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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理念의 鼎究

---基魔主義를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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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序言 : 時代的 要請우로서 의 韓國敎育哲學定立의 問題

이번에 본 교육철학연구회에서는 월례발표회 150회 를 맞이하는 것을 기념하는 특별기획

으로서 향후 세번에 결쳐 「한국교육철학의 모색」에 대하여 다루게 되었다. 이념론， 수용론，

방법본이 그것이다. 냐는 첫번째 말표자로서 「이념폰--기초주의를 중심으로」를 맞으게

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로 기초주의에서 본 이녕론을 다루게 될 것이다.

생각컨대， 한국교육청학의 정랩에 관한 문제 의식은 나 개인적인 경우만 하여도 이미 30

여년래의 일이라고 하겠다 ( 1)

그러면 요늘날에 있어서도 「한국교육철학의 모색」이 論題로 다루어지게 되는 까닭은 무

엇인가? 단적으로 말해서 이 논제가 앞으로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는 교

육철학적 인식에서이요， 그러면서도 이에 대한 대표성을 지닌 교육철학을 찾아 볼 수 없다

는 공통된 문제의식에서 오는 일이라고 하겠다.

사실， 1957년 새로운 교육철학으로서 「기초주의」블 命名한 당시의 학계의 情況을 보더라

도 두 가지 시대적 요청이 감지되는 일이었던 것이다. 즉， 하나는 대내적 요청이요 또하냐

는 대외적 요청이었던 것이다. 이중 대내적 요청이란 8. 15 광복 이후 새로운 민주국가 건

섣에 주력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을 主導할 교육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었다. 여기에

자연 우리는 새술은 새부대에라는 생각에서 새로운 교육철학의 정랩을 생각치 않을 수 없

었던 것이다.

한펀， 대외적 요청이란， 당시 제 3 의 교육철학 출현 대망의 소리가 높았던 것이다 (2) 따

(l) 그 구체적인 연구로서， 나는 새로운교육철학을이름지어 「基魔主義J (Kichochuii, Foundationism)
라 하고， 이후 꾸준히 논문과 저서 형식으로 이의 이본적 체계화에 힘써 오고 있는 터이다. 초기

논문으로서， r기 초주의 의 제창--전통과 개혁의 조화를 통한 인간형성의 논리 J (1966)가 있다.

이보다 앞서 基隨主義에 대하여 언급한 論文은 「現行敎育의 學的 基훌훌批判J (1958) 이 다.

(2) 1957년 당시 미국 철학계에 있어서 이런 요망의 소리가 높았다. 제 l 의 교육철학인 진보주의나，

제 2 의 교육청학인 본질주의 및 항존주의는 교육철학의 명칭이나 주도적인 교육청학자의 이름도

분명한데， 제 3 의 교육철학의 경우는 아직 그 이릉도 분명하지 않고 주도적인 교육철학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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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나는 생각하기에 이 모두가 시대적 요청이요， 새로운 교육철학의 건설이란 이 두 가

지 요청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금 생

각해보아도 옳았다는 생 각이 든다는 것을 솔직 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기에 냐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교육 철학의 정랩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시컸고， r한

국교육철학의 좌표J (3J니 또는， r한국교육철학의 새로운 좌표J (4 ) 등의 논제로써 단순한 문

제 제기 이상우로 그 구체적인 대안， 즉 「기초주의 J ( S)의 실체를제시하기도하였던 것이다.

II. 敎 育 理 念

1. 敎育理念의 定義

교육이념이란 무엇인가? 단적으로 말해서 안간형성의 핵사상이요， 교육의 기본원리요

기 본정신이 요 지 도원리 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교육이념 아래 교육목적 이 니 교육목표가 표

시될 것이요， 교육적 가치체계가 논의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철학이 인간형성 즉

교육현상에 관한 본절적이며 전체척이며 통합적인 사고 체계라고 하느니만큼 교육이냄은

자연 교육적 인간상이나 넓은 의미의 교육방법인 敎育過程과도 유기적 관련성이 있는 것이

며 논리적 통합성을 찾게됨은 물론인 것이다.

그런데 교육이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전척인 개념 규정융 쉽사리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어찌된 일일까? (6)

릅도 분명치 않다고 했던 것이다. 그후 상당히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낸 교육철학 중의 하나가

브라벨드 (Theodore Brameld)가 주도하는 개조주의 라든가， 보르노(O.F. Bollnow)에 의한 인간

주의라고 하겠다.

(3) 抽橋， r韓國敎育哲學의 座標J， ((韓國社會의 變動과 發展»， 서 울， 法文社， 1985.
(4) 뼈橋， r韓國敎育哲學의 새로운 座標J， 물뿔 趙觸振博士回甲紀念論文集， 1985.
(5) 기초주의에 관한 논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基鍵主義의 構造J (師大論옳 28輯， 1984)와 「멋의

論理와 基鍵主義의 意味J (學術院論文集 24輯， 1985)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6) 그 한 예로，2Js:據益德藍修， (增補改訂 世界敎育事典» (東京， 혼‘J: ? it ν 、 ， 1980) 이 나 짧田훨文 •
外編， «(現代敎育目標事典» (東京， 형‘J: ? it ν 、 ， 1978, 1979)을 보아도 ‘數育理念’의 項目은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교육학 내지 교육청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敢育理念’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심히 부족하다는 뜻은 아닐까?

다행히 우리 나라의 『敎育學用語離典JI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펀， 서울， 培英社，

1981, 89"-'90) 에 는 ‘敎홉理念i이 있어， 吳天錫의 所說아 소개되어 있다. 즉，

@ 포괄성 ; 교육이념은 반드시 대소개념을 모순없이 포함하는 총괄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 보펀성 ; 어느 일부분에만 반영， 실천될 수 있는 것이라연 이것은 교융이념 a로서는 부적당

하다.

@ 기본성 ; 모든 교육 활동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일관성 ;온갖 교육활동은 이념에 의거한 원리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모순이 있을

수 없￡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 지속성 ; 이성작용에 의하여 도달된 교육이념은 설휴 절대성은 없더라도 비교적 장기간 계

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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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기회에 우리가 개념 규정을 해두어야 할 것우로는 ‘한국교육철학’이라는 말이

라고 하겠다.

나는 일찌기 ‘한국교육철학’이라는 용어와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한국교육

학’에 대하여 개념 규정을 한 바 있다. 즉，

한국교육학이란 단적으로， 말해서 ‘한국에 있어서의， 그리고 한국에 관한 敎育理짧의 總體’라고

하겠읍니다. 이것을 좀더 풀이해 보면， 첫째(I ), ‘한국에 있어서의’란， CD 한국에서 연구된 교육이

론 즉 獨創的인 敎育理論과 @ 한국에서 연구된 外國敎育學에 관한 연구가 포함됩니다. 둘째 ( H ),

‘한국에 관한’ 이 란， CD 한국인 학자가 한국에 관해서 연구한 것과，@ 외 국인 학자가 한국에 관해서

연구한 것이 포함휩니다.

이렇게 나누어 볼 때， I-CD과 H-CD, H-@는 한국교육학의 內包가 될 것이요， I-@는 한국교육

학의 外延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국인 학자에 의해서 이루어 진 外國敎育學에 관한 연구 성

과의 축적은 곧 한국교육학의 外延을 그 만픔 살찌케 하는 것이니 한국교육학의 학적 역량의 신장이

요 학적 내용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여기에 있어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교육학의 내포에 대하여 정겸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H-@로 표시 했듯이. 한국교육학의 내포가，한국에서 연구된 교육이흔 즉 독창적인 교육이론(1 -φ)

과 한국인 학자가 한국교육에 관해서 연구한 것 ( H -CD)만이 아니라는 정인 것입니다. 다만 한국교육

학의 내포가 I -CD과 H-CD로써 주축을 이루고 주도되어야 한다는 것은 용당 그러하여야 되고 기대

되어서 마땅한 일이라 하겠읍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제 학적 성과에 있어서 그렇지 못하고 H-@가

우세하여진다고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한국교육학자로서의 일대 순치이요 한국교육학의 위기척 상태

일 것엄에 블렴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상상키 어려운 사태블 야기시켜서는 안펼 것엽

니다.

그령다고 이러한 기막허고 상상하기조차 싫은 위기상태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가볍게 말

해 념겨 버릴 수 있는 일이냐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엽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이마 한번 당한 적이

있었기에 하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일제 치하에 있어 우리는 요든 일이 여의치 않았거니와

한국 교육학 역시 몇몇 일인학자 등 외국인에게 그 연구의 주도세력을 빼았겼던 것이 있어서 더욱

경계하는 마음이 앞서서 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史實을 뼈져리게 자정하는 마음ξ로

直視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외국인 학자들에 의한 한국 교육학의 연구는 間斷없이

정력적ξ로 진행 중에 있음윷 우려는 장시라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 나 우리 가 오늘 ‘한국 교육학’ 을 揚言하는 까닭은 결코 단순히 외 국 학자들에 의 한 한국교육

연구블 의식해서만 하는 말은 아닌 것엽니다. 그보다는 도리어， 실로 獨創的인 敎育理論의 創造블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한국 교육학’의 定立이 크게 요청되고 있는 역사적 사명을 의식해서 하는 말

인 것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달리 항목을 새롭게 하여 뒤에 말씀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 7)

라고 해서， 약간 인용이 걸어졌으나， 한국교육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의했던 것이다.

만약에 위의 한국교육학에 대한 나의 정의가 타당한 것이라고 할 것같으면， 우리는 ‘한국

교육청학’의 정의 또한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무방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즉，

‘한국교육철학이란， 한국에 있어서의， 그리고 한국에 관한 교육의 철학적 이론의 총체이

@ 긍정성 ; 어느 사상을 막론하고 그것이 확고한 기초에 놓여지고 항구성을 지니려면 부정적

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 바랑직하다"

(7) 쐐鎬， r韓國敎育學의 歷史的 使命J (한국교육학회 회 장 취 임 강연， 1982) , p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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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말이다.

