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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1945년 8월에 세계 2차대전이 끝나자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조국

이 남북으로 분단되는 사태가 생겨났다. 곧 이어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불법 남침으

로 6․25 전쟁(1950～1953)이 일어났다. 한편 우리 농민들은 이조말엽부터 지속적으

로 이어져 온 수많은 역경 하에서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잘 살기를 

체념해 버린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6․25 전쟁(1950～1953)의 포성이 멈추자 파괴된 국토를 재건하는데는 국민 각자의 자

립과 자조의 생활신조가 필요하였으며,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는데는 국

민들의 근면과 저축의 생활신조가 필요하였다. 농촌의 전 근대적인 생활환경을 개선

하는데는 마을 주민들이 상부상조하고 협동하는 정신이 필요하였다.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은 우리 농민들의 農心을 되살리는 실천운동이었다고 필자는 말

하고 싶다. 그것은 거듭된 역경 하에서 우리 농민들의 농심이 잠재해 버렸기 때문에 

농심을 되찾아야만 우리 농촌이 잘 살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농심을 되찾기 위한 실천행동으로 마을 단위로 새마을사업들이 전개되었다. 마을 주민

들은 정부가 지원한 시멘트와 철골을 이용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새마을사업들을 전개한 결과 농촌의 주거환경도 근대화되었고 농민들의 농심도 

되살아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는 마을마다 우수한 지도자

가 있어야만 하였다. 여기에서 새마을사업이 시작되자 곧 새마을지도자 교육이 시작

되었다. 박대통령은 스스로 새마을지도자를 교육시키는 구상을 하므로써 새마을지도

자연수원이 생겨났다.

새마을교육의 성과가 좋게 나타나자 1970년대 중반부터는 정부 산하에 있는 다른 공직

자 연수원들과 기업체 연수원들에게까지 새마을교육이 확산되므로써 그것이 새마을

운동이 농촌에서 도시로, 그리고 공장으로 확산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一家 김용기 선생은 1950년대 후기부터 가나안농원에서 농민들의 정신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그 성과가 크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고 있었다. 여기에서 一家 선생과 그 가

족들이 정성을 다한 가나안농군학교의 교육방식을 새마을교육에 있어서도 모방할 수 

있게 되었다. 필자는 一家 선생의 생활신조와 가나안농군학교의 교육내용은 1970년

대의 새마을운동이 꽃을 피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농업경제학을 공부하는 필자는 一家 김용기 선생의 삶과 사상이 우리나라 농촌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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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한 많은 일들을 서술하기에는 스스로의 한계를 느낄 뿐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一家 김용기 선생과 가나안농군학교는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이 성공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는 것을 서술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1)

이제 우리나라는 지난날의 가난했던 농업국에서 벗어나 산업사회로 탈바꿈 하였으며, 

한국은 세계적인 수출국으로 발돋움 하게 되었다. 급속도로 세계화되고 있는 오늘의 

지구촌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한국인들의 국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야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한국인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는 우리 국민들의 지식과 과학기술 수준이 쉴새 없이 

높아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 국민들의 

생활신조가 국제경쟁력을 지녀야 한다고 본다. 우리 국민들의 생활신조가 국제경쟁

력을 지니려면 우리는 일가선생의 삶과 사상을 되새기면서 그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고 필자는 생각한다. 왜냐 하면 일가선생의 근면과 절약의 생활신조는 나라의 어려

움을 이겨내는 국난극복의 정신이기 때문이다.2)

1970년대에 우리는 농촌의 근대화를 앞당기기 위해 근면과 저축의 생활신조를 생활화

하는 새마을운동을 일으켰다. 그러나 새로운 2000년대의 우리는 국제경쟁력을 지니

는 한국인이 되기 위해 근면과 저축의 생활신조가 생활화 되어야 한다고 본다. 1953

년에 6․25 전쟁의 포성이 멈추었을 때, 우리 국민들은 두 가지의 恨을 품고 있었다

고 본다. 그 하나는 가난의 한이었고, 다른 하나는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전쟁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한이었다. 그 동안 남한 국민들이 이룩한 경제발전으로 우리

는 가난의 한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소원인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은 아직 이루지 못하였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데는 남한의 경제력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야만 통일

에 따르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

룩하기 위해서도 근면과 저축의 생활신조를 생활화해야만 한다. 

그런데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국민들의 정신교육은 누가 시킬 것인지가 날로 중요

해지고 있다.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국난을 이겨내는 정신

교육을 담당하는 곳은 급속도로 줄어들었으며 2000년 현재로는 가나안농군학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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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난극복의 정신교육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 국제경쟁력이 있는 생활신조를 생활화하게 되면 일반 국민들도 그것에 따

라가게 된다는 경험적인 진리를 말해 준다고 본다.

1970년대의 새마을교육은 사회지도급 인사들이 새마을정신을 생활화 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본다. 2000년대의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사회지도급 인사들의 정

신교육에는 종교계의 역할이 크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본고는 다음 순서로 서술된다. 

①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알아본다.

② 새마을교육은 농민들의 태도변화를 위한 교육이었다.

③ 새마을교육의 내용들은 가나안농군학교의 그것과 비슷한 점이 많았다. 

④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고도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인의 생활태도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2. 새마을운동의 역사적 배경

(1) 국가발전과 心田개발 

우리는 우리 국토에 주어진 자원을 기반으로 하고서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해야 할 책임

을 지고 있다.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

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앞으로 어느 정도로 커질 수 있을 것인지는 우리나라가 보

유하고 있는 자원과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원들을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으로 나누었을 때 물적자원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는 우리의 

인적자원의 자질이 어느 정도로 높아질 수 있을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의 선진국들 중에는 물적자원이 풍부한데다가 인적자원도 우수하기 때문에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나라의 국민적 자질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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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기 때문에 물적자원의 부족을 극복하고서 선진국이 된 나라들도 있다(예, 스위

스). 이것은 우리도 국민적 자질을 높임으로써 경제력을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국가간 물적자원의 차등은 무역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국민적 

자질의 차등은 무역으로 해결되기 힘들다. 한 나라의 국민적 자질을 높이는 과업은 

그 나라 국민 스스로가 주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고 긴 세월이 소요된

다.

따라서 우수한 국민적 자질을 지니고 있는 나라는 가장 값진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농업국으로부터 근대 산업사회로 탈바꿈 할 수 있

었던 것도 그 원동력은 우리 국민들의 자질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국민적 자질에는 수많은 요인들이 관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다음 두 가지 요인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하나는 우리 국

민들의 과학기술 수준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자세(또는 생활신조)이

다. 그리고 이들 두 가지 요인들은 서로 독립된 요인이 아니라 두 요인 사이에 상관

관계가 높다고 보고 있다.

선진국에서 아무리 훌륭한 과학기술이 도입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라의 국민들

의 생활자세가 합당하지 않을 때는 선진 과학기술은 그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필자는 경제발전에 있어서 국민들의 과학기술 수준과 생활자세와의 관계는 마치 농사에 

있어서 씨앗과 토양과의 관계와도 같다고 보고 있다. 선진국에서 우수한 품종들이 

도입되더라도 밭의 토양이 나쁘면 풍작을 이룰 수가 없다. 따라서 농사가 잘 되려면 

개량된 토양에다 우량 종자를 뿌려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과학기술은 국민들

의 생활자세(생활신조)가 우수한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런데 국제간 교역의 발달로 우량 품종들은 돈만 주면 쉽게 수입할 수 있지만 토양을 

개량하는 일은 농민 스스로가 해야만 하기 때문에 힘든 일로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앞서가는 나라들로부터 새로운 과학기술을 도입하는 일보다는 국민들이 보다 바람직

한 생활신조를 생활화 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더욱 어려운 과제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벼농사 위주의 농업을 해 왔었다. 그것은 한반도는 몬

순기후권에 속하기 때문에 고온 다습한 여름 장마철에 벼 이외는 심을만한 작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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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때문에 벼를 재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벼는 다른 곡류보다도 ha당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은 소농구조로 되어 있으며 농민들은 촌락을 이루고서 생활해 왔었다. 

우리나라 농민들의 생활자세(생활신조) 중에는 경제발전을 제약하는 것들도 있지만 

경제발전에 바람직한 것들도 있다. 중앙 집권적인 봉건사회에서 만들어진 비합리적

인 제도라든가 비과학적인 사고방식 등은 우리가 근대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하는데 

적합하지 않거나 장해가 되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들이 많았다. 

한편 농민들이 촌락생활을 하면서 비좁은 農土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몸에 

배인 생활신조들이 있다. 예컨대, 자립과 자조 정신, 근면 성실하고 저축하는 정신, 

그리고 상부상조하고 서로 협동하는 정신 등은 우리가 근대화와 경제발전을 이룩하

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생활신조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겨레는 한반도에서 오랜 역사를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국난을 이겨내면서 

내 가정과 내 고장을 지키고, 나라와 겨레가 어려울 때는 자제할 줄 아는 문화적 유

산을 우리들에게 남겼다.

그러나 李朝 말기에서 일제하의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여건들은 농민들을 계속해서 어

렵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바람직한 생활

신조는 잠재해 버리고, 바람직하지 않은 생활태도들이 성행하게 되었다. 농민들의 생

활은 어려운데다 봉건사회의 농민수탈이 심해지면서 농민들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

어날 수 없게 되었다. 거기에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편입되므로써 농촌에는 

가난한 소작농가들이 절반이상으로 늘어나자 농민들은 잘 살기를 체념할 수밖에 없

었다. 

남한에서 국민소득에 관한 통계가 최초로 발표된 것은 1953년이었다. 그 해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다. 그리고 그 후 약 10년이 지난 1962년의 1인당 소득은 87달

러였다. 이것은 1945～1960년 기간의 남한경제의 성장률은 인구성장률과 거의 같았

기 때문에 인구 1인당 소득은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것을 빈곤의 악

순환이라고 표현한다. 

1945～1960년 사이의 한국경제는 극심한 인플레 경제였으며, 원조의존의 경제였고, 빈

곤의 악순환이 계속된 停滯경제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정부가 경제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 10 -

(2) “선 공업화, 후 농촌개발”

그러하던 한국이 1960년대 후반기부터 1인당 국민소득이 해마다 빠른 속도로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1965년의 1인당 소득은 105달러로 비로소 100달러 수준에 달하

였으며 그것이 1970년에는 252달러로 두 배로 높아졌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75

년에는 590달러로 다시 두 배로 늘어났다. 

남한경제의 성장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본 선진국의 경제학자들은 한국경제는 1970년을 

전후하여 이륙(take off)하였다고 논평하였다. 이것은 남한이라는 비행기는 오랜 세월 

동안 활주로에서 맴돌기만 하였지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하였던 것이 1970년에 와서

야 공중으로 날아올랐다는 것이 된다.

한국의 국민소득이 몇 해 사이에 두 배로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은 수출이 늘어났기 때

문이었다. 남한의 수출은 1950년대 후반기까지는 연간 0.3억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이 1965년에는 1억달러로 늘어났고, 1970년에는 10억달러로 급속한 증가를 하

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경제적 근대화는 수출주도의 공업화에 성공하므로써 

이룩되었다.

이것은 후진국 경제발전의 일반론에서 보았을 때 한국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

냐 하면 후진국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농업국이므로 후진국 경제가 발전하려면 농

업부터 발전시켜 그것에서 얻어지는 저축으로 공업화를 단계적으로 이룩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6․25 전쟁을 치른 한국에서 농민들은 너무 지쳐 있었으며, 농업에서 얻어지는 

저축으로 공업화를 이룩하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 제1주의 정책으로 한국이 공업화에 성공하므로써 정부재정이 늘어나게 되었으

며, 그것으로 자주국방과 농촌의 근대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자 아시아의 이웃 나라들은 한국을 경제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나라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등이라고 본다.

(3) 초가지붕과 등잔불 생활

한국이 수출주도의 공업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비농업부문은 농업부문보다 빠른 속도

로 성장하고 있었으며, 도시는 농촌보다 빠른 속도로 편리한 세상으로 바꿔지고 있

었다. 특히 우리 농촌의 전 근대적인 생활환경에는 변한 것이 거의 없었다.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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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초까지만 하여도 우리 농촌의 약 80%는 초가지붕이었고, 전기가 들어간 마을은 

20%에도 미달하였다. 지방도로에서 마을까지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는 마을들이 절

반이상이나 되었으며, 마을 안길들은 동력경운기가 지나갈 수 없는 마을들이 대부분

이었다.

농촌의 젊은 세대들은 초가지붕을 해마다 갈아 입히는 일에 많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

작하였다. 젊은 세대들은 지게를 지거나 물건을 머리 위에 얹어 나르는 것을 기피하

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도시 사람들은 전등불 밑에서 생활하는데 농촌에서는 등잔불 

밑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도농간의 격차를 절감하였다.

1945～1970년 기간의 정부의 농업정책은 식량증산에 주력할 수밖에 없었다. 농업부문

의 정부예산은 보릿고개를 없애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양곡에 소요되는 외화를 줄이

기 위해 한치의 땅도 놀리지 말고 식량을 증산하는 것에 주로 배정되었다.

이에 따라 농림부의 직제는 식량증산과 식량을 관리하는 기구로 되어 있었으며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일들을 담당하는 부서는 없었다. 정부는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

선하는데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였다. 필자는 1960년대 말기에 정부의 경제계획원에

서 제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1972～1976)의 수립에 관한 자문교수로 일한 적이 있

었다. 1972년부터 시작되는 3차 경제개발 계획안들이 각 경제 부서에서 제출되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제출된 개발사업들 중에는 농촌의 생활환경을 근대화하는 사업

에 관한 것을 제출한 곳은 없었다. 

상공부는 수출증대에 총력을 기울이던 때이었기 때문에 산하 기관인 한국전력회사로 하

여금 더 많은 농민들이 전등불 밑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

다. 고속도로 건설에 바빴던 건설부는 농촌마을 주변의 도로개발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보건사회부는 농촌 주민들도 위생적인 물을 마시고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병원들에 농민들도 쉽게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

다. 체신부는 도시 거주자들에게 전화를 공급하는 일에 치중하다 보니 농촌 주민들

도 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에 대하여 아무 말이 없었다.

한편 내무부는 경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농촌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계

획원에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다. 다만 1968년에 내무부 지방국 지역개발과 에서 박

대통령이 전국의 시장․군수회의 석상에서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에 관하여 깊은 관심

을 나타내자 지방예산으로 시범적이나마 마을 가꾸기 사업을 구상하고 있던 것을 필

자는 목격한 기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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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경제개발계획사업에는 농촌의 생활환경을 근대화하는 새마을사업이 들어 있

지 않았음에도 1970년 겨울철 농한기에 전국의 마을 단위로 시멘트를 나누어주므로

써 새마을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이 사업은 박정희 대통령의 농촌 근대화를 앞당기

려는 정치적 의지에서 시작된 비계획 사업이었다.

새마을운동은 이에 관한 법률이나 전담기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법률, 조

직, 전담기구 등이 없으면서 새마을운동의 열기가 농민들로부터 요원의 불길처럼 솟

아났다. 이것은 1970년대의 시대적 상황이 우리 농민들로 하여금 우리도 잘 살아보

자는 열망이 솟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필자는 본다. 박대통령은 농민들의 잘 살아보

자는 그와 같은 열망에 불을 붙였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현재로 새마을운동에 관한 법령이나 조직기구 등이 있다면 그것들은 모두가 박

대통령이 돌아가신 이후에 생겨난 것들이다. 따라서 후세들이 1970년대의 새마을운

동을 연구하는데는 자료들이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

게 되어 있다.

(4) 새마을운동의 점화단계

재건국민운동과 가나안농군학교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낙후된 농촌에서 자라난 박대통령은 우리 농민들이 가난의 악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보려는데 남다른 의지와 집념을 가지고 있었다. 1961년

의 5․16 군사혁명 직후에 혁명정부는 농민들이 高利私債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는 동

시에 농민들의 자립정신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재건국민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무렵

에 박정희 의장은 전국을 돌며 민정 시찰을 하던 중 가나안농군학교를 찾게 되었다

고 한다.3) 김용기 교장으로부터 가나안농군학교는 농촌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정성을 다하면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 이

것은 그가 후일에 새마을교육을 구상하는데 크게 참고한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다.

1960년대 초에 재건국민운동을 전개하면서 박대통령은 농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하였다. “자조정신이 없으면 하늘도 가난을 도울 수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善한 것은 부지런함이요, 가장 惡한 것은 게으름이다.” “농민들의 근면과 자조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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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정부의 모든 시책들의 선행조건으로 되어야 한다” 등등.4)

이 운동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 재건국민운동 본부와 지방조직이 생겨남으로써 많은 인

원들이 이 조직기구에 고용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초 한국경제의 실정으로는 정부

가 농민들의 자조사업을 돕기 위해 물자를 지원해 줄 입장이 되지 못하였으며 한정

된 정부 보조금은 이 운동을 주도하는 조직기구의 관리에 거의 쓰여졌다. 재건국민

운동은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물적지원 없이 계몽적인 캠페인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초만 해도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때이었기에 농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나야겠다는 마음

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계몽적인 캠페인에 대하여 농민들의 반응은 높지 못하였

다. 아마도 박대통령은 재건국민운동의 경험을 통하여 국민정신 개혁운동에는 계몽

적인 캠페인이나 국민운동을 전담하는 조직기구 같은 것에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보

인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70년대 초에 시작한 새마을운동에는 정부가 시멘트와 철골을 

지원해 주면서 새마을지도자를 교육시켰다. 따라서 말로만 하는 캠페인이 아니라 실

천을 통하여 농심을 되살리는 운동이 전개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새마을운동을 

전담할 기구, 조직, 법 같은 것은 만들지 않았다.

농민 소득증대 특별사업과 농민 성공사례 발굴

1960년대 말기에 와서 都農間의 격차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도

농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쌀의 이중 곡가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부 

정치권에서 제의되고 있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 수준이었던 1960년

대의 한국경제로 보아서는 그 같은 것은 시기상조의 논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만 해도 농촌에 전기가 들어간 마을이 15%에도 미달한 때이었으므로 정치인

들은 표를 얻기 위해 선거 때가 되면 실현성이 없는 空約들을 남발하였다.

여기에서 박대통령은 농민들이 쌀 이외의 경제작물이나 축산을 개발함으로써 농가소득

을 높일 수 있게 하는데 정부가 직접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이것이 1968년부터 시작

된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이었다. 이 특별사업은 전국 각지에 비닐하우스, 양잠, 

양송이, 과일나무, 담배, 비육우, 양계, 양돈, 연안 양식 등의 主産地를 조성하는 것

이었다. 전국적으로 약 100여개 지역이 선정되었으며 각 지역마다 일련번호가 매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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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으로써 박대통령은 일련번호별로 주산지 조성사업을 하나 하나 점검하기까지 하였

다.

개개의 특별사업지구의 개발은 그 고장의 지방행정과 유관기관에서 담당하게 하였다. 

이 사업의 전개로 말단 공무원들도 자기 고장의 농가소득 증대방안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지역개발에 관한 경험을 축적하게 되었다. 말단 공무원들의 농촌개발에 

관한 이와 같은 경험들은 1970년대에 들어와 마을 단위로 전개된 새마을사업을 일

선의 읍․면 단위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한 사전 훈련이 되기도 하

였다.

또한 특별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의 관련 부서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게 

한 것이 다음 단계에 가서 전국의 마을 단위에서 전개된 각종 새마을사업들을 지원

함에 있어서 汎政府的으로 협조할 수 있게 된 사전훈련이 될 수 있었다. 오늘날 개

발도상국들이 한국과 같은 종합적인 농촌개발을 시도하려고 하여도 정부 내의 각 부

처간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되고 있다.

특별사업의 실시로 한국의 자급자족적인 농업이 상업농으로 전환하는 것이 촉진되었으

며 특별사업에 참가한 농가들 중에서 많은 성공사례들이 나타났다. 이들 성공사례들

은 후일에 가서 새마을교육의 가장 소중한 교재로 활용될 수 있었다. 

1970년 11월 11일에는 제2회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의 전국 경진대회가 서울의 시

민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에는 지방 행정기관의 책임자들과 농어민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박대통령은 2층의 특별석에서 경진대회의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날의 행사 중에는 조치원 근처의 지극히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자수성가를 하게 

된 河四容씨의 성공사례 발표가 있었다. 그의 자수성가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았다. 

그는 머슴살이를 하였다. 결혼을 하였으나 가정을 이룰 형편이 되지 못하여 결혼 후 

3년 동안 서로 다른 곳에서 살면서 남편은 머슴살이를, 부인은 식모살이를 하여 돈

을 모으기로 작정하였다. 3년이 지나자 이들 부부는 하천부지의 밭 한 떼기(240평)

를 살 수 있었다.

그 땅에 움막집을 짓고서 비닐하우스 재배를 시작하였다. 그들은 채소재배에 心血을 기

울인 결과 이제는 채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말하자 대회장

의 청중들의 감격은 최고조에 달하였다. 그는 드디어 대농층이 되었고, 움막집에서 

벗어나 슬래브 양옥집에서 살게 되었고, 훌륭한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다는 미담으

로 끝을 맺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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河四容씨의 발표 다음에는 박대통령의 치사가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즉석 연설을 

하였다. “우리는 농촌개발에 헌신한 훌륭한 인물로서 걸핏하면 외국의 사례만을 인

용하기 쉽다. 이제 우리 농촌에도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사용씨는 

우리 농민들의 위대한 교사일 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훌륭한 교사이다.”6)

박대통령은 농민들의 성공 사례를 우리 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정신교육의 교재로 삼기

로 작심한 것으로 보인다. 1971년 초의 어느 날 박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국회 분과

위원장들 약 50명이 참석하는 월간 경제동향 보고회의의 마지막 순서로 전국에서 두 

건의 농민 성공사례를 선발하여 매달 발표할 것을 지시하였다. 

농민들의 성공사례 발표가 끝난 후에 대통령은 농민 부부와 그 지역의 면장, 군수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함으로써 농촌의 실상을 듣고 격려하였다. 이 성공사례 발표는 그

로부터 1979년 10월에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달마다 계속되었다. 9년간에 걸쳐 

약 150건에 이르는 성공사례들이 발표되었다. 월간 경제동향 보고회에서 발표된 성

공사례들 중 많은 것들은 수원에 있는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의 성공사례로 활용되었

다. 따라서 박대통령은 새마을교육을 국무위원들부터 먼저 시켰다는 것이 된다.

한 달에 한 번씩 농민들의 성공사례를 듣게 된 국가 지도급 인사들은 농촌이 가난으로

부터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으며, 각부 장관

들과 국회의 상임분과 위원장들은 정부가 농민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겠다

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되었다고 본다.

그는 또한 1974～1979년 기간에 정부 각 부처의 국장급이상 장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고위 공직자들에게 수원에 있는 새마을지도자연수원에 순차로 입교하여 남녀 

새마을지도자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1주일 동안의 새마을교육을 받게 하였다.

이상과 같이 박대통령은 정부의 장관급과 국장급부터 농민들의 성공사례를 듣게 하므로

써 새마을운동에 대한 사전교육부터 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또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하여 실행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5) 새마을사업의 1차년도(1970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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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의 결단은 1970년 4월 22일에 개최된 한해대책 지방장관회의에

서 천명되었다. 이날의 즉석 연설 중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마을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욕이 우러나지 않는 마을은 5천년이 가도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해보겠다는 의욕을 갖고 나서면 정부에서 조금만 도와줘도 2～3년이면 일

어날 수 있습니다. 일선의 행정 책임자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즉, 그 마을의 지도급에 속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지도하고 권장해서 그 사람들이 눈

을 뜨고 자기들 스스로가 모여 앉아서 계획을 짜내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이 해야 할 일과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일을 구분해서 일해 나가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역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을까지 자동차가 들어갈 길이 없어 십리 밖에서 지게로 짐을 날라야 하는 이런 

고장이 발전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주민들의 힘으로 길을 닦고 다리를 놓아

야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은 郡이나 道에다 지원을 요청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의 힘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고 

해도 좋고 알뜰한 마을 만들기 운동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7)

박대통령의 이와 같은 천명에 따라 정부는 197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의 농한기에 

전국의 33,000여개의 마을에 평균적으로 300여 포대의 시멘트를 나누어주게 되었다.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제1차 연도가 되었다. 이 첫해의 사업은 자조사업에 대한 농민

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기도 하였다.

정부는 마을 단위로 배분된 시멘트는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나누어 이용하는 것을 금지

시켰으며 마을 공동사업들을 위해 시멘트를 이용할 수 있는 약 15가지를 예시해 주

었다(마을 진입로, 마을 안길, 교량건설, 지붕개량, 간이 상수도, 하수처리, 빨래터 

등).

공동사업들 중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주민 총회에서 결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새

마을사업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 마을마다 남녀 새마을지도자 한 사람씩을 선출하되 

새마을지도자에게는 아무런 보수가 지불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렸다. 박대통령은 기

존의 마을 이장은 소액이나마 물질적 보수를 받아 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지장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이장은 제외하고 주민들 중에서 새마

을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지시하였다.



- 17 -

새마을사업과 풀뿌리 민주주의 

마을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새마을사업들을 추진하는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것은 마을 

안길을 넓히는 일이었다. 동력경운기가 농가의 마당까지 드나들 수 있으려면 마을 

안길 양쪽의 담들과 건물의 일부까지도 헐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새마을사업들은 

대개가 겨울철에 얼었던 땅이 해동되는 이른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은 겨울 

농한기에 봄에 하게 될 새마을사업에 관한 회합과 준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겨울철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 회합할 장소를 얻기가 힘들었다. 이에 따라 지원 

받은 시멘트와 철골을 기본으로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마을들이 늘어났으며, 얼마 안

가서 전국의 거의 모든 마을에서 마을회관이 서게 되었다. 여기에는 그 마을 출신자

들 중에 대도시로 진출하여 토대가 잡힌 사람들의 도움도 받게 되었다. 

주민 총회에는 한 가구에서 한 사람씩 남녀노소 구분 없이 참가하게 되었다. 전통사회

에서는 마을에 관한 일들은 남자 어른들 몇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왔었다. 그러나 새마을사업 중에는 주민들의 다수가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일들이 

많았다. 그리고 새마을사업에 대한 열의는 남성들보다도 여성들이 더 높았다. 그것은 

여성들이 농촌의 전 근대적인 생활환경을 근대화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

이었다. 마을 총회에는 특히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암탉이 울면 집안

이 망한다”는 전통사회의 남존여비 사고방식이 바뀌었다.

마을 주민들은 새마을사업에 직접 투입한 시간보다도 마을회관에서 새마을사업을 추진

하기 위한 회합을 거듭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참

으로 새마을사업 때문에 농촌 주민들은 우리나라 역사상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민

주적 의사결정을 마을회관에서 수없이 실천하게 되었다. 한국의 농민들은 민주주의

를 책에서 배우기보다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

기 위한 새마을사업들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배우게 되었다.

마을회관에는 그 마을의 여러 가지 기본 통계들이 구비되었으며 마을 주민들의 소득에 

관한 통계까지 마련되었다. 마을회관에 공동 취사장이 설치된 곳이 늘어남으로써 농

번기의 농촌 주부들의 노력절감을 위해 활용되었다. 부녀회에서는 마을회관의 일부

에 공동구판장을 설치하여 시장까지 출타하는데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곳

도 늘어났다.

