하여 세계적

인 것으로 종합”하는 것이며, “ 립으로부터 출발한 종합”이 아닌 “새로운 

의미의 종합”이다.129) “그렇다면 립이 없는 最窮極者는 도 체 무엇인

가?” 그것은 “생활”이다.130) 당시의 국가총동원법, 농지조정법, 인사조정법, 

사법보호사업법, 국민우생법 등이, “추상적인 인격” 개념을 버리고 “구체적

인 인간” 개념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노예를 폐지”하기 

위해 마련된 “인격이라는 평등개념”을 버리고 “사회적 약자를 재확인”하여 

“결국 새로운 의미의 노예를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 계약의 자유와 소

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법의 공법화”는 강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소극

적인 해결책일 뿐이며, “예방적 구제”를 내세우며 소송을 조정으로 형벌을 

교육으로 체하는 것도 “결국 사회의 병리적 현상을 처리하는 데 지나지 않

는 것이고, 사회의 생리적 현상에 의거하여 인간생활 전체를 향상시키는 것

은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최궁극자를 터부로 남겨 둔 채” 사물의 말단을 

126) 위의 글, 13~14면. 이항녕은 이 맥락에서, “동양의 언어에서는 주어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고, 
주어를 사용하더라도 ‘우리’ 등과 같은 복수를 사용하며, 결코 서양과 같이 단수를 사용하지 않는

다”라고 적고 있다(위의 글, 14면). 이항녕이 인터뷰에서 자주 ‘나’가 아니라 ‘우리’를 사용한 것은 

이 기술과 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27) 위의 글, 14면.
128) 위의 글, 15․17면.
129) 위의 글, 14․15면.
130) 위의 글,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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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드리는 방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인간생활 그 자체를 향해 메스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131)

그래서 이항녕이 제시하는 것이 “세계의 공통분모로서의 생활로부터” 출

발하는, “새로운 법률방법론이고 새로운 법률제도 그 자체를 제공하는” “생

활법률학”이다.132) 생활법률학은 현  법률학의 중심개념인 “인격”과 “투

쟁”으로부터 “180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향을 도모하여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것이며, “신앙의 원리와 구성의 원리의 배후로 나아가, 공통의 지반 

위에 서서, 우리들 인간으로 하여금 좋은 신앙으로 이끌고, 좋은 사회의 구성

을 위해 노력하도록 도우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항녕의 생

활법률학은 천황사상과 결합한다. 즉, 이항녕에 따르면, 그러한 “생활법률학

의 임무는, 첫째 이러한 종합적 창조성을 가지는 모범적 생활공동체인 皇國

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둘째 모범적 생활인으로서의 皇國臣民의 생활을 

인도하는 것”이다.133)

이항녕에 따르면, “황국의 본질”은 “天壤無窮과 八紘一宇”이다. “천양무궁

은 종적 시간적 요소로서 영원에의 지향이며, 팔굉일우는 횡적 공간적 요소

로서 인류에의 지향이다. 천양무궁은 肇國의 정신이다. 개별은 普遍我에 귀

일될 때 비로소 영원한 생활을 완성할 수 있다는 이치가 宣明되어 있으며, 

여기에 비로소 개인주의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萬民輔翼의 원리가 수립된

다. 팔굉일우는 건국의 정신이다. 인류는 투쟁으로부터 협동 일체가 되어 비

로소 평화로운 생활을 완성할 수 있다는 이치가 선명되어 있으며, 여기에 비

로소 립주의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應分思想이 확립되어 있다.” 이와 같

이 “황국의 법률 조직은 결코 무차별 평등한 인격자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君臣의 大義는 처음부터 엄연히 존재하고, 그 사시에 침범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君은 큰 집이고 公이다. 臣은 작은 집이고 私이다. 그

렇다고 공법과 사법을 립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君民一體인 것이

131) 위의 글, 16면.
132) 위의 글, 18면.
133) 위의 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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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공법․사법을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고 한정할 것인가”가 생활

