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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필 

서울대학교 뚫문학과률 졸업하고 프랑 

스의 Sciences-Po에서 “Ev이ution de la 

structure économiQue"OI라는 논문으로 경 

제학 박사학위훌 취득하였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며 동대학의 대학원장을 

거쳐 현재는 부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경제의 이해J(법문사)， 

『제3세계J(대우학술 총서 41 , 민음사) 등이 } 

있으며 역서로는 F. Quenay의 Ta.αleau 

E'conomÍQue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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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바깔로레아(Baccalauréat)로 요약되는 프랑스의 대학입시제도눈 그 

나름대로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왔다. 그것은 매년 치루어지는 이 국 

가고시가 수험생들의 상급학교 진학올 위한 관문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지만， 그보다는 출제된 문제가 된 프랑스 국민들의 지적 호기심 

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1808년， 나폴레옹에 의하여 실시되기 시작 

한 시험방식은 거의 2세기를 가깝게 일관성있게 진행되면서 프랑스 

국민들의 철학적 사고와 논리전개능력의 상징으로 되어왔다. 

우리는 본 연구에서， 주로 암기석， 알아맞추가식 교육파 시험제도 

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띤 이 특이한 프랑스 입시제도를 연구함으로 

서， 아직까지 제도상의 정착올 이루지 못한 우리나라의 대입고시제도 

와 고등학교 수업방식에 하나의 예를 제시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하여 

1장에서는 프랑스의 중고등 교육제도를 개관한 다융 2장에서는 입시 

내용올 다루고， 3장에서는 그 구성이 또한 다양하고 특이한 고등교육 

기관의 구조를 분석하여 본다 

1. 프랑스의 초， 풍고훌 교쭉제도 

A) 역사적 개관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오랜 시간올 거치면서 서서히 발전올 하여왔 

다. 조심스런 개혁올 통하여 모든 국민에게 가장 이상적인 교육제도를 

마련하려는 이 노력윤 공식적으로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현대적인 중앙집권식 교육제도가 정칙하기 이 

전에 국민교육올 담당하였던 기관은 교회였다. 교회는 그 종교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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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국민을 계도한다는 사회적 역할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임 

무률 수월하게 만든 것은 카톨릭 교회의 조직화된 단일체계였다 1) 오 

랜 역사훌 갖고 국민외 생활의 일부가 된 이 교회는 또한 박학의 본 

산이기도 하였다. 많옹 성칙자가 학문에 몰두하여 표랑스의 신학에서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학문을 이끄는 역할도 하였다. 귀족의 가 

문에서 그 첫째아들이 성직자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아무튼 국민교육 

올 담당하였던 교회는 중세 이후 오늘까지 교회의 교육적 역할올 수 

행하고 있으며， 교회의 장녀 fille ainée로 되어있는 프땅스는 이 역할 

올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민교육올 종교기관에게 일임하고 국가는 구경만 하고 있 

올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중앙집권적 국가주의 l ’étatisme의 성행이 

짙은 프랑스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1560년의 l’Ordonnace 

d'orléans은 교육이 왕실의 권한에 속함올 명백히 한다. 사학자들은 

국가가 교육올 직접 관장하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16세기라고 하지 

만， 그러나 국가가 교육기관올 직접 셜립， 운영하지는 않았다. 즉 루이 

16세때까지 왕실에는 문부성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국가는 다만 교육 

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유보한 가운데 교회로 하여금 학교를 셜립하도 

록 의무찰 부파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국가는 교회가 설립한 학교를 

감독하고 있다. 아무튼 교육은 국가적인 사업이며 국가는 그 부분에서 

는 절대적 역할과 엄무를 보유하고 있음올 확실히 공표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는 그 당시 그 유례를 찾올 수 없다. 

왕조가 이렇게 국민교육의 중요성올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면， 프랑 

스 대혁병과 그에 따른 시민정부는 교육에 무관심할 수는 없었다. 의 

회에서는 수많은 논객들이 교육의 중요성과 필연성에 관한 변론올 하 

고 있고(Tallyrand， Condorcet, CakanaD , 교육은 필수불가결한 조건 

(Condítíon Sine qua non)이며 국민의 자유는 아니라고 단정한다. 혁 

명의 주역들에게 따르면 국민이 몽매한 상태에 있올 때， 이 국민은 선 

1) 이는 예수교를 표방하는 수많은 종파가 독립적으로 난립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상당히 대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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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선전에 휩쓸리고 노예와 갈이 조종될 수 있다. 인간이 자유롭게 

책임있는 인격율 갖추려면 교육율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리사욕에 

미친 톡재자에게 대항하려면 민도(民흩)가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혁명기의 주역률은 또한 올바른 교육만이 국민적 통합올 실현 

시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이물용 언어외 룡일 수준이 

높은 표준어의 제청을 륙히 주장하였다. 당시만 하더라도 프랑스의 각 

지방에서는 교육을 받지못한 사람들이 방언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 

은 물론 교회가 교육율 전담하고 있는 사실에 크게 반발하였다. 그러 

나 모든 혁명기에 그러하듯이， 이 시기률 풍시하던 투사들의 “말의 잔 

치”에 비하여 교육에 판한 구체적인 실현은 보잘것 없었다. 

프랑스의 교육제도률 현대적 제도로 정착시킨 사람은 역시 나폴레 

옹이었다. 그는 특유의 천재적 조직력을 발휘하여 교육제도를 하나의 

단일 행정체계로 구성하고 계급화한 교육행정올 정착시켰으며 현재의 

프랑스 교육제도는 이 때의 구조률 계숭하고 있다. 

나폴레옹 이후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몇단계를 거치면서 교육의 대 

중화에 박차를 가한다. 1833년의 귀조법 령 la loi de Guizot, 1850년의 

팔루법령(Ia loi de f;머loux) 둥이 그것이며， 이 법령들은 국민학교， 그 

리고 중학교의 교육의 자유원칙올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교육은 여전히 교회에 의하여 거의 완전 장악되고 있었다. 

프랑스에서 국민학교를 의무교육으로 만든 것은 귀조법령이다. 이 

법령에 따라 각 면단위 소재지에는 변에서 직접 학교를 건설， 관리， 

난방올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이 유명한 국민학교는 처음에는 적령기 

의 남자아동에게 의무적으로 입학시키도록 하였으나 곧 이어서 여성 

에게도 확대되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사의 임용을 면에서 독자적으로 선택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초둥교육의 통일성올 위하여 각 군에 사범 

학교 Ecoles normales d ’ institutions를 설치 하도록 하였다. 처 음에 는 

남자만이 이 학교에 옹시할 수 있었으나 얼마 후 여성에게도 웅시자 

격이 부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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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이 사범학교제도룰 통하여 국민학교 교육의 통일성파 지적 

수준올 통제한다. 사범학교의 교육내용과 교육프로그랭은 엄격하게 규 

정되어 있고， 사범학교의 입학 역시 엄격한 시험올 거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양성된 국민학교 교사는 전국에서 동일한 교육내용올 가 

르치도록 되어았다. 교사는 긍지와 특히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직업에 

임하며 그 질적 수준올 파리의 중심가의 국민학교나 또는 벽촌의 국 

민학교에서 근무하나 동일하다. 교사는 농촌마을에서 신부와 함께 일 

종의 유지가 되어있고 마올에 제기되는 문제에 지식인의 자격으로 참 

여하곤 한다. 우리는 마르쩨 빠놀 M. Pagnol의 작품에서， 이 교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한다. 

그러나 프랑스 전국에 흩어진 연의 노력이 동일할 수는 없었다. 그 

리하여 19세기말에 들어서면서， 국가는 교사의 엄용， 처우 둥을 직접 

관장한다. 이 때는 제3공화국의 시기로서 률 훼리 J Ferry는 일련의 

법령올 통하여 국민학교 교육올 오늘의 그것으로 만들었다.2) 

B) 제5공화국의 교육청 책 

드골파 그의 5공화국은 교육문제에 각별한 관심올 가지고 관계법 

령의 정비， 교육에 있어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새로운 관계정 

립， 교육내용의 개성， 교육기관의 관리 등 상당한 개선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리， 정비작업은 물론 이 분야에 있어서의 대규모의 투자를 

동반하면서 진행되었다. 

그런데 5공화국의 교육개혁 가운데 그 성과의 면에서 현재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있는 부분은 중학교 collège의 단일화， 무시험 입학 

제도에 관한 것이다. 

