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교육연구 16권 1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15, Vol. 16, No. 1, pp. 303-322.

영혼론에 바탕을 둔 플라톤의 평생교육론
1)

장지원(張智源)*

 

전반적인 사회 변화와 함께 교육계에도 전통적인 학교교육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어 왔다. 20세기 후반부터 발전되어 온 평생교육이론은 학령기 학생과 학교 및 교사에 초점을 맞춰온 전통적

인 교육철학 및 교육방법에 문제제기하며 대안적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플라톤의 교육이론에 등장

하는 영혼론과 상기설 및 생활방식에 대한 강조는 현대적 관점에서도 평생교육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메
논의 상기설은 모든 시민의 교육가능성과 완전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국가는 이데아와 계급이론, 철인통치

자로 상징되는 대화편이지만, 실제로는 건전하고 교양있는 시민에게 필요한 올바른 생활방식을 평생 동안 지속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파이드로스는 교육의 시간적 한계를 초월하여 지속적인 학습과 생활은 당대에만 그치

는 활동이 아님을 제안한다. 이들 대화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지속적인 수양만이 시민이 수행하고 지향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고 있다. 

주요어 : 플라톤, 평생교육, 국가, 메논, 파이드로스

Ⅰ. 서론

교육을 가리키는 희랍어 파이다고기아(paidagōgia)와 파이데이아(paideia)에는 '아동(pais)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agō) 활동'이란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Liddell & Scott, 1909: 512). 라틴

어가 어원인 에듀케이션의 기본형 ēdŭco 역시 인간의 잠재력을 밖으로(ex) 끄집어내다(dūco)는 

뜻이다(Simpson, 1975: 203-207). 이들 개념어에는 아동기를 교육의 시발점으로 간주하고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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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잠재력의 발현을 교육으로 규정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말의 가르치다와 기르다, 한

자어의 '敎'와 '育' 역시 어린아이를 인도하여 올바른 길로 이끄는 사회화와 성장․성숙을 통한 

자기완성의 의미가 담겨 있다.

아이들은 완전한 삶을 위해 교육과 학습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한 

아동기에 체득한 지식은 아동의 진로 및 생활의 전 과정에서 판단과 행위의 준거로 기능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많은 교육사상가들은 아동 교육을 강조해왔고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해왔다. 한자문화권에서는 소학이 대표적이며 서구 교육사상에서는 데모크리

토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에서부터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DK68B278; Nomoi, 792c-e; Politika, 1334b29-1337a6). 특히 루소 이후 근․현대에는 페스탈로치에 

이어 프뢰벨, 몬테소리처럼 영․유아 및 아동 교육을 집중적으로 다룬 사상가들도 등장했다. 교육

방법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언어습득 및 아동발달에서 결정적 시기에 대한 주장과 학력 격

차 문제에 대한 입장 등은 영유아기와 아동기의 교육이 생애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 전제에 

기반을 둔다.

교육과 교육행위는 삶의 출발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역산법(逆算法)을 적용한 관점도 가

능하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지 않으며 다만 죽음에 대한 생각을 유보한 상태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 날까지 삶을 희망하고 행복을 추구한다. 따라서 아동기에 강조되는 변화 가능성은 성인에

게는 완전 가능성로 전환되며 성인에게 교육은 자기완성을 지향하는 활동이 된다. 다만 한 인간

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그의 사후부터 시작하는 만큼 인간의 자기완성에 대한 판단은 삶의 마지

막 국면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차원을 고려하면 교육은 성인(成人)이라는 목표를 향한 정진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방식에 따라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도 구분되는 점을 볼 때 진정한 교

육학의 완성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관점도 포함되어야 한다. 때문에 많은 교육철학자들과 평생

교육학자들은 각각 평생교육과 교육사상에 관심을 기울여왔고, 교육의 목적과 삶의 의미에 대해 

메시지를 던지는 고전(古典)에 주목했다. 고전에 제시되는 다양한 교육론은 성인, 즉 인간의 완

성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과 접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평생 교육에 관심을 

보인 학자들은 유교 교육사상의 특성에 주목하거나 서구 고전에서 원형을 탐색하기 위해 노력

하기도 했다. 고전읽기 교육과 평생교육을 고대 희랍철학과 연결시키거나 플라톤의 이데아론 혹

은 철학자 교육론에서 평생교육의 의미를 찾는 활동이 대표적이었다 

이중 플라톤의 이론의 경우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재해석한 기존 연구들의 문제의식은 계승하

되 연구 방향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재검토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선학 교육철학자, 평생교육

학자들의 연구는 평생교육철학의 정립과 개념화에 적잖게 기여했다. 다만 평생교육의 핵심개념

이나 사상과 충분히 접목되지 않거나 플라톤의 다양한 이론을 포괄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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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데아론, 금․은․동 비유, 철학자 통치론 등 국가에 기반을 둔 플라톤 교육사상이 평생교육

의 내적논리와 잘 연결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가는 플라톤의 주 저작이지만 그의 교육

이론은 메논, 파이드로스, 고르기아스, 정치가, 법률 등에서도 확인되는 만큼, 다양한 

저작을 검토한 플라톤의 평생교육론 정립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플라톤의 논문과 저서를 기본 틀로 삼아 평생교육적 의미를 끌어내는 

연구대신 평생교육의 내적 논리들에서 도출된 공통 개념들을 토대로 플라톤의 교육 이론을 간

추려볼 생각이다. 2장에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학자들의 기본 입장을 정리하고 플라톤의 저작과 

관련되는 대목을 간추리고자 한다. 3장에서는 플라톤의 교육이론을 평생교육적 관점과 접목시

킨 연구들을 분석하고 재검토 한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의 논의를 토대로 플라톤의 교육사상 

중 평생교육적 의의가 있는메논, 국가, 파이드로스의 해석을 시도해보겠다.

Ⅱ. 평생교육 개념의 이론적 정의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는 렝그랑(Lengrand)이 196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국제회의

에서 처음 쓴 이후, 전 세계에 혁신적인 교육이념으로 널리 퍼졌다. 평생교육은 비교적 최신 개

념이지만 많은 학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과 정의를 제시하였다. 렝그랑은 인간의 종합적 성장을 

감안하여 교육 전 과정의 생활화,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한 계속적인 교육, 모든 교육형태의 통합

적인 연계 조직화, 생의 전 기간을 통한 수직적 통합과 개인 및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

는 수평적 통합의 네 가지를 주장한다(권대봉, 1996: 16-17). 김종서(2000)는 “평생교육은 삶의 

질 향상의 이념 실현을 위하여 태아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의 교육의 수직적 통합과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의 수평적 통합을 통한 학습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최대한의 자아실현과 사회 

발전 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정의로 보기에는 다소 복잡한 이 문장은 평생교육이 

정의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분야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한숭희(2006)는 ʻ평생교육은 경험의 

