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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團、愚과 敎育的 {專細 (1)

- 忠、孝思想의 現代敎育學的 再評價一

韓 基 彦

〔敎育學科)

1. 序言 : 功利主義的 敎育觀 克服의 問題

本精는 「韓國의 敎育的 傳統」에 관한 짧究의 -環올 。1루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그중 ‘忠

孝思想의 現代敎育學的 再評價’ 의 問題를 中心으로 다루어 보았다. 01 것은 忠孝思想의 現代

的 貝顯方案과도 關聯환다. 그렌데 ‘현대적 구현 방안’이라고 하여도 그 세부적얀 면에 이

르러서는， 너무도 魔範한 까닭에 여기서는 ‘敎育哲學的 接近’이라는 것으로 自己限定을 하

고 論及키로 하겠다.

생각컨대 최근에 이르러 새삼스러이 孝의 思想이니 또는 忠孝思想이 우리나라 교육계에

서 靈論케 된 까닭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단적으로 말해서 民族光復。1 후 우리 모두가

교육에 비상한 熱意를 보여왔고 斷身하여 왔으나， 어느덧 지나치게 功利主義的敎育觀에 사

로잡히게 된 폐단에 대한 省察에서 오는 일이라고 하겠다.

韓國A은 왕성한 敎育熱을 가진 民族이라고 自他가 말하지만 그 魚點이 국가나 민족， 그

리고 父핍:의 恩功조차 잊고 오직 나 하나 立身出世하여 富貴榮華를 누리 면 그만이 라는 功利

主義的 敎育顆에 의하여 支配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크게 反省해야 될 얼이라고

하겠 다. (뼈橋. 1974b: 37-44)

실로 忠孝思想이 새삼 강조케 된 데 에 는 이 와 같은 物質價f直偏重과 나 하나만의 利益을

추구하는 功利主義的 敎育觀을 克服하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란데 여기에 있어 하나 문제

가 되는 것은， ‘忠孝’라는 文字가 현대 한국인에게 주는 막연한 꺼리낌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우라는 다시 한 번 韓國 現代敎育의 病縣↑生의 談斷과 아울러 그것의 뭘正簡I로서

의 忠孝思想에 대한 現代敎育學的再評價가있어야 되리라고보는것이다. 이리하여 忠孝思

想이 지니는 바 그 참뜻이 現代敎育學的으료도 I휩明될 때 그것의 貝顯化는진정 힘 있는 것

이 되고 永續性을 지니게 될 수 있을 것이다.

n. 韓國A으l 意識構造와 忠孝思想、

1. 韓國人의 意識構違

韓國人의 意識構造린- 종래 우리가 써오던 말안 한국일의 民族性。1라는 것과 동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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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푸자가 자칫 잘뭇하면 排他的이며 閔鎭性을 띄는 일도 있는 것에 반해서 전자는 보

다 開放性을 띈 術語로 밤아 들여지고 있다.

그러면 한 마다로 말해서 韓國人의 意、識構造란 무엇이겠는가? 이 論題야말로 오늘날 韓

國)、이면 누구나 비상한 관심을 쏟게 되는 課題임에 플림없다. 그러나 한펀 어떤 合議를

본 定說을 찾아 보기 힘도는 것 또한 사싣이다.

따라서 우리는 순서상 당연히 그동안 論議되었던 사실들에 대하여 擺觀·檢討·批判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本論鎬의 성격상， 하나의 寂述上의 方法으로서 그와

같은 맑究밟果(金泰吉. 1967./金泰吉. 1969./金炯孝. 1976./朴容淑. 1970./朴鍾鴻. 1968./朴鍾鴻

1972 /尹聖範. 1973./尹泰林. 1970./柳東植. 1975./李光奎‘ 1975./李東植. 1974./李永鎬. 1975./崔昌

圭. 1973./崔夏林. 1974./洪承樓. 1972./黃윈도根. 1970;)를 딛고 서서 생각되는 나의 見解만을 開

陳함이 좋으리 라고 본다.

나는 韓國A의 生活哲學을 표시 하는 말로서 「멋 J(抽鎬. 1971 : 5-'-27/細著. 1977 : 13-51)을 驚

論한 바 있다. 이 말의 풋이 올바르게 이해되고 是認될때， 한국의 교육철학은 「멋의 敎育

哲學」이라고 널리 말해도 좋으리라고 본다. 이 말의 타당성을 佛證해 주는 것으로는， 인접

국가언 中國괴- 日本의 敎育哲學이 무엇인가를 對比해 볼 때 더욱 解明해지리라고 보는 것

이 다. (쐐鎬. 1972a: 30-45. /抽著 . 1 977 : 100-131) 仁의 敎育哲學， 이 끼 (牌)의 敎育哲學과 對

比되는 한국의 「멋의 敎育哲學」인 것이다.

그러면 「멋」이란 무엇인가? ‘精牌(essence)'와 情操(sentiment)와 優雅(elegance) ’ 라고도

하고， 감(內容， 材料)과 마음싸(意志)와 솜씨(技術， 表現)가 합처진 ‘創造’의 경지(抽著.

1977 : 32)로도 보거니와， 한국인은 진정 ‘멋을 아는 民族’인 것이다그리고 그 마음씨는

A情味가 풍부한 ‘훈훈한 마음싸 ’ (뼈著. 1977 : 152)인 것 이 다.

이갓을 다시 풀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意識構造는 어철고 (賢明性 : 孝心

性)， 향기롭고(高尙性)/슬기롭고(歡智性)， 인자하고 (仁慧性)/서로 도우려 하고(協同性)，

믿음직하고(信義性)려는 제특성을 지니고 있다. (빼著. 1977: 152) 그리고 이 여섯 가지를 둘

씩 묶어보면， 빼어남(秀麗性)과 너그러움(寬容性)과 씩씩함(雄健性)을 지니고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다시 하나로， 묶어 볼 때 그것이 ‘훈훈한 마음써 ’ ()..情性)요

‘멋’인 것이다.

이러한 諸特性을 감히 말할 수 있는 論據는 무엇일까? 그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歷史的

諸 事寶에 비추어서요， 또 하나는 다시금 이들 諸特性을 인접국가인 같은 漢字文化團에 속

하며 備敎와 佛敎文化를 가지고 있는 中國人과 日本人의 민족적 제 특성 (쐐著. 1977: 215-227)

과 比較해서 하는 말인 것이다.

韓國A을 형 성 해 온 精神史的傳統， 다시 말하면 한국의 교육적 전통이란 무엇 이겠는가 ?

그것을 나는 다음의 여섯가지로 정리해 볼 적이 있다. ‘孝의 思想과 敎育의 傳統’을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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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政治思想과 교육의 전통， 뚫文思想과 교육의 전통， 뚫禮思想과 교육의 전통， 動險思想

과 교육의 전통，1\間尊重思想과 교육의 전통이 그것이 다. (抽著. 1977: 359-366) 이 것을 재

래의 교육적 덕목 및 일반적 교육가치와對比시켜 보면， 孝(文化 : 정신적 종교적 가치)，誠

(生活 : 건강가치)， 公(쩌性 : 진려가치)， 寬〈人格 : 도덕가치)， 動(協同 : 물질가치)， 信(奉

tl:: : 심미가치)이라는 여섯 가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묘로， 위에 든 우리 민족의 장정들은 한펀에 있어서는 우리가 A間形成에 있어서 추

구하고 있는 敎育的價f直體系 일반에 1011 추어 보아 韓國文化요 한국의 精神的風土라고 말할

수 있는 歷史性에서 벚어낸 한국인의 민족적 제 특성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둘씩 묶어

볼 때 新羅의 빼어남(秀麗性)이니， 古朝解의 너그러움(寬容性)이니 高句麗의 썩썩함(雄健

性)과도 對應되므로서， 우리는 이 귀중한 민족적 특성을 하나로 하여 말할 때， 그것이 ‘한’

의 思想(‘光明正大’와 同意의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李훨恨. 1972: 14-15) 이 요， ‘하느념’

의 觀念(金敬짧. 1970: 121-122)이 요， 그리고 근래에 와서 더욱 많이， 그리고 올바르게 쓰

여 지기 시 작한 것이 ‘멋 ’ (細鎬. 1971a : 9-':"'10. 13‘ /뻐著. 1977: 24-30)이 라는 한국인 형 성 의 核

思、想인 것이다.