프랑스에서 중학교 무시험 자율입학이 실시된 것은 1975년부터이 

2) 프랑스에서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블 정부가 인수하려는 기도 

(sécuralisation, laïcité)와 교회는 그롤 유지하려는 의지가 거의 l세기 이 
상 그치지 않고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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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제도는 이른바 아비법령 la loi Haby에 의거하는데， 이 법령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국민학교 졸업반 CM 2 학생을 그 능력에 따라서 

리쩨 Lycée의 초급반， 꼴레쥬 Collèges 그리고 꼴레쥬 당세느망 

Collξges d ’enseingnement, CEG으로 분류하여 진학시켰다. 

그러나 φ 의무교육기간을 16세까지 연장하여야 한다는 목표와 @ 

교육의 민주화라는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1967년부터 중학교 입 

학시험제도가 폐지되었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온 세 종류의 중학교 

육기관올 하나로 통일시켜서 (CoUège-꼴레쥬)， 모든 학생이 중학에 진 

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개혁은 상당히 충격적인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그 당위성올 말하고 있다. “이 새로운 중학교는 리쩨 Iycées의 

초급반， 꼴레쥬， 그리고 C.E.G.를 모두 대체하면서 다음 두가지의 사 

명올 갖는다. 그 첫째는 모든 프랑스 아동들로 하여금 동일하고도 기 

본적인 교양을 갖도록 하고 둘째로 그들에게 향후 방향올 정할 수 있 

게끔 한다.3) 

그러냐 이 개혁은 그 이상이 숭고했던 만큼 교육적 견지에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프랑스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 

결책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획일화， 무시험 입학제도는 그 결과의 측면에서 실패작으로 인 

정되고 있다. 왜냐하면 아동들의 각기 다른 능력올 무시한 이 단순입 

학제도에 따라서，Ú)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능력 차이를 각 학교와 학 

급에서는 요령껏 우월반올 분류 운영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태는 특히 

정직성올 기본 인격으로 하는 교육자들에게 참올 수 없는 사실로 대 

두되었고，(2) 수많은 낙제생 - 특히 중학교의 초급반에서 - 올 양산 

시키면서4) 교육적， 재정적 낭비를 초래시켰다는 것이다. 

3) La réfonne du système éducatif franζais， 문교부， C.N.D.P. , 1977, p.50 
4) 표 (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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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사립 낙제생 비율(%) 

유 급 

6e 5e 4e 3e 

1975-1976 ..... 9.5 6.5 7.0 7.3 

1980-1981.. ... 10.7 12.1 8.2 9.6 

1981-1982 ..... 11.8 13.4 9.1 12.6 

1982-1983 ..... 11.7 14.5 8.7 12.4 

1983-1984 ..... 11 .4 14.4 8.1 12.5 

1984-1985 ..... 12.0 16.3 9.2 14.0 

1985-1986 ..... 12.5 16.4 9.4 14.3 

1986-1987 ..... 11.8 15.9 9.0 15.3 

1987-1988’‘ ... 10.9 14.8 8.5 13.9 

참조자료 :R악효e et références statis디que， 많ition 1앉였， p. 129 

이제 이 제도의 불합리성파 허구성올 신랄히 비판하는 R. 아몽파 

P. 로뜨망의 말올 인용하여 보자‘ 

단일중학교는 문교부의 서류에만 존재한다. 사회와 마찬가지 

로 아통과 교수5)는 모두가 만화경 kaléidoscope올 이루고 있으 

며 , 어 떠 한 딱지 étiquette도 이 들올 고정 시 킬 수는 없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R. 아비 Haby뿐만이 아니다. 그는 

지스까르 시대의 장관으로서 지난 20여년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평등’ 

으로의 변화를 달성시킨 사람이다. 아무런 선별도 없이， 그리고 차둥 

5) 프랑스에서는 중고둥학교 교원올 교수라고 한다. 그것은 이들이 교수자격 
국가고시 (agrégation)올 거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는 실제 
로 대학교수로 진출한다. 그러나 국민학교 교사는 instituteur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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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두지 않고 모든 아동들올 중학교에 진학시키자는 요구는 오래전부 

터 특히 좌익계 교육자들에 의하여 주장되었었다. 이제 이 ‘진보적’ 사 

상이 법에 의하여， 그리고 자유주의적 정권에 의하여 달성된 이상， 이 

룹 주장했던 사람을윤 그 결과에 책임올 져야 할 것이다. 이 개혁은 

그 실시초기에 정치적이고 전술적인 반대를 가졌올 뿐이다. 그리고 이 

개혁은 많은 교육자들이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평둥한 방향으로 가 

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실파 망상사이의 대조는 너무나 극명하다. 많 

은 사랍들은 다옴을 깨달았다. 즉， 학생들을 뒤섞어서 같은 학급에 넣 

는다는 것은 자비스런 태도입에는 툴림없으나， 그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태는 교육자들올 함정에 빠뜨리게 했으며， 교육자 

는 바로 이런 사태의 최초의 희생자들이다6). 

현재 프랑스의 중학교 무시험제 입학제도는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대부분의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일부 교육 심리학자는 아동들의 적성 

올 선별하기에 가장 적당한 연령으로 7세 전후를 제시하고 있다. 초기 

에 적성과 능력에 따라 아동들에게 미래의 방향올 정하여 주는 것이 

아동 자신에게는 물론， 사회와 국가에 엄청난 고통파 손실올 피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국민학교 6학년올 졸업하 

고 중학 입시제도를 실시하던 때의 제도흘 연상하게 한다. 

2. 프랑스 고톨학교， 교육내용과 대확월시쩨도 

A) 고풍학교의 업학재도 

리셰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고등학교는 현재 적령기 학생의 소수반 

이 진학하는 일정의 엘리트 교육기관이었다. 이 고동학교는 사회적 명 

성에 걸맞게 그 교육내용도 상당히 고차원척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6) H.Hamn et P.Rotman, Tant qu'il y aura des proj;, Le Seuíl, 1982, P없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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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6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리쩨률 졸업하고 바까로레아 

시험에 합격하였으면， 일단 고둥교육올 받은 사랍으로 간주하였다. 바 

까로레아를 합격하면 바슐리에 Bachelier-Bachelor의 칭호를 갖게 된 

다 

리쩨도 60년대 이후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60년대말， 리쩨 

에 진학하는 비율은 적령기 학생의 약 36%에 지나지 않았다. 현재 정 

부는 이 비율을 80%수준으로 끌어 올리려는 계획올 추진하고 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중학의 무시험입학이 국민교육에 

마친 손상을 고둥학교에서 만회하려는 노력은 이 교육기관의 세밀하 

고도 의도적인 구성파 조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고등학교 입학은 

그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학군제로 자동 배치에 의하여 되는 것이 아 

니고 각 고둥학교가 서류심사를 통하여 학생올 선발한다. 그런데 고둥 

학교가 이렇게 서류심사를 하기 이전에 중학교에서는 사전에 진학 회 

망 학생들올 각자의 수준파 적성에 맞추어 그에 상당한 고둥학교를 

추천하고 있으며 그 추천 방식은 다음파 같다. 

즉， 각 중학교에는 이른바 오리엔테이션 담당관이 한 명씩 배치되 

어 있는데 이들의 역할은 학생들의 진로에 자문역할올 하는 것이다. 

이들은 전문지식올 바탕으로 하여서 장래의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학문의 경향 동을 참고 삼아 학생들의 방향을 정해준다. 물론 이들의 

충고와 추천은 강제성올 띠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들 개개인의 개성올 

확실히 파악하여 이들의 앞날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다. 물론 이러 

한 제도는 학교의 규모가 작올 때만 가능하며， 프랑스의 국민학교나 

중학교는 총 인원이 300-400명을 넘지 않기 때문에， 그리하여 교장과， 

담임，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담당관이 학생 개개인올 완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가능한 것이다. 

각 과목의 교무는 자신이 담당하는 파목에 대해서만 발언권이 있 

다. 학기말에 각 학급별로 학급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는 교장， 교감， 

교수 그리고 학부모 대표 2인 학생대표 2인이 참석하여 학생들에 대 

한 토의를 하고 성적표를 작성한다. 이 회의는 학년말에 학생의 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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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유급율 컬청하는 중요한 기능옳 한다. 중학교 4학년(줄업반) 최 

종 학급회의에서는 학생들의 개별적 진로롤 결정한다. 즉， 대학파정의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교육과정과 조기취업올 목표로 하는 직업교 

육파정 중 하나흘 선택하게 한다. 물론 유급의 판결융 받올 수도 있 

다. 이 학굽회의의 결정에 대하여 불만이 있거나 수긍하지 않을 경우 

시나 구 단위의 재현위원회 Commissíon d I appel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웅시할 수 있다. 물론 학생은 이 시험 

올 홍파하면 구출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학생윤 학급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대학진학을 위한 일반교육파정 고교에 진학하는 학생은 자신 

이 거주하는 곳(한국의 학군파 비슷한 개념)에서 1, 2, 3지망까지의 학 

교를 신청한다. 학생의 서류(한국의 내신성적과 비슷한 개념)는 세 학 

교에서 차례로 검토되고 세 번 모두 거절 당했올 때는 해당지역 교육 

청에서 학생올 임의로 배치한다. 

