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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자유교육이 자유 의 이념을 온당하게 받아들이고,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본래의 목적에 충

실하고자 했는가를 논의하였다. 자유교육의 성격을 제도와 전통에로의 입문 이라고 보는 주지주의자들이 주

장하는 자유교육론에는 자유 아닌 강제성 이 전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자유교육론에서 왜 자유와 강

성이 어색하게 결합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Ber l in이 구분한 두 가지 자유의 의미를 분석하고, 자유 가 추

상화될 때 야기되는 위험성을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교육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장되는 자유

의 패러독스 문제, 추상적으로 설정된 상위자아 의 실현을 위하여 부과되는 자유로움으로의 강제 문제 등

논의하였다. 자유의 문제가 개인의 가치와 개인이 추구하는 욕망, 그리고 열린 사회의 오류가능성을 존중하

는 것이라면, 추상적 관념론에 근거한 전체주의의 맥락에서 자유교육을 규정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실재론

적 관점에서 자유교육의 성격을 제도와 전통에로의 입문 으로 보고 자유교육 이 자유로움으로의 강제 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유 , 자유교육, 자유로움으로의 강제, 권위적 간섭주의.

I. 들어가는 말

인간은 교육을 통하여 정작 자유로워지는가?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은 인간이 자유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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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려는 이상에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자유교육이 이러한 목적에 충실했는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자유교육의 성격은 교육목적론이나 교육 자체의 개념적 논쟁에서도 빠뜨릴 수 없는 결

정적인 요인이다. 교육내용의 선정 및 조직과 관련해서도 자유교육의 성격에 관한 논쟁은 교

육과정 논의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고대 희랍에서 연유하는 자유교육 은 자유인을 위한

교육 (the education of free men)이라는 계층적 속성과 함께 인간의 마음이 제나름대로의 기

능을 하게 하는 일, 즉 마음이 오류나 환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과 인간의 행위가 그릇되

지 않도록 하는 교육 이라는 기능적 속성을 모두 담고 있다. 고대 희랍시대와 같이 노예계층을

인정하지 않는 현대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자유교육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적 속성

은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는 것이다.

교육사의 맥락에서 보면,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자유교육의 성격은 각 시대상을 반영하면

서 변화하였다. 이를테면 중세 기독교의 영향으로 자유교육을 규정하는 방식이 고대 희랍과

상이하게 해석되기도 하였으며, 자연과학의 발달과 기술 혁명으로 인하여 자유교육을 구성하

는 교육프로그램이 고전중심에서 확장되기도 하였다. 또한 현대의 다양한 철학적 주장은 자유

교육의 개념적 속성을 근본적으로 재해석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 중에서 자유교육의 이념을

제도와 전통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고대 희랍 시대에 형성된 자유교육 이념의 부활을 표방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는 원래 의도와 일관되는 것인가 하는 데에는 의문이

남는다.

이 글에서는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자유교육의 이념과 관련하여 자유교육의 의미가 제도

와 전통으로의 입문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제도와 전통으로의

입문으로서 자유교육의 이념이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본래의 이념에 위배된다고 하면, 자유

교육의 이념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는 자유 의

개념과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살펴보는 일과 함께, 자유 의 개념에 함의된 바가 자유교육

의 이념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검토하는 일이 포함될 것이다.

Ⅱ. 자유교육과 제도로의 입문

자신의 논문 자유교육과 지식의 본질 1)의 말미에 Hirst는 Oakeshott의 글(1962)을 인용하면

서 문명화된 인간이 취해야 할 자유교육의 정신은 단순한 경험과 정보의 집적이 아니라 수 세

기에 걸쳐 내려 온 전통과 제도 속으로 입문하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제도와 전통에

1) Liberal education and the nature of knowledge(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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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한다는 것은 인류 문명의 유산으로 남은 지식의 형식의 틀 속에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입문과 대화가 외형적인 이익을 겨냥한 것이 아닌 한, 그것은

자유교육의 이념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Hirst는 주장한다. 물론 Hirst의 자유교육론은 그의 지

식의 형식(forms of knowledge)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시도된 것이다. 고대 희랍의 자유

교육 이념을 계승하면서 Hirst가 표방하는 자유교육론이 인간의 마음을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한다는 자유교육의 원래 의도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다. 여

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논의의 초점은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는 고대 희랍의 이상에서 출발하

는 자유교육의 이념과 일부 주지적 자유교육론자들이 규정하는 제도와 전통으로의 입문으로서

의 자유교육의 이념이 과연 일관되는가 하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Hirst는 피터즈(R. Peters)와 함께 내재적 목적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

자이다. 그들의 내재적 교육목적관은 Hirst의 글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자유교육의 성격

과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다. 자유교육의 성격을 논하기에 앞서 내재적 교육목적관을 잠시 살

펴보기로 한다. 그들의 내재적 교육목적관은 마음의 계발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교육의 내재적

가치와 마음의 계발 또는 마음의 발달이 논리적으로 관련을 맺는 근거는 이러하다. 교육은 인

간만이 하는 독특한 활동이다. 그리고 합리적 마음의 계발은 인간 이외의 어떤 존재에게서도

찾아질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particular feature)이다. 따라서 내재적인 목적관에 비추어

교육한다는 것은 인간의 합리적 마음의 계발을 꾀하는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많은 교육철

학자들은 교육의 목적이 마음의 발달에 있다고 주장하는 데서 지지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Hirst는 인간이면 누구나 추구해야 할 마음의 발달은 공통의무교육과정으로

서 자유교육을 통하여 성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Hirst의 독특성은 공통의무교육과정

으로서 자유교육을 정당화하는 데에 있어서 자신의 지식의 형식 이론을 동원한 점에서 찾아

진다.

우선 Hirst의 지식의 형식 이 지니는 이론적 독특성은 마음의 계발과 지식의 획득 간의 논

리적 관련에서 찾을 수 있다. 그에 따르면, ① 교육은 몇몇 중요한 지식의 형식들을 획득하는

활동이다. ② 지식을 성취하는 것은 합리성의 발달에 필요하다. ③ 합리성을 성취하는 것은 인

간의 고유한 특성을 성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④ 교육은 특정한 지식의 형식의 획득을 통하여

합리성의 성취라는 인간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공통의무교육과정으로서 자

유교육이 이들 몇몇 중요한 지식의 형식을 대표하는 교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자명한

것처럼 보인다.

무엇보다도 Hirst의 이와 같은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계발과 지식의 논리적 관

련에 붙박혀 있는 인식론적 독특성을 확인하는 일이다. Hirst에 따르면, 전통적인 경험론자들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식은 단순히 우리가 사고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거나, 그것으로써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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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도구가 아니다. Hirst는 마음을 외부 세계의 대상들을 복제한 관념이

나 인상들이 들어가 앉는 방이나 상자로 본 Locke 류의 경험론적 인식론을 부정함과 동시에,

인간의 마음이 합리적 사고를 하도록 고안된 기계로 보는 Descartes 류의 합리론적 인식론을

모두 부정한다. Hirst에게 있어서 마음은 인간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어떤 실체가 아니다.

