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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學問의

自立的 生塵體制 確立의 問題

저 에 게 주어진 主題는 「大學의 理念과 敎授의 昭究活動J.2-로 되 어 있읍니 다.

그런데 現時點에 있어 「大學의 理念」이 문제가 되고

있고， r敎授의 없究活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이겠읍나까?

이제 여기서는 위의 두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하나의 主題아래 풀어나가기 위해서 크게 다
섯 가지 대 목부로 나누어 살펴 보기 로 하겠읍니 다.
다섯 가지 큰 대목이란， 학문의 자립적 생산체제 확렵의 문제를 비롯하여 大學理念의 比
較，

대 학의 이 념 과 類型의 역 사적 교훈，

대 학과 교수와 연구，

그리고 未來大學의 理;송과

構想이 그것입니다.

첫째는， 學問의

自立的 生盧體制 確立의 問題에 관해서 입나다.

근래에 이르러 大學院中心大學校의 논의가 대단히 활발해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단순한

논의의 수준이 아니라 몇몇 대학교의 경우는 스스로 올해가 대학원중심대학교 실현의 元年
이 된다는 것을 약식부로나마 선언하기에 이른 것을 찾아 블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뭇하는 것이겠읍니까? 단적무로 말씀드려서 學問맑究의

나라 한 민족의 存立과 생존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강렬한

담立化없이는 한

認識에서 오는 소치 라

고 하겠읍니다.

그간 우려는 온갖 정력을 기울여 政治的 自立과 經濟的 自立에 힘써 왔던 것이 사실입니

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學問的 自立이라는데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초
차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20 여 년 천 만 하여도 어느 敎育論說에 대학에서의 연구의 의미를

글이 나온 적이 있었읍니다. 당시 지도적
그 영 향력이 결코 적지

위치에 있었던

학자 한분의

과소평가한 취지의

發說이었￡니

만큼

않은 발언임에 틀림없었던 것입니다.

그 분의 생각무로는 본시 대학에서의 昭究란 대단히 財政的
라 대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負擔이 큰 것이기에 우리나

짐짓 대학에서의 船究中心이라는 생각은

단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은 선진국 대학에서 이루어진 빠究成果인 論文이나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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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째빨리 수입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학은 오직 敎育에만
치중하면 좋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읍니다.

이러한 異冒의 글을 읽었던 당시의 저의 머리에 떠오른 제일 큰 의문점은 그렇다면 우리
는 언제 後進뾰을 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적 배경과

그로 인한 우리의 現實的 狀況이 반도시 선진국 대학에서의 문제의식이냐 짧究成果와 符合

되는 것이 아니고 보면， 단순한 선진국의 %￥究物의 수엽무로써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겠
느냐는 것이었읍니다.
여기서 우리는 外國學說의 購取受容態勢가 어떠하여야 하는가라든가 그 偏向性을 경계하
면서， 새잠 大學이란 무엇인가， 大學의 本質이 무엇인가를 생각케 되는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 원리가 말하여지는 것입니다.
第 l原理: 學徒의 集團， 내지 法人이라는 것.
아시다 시피 대학은 학문에 돗을 둔 학자와 학생이 요여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sity의 語源안

Univer-

Universitas 역시 ‘단체’를 뭇한 것임을 우리는 얄고 있읍니다. 즉 교수의 단

체와 학생의 단체가 대학을 이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法人體라는 면에서， 대학은 그 설립계기로 해서 國立大學과
로 나누어져 있읍니다. 그런데 서울大學校만 하여도 그 성격을

私立大學 o로 크게 둘

표시함에 있어

學’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설렵당시 「國立서울大學校」라고 하든 것도

‘民族의 大

그냥 「서울大學校」

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국립이냐 사립이냐의 표시보다도 학문하는 사람들의 團
體， 集團 o로서의 大學 자체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읍니다.

第 2 原理 : 大學이 敎育·陽究에 權威를 지닌다는 것.
대학이 지니는 그 權威는 學士， 碩士， 博土 등우로 표시되는

學位로써 상징되고 있읍니

다. 그러니만큼 學位를 授與하는 團體는 함부로 그 存在가 許容되는 것은 아넙니다. 그 옛
날 서양 중세대학이나 그 후의 근대대학 등이 로마敎皇이나

대학 설럽이 허가된 것 역시 이러한

각국 國王의 動許狀에 의해서

취지에서라고 하겠읍니다.

우리 역시 오늘날 대학의

설립은 文敎部 許可로 되어 있는 것업니다.

第 3原理:大學의 自治
敎育과 昭究에 관해서 公認된 權威를 지닌다는 사실은，

그 權威에 의하여 그 자체가 독

렴된 法人이라는 것우로 해서， 자연히 自體의 組織， 人事，

運營 등에 대해서도 완전한 自

由와 責任을 지닐 것이며， 밖우로부터의 간섭이나 통제는 허용되지 않는 것업니다.
第 4 原理 : 大學의 存tE理由

知的 集團우로서의 대학은 누구흘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겠읍니까? 이것은 대학 설립 동
기와 관계가 있는 것엽니다마는， 이는 ‘大學의 構成員， 市民， 낼리는 國民， A類를 위하여
存在하는 것이다’라고 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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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에 요늘날 상당수의 나라가 私立大學에도 그와같은 公的 性格인 까닭우로 해서 대
폭적인 國費補助가 있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제 우려는 大學이란 무엇이며， 학문의

자렵적 생산체제 확립의 절실성을

생각하면서

다음은 한국대학의 현실과 比較敎育學的 省察을 시도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II .

