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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다이쇼 신교육은 다이쇼 데모크라시(大正期, 1912～1926)를 배경으로 이른바 ‘8대 교육주
장’으로 상징되는 일련의 교육개혁운동을 가리킨다.1) 예를 들어, 1919년 1월 치바현이 발행
한 『치바교육잡지(千葉敎育雜誌)』에 따르면 제1차 세계대전 후 공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으로 민주적 의식의 고양을 꼽고 있다. 이는 국가나 가족에 대한 정신의 교양이라고 하는 협
의의 충효교육을 넘어 선량한 공민을 기르고, 이를 위해 선거도덕에 관해 소학교 시절부터
철저히 교육할 것을 강조한다. 선량한 공민이란 공정한 덕목, 공정한 정신을 통해 인종 간의
평등과 평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이다.2)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다이쇼 신교육은 문화, 생명, 자유, 사랑과 같은 보편적 가치
에 기반한 아동·활동·경험 중심 교육론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다이쇼 신교육에 대한 평가는

1) 우선 이 글에서 사용하는 ‘다이쇼 신교육’이라는 용어는 ‘8대 교육주장’과 관련하여 자유교육
론 이외의 다른 교육론들을 포함한다. 반면 ‘다이쇼 자유교육’이라는 용어는 ‘자유, 자치, 자
학’ 등을 중시하는 일련의 교육적 실천들을 가리키며 나가노 아키라(1998)의 연구가 대표적
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데츠카 기시에(手塚岸衛, 1880～1936)의 자유교육론은 ‘8대 교육주장’에
서 발표했다는 점에서 다이쇼 신교육에 속하는 동시에 다이쇼 자유교육에도 속한다. 한 편,
1921년에 있었던 ‘8대 교육주장’ 강연회는 이듬해 아마코 도도무(尼子止, ?～1937)가 『8대
교육주장(八大敎育主張)』으로 편집하여 책으로 냈고 1976년 오바라 쿠니요시가 같은 제목의
책으로 교정·복각하여 재출간하였다. ‘8대 교육주장’의 준비 및 실행과정에 대해서는 본론에
서술하였다. 정치사적으로 다이쇼기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러시아혁명, 쌀 파동에 결부되며
지주층의 사회적 통제력에 저항하는 소작쟁의가 빈번했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지주지배질서
를 근간으로 하는 공동체적 분배기구, 곧 온정주의에 입각한 특권의식이 더 이상 지탱될 수
없었던 시기로 현의 관료와 지방 당국이 손을 잡고 ‘관민공동’의 자치개량방침을 내걸었다.
이른바 ‘관치’의 말단조직부터 ‘입헌국가의 유기적 부분’으로 바꾸는 것이 국가적 과제였다.
내무대신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1857～1929)를 중심으로 ‘자치’정신이 강조되었다. 中野光,
『大正自由敎育の硏究』, 東京: 黎明書房, 1998, 155쪽.
2) 榮沢幸二, 『大正デモクラシー期の敎員の思想』, 東京: 硏文出版, 1990, 289-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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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와라 키요조(藤原喜代藏, 1943, 1883～1959)를 필두로 오바라 쿠니요시(小原國芳,
1976, 1887～1977), 모리카와 테루미치(森川輝紀, 1997, 1945～현재) 그리고 나가노 아키라
(中野光, 1998, 1929～현재) 등으로 꾸준히 이어져 왔다. 최근 하시모토 미호(橋本美保,
1963～현재)와 다나카 사토시(田中智志, 1958～현재)는 『다이쇼신교육 사상: 생명의 약동』
(『大正新敎育の思想: 生命の躍動』, 2015)에서 기존 연구들이 듀이(John Dewey, 1859～
1952)나 킬패트릭(William Heard Kilpatrick, 1871～1965) 같은 진보주의 교육사상은 여러
차례 논해왔지만 정작 듀이 교육사상의 근간인 ‘자연사상’의 깊이는 등한시해 온 것이 아닌
가라고 묻는다. 즉, 다이쇼 신교육의 사상적 맥락을 모르더라도 거기서 강조되는 활동, 생활,
자유, 경험, 협동과 같은 말들이 사람들에게 큰 호소력을 발휘해 왔기에 굳이 사상사의 일부
로 다이쇼 신교육을 볼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3) 당연히 교육방법에만 치중하는 접
근의 문제점은 인간 사회의 역동성과 다면성 그리고 그 의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수 있
다는 점이다.
