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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魔主義의 方法論 序說

韓 基 彦

(敎育學科敎授)

I. 序 능슬
F그

本鎬에서는 筆者가 그간 「基魔主義」의 體系化過程에 있어셔 考案 採擇하고 있는 方품論

이 무엇인가를 整理·解明해보려는데 그 뜻이 있(다.

돌이 켜 보건대， 筆者가 ‘새로운 敎育哲學’￡로 「基魔主義」를 命名， 提唱， 體系化하게 된

根本動機는 단적으로 말하여， 가까이는 韓國 그리고 나아가서는 世界전체의 ‘時代的 훨請’

에 말미 암은 것이 라고 하겠다.

그 까닭은， 첫째 韓國의 경우는 1945년 8. 15 民族光復의 날을 起點으로 하여 끊겼던 歷

史의 맥박이 다시 뛰기 시작하였는데， 우리나라 敎育을 主導한 교육원리는 듀이의 敎育哲

學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進步主義였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두 가지 問題性을 內包

하고 있었기에 머지 않아 점차 그指導力을상실하기 시작하였다. 그 하나는 ‘傳統과 改옳’

의 두 가지가 통시에 요청되는 光復 직후의 한국사회였건만 進步主義는 ‘變化’만을 강조하

였지 파괴된 한국의 敎育的 傳統의 발굴 및 계송의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는 데서 오는 限

界性이 있었다는 것이요， 또하냐는 미국사회에서도 進步王義를 批判한 本質主義와 直存主

義 등 교육철학이 있었건만 우리나라의 進步主義信奉者들은 대체로 1930年代의 그것에 짧

究가 中斷된 상태에서 新生韓國敎育의 再建에 나섰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가 그후의 마국교

육철학의 변천에 대하여 %究가 未備하였거냐 아니라고 하여도 애써 進步主義 이외에도 미

국 교육철학은 없는 양으로 誤導를 招來하고 발았다는 점이다. 결국 이것은 머지 않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고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마리팽 (Jacque Maritain) 이 니 헛친스

(Robert M. Hutchins)와 올럭 (Robert Ulich)등 그리고 조금 둬늦게 브로우디 (H.S. Broudy)

와 닐러 (George F. Kneller) 및 브라멜드 (Theodore Brameld) 퉁 이른바 直存主義， 本質主

義， 實存主義 빛 改造主義 교육철학이 속속 關係著書 번역의 형식오로 紹介됨에 이르렀던

것이다. 여기에 있어 우리나라 교육학계 역시 아 이상 단순한 미국교육철학의 代理論爭을

원치 않게 되고， 진정 이들을 超克하며， 韓國과 東洋의 傳統敎育思想을 敵案， 檢討·批判

한 새로운 敎育哲學의 體系化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함에 이르렀떤 것이다.

둘째 理由로 꼽을 수 있는 것은， 世界 전체로서도 새로운 교육철학악 出現이 크게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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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 되었다는 時代的 異請인 것이다. 사실 미국에서도 1950년대 에 소리 높이 외쳐진 말이 ‘第

三의 敎育哲學出現待뿔1의 소리였던 것이다. 즉 그 옛날에는 進步主義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플 tl] 판한 세력안 本質王義나 直存王義에 있어서도 다같이 교육철학의 이름도 뚜렷하고

指導者의 이름도 분명하였었는데 지금은 교육철학의 이름도 그렇고 지도자의 이름도 뚜렷

하지 못하다는 것아다. 여기에 있어 진정 새로운 敎育哲學이 그 야{~l破도 분맹히-게 據頭해야

된다고 力說되었먼 것이다.

筆者는 바로 이와같은 內外의 時代的몇請을 의식하띤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A間形成의 論理로서 쭉當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나의 敎育學的 {言條플

「基魔主義」라는 이름아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論著f양業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積는 그 內容에 있어서는 많刊論著를 資料로 삼게 될 수밖에 없으나 그 의도하

는 바는 장차의 昭究를 위한 方法論 序說임을 특히 밝혀 두려고 한다.

n. 基짧主義의 理論的 展開와 反應

「基魔主義」는 1957년 가을에 命名된 것이거니와， 여기에 관한 솔직한 心情Q士露는 죄H著

「基鍵主義J (1973) ‘序文’ 에 어느 정도 찰 나타나 있는 줄로 안다. 그 중 -節을 引用해 보

기로 한다. 즉，

교육에 관한 하나의 생각(思想)이 싹이 터서 조그만 잎과 중기가 서게 펀지 근 20년 이 되어 온다.

1957년 나는 이 교육사상에 이름지어 「基健主義J (Kichoch\l ii , FO\lndationism) 라고 하였다. 아 「基짧

主義」는 한 개의 새로운 敎育哲學으로서 체계화되기 위하여 부단허 성장중에 있는 냐의 교육학적 신

조이다. 서울師大助敎授 시절에 미국 국무성 초청으로 ‘敎育學의 메카’ 라고 일컬어져 온 콜럼비아대

학교에 교육사 교육철학 전공을 위하여 떠나게 흰 당시의 냐의 최대의 학문적 과제는， 어떻게 기성

교육철학의 祖述에서 벗어나 과연 새로운 韓國敎育哲學이 될 만한 것을 想、到할 수는 없겠느냐는 것

이었다. 당시 나는 이미 母校에서 수년래 「現代敎育思湖」의 강의를 해 옴으로써 현대교육철학의 諸

系讀에 정해 왔거니와， 그러니 만큼 나의 학적 관심은 더욱 더 새로운 敎育哲學의 定立이라는 데 있

었던 것이다. 결국 나의 어렴풋한 생각，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렇게 밖에는 말할 수 없겠

다는 나의 敎育學的 想念을 이릉지어 「基健主義」라고 했던 것아다. 이것이 1957년 가을의 일이었다.

몇 번아고 종이 위에 새로 이름지은 나의 敎育哲學의 이릉얀 「基鍵主義」를 써보고 또 써보았던 것

이다. 그후 나는 조심스렵게 이 아름과 함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문자화해 보기로 하였다.

이 라 하여 「韓國敎育의 學的基臺批判J (敎育評論， 1958) 에 서 처음으로 ‘基續主義’ 라는 말을

써보았고， 1966년에 이르러 비로소 「基鍵主義의 提唱--傳統과 改華의 調和를 通한 人間

形成의 論理序章J (새한신문， 1966) 이 라논 -文을 발표함얘 이르렀다. 그후 교육학계의 여러

A士들의 격려에 힘입어 『韓國敎育의 理念JJ (1958)을 저출 간챙할 수 있었고， 그중 ‘自由의

理念’ 에 대 한 實證的 船究物의 하나로서 『韓國敎育思想史服究--韓國敎育의 民主化過程에

관한 敎育思想史的 맑究JJ (1969) , Ii'韓國敎育의 民主的 傳統-A間尊重의 敎育思想JJ (1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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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鍵主義--韓國敎育哲學의 定立~ (1973) , ~韓國思想과 敎育--韓國敎育哲學의 探究』

(1973) , ~敎育의 歷史 哲學的 基鍵--韓國敎育의 世界敎育史敎育哲學的 座標JI (1975) , lJ'韓

國敎育哲學의 構造J) (1977) , ~現代A과 基鍵主義--現代社會와 基鍵主義의 앞害UJI (1979) 및

『敎育觀의 確立--韓國敎育의 새로운 座標J) ( 1979) 를 저술 간행함에 이르렀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노력은 나의 전체적 구상에서 보면 겨우 그 첫결음에 지나지 않음은 말할 나

위도 없다.