金丁煥박사 역시 최근에 한국교육철학이 무엇인가블 정의한 바 있다 (8)

그런데， 이번의 企劃陽究論題인 「한국교육철학의 모색」의 경우는， 분명 위의 나의 한국

교육철학의 정의로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 연구펀 獨創的인 敎育哲學理論’을 지칭하

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실로 나의 다년간에 걸친 문제의식의 合意된 표현임을 새삼 느

끼게 하는 일인 것이다 (9)

그런데， 여기서 하나 논급되어야 할 것으로는， 敎育理念을 말할 때 그 特性은 무엇이냐

는 것이다. 나는 다음의 여섯 가지를 생각케 되었다.

(1) 原理性

교육이념은 인간 형성의 기본원리블 제시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기에 자연， 이

를테면 仁이니 아레태 또는 이데아니 멋이니 하듯이， 具象性보다도 고도의 抽象↑生을 지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사람에 따라서는 교육이념은 왜 그렇게 추상적이냐 하지만， 현상적이요 구상적인 것을

‘包括’해서 하나의 ‘교육원리’로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추상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으리라.

(2) 定向性

교육이념은 교육의 지표가 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無定向性의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는 定向性을 지니게 마련이다.

교육이념이 定向性을 지니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마치 北極星이나 南十字星과 같이

누구나가 그것을 바라다 보고 방향감각을 잃지 않게 해 주는 기능을 갖는 것이 하냐의 특

성이라고 하겠다.

(3) 價↑直↑生

교육이녕의 특성의 하나는， 인간 형성에 있어 낮은 가치나 沒價i直的인 것보다. 또 동물

성보다는 인간성하는 식으로， 보다 높은 가치플 지향케 한다는 점에서 가치성을 꼽아야 할

것이다.

가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홀륭한 교육이념일수록 그와 같은 여러 가치가 체계적이면서

도 하나로 통합되어 표시된 최고 가치체일 것이다. 이를테면 ‘仁’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다

시 세분화해볼 때 仁·義·禮·智·信이 다 포함되어 있듯이 말이다. 이것을 『大學』에서는

(8) 金T煥， r現代의 批判的 敎育理論~， 서울， 博英社. 1988, p.205.
“韓國敎育哲學은 韓國의 文化와 韓國A의 삶의 發展을 기하는 敎育哲學이 다"

(9)1969년 1월 15일 (31회 월례발표회)에는， 한국교육학회 교육사교육철학연구회(지금의 「교육철

학연구회 J)가 기획한 바 연구주제인 「韓國敎育理念의 換索」 첫번째 발표자로 필자가 선정되어，

「韓國數育의 理念과 歷史意議의 問題」를 발표한 바 있다. 그 해 논문이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저서로 간행된 「韓國數育의 理念J (1968) 이 다. OJ 것은 그후 서울대 출판부 사정￡로， r韓國敎育

哲學의 構造~(l977)와 『韓國人의 數育哲學~(l988)에 각각 再錄된 바 있다. 그만큼 이 논문은 基

健主義의 理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요 原初的언 성칠의 것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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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至善’이라는 말로 표시한 바 있다. 우리의 ‘멋’ 역시 최고 가치를 표시하는 말이요 교육이

념을 표시하는 말로 주목되는 것이다.

(4) 普遍性

홀륭한 교육이념은 결코 對距處方的 性格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어떤 상황에 있어서

만 인간형성의 원리로 통하고， 대부분은 그렇지가 못하거나하는 펀협성을 지닌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교육이념의 특성은 時 • 호 •處를 묻지 않고 어디서나 연간형성의 원리로서 보편타당성을

지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성에 대하여 보편성을 취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5) 理想性

교육이념의 특성 중 하나는 현실성보다도 이상성을 추구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본래 교육이념은 그것의 실현을 위하여 끝없이 인간이 추구하여야 할 궁극적 가치체와

관련되는 것이니만큼， 그것은 자연 현실보다는 이상을 문제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테면， 교육이념으로서의 ‘아레테’ 나 ‘이데아’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현살성을 불완

전한 모숨으로 간주하고 ‘진리’로서의 이상성 추구에 특정이 있는 것이기도 하다.

(6) 評價性

교육이념은 ‘실천성’ 의 지도원리 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육실천의 결과를 평가하는 경 우，

교육이념은 교육평가의 準據로서의 機能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교육이념의 특성의 하나로 ‘실천성’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의 최종단계

는 교육평가라는 점에서， ‘평가정’이라는 또 하나의 특성을 꼽기로 한 것이다(10)

그러면 그간 논의되었던 우리 나라 교육이념에 대하여 그 개요를 살펴 보기로 한다.

2. 韓國敎育의 理念

국가수준에서 논의된 교육이년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법적으로도 최상위에 있

는 것이 『교육법』 제 1 조에 제시된 ‘弘益人間의 理念’이라고 하겠다 다음은 「국민교육헌

장」이요， 최근에 간행된 교육개혁심의회 보고서에 제시된 교육이념 관계 사항이라고 하겠

(10) 여기 하나 참고로 마리 들어 둘 것이 있다. 그·것은 기초주의의 교육철학적 특성에 관해서 이다.

이것은 나 스스로 교육청학적 특성 점컴의 준거로도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CD 包括性 @ 統合

性 @ 力動性 @ 實證性 @ 普遍性 @ 實錢性이 그것이다.

이 여섯 가지 특성을 굳이 여기에 드는 까닭은， 그것들이 내가 새로이 든 敎育理念의 특성 여

섯 가지와 유기적 관계가 있음을 示俊하기 위해서였떤 것이다. 즉， 내가 제시한 교육이념의 특

성 여섯 가지는 어디까지냐 교육의 기본원리 그 자체를 제시하려고 한 것이요， 기초주의의 특성

여섯 가지 중에는 이를테면 ‘力動性’이니 ‘實證性’이니 ‘實錢性’이니 하는 특성을 넣￡므로써

기본원리 이상으로 歷史的狀況性등 보다 전체적인 이흔적 체계 제시를 한 것엠을 딸리려고 하

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냐에게 있어서는 ‘교육이념’ 역시 ‘기초주의에 있어서의 교육이념의 특

정’ 제시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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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그와 같은 국가수준에서 제정 공표된 내용에 대하여 새삼 검토 논의할 생각은

없다. 이것은 다른 돗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만 本鎬에서는 ‘기초주의’를 중심A로 하여 교

육이념을 논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어 적어두기로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I국민교육현장」에

서는 ‘얼’이라는 말로써 교육이념을 표시하고 있다는데 관해서이다. 이것은 ‘塊’이니 ‘스

피릿’이니 하는 것을 뜻하는 -般用語이니， 그 실체는 분명치가 않다. 이 점 나는 ‘멋’이

라는 말을 「국민교육헌장」의 제정공포이전부터 써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멋’이 무엇이

며(12) 한국인 형성의 핵사상이요(13) 한국교육의 이념(14)이 됨을 논증한 바 있다.

한편， 한국교육이념 論議와 관련된 사항을 分析， 檢討， 類型化해 본 적도 있다. 모두 열

두 가지 인 데， 類型名만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解說型(~原型」은 ‘弘益A間의 理念’ 엄 )

2. 操索型(問題提起型)

3. 思想移植型

4. 課題解決型(對i1E續法型)

5. 質問紙型

6. 多뼈獲近型

7. 思想、源流型

8. 社會科學型

9. 形而上學型

10. 自由放任型
11. 比較思想型
12. 論理構造指南型(15)

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서 基魔主義의 경우는 열두벤째인 ‘論理構造指南型’에

속하는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韓國敎育의 理念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는 물음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하나의

교육철학적 과제요 과제의식￡로서 常存하고 있는 것이다. 냐는 여기에 「韓國敎育의 哲學的

構造와 現代韓國敎育이 志向해 야 할 理念J (16) 이 라는 글을 再錄함S로써 다음 절로 넘어가

(11) 이밖에도 「敎育發展의 展望과 課題 1978"-'91-答申報告書j (韓國敎育開發院， 1978) 에 서 는 교

육이념 관련사항A로서 ‘교육발전 이념의 定向’이라 하여 ‘成長’ ‘安定’ ‘衝.zp:’이라는 세 가지

발전 이 념 을 들고 있다. (23"-'26)
(12) 뻐橋， ~‘멋’의 敎育哲學的 解釋j， «敎育學짧究» IX -2, 韓國數育學會， 1971, pp. 5"'27.
(13) 쐐橋，~韓國A形成@核思想u， «韓))， 1-12 , 東京， 韓國없究院， 1972,
(14) 쐐鎬， ~韓國敎育理念의 再照、明j， ，«師大論業》 제 32접 ， 서울大學校師範大學， 1986, pp. 1"'22.
(15) 자세한 論議는， 뼈著， «敎育의 歷史 哲學的 基隨)) (서울， 實學社， 1975, pp.889"'900)에 서 하

였음.

(16) 챔橋， ~韓國敎育의 哲學的 構造와 現代韓國敎育이 志向해야 할 理念j， «高大敎育新報))， 제 153
호， 1988. 4.25(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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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架橋로 삼을까 한다.

(1) 民主的 敎育實現의 大理想

우리는 한국교육의 未來像을 생각하려고 할 때， 자연히 想起케 되는 하나의 사상적이며

역사적인 原點이 있다. 그것은 다픔아니라 8‘15이 다. 다시 말하면 8.15光復 당시 우리가 지

녔던 우리들의 꿈이요 理想인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민주사회 건설을 이상S로 삼았고， 그러기 위해서 민주교육의

건절을 생각하였고 그간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 大理想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지향해 왔던 것이다.

