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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그룬트비(Nikolai Frederik Severin Grundtvig)는 덴마크에서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그룬트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놀랍다. 2년 전 김기석 교수의 소개로 세미나에 초청되어
‘일가 김용기’가 ‘한국의 그룬트비’라고 불리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
나안농군학교를 창설한 것도 알게 되었으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큰 영

광으로 생각한다.
오늘은 그룬트비와 덴마크 국민고등학교(국민대학교라고도 한다)에 대해
그리고 그룬트비의 몇 가지 교육적인 사상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 그룬트비
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상은 “국민을 계몽 한다”는 것이다. 먼저‘계몽’
과 ‘국민’에 대한 관련성을 몇 가지 이야기하겠다.

Ⅱ. 빛과 계몽
‘계몽 (Enlightenment)’이라는 것은 ‘빛(light)을 비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밝게 하고, 다르게 할 수
있느냐는 하는 것으로 빛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종교에서는 빛을 중
요하게 생각한다. 빛은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합의하는
데 과연 이 빛이 어디에서 오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이 빛이 네 가지 방면으로부터 한 가지로 온다고 말하고 싶
다. 하나는 위에서부터, 하나는 밖으로부터, 하나는 우리의 내부로부터, 하
나는 우리의 밑으로부터이다.
유럽의 경우 빛을 기독교와 연관 지어 위로부터, 즉 신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개념이 일반화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으로부터 계몽해 달라
고 기도한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서 빛이라고 하는 것이 신으로부터가 아닌 다른 것
으로부터도 온다는 개념을 생각하게 되었다. 존 로크(John Locke)라고 하는
사람은 “빛은 밖으로부터 온다”고 이야기 했다. 이 빛은 자연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우리가 자연에 관한 것을 배우게 되면 계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가 태어날 때 ‘백지 상태’ 또는 ‘빈(비어
있는) 상태’에 있지만 자연으로부터 접촉하여 배우게 될 때 우리가 채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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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존 로크와

비슷한 학파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

가 사물을 접촉하고 경험하고 지각하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몽될
수 있다.’는 것이다.
18세기 후반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는 “우리가 계몽하게 되는 것
은 우리 내부로부터 온다”고 주장했다. 칸트에 의하면 우리는 ‘빛을 가지
고 태어났다’는 것이다. 우리가 추리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계몽에 이를 수 있다는 견해이다. 우리가 똑같은 양의
빛을 안고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빛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우
리의 능력은 더 커지고 더 계몽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사고력, 추리력으로 스스로 빛을 창조해 낼 수도 있다
고 했다. 칸트에 의하면 우리가 비록 가능성은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
고 안고 나온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는 장애
(handicap)나 외부적인 제도 등으로 인해 우리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덴마크의 사상가라고 불리는 그룬트비(Grundtvig)는 우리를 계몽하는 빛
은 밑으로부터 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가 아래로부터 떠오르듯이 빛도
아래서부터 올라 온다”고 했다. 그러나 빛이 아래로부터 온다고 했을 때,
그 아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룬트비는 빛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인데
특히 사람들의 언어, 문화로부터 빛이 올 수 있다고 했다. 빛은 이미 교육
을 잘 받은 상류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빛은 보통 사람들,
평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문화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것이다.

Ⅲ. 국민의 의식변화
지금까지는 계몽과 빛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은 사람, 국민에
관해 이야기 하겠다. 덴마크에서 민주주의가 들어오기 전까지, ‘국민’은
흔히‘하류계층, 주권자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했다. 가족을
예로 들어볼 때, ‘아버지’와 ‘아버지에 속한 가족’이라고 표현하듯이
‘국가’는 ‘주권계층과 국민’이라고 불렸다. 주권 계층은 상류, 국민은
하류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
하는 것과 같이 위에 아버지의 개념이 있고,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할 때
왕도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그리고 가정의 아버지도 아버지가 상위 개념으
로 표현하였으며 이렇게 ‘아버지’라고 호칭되는 부류가 상류에 속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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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상류 계층이라고 하는 부류는 하나님, 왕, 아버지에게 속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계층 구조가 사회적인 구조뿐만이 아니라 정신구조도 마
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민주주의’는 ‘국민의 주권’인 ‘자주성’
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국민’은 곧 하류계층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주권을 가진 독자적인 사람들’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 져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다. 국민이라고 칭해지는 계층이 주권자에게 의지 하고 있는,
복종적인 구조에서 독립적인 개념으로 전환되는 데는 의식의 변화가 굉장히
필요한 개념이다. 국민은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룬트비는 덴마크
에서 ‘국민’의 개념을 소속되어 있는 ‘하류계층’의 개념으로부터 주권
을 행사할 수 있는‘독립적인 계층’으로 인식을 변화시키는(Empowerement)
과정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상가이다.
많은 사람들은 개념의 변화, 의식의 변화를 두려워했다. ‘우리에게 명령
할 아버지(상류 계층)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
까’ 하는 것에 대해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야겠다는 열망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상의 변화 과정에서는 ‘상부와 하부 구조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것
과 ‘각자가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상당한 논쟁이 있
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요약하고 싶다. 과거를 두 개의 중심 즉, - 부자
중심의 사회로부터 형제, 자매 등의 평등한 관계- 으로.
그룬트비는 상부와 하부 계층의 사고방식으로부터 평등한 사회로의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전의 고등학교
와는 달리 새로운 타입의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물론 이
전에 공업, 농업 고등학교 등의 형태의 학교는 있었다. 그러나 그룬트비는
‘대중을 위한 국민고등학교’라는

새로운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

다. 이 새로운 형태의 국민고등학교(Folk High School)는 모든 국민을 그
학교의 학생으로 하는 교육 기관이다. 또한 머물면서 배우고 숙식하는 형태
의 학교를 염두에 두었다.

Ⅳ. 국민고등학교와 협동조합
첫 번째 덴마크 국민고등학교는 1844년에 세워졌다. 민족적인 형태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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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였다. 한국이 일본을 강대한 이웃이라고 생각하듯, 덴마크와 독일도 그러
한 관계이다.
덴마크는 1864년 독일과 전쟁을 했고 전쟁에서 패해 상당한 남부지역의 영
토를 잃게 되었다. 이 전쟁으로 국민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 때 달가스(Dalgas, Enriko Mylius, 1828~1894, 덴마
크 서부지역에서 농토를 가꾼 유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는 말을 주창했고 이 말은 덴마크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다. 1864년 전쟁에 패하고 난 후 국민고등학교가 덴마크 전역에 세워
졌다. 이 모든 국민고등학교는 그룬트비가 주장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사
상’을 뒷받침하여 세워지게 되었다. 국민고등학교에서는 일반적인 학교에
서 가르치는 기능적인 측면과 일반적인 교육, 그리고 보다 나은 농민을 위
해 농사기술을 가르쳤다. 이 뿐만 아니라

국민고등학교는 이 외에 덴마크

의 역사, 문화, 문학 등도 가르쳤다. 많은 지식층은 이러한 그룬트비의 견
해를 이해하지 못했다. 농민들에게 필요 없는 것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다.
물론 당시 덴마크의 국민의 대부분은 농민이었으나 그룬트비는 덴마크의 미
래를 생각할 때 ‘농민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농업기술 이외에 많은 것들을 가르쳐야 했다고 생각했다. 특히 젊은 농민들
을 스스로의 능력을 가져서 미래의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
스로 계획하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운동 또한 강조했다. 보통 농부
들은 걸음을 걸을 때 기운 빠져 걸었으며 상류 계층을 만나면 굽실거리는
태도를 가졌다. 그룬트비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는 그 사회에 대해 책임을
감당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체력도 기르고 자기에 대한 의식과 자
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쳤다. 자연스럽게 국민고등학교는 모든 사람에
게 환영받게 되었고 영향력도 커졌다. 이것이 덴마크의 사회와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국민고등학교가 전 세계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최초의 시도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국민고등학교 운동과 연결시켜 협동조합 운동에 대한 것도 조금
언급하겠다.
1830년대 덴마크의 농민들이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첫 번째
세계화의 물결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덴마크의 농업은 곡물 재배
를 바탕으로 한 농업이었다. 그런데 미국으로부터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게
되어

덴마크뿐만 아니라 유럽에 영향을 끼쳐 곡물 값이 떨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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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농민들이나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두
개의 중요한 대책이 나왔다. 하나는 곡물을 수입할 때 세금을 부과하여 방
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농민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다. 덴마크 사람들
은 후자를 택했다. 교육에 보다 더 투자하는 것,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필
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곡물 중심으로 교육하였으나
이제는 소, 돼지, 양과 같은 축산 기술을 발전 시켜 축산물을 가공하는 것
이 중요한 농민 교육이 되었다. 새로운 건물도 필요하게 되었다. 유제품을
가공하기 위한 건물, 가축을 기르고 도살하기 위한 축사 등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건물 등도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누가 축사, 유제품 가공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냐, 어떤 경제적인 모델을 선택하여 운영해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도 직면했다.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 경제모델을 생각했다. 하나는
자본주의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협동조합과 같은 방식의 모델이다. 자본주
의적인 경제 모델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모
델, 즉 돈과 권력이 함께 가는 모델이다. 그러나 덴마크는 협동조합의 모델
을 선택했다.
협동조합 모델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모델이다. 민주적인 방식을 선택
하게 되면서

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농민 모두가 한 사람 한 표의 투표

권을 갖게 되었다. 이것은 덴마크의 역사상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선택이
다. 그 후 18년 동안 천개 이상의 유가공 협동조합이 세워졌다. 1900년도에
런던에서 열린 어느 대회에서 덴마크의 버터가 1등으로 선택되었다. 이전까
지는 덴마크의 버터는 질이 낮다고 평가 되었는데, 품질이 급부상하여 덴마
크의 버터가 최고가 된 것이다.
왜 덴마크 농부들이 협동조합 모델을 택하였는가? 이것이 국민고등학교와
의 관계가 없었던들 가능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만한 영향을 준 것이다.
따라서 국민고등학교 교육기관과 협동조합 운동은 밀접한 연관성을 갖았다.
많은 나라에서 국민고등학교 교육기관과 협동조합에 대해서 해외로부터 감
동을 받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민고등학교
교육기관과 협동조합의 연관성이 헝가리, 폴란드, 한국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덴마크의 경험들이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나이지
리아, 그리고 인도 등지에도 감동을 주었다.
그룬트비가 관심을 보였던 다른 하나의 교육기관에 대해 말하겠다. 그룬트
비는 국민고등학교에만 관심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대학기관에도 관심을 가
졌다. 국민고등학교가 덴마크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집중시켰던 것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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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노딕 대학(The Nordic Folk Academy)은 전 세계의 인류에 관심을 갖았
다. 국민고등학교가 한 나라의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면, 노딕대학(The Nordic University)은 전 세계 사람들의 정
신적인 역사를 총망라하는 교육이다. 그룬트비는 덴마크의 국민들의 삶이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의 한 부분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민족
주의자적인 생각을 갖고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교육했지만, 그것으
로 인해 무한한 인류역사의 하나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
했다. 그룬트비는 덴마크 역사에 관해서는 저술한 책이 많지 않지만 세계의
역사에 관해서는 많이 다루었다.

Ⅴ. 맺음말
그룬트비는 ‘교육은 삶을 위한 것이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삶을 위한
학교. 그룬트비는 “평생학습”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
리는 삶을 위해서 평생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룬트비에 의하면 삶은
정신과 아울러 다른 미세한 것들이 합쳐져 이루어진 육신을 아우르고 있다
고 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의 신성한 실험과도 같아 정신과 신성한 의식
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이 생각은 일가 선생님이 가진 물질적
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이 함께 가야 함을 강조한 것과 같다고 표현할 수 있
다.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덴마크의 유명한 그룬트비와 그의 국민 고등학교 정
신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하며, 특히 150년의

덴마크의 역사가 이

곳에까지 영향을 준 것에 대해 함께 나눌 수 있는 자

리를 마련해 준 것에 크게 감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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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자료 - [그룬트비의 생애와 사상]
편찬: 김 기석(서울대 교수,일가재단 상임이사, 국경없는교육가 공동대표)

◇ 우리가 기억하는 그룬트비

1. 이 춘원 선생
그룬트비 목사는 자신의 조국 덴마크가 연이은 패전으로 인하여 국토는
줄어들고 민심은 피폐하여져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같이 흔들리게
되었을 때에 국민들의 혼을 깨우치고 희망을 심는 일에 헌신하였다. 그는
국민들 앞에서 사자후를 토하기를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고 호
소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국운이 기울어지게 되면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다. 가는 곳마다 다툼과 분쟁이 끊어지지를 않게 되고 도박이 성행한다.
19세기 중엽의 덴마크 사회가 그러하였다.
그룬트비 목사가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고 한 것은 패전으로
인하여 국토를 잃은 것을 비탄해 하고만 있지를 말고 온 국민들이 혼이 깨
어나고 마음이 새로워져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
여 나가자는 의미의 호소였다. 그리고 그는 온 국민들을 상대로 삼애운동
(三愛運動)을 펼쳤다. ‘하늘사랑, 땅사랑 그리고 사람사랑’ 3 가지 사랑
을 일컫는다. ‘하늘사랑’은 성경의 하나님을 지성으로 섬기는 하나님 사
랑이고 ‘땅사랑’은 조국인 덴마크를 재건하는 겨레사랑이요 ‘사람사랑’
은 동포를 사랑하는 이웃사랑이었다.
그룬트비 목사의 심금을 울리는 설교를 들은 국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
다. 각자가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삼애운동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고민
하게 되고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런 사람들 중에 달
가스[Dalgas, Enriko Mylius, 1828~1894]란 사람이 있었다. 포병대의 대령
이었으나 패전 이후 상심하여 패배감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가 그룬드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새로운 용기, 새로운 비전을 품기 시작
하였다. 그는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삼애운동으로 토박한 국토에 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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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어 숲을 가꾸어 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운동임을 자각케 되었다.
그는 북녘 황무지에 도전하여 나무심기에 남은 삶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나무를 심을 때마다 차가운 북퐁과 토박한 땅 탓으로 나무들이 죽어갔다.
그는 무려 13년의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며 그 기후와 그 토양에 알맞은 나
무를 찾아내어 270만평의 숲을 일구어 내는 일에 성공하게 되었다. 그룬트
비 목사의 삼애운동이 덴마크 나라를 일으키게 되는 한 시작이 되었다.