大學理念의 比較

일찌기 《大學의 理念》을 J흔 야스퍼스는 대학 기능의 첫째로 륨理探究를
다 (Jaspers，

꼽은 바 있읍나

86-99). 이 것을 ‘高度學術昭究의 대 학’ 이 라 할 미 국이 냐 ‘官學主導의 대 학’ 이

라 할 일본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대학은 ‘主敎從맑’ 즉 교육이 주가 되고 아직은 연구

가 從인 상태라 하겠읍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경 우， 대 학 교육의 理念에 대 해 서 는

「敎育法」 제 108조에 “대 학은 국

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요한 理論과 그 광범하고 精敵한 응용방법을 교육
연구하며 指導的 j、格을 蘭治하는 것을 목적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또 大學院은
종합대학의 한 부분오로서 교육법상우로는 별도의 목적을

제정하지 앓고 4년 제 대학과 같

은 理念을 따르도록 하고 있읍니 다. 다만 1953년 10월 20일 文敎部令 제 8 호(제 2 조)는 。1
점을 더욱 분명히 하연서， 대학원은 교육법 제 1 08조에 명시된 대학의 목적을 한충 더 철저
하게 추구하면서 동시에 학술 연구에 필요한 獨創的 思、考能力을 開發하는데 목적을 둔다고
규정하었읍니다.

한펀， 교육대학놔 사법대학의 목적은 교육법 제 11 8초에 명시된 바 교육대학의 목적은 초
등 교원의 양성에 있고 사법대학의 목적은 중등교원의 양성에 있다고 하었 o며， 교육법 제
119초에 는 교사 양성 교육의 목표 세 가지롤 들었읍니다.

그런데 우리 는 한 昭究報告書(金鍾喆 外， 52-59) 에 힘 입 어 한국대 학교육의

理念에 관한

現象的 鉉述을 꾀해보기로 하겠읍니다.
그중 4년 제 대학(종합대학과 단과대학)만 국한시켜 볼 때， 대부분의 대학이 채택하고 있

는 ‘전형적인 것’우로는 “민주 교육의 근본 이념에

업각하여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

요한 學術의 심요한 理論과 광법 정치한 응용방법을 연구하는

동시에 협동 정신이 풍부한

지도적 인격을 도야함을 목적 ξL로 한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읍니다.

이제 標集 25개 종합대학과 43개 단과대학의 理念 중

그 법주와 빈도를 보면， 륭理探究

및 應用 : 이른바 응용 (40) /국가발전(민족 중흥)에 공헌 (3 0)，
여성 지도자
:zp:和

指導者(敎投者)

양성 (37) ,

양성 (9) /A.格蘭治 : 건전한 사상 함양 (21)， 캐성신장 (3)， 자유정신(1)/世界

: 인류문화(1 2)， 동서문화의 통합(카툴럭 2)/구체 적 직업인의 양성(교사， 의사， 공업

기술자 등 9)/기 술교육 : 경제적 자립 (4) /민족 예술 문화

창달 (3) ， 애국 • 민족교육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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島願特珠事情 고려 (1), 농촌 개 척 (1), 지 역 사회 강조(1)/종교적 정 신 (기 독교 • 카폴릭 16,
유교 1, 불교 2) 로 되어 있읍니다.

또 大學院의 중점적 指向 內容分析 結果를 보면，

標集 74개 대 학원의 경 우， 4년 제 대 학

의 이 념 (교육볍 108조) 과 同一한 것 (34)/獨創的 昭究能力 : 건전한 학풍(1 3)， 외 국과 학술
교류 (4)， 학생 연구 발표와 세 미 나 (3)， 우수한

교수 학생 확보 (8)， 학문간 연구(1)/盧學

協同 (1 3)， 지 역 사회 개 발 (6) /학자 대 학교수의 양성 (2) , 專門職(언흔인， 기 술자， 경 영 자，
행정가， 교원)의 訓練 昭修 (26) /한국의 전통과 문화 (3) /시설，

도서의 연좌적 발전 계획

(2)/종교적 지 향(1 0)우로 되 어 있읍니 다.

그런데 그간 論議된 한국 대학교육 이념이란 저 자신의 分析(韓基彦， 1974, 29-31) 에 의
하면 단펀적￡로 각 대학의 총(학)장 就任離 내지 離任離，

힘II蘇 또는 대개 대학 교수들에

의한 論說文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정도인 것입니다.
있어 협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좀 더 本格的부로

그러묘로 여전히 우리에게

전체 구상이 참혀 상세하고도 참신한 대

학교육 이념의 提示가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륭理探究’ 에 관해 서는 서 울대 학교의 創學理念에 찰 나타나 있읍니 다. 여 기 에 관하여 저
는 다음과 같이 鉉述한 바 있읍니다.
서울大學校의 創學理念은 校雄에 아로새겨쳐 있듯이

MEA’ 라고 라틴語로 된

‘ VERIT AS LUX

理는 나의 빛’이라는 말 가운데 集約的A로 表現되어 었다. 서울大學校는

‘貝

1946년 創建된 이래 오늘

에 이르는 30~ 간 수 많은 굿下의 俊才플을 輩出하였다. 그들은 이 學問의 觀堂에서 요직 한 걸 ‘혈
理는 냐의 빚’이라는 創學理念 따라 質理探究에 遭進하여 왔다(韓基彦，

1976, 25).

고 하면서， 서울대학교의 창렵과 學風을 비롯한 관련 사항에 관하여 언급한 바 있읍니다마
는， 비교상￡로 보아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아직도
는 점에서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되어 있지 않다

‘主敎從맑의 대학’이라는 말로 표현해 보았던 것입니다.

