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三個의 當面한 急務 

[朝鮮之光] (1928년 1월호)
(註: 朝鮮之光社가 要請한 '當面題問題에 對한 題見解'란 題目의 앙케이트에 대한 論文임) 

現下 朝鮮의 모든 實狀은 次第로 發展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나 그러나 吾人
의 보는 바 當面의 問題로서 더욱 緊迫한 問題는 첫째 民族的 總力量의 集中
問題이다. 只今 新幹會는 곧 이러한 使命을 가지고 誕生하였고 또 많은 努力
을 하는 바이나 아직도 그 使命을 完全히 達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는 
卽 全朝鮮民族의 各階級이 完全히 이에 結成되지 못한 까닭으로. 그러므로 今
後의 問題는 곧 어떻게 하여야 全民族的 結成을 할 수 있겠느냐 함이다. 이에 
對하여 吾人의 보는 바로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忠實한 指導者가 있어야 할 것
과 地方 地方에 있는 從來의 健實한 指導者들의 糾合을 圖하는 것이 先行問
題일까 한다. 今次 本社가 失行中에 있는 現代인물의 投票計劃도 이러한 一義
가 없는 것이 아니어니와 우리의 當面한 必要는 實로 充實한 指導者를 구함에 
있는 것이다. 둘째 우리의 經驗生活 問題이니 危機에 陷한 우리의 經濟的 生
活을 어떻게 救濟하겠느냐! 하는 것은 刻下의 切迫한 큰 問題일 것이다. 이에 
對하여는 勿論 여러 가지의 議論이 있을 것이다. 또 그 根本問題를 떠나 當面
한 一, 二 問題를 論함은 오직 枝葉問題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從來에 이
러한 現狀을 볼 때에 그 原因을 오직 客觀的 情勢에만 돌리고 그 自體에 있는 
內在的 原因을 等閑視하는 傾向이 많았으니 이는 우리의 重大한 錯誤일 것이
다. 吾人은 朝鮮人의 經濟的 生活의 萎縮原因이 그 客觀的 條件에 依하여 決
定되는 바 큰 것을 否認함이 아니다. 勿論 그것이 무엇보다도 큰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의 努力不足도 또한 一原因이 되는 것을 우리는 看過하여서는 아
니될 것이다. 이제 저 中國人의 實狀을 보자. 저들은 經濟的 生活에 있어 下
等의 ○○的 庇護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一面에는 國際的 資本主義
의 ○○○○고 있다. 그러나 저들은 能히 그 個人的으로 그에 對抗하고 있으
며 國外流浪하는 個人個人도 只今 朝鮮에서도 到處에서 보는 바이어니와 能
히 自立한 生活을 營爲하고 있다. 이는 要컨대 저들의 牽乎한 個性과 不斷한 
勤勞의 結果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只今 우리의 經濟的 生活의 萎縮되는 



原因이 客觀的 條件에 依하여 決定된다 할지라도 一面에는 自體의 無力이라
는 責任이 또한 적지 아니하니 이 實로 우리가 反省하여야 할 問題이다. 셋째 
朝鮮人의 敎育問題를 들 수 있으니 우리의 敎育上 刻下의 必要한 問題는 어
떠한 方法이나 形式으로든지 義務敎育의 실행이다. 이는 實로 人道上으로 큰 
問題일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는 近來에 流行하는 學生의 盟休問題이니 이러
한 問題는 結局 우리의 文化發展上 重大한 支障이 될 뿐이다. 우리가 一日의 
學業을 게을리하는 그만큼의 文化는 뒤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盟休
의 原因과 動機를 愼重히 檢討考察하여 防微杜漸의 實을 擧하는 것이 무엇보
다도 取할 方針이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