이제 「基鍵主義」에 대한 學界의 反應에 대하여 간단히 청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 r木購會」 招請講演에서 好意、的인 反應이 있었다. 이것은 1966년 「基健主義의 提

唱」이 발표된 칙후의 일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새로운 敎育哲學의 提唱임을 認定해 주는

동시에 좀더 상세한 論著刊行이 後續될 것을 몇좋하는 激敵解가 있었다.

둘째， [l'基鍵主義J] (1973)가 出刊되자 丁淳陸박사와金丁煥박사가 차례대로 ‘書評’을 해주

었다. 전자는 「새한신문」에， 후자는 「한국교육학회 소식」 書評爛에서 다루었다. 그 중 T

淳陸박사의 書評을 引用해 보면 다음과 같다.

「數育의 世紀」의 ‘저 높은 곳을 향해서’(저자) ‘새로운 한국교육의 이녕과 인간상의 땀구’를 정력

적으로 제도하고 있는 저자가 금년도에 上桂한 두 가지 力著 가운데 하나인 이 책은， 우선 읽는 이

로 하여금 경쾌한 산운시를 옮는 느낌올 준다. 雅趣있는 강정에서 요는 것만이 아닌 精神資樓의 상

쾌한 淸빙뽑j였다. ‘해골이 복잡한’ 現代人에게 우선 이만 정도의 呼訴力이 있는 文章 • 內容이 아니

고서야당해낼도리가없다. 글이 안읽히고또안팔리는 이즈음의 ‘읽웅의 거리’(讀홈街·讀휩物)

에서 우연히 ‘만남’을 나눈 이 「基鍵主義」는 우선 반갑고 고마운 勞作이다.

著者인 韓박사는 。1 어줍짧은 讀後感을 읽고 그 天戰의 ‘君子風’ 가운데서도 ‘고얀놈’하리라고 보

지만， 남의 勞作앞에 인색한 讀書子는 대뜸 ‘반’(융)하였다는 ‘아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머지

‘반’은 독자에게 맡긴다. )

단숨에 읽었다 참으로 ‘단 숨’에 읽을 수 있는 책아 모래밭에 이삭 나듯 어려운 이 계제에 어쩌연

그령게 어려운 理念을 이렇게 說得力 있는 숨결로 의논하고 있는가.

혈理는 쉽고 간결하고 그리고 가까이 있음을 보여준 이러한 ‘주머니 책’ 이 우리들 가난한 마음주

머니마다 채워졌으변 하는 마음 매우 푸짐하다.

著者가 1966년 「基鍵主義의 提唱--傳統파 改옳의 調和를 通한 인간형 성 의 論理序章」을 바로 이

紙上에 발표하였을때 讀後所感을 쓰는 사람도 懷疑와 肯諾， 驚면월과 憂慮흘 가진 바 있다. 그려나 이

책 을 읽 고난 순간 선배 碩學아 밟고 온 學問的 路程이 실로 굳굳하고 의 연하였음에 다시 한번 肯諾

과 경단을 바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책은 ‘주머니 책’(포케트 북율 이렇게 부르고 싶다)아지만 그 넓이와 깊이는 우리의 ‘傳統과

改후의 調w’플 겨냥하였고 韓國人形成의 核思想을 논의하였요역 基健主義의 價f直體系를 종합적으로

構圖하고 있고 나아가 歷史的 意識A의 형성올 위한 未來據影(비천을 이렇게 부른다)융 韓博持論의

‘멋’ (生活哲學)과 ‘선바’ (歷史的 意誠人)로 投影하고 있다.

{專練과 探究을 위한 ‘밝은 눈’을 갖기 위하여， 主體와 覺醒을 위하여 ‘찬며리’흘 갖기 위하여， 改

옳과 實現을 위한 ‘뜨거운 가슴’을 지니기 위하여(이상 4章 3節의 小題텀)門을 두드려는 분에 이 한

권의 輕快하냐마 重量級인 책을 권한다. 한국교육철학의 지낭과 이제와 내일의 주소가 어디언가를

알아보기 위 해 서 . (T淳陸， r새 한신문J， 197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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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評하었는데， 한펀 金丁煥박사 역시 激願의 의마인 好評을 해 주었다. 득히， ‘基健主

義’라는 말이 처음에는 매우 生輝하게만 느껴졌오냐 책을 읽어 보니 참으로 適切한 命名임

을 알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이 말을 여태까지 몰랐을까하는 뜻의

것이었는데， 이 점 나 역시 同感이다. 왜냐하면， 처음 基魔主義플 ‘내가 생각하는 바 참된

敎育哲學의 이름’으로 命名해 놓고 보니， 왜 여대까지는 이 좋은 이름을 아무도 써지 않았

을까하는 생각아었던 것이다.

세째， r韓國敎育哲學의 課題와 展쏠」이라는 主題論文(2篇)에서 「基鍵主義」에 대한 言及

이 있었다‘

이것은 朴奉擾박사와 丁淳陸박샤가 각기 그들의 論文가운데서 論評을 한 것을 가리켜하

는 말이다. 1977년(11월 11일 ) 에 개최된 韓國敎育學會敎育史敎育哲學船究會創立13周年紀

念學術大會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중 朴奉種박사가 論及한 부분을 먼저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철학 연구에 있어서 大部分의 학자플은 西歐的인 哲學의 方法을 韓國的 狀況어1 通用하여 自己

나름의 哲學의 體系를 定JI.해 보려는 努力에 弱한 f핍向이 있다. 그런데 韓基彦교수는 그의 여러 論

文과 著별 中에서 獨自的인 自己敎育哲學을 定立해 보려고 그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것이 바

로 그의 基鍵主義哲學이다. 1966年 처음으로 그의 기초주의를 내 세웠고 「韓國數育의 理念」에서는

이 기초주의를 定義하여 日 “전통과 개혁의 조화를 통한 인간형성의 논리”라고 했다. 1975年 그는

다시 「敎育의 歷史 哲學的 基鍵」라는 책 제 3 부 “韓國敎育哲學의 定立”에 서 基鍵主義哲學에 대 해 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의 基鍵主義는 韓國數育에 대 한 歷史哲學的 批判에 土훌즐 두뇨 서 로 相反되 는 兩大햇機의 理想、

的인 調和를 강조한다. 그는 현대교육의 병폐를 역사성의 경시와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연구 뷔에서

아룩되는 조화정신의 결여에 있다고 보고 이런 뜻에서 基鍵主義는 必흉흉하다고 分析하고 있다. 하나

의 敎育理論이 學說에까지 昇華되기에는 많은 努力과 時間이 몇해진다. 앞으로 이 주장이 한층 더

論理的인 體系를 구축하므로 韓國的인 學說로 發展하도록 기 대한다(朴奉樓， r敎育史數育哲學J， 1977.

