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국망의 국제정치가 국망의 국제정치

나 해방의 국제정치나. 해방의 국제정치



(若嬰生)



若嬰生

가 일선(日鮮)융화파가. 일선(日鮮)융화파

화 협나. 문화파/타협민족주의 (이광수)

다. 독립파/비타협민족주의 (김양수)

라. 사회주의파 (김명식)



(International 
C ti )Cooperation)



3.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의 개념사

가. 일본국제정치학: 石橋湛山 신자유가 일본국제정치학 石橋湛山 신자유
주의/吉野作造 국제민주주의/ 中央
公論(1922)公論(1922)

나. 영국국제정치학:E. H. Carr The Twenty 
Years’Crisis (1939) / Leonard Woolf

International Government (1916)International Government (1916) 





국내수학과 일본유학(1896년~1918년)국내수학과 일본유학 년 년

년도 나이 내용

1896년 1세 전남 순천 출생

1902 - 1909년 7-14세 한문과 일본어 배움

1910년 15세 순천중학교 입학 4년 수업

1914년 19세 일본 와세다대학 예과입학/1917년 정치경제학부 졸업1914년 19세 일본 와세다대학 예과입학/1917년 정치경제학부 졸업

1915년 20세 동경유학생학우회 평의원으로 활동

1916년 21세 신아동맹당 참가

1917년 22세 7월 "사회문제에 대한 관념" 학지광(學之光)





2. 식민지시기 언론 및 기업활동(1918년~1945년)
년도 나이 내용

1918년 23세 귀국해서 순천청년회 총무1918년 23세 귀국해서 순천청년회 총무

1921년 26세 8월 순천청년회 강연회 “조선 문예의 배경”(동아일보 1921/8/9)

7월 조선청년회 순회강단 조치원에서 “금일의 사조”(동아일보

1922년 27세

7월 조선청년회 순회강단 조치원에서 “금일의 사조”(동아일보

1922/7/15) 조선청년회 순회강단 천안에서 “연대책임” (동아일보

1922/7/16)1922/7/16)

10월 동아일보 논설부 기자

1월 동아일보 "과거 1년의 세계"(1/1)
1923년 28세

1월 동아일보 과거 1년의 세계 (1/1)

5월 동아일보 논설부장

필명 약영생(若嬰生)으로 동아일보에 "1년간의 세계대세"(1/1 1/5 5회)와

1924년 29세

필명 약영생(若嬰生)으로 동아일보에 1년간의 세계대세 (1/1-1/5 5회)와

개벽에 "세력균형주의와 국제협조주의"(개벽 제46호 1926/4/1) 게재

4월 박춘금의 식도원 권총협박사건4월 박춘금의 식도원 권총협박사건.

5월 조선일보사 기자



2. 식민지시기 언론 및 기업활동(1918년~1945년)
약영생(若嬰生)의 필명으로 동아일보에 "1년간의 세계대세"(1/1-1/5 5회)

와 개벽에 "세력균형주의와 국제협조주의"(개벽 제46호 1926/4/1)를 게재
1924년 29세

와 개벽에 세력균형주의와 국제협조주의 (개벽 제46호 1926/4/1)를 게재

4월 박춘금의 식도원 권총협박사건.

5월 조선일보사 기자5월 조선일보사 기자

7월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제2차 범태평양회의에 조선일보 특파원자격으로

송진우 서재필(徐載弼) 김활란(金活蘭) 신흥우(申興雨) 유억겸등과 함
1925년 30세

송진우,서재필(徐載弼), 김활란(金活蘭), 신흥우(申興雨), 유억겸등과 함

께 참석. 김종철과 함께 미국 유학. 미조리주 파크 대학(Park college))에

서 어학연수서 어학연수.

1월 "미국유학생출신을 엇ㅅ더케 보는가" 우라키 제2호(1926)

3월 "양대세력의 석금관(昔今觀)"(개벽 제66호 19263/1)과 "黃禍냐?白
1926년 31세

3월 "양대세력의 석금관(昔今觀)"(개벽 제66호 19263/1)과 "黃禍냐?白

禍냐? 양대세력의 석금관(其二)"(개벽 제68호1926/4/1)게재.