실로 한국인의 意識構造가 무엇이 냐(韓國知性의 構造的 特{生으로，1. 圖敵會通的인 統合

的圖式化的 思考， 2. 圖的認、識論， 3. 調和美의 追求라는 세 기-지 를 지 적 한 바 있다. 抽著.

1977 : 250-254)라는 지극히 어 려운 물음에 대 하여 감히 나는 ‘훈훈한 마음씨 ’ 라고 하고，

‘멋의 敎育哲學’이라고 훨約해 본 까닭이 마루 여기에 있는 것이다.

2. ‘忠孝’ 의 搬念分析

이와같은 전제 하에 다음은 주로 忠孝思想에 관한 것을 그 본질적인 면과 아울러 특히 현

대교육의 상황괴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忠’이라-는 글자는 中과 心야 합쳐진 것으로， 그 뜻은 곰을 펄과 진심을 다한다는 것이

다. 그러므로，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웃사람의 찰못을 충고한다는 忠課이라든가， 공경스러

운 마음으료 임금을 성긴다는 忠敬， 충성스러운 마음을 풋하는 忠따義擔， 정성을 다하여

忠誠한다는 忠廳(충경)， 충심으로 남의 허물을 경제한다는 忠告， 아주 진싣하고 정성스럽

다거 나 罵實하여 속이 지 않음을 나타내는 忠뼈， 임금에게 충성 을 다하고 나라즐 사랑함을

말하는 忠君愛國， 이밖에도 忠動， 忠良， 忠力， 忠烈， 忠靈， 忠慣， 忠짧， 忠士， 忠死， 忠평，

忠善， 忠誠， 忠信， 忠勇， 忠義， 忠節， 忠正， 忠貞‘ 忠直， 忠、塊義興， 忠孝雙全， 忠、孝烈 등

등(梁柱東， 閔泰植， 李家源. 1963 : 709-710) 忠자로써 이루어진 좋은 말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셔는 옛부터 忠孝참l{， (金憲、獅. 1972 : 555-577. /金憲聊. 1975: 75-78) 이

세 글자로써 참펀 한국인을 키워온 精神史的 효륨을 찾아 볼 수가 있다. 그중에서도 忠꾀

孝는， 圖光의 世倚五빼에서도 알 수 있고， 나아가 花郞道의 @윷購를 나타내고 있는 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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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으로서의 孝와 국가사희 도덕으로서의 忠을 강조해 왔먼 것이 다.

그러면 오늘날 忠의 思想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여이: 할 것언가? 忠의 사상은 개인생

활의 원리로서도 忠實하고 忠直하는 것이 요망되거니와 특히 한 나라-의 市民으로서 그가

맡은 바 직무에 責任과 義務플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忠의 사상은 크게 요망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忠國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그간 써 온 딸로 옳거 보면 ‘市民敎育’이 되는 것이

다. 사실 국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自由를 누릴 수 있는 것이요. 인간담게 살 수

있는 것이다. 亡國民의 경우만큼 기막한 일은 없는 것이다. 이것은 그 寶例를 멀리 구할

것도 없아 우리기- ζ西光復이전 日帝治下에 있어서 겪었먼 나라 없는 民族의 서러움을 되새

겨 보면 곧 알 수 있는 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光復이후 우리는 어느덧 나 하나만을 생각하는 극단적 안 利己主義에

사로 잡히는 社會風펙를 자아내게 되었던 것이다. 더우기 光復 이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의

경우는 나라 잃은 민족의 서러움이 무엇인지 전혀 실감이 나지 않게 되이 있는 것이다. 거

기에 만약 부모나 사회일반 풍조가 나라보다도 나 흔자 이익만을 극도료 추구하는 그릇된

생각으로 치닫는다면 그것은 무서운 結果룹 未久에 招來하고 말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특

히 指導的 位置에 있는 A士들의 자기만성과 아울러 率先휠範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크게

요청되는 일이라고 하겠다. 이라하여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곰 나블 시랑하는 것이

된다는 지극히 펑법힌- 진리를 깨닫게 해야 펼 것이다.

여기에 있어 우리는 역사상 나라사랑에 힘쓴 인물들의 行障에 대하여 가르쳐야 될 것은

말할 나위도 없거 니 와， 특히 한국 近代 民族主義思想家들에 관하여 체계 적 인 연구와 교육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 것이다. (이를태면 외솔회에서 나요는 季刊〈나라사랑〉에 f콸號 特輯되

는 A、物 및 關係文敵은 매우 貴重한 昭究資料가 되는 줄로 안다. ) 그것은 시대 적 감각으로

보아도 보다 우리에게는 가까운 옛일일 뿐더러， 지금까지는 너무도 이 시기의 愛國者에 관

해서는 그들의 思想과 행적에 관한 것이 단펀적￡로 다루어진 감이 짙기에， 이에 대한 反

省이기도 한 것이다.

실로 그들의 나라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던가에 대해서 알면 알게 될수록 오늘날 만연된

극단적인 利己心은 낯을 붉히게 될 것이오， 南圖 李昇薰이 끝까지 이 땅에 남아 後進培養

에 힘쓰겠다고 한 이 한 마다의 말(金基錫. 1964 : 143-145. /쐐橋. 1973: 60) 이 얼마냐 절절한

나라사랑의 心情을 Q土露한 것이었는가도 새삼 알게 되리라고 부는 것이다.

다음은 孝의 思想에 관해서이다. 孝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새삼 장황된 설명이 필요 없

S리 라고 본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孝의 思、想을 이릎 이전에 몸조L로 행하여 온 만족인

것이다. 그러무로 중국의 경우와 같이 〈孝經〉에 버금가는 理論書 저술보다는 實錢道德얀

祖上뚫拜思想εL로서 오늘날까지 하냐의 미풍양속을 이푸어 왔던 것이 다.

그런데 孝의 사상은 해로 오해가 없었던 것도 아닌 것 갚다. 그것은 하냐의 孝思想의 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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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現象에서 오는 것이니， 孝의 본질을 바르 알게 될 째 자연히 바로 잡힐 것임은 말할 나

위도 없다.