마음은 여러 가지 개념적 틀에 의해 구조화된 인식론적 경험의 총체이다. 바꿔 말하자면, 마음

은 지식이라는 내용을 담는 빈 상자도 아니며 어떤 기능을 하도록 선천적으로 만들어진 기계

와 같은 것도 아니다. 마음은 지식의 획득에 의하여, 보다 정확히는 특정한 지식의 형식을 획

득함으로써 그 지식의 성격에 비추어 구성되어 작용한다. 비유컨대, 우리가 국회를 구성한다

고 했을 때, 국회 는 그것이 여의도에 있는 의사당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한, 개개의 국

회의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합체이고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기능한 결과 그 정

치적 속성이 결정되는 실체이다. 이를테면 국회의원들의 입법 기능을 통하여 당대 국회 의 성

격이 진보적이다 , 보수적이다 , 또는 중도적이다 라는 수식어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이

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발달, 즉 마음의 작용이 나타나는 양상은 획득된 지식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지식의 형식을 획득함으로써 마음의 개념에 중심이 되는 의식 또는 인식이

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의 형성과 발달 여부는 곧 지식의 형식들의 획득에

달려 있는 것이다.2)

이상과 같은 Hirst의 인식론적 독특성은, 그가 스스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대 희랍

의 Plato와 Aristotle의 형이상학적 주장을 넘어선 것이다. Plato의 측면에서 보면, 자유교육은

불변하는 실재인 Idea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원론적 가정 속에서 지식의 획득을

통하여 Idea를 파악하는 것은 현상의 세계에 산재한 불확실성과 오류를 제거하는 일, 곧 자유

교육의 이념을 실현하는 일이기도 하다. 한편 Aristotle의 측면에서 보면, 지식의 획득은 인간

만의 독특한 특성인 마음의 계발에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자유교육은 목적론적인 가정 속

에서 인간의 이성이 만개할 수 있도록(flourishing)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Hirst의

논점은 고대 희랍의 철학자의 형이상학적 주장을 넘어선 것이기는 하지만, 자유교육을 규정하

고자 하는 합리성의 계발이라는 점에서는 이들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른바 내재적 교육

목적관이 시사하는 바, 즉 합리성은 그 자체로 정당화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더 이상의 정당

화는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장을 같이 한다. 자유교육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합리

2) 여기서 마음의 발달이 인간만의 독특한 특색이므로 마음의 발달이 곧 인간의 발달을 의미한다. 마음이 없

는 사람은 단지 이름만 사람이며, 도덕적 이유 또는 사회철학적 근거에서 인간이라 부를 뿐이다. 즉 인식

론적으로 우리가 지니는 지식은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지식을 획득하지 않은 사람을 인간이

라 하기에 미흡한 존재이다. 이 점에서 Hirst의 아동관은 인식론적 아동관이다(김정래, 2002). 이 관점에 근

거할 때, 학습하는 아동 또는 학생신분의 학습자가 스스로 자유롭게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자유교육이 온

당하게 원래 이념에 기여하는가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다. 이하 논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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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계발은 자명한 것이다.

문제는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합리성의 계발을 어떻게 정당화하는가에 있다. Hirst

도 인정하고 있지만, 합리성의 계발이 자명하다는 것은 선험적 정당화(transcendental

justification) 논의를 요구한다. 선험적 정당화 방식에 의한 자유교육의 성격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Peters의 주장(1966)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 선험적 정당화 논의 방식은 원래 칸트

(I. Kant)가 『순수이성비판』에서 범주의 선험적 연역을 다룰 때 사용한 논의 방식이다.

Peters는 교육 내용의 내재적 가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를 독자적인 논의 형식으로 발전시켜

사용하였다. 이 논의 방식은 이미 모종의 논리적 가정(presupposition)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를테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삶을 특정한 방식으로 보고 어떤 활동에 이미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심각하게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다. 즉 이 논의 방식에 따르면 합

리성은 왜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심각하게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미 합리적인 추구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다. 달리 말하자면 이러한 질문을 추구하는 데서 질문자가 이성의 가치

를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Peters가 주장하는 선험적

정당화의 요지는 문학, 철학, 과학, 역사 등과 같은 심각한 활동(또는 전형적인 교과목)의 가치

가 합리성의 추구에 관한 질문을 심각하게 제기하고 최선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태에 이미

논리적으로 가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Peters가 주장하는 교육의 내재적 목적에 관한 선

험적 정당화 방식의 요체이다.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자유교육의 이상은 이러한 선험적 논의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특정

한 지식의 형식, 또는 몇몇 전통적인 교과를 학습함으로써 실현된다. 그리고 이들 교과의 학습

은 제도와 전통으로의 입문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유교육의 이념은 제도와 전통에 입문함으로

써 실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유교육이 누구에게나 부과되어야 할 공통의무

교육과정인 한, 이들 특정한 지식의 형식이나 몇몇 전통적인 교과를 학습한다는 것, 달리 말하

자면 이들 교과가 내포하고 있는 제도와 전통에 입문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

에서 보면,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자유교육은 엄격히 따라야 할 규칙이 있는 특정한 지식의 형

식에 참여하는 일이거나 문명화된 사회의 구성원이면 그러한 문명을 계승하도록 하는 제도와

전통의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는 일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제도와 전통에 이미 담겨진 활동에 입문하여 거기에 내재된 선험적 가치를 학습하고

따르는 일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는가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자유교육의 의미를 제도와 전통으로의 입문 또는 거기에 내재된 몇몇 특정한 지식의 형식에

입문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은 자유 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의 패러독스 문제를 야기한다.

여기서 자유의 패러독스는 제도와 전통으로의 입문, 몇몇 가치로운 지식의 형식에의 입문이

가져다주는 큰 자유 를 위하여 현재 개인이 하고자 하는 바 (작은 자유)를 유보하거나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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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보다 큰 자유 를 위하여 작은 자유 를 제한하는 이른바 자유의 패

러독스는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자유교육의 이상을 제도와 전통에 의하여 규정되는 몇몇 특

정한 활동에 입문함으로써 실현된다는 주장에 의하여 지지되기도 한다(Peters, 1966 제7장). 이

러한 패러독스를 검토하기 위해서 큰 자유 와 작은 자유 , 중요한 자유 와 사소한 자유 등의

대비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가지 자유 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두 가지 대비되는 자유

가 무엇을 함의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Ⅲ. 자유의 개념과 교육

Berlin이 자유의 두 개념 (1969)3)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을 때, 그가 의도한 것은 자유에 관한

개념분석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그가 시도한 이른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구분은 자유의 개념을 명료화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유의 실체적

속성이 소극적 자유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적극적 자유가 이끌어내는 전체주

의의 위험성을 경계하고자 한 것이다. 흔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소극적 자유 는 ∼으로부터

자유로 보고, 적극적 자유는 ∼을 할 자유로 이분화하는 것은 자유의 개념을 지나치게 단순

화한 결과이며, 따라서 Berlin의 의도한 바를 왜곡하는 것이다. 두 말할 필요 없이, 자유를 행사

하는 데에는 어떠한 방해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freedom from)은 물론이거니와 하고자 하는

바가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freedom to)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MacCallum의 분

석(1967)은 Berlin이 구분한 두 가지 자유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MacCallum에 따르면, 자유 는 3자관계 (triadic relation) 개념이다. 여기서 3자 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행사하는 행위자(x), 자유로운 행위를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장애(y), 그리고 자유

로운 행위를 통하여 달성하거나 얻고자 하는 목적(z)을 가리킨다. 이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x is (is not) free from y to do (not to do, become, not become) z

3자관계 의 분석에서 보면, 자유 에는 Berlin이 표현한 것처럼 두 가지 개념 (two concepts)

3) Berlin의 논문 자유의 두 개념 (Two Concepts of Liberty)은 원래 1958년 10월 31일 Oxford 대학의

Chichele Professor 취임연설 강연이다. 이 논문을 1959년 강연한 존 스튜어트 밀과 인생의 목적 (John

Stuart Mill and the Ends of Life)과 이전의 두 편의 논문을 엮어 출판한 것이 Four Essays on Liberty이다.

MacCallum의 글과 같이 이 논문에 대한 비판이 1969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이 글에서 인용한 이 책의

연도 1969년이 이 책의 Oxford Paperback 출간년도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그의 negative

freedom 을 소극적 자유 로, positive freedom 을 적극적 자유 로 번역.



