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의 세계적 지위  
[비판] (1931년 5월호)

 (주: 비판사의 요청에 의하여 '조선의 세계적 지위'란 제목의
논문을 기고하였으나 수개처가 삭제되어 있다) 

조선의 세계적 지위는 경제적으로는 식민지요, 정치적으로는 약소민족의 지위에 있다. 
만일 조선을 세계 다른 약소민족에 비교하여 말한다면 영국의 깃발 아래에 있는 모든 
약소민족과 근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문화와 민족을 말한다면 애란 그것과 근사하며, 
경제적으로 말한다면 인도 그것과 (차간 십사자 삭제) 근사하다. (차간 칠십자 삭제) 
그러나 동양의 대세로 보아서 조선의 세계적 지위가 장래에 있어서 더욱 중대성을 포
장하고 있을뿐더러 현재의 동양대세로 보아서도 조선의 세계적 지위는 실로 세계 어
떠한 약소민족의 지위 그것보다도 더욱 중대성을 점유하고 있다. (차간 육십팔자 삭
제) 일례를 최근에서 든다면 저 간도에서 접종 속출하는 공산당 문제가 중국과 일본
간에 있어서 중요성을 가진 국제문제를 일으킨 것을 볼지라도 조선이 얼마나 중대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넉넉히 알 수가 있지 않으냐. 지리상으로 말할지라도 조선은 세
계교통의 중심로가 되어 있다. 저 아메리카, 아세아대륙, 구라파등 세계통로의 추요지
대가 되어가고 있다. 통틀어 말한다면 정치적으로나 지리상으로나 조선은 세계 어떠
한 약소민족의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지위를 점령하고 있다. 조선문제 여하가 동양
대국을 좌우 여하로 요리하게 된다. 동양에 있어서 만일의 변국을 일으킨다면 조선문
제가 가장 간요한 형세를 일으키게 된다. 과거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으냐. 
일청, 일로 양대전역의 원인은 조선문제 그것이 핵심이 되고 있지 아니했느냐. 다시말
하면 조선문제가 없었다면 양대전역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만일에 태평양문
제라는 것이 일, 미, 중 삼국간의 중요문제가 되어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국제적 문제
가 되고, 만몽문제가 장래 태평양문제를 야기하는 도화선이 된다고 하면, 그 중에도 
만주문제라는 것이 장래 태평양문제를 일으키는데 출발점이 된다고 하면 더욱 조선문
제의 중요성이 느끼어지는 바이다. 이 점에 있어서 조선의 세계적 지위는 어떠한 방
면으로 보든지 세계의 어떠한 약소민족 그것보다도 가장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는 것을 느끼는 바이다. 장래 일로, 일중, 일미 간에 있어서 여하한 문제가 발생한다
면, 그리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여하한 문제로 전개된다면 조선의 세계적 지위는 실로 
중대하다고 느끼어진다. 조선의 세계적 지위는 과거에도 중요하였거니와 현재에도 미
래에도 더욱 중대하다. 세계 어떠한 약소민족의 그것은 조선의 세계적 지위에 미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