2. 이상철 목사
'국민고등학교'라는 학교명은 1800년대 덴마크에서 그룬트비 목사가 돌짝
밭 같은 덴마크를 옥토의 나라로 변화시키면서 교육제도에 '국민고등학교'
제도를 도입해서 농한기에 젊은이들을 공부시켜 새나라 건설에 공헌하게 한
데서 유래했다. 그룬트비 목사는 교육 기본정신으로 ①하나님을 사랑하고
(愛天) ②하나님이 주신 땅을 사랑하고(愛土) ③이웃을 사랑하라(愛隣)는
소위 말하는 '삼애주의' 교육을 실시, 덴마크를 세계적인 모범 농업국가로
발전시킨 사람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덴마크 사람들은 그룬트비를 '국부(國
父)'라고 부른다.

3. 김진홍 목사
그룬트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삼애운동에 헌신키로 한 인물 중에 크리스
텐 콜(1816~1870)이란 사람이 있었다. 원래는 초등학교 교사였으나 진부한
재래식 교육에 염증을 느껴 자신이 만든 교재로 새 교육을 실시하다가 이로
인해 해고를 당한 경력이 있는 교사 출신이었다. 그는 기울어져 가는 덴마
크를 바로 세우려면 교육이 새로워져야 함을 절감하고는 국민들의 얼을 깨
우치는 새 교육, 산 교육을 펼치는 일에 헌신키로 결심을 하고는 두메산골
로 들어가 허름한 물방아간 하나를 빌려서는 학교 교실로 개조를 하고 국민
고등학교란 이름으로 국민교육을 시작하였다.
학생모집 광고를 하고는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첫 학기에 15명의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입학식이 있는 당일의 아침 나절까지 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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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낸 학생이 단 한 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은 그는 학교
뒤편 숲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개학시간이 될 때까
지 14명의 학생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 드렸다. 그가 기도를 드리고 나오는
데 소달구지에 이웃마을 젊은이들 14명이 타고 와서는 말하기를 입학하러
오다가 달구지가 빠져서 건지느라 이렇게 늦었노라고 하였다.
이것이 그 유명한 덴마크 국민고등학교의 시작이다. 크리스털 콜은 그들
과 함께 살면서 산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들에게 지식을 전수시킨 것이 아니
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 겨레 사랑, 이웃사랑에의 삼애정신을 심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개척자로 일하게 하는
개척정신, 도전정신을 길러 주었다. 거기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국의 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척박한 땅을 비옥한 당으로 바꾸어
가는 일에 헌신할 사명감을 심어 주었다. 이 운동이 덴마크를 좌절의 역사
에서 번영의 역사로 변모시킨 출발점이 되었다
선각자 그룬트비 목사의 혼을 깨우는 설교에 영감을 받고 도전을 받은 달
가스나 크리스텐 콜 같은 개척자들이 척박한 땅을 개척하고 피폐해진 백성
들의 마음 밭을 일구는 일에 목숨을 걸었기에 덴마크는 회생할 수 있었다.
물론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달가스의 경우 덴마크의 토양에 맞는 나
무를 찾아내는 데만 십여 년의 세월을 보냈다. 크리스텐 콜의 경우 역시 마
찬가지였다. 그가 처음 시작한 학교는 말이 학교였지 내용은 너무나 초라하
였다.
그가 시작한 국민고등학교는 두메산골의 폐허가 된 방앗간을 빌려 교사로
쓰면서 허가도 인가도 없이 그냥 6개월 단기과정으로 시작한 학교였다. 그
러나 그 학교에는 최신시설을 갖추고 온갖 첨단 장비를 갖춘 요즈음의 학교
들이 가지지 못한 것 한 가지가 있었다. 가르치는 교사의 학생들을 향한 뜨
거운 가슴이 있었다. 젊은이들을 통하여 새로운 조국을 건설하겠다는 스승
의 비전이 있었다.
학생들은 스승이 품은 이 가슴에 함께 뜨거워지게 되고 그 비전에 함께 공
감케 되었을 때에 새로운 덴마크는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그룬트비 목사의 경우에서 한 사람의 설교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
요한지를 보게 된다. 하늘로써 임하는 영감을 품고 그 시대, 그 역사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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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갈 방향을 바르게 깨우쳐 주는 설교자는 병든 역사를 치유하고 새로운 역
사를 창출(創出)하여 나갈 수 있게 한다. 그런 설교자가 새로운 시대로의
문을 열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그룬트비 목사가 말해 준다.
지금 이 시대가 직면한 치명적인 약점이 한 가지 있다. 모든 것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한다는 점이다.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 제도적인 것들에
서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이런 시대정신에 거슬려 그룬트비 목사가 말해주
는 진리가 있다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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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ected materials on Grundtvig according to Wikipedia

1. Biography
N. F. S. Grundtvig
Called Frederik rather than Nikolaj by those close to him, N. F. S.
Grundtvig was the son of a Lutheran pastor, Johan Ottosen Grundtvig.
He was brought up in a very religious atmosphere, although his mother
also had great respect for old Norse legends and traditions. He was
schooled in the tradition of the European Enlightenment, but his faith
in reason was shaken by German romanticism and the history of the
Nordic countries.[1]
In 1791 he was sent to live at the house of a pastor in Jutland,
Laurids Feld, and studied at the Cathedral School of Aarhus from 1798
until he graduated left for Copenhagen in 1800 to study theology, and
he was accepted to the University of Copenhagen in 1801.[2][3] At the
close of his university life he began to study Icelandic and the
Icelandic Sagas, until in 1805 he took the position of tutor in a
house on the island of Langeland. The next three years were spent in
the study of Shakespeare, Schiller, Schelling and Fichte.[4] His
cousin, the philosopher Henrich Steffens, had returned to Copenhagen
in 1802 full of the teaching of Schelling and his lectures and the
early poetry of Adam Oehlenschläger opened the eyes of Grundtvig to
the new era in literature.[5] His first work, On the Songs in the
Edda, attracted no attention.
Returning to Copenhagen in 1808 he achieved greater success with his
Northern Mythology, and again in 1809 with a long reading drama, The
Fall

of

the

Heroic

Life

in

the

North.

The

boldness

of

the

ecclesiastical views expressed in his first sermon in 1810, which was
a passionate denunciation of the clergy of the city.[6] He had
originally preached the sermon at an examination under the presence of
one university professor, who described it as excellent, but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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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undtvig published the sermon three weeks later it offended the
ecclesiastical authorities, and they demanded him punished.[6][7]
In 1810 a violent religious crisis converted him into a strongly held
Lutheranism and he retired to his father's country parish in Udby as
his chaplain.[8] His new found conviction was expressed in his The
First World Chronicle (Kort Begreb af Verdens Krønike i Sammenhæng)
of 1812, a presentation of European history in which he attempts to
explain how God is at throughout human history and in which he gives
ideological criticisms of many prominent Danes.[9][10] It won him
notoriety among his peers and lost him several friends, notably the
historian Christian Molbech.[10] Upon his Father's death in 1813 he
applied to be his successor but was rejected.[11] In the following
years his rate of publication is staggering: aside from a continuing
stream of articles and poems, a number of books including two more
histories of the world (1814 and 1817), the long, historical poem
Roskilde-Riim (Rhyme of Roskilde) (1813) and a book sized attempt at
writing a commentary to it, Roskilde Saga.[12] From 1816 to 1819 he
was editor of and almost sole contributor to a philosophical, poetical
and polemical journal entitled Danne-Virke.[9]

2. N. F. S. Grundtvig by Constantin Hansen
From 1813 to 1815, he attempted to form a movement with purpose of
supporting the Norwegians against the Swedes, and later preached on
how the weakness of the Danish faith was the cause of the loss of
Norway in 1814 to an enthusiastic congregation in Copenhagen, but
without his own parish, and as more and more churches barred him from
preaching, he withdrew from the pulpit.[13] He resumed his preaching
briefly in 1821 upon being granted the country living of Præstø,
returning to the capital the year after. In 1825 he published a
pamphlet, The Church's Rejoinder (Kirkens Gienmæle), a reply written
in the name of the church to a work on the doctrines, rites and
constitutions of Protestantism and Catholicism by H. N. Clausen,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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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professor of theology in the university of Copenhagen. Clausen had
argued that

although the Bible was

the foundation principle of

Christianity, it was in inself an inadequate expression of its full
meaning, and he described the church as a "community for the purpose
of advancing general religiousness."[14] In his reply, Grundtvig
denounced

Clausen

as

an

anti-Christian

teacher,

arguing

that

Christianity is not a theory to be derived from the bible and
elaborated by scholars and questioning the right of theologists to
interpret the Bible.[15][16] Grundtvig was publicly prosecuted for
libel and fined, and for seven years he was forbidden to preach, years
which he spent in publishing a collection of his theological works, in
paying

three

visits

to

England

(1829-31),

and

in

studying

Anglo-Saxon.[11]
In 1832 he obtained permission to preach again, and in 1839 he
became pastor of the workhouse church of Vartov hospital, Copenhagen,
a post he continued to hold until his death. Between 1837 and 1841 he
published Sang-Værk til den Danske Kirke (Song Work for the Danish
Church), a rich collection of sacred poetry; in 1838 he brought out a
selection

of

early

Scandinavian

verse;

in

1840

he

edited

the

Anglo-Saxon poem of The Phoenix, with a Danish translation. He visited
England a third time in 1843.
From 1844 until after the First Schleswig War Grundtvig took a very
prominent part in politics, developing from a conservative into an
absolute liberal position. In 1861 he received the titular rank of
bishop, but without a see. He went on writing till his death, and
preached in Vartov every Sunday until a few days before his death. His
preaching attracted large congregations, and he soon had a following.
His hymn-book effected a great change in Danish church services,
substituting the hymns of the national poets for the slow measures of
the orthodox Lutherans. All in all Grundtvig wrote or translated about
1500 hymns, including God's Word Is Our Great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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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hristian thinking
Grundtvig's theological development is long and takes a number of
important turns throughout

his life from the initial "Christian

Awakening" of 1810 to the congregational and sacramental Christianity
of his later years. He is usually identified with and most famous for
the latter. He always calls himself a pastor, not a theologian,
reflecting the distance between him and the academic theology. The
chief characteristic of his theology, was the substitution of the
authority of the "living word" for the apostolic commentaries, and he
desired to see each congregation a practically independent community.

4. Thinking on education
Grundtvig is the ideological father of the folk high school though
his own ideas on education had another focus. He advocated reforming
the ailing Sorø Academy into a popular school aiming at another form
of higher education than what was common at the university. Rather
than educating learned scholars it was to educate its students for
active participation in society and popular life. Thus practical
skills as well as national poetry and history should form an essential
part of the instruction. This idea came very close to implementation
during the reign of Christian VIII, whose wife Caroline Amalie was an
ardent supporter of Grundtvig, but the death of the monarch in 1848
and the dramatic political development in Denmark during this and the
following years put an end to these plans. At that time, however, the
first folk high school had already been established by one of his
followers, Kristen Kold.
Grundtvig's ambitions for school reform were not limited to the
popular folk high school. He also dreamed of forming a Great Nordic
University (The School for Passion) to be situated at the symbolic
point of intersection between the three Scandinavian countrie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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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thenburg, Sweden. The two pillars of his school program, The School
for Life (folk high school) and The School for Passion (university)
were aimed at quite different horizons of life. The popular education
should mainly be taught within a national and patriotic horizon of
understanding, yet always keeping an open mind towards a broader
cultural and intercultural outlook. While the university should work
from a strictly universal, i.e. humane and scientific outlook. The
common denominator of all Grundtvig's paedagogical efforts was to
promote a spirit of freedom, poetry and disciplined creativity, within
all branches of educational life. He promoted soft values like wisdom,
compassion,

identification

and

equality.

And

he

opposed

all

compulsion, including exams as deadening to the human soul. Instead he
advocated unleashing human creativity according to the universally
creative order of life. Only willing hands make light work. Therefore
a spirit of freedom, cooperation and discovery is to be kindled in
individuals, in science and in the civil society as a w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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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일가 김용기 선생은 일찍이 빈곤문제를 빈궁, 분쟁, 죽음 등 인류의 3대
문제1) 의 첫 번째로 꼽고 이 문제의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우렸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경제발전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절대적인 빈곤은 줄어들고 있
다고 하나 빈곤문제는 여전히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특히 상대적
인 빈곤의 문제는 결코 감소하기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그 대책마련이
주요 과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때에 국내외 선각자들의 빈곤해방
운동의 지혜와 경험을 살펴보고 오늘의 현실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
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특히 지난 10월 17일은 ‘세계빈곤

퇴치의 날’이기도 하여 더욱 시의성 있는 주제라고 생각된다.
빈곤의 개념은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협의의
개념은 전통적인 개념으로, “개인 및 가족의 일차적 욕구인 의･식･주를 제대
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 즉 생계비 결핍”을 의미한다. 이런 빈곤을 주로 물
질적인 결핍상태로 본다면, 광의의 개념은 사회적, 심리적 차원 등을 포함하
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서 채택한 인
간빈곤지수(Human Poverty Index : HPI)에서는 ① 건강한 삶(a long and
healthy life), ② 지식(knowledge), ③ 적절한 생활수준(a decent standard
of living) 및 ④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4가지 차원을 포괄하는 지
표를 사용하고 있다2).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에 속하는 지, 그들의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지 증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빈곤선’이 규정되어야 하는데,
‘빈곤선’은 각국의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르게 규정된다. 따
라서 아무리 ‘빈곤선’이 객관적 기준과 절대적 접근방식에 의해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상대적 개념이 될 수밖에 없다. 국제적으로 빈곤상황
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1980-2000년까지의 OECD 국가별 빈곤상황의 변화
추이를 보면 빈곤율이 감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1) 김용기, 1973, 심은대로 거두리라: 416쪽.
2) 김상균등, 2005, 비교빈곤정책론: 5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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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빈곤의 문제도 물질적, 경제적, 사회적인 빈곤
등 광의의 개념으로 본 개념이며 뿐만 아니라 정신적 빈곤까지도 함께 포함
하는 지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자 하였다.