자유와 자유교육 9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념(liberty as one concept)에 두 가지 다른 관념(two

conceptions)을 갖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자유 의 의미를 정리하면, 3자

관계 x-y-z의 각기 상반된 측면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행위자 x에 대하여 우리가 경험

적으로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는 개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상적인 의미에서 도덕적

자아 (moral self), 합리적 자아 (rational self), 고차원적 자아 (higher self)를 지칭하는 것인지

는 자유에 관한 상반된 해석을 낳는 관건이 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자 x가 자유를

행사하는 주체인 개인의 의미를 넘어서서 집단적 개념으로 해석되기도 한다.4) 또한 장애 또는

방해 y의 경우에도, 타인의 의도적인 방해를 가리킬 수도 있으며, 행위자의 욕망에 대한 사회

의 제재나 능력에 따른 제한을 지칭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여기서 y는 담배 피우고 싶은 욕망

이 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나의 경제적 능력(가난)이 세계일주 여행을 방해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중 y가 어떤 것을 지칭하는가에 따라서 자유 의 성격은 달라질 수밖

에 없다. 끝으로 자유로운 행위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 z의 경우, 이것이 행위자의 하고자 하는

바5)와 같은 경험적인(realistic) 것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으며, x의 고차원적 자아와 관련된

참된 자아실현 (true self-realization)과 같은 관념적인(idealistic) 것을 가리킬 수도 있다. 이상

과 같이 x-y-z의 속성에 따라 자유 의 성격이 각기 달라진다.

이와 같은 분석의 틀을 사용하여 보면, Berlin이 자유의 두 개념 에서 의도하고자 했던 논지

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것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으로부터 자유 (freedom from)와

∼을 할 자유 (freedom to)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단순하게 대비시키는 일이 아니라,

개인이 자유를 신장시키고자 한다고 했을 때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아이러니, 즉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그 자유를 제한하거나 유보하는 아이러니가 결과적으로 몰고 오는 폐해를

경계하고자 한 것이다.

MacCallum이 제시한 3자관계를 통하여 Berlin이 부각시키고자 했던 자유 의 두 가지 상반

된 측면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Berlin이 주장하는 자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 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능력의 여부에 따른 실질적 자유 (effective freedom)와

형식적 자유 (formal freedom)의 구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구분은 MacCallum의 3자관

계 y와 일차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어떤 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도 자신의 경제적 능

력이 없어서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실질적

인 자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이 사람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장애를

받고 있거나 난관에 봉착해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제적 능력이 주는 장애 외

4) 이 점에서 바로 Berlin은 적극적 자아 의 개념을 통하여 행해지는 개인의 실질적인 자유의 제한과 적극적

자유 에 포함된 관념적인 속성이 야기했던 인류의 재앙을 경계하고자 했던 것이다.
5) what x really w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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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타인으로부터 방해를 받고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자유로운 상태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형식적인 자유는 보장받고 있는 셈이다. 타인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는 상태를 넘어서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상태가 자유라고 보

는 입장은 주로 좌파 노선을 견지한 이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자유를 실질적

인 자유 로 보는 데에는 결과적으로 간섭주의(interventionism)를 가져온다. 간섭주의는 다시

개인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개인의 행위를 간섭 또는 자유로운 행위에 개입 하는

상황을 몰고 올 것이다. 즉 실질적인 자유 를 보장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자유 를 제한하는 상

황을 연출하게 된다. 이것이 Berlin이 적극적 자유를 경계하면서 타인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소극적 자유에 초점을 맞춘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실질적 자유 는

자유를 행사하는 조건 (the conditions of its exercise)을 가리킨다. 자유 와 자유를 행사하는

조건 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유를 행사하는 조건 은 자유의 행사 그 자체가 아니라

정의 또는 평등 의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6) 자유 는 일차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간

섭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큰 자유 를 실현하기 위하여 작은 자유 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자유의 패러독스를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인 자유를 증진해야 한다는 주장

에서도 가능하다.

자유가 소극적인 의미에서 타인으로부터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은 상태를 지칭한다면, 그

것은 행위자 개인이 하고자 하는 바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다는 의미에서 자유가 난관에 봉착하는 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이다. 자신을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능력 이란 어의 그대

로 자율 (autonomy = self-rule)을 의미한다. 자유 의 또 다른 의미는 자율적인 능력을 가졌을

때를 가리킨다. 자율적인 능력을 가진 개인, 즉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스스로 규율할 수 있

는 상태의 개인은 단순히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하고자 하는 개인보다 훨씬 나은 상태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자유 를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는 것 과 자율 로 대비시켜 보는 것

은 MacCallum의 3자관계에서 z에 일차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심각한 문

제는 자유 를 단순히 하고 싶은 일을 하고자 함 으로 보지 않고 자율 로 보는 데서 야기된다.

이 경우 야기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한 개인이 과연 자신의 모든 행위를 규율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특히 발달단계에 있

6) 교육상황에서도 이 같은 상황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저소득층 학생이 무상의무교육 제도하에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학습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당국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중식지원

을 함으로써 학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러나 중식지원은 학생의 자유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학

습하고자 하는 바를 실현하도록 하는 조건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 또는 평등, 정의의 차원에서 논의

될 문제이다. 이보다는 교육상황에서 학생의 자유 문제는 학생이 하고 싶은 바를 하고자 했을 때, 부당하

게 방해를 받거나 간섭을 당하지 않았는가를 따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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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동이나 교육상황에 있는 학생의 경우 만약 이들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규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개인이 자율적인 능력을 구유할 때까지 권위 있는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모

종의 간섭과 개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게 된다. 이른바 권위적 간섭주의 의 문제가

야기된다.7) 권위적 간섭주의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힘의 우열 속

에서 한 개인의 복리혜택(benefits) 증진을 위하여 그 개인이 갖는 자유의 제한·침해·간섭 등

과 관련된 개념이다. 권위적 간섭주의에 따른 자유의 제한·침해·간섭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 , 이른바 소극적 자유에 적용된다. 권위적 간섭주의가 심각한 저항 없이 허용되는 경우가

교육, 특히 공교육체제이다. 설사 교육상황에서 권위적 간섭주의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자유

에 대한 간섭을 허용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어느 행위는 간섭·제한하고 어느 행위는 허용

할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무엇보다도 권위적 간섭주의를 허용하는 교육이 자유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경우가 있

을 수 있다. 국가가 의무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능력을 증진시켜 주고, 교육을 통하여 증진된

개인의 능력은 그 개인의 실질적인 자유를 증진시키는 경우가 그것이다. 권위적 간섭주의가

개인의 소극적 자유를 제한·유보하면서 실질적인 자유를 증진시킨다 하더라도, 이 경우 엄밀

하게 보면 증진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실질적인 자유를 증진한다는 것은 자유의 조건을 증

진하거나 복지, 평등, 정의의 문제로서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권위적 간섭주

의는 자유를 증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제한한다. 또한 권위적 간섭주의가 정당화되지 않

는 점은 권위적 간섭주의에 따른 개인의 선택의 제한은 학습하려는 개인의 욕망을 침해하고

있다는 데서도 찾아진다. 달리 말하자면, 권위적 간섭에 따른 소극적 자유의 핵심인 개인적 선

호와 선택이 묵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권위적 간섭주의가 허용되는가의 여부는 교육권과 학습권의 개념에 비추어 논의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은 실질적인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다. 즉 국가가 공식적으

로 제공하는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교육을 통하여 자유를 행사할 개인(학습자)의 능력이 증진

7) 권위적 간섭주의 는 영어의 paternalism 의 번역어이다. 주로 정치적 개념으로 이해되는 이 개념은 자유의

제한 및 그 정당화 문제와 관련하여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paternalism 에 부합하는 적절한 번역어를 찾아

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영한사전을 찾아보면, 가부장적 간섭주의 라고 소개되어 있다.

paternalism 의 어간인 pater- 가 아버지 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가부장적 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은 말의

축어적(逐語的) 의미에 충실한 일인지 모르지만, 윤리학적 논의나 정치이론에서 사용되는 paternalism 의 의

미는 단지 아버지의 간섭만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다. 군주, 교사, 성직자, 권력자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제도

적 권위체가 행사하는 간섭을 모두 가리킨다. Gerald Dworkin(1972: 64ff)에 따르면, paternalism 은 한 개인

의 자유를 제한·침해하는 타인의 간섭을 모두 지칭하는 말이다. 그 때의 타인은 간섭 당하는 사람보다 권위

를 많이 지닌 사람이다. 따라서 이 말의 번역어로서 간섭주의 가 채택되는 것은 당연하며, 따라서 보다 정확

한 번역어는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하여 행해지는 간섭주의 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장황한 번역어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피번역어가 지닌 논리적 속성(logical components)인 권위 와 간섭 을 가지고 축약하

