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朝鮮大學 設立同志會 入會 勸誘文

湖南地方에完全한綜合大學을세워湖南의秀才와朝鮮各地의英才을모아

서培育하자는生覺과文化는언재든지英才가創造發見하여一般國民은그

文化를享有하며悅樂하는것이文化進展의現象이고보매朝鮮의文化를世

界水準에急速히따러넘게하는데는個性敎育體系를完立하며過去의同型

彫塑的이고綜合的이엿든敎育에反하여個性의本質과特殊能力을發揮식

힐수잇는個性敎育을하고저하는敎育理想과敎育의分野에잇서서學資의

裕貧으로서英才의輝沒을左右치안케하자는生覺과過去의敎育이敎室과

社會現場과의遊離가넘어나甚하여實際的이안히엿기때문에敎育理想과

社會現實과의背理와遊離가나은生産의非合理社會生活의沈滯와憂鬱發

明의沮害明朗과希望의缺乏等을克服하자는生覺들이合하여上記한理想

을具現할수잇는朝鮮大學을設立하고저具體的으로朝鮮大學設立同志會

가設立되였습니다그러나이大學園은우리의새멘트工場유리工場製鐵所

가돌고山板에가늘한나무가큰後에또는우리의學界指導者들이그全部가

世界水準을凌鴐하게된다음에비로소建設하자고하면몃해걸릴년지모르

며只今이땅을물러간日本人은발서秩序를세웟고産業과敎育에擧國的으

로力量을集中하여實力을養成하고잇서서우리와의對比는問題도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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只今이라도外力이干涉치안흐면再侵略은茶飯事이고보매우리는于先우

리의前進을妨害하는退嬰的我執과固陋한形式을果敢히一擲하고우리의

全施設을極限活用하며우리가아는知識範圍內에서라도後進을晝夜不問

하고敎育하여우리祖國을光復하지안흐면안이될것임니다世界所謂文化

國이그近代的大學中學小學의敎育體系를採用한것이不過幾年에지나지

못한것을回顧할때에우리들은黃土로라도담을싸고창오지로라도문을발

나서허청에서라도한字를아는사람은한字를모르는사람의게가라치여우

리는우리民族文化을建設하여야할것임니다朝鮮大學設立同志會는이러

한覺醒과決心에서于先朝鮮大學園을設立하여晝夜로朝鮮의俊才를敎育

中에現下混亂과窮乏한處地에서萬難을물니치고壯大한抱負와堅固한信

念을가지고誕生한이大學園이世界列强의어느歷史的大學보다도卓越한

敎育機關이되여서우리들을이塗炭과慘境에서救援할수잇는民族的指導

者들이數千數萬이培育되옵도록祝福하시는마음으로朝鮮大學設立同志

會會員이되시여一心同力하시여주시옵

附記 : 이글은 나중에 設立精神 , 設立者精神 또는 근자에는 조선대학교 설립동지회

발기 선언문 이라는 이름으로 불려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文章形式으로 보

아 標題와 같이「朝鮮大學 設立同志會 入會 勸誘文」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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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 설립동지회 입회 권유문

호남 지방에 완전한 종합대학을 세워 호남의 수재와 조선 각지의 영재를 모아

교육하자는 생각과, 영재가 발견하고 창조한 문화를 일반 국민들이 누리고 즐기

는 것이 문화 발전 현상이라는 점에 비추어, 조선의 문화를 세계 수준 이상으로

이끌고, 과거의 일률적이고 종합적이었던 교육을 넘어서 개성의 본질과 특수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성 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육의 이상과, 교육을

하는데 있어 학비의 부족함으로 인해 영재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

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생각과, 과거의 교육은 실제적인 면이 부족하여 교실과

사회 현실의 괴리가 컷다는 점과 그로 인해 생산의 비합리, 사회생활의 침체와

우울, 발명의 저해, 명랑과 희망의 결핍 등이 야기되었다는 점을 극복하고자 하

는 생각이 합하여, 이러한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조선대학을 만들고자 조선대학

설립동지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학원은 우리의 시멘트 공장, 유리 공장, 제철소가 가동되고, 제한

구역에 있는 작은 나무들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다린 다음에, 우리의 학계 지도

자들 모두가 세계 수준을 능가하게 된 다음에, 비로소 건설하고자 한다면 몇 해

가 걸리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땅을 물러간 일본인들은 벌써 질서를 확립했고,

산업과 교육에 거국적으로 역량을 집중하여 실력을 양성하고 있어서 우리와 대

비될 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외세의 간섭이 없다면 재침략은 다반사일 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선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퇴영적 아집과 고루한 형식을

한 번에 과감히 버리고, 우리의 모든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가 아는 지식

범위 내에서라도 후진을 밤낮 가리지 않고 교육하여, 우리 조국의 영광을 회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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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소위 세계의 문화국들이 근대적인 대학, 중학, 소학

의 교육 체계를 채용한 것이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다는 점을 회고할 때, 우리들

은 황토로라도 담을 쌓고, 창호지로라도 문을 발라, 헛간으로 된 집에서라도 한

자를 아는 사람은 한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서, 우리 민족 문화를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대학설립동지회는 이러한 각성과 결심으로 조선대학원을 설립하여 밤낮으

로 조선의 영재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장대한 포부와 견고한 신념을 가지고 탄

생한 이 대학원이 지금의 혼란과 궁핍한 처지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역사

적으로 세계열강의 어느 대학보다도 탁월한 교육기관이 되어, 우리들을 이 곤궁

하고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할 수 있는 민족 지도자를 수천수만 명 양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조선대학설립동지회회원이 되시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

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