II. 일가 김용기의 빈곤해방운동의 배경
1. 시대적 배경
일가선생은 1909년 경기도 양주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30대초반까지는
일제식민치하에서 고통받는 민중과 농민의 한사람으로 살았으며, 해방후에는
해방후의 혼란기와 6.25 전쟁을 겪고, 5.16 군사혁명 이후에는 국가재건운
동, 19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 등을 겪으면서, 시대가 요청하는 인물이 되고
자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일을 선도적으로 하려는 사명의식으로 일생을 몸 바
쳐 살아오신 분이다. 선생의 전 생애 기간에서 일관되며 공통적인 이 사회와
나라의 과제중의 하나는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것, 빈곤에서 해방되는 것, 잘
살아보는 것이었다.
일가선생이 본격적으로 이상촌 운동과 사회운동, 빈곤해방운동을 시작한
것은 1931년 봉안 이상촌을 건설하면서 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당시 우
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일제의 식민지배하에서 만주사변(1931)의 발발로 일
본의 병참기지가 되어4) 인적･물적 자원을 수탈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더욱이 세계를 휩쓴 경제공황의 영향으로 농촌은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하여
식민지 지배자들조차도 무슨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빠져 있던
때였다5).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먹고 살 기본양식이 부족하였으며, 특히 춘궁기에는
굶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대부분의 농촌가정에서는 산채나 솔잎을 뜯어 죽
3) 김상균등, 2005, 비교빈곤정책론: 513쪽.
4) 김운태, 1988,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 417-418쪽
5) 일제는 이러한 피폐한 농촌을 부흥시켜 보고자 농촌진흥운동을 추진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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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쑤어 연명하였으며, 강원도를 비롯한 산간 마을사람들은 쌀밥이나 보리밥
은 거의 먹어보지 못하고 일년내내 옥수수나 감자 고구마 조 메밀 밀가루를
상식(常食)으로 하는 형편 이었다6).
이러한 때에 의식 있는 젊은이었던 일가선생은 잘사는 길은 우선 굶주림
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믿고 빈곤해방운동에 투신하게 되었다.
어렵고 힘든 식민통치시대를 벗어나 해방이 되면 모두가 금방이라도 잘살
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또한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잠시 하였으나, 빈곤에서 해방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농
업을 통하여 잘 먹고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길이 가장 실천적이며 진정한
애국자라는 생각을 하고 농촌으로 들어가 농사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남다른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농업에 투신한 선생은 ‘나’ 혼자 빈곤에서
벗어나고,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먹고 잘사는 길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빈곤 또한 단순한 먹거리의 빈곤뿐이 아
닌 경제적･사회적인 빈곤과 나아가 정신적인 빈곤문제도 해결하고자 복민사
상을 정립하고 복민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였던 것이다. 이
를 위하여 농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까지, 농민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모든 국민들에게 잘살고 복 받는 나라 복받는 백성이 되자고 주창하고 가르
쳐 왔던 것이다.

2. 사상적 배경
일가선생의 빈곤해방운동의 사상적 배경은 항일사상 및 독립운동정신, 애
국정신, 개척정신, 기독교사상, 복민사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사료
된다.

1930년대 처음 이 운동을 시작한 시기에는 일제식민지배하의 시대적

상황의 영향을 받아 일본제국으로부터의 독립정신과 항일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일가선생은 일제의 강점기 하에서의 암담했던 어린시절 아버지와 학교선
생님으로부터, 그리고 3.1 운동을 겪으면서 항일･독립의식을 가지게 되었으
며, 이러한 나라와 겨레를 구하기 위하여 일본에 대항하려면 먼저 중국 대륙
6) 이이화, 2004, 빼앗긴 들에 부는 근대화 바람: 241-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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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배해야 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만주를 찾아가기도 하였으나 진정으
로 애국애족하며 일본에 대항하고 독립을 지향하는 길은 ‘우선 농토를 지키
는 파수꾼’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농사짓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는 팻말을 늘 붙여두고 희망을 던져주며 일제치하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그 길에 한 평생 몸
바쳐 일해 온 일가선생은 당시 자신의 동기를 이렇게 피력하고 있다.

아무튼 7살난 나는 어른들을 따라 평소에 익히 들어온 ‘독립만세’를 이날 목이
터져라 불러대었다. 그리고 이때 내 어린 가슴속에 총을 쏘며 덤벼드는 왜경을
얼마나 미워하고 저주했던지 모른다. 아마 그때의 충격으로 후일 신사참배 거부,
창씨개명 거부, 공출거부-- 이 3대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는지도 모른다. (중략)
--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인들은 농사를 지으려 하지 않는다. 몇자 배우게 되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도시로 나가 출세를 꿈꾼다. 그러니 농촌은 날이 갈 수록
황폐하고 퇴락해 가게 마련이다. 이대로 간다면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건 두말할
것도 없고, 농토마저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 배운 사람
들이 농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7)-“우리 국가를 지금 이 지경까지 몰아넣은 것은 소위 양반제도를 두어 땀을 흘리
지 않고 놀고먹기 위하여 벼슬살이에 급급하며 서로 감투싸움만 하던 것이 최대
원인인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조상들의 이런 죄와 특히 노동자와 농사짓는 농민
을 천대하는 데 두목노릇을 한 조상들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에서 나 자신만이라
도 갱생의 길을 걷기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나의 나이 23세 때에 한학과
신학문을 수업하는 중 우리 민족의 장래 문화 발전과 일본 제국주의에서 벗어날
방법을 강구하는 중에서, 첫째 정신 독립의 문제요, 둘째 경제 독립의 문제인 것
을 발견하게 되었다. 정신과 경제가 독립하면 자연히 독립국민이 되므로 독립운
동을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시키기로 결심하되, 나 하나로부터 시작하여 내 가정
이 독립 가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신념 밑에 과거 온 국민이나 우리 조상들이 가
진 사상 태도 심정에서 탈각, 탈피 하기 위하여 우리 가훈을 세우되 철두철미한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5대 목표를 세웠다.
1근로, 2봉사, 3희생, 4기술, 5자립 “8)
7) 김용기, 1995, 나의 한길 60년: 11-21쪽.
8) 김용기, 1973, 참살길 여기 있다: 173-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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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일가 선생은 농업을 통하여, 또는 농장을 통하여 항일활동에 많
이 참여하였다.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예배 전에 하라고
하는 국민의례도 거부하였다. 한편으로는 여운형 선생 등 항일운동을 하다가
일제의 눈을 피해온 애국지사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였으며, 도내 농민대표
들과 단합하여 공출반대, 징용･징병 반대 운동을 펼치기도 하였고, 특별히
공출반대를 실천하기 위하여 벼농사 대신에 고구마 농사를 지어 공출을 하
지 않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내가 일제와 정면으로 대결하게 되기는 창씨개명과 신사참배와 교회에서 예배 전
에 하라는 국민의례를 거부한 데서부터였다. 창씨개명을 끝내 하지 않은 것 때문
에 마침내 초등학교에 다니던 큰 자식이 일인(日人) 교장의 명령으로 퇴학을 당
하게까지 되었다. 나는 소위 신사참배와 국민의례의 거부로 경찰서에 불려가 발
길로 채이고 얻어맞은 그 회수는 헤아릴 수도 없다. 그러나 나는 끝내 나의 성명
그대로를 가지고 신사참배며, 국민의례며, 묵도라는 것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8.15를 맞았다. ...(중략) ...
우리 마을은 전체가 일치단결된 동지들로 구성된 마을로 반일사상과 민족주의사
상도 누가 더 하고 누가 덜하고가 없는, 마치 완전한 우리 조선민족의 소개지와
같은 인상을 주는 마을이었다. 그 사상은 어린아이들까지도 마찬가지여서 마을
안의 비밀은 절대로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시 일제의 눈을 피
해야 하는 애국지사들이 은신을 위해 많이 찾아들었다. 지하운동을 하다가 발각
된 사람, 혹은 일제의 탄압에 못이겨 피해 오는 사람, 혹은 학병, 징병을 거부하
고 도주해 온 젊은이들, 가지가지였다. 우리는 그들을 부락민으로 가장시켜 농장
에 취업도 시키고, 혹은 병자나, 정신이상자로 가장시켜 관헌의 눈을 속이기도
하고, 혹은 다락에 숨겨 주기도 하여 우리 마을에 도주해 온 사람들 중에는 단
한사람의 희생자도 내지 않고 8.15해방을 맞을 수가 있었다. (중략)
나의 이상과 같은 일들로, 특히 여운형선생을 공공연히 우리 집으로 소개시켜 들
인 일로, 일본 관헌의 나에 대한 감시와 탄압은 날로 심하여 갔다. 그러나 그들
의 탄압이 심하면 심할수록 나로 하여금 애국심과 그들에 대한 항거의 힘은 더욱
더해 갈 뿐이었다. 마침내 나는 좀더 적극적인 반일운동을 목표로 1944년 10월 8
일, 양평 용문산에서 도내 각부 농민대표들과 회동하여 공출반대, 징병 징용 불
응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었다. 그 방안이란 각 군,
면, 리가 철통같이 단합하여 징병, 징용해당자를 상호교환, 은닉, 기피케 하고
그 은닉방법은 그 동안 내가 실제로 실행한 대로 할 것이며, 공출반대의 방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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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가능한 한 논농사를 짓지 말고 공출을 하지 않는 고구마농사 즉 밭농사를
주로 지어 그것을 식량으로 대용하자는 것 등이었다9).
해방후에는 정치적 혼란기와 6.25전쟁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생활도 피폐
할 대로 피폐해져서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고 5.16군사혁명이 일어났고 뒤
이어서 국민재건운동과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이 시기의
빈곤해방운동은 신생독립국가로서의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안정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것이었으며 일가선생은 이 운동을 중요한 애국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하고자 하였다.

나는 50년에 걸친 내 농민운동을 구국의 국민운동이었다고 자랑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러나 나는 단 한시도 나의 농민운동이나 개척의 여정을 생활수단으로 생
각한 일은 없다. 내 나름대로의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이라
는 소명의식 속에서 50년에 걸친 개척 운동을 전개해 왔다. 지금 우리가 정녕 새
시대에 처해 있다면 다시 한번 한 시대전의 그 순수했던 자세로 돌아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지 않으면 안된다10)
.

나는 어려서 어른들한테 이런 애국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도 어깨가 으쓱해지
고 적에 대한 적개심과 함께 이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일까 하는 마음에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중략) 그 만큼 나는 애국자라면 높이 보았고 그 분들이
야말로 참으로 나에게 동경의 존재들이었다. 어떻게 하면 애국자를 한 분이라도
더 볼 수가 있고, 나도 이후에 그런 애국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실로 나의
꿈 이었었다11)
.

그래서 나의 선친께서는 돌아가실 때 너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
을 하라고 유언으로써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옳은 말씀으로 알고 지금까지
60평생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농사만 지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식인일수록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사야말로 산업의 원동력인데 역대로 지식인들이 농사를
기피하고 무식한 촌민(村民)들만이 농사일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 문
화 등이 후진성을 면치 못하게 되었으며 결국 일인들의 식민지가 되었다. 우리의
9) 김용기, 1993, 가나안으로 가는길: 114-122쪽.
10) 김용기, 1992, 영광된 내일을 위하여: 23쪽.
11) 김용기, 1973, 심은대로 거두리라: 46-47쪽.

- 26 -

주권을 회복하려면 먼저 경제 자립을 해야한다. 우리나라의 산업이란 농사밖에
없으니 모든 지식인이 농사에 참여하여 농산물을 증산하는 길밖에 없다12)
.

일가선생은 빈곤해방을 위한 방안으로서 몸소 농업에 투신하면서 자원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농지도 없는 우리의 사정으로는 황무지를 개척하고,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내는 개척정신(開拓精神)을 빈곤해방을 위한 중
요한 실천정신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빈손으로 돈을 모으고 가정을 일으켜
세웠으며, 황무지를 개간하여 옥토로 바꾸는 노력을 몸소 실천하여 성공신화
를 만들어 오신 분이다. 농장개척은 24세에 시작한 ‘봉안이상촌’을 시작으로,
삼각산농장 에덴향 황산가나안농장 신림가나안농장 등 5차례의 개척경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왔다.
또한 일가선생의 빈곤해방운동은 기독교 사상에 근저하고 있다. 일찍이
기독교 신앙심이 깊었던 부친으로 부터 성경말씀(창세기 3:18-19; 땅이 네
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
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과 같이
땀 흘려 일하여 나라와 민족을 구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자라났고 청년이 되
어 뜻을 정하고 평생에 걸쳐 이 일에 헌신해온 그의 사상은 모두 성경에서
나왔다고 고백하고 있다.