그러면 本鎬의 주제인 「한국교육의 철학적 구조와 현대 한국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념」은

무엇인지 이하 순서를 따라 살펴 보기로 한다.

(2) 韓國敎育의 體質該斷

생각컨대， 한국교육의 체질이요， 한국 교육철학의 특성은 圓顧會通的인 한국인의 思堆方

式에 있는 것이 아닌가 본다. 이것은 圓的 認識類型(17)오로서 모난 것을 싫어하고 만사 圓

滿具足하고 둥굴 둥굴하게 지 내 는 것을 좋게 보고 있다. 1r25時』의 작가 게오르규가 우리

나략에 와서 강연했을 때， 그는 半球型인 한국의 무덤 모양을 매우 좋게 말한적이 있는데

그가 보기에도 여기에 한국 문화의 原型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을까?

나는 한국인 형성의 핵사상을 ‘멋’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거니와 이는 크케 세 가지 이

념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첫째는 ‘誠’이다.

거짓을 싫어하고 ‘참’을 사랑하며 일을 하되 정성껏 하는 것을 값있게 생각하였다. 거칠

게 아무렇게나 일을 해치우는 것을 나무랐고 만사 참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가르쳐 온

것이다. 棄씁 李뭘는 바로 이 ‘誠’을 가장 소중하게 본다. 그려기에 뜻을 세우는데는 誠이

있어야 되고， 바르게 아는데도 誠이 있어야 하고， 일을 수행하는데도 誠이 없으면 안펀다

고 가르쳐 왔던 것이다.

풀째는 ‘敬’이다.

敬이란 세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일이 그 하나요. 윗사람을 공

경하는 일이 또 하나요， 그리고 손아래 사람， 젊은 후학의 가능성에 대하여 인정해주고 그

것을 귀히 여기는 자세가 敬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돗의 敬 사상을 스스로 행

한 사람이 退演 李뺑-이었던 것이다.

셋째는 ‘信’이다.

水雲 崔濟j뭘는 동학 사상을 말함에 있어 ‘誠·敬·信’ 셋을 강조하였고 그 중에서도 특

히 ‘信’을 으뜸으로 생각했다.

(17) 나는 ‘歷史的 自我’의 의식구조즐 ‘球’로써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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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으로 말하띤， 선비의 특성 중에서도 제일로 꼼는 것이 바로 信이기도 하다. 선비의 대

쪽같은 지조라는 말도 역시 信에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인물평가에 있어 가장 타기하는

것이 變節인 것이다. 그것은 信을 위배하였기 때문이다.

(3) 새로운 韓國敎育哲學의 定立을 위하여

이렇듯 냐는 한국 교육의 체질을 진단함에 있어 ‘멋’을 지적하였고 세 가지 이념으로서

誠· 敬· 信을 거론하었다.

그런데， 한편 우리 나라 교육계에서 크게 요망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自生的

韓國敎育哲學의 짧生이 라고 하겠다.

사실 8.15 이후 오늘날에 이르는 40여 년간의 우리 나라 교육철학계의 진전을 반성해 볼

때， 이 자생적 한국교육철학의 단생이라는 과제가 말같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그간 우리 나라 교육계에서는 상당히 오랜 동안 듀이 교육철학이 지도력

을 발휘 해왔던 것이다(18) 이에 대한 비판적 주장이 본질주의 교육철학을 비릇한， 항존주

의， 개조주의， 실존주의， 인간주의， 구조주의， 분석주의 교육철학 등이 있었던 것이다(19)

그러나 이러한 현대교육철학의 수용 섭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이

다. 그것은 동서 교육철학의 초극을 통한 새로운 한국; 교육철학의 정랩이라는 課題 바로

그것이었다.

나 역시 이러한 과제의식에서 한국의 교육적 전통을 발굴 계승하면서 동서 교육철학과의

관계에서 제창한 것이 ‘基魔主義’ 교육철학이었던 것이다.

(4) 弘益人間의 理念新釋

이제 우리는 좀 더 논의의 초점을 「현대 한국교육이 지향해야 할 理念」이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에 맞추어야 될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도 다시 한먼 음미하고 넘어가야할 것은 「교

육볍」 제 1 조에 명시된 ‘홍익인간의 이념’이라고 하겠다.

‘홍익인간의 이념’은 해방직후 우리나라의 교육이념으로서 제정되었다. 그렴에도 불구하

고 그 참돗에 대한 교육철학적 이해는 그리 충분한 편이 못된다.

이제 여기서는 그간 ‘홍익인간의 이념’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떤 논의에 대해서는 접어 두

키로 하고， 곧바로 ‘홍익인간’ 자체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기로 한다.

본시 교육이념으로제정하게 된 과정으로 미루어 보아， ‘홍익인간’은 ‘民主的 A間’ 의

한국적 표현이었다. 즉， 신생 한국 교육이 지향하는 것이 민주교육이요， 민주적 인간이었

는데， 교육이념 제청과정에서 庸짧 白樂獨은 ‘弘益A間’을 말하기에 이르렀다.

(18) 비교적 근래에 나온 공통 연구서로는， 韓國哲學會， 韓國敎育學會， 韓國 존 듀우이돼究會編，

《존 듀우이와 프라그마티즘))， (서울， 三一堂， 1982) 이 있다.

(19) 챔鎬， r韓國敎育暫學의 學史的 빠究J， ((第 l 回 韓國學 國際學術會議 짧文集»， 韓國精神文化빠

究院，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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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字議로 보아도， 홍익인간은 두 가지 돗을 가지고 있다. 하냐는 인간상을 말하는

것이요， 또하냐는 이상적 사회상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홍익인간은， 널리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니 사리 사욕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 아니요，

利他精神을 지닌 사람이다. 우려 냐라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멋있는 사람’이라고

일걷고 있는 것이다.

또， 홍익인간은 불교적 해석드로는 ‘弘益A間世’를 말하는 것이니， 그것은 요새말로 하

면 ‘복지사회’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역시 널리 남을 이롭게 해 주는 사회인 것이냐

말하자면 ‘멋있는 사회’인 것이다.

이렇듯 홍익인간은 한국인이 지향할 바 이상적 인간상이요. 이상적 사회상의 한국적 표

현이다. 그러니까 그려한 사람 그러한 사회를 이룩하는 關鍵的 用語 즉 理念이란 무엇인

가? 우리말의 ‘멋’이 바로 여기에 해당펀다고 냐는 보는 것이다.

이마 우리는 홍익인간을 두 가지 字義로써 설명함에 있어 멋있는 사람이니 멋있는 사회

라 하여， 되풀이하여 멋이라는 말을 쓴 바 있다.

그러면 ‘멋’이란 무엇인가? 0] 것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옛부터 최고 가치체로 여기는 것

에 붙인 일컬음인 것이다. 최고 가치체이기에， 인간상으로 최고인 경우논 ‘멋있는 사람’이

요， 사회상우로 최고인 경우는 ‘멋있는 사회’이다.

그러기에 반대로 우리가 ‘멋없는 사람’이니 ‘멋없는 사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눈앞에 그려보게 되겠는가? 열등한 사람이나 낙후된 사회일 것이다.

‘멋’은 이렇듯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바 진리요， 최고가치체인 것이다. 그러기에 그것은

논리상 ‘創造’를 나다내는 말이기도 한 것이다. 왜냐하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때마다 새로운 창조의 경지를 구현하었을 깨 우리는 ‘멋있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인 것

이다.

결국， 홍익인간의 理念은 위에서 간단히 잘펴 본 것￡로도 알 수 있듯이 ‘멋’임을 알게

되었다고 하리라.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덧붙일 말은， ‘홍익인간’은 利他精神을 지난 진정 만

주적 인간상이기에， 이는 장차 국제사회에서 더불어 지향해야 할 바람칙한 인간상이커도

하다는 것이다.

‘멋있는 사람’은 겸손하면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 세계 어디서나 환영될 정질의 것암

에 틀렴 없기 때문인 것이다.

(5) 傳統과 改華의 調和

우리 젊은 세대가 크게 활약하게 될 미래사회블 이끌어 갈 교육이념이자 교육 전반에 결

천 원리는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나는 ‘기초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이 기초주의란， ‘전통과 개혁의 조화를 통한 인간형성의 논리’인 것으로서， 사람을 사람

탑게 키우는 교육의 기본원려가 담겨져 있다. 그 주장하는 바는 여섯 가지 특성을 지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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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포괄성， 통합성， 역동성， 실증성， 보펀성， 실천성이 그것이다.

물론 여기서는 이러한 여젓 가지 특성 하나 하냐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하나 일러 두어야 할 것은， 인간형성의 핵사상체로서의 ‘훌隨’에 관해서라고 하겠다. 다행

히 근대에 이르러서는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과 논의가 두드러지고 있어 펙 다행스

러운 일로 본다.

매년 수상되는 노벨물리학상이라든가 화학상이나 의학상의 경우를 보면 수상작 대상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그 각기가 그 분야에 있어서의 質理， 즉 새로운 ‘基續’를

밝혔다는 점인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인류사회의 번영은 바로 이 ‘基關’의 새로운 발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얄리는 일이라고 하겠다.

이 점에 있어 우리 또한 크게 각성해야 될 것이다. 오랜 역사적 忍苦 끌에 우리 민족이

크게 세계적드로 웅비 할 때가 왔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킬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이 새로운 기초를 다지고 발견하는 데 있다고 하리라.

냐는 교육법에 명시펀 한국교육의 이념인 홍익인간의 이념을 새료 해석하여 ‘멋’ 임을 말

하였다. 이 ‘멋’은 곧 ‘창조’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 創造의 논리에 통하는 것이 기초주의

에서 말하는 ‘기초’인 것이다，

‘기 초로부터 새로운 기 초에 까지 ’ 이 래하여 우리는 單一回뾰的 最高價f直志向顯現體인 ‘엇’

으로써 진정 멋있는 인간， 멋있는 사회를 건설해가도록 해야 되리라고 본다. 우리가 지향

하는 바 민주적 교육， 그것은 곧 ‘기초’를 중시하는 교육이요. ‘멋있는 교육’이라 하겠다.