이상이 요약하여 프랑스의 고둥학교 입학 방식이며， 여기에서 중요 

한 것은 중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개별적으로 철저히 관리! 평가한다는 

점이며， 이는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첫째로 학급의 학생수가 소규모 

이고 학교의 전체 학생수가 소규모이며， 둘째로 짜엄새 있는 교육행정 

파 교수의 정직한 직업의식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의 

학군제는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우수한 명문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학교가 있는 지역으로 거주지 이전둥록올 하기만 하면 된 

다. 결국 곧 학교는 내신성적올 근거로 학생올 선발하며， 이렇게 함으 

로써 고등학교는 학엽능력에 따라 우수학생올 선발하며， 결과적으로 

명문고둥학교가 형식적인 무시험 자유입학제포에도 불구하고， 그 명맥 

올 유지하도록 하였다. 물론 이 제도는 비판올 일으키기도 한다. 그것 

은 이 제도가 사회적 분리를 영구화시킨다는 요지다. 즉 대개의 명문 

고둥학교는 이른바 부르조아 구역에 자리잡고 있는데， 민중들이 사는 

구역의 우수학생은 주거둥록을 옮기면서까지 명문고등학교로 진학하 

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인들의 사회섬리구조에도 원 

인이 있는데 프랑스인들은 많은 경우 자기에게 주어진 사회적 여건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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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고 그 속에 안주하연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경향이 있다. 즉 

무조건 좋은 학교 나와서 출세하고 보자는 그런 성취주의 경향이 상 

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사회가 오랫동안 안정되어 있 

고， 둘째로 국민의 모든 사람이 노력한 만큼의 뱃가를 받으면서 l 나롬 

대로 자기 직업과 생활에서 존엄성올 가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좌우간 대도시， 예를 들어 빠리의 경우 도시의 구역은 각기 주민들의 

성격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 이 성격은 지속되고， 구역 간의 주민 

의 이동은 그리 크지 않다. 

B) 고둥학교의 교육내용 

프랑스의 고등학교는 대별하여 다음 3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그 첫 

째는 일반교육과정 바깔로레아를 준비시키는 일반 고등학교- 여기서 

는 인문， 사회 및 이공계 상급학교 진학올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고둥 

학교이다 -이고 둘째는 직엽교육 바깔로레아를 준비시키는 직업고둥 

학교 Lycée professionnel이고， 세번째는 기술교육 바깔로레아를 준비 

시키는 기술교육 고둥학교 Lycée téchnologique이다. 이 고등학교는 

직업 고등학교와는 달리 공과계열의 상급학교 진학올 준비시키는 과 

정이기도 하다. 이제 그 역사가 비교적 짧은 직업고등학교와 기술교육 

고등학교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본 다음， 프랑스 고등학교의 본산인 일 

반고등학교의 교육 내용과 대학 입시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a) 직업고동학교 

프랑스의 직업교육은 1919년의 아스띠에 법령 loi Astier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령은 견습공 양성에 관한 제반 규정올 두고 있으며， 

그 골자는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에게 년간 200시간에 해당하는 

이론과 실기를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3년 과정올 거치면 직엽기능증 

certificat d ’aptitude professionnelle, C.A.P.올 발급하며， 이 C.A.P.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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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프랑스 기능공의 자격을 보증하며 확실한 취업올 보증하는 증 

명서로 인정받아왔다. 이 제도는 그 후 1925년， 1928년의 법령에 의하 

여 보충되었고， 1987년의 견습공에 의하여 더욱 보완되었는데，'ö1년 

법령은 연간 이론강의를 360시간으로 연장하면서 16세까지의 의무교 

육올 이행한 청소년에게 한하여 교육을 받올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 

다. 이 제도는 견습교육원 centres de fomnation d ’apprentis, C.F.A.에 

의하여 실시되는데， 이 기관은 정부와 상공회의소 동에 의하여 설립된 

다. 

이 직업교육은 견습공 계약의 체결과 함께 시작되며， 이 계약에 따 

라서 견습공파 기업주가 연결된다.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이 교육기간에 기업주는 그가 계약을 체결한 견습공에게 국가에서 정 

한 일정액의 보수률 지급하고， 기업내에서 견습공에게 적당하다고 판 

단되는 부서에 배치， 필요한 모든 교육올 시킬 의무를 갖는다. 교육기 

관에 진학올 희망하지 않는 청소년에게 취엽올 위한 확실한 기능교육 

올 하면서， 기능공의 자격을 국가차원에서 관려하는 제도이다. 

1985년에 신설된 직업고둥학교는 이상과 같은 역사를 배경으로 깔 

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경로를 통하여 기능인올 양성하는 것올 목적 

으로 탄생하였다. 즉 프랑스에는 견습공교육센타 이외에 이미 직엽교 

육고둥학교 Lycées d'enseignement professionnel가 있었고， 그 이전 

에는 기술교육중학교 Collèges d ’enseignement technique가 있었다. 

이것을 통폐합하여 새로이 춤범한 직업고둥학교는 2년간의 교육올 거 

쳐서 C.A.P.률 준비하도록 마련된 것이다. 현재 약 25개의 직종으로 

분류되어 실시되는 이 직업교육은 경제사회의 빠른 변화에 신속히 적 

웅할 수 있도록 교파파정에 유연성올 두고 있다. 물론 이 직업바깔로 

레아 제도는 우수한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올 연장시켜서 보다 전문적 

인 기능올 습득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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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기 술고둥학교 Lycées technologiques 

이에 비하여 기술고둥학교는 고급기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1968년 

신설되었으며， 이 학펴에서 수업 후 바깔로레아를 취득하면 상급 기술 

대학 institut universitaire de technologie이나 일반대학의 교양과정 

Deug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올 갖게 된다. 이 고등학교는 그 수준으 

로 볼 때 직업고등학교와 일반고등학교의 중간정도에 위치한다고 하 

겠다. 그리나 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 가운데 늦게나마 그 능력이 

발론되면 상급학교로 진학하여 고급 엔지니아가 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고등학교 역시 60년대 akf에 신셜되었는바， 이는 구 기사자격 

준비반 brevets de technicien올 대체한 것이다. 이 고둥학교는 2개 분 

과로 분류되는데 그 첫째는 BTN이라 하여 공업기사 준비반이고， 그 

둘째는 써비스 분야에 종사할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고등학교는 급변하는 경제사회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올 가지고 셜립되었다. 그러나 졸업생의 대부분은 상급학교 

진학올 택하는 경향이 크고， 졸업 후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학생은 소 

수에 그쳤다. 실제로 1989년， 기술고등학교 바깔로레아 취득자의 3/4 

이 대학-앞 포함한 고둥교육기관으로 진학하였다. 

일반고등학교와 같이 3년파정의 이 고둥학교는 1989년 이후 그 수 

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1989년， (직엽고등학교 바깔로레아를 제외 

한) 전체 바깔로레아 취득자 가운데 기술고등학교 바깔로레아 취득자 

는 약 1/3이나 된다. 

이들이 상급교육기관에 진학하건 또는 곧바로 취업을 하든간에， 이 

들은 인푼사회계열과는 달리， 특수한 기술교육올 받은 고급인력으로서 

산업계에 필요한 인적자원이 되고 있음이 틀림없다. 



200 
프탕스외 대획일시제도억l 란맏 전구 

C) 일반고둥학교 Lycée 

이제 프랑스 교육의 상징이자 역사와 독창성올 지니고 있는 일반 

고퉁학교의 경우률 보도록 하자. 

원래 프랑스의 고둥학교는 일부 소수만이 진학하던 ‘헬리트’ 집단 

및 그 양성기관이었다. 이러한 제한적인 성격은 일부 비판가들로 하여 

금， 이 학교을이 ‘부르조아’의 자식들에게만 문호가 개방된 폐쇄적인 

교육기관이라는 비판올 일으키게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현 

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사회가 현대처럽 경제적으로 평준화되기 이전에는 ‘부르조 

아’ 출신의 학생이 여러가지 연에서 유리했던 것도 사실이다. 드물게 

도 가정형편은 좋지 않으나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물질적으로 열악한 

상황올 극복한 수채들은 정부의 장학금 혜택올 받으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예도 많이 있었다. 