사실 나의 모든 것은 이 성경에서 나왔다. 내가 아는 것, 내가 판단하는 지혜,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는 모두가 성경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일생을 통해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호미를 들고 살아왔다13).
이러한 그의 사상으로 인하여 ‘일을 한다’ 는 것은 단순히 빈곤해서 벗어
나고,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일 그 자체를 신성하게 보는 의식,
일을 사람의 본분과 사명으로 보는 의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그가 평생 해온 일들과 그 일을 통한 성과들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그는 고백한다.

12) 김용기, 1973, 심은대로 거두리라: 76-77쪽.
13) 김용기, 1995, 나의 한길 60년: 17-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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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나의 한길 60년」원고 뭉치 앞에 엎디어 먼저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내 한
길을 밝혀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남은 여생도 내 힘이 소진
될 때까지 오직 그 한길만을 달려갈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중략) 일제시 개척 제1보를 내디딘 봉안이상촌의 개척으로부터 신림땅 제5개척
에 이르기까지 45년간에 걸친 내 평생의 개척사업이 소위 성공리에 이룰 수 있었
다는 사실과 일개 가정의 미약한 힘만으로 가나안 농군학교의 문을 연지 18년에
16만명이라는 많은 교육생을 배출했다는 기적적인 사실이 어찌 인간 김용기의 의
지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너무나 크고 뚜fut하신 하나님의
돌보심 앞에 감사와 경외의 찬미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잘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심을
나는 이제껏 직접 체험해 왔고, 또 주변에서 내 눈으로 보아왔다14)
.

일가선생의 사상적 배경을 이룬 앞서 언급한 이러한 생각들은 당신 스스
로 제창한 ‘복민사상’으로 통합되었다. ‘복민사상’은 일가선생이 스스로 주창
한 사상이다.

복 받기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15)은 천지에 굴러다니는

게 모두 복인데도 그걸 손발 놀려 잡으려고 하지는 않고, 밥주발 수저 등에
다 복(福)자만 써놓고는 앉아서 복이 스스로 굴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니 한심하다고 탄식하면서 참 복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 복은
무속신앙에서 얘기하는 오복(五福)과 삼재팔난(三災八難)16)이 아니라 성경
에 있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
로 내게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다”(잠언 30:8-9)는 이 말씀처럼 ‘과부족 없는 상태가 가장 행
복한 상태’17)라는 것이다. ‘복민(福民)’이란 참 복인들이 모여서 된 백성들을
말하며18)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영광을 알며 화답하는 사람, 그 사람
이 복민이다19). 복민주의란 백성들이 모두 이 ‘참복’을 받자는 것이며, 그 길
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다. 복민사상은 두가지 측
14) 김용기, 1995, 나의 한길 60년: 서문.
15) 박완, 1979, 이것이 가나안이다: 210-214쪽
16) 五福은 壽, 富, 康寧, 攸好德, 考終命이고, 三災는 水災, 風災, 旱災이고, 八難은 飢, 渴, 寒, 暑,
水, 火,, 刀, 兵亂을 말한다.
17) 김용기, 1978, 그분의 말씀을 따라: 132쪽
18) 김용기, 1978, 그분의 말씀을 따라: 136쪽
19) 일가회, 1987, 가나안의 편지(제3권4호): 2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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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즉 육체적 빈궁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물질적･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정신적 빈곤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정신적･영적 측면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

III. 일가 김용기의 빈곤해방운동의 내용 및 방법
1. 근로
일가선생은 빈곤해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하고 있다. 일가선생은 어린시절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
워해야 할 일이 일 않고 앉아서 먹는 일이며, 땀을 흘려서 먹는 것이야말로
가장 떳떳한 일”이라는 가르침을 받은 이후 평생을 흙과 더불어 일해 왔다.
그는 가정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이웃과 사회를 위해 이 겨레
이 민족의 먹거리 증산을 위해, 인류의 빈곤해방을 위해, 나아가 인간의 행
복과 복 받는 민족이 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해 왔으며, 세상 떠날 때 까지
일하다가 가신 분이다. 그래서 그는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사상을
와식사상(臥食思想), 불한당(不汗黨)사상 이라고 하여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어렵게 된 것도 이러한 사상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배격했다. 그것은 또
한 노동을 천하게 여긴 과거 유교문화의 영향이라고 보고 이를 탈피하고자
생활혁명을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첫째 근로, 이것은 사람이 먹고 사는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다. 놀고 먹겠다는
사상은 이조 5백년을 지배해 온 유교(儒敎)에서 온 소위 양반사상이다. 우리나라
가 지금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빈곤 속에서 사는 원인이 곧 그 와식사상(臥
食思想)내지는 불한당(不汗黨) 사상이다. 개인이나 국가가 이 사상을 철저히 배
제하지 않는 한 빈곤에서 탈피할 수 없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루에 세 때를 먹기 위하여 열 두시간 일을 하며 그것을 가족들에게도 실행시킨
다. 우리 집은 아침 네시(겨울은 다섯시)면 종소리에 맞추어 일제히 기상하는데,
그 기상 종을 내가 친다. 그 종을 치려면 가족들보다 10분쯤 먼저 일어나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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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가 먼저 일어나 종을 치는 데 가족들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20)
근로를 중요시 한 것은 가나안농군학교의 교육이념과 교훈 학훈에도 잘
나타나 있다. 가나안농군학교에서는 교육이념을 근로 봉사 희생으로 하고
‘근로’를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있으며, 교훈으로는 알도록 배우자, 몸바쳐 일
하자 겸손히 섬기자로 정하고 온몸을 던져 일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
훈으로는 다음과 같이 5개항으로 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자는
데에 비중을 두었다.

가나안농군학교 학훈(學訓)
1. 그대들 복민이여!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자.
2. 그대들 복민이여! 힘을 합쳐 일하는 곳에 성공이 있음을 알자.
3. 그대들 복민이여! 그대들 걷는 길의 새 질서를 체득하자.
4. 그대들 복민이여! 정열로써 참을 찾고 용기로써 이를 지키자.
5. 그대들 복민이여! 가정과 향토와 조국을 내 손으로 이룩하자.
이러한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음식 한끼
에 반드시 4시간씩 일하고 먹자”, 먹기 위해 먹지 말고 일하기 위해 먹자“
등의 구호를 정하여 가나안복민헌장의 제1항으로 정하였는가 하면, 가나안농
군학교에 입교하는 학생들에게 식사 때 마다 외치게 하는 식탁구호이며 교
육내용의 핵심적 요소이었다.
일가선생은 또 성경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땀 흘려 일
해서 먹고 살라고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도 말게하라(데살로니가후서 3:10)”,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지니(창세기 3:19)”,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창세기

3:17)” 등의 구절은 대표적으로 인용하는 성경말씀이다.

2. 소비절약
일가선생은 빈곤퇴치의 방법은 우선 내핍 생활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20) 김용기, 1970, 이렇게 살 때가 아닌가: 3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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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소비의 통제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소비를 간접생
산 또는 소극적인 소득활동으로 보고 가난을 벗어나려면 생산과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소비와 쓰는 일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버는 재주 없거든 쓰는
재주도 없도록 하자”라는 구호를 가나안복민헌장 제2항으로 하고 소비절약
실천에 힘을 기울였다.

돈을 버는 데는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의 두가지가 있다. 적극적인 방법
은 노력을 가하여 버는 방법이고 소극적인 방법은 절약으로 버는 방법이다. 돈의
축적은 잘 벌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잘 절약해서 되는 것이다. 현시에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그때 그때 번돈을 다 써도 항상 모자랄 것이고, 후시에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항상 여유가 있다. 다시 말해서 현시에 잘 살
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잘 쓰는 사람이고, 후시에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버
는 사람은 잘 절약하는 사람이다21).
반드시 필요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면 절제하고 절약하도
록 하였다.

절제, 이는 쓸것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알맞게 쓰는 것을 말한다. 걸어가도
될 것을 돈을 들여 차를 타고 가면 그것은 무절제이며 낭비다. (중략)
최소한으로 지출해도 될 것에 그 정도를 넘으면 비경제이고, 반면에 최대한으로
지출해야 할 것을 그 정도에 달하지 못하면 역시 비경제이다. 잡곡을 먹어도 될
터인데 값비싼 정곡을 먹으면 비경제이고, 값싼 담배를 피워도 될 처지에 비싼
담배를 사 피우면 비경제이다
22)

.

소비절약은 생활의 전 부문에 걸쳐 실천하도록 하였는데 가나안복민의 생
활수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23).
➀ 편리한 옷을 많이 입자
➁ 흰 옷을 입는 것을 줄이자
➂ 간편하고 실용적인 신을 신자
➃ 화장을 짙게 하지 말자
21) 김용기, 1970, 이렇게 살때가 아닌가: 289쪽.
22) 김용기, 1970, 이렇게 살때가 아닌가: 142-143쪽.
23) 박완편저, 1979, 이것이 가나안이다: 328-3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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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 관혼상제는 극히 간소하게 하자
➅ 밥알이나 김치 한 쪽까지도 소중히 아끼자
➆ 물을

적당히 아껴 쓰자

➇ 연료를 아껴 쓰자
➈ 세면용품을 아껴 쓰자

소비절약은 지나치다 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데 예를 들면
세수 비누를 사용 할 때도 남자는 두 번, 여자는 세 번 문지르고, 양치질을
할 때 치약은 3mm만 짜서 하고, 목욕탕에서 목욕을 할 때도 필요이상으로
비누를 써서 거품을 많이 내지 않도록 하는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
져 있다.
소비절약은 적게 쓰는 것뿐만 아니라 한번 사용한 생활물품들도 여러 가
지로 재활용하도록 하였다. 깃이 해져 못 입는 와이셔츠로 손수건 여덟 개와
걸레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24).
절약을 하고자 하는 것은 돈과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것까지
포함하였는데 새벽부터 일하는 것은 물론 오락잡기나 쓸데없이 시간을 쓰는
것을 경계하였으며 심지어는 걸음을 걷는 속도도 1초에 2보를 걸으라고 할
정도이었다.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버스를 타는 것은 절제이며 경제이고, 택시를 타는 것은
무절제이며 비경제이다. 반대로 시간을 다투어 가야 할 곳에 택시를 타지 않고
버스를 탐으로써 시간에 늦게 대어가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그때는 택시를 타는
것이 경제이다25).
그리고 경제절약을 하기 위해 비누도 꼭 필요한 만큼 두세번 쓰는 등 철두철미한
검소와 절약으로 일관했으며, 의식주의 생활도 실용과 내용 중심으로 개선했고
걸음조차 1초에 2보의 속도로 걷고 노동과 근면을 권장하기 위해 새벽 4시에
기상하여 밤 10시에 취침하는 등 가장 기본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부터 시
작하였으며26),
24) 이한기, 2004, 일가의 생활개선운동의 현대적 적용: 47쪽.
25) 김용기, 1970, 이렇게 살 때가 아닌가: 142쪽.
26) 김용기 1973, 증 젊음에게: 1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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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문화 개선
허례허식과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의･식･주, 가정의

례등 생활문화를 개

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 의생활부문에의 개선은 검소하며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며 위생적인 면
에 중점을 두었다. 일과 생활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의복 입기를 주장하였는
데, 일할 때는 작업복, 일상생활에서는 간소복, 그리고 외출할때는 외출복으
로, 남녀간에는 남녀복으로 구분하였으며, 직접 모델을 개발하고 가르치기까
지 하였다. 특히 넥타이를 매지 않는 작업복 형 제복으로 가나안농군학교 남
자들이 주로 입었던 옷은 가나안을 상징하는 옷이 되기도 하였다.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할 때 입었던 우리 한복 옷과 그때 신었던 고무신은 그
분의 사상과 의식을 만천하에 알려주는 일화가 되기도 하였다.
2) 식생활부문에서 개선하고자 하였던 핵심적인 요소는 경제성과 영양이
었다. 일가선생은 경제적인 면과 영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부분의 식품
을 자급하도록 하였으며, 흰쌀밥 대신 잡곡이나 분식을 장려하였다. 또한 비
싼 쌀 대용식품으로 고구마를 재배하여 장기간 저장하는 방법을 연구개발하
여 자신은 물론 많은 농가에 기술을 보급하기도 하였다. 식사량도 노동량에
따라 조절하였다.
3) 주생활부문에서는 가족들의 화합, 안정된 거실, 위생적인 방, 내핍본위
의 보온, 모든 작업에 편리한 방의 구조 등을 주요한 개선사항으로 하였다.
일가선생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직접 집을 설계하여 짓기도 하였다.
외부는 사방 한자짜리 두터운 흙벽돌로 짓고 내부에는 온돌을 놓지 않고 마
루를 놓았으며, 벽에는 채광과 환기를 위하여 유리창을 많이 내었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추울 때라도 영상4도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아 겨울에도 불을
때지 않도록 하였다. 방향은 남남서향으로 하고 내부구조는 병자와 유아를
위하여 한쪽에 조그마한 온돌방을 함께 설치하였다. 창은 겨울에만 사용할
수 있는 이중창으로 하였는데 흙벽돌이 더워지면 유리창을 통하여 들어온
태양열은 절대로 발산하지 않는다. 주택은 반 온실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하여
지면을 두자 이상 깊이 파고 지었다.
4) 생활문화와 가정의례 부문에서는 허례허식을 배제하고 실용적인 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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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을 두었는데, 인륜대사인 결혼식도 검소하게 할 것을 강조하여 청첩장도
보내지 않으며 축의금도 받지 않고, 결혼선물도 값비싼 패물로 하지 말고 저
금통장과 성경책을 주도록 권장하였다. 생일이나 각종 명절에도 음식을 차리
지 않고 미신적인 행위들도 금하도록 하였다.