법률학의 임무가 된다. 또한 “황국에서의 법률의 작용은 결코 이해가 상반되

는 자들 사이의 투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권리․의무를 어

떻게 새롭게 처리할 것인가”가 또한 생활법률학의 임무가 된다.134)

그런데 이항녕에 따르면, “황국의 본질”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천양무궁이든 팔굉일우든 이 두 요소의 본원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萬世一系의 天皇, 즉 國體”이다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각 시간과 공간의 

추상적 이념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한에서 정적인 것”인 천양무궁과 팔굉

일우는, “만세일계의 천황에게 귀착됨으로써 비로소 사실로서 현존하고, 구

체적으로 인간의 생활 속에서 현현하고, 생생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것

은 다시 천황은, “예수와 같이 신민인 자가 영원한 종복으로서 우러러야 할 

먼 존재가 아니고, 또 보살과 같이 자기 자신이 변화한 것”도 아니며, “神이

면서 가장 생활과 접한 慈父”이고, “직접 자신의 몸으로 赤子를 愛撫”하기 

때문이다. “우리들 신민은 실제로 우리와 같은 생활자인 천황을 숭배할 수 

있는 동시에, 천황을 통로로 하여 肇國의 신들의 소식에도 접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이 황국은 “신앙의 나라인 동시에 현실의 나라이다.” 황국에

서는 “聖德과 臣節이 일체이며, 그래서 祭政一致이고 忠孝一本이다.” 이것은 

곧 “和의 사상”이며, 이것이야말로 “황국의 본질”이다.135)

이어서 이항녕은, ｢肇國의 정신과 법률｣에서와 유사하게, 생활을 종교적 

신앙생활, 감정적 친족생활, 이성적 경제생활, 의지적 강제생활의 네 종류로 

나누고, 각각에서 황국신민을 이끌기 위한 생활법률학의 역할을 제시한다. 

즉, 그것은, 1) “천황은 신민이 그 정치적 권력 때문에 복종하여야 하는 통치

권자가 아니라, 종교적 신성성 때문에 우러러야 하는 절 자”라는 점을 명확

하게 하고, 2) “황국의 공법관계”는 “치자․피치자의 관계가 아니라, 慈父와 

赤子의 관계”이고, “사법생활도” “서양과 같이 개인 중심이 아니”라 “가족제

도를 근간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3) “생활을 이해하는 

134) 위의 글, 19~20면.
135) 위의 글,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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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르치고” “인간이 인간인 이유인 지성을 연마”하게 하고, 4) “내외 모

두 혼연일체가 되어 그 사이에 모순이 없고 립이 없는 생활, 기쁨만이 존

재하는 생활”을 이끄는 것이다.136)

이와 같이 이항녕은, ｢肇國의 정신과 법률｣에 이어, 다시 한 번 천황과 국

체를 핵심으로 하고, 萬民輔翼의 원리와 應分思想에 터잡은 생활을 이끄는 

것을 법률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3. ｢新體制와 국가이념｣

이항녕의 학무국 관리 시절과 관련해서는, 또한 그가 1940년 11월에 발간

된 朝鮮行政 제19권 제11호에 실은 ｢신체제와 국가이념｣137)이라는 글도 

주목된다. 

위의 글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즉, 이항녕에 따르면, “이번의 신체제의 핵

심을 이루는 것은, 세계 신질서 건설을 위해 大政翼贊의 臣道를 實踐”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원심적인 확장”과 “구심적인 귀일”이라는 “두 가지 큰 계

기가 있다.” “원심적인 확장”은 “국가와 세계의 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전체

주의와 보편주의의 종합․지양을 추구하는 것”이다. “권력에만 의지하는 국

가”를 기초로 하는 전체주의와 “권력 없는” 개인을 기초로 하는 보편주의 사

이의 투쟁이야말로 “세계의 위기의 원인”이며, 이 위기는 권력과 권위 모두를 

갖춘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종합․지양해야 한다. 그런데 “皇國”이야말로 “실