계속적이고 자기주도적인 성장을 유발하는 학습을 촉진하는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가운데 

교육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천과 제도에 관한 조직원리ʼ로 정의 내렸다. 이전의 정의와 비교할 

때는 한층 명확하지만 듀이로 대표되는 미국 교육학의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

평생교육과 유사개념인 성인교육과 성인학습은 유아교육, 아동교육, 청년교육, 여성교육과 마

찬가지로 교육의 대상이자 인간의 시기를 말하는 ̒성인ʼ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1976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정식으로 채택된 성인교육 개념은 크게 ① 성인들이 참여하는 모든 교육의 과정 ② 

성인들이 소질과 능력을 키우고 지식을 넓히고 기술이나 직업적 자질을 향상, 발전시키는 데 도

움을 주는 교육활동 ③ 개인의 보다 충실한 계속적 발달과 조화롭고 영속적인 사회, 경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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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발전의 참여의 두 영역에서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켜주는 모든 교육활동으로 정리된

다(황종건, 1991). 이를 요약하면 성인교육은 성인들에게 필요한, 성인들의 시기에 맞는, 성인들

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성인교육을 “구체적인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일련의 조직적 활동(Knowles, 1980: 25)”으로 정의하며 넓은 의미에

서 성인교육을 성인학습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것은 성인학습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특성을 

반영한 이해 방식이다. 반면 성인의 특성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면 “성인교육을 연령, 사회적 

역할, 자기인식을 통해 스스로를 성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학습을 목적으로 의도한 활동”으로 정

의할 수도 있다(Merriam & Brockett, 1997: 8). 이처럼 평생교육과 성인교육에서 규정되는 성인

의 의미는 그 관점에 따라 다소 제한적인데, 정민승(2011)은 유교 경전에 의존하지는 않았지만 

성인의 어감을 활용해 기존 논의를 확장한다.

성인의 정의는 참 애매모호하지만 ̒성인ʼ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의젓하고 자신의 의견을 뚜렷이 갖고 있는 사람,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

자기 통제력이 있는 30-40대 어른이 아마도 ʻ성인ʼ의 표상일 것이다. 이런 이미지는 아동들이 닮아가

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적 인간상이기도 해서, 피터스 같은 학자는 교육에 대해 규범적, 인지적, 과정

적 기준을 정해 교육을 받고 나면 도달한다고 가정되는 특정한 인간상을 제시한다(Peters, 2003). 인

지적 차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면 지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피터스가 말하는 교육받은 

사람이 나타내는 특성이다. 이런 점에서 완성된 이미지, 즉 聖人이 成人 안에서 작동하는 이미지라

고 볼 수 있다(정민승, 2011: 20).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때 성인교육과 성인학습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성인이 교육받고 학

습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기 위해 나아가는 활동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그런 맥락에서 

1700년대 유럽각국에서 여가를 이용해 이루어진 비직업적, 인문교육을 통한 성인교육(권대봉,

1996)은 교육대상의 차원에서 성인교육이기도 하지만, 교육받은 시민들의 잠재력 완성 차원에서

도 성인교육의 범주에 포함된다. 성인교육을 ̒성인들의 지식을 축적시키거나 태도 및 견해, 관점

을 변화하게 하고 시야를 넓히고 그들의 행동에 변화를 주는 모든 학습ʼ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Bergevin, 1969) 성인 개념의 양면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이 정의는 성인 

및 교육받은 사람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와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교육이론과 평생교

육이론의 접점을 제공하는 정의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을 전제하면, 성인교육은 다양하게 정의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성인들이 정규 및 비정규적 교육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활동

으로 정의할 수 있다. 광의적으로 말하면 성인교육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 후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중등교육 이후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대학이나 다양한 사회교육기관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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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지는 교육을 통칭한다(차갑부, 2012: 62-64). 이를 바탕에 놓고 보면 성인교육은 성인들이 자

신의 필요에 따라 배우는 학교 바깥기관의 교육을 말하며 그 교육을 받는 1차적 목적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최종 목적은 자신의 잠재력(physis)을 완성한 ʻ성인ʼ이 되는 데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성인교육과 평생교육은 관점의 차이가 있으나 명확하게 구분되지

는 않으며 여러 개념과 사상이 섞여 의미가 다양하게 정리된다.1) 크게 평생교육의 내적 논리들

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김종서, 2000).

①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에 치우친 기존 교육을 바로잡는 개념이며 평바로 교육 그 자체이다.

② 평생교육에는 여러 교육이념이 숨어있다. 특히 삶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려는 태도를 강조한다.

③ 평생교육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의 발전성숙을 위한 개인의 사회화를 통합한 교육목적을 

지향한다.

④ 몇몇 학자들은 평생교육을 기존 교육보다 상위 개념으로 본다.

⑤ 지금까지 교육은 ʻ학교교육ʼ 중심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아우른 개념이 주가 되어야 한다.

⑥ 학습권과 교육권은 고등학교 졸업이 아닌 죽는 날까지 언제나 보장받아야 한다.

⑦ 평생교육은 교육, 인간, 학습자, 교사, 학교를 새롭게 바라보는 자세이며 교육개혁으로 이어진다.

인용문에서 나타나 듯 평생교육의 내적 논리는 단순히 기존 교육 개념을 시간과 공간 차원에

서 확장한데 그치지 않는다. 평생교육의 주 대상은 학령기를 거친 성인학습자이지만 단지 연령

으로만 규정할 수는 없다. 성인학습자는 스스로에 대해 부족하게 생각하고 배움의 욕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학습을 시작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성인학습 또는 평생교육은 평생 동안 

ʻ성인ʼ이라는 완성체를 추구하는 학습, 그리고 평생교육 역시 학습권의 옹호 및 사회화뿐만 아니

라, 진정한 행복을 위해 인간이 지향하는 활동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 

평생교육의 의미 맥락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① 평생교육은 개인과 공동체를 모두 행복하게 만들려는 목적에서 수행된다.

② 행복한 개인과 공동체는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완성할 때 구축된다.

③ 인간의 잠재력 완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잠재력을 완성의 기회는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⑤ ‘학교’로 대표되는 형식적(formal) 영역과 활동은 잠재력 증진에 충분하지 않다.

평생교육의 다양한 정의를 간추린 위와 같은 결과는 전통적인 유교 경전이나 서구 고전에서 

1) 아울러 이러한 평생교육의 차원은 개인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 전체의 변화를 촉구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평생교육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독립선언에 영향을 끼쳤던 토머스 페인

(Thomas Paine, 1737-1809)을 평생교육가로 해석하는 Robbins의 시각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준다

(Robbins,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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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볼 수 있는 인간 이해방식이기도 하다. 하이데거의 평생교육적 의의를 연구하는 최근의 논

의(Su, 2011)도 ‘존재와 시간’에 등장하는 하이데거의 잠재력(potentia) 이론을 원용하고 있는데 

사실 하이데거의 주장은 작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등장하는 4원인설의 재해석이자,

좀 더 멀리는 플라톤이 ‘존재와 시간’ 주장하는 잠재력(physis)에 대한 주장의 반영이기도 하다.