연구자는 베르그송(Henri Bergson, 1859～1941)의 생명론, 듀이의 자연사상 나아가 예수
(Jesus Christ, 4～30)의 아가페적 사랑을 부각시켜 사상의 일환으로 신교육을 바라보는 하
시모토와 다나카(2015)의 관점에 동의한다. 다시 말해, 이들의 연구는 기존의 교육활동이나
방법에 대한 논의를 벗어나 사상과 교육의 관계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면이 있다.
그러나 자유교육에 대한 논의 –여기서는 데츠카 기시에에 한정하여- 에서 리케르트
(Heinrich Rickert, 1863～1936)의 문화과학론이 끼친 영향을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점은
의아하다. 이는 기존연구들도 마찬가지인데 대체로 데츠카의 교육방침과 실천에 집중하거나
(中野光, 1998), 경제공황이라는 사회적 상황과 진학률의 관계에 한정하고(森川輝紀, 1997)
또는 자아의 발견이라는 문학적 주제(宇野美惠子, 1990, 1932～현재)에 천착해 왔다.4)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리케르트의 이름만 거론하거나 아예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으로 이는
결국 데츠카 기시에의 자유교육론을 하나의 실천사례로 한정해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다. 연구자는 이런 가운데에 독일 청소년운동의 중심인물인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과 일본에 처음 ‘생명주의’라는 용어를 도입한 다나베 하지메(田辺
元, 1885～1962) 모두 리케르트로부터 영감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5)
본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데츠카의 자유교육에 리케르트가 끼친 영향을 규명
하고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하였다. 첫째, 리케르트의 『문화과학과 자연과학』

3) 橋本美保·田中智志,『大正新敎育の思想: 生命の躍動』, 東京: 東信堂, 2015, 529쪽.
4) 宇野美惠子, 『敎育の復權: 大正自由敎育と自己超越の契機』, 東京: 國際書院, 1990. 森川輝紀,
『大正自由敎育と經濟恐慌: 大衆化社會と學校敎育』, 東京: 三元社, 1997. 中野光, 『大正自由
敎育の硏究』, 東京: 黎明書房, 1998.
5) 이에 관해서는 본론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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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lturwissenschaft und Naturwissenschaft, 6th ed, 1926, 초판은 1910년 발행)에 나타
난 ‘가치(Wert)’ 개념과 문화과학의 도출 논리를 고찰한다. 자연과학은 가치중립적 서술을 통
해 보편적 사실을 탐구하는 반면 문화과학은 일회성, 우연성에서 출발해 가치가 충만한 이해
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 논의는 데츠카의 자유교육론에도 엿보인다. 둘째, 데츠카의 1921년
‘8대 교육주장’ 강연록인 「자유교육론(自由敎育論)」(1976년 오바라 쿠니요시의 복각판)과
1925년 조선(朝鮮)의 경성(京城) 등지에서 행한 강연을 담은 『자유교육의 원리와 실제(自由
敎育の原理と實際)』 등을 중심으로 그의 자치, 자학에 기반한 자유교육론을 리케르트의 논의
에 견주어 본다. 데츠카의 자유교육론은 리케르트의 사고를 교육이념과 활동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 하시모토와 다나카(2015)와는 다른 방향에서 다이쇼 신교육의
사상적 지도를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다이쇼 생명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의 한 분
파로서 다이쇼 신교육을 위치 짓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6)

Ⅱ. 리케르트의 문화과학론
19세기 독일의 청소년운동(Jugendbewegung) 단체인 반더포겔(Wandervogel: ‘방랑하는
철새’)의 활동은 다이쇼 생명주의의 발흥에 큰 영향을 끼쳤다.7) 1880년대 프로이센 문화부는