제로 지상에 존재하는 사회결합의 하나”인 동시에 “신앙협동체로서의 권위단

체”이다. 따라서 “八紘一宇138)”를 “정치적으로 현실화시켜 세계 신질서의 건

설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나아갈 길이다.139) 한편, “구심적

136) 위의 글, 20~21면.
137) 延原光太郞, ｢新體制と國家理念｣, 朝鮮行政 19-11(1940.11).
138) 동아공영권 건설의 이념으로서 사용된 단어로서, 제2차 코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 내각이 결

정한 ｢기본국책요강｣ 중 “八紘을 一宇로 만드는 肇国의 大精神”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위의 ｢기본

국책요강｣의 기술은, 일본의 건국신화를 담은 日本書紀의 “八紘을 뒤덮어 하나의 집으로 만든

다”라는 목을 전 세계를 하나의 집과 같은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로 해석한 것이다.
139) 延原光太郞, ｢新體制と國家理念｣, 25~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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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귀일”은 “국가와 민족”에 관한 것으로서 “민족국가의 이념을 초극하는 것”

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민족을 국가의 우위에 두는 것”은, “국가의 보편성을 

스스로 말살하는 것”이며, “특히 민족국가가 확장되어 한 국가 속에서 이민족

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 처리에 있어서 현저하게 제국주의적 색체를 띠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국가는 민족 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며, “어

떠한 경우에도 민족은 과도적 제2차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나아가 국가의 우위에 있는 보편적 생명체

를 인정”해야 하며, 그것은 다름 아닌 “권위에 의한 신앙공동체”이다. 그런데 

“황국에 있어서의 천황의 稜威140)야말로 모든 사회단체를 초극하는 것”이고, 

“천황은 단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에만 그 은총을 베푸는 주권자가 아니

라, 인류의 투쟁을 영원히 단절시킬 수 있도록 전 세계를 하나의 집으로 만드

는 보편적 이념의 中核體”이므로, “천황에게 귀일하여 神道를 실천하는 것이

야말로 皇國에 있어서의 지상명령이고 황국의 발전원리이다.”141)

그래서 “신체제에 있어서의 국가의 이념”을 다룬 위의 글의 결론은, “국가

는 민족의 정치조직이 아니며 민족에 봉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국가는 보

편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에 신질서를 건설한다. 팔굉일우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목적이 이렇게 원심적으로 확 되면 될수록, 신질

서 건설의 추진력은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天壤無窮의 皇運은 지

도국가에 있어서 불가결의 요건이다”라는 것이었다.142)

우선 위의 글은, 제2차 세계 전의 확 에 처하여 총력전체제를 급속하

게 만들어내기 위해 1940년 6월에 코노에 후미마로(近衛文麿)가 주창한 이

래 전국민적인 단체인 大政翼贊會의 구성을 통해 일본형 파시즘체제를 확립

시켰던143) 신체제운동의 논리를 풀어서 쓴 글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항녕은 그 논리 속에서 특별히 “조선민족의 진로”를 설파했다. 이

140) 원문에는 “天皇の御稜威”라고 되어 있고, 천황이라는 단어 앞에는 경의의 뜻을 표하는 의미로 한 

글자의 공백을 두는 缺字 처리를 하고 있다.
141) 延原光太郞, ｢新體制と國家理念｣, 25, 28~30면.
142) 위의 글, 30면.
143) 今井淸一, ｢新體制運動｣, 下中弘 編, 日本史大事典(平凡社, 1993), 1451~14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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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녕에 따르면, 신체제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천황폐하(上御一人)와 그를 