또한 푸코의 관점을 평생학습에 적용하는 시도에서는 플라톤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으나

(Fejes & Nicoll. ed., 2008), 이는 푸코가 말년에 "희랍어 때문에 몸을 망쳤다"는 말을 남길 정도

로 아테네 사회에 대해 고찰하며 인간과 사회 전반의 문제에 천착한 것을 간과하고 있다(김영범,

2009). 푸코나 하이데거가 자신의 사유를 펴기 위해서 인용한 개념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용했던 개념이나 인간본성에 대한 이론이라면 하이데거나 푸코의 연구 대신 플라톤 아리스토

텔레스의 연구를 고찰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이다.

많은 교육학자들은 전통적인 서구 교육은 플라톤의 영향에 따라 철학을 교육과정에 적용한 교

육이라면서 플라톤을 비판한다(Suchodolski, 1979: 347-348). 하그리브스는 학교가 평생학습 체계

를 준비하기 위한 다섯 가지의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학생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도록 도움 

받아야 하고 그들은 포괄적 기술을 배워야하고, 교육과정은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고,

교사가 아닌 어른들이 놀이에 주 역할을 해야 하고 교육의 전망은 모든 학습자의 필요와 열망을 

맞출 수 있도록 개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평생학습에 대한 일반적 견해라

는 차원에서 주목할 만하다(Hargreaves, 2004). 그러나 이 저작에서는 일리치, 포스트만, 케디 및 

1970년대의 교육철학자들에 대한 글들만 다루고 있을 뿐 전통적 교육은 평생교육과는 무관한 것

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입장은 사실 플라톤 철학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기도 하다. 평생교육학

자들이 비판했던 서구의 전통적인 제도화된 교육은 플라톤이 고안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플

라톤의 사상을 활용한데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플라톤에게 philosophia는 제도화된 교조적 학문

이 아닌 기존 관념에 대한 비판과 지혜에 대한 갈망, 그리고 새로운 사유체계의 제시라는 점에서 

전통교육에 대한 비판과 플라톤 교육철학에 대한 비판은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Ⅲ. 플라톤 이론에 대한 평생교육적 접근

성인교육과 평생교육의 기원을 고전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결코 적지도 

않다. 고전이 갖고 있는 역사성과 효용성은 고전을 활용함으로서 각각의 분야에 정통성을 세우고 

그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안드라고지(andragogy)라는 표현을 처음 만들

었던 알렉산더 캅(Alexander Kapp) 역시 플라톤의 교육론(Platon's Erziehungslehre)이라는 저작

에서 그 주장을 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Henschke, 2009), 고전의 활용성 및 평생교육과 고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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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평생교육은 20세기에 등장한 개념이지만, 고전 역시 급변하는 시

대 변화에 나타나는 인간 삶의 모습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 주목한 많은 교육철학자들

이나 평생교육학자들은 고전에서 아이디어를 찾고 양자를 접목시키려는 시도를 많이 해왔다.

20세기 초반의 평생교육사상가 베이질 엑슬리는 1차 세계 대전 이후 시민들의 지적역량과 교

양의 증진을 추구하는 평생교육운동을 펼쳤는데(Jarvis, 2001), 그의 주장은 여러모로 플라톤, 아

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는 서구 형이상학의 계보와 연결된다. 그는 영혼에 대한 강조, 단순한 기

술(technē) 교육뿐만 아니라 인성과 교양을 갖춘 지성의 옹호 등을 역설했는데, 이는 엑슬리의 

평생교육이론이 단순히 학령기를 지난 노동자들의 재교육이 아니라 심신이 조화된 보다 완전한 

인간(全人)의 양성을 지향했음을 보여준다. 캅의 주장이나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을 도입했

던 엑슬리의 주장을 검토해보면 평생교육의 아이디어가 몇몇 근대학자들의 독창적 구상이 아닌 

고대 그리스 로마를 거쳐 형성된 자유인 개념의 현대적 재구성일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Elias와 Merriam(2005)은 철학이 고대 희랍에서 출발하는 만큼, 성인교육철학의 기원도 희랍철

학에서 찾으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오늘날 미국의 고전읽기 교육의 이론적 배경인 항존주의식 자유

교육(liberal education)에서 성인교육의 개념을 끌어내고 자유교육의 원형으로 플라톤 아리스토텔

레스를 주목하여, 고대 희랍 교육-자유 교육-평생교육의 구조를 만들어냈다. 자유와 자유인의 학습,

구조화된 지식, 정신(영혼)의 도야를 축으로 하는데, 플라톤을 평생교육과 직접 연결시키지는 않지

만, 플라톤의 귀족적 이론이 자유교육으로 이어져 인문교양교육이 평생교육의 하나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인문교양교육은 평생교육 영역 중 일부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전체 평생교육이나 성

인교육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인문교양교육을 평생교육으로 등치시키고 평생교

육의 비조로 플라톤을 보는 입장은 논리적 정합성에서 다소 결함이 있다. 또한, 인문주의적 성인

교육은 평생교육의 내적논리와 잘 부합하지 않는다. 항존주의의 엘리트주의는 평생교육의 기본 

취지인 모든 사람들의 교육기회 확대와 다소 상충하기 때문이다. ʻ고전ʼ으로 대표되는 공고한 교

육과정은 결국 학교 공간을 전제하고 있으며 신분질서가 사라진 현대사회에 귀족적인 정서의 

인문교양교육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한 차원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인 혹은 

소수 선택된 집단의 평생에 걸친 학습이나 교육을 강조하였으며(권두승, 1995: 15), 그것이 ̒모든 

이를 위한 학습ʼ으로서의 이념으로 구축되고 제도로서 정착되도록 주장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

다(한숭희, 2004: 42-43)는 비판이 제기된다. 플라톤을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의 영역으로 끌어들

이려고 시도한 여러 연구자들이 모두 위와 같은 벽에 부딪히는 경향을 보인다.2)

Lewis(1981)는 평생학습 개념의 철학적 토대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대표되

2) 최근 국내에 번역된 모티머 J. 애들러의 책인 평생공부 가이드는 원제목이 A Guidebook to Learning으로 

항존주의적 이론에 바탕을 둔 저작인 만큼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항존주의자들의 플라톤 해석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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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서구 고대철학에서 찾으며 이들은 영혼의 중요성과 지혜의 발달을 강조한 최초의 인물들이

라고 강조한다. 이들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사고를 위한 형이상학적 체계와, 이성적 추론을 발달

하기 위한 특정한 단계의 학교체계를 구성하거나 직접 만들기도 했다. 루이스는 이들이 긴 인생

을 강조하고 그 기간 동안 얻게 되는 행복의 정도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일생동안의 

공부와 수양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달성하려고 했던 점에서 평생교육의 원형이라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플라톤과 평생교육을 연결시켰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연구 형태를 보여주는데, 플

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전체적 사상과 주요이론(이데아론, 형상론, 아카데메이아 등)를 개관

하고 이들의 사유가 평생교육적 의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방식을 취한다(ED 213 356).