계층 간 질서유지를 위해 인문계 중등학교 진학자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폈다. 어려운 시험과
수업료의 증가 등으로 높은 사회적 계층에 유리한 교육정책이 실시되자 청소년을 그들 자체
로 보아야 한다는 청소년 해방운동이 벌어진 것이다. 그들은 기성세대를 비판하고 문명을 거
부하며 자연 체험과 공동체를 중시하면서 낭만주의적이고 이상적인 세계를 꿈꾸었다. 발터
벤야민, 지그프리드 베른펠트(Siegfried Bernfeld, 1892～1953), 게오르게스 바비존(Georges
Barbizon), 구스타프 뷔네켄(Gustav Wyneken, 1875～1964)이 편집자로 참여하면서 이른바
새로운 시작, 곧 독일어로 ‘안팡운동(Der Anfang)’이 활성화되기에 이른다.8)

6) 스즈키 사다미(1995, 1947～현재)가 문학·종교·철학 등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과 집대성한 다
이쇼 생명주의 지도에는 다이쇼 신교육이 빠져있다. 이 지도야말로 일본 현대 사상가들의 전
체 지형도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鈴木貞美 篇, 『大正生命主義と現代』, 河出書房新
社, 1995.
7) “생명주의(vitalism)란 사상 일반에 있어서 ‘생명’이라는 개념을 세계관의 근본원리로 두면서
19세기 실증주의의 목적론·기계론에 입각한 자연 정복관에 대립하는 사상경향을 이른다. 과
학사상에서는 ‘기계론’이 ‘생명’을 무기물질로 환원, 곧 물리화학적으로 환원하는 데에 비해
무기물질로 환원되지 않는 ‘생기’를 생명현상의 근본으로 상정하는 것을 ‘생명주의’라고 부른
다.” 鈴木貞美, 「‘大正生命主義’とは何か」, 『大正生命主義と現代』, 河出書房新社, 1995, 3쪽.
8) 유진영, 「독일 청소년 문화운동과 교육개혁담론: 『안팡(Der Anfang)』지에 나타난 학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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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야민이 청소년 운동에 참여한 시기, 곧 1890년에서 1924년에 이르는 시기를 교육사에서
는 흔히 ‘교육개혁학’ 시기로 부른다. 이때는 독일의 교양시민계층(Bildungsbuergertum)을
중심으로 산업혁명이 낳은 근대화, 산업화, 자본주의화에 대한 의식개혁의 일환으로서 ‘문화
비판(Kulturkritik)’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아동으로부터의 교육, 노작 학교운동, 단일제 학교
운동, 시민대학운동, 예술교육운동, 청소년운동, 가사학교, 향토교육운동, 발도로프학교, 몬테
소리학교 등으로 구체화되었다.9)
같은 시기 일본에서는 과학적·계통적 교육학으로 상징되는 헤르바르트 주의에 대한 반동
적 흐름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나카지마 한지로(中島半次郞, 1921)의 구분이 보여주
는 것처럼 -인문주의, 실과주의, 종교주의, 이상주의, 자연주의, 기계주의, 개인주의, 사회주
의, 국가주의, 국제주의- 다채로운 모습으로 전개되었다.10) 이런 흐름 속에서 1921년에 개최
된 ‘8대 교육주장’ 강습회와 같은 다이쇼 신교육은 교육실천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11)
교토학파의 거두 다나베 하지메는 1921년 잡지 『카이조(改造)』 3월호에 실린 「문화의 개
념」이라는 글에서 ‘생명주의’라는 용어를 일본에 처음 도입하였는데 이는 리케르트의 ‘생물학
주의(Biologismus)’라는 용어에서 따온 것이다. 다나베는 “생물은 무엇보다 어떤 자연이라
해도 동일한 자연의 한 구성원인 인간이 자신을 위해 이용할 권리를 부여한 근거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들의 물질생활에 대한 자연의 이용이라는 한도를 넘어 넓은 정
신적 물질적 양면에서 서로 우리들의 생활내용을 풍부히 하고 심신의 활동을 막는 것으로부
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그 요구를 만족케 하는 내용의 창조”를 ‘문화’라고 정의하며 그 사상
을 ‘문화주의’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것이 “현대 사상을 지배하는 기조로서 생명의 창조적 활

혁 담론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57,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6, 93-94쪽.