좌우깐 고둥학교는 대학진학올 위한 기초적인 지식올 주입시키는 

중간기능올 수행하는 기관이라기 보다는 거의 완성된 인격체 - 엄청 

난 양의 지식과 사고， 비판과 판단능력올 갖춘 인간올 형성시킨다는 

기능올 갖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의 고등학교 

는 너무나 많은 지식올 학생들에게 강요한다는 비판올 받아왔고 지금 

도 그러하다. 

그러나 프랑스 고둥학교도 사회의 변화와 격리된 상아탑으로 촌속 

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1960년대부터는 라틴어나 회랍어 대신에 영 

어나 독어 둥 이른바 현대어를 교과목에 설정하기도 하였다. 더우기 

현대사회는 산업사회의 성격올 띠면서 학문이 전문화되는 추세에 맞 

추어， 교과과정도 계열별로 세분화하고 있다 

a) 고등학교 교과과정 

프랑스에서는 고둥학교에서 전공에 따라 계열별로 학생들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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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그것은 대별하여 4개분야로 분류된다. 보통 A, B, C, 0 

로 약칭하는 이 분야는， A가 인문계， B가 경제와 사회， C가 수학파 

물리， 0가 수학파 자연파학이다.0롤 더욱 세분화하여 수학과 공학계 

열올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 그밖에 E계열에서는 웅용과학으로서의 

공학계열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표 외 창조) . 

[표 2] 바깔로레아 합격생의 수(프랑스 국내) 

계 열 19:Xl 191) 1970 1975 H뻐 1985 1987 1~ 1989 

A 계열(a) η，1ffi z3，경4 54,W2 :Ð，뼈 43,JH 43，7여 18，않7 ffi，4쇠 $Jfi7 
B 계열 191 ll,lYt al，~ 31，많1 4)잃l 43,æ1 Ee,97l ffi,cm 
경제，사회 

C 계열 7，<깎4 17,aìl 21,413 ll,llì ;Q,ffß 와，516 lì,2B 41,6fi 쩍173 
수학，물리 

D 계열 
수학， 자연과학 6,747 15，4갱 lì,Oll 43,710 18,5t5 44,5lJ 18,970 51,443 54，까웠 

D껴l열 
농업， 기술 

E 계열 g 3,2A8 5,447 5.197 5,iID 5,427 5,435 6,116 6,845 
과학，기술 

실험과학 æ1 
일반바필로꽤아 
훌 계 앓，톨효 æ$l 138,707 153，圖 1æ，빼 170，톨)4 18댔g 207,616 226,æ1 

F 계열(b) 1l,æ1 19,113 LE,612 잃，m :E,373 37,&14 4),00 
G 계열(c) 17,435 31,m l5,aE ，fS;αE 55,l5't ffi않7 ffi,ffi7 

51 419 443 1m 1,ZE 910 않4 

28,m> 5O,1Ð4 62,aÐ 82,486 얽，πi2 98，빼1 1m，앉)4 

ffi) 6,.2) 14,315 
32，흉 æ，훌7 167,:Ð7 Z찌，489 Zll,429 2S3，αÐ 2깨，224 312,636 347,T19 

100 183 517 Eill fi57 m æl 앉B 

A 계열 : 선택 Al 라틴어， 과학감윤학 ;/lJ. 라틴어， 언어 ;A3. 문학， 예술 
F 계영 선택 R 기계 ;F2. 천자; F3. 전자가숭; F4. 토목 F5. 용리 ;F6. 찍학，써 F7 , 생R해ι 

학 ; Fì'. 생물 ;F8. 보건사회학 ; F9. 건설기술장비 ; FlO. 마이크로 7 

j 음악; Fl1 뽑; Fl2 조형예술 
(c) G 계열 : 선택 Gl. 행정 ;G2. 경영 ;G3.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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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상파 같은 전공별 세부계열 분류는 고3에서 이루어지며， 

고둥학교 l학년에 진학하면 모든 학생이 중학교에서 배운 파목파 같 

은 파목을 배우도록 되어 있다. 그런 다옴 2학년에 진학하면 학생들은 

적성에 따라 A, B, S로 분류되는데， A는 인문과학 준비반이고 B는 

사회과학 준비반이며， S는 이파 준비반이다. 그러니까 고3에 진급하면 

이 이파 준비반이 D, D’, E 둥으로 세분화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진적인 계열 분류방식은 학생들의 적성올， 신중히 

관찰하면서， 그들에게 션택의 여유를 주기 위한 배려에 의한다고 하겠 

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고1때는 중학교 3학년의 과목올 수준을 높 

여서 가르치면서 학생들로 하여급 진로를 결정하는 기회를 선중히 생 

각하도록 하는 정이 특히 주목된다. 

그러면 프랑스 뿐만 아니라 교육계의 세계적 관심사의 하나로 되 

어 있는 바깔로레아 시혐의 논술고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고 

둥학교 학생들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아 

보자. 

이를 위한 가장 편리한 접근방법은 고등학교의 시간표를 보는 것 

얼게다. 이제 프랑스 최고의 명문고동화교로 역사와 전통올 자랑하는 

루이 르그랑(Lycée 1ρuis le grand)학교의 2학년 이과 시 간표를 보기 

보기 로 한다.([표 31 참조) 
이상의 시간표에서 우라는 몇 가지 특정올 볼 수 있다. 그 첫째는 

계열올 불문하고 국어(프랑스어)와 수학이 기본과목으로서 여기에 상 

당히 많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줄째는 -

이는 대단히 중요한 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데 - 교파 파목수가 7-8개 

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각 파목을 심도있게 수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잡화상 식으로 10여개가 훨씬 넘는 파목올 나열 

하여놓고 50분씩 수엽하는 방법과 본질적으로 다른 연이다. 세째로， 

이상과 같은 소수 그룹으로 구성원 교파 파목 가운데서도 학생의 전 

공계열에 따라서， 주간 수엽시간， 30-35시간 가운데 20여 시간올 두 

세개의 주요 과목에 할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문과학 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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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와 철학， 그리고 외국어에 20여 시간을 할애하는 반면， 수학물리 

반에서는 수학파 물리화학에 20여 시간올 할애한다. 

[표 3]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8:ω 
자연파학 

국어 국어 8:30 (격 주) 수학 

11
9:00 불리 물리 

10:00 수학 역사지리 실험 
역사지리 수학 

11:00 자연과학 
라틴어 독어 국어 실험 자연과학 영 어 

라틴어 

11
13:00 

14:00 
라틴어 물리 

15:00 국어 
물리 영어 

16:00 (보강) 

수학 

17:00 E.P.S. 독어 

18:00 

이러한 구성파 수업방식은 고둥학교 수업올 대단히 수준높은 전문 

지식의 배양에 경주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국어시간에 교수는 학생들 

에게 어떤 고전작품을 읽어오게 한 다옴， 시간에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작품에 대한 자기 생각올 묻는 형식올 취한다. 물론 학생들은 각자가 

자기의 오성파 시각 또는 선입관에 따라 각기다른 해석올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각기 다른 작품해석올 학생들은 

질서정연하게 논리적으로 논술할 수 있어야 하며， 교수는 이러한 논리 

전개 방법에 도움올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은 사실상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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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또는 그 이전 유치원 l' école maternelle7)때부터 대단히 세밀하 

고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다. 이러한 훈련이 프랑스 고둥학생으로 하여 

금 바깔로레아의 논술고사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다. 4시간에 걸쳐서 

시험지 6페이지에 달하눈 논문윷 작성하기 워하여는8) 이상파 같온 장 

기간의 훈련과 사고방식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9). 