29)

고 激願하였고， 丁淳I많박사 역 시 :韓國敎育‘哲學의 理念分tfr •繼承 • 定立의 展똘」이 라는 論

文에서，

한국쿄육청학의 본격적언 탐구가 시작된 것은 한국학연구의 시대적 요청이 정고되던 60년대 부더

라고 한다면， 傳統文化에 대한 교육청학적 발굴과 계승의 昆 또한 성급한 기대를 걸 수 있는 짓이

아니 다. 韓基彦교수에 의 하여 제 창된 ‘基짧主義 敎育哲學’ 또한 이 러 한 익 조건 속에서 發展되 어 온

사상체계 라고 할 수 있다면 역사 이래 ‘主義’ 라고 이름붙인 최초의 學的언 努力에 대하여 보다 성숙

한 結賢이 있도록 聲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중얀 學問的인 귀추가 더욱 體系化되고

理論化되어 世界哲學의 반열에 자리할 때까지 계속적인 학문의 對話가 요청되는 것이다. (T淳陸， r敎

育史敎育哲學J， 1977. 38-39)

라고 하여 學問的 期待의 발을 아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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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째， 朴先榮교수의 論文인 「佛敎思想￡로 본 基鍵主義」가 있다. 이 論文은 이미 그 전

해인 1976년에 韓國敬育學會 年次學術發表大會에서 口頭發表한 것이기도 한데， 成文化된

論文이라는 점에서 더욱 意義깊게 여겨진다.

評者는 基魔主義 出現의 意義에 대하여 말하기블， “ 그러나 히나의 獨立된 哲學的 體

系를 갖추고 나타난 것은 韓基彦의 「基짧主靈」가 韓國新敎育史上 처음이라고 생각힌다." (朴

先榮， r敎育學댐究J XV-1, 1977)고 하였다.

다섯째， 外國學者의 反應으로는 滾部學교수의 경우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週部교수는 「韓國敎育哲學의 定魔에 관하여」려는 융에서 ‘陽究會報告’형 식으로 錫載 紹

介한 것인데， 마침 1976년 여름에 國際交流基金에 의한 招體敎授로 援日 施行中 郞席講演

을 하게 된 것이 다음에 引用하는 내용과 같은 것이 되었다. 筆者로서는 외국인인 B 本A、學

者가 나의 생각에 대하여 어떤 學的 反應을 보였는가에 보다 關心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

다. 그 중 一部만을 引用해 보면 다음과 같다.

9월 17일 (金)， 오후 6시 부터 來 日 중인 서 융大學校師範大學敎授韓基彦씨를 초챙하여 本흉다究院에서

佛究會를 개최하였다. 약 한 시간에 결친 同敎授의 講演후， 來會者와의 質疑應答이 활딸하게 행하여

졌다. 합國敎育의 理論的 ‘核’을 확립하려고 하는， 韓國敎育史에의 깊은 없究를 딛고 서서인， 同敎

授의 진지한 思索의 자취가 q士露되 어 來言者에게 깊은 感銘을 주었다.

同數授의 講演휠冒는 다음과 같다.

韓國敎育學의 進展은 대체로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파악된다. (中略) 그래서， 이려한 諸課題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韓國敎育의 ‘基훌’가 될만 한 것을 어떻게든 確立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韓國歡育

哲學의 定짧가 達成되어야만 하는 것으로서， 그 歷史的展開過程에 대한 %究를 행하는것과 동시에，

그것에 의거해서 여기에 「基짧主義」라는 것이 提唱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基續’란 ‘기본’('b i:. ν 、 )

이라는 것으로서 ‘初步’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도리어 그 基總 자체가 廳極의 쉴理인 것인 그

러 한 ‘基鍵’의 뜻인 것으효서 , 1專統과 改華의 調和的 接點올 이 루는 韓國敎育의 새로운 座標가 될 것

을 指稱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韓民據에게만 限定련 것이 아닌 人類의 敎育的 觀智 즉 普遍

的 價f直體系에 立뼈하는 것으로서， 그러연서도 또한 韓民族의 傳統 속에서 呼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와같은 것아 오랜 文化的 傳統을 지니는 韓民族에는 반드시 있을 것엄에 틀림 없는 줄로 안

다. 그리고 그것은， 敎育의 새 가지 理念 즉 時間(文化 • 生活)， 自由(知性 • 人觸)， 縣序(協同 • 奉t!:)

로써 생각되어져 그것플은 韓國的 傳統 속에 널리 그리고 洗練판 것으로서 生命力을 지니고 있는 것

인 ‘엇’으로써 파악할 수가 있다. 이 멋은 日本의 ‘아끼’〈뽑)에도 -眼相通하는 것도 있으나 그 博

統的 色彩를 달리하며， 보다 ‘調和’的 與素가 짙은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詳細한 것 에 관해 서 는 「韓」 通卷 第12號 (1972 . 12月 號) 所收의 論文 「韓國人形成의 核멍、想、--엇

의 敎育哲學的 解釋」을 參照하기 바란다. (波部 學， r행‘ J V-10 , 1976, 128-129)

는 말로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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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基짧主義敎育哲學의 論理와 寶錢의 t比界

基隨主義의 理論的 內容 자처} 는 기 왕에 發表된 論著플 參照、해 주기 바란다. 다만 여 기서

는 다음에 握載하는 「基魔主義의 方法論的 省察圖」의 간접 적 설명 이 라는 의 미 에 서 , r敎育

學의 普遍姓과 特珠性」에 관한 글을 싣기로 한다.

첫째는， 韓國敎育學의 座標設定의 問題이다.

우리는 現時點아 한국 교육학의 定觀期임을 바로 이해하여야 되려략고 본다. 따라서 우

리가 취하는 교육학 연구의 根本態度는 풋날 한국 교육학 연구 발전에 크게 영향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만큼 本主題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과 아윷러 隨重을 기하는 까닭이 바

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과거 30년에 결처 우리들이 쌓아온 韓國現代敎育學에 대한 學的 反省이라는 의미와 이에

대한 痛烈한 自己批判과 아울러 진정 韓國敎育學 定隨를 위한 理論 提示라는 정에서 한국

교육학의 座標 設定이라는 決然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까닭에서라고 보는 것이다.

새삼 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는 敎育學에 있어서 ‘韓國不在’인 채 ‘敎育의 科學化’라는空

流한 口號 아래 敎育的流行에 빠졌고 교육의 과학화는 외국교육학설의 解說 내지 模做 移

植이라는 安易性에서 탑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교육의 과학화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던 것이다. 듀아가 말한 “敎育은 生活이다”라고 한 ‘生活’의 擺念은 다픔아닌

미국인이 나날이 겪는 生活經驗 그 자체였건만 우리는 한국인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親念的

인 ‘生活’개념에서 시종했던 것이다.

한펀， 우슨무슨 方法이 라고 하여 교육일선에 소개 試行했던 수많은 學習指專法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獨創性이 缺如된 단순한 觸案物이라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음을 想起

해 볼 때， 그것온 너우도 한국의 敎育的 現寶에 눈감은 채 뿌리 없는 꽃꽂이 격이 되었으

니， 멸지않아 일선 교육계에서는 갚은 懷疑感에 빠지게 되고 마침내 불거품과 같이 사라지

고만 것도 당연한 일이 라고 하겠다.

사실 敎育方法만 하여도 그것은 敎育學의 한 體系 속에서 전체와의 服絡을 지녔던 것이

지， 이에 대한 理解 없이 方法만의 單純移植이라는 것은 학문적 생명력을 상설한 하나의

形隊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알았어야 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간 너무도 技葉的이고 斷片的인 교육학적 지식의 受容 • 導入으로써 敎育學Jilt究

로서 安心立命하고 있던 것은 아니 었을까 ? 그러 나 선진국의 敎育學史的 事:例를 보아도 이

러한 교육학적 연구의 폐단에 대한 자기반성과극복을 통해서 마침내 自國 敎育學의 開花를

가능케 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바로 에와 갚흔 反省 • 苦潤을 거쳐 마침내 世界끼、類文化

에 공헌할 수 있는 韓國敎育學을 定立시켜야 할 時點에 이른 것으로 본다. 그러면 그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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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韓國敎育學 定廳의 理論的 根據’는 무엇이겠는가? 여기서는 이에 관하여 간단히 論述

해 보려고 한다.