생명의 원천으로 받드는 臣民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폐하와 신민 

사이에 그 무엇도 개입해서는 안” 되고, “천황과 신민이 직접적인 관계를 맺

는 것이야말로 황국의 국체”이고, “천황과 신민의 직접적인 관계를 저지하는 

어떠한 조직도 어떠한 사람도 존재해서는 안” 되며, “단지 직접 천황에게 귀

일하여 신도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황국의 지상명령”이었다. 그러한 전제에 

입각해서 볼 때, 조선민족으로서는 “쇼오와(昭和) 維新이 단행되려 하는 때

를 맞아, 一億144)一心을 살린 一體로서…신생민족의 창조과정에 있는…지금

이야말로 민족이라는 介在物로부터 벗어나, 폐하에게 直接해야 할 시기”였으

며, 따라서 “조선민족의 맹렬한 구심운동에 의해” 쇼오와유신을 크게 촉진시

킴으로써, “내선일체운동”의 “아름다운 결실”을 추구해야 했다. 그렇게 주장

하는 이항녕의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할 일은, 폐하와 신민 사이에 야마

토(大和)민족이라는 일본 고유민족이 개재하여, 幕府的 존재가 되지는 않을

까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 번 “그 무엇이든 폐하와 신민 사이에 

개재하는 것은 차제에 일소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145)

이 점에 주목할 때, 위의 글의 핵심은 이항녕의 ‘적극적인 내선일체론’을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신체제운동을 통한 쇼오와유신을 

기회로 삼아, 매개자 없이 천황에게 직접 연결되는 ‘신생민족’을 창조하는 일

에 앞장섬으로써 ‘조선민족’이라는 매개물을 벗어버리는 동시에 ‘야마토민

족’이라는 매개물도 벗겨버리자고 주장한 것이다. 이것은 차별로부터의 탈각

과 평등한 관계 형성에 한 ‘식민지조선인’으로서의 기 가 담겨 있는 주장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44) “1억”은 이른바 ‘내지’와 식민지조선 및 식민지 만의 인구를 합친 숫자이다. “1억”이라는 표현은 

패전 직후 히가시쿠니 나루히코(東久邇稔彦) 皇族內閣이 ‘1억총참회를 통해 천황에게 패전에 해 

사죄하자’고 주창했을 때도 사용되었다.
145) 延原光太郞, ｢新體制と國家理念｣,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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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천한’ 식민지 관리

이항녕은 고등관 견습으로 일하던 “겨울”에 만주를 다녀왔다. 전담사무가 

없어서 “할 일 없이 빈둥빈둥”하다가 척무과에서 만주 구경을 가지 않겠느냐

고 하여 “한국인 이민을 인솔하는 데 끼어서” 갔다 온 것이었다.146) 앞 장의 

‘자전소설’로부터의 인용에서도 등장하는 이 만주행에 나선 것은 ‘겨울’의 일

이었다고 하니, 1940년 11월에 위의 ｢신체제와 국가이념｣을 발표한 직후이

거나 적어도 위의 글을 탈고한 이후의 일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그 만주행에서 이항녕은 자신의 적극적인 내선일체론의 기 를 저

버린 현실에 직면했다. 즉, 그는 이민 열차를 타고 경남 진주를 출발하여, 도

중에 수시로 정차하면서 이민을 태우고, 약 1주일이 걸려 만주의 오지에 도

착했는데, 막상 도착하여 보니 이민 정착지라는 것이 광막한 황야에 土幕 같

이 엉성한 집을 몇 채 지어 놓은 것일 뿐인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 이민 세  

중 젊은이들은 “이것은 이민이 아니라 饑民이 아니냐고 고함을” 치는 와중에 

황망해했던 이항녕은, 하룻밤을 지내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좀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았다.” “식민지 백성의 서러움을 새삼스럽게 느꼈”고 “약소민

족의 처지가 처량할 뿐이었”기 때문이었다. 이항녕은 그 후에도 “그 이민들

이 두고두고 꺼림칙”했다. “무자비한 이민족 학 ”의 실상에 접하여 “식민지

의 백성에게는 법의 목적이 정의도 아니며 법질서가 합리적인 것도 아니”라

는 사실을 확인하고 “식민지의 백성 노릇하는 것이 한없이 원통했으며, 더구

나 그 식민지의 관리노릇을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가장 비천하다는 느

낌”이 들었다고 그는 회고한다.147) 이항녕에게는 당시의 이민 인솔 경험이 

상당히 깊이 각인되었던 듯하다. 앞 장에서 인용한 ‘자전소설’에 등장하는 창

씨개명에 관해 고민하는 모습도, “이민열차 속에서 조선 사람들의 비참한 현

실을 앞에 놓고”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식민지 관리의 ‘원통’함과 ‘비천’함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버릴 용