高度學術昭究의 大學 : 이번에는 미국의 경우 ‘質理探究’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가 알아보기로 하겠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 코넬대학교 총장재임시 발표한 퍼킨스의

所論(James A. Perkins, 1966) 이 경청할만 합니다. 그 훨冒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대학 종류의 多樣性을 긍정하고 있거니와
어서 사회와 교육의 접점으로서의

국제적 시대， 巨大科學時代의 전개에 있

종합대학에 특히 주목하고 있읍니다.

그가 대학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기술혁신에 관하여 전문가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基鍵맑究와
교양교육까지도 중시하는 제 측면을 갖춘 대학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퍼킨스는 야스퍼스가 그랬듯이， 대학은 A類의 근원적안 지식욕이 칩약되어 실현된 제도

라논 생각을 지지하여， 대학은 지식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根本理念

에 업각하고 있읍니다. 즉 지식의 획득·전달·응용이라는 세 가지 기능과 그 상호 관계가
대학이 지니는 세 가지 사명이 되어 제도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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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에 의하면， 대학은 사회와 더불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은 變化의 原動力
인 동시에 스스로도 변화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대학은 그 급속한 성장으로부터 생기는 압
력 들을 뿌리 치 면서 그 작용을 수행 하여 야 한다. 量的부로는 대 학 입 학자의 증가， 質的으로

는 과학 • 교육 수준의 향상， 짧究에 대 한

국가적 관심 부로부터 오는 원조에 따른 統制 등

제 양력 및 요청이 강화되어 왔다‘ 이러한 요청 내지 압력에 적철하게 애처하지 못하면 자
칫하면 대학의 本分을 잃기 쉽다.

대 학이 급속히 팽 창하고 專門의 세분화와 연구의 고도화에 따라서，
경향이 나타나고， 과학 기술의 혁신에 호응하여， 대학에 대한

교육과 연구의 分離

사회로부터의 요청 및 압력

이 가속도적우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過程에서 대학은 변요하고 멀티버시티가 냐타났거
니와 여기에 그는 대학의 위기가 있는 것부로 보았읍니다. 대학 위기의 양상은， 대학의 확

장， 지휘 계통의 상실， 원리 원칙의 상설， 변혁시대에 대응하지 못하는

대학의 경직한 태

도라는 네 가지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퍼킨스는 이러한 危機에 대처하는 根本理急을 앞서 말한

대학의 세 가지 使命의 유기적

안 통합에 두고， 문제를 대학의 내부적 통합과， 대학과 외부 사회와의 관계， 이러한 두 가
지 관점에서 정리하고 이에 대처하는 處方을 내리고 있읍니다.

첫째 관점에서 본 대학 위

커에의 대처는， 대학의 세 가저 使命을 중심우로 한 내부적 통일의

문제로서 학생 • 교수·

관리자의 역할에 언급하면서 대학의 관리 운영기능의 확렵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둘째 관

점에서 본 대학 위기의 克服은， 종합대학이 개개 대학을 넘어선 전체적인 敎育計홈j 속에서
좁은 자급 자족적인 성격￡로부터 벗어나서 그 역할을

자각하고， 고등교육제도의 전체 속

에서의 중핵적 책임을 수행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대학의 세 가지 기능(짧究·敎育·社會奉tt)의 완전 통합에 대한

大學人의 책임에

관하여 역설하였읍니다. 그에 의하면 금일의 새로운 敎育體系에서 종합대학은 그 중 한 단

계에 지나지 않지만， 이 종합대학의 단계야 말로 敎育의 運命을 좌우하는 결정적 단계라는
것엽니다. 종합대학이 지니는 결정적인 역할로 해서， 종합대학은

者로서 서게 되는 것이며， 또한 대학의

고립하는 것보다도 指導

自立自營보다는 학술척 조직의 온갖 단계에의 참가

를 바라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敎訓오로 여기고 싶다고 하였읍니다. 또한 그에 의하
면 敎育體系의 건전성은 그 속에 존재하는 종합대학의 活力 및 健全性 여하에 달렸다는 것
입니다. 또한 대학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학에 봉직하고 있는

사람은 대학을 둘러

싼 社會成員￡로서 처신하고 교육체계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의 활동에 참가로록 할 필요가

있다. 大學A에 있어서 소중한 것은 대학이 어떻게 변화하며 성장해 가고 있는가를 제대로
알만한 洞察力， 視野의 福， 創造的 想像力이 다.

이와 같이 퍼킨스는 大學機能의 統合에 대한 대학인의 책임이 중대함을 강조했떤 것엄니

다. 그리고 대학안우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大學社會의 변화 방향을 제대로

알아 차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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洞察力과 創造的안 想、像力이라고 한 것은 크게 경청할 만한 일이라고 하겠읍니다.
官學主導의 大學 : 이제 간단히 일본의 경우블

말씀드린다면， 일본의 경우는 東京大學校

로써 代表됩니다. 東京大學校가 일본 대학 교육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比重은 너무도 큰 것

이 있읍니다.

따라서 저는 일본의 대학을 가리켜

것 입 니 다. 그리 고 관립 대 학의 理念은

‘官學主響의 래학’이라고 표현해 보았던

단적 으로 말해 서

‘국가의 대 학’ (永井道雄， 26-34) 의

이념을 표방한 것이었고， 전후의 그것은 ‘學術中心’ (海後宗田， 좋1閒昌男， 107-11 1) 의 理;念
S로 옮겨 왔다고 하겠읍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단순한 大學理念의 J:t較 이상의 문제가 있다고 봉나다. 그것은 다
음에 말씀드렬 대학의 이념과 유형의 역사척 교훈인 것엽니다.