둘째 는， ‘特珠性〉 과 ‘普遍性; 의 懶;융;規定애 관해 서 이 다.

그런데 여기서 미려 밝혀 두어야 할것은， 特珠性이니 普-遍性아니 하지만 그것온 이미 本

主題의 眼絡에서 볼 때는 단순한 일반개념으로서의 特珠性이나 普遍性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적으로 말해 서 여 기 서 말하는 ‘特珠性? 아 란， ‘韓國〉 이 라는 地域性과 歷史性을 가려 켜

말하는 것이니 교육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韓國플 中心課題로 붙 것이냐， 아니면 韓國不

在인 先進國 敎育學中心을 뜻하는 바 ‘普遍性!인 것이니， ‘韓國存tE냐 韓國不在냐의 問題3

플 뜻하는 ‘特練性’ 괴- ‘普遍性3 안 것이 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特珠性과 普遍性이란 흔히 생각할 수 있듯이， 특수한 생활갱험 대

純伴理論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연구자에 있어서 그가 살고 있는 地域， 그러묘로 우리

에게 있어서는 韓國의 敎育的 現寶로부터 敎育學을 探究해 보려는 것이냐 아니냐의 間題라

고 하겠다.

그러무로 이 韓國存在 對 韓國不在라는 의미의 特珠性과 普遍性의 문제는， 결코 敎育理

念 對 敎育過程 연구자와의 관계의 젓이 아니다. 사실 敎育理念 연구자 가운데에서도 한국

의 교육적 현실을 中心課題로 삼는 사람과 그령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이다. 또한 敬育過

程 연구자 가운데서도 근래에 와서는 한국의 교육적 현질로부터 이 方面의 률理를 밝혀내

는 훌륭한 %究論著들이 續出하고 있으니 역시 여기서 말하는 特珠性과 普遍性의 擺念은

각기 陽究者의 學問昭究의 根本態度에 있어서 自國肯定이냐 否定이냐의 의마에 있어서의

‘韓國存在냐 韓國不在냐의 問題1 로 보아서 좋으리 라고 본다.

사질 여 기 서 말하는 ‘特珠性; 이 란 어 디 까지 나 敎育學에 관한 員理據究를 하는 것이 횡j용極

目的임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이건 우리가

당면하는 敎育的 짧寶은 그 나라 그 지역의 歷史性에 물들여져 있는 것이니 이 ‘特珠性;을

통해서 교육학의 質理플 밝혀낸다는 점에 있어서는 相對的일 뿐， 0] 置理關明의 길이 어느

特定地域의 그것에 의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말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도리어 우리에게 힘을 붙여 주는 사실은 lJ]단 교육학에 限定할 것도 없이 科學 일반에

있어서 學問의 發達은 그 모두가 특정 지역에 있어서 그 特練性을 살려서 特定人物의 個別

的 體驗을 통해서 마침내 수많은 科學注則이 提示됨으로써 크게 /\類文化發展어n 01 바지 해

왔다는 사질이다.

한편 ‘韓國不在;블 뜻하는 입창으로서의 ‘普遍性;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이 갱

우에 있어서는， 불려받은 週塵은 없디는 생각에서 韓國의 敎育的 傳統에 대하여 경쫓힘펌繼承

하려는 생각이 없고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否走的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先進國에

있어서 발표되는 昭究成果만이 置理라고 굳게 믿고 이것을 單純移植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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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있다.

그러 나 ‘特짧性2 의 立場이 라고 할 수 있는 ‘韓國; 敎育學에 대 한 昭究의 意義는 몇 가지

를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 요늘날과 같이 교통과 통신 수단이 딸달함으로써 더욱 요청되

는 것은 각국 교육 및 교육학적 %究成果라고 하겠다. 이것들은 모여서 세계의 敎育學 발

전에 크게 寄與하려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둘째， 외국의 교육학자 중 이미 몇몇 사

람은 그들의 생애플 韓國敎育學船究에 바치겠다고 결짐하고 속속 흘흉한 연구 논문과 저서

블 발표하고 있는데， 그것은 先進國의 그것에 비해서도 손색 없융 뿐더러 도리어 敎育史學

的으로 特記할 만한 敎育文化가 있음에 經了된 결과임을 솔직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韓國敎育文化 자체가 지니고 있는 優秀性으로 해서 이것을 연구하는 意義라

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한국에 패어났기에 한국을 연구한다는 그러한 소극적

안 것이 아니요， 도리어 한국 교육 문화가 지니고 있는 우수성A로 해서 世界敎育文化에의

頁歡을 想쏠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根本動機가 되어 있는 경우이다. 세째， 흔히 우리는

역사상 가장 뿜醒한 歷史的 試鍵을 겪어온 민족이고 현재 역시 모든 조건이 여의치 않다고

들 한다. 그렇다면 時代的 狀況이 가흑하면 가휴할수록 그것은 도리어 보다 높은 次元의

學問 • 思想의 導出을 가능케 하는 理想的 狀況 造成￡로 뺑說的 理解가 가능한 것이 아닌

가 본다.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韓國의 敎育的 現實로부터 새로

운 敎育理論의 體系化와 이를 통한 세계 교육학에의 기여 내지 주도의 길을 찾도록 해야

할것이다.

다음에 우리는 ‘特珠性;의 立場에서 교육학 발전에 크게 頁斷한 나라의 事~J를 分析檢討

함으로;써 이로부터 敎育學史的 敎訓을 얻고자 한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特

쨌性의 觀念의 立場이 옳은 것임을 더욱 立證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세째는 敎育學史的 敎힘II이 다.

“韓國敎育學이 달리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그러면 外國의 敎育學은 어떻게 해서

發展해 왔는가를 가지고 생각해 보기로 하자. 그리고 이것은 왜 우리는 韓國의 敎育的 現

實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성을 쏟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解答이 되리라고 본다.

1 여기서는 편의상， 교육학 발전에 있어서 크게 꽁현하고 있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두 나라

를 들기로 한다. 하나는 獨適이요 또 하나는 美國이다.

우선 獨逢부터 간단히 잘펴보기로 하자. 알다시 피 獨適敎育學의 成立은 1779년 할페大學

校에 트밥프 (Trapp)가 敎育學講座를 창절한 것에 유래하거니와， 혜르바르트는 1806년 「一

般敎育學」을 간행 함으로써 敎育學의 훨祖라는 榮警를 지 니 게 되 었다. 그의 교육학을 가리

켜 나토르프의 批判的 敎育學까지 포함시 켜 서 ‘哲學的 敎育學; 이 라고 하거 니 와， 그 후 독

일 교육학사는 이것을 기점오로 한 批判과 그의 발전의 역사이기도 한 것이다. 모이만이나

베르게만등에 의 한 寶證的 敎育學이 라든가 콘이 나 슐라이 에 료마허 등에 의 한 辯證法的 敎育



a훌없풍￡훌찾의 方法論 序說 59

學， 딜타이로부터 슈프랑거， 플리트너로 이어지는 生의 哲學的 敎育學(文化數育學 또는 精神

科學的 敎育學)， 펴셔， 크리크 등에 의한 現象學的 敎育學， 구아르다니， 볼노브 등에 의한

寶存主義的 敎育學과 A間學的 敎育學， 이려하여 다시금 최근에는 로트 (Heinrich Roth , 1906

rv )와 브러1 정 카 (Wolfgang Breginka , 1928"-' )등에 의하여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實證主

義的 敎育學에로 展開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려가 괄목할 만한 일은， 그들 독일 교육

학자들의 관섬사는 언제나 독일 교육 자체에 있었다는 사설이다. 그들은 이 ‘特珠性2의 立

場에서 교육학을 건설하려고 하였던 것이요， 員理블 탐구해 왔떤 것이다. 우리가 크게 배

워야 할 것윤 바로 이 점이라고 하겠다.