면 번역어는 권위적 간섭주의 가 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정래, 2002 제5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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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육에 의하여 실질적 자유가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은 교육이 개

인에게 그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유의 조건을 갖추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점에서 교육

은 일차적으로 자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라 복지와 관련된 개념이다. 교육받을 권

리인 교육권 을 자유권 이 아닌 복지권 으로 보는 것은 여기서도 확인된다. 교육권 (the right

to education)은 무지 라는 결핍 상황(a state of deficit)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복지의 개념

과 관련을 맺고 있는 복지권(welfare rights)의 하나이다. 복지의 개념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일종의 공적 구조로서 교육서비스는 교육당국이 마련한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된다. 이러한 공

교육의 프로그램을 선정·조직하는 데에 있어서 일반인의 의사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일차적

으로 교육당국과 전문가들이 교육권 에 의하여 천명된 무상의무교육의 내용을 선정·조직한

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 각 개인의 욕망이나 선호도, 학습배경 등이 고려될 여지가 별로 없다

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에 대하여 1985년 이래 유네스코에 의하여 제기된 학습권 (the

right to learn)은 공교육이 묵과하기 쉬운 개인차를 고려하여 교육의 내용과 방법상의 난점을

해소하고자 교육권의 복지권 요소에 교육내용 선택권 등을 보장하는 저항권적 자유권을 부가

한 권리이다.8) 교육을 받을 개인의 권리가 복지권적 성격의 교육권에 저항권적 자유권으로서

의 학습권이 보강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권위적 간섭주의를 허용하는 교육의 결과가 실질적

인 자유를 증진하였다 하더라도, 각 개인의 하고자 하는 바(이를테면, Berlin의 소극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서 찾아진다. 학습권 논의는 권위적 간섭주의가 개인의 자유를 행

사하는 과정상에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자유 를 자율 로 보았을 때 야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자율 이라는 말이 시사하는 바

와 같이, 자율 은 지배하는 자아 와 지배받는 자아 를 전제한다는 데에 있다. MacCallum의 3

자관계에서 보자면 행위자 x의 개념과 관련을 맺는다. 상호 대비되는 자아의 개념은 자유를

자율로 보는 일련의 독일계 관념론자들9)과 영미의 실재론자들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다. 여기

서 말하고자 하는 두 가지 자아는 Berlin이 대비시키고자 했던 두 가지 자유 의 성격을 극명하

게 드러내 주는 논거를 제공해 준다. 우선 Berlin의 적극적 자유 에 상응하는 자아는 이상적

또는 관념적 (ideal), 내적 (inner), 상위 (higher), 합리적 (rational), 참된 (true), 선험

적 (transcendental), 실체적 (noumenal), 도덕적 (moral)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자아이며, 소극

적 자유 에 상응하는 자아는 경험적 (empirical), 하위 (lower), 비합리적 (irrational), 감성

적 (emotional), 현상적 (phenomenal), 기층적 (base)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자아이다. 편의상

8) 교육권과 학습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정래, 2002 제6장과 제7장 참조.
9) Kant, Fichte, Hegel, Marx. 여기에 독일의 관념론자는 아니지만 일반의지 를 주장한 Rousseau가 포함된다.

그리고 이어 이들의 사상을 받아들여 전체주의를 주장한 이들. 이들이 적극적 자유 를 옹호하는 것은 이에

상응하는 상위자아 의 추상화를 통하여 집합적 자아 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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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를 상위자아 (higher self), 후자를 하위자아 (lower self)라 하자.

무엇보다도 자유를 논의함에 있어서 상위자아의 우월성은 Kant의 윤리설에서 비교적 설득

력 있게 드러난다. Kant(1785)에 의하면, 도덕성은 선의지(the good will)와 이에 따른 인간존

엄(human dignity)에 기초한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것은 도덕 분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즉 선

의지와 인간 존엄에 근거하지 않고 행위의 결과를 계산하거나 좋은 결과를 산출할 의도를 갖

는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 영역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Kant의 표

현에 의하면 타율적 이기 때문이다. 타율적 (heteronomous)이라는 말의 hetero 는 other , 즉

다른 것 을 지칭한다. 여기서 다른 것 이라 함은 참된 자아 (true self)와 무관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반면 참된 자아 또는 상위자아가 지배하는 영역 또는 행위는 자율적 (autonomous)인

것이다. 따라서 Kant를 포함한 독일의 관념론자들에 따르면, 상위자아 가 하위자아 를 통제할

수 있을 때, 자율이 성취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상위자아 가 하위자아 를 지배하는 순간,

인간은 참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자유 를 자율 로 보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해 준 상위자아 가 야기하는 문제는 상위자아

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유를 행사하는 경험적이고 개별적인 개인이 아닌 추상적인 개인에게

맞추어진다는 데에 있다. 더욱이 상위자아 를 추상적인 개인 으로 보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참된 자아 가 변덕스러운 경험적이고 현상적 자아 가 아닌 흔들리지 않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관념적이고 선험적인 자아 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상위자아 의 추상성을 더욱 촉진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상위자아 는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이 아니라 집합적 자아 (the

collective higher self)로 변환된다. 집합적 자아 는, Berlin이 경계하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개

인이 행사하는 자유의 중요성을 묵살하고, 사회전체의 추상적인 선을 추구하는 데에 있어서

개인을 강제하는 전체주의로 몰고 갈 위험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Popper가 그의 책 『열린

사회와 그 적들』(1945)에서 강조한 것은 집합적 자아 가 추구하는 추상적인 선이 오류가능성

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갇힌 사회로의 이행을 강제하고,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개인의 오류가능성마저 봉쇄한다는 점이다. Popper에게 중요한 것은 집합적인 차원에서 추상

적인 선을 실현하는 일 이 아니라 미시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는 일 이다. 여기서

추상적인 선이란 이를테면 이상적 공산국가의 건설, 유토피아적 평등사회의 구현, 프롤레타리

아 국가의 건설 등을 의미하는 것이며, 제거해야 할 구체적인 악이란 기아, 빈곤, 무지, 실업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하위자아 는 구체성과 관련된 개체성을 띠는 반면, 상위자아 는

추상성에 관련된 전체성을 띠게 된다.

집합적 자아 가 표방하는 추상적인 선 또는 사회적 이상은 한 사회 내의 다양한 가치를 허

용하지 않고, 단일한 가치를 옹호한다. 이른바 가치일원론(value-monism)을 표방한다. 가치일

원론은 Berlin이 적극적 자유를 통하여 경계하려 했던 또 하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보면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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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유의 개념은 가치다원론(value-pluralism)과 관련을 맺는다. Barry(1965)가 정치 원리를

욕망관련원리 와 이상관련원리 로 구분한 것은 가치일원론을 경계하고 가치다원론에 따른 개

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다.10) Barry의 욕망관련원리는 Berlin의 소극적 자

유 , 그리고 하위자아 의 개념과 관련을 맺으며, 이상관련원리는 Berlin의 적극적 자유 , 그리

고 상위자아 의 개념과 관련을 맺는다. 따라서 Barry의 구분을 통하여 Berlin이 강조하고자 하

는 구체적인 개인이 행사하는 소극적자유의 핵심이 개인의 욕망 충족, 즉 하고 싶은 바를 하

도록 하는 일 11)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자유 를 자율 로 보고, 또 자율 을 상위자아 가 하위자아 를 통제하는

기제로 볼 때 야기되는 자유로움으로의 강제 12)이다. 자유로움으로의 강제 는 상위자아 의 실

현을 위하여 하위자아 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상위자아 가 실현하는 자유로움 을 위하여 하위

자아 가 행사하고자 하는 형식적 자유 또는 소극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유보하도록 하는 것이

다. 자유로움으로의 강제 는, 그것이 상위자아 가 자율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한, 개인이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소극적 자유를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유로움으로의 강제 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전형적으로 교육, 그것도 인간

을 자유롭게 한다고 표방하는 자유교육에서 찾아진다.