조금씩 양보하므로써 이룩된 새마을사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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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지도자는 아무런 보수도 없이 마을을 위해 많은 시간을 빼앗겨야만 하였기에 지

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다. 마을 주민들의 권유에 못 이겨 지

도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하여 전국의 33,000개 마을 단위에서 66,000명

의 남녀 새마을지도자들이 생겨났으며 그들은 아무런 보수도 없이 마을을 위해 헌신

적인 노력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새마을운동으로 우리 농촌에는 수많은 지도자들이 생겨났다. 열성적인 새

마을지도자들 중에는 그 마을에서 농토면적이 적은 빈농층들도 있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농촌에서 도시로 떠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자 새마을지도자들 중에서도 대도

시로 떠난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것을 보고서 필자는 자기 마을에서 새마을사업을 

열심히 한 다음에 도시로 나간 사람들은 도시에서도 성실하고 착실한 시민으로 살아

가려고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다.

정부는 마을 진입로와 마을 안길을 넓힐 때 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보상금

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만약에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하였더라면 측량을 

하고 보상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겨 새마을사업은 중단되었

을 것이다. 따라서 마을길 양쪽의 토지 소유자들은 도로부지로 편입된 토지는 마을

을 위해 희사하게 된 것이다. 특히 마을 안길을 바로잡고 넓히기 위해 길가의 집들

은 담을 헐고 대지의 일부를 마을을 위해 희사한 것이 마을마다 많이 생겨났다. 그

리고 마을회관을 건립하는데 들어간 대지도 토지 소유주가 희사한 마을들이 많았다.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1970년대의 10년 동안에 마을당 평균 약 2,000평의 토지가 

희사된 것으로 추산되었다.8)

토지 소유주가 아까운 토지를 새마을사업을 위해 희사하자 마을 주민들도 새마을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새마을사업들이 전국의 마을 

단위에서 전개되자 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자란 고향마을이 몰라보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으며, 고향마을의 새마을사업을 위해 사업자

금이나 물자를 지원하기도 하고 직접 고향마을에 가서 기술적인 일들을 돕는 사례들

이 늘어났었다. 

이와 같이 1970년대의 새마을사업은 새마을지도자는 자기 시간을 희사하였고, 토지 소

유주는 땅을 희사하였고, 마을 주민들은 노동을 희사하였고, 도시 거주자들은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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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을 지원하므로써 이룩된 자력갱생의 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만 하여도 농촌에는 놀고 있는 노동력이 많이 있었고, 땅값도 아직 상승하지 

않은 때이었다. 그러기에 마을을 위해 토지와 노동을 희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에 새마을사업이 1970년대가 아니고 1980년대에 와서 시작되었더

라면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땅값 상승으로 토지와 노동을 희사할 사람들이 적었을 

것이다. 새마을사업을 1980년대에 와서 하게 되었더라면 우리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

은 정부의 무거운 부담에 의해 이루어져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그만큼 우리 농촌의 

근대화는 지연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새마을사업은 적절한 시기에 시작되

었다고 할 수 있다. 

첫해의 새마을사업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참여도는 다음과 같았다. 전국의 33,000개 마

을 중 약 절반이 되는 16,000개 마을에서는 정부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높은 참여도

를 나타내었다. 어떤 마을에서는 정부가 지원한 시멘트에다 주민들의 자체자금과 엄

청난 노동력을 투입하므로써 마을의 숙원사업을 이룩해낸 곳도 많았다. 그리고 시멘

트와 함께 철골이 지원되어야만 새마을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첫해의 반응에 만족한 박대통령은 앞으로의 정부지원은 주민들이 새마을사업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밝혔다. 자조정신이 강하고 협

동을 잘하는 마을부터 먼저 지원해 준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마을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주민들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마을들은 자립마을, 참여도가 

중간정도인 마을들은 자조마을, 그리고 참여도가 낮은 마을들은 기초마을로 구분하

였으며 자립마을에는 마을입구에 표식을 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자 기초마을 주민들

은 기초마을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마을사업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1974년까지는 전국의 마을에서 새마을사업들이 활기차게 일어났었다.

새마을사업 첫해의 사업평가에서 새마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은 마을들은 

대개가 주민들이 부지런한 마을, 자립심이 강한 마을, 협동을 잘 하는 마을, 그리고 

그 마을에 훌륭한 지도자가 있는 마을들이라는 것이 나타났다. 이 첫해의 경험적인 

실적을 근거로 근면, 자조, 협동의 세 단어를 새마을정신으로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

졌다. 그리고 박대통령은 당시의 농림부 김보현 장관에게 새마을지도자를 교육시키

는 계획을 만들어 청와대에 상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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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마을교육과 가나안농군학교 

(1) 박대통령의 새마을교육 구상 

1971년 늦은 가을의 어느 날 김보현 농림부 장관과 필자는 박대통령의 집무실에 호출

되었다. 그것은 농림부가 제출한 새마을지도자의 교육계획안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

를 밝히기 위해서였다. 그는 새마을지도자의 교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우리 농촌에는 농촌개발을 위해 헌신할 지도자를 긴급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

나 농촌개발에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를 교육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1년에 33,000명(1개 마을당 1명씩)이나 되는 지도

자를 양성해 내겠다는 농림부의 안은 너무 무리한 계획이며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조잡한 훈련계획 대신 새로운 안을 생각해 보라. 가령 자기 고장의 농촌개발

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는 뜻을 지니는 사람들을 잘 선발하여 한번에 20～30명 정

도라도 좋으니 2～3주 동안 오직 精神啓發에만 치중하는 교육계획을 세워 보라. 그

와 같은 교육의 분위기는 마치 참선하는 것과 같아야 할 것이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필자로서는 대통령의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관한 구상을 듣고서는 사

람의 정신을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비로소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농민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키는 곳이 우리나라에 있는지를 물어 보

았다. 그들 중에는 가나안농군학교가 바로 그러한 곳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때

까지만 하여도 필자는 가나안농군학교를 알지 못하였다.

필자는 동부 서울의 근교에 있는 가나안농군학교를 찾아가 보았다. 처음 뵈옵는 김용기 

교장은 김보현 농림부 장관도 그 전날에 이 학교를 방문하였다고 말하면서 교장실에

서 약 1시간 반 동안 가나안농군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이라는 것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는 것을 듣게 되었다. 

김용기 교장선생의 말씀을 듣고나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① 농민

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았

다. ② 가나안농군학교는 일가 선생님과 그 가족들이 농민들의 정신교육을 위하여 

정성을 다 쏟고 있음에 감명을 받았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교육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③ 정부가 가나안농군학교에 새마을지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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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을 부탁하면 그 수가 너무 많아 가나안농군학교가 목적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 우려되었다. ④ 따라서 정부는 별도의 기구를 마련하여 가나안농군

학교의 교육방식을 모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농민들에게 정

신교육을 시킬 사람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남게 되었다.

한편 농림부 실무자들은 정신계발을 담당할 강사진으로 우리나라 종교계 지도자들과 저

명인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박대통령의 재가를 얻기 위해 다시 제출하게 되었다. 그

러나 박대통령은 종교계 지도자들과 저명인사들 대신에 농촌에서 가난을 물리친 농

민들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그것을 발표하므로써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을 새

마을교육의 골자로 하라고 지시하면서 자필로 몇 사람의 이름까지 기입하였다. 여기

에는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교장,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의 성공사례를 발표

한 조치원의 하사용씨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여기서 필자는 대통령은 왜 새마을교육은 정신교육을 주로 하라고 지시하고서는 이를 

위하여는 농민들의 성공사례를 듣게 하고 그에 관하여 분임토의를 주로 하라고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생각해 보았다.

농민들이 자기와 비슷한 다른 농민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농민들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보다는 정

신적인 감화를 받게 하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가 1971년 여름에 국무

위원급들 약 50명이 참석하는 월간 경제동향 보고회의 마지막 순서로 농민들의 성공

사례를 두 건씩 발표하게 한 것도 생각해 보았다.

그는 왜 국무위원들에게 달마다 농민들의 성공사례를 듣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

다. 그것은 국무위원들이 농촌의 실상을 알게 되므로써 농촌 근대화를 앞당기는데 

동참하는 태도변화를 기대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는 1970년대 초의 한국의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보다도 빈곤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는 태도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새마을교육의 목적을 새

로운 지식보다도 태도변화에 두게 되었다고 본다. 그는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나 

종교계 지도자들로부터는 새로운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농민들이 가난을 벗어나야

겠다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본다. 

필자도 농민이 농민들의 성공사례를 듣고 그것에 대하여 농민들끼리 분임토의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곧 상호교육(mutual education)이 되고, 상호교육은 성인교육에 있어서 

태도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된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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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새로운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만 해왔기 때문에 성

인교육에 있어서 상호교육이 태도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

(2) 새마을교육의 시작(1972년)

농림부는 새마을지도자를 교육시키는 기구를 처음에는 독농가연수원이라고 명칭하였으

며 고양시에 있는 농협대학 내의 겨울방학에 놀고 있는 시설을 빌려 첫 교육을 시작

하였다. 그 후 독농가연수원은 수원에 있는 농민회관으로 이전하면서 새마을지도자

연수원으로 바꾸어졌다.

농림부 장관은 농협대학에 재직 중이던 金準 교수를 독농가연수원의 원장으로 할 것을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金準 교수가 새마을지도자교육원의 원

장으로 봉직하게 된 것은 새마을교육이 의도하였던 성과를 높이는데 있어서 결정적

인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그는 1971～1984년 기간에 원장직을 

맡으면서 농심개발에 관한 그의 특유한 강의로 교육생들과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다. 

그는 새마을정신을 생활화하는데 솔선수범 하는 성품을 지니고 있었기에 연수원을 

수료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김준 원장은 새마을교육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사

람이라고 말하였다. 

독농가연수원의 교과목들은 정신계발에 관한 것, 쌀과 소득작물들의 증산기술에 관한 

것, 그리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건축토목 기술에 관한 것 등으로 만들어졌다. 대통

령이 정신계발에 집중하는 교육을 해보라고 지시하였음에도 농림부의 실무자들은 농

업기술에 관한 것에 많은 시간을 배분한 과정으로 되어 있었다.

정신계발에 관한 강사로는 가나안농군학교의 김용기 교장, 성공사례를 발표한 하사용

씨, 유달영 교수, 김준 원장의 농심개발에 관한 특강 등이 주가 되었다. 필자는 대통

령의 지시로 새마을교육의 첫 시작 때부터 출강하여 새마을정신의 생활화는 농촌의 

근대화와 한국경제의 근대화를 이룩하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연수생들의 수료소감에서 나타난 반응은 농업증산 기술이나 토목기술에 관한 것

보다는 농민들의 성공사례와 야간 분임토의에 대한 반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자 농업증산 기술이나 생활환경 개선의 기능기술에 관한 시간은 

줄어든 대신 농민들의 성공사례와 분임토의를 위한 시간이 늘어났다.

이것은 1970년대 초의 새마을지도자들의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농업증산 기술에 대한 것

보다는 생활신조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교육에 대한 것이 아주 높았다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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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준다. 농민들은 낮에는 다른 농민들의 성공사례를 듣고, 저녁에는 분임토의에 참

가하므로써 그 동안 생각해 왔던 것을 바꾸어야겠다고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초의 우리 농민들의 뜨거운 소원은 “우리도 한 번 잘 살아 보자”라는 것이었

다. 이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농민들은 새마을교육에 참가하면서 자기도 잘 살아야겠

다는 열망이 솟아나고 잘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자 새마을교육의 내용은 농업기술에 관한 교육보다는 정신교육을 주로 하는 

것으로 바꾸어지게 되었다. 한편 가나안농군학교는 1950년대 후반기부터 농촌지도자

들의 정신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그 성과 또한 큰 것이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연수

원의 교육은 가나안농군학교의 교육방식을 모방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가나안농군학교에는 김용기 교장과 그 가족들이 정성을 다하

여 정신교육을 하고 있지만,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교관

요원들도 농협의 직원들이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새마을지도자연

수원은 가나안농군학교에 뒤지지 않고 따라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없었

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의 새마을교육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

게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독농가연수원의 제1기생 교육은 1972년 1월말에 시작되었으며 2주 동안이었다. 그러나 

농민들이 2주 동안이나 농가를 비울 수 없다는 문제가 나타나자 1주일로 바꾸어졌

다. 제2기생 교육이 시작된 어느 날 박대통령은 아무런 사전연락도 없이 교육현장에 

들려 제1기생들이 남기고 간 수료소감을 현장에서 일일이 다 읽은 다음 강의실의 제

일 뒷자리에 앉아 교실 분위기를 점검하였으며, 숙소에 들려 이부자리를 점검하기도 

하였다. 그 후 그는 수원에 있는 새마을지도자연수원에도 수시로 들려 연수생들과 

함께 성공사례도 듣고 식사도 같이 하고 교관요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도 하였다.

새마을교육이 시작되자 독농가연수원의 김준 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몇 교관들이 지혜를 

모아 새마을의 뜻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도안을 만들었다. 그들은 노란색을 바탕으로 

푸른 새싹이 솟아나는 도안을 새마을운동을 상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그것이 

새마을 모자, 새마을 배지, 그리고 전국의 마을 단위에 세워진 새마을 기에 새겨지게 

되었다.

표 1은 독농가연수원의 교과목들을 나타낸다. 이를 보면 교양 및 정신과목들에 비하여 

영농기술과 새마을사업에 관한 과목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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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교육을 실시해본 결과 독농가들은 연수소감에서 영농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

이 되었다고 하기보다는 농촌의 지도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가다듬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표 2는 독농가연수원 수료생들의 새마을교육

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다. 수료생 대부분은 정신자세면에서 연수효과가 컸다고 응답

하였으나 기술습득면에서 효과가 컸다고 응답한 자는 아주 적었다. 

표 1.  독농가연수원의 교과목 분류, 197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영농지식                        (4) 교양․정신교육
    농림시책방향                        농촌의 문제점과 해결책
    농특사업                            자립정신과 자주경제
    통일벼 재배법                       애국애향관 확립
    양송이 재배법                       국민윤리
    낙농법                              농촌 근대화의 정신적 기초
    양잠 사육법                         새역사의 창조
    비육우                              이렇게 살 때가 아니다
    농가부업
(2) 농협운동                        (5) 성공사례
    농민의 협동조직                     벼 집단재배
    협동사업의 전개                     고등채소
    협동정신의 발양                     잠업단지
    새마을 농촌건설                     한우단지
    협동하는 농업경영자                 감귤재배
    농민지도기법                        문성마을
    생각하는 농업경영자                 신우리 단협
(3) 새마을사업                      (6) 야간 분임토의
    새마을 가꾸기 시책방향
    새마을 가꾸기 사업
    농촌지역개발
    생활개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료 :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연수생들이 정신자세면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된데에는 명사들의 강의에 못지 않게 그 

날 그 날의 연수생활을 통하여 얻게 된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 연수소감

에서 잘 나타나고 있었다. 연수생활의 특징으로써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① 연수생들은 입교와 동시에 연수복으로 갈아입고 아침 6시의 기상에서부터 밤 10시

의 잠자리에 들기까지 규율 있는 단체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

② 연수생들은 연수기간 중 신문, 전화, 라디오, TV 등과 차단되며 외부인사와의 면회

도 금지되므로써 하나의 격리된 상태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다는 것

③ 연수원장과 교관 전원은 연수생들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정성을 

다하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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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새마을 성공사례를 매일 같이 듣게 되었다는 것

⑤ 연수생들은 저녁식사 후에도 분임반별로 나누어 분임토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표 2. 독농가연수원 제1기 및 제3기생들의 새마을교육에 대한 반응, 197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 육 받 은 소 감               제1기생      제3기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신자세면에서 효과가 크다.         121명        140명
 영농기술 습득면에서 효과가 크다.      0            0
 무반응                                1            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                      122          14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료 :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설문집계 및 수료소감요약”, 1975년 7월

(3) 새마을노래 작사 작곡

1973년의 봄은 전국의 33,000개 마을에서 우리 농촌의 가난과 정체의 상징이었던 초가

지붕과 등잔불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마을마다 길을 넓히고 징검다리를 콘크리트 교

량으로 바꾸기 시작한 때이었다.

1973년 이른 봄 어느 날 필자와 장동환 특별보좌관은 대통령의 집무실로 불려갔다. 대

통령은 자기 스스로가 작사 작곡한 “새마을노래”의 가사를 보여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내가 작사한 “새마을노래”인데 이것을 시인 노산 선생(이은

상)에게 보내고서 평을 받게 하였던 바 그는 다른 것은 다 좋은데 3절에 가서 “소득

증대 힘써서 부자마을 만드세”라는 가사가 좀 어색하다고 논평해 왔다고 하시면서 

당신들의 생각은 어떠냐고 묻는 것이었다. 그 때 “새마을노래”는 다음과 같이 3절까

지만 만들어져 있었다.

1.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후렴]

    살기 좋은 내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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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힘으로 만드세

2.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다듬세

3. 서로 서로 도와서

   땀흘려서 일하고

   소득증대 힘써서

   부자마을 만드세

필자는 그 자리에서 “새마을운동은 잘 살기 운동이기 때문에 소득증대와 부자마을이라

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농민들이 부를 때 심금을 울리는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답한 적이 있다.

1973년 11월 하순에는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가 전남 광주시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

회에서 그는 즉석 연설을 통하여 “후세에 너의 조상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의 조상

은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에 앞장서서 알뜰하게 일한 바로 저 마을의 농민이었다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유산을 후손에게 남겨 주자”고 역설하므로써 새마을지도자들과 

박대통령은 새마을의 동지가 되었다.

대회가 끝난 다음 서울로 돌아오는 도중 박대통령은 내장산의 숙소에 들려 “새마을노

래”의 제4절을 만들어서 추가하게 되었다.

4. 우리 모두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새조국을 만드세

이것은 새마을운동은 본시 농촌의 자조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막상 이 운

동의 불길이 전국적으로 솟아오르자 그것은 이제 농촌의 잘 살기 운동에서 머물 것

이 아니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국민정신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지한 나

머지 제4절이 추가되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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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원으로 이전된 새마을지도자연수원

1970년대만 하여도 골프는 농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운동이었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농협대학이 골프장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곳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정신교육을 하기

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농민교육은 수원의 진흥

청 구역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교육효과를 올리는데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 때 마침 수원의 진흥청 옆에 있는 서호 가의 노는 땅에 농민회관이 건립 중에 있었

다. 이 건물의 완공을 서둘게 하므로써 1973년부터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은 수원의 농

민회관을 빌려 이전하였으며 이곳에서 본격적인 새마을교육이 실시되었다. 그로부터 

1979년 10월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농민회관을 빌려 새마을교육이 실시되었다. 현재 

성남시에 있는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은 그가 돌아간 이후에 신축된 것이다. 

매 기별마다 약 150명의 새마을지도자들이 입교하였으며 분임토의 시간에는 1개 조에 

15명 정도가 참가하는 것으로 짜여졌다. 그리고 분임토의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1

개 분임조에 한 명의 교관요원이 배석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10명의 교관요원들이 

있어야만 하였다. 

김준 새마을지도자연수원장은 새마을교육에 필요한 교관요원을 전원 농협중앙회의 직원

들 중에서 선발하였다. 대체로 교관요원의 수는 약 30명보다 다소 많았으며 그 밖의 

사무직원들은 약 50명이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의 교관요원들의 봉급은 모

두 농협중앙회에서 지불되었다.

이상과 같이 1970년대의 새마을교육은 박대통령 스스로가 구상한 것이었으며 그는 새

마을교육을 위해 법을 만들거나 새로운 건물을 짓지는 않았다. 기존의 시설물을 빌

려 썼으며, 교관요원들도 농협의 직원들 중에서 차출하여 이용하였고 새마을교육 때

문에 새로 채용된 사람은 없었다. 다만 청와대 내에 새마을담당 비서관이 생겨났을 

뿐이라고 본다.

박대통령은 새마을교육에 건물 따위는 교육의 성과를 올리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는 누가 어떻게 새마을지도자를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인지

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김준 원장 중심으로 농협에서 

차출된 직원들이 새마을교육을 전담하므로써 훌륭한 교육성과를 얻고 있는 것에 만

족했던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다.

새마을교육을 받은 남자지도자들이 여성지도자들도 같은 교육을 받아야만 마을 주민들

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되므로써 여성지도자반도 추가되었다. 이렇게 



- 28 -

되자 매 기별마다 300명의 남녀지도자들이 입교하게 되었으며 야간 분임토의 때는 

20개 조들이 분임토의를 하게 되므로써 약 20명의 교관요원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

다.

(5) 앞서가는 마을에서 배우는 낙후마을 농민들 

박대통령은 새마을사업 첫해부터 정부는 새마을사업을 잘 하는 마을부터 우선적으로 지

원하겠다는 것을 밝힌 다음 기초마을의 지도자들이 자립마을에 가서 배우게 하는 교

육계획을 세워보라는 지시를 새마을지도자연수원에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와 충청남북도의 자립마을들 중에서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았던 약 10개 마을들이 선

정되었으며 이들 선진마을들에서 기초마을 지도자들의 현지 학습이 실시되었다.

기초마을에서 입교한 남녀 지도자들은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연수원에서 1주일의 교육

을 받은 다음, 다시 1주일은 현지 학습마을에 가서 숙식을 하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과 어떠한 점에서 차이들이 있는지, 자기 마을에 돌아가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

를 생각하게 하였다. 선진마을에서의 학습이 끝나면 이들은 연수원으로 되돌아와 자

기 마을의 새마을사업에 관한 설계를 만들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의 계획서를 보

고서 해당 행정기관에서는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되었다. 

박대통령이 낙후마을의 지도자들이 앞서가는 마을에 가서 교육을 받게 한 것을 보았을 

때 그는 농민은 자기보다 앞서가는 농민들을 보게 되면 태도를 바꾸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필자는 박대통령은 성인교육에 있어서 상호

교육이 태도변화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지금까지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

4. 농민 성공사례와 분임토의

(1) 빈곤에서 벗어나는 성공사례들

대체로 연수생들은 1주일의 연수기간 중에 10～15개의 성공사례를 듣게 된다. 따라서 

하루에 2～3개의 성공사례를 듣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1972～1979년 기간

에 수원의 새마을지도자연수원에서 발표를 하게 된 사람들의 수는 모두 80여명에 달

하였다(표 3 및 표 4참조). 대부분의 성공사례들은 절망적인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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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게 되고 마을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감동적인 인간승리의 사례들이었다. 80

명의 성공사례들 중에는 월간 경제동향 보고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발표된 것도 

있었고, 새마을지도자연수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던 중에 발굴된 사례들도 있었다.

성공사례를 발표한 80여명 중 60명은 남자들이었고 20명은 여자들이 발표한 것이었다. 

여자들이 발표한 성공사례는 그 수는 적었지만 연수생들은 여성들의 인간승리의 이

야기에 더 깊은 감동을 받았다.9)

여기서 우리는 1970년대에 우리 농촌에서 어떻게 해서 감동적인 성공사례들이 많이 나

타나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우리나라 농민들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주로 자

급 자족적인 농업을 해왔었다. 그러던 것이 1960년대 후반기부터 농민들이 시장에 

내다 팔아 돈을 벌 수 있는 상업농으로 전환하면서 과거에는 만져보지 못했던 큰돈

을 벌 수 있게 되자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에서 신명이 

나기 시작한 사례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대만 하여도 한국의 농산물 시장은 개방되지 않았으며, 쌀, 채소, 과일, 닭고기, 

돼지고기, 계란, 우유 등 식품들에 대한 국내 수요가 국내 공급보다 더 빨리 증가한 

때이었다. 거기에다 정부는 쌀의 수매가격을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책정하였다. 이렇

게 하여 1970년대의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들의 소득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었다.

연수원에 입교한 농민들은 자기 마을에서 새마을사업들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다른 지

역의 농민들의 성공사례를 듣게 되므로써 다른 지역에서는 어떠한 새마을사업들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어려움들에 부딪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은 어느 정도인

지 등에 관하여 알 수 있게 되었다. 농민이 아닌 도시 사람들도 농민들의 성공사례 

발표를 들으므로써 새마을운동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이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교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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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새마을 성공사례 발표자(남자)
----------------------------------------------------------
 성명     거 주 지      출강기간      성  공  사  례
----------------------------------------------------------
하사용   충북, 청원    1972～1974   농특사업
하상돈   충북, 청원    1972～1973   농특사업
김용일   강원, 양구    1972～1973   단위조합
복태봉   전북, 남원    1972～1973   단위조합, 새마을 가꾸기
홍승희   충북, 옥천    1972         벼 집단재배
박문주   경북, 영일    1972         새마을
홍영기   경북, 청도    1972         새마을
홍선표   경북, 영일    1972         새마을 가꾸기
김순복   충남, 대덕    1972         새마을 가꾸기
김종원   경기, 용인    1972～1973   농특사업
임광묵   충남, 당진    1974～1981   새마을
박종안   전남, 고흥    1974～1980   협동조합
최하길   강원, 춘성    1974～1975   새마을
이인화   충남, 당진    1974～1975   교회 새마을
김병철   서울          1974         직장 새마을(한국전력)
박영석   포항제철      1974         공장 새마을
김준수   충남, 논산    1974         공장 새마을
이재영   경기, 이천    1974         농협운동
오원균   농협지도직    1974         새마을
황창연   경기, 시흥    1974         새마을
김진택                 1974         새마을
김옥태   경북, 상주    1974         새마을
최남식   경남, 거창    1975～1979   과학영농
신현균   충남, 예산    1975～1976   학교 새마을
김오수   부산          1975～1976   공장 새마을(동명목재)
박상구   전남, 광주    1975         공장 새마을(삼양타이어)
허준구   서울          1975         공장 새마을(금성전선)
김종식   경북, 영천    1975         새마을
김정갑   경북, 창영    1975         새마을
정희원   전남, 담양    1975         과학영농
심의조   경남, 합천    1975         단위조합(초계)
박종선   전남, 영암    1975         단위조합(시종)
배갑식   충북, 영동    1975         단위조합(용산)
진병황   강원, 춘성    1976～1981   학교 새마을
이완석   경기, 양주    1978
정명호   부산, 부산진  1975～1979   공장 새마을
한대근   충남, 당진    1976～1977   새마을
김재문   충북, 중원    1976         새마을
오세춘   충남, 금산    1976         새마을
이용섭   충남, 천원    1976         새마을
김현용   서울, 강남    1976         새마을
박인순   경기, 안성    1976         새마을
한기룡   충남, 당진    1978
전영우   충남, 예산    1977～1981   새마을
김용환   전남, 승주    1977～1980   새마을
손관형   인천제철      1977～1979   새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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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거 주 지      출강기간      성  공  사  례
----------------------------------------------------------
홍수연   하동직물      1978～1981   공장 새마을
강장석   서울, 영등포  1978～1980   새마을
전성장   서울, 서대문  1979         새마을
이재운   서울, 종로    1979         새마을
이인원   강원, 횡성    1980～1981   새마을
김기수   서울, 성동구  1980         새마을
채경래   전북, 옥구    1980         새마을
이재운   서울, 종로    1980         새마을
이영식                 1981         단위조합
황종철   충남, 논산    1978～       농촌 새마을
김성래   전남, 영광    1978～       농촌 새마을
정경옥   서울, 성북    1978         도시 새마을
김광석   서울, 중구    1978         도시 새마을
이인섭   서울, 동대문  1978         도시 새마을
----------------------------------------------------------

표 4.  새마을 성공사례 발표자(여자)
----------------------------------------------------------
 성명     거 주 지      출강기간      성  공  사  례
----------------------------------------------------------
정문자   전북, 임실    1973～1976   새마을
홍영매   경북, 청도    1974～1978   새마을
최재희   충남, 연기    1974～1981   새마을
김정희   충남, 천원    1974～1975   새마을
김정숙                 1974～1976   새마을
안목단                 1974         새마을(전몰미망인회)
김에리사               1974         새마을
홍순혜   서울, 도봉구  1975～1978   도시 새마을
곽영화   경북, 청도    1975         새마을
서숙자   전북, 순창    1975         새마을
이순자   경남, 진양    1976～1979   새마을
이청자                 1977～1979   새마을
이남희                 1979
김  주                 1978         농촌 새마을
이주림                 1978         농촌 새마을
이순덕                 1978         도시 새마을
----------------------------------------------------------
자료 : 새마을지도자연수원

(2) 야간 분임토의와 태도변화

새마을교육 기간 중에는 저녁식사 후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매일 저녁 분임토의

(group discussion)가 진행되었다. 첫날 저녁에는 15명 정도가 하나의 분임토의반으

로 편성되었으며, 연수기간 중에 토의하기를 희망하는 과제를 각 반별로 선정하게 

된다. 그리고 토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각 반별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마지막 날에는 

강당에서 반별로 토의 결과를 발표하게 되며 수료생들은 귀가할 때 분임토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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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부씩 가지고 가게 된다.