146) 이항녕, ｢식민지의 관리｣, 유고집, 93면.
147) 위의 글, 9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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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없었”던 이항녕은,148) “성적이 좋지 않아 총독부의 사무관이나 도청의 

이사관 자리 하나 못 얻고 시골로 쫓겨 가”149) 1941년 5월 31일자로 하동군

수가 되었다.150) 한편으로, “비록 식민지의 관리이기는 하나 그 테두리 안에

서 좋은 목민관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고,151) “일본사람의 앞잡이가 돼서 

할 일이 무어냐? 조금이라도 우리 조선사람한테 무슨 플러스가 되는 일이 

없겠느냐? 가령 일본사람한테 충성을 함으로 인해서 조선사람에 한 차별

을 조금이라도 덜하게 할 수 없겠느냐? 그런 의식”, “완전히 자기가 아주 일

본사람한테 동화해서, 아주 완전한 일본사람이 주가 됨에 의해서 한국 사람

에 한 일본 사람의 인식을 완화시켜 가지고서, 거기에 무슨 압박이라도 덜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식”도 가졌으나,152) 1941년 12월에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고 1942년에 들어 공출이 더욱 가혹해지면서 “공출과 징용으로 ‘虐民’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군청 직원과 면 직원이 죽창을 가지고 가가호

호에 다니면서 쌀을 들추어내는데 그 죽창부 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처지

가 되었다.153) 그럼에도 이항녕은 공출성적이 최하위여서 1942년 7월 15일

에 창녕군수154)로 좌천되었다. 

이항녕은 당시를 회고하며, “죽창을 손에 들고 그 불쌍한 농민들을 습격하

여 한 알의 쌀과 한 톨의 보리마저라도 빼앗아 가는 일이 명색이 군수인 나

의 직책이라고 하니 목민관은 고사하고 誅民官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

황에서도, “아무 정의감도 없고 속속들이 썩어빠진 나는 그 하찮은 말단 관

리를 팽개쳐 버릴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연연하면서 속으

로 수치를 되씹었다”라고 한다. 그래서 그는 “그 때부터 아픈 가슴을 달래기 

위해 花開에 있는 雙溪寺에 들어가 승려들과 같이 불교 서적을 읽기 시작”했

148) 위의 글, 94면.
149) 이항녕, ｢<목민심서>｣, 유고집, 96면.
150) ｢敍任及辭令－任郡守,敍高等官七等 屬 延原光太郞｣, 朝鮮總督府官報 4310(1941.6.7.), 39면.
151) 이항녕, ｢<목민심서>｣, 유고집, 95면.
152)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305~306면.
153) 이항녕, ｢<목민심서>｣, 유고집, 96면.
154) ｢敍任及辭令－慶尙南道昌寧郡在勤ヲ命ス 郡守 延原光太郞｣, 朝鮮總督府官報 4644(1942.7.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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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창녕군수로 옮긴 후에도 “죄과를 참회한답시고…군내에 있는 소 사찰

은 물론이고 군에 인접해 있는 사찰에도 자주 갔”고 “닥치는 로 불경을 들

추어” 보기도 했다.155) 자신의 부하였던 창녕군청 식량촉탁 霞汀 李象遇에

게서 한문과 한시 짓는 법을 배우고, 노자․장자․춘추좌씨전․예기
등을 배웠고, 창녕 향촌의숙의 책임자였던 후루타 죠오지(古田常二)를 통해, 

그의 스승으로서 토오쿄오에서 金鷄學院을 운영하고 있던 야스오카 마사히

로(安岡正篤)의 동양윤리학 개론․동양정치의 연구․왕양명 연구 등

의 저서에 읽으며 양명학에도 접했다.156)