Ⅳ. 자유의 제한과 자유교육

인간이 교육을 통하여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제까지 논의한 결과 도달한 논

점은 교육의 논리에 숨어 있는 자유로움으로의 강제 이다. 더욱이 교육은 자율적인 인간을 만

드는 전형적인 활동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자유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목적 논의에

서도 자율 은 누구나 쉽게 받아들이는, 그리고 확고한 교육목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교육목적

으로서 자율 의 입지가 확고한 만큼 교육목적으로서 자율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

을 남긴다. 그렇지만 교육목적으로서 자율을 주장하는 데에 담긴 공통적인 논거는 다음과 같

다: ① 교육을 통하여 개인을 자율적인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 ②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서 소정의 과업과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이 과업과 절차를 밟게 되면 자신이 진짜 원하는

일 을 선택하는 데에 그 이전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④ 이러한 유리한 입장에 서

10) Barry는 1965년에 출간된 자신의 저서 Political Argument를 1990년 재간행하면서 자신이 두 가지 정치원리

를 구안하게 된 배경은 value-monism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욕망관련원리 는

want-regarding principle 을 이상관련원리 는 ideal-regarding principle 을 번역한 것이다.
11) doing what one actually wants.
12) being forced to be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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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현재의 하고 싶은 일을 유보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교육목적으로서 자율 을 주장하는 논거인 ①의 목적 설정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

하의 논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즉 ②에서 언급된 소정의 과업과 절차 는 제도와 전통에

의 입문 , 또는 특정한 지식의 형식에의 입문 등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거로 인하여

③의 주장이 가능하다. ③에서 자신이 진짜 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 은 큰 자유 를 가리키며,

교육받은 결과 큰 자유 를 행사하는 자아는 상위자아 이다. 또한 ④에서 현재의 하고 싶은

일 은 교육받는 과정상 유보되어야 할 작은 자유 이며, 이 자유를 행사하는 자아는 하위자아

이다. 작은 자유 를 행사하는 하위자아 에 집착하는 한, 소정의 과업과 절차를 온당하게 수행

할 수 없게 되며, 결국 큰 자유 를 행사하는 상위자아 를 성취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자율 을

성취하지 못한 것이며, 자율적인 인간 이 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로움으로

의 강제 는 교육을 통하여 성취해야 할 큰 자유 를 위하여 작은 자유 를 제한하거나 유보하는

일, 즉 자유의 패러독스 를 바로 받아들이는 일을 가리킨다.

자유 를 자율 로 보는 관점을 전제로 하여 자유의 패러독스 또는 자유로움으로의 강제 가

드러나는 양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앞 절에서 소개한 독일의 관념론이 변모한 양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율 을 성취한 상태의 상위자아 를 집합적 자아 로 발전시키고, 큰 자유

를 행사하는 관념적(이상적) 자아 를 추상화한 결과 나타난 전체주의적 양상이다. 이러한 양상

은 비록 전체주의적 도그마는 아니더라도 교육에서 공동체 논의 (communitarian debates)가

진행되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개인적 선택과 선호에 대하여 공동체적 선 (communitarian

good)의 우위를 주장하는 것은 상위자아 의 개념을 집합적 의미에서 재해석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자유로움으로의 강제 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보면 상위자아 를 합리적

자아 또는 도덕적 자아 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Kant 식 양상이다. Kant에 따르면, 자유는 복

종이다 .13) 그러나 여기서 복종은 전체주의적 기구(collectivist apparatus)에 대한 복종이 아니

라 도덕법칙에 대한 복종 14)이다. 차이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전자가 전체적 선 (the

totalitarian good)을 위하여 개인의 자유를 유보·제한시킨 것이라면, 후자는 큰 자유 를 위하

여 또는 자율적 능력을 가진 자아 (상위자아)의 실현을 위하여 작은 자유 를 유보·제한하는

것이다. 둘째, 전자는 주로 독일계 관념론자들이 주장하는 반면, 후자는 주로 실재론자들이 주

장한다.

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논점은 실재론자들이 주장하는 자유로움으로의 강제 는 전체주의

적 도그마가 아닌 특정한 활동의 입문을 통하여 규정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교

육 상황에서 야기되는 자유로움으로의 강제 는 Kant의 도덕법칙에 대한 복종과 비슷한 양상

13) freedom as obedience.
14) Obedience to the Mor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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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띠면서 자유교육 프로그램이나 공교육제도에서 의무교육 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몇몇

특정한 활동에 강제적으로 입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2절에서 살펴본 Peters와 Hirst를 중

심으로 한 자유교육론과 선험적 정당화 논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실재론자들이 주장하는 자유로움으로의 강제 는 두 말할 필요 없이 자유 를 자율 로 보는

자유교육관에서 비롯된다. 자유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몇몇 특정한 활동의 정당화 논의

과정에서 자유로움으로의 강제 가 드러나는 얼개는 다음과 같다: ①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자율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자유는 자율이다.) ② 자율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합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자율적인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다. (자율적인 사람은 합리성을 추구

한다.) ②-1 합리적인 사람만이 도덕적인 행위를 영위할 수 있다. 즉 합리적인 능력을 가진 사

람은 도덕적인 사람이다. (합리성의 추구는 도덕성을 전제한다.) ③ 합리성을 획득하는 데에는

몇몇 특정한 활동에 입문하는 것이 요구된다. ③-1 몇몇 특정한 활동의 입문은, 그것이 합리성

을 추구하는 한, 도덕적으로 온당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활동의 입문은 가치로운 것이다.

④ 몇몇 가치로운 활동에 입문하는 일은 현재의 욕망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

보하고 그 활동에 일정기간 헌신하는 일을 요구한다. ⑤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자율적 능력을

획득하려면), 몇몇 가치로운 활동 에 헌신하여 그 활동에 내재된 가치를 획득하고 또 그 활동

에 붙박힌 규칙을 따르도록 하게 하는 일이다. 따라서 교육을 통하여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자유교육의 이상을 실현하는 일은 자유로움으로의 강제 를 요구한다.

이상의 논거에 따라 자유교육의 이념이나 프로그램이 의무교육에서처럼 강제성 을 띠게 된

다. 그렇다면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는 자유교육의 이상과 자유로움으로의 강제 가 상충하는

양상을 띠게 되는 연유는 무엇인가? 그 논거는,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eters와 Hirst

같은 현대의 실재론적 교육철학자들의 정당화 논의에서 찾아진다. 하지만 이들이 보는 자유교

육의 이상이 몇몇 가치로운 활동의 입문을 통한 자유로움으로의 강제 에 귀결되는 것은 고대

의 희랍 철학자들이 견지한 논거에서 비롯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고대 희랍의 Plato와

Aristotle의 경우, 자유교육의 이상은 자신의 형이상학적 주장에 근거하여 지식을 획득하는 일

을 통하여 성취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특정한 지식을 획득하는 일이 제도와 전통으로의 입문

으로 어떻게 귀결되는가 하는 문제를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Berlin(1998)이 고대 희랍 사회에서 개인주의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를 분석한 글

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 Berlin에 따르면, Plato와 Aristotle이 활동하던 기원전 5세기를 전

후한 시기는 진정한 의미의 개인주의가 발현되지 못한 시기이다. 당시의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이란 바로 도시국가의 제도화된 삶 15)을 의미한다. 개인의 자유나 사적인 생활을 명분으로

15) the institutional life of the po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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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국가의 제도화된 삶에 저항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는 문제이다. 희랍어 Idiotes 가 사적인

시민 (private citizen)을 뜻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적인 삶이나 개인이 행사하는 자유는

사회적으로 공인된 것 이 아니다. 따라서 사적인 것은 가치로운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Plato와 Aristotle도 자신의 작품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한다. 식상하리 만치 인

용되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Aristotle 자신의 말은 이를 입증한다. 또한 Berlin이 인

용한 Aristotle의 말에서 이를 더욱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시민은 자신에게 속한 존재라고

해서는 안 된다. 개인은 도시국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은 도시국가에 소속된 것이

다. 16) 즉 모든 가치는 도시국가라는 공동체적 맥락에서 평가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을 강조하는 Aristotle에게, 인간은 본성상 도시국가에 살도록 창조된 존