1970년대만 하여도 분임토의를 주로 하는 참여식 교육방법은 우리나라 농민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었다.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인줄만 알고 있었던 때이었다. 따라서 농민들이 새마을교육을 받기 위해 입교할 

때는 저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교육인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입교

하고 보니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농민들의 성공사례들을 듣고 저녁에는 반별로 나누

어 주제를 정하고서 그것에 대한 토의를 하는 참여식 교육에 참가한 것이다. 

다행한 것은 연수원에 입교한 새마을지도자들은 제각기 자기 마을에서 새마을사업들을 

전개하다가 바쁜 틈을 타서 입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마을의 지도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과제들을 많이 지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연수생들은 모두가 분임토

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므로써 열기가 높았다.

어떤 지도자들은 자기 마을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새마을사업을 하였다는 생각으로 입

교하였는데 분임토의를 하다보나 자기 마을보다 몇 배로 더 많은 일들을 한 마을들

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써 돌아가서는 더 많이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분

임토의를 통하여 자기 마을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다른 마을에서는 어떻게 해

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따라서 수료소감에는 야간의 분임토의

에 대한 반응이 언제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태도변화의 교육성과가 있었

다는 것을 시사한다.

필자는 그 때까지만 하여도 성인교육에 있어서 분임토의 방식이 태도변화를 유발시키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박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분임토의 방식의 새마을교육을 구상하게 되었는지를 혼자서 생각한 적이 있었다.

표 5는 새마을운동 초기라고 할 수 있는 1972～1973년 기간에 새마을지도자연수원에 

입교한 연수생들이 선정한 분임토의 과제들의 분포를 나타낸다. 여기서 우리는 초기 

단계의 지도자들은 마을 주민들을 어떻게 새마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지가 분임토의에서 가장 자주 토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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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새마을지도자들이 분임토의를 위해
      선택한 과제들의 빈도, 1972～197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토의과제                  선택된 횟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마을 주민들의 참여문제        125
농촌의 소득원 개발             79
새마을지도자에 관한 것         76
새마을사업의 선정문제          70
마을기금 조성에 관한 것        70
주민들의 노동력 동원문제       27
지방행정기관의 공무원에 관하여 3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토의된 내용을 보면 주민들 중에 새마을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하여 

많은 의견들이 교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그 마을에서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들 또는 극히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 중에서 참여하기

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사업에는 주민들이 무상으로 노

동력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적은 세대들에서 참여도가 낮았을 것으로 보

인다.

연령적으로는 나이 많은 노인층과 나이 적은 젊은 세대의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토의

되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전 근대적인 생활환경에서도 평생을 살아 왔기 때문에 

생활환경의 근대화를 위해 주민들이 많은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함

이 적었을 것이고, 젊은층에서는 기회가 오면 마을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

에 새마을사업에 헌신할 마음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을 주민들 중에서 새마을사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그 마을에서 앞으

로도 계속 거주해야 하는 중년층이었다고 되어 있다. 중년층의 학교교육은 초등학교 

졸업이거나 무학력이 많은데다가 연령적으로도 대도시로 떠나기에는 나이가 많은 편

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앞으로 남은 여생을 자기가 태어난 마을에서 살아야 하기 때

문에 전 근대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이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기 

때문에 이들 중년층에서 새마을사업에 대한 열기가 솟아났다고 본다.

여성지도자들이 선택한 분임토의 과제들은 주로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 

전통적인 농촌에서 여성들이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제약하는 요인들, 농촌사

회의 관혼상제를 간소화하는 방안, 농촌 부인회 기금마련에 관한 방안 등이 토의 과

제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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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지도자들의 분임토의에서 합의된 사항들 중에서 실천에 옮겨진 사업들이 많았다. 

그 몇 가지를 들면 농한기의 농촌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마을마다 화투장을 수집하

여 불태웠으며, 부엌에 절미통을 두고서 끼니 때마다 쌀 한 숟가락씩 저축하여 그것

으로 부인회 기금을 마련하였으며, 노부모들에게 효도 관광을 시켜주므로써 농촌 여

성들이 새마을운동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양해를 얻게 되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5. 몸공을 들여야 하는 정신교육

새마을교육은 농민들이 농심을 되찾아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야겠다는 의욕을 높이는 

정신교육이었다. 따라서 정신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부터 새마을정신을 솔선수

범 하는 몸공을 들여야만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 이 점에 있어서 정신교

육은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일반교육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새마을지도자연수원에서 교육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모든 직원들은 연수생들과 침식을 

같이 하면서 이른 아침의 기상에서부터 야간의 분임토의가 끝나고 취침할 때까지 입

교생들의 뒷바라지를 하게 되었다. 연수원 교직원들은 2주일 동안 집에 가지 못하고 

연수원에서 기거하였으며, 연수교육이 없는 기간에는 교관요원들은 각 지역별로 나

누어 수료생들의 가정방문을 하거나 군 단위로 수료생들을 집합시켜 현지에서 1일 

연수를 하게 된다. 그리고 연수교육이 일시 중단되는 농번기에는 교관요원들 모두가 

깊은 산 속에 들어가 자체연수를 하면서 몸공을 들이기 위한 再充電을 하게 된다.

(1) 作心 3일과 재교육

한편 연수원에서 교육받을 때 연수생들은 자기 마을에 돌아가면 새마을사업을 열심히 

하겠다는 굳은 마음을 다짐하였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연수기간 중에 다짐했던 

마음이 풀어진다고 하면서 연수원에서 재교육을 시켜줄 것을 부탁하는 편지들이 많

이 오게 되었다. 

여기서 연수원 교관요원들은 교육이 없는 기간에는 사후지도를 하기 위해 군 단위로 

수료생들을 집합시켜 1일 연수를 하게 되었다. 필자는 김준 원장의 승용차에 편승하

여 1일 연수의 집합교육에 참가하여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하는데 참가하였다. 1일 

교육에는 그 군 내의 수료생들은 거의 빠지지 않고 군청 소재지에 있는 농협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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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합하게 된다.

새마을노래를 합창한 다음 대부분의 시간을 연수원 수료 후에 각자가 마을에서 어떤 

새마을사업들을 하게 되었는지를 발표하는데 소요하였다. 이 모임에서 그들은 작심 

3일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집합교육을 많이 해주기를 부탁하는 것이었다.

1일 연수교육에 참석하면서 필자는 인원수가 30명을 넘으면 참가자들이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정신교육이 되기가 어렵게 되고 하나의 동창회처럼 되기 쉽다는 것을 경험하

게 되었다. 1970년대 후기에 와서는 수원의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을 수료한 지도자들

의 수가 1개 군내에 50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인원수가 많아지면 조직을 해야 하고 회장을 선출하다 보면 정신교육의 분위기보다는 

정치적 분위기가 되기 쉽다는 것을 느꼈다. 여기서 필자는 김준 원장과 상의하여 새

마을지도자연수원을 수료한 사람들의 지역별 명단만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자고 

한 적이 있다. 왜냐 하면 정치적 야심을 가진 사람은 그 명단을 가지고 새마을지도

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새마을교육은 어디까지나 

내 가정, 내 마을,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다지는 교육이

기 때문에 정치성이 개입되면 교육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고 필자는 믿었기 때문이었

다.

1970년대에는 무역확대 회의가 매달 구 중앙청 건물의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

의에는 대통령, 경제부서 장관들, 수출업체와 경제단체장들 약 100명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가 끝나면 대통령과 경제단체장들은 국무위원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순

서로 되어 있었다. 1970년대 후기의 어느 날 점심식사 도중에 어느 경제부서 각료가 

박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었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는 새마

을지도자들이 여당 후보에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 말을 들은 

대통령은 정색으로 새마을운동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정치인들은 

새마을운동에 손대지 말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필자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

다.

그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전국의 새마을지도자들을 어떤 형태로든 조직하지는 않은 것

으로 알고 있다. 지금의 새마을지도자들의 전국적인 조직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2) 몸공과 정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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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원장은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하였다.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을 하나의 호텔이라고 

생각하자. 그리고 이곳에 입교하는 연수생들은 호텔을 찾아오는 귀한 손님들이라고 

생각하자. 교관요원들은 물론 식당, 매점에 근무하는 사람들, 운전기사, 수위에 이르

기까지 모두가 호텔을 찾아 온 손님들을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모셔야 한다”라

고.

정신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였던 필자는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의 모

든 교직원들이 몸공을 들이므로써 연수원에 입교한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정신교육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럴 때마다 필자는 가

나안농군학교에서는 김용기 교장과 그 가족들이 입교생들에게 정성을 다 쏟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시키는 일반교육과는 달

리 정신교육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70년대 후기에 와서 박대통령은 새마을지도자연수원 교관요원들의 노고를 생각하여 

이들에 대한 신분을 보장해 주고, 가족원들이 가까운 곳에서 거주할 수 있게 아파트

를 지어주고, 노후대책도 강구해 보라는 지시를 비서실을 통하여 하게 되었다. 그러

나 필자는 비서실의 담당자에게 현재의 상태가 가장 좋으니 신분보장이나 노후대책 

같은 것을 제도화하는 것을 만류한 적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신교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종

사하는 교관요원들을 일반학교나 연구기관들처럼 제도화 하게 되면 관료화되기 쉽고 

정신교육이 오히려 퇴화될 염려가 보였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농협에서 차출된 

직원들 중에 정신교육을 평생직업으로 할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

문이었다. 대부분은 이 곳 연수원에서 몇 년 동안 있는 힘을 다하여 몸공을 들이고

는 농협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수원에서 교관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농협으로 되돌아가는 인원수는 연간 약 10명 정

도가 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수의 새로운 농협 직원들이 연수원으로 파견되어 정신

교육에 몸공을 들이는 교관요원들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연수원 

교육은 타성에 빠지지 않게 되고 새로운 활력이 이어져 나갔다고 필자는 보았기 때

문이다.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의 법적인 제도화는 박대통령이 돌아간 이후에 이루어졌

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 농협에서 이어받은 농민 정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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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박대통령이 돌아가신 후로 청와대를 떠나 농협대학의 학장으로 1980～1993년 

기간 근무하면서 농협 직원들의 교육에 참가하였다. 1970년대까지만 하여도 우리나

라 농민들은 “농협은 농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농협 직원들을 위해 있다”는 비

난의 소리가 높았었다. 한국 농협은 하행식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농협이 농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는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1970년대 초의 어느 날 농협중앙회를 들린 박대통령은 중앙회 간부들에게 새마을운동

은 농협이 해야 하는 것인데 내가 대신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농협이 하루 빨리 

농민들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다. 이런 뜻에서 보면 1970

년대의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농협발전을 위한 사전운동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

다.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한국의 농협은 물량 면의 성장만이 아니라 농협의 체

질개선에 있어서도 커다란 발전을 하였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1970년대의 새마을운

동과 때를 같이 하여 전국의 읍․면 단위로 조직되고 있는 단위농협들이 고도성장을 

하게 되었으며, 농민들은 자기들의 조합장을 직접 선출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새

마을운동이 일어난 이후로 농민들의 농협에 대한 비난은 크게 감소되었다.

농협중앙회는 각 도에 연수원을 가지고 있다. 1970년대만 하여도 이들 연수원에서는 

농협 직원들의 실무교육만 하였지 농민교육에는 힘을 쓰지 않았다. 1980년대에 들어

와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의 농민교육에 대한 열의가 감소되기 시작하자 농협의 지방 

연수원들 중 3개소에서 농민조합원들의 교육을 전담하게 되었다. 그리고 농민조합원 

교육에는 1970년대에 새마을지도자연수원에서 교관요원으로 몸공을 들인 사람들이 

주동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새마을교육에 종사하고서 농협으로 되돌아 온 그들은 

농협의 체질개선에 선봉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필자는 목격하였다.

필자는 농협대학에 재직하는 기간 농협의 지방연수원들(전주와 안성)의 농민교육에 출

강하면서 농협이 농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데 참가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1970년대의 농촌 새마을사업들 중 많은 것들은 그 지역의 단위농협들이 이어받고 

있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전국의 읍․면 단위의 종합농협들은 이제는 그 고장의 지역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농협운동의 성공한 모델로 

되고 있다.



- 38 -

6. 새마을교육의 확산과 국민정신 개혁운동 

1970년대만 하여도 대도시의 주민들 중 많은 사람들은 농촌에서 태어나 농가에서 자란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부모님과 친척들은 아직도 농촌에서 많이 살고 있었다. 그러므

로 그들도 농촌의 전 근대적인 생활환경과 농촌생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다. 그

러한 농촌에서 새마을운동이 일어나 고향의 초가지붕들이 기와지붕으로 바뀌고, 등

잔불이 전등불로 바뀌고, 마을 길들이 넓어졌다는 소식들이 도시 거주들에게 전달되

었다. 그리하여 고향의 새마을운동을 돕기 위해 물자와 돈을 보내거나 직접 고향으

로 내려가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새마을사업을 통하여 고향 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태도들이 달라진 것을 보고서 

이제는 도시 거주자들이 새마을운동을 할 때라고 생각하기까지 하였다. 1970년대 초

부터 월간 경제동향 보고회의에서 발표된 농민들의 성공사례들이 그 날 저녁의 텔레

비전을 통하여 전국에 방송되었기 때문에 도시 거주자들도 농촌과 농민들이 달라지

고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였다. 도시 주민들은 농촌의 초가지붕들이 슬레이트나 

기와로 바꿔지면서 원색의 페인트로 칠해진 것을 멀리서 쳐다보면서 지붕개량이 잘 

된 마을은 새마을사업이 잘 된 마을인양 생각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농촌에서 

일어난 새마을운동에 대한 도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1) 도시 거주자들에 대한 새마을교육

농촌에서 일어난 새마을운동이 도시로 공장으로 확산되는데는 새마을교육의 역할이 컸

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농촌의 새마을지도자를 양성하는 

목적뿐이었다. 그런데 1개 군에서 남녀 지도자 한 명씩이 연수원에 입교하여 1주일 

동안의 교육을 받는 동안 그들은 일선 농촌의 면장, 농협조합장, 파출소 주임들도 새

마을교육을 받아야만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는데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다고 분임토

의에서 주장하는 것이었다.

농민들의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전국의 읍․면장, 파출소 소장, 농협조합장, 군청의 

새마을담당 공무원, 부군수, 군수들도 거의 다 새마을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들은 주

로 내무부 산하의 지방공무원연수원에서 새마을교육을 받게 되었으며 그곳에서도 주

로 농민들의 성공사례를 듣고는 야간 분임토의를 하게 되었다. 

한편 1973년부터는 도시 주민들도 새마을사업을 해야 한다는 기운이 감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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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시의 생활환경은 농촌의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도시생활에 알맞은 새마

을사업을 찾아야만 하였다. 그리하여 도시 새마을사업들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 동 

단위로 남녀 새마을지도자가 선정되었으며 이들도 수원의 새마을지도자연수원에 입

교하여 1주일 동안의 새마을교육을 받게 되었다.

(2) 사회지도층들의 새마을교육

농민들과 함께 새마을교육을 받게 된 지방 공직자들은 중앙정부에 근무하는 국장급 공

무원들도 농민들과 함께 새마을교육을 받아야만 정부가 농촌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

립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분임토의 과정에서 주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

라 1974년 봄부터 중앙정부의 국장급 공무원들도 새마을지도자연수원에서 농민들과 

함께 교육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새마을운동에 있어서 하나의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왜냐 하면 정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농민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다는 것

은 예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고위직 공무원들이 새마을교육을 받게 될 때 그들을 위해 별도의 교과과정을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농민들을 위한 교과과정을 그대로 받게 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가 있

었다. 그러나 고위 공무원들이 농촌의 실정을 이해해야만 농촌에 알맞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에 대한 교과과정을 그대로 이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새마을교육을 받은 국장급 공무원들은 새마을운동이 성공할 수 있으려면 그들이 

모시고 있는 장․차관들도 이 교육을 받아야만 하고, 또한 수출산업의 기업주들도 같

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수료소감에 주장하고 있었다.

국장급들의 수료소감을 직접 읽어본 박대통령은 1974년 여름철의 복중에 국무위원들도 

연수원에 입교하여 농민들과 함께 새마을교육을 받을 것을 권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국무위원들이 입교하기 며칠 전에 수원의 새마을지도자연수원에 들려 침실, 주

방, 그리고 식사메뉴 등을 점검한 후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국무위원들의 교육에 뒤이어 대학교수, 언론인, 기업인, 예술인, 종교인 등도 입교하

게 됨으로써 새마을교육은 한국인의 국민정신 교육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표 6은 1972～1980년 기간에 수원의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을 수료한 사람들의 직업별 

분포를 나타낸다. 이를 보면 수료생의 절대다수는 남녀 새마을지도자들이 차지하였

으며, 고위직 공무원들과 기업인들이 입교하기 시작한 것은 1974년부터이고, 대학교

수들이 입교한 것은 1975년부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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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새마을지도자연수원 수료자들의 직업별 분포, 1972～198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업분류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명) .............................
남자지도자   1,490  1,212 1,882 2,215 2,497 2,396 2,391  1,913   1,969
부녀지도자     -    1,203 1,000   978 1,079 1,202 1,062  1,505     789
농수산단체     -    1,903 1,538   453   201   302   318    353     430
고급공무원과
사회지도자     -    -     1,302   878 1,257 1,445 1,282  1,692   1,908
기업인         -    -        36   380   457    73   301      -      -
대학교수       -   -         -    254     -      -   405      -     -
기타           -   -         32   213     -      -    43    316   68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합  계       1,490/4,318/5,790/ 5,371/ 5,491/ 5,418/5,802/5,779 /5,78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료 : 새마을지도자연수원

(3) 전국 연수원들의 새마을교육 참가 

중앙정부의 고위직 공직자들과 대기업체의 사주들은 새마을교육을 받고서 각자의 직장

으로 돌아가서는 자기 산하에 있는 연수원들도 직원들의 직능교육을 일시 중단하고

서 산하의 모든 직원들이 새마을교육을 받게 하였다. 이를 위해 각급 연수원들의 교

관요원들은 수원의 새마을지도자연수원에 입교하여 1주간의 연수를 받고서 그것을 

그대로 자기들 연수원에서 실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수원의 새마을지도자연수원에서 성공사례를 발표한 농민들은 전국의 정부 

산하의 연수원들과 기업체 연수원들에 초청되어 성공사례를 발표하게 되었다. 새마

을지도자연수원에서 성공사례를 발표한 사람들 중에서도 연수생들의 반응이 좋은 남

녀지도자들은 거의 매일이다시피 전국의 연수원들에 초청되어 출강하는 사태가 나타

난 것이다. 성공사례들 중에서도 조치원 가까운 곳의 움막집에서 살면서 채소재배로 

자수성가를 하게 된 하사용씨의 성공사례에 대한 교육수요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알

고 있다.

표 7은 새마을운동의 열기가 절정에 달하였던 1976～1979년의 4개년 동안에 하사용씨

가 성공사례를 발표한 연수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본 것이다. 그는 이 기간에 

총 989회의 출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중 공무원 교육원에서 발표한 것이 

20%, 각종 산업 연수원에서 발표한 것이 39%, 나머지 약 40%는 개별 기업체에서 

초청한 것이었다.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는 많이 배우지도 못한 농민의 한 사람이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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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의 삶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요청한 사람들은 농민이 아닌 공무원들(20%)과 공

장이나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80%)이었다는 점이다.

 

표 7. 독농가 하사용씨의 성공사례를 요청한 연수원들의
      분류와 출강 횟수, 1976～1979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초청기관        특강횟수       비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         (%)

공무원 교육원     198          20.0
각종 연수원       390          39.4
개별 기업체       401          40.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계              989 1)      100.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총 수강생은 약 15만명으로 추산(150명×989회=14.8만명)
자료 : 박진환, 독농가 하사용씨의 성공사례와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 농협대학, 농촌발전연구소, 2001.

(4) 농심은 천심

성공사례를 발표한 농민들의 대부분은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남을 가르칠

만한 과학적이거나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공사례를 듣기를 희망하는 교육수요가 높았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 왜 농

업 이외의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성공사례는 요청하지 않은 것일까? 를 생

각하게 된다.

우리 주변에는 농업 이외의 직업들에도 성공사례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공

무원들과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필이면 농민들의 성공사례를 듣기를 원하

는 것인지에 필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농민들의 성공사례 중에 나타나는 근면, 저축, 자립, 협동 등의 생활신조가 비농

업부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활자세를 반성케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새마을교육의 목적은 우리가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생활화하자는데 

있었다. 그와 같은 목적을 이룩하는데는 농민이 아닌 국가 공무원들이나 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농민들의 성공사례를 통하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효과가 있

었다는 것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새마을교육이 국민정신 교육을 위해 효과적이었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대기업체들의 연수원에서는 주로 품질관리에 관한 기술교육을 해왔었다.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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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에 관한 새로운 기술들은 선진공업국으로부터 도입하여 교육시킬 수 있지만, 애

국심이라든가 愛社心 같은 것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기업의 역사가 짧은 한국에서는 종업원들이 愛社心을 가지

게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체 연수원 교관들의 경험에 의하면 애국심과 愛社心을 개발하고 勞使간의 조화로

운 관계를 위한 교육이 되려면 교육 내용이 새마을교육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아마도 農心은 우리들의 참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자연을 상대로 하는 농업에는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게 되어 있다. 노력한 만큼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이 농업이며, 하늘은 스스

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도 농업의 진리이다. 따라서 예로부터 農心은 天心이라는 

말이 있다. 새마을교육에서 성공사례를 발표한 농민들은 농심을 천심으로 믿고서 갖

은 어려움들을 이겨낸 성공사례들이기에 그들의 성공사례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인간의 참마음에 접하게 된다.

우리 겨레는 몇 천년 동안 벼와 보리농사를 주로 하는 농업국에서 살아 왔다. 그러므로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하여도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농촌에서 태어나 농촌에서 자란 

과거를 지니고 있었다.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비농업 부문에서 일터

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공장이나 산업체의 종업원이 될 수 있

었다. 농업으로부터 벗어난 이들은 한 동안 농심으로부터 거리가 떨어지는 생활들을 

해왔었다. 

그러던 차에 1970년대에 와서 농촌에서 새마을운동이 일어나 농민들의 성공사례들을 

발굴하여 그것을 새마을교육의 교재로 하게 되자 농업 이외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농심으로 되돌아가게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여 1970년대의 새마을교육

은 농민들의 성공사례들을 가지고서 10년 이상을 지속할 수 있었다.

여기서 필자는 농업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식량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정신

도 건강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5) 공장 새마을운동

1974년도부터 우리나라 큰 기업체들의 소유주들도 농민들과 함께 새마을교육을 받게 

되었으며 그 수는 약 1,250명에 달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큰 기업체 소유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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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새마을교육을 받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기만 하여도 우리나라 수출이 빠

른 속도로 신장하던 때이었다. 

큰 기업체들의 소유주들은 정부로부터 농민들과 함께 1주일 동안의 새마을교육을 받아

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고서 그들은 수출산업에 한 시간이 아까운 시기에 1주일 기간

이나 그나마도 농민들과 함께 고된 교육을 받는 것을 달갑게 생각한 사람은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체의 소유주들은 새마을지도자연수원에 입교하고서 새마을성공사례, 분임

토의, 그리고 잘 짜여진 연수과정, 세심한 주의가 기울어진 기숙사 생활, 연수원 교

관들의 열성 등으로부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었다. 따라서 그들 대다수는 수

료소감에 새마을교육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특히 자기 공장의 노사간 

원만한 협조를 위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쓰고 있었다.

새마을교육을 받는 동안 기업인들은 야간 분임토의에서 주로 노사간의 調和로운 협조

관계에 관하여 집중적인 토론을 하게 되었다. 오랜 역사를 통하여 한국은 농업국이

었지 공업국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농경문화의 유산은 많았어도 공장문

화 내지는 산업문화는 이제부터 만들어져야 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장 새마을운

동은 한국에 알맞은 산업문화를 창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흔히들 말하기를 일본인들 사이에는 義理가 강하고 한국인들 사이에는 情이 강하다고

들 한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돈도 중요하지만 義理와 情도 돈에 못지 않

게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勞使간의 협조관계라는 것은 봉급이라는 금전

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므로 한국인이 지니고 있는 情을 나누므로써 한국적인 

노사관계의 전통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 공장 새마을운동의 취지였다고 할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공장 새마을운동의 기치를 “工場을 내 집처럼, 종업원을 내 가족처럼”

이라고 하게 되었다. 내 집과 내 가족에 관하여 우리는 갈등보다는 조화를 이루려는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체의 소유주들은 야간 분임토의 시간에 새마을교육이 끝나고서 공장으로 돌아가 

공장 새마을운동의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실천할 사항들에 관하여 집중적인 토론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다음 사항들을 실천하기로 다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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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들을 위한 식당시설과 기숙사를 증설하고 기숙사 내의 생활을 보다 건전하고 

즐겁게 만든다.

- 종업원들이 우체국, 동사무소, 은행 등에 가야할 용건들을 공장측에서 대신해 주는 

제도를 마련한다.

- 종업원들이 야간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고 지원해 준다.

- 기업체 내에서도 국기게양, 애국가 제창, 아침체조 등을 매일 실시한다.

- 기업체 내에 건전가요 부르기를 보급시킨다.

- 기업체 내의 놀고 있는 땅에 운동시설을 증설하여 종업원들의 체력증진과 인화 단결

에 힘쓴다.

- 기업체별로 종업원 연수원을 건립한다. 기업체 연수원의 교과과정에 새마을교육을 도

입하고 우수한 교관을 확보한다.

- 추석과 설에는 종업원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으로 갈 수 있게 교통편의

를 마련해 준다.

- 공장 새마을운동의 기치를 “工場을 내 집처럼, 종업원을 내 가족처럼”이라고 하기로 

합의한다.

이상에서 나열한 사항들은 그 이후 대부분의 산업체들에서 실천에 옮겨지게 되었다. 공

장 안에는 국기게양대가 만들어 졌으며 여기에는 태극기를 가운데하고서 양쪽에 새

마을 기와 회사 기를 나란히 하고서 매일 아침 게양하게 되었다. 회사의 주 건물에

는 “工場을 내 집처럼, 종업원을 내 가족처럼”이라는 간판이 만들어 졌다. 회사 내에

는 종업원 식당들이 만들어짐에 따라 도시락을 들고가는 종업원들의 모습이 사라졌

으며 영양실조의 종업원들이 생겨나지 않게 되었다. 공장 구역 내에서는 점심시간이 

되면 잠시나마 각종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 마련되었다. 기업체들의 연수원들

이 크게 늘어났으며 이들 연수원에서는 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과 愛社心을 

계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

1970년대 한국의 수출 주도 산업은 섬유산업이었다. 우리 농촌에서 자라고 교육받은 

수많은 여성 기능공들이 섬유산업에서 일하던 시대이었다. 이들 중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농촌지역에 여자 고등학교가 없어 

중학교만 끝내고서 집에 있다가 도시로 나온 여성들도 많았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은 더 배우지 못한 것을 恨으로 여기고 있었다. 박대통령은 여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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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공들의 배우지 못한 恨을 풀어주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다음은 그 사

례의 하나이다.10) 박대통령은 자주 공장 시찰을 했다. 하루는 한 섬유공장에 들려 

수천명의 여공들이 열심히 수출용 스웨터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며 어느 여공의 머

리를 쓰다듬으며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공부 못한 것이 한입니다. 영어 글씨를 

모르니 감독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을 쳐다보는 소녀의 눈에는 눈물

이 고여 있었다. 대통령의 눈시울도 젖었다. 주위 수행자들도 순간적으로 숙연해졌

다.