다음은 美國敎育學에 관해서인데， 美國敎育學이 영국 및 독일 교육학의 영향에서 벗어나

게 된 시기는 20세 기 초라고 하겠다. 1870 1건 대 에 있어서의 퍼어스 및 제임스 등에 의한 표

래그머 "-1 즙의 만생은 1905년 12월과 1907년 1월에 행한 제임스의 講演에 의하여 開花플 보

았던 것이다. 이려하여 1916년에 간행된 듀이외 교육철학개론서인 『民主主義와 敎育』은 진

정 미 국 교육학의 獨立宣言書와 같은 귀중한 文歡이 되 었고， 그것은 20세 기 세 계 교육의

據言書와 같은 세계사적 의미를 지난 젓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 후 進步主義 敎育學

者들의 學的 活動은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이를 批判하는 本質主義·桓存主義 및 改造主義

로 이어지는 미국 교육학의 展開는 말할 니위도 없이 미국 교육 문제와의 對決에서 나온學

的 處方이았던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업장은 ‘特珠性;의 擺念 쪽아요， 결코 독일 교육학

이나 영국 교육학의 代理店格의 것이 아난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취할 입장이 무엇인가를

얄리는 귀중한 示浚點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나는 1957"'-'58 년 미국무성 초청 교환 교수로

도마， 콜럼비아大學校에서 1년 간 修學할 때 분명히 자가 눈과 머리와 가슴3로 확인하고，

배우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점이었던 것이다 우리도 우리 ￡다究家에서 세계 교육학에 공

헌할 수 있는 어떤 연구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겠다는 사실의 再確認과 다짐이었던 것이다.

外國學者는 모두 그 지역에서 敎育學을 發展시켜 왔는데 우리나라 학자라고 안될 것인가?

아닐 것이다.

네째는， 論理의 世界와 實鐘의 世界이다.

이제 우리는 韓國敎育學 定立의 갈아 무엇안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리라고 본다

이 경우이l 우리는 개인， 外國의 學說， 흔히 우리가 거의 總對的 信폈플 두게 되는 先進

國의 學說조차도 거기에는 限界性이 있다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뇌리라고 본다. 단적으로

말해서， 위의 것들은 학문 연구에 있어 어뎌까지나 귀충한 아이디어플 얻게 되는 資料일

뿐， 이 점에서 所重한 것아고 또한 이것을 利用해야 할 것이지， 단순혀 이것을 祖述하는

바 그 중의 어느 하나의 解說者 내지 信奉者로서 安住한다는 태도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

가본다.

그 까닭윤 여태까지 수많은 獨創的인 學者들에 있어 共通的언 特性이 있다고 한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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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先人들의 엽적에 立뼈하되 그것을 自己個性的 原理에 의하여 超克發展시키고 있다는

정이다. 학자는 결코 學問的 流行에 휩쓸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리라고 본다. 말하자면，

學問的 流行語에 대하여 비판적이며 부단한 自己檢討가 있어야 되리려고 본다. 그리고 보

다 본질적인 것의 제시가 있어야 될 것이다.

무릇 절실한 體驗에 立聊한 思、索일 때 비로소 그 l탠訴力이 나 說得力은 가장 크다고 본

다. 우리는 너우도 남의 體驗， 남의 學說을 單純移植하는 데서 시종했고， 이것을 學問한다

고 錯覺했던 것은 아닐까 ? 어느 시대， 어느 民族， 어느 個人이고， 거기에는 특정한 廳史

的 課題가 주어져 있다고 본다. 이 역사적 과제에 대한 解明을 통하여 우리는 륨理(바른 의

01 에 있어서의 普遍性)에 첩할 수 있￡리라고 본다.

이와 같이 진정한 學問 發達은 ‘特珠↑生P의 立場에서 기능한 것이니， 나를 起點드로 하

여 , 나의 書爾， 나의 昭究室， 우리 學會， 우리 나라룹 起點으로 하여 世界敎育學 發展에 의

頁敵의 길아 있요리 라고 확신한다.

결코 他國의 敎育問題를 가지고 마치 자기 니라외 교육 분제안 양 苦↑없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敎育問題란 결코 나라마다 다 같을 수가 없는 것이요， 또한 거

기에는 역사적 • 문화적 • 사회적 제요인이 다 다르게 마련이기 때문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교육 문제라고 하여도 그 처방은 반드시 동일한 갓-으로 동일한 교육적 효과룹 얻게

되리라는 保障은 전혀 없는 것이다.

‘特練性。(휩國存在를 前提로 한 교육학 연구)의 입장에서 볼 때， 論理의 세계는 具象우로 부

터 抽象에로 이르고 있고， 실천의 세계는 抽象오로부터 具象에로 이르고 있다.

이 말의 뜻은 전자의 경우， 하나의 人間形成의 論理가 어다까지나 구체적인 體驗 등 교

육 현실에 근거를 두고 이로부터 抽象化됩으로써 하나의 學說이 성렘 體系化된다는 것이

다. 그려고 반대로 후자의 경우는 그와 같은 인간 형성의 논리가 교육에 실현됨에 있아 具

象化되는 것이라고 말해 본 것이다.

이렇듯 學問%究는 구체적인 개인에 의하여 持定地誠에 뿌리내려 구체적인 교육 문제，

달리 말하면 歷史的 課題블 해명하는 괴정에서 륭理에 접하게 되고 말전된다는 사실을 우

리는 바로 認識해야 되리라고 본다.

위대한 진리의 발견은 항상 가장 가깜고 비근한 짧象l꾀 事I펠로부터 였 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想起함이 좋을 것이다. 先進國의 昭究成果 역시 tB對젠J 훨:味에 있어서뿐 價f直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組對的 員理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는기- ? 個A의 不完全↑生에 대한 肯定과

아울러， 우라는 個人意志가 普遍意志의 源良。1펴 試金石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學問的 自立의 걸이다.

나는 일찌기 人間形없의 論理로서 ‘傳統과 改華의 調fl口1를 말하고 이것을 가리켜 ‘基魔

主義j 敎育哲學이라고 提n읍한 바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說明을 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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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목을 끝맺는 데 있어 특히 지적해 두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學問陽究의 自立

體制 確立에 의한 世界人類文化建設에의 頁斷이라는 일이다. 우리는 政治的 g立體制 確立

이라든가 경제적 자립체제 확립에 대해서는 말할 줄 알아도 學問的 自立體制 確立에 대해

서는 거의 생각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政治的 植民地나 經濟的 植民地가 되는 것은 한사코 저 항하면서도 學問的 植民地、

가 되는데 대해서는 저항할 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풋된 의미의 ‘普遍性j의 擺;융:

에 현혹되어서 말이다.

學問없究의 自立體制 確立이라는 말은 생소하게 들릴런지 모르겠￡나 이것은 우리가 정

치적 자립이니 경제적 자립아니 하논 말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마방히 그래야

만 된다고 생각한다면 學問昭究 역시 自立되어야 할 것이다. 빈 손-으로 남의 학문 연구성

과 만을 받을 수 없다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진대 學問的 自立問題는 절실한 우리의 당

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學問%究의 優先順位가 範倒되어 있는 우리나라 敎育學界에

있어서는 一大反省과 아을러 修正이 있어야 되리라고 본다.