즉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예를 들어 ‘세익스피어의 <3대 비극>은 

무엇인가’라는 4지선다형의 질문에 알아맞추기를 하는 훈련올 짱는 동 

안에， 프랑스 고동학생은 햄릿의 비극적 상황에 관한 각자의 해석올 

논리정연하게 전개하는 일종의 작품해석을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고둥학교 전과 

정에서 국어와 수학이 전체 수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우리나라에 

서 우리말이 아닌 영어가 교육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비중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변 프랑스에서는 국어가 절대적인 비중올 차지하고 았 

다. 따라서 국어 논술고사는 고2 때 별도로 시험올 치루도록 한다. 그 

것은 바깔로레아 시험에서 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올 감안하여， 그 부담 

올 학생들에게 덜어주자는 뜻에서 미리 시험올 치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어에 큰 비중올 두는 것은 자기 나라의 말과 문학파 문화를 

확실히 알고나서 다른 학문도 할 수 있다는 신념에 이어서， 프랑스인 

들의 자기 나라 언어와 문화에 대한 남다른 자긍심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사실상 프랑스어는 17세기， 또는 그 이전부터， 유럽에서 문화어 

langue de culture로 인식되었고 교양인이나 지식인은 이 말올 습득하 

였다.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쓰 Leibniz도 그의 저서플 라틴어와 프 

랑스어로 쓰고 었다.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이며 기본이라는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꼽히고 있다. 즉 과학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논리적 사고를 

7) 여 기 에 관하여 는 Le syst.빼1e éd.ucatif, Ducumentation française 참조 
8) 부록 참조 
9) 논술고사는 크게 나누어 두가지 유형올 갖는데， 그 첫채는 제시 된 문제에 
관하여 논술하는 것이고 그 둘째는 주어진 텍스트륜 얽고， 거기에 관하여 
논술하는 것이다.(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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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서도 수학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철학자 빠스깔(PascaD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시인， 뽑 발레리도 상당한 수준의 수학적 기초지 

식올 갖고 있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 뿐만아니라 프랑스 언어자 

체가 수학적 구성올 갖고 있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고둥학 

생들은 수학의 공식을 암기， 그를 적용하는 훈련보다는， 문제 풀이률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훈련을 쌓는다. 프랑스에서 쁘앵까레 H. Poincaré 

등 유명한 수학자가 많이 배출된 것도 이러한 교육적 배경에 의한다 

고 할 수 있다. 

b) 대학입학시험 

프랑스의 대학은 이원구조를 갖고 있다. 하나는 그랑제꼴 grandes 

écoles이라고 불리는 특수대학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대학 université 

이라고 부르는 종합대학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둥교육기관파는 다 

르게 특수대학은 일종의 엘리트 전문교육 기관으로서， 이 대학은 각기 

별도로 업학시험올 치루게 하고 학생올 자율적으로 선발한다. 여기에 

비하여 종합대학은 그 자체 입시를 치루지 않는다. 

그러나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기 위하여는 국가고시인 바 

깔로레아를 일단 통과하여야 한다， 만일 바깔로레아에 성공하면 학생 

은 원하는 대학에 - 계열에 한정하며， 둥록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그랑제꼴에 진학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시험올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망하는 학생은 바깔로레아를 취득한 이후 고등학교에서 2-3 

년간 더 준비를 한다. 이 준비반올 까뉴(khâgne)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 준비반은 유명 일류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다. 

여기에서 특기할 것은 프랑스의 대학의 90% 이상이 국립이라는 

점이다 몇 개의 사립학교도 카톨릭 종교재단에서 경영하는， 즉， 공공 

의 성격올 띤 학교들이다. (예 institut catholique) 즉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대학 사이의 격차가 없다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 

으로 치루어진 바깔로레아 고사에서 성공하면 원하는 대학에 등록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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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대학간의 평준화는 이 제도의 선행조건이 되고 

있다. 물론 지방대학파 파리대학간에는 얼마간의 격차가 있올 수 있 

고， 특히 1968년 교육개혁 이전에는 지방의 우수학생이 파리의 대학으 

로 진학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파리에 필요한 만큼의 대학올 

설립하여 이들올 홉수 조화시키고 있다. 

이 바깔로레아는 교육부 중둥교육국에서 주관한다. 고사는 24개소 

로 분류된 학구(Rectorat)에서 각기 다른 문제를 출제하는데， 학구장 

(Recteur)은 이 를 위 하여 

1) 시험관리 및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고사센타 

2) 고둥학교 교수들에 의하여 출제된 문제들 가운데 이를 선정하는 

출제위원회 

3) 채정된 결과를 검토하여 합 불합격올 사정하는 “사정위원회”를 

구성， 관리한다. 

바깔로레아 시험은 고둥학교 전공계열과 마찬가지로 A, B, C, D로 

분류되어 있으며， 파목의 중요성에서 차이가 크게 날 뿐， 시험과목은 

대동소이하다， 예를 들어 인문학 바깔로레아에서는 불어， 철학， 외국어 

의 정수에 높은 가중치가 주어지고， 수학， 생물 바깔로레아에서는 수 

학과 생물이 총점의 50%를 차지한다. 이제 계열별 고사내용올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자. 

-인문계 시험과목은; 

계열 Al 국어(필기고사 : 4시간， 가중치3， 구술고사 : 가중치 2)/ 철 
학(값1， 5)/ 수학(3h， 4)/ 역사， 지리 (4h， 3)/ 제2외국어 또는 

고전어 중 1(3h, 3) 

계열 A2 : 국어(필기 4h, 3, 구술 · 가중치2)/ 철학(4h， 5)/ 역사， 지 

리(4h，3)/예능과목 중 1(3h, 3)/ 제 1외국어 또는 고전어 중 

1(3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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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열은 단일계열로서 시험과목은; 

국어(필기 : 41, 2, 구술 : 가중치 2)/ 철학(41 ，3)/ 역사， 지 리 

(41, 3)/ 경제， 사회(4h， 4)/ 수학(3h， 3)/제 1외국어 (3， 3) 

-자연계열의 4개 계열 시험파목은; 

계열 C: 국어(필기 :4시간， 가중치 2, 구술 : 가중치 1)/ 철학(4h， 2)/ 

수학(쇠1， 5)/ 물리， 화학(3h 30, 5)/ 역사， 지리(4h， 2)/ 생물， 

지학(3h， 2) 

계열 D: 국어(필기 : 좌1， 2, 구술 1)/ 철학(41 ， 2)/ 역사， 지리(4h， 

2)/ 수학(쇠1， 4)/ 물리， 화학(3h 30, 4)/ 생물， 지학(3h ， 4) 

계열 D’ · 국어(필기4h， 2, 구술 1)/ 철학(4h， 2)/ 역사， 지리 (41， 

2)/ 물리 (3h 30, 3)/ 수학(4h， 3)/ 생물(3h ， 4) 

계열 E: 국어(필기 : 41, 2, 구술 : 1)/ 철학(4h， 2)/ 수학(4h， 5)/ 물 

리， 화학(3h 30, 4)/자동전산(4h ， 4) 

고사일정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며， 프랑스가 외국에서 운영하는 프 

랑스 고등학교 학생들도 공수된 문제를 동일한 날짜에 시험을 치루도 

록 한다. 

앞에서도 이마 언급하였지만， 국어 필기논문고사는 수험생들의 부 

담올 덜어주기 위하여 고2학년 말에 1차로 실시한다. 국어교육의 비중 

이 큰 만큼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앞서서 

치루게 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시험은 고교 3년말에 치루는데 여기에는 두 단계가 있다. 

첫번째 단계는 역시 필기시험으로서 여기에서 20정 만점에 평균 10점 

이상올 받으면 합격이고 그 이하는 불합격 처리된다. 현재 전국 웅시 

자 가운데 1차에서 이 30%에 들지 못할 때에는 합격하는 학생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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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선이다. 두번째 시험율 치루는데 여기서는 모두 구술 시험율 친 

다. 수험생들은 각기 자기가 자신있다고 생각되는 파옥 2개를 선택하 

여 이에 용하고 10첨 이상외 점수만옳 뭘기시험 점수에 가산하며 새 

로운 평균율 재도륙 한다. 이렇게 하여 총평균이 20점 만점에 10점을 

념으면 2차 합격자가 된다.2차 합격자는 전체 웅시자 중에서 약 30% 

가 되며， 이렇게하여 결국 바깔로레아 합격율은 약 60%가 된다. 바꾸 

어 말하여 프랑스의 대학 진학율은 웅시자의 60%가 되는 것이다. 

이 국가고사에 실패한 학생들은 재수를 하거나 또는 대학진학올 

포기하는데 후자가 더 많다. 재수를 원하는 학생에게는 고교 3학년올 

다시 다니게끔 기회가 제공된다. 

이상이 제도로 본 프랑스 대학 자격고사의 요지이다. 그런데 이 고 

사의 요체는 물론 4시간에 걸쳐서 논문올 작성하는 논술고사임은， 이 

미 수차례 언급하였다 10) 답안지의 채점은 역시 고둥학교 교수가 하 

며， 선정된 채정교수 1인당 약 2007H 의 답안지를 채점힌다. 

이 답안지는 완전히 주관적 논술이기 때문에 채점자의 주관에 의 

하여 접수가 매겨진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다. 그러나 이 논문은 그 구성， 내용， 문제를 다루는 학생의 능력， 언 

어구사능력， 문제를 보는 수험생의 독창적인 시각 등올 종합석으로 평 

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름 제시한마. 또한 논문올 문제에 판한 종합 

적이고도 충분한 지식이 없이는 작성될 수 없다. 따라서 A교수가 채 

점한 답안지와， B교수가 채점한 같은 답안지의 점수사이에는 별로 차 

이가 없으며， 여기에는 오랜 경험과 훈련이 중요한 역할올 한다. 