1[. 基魔主義의 理念

1. 基짧主義란

우리는 기초주의 교육철학에 있어서의 교육이념을 살펴 보기 위하여 우선 ‘기초주의’가

무엇인가부터 밝혀나가야 되리라고 본다. 다만 기왕에 論文과 著書 형식으로 ‘기초주의’에

관하여 발표한 바 있으묘로， 지극히 간략한 형태로 논급하는 데 멈출 생각이다.

일찌기 나는 ‘기초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지극히 짧은 文章으로써 표현한 바 있음으

로 이를 가지고 대신할까 한다.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細著 『韓國敎育의 理念~(서울대학교 출판부， 1968)에 서 논술된

바 ‘3理念’ (時間 • 自 由 • 縣序) ‘6擺念’ (文化， 生活， 知性， 人格， 協同， 奉{±)으로 표시 되

고 있거니와， 이것은 달리 ‘전통과 개혁의 조화를 통한 인간형성의 논리’이기도 하다. 그

러면서 한편에서는 단순한 논리구조나 교육가치체계로서 고정된 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구체적이며 변화 무쌍한 ‘歷史的 狀況가운데서 전개되는 것이니 만큼 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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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 역사적 강각， ‘역사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에 제시한 ‘3理念 6

擺念’의 구체적인 표현은 그 용어 선택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현대적 감각을 존중하였던 것

이나， 이것은 시대와 지역 그리고 사람 개개인에 따라 반드시 같은 용어를 쓰게 된다는 보

장도 없거니와 그것을 강요할 판라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도리어 소중한 것은 위

와 같은 교육이자 교육적 가치 체계가 論理構造上 是認된다면， 실제 용어에 있어서는 얼마

든지 자기 좋아하는 것으로 대체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3理念 6擺念’ 에는 여태까지 언류가 오랜 세월을 통해서 경험하고 사색한

소중한 敎育的 歡智블 십분 살리면서 하나의 論理構造를 제시한 것이니， 이것을 ‘指南’삼

아 각자가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 대처하여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 ‘基鍵主義’가

생각하는 ‘3理念 6擺念’ 의 ‘교육적 의의는 자못 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더우기 여기에

제시한 을조차도 ‘基騎로부터 새로운 基廳에까지’라는 생각을 따른다면， 나 자신까지 포함

시켜서 ‘破型과 鏡型’을 되풀이하면서 계속 참왼 교육이념의 추구가 있어어 마땅하려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현시점에 있어서는 여기에 제시한 틀 자체에 부당성을 별로 느끼지 않

오니 「基鍵主義의 敎育構造的 理解」라는 表로 나다낸 사항들을 보다 실증적인 연구물을 통

하여 더욱 나 자신의 所說의 타당성을 입증해 볼 생각이다. 그리고 立論에 있어서는 위에

고찰한 여러가지 유형의 장점도 아울러 살펴보려고 해왔으며， 앞오로도 더욱 그렇게 할 생

각임을 漂言해 둔다 (2이

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면 ‘基鍵主義의 理念’은 무엇인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사상체인 ‘基魔’란 무엇

이며， 그것의 한국적 표현은 무엇인지 차례따라 살펴보기로 하겠다.

2. 基 짧

기초주의에서는 인간형성의 핵사상으로서 ‘基健’라는 말을 쓴다.

교육에서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흔히 교사틀이 학부형과의 대화 중에서도 무

의식적으로 그리고 자주 쓰는 말이 “댁의 어린이의 성적이 좀 나쁘키는 하지만， ‘基健’만

제대로 잡히면 문제없읍니다. 곧 성적도 좋아질 것입니다"라는 한 마디이다. ‘基隨만 제

대로 된다면’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는 ‘基隨’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을 분명히 름表하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通念으로서만 ‘기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교육울어로서

‘기초’의 교육철학적 새로운 해석이 가능함을 말했던 것이다. 쐐橋， r ‘基健’ 擺念의 敎育

哲學的 新釋J (21)은 바로 이 점에 관한 試論이었던 것이다.

(20) 쐐著， II敎育의 歷史 哲學的 基鍵)}， 서 울， 實學社， 1973, pp.. 899'"'-'900.
(21) 뻐橋， r ‘基鍵’ 擺念의 敎育哲學的 新釋J ， II林漢永博士華甲紀念論講)} ， 1974, pp.93rvl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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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는 기초주의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해명하기 위하여， ‘기초’의 체험적 의미를 비롯하

여 통념S로서의 ‘기초’의 개념， ‘기초’의 개념 新釋을 위한 몇 가지 접근， ‘기초’의 개념

과 完全性， ‘기초’개념 신석과 교육의 구조 이해 등의 순서로써 논술해 보았다. 여기서는

다만 그 중 序言과 結言의 일부를 적음으로써 論릅 이해에 약깐이나마 도움이 되게 해보려

고한다.

우선， ‘序言’에서는，

本論題는 달리 말하면 ‘基魔’ 라는 擺念에 대한 敎育哲學的인 새로운 解釋이 라는 말이 된

다. 그런데， 이러한 課題를 내결게 된 까닭은 다름 아니라 나자신 새로운 교육 철학이라고

하여 1957년에 命名， 1966년에 정식으로 提唱(~~) 한 이래로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敎育學

펴志 사이에 서는 과히 生流하게 느껴지지 않게 된 ‘基魔主義’ (Kichochuii, Foundationism) (~3)

의 ‘基隨’라는 擺念에 대한 보다 명확한 說明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실은 1957년 命名 당시부터 알아본 일이거니와， 우리가 흔히 일상 생활이나 교육의 제

장변에서 “무어니 무어니 하여도 ‘基魔’가 第~一아니라”든지 “‘基健’가 약해서 안 되겠다”

느니 하여 이 ‘基健’ (foundation)라는 말은 많이 쓰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정식으로 받아들

여 교육의 原理로서 學論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러기에 哲學事典에도

‘基鍵’니 ‘foundation’이라는 用語가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물며， 敎育哲學으로서 ‘基觀

主義’이니 ‘Foundationism’이니 하는 것을 提唱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

나 ‘偉大한 者’ , ‘置理’ , ‘關鍵’ , ‘定石’ 등등 앞으로 이 글을 통하여 論及하게 될 ‘基健’

擺念新釋의 立場에서 보면， 교육의 本質은 마땅히 ‘기초주의’라는 의마로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강렬한 反問을 억제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있어 기성 철학 사전이나 교육학 사전에 ‘基魔’ (잃)나 ‘foundation’ (~5) 또는 ‘基健

主義’ (26) 나 ‘Foundation ism (27) 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진정 내가 생각하는 바 ‘基

續’ 擺念新釋이 쭉當한 것이라면 그러한 데서 여태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까닭으로 해

(22) 抽橋， r基鍵主義의 提P昌--傳統과 改華의 調和를 通한 人間形成의 論理If章J ; «새한신문»， 創

刊 5周年紀念論盧， 1966.5.15, 6. 14.
(23) 뼈著， ((基鍵主義 : 韓國敎育哲學의 定立))， 서 울" 培英社， 1973.
(24) 예컨대， 山뼈正一! 市川 浩編인 《現代哲學事典)) (東京， 講談社， 1970)을 보아도 ‘基鍵’ 라는 말

은 나요지 않는다.

(25) 이 것 역 시 Dagobert D. Runes and 72 authorities, Dictioηary of Philosophy: ancient-medieval
modern (Anes, Lowa, Little-field, Adams & Co., 1955)을 보아도 ‘foundation’이 라는 術語는

보이지 않는다.

(26) 平據益德 外 編集， ((敎育事典))， 東京， 小學館， 1966, 1967 (4).
‘基鍵’ 라는 別個單語는 없고 ‘基鍵學力’ 이 라는 項目 이 있어 全敎科의 根低에 있는 基健的언

知識이나 能力을 뜻한다는 생 각이 보인다. 그러 니 本論에서 말하는 基隨의 ‘搬念’ 에 까지 는 이

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7) Harry N. Rivlin (ed.) , Encyclopedia of Modern Edμcatioη， The Philosophical Library of
New York, 1943, pp.314"'-'315. ‘Foundations of Education’은 있&나 ‘Foundationism’이 라는
術語는 보이지 않는다.



數育理念의 짧究 13

서 도리어 ‘基隨’라는 개념이 지니는 質價와 새로운 해석을 主唱할 수 있는 교육학적 意義

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고 생각하게 되었떤 것이다.

지 금은 ‘基健王義’ 라고 命令한 나의 교육 철학인 ‘기 초주의 ’ 의 ‘기 초’ 의 擺念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인 理論的 解明이 있어야 될 시기라고 보았던 것이다. 즉， 냐는 일찌기 日常用

語인 ‘基鍵’ 라는 말을 들어 하나의 學術用語로서 나의 생각하는 교육학적 信條를 ‘基魔主

義’라는 말로 표시하여 ‘기초’라는 擺念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적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다

만， 여기에 대해서 集中적이며 체계적인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에， 또

그것은 당시 後日 言及할 양으로 며루어 왔던 것이기에， 여기에서는 간단하나마 내가 사용

하며 뜻하는 바 基隨라는 擺念에 대한 새로운 교육 철학적 解釋을 해보 려는데 目的이 았

다고 하겠다.