〈孝經〉을 읽 어 보아도 孝의 본질은 ‘내 리 사랑’ 에 있음C(孝經)， 孝治章 第八)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이 부모념의 지극한 내리사랑에 대한 子女로서의 報恩、， 여기에 孝는 모든 인간

행위의 根本原理로서 예나 지금에 있어서도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한국의 孝의 사상은， 중국 및 일본의 그것과 비교해 불 해 (해鎬. 1974a: 213-225) , 보다 전

형적인 孝思想을 전개해 온 나라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중국은 역대제황의 孝로서

만중을 다스려 왔으니 이것을 가리커 政治規範으로서의 孝라고 할 성질의 것이요(抽鎬. 1974a

: 220) , 또한 일본의 경 우는 오랜 동안 武士階級이 중심이 되 어 천하를 다스려 온 탓으로 孝

도 중시하였으냐 그것 이상무로 강조한 것이 忠의 思想이었다. 그려묘로 忠과 孝 둘을 놓

고 그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야만 펄 경우에는 忠을 택하는 것이 그들이었던 것이다. 따라

서 일본인의 효사상은 武士的 社會規範으로서의 忠孝이요 忠優位인 孝思想이라고 하겠다.

(뼈鎬. 1974a: 220-222)

이러한 접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경우는 典型的인 孝思想을 지닌 것오로서， 家處道德規

範으로서의 孝인 것이다. (뻐鎬. 1974a : 223) 그리고 이와같은 가정도덕규법으로서의 孝의 시

상은， 공교롭게도 오늘날 西歐 現代敎育哲學者， 01 를테 면 볼노브라든가 랑게펠트 등이 각

기 표현은 다를망정 家處이라는 생활공간과 가정이 지니는 포근한 /분위기가 큰 교육적 의

의와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강조하는 생각과 통하는 면이 있다는 사실이다. 통틀어 오늘날

現代敎育思湖의 하나로서， 家處敎育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고 하면 될 것이다. 또

歐美社會보다도 東洋의 경우，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응석받아’가 허용되고 있다. 이

‘응석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은 精神的으로 기대고 살 수 있다는 접에서 精神的 安定住。1

가능한 것인데， 그것은 정신적 의존성을 높이는 좋지 않은 일면도 있￡나 한펀， 집 안 식구

J들의 기대 속에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지니고 自己成長이 가능한 것이라고 하겠다. 01 접에
대해서는 최근에 일본의 한 精神病理學者가 크게 주목하여 일본인의 특성으로까지 극구 강

조합에 이른 것인데(土居健郞 . 197 1.1土居健郞. 1972.1土居健郞. 1975) , 한국의 家處生活이 본래

이러한 좋은 점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달리 표현할 때 家處道

德規範으로서의 孝 사상。1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孝의 사상은 상대적￡로 말해서 근래에

와서는 휘박해지기 시작한 ‘敬老思、想’으로서 내리사랑과 함께 더욱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라 하여 우리는 나라사랑과 내 리 사랑을 아울러 지 닌 忠孝思想을 韓國人의 意識構造와의

관계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이것을 키워나가 진정 한국인의 精神的 活力素로서 귀한 것이 무

엇인가를 人間形成과 국가발전이라는 면에서 實證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弘益人間의

理;念의 구체상이요， 人類愛의 敎育에까지 통하는 지극히 건실한 발걸음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면 이하 이것을 보다 자세하게 論述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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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敎 育 理 念

-내 리사랑과 나라사랑-

1. 孝의 思想과 敎育의 傳統
ι‘”

우리나라의 敎育的 傳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定說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다읍의 여섯 가지를←提示한 바 있는데， 그 첫째가 孝의 思想이다. 또， 그 여젓 가지란， ‘孝

의 思想’ (孝)을 비 롯해서 , 政治思想(誠， 달라는 忠 •爛라고 할 수 있3리 라)， 옳文思想

(公)， 옳禮思想(寬)， 動險思想(動)， A間尊重思想(信)과 敎育의 傳統이 그것이다.

오늘날 ‘孝’의 思想은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하여 敬遠視되고 있는 것 같다. 그 까닭은

‘孝’의 本質이 ‘내리사랑’에 있다고는 생각치 않고 오직 父母되는 사람이 -方的으로 자녀

들에 의한 섬깅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誤解에서 오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孝의 思想’에 관한 구체적인 例의 하나로서， 몇짝 李짧에 의한1 事親의

귀절을 想起함이 좋으리리고 본다. 그는 〈學校模範〉에서 말하기를 J“선비 가 百行이 있어도

孝와佛가 본이 되며， 죄가 삼천이 있어도 不孝가 가장 큰 죄이니 어버이를 섬기는 자는 반

도시‘ 居에는 敬하여 承)1頂의 禮를 다하고， 養에는 樂하여 口體의 奉을 다하고， 病에는 똥뭘하

여 醫藥의 方을 다하고， 喪에는 哀하여 慣終의 道를 다하고， 聚에는 엄하여 追遠의 誠을

다하여야 한다. 溫情 定省과‘出告하는 반면에 하나도 뿔賢의 힘1/을 좋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하고， 만알 부모가 잘못하는 일을 만나면 정성을’다하여 微課하고점점 道로써 말하며， 안

￡로 내 몸을 돌아보아 행실의‘ 不備한 것이 없고 始終에 덕을 온전히 하여 所生에 J욕됨 이

없는 연후에 可謂 能히 事親한다고 할 것이다" C李짧. 學校模範:事親條〉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 마 말한 바와 같이 , ‘孝의 思想’ (父母와 子女間에 주고 받는 사랑)은 우리 냐라의 敎育

的η 傳統의 하나로서 팝게 되거 니 와， 01 ‘孝의 思想’ 은 中國 o로부터 〈孝經〉아 들어 오기 이

전에 있었던 하닥의 美德이요 實錢道德으로서 그것을 論證한 祖上뚫拜思想에 관한 先行찜

究를 찾아 볼 수 있다.

邊太燮(第三輯 : 55-'-69, 第四輯 : 73-85)은 그의 論文 「韓國古代의 J繼世思想과 祖上뚫拜信

{대」에서 말하거를，

筆者는 韓國 古代A의 思想信째。1 Coulanges가 La Cite Antique에 서 論한 바 그리 이 스 빛 ? 로마의

古代A의 그것과 如何한 關係가 있는가를 比較冊究하여 본 結果，그 사이에 共通性이 있어서 韓國古

代의 여러 옮]度， 風倚， 習慣도 그와 같은 繼世思想과 祖上옳拜信{대에서 緣由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 小論은 韓國 古代A의 여 러 風習 및 制度를 特허 家族制度 및 喪흉에 關한 風習을 그의 基盤인 韓

國 古代의 思想、信{印에서 맑究하려는 것으로서 結局은 Coulanges의 理論을 韓國 古代 社會에 適用하

여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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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전제하면서， 序論， 繼世思想(계세 사상과 理흙， 계세 사상과 副類)， 祖上옳拜信{fPC緊

祝의 중요시， 자손에 의한 제사)， 古代思想의 變化와 佛敎， 結論~祖上뚫拜信{fP과 簡敎와

의 結合이라는 순셔로 논술하였다.