‘敎育學의 普遍性과 特珠性의 問題P를 통하여 우리가 취하여야 할 길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적어도 敎育學陽究의 自立體制를 確立하는 일이요， 韓國敎育學의 定立을 통하여 그

자체의 세계 교육학사적 존재이유블 밝힐 것이요， 세계인류의 이름-애 의하여 한국교육학의

頁敵이 인정되는 날이 오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것이마.

더우기 外國敎育學昭究成果의 受容上에는 限界가 있는 것이니， 그것은 특정 학자의 경우

를 예로 하더 라도， 이 블테띤 비교교육학자인 베레데 이 (George Z;F. Bereday) 교수만 하여

도 그가 大學院에서 講義한 內容이 10년 뒤에야 바로소 著書로 刊行되었다는 사실을 想起

해 볼 때， 만약 그의 學問을 단순히 追從하는 입장이라면 우리에 있어 學問的 後進性은 끝

끝내 탈피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즉， 이로부터 벗어나는 걸은 오직

하나 우리는 스스로 學問船究의 土臺構짧이 있어야 되리라고 본다.

그리고 또 하나 젠言해 두어야 할 것은 歷史的 課題意識의 問題이다. 즉， 우리는 世界學

術史的 服絡에서 韓國敎育學의 課題가 考究되야야 하리라고 본다. 이때에 우리가 진지하게

다루는 昭究課題가 결코 個A的 好奇心의 만족을 위한 것도 아니 고 閔鎭的이 며 排fill性을

띤， 局地的이며 國牌主義的인 교육적 관심도 아넘은 물론이다. 도리야 ‘特妹性;을 통하여

敎育學의 質理플 밝혀내게 되는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합國存在?라는 의미의 ‘特珠↑l'이

야말로 바로 옳은 의미의 普遍性을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길목이 됨을 알 수 있을 것이

다. (해著， 1979a, 13-23)

결국 이 글은 ‘敎育學의 普遍性과 特練性의 問題j 일반에 대한 나의 解答일 뿐 아니라

그것은 곧 ‘基魔主義? 敎育哲學의 體系化에 注力하고 있는 나 자신의 方法論的 쭉當根據플

밝힌 것이 라고 하겠 다. 위 의 글의 副題가 ‘韓國敎育學定鍵의 理論的 根據2 로 되 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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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觀成敎育哲學의 敎受라는 受動的인 過程을 표시하였고

로 쌓아 올려가는 것을 뜻하는 새로운 敎育哲學의 創造過程을 표시하였다.

受動的 學問언데 대하여 후자는 能動的 學問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우리는 많成敎育哲學으

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가면서 한편 이이1 만족치 않고 새로운 敎育哲學을 創造토록 해가야

은 바로 이와 갚은 二重的 意味블 담아서 한 말이기도 한 것이다‘

위의 「圖 1J은 基關主義의 方法論에 대한 原初的인 생각을 圖式化해 본 것이다.

「基鍵主義의 方法論的 省察圖」에서는 點線과 寶線을 싸서 전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요

한편 후자는 아래로부터 위에

따라서 전자가

할 것이다.

크게 의식하면서마침 나의 提n昌한 「基鍵主議」는 한국 및 세 계 가 즉연한 時代的 몇請을

1. 體驗의 世界→ H ， 中間

公理→Jll， -般公理의 순서블 밟음으로써 「基짧主義」야 말로 진정 普遍{生을 지닌 A間形成

의 論理요 새로운 敎育哲學이라고 내세숲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理論的 次元에서 나온 「基짧主義」이기에 일차 여기서 사용하는 諸用語는 地均↑生

강연히 새로운 敎育哲學의 創造블 워하여 발을 내다 만 것인데，

이 나 時代性이 나 特定思想의 學派나 宗敎1.:의 專門術語라는 .色調가 전혀 없는 것들업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누구나 振抗感없이 받아 들일 수 있는 日常用語를 採擇한 것이라

고 하겠다. 이를테면 ‘3理念6擺念; 의 경우만 하여도 그런 것인데， 따라서 通念的안 定義와

아울러 基購主義에서 사용하는 擺念規定을 해두면 큰 混亂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윷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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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았다. 이것은 「基鍵王義」의 ‘基魔1라는 擺念 역시 例外가 아니어서， 나는 그 擺念을

明確히 하기 위해서 敎育哲學的 新繹을 꾀한 바 있다. (쐐著， 1975, 904-928) 또 ‘3理念6觀念

에 대해서도 『韓國敎育의 理念.iJ (1968)에서 어느 정도 擺念規定을 한 바 있다. 그러 나 이들

모든 것이 장차 그 擺念規定을 보다 영확히 할 수록 더욱 좋을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다만 나의 構想한 바를 短時日에 모두 밝힐 수 없는 사정이고 보연 앞 6 혹도 이 ，노력은 계

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基隨主義」는 처음부터 새로운 敎育哲學으로서 그 體系化를 完成하기 위하여 方

法論上 세 가지 基本方針을 構想하여 보았다. 첫째는 말할 나위도 없이 「基健主義」 자체를

뜻하는 理論的 次元이다. 둘째는 韓國的 次元이다. 여기에는 한국의 敎育的 傳統을 비훗하

여 한국교육의 現實 및 未來가 모두 후함된다. 특히 韓國敎育哲學의 再짧見에 力點을 둠은

물론이다. 세째는 比較敎育哲學的 次元이다. 이것은 한국 이외의 여러 나라， 특히 先進諸

國의 現代敎育합學 °1 昭究對象이 된다.

이상 세 가지 次元， 즉 I. 理論的 次元과 H. 韓國的 次元 및 IlL H:.較敎育哲學的 次元

은， 무엇을 이어 받을 것이며 ( n ), 무엇을 받아 들일 것이며( J[ ), 무엇을 이룩할 것인가

(1)라는 『現化敎育思湖』 序文에서 韓國敎育의 進路에 대 하여 言及한 생 각괴- 對應하는 것

이기도 하다.

결국 나의 意圖하는 바는 하나의 진정 새로운 敎育哲學(이릅지어 「基鍵主義J)을 理論的오로

完成시키기 위해서， 비록 많은 精力과 時日을 요하는 일이라고는 하여도， 어디까지나 나

자신이 生을 이어 받아 태어난 우리 나라， 韓國의 歷史的 • 文化的 •社會的 • 思想的 • 自然

的 諸般條件에 立뼈하면서 , 한편 世界A類의 敎育的 歡智(여 기 에 는 現代敎育哲學의 諸學說이

포함됨은 물론인데)로부터 많은 것을 끊임없이 배우며， 그런 관계에서 ‘理論的 次元a인 「基

鍵主義」는 부단한 思、索과 아울러 歐烈한 自려檢討가 끊이 지 않는다고 하리 라.