희랍 교육철학자로 잘 알려진 배로우(R. Barrow)와 키니(2001: 53)는 플라톤에 대한 자신의 독특

한 관점을 토대로 평생교육이 오랜 역사를 지니며 특히 ‘프로타고라스’를 인용하여 “교육은 인간 

삶의 첫머리에서 출발하여 마지막 죽는 날까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평생학습의 개념은 특별

한 것이 아니라 고대에도 이미 존재했으며 진정한 개인의 완성의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데아

론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의 완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배로우의 해석은 진일보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플라톤이 왜 기술교육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

고대 희랍인들은 인류 최초로 교육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민족으로 교육의 관점에서 이들

의 전 역사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이 그들에게 특별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안이환,

2002).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고대 희랍 사회는 학습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변화를 시도하는, 학습자들의 삶과 교육이 어우러

진 통합된 학습공간이다. 희랍인들이 행했던 학습 및 교육활동이 바로 안드라고지의 원형이었

다. 희랍인들에게 교육은 완성품이 아니었고 학습은 끝이 없는 과정이었으며, 세계 최초의 안드

라고지 학습자들은 바로 희랍인들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이 주장은 소피스트 소개, 소크라테스

의 산파술,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단계식 교육체계를 평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실제 논문에서 

평생교육의 내적논리와는 잘 연결되지 않았다. 플라톤과 평생교육을 다룬 논문들은 대체로 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논문은 플라톤 연구자의 시선에서 평생교육을 규정하는 시론적 

차원에서는 성과를 보였지만, 평생교육적인 이해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철학자인 이강서

(2000)의 연구는 국가와 법률에 대한 교육이론을 서술하고 이러한 교육이론이 평생교육이

론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였으나 그 근거는 분명하지 않다. 김동구(1997)의 연구는 ̒아이를 가르치

는 것은 내가 아니라 폴리스ʼ라는 유명한 솔론의 말을 인용하면서 평생교육적인 접근을 시도하

지만, 국가의 계층론을 전제하고 논지를 펴면서 엘리어스와 메리암이 지적 받았던 귀족주의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은 계급과 계층의 구분 없는 20세기 현대 사회에서 일반화된 이론인 반

면 국가에서는 계층 구분이 뚜렷하다. 플라톤의 이론을 현대 사회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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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전거가 되는 것이 바로 금, 은, 동으로 시민을 구분하는 계층론이다(Politeia, 412-415).

흔히 포퍼의 지적과 같이 플라톤의 이론은 소수의 지배자와 다수의 노예로 이루어진 전제국가 

이론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특성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3) 나아가 국가의 핵심이론인 

이데아론은 소수의 철학자 계층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국가를 대표하는 두 

이론은 평생교육의 내적 논리와 잘 부합하지 않는 문제에 부딪힌다. 평생교육은 모든 계층 및 

연령대에 기회가 열려있어야만 하며 그런 차원에서 국가는 평생교육과 무관한 저작처럼 보인

다. 교육 기회를 제공받는 계층은 통치자와 수호자 계급뿐이며 많은 플라톤 연구가들이 주목했

던 플라톤의 평생교육이론도 결국 통치자와 수호자의 교육을 검토한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이 생산자 계층의 교육과 잠재력 완성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었다. 이미 2국가

국가에서 플라톤의 관심은 과거 각자가 자신의 일을 모두 잘 수행하는 분업화된 국가가 어떤 

과정을 거쳐 타락했는지, 그리고 이 타락의 상태를 온전하게 다시 복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었

다(Politeia, book, II). 이는 달리 말하면 생산자 집단에서는 그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ʻ탐욕

(pleonexia)ʼ을 제외하면 그들의 기술과 기능이 부족해서 생기는 생산력의 문제는 거론할 이유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미 생산자 계층에서는 충분히 비형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

었다. 당대 희랍 사회에는 부친의 직업을 물려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모든 형태의 기술교육

은 전통적인 도제식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당시 기술교육은 도기, 악기, 수공업자들의 

생산모습을 볼 때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플라톤의 관점에서 볼 때 문제가 되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는 기술교육을 흔들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술교육이나 직업교

육과 같은 생산자 집단의 역량 강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었다.

국가는 어디까지나 전형(paradeigma)의 기능에 바탕을 둔 저작이고 대화자들의 논변을 통

해 완성되는 가상의 국가(Politeia, 365)였다. 플라톤의 핵심적인 관심은 타락하지 않는 훌륭한 국

가(kallipolis)의 완성에 있었으며, 현대인들이 재해석해야 할 전형은 플라톤의 당대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인간 본성에 대한 분석이었다. 당연히 그가 생각을 펼치고 저술하는 시대적 배경

과 경제적 구조는 오늘날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계와는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평생

교육이 추구하는 기본 전제인 학습자들이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춘 존재라는 인식, 즉 안

드라고지라는 표현이 의미하듯 인간의 잠재력은 성인이 되어서도 완성될 수 있다는 입장은 바

로 플라톤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며 그 잠재력의 판단, 선별, 증진 활동이 바로 플라톤이 생각하

는 파이데이아였으며 이 입장은 국가의 계층론과 결부되지 않는다. 4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전통적인 플라톤 해석의 문제를 보완하는 대화편인 메논과 파이드로스의 주장을 검

토하고 국가에 대한 평생교육적 접근 방식을 제안해보도록 하겠다.

3) 사실 이러한 계층이론은 헤시오도스의 일과 날 및 다른 희랍 신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플라톤의 저

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그 파급력은 상당했다.



312  아시아교육연구 16권 1호

Ⅳ. 영혼론에 바탕을 둔 플라톤의 평생교육론

이 장에서는 플라톤의 평생교육론을 다룬 기존 연구의 난점이었던 국가의 이데아론과 계층

이론의 해석 대신 플라톤의 저작에서 확인되는 평생교육적 관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메논에 

나타나는 상기(anamnesis)에 대한 플라톤의 인식은 그가 고려하는 학습의 개념이 평생교육적임

을 보여준다. 국가 역시 이데아론 대신 생활방식(tropos)에 따른 접근을 통한 평생교육적 원리

의 해석이 가능하다. 파이드로스에 등장하는 날개의 비유 및 영혼론의 관점은 플라톤의 이론

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치 있음을 시사한다.