4. 먹거리 증산 노력
빈곤문제의 핵심은 먹을 거리의 부족이 문제이다. 일가선생은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잘살기 위해서 만주 마적단에도 들어가려고도 하였고, 독립운동에
도 참여하였고, 해방후에는 정치도 하려고 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잘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먹거리 해결이 중요함을 깨닫고 그 자산이 스스로 농업
에 투신하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찾기까지에는 육체적으로, 보다 더 정신적으로 끝없는 방
황과 숱한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다. 겨우 <농사일이 내가 할 일이다> 라는
것으로 낙착을 보게 되었지만, 이 결론을 더욱 굳건하게 한 것은 갑자기 세상
을 뜨시게 된 아버지의 유언이었다. (중략) 아버지의 농사에 대한 신념은 어디
까지나 성경에 근거를 두신 것이다(창 3:16 이하). 또 백성들이 식량난에 허덕
이는 당시에 가장 애국하는 길로 믿어온 것이며, 그 동안 땀흘리지 않고 먹어
온 조상들을 대신해서 속죄의 길로 믿어 온 것으로, 평시부터 나에게 많은 감
동을 주어 왔던 사실이다. 그것을 더구나 유언으로 당부하실 때, 나는 결코 소
홀히 들을 수가 없었다27).
일가선생은 농업을 택한 이유를 몇가지로 들고 있다. 먼저 국가적 입장에
서는 해마다 늘어가는 인구의 식량확보를 위해서이며, 산업적 측면에서는 첫
째, 농토가 지닌 자원은 공업이나 상업보다 풍부하며 그 연구 대상이나 혹은
이용가치가 크다. 둘째 인간의 노동력 사용이 농업에 부자연하지가 않고 매
우 자연스러운 환경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셋째 공업이나 상업은 인간을
기계에 예속시키거나 혹은 인간과 인간의 투쟁적인 환경을 조성하지만 농업
은 인간으로 하여금 사랑스럽고 복된 대자연의 품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27) 김용기, 1993, 가나안으로 가는 길,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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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넷째 공업이나 상업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복을 주는 법이 없으나 농토
는 우리 수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복을 주어 대립 경쟁에서 오는 불쾌한 감
을 주지 않는다. 다섯째 상공업은 교환경제(交換經濟)에 입각한 화폐의 취득
(取得)이 목적이나 농업은 자작자급을 원칙으로 하는 안정적인 생활을 부여
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신앙적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하여 복을 인
간에게 내리시는 까닭이며, 가정적 입장에서는 한 가정이 단란하게 살 수 있
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28).
일가선생은 농업기술개발과 과학영농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중에서
도 1930년대 중반 봉안이상촌 당시에 개발한 ‘고구마 12개월 저장법’은 그
대표적인 개발 기술이라 하겠으며, 이외에도 겨울철에도 맛있게 먹을 수 있
는 풋옥수수 저장법과, 앙고라 토끼 사육법, 미국산 수수비 재배법29)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특히 고구마는 좋은 구황 식품으로 인식하여 토질이
척박한 땅에도 잘 되기 때문에 노는 땅이나 개척지에 많이 재배할 것을 주
창하였다.
한편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경작지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황무지 개척이 절
실히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5차례에 걸친 농장개척 실천을 통하여 먹거리 증
산에 노력해 왔다.

우리 나라에는 아직 황무지가 많다. 또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례하여 경작 토지의
면적이 적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농토의 부족을 한탄하여 외국으로 외국으로 이
민을 시키려고 월남이니 브라질이니 하고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토지가 아직은 부족하다해도 미개간지를 다 개척하면 3천만 우리 민족이 먹고 남
아 외국에 수출하게 되면 되었지 농토가 없어 외국으로 이민시킬 까닭은 없으리
라고 믿는다. 남한 각지만해도 개척하지 않은 평야가 얼마든지 있고 낮은 산이
많이 있어 이것을 개척하면 땅이 적은 농가에 더 주어 농토를 넓힐 수 있고, 직
장이 없어 이리저리 방황하는 원기왕성한 청장년들에게 황무지를 주어 개척을 시
키면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30)
.

28) 김용기, 1973, 참살길 여기 있다: 138-140쪽.
29) 김용기, 1995. 나의 한길 60년: 28-137쪽.
30) 김용기, 1973, 참 살길 여기 있다: 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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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식개혁과 개척정신
일가선생은 빈곤을 벗어나 잘 살려면 잘못된 의식을 개혁하고,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고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개척정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
다. 구미 각국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공위성으로 달나라를 정복하고, 시
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회가 되어 가는 때에 우리는 과거 오랜 세월동안
가져왔던 의식과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점을
부르짖었다.

시대는 바야흐로 변천하여 과학 만능을 부르짖고 원자탄과 수소탄이 새 무기로
등장하고 인공 위성이 달세계를 점령하려고 시간을 다투어 경쟁하는 이 때 우리
민족은 옛날 완고한 사상과 고루한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언제까지 이
런 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구미 각국의 예를 보면 바다릉 육지처럼 사용하고 공
중을 자기 집 마당처럼 쓰고 각국 사람의 연락이 안방에서 건너방처럼 수월하고
과거 생활을 탈피한지 이미 오래고 미래 생활을 연구하고 있는 이때 우리 국민
대부분은 5백년이나 천년 전의 그 생각 그 사상 그대로 가지고 고이 잠들고 있
다. 꿈의 세계에서 악몽에 사로잡혀 미래는 고사하고 현실 생활속에서 조차 불안
과 공포와 초조를 못 이겨 자포자기하며 자살까지 하게 되니 어서 속히 우리는
악몽에서 깨어나서 광명한 천지로 돌진하자. 깨어서 일어나야 한다. 정신적인 잠
에서 깨지 못하면 그 위치에서 그대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후퇴하게 되는
것이다31)
.

의식개혁은 생활혁명을 필요로 하였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
고 있던 의식과 생활의 병폐를 ① 조물주 신을 믿지 않는 습성 ② 일하기
싫어하고 나태한 습성 ③ 경제생활을 할줄 모르는 습성 ④ 계획성이 없는
습성 ⑤ 의뢰심이 많은 습성 ⑥ 단결력이 없는 습성 ⑦봉사정신이 없는 습
성 등 일곱가지로 들고, 이를 고치기 위해서 ①신앙생활을 하자 ② 땀 흘려
일하자 ③낭비없는 살림을 하자 ④ 치밀한 계획을 세우자 ⑤ 스스로의 힘으
로 자립하자 ⑥ 협력 협동으로 단결하자 ⑦ 남을 위해 봉사하자 등 7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32).

31) 김용기, 1973, 참 살길 여기 있다: 76-77쪽.
32) 가나안농군학교 편저, 1979, 김용기 사상과 가나안농군학교, 101-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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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개혁과 생활혁명을 실천적이며 개척자적으로 추진해온 것이 개척정신
과 농장개척의 역사였다. 또한 일가선생은 개척정신을 몸소 실천하여 평생에
5차례에 걸쳐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는 농장개척을 실천하였다.
처음 봉안 이상촌은 선생의 나이 22세 되던 해인 1931년에 경기도 광주
에서 개척하였으며, 다음으로 2차 개척농장은 1946년에 경기도 은평에서 삼
각산 농장을, 3차 개척농장은 1952년 경기도 용인에서 에덴향을, 4차 개척
농장은 1954년에 경기도 광주에서 가나안농장을,

5차 개척농장은 1973년

강원도 원성군에서 신림농장을 개척한 것이 그것들이었다.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새벽 구보를 할 때나 강의실에서 경례를 할 때도 ‘개
척’‘정신’,‘이겨야’'산다‘ 라고 하였을 정도였다.

6. 운동의 확산을 위한 교육
일가선생은 나 혼자 잘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찍이 농한기에는 가족악단을 구성하여 장터에 나가 주민 계몽교육
을 하는 한편 농장과 교회에서 영농교육을 실시하였다. 주민 계몽교육은 처
음 가나안 농장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농장이 속한 경기도 광주군
내의 농촌을 돌면서 4부자 악단이 연주를 해서 청중이 모이면 농촌사람들을
위한 생활전반에 대한 의식개혁을 강의하였다.

때가 추운 겨울철로 접어드는 때라, 이듬해 봄까지 대비할 준비를 갖출 뿐 아
직 일을 착수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그대로 앉아서 삼동 겨울을 보낼 수가
없어 나는 겨울 동안을 이용하여 광주군내의 농촌을 계몽할 계획을 세웠다.
먼저 나는 서울에 나가 큰 북을 비롯한 트럼펫, 트롬본, 심발 등 4인조 악기
1조를 사왔다. 그리하여 그것의 연주법을 아들 삼형제와 함께 익혔다. 아마튜
어로서의 간단한 곡의 합주가 가능하도록 익힌 다음 우리는 드리쿼터 한 대를
전세로 빌려 광주읍내를 비롯하여 군내 일주의 강연 행각의 길에 올랐다. 우
리 4부자는 4인조 악단이 되어 악기의 연주에 맞추어, 4부자 합창으로 사람을
모이게 하고 사람이 모이면 내가 강연을 하는 그런 식이었다. 악기를 울리고
얼굴 생김새가 비슷비슷하고, 키들이 비슷한 늙은이와 세 젊은 사람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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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을 하고 하니까 요즘 있는 무슨 블루벨스니, 봉봉이니 하는 그런 종류의
4중주단과도 비슷하여 구경거리로도 그만하면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안 모일
수가 없었다. 모여드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사명을 띄고 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오는 것은 아니고, 기껏 약장수나 무슨 상품 선전원들쯤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혹은 우리의 복장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밤색 골덴
으로 만든 통깃의 양복에, 신은 고무신으로 우편배달부나 철도국 공부들쯤으
로 보는 사람이 많았다33)
당시에 강연한 주요 내용은 새로운 경제생활, 의식주생활개선, 의식(儀式)
의 개선, 육체면의 생활개선, 미신의 타파, 이농의 방지 등 이었다.
농장에서의 교육은 처음 에덴향에서 세운 ‘복음고등농민학원’이 있었으나
본격적인 교육은 지금의 ‘가나안농군학교’를 설립하면서 부터였다. 가나안농
군학교는 1954년 현재의 가나안 농장인 황산리로 들어온 이후 인근지역에서
의 순회강연이나 농장으로 방문하여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다가 1962. 2. 1 정식으로 개교하였다. 가나안농군
학교는 가난을 몰아내는 군대를 양성한다는 취지아래 만들어 졌기 때문에
농군의 이름도 무리군(群)자 가 아닌 군사군(軍)자를 사용하여 “가나안 農軍
學校”라고 명명하였다. 초창기의 가나안 농군학교는 마땅한 시설도 간판도
없었던 터라 살림집과 천막교회에서 진행되었지만 교육에 대한 열망은 매우
높아서 많은 호응을 받는 교육으로 발전하였으며, 5. 16 군사혁명후(1962.
2. 9)에는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학교를 방문할 정도로 농
촌지도자 양성 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가나안농군학교는 1973. 3. 13에
는 강원도 신림에 제2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였으며, 1989년 이후에는 해
외 여러 곳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설립 초기부
터 오늘까지 50여년 동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672,570명(2008. 5현재)34)
에 이르름으로써 국내는 물론 아시아지역의 빈곤해방운동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

나는 아직 농사에 착수하기 전 그 천막교회에서 지방민에 대한 첫 사업으로 인
33) 김용기, 1993, 가나안으로 가는 길: 217쪽.
34) http://www.wcm.or.kr/cana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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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부락의 유지 50여명을 모아 놓고 1주일 동안 농사에 대한 강습을 했다. 이
강습은 무엇보다 실효를 거둔 강습이었다. 나는 그 강습이 끝나면서 곧 개간을
착수한 진흙땅에 고구마를 심었다. 그것은 곧 그들에게 실제 실험을 해 보인
것처럼 대성공을 거두어서 내말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듯 그
들도 직접 실천에 옮기게 되었기 때문이었다(가나안으로 가는 길, 234).
내가 집에다 농군학교를 세운 것은 처음부터 계획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우리 집의 구조도 물론 처음부터 농군학교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지은 집이 아
니고 그냥 보통 가정집으로 지은 것이다. (중략)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개인주택
이 농군학교로 되었는가? (중략) 농촌이 피폐하고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으
며, 바로 서지 못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개인의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 나
의 신조이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농삿군이 되었으며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도 주지시키기 위하여 농사짓는 여가를 이용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돌아다니며
강연 집회를 해온 것이 30여년이다. 입으로만 선전하고 학리(學理)로만 가르치
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농삿군이므로 말과 실천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깨우쳐 주려는 것이었다. 그러난 그 효과가 얼마나 났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나는 역시 입으로의 운동에만 그치지 않고 부단한 실천을 통하여 황무
지에서 먹을 것을 낳게 했으며, 실제로 우리의 살길을 실천을 통한 나의 생활
로써 제시했으므로 그것을 처음에는 이웃사람들이 보게 되었고, 차츰 전국적으
로 퍼져 알게 되어 마침내는 자진하여 나한테 그 길을 배우기를 원하여 모여드
는 사람들이 날로 늘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것이 농군학교이다. 날이 갈수록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져 지금은 빈재(貧財)나마 털어 70평짜리의 교육관
까지 새로 짓게 되었지만, 초기에는 별수 없이 내가 거처하는 방을 교사로 사
용하고 거기에서 교육을 하게 되었다35).

IV. 일가 김용기의 빈곤해방운동의 특징
1. 근로의 신성함 강조
일가선생이 빈곤해방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강조한 것이 힘써 일하는 것,
35) 김용기, 1993, 가나안으로 가는 길: 278-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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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하는 것이다. 사람이 빈곤을 벗어나고, 잘 살기 위해서는 땀 흘려 일해
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을 한다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
과 방법으로서 만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 인간이 가진 하나의 숙명
이며 성스러운 행위로 인식하였다. 사람들은 흔히 먹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
고 말하지만 그는 일하기 위해 먹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을 한다는 것은
곧 수단가치일 뿐만 아니라 목적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의 신성함을 인

식한 것은 기독교도인 으로서 성경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자
주 인용한 성경말씀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데살로니가 후서 3:10)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
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창 3:17)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
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세기 3:18-19)
또한 사람은 인체 구조상 조물주가 창조할 때부터 일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었다.