재 17)이기 때문이다. Aristotle이 강조하는 덕(virtues)도 사회적인 맥락에서 개인간의 교접

(intercourse)을 통하여 형성되는 인간의 특질들이다. 현대의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자 MacIntyre

(1981)가 공동체적 논의의 근거를 바로 Aristotle의 작품에 나타난 사회적 덕목에서 찾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Plato에게도 사정은 마찬가지인 듯하다. 누구보다도 관조적인 삶(contemplative life)의 가치

를 강조한 Plato의 경우, 그의 주장이 자칫 개인적인 차원에서 관조를 강조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최고의 목적으로서 관조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

에서, 동굴의 우상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개인 이 환상이나 착각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하지

만 개인 이 이러한 오류에서 벗어나는 일은 실재(Reality)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것이며,

Plato에게 실재의 추구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일이다. 여기서 문제는 합리성의 추구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합리성의 근원은 Idea에서 찾아지며, Plato

가 Idea라는 것을 상정한 것은 정의로운 사회를 모색하려는 제도적 차원의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합리성을 추구하건 덕을 획득하고자 하건 간에 그것은 국가(당시의 polis) 또는

사회적 맥락을 통한 제도적 차원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이 합리

성과 덕을 획득하는 것은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개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용인된 사회(자유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도 아닐 뿐더러 Plato 스스로가 배척하고자 했던 사회이다. Popper(1945)가 Plato

를 열린 사회의 적 으로 본 것은 바로 이러한 개인의 오류가능성(fallibility)을 배제하고 국가

가 주도하는 체제로 나가려 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합리성이나 합리적 판단

은 개인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삶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삶

16) One should say not that a citizen belongs to himself, but that all belong to the polis: for the

individual is a part of the polis (Politics 1337a27).
17) Man has been created by nature to live in a polis (Politics 125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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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율할 수 있는 패턴18)이 요구되는 것이다. Plato에게 그 패턴 은 아무렇게나 주어지는 것

이 아니라 그가 가정한 이원론적 세계를 가장 극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활동인 논리학과 수학

이 가리켜 주는 패턴에 일차적으로 의존한다. 이러한 논법은 Aristotle에 오면 사회적 속성을

가진 인간이 이들 몇몇 주지적 활동이 가리키는 패턴에 따르게 되면 번성하게 되어 있다는 논

거로 발전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이것이 인간을 자유롭게 기능하게 하는 자유교육의 이상이 내재적인 가치를 가진 활

동에 입문하여야 하고, 또 그러한 내재적 교육관이 전통과 제도에서 찾게 된 연유이다. 즉

Plato와 Aristotle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개인의 관점이 전혀 발아하지 못하였으며, 오직 제도적

관점에 비추어 삶과 교육이 평가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는, 설사 그것을

당시에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사회적 맥락 속에서 평가되었을 때만 의미 있는 것이다. 또

Plato와 Aristotle 뿐만 아니라 Sophist들에게서도 최대의 관심은 개인의 행복한 삶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당시 유행했던 dikaiosyne (정의), isonomia (권리평등),

eudaimonia (행복), eunomia (질서)와 같은 희랍의 개념들이 모두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Berlin에 따르면, 희랍의 개인주의(Greek Individualism)가 싹트기 시작한 것은, 윤리학이 더

이상 정치학에서 연역되어 나오지 않게 된 시점19), 다시 말해서 윤리학이 정치학의 부분 영역

에서 떨어져 나와 개인적 삶의 관심사를 독자적으로 탐구하는 영역이 된 시점부터이다. 이 시

점은 Stoa 학파의 Zeno와 그를 이어 아테네에 온 쾌락주의자 Epicurus 이후의 일이다.20) 따라

서 Plato와 Aristotle로 대표되는 희랍의 사상에서 내재적 가치를 지닌 활동에 입문하게 한다는

교육적 가치는 결국 사회적 가치를 우위에 둔 활동의 가치를 찾는 일에 근거한다. 인간을 자유

롭게 기능하도록 한다는 자유교육의 이상이 제도와 전통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현대의

자유교육론의 연원은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볼 때, 교육이 특정한 활동을 통하여 제도와 전통에 입문하여야 한다

는 Peters와 Hirst를 중심으로 한 주지주의자들의 주장의 연원이 고대 희랍의 Plato와 Aristotle

을 중심으로 한 형이상학적 주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자유교육이 제도와 전통에

입문됨으로써 정형화될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가장 상식적이고 자명한 사실을 짚고 넘어

18) pattern 이라는 말을 번역하면 정형 , 유형 양식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Nozick이 언급한 바와 같이,

liberty upsets pattern 의 경우, 이들 번역어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가에는 의문이 남는다. 이

글에서는 pattern 을 패턴 이라고 사용한다.
19) 희랍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학은 전체를 대변하고, 윤리학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부분은 항상 전체에

서 연역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이 사회의 일부분이고, 개인의 삶이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맥락에 비추어

사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ristotle의 저작 윤리학 과 정치학 의 관계가 이를 입증한다.
20) 쾌락, 지식, 우정, 덕, 자기표현(예술)과 같은 주제는 사회적 문제(social arrangement)였다가 Zeno와

Epicurus 이후 개인적 가치(personal value)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자유와 자유교육 10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자유 는 개인이 누리는 특권이자 개인이 행사하는 가치라는 점

이다. 자유 는 사회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개인이 행사하는 인간의 자유는 근대 계몽사상의 발현과 함께 온전하게 인식되었다. 당시에

발아된 자유 의 의미는 바로 제도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저항의 형태를 띠는 것이었지만, 그

렇다고 자유 가 반드시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자유 는 적어도 열린사회를 지향하는 태도와 개인주의를 전제한 것이다. 첫째, '열린사회를

지향한다' 또는 '열린 태도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자유로운 비판을 허용하는 사회를 뜻한다.

반증가능성 을 주장한 Popper의 과학관(1959)은 사회적으로 자유로운 비판을 허용해야 한다는

사회관과 일관된다. 이러한 열린 사회에서는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어떠한 도그마에 반대한다.

일방적으로 부여되는 도그마는 자신의 오류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지만, 열린 사회에서는 어떠

한 사회 규범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개의 사회규범은 제도적인 것이다. 물론

제도는 개인이 순식간에 만들어 내거나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21) 그리고

제도와 개인, 또는 제도와 자유가 서로 상충된다고 보았을 때, 제도의 우위를 강조하는 논거가

성립할 수 있다.22) 그렇다고 해서 제도와 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규범을 열린 관점에서 비

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제도나 규범이 특정한 개인에 의하여 순식간에 만들어낸 것이 아니

며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인 것이라고 규정하는

한, 그것은 분명히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인간에 의하여 의도되고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것

은 마땅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제도와 규범은 경험과 이성의 검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종교적 도그마이거나 전체주의적 맹신에 빠질 우

려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비판을 허용하는 열린 사회와 열린 태도는 가치다원주의를 표

방한다.

둘째, 자유 가 개인주의를 전제한다는 것은 개인이 전체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개

체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시에 개인이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고 향유하는 주체라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이 자유와 관련된다고 하는 한, 그리고 자유교육의 이념이 인간을

21) 이홍우의 글은 이를 대변한다. 個人이 制度를 바꿀 수 있다 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여 모두가 浪漫

主義的 안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浪漫主義的 思考方式에 기초를 둔 것

일 때, 그것은 그야말로 知的으로 그릇되고 道德的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984: 233-4).