9) 김철, 「독일 청소년운동(Jugendbewegung)의 현황 및 교육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국
사회연구』 12(2),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8-9쪽.
10) 한용진, 「1920년대 일본의 창조교육론에 대한 고찰」, 『창조교육논총』, 창조교육학회,
2014, 36-39쪽.
11) 강습회 첫날인 1921년 8월 1일 아침부터 본부에는 참가문의가 쇄도하였다. 대회장인 도쿄고
등사범학교 강당은 입추의 여지없이 들어찼으며 이 천 명을 넘었다. 이 행사를 개최한 대일
본학술협회의 대표 아마코 도도무는 이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이 강습회가 성공
한 것은 도쿄고등사범학교 교수인 오세 진타로, 도쿄제국대학 교수인 요시다 구마지 등이
참석한 면도 있으며, 강습회의 형식도 강연 후 질문을 받는 등 자유롭고 열정적인 분위기
덕분이었다. 또 강습회 기간 중에는 메이지신궁, 궁성, 신주쿠 교엔, 시바하마리큐, 고라쿠엔
등지로 견학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강연은 히구치 초이치(樋口長市, 1871～1945)의 자학교육론,
고노 기요마루(河野清丸, 1873～1942)의 자동교육론, 데츠카 기시에의 자유교육론, 치바 메키치(千葉命
吉, 1887～1959)의 일체충동개만족론(一切衝動皆滿足論), 이나게 긴시치(稲毛金七, 1887～1946)의 창조
교육론, 오이카와 헤이지(及川平治, 1875～1939)의 동적교육론, 오바라 구니요시(小原国芳)의 전인교육
론, 가타가미 노부루(片上伸, 1884～1928)의 문예교육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橋本美保·田中智志,『大
正新敎育の思想: 生命の躍動』, 東信堂, 2015. 167-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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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중시하는 경향, 곧 생명주의의 입장에 선 문화의 의미”라는 것이다.12)
흥미롭게도 우리는 독일 청소년운동의 중심에 섰던 벤야민의 학교개혁에 관한 생각에서 다
나베 하지메와 유사한 생각을 접할 수 있다. 벤야민 평전의 저자인 아일런드와 제닝스
(Eiland and Jennings, 2014)에 따르면 “아도르노 앞에서 낭만주의가 자기 사유에 미친 영
향을 으레 축소하던 벤야민이었지만, 자기 삶의 마지막 해에 아도르노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당신이 코르넬리우스의 제자이듯 나는 리케르트의 제자’라고까지 말할 수 있었다”고 한
다.13) 벤야민은 학교 개혁이 문화의 고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교 개혁이란 그저 가치 전승 장소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그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
토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혁 대상은 제도적 차원 저 너머에 있는 사유 방식 전반이며, 개혁
의 조건은 좁은 의미의 교육 개편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윤리적 비전이다. 아울러 교육은 ‘영원
의 관점에 따라서(sub specieaeternitatis)’(스피노자의 명구) 살아가고 활동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이다. 요컨대 교육은 개인적, 사회적 지평의 확대로 이어질 때라야 비로소 문화(kultur) -‘인
간성의 자연스러운 발전’의 발판- 의 함양에 일조할 수 있다.14)

이로부터 우리는 벤야민과 다나베 모두 리케르트의 영향을 받았음을, 나아가 그의 사유가
두 교육개혁의 흐름 –독일의 청소년운동과 다이쇼 생명주의라는 환경에서의 다이쇼 신교육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끼쳤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제 리케르트의 논의를 살펴볼 차례이다. 그의 『문화과학과 자연과학』은 가치에 관한 논의
를 통해 문화과학 개념을 도출한다. 우선 리케르트에게 문화과학과 자연과학을 가르는 기준
은 연구 대상(객체)에 대해 가치나 의의(Bedeutung)를 부여 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15)

12) 鈴木貞美, 『「生命」で読む日本近代: 大正生命主義の誕生と展開』, NHK Books, 1996,
18-19쪽 재인용.