대통령의 시선이 옆에서 안내하던 사장의 눈과 마주쳤다. 박대통령의 의중을 눈치챈 사

장은 “당장 야간학교를 개설하겠습니다. 중학교 과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대통령

은 “돈이 없어 공부 못한 것이 한이라는데, 시설을 충실히 해 주시오. 자부심을 느끼

게”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해서 여공들의 야간교육이 시작되었다. 강요한 것도 아닌데 나이가 든 여공까지 

모두가 참여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열심히 공부했다. 학교 건물이나 새로 마련

된 시설은 어느 학교 못지 않았다. 교사 문제도 걱정이 없었다. 많은 사원들이 자진 

봉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회사에서는 교복도 무료로 지급하는 등 소요 경비를 모두 

부담했다.

이들 여공들은 휴가로 고향에 갈 때에는 꼭 교복을 입고 갔다. 그렇게도 입어보고 싶던 

한맺힌 교복. 그래서 고향 땅에서 교복을 입고 싶었던 것이다. 짧은 휴가가 끝나고 

공장으로 돌아올 때 이들은 자기 고장의 잔디를 한 장씩 떠 가지고 왔다. 그것을 학

교 마당에 깔았고, 이를 ‘팔도(주 : 팔도강산, 전국을 뜻함) 잔디밭’이라고 불렀다. 그

런데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문교부에서 수료증은 줄 수 있지만, 졸업장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교과과정(커리큘럼)

이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보고를 듣고 박대통령은 즉시 문교부 장관을 

불렀다. “장관,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한 것이 한이라는데, 어린 소녀가 낮에 일하고 

밤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래, 그 恨도 못 풀어주오. 그런 규정은 당장 뜯어고치시

오”하는 호통이었다.

졸업식 때 학생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다. 울다 보니 감정이 복받쳐 엉엉 소리를 냈

다. 재학생도 따라 울었고, 교사도 울었다. 사장도 울었고, 참석한 귀빈도 울었다. 졸

업식장이 울음바다가 되어 행사가 잠시 중단될 때도 있었다. 못 배운 恨을 푸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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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감격적인 광경인가.

여공들은 중학과정을 끝내고 고등학교 과정으로 진급했고,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는 대

학에 입학한 학생도 생겼다. 이들 대학생에게는 회사에서 장학금을 주었다. 직장 야

간학교 제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나갔다. 이는 정부나 기업이 여공들에게 베푼 

‘情’이었다. 이 ‘情’이 순수했기 때문에 여공들은 이를 사랑으로 받아들였고 고마워했

다. 서로가 학우로서 친하게 되니, 협동심도 생기고 단결심도 생겼다. 일의 능률도 

올랐고 이직률도 줄었다. 당시 각 공장에는 월별로 품목마다 수출목표가 정해져 있

었다. 여공들은 이 목표량을 생산하는데 스스로가 노력했다. 목표량이 달성될 때마다 

기쁨의 환성을 올렸고 기업주는 이에 보답했다.

모두가 우리나라 경제건설에 앞장서는 개척자였으며, 그들의 목적의식은 뚜렷했다. 그

래서 신명나게 일했다. 이런 일을 정치적이나 노동착취의 관점에서만 해석하려고 한

다면, 이는 당시의 실정을 왜곡하는 것이며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情을 모독하는 일

일 것이다.

한국이 처해있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노사문제는 對決이 아닌 協助로써 해결되어

야만 한다. 공장 새마을운동으로 노사간의 갈등이 크게 해소되었으며 노사협조의 분

위기는 70년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뒷받침한 요인이 되었다.

이상과 같이하여 농촌에서 일어난 새마을운동이 한국사회의 모든 분야에 확산됨에 따라 

대다수 국민들은 새마을운동이란 나라의 발전을 위해 좋은 생각을 하고 올바른 행동

을 하는 국민운동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은 

부존자원이 적은 한국이 잘 사는 나라로 되기 위해 꼭 지켜져야 할 생활철학이라는 

것에도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지게 되었다.

(6) 경제발전과 정신교육 수요 감소

1970년대에는 우리 국민들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열기가 대단하였으나 그것이 1980년

대에 들어와서는 식기 시작하였다. 공무원 연수원이나 기업체 연수원들도 1980년대

에 들어와서는 새마을교육은 하지 않게 되었으며 종업원들의 직능교육만 하는 것으

로 되돌아갔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성공사례들에 대한 출강 요청도 급속도로 감소

되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관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의 하나는 이 기

간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970년대 초의 200달러에서, 1980년도에는 1,500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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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로, 그리고 1990년도에는 5,900달러로 급속도로 높아짐으로써 1970년대에 비하면 

우리 국민들이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근면과 저축의 생활신조보다는 놀면서 삶을 

즐기려는 생활태도들이 일반화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또 하나의 요인은 1980～2000년 기간에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바뀌므로써 정치적 

요인들이 새마을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박대통령

은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는 새마을정신을 생활화해

야 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운동을 일으켰고 국민들도 그를 따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뀌면서 새마을정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다 전임 대통령이 주창한 국민운동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자기 나름의 새

로운 국민운동을 시작하려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새마을운동은 변질되면서 그 역

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이에 관하여 성공사례를 발표한 하사용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새마을운동의 뿌리는 

1970년대에 튼튼하게 내려졌으므로 그 후의 대통령들은 튼튼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새마을운동에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가지를 접목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고 하면서 안타까워 한다.

성공사레 발표횟수의 급속한 감소

표 8은 하사용씨의 성공사례 발표횟수가 1980년대에 들어와 급속하게 감소되었으며 

1990년대에 와서는 거의 없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사용씨가 발표하는 성공사례

의 골자는 “가난은 나의 유일한 적”이다. 그는 근면, 저축, 자립의 생활신조로 가난

과 싸워 승리하므로써 빚 없이 잘 사는 농민이 되었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인들이 가난했던 1970년대에는 그의 성공사례에 대한 교육수요가 많았지만 

1990년대에 와서는 국민들이 잘 살게 되니까 새로운 젊은 세대들은 지난날 가난했

을 때의 생활신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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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독농가 하사용씨의 새마을교육 출강
      횟수의 시대별 변동, 1971～199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도      계         횟수/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년)    (회/월)
1971      52           4
1973     102           9
1975     245          20 
1977     263          22
1979     193          16
1981     241          20
1983     140          12 
1985      87           7
1987      82           7
1989      69           6
1991       8           1
1993       2           
1995       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총계   1,48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자료 : 박진환, 독농가 하사용씨의 성공사례와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 농협대학, 농촌발전연구소, 2001.

표 8에 의하면 1971～1995년 기간에 하사용씨가 새마을교육에 출강한 총 횟수는 약 

1,500회로 나타났다. 1975～1981년 기간에는 한 달에 평균 20회가 넘는 경우가 많

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의 성공사례 발표는 보통 2시간이었다고 한다. 1970

년대의 그의 건강은 용케도 유지되었다고 생각된다. 1970년대에 그는 새마을교육 강

사로 거의 매일이다시피 출강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채소농장은 누가 책임지고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묻게 된다. 여기에는 하사용

씨의 부인 신경복 여사의 숨은 공이 실로 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녀가 충남 청원군 

강외면의 주부들에게 저축생활에 관한 성공사례를 발표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구

절이 있다. “1970년대 초에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자 남편은 새마을지도자가 되어 성

공사례 발표 강사로 전국에서 초청 받아 20여년을 계속하였습니다. 그가 집에 없을 

때는 농장의 모든 일들은 제가 맡아 운영해야 했습니다……”로 되어 있다.

필자는 하사용씨에게 1970년대에는 농장에서 일한 날짜보다는 새마을교육 강사로 출강

한 날수가 더 많았다고 말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70년대에 내가 만약에 

새마을교육 때문에 농장을 비우지 않고 하우스 재배에만 힘을 기울였더라면 우리 농

장의 소득은 크게 늘어났을 것입니다. 내가 농장을 비움으로써 채소농장의 소득이 

제대로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우리 농장의 소득은 제대로 높

이지 못하였지만 그 대신 다른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우리나라 기업체들의 수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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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늘어나게 하는데 헌신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지고서 특강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는 

1971～1995년 기간에 공무원 교육원과 기업체 연수원에 출강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3분 늦게 출석한 것이 단 1번 있었을 뿐 그밖에는 정해진 시간 전에 강의 장소에 

빠지지 않고 도착하였다고 말한다.

7. 새마을운동의 평가 

(1) 앞당겨진 농촌 근대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농촌의 근대화를 제약해 왔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었다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후진국들의 농촌에는 수많

은 전 근대적인 요인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요인만을 근대화하더

라도 다른 제약요인들 때문에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을 동시에 제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논의는 

되어왔지만 그것이 실천에 옮겨져 성공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 예컨대 후진국 농업

의 쌀 수확량을 높이는데는 관개용수, 종자, 비료, 농약 등 증산요인들을 동시에 개

선해야만 성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팩키지 프로그램(Package Program)

이 권장되고 있다. 그리고 전통사회의 농촌 근대화를 이룩하는데는 근대화를 제약하

는 요인들을 동시에 제거하는 통합적 농촌개발(Integrated Rural Development)이 바

람직하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후진국일수록 정부재정의 제한으로 농촌의 전 근대적인 요인들을 한꺼번에 제거

하려고 하면 정부 내의 여러 부처간의 협조를 얻기가 어렵고, 또한 통합적 농촌개발

을 추진할 만큼 농촌의 말단행정이 발달되어 있지도 않으며, 농가수준에서는 자조사

업을 일으킬 만큼 농민들의 의욕이 높지가 않은 점들이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새마을운동으로 전 근대적인 제약요인들이 동시에 제거됨으로써 농

촌 근대화가 앞당겨 졌다. 마을 주민들은 전 근대적인 생활환경을 근대화하기 위해 

새마을사업을 하게 되었고, 정부 내의 각 부서들은 십시일반으로 농촌 근대화를 앞

당기는 사업에 예산배정을 늘림으로써 汎政府的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2) 새마을사업에 지원된 물자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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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는 1971～1978년 기간에 전국의 마을단위에서 전개된 새마을사업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시멘트와 철골의 量을 나타낸다. 9개년 동안에 마을당 지원된 시멘트는 모두 

2,100포대이었으며 이것은 84톤에 해당되는 물량이었다. 그리고 철골은 마을당 2.6

톤이 공급되었다. 이것을 1974년도의 공급가격으로 계산하면 9개년 동안에 마을당 

약 100만원 상당의 시멘트와 철골이 공급되었다.

100만원을 그 당시의 환율(1$=500원)로 환산하면 마을당 약 2,000달러(현재 돈으로는 

약 180만원) 상당의 정부지원이 된다. 마을당 세대수를 60호로 간주하면 호당 지원

액은 33달러(약 4만원)가 된다. 그러므로 세대당 지원액은 많은 금액이 아니었다.

표 9. 새마을사업을 위해 마을당 지원된
      시멘트와 철골, 1971～197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년도         시멘트      철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포대)     (kg)    
1971           338         0        
1972           264       503      
1973           280       561      
1974           257       296      
1975           280       365      
1976           227       309      
1977           227       291      
1978           227       28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           2,100 1)  2,609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금액(1,000원)  735 3)    234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1974년도의 포대당 정부 공급가격은 350원이었고, 2,100포대=84톤
2) 1974년의 철골 톤당 공급가격은 90,000원. 9만원×2.6톤=23.4만원
3) 마을당 약 1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당시의 환율로는 100만원=2,000달러 상당액이

었음.
자료 : 내무부, 새마을운동, 1978.

정부에서 지원된 84톤의 시멘트와 2.6톤의 철골을 자원으로 하고서 마을 주민들이 10

년 기간에 마을 주변의 전 근대적인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 주민

들이 이룩한 새마을운동의 성과들 중에는 수치로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수

치로서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았다. 전국의 마을 단위에서 새마을사업이 전개

되자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농촌의 모습들이 몰라보게 달라졌으며, 농촌의 마을 

안길들이 넓어짐으로써 자동차가 드나들 수 있게 되었으며, 자급 자족적인 한국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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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시장출하를 위한 상업농으로의 전환이 촉진 되었으며,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줄

어들었으며, 농민들은 우리도 하면 된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전국의 마을 단위에서 수많은 남녀 새마을지도자들이 양성되었으며, 새마

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되었다는 것 등이

다.

무엇보다도 농촌에서 일어난 새마을운동이 도시로 공장으로 확산됨으로써 새마을운동은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정신적인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 1970년 10억

달러이던 한국의 수출고는 1980년에는 175억달러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민 1인

당 소득은 1970년의 242달러에서 1980년에는 1,500달러로 늘어났다. 이와 같이하여 

불과 10년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대열에서 벗어나 신

흥공업국의 대열에 끼게 되었다.

(3) 범정부적인 참여

박대통령의 농촌 근대화를 앞당기려는 굳은 의지와 농민들의 잘 살아 보겠다는 몸부림

에 감동된 각 부 장관들은 제각기 농촌의 근대화를 앞당기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농촌의 발전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예컨대 상공부는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도시지역과 산업용에도 모자라던 전력을 농촌

에 공급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농촌에 전기가 들어간 마을의 비율은 1970년의 20%

에서 1977년에는 98%로 늘어남으로써 해묵은 농촌의 등잔불이 급속도로 사라졌다. 

農村 電化의 농가 호당 부담액은 58,000원(1975년도)이었으며, 부담금의 약 80%는 

상환기간이 30년인 장기저리의 융자금이었고, 개별 농가들은 6,500원의 현금만 지불

하면 전기를 가설할 수 있었다. 1970년대의 개발인플레 때문에 농민들은 사실상으로 

큰 부담 없이 전기를 공급받게 된 셈이다.11)

농촌 근대화를 앞당기는 체신부의 참여는 마을 단위에 전화기 1대씩을 가설하게 함으

로써 농촌 주민들도 긴급한 때에는 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6

년에는 농가 100호당 3대의 전화가 보급될 수 있었다. 그것이 1980년대 이후로 전

화 보급률이 높아져 1989년에는 95%의 농가들이 전화를 가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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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는 읍․면 단위로 간이진료소를 설치함으로써 의사와 간호원 1명씩을 배치하

여 지역 농민들에게 1차적인 진료와 질병에 관한 상담과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를 공

급할 수 있게 하였다.

문교부는 벽지 농촌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으며, 

문화공보부는 새마을운동에 관한 홍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교통부는 특급열

차의 이름을 “새마을호”로 부르게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국가적인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국방부는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교과과정을 추가하게 되었다.

농촌 근대화를 앞당기기 위해 내무부는 마을 단위의 각종 새마을사업을 주관하였다. 시

멘트와 철골이 전국의 마을 단위에 배급되게 하였으며 이것들이 마을 주변의 생활환

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에 쓰여질 수 있게 행정지도를 담당하였다. 1970년 당시의 농

촌 면사무소의 직원수는 평균 20여명 정도였다. 그리고 1개 면은 약 20여개의 이동 

단위로 구성되고 있었다. 따라서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제각기 한 개의 마

을을 담당하여 새마을사업의 진전을 지도하게 되었다.

한편 농림부는 다수확 신품종이었던 통일벼의 보급과 함께 高米價 정책으로 농민들의 

증산의욕을 높였다. 거기에다 1960년대 말에 시작된 품목별 主産團地 조성사업의 

성과들이 1970년대에 들어와 나타나기 시작함으로써 농민들은 벼농사 이외의 소득

작목에서 현금소득을 높일 수 있었다. 농가소득의 증가는 새마을사업과 관련하여 추

가적으로 늘어난 농가지출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1970년대의 농촌 근대화는 정부 내의 거의 모든 부처들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나 후세의 국민들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전모에 

관한 기록을 얻기가 힘들게 되어 있다. 가령 외국인이 새마을운동을 알아보기 위해 

내무부를 찾아가면 마을길을 넓히고 초가지붕을 개량한 자료들은 얻지만 쌀 증산과 

농가소득이 높아진 녹색혁명에 관한 자료는 얻기가 힘들다. 한편 농림부를 찾아가면 

식량증산과 농가소득에 관한 자료는 얻을 수 있지만 마을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자료는 얻기가 힘들게 되어 있다.

(4) 한국인들의 자신감

유구한 역사를 지니는 우리 민족은 경제적으로 빈곤하였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민

족들에 뒤지지 않는 문화민족이었다. 장구한 세월동안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과

정에서 농민들은 가난을 숙명인양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잘 살기를 포기한 생활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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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경제적으로 한국보다 앞서가는 선진국들은 한국인을 업신

여겼으며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는 하는 수 없는 민족인양 생각하는 경향마저 있었

다.

그러하던 한국에서 농민들이 새마을운동을 일으키므로써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자 그것은 곧 우리 국민 전체의 자신감으로 번져나

갔다. 이 과정을 관찰하면서 필자는 농업과 농민이라는 것은 도시 사람들에게 식량

을 공급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정신을 건전하게 하는 역할도 하게 된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5)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 그 원동력

그림 1은 지난 50년 기간의 남한과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의 동향을 나타낸다. 남한에

서 국민소득에 관한 통계가 최초로 발표된 것은 1953년이었다. 그 해의 1인당 국민

소득은 67달러이었다. 그리고 그 후 약 10년이 지난 1962년의 1인당 소득은 87달러

이었다. 이것은 1945～1960년 기간의 남한경제의 성장률은 인구성장률과 거의 같았

기 때문에 인구 1인당 소득은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하면 남한

경제는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여기에서 남한이라

는 비행기는 활주로에서 맴돌기만 하였지 하늘로 이륙(take off)하지 못하였다고 표

현하게 된다. 

그러하던 한국이 1960년대 후반기부터 1인당 국민소득이 해마다 빠른 속도로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그림 1의 성장모습을 자세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남한 

소득증가의 기울기를 보면 한국이라는 비행기는 이륙직후 급커브로 하늘 높이 날라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발도상국들의 지도급 인사들은 그림 1의 성장모습을 보고 한국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짧은 기간에 경제적 고도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는지에 깊은 관심을 가진다. 그

것은 자기들 나라도 그렇게 되어보고 싶은 심정에서라고 할 것이다.

그림 1을 보고서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사항들에 주목하게 된다. 첫 번째는 한국이라는 

비행기가 이륙한 모습에 관한 것이다. 비행기는 활주로를 달리면서 여유 있는 이륙

을 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때로는 항공모함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하늘로 날아 오

르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이륙은 항공모함에서 하늘로 날아 오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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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남한과 북한 사이의 1인당 국민소득의 동향, 1960～2000

따라서 이것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한국 국민들은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

기 위해 모두가 있는 힘을 다 쏟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여기에서 개발도상국들의 

지도급 인사들은 어떻게 해서 한국 국민들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쏟을 수 있었는지를 신통하게 생각한다. 왜냐 하면 다른 개발도상국들에서는 

빈곤에서 벗어나 잘 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국민들의 힘을 집결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들은 한국에는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라

고들 말한다.

그런데 일가선생과 가나안농군학교는 새마을운동이 꽃을 피울 수 있는 밑거름 역할을 

하였기에 우리는 그림 1에서 일가선생과 가나안농군학교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 본

고는 바로 그러한 뜻에서 서술한 것이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그림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1945～1975년 기간에는 북한

의 1인당 소득이 남한의 2～4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남한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바람에 남․북한 사이에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경제적 격차가 생겨났다.

이제는 남한경제의 월등한 힘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

는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일가선생과 가나안농군학교는 분단된 조국이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가 기반이 되는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국민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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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것은 한국경제는 1인당 소득이 10,000달러 수준까지는 급커브로 성

장하다가 1997년의 IMP 사태를 계기로 1인당 소득이 낮아지면서 경제가 침체국면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국민들은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고용기회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새로운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우리 경제가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 것인

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가선생의 생활신조를 되새기고 

가나안농군학교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8. 일가 김용기 선생의 국난극복의 정신

(1) 잘 살게 되면 근면과 저축의 생활신조는 필요하지 않는 것인가?

1970년대에 이룩한 경제적 근대화로 우리는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 잘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가난했던 시절의 생활신조는 낡은 것이라고 하

면서 생활태도가 크게 바꾸어지고 있다. 근면과 저축은 구시대 사람들의 생활방식이

고 새 시대 사람들은 일은 될수록 적게 하고 그 날 그 날을 즐기는 삶으로 바꾸어지

고 있다.

가난했던 시대의 한국인들의 생활신조가 급작스럽게 해이해지게 되자 한국경제의 노임

수준은 한국인들의 생산성보다도 더 빨리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인들의 생활

에 있어서는 소비가 저축보다 더 앞서가기 시작하였다. 한편 사업가들은 자기 자본

보다도 남의 자본이 몇 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제행위들은 균형에서 벗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고 할 수 있

다. 잘 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불균형들을 “한국병”이라고 부르기도 하였

다.

1990년대에 들어와 한국병을 고쳐야 한다는 말들은 많았지만 한국병은 좀처럼 개선되

지 않았다. 드디어 1997년 말에 와서 한국경제는 외화부족으로 파산상태에 이르러 

IMF의 긴급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나라가 파산상태가 되자 국민들은 경제를 되

살리기 위해 반지와 목거리 등을 헌납하기까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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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제경제는 지구촌을 하나의 시장권으로 만들려는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자유무역

의 시대, 세계화의 시대로 급속도로 나아가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인의 국제

경쟁력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한국병을 그대로 두고서 한국인의 국제경쟁력

이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 농촌에서 아직도 널리 불려지고 있는 노랫가락 중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나물 먹고 술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나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넉넉하리. 노

세 젊어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 필자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우리 겨레의 

경제적 지평선(economic horizon)은 구라파인들이나 일본인들의 그것에 비해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너무 가

난하게 살아 왔기에 조금만 살기가 나아지면 그것으로 만족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경제적 지평선을 원거리에 두고 있는 개인이나 민족은 잘 살게 되더라도 원거리에 있

는 지평선을 향해 가난했을 때의 생활신조를 좀처럼 버리지 않고서 근면과 저축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필자는 미국이나 일본을 여행하면서 느끼기 때문이다.

필자는 1970년대에는 새마을정신을 생활화해야만 우리가 잘 사는 국민이 될 수 있다고 

새마을교육의 현장에서 외쳤다. 그러나 1980년대의 후반기부터는 특히 젊은이들은 

잘 살기 위한 정신교육을 듣기 싫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필자는 우리가 

이 정도의 생활수준에서 새마을정신의 생활화를 구시대의 사고방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빠르다고 설득하기 위해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

면 국민들이 근면과 저축의 생활신조를 되찾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

러나 별로 좋은 반응은 얻지 못하였다. 여기서 필자는 한국인들은 경제적 지평선을 

너무 가까운 곳에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까지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동안의 경제발전의 혜택이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

지 못했음으로 국민들은 제몫을 찾는 것에만 관심이 쏠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리하여 잘못된 것은 모두 남의 탓으로 돌리려는 풍조가 만연되어 갔다. 이렇게 되자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은 나의 몫을 찾으려는 노동운동을 반대하려는 생각이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다.

(2) 영국병과 대처수상의 지도이념 : 근면, 자조, 의무

여기서 필자는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나라가 어려워지면 정치지도자들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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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에게 근면과 저축의 생활신조를 생활화하는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몇 가지 자료

를 제시하려고 한다.

1970년대 후반기에 영국의 철의 여인 대처수상은 세계 2차대전이 끝난 이후로 만연된 

英國病을 치유한 정치가로서 유명하다. 그녀의 통치이념은 근면, 자조, 의무이었다. 

한국의 새마을정신과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하게 된다.

영국은 근대 자본주의 경제를 가장 먼저 발전시켰으며 근대적 의회민주정치를 가장 먼

저 실시하였다. 지구촌의 여러 곳에 영국의 식민지들이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사람

들은 대영 제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대영 제국의 식민지들이 독립하여 모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감에 따라 

영국은 섬나라인 본토만을 가지게 되었다.

일찍이 산업사회로 발달한 영국에서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당이 발전하므

로써 보수당과 경쟁하게 되었다. 세계 2차대전 직후 구라파의 선진국들에 번진 사회

주의의 물결을 타고 사회복지를 늘리기 위한 법안들이 노동당의 지지를 얻어 무난히 

통과되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생산한 것 중 많은 부분은 노임과 정부의 세금으

로 지출되었고 기업가들에게 남겨진 이윤으로는 영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할 수 없게 되었다.12)

영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자 공장들은 차례로 문을 닫게 되었으며 굴뚝에서 연기

가 꺼져가고 있었다. 노동당은 노동자들의 복지를 높이려다가 실업자의 수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서 대처수상은 英國病을 고치기 위해 근면, 자조, 의무를 그녀의 통치이념으로 

내세우고 국민 각자의 忍耐와 自制를 요구하는 정치를 함으로써 불이 꺼져가던 영국

의 공장들에서 다시 연기가 나게 된 것을 우리는 상기하게 된다.

철의 여인으로 알려진 대처수상이 근면, 자조, 의무를 통치이념으로 내세운 것은 영국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영국 국민들이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부의 복지시책에 의존하려고 하다보니 영국병이 생겨났으며 그

것을 고치려고 하다보니 국민 개개인의 인내와 자제하는 생활신조에 호소하지 않으

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다.13) 다시 말하면 새마을정신의 생활화로 영국병을 고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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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수상의 지도이념인 Diligence(근면), Self-reliance(자조), and Duty(의무)는 본시 영

국의 국력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간 19세기 말기의 Victoria 여왕의 통치이념이었으며 

그것을 오늘에 되살렸다고 한다.14)

영국에 비하면 한국은 아직도 갈 길이 태산같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한국병이 들었으니 

이 병이 고질병이 되기 전에 우리가 고쳐야 한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고치지 않으

면 IMF와 같은 국난이 언제라도 다가올 것이라고 본다.

(3) 베트남 전쟁 직후 미국민의 정신 재건 : 인내와 자제의 생활신조

1975년에 월남의 수도 사이공시가 共産化되자 미국은 월남전에서 패배하는 결과가 되

고 말았다. 월남전을 계기로 미국 국민들의 자존심이 크게 손상되었다. 그 당시에 미

국 국민들의 갈등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대화의 내용이 생각나기에 여기에 적어 

본다.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 미국의 젊은이들은 그들의 정치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

이 물었다.

“아시아의 황색인종을 위해 우리가 왜 전쟁터에 나가 죽어야 하는가?”라고 묻자 정치지

도자는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아시아는 共産化되기 때문이다”라고 답한다. 젊은이

들은 “아시아가 共産化 되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다시 되묻는다. 이에 

대해 “그렇게 되면 우리 미국은 1등 국가가 아닌 2등 국가로 되기 때문이다”라고 답

한다. 이에 대해 젊은이들은 “2등 국가로 되면 어떠랴?”라고 말한다.

