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개의 당면한 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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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조선지광사가 요청한 '당면제문제에 대한
제견해'란 제목의 앙케이트에 대한 논문임)

현하 조선의 모든 실상은 차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러나 오인의
보는 바 당면의 문제로서 더욱 긴박한 문제는 첫째 민족적 총역량의 집중문제
이다. 지금 신간회는 곧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탄생하였고 또 많은 노력을 하
는 바이나 아직도 그 사명을 완전히 달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는 즉 전조
선민족의 각계급이 완전히 이에 결성되지 못한 까닭으로. 그러므로 금후의 문
제는 곧 어떻게 하여야 전민족적 결성을 할 수 있겠느냐 함이다. 이에 대하여
오인의 보는 바로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충실한 지도자가 있어야 할 것과 지방
지방에 있는 종래의 건실한 지도자들의 규합을 도하는 것이 선행문제일까 한
다. 금차 본사가 실행중에 있는 현대인물의 투표계획도 이러한 일의가 없는 것
이 아니어니와 우리의 당면한 필요는 실로 충실한 지도자를 구함에 있는 것이
다. 둘째 우리의 경험생활 문제이니 위기에 함한 우리의 경제적 생활을 어떻게
구제하겠느냐! 하는 것은 각하의 절박한 큰 문제일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물
론 여러 가지의 의논이 있을 것이다. 또 그 근본문제를 떠나 당면한 일, 이 문
제를 논함은 오직 지엽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종래에 이러한 현상을 볼
때에 그 원인을 오직 객관적 정세에만 돌리고 그 자체에 있는 내재적 원인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많았으니 이는 우리의 중대한 착오일 것이다. 오인은 조선
인의 경제적 생활의 위축원인이 그 객관적 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큰 것
을 부인함이 아니다. 물론 그것이 무엇보다도 큰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의 노
력부족도 또한 일원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제
저 중국인의 실상을 보자. 저들은 경제적 생활에 있어 하등의 ○○적 비호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면에는 국제적 자본주의의 ○○○○고 있다. 그
러나 저들은 능히 그 개인적으로 그에 대항하고 있으며 국외유랑하는 개인개
인도 지금 조선에서도 도처에서 보는 바이어니와 능히 자립한 생활을 영위하
고 있다. 이는 요컨대 저들의 견호한 개성과 부단한 근로의 결과라고 할 것이

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경제적 생활의 위축되는 원인이 객관적 조건에 의하
여 결정된다 할지라도 일면에는 자체의 무력이라는 책임이 또한 적지 아니하
니 이 실로 우리가 반성하여야 할 문제이다. 셋째 조선인의 교육문제를 들 수
있으니 우리의 교육상 각하의 필요한 문제는 어떠한 방법이나 형식으로든지
의무교육의 실행이다. 이는 실로 인도상으로 큰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는 근래에 유행하는 학생의 맹휴문제이니 이러한 문제는 결국 우리의 문화발
전상 중대한 지장이 될 뿐이다. 우리가 일일의 학업을 게을리하는 그만큼의 문
화는 뒤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맹휴의 원인과 동기를 신중히 검토
고찰하여 방미두점의 실을 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취할 방침이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