그간 발표한 나의 論著에는 때로 「基騎主義」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양 o로 여겨질 韓

國的 次元의 것 또는 比較敎휩哲學的 次元의 것이 적지 아니 있는 것도 歸一되는 類點은

지극히 분명한 것으로서， r基짧主義敎育哲學」을 理論的으로 보다 完뿔하게 하기 위한 노력

의 일단임을 理解할 수 있으리 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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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文化(孝)

3. 知뾰(公)

5. 協同(動)

2. 生活(誠)

4. 人格(寬〕

6. 奉ft (信)

〈圖 2> 基健主義의 敎育的價f直體系圖 0 )

‘社會變化와 價f直觀定立’이라는 主題를 놓고 나는 價f直觀變容의 흥§因 分析을 해보았다. 결국 우리

나라는 지난 100년 간 또는 Z西光復을 기점으로 하여 보아도 政治的 歷史的 훨因에 었어서는 固定的

紹對主義價f直觀으로부터 可變的 相對主義價f直觀으로 바뀌고 있으며， 社會的 經濟的 훨因에 있어서는

年功序列主義價 h直觀으로부터 寶績能力主義價 f直觀으로 바뀌고 있으며， 또한 思想的 文化的 要因에 있

어서는 A格罵主道德主義價f直觀으로부터 物質홉포功원j主義價f直觀으로 바뀌고 있음을 얄 수 있다.

새로운 價{直觀定立을 위한 :E 하나의 基鍵作業으로서 韓國人의 生活哲學에 대하여 밝혀 보았다.

이것은 특히 같은 漢字文化園이요 댐敎文化園이요 또한 佛敎文化園에 속하는 이웃나라인 中國과 日

本을 比較集團으로 하여 敎育哲學的인 변 에 서 接近한 結論을 鋼記해 보았다.

人格形成의 核思想으로서는 ‘멋’을 塵論하였는데， 이것을 ‘仁’과 ‘이끼’에 對比시켜 보았던 것이

고， 理想的 A間像으로서의 ‘선비’에 대해서는 ‘君予’와 ‘사무라이’를， 그리고 處身의 方法論的 原

理職;융:인 ‘참’에 대해서는 ‘格物됐知’와 ‘시쓰께’를 對比함으로써 멋 • 선벼 • 참아 지니는 혈意를 밝

혀 보았다. 여기에 내가 보는 바 韓國A의 生活哲學이 무엇얀가를 어느 정도 밝힌 것2...로 알고

있다‘

이 리 하여 마침 내 具體的으로 새로운 價個體系요， 人間形成의 論理로서 提唱한 것 이 「基健포義」였

던 것이다.

새로운 價f直體系를 定立한 敎育哲學인 「基健主義」의 特性은 우엇이겠는가? 包括性과 統合性과 力

動뾰이라는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올 것 같다.

本植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本文 가운데서 조금식 이 정에 論及하였던 것인데， 우선 새로운 價f直

體系로서 , 나는 人間形成의 核、思想은 包括者로서 의 ‘基健’ 를 말했으며 , 이 어 서 3理念과 6縣念에 대

하여 지극히 간략하나마 그 훌點을 말해 보았다. 3理念이 란 時間의 이념 • 自由의 이념 • 縣序의 이념

인 것 이 고， 6擺念이 란 文化 • 生活 • 知性 • 人格 •協同 • 奉ft로서 。l 것 은 精神的 宗敎的 價f直(聖) • 健

康價{直(健) •훨理價f直(첼) • 道德、價f힘〈善) •物훨價f퍼(富) •審美價f直(美) 라든가， 孝 • 誠 • 公 • 寬 • 평u ·

信과 관련됨을 말해 보있다.

결국， 基鍵主義는 包括者로서의 ‘基짧’ 라는 새로운 人間形成의 核思想體를 말했다는 점에서 ‘包括

性’ 이 었고， j專統과 改黃의 調和략든가 空間性파 時間性， i효存性과 變化짧， 單f直性과 多f直뾰의 뚫顧

을 超克하였다는 점에서 ‘統合性’이 었고， 또한 ‘基隨’라는 힐理블 標據하연서도 끊임없이 歷史的

狀況뾰을 크게 의식한다는 점에서 ‘力動性’이 었다고 화겠다. 基鍵主義의 敎育哲學的 論樓를 。1 와같

ι은 包括↑生 • 統合뾰 • 力動뾰에서 3드張하게 되 는 것 이 다. 실로 여 기 에 提示한 새로운 價f直體系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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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와 같윤 敎育훔學的 論據에 tz:a때한 것 이 라고 화챙 다‘ (쐐網， 雅~~;t獨樓先:t古橋記念文集， 1979,

103~ 12l)

는 愛릅의 말윷 ‘基健主義의 敎育的 價f훤體系; 에 관해서 論及해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다음 「圖 3J 基鍵王義의 敎育的 價h直體系 ( n )는 「圖 2J를 深化發展시켜 본 것

이다.

실은 「圖 2J나 「圖 3J이 어떤 의미에서는 基鍵主義 命名 당시부터 어렵풋이 머리에 二L려

져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하나의 整然한 圖面 o 로 표현하는데는 i렌 時日이 갤렸던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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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3> 基健主義의 敎育的 價f直體系圖 e ll )

우선 「圖 2J에 관해 서 이 다. 中央의 圓응， 球의 斷f띠圖안더1 ‘基健i 요 包括者요， 歷史的

意識人 자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냐는 각 개인이 지니는 바 歷史意識의 世界

을 펀의상 ‘球;라고 想定해 보았기 때문。1 다， 따라서， 中央의 圓￡로부터 각기 화살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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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되었듯아 각기 여섯 개의 ‘球3 즉 斷面圖로서의 ‘圓;이 突出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이 것은 歷史的 狀況과의 관계 에 서 강조되논 敎育的 f直價體를 뜻하는 것이 다.

질로 우리는 이 「圖 2j를 통하여 역사상 수많은 敎育哲學， 敎育學說에서 特定{直價體가

강조된 것이 全體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力說되었는가를 쉽사리 理解할 수 있으리라고 본

다. 基鍵主義가 ‘論理構造指南性P 을 지 니고 있다고 말하는 까닭이 바로 여 기 에 있는 것

이다.

다음은 「圖 3j에 관해 서 이 다. r圖 2J를 原型이 라고 한다면， r圖 3J은 한 例로 ‘6. 奉任

價{直(美)'에 있어 역시 여섯 개의 小圖(斷面圖)， 즉 小球가 자리잡게 됨을 표시한 것이다.

이것은 ‘1. 文化價{直(聖)'를 바릇하여 餘他 價f直體의 경우에 있어서도 똑 같다. 다만 圖示

上 번거로움을 렬기 위해서 ‘6. 奉佳價{直(美)'블 例블 들어 본 것뿐이다.

그러면 「圖 3J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중 몇 가지만 들기로 한다.

첫째， r圖 2j에 突出된 여섯 개의 球(斷面圖 ‘圓’)인 文化 • 生活 • 知性 .J\格 • 協同 • 奉任

價個體는 그 中心이 半쩔크기의 小球(斷面圖 ‘小圓’).2..로 된 ‘敎育j임을 표시하게 된다. 그

까닭은， 어느 分野에서나 종족적인 것은 ‘A間’에 달려 있다고 하고， 그것은 ‘敎育1에 달

려 있다는 생각이기에， 各分野의 중심적기능을 ‘敎育;이라고 해 보았던 것이다. 아렇게 표

시해 볼 때， 새삼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各價{直體의 中心이 된 ‘4、球) (斷面圖 ‘小圓’)가

中央의 大球(斷面圖 ‘大圓’)에 나란히 여섯 개가 連結된 것으로 나타나게 됨융 알 수 있다.

그것은 「圖 3j 6의 경우를 中央애 옮겨 놓았다고 想定해 보면 곧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로

써， “敎育學이란 A間形成(敎育現愛)을 對象으로 하는 自律的 綠合的 科學이다”라고 定義한

나의 생각이 그대로 圖示된 것이기도 하다.