이것은 미국이 강대국의 하나니까 국민들이 참고 견디어야 할 일들이 많아지니 차라리 

미국만 떨어져 나와 우리들만 편안하게 살면 되지 않느냐는 젊은이들의 심정을 나타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미국의 시사주간지 Time지의 직원들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미국 국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장기간의 연구

를 하게 되었다. Time지가 얻은 답은 다음과 같았다.15) “월남전에서 상처를 입은 미

국이 영광을 되찾는데 있어서 미국 국민들에게 결여된 것은 국민들의 기강

(discipline)과 인내(patience)”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기강과 인내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애국심이 높아져야 한

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국론을 이끌어 왔던 지식층들은 애국심은 농민들과 일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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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이나 부르짖는 것인양 소홀히 해왔었다”고 하면서 지도층부터 애국심을 되살

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도층의 애국심이 없으면 국민들이 

인내하고 자제하는 생활신조가 무너지게 마련이라는 점이다. 한국에 있어서도 1990

년대에 들어와 국민들의 기강이 무너지고 인내심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지도층의 애

국심이 약해지고 있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을 새롭게 하

기 위해서는 지도층의 애국심부터 되살려야 한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4) 일본 국민들의 생활신조와 새 촌락 만들기 운동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일찍 경제적 근대화를 이룩한 나라이다. 부존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일본은 국민들의 근면과 저축하는 생활신조를 바탕으로 하고서 선진국들로부터 

과학기술을 도입하므로써 나라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은 거의 1세기를 통하여 일본 국민들이 근면, 자조, 정직, 저축 등

의 덕목을 생활화하게 하는 것을 학교교육의 지표로 삼아 왔었다. 그 한 예로서 

1800년대 초기에 농촌에서 태어나 자립, 근면, 저축을 생활신조로 자수성가를 하고

서 잘 사는 지역사회를 개발하는데 일생을 보낸 니노미야(二宮)씨의 사례를 초등학

교 인성교육의 교재로 이용한 것이다. 

그의 소년시절의 晝耕夜讀하는 모습의 사진을 전국의 초등학교 교실의 앞 벽에 걸어놓

고서 아침마다 첫 시간이 시작될 때는 二宮씨의 소년시절에 관한 노래를 합창하게 

하였다.16) 근면과 저축을 생활신조로 생활화하기 위한 학교교육은 명치유신 이후부

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약 100년 동안(1860～1945) 지속되었다. 

한편 섬나라인 일본의 중세 봉건사회는 서구사회의 그것과 비슷한 지방분권적인 봉건사

회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봉건시대 때부터 각 지방의 영주들은 자손 대

대로 영주자리를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힘을 기울였다. 

이 점에 있어서 한국의 중앙집권적인 봉건관료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

한국의 봉건관료들은 중앙의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를 자주 옮겼기 때문에 한 고장에 

장기간 근무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가 밀접하지 못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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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역농업을 개발하는 노력이 적었다고 할 수 있다.17) 그 결과 중앙집권적인 봉건

사회에서는 관료들에 대한 백성들의 불신과 원성이 지방분권적인 봉건사회에서보다

도 더 높았다고 본다.

세계 2차대전에서 일본이 패하자 미국의 점령군은 일본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것을 

헌법에 삽입하고서 이의 실시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의 지방자치가 실시되었

으며 기초 단위를 우리나라의 市․邑․面 단위에 해당하는 市․町․村으로 하게 되었다. 

민선된 町長이나 村長들은 지역 주민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니게 되었으며 그들

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다시 당선되기 위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여 일본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새 촌락 만들기 운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 단위의 많은 성공사례들이 나타남으로써 국내외 인사들의 방문지로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와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국 지방

자치의 기초 단위는 시․군 단위로 되어 있어 일본의 町․村 단위에 비하면 지역이 너

무 넓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에 마을 단위로 실시된 새마을사업들은 

앞으로 지방자치 정부에 의해 살기 좋은 우리 면, 또는 살기 좋은 우리 군 등의 구

호를 내세우고서 주민들의 자조운동이 이어질 것으로 필자는 기대하고 있다.

(5) 한반도의 국난극복과 일가선생의 생활신조

앞에서 필자는 우리보다 몇 배로 잘 사는 나라들도 나라가 어려워지면 국난을 극복하

기 위해 국민들에게 인내와 극기, 기강, 애국심, 근면, 자립, 의무 등의 생활신조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일가선생의 생활신조는 국난극복

의 생활신조라고 할 수 있다.18)

그런데 우리나라는 섬나라인 영국이나 세계적인 대국인 미국과는 지정학적으로 다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변국들의 침략으로 국난이 쉴새 없이 

있었던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국난을 극복

하는 생활신조를 생활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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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우리는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국난을 극복하였지만 또 새로운 국난이 눈앞

에 다가오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 국제시장에서는 값이 싼 made in China 때문

에 값이 비싼 made in Korea가 밀려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경제적으로 파

탄된지 오래된 북한 때문에 우리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무거운 부담

을 치러야 할 것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국난들을 극복하려면 우리는 인내, 기강, 애국심, 근

면, 자립, 의무, 협동 등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생활신조를 생활화하지 않

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Made in China에 밀려나고 있는 Made in Korea

중국은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후로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에 고도성장을 지속하므로써 

수출주도의 공업화에 성공하였다. 이렇게 되자 중국의 13억 인구는 과거와 같이 나

라발전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자 중국인들은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에 넘치고 있다. 중국 대륙에는 5,000년 역사상 드물게 

보는 신바람이 일고 있다. 그것은 마치 1970년대에 한국에서 있었던 신바람과도 비

슷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경제의 급속한 이륙(take off)은 무한정에 가까운 값이 싼 노동력, 외부로부터의 유

입되는 막대한 자본, 그리고 선진국들의 첨단기술들의 투입 등이 결정요인으로 되어 

있다. 중국경제는 WTO 체제하에서도 앞으로 10년 또는 20년 기간 평균 7～8%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그리하여 값이 싸고 품질이 좋은 Made in China 때문에 아시아 지역의 나라들에 새로

운 경제위기를 가져오게 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21세기는 중국인

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19)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며 수출에 의존하는 국민경제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수출시장을 늘리는데 있어서 “Made in Korea”와 “Made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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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는 상호 경쟁적인 관계가 커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국제시장에서 중국제품

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한국인의 국제경쟁력이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이 지니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생활신조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이 

높아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一家선생의 생활신조는 21세기에도 필

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파탄된지 오래된 북한경제와 우리들의 부담

지구상에서 북한만이 아직도 계획경제, 배급제도, 그리고 집단농업을 고수하고 있다. 

1995～1997년 기간에는 식량난으로 북한에서는 250만명에 달하는 아사자가 발생하

였다고 알려지고 있다.20)

필자의 생각으로는 중국, 베트남, 그리고 러시아와 동구권 나라들이 계획경제를 포기하

고 시장경제로 전환한 그 무렵에 북한도 시장경제로 전환하였더라면 북한에서 아사

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북한경제는 

1990년대 중반기 이후로 파탄된 상태(collapsed)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계획경제, 배급제도, 그리고 집단농업이라는 三位一體는 이들 중 어느 하나가 바뀌면 

다른 것도 바뀌게 마련이다. 그것은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에서 계획경제가 시장경

제로 전환하면 배급제도와 집단농장제 등도 시장경제에 알맞게 바꾸어지고 있는 것

에서 알 수 있다.

북한의 비농업인구는 총 인구의 약 65%가 된다. 그러므로 북한정부는 북한 농업에서 

생산되는 쌀과 옥수수만으로 비농업인구에게 식량을 배급하기 위해서는 북한 농민들

이 생산한 쌀과 옥수수의 적어도 65% 이상은 수매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비율은 

북한 농민들이 생산한 쌀과 옥수수 중 종자와 농가식량을 남기고는 거의 전량을 수

매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1990년 이전까지 북한정부는 그런대로 비농업인구에게 배급할 양곡을 북한 내

부에서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로 곡류생산이 감소됨에 따라 종자와 

농가식량만 남기고 나머지를 전량 수매하더라도 도시 주민들에게 배급할 쌀과 옥수

수를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 

정부가 비농업인구에게 식량을 제대로 배급할 수 없게 되자 도시 거주자들이 개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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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을 허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농민시장이라는 것이 1개 군 내에 2～3개소 정도 생겨났다.

북한의 식량난은 서부 평야지대보다도 동부와 내륙 산간지대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 생산되는 쌀과 옥수수의 약 75%는 서부지역에서 생산되

지만 북한 총 인구의 절반을 약간 넘는 인구수가 동부와 내륙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부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옥수수의 많은 양이 동부와 내륙지역

으로 수송되지 않을 때는 동부와 내륙지역 주민들은 식량을 배급받을 수 없게 되고 

식량난이 극심해지면 아사자가 생기게 된다.

수많은 아사자를 발생시킨 동부와 내륙지방의 주민들은 식량배급제에 대해 언제나 불안

감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경제에 대한 갈망은 농경지 면적이 적은 동

부와 내륙지역의 주민들이 더 강렬할 것이라고 필자는 보고 있다. 그런데 농민시장

에서 형성되는 쌀이나 옥수수의 가격은 정부가 집단농장들로부터 수매하는 가격보다 

무려 200～30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1)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1995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 농민들

은 쌀과 옥수수를 정부에 싼값으로 판매하므로써 자기들은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여기서 북한 농민들은 정부에 수납하는 쌀과 옥수수는 한 톨이라

도 적게 내려고 할 것이다. 농민들이 수확기가 다 된 벼와 옥수수를 밤에 훔치는 일

들이 늘어나자 군인들을 마을에 파견시켜 곡류의 도난을 감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

다.22) 

북한사회는 총체적인 물자부족 현상이 극심한 상태에 있다. 북한이 지금과 같은 물자부

족 상황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면 북한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악성인플레이션에 말

려들 것이 우려된다. 그것은 1990년대 초에 러시아가 시장경제로 전환하자 악성인플

레이션에 말려든 것과 같은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23) 

그러므로 북한이 중국처럼 물가안정의 기조 위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므로써 수출주도

의 경제적 고도성장을 이룩하려면 북한의 정치지도자들은 북한사회의 물자부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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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 한반도의 북쪽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과 같은 상

황은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회피할 수 없는 하나의 국난이다.

한반도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룩하는데는 남한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야만 통일에 

따르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

기 위해서도 근면과 저축의 생활신조를 생활화해야만 한다

9. 누가 정신교육을 담당할 것인가 ?

한국의 지정학적인 특수성 때문에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여러 가지 국난들이 다가 올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국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생활신조를 생활화 

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살고 있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정신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국난을 이겨내는 생활신조를 생활화

하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국난 극복에 필요한 정신교육이 필요하다

면 그것을 누가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의 과제가 있게 된다. 

필자는 새마을운동이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새마을교육에 소비

하면서 정신교육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였다. 정신교육

이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교육, 학교교육, 그리고 종교생활 등으로 나

누어 서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사회지도층부터 솔선수범 해야만 백성들이 따라간다는 말은 만고의 진리라

고 본다. 앞에서 필자는 197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미국 국민들의 생활태도에 있어

서 인내와 기강이 해이되고 있는 것이 미국을 어렵게 하는 기본적인 요인이며 그것

은 미국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의 애국심이 모자라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용하였거니와 

한반도의 국난을 이겨내는데 있어서도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의 애국심과 솔선수

범이 선행되므로써 국민들도 국난을 이겨내는 생활신조를 생활화하게 된다고 본다.

한편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국난을 이겨내는데 필요한 생활신조를 생활화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김기석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24)

“한국의 산업화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형태로 이루어질 때, 학교교육은 지적 수준

에서 양질의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였다. 그러나 학교교육이 직업윤리 또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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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규율의 확립이란 점에서는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었다. 그 대안이 가나안농군학교

였다. 이곳에서는 학교교육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보충하였으며, 경우

에 따라서는 공교육장에서 이룰 수 없었던 인성교육과 규율훈련에 주목할 성과를 보

였다.”

이것은 학교교육만으로는 국난을 이겨내는 인성교육과 규율훈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보충하는 사회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런데 2000년 현재로

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교육을 하는 곳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국난을 이

겨내는 인성교육과 규율훈련을 하고 있는 사회교육의 장소는 가나안농군학교 뿐인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다.

한국도 이제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서 OECD의 한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다. 그런데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국민들의 과학기술 수준도 높지만 건전한 자본주의 정신이 

뿌리내리고 있다. 흔히들 서구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정신 속에는 청교도 정신

과 관련된다고 말하고 있다.25)

필자가 책을 통하여 읽은 바에 의하면 청교도들은 이 세상에서 인내와 희생하는 삶을 

함으로써 永生(salvation)하게 된다고 한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인내하는 삶이라는 것은 근면을 의미하는 것이 되고, 희생의 삶이라는 것은 절약과 

저축을 의미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이나 일

가선생의 근면과 절약의 생활신조는 청교도적 정신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필자는 보

는 것이며 그것은 곧 한국적인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 모두가 청교도가 되면 그것이 바로 경제발전의 정신적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

다. 그러한 나라에서는 새마을운동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 여기서 필자는 한반도에서

는 국민들이 국난을 이겨내는 생활신조를 생활화함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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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개발부분 토론 자료

일가선생의 삶과 사상에 있어서의 농촌개발
      - 가나안농군학교와 새마을 교육을 중심으로

                                                      이한기 박사(농촌진흥청)

  오늘의 주제인 가나안농군학교와 새마을교육을 연계시키는 데 있어서 발표자는 새마

을사업과 교육을 가나안농군학교의 정신과 교육에서 그 근원을 찾고 있다.  그리고 일

가 선생의 생활신조와 국난극복의 정신을 새마을정신과 연계시키고자 하였으며 일가 선

생의 삶과 사상이 우리나라 농촌개발과 새마을운동이 성공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의미있게 평가하고 싶은 점은 발표자가 일가 선생의 사상과 가나안농군

학교의 교육을 앞으로의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정신과 방법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시각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혹자는 새마을운동을 이미 과거 한 시대의 

사업일 뿐이었고, 가나안농군학교 교육도 이제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이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생명력 있게 지

속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정신과 이념, 독특한 교육방법과 내용이 있

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일가정신과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은 보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나라와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하며 나아가 가나안 교육

이 한국민의 영원한 정신교육 프로그램으로 계속 뿌리내려 가기를 기대한다. 

  한편으로 오늘의 주제가 일가 선생의 삶과 사상, 그리고 가나안농군학교와 농촌개발

사업으로서의 새마을사업 및 새마을교육과의 관련성을 밝히고 그 의미를 재해석하는 측

면에서 볼 때, 내용의 대부분이 새마을운동의 발전과정 및 새마을 교육의 특징과 의의

에 대한 것이고 일가 선생과 가나안농군학교 또는 양자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이에 새마을교육과 가나안농군학교의 관련성과 공

통점에 대하여 토론자의 의견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1)교육이념; 가나안농군학교에서는 근로, 봉사, 희생을, 새마을교육에서는 근면, 자조, 

협동을 교육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양쪽 모두 책임있는 민주시민으로서 감당해야할 

본분으로서 무엇보다 땀흘려 일하고 성실히 일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것도 남의 도

움을 받기보다 스스로 돕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 더불어 일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새마을교육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본분의식을 중시하고 있다면 가나안농군학교에서

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음식 한끼에 반드시 4시간씩 일하

고 먹자” 라고 하면서 노동을 신성시하고 나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이



- 68 -

웃을 위하여 희생, 봉사하도록 하는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다. 

  2)교육의 핵심; 양쪽 모두 정신교육을 교육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빈궁을 몰아내고 

잘살아보기 위해서는 최신 지식과 기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정신자세가 올바

르게 확립되어야 비로소 생활개선도 이루어지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나안교육에서는 개척정신을 강조하고 새마을교육에서는 협동정신

을 강조하고 있다.

  3)교육방법; 다같이 이론이나 지식전달 등 지적교육 보다 실생활 중심의 실천교육에 

중점을 두고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 말보다는 행동이 따르는 사람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기간중의 생활수칙으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새벽 운동하기, 노동체험하기, 금

주⋅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은 물론 교관요원까지 함께 하는 

합숙교육을 통한 전일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가나안교육은 전 가족이 참여하는 평생

교육의 장으로서 언행일치의 모범을 보이고자 하였다.

  4)교수기법; 일방적인 주입식 이론 강의보다 강력한 동기유발을 위하여 심금을 울리

는, 감동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례발표를 통하여 극정체험(peak  experience)을 유도하

고 분임토의를 통하여 현장감 있는 상호작용과 자기변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5)지향하는 목표; 양쪽 공히 복지사회 건설에 그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일가 선생은 

일찍이 1931년 봉안 이상촌을 시작으로 여러차례의 이상촌 건설을 시도하였으며 궁극

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신앙공동체(어쩌면 영원히 실현 불가능한)를 이상

향으로 설정하였는데 비해 새마을운동에서는 새로운 복지농촌, 실현가능한 생활공동체 

건설을 이상적인 목표로 추구하였다. 

  6)추진단계 및 전개과정; 양자가 공히 인위적으로 준비되고 계획된 교육이라기 보다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된 교육이었으며, 그 범위도 처음에는 농업과 농촌을 대상으로 출

발하였으나 점차 확대되어 공업과 도시지역으로, 나아가서는 직종과 지역을 망라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운동과 교육으로 발전하였다.

  7)교육대상자; 처음에는 농민과 농촌주민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점차 공무원, 군인, 

기업인, 학생, 공장 근로자, 군인, 종교인, 도시 직장인 등 일반인으로까지 확대되었다.  

  8)교육주체; 교육을 주도한 지도자들을 보면 모두 교육전문가나 교육학자들이 아닌 

농촌개발에 신념을 가진 지도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그것도 이론이나 지식보다는 

국가와 사회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삶의 경험철학이 그 밑바탕이 되었다. 

  9)국가와 사회발전을 보는 시각; 기존의 일반적인 시각은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돈과 

자원, 그리고 지식과 기술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나 ⌈새마

을⌋과 ⌈가나안⌋에서는 무엇보다 인간자원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현장 지도

자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0)교육내용; 끝으로 교육내용을 보면 고구마 저장 기술 등 농사기술과 금연⋅금주

⋅도박 근절⋅음식물 안남기기⋅사회기초질서 지키기 등을 통한 생활개선, 애국심 고양

을 위한 애국가 4절 부르기, 부모에 대한 효사상 고취, 흙과 생명을 사랑하는 농심 고

취, 신분계급과 남녀차별 타파 등 사회의식 개혁, 개인과 국가 발전의 비젼과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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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세계관과 인류애 함양, 리더쉽 훈련과 지도자 양성, 공동체 중시 의식 등 많은 부

분에서 공통점을 찾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가나안농군학교와 복민운동은 새마을운동과 새마을교육의 태동과 진

행,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이 두 운동은 모두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우리나라의 농촌과 농민, 나아가 전 국민을 잘살게 하기 위한 농촌개발·국가재건 

운동이요, 생활개혁·정신개혁 운동이었다.  이를 주도한 일가 김용기 선생의 삶과 사상

은 오늘날의 국난극복은 물론 인류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우리의 

사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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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개발부분 토론 자료

박진환 선생의 일가선생의 삶과 사상에 있어서의 농촌개발
   - 가나안농군학교와 새마을 교육을 중심으로 - 

최경환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먼저, 이러한 뜻 깊은 세미나에서 토론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커다

란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나안농군학교나 새마을교육기관에서 전혀 교육을 받은 일도 없고, 일

가 선생의 사상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농업경제학계의 대원로이시면서 새마을

운동의 태동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꿰뚫고 계시는 박진환 선생님의 옥고를 읽는 

것만으로도 과분한데,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번 세미나에 토론으로 참석하는 

기회가 본인에게는 ‘행운’이 아니라 ‘시련’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만, 어차피 토론에 참석해야 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일가 선생에 대하여 좀더 알 수 있게 된다면 다행이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은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진환 선생님께서는 이글 전체를 통해 새마을 운동에 대해 자세하게 살피시면

서 일가 김용기 선생과 가나안농군학교가 새마을교육에 영향을 끼친 부분을 언급하셨습

니다. 전반적으로 공감은 갑니다. 일가 김용기 선생과 가나안농군학교가 새마을운동이 

성공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가나안농군학교를 방문한 후 새마

을교육시에 다른 교육방법을 마다하고 가나안농군학교 교육방법을 택하게 된 것으로 이

해됩니다만, 가나안농군학교의 교육 이념이나 내용이 새마을운동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를 박진환 선생님의 생생한 경험담을 토대로 좀더 상세하게 설

명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교육시의 교과목의 내용은 제시되어 

있는데, 당시 가나안농군학교의 교육 내용(교육 일정)과 비교해 본다면 보다 구체적으

로 반영된 부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둘째, 박진환 선생님은 결론부분으로 급속한 세계화의 진전과정에서 한국이 살아 남

으려면 한국인들의 생활신조가 국제경쟁력을 지녀야 하고, 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도 일가선생의 삶과 사상을 되새기면서 근면과 절약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

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일가선생의 생활신조나 사상 등을 논의하면서 일가 선생을 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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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도 일가 선생의 생활신조나 사상을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 어떻게 접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검 절약의 생활화란 근검 절약이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본인은 전혀 불편함을 모르

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일가 선생의 생애 자체가 그러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근

검 절약을 운동으로 한다면 어딘가는 어색하고 일시적이어서 오랫동안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근검 절약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정신교육이 중요하고, 특히 사회 지도층의 애

국심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는 속담을 인용하셨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

회 지도급 인사들이 국제경쟁력이 있는 생활신조를 생활화하게 되면 국민이 이를 따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들을 보면 국민이 차라

리 안보는 것이 더 좋을 내용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농촌 출장을 가서 농민들과 얘기

중에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법을 안지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

람들이면서 국민에게만 법을 잘 지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즈음 매스컴에 보

도되는 것을 보면 사회지도자라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고, 나아가 정부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모범이 되기 전에 국민의 사회지도층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도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국민의 정신교육과 생활신조의 생활화를 위해서는 종교의 역할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사회교육에서의 종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회교육에서의 종교의 역할 이외에 가나안농군학

교와 같은 사회교육기관의 역할도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

까지는 제시할 수 없습니다만, 사회교육도 변화하는 여건에 맞추어 새롭게 접근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신조의 생활화와 관련하여 본인은 어려서부터 익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화란 결국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습

관은 어려서부터 길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즈음 위기에 처해 있

다거나 무너지고 있다고 표현되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어려서부터 근검 절약하는 습

관을 생활화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노력도 기성세대의 몫이라고 생각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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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발표 2 ◈

사회교육자로서의 김용기

(타고르와의 비교)

황 종 건

전 아시아태평양 사회교육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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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자로서의 김용기
(타고르와의 비교)

                                                           황 종 건

 1.머리 글

김용기의 일생은 가나안으로의 꾸준한 한 길이었다. 그 길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과 나라

를 사랑하며 흙과 더불어 성실하게 살아온 한 평생이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우리가 살고있는  

바로 이 땅위에 영원한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으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와 노동

과 교육으로 봉사해 온 한평생이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농사꾼으로 자처해 왔지만 실은 한국 

교육사에 있어서 그는 완벽한 사회교육전문가 임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

을 돕고 사람을 가르치는 일로 일생을 보냈다. 남이야 뭐라 하든 광기에 찬 사람처럼 묵묵히 외

롭게 자신의 어려운 ‘한 길’을 고집해 왔다. 그것은 진실로 “성스러운 광기”였다.

그가 돌아간지 20년 박에 안 되는 지금 그의 뜻과 가르침은 그가 가꾸어온 농군학교와 그가 

속한 대한민국에서 뿐 아니라 전 아시아와 세계에 퍼지고 있다. 마치 한 알의 밀 알이 썩어 없

어진 자리에 수많은 새 싹이 피어나는 것처럼 날이 갈수록 그를 사모하고 그의 높은 뜻을 따르

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1991년 제1회 “일가상”을 수상한 태국의 청백리 잠롱 시장은 지

금 민주화의 횃불을 들고 그 나라 도시와 농촌 사회교육의 선봉에 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 김용기를 절망과 좌절 속에 처해 있

던 한국 사회의 회생과 개혁을 주도해 온 대표적 사회교육자임을 발견하고 그의 뜻과 생활과 

업적에 관심을 갖게되었다. 지금이야말로 그의 생애와 사상과 업적을 객관적이고 학문적 차원에

서 연구 발전시킬 때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곧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그의 복민운동을 세

계에 널리 전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여기에 사회교육자로서의 김용

기를 고찰하면서 그 분과 같은 고상한 뜻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식민지 환경 속에서 

인도의 각성과 근대화를 위한 민중계몽과 농촌사회교육사업에 헌신한 타고르를 비교해 보고 저 

한다.

김용기의 뜻과 사업은 그 사람 혼자만의 창출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적 토양 속에 동서의 

역사적 지성과 양심을 거름삼아 싹터 나온 것이라고 가정 할 때 나는 페스탈로치와 톨스토이와 

타고르 속에서 김용기의 정신과 이상의 바탕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도시를 배경으

로 자라난 사람들이지만 농촌을 찾아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농민들을 위하여 그들의 관심과 사

랑을 쏟은 사람들이다. 톨스토이는 야스나야 포리아나(Yasnaya Polyana)에서, 페스탈로치는 노

이호프(Neuhof)에서, 그리고 타고르는 스리니케탄(Sriniketan)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지역사회사

업과 교육에 힘을 기울인 사람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타고르와 김용기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그 동안 이상사회 건설을 꿈꾸고 그 사업을 시도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았지만 대부분 도

중에 좌절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페스탈롯찌와 톨스토이의 경우도 후에는 어린이를 

위한 학교교육이나 작가생활로 생을 마쳤는데 비해 김용기와 타고르는 죽을 때까지 그들의 이

상사회 건설과 사회교육에 관여 해 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타고르를 단순히 노벨상을 탄 세계적 시인이라는 정도로 이해하고있

지만  그는 일찍이 국제이해와 세계평화를 설교한 위대한 사상가일 뿐 아니라 1890년대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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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카타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하여 그 곳에서 거의 50여 년간 농촌교육과 지역사회사업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의 위대한 삶이 우리에게 주는 공통적인 교훈은 첫째 하늘과 땅과 

사람의 연관성과 조화 속에서 잘사는 정의사회를 목표로 한 것과 둘째, 진리는 감상적이나 낭만

적인 정열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신앙과 철학과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꾸준한 노

력과 실천으로 도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사람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교사나 교육학자가 아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

들의 일생을 통한 경험 특히 이들의 농촌사업과 교육활동과 저술 등을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분

석함으로서 이들과 같은 비제도적이요 비전문적 생활과 활동 속에서 오히려 제도교육이나 전문

적 이론이 받아들여야 할 가치 있는 “이상과 원리와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저 

한다.   

2. 지역공동체와 교육

“교육은 생활이다. 교육은 성장이다. 그리고 교육은 사회적 과정이다”(Dewey 1916).  존 듀

이가 말하는「생활」은 영어의 라이프(life)로서 사람의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

다. 즉, 인간 개개의 생명체가 그 자체의 욕망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 움직이며 활동하는 전체를 

말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람은 성장한다. 마음이 자라고, 몸이 자라고, 태도와 기술이 

발달한다. 생명의 본질은 성장이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성장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보다 더 중

요한 일은 이 성장은 반드시 가정과 사회 공동체 안의 여러 인간 관계 즉 사회적 과정을 통하

여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람은 개인이 고립되어서 존재 할 수 없고 살아 갈 수도 없다. 한자의 사람인(人)자가 설명

하듯이 개인과 개인이 모여 가정을 이룸으로서 사람으로 존재하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러한 의미에서 김용기 선생은 교육에 있어서의 가족은 지역 공동체와 국가 사회의 테두리 안에

서 존재하고 기능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김용기 선생은 가족을 이 세상에서 더 축소 할 수 없는 

인간 생활의 기본 단위요 각 인간사회의 핵(核)으로서 가족이 모든 행복의 보금자리요 사회 발

전의 기초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김용기의 가족 개념은 지역 공동체와 국가사회로 그리고 세계 인류 사회로 그 개념이 

확대 되어야한다. 인간은 하나의 가족만으로 자급자족하거나 삶의 욕망과 필요를 충족할 수 없

기 때문에 태고로부터 가족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그 속에서 서로 도우면서 인간에 필요한 

공동생활 양식, 즉 문화를 형성하면서 만족하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과 공동체의 전체 생활과정에서 없어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교육이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원래 교육은 모든 사람의 생활 속

에서 특히 감정과 지역사회 속에서 경험을 통하여 항상 작용하고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안거나 또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다. 