그의 陽究에 의하면， 古代 韓國人은 死者블 1享쫓할 뿐 아니라 또한 그 후에도 이에 대한

察피E의 계속을 극히 중요시하며 , 祖上을 뚫拜하는 信때을 가지고 있었다 (1)

察까E의 계 속을 매 우 중요시 하는 觀念과 풍속은 繼世思想에 기 반을 두고 있으며 , 그것은

家族共同體의 관댐을 바탕으로 하여 祖上뚫拜思想으로 나다나고 있다. 家族緣坐法이 싣제

로 행하여지고 있었다는 것은， 죽은 祖上의 賞뽑아 곰 그 자손들에까지 미쳤던 것으로서，

祖上의 靈짧은 항상 자기 子孫을 표護한다고 생각되였다. 잔로 古代A의 家族共同體一휠界

와 現世를 포함한一의 觀念이 바로 祖上뚫拜思想이 나타나게 되는 動機가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子孫은 祖上의 幸福과 安住를 위하여 부단히 聚祝와 供物을 바치고 그 반면에 祖

上의 靈짧은 항상 子孫의 緊榮과 幸福을 陰助한다고 생각되었다. 祖上에 대한 자손들의 찢용

피B와 供養은 자손에 대 한 祖上의 保護와 同-한 意味플 가지고 양자는 서로 共同體로서 相

互連結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祖上에 대한 聚祝의 重흉흥視는 어디까지나 現世와 혹界릎

초월한 祖上에 대한 자손의 孝로써 敬쫓心의 發露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家族共同體內의

父祖에 대한 孝道의 延長이 곧 莫界의 祖士에 대한 聚꾀E기- 되는 것이며， 따라서 現世의 祖

上에 대한 孝道와 死後의 祖上에 대한 聚祝와는 전혀 그 性格이 같은 것이다. 그리고， 古

代A은 祖上에 대한 聚祝는 반드시 자기 子孫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였기에

血統의 純燦↑生을 생 각하게 되 고 뽑쫓制를 認定하는데 이르기까지 婚뼈制度 역 시 子孫의 t 繼

續이 社會性을 가진 祖上뚫拜의 繼續과 不可分의 關係를 가진 것임을 알게 한다.

祖上뚫拜思想은 古代社會에 있어서 전 인류의 보펀적 현상S로 보는 것이거니와， 이러한

순수한 原始思想 위에 형성되었던 한국 고대의 조상 숭배 신앙은 古代中期 이후부터 점차

그의 原來의 性格애서 離脫하는 過釋을 밟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變質過

程이 佛敎의 傳來로 해서 특이 하게 나다나게 되 었다. 이 경 우는 佛敎가 많成信때인 祖上옳

拜信때에 적응하여， 불교로서 조상 숭배의 방뱀을 제기함으로써 그것을 전파하는 데 성공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佛法에 의하여 祖上의 롯福을 비는 方法은 후세의 李朝橋敎社會

에 까지 계속하여， 심지어 隱敎의 幕測에도 佛式에 의한 짧좋， 爾宮을 건립하여 祖上의 追

(1) 一然， <三國道事)， 卷第二， 罵洛國記.

始祖首露王關에 대하여

自關子居登王i自九代孫{Jt衝之享是關 須以每歲굶春三之 B 七之 S fl맨夏五之 日 {변f;!(初五之日 十五경

日 뿔灌之尊 相繼不細

二代居登王 이후 罵洛(金官빼椰)가 新羅에 納土한 末王ift衝까지 뿔짧한 聚피E가 끊이지 않고 채

속되었으며， 그 후 한때 이에 대한 聚祝를 缺한 바 있으나 新羅 文武王 째 다시 끊어졌던 쫓쯤피g

블 復行하게 되고， 신라 末年에는 直孫언 圭林， 그라고 그 뒤를 이은 間元聊에 의하여 繼世奉짧

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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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을 비는 風l習0]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싣제로 高麗末부터 朝蘇에 결처서는 佛式風

習은 사라지고 다시 古代에 있었던 바와 같은 祖上뚫拜信때이 復歸되는데， 순수성에서 보

면 古代의 그것과는 달리 완전히 f홈敎(朱子學)와 결합되고， 備敎的家禮에 의하여 형식적으

로 계속되는 데 불과한 것이었다.(邊太燮·第四輯:73 : 85)고 보았다. 또， 基督敎의 傳來는

{뿜像을 섬기지 말라는 敎理에 따라 祖上뿔拜思想을 정면으로 부정하였고， 그에 따라 많은

物議도 일으컸다. 그러나， 곤래에 외서는 기독교측에서도 祖上들을 追憶하는 얼이 결코 기

독교 敎理에 어긋나는 일이 아념을 是認함에 이르렀다. (尹聖範. 1973: 42-44)

韓國人의 ‘孝의 思想’은 위 에 서 고잔한 바와 같σ]， 繼世思想과 祖上뚫拜信깨]에서 그 原

젠을 찾아볼 수 있거 니 와， <三國遺事〉에는 孝善에 관하여 휩定法師(卷第五， 孝善第九， 헐定

師孝善雙美)를 비 릇해서 , 大成(大成孝二世父母 神文主代)， 向得(何得舍知원U股供親 f블德王代) ， 孫

順(孫順理兒 興德王代)， 그리 고 姓名 未詳안 贊女가 養母한 說話가 紹介되 어 있다. 그 중 한

例로 能川州에 산 向得舍知가 l죄年으로 그 父가 거의 굶어 죽게 되었을 때， 向得은 그 넓적

다리를 베어 奉養하였다. 이 事魔을 州;\0] 자세히 上告함으로써 景德玉0] 휩으로 租五百

石을 下陽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說話들은 당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진 孝의 恩想 가운데서도 特異한 경우를 擇하여

收錄한 것이 거 니 와 向得의 경 우만 하여도 지극한 孝誠의 지-연스러운 말료가 ‘劉股供親’ 으

로 나타났던 것이오， 그것이 뜻밖에 찮賞된 것 뿐이지 결코 向得이 자기의 행위의 결과가

찮賞될 것을 의식하거나 目標로 해서 행한 것이 아남에 재삼 注目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 밝혀진 事例들은 어다까지나 그 가운데 一휠펀 지극한 ‘孝의 思想’이 무엇

인가에 대하여 純牌하게 解得항 줄 알아야 펀다고 본다. 孫順內外의 경우만 하여도 어찌

父母로서 자기 所生이 貴하지 않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兩者擇一이 강요된 極限狀

況에서 취한 것이 ‘孫順理兒’로 나타난 것이나， 우리는 孫順內外의 父母로서의 悲痛한 心

情에 대하여 共感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어찌 그것을 단순히 孝子라는 칭송을 받기 위

해서의 子女뿔殺의 悲情으로만 보아야 하겠는가. 또 이러한 일이 있어도 얀되겠거니와 그

들이 당했먼 極限狀況에 대하여 우리는 픔서리칠 따름인 것이다.

〈孝經〉이 우리나라 學校敎育에서 正式￡로 다푸어지게 된 것은 新羅의 國學에서 〈論語〉

와 함께 〈孝經〉이 必須科目으로 다j츄어졌다는 記事에서 찾아볼 수 있다 ( 2) 또， 高麗 仁宗

째 式目都짧에 의 하여 詳定된 學式을 보면， 國子藍의 學生은 〈孝經〉과 〈論語〉는 必令暴通

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孝經〉과 〈論語〉는 다같이 1년간 學習히-되 누구나 〈孝經〉과 〈論語〉

를 다른 諸經보다 먼저 읽어야 된다고 規定하였던 것이다 (3) 또， 朝蘇時代에 이르러서는

(2) <增補文敵備考〉 卷之二百七， 學校考六， (憲康王五年)

新羅學制 以周易尙書毛詩禮記春秋左~傳文選 分而웹之業 f황士若助歡一人 或以禮記周易論語孝經

或以春秋左~傳毛詩論語孝經 或以尙書論語孝經文選敎授之

(3) <高麗史〉 卷七十四， 志二十八選學二 學校

孝經論語必令銀通 諸學生諸業 孝經論語共限一年… 皆先讀孝經論語 次讀諸經井算習時務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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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學令」에 孝經에 대 하여 明記한 바 없으나 타·佛뚫關의 文敎政策을 取한 朝解社會로서는

〈小學〉을 비롯한 童豪敎學書 및 五倫行實圖， 그리고 劉餘1禮 등 劉風淳化政策을 통하여 關

敎的 孝의 思想의 普遍化블 꾀하였음을 찾아볼 수 있다.