그렇다고 해서 제도가 개인에게 주는 영향이 가장 중요한 교육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바로 성

립되는 것이 아니다.
22) 이 역시 이홍우의 글에서 잘 나타나 있다. 制度가 個人의 自由를 구속하는 족쇄 로 생각되고, 개인은 制

度의 족쇄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自由는 制度와 관계를 맺기 이전

에 個人에게 天賦의 權利 로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正體性 이라든지 合理性 같은 것들도 마찬

가지로 制度의 영향 바깥에서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마찬가지로 制度는 그러한 인간다운 점 을

억압하는 個人의 敵 으로 생각됩니다 (1984: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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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한, 문제의 초점은 개인에게 맞추어져야 한다. 교육이 자유에 관련되는

것은 개인의 욕망을 존중해야 한다는 논거와 관련을 맺는다. 앞서 소개한 Barry(1965)의 욕망

관련원리 는 하위자아 가 행사하는 소극적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Barry가 욕망관련

원리 에 대비하여 이상관련원리 를 경계한 것은 상위자아 가 실현하고자 하는 적극적 자유의

추상성이 야기할 수 있는 전제주의적 도그마를 경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이익이 희생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다.23)

자유 를 자율 로 인식하는 데 따르는 폐해인 자유로움으로의 강제 또는 자유의 패러독스

가 지니는 위험성을 경계하면서, 교육목적으로서 자율 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논거는 없는가?

적어도 자율이 개인의 이익의 도모에 기여하는 한, 교육목적으로서의 자율은 수긍할 수 있다.

White(1990)가 교육목적으로서 자율 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인지된 욕망의 충족 24)으로 본 것

은 자율이 개인의 이익에 공헌해야 한다는 점과, 개인의 이익이 욕망의 충족 과 관련이 있다

는 것을 인정한 데서 기인한다. White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욕망의 충족 을 통한 자율적 능

력 의 신장이라는 교육목적을 주장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 중에서 욕망의 충족 (또는 인지된 욕망의 충족 )이 개인의 실질적인 이익(one s real

interests)을 보장할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이익의 증진을 상위자아 의 개념

처럼 추상적인 것의 실현으로 보는 것이다. 상위자아 가 하위자아 를 지배하는 상태를 자율적

인 상태로 보고, 이 상태에서만 실질적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두 가지 자

아가 상충된 것을 추구한다면, 당연히 상위자아 가 추구하는 이익이 실질적인 이익 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아 를 상-하, 주-종의 관계처럼 두 가지로 이원화할 수 있는 것인

가 하는 데에는 강한 의문이 남는다. 물론 자아 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분석은 상-하, 주-종 관계의 자아 가 아니

라, 역동적이고 구체적인 상황과 일차적으로 관련된 자아 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를테면,

욕망 등을 야기하는 동기와 관련을 맺는 자아 와 그것을 실행하는 자아 , 그리고 실행의 결과

를 평가·사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아 등을 논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도 역동적으로 기능하는 자아는 상-하, 주-종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역동적으

로 기능하는 자아는 자아 의 상-하, 주-종 관계 설정과 같이 추상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개

인이 자유를 행사하는 구체적인 선택 상황에 근거한다. 둘째, 욕망의 충족이 변덕스럽기 때문

에 단순한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인지된 욕망의 충족이라 하더라도 무엇이 그러한 욕망을

인지하도록 하는가 25)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 비판은 가치실재론(value realism)과 제도

23) 이에 관해서는 White, P. A., 1973, Education, Democracy and the Public Interests 참조.
24) informed desire-satisfaction.
25) What makes it in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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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론에 의하여 견지된다. 가치실재론의 비판은 욕망을 가치롭게 인식시켜 주는 모종의 준거

가 욕망에 논리적으로 앞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치실재론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

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가치 가 욕망 이전에 실재한다고 하더라도, 욕망 이라는 실

체를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욕망의 충족을 통하여 개인의 이익이 구체적으로 증

진된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욕망 과 괴리된 추상화된 이익에서 가치를

찾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제도우위론에 근거한 비판은 개인의 욕망이 가치로운 것

인가 하는 준거는 제도 이외에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26) 물론 제도가 개인을 파

괴하는 역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자유와 욕망이 기댈 수 있는 것이

제도뿐이라고 하는 주장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자유 의 가치는 Nozick이 표현한 바

와 같이, 패턴을 뒤집는 데에 있다. 패턴을 뒤집는다 는 것은 제도가 개인의 구체적인 삶을 훼

손할 정도로 압제의 양상을 드러냈을 때뿐만 아니라 개인이 무한하게 열린 가능성의 상황 속

에서 제도의 추상성과 개인의 오류가능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개인적 선호와 선택이 제도와 상

충되었을 때 자신이 행사하는 자유가 제도에 실제적으로 선행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

렇게 보면 제도는 자유가 발휘되는 기반이 되어 줄 수도 있지만,27) 오히려 자유는 제도가 역

동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동기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자유는 개인의 욕망 충족에서 비롯된다.

셋째, 욕망이 야기되는 것은 변덕스러운 상황에 의존하기 때문에 권위적 간섭주의가 요구된다

는 점이다. 이미 권위적 간섭주의 의 한계와 폐해를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권위적

간섭주의를 수용하지 않고도 교육에서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는 논거를 살펴보기로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권위적 간섭주의를 수용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아이들에게 보호 가 참

여 에 선행하는 상황에서 제기된다. 바꿔 말하자면, 아동의 참여와 선택이 아이들 스스로에게

위해로운 상황이거나, 그것에 앞서 보호 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권위적 간섭주의를 통한 자유

의 유보·제한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전자는 아동의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위해한

선택을 제한하는 일을 가리키며, 무지 상태의 탈출을 위한 의무교육과정에 따른 자유의 제한

은 후자의 경우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아동의 변덕스러운 욕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Wringe(1999)는 Rawls가 가상적 사회계약 상황에서 설정한 무지의 베일 (the veil of

ignorance)을 통하여 그 해법을 찾고 있다. 무지의 베일 이 시사하는 바는 한 시점에서 아동이

26)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하여 대답하는 기준은 이 때까지 살아온 방식으로서 制度에 있읍니다.

制度가 제시하는 기준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도대체 기준 이라는 것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

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 물론, 制度가 때로는 개인의 自由를 구속하고 人間性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

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制度는 自由라든가 人間性이 규정되고 발휘되는 유일한 기반입니다. (이홍

우, 1984: 234)
27) 그렇지만, 이홍우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도는 자유가 발휘되는 유일한 기반을 제공하는 경우는 오직

자유 사회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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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선택이 아동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다. 아주 극소수의

경우28)를 제외하면, 아동의 자유와 선택을 유보·제한하는 일은 대개 성인의 이익을 대변한다

(김정래, 2002, 제12장). 권위적 간섭주의의 틀을 벗어나서 아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은 아동

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보장하는 일이다. 그들의 선택이 과연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였는가

는 무지의 베일 이 시사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의 판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유교육을 통하여 자유로움으로의 강제 를 야기하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물론 자유를 보장

한다고 했을 때, 일상적으로 그리고 특히 교육적 상황에서 자유 가 주는 느낌은 매우 불안하

다든지, 반듯해 보이지 않는다든지 하는 느낌일 수 있다. 그러나 자유가 방종이 아닌 한, 거기

에는 질서가 수반된다. 그 질서에는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때 자유의 제한

은 자유로움의 강제 와는 양상을 달리 한다. 우리는 서로 다른 종류의 두 가지 자유의 제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소극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이

다. 이 때 자유의 제한은 자유로움으로의 강제 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Popper와 마찬가지

로, Berlin이 적극적 자유를 경계하고 소극적 자유를 강조한 것은 바로 전체주의적 도그마와

그에 따르는 폐해를 경계하고자 한 것이다. 교육의 경우도 이러한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는다. 추상적 상태의 상위자아 를 강조한 나머지 축소되는 하위자아 의 위약함만을 드러내고,

적극적 자유 의 매력을 앞세워 소극적 자유 를 경시함으로써 열린 사회가 지향하는 오류 가능

성을 축소하는 것은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축소하고 그 결과 그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몇몇 특정한 교과와 활동을 학습함으로써 학생들이 제도와 전통에 입문

하여 온전한 자유 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주지적 실재론 역시 적극적 자유를 위한 소극

적 자유의 제한을 합리화할 위험이 있다. 만약 교육에서 학생들의 소극적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교육상황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전제하는 상황

이어야 하며, 또 그러한 자유로운 선택이 절차적 과정에서도 존중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교육은 삶의 질을 왜곡하고 다른 한편으로 교육적 폭력을 야기할 위험

성을 안고 있다. 자유로움으로의 강제 또는 자유의 패러독스 와 마찬가지로 권위적 간섭주의

의 폐해도 이러한 맥락에서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를 제한하는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

우이다. 이 경우 자유는 물론 쌍방이 행사하는 소극적 자유의 의미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의 제한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위한 전제가 된다. Mill이 주장하는 다수결 횡포

의 방지, 용인(容忍, toleration), 타인에 대한 고려, Rawls의 무지의 베일 등의 덕목은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맥락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덕목은 물론 사회

28) 아동이 일상에서 처할 수 있는 익사 및 화재와 같은 긴급한 재난, 질병, 기아 등의 구체적인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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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치를 지닌 것이지만, Plato와 Aristotle을 포함하여 공동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회적 맥락에 비추어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의 행사를 온전하게 보장하는 개

인들간의 약속 이며, 인간 개개인이 자신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개인들간의 계약 이다.