J[. 大學의 理念과 類型의 歷史的 敎힘I[
생각컨대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大學의 理念이 크게 요청되는 時點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大學史가 示浚하는바 歷史的 敎訓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척 교훈이란 어떠한 것이겠읍니까?
이는 독일， 미국， 일본이라는 세 나라가 대학과 국가발전이라는 관계에서 부여준 例證인
것엽니다.

이들 세 나라는 지금은 선진국가이지만， 분명 후진국가인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과 미국의 경우는 새로운 大學의 理念과 類型의

창조로 해서 비약적

인 국가발전이 있었다는 좋은 例가 되는 줄로 압니다.
사실 독일의 경우는 오랜 동안 파리대학우로써 상징되는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 대학은 오랜 세월에 걸쳐

神學的 大學을

이 신학적 대학의 성격무로부터 脫

皮하는 데 온갖 노력 을 다하여 왔읍니 다. 그것은 價댐出身敎授 對
의 主導權 다품우로 나타났우며 , 학문의 자유를 위 한 투쟁 우로

다. 이리하여 마침내 학문을 위한

모법으로 삼아

非增f§系 -般學者敎授

표현되 기 도 하였던 것 입 니

학문의 돼학이라든지 象牙챔的 性格의 大學出現이 가능

케 된 것입니다.
이러한 近代大學의 先騙는 독일의 할레 대학이었 S며 이어서 나폴레옹 군대가

있었던 포러시아에 세워진 버l 흘 린 大學校 이 었 읍 니 다.

自由가 무엇보다도 高 P昌되 었 거 니 와
않던

進睡하고

이 대학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學問의

그 경우에 종래 낮은 지위의 한낱

‘哲學’을 학문 중의 학문안 哲學ξL로서 전공 여하를 묻지 않고

교양과목에 지나지
대학안이 궁극적:로

이 수해 야 될 가장 중요한 학문우로까지 哲學의 學問的 地位를 높이 는 데 성 공 (Fritz Blatt ner ,

184)

할 수 있었던 것엽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우려는 近代大學을 말함에 있어 베를린 대학교를 想起하게 되고
그 대학의 理念은 학문을 위한

학문의 대학이요， 象牙搭이요，

철학적 대학이라고 類別케

大學의 理念과 敎授의 陽究活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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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입니다. 실로 나폴레옹 군대 점령하의 굴욕적인 시기에 스스로 새로운 이녕과 유형
의 대 학인 베 블린 대 학교를 세운 독일은

그로부터 半世紀 남직 지 난 1871년 에 는 普佛戰爭

에 대송리블 거두고 조국의 統-을 가능케 했던 것엽니다.
다음은 미국대학의 경우입니다. 즉 이러한 근대대학의 典型안 베를린 대학교를 모법삼아

발전시킨 것이 현대의 美國大學입니다(韓基彦， 1971). 이를테면 미국의 州立大學校가 그것
엽니다마는， 여기에는 미국적인 성격이 잘 표현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실용주의적 성격의

대학이라는 점에서안 것입니다. 즉 종래의 근대대학은 학문을 위한 학문의 대학이 되는 것
을 至上目標로 하였지 學問陽究와 지역사회의

제 문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응용이라는

塵學協同的인 發想은 전혀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미국의 주립대학교블

버 훗한 현대 미 국대 학은 비 록 직 엽 주의 ( vocationalism) 라는 허 천 스系練의

批맞U (Robert M.

Hutchins, 1936, 1937, 1956: 26) 을 받아가면서 도 社會奉f±的 性格의 대 학을 構葉하는데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보다 세분되고 치밀하며
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결코

심화된 科學的 짧究가 행하여

현사회의 직접적 요구와 유리된 학문연구가 아니

라는 점에서 實用主義的 大學얀 것임니다. 철학보다 ‘科學’ 전반에 걸친 연구가
고 있 ξ며 특히

自然科學方面에 막대한 경비가

행하여지

투입되고 시설이 행하여져 온 것도 사실입

니다. 그러한점에서 종래의 철학적 대학과 유별하여 科學的 大學이라고 이름지어 본 것입

니다. 커어 (Clark Kerr) 가 ‘멀티버시티’ (multiversity)라고 호칭한 것 역시 현래의 미국 대
학이 고도로 科學昭究를 위한 기관부로서 多l技化한 現狀을
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늘의 미국대학으로

가리켜서 표현한 말인 줄로 압

대표되는 현대대학의 성격을 가리켜 과학

적 대학이라고 해 본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실용주의적 대학이요 사회봉사적 성격
의 대학인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대학이지만 질은 1914년 제 1 차 세계대전이 발말하게 될 때까지만 하여도 많

은 머국 유학생이

베블린대학교에서 수학하고 있었떤 것업니다.

물론 미국대학은 19세 기

후반에 이르러 여러 모로 자체 충실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요하이오 대학교(1 802)를 효시로
한 주립대학교의 말전으로써 상정되기에 이른 것업니다.
사실 호레이스 만 (Horace Mann) 이

1843년 유럽

여행을 하든 때만

하여도

언제 미국에

서도 페스탈로찌식의 사땅의 교육비 가능할까 부러워하였던 것입니다마는 그로부터 백년이
지난 1943년 의 비국은 연합국의 主導國무로써 그 威勢를 떨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새로운 理念과 類型의 大學 出現의 意義는 독일이나 미국에서 實證되었듯이 至大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블 가리켜 저는 歷史的 敎訓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師大論驚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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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 우리 는 교수와 연구에 관하여 살펴 보아야겠읍니 다.