이미 앞에서도 약간 언급했듯이， 우려는 일상 생활에서 흔히 말하기를 “딴사에는 基健가

第-이 니 라”든가 “基健가 전혀 되 어 있지 않다”느니 “基鍵가 약하다” 등등 ‘基健’ 라는 말

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라는말은 아직까지도 철학이나 敎育哲學

의 擺念으로서 定立되어 있지 않은 것같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의 일상 용어로서 사

용하고 있는 ‘基魔’라는 말의 通念에 대한 檢討와 아울러 새로운 敎育哲學的 用語로서 그

것이 지니는 새로운 意味를 밝힘i로써 論題 그대로 ‘基購’의 椰;승:에 대한 새로운 解釋이

되고 교육 철학적 접근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이로써 나는 일찍부타 주창하고

있는 나의 교육 철학인 ‘基關主義’라고 한 ‘기초’의 擺念에 대한 본래 뜻한 바， 나의 새로

운 解釋이요 擺念麻與가 되게 해보려는 것이기도 하다.

말할 것도 없이， ‘基魔’라는 觀念은 解典流의 풀이에 의하면 ‘초보’요 ‘기본’이요 ‘入

門’등등으로 되어 았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解典流의 풀이요 通念인 것이다. 그러

나， 나는 이와 같은 通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로되， 그것을 넘어서서 ‘기초’가 지니는 보

다 갚은 敎育哲學的 意味를 몇 가지 體驗的 事實과 敎育先哲의 所說과의 관계에서 說明하

지 않을 수 없는 강한 衝動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이마 ‘基健主義’라고 命

名한 ‘기초’라는 표현 가운데 나타나 있거니와 여기서는 좀더 冷微하게 그리고 보다 論理

的이며， 實證的이며， 比較思想的 見地 (28) 에 서 論及해 보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現代敎育哲學의 系讀와 基健主義」라는 表도 제시하면서 導言으로 삼았던 것

이다.

한펀， ‘結言’ 에 서 는，

(28) 但， 여기서는 극히 制限펀 狀態가 될 것임. 歸敎의 ‘仁’이나 退數의 ‘道’， 佛敎의 ‘孫悲’， 기옥

교의 ‘사랑’， 天道數의 ‘하느님’등등은 모두 새로운 解釋에 의한 ‘基鍵’의 觸念에 속한다고 보

는 까닭에 이것을에 대한 比較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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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節은 그 뭇한 바 우리 일상 생활에서 강조되고 있는 ‘基鍵’의 개념을 단순히 ‘맡바닥’

이나 初步·入門·基本이라는 通念의 차원에서 만이 아니라 이와 ι아울러 敎育哲學的 見地

에서는 ‘基鍵主義’의 ‘기초’라고 할 새로운 擺念으로 이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을 立證하려

는데 있었던 것이다. 즉， ‘기초주의’의 ‘71초’ 觀念은 ‘最高境地’라는 뜻을 비릇하여 ‘廣

理’ 니 ‘秘誤’ • ‘평양嚴’ 등등의 뭇을 가진 것으로서， 전자도 중요하거 니 와 그것 이상으로 중

요한 것임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다.

실로 敎育者는 바로 이와 같은 새로운 擺念인 ‘기초주의’의 ‘기초’를 지니고 있는 것이

니， 그가 피교육자에게 지대한 교육력을 발휘함은 말할나위도 없다. 따라서， 교육자의 ‘기

초’가 약하면 그의 최고 경지의 수준은 낮은 것이니 학생플에의 교육력 또한 약하다는 말

이 되는 것이 다. ‘敎學相長’ (29) 이 라는 옛 말의 찾뜻은 교육자의 求道的 쫓勢， 즉 그의 ‘기

초’ (최고 경지)가 높을 수록 敎育力이 크다는 것을 알았기에 교육자 스스로가 zp:生工夫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련 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이러한 ‘기초주의의 基魔’의 새로운 擺;씀을 立證하기 위하여 離典類의 풀이

를 想起시키변서도， 그것이상으로 새로운 觀念 設定이 필요한 참된 교육의 理論을 뜻하는

바 ‘기초주의’라고 하는 경우의 ‘기초’ 擺念新釋의 論據를 비록 限定된 事例이나 體驗的

意味를 비릇하여， 이블헤연 學問領域의 本質究明의 事例， .lL 밖에 우리주변에서 일어난 구

체적인 事例를 통해서 論證해 보려고 하였다.

나아가 ‘基鍵’ 擺念新釋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基隨主義’에 있어서의 敎育

理念의 構造的 說明의 -짧을 略述하여 보았다. 교육의 量보다도 質의 向上이 충요하다는

소리가 들린지 오래다. 基鍵主義의 ‘基鍵’ 擺念新釋의 哲學的 意味는 量的 增大와 아울러

質的 向上을 동시에 이룩해 보려는데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敎育方法

論上의 이른바 戰略的 記述은 앞으로 남겨진 커다란 學的 課題업에 틀렴 없다는 것을 행記

해 둔다 (30)

고 말했던 것이다.

이것S로써 어느 정도 ‘기초주의’의 ‘基健’ 개념이 밝혀졌으리라고 본다‘

3. ‘ 멋

‘멋’은 이미 앞에서 미리 말한 바와같이 기초주의의 ‘기초’개념의 한국적 표현이라고 하

겠다. 물흔 ‘멋’이라는 말을 響出하기까지에는 비교교육철학적 論證 (3 1)도 해 보았고， ‘한’

(29) 禮記， 學記篇.

(30) 쐐橋， «國民學校社會科數育))， 서 울大學校出版部， 1973.
이것은 위의 課題解決을 위하여 敎科敎育理論面에서 다룬 최초의 저술이라는 것을 緣記해 운

다.

(31) 쐐著， (i韓國數育哲學의 構造)， 서 울， 6西文化社， 1977, pp.100rv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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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남’과의 관계에서 ‘멋’이 무엇인가블 밝혀 보기도 하였던 것이다 (321 그 결과 널리

한국인 형성의 핵사상을 냐타내는 말은 ‘멋’이라고 해서 좋:리라는 결폰을 얻기에 이루렀

던 것이다.

그러면 다시 한먼 비록 짧은 표현이나마 ‘멋’이 무엇이며， 한국인 형성의 핵사상임을 밝

혀 보려고 한다 (33 )

생각컨대 한국인의 생활철학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한 ‘멋’에 해한 교육철학적 이해라고

할 째， 냐는 모두 일곱 가지 특정을 찾아내었다.

첫째， 敎育原理로서의 멋

‘敎育原理’라는 말은 한동안 교직과목명으로도 널리 쓰여진 말이다. 그러나 진정 ‘교육

원리’란 무엇이며 이를 단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단 한마디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멋’이라는 말이 매우 잘 어울렬 것만 같다. 왜 멋이라는 말이 敎育原理를 단적으로 표시

하는 말로 적합하다는 것일까? 이하 제시하는 몇 가지 멋에 대한 해석은 그것을 어느 정

도 해명해 줄 것A로 본다.

둘째， 創造의 論理로서의 멋.

멋이 무엇인가를 생각활 때 사전에는 “멋이란 사물의 진마이며 풍치스려움”이라고 간단

히 풀이하고 있다. 그간에도 멋은 대개 隨筆의 題材로서 자주 쏘여 왔다. 븐격적인 논문으

로는 趙풍薰의 「멋의 짧究」가 거의 유일할 정도이다. 그러연서 멋의 이해는 아름다웅의 顆

;念만으로는 남아 돌아가는 그 무엇임이 좋薰의 결론이기도 하다.

사실 그렇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참 멋있다”라고 입 밖에 내는 신음소리와 같은 그

‘멋’이라는 말이 어떤 경우 어떤 성질의 것언가를 생각해볼 펄요가 있다고 본다. 엿은 모망

이나 모조가 아닌 진짜 創造에 대해서 쓰는 말이다.

그러기에 멋이 創造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等式으로써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감×마음씨 ×송씨=멋(創造)

인 것이다. 여기서 감이란 素材요 材料이다. 마음씨란 情操를 말하는 것무로서 인간의 감

정 중에서도 예술적 • 종교적 • 학문적 고등감정에 속하는 것을 가려켜 말하는 것이다. 다음

으로 솜씨는 표현이라든가 기술을 뭇한다. 이려한 세 가지 요인이 꼽해진 결과가 創造요

멋인 것이다. 그러기에 창조의 논리로서의 멋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세째， 韓民族의 精神的 結옮體(얼).로서의 멋.

1968년 제정 공포된 「국민교육현장」 草案에는 ‘멋’과 ‘얼’이라는 말이 있었다. 이때 냐

는 멋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었다. 말할 것도

(32) 上獨書， pp.100'-、J 13 1. /뼈橋， r ‘멋 ’ 의 敎育哲學的 解釋J ， «敎育學맑究)) IX -2 , 1971, pp. 5"'27.
(33) 멋이 무엇인가에 대한 집중적인 論究는 뼈著， «韓國人의 數育哲學» (서울大學校出版部， 1988)

엄올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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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이미 냐는 『韓國敎育의 理;옳』에서 한국교육이념의 구조도를 통하여 ‘멋’이라는 말과

‘열’이라는 말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의과정을 통하여 그 경유는 분명치 않으

나 ‘얼’이라는 말만이 ‘祖上의 빛나는 얼’이라 하여 現存하고 있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말인 ‘멋’은 보이지 않고 있다.