사람은 일을 하여 살게 되어 있다. 이 지구상의 동물 중에 사람만이 손을 가지고
있다. 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만이 도구를 만들고 농사를 짓고 한
다. 사람 이외에는 뭘 만들고 농사를 짓고 하는 동물이 없다. 달려가거나 걸어가
거나 해서 이미 되어 있는 먹이를 잡아 먹거나 주워 먹거나 하면 된다. 그러나
사람이 먹는 음식물에는 이미 되어 있는 것이 없다. 하다 못해 물도 짐승이 먹는
물과 사람이 먹는 물은 다르다. 짐승은 웅덩이나 냇가에나 아무데나 입을 쳐박고
먹으면 되지만 사람이 마시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우물을 파
고 길르고 소독하고 해야 비로소 마실 수가 있다. 이렇게 손을 가하는 노력없이
는 하다 못해 마시는 물까지도 그대로 입에 넣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사람
이다36)
.

36) 김용기, 1978, 그분의 말씀을 따라: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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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강조하고 일의 신성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돌도 일을 해야 한다는 의
미로 집 앞에 돌을 세워 놓은 ‘일하는 돌’에 대한 일화는 얼마나 선생이 일
을 중요시 하였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일화이기도 하다.
일가선생은 일의 신성함 뿐만아니라 더 나아가 일의 쾌락화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나는 모든 노동의 쾌락화를 주장한다. 만일에 우리 사업이 수심(愁心)과 불평에
싸여 있다면 그건 불성공의 원인이 된다. 농부가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자. 여름철 하늘에 구름이 힘 있게 떠돌고 땅위는 뜨거운 햇볕이 쬔다 해도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랄 때 그것을 보는 농부의 마음은 역시 힘이 생겨 노동의 괴로움을
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농부의 구슬땀이 피곤하다는 생각 외
에 아무 것도 없고 일상생활이 쾌락이나 감격성(感激性)이 없이 지루하고 고통스
럽게만 생각된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모든 노동은 생활을 위하여
좀 더 나아지겠다는 의욕(意慾) 밑에 행해지는 일이라야만 될 것이다. 거기에 희
망이 생기고 기쁨이 올 것은 당연하다. 모든 생활은 일종의 노동이며 노동은 필
요한 것을 생산한다. 그 생산이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그러나
이와 반대로 노동은 괴로움뿐이며,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근대
사상계에서 노동의 쾌락화를 부르짖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37)
.

2. ‘나부터’ 의식
오늘날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의 일반적인 성향은 내 탓이라기
보다 남의 탓, 국가와 사회 탓이라고 생각하고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사용주
와 근로자, 권력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등 집단과 계층을 구분하고 서로
미워하거나 원망하며, 심지어는 적대시하는 의식을 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가 선생은 현실에서 모든 문제와 그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과 방
법도 기본적으로 남에게 의지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나 먼저, 내 탓
으로 생각하고 나와 내 가정부터 먼저 잘 다스려야 한다는 ‘수신제가치국평
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강조하였다. 무슨 일이든지 ‘나’는 하지 않으면
37) 김용기, 1973, 참 살길 여기 있다: 130-131쪽.

- 41 -

서 ‘남’보고 하라고 하지 않았으며, 내가 형편이 어렵고 힘든 것을 남의 탓으
로 돌리지 않고 나부터, 나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오신 분이
다.
그래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나라에서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무
엇을 해주기를 바라고 요구하기보다 나부터, 나 먼저, 우리 가정부터 빈곤해
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먼저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이웃의 평화를 위하여 한걸음 더 나아가서
국가의 모든 알력을 중지시키고 단결심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정에서 그 아들 딸이 부모에게 반기(叛旗)를 들고 내 아내가 불복종한
다면 그 가정은 전쟁터로 봐야 한다. 우리는 먼저 전쟁없는 가정을 이룩해야 한
다. 그 길이 즉 애국심으로 변하고 인류애에까지 들어가는 가장 바른 길인 것을
나 스스로 깨닫고 그 길을 닦기에 눈뜰 사이가 없이 분주하다. 가정의 화평한 길
이 국가에 통하고 전세계에 통하는 길이 되어야 한다.38)
3. 합리적/논리적
일가선생은 빈곤 해결을 위한 노력을 무수히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
조건적으로 비논리적으로 비합리적으로 접근하거나 실천할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절약을 하거나 생활개선을 하거나 노동을 하는 것도 그 나름대
로의 논리와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실천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하였다. 절약을 해도 맹목적이며 무조건 적으로 하지 않고 각각의 상황에
적합한 개선의 이유와 조화를 중요시하는 합리적 개선을 추구하였다. 특히
남의 눈을 의식하여, 해야 할 이유가 없어도 남들이 하면 따라하고 해야 할
이유가 있어도 남들이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잘못된 우리 국민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이를 확실하고도 철저하게 고쳐보고자 노력하였다.

하여간 모든 일에 이유없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고 해서도 안 되겠다. 인간의
일은 크고 작고 간에 미리 분명한 이유 밑에서 일을 해야만 인생이 발전될 수 있
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아무 이유없이 남이 하니
38) 김용기, 1973, 참 살길 여기 있다: 25쪽.

- 42 -

나도 한다, 남이 하지 않으면 나도 하지 않는다는 등 뚜렷한 목적과 이유없이 공
중에 뜬 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39).
최소한 지출해도 될 것에 그 정도를 넘으면 비경제이고, 반면에 최대한으로 지출
해야 할 것을 그 정도에 달하지 못하면 역시 비경제이다. 잡곡을 먹어도 될 터인
데, 값비싼 정곡을 먹으면 비경제이고, 값싼 담배를 피워도 될 처지에 값 비싼
담배를 사 피우면 비경제이다. 마찬가지로 환자에게 충분히 의약을 투입해야 하
는데도 불구하고 돈은 아껴 병을 더하면 그것은 역시 비경제이다”40).
식사량도 노동량에 따라 중량을 정하여 먹도록 하였는데, 예를들면 1호식
기는 중노동자용이며, 2호식기는 경노동자용, 3호식기는 정신노동자용 이었
다. 식사량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월1회씩 투표를 해서 노동성적을 측정
하고 식사량을 재조정하기도 하였다41).
비누를 사용할 때에도 남자는 두 번, 여자는 세 번을 문지르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여자는 남자보다 미용을 더 생각해야하기 때문이었으며, 여자들의 화
장은 다른 남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밖에 나갈 때 하지 말고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밤에 하라거나 남편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하라는 것 들이
었다.

4. 실천지향적
일가선생은 그 깨달은 바를 실천에 옮기는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
는 사람이었다42). 고칠 것이 있고 실천할 것이 있으면 나부터, 우리 가정부
터,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를 보다 확실히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나안생활헌장”을 온 가족과 교육생들이 지키도록 하였다. 지
켜야 할 내용들이 잘 지켜 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 내에서는 가부장적인 권
위로, 교육생들에게는 엄격한 규율로 어느 정도까지의 강제성을 띄어가며 실
천하도록 하기도 하는 실천지향적인 분이었다.
39)
40)
41)
42)

김용기, 1973, 증 젊음에게: 20쪽.
김용기, 1970, 이렇게 살때가 아닌가: 142-143쪽
김용기,1993, 가나안으로 가는길: 206쪽.
제2가나안농군학교, 2003, 제2가나안농군학교 개교 30주년 기념자료집: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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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이상촌 시절에는 생활방식에 대한 마을의 공동규정을 정하여 놓고 월
1회 집집마다 돌아가며 회식을 하며 의식주 생활개선에 대한 연구발표회를
하고 좋은 것은 즉시 마을 전체에 실천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나안농군학교
에서는 매 끼니 마다 식사시간에 앞서 감사의 기도와 생활헌장 암송, 식탁의
노래 부르기, “먹기 위하여 먹지 말고 일하기 위하여 먹자”, “음식 한끼에 4
시간씩 일하고 먹자”, “감사히 먹겠습니다” 등의 구호제창 등 5분간의 식탁
교육을 통하여 식탁의 고마움과 한 알의 밥알도 남기지 않는 것을 실천하려
는 노력을 하였다.
“가나안생활헌장”에는 매우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
면 다음과 같다.
1) 온 인류가 요구하는 인물 : 13항목
2) 우리겨레는 이때 이렇게 살자 : 13항목
3) 7대강령 : 7항목
4) 우리의 생활신조 : 9항목
5) 죽은자 가운데서 일어나자 : 11항목
6) 자존의 깨달음 : 9항목
7) 가나안의 가훈(본문 및 세부실천사항 5항목) 및 가규 : 25항목
8) 가나안 복민의 생활수칙 : 53항목

일가선생의 빈곤을 위한 노력과 활동도 또한 실제적이며 실용적이며 실천
지향적인 것이었다. 입으로만, 구호로만 외치는 방법이 아닌, 탁상공론에 그
치는 사업이나 행동이 아닌, 실제 농장이나 가정, 직장과 같은 생활현장에서
의 실천을 중시하였다.
일가선생이 보다 실천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비교적 실천하기 쉬
운 작은 사항부터 실천하도록 한 것이며,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이며, 계획적으로 그 방안까지 제시하였다는 점, 운동을 이끌고 추진
해 나가는 방법이 개선해야할 배경과 이유는 물론 그 결과에 대한 좋은 점
까지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제시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 목표가 개선사항을
인식하고 아는데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데 두어 졌기 때문이라고
본다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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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계적인 관심을
오늘날 지구촌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과거 어느 때보다 모든 나라와
사람들간의 공간적 지리적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 인류가 안고 있는 많은 문
제들은 어느 특정 나라의 문제만이 아닌 전 인류와 지구촌의 문제로 인식되
어 가는 세계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나 일가선생은 오래전부터 세계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국가간의
경쟁과 전쟁이 빈번하던 시기에 세계의 고민과 문제 3가지(전쟁, 빈곤, 죽
음)를 제기하였으며,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말을 통해서나 글을
통해서 다양하며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어떻게 하면 국가간에, 종족들간에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살며 빈곤과 기아로
부터 해방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였으며, 우리만의
문제해결로는 완전한 해결이 될 수 없으므로 애국주의와 세계동포주의를 함
께 주창하였다. 그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과 의식은 미국 영국 중공 소련 일
본 UN사무총장 등 세계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도 잘 나타나 있
다44).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현실에서 심각한 문제였던 빈곤문제도 세계적인 공
통 관심사로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한 노력에 힘써 왔던 것이다.

우리는 1,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구슬픈 운명을 생각할 때 참으로 기가막힐 때
가 많다. 어떻게 하면 인류로 하여금 비참한 전쟁을 면하게 할 수가 있을까하고
구상해 본다. 우리는 같은 동족을 사랑치 못하고 이웃 나라의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면 지금까지 한번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있다. 그러므로 국경을 달리할
지언정 분명코 같은 인간인 세계 인류를 사랑하는 것이 애국적 세계 동포주의라
고 본다. (중략) 그렇게 함으로써 전인류에 행복이 오고 또는 자기 국가에 또는
자기 가정에 안정이 온다면 우리의 애국심을 세계 동포주의로 발전시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45)?
43) 이한기, 2004, 일가의 생활개선운동의 현대적 적용, 제5회 일가사상세미나 자료집 : 54쪽.
44) 김용기, 1980, 조국이여 안심하아: 126-143쪽.
45) 김용기, 1973, 참 살길 여기 있다: 20-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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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 모양 숨어서 살 수는 없다. 서로 영향을 받으며 또
끼치고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다. 이제 고립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고,
또 그리하여서는 국제사회에 얼굴을 내밀 수도 없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국제성
이라는 조류를 타고 살고 있고, 어느 한 나라에 무슨 사건이 생겨도 서로가 입을
모아 참견하기에 이르렀다. (중략) 언제, 어느 때 벼락을 치고 폭풍이 일어날 지
도 모르는 인류의 3대 고민은 첫째 빈궁이요, 둘째 싸움이며, 셋째 죽음이다46).
6. 물질과 정신의 일체화
일가선생은 빈곤의 문제를 물질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았다. 물질과 정신이
하나가 되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빈곤해결을 위
한 노력들도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신개혁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정신적
개혁 없이는 물질적, 육체적 빈곤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물질적,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진정한 빈곤상태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현
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문제점을 깨우쳐 주려는 정신계몽운동이 필요함 깨닫
고 정신적 빈곤 해방과 물질적 빈곤해방을 위한 노력을 함께 추진하였던 것
이다. 그러기 위해 혼자만 실천하는 생활개선과 정신개혁이 아닌, 국민들과
더불어 실천하는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스스로 가족 악단을 조직하고
사람이 모인 곳마다 다니면서 정신개조와 생활개선을 부르짖었다47).
물질과 정신을 함께 보는 선생의 생각은 그가 스스로 주창한 복민사상과
복민운동의 행동강령이나 생활수칙에도 잘 나타나 있다. 복민운동은 정신적
빈곤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국민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뚜렷한 이념을 정립시
키려는 정신운동과, 육체적 기근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빈궁과 기아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경제운동이다48). 복민운동은 단순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운
동이 아니라, 개인의 영육생활로부터 나아가 가정 국가안에서 건실하고 행복
한 생을 위하여 복받는 백성이 되고자 하는 운동이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는 것, 또한 이웃을 거짓없이 사랑
46) 김용기, 1973, 贈 젊음에게(實力行使): 210-211쪽.
47) 이한기, 2004, 일가의 생활개선운동의 현대적 적용: 57쪽.
48) 가나안복민연구소편, 1997, 가나안복민운동: 9쪽

- 46 -

하며 모든 인간들이 복되게 살고자 하는 운동이다. 이 복민운동을 현실적으
로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가나안 생활헌장”을 만들고 그 안에 “우리의 생활
신조”, “가나안의 가훈과 가규”, “가나안 복민의 생활수칙” 등 여러 가지 세부
원칙과 수칙들을 정하여 지키고자 하였다.