즉, 젖 먹는 방법을 배우고 말을 배우고 가정의 습관과 인간관계의 기술을 배우는 일, 사회적 

인습과 문화를 습득하는 일, 어른들이 하는 일(직업, 기술)을 관찰과 모방에 의해서 습득하는 일

등,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가정과 사회 공동체 생활 속에서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

어진다.  이것이 참된 삶이요 교육이다.

학교는 사회가 고도로 발달한 단계에서 삶의 경험만으로는 습득할 수 없는 고도의 지식과 기

술을 전수하고 훈련하는 특별한 기관이다. 인간의 교육 중에 극히 일부이며 앞에 말한 인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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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교육보다는 덜 중요한 것이다. 오늘 같은 한국 사회에서 학교는 사회적 지위 상승을 위한 

치열한 각축장으로 둔갑해 오히려 인간의 인간다운 성장을 저해하는 기관이 되어 버렸다.  오늘

의 학교는 형식과 억압과 위선 속에서 순진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어린애들을 말 잘하고  까

부는 인간, 때로는 불안하고 거칠고 무서운 인간으로, 또는 돈과 권력과 명예에 마취되는 인간

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착각할 정도이다. 그래서 김용기나 타고르는 오늘의 일그러진 학교 교육

을 비판하고 순수한 인간의 교육, 노동을 즐기는 교육, 질서와 책임의 교육을 가정과 지역공동

체 안에서 실현하려고 하였다. 여기에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교육은 처음 일본식민지 하의 행정용어로 소개되었고 그 뜻은 학교교육을 

제외 한 모든 교육활동을 총칭했으나 오늘에는 성인 및 청소년 교육으로 통용되고 있다. 서구에

서는 성인교육 또는 성인/계속교육(Adult/Continuing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

며 지역사회교육의 개념이 영국을 위시한 서구 여러 나라에서 새롭게 대두되고있다.  우리나리

에서는 성인교육과 지역사회교육을 포괄하는 광의의 뜻으로 사회교육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역사회교육은 지역 공동체의 문제 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사회 주민들의 교육프

로그램 및 과정으로서 지역사회개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지역 사회교육은 물론  지역사회조직의 방법도 중요하다.(고영상, 2001, 24) 이 

두 가지의 활동을 사회교육과 사회복지분야에서 서로 별도로 도입하는 경향이 있으나  김용기

의 봉안 이상촌 사업에서와 같이 이 두 기능은 하나의 통합된 역동적인 활동으로 도입되어야한

다. 여기에서 봉안 이상촌 건설은 하나의 사회공동체 건설, 즉 일종의 지역사회 개발 과정으로

서 그 과정에서 김용기는 오늘의 지역사회조직과 지역사회 교육을 종합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타고르의 스리니케탄 농촌개발 사업도 처음에는 주민 조직으로 시작하여 주민들의 지식과 기

술과 태도를 개발하여 그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지역사회교육의 방법을 도입한 것이다. 

지역공동체는 인간들의 여러 면의 생활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종합적인 주민 생활의 총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개인, 집단, 제도 등의 복잡하고 때로는 신비한 관계들이 포함돼있다. 지역 

공동체 속에서는 자신의 친지와 그 밖의 사회성원들이 공통으로 인정하고 공유하는 생활목표가 

무엇인가를  배우게된다. 그리고 그 속의 여러 가지 문제해결을 위하여 일정한 사회구조와 조직 

및 해결방법의 틀과 조정체제가 존재한다.(L. Nelson 1960, 24) 그러므로 지역공동체가 기능하

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필요를 살피고 대화와 설득으로 주민의 의욕과 흥미를 유발하

고 주민들의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고 그리고 문제해결과 실천을 위해 주민을 조직하

고 동원하는 일 등이 지역사회교육과 지역사회조직의 방법과 프로그램으로 실현돼야하는 것이

다.

3. 김용기의 배경 

김용기는 1921년에 태어나 1988년에 세상을 떠난 분으로 그 80 평생은 개인으로나 민족으로 

보나 길고도 긴 수난과 좌절의 시대였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후에는 일제의 모진 

탄압 속에 좌절과 빈곤에 시달렸고 해방 후에는 남북의 분단과 6.25전쟁의 비극을 겪으면서 집

을 다시 세우고 나라를 재건하는 어려움 일을 감당해야만 했다. 그러나 우리의 비극은 비단 일

제의 식민지 지배나 6.25전쟁과 같은 외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타협과 협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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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이 나라 정치문화와 정직, 근면, 책임 등 시민자질의 결여에 기인하는바 크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김용기는 이웃과 나라를 위해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 고민했던 것이다.

 김용기의 ‘한 길’은 우연히 찾은 길이 아니었다. 그의 ‘한 길’은 여러 해 동안의 사상적 방황

과 진실추구의 노력에 의해 발견된 길이었다. 남들은 철없이 놀고 다니던 소년시절에 그는 혼자 

진실을 찾아 고민하고 방황하는 경험을 가졌다. 그것은 스스로 청한 고민이었다. 그는 서당에서 

학업을 마친 후 14세에 여운형 선생이 설립한 광주의 광동중학교에 입학하여 성경, 산술, 지리, 

역사 등을 배우고 기독교 문화 속에서 근대 한국의 비전과 자기가 장차 할 일이 무엇인가를 꿈

꾸기 시작했다.(이만열,1998, 7)

그 당시 그는 소년답게 가장 크고 가장 값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매었다. “진실이란 무

엇인가?”, “보다 값있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고민을 했다. 그는 박지연의 「열하일기

(熱河日記)」속에서 요동(遼東)과 여진(女眞)이 모두 옛 조선의 영토였음을 알아내고 장차 자신

이 그 땅(中國)을 되찾아 다스려 보겠다는 황당무계할 정도의 큰 꿈을 품어 보기도 했다. 1929

년에는  19세 나이에 드디어 집을 뛰쳐나가 혼자 만주 벌판을 배회하였다. 한때 그는 독립운동

에 참가할 꿈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 봉천(奉天)사탑교회의 이 목사님과의 대화와 지도

를 통하여 자기가 찾고 있는 보다 큰 인생, 보다 값있는 인생은 한낱 영웅주의적 정열만을 가지

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김용기b, 1980, 14) 

또한 그는 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장사도 해보고 금광에도 손을 대 보았으나 그가 찾는 값있는 삶의 길은 그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이와 같이 4년여간의 “길을 찾는 방황”을 체험한 뒤 그는 아버지의 유언과 기도를 통한 

계시에 따라 일생을 “흙과 더불어” 살기로 결심하고 그의 일생의 목표를 바로 세우게 된 것이

다. 이것이 그의 한 평생 지켜온 ‘한 길’의 출발이었다. 결국 그가 일생을 바쳐 할 일은 다른 

곳, 특히 넓은 영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나라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한국 땅

도 넓기만 하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그 때부터 그는 ‘가정’을 중심으로 그의 조국인 한국에서 

그리고 그의 이웃들의 모임인 봉안 마을을 삶의 터로 잡고 그의 위대한 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그가 새로 설정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義)”를 구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 동산 위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복된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땅을 사

랑하며 이웃과 함께 즐겁고 평화로운 생활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나라”의 단위는 어디

까지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사회이며 이 공동사회의 단위는 각 가정이다. 그리고 그가 추구

하는 사회는 가정이건 공동체이건 거기 속해 사는 사람들의 상호관계가 사랑과 이해로 연결되

는 집단을 말한다. 그리고 사랑에는 봉사와 협동이 따르게 마련이다.   타고르의 말대로 “참된 

사랑은 봉사와 실천을 통해서만 실현 될 수 있는 것이다.”(S. Sen 1991)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얽혀 사는 사회를 말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하는 곳에 하나

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사회성원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협동하는 사회에서

만이 진정한 사회정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사회, 즉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의 첫 시도로 김용기는 1935년 봉안마을에 

이상촌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의 이상촌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

람을 사랑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았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는 봉안교회

를 새우고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진실한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땅에 대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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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가 조직한 협업조직을 통하여 부지런한 근로와 협동으로 실천되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사랑”은 이웃과 나라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봉사로서 실천되었다. 그가 세운 봉안교회를 중심으

로 한 이상촌 동지들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진실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  김용기는 이 나라의 

역사와 더불어 민족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가 끝난 후에는 남북의 분

단과 경제적 빈곤 속에서 이 민족이 갈등하며 신음하고 있을 때 민족의 살길을 외치며 “기도와 

노동과 교육의 새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황무지였던 황산(荒山)리의 가나안 동산 사

업이다.  “한 울타리 안의 한 가족”만이 아니라 넓은 지역 사화와 나라의 “풍요한 삶의 길”을 

설교하고 가르쳐 오늘에는 그 뜻과 가르침이 온 세계로 퍼지게 된 것이다.

4. 타고르의 배경

 타고르는 영국이 인도를 직접 통치(1858)하기 시작 한 직후인 1861년에 태어나 영국의 식민

지 통치로 인한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빈곤 속에 신음하는 인도가 두 번째 세계대전에 말려드

는 어려운 시기인 1941년에 세상을 떠났다. 5000년 전부터 동양의 빛나는 정신 문화를 창출했

던 인도는 오랜 세월동안 전쟁과 빈곤 속에 빛을 잃고 살던 중 14세기부터는 서방 모스렘국의 

침략으로 타민족이 지배하는 무갈제국의 통치 하에 무서운 압정을 받다가 1858년부터는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 당시의 인도는 빈사상태에 놓여져 있었다. 심지어는 정치적 자유의 상실

조차 자각하지 못했다. 민중들은 태고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전통적 교리와 인습의 굴레 속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다. 이렇게 인도는 창조력을 잃었고 탄력을 잃었다. 그러나 이미 1757년 프랏

시 전쟁이후 동인도 회사가 자리를 넓이면서부터 서양의 문물을 접하게 되고 지식인과 상인들

이 중심을 이루는 새로운 중산계급이 형성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85년 영국제국의 식민지가 된 후, 인도는 엄청난 격변을 겪으면서 문화적으로는 일대 르네상

스 시기를 맞은 한편 정치적으로는 국민들의 각성과 독립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었다. 이시기에 

인도를 오늘의 현대적 민주국가로 이끌어오는데 공헌한 두 사람의 거인이 있었는데 정치 사회

면에서는 간디요 정신문화면에서는 타고르라고 말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타고르를 일찍이 노벨 문학상(1913)을 탄 시인으로 널리 알려 저 있다. 그를 조금 

더 잘 안다는 사람은 그가  1929년 한국 국민을 위한 시 ‘한 구절’(동방에 비치는 별)을 신문에 

보내왔다는 정도이다. 그러나 80평생의 그의 생애와 작품, 저서를 두루 살펴 볼 때 그는 세계적

인 문학 예술가일 뿐 아니라 위대한 사상가요 초, 중등, 대학의 창설자요, 농민 생활개선을 위

한 사회교육자임을 발견하게된다.

그는 인도 칼카타의 조리상꼬 지역에서 브라만계의 부호의 집에 태어났지만 초등학교를 졸업 

후 중학교에 입학했다가 학교를 중단하고 집에서 가정교사의 지도를 받으면서 독서에 열중하였

다. 이때부터 그는 제도교육의 형식적인 모순을 비판하고 기피하였는데 이것은 후일에 

Santiniketan교육사업의 근본동기가 되었다. 상류계층의 문화와 교육환경을 갖춘 부호의 집이지

만 타고르 가정의 아이들은 매우 검소하게 자랐다. “잘 차려진 음식과는 거리가 멀었고 의복은 

그 당시 다른 아이들에 비하면 형편없었다. 열 살이 될 때까지 양말이나 구두를 신을 수 없었으

며 겨울에는 목면으로 된 웃옷 한 벌을 더 줄 뿐 이였다”(kripalani, 1980, 38) 열 다섯 번째 막

내아들로 태어난 타고르의 집안은 문학, 예술, 종교의 가정으로 개혁종교의 지도자인 아버지는 

물론 형들 중에는 당시에 유명한 문학가, 미술가, 철학자, 수학자 등이 있어 타고르의 천재성을 

키우는데 매우 이상적인 가정 환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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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르의 할아버지 데빈트나트라는 당시 인도 근대화의 아버지였던 람 모한 로이와 함께

힌두교의 개혁을 들고 나왔고 대학과 병원 설립등 인도근대화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 당시 

인도에는 역사연구와 모국어 문학이 꽃을 피었을 뿐 아니라 영국통치에 대한 비판과 안도의 독

립을 요구하는 정치운동이 인도전역을 휩쓸기 시작했다. 드디어 1883년에는 지식인들 중심의

「인도 국민회의」가 칼카타에서 창립됐다.  이때 청년 타고르도 열렬한 독립운동의 대열에서 

활약했다.  그러나 그 후 독립운동의 열기가 감정과 폭력에 치우치는 것을 보고 인간의 존엄성

과 사랑과 평화를 최고의 목표로 하는 타고르는 그 대열에서 멀어지게 됐다. 이때부터, 즉 1890

년대부터 타고르의 농촌생활과 농민들을 위한 관심과 사업이 시작하는 것이다.

 원래 대자연을 사랑하던 타고르는 이때 도시의 시끄러운 소음을 피하여 쇼라푸르라우 지방 

농촌으로 가족을 데리고 이주했다가 1901년에는 아버지의 토지가 있던 Santiniketan 으로 정착

하여 농촌 어린이를 위한 학교와 농민들의 교육센터를 세우고, 81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곳

을 떠나지 않았다.  산티니케탄에 자리를 잡은 후 타고르는 1901년 어린이를 위한 자유학교

(Patha Bhavana)를 세웠으며 1921년에는 Visva-Bharati(세계의 둥지)라는 이름의 대학을 세워 

이를 운영하면서 필생의 정열적인 작품생활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가 곳에 자리를 잡은 지 얼마 후부터 그의 인생에 너무나도 커다란 비극이 계속됐

다. 1902년에 부인 데비가 죽고 1903년에는 사랑하는 딸과 학교의 아들 같은 조수가 죽고, 

1905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1907년에는 아들 하나가 이 세상을 떠났다. 한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비극을 치르면서 자신의 자녀를 돌보면서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작품생활을 게을

리 하지  않았다.  바로 이시기에 그는 시를 비롯해 연극, 소설 등 일생에 가장 우수한 많은 작

품을 완성하게 됐다.  이때 쓴 시들 중에 일부가 그 후 「기탄잘리」라는 벵갈어 시집(1910)으

로 엮어졌으며 이것이 영역되어 1913년 노벨 문학상을 수여 받게 된 것이다.

간디가 남아프리카에서 인도인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민중운동을 지도하고 있을 때부터 그는 

타고르를 존경했고 타고르는 간디를 성원했다  간디가 태어난 곳은 서부의 구자라트주 해변지

역이었고 타고르가 사는 곳은 동쪽 끝의 벵갈주 칼캇타에서 160km나 떨어진 곳이었지만 간디

는 타고르를 네 차례나 산티니케탄을  방문 한 일이 있다. 첫 번째는 간디가 아프리카에서 돌아

온 1915년이였는데 이때 타고르는 간디에게 마하트마(위대한 영혼)이라는 칭호를 부쳐주었다. 

간디의 마지막 방문은 타고르가 병들어 사망하기 전해인 1940년 부인과 함께 병 문안을 온 것

이다(S. Bhattasharya, 1997, 4). 1915년 간디가 처음 아프리카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그가 데리

고 있던 훼닉스 농장의 제자들을 당분간 타고르의 산티니케탄 학교에 맡기기도 했다. 인도의 아

슈람 또는 사설학교는 일종의 학당 또는 수련장 같은 곳으로 성인 또는 청소년들이 스승과 함

께 기거하면서 지식을 배우고 인격을 닦고 사람 사는 방법을 훈련하는 장소이다. (후에 네루도 

그의 딸 인디라 간디를 이 학교에 보내 수학 시켰다)

이 발표에서 간디를 잠시 열거하는 이유는 김용기가 젊었을 때 간디의 영향을 많이 받은 흔

적이 있기 때문이다.(복민운동 31). 간디는 후에 아메다바드에  사티아그라하 아슈람(학숙)을 짓

고 제자들을 수용했으나 워낙 인도 전체의 운명을 등에 지고 정치 제 일선을 지켜야하는 처지

였기 때문에 간디의 아슈람 우영이 언제까지 계속 됐는지는 확실치가않다.      

5. 봉안마을 공동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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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의 봉안 이상촌 사업은 이념이나 형태로 보아 오늘의 지역사회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란 혼자만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살면 되는 사회가 아니다. 지역사회(Community)는 어

디까지나 이웃이 서로 이해와 사랑을 바탕으로 더불어 협동하며 살아가는 생활공동체이다. 본래 

우리나라에서는 개개인이 우수하고 각자가 열심히 살아갈 줄 알지만 둘 이상이 모여 함께 하는 

일에는 늘 문제가 생기고 실패로 끝나는 수가 많았다. 이것이 바로 한 사회의 민주주의의 성숙

함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민주주의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데서 출발하며 정의와 평화는 

서로 돕고 협동하는 체제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상사회 또는 민주사회를 

외치는 정치가나 교육자들은 많았지만 이러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발벗고 실천에 나서는 

사람들은 드물었다. 또는 낭만적인 착상에서 이러한 사업을 잠깐 시작했다가 곧 집어치우거나 

또는 실패하여 주저앉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점에서 김용기의 목표는 동지 또는 이웃과의 신

의와 협동과 실천을 원리로 하는 공동체 건설이었다. 

김용기는 봉안 이상촌을 시작했을 때 여운혁을 위시하여 뜻맞는 동지 10가구를 모아 현대적 

의미의 지역사회 조직과 농업협동체제를 실현하였던 것이다. 그들을 농사개량과 소득증대를 위

하여 일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전개한 사업으로는 협동조합 운영, 소비조합 운영, 

공제상호조합 운영 등을 위시하여 농촌 청소년 교육과 청년회 조직운영 등이 포함된다. 

그들은 황무지를 개간하고 농사개량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농민들에게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쌀 생산량이 절대 부족한대다 일본정부의 쌀 공출이 심해

저서 그는 고구마, 야채, 및 과수 재배를 비롯해 양계 및 기타 가축사육 등으로 농사의 방향을 

바꾸었다. 특히 그가 개발한 고구마 저장법은 일본 사람들까지도 경탄하여 배워갈 정도였다.  

김용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족한 쌀에만 의존하는 전통적인 식생활 양식을 과감히 개선하여 

쌀밥대신 빵 2개, 고구마 1개, 옥수수 1통, 양젖 1컵으로 식단을 바꾸었다.

60년대부터 소개되기 시작한 지역사회개발 사업이나 1970년대에 떠들썩하게 전개되던 새마을 

운동은 이미 1935년부터의 봉안 이상촌의 원리와 조직과 운영체제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

다. 김용기는 이미 40년 전부터 이러한 일을 계속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1970년대에 열을 뿜던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별로 새롭게 느끼거나 별다르게 보지를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당시 

새마을 운동의 위험한 그림자를 지적하여 새마을운동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또한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문교월보 75년 5월호). 그는 또한 지역사회운동에 있어서 양적인 발전보

다는 정신교육을 강조했다. 이것은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의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민교육

을 강조한 지역사회개발의 세계적 전문가 Nelson의 이론과 일치하는 것이다(Nelson, 416).  

이상존사업에 있어서 물질 면의 발전도 대단한 것이었다. 1935년에 불과 4천평의 농토로 시

작한 이상촌은 꾸준한 개간사업을 통하여 1950년대에는 6만5천9백평으로 늘어났다. 처음에는 

소 한 마리로 시작한 것이 1950년에는 235마리의 가축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한 그루도 없던 

과수가 1950년에는 10,684주로 늘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물질적 성과는 결코 자본

이나 기술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초창기 10가

구 40명 식구)의 신념과 사랑과 자발적인 협동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용기는 신앙생활과 

인간관계 형성과 계몽교육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발전의 인간적 요소”를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

하였고 또한 이 점에 성공한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농촌운동”은 농민들의 필요와 자발적 

참여를 주축으로 해야 하며 또한 이 운동의 지도력은 주민들 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는 복민운동의 기초는 농민들의 교육에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형태의 계몽과 교육사업을 실

시하였다. 그 당시는 민주주의란 용어가 구체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시기였지만 그가 설계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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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민사회는 바로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복지사회 건설”이었다.

. 

김용기의 사상과 생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하고 꾸준한 신념과 의지는 그의 애국심

이다. 그의 애국심은 어린 시절부터 그 굵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3.1운동 때 그의 나이는 7

살밖에 안되었으나, 그는 만세를 외치는 어른들 틈에 끼어 다니며 자기도 모르게 “독립만세”를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던 관록이 있다. 잊어버린 나라에 대한 사랑과 독립의 꿈을 키우면서 그는 

간간이 조선의 역사와 독립운동에 대한 서적과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때로는 뜻맞는 친구와 함

께 나라를 걱정하는 얘기로 밤이 깊은 줄 몰랐다. 그가 19세 나이에 큰 나라 찾는 꿈을 지니고 

만주를 방황할 때도 독립운동 참가의 뜻을 품고 있었다. 특히 중학교 시절에 조원탁 선생을 통

하여 그의 애국심과 독립의 신념은 자신을 얻게 되었다. 한 친구의 친척이 되는 민족지도자 여

운형 선생을 존경하고 그의 뒤를 따르기도 했다. 그 후 여운형 선생은 서울의 자택이 전시소개

(전략적 지방이주)에 걸려 집을 내놓고 지방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 당시는 도시나 농촌의 식량사정이 극악하여 어느 곳에도 의지할 수가 없었다. 그러

나 이 소식을 들은 김용기는 곧 트럭 한 대를 대절하여 서울의 여운형 선생 댁을 찾아가 그 댁

의 7식구를 전부 봉안 이상촌으로 모시고 내려와 그로부터 해방까지 3년간을 함께 지내게 했던 

것이다(김용기a, 122). 

김용기는 봉안 이상촌 사업을 할 때는 일본의 만주를 비롯하여 아세아 침략이 이미 시작되었

고 일본 정부의 황민화(皇民化)정책과 전쟁동원이 날로 치열해 질 때였다. 그들은 조선 사람들

에게 창씨개명(일본식 이름으로의 개명), 신사참배, 동방요배(일본 천화에 대한 경배)를 강요하

였으며, 이를 거절하는 사람은 심한 박해를 받았다. 그리하여 말하기 창피하게도 대부분의 조선

동포가 이러한 시책에 순종하여 대부분이 그들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개명하고만 실정이었다.

그러나 김용기는 끝내 이를 반대하고 가족의 이름을 그대로 간직했다. 그는 또한 동방요배를 

반대하다 관헌에 끌려가 가진 고문을 당하고도 굴하지 않았다. 그는 공출(수확된 쌀을 일본 정

부에 바치는 일)을 안 하기 위하여 공출대상이 아닌 고구마 재배로 방향을 바꾸었다.  또 하나 

특기할 사실은 일본 전쟁 말기에는 교회의 종까지 헌납하라는 압력이 있어 대부분의 교회는 자

진헌납형식으로 종을 모조리 헌납하였으나 김용기는 이를 거절하고 그 대신 집안의 모든 놋그

릇을 내놓았던 것이다. 정말 광기에 가까운 고집이었다. 그러나 이 광기에 가까운 고집은 애국

이라는 이름의 성스러운 고집이었다. 그렇게도 심했던 일제하에 정말 김용기 같이 끝까지 지조

를 지킨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 뿐 아니라 그는 독립운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던 여러 사람을 적극 도와주었다. 그는 

가난한 사람, 실직자, 도피자(독립운동의) 등을 가리지 않고 자기 집에 숨기거나 양식을 제공하

였다. 학병이나 징병을 기피하여 돌아다니는 청년들도 이 곳에 숨어살게 한 일이 있다. 그는 이

웃을 사랑하는 일이 애국의 출발이었고 민족의 정체성을 견지하는 것이 애국의 실천이었다. 그

는 또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한국 근세사에 있어서의 “애국자”는 폭력으로 일본 사람을 죽이거나 일본 시설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일관되어 있으나 김용기의 애국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용서를 바탕으로 하는 불굴의 

저항이었다. 대부분의 애국자는 격렬하고 독선적이었으나 김용기의 애국은 조용하고 합리적이었

다. “너희들만이 애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의 충고는 오늘의 지도자들이 귀담아 들을만한 

금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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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황산의 개척과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가 일생을 통하여 추구한 이상은 가나안에서 실현되고 그 곳에서 그의 사명을 다 

했다. 그러나 그의 가나아 정착은 모세가 그러했던 것같이 복잡한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많은 

고난과 시험을 겪은 후 이였다. 봉안 마을에서 기도와 노동으로 그 날이 오기를 준비했다. 묵묵

히 저항하면서 기다리던 그 날을 기다렸다. 전쟁 말기에는 동지들의 수소문과 지하 방송을 통하

여 일본의 패망이 다가오는 것을 알았다. 용문산에 동지들을 모아 농민동맹 조직 준비에 착수하

기도 했다. 오래지 않아 그렇게 사랑하던 나라, 조국의 해방을 맞았다. 그때 하늘과 땅이 온통 

기쁨과 축복 속에 새날을 노래했다. 

우선 민족 해방의 새 역사가 열리던 그 시절 김용기는 봉안 이상촌 사업을 일단 정리하고 나

라의 건설을 위하여 사회 참여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와 독립은 저절로 오는 것

은 아니었다. 해방의 흥분이 미쳐 사라지기 전에 나라 사정은 점점 혼란과 좌절로 기울어졌다. 

당시 민중은 빈곤과 무지(80%가 비문해상태)속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글을 배운 사람

들은 제각기 애국자가 되어 정치를 논하고 제각기 정당을 만들어 앞날의 정치적 우위를 잡기 

위한 투쟁을 벌렸다. 김용기도 정치에 많은 관심이 있어 농민들을 조직하여 앞으로 정치 구조에 

민중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꿈꾸고 있었다. 여운형 선생과의 친분은 물론 그 분의 권유를 

받았으나 매사에 심중하고 겸손한 김용기는 호미와 삽을 들고 다시 흙으로 돌아갔다. 흙과 더불

어 사는 민중 속으로 돌아간 것이다.

삼각산 기슭 세검정 골짜기에 버려진 흉직하고 황폐한 과수원을 구하여 말없이 부지런하게 

농사를 지었다. 남들은 새 세상 맞았다고 서울에 모여 혹자는 정치에 혹자는 사업에 몰두하여 

정신없이 지내는 동안 김용기는 삼각산 기슭에서 묵묵히 농장을 개척하여 불과 3년 되던 해에 

“지상의 천국”같이 가꾸어 놓았다. 그러나 곧이어 어마 어마한 민족의 수난, 6.25전쟁이 일어났

다.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처 들어오고 처 들어가면서 동족이 서로 죽이고 조상들이 아

끼고 가꾸어 온 강토는 재덩이로 변했다. 파괴 후에는 건설을 해야한다.   민족이 사는 길은 건

설뿐이다. 건설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참고 부지런히 일 하는 것이다. 김용기의 이념

은 “내가 먼저 부지런히 일 하는 것이다” “겸손히 섬기면서 내가 먼저 일 하는 것이다”“내가 먼

저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몸바쳐 일 하는 것이다”

김용기는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인 1952년 5월에 용인에 있는 6만평 황무지를 구하여 

개간을 시작했다. 이 번에는 「에덴향」건설이었다. 지역사회 건설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특

히 김용기는 봉암 이상촌 건설 때부터 뜻 맞는 동지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용기는 이 「에덴향」사업을 위하여 여

기에 동참할 27명의 동지를 모았다. 사업의 목표나 방법이나 과정에 관한 모든 것을 서로 의논

하고 결정하고 또한 그 결과와 수익을 함께 나누어 갖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민사회 건설을 

위한 지역사회 조직과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건설>사업이다.  모든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사업은 

결국 김용기의 개척사업과 공동체 형성을 그 모델로 삼아야한다.