둘째， r圖 3J 6의 경우블， 審美的 價碩， 그중에서도 이를테면 ‘美術P의 領域을 例로 둘

어 說明해 보기로 한다. 大球가 ‘美術;領域 전체를 나다낸다고 하면， 그것을 둘러 쌓은 小

球는 그 성격상 각기 ‘文化 • 生活 • 知性 .J、格 • 協同 • 奉任;의 價f直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우리는 美術이라고 하연 어머까지냐 美術作品製[1" 자체만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美術의

世界와는 거리가 멜어만 보이는 것이나， 畵商이라는 직업도 있다. 이것은 ‘協同， (富)의 價

f直領域과 美術이 관계되는 부분이 다. 美學은 美術의 세계 에 있어 서 ‘*口性) (혈)의 價f直領域

과 관련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때로 宗敎美術이 한 時代플 風/摩한 일도 있듯이 美術은

‘文化， (聖)의 價f直領域과 관련되기도 하는 것이다. 美術이 生活， 또는 A格의 價f直領域과

관련됨도 쉽사리 알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中心의 小球는 바로 이 ‘美術1의 領域중 ‘美術

敎育을 표시하는 부분이 다.

위의 說明은 例를 「圖 3J 2인 ‘生活; 價f直중 ‘軍隊社會P를 說明하는데도 그대로 援用할

수 있다. 사실 군대사회는 戰蘭力이 第一이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마치 社會의 縮圖와 같

은 社會的 諸機能이 있읍을 얄게 된다， 軍救이라든가 軍慣， 政힘fI將校 등 ‘文化， (聖) 價f直



基鍵主義의 方法論 序說 61

에 관련되 는 職群이 있는가 화면， 眉護 • 衛生 •醫據分野가 있고， 經理 • 王計分野도 있어 ,

각기 生活(健) • 協同(富) 價f直領域의 職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듯， r圖 2J에 서 는 크게 여섯 개의 다른 價{直體가 있음을 -目購然하게 표시하였거니

와， 나아가 「圖 3J에 서 는 그 하나 하나의 敎育價{直體가 여섯 개의 價f直特性을 아울러 가지

고 있음을 표시해 본 것이다.

세째， r圖 3J을 통해서 우리는 새삼 ‘敎育3이 다른 諸科學과 얼마나 밀접한 關聯性을 지

니고 있으며， 核心的 彼劃을 하고 있는가릎 얄 수 있을 짓이다. ‘學|聚的 接近j 이 라는 말도

이 「圖 3J흐로써 보다 寶感있게 感取할 수 있으리 라고 본다. 他分野에 서도 「圖 3J의 適用

이 可能할 것으로 본다. 이리하여 ‘核心J과 ‘周邊， 01 座標設定 如何에 따르는 것엄을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v. 結 --=
口

以上， 論빼한 바 內容을 몇約해 보면 마음과 같다.

첫째， 本橋에서는 筆者가 그간 「基鍵主義」의 體系化過程에 있어서 考察 採擇하고 있는

方法論아 무엇인가를 整理解明해 보려고 하었다.

둘째， 筆者가 ‘새 로운 敎育哲學， (즈로 「基魔主義」를 命名， 提唱， 體系化하게 된 根本動機

는 단적으로 말하여， 가까이는 韓國 그리고 나아가서는 世界 전체의 ‘時代的 훨請1 에 말미

암은 것임을 크게 두가지 理由를 들어 밝혀 보았다.

세째， 따라서 本橋는 그 內容에 있어서는 나의 많刊論著를 資料로 삼은 것이나， 그 의도

하는 바는 장차의 船究를 위한 方法論 序說임을 밝혀 두었다.

네째， 基健主義의 理論的 展開와 反應에 대하여 論及하였다. 여기에는 基隨主義를 1957

년에 命名하게 된 學問的 動機 및 狀況 說明을 비롯하여 그간 刊行된 主愛理論書를 들어

基鍵主義의 理論的 展開過程에 대하여 理解하기 쉽게 하였다. 이어서， r木關會」를 비롯하

여 國內外 敎育哲學者들의 好意어린 學的 論評을 크게 다섯가지 事項으로 나누어 言及해

보았다.

다섯째， 基擁主義敎育哲學의 論理와 寶殘의 世界라고하여， 두 가지블 다루어 보았다. 하

나는 ‘基鍵主義의 方法論的 省商圖의 提示요， 또 하나는 이것에 대한 理論的 背景說明이

되는 글인 ‘敎育學의·普遍{生과 特珠↑生P을 觸載해 보았마i

「基魔主義의 方法論的 省察圖」에서는 點線과 寶線을 써서 용~J$(;敎育哲學의 授受過程과 敎

育哲學의 創造過程을 표시해 보았다. I. 體驗의 世界(行動의 實際的 次元， 즉 敎育現象) • ll.
中間公理(個別敎育現象의 原理， 즉 敎育科學). HI. -般公理(人間形成의 論理， 즉 基鍵主義敎育哲

學)라는 세가지 次元의 相互作用을 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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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理論的 次元에서 나온 「基隨主義」이기에 일차 여기서 사용하는 諸用語는 地域控

이나 時代性 oj나 特定思想의 學派나 宗敎上의 專門術語라는 色調가 전혀 없는 것들임을 밝

혀두었다.

여섯째， 흉鍵主義의 敎育價f直體系圖 ( L ll) 를 提示， 이에 대한 說明을 加하어 보았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전자릉 深化 發展시킨 것임을 밝혀 두었다. 또한 이에 대한 理論的 背

景이 된 論文 두편에 관한 것도 아울러 일러두었다.

「圖 3J을 통하여 우리는 여젓개의 價{直體의 中心은 ‘敎育; 이 位置하게 된다는 것， 따라

서 敎育 및 敎育철뿔이 다른 領域分野의 諸科學과 말정한 關聯性을 가점을 圖式化할 수가 있

다는 것과， 각 敎育價f直體하나 하나도 다시급 여섯 개의 價f直領域과 機能을 지니는 構造의

것임을 圖示로써 알게 하였다.

결국 本鎬에서는 그간 基鍵主義敎育哲學을 말함에 있어 째로 圖表를 사용해 왔는례， 그

중 「方法論」에 관련된 새로운 圖面을 紹介한다는 의미에서 이 論文을 作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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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thodological Prolegomena of Foundationism

Hahn, Ki Un

The tasks performed and the claims made in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below:

(a) The methodology adopted in the systematization of Foundationism is illustrated.

(b) The fundamental motivation for naming, advocating and systematizing Foundationism

as a new philosophy of education is lying in the requirements of the times at home

and abroad.

(c) The purpose of this paperis to provide the methodology for further study.

(d) An illustration is made on the academic motivation for naming ‘Founda tionism ’ in

1957 and on the theoretical development of Foundationism with reference to major

works published so far. And then the favorable responses from scholars of philosophy

of education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are shown in five respects.

(e) Under the head of ‘T he Universe of the Theory and Practice of Foundationism' , a

diagram illustrating Foundationism from the methological point of view is presented

and then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that diagram is provided under the title of

‘Universality and Peculiarity of Pedagogy'. The instruction process of existingphilo

sophy ofeducation is shown and compared with the creation process of Foundationism.

Being induced fromsuch a firm theoretical background, the term ‘Foundationism' has

no relation with particular region , period , school or religion.

(f) Diagrams showing the education'al value system of Foundationism are presented. One

of the diagrams shows that ‘education’ is the center of the six value systems , which

implies that education has much to do with other research fiel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