13) 아일런드 제닝스 저, 김정아 역, 『발터 벤야민 평전: 위기의 삶, 위기의 비평』, 글항아리,
2018, 51쪽 재인용.
14) 아일런드 제닝스 저, 김정아 역, 『발터 벤야민 평전: 위기의 삶, 위기의 비평』, 글항아리,
2018, 57쪽 재인용, 강조는 저자.
15) 리케르트는 과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과학적 개념은 정의할 수 없는 개념 요소의 복합일 수도
있고 정의된 과학적 개념의 복합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과학적 복합 개념은 과학이 구성하는 한층
더 복잡한 개념과 비교될 때는 이와 같은 복잡한 개념의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볼 때 인식되는 객체에 대한 개념 구성의 형식적 원리는 개념 요소 그 자체에 미리 나타나는 것이 아
니라 개념 요소들을 그 객체의 개념이 되도록 조합하는 방식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원리
는 객체의 과학적 서술의 원리와 일치해야만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는 서로 다른 방법을 그 형
식적 구조의 관점에서 비교 가능하게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을 과학 안에 끌어들
이는 개념 구성 안에 과학 방법의 중요한 형식적 성격이 들어있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과학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과학의 개념 구성의 원리를 알아야만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용어
는 이해될 수 있게 되고 또한 동시에 정당화된다. 만약 인식한다는 것이 개념화하는 것과 같은 것이
라면 인식의 결과는 개념 속에 있는 것이 된다.” 하인리히 리케르트, 이상엽 역, 『문화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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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 화학, 생리학 등에 종사하는 자연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다루는 것을 자연과학으로 부
르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반면 신학, 법학, 역사학, 문헌학 등을 다루는 학자들은 자
신들이 사용할 공통의 명칭에 혼란을 겪고 있다. 곧, ‘비자연적인 경험적 학문 분과들’을 무
엇으로 부를 것인지가 이 책의 논구대상이다.
우선 “심리적 삶 그 자체는 자연으로서 고찰될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심리적인 것의 현존
만으로는 아직 문화 객체가 아니다.”16) 쾌나 불쾌, 기억이나 의지 등과 같이 심리적인 것은
결국 자연과학의 연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변별되는 것은 물리적이지도 심리적이지
도 않은 정신 개념, 곧 리케르트가 ‘비감성적인 대상(unsinnlicher Gegenstand)’이라고 부
르는 영역을 무엇으로 부를 것인가에 달려있다. 비감성적인 대상은 의의(Bedeutung)나 의미
(Sinn)는 가질 수 있는 반면 신체적이거나 심리적인 논의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리케르트는 의미가 충만한(Sinnvolle) 문화와 의미 중립적인(Sinntreie) 자연을 구분할 수 있
게 되며 이때 불가피하게 문화 개념이 등장한다고 본다. 그는 이를 토대로 정신과학
(Geisteswissenschaft)이라는 용어를 폐기하고 문화과학이라는 용어를 쓸 것을 주장한다. 다
시 말해, 전통적인 자연 대 정신의 구분이 아닌 자연 대 문화의 구분이 적절하다는 것이
다.17)
이상의 문제의식 속에서 문화과학의 핵심 개념인 가치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우선 대
상에 대한 인식은 개념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개념이 개별 사실의 특수성,
우연성, 일회성, 개체성에 노출된다는 사실이다. 당연히 자연과학은 이들을 무시하고 보편성
을 추구한다. 그러나 리케르트가 보기에 이는 의지, 정념, 평가, 관점을 소유한 인간인식의
근본 조건을 왜곡하는 것이다.18) 즉, 인간의 인식과정에는 임의성이 개입하는데 이를 줄이고
자 한다면 보편적인 가치와 연관을 맺어야 한다. 이 때 보편가치는 자연과학에서와 같이 체
계화된 것이 아닌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 다시 말해 보편가치의 존재 자체만을

자연과학』, 책세상, 2004, 73쪽, 강조는 저자.