말할 것도 없이 우라는 대학이 한 나라의 번영 발전의 基鍵요， 基點이요， 原動力이 펀다
는 이 평뱀하고도 엄연한 사실을 再確認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즉， 교수의 연구활동이 결

과적 ξ로는 敎育力으로서 還元되며 作用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업니다.

사실， 학생이 교수의 참 모습에 정하게 되고 가장 갚은 감명을 받게 되는 장면이란 講義
時間이라고 하겠읍니다. 그 거닭은， 이 시간을 롱하여 교수는 普遍뼈를
신의 昭究成果가 加味되는

질로， 講義의 내용이

것이며，}..間味가 풍겨져 깊은 감명을

다루는 동시에 자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충실하고， 여기에 교수의 A格的 投映이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주는 교육적 효과 또한 至大한 것이 있다고 보는 것업니다.
敎授와 댐주究라는 관계에서 우리는 자연 교수의 類型이라는

변에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이 점 新햄通也의 所論은 매우 示俊的입니다. 그는 學問的 生塵뾰을 말하는 가운데 學者를

다음의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읍니다.

모두 여젓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그 大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문이 모든 사람의 실제 생활에 깊이 관련을 가져 오기 해문에 모든 사람이 학문

을 찾게 되지만 그 능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문을 通倚的우로
로 團達할 필요가 생긴다，

이해하기 쉬운 형태

이 펼요에 응해서 학자자신이 學問의 解說者，

傳達者가 된다.

大學敎授를 포함해 서 수많은 교사는 그러 한 投劃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 고， 평 흔가， 계 몽가
등이 학문의 대 중화， 통속화에 노력 한다.

유럽 의 오랜 大學史가 보여 주듯이，

다시금 연구자는 아니고 교사가 된다는 과거가 再現될런지도 모르겠다.

大學敎授는

그렇게 되면 船究

者는 昭究所에서 생활하게 되리라.

둘째， 이러한 경향으로 힘입어， 학문 자체가 商品價{直，
업， 교육산업 등의 발생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시장가치를 증대시킨다. 정보산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광범한 시장을 획

득하려고 하는 노력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市場經營의 法則 o로 말해서 당연하다. 현실의
요구에 밀착된 학문， 당장에 효과나 이익을 올릴수 있는 지식， 結論만을

요약해서 전하는

내용， 될 수 있는대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북돋울만한 켓치 프레이즈나 정서적 전달방법
등이 市場을 확대시키고，

학문에 의한 이윤을 올리는 것이 된다.

그래서 학문의 通倚化，

商品性， 低倚化 등의 경 향이 생 기 고， 학자는 學問의 論理로서 가 아니 라， 市場의 論理에 따
르게 된다. 매스콤이나 져너리즘에서 환영되는 탤런트學者가 이렇게 해셔 탄생되는 것이다.
세째， 학문의 전문화가 격섬해지고， 어떤 연구블 정말로 評價할 수 있는

적어지게 되고， 맑究者의 集團인 學界가 유명 무실하게 되면，

사람이 더욱더

학자는 그 심판을 學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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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일을 단념하고， 一般界에서 찾게 된다. 그 째문에 사회적￡로 활약하는 학자가， 學界
에서조차 指導者的 學者로 看做되기에 이르러， 세상에서 주목될만 한 문제， 사회적우로 문

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 問題를 다루는 학자가 많아지게 된다.
문이나 학자의 사회적 기능， 현실적 영향력이 더욱

情報化社會에 있어서는 학

더 增大하게 되기에， 學問이냐 學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學問의 市場價f直가 커점에 따라서， 시장가치
가 큰 학문에는 世洛的

報뺨H C이를테면 사회적 명성이라든가

금전적 보수)가 커지기 때문

에， 이 세속적 보수를 志向하는 學者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넷째， 巨大科學의 연구， 팀船究， 포로젝트
대학，

연구의 발달， 그리고

巨大組織(기업， 정부，

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학자의 증대는， 학자로 하여금 指훨力，

組織力， 協調性 등，

일반사회와 똑같은 능력이나 자질을 중시하게 된다. 그러한 事態에서 일하는 학자는，

아주

적은 부분적인 일감이 주어지고， 또 전문 기술제공이 요구케 된다. 그들은 학문 자체에 대

한 충성심보다도 組織에의 충성심이 요구된다. 이 경우에 學者의 意識은 로결이 되고 世倚
化되고 만다.

다젓째， 한펀에서는 학문 자체의 발달이나 확장， 또 한펀에서는

學問에 대한 사회적 수

요의 증대로 해서， 학자의 수효는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 증가는 당연히 大聚化， 세속화한
학자의 증가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낮은 사회계급 출신무로 놀이나 취미로서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生活의 手段부로서 학문에 종사하는 자， 사회적 • 정치적 의식이 예민한 자가
많아지게 될 것이며， 의욕이냐 능력이라는 점에서도 학문보다는
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증대하는 학자 전부에 높은

세속적인 관심을 갖는 자

대우를 주는 일도 곤란하다. 학문 발

달 속도가 빠르다거나， 또 발표물의 加速度的 增大는 전문의 수준을
다대한 시간과 능력을 요하게 되기 때문에 創造的 昭究보다도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전문적 지식의 흡수에 종사

하는 학자를 증가시키는 것과 함께， 학문 내무에서조차 要約化 碩向을 야기케 한다.
여젓째， 지식전달의 機構나 技術이 발달함에 따라서， 학자는 學界로부터도 일반사회로부
터도 孤立해서 생활할 수 없게 된다. 학자는 수많은 자극을 국제적， 국내적우로 받지 않을
수가 없다. 학문에도 일반사회에도，
유행에 학자도 지배 당하게 된다.