메논에 등장하는 몇 가지 상황들을 정리해보자면 그 의의가 분명히 드러난다. 첫째, 메논
에서 플라톤은 교과에 기반을 둔 특정 지식 전수라는 교육방식과는 다소 거리를 둔다. 초기 대화

편 라케스에서 두 아버지인 니키아스와 라케스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 무장전투 교육과정이 

필요한지를 고려하는 대목을 감안할 때 교과에 기반을 둔 지식 전수는 당시에도 일반화되는 현

상이었다. 하지만 플라톤은 “아레테(德)를 가르칠 수 있는가?”라는 화두를 던지며 교과에 한정

된 지식이 아닌 교육의 본질을 직접 다룬다. 결론만 놓고 보면 덕(aretē)은 가르칠 수도, 타고나

지도, 끊임없는 단련(askesis)을 통해서도 생겨나지 않는다(Meno, 99e-100a). 덕 자체가 손에 잡히

지 않고 덕을 가르친다는 개념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플라톤은 상기(anamnesis)를 통해 모

두가 훌륭해지고 이데아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 상기는 인간에게 존재

하는 바른 의견(alethes doxa)이 영혼 속에 유지되도록 기능한다(Meno, 98a).더 나아가 메논은 

사실상 덕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당시 소피스트 중심의 희랍 교육을 비판하고 지식

(epistēmē)에 대한 주장을 통해 객관적 정보만이 아닌 주관적 확신과 행동의 지침에 대한 포괄

적 지혜를 제공하고 있다(이홍우, 1984: 107). 평생교육이 기존의 학교교육이 가지는 지식의 권위

에서 탈피하고 벗어나려는 시도임을 감안하면 ‘메논’의 주장은 이미 평생교육적이다.

둘째, 상기는 교사의 적절한 지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활동이며 상기는 시간의 제한을 받

지 않는다. 이는 이미 ̒노예ʼ와의 대화를 통해 충분히 증명되었다. 더 나아가 상기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안 하나하나에 따라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이데아ʼ를 보는 고상한 일에만 상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추후 제시되는 파이드

로스에 등장하듯 인간의 영혼(psychē)은 진리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를 지니고 있으

며(Phaedrus, 248) 메논에서는 메논과 노예와의 적절한 대화를 통해 이 지식과 지혜의 잠재력

을 완성할 수 있다. 상기는 특정 계층에 의존하지 않고 누구나 ̒어느 때나ʼ 진리를 터득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유효한 평생교육 방법이다. 수호자나 통치자뿐만 아니라 생산자들 역시 자신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었을 때 상기와 문답법을 통해 바른 의견을 영혼 속에 유지시키는 평생교

육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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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평생교육은 단기간의 완숙과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여정이기도 

하다. 사실 교육에서 완벽 개념은 존재하기 어렵다. 완벽은 평범한 한 개인에게는 도달하기 어려

운 이데아의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자와 성인(聖人)의 관계가 

시사하는 것처럼, 성인(成人)들도 얼마든지 적절한 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좋은 의견(alethes

doxa)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데아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 평생학습자에게 적절

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북돋우면서 메논은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메논에서 제시하는 '덕을 가르칠 수 있다'는 표현은 특정 시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덕을 함양할 수 있는 가능성, 상기의 가능성을 통해 언제라도 자기를 완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상기는 특정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활동일 수 없으며 자연스럽게 평생교육적인 

맥락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상기의 과정은 달리 말하면 진리를 직관하고자 하는 과정 및 이를 

통해 삶을 완성하고자 하는 여정으로 요약되며, 교육학적 관점에서 규정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 

'즉 보는 방법을 익히는 사람'이라는 이해방식과도 상응하고 있다(이홍우, 1980: 174-188).

플라톤의 주 저작 국가에서도 이데아론과 계급론 대신 영혼론에 따른 평생교육이론을 확인

할 수 있다. 플라톤은 교육의 문제를 삶(bios), 다시 말해 생활방식(tropos)의 문제와 결부 시켰

다. 아울러 그는 인간의 교육은 삶의 특정시기에 국한되지 않으며 당시 희랍인들의 인식과는 달

리 모든 인간에게 충분한 교육과 자기 완성의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플

라톤은 기능적 잠재력뿐만 아니라 도덕 시민적 잠재력의 측면에도 주목하며 현대 평생교육적 

측면에서 적용 가능한 인성, 도덕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그의 평생교육적 인식을 상징

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와 대화하는 노인 케팔로스의 발언인 “중요한 것은 [늙음

도 부도] 아닌 생활방식과 기질(tropos)”이다.4)

국가의 화두이기도 한 이 질문과 답변에는 약간의 보충이 필요하다. 희랍인들에게 늙음과 

죽음은 피하고 싶은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당시 희랍사회는 시민들의 가치를 그들이 맡을 수 있

는 직분(職分, epitedeumata)으로 판단하거나 전사(戰士)의 가치로 판단했다. 따라서 젊은이들의 

힘과 혈기는 용맹함으로 간주되어 찬사를 받았던 반면 노인들은 과거에는 용맹한 전사였으나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존재였다(이태수, 1992: 147-178). 이 당시 희랍 사회는 이상적 인간형은 

ʻ영웅ʼ, 이상적 인간에 다가서는 인간형은 전사, 전사에게 필요한 덕목은 용기, 전사를 길러내는 

활동을 ̒교육ʼ으로 간주하는 전쟁의 시대이기도 했다.5) 청년을 가리키는 에페보스(ephebos)가 군

4) 희랍어 tropos는 생활방식과 기질을 모두 가리킨다(Liddell & Scott, 1909: 718). 이는 기질이 생활방식으로 

표출되고 생활방식이 기질에 영향을 주는 복합성을 반영한 것이다

5) 이러한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해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였던 양병우는 고대 그리스의 시대를 전쟁이 일

상화된 시기로 기술하며 당시 아테네인들은 이러한 사회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한다(박홍규, 2004).

교육과 사회현실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면 이상적 인간형이 전쟁과 관련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전

쟁과 희랍사회의 논의에 대해서는 박홍규(2004)의 저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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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훈련을 받은 사람을 지칭했고(Flacilière, 1959: 379-382), 중등학교인 김나시온(gymnasion)의 

교육은 군사훈련의 완성이었다는 점에서 플라톤이 비판하는 당대 아테네 시대의 교육은 오늘날 

평생교육학자들이 비판하는 현대 공교육의 편제와 놀랍게 닮아있다. 교육과정이나 교육체계의 

불균형, 특정시기에 국한되는 교육기회, 교육목적의 편향성, 실제로는 평등하지 않은 엘리트 중

심의 교육체제라는 것도 흡사하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늙음과 죽음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플라톤의 선언은 

매우 충격적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젊음이나 부가 아닌 기질과 생활방식(tropos)이기 때문이

다(Politeia, 329d). 이러한 선언을 통해 플라톤은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시민들이 부, 명예, 외모(Nomoi, 631a)와 같은 세속적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들

의 인생에 대해 새롭게 의미부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당시 희랍인들에게 점차 일반화되

고 있었던 제사를 통한 죄의 사면이 아닌(Politeia, 331), 영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지

속적인 수양의 의의를 국가 10권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영혼의 불멸성은 바꾸어 말하면 영혼

의 학습가능성으로 변환된다. 인생의 선택과정에서 충분한 경험과 성찰을 갖춘 지혜로운 오딧세

우스가 선택한 평범한 시민의 생활은 영혼의 학습능력과 생활방식의 중요성이 결합된 대목으로 

국가의 지향이 평생교육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Politeia, 620c-d).