陽村 權近은 「壽昌宮잊上뿔」를 통하여 太宗에게 君玉으로서 수양할 바 6개조를 進言했는

데 , 그 첫째 기 ‘慮誠孝’ (陽村集 : 卷之二十一. 8-9.太宗大王賢錄 : 卷第一，、 4-8.)에 있었음은 주

목할 만하다. 더우기， 그가 사랑한 세쩨 아들언 太宗의 關馬가 된 않에게 준 家힘I I이 기 도

한 「題四字鎔示兒子吉川君않J (陽村集 : 卷之二十三. 3) 에 는 ‘公 • 勳 • 寬 • 信’ 이 라는 네 기지

德目이 있을 뿐 ‘孝’ 에 관해서 言及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록 그가 子弟에게 ‘孝의 思想’

을 강조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人倫으로서 ‘孝’를 첫째로 꼽았음을 새삼 알 수 있-을 것이

다. 역시 父母로서 아들에게 孝플 말하기는 쑥스러워서 였음일 것이다.

그런데， 韓國敎學書의 히-나인 朴世행의 〈童豪先習〉을 보면， 細製童豪先習序에서 “隱， 孝

於親然後 忠於君， 協子兄然後 敬子長， 以此觀之 五倫之中 孝함}寫先”이라 히-였고， 父子有親

을 말함에 있어， “어버이외- 자식은 다고난 性品이 親하다. 어버이는 낳아서 기르고 사랑하

고 가르치며 지-식은 받들면서 둬를 잇고 孝道하며 奉養한다”는 말로 시작해서 “어버이가

비 록 仁孫하지 않더 라도 자식은 孝週를 아니 하지 못할지 니 " (4) 라고 이 어 나갔다. 또， 總、論

에서도， “此五品者 天寂之典而A理之所固有者 A之所不外乎五者而唯孝寫百行之源” 이 라 하

여， 父子有親， 君멈有-義， 夫歸有別， 長행有序， 朋友有信이리는 다섯 가지 倫理는 하늘이

펀 法典이요 사람의 道理요 본다 부터 가지고 있는 바라 하고， 사람의 行實은 이 다젓 가지

를 벗어나지 않으나 오직 孝道가 모든 行寶의 根源、이 된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또， 몇짝 李￡타는 〈擊豪훨誤〉 중 事親章에서 “무릇 사람이 父母에게 孝道하여 야 할 줄 모

르는 이는 없되， 정말 孝道하는 이가 심히 적은 것은 父母의 恩、惠를 강이 알지 못하는 까

닭이 다. "(票씁全뽑 : 卷之二十七)라고 하맨서 , “天下에서 내 몸보다 貴한 것이 없는데 내 봄

은 父母의 주신 바이다. 지금 남에게 財物을 주는 이가 있으면 그 物의 다소 輕重에 따라

恩惠를 感謝히 생 각하는 것 이 다른데 父母는 나에게 몸을 주셨으니 온 天下의 물건이 내

봄과는 바꿀 수 없는 것이다. 父母의 恩惠가 어떼한가. 어찌 감히 몹을 제 것으로 생각하여

父母에 게 孝道를 극진히 하지 아니 할까. 사람이 능히 항상 이 마음을 가지 면 스스로 父母

에 게 대 한 精誠이 생 길 것 이 다 ... (醒豪훨끓 : 事親章， 第五)라고 하였는데 , 貝‘體的으로 事親히

는 諸事項에 言及한 뒤， 말하기를 “日用行事에 잠간이리도 父母를 잊지 뭇하는 후에야 孝

道할 수 있을 것이니， 제폼 가짐이 조심스럽지 못하며 말하는 것이 法度가 없이 놀기와 펙

롱으로 세월을 보내는 자는 다 父母를 잊어버린 자들이다. 歲月이 흐르는 불과 같아 父f광

섭기기도 오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식된 자는 모름지기 精誠을 다하고 힘을 다히

(4) 朴世廣. <童蘭先習〉 父子有親.

父子天性之親 生而育之 愛而敎之 奉而承之 孝而養之 ... 父雖不孫 子不可以不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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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래도 미치지 못할 것 같이 하여야 한다”는 말르 맺고 있다.

果各 李뭘는 孝道하는 일에 관해서는 〈擊豪훨誤〉에서만이 아니라， <小兒須知〉에서 “父母

所令不E!P施行”이 면 뽑한다고 했으며(棄씁先生全書治遭 : 卷之四， 小兒須知)， <學校模範〉 제 6조

에서 事親에 대하여 름及하였고(棄씁全書 : 卷之十五 雜著二， 學校模範)， <聖學輯要〉 正家第

三 중 ‘孝敬’ 에 대 하여 말한 바 있고(몇各全뿔 : 卷之二十三)， 西原劉約 및 海州劉約에서도

각각 父母에 孝道할 것 이 彈調되 었음을 찾아 볼 수 있 다. c東삽全書 : 卷之十六， 雜著二) 果

삼은 〈擊豪훨誤〉에서 喪制와 짤禮의 章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聚禮妙) C票윤全書:卷

之二十七)를 通하여 聚紀드리는 짧式節次에 대해서 詳述한 바 있다. 이렇듯 우리는 몇짝의

著述만으로도 朝解社會에 있어서의 ‘孝의 思想’에 관한 구체적인 가르침에 接할 수 있었다

고하겠다.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韓國에 있어서의 孝의 思想‘은 그 特質이 家底道德、規範에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좀더 이에 대하여 數仍하면， 圓光의 ‘世洛五]!x;’ 에서 事親以孝(三國史記 :

卷第四十五， 列傳第五， 貴山條)를 말한 것이라든지 崔致遠의 젓썼郞E뿌序文에도 우리나라에는 玄

妙한 道가 있는데， 이것을 風流략고 일컨는다고 하면서， 그는三敎블包含한것이거니와 그

중에는 집에 들어 와서는 父母에 孝道하고 나이-가서는 나라에 忠誠을 다하는 가르침도 있음

을 말하였는 데 (三國史記 : 卷第四， 新羅本紀第四， 명興王條)， 당시 理想的人間像으로 志向되 었

던 花郞의 修養目標는 ‘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하는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

한 思想的特質은 이미 앞에서 지 적 한 바 있듯이 韓國 古代A의 繼世思想과 祖上뚫拜信{!p에

淵源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2. 政治思想(忠)과 敎育의 傳統

한펀， ‘忠의 思想’ ￡로 말하면， 圖光에 의 한 l1!:f삼五폈의 첫 머 리 에도 ‘事君以忠’ 이 라고

했듯이 ‘나라사랑’ 의 價f直體인 ‘忠、의 사상’ 이 강조되 어 왔던 것이 다.

이 忠은 孝와 다른 것이 아니라， 家處道德規範안 ‘孝의 사상’이 社會와 國家에로 확대

顯現필 째 ‘忠、’이 되었으니， 이를테면 國家가 危機에 처했을 때 이 ‘忠의 사상?은 더욱 강

렬하게 주장되었던 것이다. 그 한 예로 舊韓末의 愛國志士안 海碼 李i타 (1848-1909)가 敎

育理念으로서 ‘國權，tJJ(復’ 을 組叫한 것을 想起함이 좋￡리 라고 본다.