이러한 주판식 문제의 채정방식은 또한 교수의 권위 및 모든 고사 

담당자들의 정직성을 인정하는 한계에서만 가능하다. 만일 누구의 권 

위도 인정하려들지 않는 그릇된 평등사상과 잘못된 민주주의 사상이 

팽배하는 사회라띤， 이상과 같은 제도의 운영은 대단히 어려울 것이 

다. 

10)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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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프랑스의 독륙한 대학입학시험제도롤 소개하였다. 이 제도 

는 무엇보다도 단순한다는 장점율 지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 제도 

는 단순히 입학자격고사라는 차원을 넙어서， 프랑스 청소년의 논리적， 

철학적 사고력의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또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3. 그랑제꼴 

그런데 프랑스 대학입시는 이상의 바깔로레아로 끝나는 것은 아니 

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프랑스의 대학은 이원 구조로 되어 있 

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이라고 부르는 고둥교육기관 상충부에 전 

문교육기관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일명 그랑제꼴이라고 볼리는 이 특수전문대학의 역사는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이 특수대학의 역사는 18세기로 거슬라 올라간 

다. 현재 이 특수대학의 수는 300여개로서 그 셜립목적은 국가의 간부 

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특수대학은 특히 이공계에 많이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에콜 폴리테크니크 Ecole Polythechnique는 

나폴레옹에 의하여 설립된 공과대학으로 문과의 에콜 노르말 쉬페리 

외르 슐이e Nonnale Supérieure와 더볼어 프랑스의 최고의 수재들이 

입학올 시도하는 학교이다. 이 학교에 입학이 되면 곧 가내의 영광이 

고 마올의 경사가 될 정도로， 이들의 명성은 대단하다. 그밖에도 토목 

학교 Ecole des Ponts et Chaussés, 광산학교 Ecole des Mines, 공과 

대 학 Ecole Centrale, 상엽 학교 H.E.C. , 정 치 대 학 I.E.P. de Paris - 일 

명 Sciences Po, 행정대학원 E.N.A. 둥 각 분야에 걸쳐서 하나의 특수 

전문대학이 설립되어 있다. 이 학교는 각기 모집인원도 소수이고 대학 

의 소속가관도 다르다. 에콜 폴려테크니크가 국방부 소속이라면 토목 

학교는 건설부 소속으로 되어있다. 이 학교에 입학하면 이미 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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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소속기관에서 부답한다. 이들은 국가공무원의 대우롤 받는 것이 

다. 특히 폴리테크니크는 일종의 준사관학교로서 병영에서처럼 교내에 

합숙한다. 이 학교롤 졸업하면 2-3년간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 

다. 

이 특수 전문대학은 프랑스 특유의 제도로서 교육기간은 대개 3년 

이지만， 이 기간에 해당 전문지석올 집중적으로 학습시켜서， 이 학교 

졸업생은 명실공히 자기분야의 최고급 엔지니어가 된다. 고등사범학교 

출신은 많은 경우 교수자격시험 Agrégation에 웅시하여 고등학교 교 

수 또는 대학교수가 되기도 한다. 

이 교육기관은 프랑스의 엘리트 양성소로서 이 학교 출신들은 산 

업분야 그리고 지식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에펠탑이나 또는 세느강의 아름다운 다리를 건설한 

사람들은 모두 이 특수전문대학 출신이다. 이들은 고등학교와 준비반 

에서 상당한 수준의 기본 수학올 공부했기 때문에， 비록 엔지니어라 

도 독특하고 독창성있는 설계능력올- 갖는다. 

따라서 이 특수전문대학은 수재들의 선망의 대상이자 꿈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이 학교 충의 하나를 목표로 삼은 학생은 고둥학교 

때에 일반 바칼로레아 준비과정에서 계열 C를 선택하는 것이 통례이 

다. 물론 학생이나 부모가 원한다고 하여 학생이 이 계열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중학때의 내신성적과 고둥학교 1학년때의 성적이 이를 

결정해 준다， 

다시 말하면 명문고등학교의 C계열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우수한 

학생들로서 프광스 고통학교는 나름대로 엘리트를 위한 엘리트교육 

올 하고 있다. 이들은 바까로레아 취득 후에 명문고에 설치된 준비반 

classes préparatoires에서 자기가 선택하는 특수전문대학 입학시험를 

준비한다. 이 시험은 학교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역시， 국어와 수학 

은 기본파목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 선발파정은 대단히 엄격하다. 이 

특수전문대학은 프랑스 고둥교육기관을 독특하고 다양하게 만드는 

제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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곁튿 

우리는 프랑스의 대학입학시험제도률 분석하여 보려고. 노력하였 

다. 바깔로레아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이 나라의 문화적 유산이며 시 

대의 변화에 관계없이 현재에도 훌륭히 운영되고 있음올 보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단순히 고등학교에서 준비시킨 학습의 결과를 

측정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즉 고등학교 졸업생이 주어진 철학적 문 

제를 가지고 4시간에 6페이지의 논문올 작성하려면， 그 이전부터， 즉 

유아원에서 시작하여 국민학교， 중학교 과정올 거치면서 형성된 사고 

력에 바탕올 두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초·증·고등교 

육 전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그 

역사가 긴만큼 대단히 사려깊은 발전올 하여왔으며， 특히 국가가 주 

도적인 역할올 하여온 대표적인 경우이기도 하다. 

우리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이 대계 

는 실천이 되어야만 유효하며， 교육올 상품생산과 같은 차원에서 생 

각한다띤 그것은 가장 큰 국가적 손실올 초래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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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톡 1 

싫꾀 avoir 야따 de 않s dés떠? 

L'homme, tout au long de sa vie, est en proie à ses désirs, 

désirs que certaines philosophies, certaines religions, certaines 

doctrines condanrrnent et s ’efforcent de réprimer. Les désirs 

caractérisés par un but et visant à leur satisfaction sur un objet, 

sont-ils donc aussi noctifs à I’homme qu' elles le prétendent? C' est 

là un problème fort important dans la mesure où iI nous touche 

dans notre expérience quotidienne, dans notre vie de tous les jours. 

Les désirs, pulsions(donc par là même, phénomène instinctif, 

incontrôlable) q버 poussent un individu vers un objet, ne sont en 

fait que la rnanifestation effecti ve d’un besoin plus ou moins 

conscient et ne justifient pas la peur panique qu'ils inspirent 

parfois. 

L ’être humain a tendance à se donner une image de la 

perfection et à vouloir toujours s ’en rapprocher. II aspirent à cette 

perfection et s ’en veut de découvrir parfois en lui-même des désirs 

qu ’ iJ juge selon les cas plus ou moins coupables (pour ceπains 

d' ailleurs les désirs sont toujours coupables l) et qui ’en 터oignent. 

Mais 1’homme n ’est après tout que ce qu ’ íl est, et à quoi bon s ’en 

défendre? Chacun sait que la faíblesse est 1’un de ses attributs. 

D' aílleurs le désir n' est pas forcément une preuve de faiblesse. Ce 

qui effraye les hommes dans les désirs, c'est leur côté inattendu, 

inconσôlable qui leur donne toute leur force et leur sou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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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ìndividu tout entier. L ’homme face à eux est impuissant, mais s ’ il 
est ainsi, c’est qu' il doìt s ’accepter avec ses forces et ses 

faiblesses. 11 ne sert à rien d ’avoir peur de ses désirs et le simple 

bon sens nous inspire ’attitude la plus raisonnable, à savoir de 

rester serein face à soi-mξme. 

Pourtant, à la limite, si l' on considère tous les désirs qui 

caractérisent la nature hurnaine, on peut à juste titre être effrayé 

par leurs buts ou leur intensité. Une trop grande sérénité vis-à-vis 

de soi -même ne serait-elle pas dans ce domaine lourde de 

conséquences? Un individu parfaitement serein devant ses désirs et 

fort satisfait de lui même pourrait fort bien dans le souci de les 

assumer pleinement se livrer à leur satisfaction systématique et 

immédiate. Et c ’est là la porte ouverte à tous les abus! Si chacun 

de nous se met à réaliser ses désirs à tout moment, en tous 

endroits, que vont devenir sinon les principes, la moralité, du moins 

le simple respect d ’ autrui? 

La vie en société implique un certain nombre de réserves et 

d ’ interdits q띠 sont les conditions mêmes de sa possiblité. 