7월 뉴욕 컬럼비아대학 청강생으로 정치경제학 수강7월 뉴욕 컬럼비아대학 청강생으로 정치경제학 수강

1927년 32세 8월 주간《삼일신보(三一申報)》을 발간 주필로 교포들의 독립정신 고취



2. 식민지시기 언론 및 기업활동(1918년~1945년)

1928년 33세

5월 영국 런던으로 가서 프랑스, 독일, 스위스의 수도를 여행하고 9월부터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청강생으로서 수강1928년 33세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청강생으로서 수강

12월 런던 출발

1월 상해를 방문 인창호를 비롯한 임시정부요인들과 해외독립운동에 관해
1929년 34세

1월 상해를 방문 인창호를 비롯한 임시정부요인들과 해외독립운동에 관해

면담, 김두봉과는 한글운동에 관하여 의견을 나눔

1930년 35세 2월 부산 도착 서울 본정 경찰서에서 조사받음1930년 35세 2월 부산 도착. 서울 본정 경찰서에서 조사받음

1931년 36세 1월 조선일보에 "구미국제정국의 전망"(5회 1/1-1/7) 기고

1932년 37세 4월 "연맹군축회의의 전망" (동방평론 제 1호/1932/4/1)1932년 37세 4월 연맹군축회의의 전망 (동방평론 제 1호/1932/4/1)

1935년 40세
순천 갑부 우석 김종익의 조선제사 감사. 김도연의 조선흥업 이사. 조선어

학회에 참여 사전편찬사업의 재정적 뒷받침을 담당학회에 참여, 사전편찬사업의 재정적 뒷받침을 담당.

1938년 43세 연희전문학교 혁명동지회 비밀결사 흥업구락부 검거

10월 조선어학회사건으로 검거되어 함경남도 홍원경찰소에서 가혹한 취조

1942년 47세

10월 조선어학회사건으로 검거되어 함경남도 홍원경찰소에서 가혹한 취조

를 받고 다른 15명과 함께 기소 처분되어 1943년 7월부터 함흥형무소에

서 옥살이를 시작함





3. 해방이후 정치활동(1945년~1969년)
년도 나이 내용

1946년 51세 8월 민족통일본부 재정부장 (서울신문 조선일보 1946/1/1)1946년 51세 8월 민족통일본부 재정부장 (서울신문, 조선일보 1946/1/1)

8월 한국민족대표자회의 재정분과위원회(동아일보 1947/8/5)

1947년 52세
9월 한국민족대표자회의 감찰부위원장(조선일보 1947/9/9) 한민당 상무집

행위원(동아일보 1947/9/21)

10월 독립촉성국민회의 후생부장

2월 독립촉성국민회의 총무부장

1948년 53세
9월 “강력 신당을 조성하라”(조선일보 1948/9/19) “민족진영의 단일

정당”(한성일보 1948/19/30)

10월 “정당합당의 종지문제”(동아일보 1948/10/20)

1949년 54세 1월 "자주적인 통일" (조선일보 1949/1/13)

1950년 55세 전남 순천에서 2대 민의원에 민주국민당 소속으로 당선



3. 해방이후 정치활동(1945년~1969년)

1952년 57세 “국정혁신의 길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상/하)(동아일보 1952/10/23 24)1952년 57세 “국정혁신의 길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상/하)(동아일보 1952/10/23-24)

1953년 58세 “외교의 수면과 주도권문제”(동아일보 1953/4/19)

1955년 60세 “헌정 7년의 회고”(동아일보 1955/8/1)

1960년 65세 원자력원장 취임

1969년 74세 9월 19일 별세





“사회문제에 대한 관념”學之光제13호(1917.7)

가 개인주의가. 개인주의

나. 사회주의

다. 온건적국가간섭주의

라. 영국 신자유주의의 영향라 영국 신자유주의의 영향





“과거 1년의 세계, 대세를 지배하는 3대사조”(동아일보1923.1.1)

가 현상유지주의가. 현상유지주의

나. 현상타파주의

다 지중관망주의다. 지중관망주의





가 구주가. 구주

나 아시아나. 아시아

다. 러시아

라. 국제사정 혼돈/개조 기대





 가 국가만능설 vs 국가제한설 가. 국가만능설 vs. 국가제한설

 나. 국제관계는 약육강식의 수라장/세력균형주의/국제협
조주의조주의

 다. 구주와 태평양다  구주와 태평양

 라. 워싱턴회의 영미 vs. 일본의 각축

 마. 러시아

 바 국제협조주의의 구심력과 세력균형주의의 원심력 바. 국제협조주의의 구심력과 세력균형주의의 원심력





兩大勢力의 昔今觀” 개벽 제66호(1926.3.1) 
“黃禍냐?白禍냐?-兩大勢力의 昔今觀(其二) 개벽 제68호(1926.4.1)

 가 로카르노조약 가. 로카르노조약

 나. 반제국주의운동

 다. 원심과 구심: 원심/ 현상유지책 vs. 구심/현상타파책

 라. 양대세력의 금석관

 마. 동방민족의 기구한 현상과 각성

 바. 양대세력의 약점







가. 식민지 현실주의 국제정치론의 맹아

나 1930년대 전향(轉向)의 국제정치론나. 1930년대 전향(轉向)의 국제정치론

다. 해방국제정치론의 빈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