내가 복민운동을 일으킨 지도 벌써 42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
가지지만 우리 민족의 고질적인 병폐인 의타심․나태․불한당 사상․미신․사
치․퇴폐 등 온갖 악습을 타파하자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중략) 밖에서 오
는 적은 물리치기 쉬우나 안에서 오는 무지와 가난과 황폐는 아는 새 모르는 새
엉겅퀴처럼 구분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세계사조의 동향도 외면한 채 구습에
얽매여 바위 밑에서 복이 굴러 나온다는 습관이나, 거대한 나무 밑에서 복이 나
온다는 습관, 묘터를 잘 써서 자기 자신의 영화를 누리려는 습관, 누워서 놀고
먹으려는 습관, 주는 것 없이 받으려고만 하는 습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
픈 생각, 이웃집 어린애가 올까봐 대문을 걸어 잠그고 떡을 먹던 습관 등등, 인
색하고도 인정미 모르는 무지 등 갖가지 악습을 뿌리 뽑고자 나 자신과 가정에서
부터 먼저 실시 하였었다. 또한 식량의 자급자족도 되도록 우선 쌀밥만 찾던 습
성을 버리고, 농사도 버려진 땅이나 임야을 개간하여 밭 중심으로 전환하여 쌀
때문에 식량자급을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였다49).

V. 일가 김용기의 빈곤해방운동의 파급효과
1. 새마을운동의 모태
일가선생의 빈곤해방운동은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전국적으로
추진된 새마을운동의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박정희 대
통령은 5.16혁명을 일으키고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되자마자 이듬해인
1962년 가나안농군학교를 방문 한 후 크게 감명을 받고 전국의 읍면장 등
재건국민운동 확산을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게 하였다50).
49) 김용기, 1973, 증 젊음에게, 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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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초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 관계관들이 농군학교를
방문하여 가나안농군학교의 교육방법과 교육내용, 생활신조 등을 배워갔으며
이러한 가나안농군학교의 사례는 새마을운동이 꽃을 피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51).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은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이론과 실제를 연결시켜 이
를 실천한 살아있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새마을교육의 모델로 인정을 받았
다52).

새마을운동이 맨 먼저 내세우는 것이 근면 정신인데, 이것 또한 가나

안농군학교에서 가장 우선시 하는 교훈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 하겠다. 일
가선생도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거나 이상스럽게 느끼지 않고 자
신이 평생동안 해온 일들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였으며, 일가 선생이 일생동
안 걸어온 길이나 가나안 농군학교의 교육을 보고 듣고 한 많은 대중들이
일가선생을 새마을 운동의 선구자라고 하거나 또는 원로라고 생각하게 되었
다.

정부 당국을 위시하여 우리 사회 전체가 새마을 운동에 불을 뿜는 듯한 열을 가
하고 있다.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 되어 어디로 와서 어떤 결과를 맺게 될
것인가? 잘 되던지 못 되던지 그것은 우리나라의 돌아올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
는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40여년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늘 지금
과 같은 일을 해오고 있는 나로서는 새마을 운동이 무엇이라고 주장되고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새롭게 느끼거나, 이상스럽게 여기거나, 유별나게 느껴짐이 없
이 평범하고도 자연스러운 심정이다. 내가 40여년 전부터 오늘의 새마을 운동을
해오고 있다는 말은 물론 내 스스로 규정지은 것이 아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찾는 많은 국민 대중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나 혹은 견학을 마치고 난 후에 모든
되어진 일과 오늘에 이르른 역사를 듣고 보고 느낀 결과로 그들 스스로 규정한
말이다. 어떤 이들은 나를 새마을 운동의 선구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새마을 운동의 원로(元老)라고 하고 있다53).
50) 김용기, 1993, 가나안으로 가는 길: 274-277쪽.
51)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담당 특별보좌관으로 일했던 박진환 박사는 그의 글(2001, 일가선생
의 삶과 사상에 있어서의 농촌개발; 제2회 일가사상세미나 자료집: 7, 25쪽)에서 “

일가 김용기 선
생은 1950년대 후기부터 가나안농장에서 농민들의 정신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그 성과가 크다는 것
이 널리 알려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일가 선생과 그 가족들의 정성을 다한 가나안농군학교의 교육
방식을 새마을교육에 있어서도 모방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일가 선생의 생활신조와 가나안농
군학교의 교육내용은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이 꽃을 피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52) 강상빈, 2003, 가나안복민운동이 농촌지역사회 개발에 미친 영향: 48쪽
53) 가나안농군학교, 1976, 가나안농군학교 교재: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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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화운동
일가선생은 일찍이 우리나라의 사정이 어려울 때에도, 세계적인 관심이 부
족할 때에도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염려를 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류의 3대 고민으로 빈곤, 전쟁, 죽음을 제시하고 특히 빈곤문제
해결에 많은 노력과 기여를 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일가선생의 업적은 국제
적으로도 인정을 받아 1966년도에는 필리핀의 ‘라몬 막사이사이상(사회공익
부문)’을 수상하였다.
가나안농군학교의 교육에 대한 좋은 인식은 해외에서도 알려져 가나안농
군학교에 외국인들의 발길이 증가하고 해외로 강의를 나가는 경우도 늘고
있으며, 해외 여러나라에 현지 가나안농군학교를 설립하였거나 설립 중에 있
다. 해외 가나안농군학교 설립은 1989년 가나안 농군학교가 아시아의 빈곤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하여54) 처음(1991) 방글라데시에 가나안 농군학교
를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필리핀(1999), 미얀마(2003), 중국 왕청(2004),
우즈베키스탄(2005), 인도네시아 수까부미(2005), 중국 단동(2006), 인도네
시아 니아스(2006) 등 8곳이며, 이외에 팔레스타인, 인도, 가나, 태국, 말레
시아, 말라위, 캄보디아 등에서도 준비 중에 있다. 외국 지도자들에 대한 교
육은 금년(2008) 봄에 ‘가나안세계지도자교육원’55)이 개원되고 ‘가나안-연
세 세계지도자 교육과정’이 개설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며 본격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일가정신의 확산과 아시아의 빈곤해방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제2가나안농군학교를 중심으로 2001년에 가나안농군운동세
계본부(World Headquarters of Canaan Farmers' Movement Corp. : WCM)
를 창설하고 해외가나안 농군학교 설립, 지원, 협력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
이고 있다56).
한편으로 일가선생의 사후에는 선생을 기념하는 ‘일가상’57)을 제정하여 국

54) 김화년, 1997, 한국 복민운동의 실태와 과제에 관한 연구, 34쪽.
55) ‘가나안세계지도자교육원’은 강원도 신림에 있는 제2가나안농군학교 부지내에 2008. 7. 30 에 준
공되었으며, 전 국제기아대책기구 총재를 지낸 랜디호그 박사가 원장을 맡고 있다.
56) 김범일, 2008, 꿈꾸는 자만이 이루리라, 266쪽.
57) 일가상은 1991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18회에 걸쳐 시상하였으며, 시상분야는 농업부문, 산업
부문, 사회공익부문 등 3개부문으로 나뉘어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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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물론 동남아시아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시상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봉사활동, 수상자 탐방, 학생교환 프로그램 등도 진행하고 있다.

3. 지도자 양성
이 땅의 가난과 빈궁을 몰아내는 군대를 양성하자는 취지로 1962년 개교
한 이후 현재(2008. 5)까지 675,629명의 교육생을 수료시켰다. 가나안 농군
학교교육은 처음 경기도 광주군 황산리에 처음 개척한 가나안농장에서 별도
의 건물도, 별도의 교사도 없이 일가선생의 가정집과 식구들이 교사가 되어
시작한 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1973년에는 강원도 원주 신림에 5번째로
개척한 농장에서도 교육을 시작함에 따라 먼저 개교한 경기도 광주의 학교
는 제1가나안농군학교로, 강원도 신림에 개교한 학교는 제2가나안농군학교
로 명명하게 되었다. 2003년에는 영남가나안농군학교가 개교되어 지역 가나
안농군학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동안 가나안농군학교를 수료한
교육생은 성별, 연령별, 직업별, 국적별로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
육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초창기 가나안농군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을 비롯하여 최근에 교육을 받은 사람에 이르기 까지 가나안농군학교 교육
을 받은 사람들은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하여 일가선생의 정신을 이 사회에
전승하고 확산시키는 전도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직업별로 보면 농어촌지도자를 비롯하여 종교지도자, 교육자, 기업체임직
원, 공직자, 군인, 학생, 사회사업가, 의료업, 언론인, 서비스종사자, 청소년회
원, 선교사, 어린이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으며, 연령별로도 10대에서 80대까
지, 종교별로도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등으로 다양하였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에서부터 대학원 박사학위소지자 까지, 지역적으로 국내는 물론 외
국인도 상당수 있었다58). 가나안농군학교의 교육은 해외에도 여러나라에 가
나안농군학교를 설립하므로써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빈곤 해방운동에 기
여하고 있다.
가나안농군학교의 교육의 성과는 이루다 헤아릴수 없이 많지만 초창기에
일가선생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을
58) 제2가나안농군학교, 2003, 제2가나안농군학교 개교 30주년 기념자료집, 119-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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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자.

(경기도 고양 출신 서모 해군 제대병의 사례)

농군학교에 입교 전, 부자(父子)간에 몹시 사이가 나빠 한집 안에 같이 살면서
서로 말을 안할 정도였다 한다. 역시 우리 농군학교 출신인 그의 친구의 권유로
입교한 청년이었다. 처음엔 단지 농사기술이나 가르치는 곳이려니 하고 그저 마
지못해 온 사람이었다. (중략) 그런데, 그 다음기에 뜻밖에 그가 그이 부친을 모
시고 왔다. 65세나 되는 노인이었는데, 물론 농군학교에 입교하려 온것이었다.
그의 부친이 오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아들이 농군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
오자, 곧 그의 부친 앞에 과거의 불효를 사과하는 한편 아주 달라진 사람처럼
집안 일을 열심히 했다. 하루는 부친이 아들에게 말했다. “이제 너는 자식 노릇
을 하는데, 나는 아직 아비 노릇을 못하고 있다. 나도 네 원을 하나 들어 줄테니
말해 봐라.” 부친의 그 말에 아들이 대답했다. “아버지께 원이 꼭 하나 있읍니다
만, 좀 어려운 원입니다.” “그 원이 대체 뭐냐, 말해 봐라. 들어 주마”. “꼭 들
어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아니오라, 다음 번 농군학교에 꼭 다녀와 주
셨으면 하는 원입니다.” 이 뜻밖의 말을 듣게 된 부친은 난처했다. 그러나 일단
약속된 이상 그 원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 할 수 없이 며칠간이라도 있다가
가려고 왔다는 것이었다59).
(육군 x사단 모병장의 사례)

이른바 부대내의 사고뭉치로 영창에 들어간 회수만도 3,4회에 달하는 군인이었
다. 부대에서 거의 강제로 보낸 듯, 군목이 직접 인솔해 와서는 철저히 교육을
시켜 달라는 당부를 하고 갔다. 우람한 체격의 군인으로 인상까지도 썩 좋은 편
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 군인은 1주일쯤 교육을 받더니 자기가 가진 라이터를
학교에 내놓고는 담배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우리 농군학교는 매기 수료식 전날
밤에 각자 그 동안 받은 교육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서 그는 그 동안 무법자처럼 살아온 데 대해 회개한 것을 혈서로써 맹세한다고
말하고, 손가락을 물어뜯어 노트장에다 혈서로 <근로, 봉사, 희생>이란 우리학교
의 교육 이념을 써서 학교에 바쳤다. 역시 수료일에 군목이 인솔하려 왔으므로
그 말을 해주었다. 그후, 부대에 돌아가 부대내 순방 교육담당자가 되었다는 소
식을 들었으며, 그 얼마 후에 특별휴가로 고향에 내려가는 길에 우리학교에 들렸
59) 김용기, 1993, 가나안으로 가는 길: 288-2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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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얼굴 용모까지 달라진 듯 했다. 또 사단장으로부터 부대내 사병들을 교육
시킨 유공표창장까지 받았다고 말했다.60)
(해군본부 모 상사의 사례)

이 군인은 해군본부 의무실에 다년간 근무하면서 다량의 의료기구며 주사약 등을
몰래 반출해 냈으나 물론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이 군인이 우리
농군학교를 마치고 돌아가서는 채 처분하지 않고 자기네 집에 두었던 그 의료기
구, 약품 등을 모두 가지고 부대로 돌아가 상관 앞에 울면서 모든 것을 실토했
다. 그로 해서 온 해군본부가 크게들 감동하여 어떻게 생긴 학교이기에 그런 이
변을 일으키는가 하고, 한 장교가 다녀가고 이어 본부군인들이 40명씩 조를 편성
하여 6일간 계속해서 교육겸 견학들을 하고 갔다61).