영혼은 불멸하면서 지속적인 학습의 과정을 거친다. 다만 그것이 지난한 시간 속에서 영혼을 

담는 육체가 변화하는 만큼 망각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학습의 과정이 단속적으로 보일 

뿐이다.고대 희랍의 관점에서 지금 현재 논의되는 '인간' 대상은 영혼의 전체라기보다는 한 영혼

이 한 사람의 육체에 들어있는 상태를 지칭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분명한 것은 인간

은 그의 삶이 영혼의 기능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더 나은 방향으로 학습하고 나아갈 줄 아는 

존재라는 점이다. 인간이 육체와 영혼의 결합이라고 전제할 때 비록 육체적 측면에서는 고령이

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완전가능성은 배제되지 않는다. 나이 덕분에 더 이상 육체적 쾌락에 연연

하지 않게 된데 대한 소포클레스의 감사하는 마음(Politeia, 329c)은 단순히 작품 속 수사로 보기

는 어렵다. 영혼의 측면에서는 인간은 끊임없이 배움을 지향하며 그 배움은 단순한 기술과 장인

(匠人)의 차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완성하고 언제나 가르침과 배움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학습사회와 부합한다. 국가에 등장하는 영혼론과 생활방식의 문제는 평생교육의 

진정한 지향과도 연결된다.

대화편 파이드로스는 국가, 메논과 같이 중기 대화편으로 분류되는 저작이다. 사후세

계와 영혼의 윤회에 대한 유사한 서술이 등장하는 등 국가의 문제의식(Politeia, 618d-621d)과 

연결되고, 이후 저작인 정치가에서 제시되는 분류와 종합 및 수사술을 다루고 있어 국가의 

교육적 견해가 발전되고 확장된 대화편으로 볼 수 있다. 파이드로스는 메논에서 제시된 모

든 시민들의 교육 가능성과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생활방식(tropos)을 강조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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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의 차원으로 확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영혼의 보살핌과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이성

적 생활방식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논의를 발견할 수 있다.

파이드로스에서는 인간의 영혼에는 백마와 흑마로 비유되는 대조적인 기질이 존재하며 두 

마리 말을 적절하게 통제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은 마부에 해당하는 이성의 기능으

로 설명된다(Phaedrus, 253e). 흑마는 일회적인 습득과 처방이 아닌 지속적인 능력과 수양을 통해

서만 억제 가능한 인간 내 자리 잡고 있는 나쁨(kakia)의 본성을 의미한다. 마부의 이성적 역량

은 흑마의 나쁜 본성을 억제할 수 있지만 그 역량은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만 체득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흑마의 준동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

인간은 가장 훌륭한 가치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을 추구할 줄 아는 존재이다. 그런 의미에서 

플라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전형(paradeigma)은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학습자 개인의 지향점

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국가에서 플라톤에게 가장 완벽한 전형인 이데아는 진리

(aletheia)의 다른 명명이며 지속적인 수련의 과정을 통해 이를 파악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자 

자기 완성의 단계이다(Phaedrus, 249d). 파이드로스에서 제시된 "천궁(ouranos)을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진리에 대한 확인은 신화적인 비유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진리를 향한 지속적인 

수양과 생활방식의 강조는 자신의 삶을 완성하고 신에 버금가는 건전한 인간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의가 있다.6)

죽음을 두려워하는 보통의 인간들에게 삶은 진리를 향한 여정과는 무관한 통속적 쾌락의 향

연장으로 대표된다. 고르기아스, 국가, 법률에서 지속적으로 도전받고 있는 법률의 권위

는 바로 기게스의 반지(Polieita, 359)와 같이 부정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굳이 정의로

운 생활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당시 대중들의 인식을 반영한다. 이에 대해 파이드로스에서 플

라톤이 제시하는 날개의 비유(Phaedrus, 247d-248b)는 삶과 죽음에 관한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불식시키고 자신의 일상을 건전하게 살아가도록 설득하는 의미 있는 비유이다. 날개를 

단 영혼은 생로병사로 대표되는 인간의 삶과는 달리 진리를 향한 끝없는 여정 속에서 참된 것을 

보며 기쁨을 누리고 천궁(periods)에서 생활하는 동력을 얻는다. 반면 영혼을 들어 올리는 날개

의 양분인 진리를 갈망하지 않는 영혼은 지상으로 떨어져 육체와 결합해야 한다. 이와 같은 비유

는 당시 희랍 사회에 만연했던 '처벌받지 않은 범죄행위는 문제없다'와 '죽기 직전 제사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신들에게 방면 받을 수 있다(Politeia, 330)'는 도덕적 무질서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인 동시에 평생 동안 끊임없는 자기 각성과 수양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평생 교육적 가치를 

확인하게 된다. 더 나아가 현재 평생교육의 시간적 한계인 죽음에 대한 다른 차원의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있어 평생교육과 밀접한 노인교육 및 죽음교육에도 시사점이 있다.

6) 희랍철학에서 신(theos)은 좋음을 상징하는 서술어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Vernant, 1962)하여 독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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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논의된 플라톤의 평생교육적 입장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 세 대화편은 모두 

영혼의 불멸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화편이다. 플라톤은 파이돈 이래 일관되게 고대 희랍의 

전통인 영혼 불멸설에 따른 인간관과 교육관을 전개해왔다. 인간은 신(athanai)과 달리 죽음을 

향한 존재이다. 그러나 육체(soma)는 어원적 특성상 무덤(sema)와 유사한 것처럼 죽음 후에는 

사멸하는 반면, 영혼(psychē)은 사망 후에도 존재하는 불멸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영혼은 숨

(pnemua)을 가리키는 원 의미처럼 인간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원인으로 인식되었으며 인간

의 생존과 활동은 모두 영혼의 기능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영혼론에 대한 이해가 플라톤의 평

생교육과 평생학습론의 전제가 될 필요가 있다.