‘얼’이란 ‘塊’을 뭇하는것일 것이니 이른바 中國塊이니 印度塊， 英國塊， 美國塊 등등 표

시하는 것이다. 韓國짧 역시 한국인의 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짧이

니 얼이니 soul이 니 spirit니 하여도 여전히 그 실체가 멍확치 뭇한‘것을 느끼게 된다. 그러

기에 각국인의 열을 나타내는 것은 고유명사로 쓰이고 있다. 중국혼은 仁으로， 인도혼은

아트만， 영국혼은 젠틀맨쉽(또는 不屆性)， 비국훈은 개척자 정신(또는 力動性)..2..로 표현되

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면 한국혼은 우엇이라고 표현해야 할까? ‘멋’이라고 해야 좋을 것

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멋’이 차착 밝혀지듯이 대단히 흉흉한 理想體엄을 알게 되자， 어떻

게 우리 나라와 같이 심한 역사적 고난을 수없이 겪어 온 먼족에게 그렇게 좋은 것이 있는

가고 의아해 하는 수가 있다. 냐는 이 경우에 하나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아는 바

와 같이， 다이아몬드와 숭은 똑갚아 뚫素가 주성분이다 그러나 전자와 후자가 다른 것은

전자인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地壓을 받은 결과結옮을 이룩한 것이다. 우리의 ‘멋’ 역시 이

루 감당키 어 려 울 만한 歷史的 試鍵을 통하여 歡鍵펀 결과로서 韓民族의 精神的 結옮體가

곧 ‘멋’인 것이다. 이블 가리켜 한국인의 얼이요 韓國짧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으

로 고유명사를 사용한다면 ‘멋’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넷째， ‘弘益人間의 理念’ a로서의 멋.

우리 , 나라 교육볍 제 l 조에 는 한국교육의 이념우로서 ‘弘益人間의 理念’ 이 라는 말이 明

示되어 있다. 이것은 자세히 읽어 보면 ‘人類共榮의 理想寶現’이라는 말과 對句가 되어 있

음을 알게 한다. 여기에는 그 나름으로의 내력이 있다. 교육볍 제청 당시 분과회에서는 ‘홍

익인간의 이념’을 넣지 않고 있다가 전체회의에서 지적이 되어 뒤늦게 삽입이 된 결과아다.

그렇듯 ‘弘益人間의 理念、’이 지니는 륨價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리라. 그러나 그 후에도

이에 대한 이해는 충분치 못한 상태이다. 사실 ‘홍익인간’으로 말하면 교육적 인간상 내지

이상적 사회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으로 ‘홍익인간의 이녕’이라고 할 때，

‘理念’자체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분명히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을 나는 ‘멋’이라

고 본 것이다. 이것이 곧 ‘弘益A間의 理念新釋’의 입장이다. 자세한 설명은 抽橋， r韓國

敎育理念의 再照明J (341 에 서 한 바 있다.

다젓째， 韓國A의 바음으로서의 멋.

한국인 형성의 핵사상이 무엇이냐 할 때 냐는 멋을 거론케 된다. 다시， 한국인의 마음이

(34) 뻐橋， r韓國敎育理念의 再照明J， «師大論驚》 第32輯， 서 울大흰행師範大學， 1986,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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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냐 할 째， 역시 나는 ‘멋’을 말할 수밖에 없다. 멋은 곧 한국인의 고등감정， 즉 情

操를 냐타내는 고유명사인 것이다. 한국인의 마음이 훈훈한 마음써라고 하면 그는 곧 멋이

무엇인가를 나타낸 것이 라고 하겠다.

여섯째，J.，.物評價의 基準으로서의 멋.

우리 나라 사람은 사람을 얄할 때 여러 가지 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개는 멋있는

사람이다"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는 「사람인 것이다. 최고 평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째째한 사람이다. 멋없

는 사람이다”라:고 하여， ‘멋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면 별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영 어 효 표시되는 評點에도 ‘Good’이 니 ‘Well’이 나 하면서 ‘Excellent’라는 말이 었

다. 엑셀렌트라는 말은 秀越이니 탁월이니 하느니만큼 최고점을 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

다. 멋이 바로 그와 갚은 Excellent요 최고점을 나타내는 평가어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항용 ‘멋있는 사람’이라하여 인물평가의 기준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일곱째， 最高價備體로서의 멋.

‘멋’이라는 말이 굉장한 말이요 고귀한 말업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학생이 있음을 알고

즉석에서 고안해 낸 말이 하나 있다. 멋이란 ‘單一回性的 最高價f直志向顯現體’라고 흑판에

써 보았다. 이렇게 걸고 딱딱한 한자로 쓰고 보니 그제사 학생들 역시 관심을 갖는 것이었

다. 사실 멋이란 구체적으로는 단한 번밖에 나타날 수 없는 최고가치체인 것이다.

이 세상에 똑같은 최고가치체가 나타냐도 사람플은 멋있다고 그려지 않는다. 오직 신기

록， 새로운 최고경지， 그러한 의미에서 최고가치체에 대해서만 멋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멋과의 관계에서 A間形成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여기에 한국인

의 교육철학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냐는 오랜 세월을 통하여 한국인 형성의 핵사상이， 무엇인가， 감히 한국인의 교육철학이

라고 말할 수 있는 한민족의 精神的 結옮體가 우엇인가를 추구해 왔다‘ 그것을 나의 가슴

속에서 데워 가며 머리속에서 실마리블 풀어 가며 피부로 검증하는 데 마침내 찾아낸 것이

‘멋의 論理’이다.

이렇게 냐는 멋의 특성 일팝 가지를 생각해본 바 있는 것이다.

N. 敎育理念과 敎育的 價f直體系

1. 球的 認識構造

인간의 의식구조를 형상화해 본다면 그것은 무엇얼까? 四角形으로 나타낼 것언가? 三

角形일까? 아니면 立方體일까? 三角雜 (35’일까? 나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끝에 :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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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면 좋S리라는 確信을 얻기에 이르렀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인간 의식의 全方向性， 全方位性과 외계와의 긴장관계에서 오는

결과가 마침내 ‘球’形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게 된 것이다.

교육사상가 중 ‘球’ 形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큰 관심을 표시한 사람은 프뢰 벨 (Friedrich

Wilhelm August Frobel , 1782"'1852)이 었다. 그는 主著인 《人間敎育》에 서 다 음과 같이 ‘球’

가 매우 중요한 形相임을 언급한 바 있다. 즉，

球狀體는 실로， 無形體임과 동시에 가장 완전한 形體이다. 球狀體의 표면에는 아무런 點이나 線도，

아우런 平面이나 測面도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球狀體의 표면은 모두 點이고， 모두 線， 평면， 측

연이다‘ 모든 딩然事物의 형태나 구조의 일체의 點， 線을 포함하고 있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단순

히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기보다도， 도리어， 寶際로 보아 그것틀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

으로 自然界에 있어서의 事物은， 그저 地上에 살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불과한 것같이 보아

나， 그 사물의 形體의 근저에는 球體 속에 어떤 근본적 법칙이 착용하고 있는， 즉 自然、事物의 形體

는 球의 法則에 의거하고 있는 것이다 1 36)

라고 하여 자연사물의 형체는 ‘球’임을 역설하였떤 것이다.

프뢰벨이 《인간교육》에서의 ‘球’에 대한 비상한 관심표시는 분명 자연법척의 통일성과

球의 法則에 있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神性을 발견했음도 그의 논조에서 쉽사리 알

아볼수있는일인것이다.

냐는 프뢰벨이 기하학적 형상 중 유독 ‘球’에 대하여 가장 큰 관심을 표시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그는 «A.間敎育》 중 「敎材의 주된 종류」를 거론함에 있어 ‘自然、科學 및 數

學’이라는 항목에서 “자연의 내면적 통일로서의 힘의 본정， 結品形， 球體등융 절명”해 갔

던 것이다. 그러드로 표뢰벨은 정면으로 인간의 의식구조는 球임을 논하려 한 것은 아니었

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점， 인간형성의 논리를 밝히고， 인간의 의식구조는 ‘球’임을 분명히 전제로 하여 가

‘초주의 교육철학 전체플 이흔적으로 체계화한 것은 筆者가 감히 첫시도자라고 해서 좋으랴

라고 보는 것이다.

냐는 球的 짧識構造를 역사적 자아의 原型으로 보았고 그것의 종단면도와 횡단면도는 圓:

이라고 보았다.

종단면도인 ‘원’은 과거 • 현재 • 미래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어， 이를 전통 • 주체 • 개혁이

라고도 하였고， 理念으로는 ‘時間의 이념’ ‘自由의 이념’ ‘縣序의 이녕’￡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이 종단면도에서 우리는 인간형성에 있어서의 ‘時間性의 原理’를 설명할 수도 있

는것이다.

(35) 빼鎬， r現代日本數育哲學의 理解J， ((日本學報》 第18輯， pp.280""285. 村井實 ((r善 호」φ構造》

東京， 講談社， 1978, p. 136./村井實， «道德、敎育 II)論理;;， 東京， 東洋館出版社， 1981, p.128.
(36) 小原國芳， 莊司雅子藍修， ((7ν-서/ν全集;)， 第二卷 東京， 玉川大學出版部， 1976,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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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펀， 횡단면도의 ‘원’은 ‘호間性의 原理’를 설명할 수 있는 정질의 것이기도 하다. 즉，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에로라는 말도 있듯이 ‘냐’ (역 사적 자아)로부터 가정 , 지 역사회

〈학교)， 국가사회， 국제사회에로 생활권의 확대블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球的 認識構造는 진정 역사적 자아안 ‘나’의 기본형이요 原型인 것으로서， 교육의

모든 원리가 이 球로써 統合월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2. 敎育理念: 3理念

인간형성의 핵사상을 ‘基關’로 보는 냐는， 다시금 이를 과거 • 현재 • 미래， 또는 • 전통 •

주체 • 개혁이 라는 관계에서 세 가지 理念으로 표시해 보았다. 그것이 時間의 이년 • 自由의

이념 ·珠序의 이념안 것이다.