그때 그때 가장 크게 다루어지는

流行이 있어서， 이

학자는 陽究 이외에 수많은 이른바 雜務를 결머지게 되

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이 잡무는 指導的 學者에게 있어 보다 커지는 경 향이 있다.
(新興通也，

1973, 13).

대개 이상과 같은 內容인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 학자라고 한 것을

敎授라는 범주로 좁

혀 보고 敎授와 船究活動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通也의 所說을 토대로 교수의 類型 일곱 가지를 생각해 보았읍니다. 즉，

1. 學問짧究寫主인 교수

저는 위의 新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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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敎育寫主인 교수
3. 大꿨媒體寫主인 교수
4. 世倚的 報團II志向 인 교수
5. 下請昭究者로서 의 교수
6. 行政事務寫主안 교수

7. 한낮 職業무로서 의 교수
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더 이상 說明을 가하지는 않겠읍니다마는， 우리는
어 하나 잊어서는 안될 大前提가 있읍니다.

敎授의 짧究活動을 말함에 있

그것은 연구소에서의 연구원과

내지 역할은 본질적우로 다른 면이 있다는 사실업나다.

敎授의 便命，

그것은 교수들의 연구가 연구자체

로서도 의미가 크거니와， 한편 그것 자체가 ‘敎育力’유로서 학생지도에 큰 의마를 갖게 된
다는 사살인 것입니다.

교수로서 웹究生活과 學生指導에 성공한 분S로 생각나는 事例로는 촌 듀이를 들고 싶숨
니다. 그는 의식적무로 무슨 무슨委員이라든가

행정적 관계의 일을 피해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연구와 교육에만 헌신하였던 것업니다. 그의 學問昭究의 성과는 수 많은 제자
들을 통하여 학교교육을 변혁시컸고 사회인 일반에 까지 미치게 되었던 것엽니다.

여기서

하나생각나는 警句가 있읍니다. 心돕 李뚫寧박사가어느 글에 쓰신내용 중한 句節입니다.
학자란， 그것도 現&學者란 엽적을 낼 수 있는

기한이 현역이지 엽적을

퇴역진우록 리스트를 달리하는 바 참무로 우자비한 職業A 이

학자인 것이다.

낼 수 없을 때에는 즉각
그러나 엽적이란 단적

우로 말해서 %究論文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논문의 가치는 새것을 개척한 것이냐 아니냐 즉， 그 內
容에 요리지내리티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는 것입니다.

여기에

區別되어… 학문엔 만네리즘이 허용되지

않는다.

‘학자’라고 한 말을 ‘교수’로 고쳐 원어보면 그 뜻하는 바 교수의 연

구활동에 대한 흘륭한 警句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誤解가

있어서는 안될 것은，

위의 일곱 가지 類型이란 어디까지냐

擺念上의 分類라는 것업니다. 그리고 현실적￡로는 교수 각개인은 어디까지나 敎授의 本分

이 무엇이냐는 물읍과의 관계에서 그 중 어느 하나의 極端에 빠지는 일은

하지 않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제 다시 한번 ‘昭究活動’ 과의

관계 에서 교수로서 의 成長過程을

생 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예상됩니다.

첫째 , 學問修鍵過程 : 박사학위 수령 ,

대 학 강사， 조교수， 부교수시 절 (1) 을 생 각해 볼 수

(l) 학자로서 빚냐는 엽적이 이미 조교수 또는 부교수시철에 수없이 나온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말
은 아니다. 그러나 어차피 학자의 일생은 끝없는 質理探究過程이고 보면 이렇게 구분해서 우방
하리라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敎授’ (Professor)라는 칭호는 적어도 自己學說을 주장할 수 있

는 자라는 뜻도 있고 보니， 여기서는 일차 구획을 지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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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업니다.

둘째， 敎授로서 : (1) 대학에서의 연구생활，

(2) 學會活動(지도적 역할)，

(3) 學生指導

(人格的 영향력 發揮)라 하겠읍니다.

세째， 社會的 活動 : 이것은 學問的

餘澤이 社會人에게 還元되어가는

그러묘로 능력있는 교수가 학문적 엽적이 크면서 사회적 활동도

경우안 것업니다.

활발한 것은 이러한 점에

서 설명할 수 있을 것업니다.

敎授의 陽究活動과 관련된 내 용의 것오로는 벤 데 이 바 드의 저 서 (Ben-David, 1977, 135‘
182) 가 생각납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로 여기서는 더 이상 논급하지 않고

이 主題의 끝대

목을 다루려고 합니다.

V.

未來大學의 理念과 構想

지난 40 여 년 간을 돌이켜 볼 때， 우려의 주된 관심은 政治와 經濟에 있었읍니다.

科學技術에

치중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질적우로 풍부하게

목적이 되어 있다고 해야 할런지도
포함시켜서

모르겠읍니다.

살기 위한 노력이 그 제일

그러고 보면 이것

역시 經濟의 영역에

생각해야 할런지도 모르겠읍니다.

이제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해야 할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읍니까?
니다.

최근에

‘敎育’일 것입

여기에 모이신 敎授념 여려분들 역시， 敎育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는 信念이

요 確信에서 대학교수생활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교수요， 敎育者同志라 해 서 좋을 것 입 니 다.

그러한 의마에서

우리 요두는 동료

未來時代는 ‘敎育의 時代’ 요， 21세 기 는 ‘敎育

의 t比紀’ 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국제연합기구가 지난 1970년 윷 ‘세계 교

육의 해’로 제청했었다는 역사적 사실과 그 意、義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봄이 좋을 줄
로 압니다.