Il semble donc que les d응sirs peuvent être nuisibles à 1’homrne 

dans la mesure où ils atteignent ce qui caractérise 1’homme en 

tant qu ’homrne, à savoir son humanité. Les dξsirs semblent en 

effet r강duire 1’homme à l' animalité dans la mesure où ils répondent 

davantage à un instinct qu ’à une volonté réfléchie. Un dξsir est 

soudain, irréfléchi, fort et plus physique que moral. Sa violence, 

son but m떠tent de susciter la pelπ. Combien de jeunes filles 

(surtout dans les siècles passés) ξlevξes dans la puretξ d ’une 

éducation religieuse particulièrement rigide et dans l' ignorance 

délibérée de toute question de sexualítξ n'ont-elle pas eu un j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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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désir sexuel particuJ ièrement fort qui a suscité chez el1es une 

véritable peur pa띠que， e lJes qui, élevées dans la spiritualité la plus 

complète, ne soupçonnaient pas de teIs désirs de Ia paπ de Ieur 

corps (Jeur éducation leur ayant appris à mépriser Ieur corps au 

profit de l' esprit)? Combien de jeunes gens dits de << bonne 

éducation>> n ’ont-i!s pas eu un jour le désir de tuer? 

Nous voyons donc que les désirs, à Ia faveur d ’une situation 

donnée, peuvent s ’avérer fort dangereux puisqu’ils remettent en 

cause notre être m응me， nos certitudes Ies plus profondes et nous 

prouvent qu ’ ils nous tiennent à leur merci sans que nous puissions 

얘agir en quelque manière que ce soit. Leur puissance réside dans 

le fait qu' i!s nous traitent en objets et non en sujets. C'est en cela 

qu ’iIs méritent d ’être craints. 

Pourtant, à la Iimite, si nous avons une teIIe peur panique de 

nos désirs, notre vie va devenir un caI vaire car le désir, variant 

bien síìr dans sa fréquence et dans son intensité, est une 

expérience de chaque instant. A chaque moment nous sommes en 

proie plus ou moins consciemment au désir et le refus constant de 

ces désirs ne peut être que néfaste dans la mesure où íl enσaîne 

chez 1’homme des phénomènes de complexes, de refoulements. Ces 

phénomènes étudiés par Ies psychanalyses et en particuJier par 

Freud peuvent s ’ accompagner de troubles psychiques fort graves et 

entraîner un dξrèglement total de la personnalitξ ， voire la folie. 

Mais surtout, si certains dξsirs sont <<coupables>> , iI en est un 

certain nombre qu ’ il serait dommage de bannir. Il y a des désirs 

légitimes, des désirs nécessaires à I'índividu. La peur panique de 

tous Ies désirs peut mettre dans son côtε systξmatique ’ utilité 

indéniable des désirs. << Les >> dεsirs ne sont en effet que la 

manifestation extérieure d ’ une valeur encore plus fondamment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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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 est <<le>> désir. 

Dès lors que nous considérons nos désirs comme des valeurs 

essentielles, manifestations concr송tes du désir fondamental , absolu, 

le problème de la peur prend un tout auσe aspect. Le rôle de la 

philosophie est selon Hegel de <<reconnaître, dans l' apparence du 

temporel et du passager, la substance qui est immanente et 

l'Eternel qui est présent>>. or le désir en tant qu' absolu éternel, 

trascendant, se compromet dans le temps par 1’intermédiaire des 

désirs et c ’est en eux et p，π eux que nous pouvons avoir un 

aperçu du désir lui-même. Hegel a défini le désir comme <<effort 

pour persévérer dans 1 ’Etre>> et le désir absolu et uTÚversel 

implique une dynarnique dans le temps (on désire toujours dans le 

futur) , dynarnique dont le but le plus fondamental est la liberté. << 

Le >> désir ne peut être que désir de libeπé， et si les désirs 

n' atteignent 1’homme que dans le corporel, le désir, 1띠， agit sur le 

spirituel. Mais, nous 1’avons vu,’universel doit passer par 

l'intermédiaire du corps pour se manifester dans le temporel, le 

relatif. De plus 1 ’homme a été défini comme 1 ’être du désir et cette 

définition met en relief la caractéristique de 1 ’homme qui est de 

toujours désirer, de toujours aspirer à améliorer sa condition. C’est 

à travers le désir que s ’effectue sa marche vers la liberté. Que 

seraìt donc un homme qui ne désire rien? 

Il faut donc plutðt que d ’en avoir peur considérer ses désirs 

avec la plus grande quiétude et la plus grande sérénité. Loin de les 

rejeter, il faut les prendre en compte, voir en quoi leur satisfaction 

constitue pour moi un <<progrès>> ou au contraire une <<régression>>. 

Dans le désir sexuel, par exemple, je peux voir une manifesta

tion de ma libertξ ou au contraire un asservissement. Selon le 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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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conviendra à ma raison de juger de 1 ’ intél용t de ce désir. Donc la 

peur des désirs ne constitue pas une attitude raisonnable. 

Il nous faut considérer nos désirs, mais il ne faut ni les 

satisfaire systématique (c 'est ce à quoi tendaít 1’applícation de la 

philosophie épicurienne, souvent mal interprétée, à partir de la 

célèbre formu1e du <<Capre diem))) 띠 les réprimer systématíque

ment (c' était plutðt la doctrine stoïcienne q띠 vou1ait se garder 

d ’une trop grande jouissance de la vie et par là même des désirs). 

Faisons donc confiance à la raison qui, toujours présente, veille et 

S I avérera notre meilleur guide. 



217 
프땅스외 대획일시제도에 란안 전구 

.특 a 

SUJET 7 

Dégagez 1 ’ intérêt philosophique de ce texte à partir de son 
étude ordonnée 

<< Que toute notre connaissance comrnence avec 
l’expérience, cela ne soulève aucun doute. En effet, par quoi 
notre pouvoir de connaître pourrait-il être évei1lé et mis en 
action, si ce n/ est par des objets q띠 frappent nos sens et 
qui, d ’une part, produisent par eux-mêmes des représen
tations, et d ’autre part, mettent en mouvement notre facultξ 

intellectuelle, afin qu/ elle comp않e， lie ou sépare ces repré
sentations et travai1le ainsi la matière brute des impressions 
sensibles pour en tirer une connaissance des objets, celle 
qu ’on nomrne 1 ’ exp강rience? A띠si， chronologiquement, aucune 
connaissance ne pr강cède en nous 1’expérience et c/ est avec 
elle que toutes comrnencent. 

Mais si toute notre connaissance débute avec 1’expérience, 
cela ne prouve pas qu ’elle dξrive toute de 1’expérience, c따 il 
se pourrait bien que même notre connaissance par expérience 
fût un composé de ce que nous recevons des impressions 
sensibles, et de ce que notre propre pouvoir de connaître 
(simplement excité par des impressions sensibles) produit de 
lui-même, addition que nous ne distinguons pas de la matière 
prerrúère jUSqU ’à ce que notre a다:ention y ait été portée p따j 
un long exercice qui nous ait appris à ’en séparer.>> 

KANT 
L←--→一← t 

Ce texte de Kant pose le problème de la connaissance accéder 

à une connaissance vraie a d' ailleurs été un des problèmes majeurs 

des philosophes la connaissance vraie s ’obtient-elle par 1’intuition, 

par la raison ou bien par les deux réunies? Les anciens, av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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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istote, voyaient en l'observation (au sens commun du terme) 

1 I accès au réel mais c ’est à partir de la révolution copernicienne de 

GaliJée qu I est app값u ce qui allait être continué d'une certaine 

façon par Kant, C’est-à-dire l'autαlOmie du sujet. Kant, pour sa 

part, s' appuya à critiquer et anéantir la position empiriste Qui 

voyait en l'habitude 1’accès au réel. C’est donc à travers ce texte 

tout le problème de la connaissance Qui nous est posé. On pourrait 

ainsi formuler la question suivante comment se forme la 

connalssance. 

Ce texte peut être divisé en deux parties dans un premier 

πlouvementOigne 1 à 13), Kant nous montre 1’ importance de 

l’expérience qui détermine en fait la connaissance en ce sens 

qu ’eJle est un construction, puis, dans une deuxième partieOigne 14 

à 24), 1’auteur insiste sur la matière complexe de 1’expérience qui 

ne doit pas f;떠re seulement intervenir intuition mais aussi une 

production de 1’homme, c ’est-à-dire le cadre, le concept. Analysons 

tout d ’abord la première phrase de ce texte. 

<<Que toute notre ... doute>> Kant énonce ici ce 디ui va être 

développé dans ce premier mouvement la connaissance s년labore 

à partir de 1 I expérience. C ’est par elle que 1’on 며ussit à connaître. 

Mais que signifie pour 1 I auteur le mot d ’ << expérience >>? C’est ce 

qu ’ il s ’est attaché à définir par la s버te. 