즉， 그는 ‘國權%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릇 사람은 營홉하는 것에 있어 역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 말하자먼， 내가 將來에 。1 런

이런 일을 하겠다는 데서 宗릅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내가 요늘 반드시 이것을 해 낸 후에 이러 이

려한 일을 이루어 놓겠다는 데서 宗冒가 서는 것이다. 凡事도 이렇거든 하물역 짧育에서랴.

數育의 宗릅는 政府施策으로 만들어 실천되기도 하고 백성의 思想에서 나요기도 한닥. 政I함에 서

나요는 것은 임금이나 재상의 수고에서 發趣되는 것이다. 백성에서 나오는 것은 딴夫띤歸의 것이라

도 그 뜻을 빼앗지는 옷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근섬하는 것은 정부의 施옳가 없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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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성들에게 思想。1 없는 것이 근심이 펀다.

고 하였고， 또 다음과 같이도 말하였다.

우리 韓國 오백년의 敎育宗冒를 불어 본다. 콩 심은 곳에서 콩이 나고， 오이 심은 곳에 요이를 얻

을 수 있다는 事理는 훨연적인 것이다. 이런 일을 추리해 보면， 우리 한국 교육은 소위 ‘科名富錄’

으로 宗룹를 삼았다 할 것이다. 父母가 아들을 가르치고 朝廷이 사람을 뽑는 일이 모두 그 같은 가

운데서 나왔다. 그러묘로 利心이 있는 곳에 간사하고 위선적안 일이 점차 변성하는 縣가 얼어냥다.

科짧하여 벼슬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윗샤람을 속이고 조상을 배반하는 데서 蘭흉6가 날로 없어지고

風倚이 날로 문란해져서 國家가「오늘의 悲境에 이르렀으니 敎育하지 않고 善을 하지 않은 결과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 宗릅룹 改定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敎育宗룹플 갖지 않으면 祖國을

잃어 버리는 사람이 원다.

우리는 敎育宗릅블 改定하여야 하냐 英國人의 ‘덤治獨立’은 時尙未到하고 일본인의 ‘尊王尙武’는

力又未及하니 부득불 독일인의 ‘發揮祖國’을 본받아(做) 그 이릎을 ‘候復國權’이라 하여 이 四字플

써서 그 標熾를 든 후에 교육할 것이라. 이콸 행하지 않으면， 大學生이라도 헛된 것이니 무엇이 有益

하겠는가 ? (李땀. 1909 . /田英培. 1 972)

라고 하여 敎育理念으로서 ‘國權'lD(復’ 을 말했던 것이 다 •

‘忠의 많想’은 이 밖에도 歷代君王이 歸生들의 士氣培養에 힘씀으료써 진정 나라사랑은

私心 없는 社會正義의 發顯에‘ 있음을 기회 있을 매마다 가르천 데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

이다. 그러무로， 선비를 비롯한 民架을 또한 上流文 둥의 形式무로 與論의 陽達에 힘썼고

‘나라사랑’의 表情을 표시했던 것이다.

이렇듯 ‘忠孝思想’은 매우 귀한 우리나려 敎育的傳統의 實體요교육적 가치체인 것이다.

N. 敎 育 的 A 間 像

-愛國的 m愛/、-

1. 被護性과 ‘孝’ 뿔、想

이 제 現代敎育思湖에 비추어 보아 ‘忠、孝思想’ 은 어 떼 한 關聯性과 意味가 있는가에 대해

서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 째는 被護앉과/孝’ 思想에 관해 서 이 다. 이 ‘被護↑生’ 이 란 “ Geborgenheit"라는 말의 벤

역인데， 西獨의 敎育哲學者인 볼노브(Otto F. Bol1now)가 즐겨 사용하고 있는 術語이다.

즉， 볼노브는 자기의 哲學을 ‘哲學的 人間學’ (philsophische Anthropologie)이 라 일컨고; 그

연구의 範圍를 人間內部에 한정 하고 있는데 , 그 哲學의 中心擺念인 ‘被護性’ (Geborgenheit)

은 근본적으로는 ‘信때’이라는 형태로 파악되며， 그 배후에는 神의 存iE'를 예상한다. 또

;;z.，놈 자기 의 철학을 ‘希훌의 哲學’ (Philosophie ger BQffnung) (컨 lν I e- , 1968: 125-15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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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고도 불려 ‘希뿔’이라는 말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家底’이야말로 아늑하고 포근하

게 감싸주는 ‘被護性’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볼노브는 <A間의 節度와 不避한 行寫) (Mass μηd Vermessenheit des Menschen) 에 서 말하

기블 家處에서 우리는 그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의 人間의 世界形態의 基本現象을 目前에 지

니 고 있는 것이 며 , 따라서 사람을이 賢存主義的 思考와의 對決에 즈음하여 再긍， )\間現存

在에 있어서 家處의 基本的 重펄{生에 대하여 不斷히 注目하게 펀 것이 意、味 深長한 짓이다”

(Bollnow. 1962: 31) (5) 라고 하띤서， 家底이 지니는 被護性과， 休養괴 內省의 可能性 그리고

‘家處’과 ‘世界’사이의 올바른 均衝에 대하여 말했는데， 이것은 ‘家處敎育’의 중요성을 極

口 깅조한 말이요， 또한 이것은 어느 때보다도 父母들의 子女에 대한 ‘내리사랑’이 절싶히

요구되고 있는 寶情을 反f썼한 것이라고도 感得된다.

이것은 네텔란도의 교육철학자 랑게별트(M .] . Langeve1d)가 兒童의 /\閒學을 강조하는

것 (Langeveld . 1959)과 아울러 現代西歐敎育學의 관심사가 ‘家陣’에 쏠리고 있음을 鏡知케

하는 갓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그블은 ‘家底이 감싸주는 포근한 情’에 대하여 敎育

學的 關心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 ‘孝’ 의 J템想01 西洋A에 있어서 는 매우 理解시 키 기 어 렵 다는 通念(新週戶積造. 1933) (6)

과는 델라 美國과 같이 獨立精神을 캉조하여 夫歸中心으로 核家族生活이 典型的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니-랴에서도 ‘孝道의 美德、’ (;11， ν 、 δ 5. 1966: 23)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 報告

되고 있다.

(5) 序文에 서 말하기 를，

“."어떻든.}...間性에 대한 언제나 明白한 威齊에 대해서 하나의 決定的인 批抗을 對立시키는 可

能性을 묻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批判的 意講 즉 外部로부터 暗示가 주어진 意見에 대

하여 自立的이며， 慣重한 自己 判斷을 對置시키는 能力의 形成을 前提로 삼고 있다. 그러나 동

시에， 이려한 확실한 自己의 判斷이 形成되기 위해서는 人間은 세상 일에 지쳤을 때， 몸을 피

하얘 다시금 自己自身에 대하여 內省활 수 있는 둘러 싸인 ‘私的’領域을 必要로 한다. 그로부더

A、間性의 保有를 위한 家處領域의 중요성이 생긴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는 여기에 提示된 諸

考察이 그 解明을 위하여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었다.

또 ‘被護性’ (Geborgenheit) 은 올노브哲學의 中心搬念인데. geborgen은 ‘lEE護한다. 保護한다.