그는 우선 황무지 한 구석에 천막을 치고 그 곳에서 식구들이 함께 지냈다. 새벽 4시(겨울은 

5시)에 종을 치면 공동체 식구들이 이 천막으로 모여 새벽예배를 올리고 아침 보리밥을 먹은 

후 찬송가를 부르며 일터로 나갔다. 저녁에는 7시에 일을 마치고 돌아와 삶과 일에 관한 대화

를 나누며 식사를 마치고 10시에 잠자리에 든다. 이것이 “에덴향”에서의 하루의 일과인데 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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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인 과정을 통하여 김용기의 마력적인 인간교육, 노동교육이 실시되는 것이다.   첫째도 둘

째도 생활을 통하여 김용기의 성품과 생활철학, 지식 그리고 일하는 기술을 자연스럽게 터득하

는 것이다. 물론 그 중간 중간에는 김용기의 의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혹은 설교, 강의, 대담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육은 생활이다. 삶의 필요에 따라, 보다 값있는 삶을 위하여, 삶

의 실천을 통하여 자연스럽고, 흥미롭고, 때로는 놀라움과 흥분 속에서 값있는 인간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공동체 건설을 통한 노동과 교육의 위력은 「에덴향」안에서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인

근 마을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에덴향”안에 세운 천막 교회와 복음고등농민학원의 운영

을 통하여 인근 마을의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의 생활에 많은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  이때부터 

김용기는 이 고등농민학교를 장차 농민대학으로 발전시킬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용인의 

개척사업을 함께 시작한 정 목사는 농민교육기관 설립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어 결국 김용기

는 용인의 3년간의 피 땀나는 개척사업을 정리하고 다음 황무지인 황산리(荒山里)를 찾아 오늘

의 가나안 농군학교를 완성하게 되었다.

김용기는 1954년 11월 서울 변두리 경기도 땅인 광주군 동부면에 만평의 황무지를 구입하고 

가족을 데리고 자리를 잡았다. 우선 인근 시골집에 방세를 내면서 식구들을 정착시키고 바로 황

무지 한구석에는 천막을 치고 이것을 교회와 농장 본부로 삼았다. 이곳으로 이주해 온 시기가 

겨울철이라 김용기는 우선 광주구내 농촌의 실정을 파악할 겸 순회 농촌계몽 사업을 벌렸다. 혼

자 다닌 것이 아니라 아들 삼 형제에게 북과 트럼펫, 트럼본 등 4인조 서투른 악단을 조직하여 

다녔다.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용기의 열

성, 그 광기는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닌 광기로서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가 외친 내용

은 모두가 생활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지금의 폐습을 버리고 보다 좋은 생활

을 영위 할 수 있는 가이다. 예를 들면 새로운 경제생활, 의(衣)생활, 주거생활 등의 개선, 허례

의식의 개혁, 육체면의 생활개선, 미신타파, 이농의 방지 등 이였다. 개인이 잘살고 사회가 잘살

고 나라가 발전하는 일에 관한 것들이다. 교육은 생활이다. 교육의 내용은 생활의 필요한 것을 

다루어야 한다. 오래지 않아 김용기의 농촌계몽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광주군의 16

개면 소재지에서만 하려던 것 이였는데 다른 작은 부락에서도 많은 요청이 있어 매우 바쁜 겨

울을 보냈다.    

다음해부터는 가나안 천막교회에서 영농 강습을 실시했다. 50명의 농민을 모아놓고 1주일 간

의 영농 강습을 했다. 첫째는 김용기의 전문이요 창작인 고구마 재배와 저장에 관한 것이다. 이

러는 동안 가나안의 개척지는 늘어나고 가족을 위한 주택이 건설되고 이것이 농민교육의 교실

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5개년 계획으로 4부자가 한집에서 독립된 방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70

평 짜리 건물을 지은 것이다. 이 중에 우선 김용기의 방을 교실 또는 숙소로 사용하기 시작했

다. 김용기가 말하듯이 “집이 학교요 가족이 교사”였다. 이렇게 하는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고 단체로 교육받는 집단도 생기고 하면서 학교의 교육장, 숙소, 식당, 실습장이 오늘과 같이 

확대되었으며 1968년에는 강원도 원주군 신림면에 제2 가나안 농군 학교가 세워져 국민교육의 

장으로 확장하게 된 것이다. 

7.스리니게탄의 농촌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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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르는 칼카타의 부유한 가정에서 자리 났지만 인간성의 가치와 세계동포주의를 신봉하는 

열렬한 휴머니스트였다. 그는 당시 인도를 지배하던 카스트구조의 굴레와 식민지 정책에 영향을 

받은 신흥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으로 인한 억압과 착취 속에서 피폐할 대로 피폐한 인도의 

농촌과 그 농민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과 연민, 때로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1890년대에 

아버지의 요청으로 Shelidah 지방의 토지관리 사업을 맡을 때부터 이 정열은 더욱 강해졌다. 타

고르가 농촌교육사업을 구상한 것도 이때부터의 일이다. 그는 우선 농촌생활의 개선은 국가나 

정부에만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농촌의 진정한 개선과 발전은 농민들이 

스스로 자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디르 센과의 대

담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좀더 과학적으로 농촌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벵갈 농민들의 장래

는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느냐에 달여있다. 그것은 하느님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였다(S. Sen, 3). 그는 이미 1910년대에 자조 (self-help)와 자립

(self-reliance)이라는 용어를 썼다.

  

 타고르의 농촌사업은 농업 경제 이론과 농산물 증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

을 넘어서 마을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 주민들의 의식개혁과 교육에 일차적인 관심을 갖

는 것이었다. 즉 오늘의 지역사회교육의 구상이었다.   타고르는 원래 인간과 우주전체가 하나

라는 인도 고대 종교의 우파니샤드 철학을 근거로 그의 생각과 시작(詩作)과 교육사업을 이끌어 

왔다. 그의 “전체적 활동(total activity)”의 이상에 근거하여 지식만 전달하는 형식적인 학교를 

떠나 교육은 인간 생활의 모든 영역에 관계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이 실험은 전에 

Shelidah에서 시도한 바 있다. 그는 Shelidah에서 어린이들의 학교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문해교

육, 의식함양, 식생활개량, 건강과 위생,(특히 말라리아나 전염병 예방)등을 프로그램에 포함시켰

으며 마을의 복지기금 및 신용금고 설립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전체 생활의 향상을 도모했

다.(K. Dutta, 1995, 108)

타고르의 농촌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1912년 Sriniketan에서였다. 이곳은 

Santiniketan에서 3km 떨어진 곳으로 지금은 그가 1921년에 세운 Visva-Bharati대학의 농학부, 

사회사업부, 지역사회개발센터 등이 있는 대학 캠퍼스의 일부이다. 원래 1890년대부터 타고르는 

Shelidah에서 농촌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실험 프로젝트를 전개 하다가 1901년에는 

Santiniketan으로 이주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곳 수룰(Surul) 지구의 토지 20 에이커를 구입하여 

농촌 개량의 실험장으로 발전시키면서 이곳을 Sriniketan(풍요의 땅)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 곳

은 원래 아무 것도 없는 황무지로서 말라리아가 득실거려 주변 원주민들의 인구가 줄 정도로 

조건이 좋지 않은 곳 이였다.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타고르는 이미 1906년에 아들과 사위를 

미국 농과대학으로 유학을 보냈으며 귀국 후 1912년부터 이 두 젊은이가 중심이 되어 이 지역

의 개간을 시작했었다. 그러나, 워낙 말라리아가 많아 여러 차례 그 곳을 철수하는 어려움을 겪

었다.  1913년에는 Santiniketan의 교사 미트라를 이곳에 파견하여 그 곳에 살면서 마을 사람들

과의 접촉과 그들을 위한 농사 및 생활지도를 담당케 했다. 

그러다가 1922년에는 영국의 농업전문가인 Elmhurt를 초청하여 정식으로 농촌개발 연구센터

를 세우고 농사방법의 개량과 주민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 연구소의 창립과 

운영은 Elmhurt가 마련한 미국의 후원금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가 영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재정

적 후원을 계속됐다.  스리니케탄 사업의 첫 단계는 지역사회 조사와 새 농작물의 실험재배였

다. 지역사회 조사에서는 주변 마을의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는 것으로 스리니케탄의 직원은 물

론 산티니케탄의 교사와 학생들도 동원됐다.  농촌사람들을 찾아가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

의 문제를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Santiniketan에 있는 타고르의 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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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어 있었다. 

농촌개발연구소의 사업도 작물재배 등의 기술만이 아니라 농촌주민의 전체생활, 지역사회의 

전체적 발전을 목표로 농업에 관한 교육은 물론, 건강, 위생, 가옥구조, 식생활 개선 및 사회생

활의 모든 영역을 포함했다. 이와 같은 지도 사업을 담당할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1921년

에는 22개 마을에서 34명의 지도자를 뽑아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을 발전시켰다. 그 후에는 농

촌사회교육을 담당하는 네 개의 교육기관이 생겼다. 첫째는 남자아이들을 위한 식샤샤투라

(1921), 둘째 학교에 못간 사람들을 위한 마을학원(1930), 셋째는 마을교사 훈련소(1937), 그리

고 농촌개발 학위를 위한 대학강좌(1922)이다. 그러나 현재 스리니케탄에서는 직업과 소득증대 

등 실생활에 필요한 실업과정, 즉 가죽제품, 직조, 제본, 수예, 목공예, 도예프로그램 등의 프로

그램을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Gupta, 1983, 21)

스리니케탄은 지금 행정상으로 Visva-Bharat대학의 농촌발전학부(Institute of Rural 

Reconstruction)의 중심지로 초창기 사업을 계승하고 있는 농촌사회교육센터(Rural Extension 

Centre)를 위시하여 농촌연구센터(Centre for Rural Studies)와 농촌공예과(Centre for Rural 

Craft) 그리고 사회복지학과(Dept. of Social Work)등이 연구와 교육과 본사사업을 전개하고있

으며 이 중에 농촌 사회교육센터는 1912년부터 타고르 자신이 사무실과 침실을 가지고 활동하

던 바로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7. 맺는 말

김용기는  일생을 한결같이 기도와 노동과 교육으로 그의 꿈인 복민사회 건설에 이바지하였

다. 가난하고 어두운 고난의 땅이었지만, 이 땅을 일구어 낙원으로 만들고 그 가능성과 방법을 

뜻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실천을 통하여 가르쳐주었다.   그는 가난한 이웃 농민들에게 바람직한 

생활양식과 효과적인 농사방법을 보급했을 뿐 아니라 더 큰 사회를 위한 지도자를 가꾸는데 성

공하였다.  그러한 공로로 세계의 영예인 막사이상을 수상하였으나 이제는 반대로 그 분의 뜻과 

생활을 따르는 세계의 개척자들을 위한 일가상이 제정되어 그의 사상과 생애가 아시아는 물론 

세계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 그의 아호인 “일가”(一家)는 마침 네 “세계의 집”으

로 그 규모와 기능을 확대하게되었다.

김용기의 삶의 목표는 하늘과 땅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조화이다. 그는 직접 타고르를 인용하

면서 천지인(天․地․人)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인도의 타고르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서양

인은 자연과 흙을 멀리하고... 자연이 아닌 기계가 인간을 노예화하고 물질추구의 탐욕만 추구했

기 때문에 부패와 타락이 많다. 그 중요한 이유는 천지인(天․地․人)의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복민운동I, 153). 그래서 두 사람은 다 ”땅은 어머니요 고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의 삶의 특징은 설실학 꾸준한 것이다.  김용기는 어려서부터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받들

고 이웃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사람을 키우는 일로 일생을 바쳤다. 앞에서 언급한바 있는 

페스탈롯찌와 톨스토이를 비롯하여 이승훈, 안창호, 한병선 등 많은 선구자들이 제각기 아름다

운 생각과 정열로 이상사회건설사업에 착수했으나  이들 같이 꾸준하게 끝까지 그 사업을 성취

한 사람은 드물었다. 

김용기는 자신을 한 낫 농사꾼으로 자처하고있지만 실은 훌륭한 교육실천가요 교육이론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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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발견하게 된다. 사회적 지위상승의 도구로 전락한 오늘의 형식화된 교육, 그로 인해 방향과 

내용을 상실한 한국의 교육이 되찾아야 할 참교육의 원리와 내용과 방법을 그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 발견하게 된다. 구태여 사회교육이라는 전문용어나 방법이 필요 없다. 김용기는 봉안 이

상촌 건설과정에서 실천한 일들은 우선 ⑴사람들을 모으고, ⑵그들과 협의하여 사업을 계획하

고, ⑶서로 공부하며 가르치고, ⑷함께 도우며 일하고, 그리고 ⑸한 일을 반성하고 평가하는 것

이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지역사회조직이요 지역사회교육의 모델인 것이다.  그는 그때그때 

창의적이요 효과적인 사회교육의 방법을 활용했으며 그의 교육내용과 방법은 지금 우리나라 방

방곡곡의 농촌과 직장에서 사회교육모델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교육전문가의 입

장에서 관찰해볼 때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은 이미 봉안마을과 황산벌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시작

하고 전파됐다는 것을 단언할 수 있다. 특히 지적하고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의 치명

적인 결함은 김용기가 강조하는 정신과 원리를 결하고 물적인 변화나 형식과 선전에 관심과 노

력이 기우러졌다는 것이다.   

 이 발표에서는 우리와 같은 식민지환경에서 인도의 농민들을 위한 농촌개발사업에 공헌한 

타고르를 김용기와 비교하는 기회를 가졌다. 두 사람이 다 아름다운 생각과 고상한 뜻을 가지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던 농민을 위한 농촌 개발사업에 헌신하였다. 이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들의 사업을 지도자훈련을 위한 사회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켰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두 

사람은 각 각 농업관계자나 문학인으로서 일생 이였지만 교육면에 있어서는 특히 사회교육전문

가 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 할 만한 독특한 교육이상과 원리와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

견할 수 있다. 이러한 두 사람의 생애와 사상을 두루 살펴볼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진리는 

보편적이라는 점과 참 사랑은 봉사와 실천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

고 하늘아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아름다운 이상과 사랑하는 마음과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계로 문을 열고 그들의 이상과 원리와 사업을 나누어 갖

기로 한 것이다. 이제 김용기의 “일가”는 혈육을 기준으로 하는 일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인 “인류의 집”, 즉 타고르가 생각한 “세계의 둥지”(Visva-Bharati)로 받들고 키워 나가야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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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일가사상 세미나 참고자료-1

페스타롯찌를 찾아서

                                           황  종  건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자 치고 페스탈롯찌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페

스탈롯찌의 참된 사람됨과 사상 과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그에 대한 연구의 가치를 인식하

는 사람들은 극히 드문 것 같다. 페스탈롯찌를 낡은 시대의 쓸모 없는 유물인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페스탈롯찌를  교육의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

은 모두 참된 페스탈롯찌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페스탈롯찌는 결코 낡은 시대의 쓸모 없는 유

물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인간 이상의 성스러운 신적 존재도 아니다. 페스탈롯찌는 우리나라

의 모든 교육자와 같이 가난하고 평범한 인간이었고, 열의에 찬 교육자였고, 그리고 책임 있는 

시민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인간 됨과 사상과 생애에서 무엇을 배울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페스탈롯찌의 가치는 모든 교육자가 갖추어야할 인간에 대한 사랑, 새로운 교육방법의 창안, 한  

시민으로서의 그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이행, 하나님과 자연에 대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점과, 또한 모든 일을 실천함에 있어서 변치 않는 정열과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이다. 

 페스탈롯찌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특히 이상주의적 인도주의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에 있어서 결함이 많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에 실패를 거듭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결함과 실패는 그의 일생을 통하여 변치 않는 정직과 성실과 희생의 태도

와 실천으로 의하여 모두 감추어졌다.  오늘날 우리 교육자들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것이라고 생각된다. 교육자들이 교육에 관한 색다른 지식과 기술만이 아니라, 교육자 자신들의 

교육자로서의 사람됨과 철학과 실천적 태도를 마련하는 것이 오늘의 한국 교육에 요구되는 가

장 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가지 더 중요한 일은 페스탈롯찌는 교육을 학교 안의 어린이 

교육에 국한 것이 아니라 넓게 인간이 봉착하는 고통의 문제 해결과 사회적 발전과 관련시켰다. 

그는 항상 스위스의 농촌의 비참함에 가슴을 아파했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젊은 시절의 

노호프의 농장 경영과 빈민 구제가 그것 이였고 스탄츠 고아원 경영이 그것 이였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잊어버려지고 있는 그 옛날 저 먼 스위스 산골의 농촌 교사 페스탈로치를 

찾아보기로 한다. 필자는 다행히 1964년 9월과 1965년 6월 두 차례에 거쳐 페스탈로치의 유적

을 찾아 스위스를 방문한 바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의 생애를 더듬어 쥬리히를 찾기로 하자.

  쥬리히의 페스탈롯찌
  1964년 9월 어느 날, 나는 낯선 Zurich의 거리를 찾았다. 역전 매점에서 쥬리히 시가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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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 사 들고 뮨스타 갓세(Munster Gasse)라는 골목길을 더듬어갔다.  다행히 말이 약간 서로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친절로 이 거리까지 무사히 다다랐다. 몇 백년 묵은 낡은 교회 문 

앞을 돌아 내려가는 침침한 옛 거리이다. 동화책에 나오는 작은 창문들이 많이 달린 옛 건물들

이 줄지어 있다.  이곳에서는 아직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할 정도로 고풍이 짙은 옛집들이다. 

낡기는 했으나 모두 3층 4층의 아파트씩 건물이다.

  나는 그 거리를 왔다갔다하며 집집의 현관문을 끼웃거렸다.  낯선 동양사람이 이러는 거동을 

보고 수상하게 생각했던지, 또는 동정을 했던지, 한 청년이 내게로 다가오면서 미소를 띠었다. 

나는 곧 그에게 반가운 미소로 응수를 하고는 이곳에서 Pestalozzi가 살던 집이 어디냐고 물었

다.  마침 그 청년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 이였기 때문에 다행이었다.  그는 이 사람 저 사

람에게Pestalozzi의 옛집을 물어 보고는, 나를 그 집으로 안내해 주었다. 바로 뮨스타 갓세 

(Munster Gasse) 3번지이다. 1층과 2층 사이 벽에 “요한 하인리히 페스탈롯찌가 이곳에서 살았

었다”는 표시판이 있었다.  2층 창문이 열어져 있는 것을 보니, 지금은 딴 사람이 사는 모양이

다.  이곳이 바로 페스탈롯찌가 그의 어린 시절과 청년기를 보낸 『삶의 터전』이였던 것이다.

  페스탈롯찌의 어린 시절을 살펴 볼 때, 그는 남자아이로는 남달리 외롭고 조용한 생활을 가졌

다.  왜냐 하면, 페스탈롯찌가 5세였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며 그의 형은 일찍 세상

을 떠났다. 그에게는 아주 현명하고 절제 있는 어머니 스산나가 있었지만, 부지런하고 충실한 

가정부 바베리 아주머니가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여자들이기 때문에 페스탈롯찌에게 남자로서

의 영향을 주는 가족 성원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페스탈롯찌의 성격적 특징을 형성하는 데에 

커다란 역할을 한 요인이 바로 그러한 가족 관계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페스탈롯찌에게 강한 인격적 감화를 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다름 아닌 페스탈롯찌의 

할아버지이다. 할아버지는 쥬리히에서 약 15리 가량 떨어진 시골 횡그(Hong)라는  교구의 목사

이었다. 아홉 살 때부터 페스탈롯찌는 여름 방학중 몇 주일씩 이곳 할아버지가 일하는 시골에 

가서 산 인생경험을 하였다. 이곳 횡그는 리마트 줄기를 내려다보는 작은 언덕 위에 자리잡은 

아름다운 고장이었다. 페스탈롯찌는 이곳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깨끗하고 건전한 농촌생활을 관

찰하면서 할아버지의 헌신적인 목회생활에 깊은 관심과 존경을 품게 되었다.  그가 학생 시절에 

목사 되고자 한 의도가 여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본다. 페스탈롯찌의 일생을 지배하는 가장 값있

는 성장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할아버지는 매일같이 교구의 학교, 빈민, 병자를 

두루 순방하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를 하였다. 어린 페스탈롯찌

가 일생을 두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민중에 집념을 갖고 모든 것을 남을 위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은 이곳 횡그(Hong)에서 할아버지의 사업과 민중생활의 현실을 직관하면서 굳어진 그의 삶의 

진수인 것이다.

노이호프의 농장
   나는 쥬리히의 번화가를 지나 역전에 다다랐다. 그리고 노이호프를 찾아가기 위하여 부르크

(Brugg)로 가는 2시 반 기차에 올랐다.  부르크까지 기차로 약 30분이 걸린다. 노이호프는 부르

크에서도 12킬로나 떨어진 한적한 시골 변두리에 자리잡고 있다.  이 마을을 비이르(Birr) 라고 

한다.  이 마을의 교회당 못 미처에 옛 초등학교 건물이 있고, 그 건물 뒷담 밑에 페스탈롯찌의 

무덤이 장식되어 있다. 노이호프는 이 무덤 있는 곳에서 약 15분 걸어가면 다다를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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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위치하고 있는 2층 건물 두어 개와 창고 농토 등으로 된 일종의 농장이라고 하는 것이 좋

을 것 같다. 지금은 옛집들이 말끔히 개수되어 문제청소년들의 지도소로 사용하고 있고, 도로와 

정원이 현대식으로 손질되어 있지만, 페스탈롯찌가 그곳에서 처음 사업을 벌일 때는 손 댈 수 

없는 험한 황무지였다고 한다.  페스탈롯찌는 이 황무지 위에 자기의 위대한 꿈을 실현하려고 

계획하였다. 노이호프의 사업은 페스탈롯찌가 안나와 결혼하기 전부터 설계되었던 것으로, 안나

의 동의와 협조가 없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페스탈롯찌는 이곳 황무지 새 건물을 짓고 이곳을 노이호프(Neuhof), 즉 『새집』이라고 이

름지었다. 1771년에 페스탈롯찌의 가족이 이 집에 이사를 하였다. 그의 첫번 계획은 황무지를 

개간하고 이곳에 새로운 방법을 적용한 농사개량과 농촌사회 개조를 시도하는 일 이였다. 그리

고 결국에는 이곳에서의 시범을 궁핍한 생활에 시달리는 전체 스위스 농촌에 보급하는 것이었

다. 이 사업을 위하여 그는 이미 베른에 있는 실험 농장에서 오랜 동안 실습에 종사한 일이 있

었다.

  그의 사업은 농사 개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1774년에는 노이호프의 모든 시설을 빈

민 아동과 고아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20명 남짓한 빈민아동과 고

아들을 수용하여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잠재웠을 뿐 아니라, 청결과 위생과 보건에 유의한 양육

을 하였다.  그뿐 아니라, 페스탈롯찌는 그 극빈 아동들에게 적당한 작업과 교육의 기회를 마련

해 주었다. 여기에서 그는 교육에 있어서의 노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교육학적인 

설계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이상과 헌신은 그 당시의 경제 사회적 여건과 주위 사람

들의 몰이해로 인하여 결국 실패에 돌아갔다. 페스탈롯찌와 그의 부인은 어린이들에게 성한 감

자를 나누어주기 위하여 자기네들은 썩은 감자를 골라 먹었지만, 결국 페스탈롯찌의 사업이 어

려워지자, 어린이들은 도망을 하거나 그 부모들에 의하여 끌려나가곤 했다.  하여튼 페스탈롯찌

는 그의 10여년 간의 노이호프 사업이 실패하고 말았으며, 이로부터 돈 한 푼 없이 은둔생활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노이호프에서의 페스탈롯찌의 실패는 절대로 무가치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무 것도 

없는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줄기를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줄기찬 희망과 의

지는 그의 아내 안나의 이해와 협조로 인하여 재기(再起)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처지에

서 그의『재기』는 집필생활로서 그 실현을 보게 되었다. 만일 그가 노이호프의 농사개량사업과 

빈민구제사업에서 실패를 하지 않았던들 그는 사상가 또는 문필가로서의 능력이 발현되지 못했

을 것이다. 그는 이곳에서 『은자의 황혼』,『린하르트와 게르트루드』등의 단행본을  발표하였

으며, 그밖에도『법률과 영아살해』와 같은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노이호프의 사업보

다도 이와 같은 작품으로 인하여 전 유럽에 그 이름을 떨치게 된 것이다.

스탄쓰의 고아원
  그러는 동안에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났고, 그 여파가 스위스에도 미치어 왕당파와 개혁파간의 

투쟁으로 확대되었다.  보수파를 지원하는 스위스 왕당군과 개혁파를 지원하는 프랑스군 사이의 

싸움이 스위스의 여러 마을을 불사르고 말았다.  그 중에도 스탄쓰라는 곳의 피해가 심했다. 폐

허가 된 스탄쓰에는 갈 곳 없는 고아가 80여명이나 생겼다. 이 때에 페스탈롯찌는 정부의 후원

을 얻어 이곳으로 달려가 고아원을 창설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거기를 일반 사람같이 교육시

키기 위하여 자기 자신 거지의 생활을 택하였다.” 그러나 그는 과로 끝에 피를 토하는 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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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렀고, 때마침 고아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프랑스군 병원으로 사용되게 되었으므로, 사업을 

시작한지 1년이 못 되어 그는 고아원을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됐다. 여러 가지 사정이야 있었지

만, 여기에 그의 결함이 엿보인다.  그 결함은 원래 허약한 신체라는 것과, 일에 계획성이 없이 

무리를 한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그가 어떤 사업이건 끈기 있게 지속하지를 못하고 포기하기 

쉬웠다는 것이다.

  부르그돌프와 이베르동의 실험학교
  나는 1965년 가을 또다시 스위스를 찾아갔다. 이번에는 스위스 중부지방의 페스탈롯찌 유적

인 부르그돌프(Burgdolf)와 이베르동(Yverdon)을 찾아보기 위한 여행이었다.  페스탈롯찌가 새

로운 초등학교를 세우고 그의 직관교수법을 실험하여 대성공을 본 곳이 바로 여기다. 스위스의 

수도인 베른(Bern)에서 시골 언덕을 넘고 또 넘어 달음질치면 약 23킬로쯤 떨어진 곳에 부르그

돌프라는 옛 성곽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에 다다른다. 넓은 한 평지 위에 우뚝 솟은 바위산으로 

되어 있으며, 그 꼭대기 옛 성곽 안에 있는 건물이 바로 페스탈롯찌의 학교였다.

  처음에는 54세나 된 페스탈롯찌가 이 마을에 찾아와서 초등학교 교사되기를 희망했을 때, 그 

마을의 교육위원회에서는 그가 초등학교 교사로서는 가격이 없다고 하여 예비반의 임시 교사를 

1년간 허락하였다(1799년). 그러나, 페스탈롯찌는 이에 구애되지 않고 초지일관 어린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기를 갈망했으며, 또한 그가 구상했던 새로운 교수법을 실험해 보고자 하였다.  그

는 1년 간의 실험에 있어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 부르그돌프 교육위원회의 인정을 받게 되었으

며, 그 결과 페스탈롯찌는 정부의 요청으로 새로운 초등학교를 이곳에 세우게 된 것이다(1800

년). 그러나, 1804년 페스탈롯찌가 학교로 사용하던 부르그돌프의 성(城)이 베른정부의 명도령

을 받아 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니 될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페스탈롯찌는 뮌핸

붓흐제를 거쳐 1804년 10월에는 이베르동으로 학교를 이사하였다.  그 후 20여 년에 걸친 이베

르동의 사업은 처음 10년간 그 빛을 세계에 떨쳤으나 불행하게도 마지막에는 비참한 실패를 맛

보게 하였다.