둘째 플라톤의 평생교육론 논의에서 주의해야할 것은 영혼(psychē)의 기능이다. 영혼은 단순

히 존재하며 움직임의 원인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으며 인간의 다양한 활동 속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다. ‘메논’에서 영혼의 불멸성은 상기, 즉 학습과 교육의 가능성을 보장

하는 핵심 요소이다. 불멸하는 영혼이 과거에도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것은 

본질적으로 망각되지 않으며 다만 학습자 개개인이 지식을 인출하지 못할 뿐이다. 이는 인간의 

지식 습득이 일방적인 주입과는 거리가 있으며 망각의 단계에서 극복하는 차원의 상기

(anamnesis)가 요구된다. 물론 상기는 특정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과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과정은 기능중심의 교육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현대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이론

의 경우 일부 영역에서는 직무 중심의 교육으로 논의가 진행되지만 평생교육의 본질적 의미는 

한 개인이 살고 있는 삶의 풍요로움을 증진하는 데 있으며 이는 직무 능력의 개발 및 개선과는 

직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교육과 관련된 플라톤의 논의는 효율성의 증진이나 생산력 향상과 같

은 현대 사회의 경제적 원리와 결부되는 것은 아니다. 플라톤의 이론은 기술적 합리성의 증진과

는 거리가 있으며  기업교육 이론과도 연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적 측면이 아닌 삶의 풍요로

움을 증진시키는 측면에서 플라톤의 이론은 평생교육적이다. 국가의 마지막 구절이 “잘 살게 

될 것(eu prattein)”이라는 점은 국가의 교육적 지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7)

넷째, 영혼론의 관점에서 플라톤의 논의는 평생교육과 도덕, 시민교육이 결합된 형태를 보인

다. 국가에 등장하는 영혼의 윤회설은 파이드로스를 통해 구체화되는데 근대 교육의 주지

주의적 경향과는 달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와 같은 생활방식(tropos, epitedeumata)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분명하다. 플라톤의 철학은 분명 주지주의적 형이상학적 성격

7) 플라톤 철학에 대한 이러한 이해방식은 유학의 평생교육적 접근방식과도 유사하다. 플라톤 철학 역시 근본

적으로는 자기 수양과 자기 완성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서 사제관계의 동행(synousia)을 통한 진리의 탐

구로 이해할 수 있다. 사제동행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7서한과 장지원(2011) 참고. 유학의 평생교육적 논

의에 대해서는 신창호(2003: 165-18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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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하지만 그 형이상학은 궁극적으로 당시 아테네 사회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전형

(paradeigma)을 제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출발했으며 이는 당시 아카데메이아의 활동상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런 면에서 플라톤의 주지주의적 측면 역시 시민 모두에게 일생동안 도덕적

이고 훌륭한 삶을 강조하는 평생교육적 차원의 연장선상에 있다.

Ⅴ. 결론 

연구자는 현재까지 진행되는 평생교육의 전형적인 관점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플

라톤 철학의 평생교육적 맥락을 재구성하고자 했다. 평생교육이론이 전통적 교육이론에 대한 비

판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교육이론을 상징하는 플라톤 철학에 대한 문제제기는 자연스

럽운 현상이다. 특히 이데아론과 철학자 통치론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계층적 주장은 현대

적 관점과 부합하지 않으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다만 이러한 비판은 관습적인 오해이거나 선

후관계의 오류인 경우가 적지 않으며 플라톤 이론은 현대 평생교육적 차원에서도 원용할 다양

한 시사점을 갖고 있다.

전통적인 평생교육의 관점은 성인교육, 사회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칭되었으며 그 방식

은 대체로 노울즈가 주장했던 자기 주도적 학습이론과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이론은 대체로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비형식적인 교육체계 실생활 중심의 목표지향, 모든 성인의 학습 가

능성 등을 파악하려고 했으며 이 중 많은 대목은 플라톤의 교육론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기존

의 연구들은 대체로 이데아론과 철학자 통치론을 중심으로 플라톤의 평생교육이론을 고찰하여 

이를 현대 평생교육 또는 기업교육 이론과 결합하려는 시도를 보여 왔다.

메논에 등장하는 상기(anamnseis)는 모든 시민들의 교육과 성장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어 

평생교육적 의미가 분명하다. 성장과 성숙은 진리를 상기해내는 차원의 능력을 의미하며 그 능

력이 이성적 사유가 가능한 모든 시민들에게 개방되어있다는 사실은 국가의 철학자와 달리 

모든 사회적 대상의 교육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국가 역시 시민들의 올바른 

생활방식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적 속성이 확인된다. 파이드로스에 따르

면 가장 훌륭한 삶은 진리를 향한 정진이다. 인간은 현세 이전의 경험을 통해 이미 상당한 지식

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시민들은 교육가능성과 완전가능성을 갖고 있다. 플라톤에게 

교육은 단순히 삶과 죽음이라는 인생의 한 순간 내에서만 전제되는 활동이 아니라, 발전과 성숙

을 위한 종합적인 과정이다. 플라톤 교육이론의 평생교육적 의의는 아래의 몇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평생교육이론은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고 이를 선도하는 이론이다. 다만 평생교

육의 이론이나 사상이 반드시 주류 이론의 비판으로 기능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다양하고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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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철학적 사유에 대한 수용은 평생교육의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보

인다. 그런 차원에서 현대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의 평생교육이 아니라 평생교육

이론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이론의 수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따라서 전통적인 서구교육형성의 기원으로 지목되어 비판과 배제의 대상이 되어왔던 

플라톤 이론에 대한 재해석과 새로운 시각의 적용이 요구된다. 유교 사상에 기반을 둔 평생교육

적 연구와는 달리 플라톤의 이론은 특히 서구학자들의 비판과 반발에 부딪혀 실제 이론의 가치

와 유용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플라톤 이론이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수양

을 강조하는 생활 철학 및 실천철학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지나치게 축소되었던 경향이 있다.

유교적 평생교육이론이 성균관과 향교의 부활을 주장하지 않는 것처럼 플라톤의 평생교육이론

도 그의 다양한 저작들에 기반을 둔 현대적 의미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플라톤의 교육이론은 삶의 전 과정을 바탕으로 하는 점에서 평생 교육적이며 다양한 

비유와 설명은 자신에게 충실한 생활방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한다. 메논, 국
가, 파이드로스 등 플라톤의 중기저작은 영혼불멸설과 상기설에 의거하여 한 개인의 생활 

속에서의 윤리적 행위 또는 비윤리적 태도가 사후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태도에는 교육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평생교육이나 평생

학습이라는 '삶과 죽음의 단계' 속에서 의미 있는 학습 단계를 초월한 이해 방식이다. 플라톤의 

교육론이 시대에 뒤떨어진 이론으로 간주되지만 그의 사유는 여전한 변화가능성과 적용가능성

을 보이고 있다.

고전이 가지는 유용성은 그것이 극심한 시대적 혼란기의 산물이자 지속적인 검증 과정에도 

여전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데서 증명된다. 현재 평생교육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 하

이데거나 푸코의 주장 역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대한 자신들의 재해석이라는 측면

이 이를 반영한다. 급속한 변화의 시대에 부합하는 다양한 교육적 아이디어를 고전에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혼론에 바탕을 둔 플라톤의 평생교육론  319

김동구(1997). 플라톤의 평생학습에 대한 철학적 기원. 교육발전, 16(1), 1-16.