<<En effet ... ex벚rience >> Kant explique ici le <<mécanisme>> 

de 1’expérience notre ex뼈rience fait naturellement intervenir la 

않rception et pour Kant, la perception est précisément une vraie 

connaissance car c ’est le sujet qui élabore cette connaíssance; 

notre perception s ’effectue pour Kant à partir de cadres, de 

catégories, ce qui est appelε actuellement concept. Ainsi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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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ption elle-même est une construction et c' est le sujet qui 

élabore cette conaissance; le moi devient ainsi moi constructeur ou 

encore moi pur, c' est 1띠 qui est le 1ξgislateur de la nature; par 

suite, la réalité sera composée de phénomènes, c'est-à-dire de 

représentations; cette réalité sera donc phénoménale et non 

nouménale. Si ces phénomènes ont été construits par nous, c ’ est 

nous aussi qui les <<líons>> , la liaison des pl면nomènes doit alors 

따re comprise comrne liaison en nous et ce sera par la synthèse 

que 1’on pourra <<démontrer>> le monde. L' ordre qu' il y a dans le 

monde, c ’est donc nous qui ’y avons mis et c' est pour cela que 

l’on peut comprendre les phénomξnes， puisque c ’est nous qui 

avons créé et ordonné ces phénomènes à partir des catégories 

(causalité .. .), c' est-à-dire de ceπains cadres de la perception. 

<< Ainsi ... comrnencent >> et nous voyons donc que c' est à partir 

de 1’expérience que la connaissance comrnence(pour Kant). Sans 

elle, le monde n’existerait même pas pour nous, aussi l' experience 

est ce à partir de quoi le monde existe. Non de 1’expérience en 

tant que simple réception, mais de 1’expérience en tant que 

construction, interprétation de données sensibles. Pour Kant donc, 

c ’est à partir de 1’expérience en tant que construction que nous 

avons élaboré le monde. 

Dans cette prernière partie, Kant nous a donné pour ainsi dire 

la nature selon lui du fondement de la connaissance: la 

connaissance débute avec 1’expérience, mais de 1’expérience en tant 

que consσuction ， élaboration, grâce aux cadres de la perception. 

C'est d ’ailleurs là le caractère fondamental de sa philosophie 

transcandantale selon laquelle le sujet devient moi pur, législateur 

de la nature. Considération maintenant la deuxième partie de 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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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e. 

<< Mais si toute ... séparer>> Kant semble ici insister sur le 

caractξre complexe de ce qu' il appelle 1’expérience. L’expérience en 

tant qu ’ intuition, observation, est bien << chronologiquement>> la 

première sorte de connaissance mais ces <<impressions sensibles>> 

ne suffisent pas et ce따 connaissance ne saur머t être une vraie 

connaissance sans le concept. C’est ainsi que Ia connaissance est 

une production et si ’expérience en tant qu ’intuition est le 

fondement de toute connaissance, on peut cependant affirmer 

qu' elle est nécessaire mais non suiffisante la connaissance fait 

appel à la fois à une intitLúon et au concept (ou catξgorie). Le 

concept est en effet l' outil, la médiation pour la construction d ’une 

réalité qui sera ph강nom강nale. En bref, si 1’ intuition est la condition 

de 1’expérience, elle n' est pas suiffisante et réclame le concept, 

c ’est-à-dire ce que Kant appelle la catégorie. 

voilà donc pour l' explication de ce texte de Kant la 

connaissance, loin d ’être une simple réception, 띠1e simple 

connaissance fait appeI à la fois à l' íntuition, à ce qui frappe nos 

sens et à un concept, une catégorie (causaJité .. J qui servira à la 

construction d ’une réalité phénom강nale. Il faut bien noter 

l ’importance d'une tel1e position qui constitue une cassure nette 

avec les philosophies prl강cédentes et quí est comparable à la 

r강volution copernicíenne 0야rée par Galilée. Cette philosophie 

kantienne est appelξe philosophie transcendantale, le moi y est 

législateur de la nature et la connaissance, somme d I une intuition 

et d ’un concept, n' est rendue possible que par cette activité du 

sujet connaissant qui ne fait que découvrir 1’ordre qu ’ il a mis 

lui-même dans les phénomè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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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tenant que voilà expliquée la position kantienne quant à la 

fonnation de la connaissance, nous pouvons te따er d ’exposer assez 

brièvement la conception d' autres philosophes. Pour Bergson par 

exemple, on peut accéder à la connaissance vraie uniquement par 

I'intuition ’intuition seule nous pennet d’accéder à la réalitξ ， à la 

vlslon des choses en elles-mêmes. Le concept, lui, est seulement 

pragmatique c ’est-à-dire qu ’ il nous dévoile 1 ’ as야ct conventionnel 

et utile des choses; pour Bergson donc, il faut se référer à 

l ’ intuition et délaisser le concept. Ainsi l' artiste peut-il accéder à 

une vraie connaissance car il ne se sert que de 1 ’ intuition (<< 1 ’ art 

est une vision de la réali밍 >> ). Pour Bachelard, la 야rception 

s' effectue ceπes par des cadres mais ces cadres sont culturels et 

dépendent ainsi de I'individu. Par suite, il ne peut pas y avoir 

universlité de la perception et pour accéder à la connaissance vraie, 

il faut aller à la connaissance scientifique en abandonnant la 

perception; d ’où la recherche 강pistξmologique. Quant à la 

phénomén이ogie， on peut 며re que, suivant sa conception, on peut 

accéder à une connaissance vraie des choses en dehors de toute 

opération, de toute construction. La phénoménologie se rapproche 

ainsi de 1’empmsme pour qui la connaissance proviendrait de la 

simple habitude, les concepts étant constnlÍts à partir de cette 

habitude. C ’est d ’ailleurs à partir de la critique de 1’empirisme que 

Kant a élaboré sa philosophie transcendantale. 

Toutefois, nous pouvons dire qu ’ il ne semble plus possible 

actuellement de soutenir l' empirisme tel qu ’ il était (avec Hume par 

exemple). Bachelard semble être, de tous ces philosophes, celllÍ qui 

est le plus adapt강 à 1’époque contemporaine il est indéniable que 

les cadres de la 맺rception sont culturels et que par suite, seule la 

connaissance scientifique (au vrai sens du tenne) Ix>urra ê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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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érée cornme une vraie connaissance, la perception devant 삶e 

abandonnée. De plus, on ne peut plus ignorer sa conception de la 

connaissance en tant que changement continuel , la connaissance 

scientifique s ’élaborant à partir de la critique de la théorie 

précédente. 

Le texte de Kant nous a donc donné 1’occasion de préciser la 

nature de la connaissance selon Kant, la connaissance est la 

sornme de donnεes sensibles et de cadres, de concepts, ce qu ’ il 

appelle 1띠 des catégories. Ainsi pourrait-il dire que la connaissance 

était fondée sur 1’expérience, mais pas seulement sur 1’expérience 

en tant que réception d'intuitions sensibles mais sur 1’expérience 

en tant que construction par le concept, le cadre de la perception. 

Ainsi l' expérience fait intervenir une certaine autonomie du sujet et 

non une simple passivité. Si l' intuition est la condition de 

l’expérience, elle doit 용σe réunie avec le concept pour devenir une 

construction par laquelle le sujet devient moi constmcteur, moi pur, 

c ’est-à-dire sujet élaborant des ph강nom송nes qlù seront alors 

compris comme des représentations. De la même façon , c ’est nous 

qui lions ces phénomènes, c ’est nous qui y mettons un ordre. Et 

I'on peut alors dire que cette réalité phξnoménale ne peut être 

comprise par nous que par ce que c'est nous qui la constmctions 

(et nous répondrions ainsi à Einstein qui s ’étonnait de la 

compréhensiblité du monde). Pour Kant donc , la connaissance vient 

de la construction de 1’expérience comme somme d'une intuition et 

d ’un concept. Mais nous a vons vu qu ’à cette position kantienne, 

bien des philosophes se sont opposés Bergson avec son intuition 

et son rejet du concept comme source de pragmatisme, Bachelard 

avec son refus de 1’universalité des cadres et pour qui, 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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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équent, la perception n ’était plus une science commençante 

comme 1 ’ affinnait Alain. Toutefois, on ne peut refuser à Kant 

d ’avoir eu le mérite de mettre en évidence cette autonomie du 

suj et en opposition avec 1’habitue l1e passivi엉 qu ’on lui prêtait 

jusqu'alors tout au moins lors de ’expérience. Certes ses 

catégories, ses cadres, nous le savons maintenant, ne sont pas 

universels, mais la connaissance demeure quand même une 

construction, une élaboration du moi p따， législateur de la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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