이상우와 후루타로부터 일본이 패망할 것이니 “하루 바삐 사표를 내라는 

권고”를 듣고 있던 중, 1945년 6월에 평년의 2배나 되는 보리 공출 할당이 

내려온 것을 기화로 지사에게 “사표를 내던지다시피” 한 다음, 군에 돌아와

서는 각 면에 평년만큼만 할당하고 “오랜 체증이 나은 것처럼 가슴이 후련해

지”는 것을 느꼈던 이항녕은, 그로부터 얼마 후 광복을 맞았다.157) 

Ⅵ. ‘흔들리는 시류파’－맺음말에 대신하여

이항녕은 ‘가난한 수재’였다. 스스로를 희생하며 자식의 ‘출세’를 위해 애

쓰는 부모의 기 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입시경쟁을 뚫고 경성 제2고보를 

거쳐 경성제  법문학부 예과에 입학하고, 법학과로 진학했다. 경성제  시

절 일본인 교수의 사랑을 받는 성실한 학생이었던 그는, “문중의 자랑이었고 

출신지역 또는 고향의 자랑이었”던158) 고등문관시험 합격을 성취하여,159) 

155) 이항녕, ｢나의 이력서｣, 작은 언덕에 서서, 69~70면.
156) 이항녕, ｢霞汀 선생｣, 유고집, 100~102면; ｢나의 이력서｣, 작은 언덕에 서서, 70~71면.
157) 이항녕, ｢霞汀 선생｣, 유고집, 102~104면. 이 일도 있어서인지, 창녕에서는 이항녕에게 “해방 

후에 창녕군에 있으라고…학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거기 있으라 그랬”다고 한다. 내가 겪은 

민주와 독재, 264면.
158) ｢끝없는 출세욕망...‘피지배 민족’ 고민은 무슨...｣, 한겨레 2006.11.13.
159) 식민지조선의 법조양성에 관해서는, 김창록, ｢식민지 조선의 법조 양성－법조 자격 및 시험제도를 

중심으로－｣, 법과 사회 41(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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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자랑’이었던 조선총독부의 관리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이항녕은 ‘일본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어갔다. 1915년에 

태어나 ‘나면서부터 일본사람’이었던 그는, 공립학교를 다니며 조선역사와 

한글을 배운 적도 없어서 애당초 민족의식은 없었으며, ‘일본적 질서에 적응

하여 살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믿으며, ‘개인주의적․공리주의

적인 속물근성’에 빠져 있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그는, ‘황국신민으로서 법

연구에 정진’하여 사법 신 논문상을 수상했고, 경성제  학생으로서는 가장 

먼저 창씨개명을 했으며, 총독부 관리로서 천황=국체에 터 잡은 적극적인 내

선일체론을 주창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한 이항녕도 ‘식민지조선’을 앓았다. 고보 시절에는 ‘일본인 학

생의 턱없는 우월감’에 상처를 받았고, 학에 들어간 후에는 사립중학교 출

신의 ‘지사파’들에 이끌려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총독부 관리로서 조선인 이

민을 이끌고 만주에 갔을 때는 ‘조선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앞에 놓고’서 

‘식민지의 백성’의 ‘원통’함과 ‘식민지의 관리’의 ‘비천’함을 절감했다. 

하지만, 이항녕은 흔들리면서도 결국 ‘시류파’였다. 지사파들 앞에서는 한

편으로 ‘반항심’을 느끼면서도 ‘열등감’ 때문에 꼼짝을 못했고, 최종적인 결

정의 기준은 결국 ‘출세’였다. ‘버릴 용기’가 없어서 ‘죽창부 의 앞잡이 노

릇’을 하는 식민지 관리의 자리를 이어갔다. 

그러한 이항녕에게 법은 ‘호구’의 수단이었다. 학 시절 법철학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으나, 식민지 관리로서 ‘식민지의 백성에게는 

법의 목적이 정의도 아니며 법질서가 합리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

하고서는, 한학으로 불교로 양명학으로 마음의 의지처를 옮겼다. 

그 끝에서 ‘광복’을 맞은 이항녕에게, ‘식민지인’으로서의 경험은 어떤 의

미를 가지는 것이었는가? 특히 그의 ‘법철학적’ 사색이 그의 법사상의 또 다

른 코드인 ‘풍토’와 ‘참회’에 어떻게 연결되었는가 혹은 연결되지 않았는가? 