이러한 자유의 제한은 자유로움으로의 강제 의 양상을 띠는 것이 아니라 합의 의 양상을 띤

다. 이러한 개인 상호 간의 약속 , 계약 , 합의 는 경계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 교육

을 통하여 학습되어야 할 방법적 원리와 절차들이다. 이렇게 학습되어야 할 방법적 원리와 절

차들이 제도로 인식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적 원리와 절차들을 제도 라고

지칭하건 않건 간에 그것은 분명히 정형화된 제도 가 아니다. 역동하는 개인들이 구체적인 삶

의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것으로 합의한 덕목들이다. 적어도 자유교육의 이념은 제도와 전통

으로의 입문이라는 강제가 아닌 이러한 방향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Ⅴ. 맺는 말

이제까지 자유교육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이상을 실현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서두로 하

여, 주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유교육론이 지니는 강제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자유교육론에

서 왜 자유와 강제성이 어색하게 결합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Berlin이 구분한 두 가지 자유

의 의미를 분석하고, 자유 가 추상화될 때 야기되는 위험성을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

교육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장되는 자유의 패러독스 문제, 추상적으로 설정된 상위자

아 의 실현을 위하여 부과되는 자유로움으로의 강제 문제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자유교육

의 정신을 제도와 전통으로의 입문이라는 주장의 논거를 분석하였다. 이와 아울러 제도와 전

통으로의 입문을 주장하는 연원이 소규모 공동체를 전제로 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고대 희랍의 정신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자유교육이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이상, 또는 교육목적으로서의 자율을 실현하는 데에는

반드시 관념론적인 주장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 적극적 자유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다보면

제도를 지나치게 존중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하지만 소극적 자유를 존중한다는 관점에서 보

면 각 개인이 충족하고자 하는 욕망을 교육적 맥락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유교육은 그 성

격을 제도의 입문으로 규정하느냐 아니면 개인의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대립된 양상을 띤

다. 그러나 이 대립된 양상은,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어느 한 쪽에 매달려 해결된 문제가 아니

다.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자유교육은 열린 상태를 지향하고 오류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제

도를 포함하여 문명을 발전시키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해 주는 교육이다. 무엇보다도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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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열린 가능성과 동기는 일차적으로 개인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자유의 의미는 여기서 찾아

야 한다. 개인은 사회적으로 그 의미가 부여될 수 있지만, 그것에만 의존하는 정적인 실체가

결코 아니다. 자유의 주체가 개인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개인은 열린 사회

속에서 성장할 수 있다. 이 때의 성장은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것이다. 이 점에서 자

유 는 사회가, 그리고 제도가 설정한 특정한 목적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돈희는 이 점을 간파

하고 있다.

자유라는 말은 어떤 특정의 목적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 어느 경향의

것이든지 간에, 이러한 자유교육을 정당화할 때 빈번히 고전 혹은 고답적인 지식의 체제에 대하여

높은 교육적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모든 전문적, 기술적 능력의 개발이 별개로 이루어져

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그리하여 자유교육적 내용의 지나친 강조는 때때로 실천적

활동이나 비이론적 내용을 경시하는 풍조를 낳기도 한다(이돈희, 1999: 407).

이 점에서 자유교육은 주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정한 종류의 교육활동을 지칭

하거나 제도나 전통에 입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의 체계를 실현코자 하는 삶의 방식을

반영하는 교육의 방법적 원리를 가리키는 것(상게면)이다. 그리고 주지주의적 편협성을 극복

하고 포괄적인 전인적 성장에 관심을 두고 체계적인 이론으로 자유의 개념을 교육적 논의 속

에 가져다 준 것은 자유주의자들의 업적 (상게서, 109)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돈희는 가치

체제의 사회성을 인정함으로써 소극적 자유 보다 적극적 자유 에 함의된 속성을 강조하고 있

다.29) 즉 자유주의가 적극적 자유 가 함의하는 완성의 원리 에 근거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

나 자유주의자들이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맥락은 개체가 완성되는 맥락이 아니라 개체가 스

스로 지향하는 바를 행하는 데에 있어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형식적 맥락이

다. 완성의 원리를 강조하는 일단의 자유주의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30), 개인이 개체로

서 완성되는 원리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사회적 맥락에 의존한다는 것을 뜻한

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이 글에서 이때까지 규명한 자유 의 이념에 부합하는가에는 의문이

남는다.

자유교육이 자유 의 이념을 온당하게 받아들이고,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는 본래의 목적에

29) 그들[자유주의자들]은, 내가 보기에, 개체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기 전에 잠재적으로나 실제적

으로나 이미 개체로서의 완성의 원리 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많은 반론을 감당하

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 말하자면 개체 인간은 사회 속에 있기 전에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인간이었

다. 사회성은 적어도 그 개체의 본질을 형성하는 데에 아무런 결정적 의미를 지니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셈이었다. 이러한 경향의 사고는 인간의 존엄성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할지 모르나, 사회적 존재로서는 말

할 것도 없지만 개체 그 자체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하기가 어렵다. 인간의 개체는 사회에 논

리적으로 선행하는,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실체는 아니다 (이돈희, 1999: 109-10).
30) 예컨대, Raz(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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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하고자 한다면, 추상적 자아와 같은 관념론에 근거한 전체주의 맥락에서 자유교육을 규정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실재론에 근거하여 자유교육의 성격을 제도와 전통에로의 입문 으로

보는 관점도 원천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자유교육 이

자유로움으로의 강제 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 자유 는 권위체나 도덕률에 대한 복종 도 아니

며 가치로운 상태로 개인을 이끌기 위한 강제 는 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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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ty and the Nature of Liberal Education

Kim , Je o ng -Na e *

The topic in this paper follows from the fact as to whether or not human beings set free

themselves from any kind of obstacles through education and liberal education actually

contributes to achievement for its own particular aim as freeing the mind to function,

freeing reason from error and illusion and freeing their conduct from wrong. Above all, the

relationship between liberal education and an initiation into the civilised culture and

tradition defined as its own objectives supported by some modern intellectualist

philosophers such as Peters and Hirst has been argued in the light of the conceptions of

liberty . To dissolve the close connection of liberal education with being forced to be free ,

Berlin s two concepts of liberty has been examined and MacCallum s triadic relation also

tackled in order to remove the dichotomised fallacy in his negative and positive concepts of

liberty. Through these analyses, if liberal education is to be connected with Berlin s positive

concept of freedom, obviously do the serious problems such as the paradox of freedom and

paternalistic intervention frequently found in the educational situations arise. As to

autonomy , liberal education can also get into danger of idealist totalitarianism and thu s a

solution has been suggested that autonomy is to be understood as a kind of capacity to

enable one to inform one s own desire-fulfilment. Under the idea of openness and the

fallibility in a liberal society, the paper concludes, the nature of liberal education should be

reinterpreted as an educational principle enabling particular individuals to freely choose and

decide what they actually want under the individualistic view, but not as compulsion

forced by authorities, legitimate or not, and obedience to the abstract Moral Law . It is

simply because liberty cannot be compulsion or obedience.

Key Words : l iber t y, l iberal educat ion, compuls ion, pat ernal i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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