이와 같은 생각에서 쓴 論文이 「敎育學的 大學의 擺念」이 었읍니다.

이제 그 중의 한 項

目을 再錄하여 未來大學의 理念과 構想아 무엇 인가를 말종드리 려 고 합니 다.
새로운 大學의 理念 벚 類型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냐는

이름붙여

‘數育學的 大學’이라고

울러

보았던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敎育學的 大學의 特徵은 단적￡로 말해서 무엇인가?
에 추구되는 大學이다. 그것을 앞의 節에서는 東西大學擺念의
이것은 달리 말하면 새로운 大學이란

學問맑究와

止揚이라고

人間形成이 동시

표현하여 보았던 것인데，

‘明德·至善의 願堂’이라고 하면 어혈까 한다.

즉 밝은 德을

지닌 人類社會의 指導者를 키우는 것이요 그들이 追求하는 바는 最高휩理블 의비하는 至善의 世界인
것이니， 大學이란 學問陽究와 A間形成이 동시에 調和롭게 행하여지는 顧堂인 것이다.
德·至善의

그러묘로 明

題堂이라고 표현해 본 것이다.

그런데 明德者요 至善 Aol 될 것을 目標로 삼는 理想、的인 大學生은

경E學中 어떤 數育課程을 밟게

되는 것언가? 우선 敎育學的 大學의 構成으로 말하띤 표면상 현행 종합대학교의 構없과 다를 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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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테면， A文大學이나 社會科學大學， 自然科學大學， 家政大學， 體育大學， 師範大學， 農科大學，

畵뚫大學， 經營大學， 法科大學， 工科大學， 水옳大學， 藥學大學，

醫科大學，

觸科大學， 美術大學， 音

樂大學， 神科大學 등둥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구체적인 單科大學의 종류나 수효는

加減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 있어， 종래의 大學觀과 지금 여기서 響論케 된 敎育學的

大學의 職念 사이에는 根本的으로 다른 한가지 事實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敎育學’을 單科大

學의 종류나 專攻의 如f可를 묻지 않고 共通必須인 敎養科덤으로 屬修케 하는 정이라고 하겠다.
그러 면 敎育學的 大學에 서 敎育學을 그와 같이 중요시 하며 共通必須 敎養科덤 A 로

課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大學課程을 마치고 社會에 進出하는 이들 大學人은 在學時에는 그플
각자가 自己形成에 集中학였으나， 일단 社會/\ 01 되면， 그들은
하므로 그는 職業의 종류 여하나 職責의 高下를

그 社會의 中堅指導者로서 활약해야

물을 것 없이 그리고 더군다나

昇進함에 이르러서는 더욱 더 그에게 헐請되며 기대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장차 幹部級A士로

敎育者的 素養과 資質인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A은 누구나 장차 社會에서 指導者로서 활약하기 위한 必須的안
2..로서

敎養의 으똥

‘敎育學’講義를 題修할 必훨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男女學生이 거의 모두

特珠한 例外的인 경 우를 제 외 하고는 누구나 結婚하여 家廳을 갖게 되 고

子女를 敎育해 야만 될 것 이

니， 전자와 같이 積極的인 의미에서 敎育學이 社會指펼者로서 必훨不可缺한

共通~、須敎養이략는 것

이외에도， 최소한 父母로서도 절대 홍용緊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顧點에서 論議가 進行될 때 우리는 새삼 敎育學的 大學의 理念과 構想、이 무엇이
며， 왜

‘敎育學’이 共通必須敎養科目의 으뜸이 되어야 하느냐는 까닭을 바르게 理解할 수 있게 되리

라고 본다(韓基彦， 1979).

생각컨대 우리나라가 學問輸入國에서 學問輸出國이 되었을때 그것은 곧 우리나라 大學이
學問의

自立的 生塵體制를 갖추었다는 것을 立證하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

오늘의 主題가 「大學의 理念과 敎授의 %究活動」드로 정 해 진 까닭 또한

여 기 에 있는 것

이 아닌가 생 각해 보았읍니 다.
이상 論한 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숨니다.

첫째는 學問의 自立的 生塵體制確立의 問題에 관해서입니다.

근래에 이르려 대학원 중심대학교의 논의가 대단히 활말해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읍니까? 단적우로 말해서 學問陽究의 自立化없이는 한 나라 한 민족의 存立
과 生存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강렬한 인식에서 오는 所致라고 하겠읍니다.

정치적 자랩이나 경제적 자렵 못지 않게 이제는 學問的 自立이 꾀하여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원초적인 반성의 하나로 그릇된 大學觀을 지적하고 大學의 本質에 대한 네 가지
原理를 상기 시 켰읍니 다.
둘째는 大學 理念의 比較에 관해서 입니다.

《大學의 理念》을 쓴 야스퍼스는 대학 기능의 첫째로 ‘륨理探究’를 꼽았읍니다. 여기서는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 대학의 특성을 비교하여 보았읍니다.

한국대학의 이념은 「敎育法」 제 1 08조에 “대학은 국가와 인류 사회 말전에 필요한 학술의
집요한 理論과 그 광범하고 精敵한 응용방법을 교육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實態調홈報告書에 나타난 이념 등을 검로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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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읍니다.

미 국의 경우가 ‘高度學術昭究의 대 학’ 이 요，

일본의 경 우가 ‘官學主導의 대 학’ 인데 비하

여 한국의 경우는 ‘主敎從昭’ 즉 교‘육이 주가 되고 연구가 從인 상태의 대학이라고 규정해
보았읍니다.