   그는 은퇴한 후에도 집필생활을 계속하여 『백조의 노래』를 썼고, 그리고 가끔 이웃 비이르

(Birr)의 초등학교를 찾아가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뿐 아니라, 80이 넘는 페스탈

롯찌는 또 다른 교육 사업을 설계하였었다. 그러나, 이『영원히 젊은 노인』페스탈롯찌는 2년만

에 부릇그(Brugg)에서 이 세상을 떠났다. 눈이 덮인 2월 15일 페스탈롯찌의 병세는 더욱 악화

되었다.  가족은 그를 썰매에 싣고 그를 부르크에 있는 의사의 집 근처로 옮겼다. 하우프트가에 

있는 낡은 3층집의 2층 방이 바로 그가 세상을 떠난 곳이며, 그리고 그 건너편 집이 의사의 집

이었다고 한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류를 위한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 그리고 이것을 실천

함에 있어서의 많은 성공과 실패를 가득 지닌 채 페스탈롯찌는 다음과 같이 운명을 하고 평화

롭게 눈을 감았다.

  “나의 사랑하는 자손들아! 너희들은 결코 나의 일을 실천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은 이웃을 위하여 선을 베푸는 일이나, 빈민에게 토지를 나누어주는 일들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나의 원수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지금 나의 마음속에 평화를 갈망하는 것처럼, 그들도 또

한 평화를 갈망할 것이 아닌가... 이 지상의 생활로부터 나를 데려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다. 부디 너희들은 조용히 노이호프에 남아서 너희들의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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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이르(Birr)에 있는 페스탈롯찌의 무덤에는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교육자들이 찾

아온다. 그의 무덤 앞에는 언제나 이름 없는 꽃다발들이 놓여 있고, 그 주변에는 빨간 알맹이 

열매가 달린 작은 상록초들이 장식되어 있다.  이 곳에 페스탈롯찌가 지금도 잠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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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일가사상 세미나 자료-2

민중교육자로서의 톨스토이

                                                                       황  종  건

  사람들은 흔히 톨스토이를 위대한 문학가나 위대한 사상가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상 그의 일생은 대부분 문학작품의 집필과 후일의 인도주의 실천운동으로 바쁘게 보냈다.  그러

나 그 사이 사이에는 농민학교를 세워 실험적인 자유교육을 실천했고 야스나야 뽀리아나 교육

주보를 통하여 톨스토이는 그 때 이미 오늘의 민주주의 교육이상과 새교육 방법의 모형을  제

시한 것이다.  후년에는 러시아 민중들을 위한 교양독본을 집필 출판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민

중들을 위한 문해교육발전에 이바지한 바 컸다.  특히 그가 집필하여 출판한 여러 권의 초등교

과서는 당시 러시아 전역에 보급되어 새로운 국민교육 개척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그럼으로 

여기에서는 톨스토이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민중교육의 실천과 그의 새로운 교육이론을 중심으

로 교육자로서의 톨스토이를 정리하여 방향감각을 상실한 현대교육의 나갈 길을 제시하고자 한

다.

  그의 배경

  톨스토이는 1828년 모스코바에서 약 170키로 떨어진 야스나야 뽀리아나의 귀족 가문에 태어

났다.  그러나 그는 두 살때 어머니를 여이고, 이어 여덟살때 아버지 마저 돌아가시어 어린 시

절을 숙모인 유시코흐 부인 밑에서 자라게 되었다.  톨스토이는 1843년 15세에 카산대학에 입

학하여 처음에는 동양어를 공부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법률로 전공을 바꾸었다.  이때의 톨스토

이는 매우 감성적이고 혈기가 왕성했을 뿐 아니라 매우 비판적인 청년으로 그 당시 대학교수들

의 고루하고 형식적인 강의에 매우 비판적인 불만을 품었다.  이 세상의 가장 참된 것을 찾아 

헤매던 젊은 톨스토이를 둘러싸고 있던 그 당시의 러시아는 암흑과 혼돈에 가득차 있었다.  갈

등과 외로움 속에서 헤어나기 위한 톨스토이는 세속적인 쾌락과 데카단의 늪으로 빠져들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1847년에는 대학을 중퇴하고 고향 야스나야 뽀리아나로 돌아가 자리를 잡으

려고 하였으나 여의치못해 다시 폐태르스부르그로 나가 취직을 하였다가 역시 대도시에서의 향

락적인 생활을 청산 하지 못한 채 한동안 방황하는 생활을 계속했다.

  그러다가, 1851년 코카사스 지방에서 포병장교로 있던 형 니코라이의 충고와 권유로 군에 입

대하여 아름다운 산과 들이 펼쳐진 코카사스로 삶의 자리를 옮김으로 톨스토이의 새 인생이 열

리게 된 것이다.  코카사스의 아름다운 대자연에 파묻쳐 나날을 보내는 동안 톨스토이의 생명 

속에 깊숙히 숨어있던 아름다움의 갈망과 진실추구의 씨가 움트기 시작했다.  그는 병영생활을 

하면서도 붓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다.「유년시절」,「소년시절」,「지주의 아침」,「코카사

스」,「습격」등의 작품이 이 시절에 쓰여져 러시아 문단에 발표되기 시작했다.

  야스나야 뽀리아나의 농민학교

  야스나야 뽀리아나(Yasnaya Polyana)는 모스코바에서 키에프로 가는 도중, 나무숲으로 둘러

싸인밝은 평원에 자리 잡고 있는 톨스토이 가문의 영지(領地)로서 톨스토이는 어린 시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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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일생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살았다.  톨스토이는 귀족 계층의 울타리 속에서 자라났고 귀족

문화 속에 길들여진 자기 자신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으며 당시 러시아 귀족의 불공평한 특권

과 사치스러운 생활양식에 대한 강한 반성과 비판 속에서 괴로워했다.  그는 일생동안 참회와 

보상으로서의 민중에 대한 관심과 인도주의사회운동에 앞장을 서게 된 것이다.

 

  1847년 나이 19세 때에 톨스토이는 그 동안의 방황과 좌절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도하

기 위하여 카잔대학을 중퇴하고 고향 아스나야 뽀리아나로 돌아가 새로운 방법의 농사관리와 

지주․소작인사이의 관계개선과 농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가 농민자녀들을 위하여 학교설립을 시도한 것도 이때의 일이었다.  그후 10년후인 

1857년 톨스토이는 본격적으로 자기집 부속건물에 학교를 세우고 농촌아동교육에 착수했다.  

1860년에는 교육시찰을 목적으로 유럽여행을 하였으나 엄격한 독일학교에서의 임금을 위한 기

도, 체벌, 암기 등을 관찰하고는 실망하고 돌아왔다.

  야스나야 뽀리아나 학교는 3개 학급으로 편성되었으며 아침 8시 톨스토이의 조수인 교사가 

현관에서 종을 치면 학생들 모여들었다.  학교의 교칙과 분위기는 그 당시 다른 학교에서는 상

상도 못할 자유분위기 속에서 아동들의 개성이 최대로 존중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숙제를 내

주지 않으며 지각을 해도 야단을 치는 일이 없다.  교실 안에는 어린이들의 좌석이 정해져있지 

않고 어디 어떤 모양으로 앉아도 상관이 없었다.  그리하여 어떤 아이는 교실 바닥에 비스듬히 

앉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창가에 기대앉기도 했다.  수업시간도 엄격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1시간 예정이던 수업이 2시간 3시간까지 계속될 수도 있었고 4시간 짜리 수업이 3시간이나 2

시간에 끝나는 수도 있었다.  언제나 교사는 열심이었고 어린이들은 공부하는 것이 재미 있었

다.

  톨스토이에 따르면 교사가 가르쳐 준 것을 어린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그 책임이 어린

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이해하도록 설명해주는 능력이 부족한 교사에게 있다”는 것

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교사는 같은 것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수업이 끝난 후 아이들과 함께 숲속을 산책하기도 하고 어린이들의 집앞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

다.  교사와 어린이들이 보다 친밀한 인간적인 대화를 즐기는 시간이었다.  그는 야스나야 뽀리

아나 이외의 다른 11개 마을에 이와 같은 학교를 세우고 주로 대학생들을 교사로 활용하였으며 

교사들은 일요일에 야스나야 뽀리아나로 모여들어 톨스토이를 중심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수

업보고와 다음주의 계획을 짜는 것이었다.  톨스토이는 마을 안에 다른 특별한 학교를 세워, 다

른 일반초등학교 졸업생 중에 우수한 아이들을 교육하여 후에 일반초등학교의 교사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1860년에는 국민교육조합설립을 계획하고국민교육론을 집필하였다.

  한편 톨스토이는 스스로 어린이들을 위한 교과서를 편찬하였으며야스나야 뽀리아나라는 

제목의 교육주보를 발간하여 그의 새롭고, 혁신적인 교육이론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톨스토이

의 민중교육이 어떤 위험한 사상이나 정치적 배경이 있을지 모른다는 경찰당국은 톨스토이가 

없는 틈을 타 야스나야 뽀리아나를 습격하여 가택수색을 하는 바람에 가구가 파손되고 등사기

가 압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에 격분한 톨스토이는 “토지를 팔아 러시아를 떠나겠

다고 까지 말하며 흥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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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2년 톨스토이는 부인 소피아와 결혼하여 가정생활의 행복을 누리면서 계속 농민교육사업

과 집필생활에 열중하였다.  이 해에 나온 글중에 교육에 관한 것은국민교육에 관하여읽

고 쓰기 교육방법에 관하여등이다. 그 유명한「전쟁과 평화」,「안나카레리나」가 이곳에서 

집필되었으며 그밖에「진보와 교육의 정의」,「국민교육론」,「초등교과서」등의 소설과 논설이 

이 시기에 발표되었다.

  작품을 통한 민중교육

  톨스토이는 원래 관찰력이 풍부했고 분석력이 예리했다.  그는 매우 건강하고 정열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작품생활은 대단히 생산적이었다.  그는 1864년에「전쟁과 평화」를 집필하기 시

작하여 1868년에 완성하였다.  그후 다시 국민교육 문제에 몰두하여 1871년 이후에는「초등교

과서」를 집필하기 시작하였으며 1872년에는「카프카스의 포로」「하나님은 진실을 알고 있

다」를 그리고 1875년에는「새 초등교본」1, 2, 3, 4, 권을 발행하였다. 그 뿐 아니라「안나 카

레니 나」를 쓰기 시작한 1873년에는 가족을 데리고 사마라 지방에 가서 그곳의 빈민구제사업

에 힘을 기울인 일이 있다.  그리고 그 당시「읽기 쓰기 교육방법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모

스크바신보”에 그리고「사마라지방의 굶주림에 대하여」라는 글을 “ 모스크바신문”에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이미 전쟁과 평화를 완성한 1869년부터  어린이 및 민중들을 위한 국민교육과 빈민

구제사업에 몰두하기 시작하였다.

  한 가지 주목을 끄는 것은 이시기에 톨스토이의 인생에 있어서 획기적인 방향전환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 동안흥미 위주의 낭만적이요 감상적인 얘기 줄기로 이어지는 인기 

있는 소설과 그런 작품이나 쓰고 있는 자기자신의 작가적인 활동 자체에 대하여 비판적이요 

회의적이었다.  그가 집필 중에 있던「안나 카레리나」의 내용이나 스타일 자체에 대해서도 불

만을 품고 이 작품을 예정보다 앞당겨 끝을 맺고 말았다.  1877년「안나 카레리나」의 집필을 

끝낼 무렵부터 톨스토이는 그의 사상, 작품 그리고 생활 양식을 종교적이요 철학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자연주의적 바탕 위에 금욕적인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귀족계층

에서 탈출하여 민중속에 섞이어지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톨스토이는 심각한 사색,  

고민, 자기비판의 고통을 체험하였으며 1879년에는「참회록」을 집필하여 이를 “러시아 사상”지

에 발표하기 시작했다.

  톨스토이의 가치는 정직과 솔직함이었다. 그는 지금까지의 그의 작품들이 주로 귀족, 부자,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과 또한 이 작품들이 

귀족이나 부자나 지식인들에 의해서만 흥미 있게 읽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커다란 불만을 

품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는 1881년부터 배우지 못한 몽매한 민중들을 위한 읽을거리로 많

은 민화(民話)를 발표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글로는「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이반이릿치의 

죽음」「나의 신앙」「하나님은 진실을 아신다」「두 형제와 황금」「두 노인」「바보 이반 이

야기」「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등이 있다.  모든 것이 민중들을 위한 계몽과 교육의 글들

이다.

  이것은 오늘의 문해교육독본 또는  문해후( post literacy )성인들을 위한 읽을거리로서 우리 

나라는 물론, 2000년을 목표로 하는 유네스코의 “모든 이를 위한 교육” 캠페인의 중요한 길잡

이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작품을 통한 민중교육이란 말은 비교적 교육의 수준이 얕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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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이 책을 통하여 스스로 자신들의 문화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해교육을 말한다.  톨

스토이는 수준 높은 문학작품만이 아니라 민중들을 위한읽을거리를 많이 발표하여 각개각

층의 사람들의 자기성장과 삶의 형상의 커다란 공헌을 한 점으로 위대한 교육자, 사회교육자라

고 불러 마땅한 것이다.  특히 위대한 문학가의 작품에 걸맞게 그 얘기 줄거리의 흥미진진함과 

문장의 아름다움과 그 내용의 교양적 가치는 마치 기독교 복음서와 비길 수 있다는 평을 들었

다.

  이때부터의 톨스토이의 관심은 민중의 생활에 깊게 메어졌으며 그의 작품내용과 활동은 사회

교육 그 자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위대한 문학가이외의 사람, 즉 교육가

로는 평가하지를 않았다.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비한 생명체인 

인간의 바람직한 성장과 그 완성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인간적 환경, 문화적 환경과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 없는 충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중에도 책

은 우주의 진리와 진실의 길이 숨겨져 있는 보고 (寶庫)이며 독서생활은 진실의 길과 인간완성

을 위한 노력인 것이다.  책과의 엔카운터 즉, 독서와 사색은 최근 제기되기 시작한 바람직한 

교육방법으로서의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 그 자체로서 이 방법은 문자문화가 발달

하기 시작한 그때 부터 이미 대표적인 교육방법으로서 문해교육 또는 문해생활의 기초가 되어 

왔다.

  교육사상

  톨스토이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휴머니티(humanity)이며 인간들이 노력해

야 할 최고의 목표는 사랑하는 마음과 착한 행실 즉, 선(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휴

머니티는 누구에게나 있으며 또한 누구나 다 진리를 갈망하고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은 특수층의 소수인에게만 제한 되서는 안되며 모든 배경의 어린이들과 성인들에게 

개방되어 한다고 주장하였다.  톨스토이의 번민은 근본적으로 실존주의적 질문으로 시작된다.  

삶의 근거는 무엇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진실은 무엇인가？ 

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당시 교회의 신비주의와 미신

적인 면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는 교회의 형식과 리츄얼(의식) 보다는 예수의 교훈과 예수의 

생활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4복음의 통일과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  톨스토이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사

람들이 갈망하는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다. 그의 교육의 궁극

적인 목적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다른 인간들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사는, 착한 개인들을 

만드는 것으로서 이것은 또한 종교와 철학과 과학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였다.

  톨스토이는 그의「국민교육론」에서정부와 공공사회는 민중들을 교육하려고 하고 또 민중

들은 누구나 교육을 원하지만, 실제로 학교는 민중들의 혐오와 반항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하였

다. 그는 그 당시의 국민교육 즉, 정부나 공공사회가 지원하거나 권장하는 초등학교교육의 모순

으로 교육목적의 모호성과 교육방법의 형식성과 강제성을 들고 있다.  그는 그 당시 200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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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교육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의 초등교육을 시찰하고 커다란 경악과 실망을 느끼고 돌아왔다. 

즉 어린이들에게 가해지는 암기와 체벌 등 엄격한 규칙과 억압적 훈련방법을 비판하였으며 정

부나 지식층중심의 교육목표와 기준은 무가치하고 실현성이 없다고 하였다. 그는 독일의 부모들

이 그들의 자녀를 학교에서 졸업시켰다고 말 할 때, 실제로는 “학교에서 해방시켰다(schulfrei)”

라고 표현한다는 예를 들었다.

  그는 그 날의 대부분의 학교는학생들이 배우기 좋게가 아니라, “교사가 가르치기 편리하

게만들어졌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학습에 필요한 자유로운 질문, 서로의 대화, 그리

고 자유로운 움직임 등이 교실에서는 금지되고 만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비유하기를 마치양

떼를 위한 목자가 아니라, 목자를 위해 존재하는 양떼와 같다고 하였다.  톨스토이는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자유와 개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최근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의 가치가 인정

되는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어린이들의 개성에 따라 보다 다양한 방향과 내용과 방법이 자유자

재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구상하였던 것이다.  톨스토이에 있어서 자유는 인간 생활

에 있어서최고선이다. 그리고 개성의 신장은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풍부한 

정보와 과학적 지식을 갖춘 개성이 자유롭게 발달할 때만이 그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의 한 경

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야스나아 뽀리아나의 학교는 이와 같이 어린이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자유학교요 누구에게나 개방된 열린 학교였다.  톨스토이는 교사의 인간성을 강조하였

으며 특히 교직에 대한 애착심과 충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교육에 있어서 교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정직해야 하며, 어린이에 대해 솔직해야 한다는 것이 톨스토이의 가장 중요한 교육철학이

다.  그러므로 교사는 자기반성과 자기분석을 통해서만 진보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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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부분 토론 자료

사회교육자로서의 김용기 선생
- 타고르와의 비교

강태중 교수(중앙대학교)

탐구 대상이 되시는 일가 선생님에 대한 앎의 부족함이나 탐구 결과를 발표하시는 

황종건 선생님의 학덕에 멀리 쳐져 있는 형편을 감안하면, 제가 이 토론에 나설 처지에 

있지 못함이 자명합니다. 토론 요청을 말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저로 하

여금 이 자리를 메우도록 하였습니다. 일가 선생님에 대한 저의 외경(畏敬)이 그러한 

의무감을 느끼게 하였을 것이고, 그 분을 기리는 여러분들이 저 개인이나 사회에 베풀

어 오신 음덕이 그러한 의무감을 느끼게 하였을 것입니다. 부족한 토론에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짧은 생각을 정리합니다.

황종건 선생님께서는 일가 선생님의 사회교육적 삶이 이른바 세계적인 위인들의 삶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십니다. 교육의 성자라고 불리는 페스탈로찌, 세계적인 문호

이자 신앙인인 톨스토이, 아시아의 시성으로 칭송되는 타고르 등을 직접 거명하시며 그

들의 삶이 일가 선생님의 삶과 유사한 데가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삶이 유사하

지만, 그들의 삶이 일가 선생님의 경우처럼 일관되고 불굴의 것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

시며 일가 선생님의 삶을 높이 기리고 있습니다. 다만, 타고르만이 일가 선생님에 견줄

만하다고 보아 비교하십니다.

황종건 선생님께서 주목하시는 일가 선생님의 삶의 면모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사회교육(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교육)이라는 측면에 대체로 국한하

여 주목하시는 부분입니다.

우선, 일가 선생님께서는 지역사회 교육을 완전한 모습으로 구현하셨습니다. 황종건 

선생님의 말을 빌리면 “지역사회 조직과 지역사회 교육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가 선생님의 포괄적인 사회 교육 운동의 성과는 “물질 면의 발전”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신념과 사랑과 협동”까지 일구어 냈습니다. 황종건 선생님

께서는 이러한 성과가 일가 선생님 자신의 신앙 생활과 인간 관계 그리고 이에 기반을 

둔 계몽 교육을 통하여 얻어졌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운동의 모범은 60년대

의 지역사회 개발 사업이나 70년대의 새마을 운동의 원형을 이룬다고 평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황종건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일가 선생님의 삶의 모든 모습이나 

성취가 다름 아닌 “끝까지 꾸준하게” 이상을 향하여 나아간 삶의 과정이자 결과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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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여겨집니다. “성실한 생활과 꾸준한 생활”의 미덕이야말로 일가 선생님을 범인

으로부터 구분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이러한 미덕은 신앙과 애국심 그리

고 여기에 바탕을 둔 “봉사와 실천”으로 드러났던 것이었습니다.

과도하게 요약하여 본의를 왜곡한 점이 없을까 걱정되기는 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황

종건 선생님의 정리가 일가 선생님의 사회교육적 족적을 살피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고 여깁니다. 저는 이러한 도움을 기반으로 좀 더 상세하게 일가 선생님의 사회교육 사

상을 탐구하고자 한다면 어떤 점을 고려하여야 할지 두 가지만 제안하는 것으로 토론

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일가 선생님의 교육 사상은 필경 신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가 선생님

의 신앙에 대한 이해 없이 그의 사상을 추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일가 선생님의 

신앙은 말과 글로 드러난 부분 외에 그의 일상에 배어 있었던 부분이 작지 않다고 여

겨집니다. 따라서 일가 선생님의 일상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작업을 통하여 

그의 신앙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가 선생님의 신앙을 

다루는 이미 발표된 논문이나 글들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일가 선생님의 교육 사상을 한 획으로 정리하기보다 다수의 획으로 구분하여 정리하

는 것이 타당하리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의 50년여의 공적으로 드러난 삶의 과정에서

만 보더라도 사상의 변화를 겪지 않았을 리 없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봉안 이상촌 건설에서부터 가나안 농군학교 설립과 복민운동의 체계화까지, 일가 선생

님 개인사의 획기적인 사건들을 받치고 있을 사상이 서로 구분될 여지도 있으리라고 

여깁니다. 이들을 한 마디로 묶는 데는 무리가 따르리라는 생각입니다.

일가 선생님의 삶은 뜻이 길을 열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더할 나위 없는 표본이라

고 여깁니다. 뜻으로 열어간 개인사는 어쩌면 스스로 깨우치며 이웃을 이끌어 간 역사

일 것입니다. 즉, 스스로 교육하고 이웃도 가르친 역사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가 

선생님의 삶이 지니는 교육적 의미는 지대하다고 여깁니다. 모쪼록 오늘과 같은 모임이 

더욱 번창하길 빕니다. 일가 선생님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그 이해를 공유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성장에 좋은 거름을 퇴적시키는 일이 되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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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교육부분 토론 자료

사회교육자로서의 김용기 선생
- 타고르와의 비교

오혁진(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오늘 황종건 교수님께서 일가선생의 사회교육사상에 관하여 발표하신 것은 그 사실만

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 한국 사회교육 실천의 역사상 개척자적 위치를 차지

하고 있는 일가선생에 대하여, 우리 나라 사회교육 연구의 역사상 가히 대부라고 칭할 

수 있는 황종건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이다. 범접하기 어려운 위인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역시 그에 상당하는 위인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황종건 교수님은 일가선생의 사회교육관을 포괄적인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인도의 타고르를 일종의 비교 대상 및 즉, 거울로

서 제시하고 있다. 황종건 교수님은 두 인물의 비교를 통해 다음의 몇 가지 점을 우리

에게 시사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먼저, 타고르의 지역사회개발과 사회교육사업을 서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듯이 일

가 선생의 이상촌운동과 사회교육사업도 이와 같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교육의 의미를 

공동체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함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다. 사회교육의 초기 역사를 개괄

해 볼 때 그 역사는 곧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역사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교육이 인간의 전체적인 삶의 맥락을 떠나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요즘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학을 하나의 독립된 순수학문으로 만들려는 경향, 

즉, 총체적인 삶으로부터 이른바 고유하고 투명한 교육적 개념을 분리함으로써 지적인 

희열과 학문적인 자존심을 추구하는 데 일차적인 관심을 쏟는 일단의 관념주의적 경향

에 대해 주의의 환기를 요구한다. 

한편, 황종건 교수님은 일가선생과 타고르의 사회교육사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진정

으로 사회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 주었

다. 신자유주의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의 격랑이 부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경제발전이 어떤 원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는 것이다. 일가선생의 

사회교육사상은 이른바 인간의 전인적인 성장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교육이 인

간의 정신적인 가치를 경시하고 물질적인 가치만 중시할 때 사적으로는 상업적인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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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적자원개발로 흐를 우려

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황종건 선생님에 의해 해석된 일가선생의 사회교육사상은 현대

에 ‘평생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공동체를 강조하는 

‘사회교육’이 어느덧 연령을 강조하는 가치중립적인 ‘성인교육’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더욱 애매모호한 ‘평생교육’으로 바뀌게 되면서 소위 평생교육의 관계자들은 정체성을 

상실한 채 물질교육의 바람과 인간의 마음이 배제된 인적자원개발의 풍랑에 휩쓸려 가

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런 관점에서 황종건 교수님에 의해 해석된 타고르와 일가선생의 

사회교육사상은 역시 사회교육에는 철학과 사랑이 그 근본이 되어야 함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황종건 교수님은 일가선생의 사회교육 활동을 모두 공동체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

다. 그가 설계하던 복민사회는 바로 민주주의를 기초로 하는 “복지사회” 건설이었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언급한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참다운 가치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범

인(凡人)들에게 그나마 쉽게 공동체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인 메

타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평생교육분야 일각에서 학습공동체의 가치를 서양식의 

합리적인 민주주의 가치에 기초하려는 입장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기에 약간

의 사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흔히 민주주의를 합리적인 공동체를 지켜 나가기 위한 

최고의 원리로 인정한다. 그러나 일가선생이나 타고르가 추구했던 공동체는 서양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되 그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 가차없이 배척하는 것이 계약적 공

동체가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과 부족함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관용과 희생의 공동체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가선생이 추구했던 공동체적 교육은 단지 일반적인 의미에

서의 ‘민주주의’ 그 이상의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단순히 주관적으로 소속감을 느

끼며 서로 최소한의 규칙을 지켜 상호이익을 극대화하는 일반적인 사회 조직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솔직히 나누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서로의 짐을 져 주고, 피차 격

려하며,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며, 서로 중보의 기도를 해 줄 때 비로

소 가능해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합리적 공동체

가 구성원들의 텃세와 견제에 의해 들어오기는 어렵고 쉽게 실망해서 나가기는 쉬운 

공동체라고 한다면 일가선생이 생각한 공동체는 누구든지 이끌려 들어오기는 쉬어도 사

랑과 희생에 얽혀서 나가기는 어려운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한다. 

한편, 황종건 교수님은 일가선생의 사회교육사상을 주로 봉안이상촌 개척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고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일가선생의 사회교육의 특성을 파악할 때 시기적

으로 봉안 이상촌 및 에덴향 개척시절과 같은 공동체 기반의 사회교육과 가나안 농군

학교를 설립한 후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사회교육의 시기를 나누어 분석하는 것도 의미

가 있다고 생각된다. 짐작컨대 전자의 경우 의도적인 교육보다는 공동체에서의 자연스

러운 ‘학습’에 비중이 있었다면, 후자는 보다 의도적인 수준에서의 ‘교육’에 보다 비중

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자의 교육이 공동체적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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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음의 직접적인 교류였다고 한다면 후자는 이것을 정리하고 체계화하여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전자가 그 확대범위가 좁은 반면 그 영향력이 좀더 전

인격적, 직접적이었다고 한다면 후자는 그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 반면 그 영향력이 좀

더 단편적, 이론적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일가선생의 사회교

육사상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 기도와 노동과 진리탐구의 샘

물이 흘러 넘치는 공동체가 먼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진정한 의미의 사회교육이란 기도와 노동과 교육을 통해 어우러지는 공동체

의 구현과 다르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준 황종건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

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