생각컨대 人間形成의 論理를 일차 대담하게 기성 교육철학에서 떠나서 정말 原初的인 단

계에서부터 다시 構藥해 보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적어도 세 가지 차원을 생각지 않을 수

없을 것이 다. 하냐는 先A들의 업적에 경진하게 머리를 수그려 크게 배우는 傳統의 차원이

요， 다옹은 자기 위치와 사명을 직시하는 主體의 차원이요，.::E 하나는 강연히 나서서 새로

운 文化創造에 매진토록 하는 改華의 차원인 것이다. 이것을 가려켜 3理念이 라고 하거니와

이 세 가지는 A間形成上 잠시도 떠날 수 없고 그 중의 어느 하나언을 무시되거나 결여되어

서는 안 된다. 다만 강조의 差가 있을 뿐이다.

이 3理念은 달리는 敏智 • 意志 • 業績이 라고 하여도 좋고， 요청 • 강조 • 실천이 라는 말을

써도 우방하거니와 이 세 가지 理念은 推進力의 문제 • 推進體의 문제 • 具顯像의 문제와 관

련된다. 이제 3이 념의 표현을시간·자유·질서로 한까닭에 대하여 벚 마다 언급키로 한다.

時間의 理念이라고 한 것은 과거라든가 역사의 차원을 나다내기 위해서였다. 이 모두가

時間에 관련되는 것인데， 우리 人生 자체가 주어진 일정한 시간 내에 전개되는 하나의 삶

임을 일깨우고 싶어서였다. 올바른 時間觀念의 習慣化라는 것을비롯하여，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죽지 않는) 순간의 축적이 가능한 인생의 지혜를 깨우치고 싶다는 생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또 自由의 理念이라고 한 것은 본래 ‘自由’라는 글자의 돗이 ‘스스로에〔自〕 의지한다

〔由〕’는 것이니， 우리는 어떤 일에 결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여려 가지로 머리를 쏘고

깊이 생각해서 가장 옳다고 보는 쪽을 택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만큼 신중을 기하게 되

고 責任 또한 수반하게 마련이다. 主體性이란 바로 이 자유의 이념과 손잡고 있는 것이요，

A類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지금까지 추구해 온 것이 바로이 ‘自由’었음-도 또한 사실인 것

이다. 자유가 연간에 있어 얼마나 소중한가는 새삼 설명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우리을의

동포가 목숨을 결고 38線을 넘어 越南한 사실이라든가， 베를련의 철조망을 뚫고西베를린A

로 탈출한 사람들의 경우가 모두 이 自由를 얻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또 300여 년 전에 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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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洋의 激浪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대륙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건너간 영국의 쩌口性人들

도 그들이 갈구한 것은 오직 하나 ‘自由’였던 것이다. 자유의 이념은 교육적으로 이런 것

들도 크게 일깨워 주는 것이다.

또 하나， 縣序의 理念이라고 하는 것은 改華·實現에 관련되는 것인데 질서라는 말 자처}

는 적어도 두 가지 뜻A로 생각하였다. 하나는 소극적인 질서요， 또 하나는 적극적언 질서

라는 관념이었다. 소극적인 질서란 이를태연 우리가 일상 생활에 있어서 교통질서블 지키는

것과 같은 규정된 법률· 법규 등 성문 또는 불성문인 慣習 制度블 따르는 일을 가리켜 말

한다. 이에 반하여 적극적인 질서란， 여태까지 置理로 여겨져 왔던 것이 다년간의 연구의

결과 새로운 置理가 밝혀질 때 여기에 새로운 縣序가 말하여지게 되는 것이다. 아인슈타인

의 相對性原理에 대하여 그것을 비판한 새로운 학설이 나왔을 때， 그것으로 노벨 物理學賞

을 1958년에 탄 젊은 두 中國人 물리학자(李· 楊박사)는 적어도 이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縣序를 보여 준 것이다. 새로운 걸을 열어 준 것이니 적극적 縣序에 해당됨을 곧 알 수 있

을 것이다. 나는 의식적:로 ‘創造’라는 단어를 아끼고 ‘改옳’ 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실은 이런 過程을 통하여 창조가 가능한 것이다. 基健主義가 ‘창조의 교육철학’이요， ‘創

造의 論理’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하여도 좋을 것이다.

3‘ 敎育的 價{直 : 6擺念

냐는 3理念의 각기를 둘 씩으로 나누어 모두 여섯 가지 개념을 제시해 보았다. 여섯 가

지 價f直體라고 해 서 좋을 것이 다. 그런데 6개 념 이 란， 문화 • 생 활 • 지 정 • 인격 • 협 동 • 봉사

가 그것이다.

‘文化’의 개념은 精神的 • 宗敎的 價f直와 관련된다. 그러묘로 흔히 우리가 ‘문화란 인간

의 생활 방식의 총화’라는 것￡로 이해되는 바로 그러한 文化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다

른 價個體와의 관계에서 自己限定을 하면 위에 지적한 정신쩍 • 종교적 가치 영역을 가리키

는 것으로 보면 펴겠다. ‘聖’이라든가 ‘孝’의 가치가 여기에 속한다.

‘生活’의 개념은 社會的 • 健康的 價{直와 관련된다. 여기서 생활이 라는 말을 사용해 본 까

닭은，가까이는 우리의 生活초間에서부터 가정적 제반 사항， 군사적 • 정치적 • 보건 위생적

인 것 모두를- 포함시켜서 생각해 보았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우리 인간 개

개인의 健康이라고 보았기에 體育의 중요성을 강조하고도 있는 것이다. 그러으로 ‘健’이라

든가 ‘誠’의 가치가 여커에 속한다.

‘知性’의 개념은 置理價f直와 관련된다. 학문적 가치라고 하여도 좋겠는 데 우리는 나날

이 현명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머리를 제대로 쓸줄 알아야 된다. 合理的

思考力이 크게 요청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었다. 그러기 f위 해 서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입 수해 야 할 것이 다. 듀아 는 反省的 思考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었는데 , 짜口f生價f直가 크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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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되는 까닭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다. ‘置’이니 ‘公’아니 하는 가치가 여기에

속한다.

‘人格’의 개념은*휠德、價f直와 관련된다. 인간 형성에 있어서 뻐的 隔治가 얼마나 중요한

가에 대해서는 오랜 동안 강조되어 온 것이거니와 근래에 와서는 다시금 학문 중심적 교육

과정이니 하여 知育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는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올바른 判斷과 行動을

위하여 매우 긴요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道德價f直와 유리된 *口性이 반도덕적 행

위에 직결되는 수도 있다는 것을 향상 경계하여야만 될 것이다. ‘善’이니 ‘寬’이니 하는

가치가 여기에 속한다.

‘協同’의 개념은 物質價f直와 관련된다. 근래에 와서는지나치게 물질가치만을 추구하는

까닭에 이에 대한 批判의 소리도 높거니와 물질적￡로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본래 인간 누구나가 바라는 바요， 그것 자체가 나쁜것은 결코아니다. 다만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富의 축적이 아닐 때， 그것은 곧 호된 사회적 비판을 받게 마련이다. 따라

서 올바른 物質價f直觀이 선결 요건이 되는 것이다. 여 71에는 ‘富’니 ‘動’의 가치가 속한다.

‘奉{±’ 의 개념은 審美價f直와 관련된다. 본래 여 기 에 奉{±라는 말을 쓴 까닭은 ‘協同’ 가

치와 한 쌍을 이루는 것으로서， 우리가 사회블 위하여 일하는데 있어서는 누구나 돈벌이를

전제로 한 職業에 종사하는 걸이 있고， 또 하나는 돈벨이와는 관계없이 거저 일해 주는 이

른바 ‘서비스적’ 행위가 있다고 보았다. 奉位가 그것이다. 결국 이 사회는 報빼를 기대하

지 않고 거저 일하는 수많은 奉{±者가 있음A로 해서 더욱 발전하며 살꺼 좋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봉사자의 심정은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요， 純뽑無姬한 것이니 審美價

f直에 통한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는 ‘美’니 ‘信’이니 하는 가치가 속한다.

이 제 좀더 새로운 價f直體系로서의 基魔主義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나는 전에 「社會變化와 價f直觀定立」이라는 主題를 놓고 가치관 변용의 요인 분석을 해본

바 있다. 결국 우리 나라는 지난 100년간 또는 ζ西光復을 기점으로 하여 보아도， 정치적 •

역사적 요인에 있어서는 고정적 절대주의 가치관으로부터 可變的 相對主義 가치관으로 바

뀌고 있으며， 사회적 • 경제적 요인에 있어서는 연공서열주의 가치관으로부터 實績能力主義

가치관으로 바뀌고 있으며， 도한 사상적 • 문화적 요인에 있어서는 인격위주 도덕주의 가치

관으로부터 物質寫主 功利主義 가치관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價f直觀定立을 위 한 하나의 基魔作業 o로서 한국인의 생활 철학에 대하여 밝혀 보

았다. 이것은 특히 漢字文化團이요， 유교 문화권이요， 또한 불교 문화권에 속하는 이웃 나

라인 中國과 日本을 비교질단으로 하여 교육철학적인 면에서 접근한결론을 觸記해 보았다.

인격 형성의 핵사상으로서는 ‘멋’을 거본하였는데， 이것을 ‘仁’과 ‘이끼’ (牌)에 對比시

켜 보았던 것이고， 이상적 인간상으로서의 ‘선비’에 대해서는 ‘君子’와 ‘사무라이’ (武土〉

를， 그리고 처신의 방법흔적 원리 개념인 ‘참하게’에 대해서는 ‘格物致때’와 ‘시쓰께’(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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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비함으로써 멋 • 선비 • 참하게가 지니는 賣意를 밝혀 보았다. 여기에 내가 보는 바 한

국인의 생활 철학이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리하여 마침내 구체적￡로 새로운 가치체계요， 인간 형성의 논리로서 제창한 것이 ‘基

購主義’였던 것이다.