安全하게 한다’는 의미얀 動詞 bergen의 過去分詞。l다. 따라서 Geborgenheit는 본래， ‘무엇인가

에 의해서 A間이 뾰護되고 있는 狀態’를 가리킨다. 이 單語 자체는 볼노브以前에 獨速의 몇몇

詩人들의 作品 가운데 보였거니와 볼노브는 이 Geborgenheit의 內實을 哲學的으로 묻고， 이것을

倫理的 測面과 存tEwu的 얘j面으로 解體해서 밝히려고 했다. 倫理的 {則面에서는.}...間의 努力이

행하여져서 비로소 이 狀態에 到達할 수 있다고 하여 忍耐， 安定펀 氣分， 感謝의 마음， 希望 등

이 主멜德덤으로서 말하여졌고， 存在論的 測面에서는.}...間存在 그 자체가 Geborgenheit에 로 가

게 될 濟在뾰을 갖는다는 것 이 論證된 다.

(6) 序文에 말하기 룹，

“。l 版의 改訂에 있어서， 나는 主로 具體的인 實例플 追加하는 데 멈추었다. 나는 ‘孝’에 관한

章을 하냐 追加하지 못한 것을 遺應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忠’과 아울러 日本道德의 수래의 두

바퀴를 이루는 것이다. ‘孝’의 一章을 寂述함에 있는 내가 困雖하게 여기는 理由는， 그것에 대

한 우리 國民 자체의 態度를 몰라서가 아니라， 도리어 이 德에 관한 西洋λ、의 感↑춤을 내가 모르

기 때문이다. "(增訂第十版序)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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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리는 이러한 일들로 미루어보아， ‘내리사랑’인 ‘孝의 思想， (父孫子孝)에서 어떤

共通點을 찾아볼 수 있을 것만 같다. 精神病理學的￡로東洋人의 경우가 ‘응석부리는 것’

이 강하고 그것이 精神衛生上 매우 좋다는 최근의 연구 성과(에서는 일본인에 限定해서 말

했지만…士居健郞. 1971/1972/1975)를 빼案한다면， 우리는 ‘내리사랑’인 ‘孝의 思想’을 다시

금 現代敎育學的觀點에서 肯定的으료 되갈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2. 市民敎育괴· ‘忠’ 思想

이 ‘市民敎育’ 이 라는 교육 술어 는 , ‘citizenship education' (Bining 1952 : 316-331)의 벤역

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1962년 이래 中央敎育昭究所 王導下에 전국적 규모로 매년 세미나

가 행하여지기도 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그간의 노력 에 도 불구하고， ‘머民敎育連動’ 이 거 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된 데 에는

솔직히 말해서， ‘市民敎育’이 그 本來의 취지에서 떠나 한낱 離譯用語 내지 輸入方法의 범

위에서 크게 脫皮하지 못한 데 그 不振훨因의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다.

사실 미국에서 ‘市民敎育’아 本格的으로 행하여지게 된 것은， 아이젠하워가 유럽 聯合軍

총사령관 在任時에 미국 土兵들이 個個人무로서의 權利意識에 대해서는 매우 예만하나， 美

國市民으로서의 황任과 義務에 대해서는 無知하다는 것에 충걱을 받아 利己的 個A王義

(egoistic individualism)를 克服하고 진정 미국을 사랑하는 美國市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콜

럼비아大學校 총장 就任을 계기로 社會科敎育學 교수들의 %究成果에 힘입어 推進한 교육

운동。1었던 것이니， 그 思想的 基調는 愛國心을 풋하는 바， ‘忠의 思想;에 있었던 것아다.

그라고 ‘市民敎育’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 경우에 만두시 特定한 냐략， 즉 시만교

육을 실시 하는 바후 그 나라의 思想的 {專統에 根據하고， 그 나라 先哲들이 閒陳한 바 民￡

(敎育)思想을 가지고서 가르져야 된다는 것이 大前提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不幸

히도 이 점을 流忽히 하여 마침내 ‘市民敎育’의 本趣톱에서 멀어진 것이 되고 말았다. 따

라서， 이 제부터 라도 다시 한먼 市民敎育의 精神을 바르게 理解힘요록써 愛國心을 강초하는

바， ‘忠’思想의 교육이 랭하여지도록 힘써야 될 것이다.

3. 愛國的 ~}l愛A

이와같이， 나는 예부터 우리가 존중해 옴 ‘忠’과 ‘孝?의 思想을 現代敎育思湖와의 관계

에서 關聯지어 보았던 것。]고 그 意義가 매우 크다는 것을 밝혀 부았던 것이다.

이 경우의 ‘敎育的 A間像’ 은 무엇 이 겠는가 ? 나는 그것을 ‘愛國的 m愛A’ 이 라고 표현해

보기록 하였다. 이것은 合理的 人間 • 敎養的 人間 • 勞作的 λ‘間 • 奉此的 A閒이 라는 理想的

A聞像의 諸特性(쐐著. 1975: 971-1001)을 이루는 것의 -部로서 하는 말인데 , ‘愛國的 λ、

間’ 과 ‘m愛的 A間’ 이 라는 두 가지 特性을 합친 것이 여 기 서 말하는 ‘愛國的 파愛人’ 이 다‘

생 각컨대 우리는 누구나 ‘(銀利한 歷史意識어，1 lL빼한) 人類文化에 대한 敬뿔心과 公正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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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族愛 祖國愛를 지난 人間， (애국적 인간)이요 ‘世界的 視野를 지니고 幸福한 生活을 영위

하는 A間’ (법애적 인간)안 愛國的 ‘ m愛的人間이 라는 特性을 지닌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위에 든 네 가지 특성과 아울러 統合함S로써 우리가 추구하는 바 새로운 韓

國A像이 되 리 라고 보거 니 와， 이 것은 韓國的 世界人이 요， 포르(Edgar Faure)編으로 유네스

쿄에서 1972년에 刊行된 책인 “ Learning to be" 에 서 말하는 ‘完全λ‘’ (the complete man)이

라는 搬念(Faure . 1972: 153-159)에 도 통하는 것이 아닌가 본다. 나는 이것을 ‘歷史的 意識 、

λ、’ • ‘現代的 선비’ • ‘識避한 能力λ、’ 이 라는 말로 표현한 바 있다. (빼鎬. 1972b: 62-74)

또한 위에 든 ‘愛國的 、m愛λ、’ (애 국적 인간·범애적 인간)을 우리의 ‘선비’의 諸 特性에

비추어 보아 ‘愛國的 孝行A’과 ‘社會義理A'이라고 하여 안간적 특성에 言及한 바 있다.

(뻐著 1977 : 162-165)

愛國孝行人으로 말하면， 이룰테면 麗末解初에 산 治隱 告·再의 경우는 老母奉養을 이유로

끝끝내 不事二君의 志操를 지컴으로써 고려조에 대한 애국심쓸 보였고， 또한 孝道히는 마

음싸릅 몸소 살천하였던 갓이다. 또한 李짧§:'.에 있어 봄바쳐 나과사랑한 忠誠心에 이르러

서는 더 說明할 나위도 없으리라고 본다. 따라서 이들은 선비의 人間的 特性의 하나인 ‘愛

國孝行人’이라는樣範을 보인 사람의 한 예라고 하겠다. 이것은 近代先覺者로 한갱해 보아

도 安重根이라든가張志淵， 李1ff， 安昌핍， 金九， 金碼利亞 등등을 둘 수 있겠는데， 여기서

는 다만 그 훨領을 例示하는 것뿐이 다.