이 질문들에 한 답은 ‘이항녕의 법사상 Ⅱ’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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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항녕 小年譜 (1915.7.25 - 1945.8.15)

1915.7.25 충청남도 아산군 둔포면 둔포리에서 아버지 李炳敏과 어머니 丁炳鎭

의 장남으로 태어남.

- 1929 할아버지에게 한문을 배우고, 아홉살에 입학한 보통학교에서는 아버

지에게서 초등교육을 받고, 서울로 가서 昌信學校 6학년에 편입한 후, 

1929년에 제2 공립 고등보통학교(1938년부터 경복중학교)에 입학함.

1934.2. 제2고보 5학년을 졸업함.

1934.4. 경성제국 학 예과 문과 을류에 입학함.

1935 국민학교 동창생인 姜弼嬅와 결혼함.

동아일보의 창간 15주년 기념 장편소설 특별공모에 ｢一輪車｣라는 

소설로 응모했으나 낙선함.

1937.3.31 학사시험 합격증서를 받음.

1935.4. 경성제국 학 법문학부 법학과에 입학함.

1938.11.3 ｢肇國의 정신과 법률｣로 사법 신 논문상에 3등 3석으로 당선됨.

1939.10. 일본국 고등문관 행정과시험에 합격함.

1940.1. 녹기연맹의 연맹원이 됨.

1940.3.4 경성부윤에게 창씨개명의 신고를 함.

1940.3.12 경성부윤으로부터 창씨개명의 허가를 받음.

1940.3.18 경성제국 학 법문학부에 창씨개명의 신고를 함.

1940.3.23. ‘창씨에 관한 학생 사이의 불상사건’으로 동 문경찰서의 조사를 받음.

1940.3.31 경성제국 학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함.

1940.4. 조선총독부 학무국 屬官으로 취업하여, ‘고등관 견습’으로서 고등문관

시험 합격자 수습을 시작함.

1940.5. 녹기 제5권 제5호에 ｢생활법률학의 제창｣을 발표함.

1940.11. 조선행정 제19권 제11호에 ｢신체제와 국가이념｣을 발표함.

1940 겨울 조선총독부 척무과의 한국인 이민 인솔에 참여하여 만주를 다녀옴.

1941.5.31 하동군수에 임명됨.

1942.7.15 창녕군수에 임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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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e Hang Nyung’s Legal Thought I

Kim, Chang-Rok*

160)

This paper examines ‘Lee Hang Nyung, a law student in Korea under 

Japanese rule’, which will be a preliminary research on Lee Hang Nyung’s 

Legal Thought composed of ‘pro-Japan’, ‘repentance’ and ‘natural 

characteristics.’

Lee Hang Nyung was ‘an impoverished brilliant.’ He entered the Keijo 

Emperial University through an excessive competition in entrance examination, 

passed the examination for high civil officials, and became an official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the mean time, Lee Hang Nyung lived as a ‘Japanese.’ As he was born 

in 1915 after the start of Japanese rule, he thought that it was his destiny 

to live as a Japanese. Further, as a ‘Japanese Royal subject’ he devoted himself 

to the study of law, changed his name to a Japanese name, and advocated 

the ‘Korea and Japan are one’ policy based on Tenno=Kokutai.

Of course, Lee Hang Nyung also suffered from ‘colonial Chosun.’ However, 

he went with tide and his final norm was ‘the success in life.’ 

For him, law was a naked instrument of subsistence. After confirming the 

irrationality of colonial law, he rushed to Chinese classics, Buddhism and the 

philosophy of Wang Yangming, searching for a place to rest.

 *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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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ould be the theme of ‘Lee Hang Nyung’s Legal Thought II’, how his 

experience as a ‘colonial man’ was connected to his legal thought of 

‘repentance’ and ‘natural characteristics.’

[Key Words] Lee Hang Nyung, Legal Thought, Pro-Japan, Korea under 

Japanese Rule, Keijo Imperi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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