세째는 大學의 理念과 類型의 歷史的 敎힘If에 관해 서 입 니 다.
생각컨대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대학의 이념이 크게

요청되는 時點에 서 있다고 봅니

다. 그것은 우리가 大學史가 示威하는바 역사적 교훈이 무엇언가를 알고 있키 때문안 것업
니다.

한 나라의 大學이 새로운
후진성 탈피는

이념과 유형을

물론 마침내는

장안하여 대학

선진국으로 돌업할 수

건설에 힘쓴 결과

있었다는 事例를

그 나라의

學論하여 보았읍

니다.

하나는 독일의 경우입니다. 근대대학이요 철학적 대학의 전형안 베블린 대학교에 관해서
언급하여 보았읍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경우입니다. 이는 州立大學校로써 代表핍니다. 실용주의적 대학， 과학
적 대학， 사회봉사적 대학이라는 특성을 꼽아 보았읍니다.
네 째 는 大學과 敎授와 쟁주究.

여기서는 대학이 한 나라의 번영 발전의 기초요， 基點이요，

原動力이 된다는 이 평법하

고도 엄연한 사실을 재확인해야 됨을 강조하였읍니다.

이어서 敎授와 昭究에 관한 所論들을 검토한 결과 교수의 類型 일곱 가지를 들어 보았읍
니다.

1. 학문연구 위 주인 교수

2. 교육 위주인 교수
3. 대중 매체 위주인 교수
4. 세속적 보수지향인 교수

5. 下請陽究者로서 의 교수
6. 행정사무 위주안 교수
7. 한낮 칙 엽￡로서의 교수
라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아울러 교수의 성장과정의 세 단계를 제시하여 보았읍니다.

다섯째는 未來大學의 理念과 構想에 관해서 입니다.
지난 40여 년 간을 돌이켜 볼 때， 우리의 주된 관심은 정치와 경제에 있었읍나다.
科學技術에 치중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물질적무로 풍부하게

목적이 되어 있다고 해야 할런지도 모르겠읍니다.

최근에

살기 위한 노력이 그 제일

그러고 보면 이것

역시 경제의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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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켜서 생각해야 할런지도 모르겠읍니다.

이제 우리가 절실히 펼요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읍니까?

입니다. 지난 1970년 은 국제연합기구가 정한바 ‘세계 교육의 해’였다는

‘敎育’일 것

역사적 의미블 장

기시키고， 앞무로의 새로운 理念과 類型의 大學은 ‘교육학적 대학’이 되어야 할 것을 論及
하였읍나다.

本論文에서는 간략하나마 교육학적 대학의 특색을

말씀드렸고，

‘교육학’이 공통펄수 교

양과목의 우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까닭을 설명하여 보았읍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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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dea of the University and A Professor ’s Research Activity
Ki Un Hahn
Abstract
In this thesis , I have investigated five items relating to the idea of the university and
a professor ’s research activity in sequence as follows.
The first , is related to the problem of establishing a system which produces scholarly
attainments independently. These days the graduate core-course university is the subject
of lively discussion. What exactly does this mean? It is based, in short , on the recognition
that ￦ith ou t the independence of scholarly attainments, it could not guarantee national
independence and racial existence. From nOwon, the independence of scholarlyattainments
is no less necessary than that of politics or economics.
The second, makes a comparison between ideas of the university. Jaspers, who wrote
“T he Idea of University" , conunts ‘th e researches in truth" as the first function of
universty. Here , I compared the university’s features in Korea with those of the U.S.A.
and Japan. The idea of Korean university is prescribed in Article 108 in the educational
law , that the purpose of university is to teach and research into the academically profound
theoryies necessary for the nation and the development of human society, and on its
extensive adaptive method and also to cultivate the character of the students.
I inquired into the ideas that have been revealed in the report of researches in an
actual state. In case of the U. S.A. , the pinely academic research is the idea of university.
And in Japan , the idea of university is led by the government university. But that of the
Korean

uniγersity

could be stipulated as that teaching is the main current and research is

the secondary.
The third, is connected ￦ith the historical precepts of those types of university. I
think the time is ripe for a new idea of the university. It is because we could be well
acquainted with historical percepts through the history of the university. As an example,
I cited a university in a country that creates new idea and endeavours to construct a

ne￦

type of university. Such countries are certain to secede from the underdevelopmental
state and become an advanced nation. One of these cases is shown in Germany. Berlin
University is the very model of a modernistic and philosophical university. The other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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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shown in a state university of the U.S.A.' representative of a practical, scientific and
social services oriented university.
The fourth , is about professors. and their researches. I emphasize the common but stern
reality that the university is the foundation , base point and motive power of a nation’s
prosperity and development. After examining other views about professors and researches ,
I enumerate seven types of professor.

Q) a prof. of academic research

teaching @ a pro f. of mass communication
@ a prof ‘ of subcontract researcher

(2) a prof. of

® a prof. of orienting secular remuneration

® a prof. of executing administrative affairs

(j) a

pro f. of the mere vocational man. I also presented three stage of the professor’s growing
process.
The fifth , concerns the idea of the future university and its conception. Looking back
over the last forty years , wehave been interested chiefly in politics and economics. Most
recently , we have interested ourselves in scientific technology. Perhaps this is also partly
because our prime purpose for living has changed for the more physically abundant. If so,
it should be included in the field of economics. And then, what should be needed earnestly
for us? I insist that this be “education". In 1970, the U. N. designated that year as "the
Year of World Education". I called to mind its significance and talked about the
educational university as a new idea and type of university.
In this thesis , thesis , I outlined the characteristics of an educational university and
explained why the science of education should be a prime subject of the compulsory
common liberal arts cour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