김영범(2009). 철학갤러리. 서울: 풀로엮은집.

김종서 외(2000). 평생교육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권대봉(1996). 평생학습사회교육. 서울: 학지사.

박홍규(2004). 박홍규 전집 4: 형이상학 강의 2. 서울: 민음사.

신창호(2003). 인간 왜 가르치고 배우는가. 서울: 서현사.

이홍우(1980). 교육학: 보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 손보기 외(1980). 도대체 사람이란 무엇인가.

서울: 뿌리깊은나무.

이홍우(1984). 덕은 지식인가: 프로타고라스와 메논의 고찰. 도덕교육연구 2. 95-119.

안이환(2002). Andragogy와 고대 그리스인들의 학습 및 교육활동. Andragogy Today, 5(10),

65-90.

이강서(2000). 플라톤의 파이데이아 이념: 국가와 법률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8. 75-91.

이태수(1992). 호메로스의 인간관. 인문과학연구소 편(1992). 희랍 라틴문학 연구. 서울: 성균관

대학교출판부.

장지원(2011). 제7서한에 나타난 플라톤의 교육론. 교육사상연구 25(2), 201-217.

정민승(2011). 성인학습의 이해. 서울: 에피스테메.

차갑부(2012). 평생교육론: 모든 이를 위한 평생 학습. 서울: 교육과학사.

한숭희(2006). 평생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황종건(1991). 사회교육과 사회교육학. 한국교육학회 사회교육연구회(1991). 사회교육학서설. 서

울: 교육과학사.

Adler. M. J. (1987). A Guidebook to Learning. 이재만 역(2014). 평생공부 가이드. 서울: 유유.

Aristotle. Politika. 천병희 역주(2010). 정치학. 서울: 숲.

Barrow. R. & Keeney. P.(2001). Lifelong Learning and Personal Fulfillment. International

Handbook of Lifelong Learning. 6. 53-60.

Bergevin. P. E. (1969). A Philosophy for Adult Education. 강선보, 채성주, 김희선 역(2006). 성인

교육철학. 서울: 원미사.

Burnet. I. (1907). Platonis Opera. Vol I-V. London: Oxford.

Elias. J. L. & Merriam. S. B. (2005)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Adult Education. Florida: Krieger

Publishing.

참고문헌



320  아시아교육연구 16권 1호

Fejes. A. & Nicoll. K. ed. (2008). Foucault and Lifelong Learning. London: Routledge.

Flaceliere. (1959). La Vie Quotidienne en Grece au Siecle de Percles. 심현정 역(2003). 고대 그리스

의 일상생활. 서울: 우물이 있는 집.

Hargreaves. D. H. (2004). Learning for Life: The Foundations of Lifelong Learning. Bristol: Policy

Press.

Henschke. J. A. (2009). Beginnings oftIle History and Philosophy of Andragogy 1833-2000.

Wang, V., ed.(2010). Integrating Adult Learning and Technology for Effective Education:

Strategic Approaches. PA: IGI Global

Jarvis. P. (2001). Twentieth Century Thinkers in Adult & Continuing Education. 강선보 외 역

(2011). 20세기 성인교육철학. 서울: 동문사.

Kirk. G. S., Raven. J. E., & Schofield. M. (1983). The presocratic philosophers. 김인곤 외 역

(2005).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서울: 아카넷.

Lewis. R. B. (1981). The Philosophical Roots of Lifelong Learning. ED 213 356.

Liddell. H. G. & Scott. R. (1909). Abridged Liddell and Scott’s Greek-English Lexicon. NY: Simon

Wallenberg Press.

Merriam, S. B. & Brockett, R. G. (1997). The Profession and Practice of Adult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Merriam, S. B. ed. (1995) Selected Writings on Philosophy and Adult Education. Florida: Krieger

Publishing.

Platon. Epistolai. 강철웅, 김주일, 이정호 역(2007). 편지들. 서울: 이제이북스.

Platon. Nomoi. 박종현 역주(2009). 법률. 경기: 서광사.

Platon. Politeia. 박종현 역주(1997). 국가. 서울: 서광사.

Platon. Phaedrus/Meno. 천병희 역주(2012). 파이드로스/메논. 서울: 숲.

Platon. Phaedrus. 조대호 역주(2008). 파이드로스. 서울: 문예출판사.

Robbins. C. (1983). The Lifelong Education of Thomas Paine (1737-1809): Some Reflections

upon His Acquaintance among Book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27(3). 135-142.

Simpson. D. B. (1975). Cassell’s new Latin Dictionary. London: Cassell.

Su. Y. (2011). The Constitution of agency in developing lifelong learning ability: the 'being'

mode. Higher Education. 62(4). 399-412.

Suchodolski. B. (1979). Philosophy and Educ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25(2/3).

347-366.

Vernant. J. P. (1962). Les Origines de la Pensee Grecque. 김재홍 역(1993). 그리스 사유의 기원



영혼론에 바탕을 둔 플라톤의 평생교육론  321

서울: 자유사상사.

* 논문접수 2015년 2월 2일 / 1차 심사 2015년 3월 6일 / 게재승인 2015년 3월 16일 

* 장지원: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민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theoria@tistory.com



322  아시아교육연구 16권 1호

Abstract

The Critical Approach on Plato's Lifelong Learning Theory
8)

Chang, Chi 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lato's educational theory from the perspective

of lifelong learning and education. Even though there have been lots of research articles and

publications on Plato's educational theory in the field of philosophy of education, the

perspectives are limited to the perennialism educational theory or the theory of Idea. In this

paper, I tried to suggest different perspective on Plato's educational theory. In the age of lifelong

learning,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Plato's theory from the viewpoint of the lifelong learning

theory.

In Meno, which is the best educational publications of Plato, every free citizens who can

speak Greek can perform reasoning even if he have not been learned the topics before. Now

we should modify the theory to who can speak language think logically and theoretically.

It announced that every human beings have possibilities of learning and reasoning which opens

the capabilities of lifelong learning.

Politeia, even if the theory of Idea is the most important thought in the philosophy, the

main focus in it is what the best way of life is. The meaning of tropos(way of life) didn't

come into view clearly, however in defining the concept and usefulness of justice(dikaiosynē)

just life is much more useful and worthwhile than profane life. This maxim should be the

utmost value for ordinary citizens to live their lives.

Phaedrus, which is well known to the analogy of the wing, is the works which succeeded

to Plato's Idea in Politeia. In this book, He divided mind to three parts, two horses and a

horseman who lead and guide the horses into the truth, aletheia. For every citizens, he pursuit

of the truth should go along even after their death because their present roles and vocations

in the society are related to their previous behavior in Ouranos. This metaphor aimed to make

the Athenian educate and learn the principles of the truth, which is the purpose of the lifelong

learning.

Key words: Lifelong Education, Plato, Meno, Politeia, Phaed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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