또， ‘社會義理A’으로 말하면， 이를테면 春%大義의 理想을내걸었던 靜葉 趙光祖， 또는

劉約의 살시 등 民本社會主義의 이상 싣현에 힘쓴 평윤 李핍 등을 들 수 있겠다. 이들에

있어 공통된 것은 義理思、想이요 社會參與의 精神이다.

이 리 하여 m愛的 λ、間。1 란 뭘分의 차이 없이 누구나 평등한 인간으로서 대한다는 생 각이거

니와， 애국적 인간이 時間性을 크게 의식하듯이 空間性을 의식하고 충실한 생활을 이룩하

는 데 춧점을 둔다. 즉 세계적 시야를 지니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인간이다. 따라서

이상적 인간상의 한 측면은 항상 자기가 태어난 곳을 잊지 않고 文化的 • 歷史的 • 社會的 土

臺위에 世界人으르서의 心性을 지녀야 된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경우면 國籍없는 세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韓國的 世界人이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V. 敎 育 過 程

一祖上의 빛난 얼과 誠實한 마음 가점-

1. 韓國의 思想、的 傳統理解의 敎育

그러면， 싱제루 ‘忠孝思想’을 어떠한 흥흥領으로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 중의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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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思想的 傳統理解의 敎育’ 이 다. 이 경 우에 ‘傳統’ (tradition)이 란 ‘因習’ (convention)

과 對立되는 擺念으로서 , 후자가 不合理性이 있으면서도 전부터 해 내 려 온 慣習이 니 그것

을 그저 짧塵하는데 반해서， 전자는 意識의 主體者에 의한 價f直判斷。1 作用하는 데 근본적

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서， ‘傳統’이란 文字풀이로 볼 때 混홉L된 것을 바르게 統合(正統)하

여 그것을 傳承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敎育은 ‘韓國의 /恩想，的 傳統’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바른 理解가 없이

다만， 外國의 敎育理論을 單純移植하는데 沒頭한 願。}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다. 다만， 誤

解기- 있어서는 안될 것은 先進諸國의 理論과 寶際에서 크게 배우고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게을리 해서는 안되는 것이나， 相對的으루 우리는 그간 너무도 學理的으로 무엇을 이어 받

을 것인지 韓國의 文化的(敎育的) 傳統에 대 해 서 發鋼과 整理가 되 어 있지 않은 데 深刻한

問題性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많孝問題료 좁혀서 -般化할 때 韓國敎育의 ，건전한 발전

을 위해서도， ‘思想的傳統에 대한바른理解의 敎育’이 무엇보다도 時急하다고 하겠다. 그

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결코 感情論이 아니라 學的論據와 論證에 의하여야할것임

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이것은 復古主義나 尙古的 趣味에서가 아니라， 보다 堅實하게

韓國敎育을 未來社會를 향해서 발전시키기 위하여 취할 수밖에 없는 最少必훨에서 오는 학

문적 기초작업임을 指橋하는 것 뿐인 것이다.

2. 民主的 社會化와 敎育

또 하나는 ‘民主的 社會化의 敎育1 이 다. 本A은 이 미 앞에서 우리 나라 市民敎育의 顧、末에

대 하여 약간의 言及을 한 바 있거 니 와， 진정 우리 나려의 忠孝思想에 관한 思想的 傳統 위 에

展開된 市民敎育이었더라면 그 결과는 좀더 힘j目할 만한 것이 있었으리라는 것을 示俊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때야말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民主的 社會化의 敎育이 행하여 지게

되는 것이오， 協同과 奉此의 擺念 역시 보다 구체성을 띤 敎育現實로서 構集될 수 있는 것

이 아닌가 본다. 1870年代 이래로 펴 어스(Charles Sanders Peirce) , 제 임스 (William ]ames)，

듀이(John Dewey) 및 그 後繼者들에 의하여 距今 100년간의 세월에 걸쳐 j 진정 美國社會

에 맞는 敎育哲學을 構葉하려고 努力한 學問的 活動 및 業績은 우리에게 限없는 學的 示俊

와 아울러 勇氣를 북돋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民主的社會化의 敎育은 결코 模做이나 觀念的 遊歡가 아니라 각박한현실적 상황

속에서 진정 A權을 尊重하고 民主市民으로서의 責務를 수행할 수 있게끔 교육하는 데 그

륭義가 있는 것이다. 예부터 우리들의 敎育先哲이 ‘率先훌훌範’을 강조한 것도 社會化의 原

理에서 말하는 肯定的(積極的) 模範(positive model)의 敎育的 效果블 의 식 하고서 한 말이 라

고 하겠다. 그리고， 方法論￡로 ‘討議法’과 批判精神의 培養에 힘쓰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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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探究 • 覺醒 • 實現의 敎育

생각컨대， 忠孝思想에 관한 교육은 학생 각자로 하여금 祖上뚫拜思想과 愛國心을 뼈養하

는 계기가 되는 것이니， 각자가 오늘날 있게 된 生命의 根源을 想考케 하며， 각자의 歷史

的 使命이 무엇인가를 새삼 생각커l 해야 되리라고 본다.

漢字의 배울 학(學)자는 ‘子의 自覺’을 뜻하는 合字라 하겠는데， 이 ‘子’는 種子라는 뜻

의 子도 되며， 자기가 歷史的 存在라는 것을 비-로 認識하는 것이 ‘學’이라는 글자 풀이어

서， 敎育의 方法으로는 첫째 歷史的 自我 ‘探究’가 있아야 할 것이요， 이어서 역사적 자아

‘覺醒’이 있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역사적 자아 ‘實現’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듯 忠孝思想에 관한 敎育方法을 다시금 -般化해 볼 때， 그것은 다음의 3次元(探究

• 覺醒 • 實現) 6段階(目的 • 計劃 • 짧集 •理會 • 發表 • 評價)를 들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V. 結言 :A.類愛의 敎育

一弘益人間의 理念과 A類共榮의 理想實現-

以上 論한 바， 忠孝思想을 現代敎育學的으로 再評價해 볼 때， 그것은 ‘내리사랑과 나라

사랑’ 에 참뜻이 있으며 , 祖上의 빚난 얼과 誠實한 마음을 가진 愛國的 ilL愛λ、의 形成에 力

點을 두고 있음이 밝혀 졌다. 이 말의 뜻은 어다까지나 우리는 자기 만족， 자기 나라를 사

랑하면서 그것은 마침내 A類愛에 까지 확대되어야 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 우리의 敎育은 너무도 韓國의 思想的 傳統을 바르게 理解할줄을몰랐던 것

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敎育에 있어서는 探究·覺醒·實現이라는 세 가지 次元을

포접하는 바 傳統과 改훨의 調和를 通한 人間形成의 論理가 강조되는 敎育이 되어야 하리

라고본다.

훨컨대， 忠孝思想의 교육。1 란 결국 나라사랑， 겨레사랑， 내리사랑， 치사랑이므로 ‘사랑

의 敎育’이라고 하겠다. 弘益人間의 理念은 곧 이것을 뜻하는 것이요， 달리 말하면 A類共

榮의 理想實現이 야말르 우리의 기 약하는 바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 러 한 ‘사랑의 敎育’ 은

家處을 비롯하여 學校와 社會 등 그 모든 敎育環境을 통하여 實錢되어야 할 것이니， 여기

서는 그와 같은 忠孝思想의 現代的 貝顯方案의 基本的 課題를 다루어 보았다. 本積의 副題

를 ‘忠孝思想의 現代敎育學的 再評價’라고 한 까닭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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