VI. 일가 김용기의 빈곤해방운동의 현대적 적용
1. 근로의 신성함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불을 넘어섰다는 오늘날 우리사회에는 정치 민주화
와 함께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권익신장에 따라 노동과 근로가 노사간에 갈
등과 투쟁의 요소가 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불로소득의 증대
등으로 근로소득자의 허탈감과 노동을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특

히 주5일근무제의 도입 등 사회적 제도적으로 여가시간의 확대에 따라 사람
들은 얼마나 열심이 일하느냐 보다 어떻게 여가를 보낼 것인가에 대한 관심
이 많아지는 시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과 근로에 대한 생각도 ‘돈이나
경제적 조건과 연계된 노동’이라거나 ‘여가생활을 위한 수단과 준비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하여 받는 만큼 일한다거나 일은 적게 하고 댓가는 많이
받을려고 한다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은 그만 둘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자아실현이나 사회공익을 위하여 일하기보다 여가와 생활
60) 김용기, 1993, 가나안으로 가는 길: 291쪽.
61) 가나안농군학교 편저, 1979, 김용기 사상과 가나안농군학교: 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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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한다는 생
각을 많이 한다.
그러나 빈곤해방을 위해서는 인간의 노동이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요소이
기 때문에 ‘근로’는 그 의미와 가치가 재인식 되어야 하며 일가선생이 주창
한 바와 같이 근로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과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인
간이 지니고 태어난 운명이며 행복과 즐거움의 결정요소라는 인식 즉, 근로
를 신성시하는 인식이 필요하다62). “음식 한끼에 반드시 4시간씩 일하고 먹
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외친 것은 성경 말씀과 같이 “일은 하나
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돈이나 경제적 조건과 연계된 노
동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행위로서의 일’을
한다는 근로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자원절약
요즈음 특히 2007년도 말부터 불어닥치기 시작한 원자재와 원유가, 곡물
가격의 급등으로 세계경제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경
제는 공업화와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보다 많은 원자재를 필요로 하며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의 유류 소비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더욱이 소득수준
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이용과 물류증가에 따른 이동수단의 증가 등에 따라
유류 소비도 급증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의 소비증가에 따
라 생산여건은 한정되고 품목에 따라서는 점차 고갈되어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미래학자들은 이런 추세로 원자재의 소비가 증가한다면 멀지않은 장래에
자원의 고갈이 닥쳐올 것이라고 비관적 예측을 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앞에
놓여진 자원부족의 문제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전체의 문
제가 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는 자원을 절약하는 것이다.
일가선생은 일찍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비를 간접 생산으로 인식하
고 소득을 증대시키는 노력의 한편으로 소비를 줄이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62) 일가선생님의 집 앞에 있는 일하는 돌에 대한 일화는 일의 신성함과 근로에 대한 인간의 본분의
식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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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였다. 소비를 줄이는 것은 곧 자원을 절약하는 것과 연계된다. 자원은
곧 돈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생활에서 자원과 물자
는 가급적 자급하도록 하였으며 부득이 구입해야 하는 물자들은 철저히 절
약하도록 하였다.
특히 집을 지을 때는 나무나 석탄 등의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기 위하여
흙벽담으로 건축을 하고 태양열을 이용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에너지 자원이
더욱더 고갈되고 가격이 급등하는 오늘날에 더욱더 그 의미가 재조명 되어
야 할 것이다.

주택에 관하여 우리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나같은 개척자의 입장
에서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신념에서 필요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유효적절하
게 쓰여지는 주택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 집은 많은 돈도 가지지 않았지만 역시
건물의 외관적 사치나 미관만을 주장하지 않고 위생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위주하
되 공기 유통과 채광을 골고루 하는 한편, 방한(防寒), 방서(防暑)를 줏점으로
하고 일상 생활에 편리하고 활동적인 면을 생각해서 건축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방 한 자짜리 흙벽돌로 짓고 유리창을 많이 내었다. 방향은 남남서향으로 하고
내부 구조는 병자와 유아를 위하여 한쪽에 조그마한 온돌방을 설치하고 딴 방은
전부 마루방을 만들었다. 특히 방안의 반은 마루를 높게 놓고 반은 의자로 했다.
밑바닥은 보통 땅으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재료나 노력을 허비하지 않음은 물
론이고 더 이상적인 것은 게으른 마음을 없애는 데는 그만이다. 우리는 녹화 운
동을 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울타리 방안으로부터 온돌 폐지의 녹화운동
이 전개되어야 한다63)
.

3. 교육과 미래세대 육성
일가선생은 빈곤해방과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며 개척정신과 생활개혁 정신이 필요한데, 이를 효과적이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운동
을 시작한 초창기에는 몸소 가족 악단을 구성하여 인근 지역 방방곡곡을 돌
며 순회교육을 하기도하고 교사(校舍)와 선생도 없는 상황에서도 살림집과

63) 김용기, 1973, 참 살길 여기있다: 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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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교회를 교사(校舍)로하고 가족들이 선생을 하는 가정학교로부터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했던 것이다. 선생의 교육적인 관심과 노력은 학교교실이나
강연장에서는 물론 농장에서, 직장이나 일터에서, 식당이나 목욕탕에서, 차안
에서와 같이 생활현장 어디에서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하였
으며, 나아가서는 삶의 모든 영역과 모습들에서 가르침을 주기 위한 고심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먹을 것이 없는 어부에게 한 토막의 생선을 주는 것보다 생선 잡는 방법
을 가르쳐 주는 더욱 중요하다”는 말처럼 빈곤해방운동도 당장의 먹을거리를
주고 소득을 높여주며 물자를 풍족하게 공급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높이고 자원
과 소비를 절약하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와 생활의 각 부문에서 낭비요소를 개선하는 개척정신과 개혁의식을 가
지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
한 교육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최근들어 우리나라의 경제수준과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소비가 미덕
인양, 자원과 돈에 대한 절약정신이 희박해지고 있는 경향인데 특히 과거 궁
핍하였던 시절의 어려움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에게는 근로와 자원과 정
신개혁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육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4. 녹색성장을 위한 자원순환형 생산과 소비
최근에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녹색성장이란 용어가 대두되고 있다64). 녹색
성장은 한국 경제가 고유가와 고물가, 일자리 부족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래
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었다. 최근 정부는 현재 전력생산의
2.4%를 담당하고 있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11년에 5%,
2030년에는 11%로 확대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특
히 태양광발전을 통한 전력생산 규모를 2030년에 현재 대비 약 40배 가까
이 늘릴 계획이다. 녹색성장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정의된
다. 이 개념은 2000년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시발로 유럽에서 태동했고
64)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제63회 광복절 및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건국 60년을 맞이하
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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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개발국의 빈곤 퇴치를 위해 조직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ESCAP)를 중심으로 발전했다.65)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로부터 환경을 보호
하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자원소모를 줄이는 동시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라 하겠다. 이 때문
에 녹색성장은 전 세계적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생의 성장전략으
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면서 동시
에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우리만의 녹색성장 전략
을 세워야 한다. 녹색성장은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성장모델은 일찍이 일가 선생의 농촌개발이나 사회발전을 위한 방
법론과 일맥상통하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일가선생은 일찌기 과학만능과

물질문명의 폐해를 염려하고 자연환경과 우주창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주창하였던 것이다.

극도로 발달한 과학만능 물질문명의 발전의 결과로 인간들에게 보여준 것은 인류
의 해방과 구원이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구속이요, 파탄에의 초대임이 점차 판
명되고 있다.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만 국한시키어도 분명하
다. 문명의 소산이며 과학 발전의 유산으로 인간에게 준 의복과 주거환경은 편의
와 안락을 줌과 동시에 생존의 위협과 해를 주고 있으니 역사의 전진인지 뒷걸음
인지 과연 구분할 수가 없다. 현대 과학세기에서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이 보이나,
조물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의 자연환경과 우주창조의 섭리와 계획대로의 자
연적인 생활환경을 이뤄 살아간다면 오늘의 시점에서는 퇴보가 아니라 오히려 새
로 돌아올 시대가 이루어야 할 과제가 되는 것이다66).
일가선생이 주창하고 실제의 삶에서 보여준 자연과 환경친화적인 삶의 모
습들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67). 일가선생이 농업을 천직으로 선택한
것과, 이상촌을 건설하고 주택을 짓거나 농사를 짓는 방식도 의식주 생활양
식이나 생활문화도 자연환경과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자연자원을 최대한
65) 남기원, 2008, 녹색성장의 방향과 정책과제, http://blog.naver.com/dw458.
66) 김용기, 1975, 운명의 개척자가 되자: 106-107쪽
67) 이와 관련해서는 김조년의 ‘일가 김용기 선생의 친환경적 사상과 환경운동’(제5회 일가사상
세미나 자료집)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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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며 자원의 소모를 최소화하는 생활철학과 방식에서 비롯되었다.
주택을 지을 때는 태양열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여 난방도 하고 조명도
하였으며, 건축자재도 공업제품보다 흙벽돌이나 나무를 이용하여 자원과 에
너지의 낭비를 줄이도록 하였다. 농업에서는 유축농업과 다각농업을 하여 그
로부터 생산되는 가축분뇨와 퇴비를 이용하여 화학비료를 줄이는 등 농업생
산이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순환시스템이 되도록 하였다. 일가선생은 다
각농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68)
① 윤작(輪作)으로 지력(地力)의 유지를 보다 많이 도모할 수 있다는 점
② 윤작으로 경작회수(耕作回數)를 증가할 수 있다는 점
③ 축력(畜力), 농기구 등의 연간 사용회수를 증가할 수 있다는 점
④ 부산물(副産物)을 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⑤ 현금, 수입 회수을 증가할 수 있다는 점

환경조경도 울타리를 생울타리로 하고 바닥은 잔디로 하는 등 친환경적으
로 조성하였을 뿐만아니라, 생활용품들도 가급적 절약하여 소비하고 재활용
하도록 하였으며, 불필요한 생활용품의 소비는 금하도록 하였다. 즉, 생활양
식 모두가 자연과 더불어,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많은 생활용품을 필요
로 하지 않는 단순한 생활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비록 환경문제와 자원부족 문제가 심각히 부각되지 않았던 일가 선생
의 활동기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겠으나 일가선생
이 주장해온 자연에 순응하고 창조주 신의 섭리에 따라 사는 삶의 이념
이나 자연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원소모를 줄이는 생활방식은 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오늘날에 더욱 그 필요성이 증대
된다 하겠다.

5. 정신적 빈곤문제 해결에 참된 삶의 길을 제시
오늘날 우리는 물질의 풍요 속에 이에 반사적으로 정신적인 빈곤문제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
68) 김용기, 1970, 이렇게 살때가 아닌가;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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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더욱 잔혹하고 패륜적인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율의 증가와
가정내 폭력과 갈등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삶의 목표와 의미를 잃고 방황하
며 가출하는 청소년들과, 삶의 희망을 잃고 삶의 의미와 이유를 깨닫지 못하
고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다. 이러한 각종 사회문제, 가정문제, 개인의 정서문제 등은 과거 물질적 빈
곤한 시기보다 더욱 염려스러운 미래라 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
일찍이 일가선생은 빈곤문제를 물질적으로만 풀지 않고 정신과 의식, 생활
의 실천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물질과 정신이
하나가 되는 “복민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지금 이때는 제2의 빈곤인 ‘정신적 빈곤’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일가선
생의 삶의 철학과 방식에서 배워야 할때가 아닐까?

6. 지구촌에 대한 관심
오늘날 globalization, 세계화에 대한 관심은 이미 일반화 되어 있는 우리
들의 주요 관심사이지만 일가선생은 이미 50~60년전에 빈곤문제를 세계적
인 3대 과제로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이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나름대
로의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더욱이 빈곤의 문제는 21세기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지구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인류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는 바 이들 문제 해결에 관심과 노
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에 설립되고 있는 가나안농군
학교와 가나안 세계지도자교육 프로그램, 우수지도자 시상, 가나안 해외봉사
활동 등은 이러한 관심과 노력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외국인
들의 국내 교육훈련이나 국내 청소년들의 해외 연수 등 국내외 교류와 협력
의 확대가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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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맺음말
일가선생은 일생동안 일과 삶을 통하여 제자들과 후손들에게 많은 성공적
인 삶의 본보기와 가르침을 주고자 하였다. 일가선생 일생동안의 일과 삶과
정신은 각각의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 나아가 지구촌 전 인류에게 ‘잘 사
는 삶’ ‘사람답게 사는 삶’ ‘바르게 사는 삶’ ‘참되게 사는 삶’ ‘복받는 삶’의
모습과 방향을 보여주고 제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잘살고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아보고자 했던 근원적인 동기의 하나는 당시의 빈곤한
생활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빈곤해방운동과 빈곤타
파 의식은 일가선생이 일과 삶에서 주창하고 실천해온 생활혁명이나 개척정
신 그리고 복민운동의 근저에 자리하고 있는 정신이요 운동이었다.

물질적

인 풍요가 잘사는 것의 최종목표가 아니며 물질과 정신, 육신과 영혼이 함께
풍요로운 삶을 주장하였던 일가선생이지만 기본적인 먹거리 해결문제, 빈곤
해방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관심사로 생각하였다. 그렇다고 빈곤해
방을 위해서 무한한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하거나 탐하지 않았다. 과도한
물질적 풍요는 정신적 빈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던 것이
다. 그는 참되게 사는 삶, 복받는 삶을 위하여 절약과 절제, 분수를 강조하였
다. 낭비를 줄이고 허례허식을 없애고, 근검절약하고 절제하는 생활은 빈곤
해방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었던 동시에 생활의 원칙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가선생의 빈곤해방운동의 정신과 실천적 노력의 경험들은 비록
생활환경과 여건이 달라진 오늘 21세기에 들어서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과
적용가능성을 제시해준다고 본다. 특히 앞서 언급한 근로의 신성함, 자원절
약 정신, 교육과 미래세대 육성, 녹색성장을 위한 자원순환경 생산과 소비,
빈곤문제에 대한 지구촌적 관심과 정신적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비젼 제시
등은 오늘날 우리들이 적용해볼 수 있는 정신과 전략,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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