이 ‘기초주의’에서는 인간 형성의 핵사상으로서 ‘基鍵’를 말했￡며， 이어서 3理念 6權念

을 새로운 교육적 가치 체계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3이 녕 이 란 時間의 이념 • 自由의

이념 ·됐序의 이념인 것이고， 6擺念이 란 文化·生活·知뾰·人格·協同·奉f土로서 이것은

정신적 • 종교적 가치 〔聖J •사회적 • 건강적 가치 〔健J •진리 가치 〔圓J •도덕 가치 〔善J •물질
가치〔富J •심미 가치〔美〕라든가 孝· 誠 • 公 •寬 • 動 • 信과 관련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V. 結言 : 基隨主義의 構造

기초주의의 교육철학적 구조에 대해서는 論文 「基鍵主義의 構造J (37) 에 서 밝힌바 있다.

이 논문은 비록 분량에 있어서는 백매에 지나지 않￡나 기초주의에 대한 전체 구조적 이해

흘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다.

이제 그 주요 목차를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序言 : 基鍵主義의 意味

1I • 數育理念

1. 基健와 敎育(敎育的 存if論)

2. 時間 • 目 由 • 縣序(敎育的 價順論)

JlI. 敎育的 A間像

3. 歷史的 意識A(敎育的 A間論〕

4. 大愛至醒人(敎育者論)
5. 傳統 • 主體 • 改후(敎育的 知識論)

N. 敎育過程

6. 探究 • 覺醒 • 實現(數育方法論)

7. 創造의 理論(敎育陽究方法論)

K 發展과 統整(敎育制度論)

9. 基魔와 歷史的 狀況性(敎育史觀論)

V. 結言:基隨主義의 特뾰

으로 되어 있다.

이제 本橋를 맺는 데 있어 기초주의의 특성 (3S)이 무엇인가를 요점만 들기로 하겠다. 모

(37) 抽鎬， r基鍵主義의 構造J， «師大論題))， 第28輯， 서 울大學校師範大學， 1984, pp. 1"'30.
(38) 좀더 자세한 서 술로는， 抽著， «敎育原理--敎育哲學擺說))， 서 울， 博英社， 1982, pp.397rv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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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여섯 가지이다.

첫째는 包括性이다.

모든 것에는 基隨가 있다.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그것이 없으면 전부가 없는 것과 같은

包括者가 곧 ‘基廳’인 것이다. 그러기에 基隨는 달리 말하면 ‘월理’이다. 진리인 基碼에서

벌어질 째 그것은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실로 ‘基鍵’란 체험의 세계에 있어， 그려기에 週念으로서도 그 중요성이 널리 是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基魔’ 개념의 교육철학적 새로운 해석은 대단히 귀중한 人間形成의 核

思想體임을 알게 한다. 여기에는 人間形成의 論理가 담겨져 있다. 즉，

傳緣×主體×改후= c基짧::t義의) 基魔

라는 等式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다.

基續主義는， 모든 사람의 A生을 藝術的 境地에까지 昇華시키는 人間形成의 基本原理인

것이며， 역사적 의식인의 배양에 의한 세계의 항구적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지헝:하는 민주

주의적 교육철학이다.

둘째는 統合性이다.

기초주의에서는 歷史的 自됐의 意識構造를 ·球’라고 想定하고 있다. 이것은 이를테면， 시

간성 대 공간성， 항존성 대 변화성， 단치성 대 다치성 등 現代敎育 哲學的 課題블 ‘對立’의

엽장에서가 아니라 ‘調和’의 관계에서 풀어 보려고 하는 새로운 人間形成의 論理이다. 즉，

統合性의 특징을 지적할 수가 있다.

세째는 力動性이다.

이 것은 ‘基鍵와 歷史的 狀況性’ 을 가리 켜 하는 말이 다. 변화 가운데 변치 않는 것의 추

구가 基確主義의 ‘基짧’이거니와， 그러나만큼 歷史的 狀況性에서도 관심을 쏟는다. 여기에

는 전통 일치형을 비릇하여 전통 불일치형， 개혁 불일치형， 개혁 얼치형， 전통 • 개헥 동시

형 이 라는 다섯 가지 類型이 想定되 어 敎育思想史的 解明을 가능케 하고 있다.

넷째는 實證性이다.

기초주의에서는 ‘基健로부터 새로운 基짧에까지’라는 말을 하나의 캐치 프레이즈로 사용

하기도 하거 니 와， I"基續主義의 方法論的 省察圖」는 기 초주의가 지 니 눈 寶證性을 단적으로

보인 것의 하나라고 하겠다.

다섯째는 普遍性이다.

기초주의는 ‘人間形成을 위한 論理構造指南的 機能의 哲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위

에서도 기초주의가 지니는 ‘보편성’의 특정이 지적되었거니와 기초주의는 時·處·位를 묻

지 않고 적용 될 것을 기약하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여기서 사용한 理念이나 개념등

표현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세계적 규모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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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것을 하나의 敎育的 術語가 되게 하였던 것이다. 또한， 基健主義가 제시한 ‘傳統과

改후의 調和를 通한 A間形成의 論理’라는 것은 한국은 물폰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인간 형

성의 논리로서 통할 수 있는 것이니 普遍性을 지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基魔主義가 說破

하는 인간형성을 위한 論理構造는 각자가 이것에 의하여 자기형성이 가능하며 하나의 指南

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니 이것 역시 普遍性에 통하는 일인 것이다.

여섯째는 實錢性이다.

‘發展과 統整의 律動的 自己展開’라든가， ‘基魔로부터 새로운 基魔에까지(自己深化)’，

‘힘을 뺀다는 것은 힘을 들인다는 것이다. (힘의 使用-極에서 極까지)’등의 표현은 모두

基健主義의 敎育方法論的 特徵 내지 原理블 나타낸 말들로서 강렬한 實錢性을 전제로 삼고

있다. 흔히 교육 이념으로서는 잘 되어 있으나 교육 방법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우리는 듣게 된다. 基續主義는 인간 형성의 論理를 제시한 것이니만큼 거기에는 처음

부터 그것의 具顯化， 實錢의 方途가 예상되 었음은 물론이 다. 敎育方法j즈로서 3次元(探究 •

覺醒 • 實現) 6段階( 目 的 • 計劃 • 寬集 •理會 • 發表 • 評價)를 설정한 것 역시 寶錢性의 일변

을 의미한다. 이것이 곧 ‘基關主義法’이다.

이상， 필자는 ‘基隨主義란 무엇인가’를 말함에 있어， 1) 包括者로서의 ‘基隨’ 2) 傳統과

改華의 調和를 通한 A間形成의 論理， 3) 훌健와 歷史的 狀況性， 4) 基隨로부터 새로운 基

健에 까지 , 5) A間形成을 위한 論理構造指南的 機能의 哲學， 6) 發展과 統整의 律動的 自

己展開라는 여섯 가지 특성을 들었다. 말을 달리하면， 基魔主義의 特性이란， 敎育哲學評價

의 基準用語도 되는 包括性， 統合性，力動性， 實證性， 普遍性， 實錢性에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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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is constructed as· follows:

I. Introduction: the. formulation of the philosophical theory of Korean education for

today

II. the Idea of Education

1. the definition of the idea of education

2. the idea of Korean education

II I. the Idea of Kich'ochuii (Foundationism)

1. what is Kichochuii?

2. Kicho (Foundation)

IV. the Idea of Education and the Educational Value System

1. spherical structure of cognition

2. the idea of education (3 ideas)

3. educational value (6 concepts)

V. Conclusion: the structure of Kichochuii (Foundationism)

Explaining the idea of education and the educational value system, I empnhasize, first of

all, that ‘Kichochuii’ regarded human cognitive structure as ‘sphere’ . ‘Spherical structure

of cognition' is what I want to mention. Frobel, . an educational philosopher, was deeply

interested in the ‘sphere’ . But his concern is only about the spheric crystalloid as a

natural phenomena. ‘Kichochuii’ treat ‘sphere’ as the principal structure which represents

the idea of education and the educational value system. Considering ‘Kicho’ a core

thought in shaping human character, I manifest it in three ideas while talking about

past , present and future, or about tradition, subjectivity and reform. That is the idea of

time, freedom and order.

Now first, I’d like to tell you ‘the idea of time' is to help us to define the meaning of

past , as sort of a historical dimension. Because history is related to time and human life

which evolves in restricted time~ too. The idea of time not only helps to have th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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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pt of time but also waken the wisdom of life which can accumulates every vital

moment.

Second, let me tell you about ‘the idea of freedom'. In chinese expression, the freedom

means ‘arise from(由) of itself( 自 ) ’ . When we need to make decision , we think hard to

reach the best conclusion. We should be prudent and take the responsibility for our

action. Subjectivity is directly related to this idea of freedom , and through out the human

history we, human beings, have pursued the freedom until now.

Third, ‘th e idea of order' is connected with ‘reform’ and ‘realization’. ‘Order’ has two

meanings. One is negative and the other positive. Negative order concept means to. obey

the laws, customs and systems in our society. On the contrary, positive order concept

signifies the new order when the old one is. no more justified by the scholars and society.

I proposed six concepts which are divided from each three ideas. It would be right to

call it six value area. i.e. , culture, life, intelligence, human character, cooperation and

serVIce.

In conclusion, the structure of philosophical theory of Kichochuii (Foundationism) is

as follows:

I. Introduction: the significance of Kichochtiii (Foundationism)

II. the Idea of Education

1. Kicho (Foundation) and education(educational ontology)

2. time, freedom. order(educational exiology)

III. Educational Human Image

3. a man of historical consciousness.. (educational human theory)

4. a man of great love and simp1icity(theory of educator)

5. tradition, subjectivity, reform(educational epistemology)

IV. Educational Process

6. inquiry, awareness, realization(educational methodology)

7. theory of creation(educational research methodology)

8. development and integration(theory of educational institution)

9. foundation and historical situation(theory of historical view of education)

V. Conclusion: character of Kichochui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