16) 하인리히 리케르트, 이상엽 역, 『문화과학과 자연과학』, 책세상, 2004, 114쪽, 강조는 저자.
17) 박순영, 「리케르트의 문화과학 방법론(Ⅰ): 사회과학에서의 개체인식이론을 중심으로, 『철
학논집』 1, 한양대학교 철학회, 1989, 270-271쪽. 한 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정신과학이라
는 용어는 딜타이(Wilhelm Dilthey, 1833～1911)의 『정신과학입문』(Einleitung in die
Geisteswissenschaften, 1883)에서 나왔다. 이 책에서 그는 자연과학이 외부로부터 대상을
설명하는 것인 반면 정신과학은 내부로부터 대상을 이해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내적 체험에
의한 접근을 통해 삶의 총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정신과학이라고 말한다.
18) 리케르트가 드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과학은 탐구하고자 하는 이질적 연속체의
모든 특질을 서술할 수 없다. 둘째, “수많은 개념 구성에 의해 인식된 아주 자세한 지식의
경우일지라도 오직 하나의 유일한 객체에만 나타나는 것은 언제나 비본질적인 것으로 간
주되기 때문에, 개성적인 현실 속에서 구성된 자연과학적 개념을 전부 조합해도 결코 유일
한 실재적 대상의 특수성과 개성을 재현할 수 없다.” 하인리히 리케르트, 이상엽 역, 『문
화과학과 자연과학』, 책세상, 2004, 161-162쪽, 강조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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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하는 규범적 수준에서 긍정되는 가치이다. 이와 같이 리케르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점
들, 심리적인 것을 넘어 정신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에 관심을 보였
다.
리케르트의 업적은 다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과학은 대상 자체가 아닌 우리의 관
심사에 따라 나뉠 수 있으며 자연과학과 문화과학으로 구분 가능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에
관한 정당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대상을 개성화하는 역사적 방법과 가치에 대한 체계적 논
의를 통해서 칸트가 자연과학을 위해 이룩한 성과, 즉 자연과학의 인식론적·방법론적 정초를
문화과학에서도 가능하도록 시도한 것이다.”19)
우리는, 어떠한 가치와도 관련이 없고 이해 가능한 어떠한 의미도 지니고 있지 않은 현실, 따
라서 처음에 말한 의미에서 단순한 ‘자연’으로 간주되었던 현실에 대해서는 논리적 의미에서 대
개 자연과학적인 관심만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의 경우에는, 개개
의 현상이 그 개성이 아니라 오직 대체로 보편적인 개념의 사례로 문제시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해 의미와 가치를 지닌 문화현상들이나 문화의 전(前) 단계로서 관계되는 사건
들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즉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특수하고 개성적인 것과 이것의 일회
적인 과정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들을 역사적으로 개성화하면서 알려고 하
는 것이다.20)

문화현상 혹은 장차 문화현상으로 간주될 사건들은 본질적으로 특수하고 일회적인 것이
다. 때문에 우리는 사건을 단 한 번 벌어진 일로 보는 동시에 그것이 과학으로서 자격을 갖
추도록 해야만 단순한 사건이 아닌 문화과학을 일구어낼 수 있다. 물론 이 작업 속에는 가치
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형식화된 과학적 방법의 절차가 동시에 녹아있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자. 리케르트의 문화과학과 자연과학의 구분은 결국 문화주의 혹은
생명주의라는 거대한 흐름이 일어나는 실마리가 되었다. 스즈키 사다미(1996)에 따르면 일본
에서 문화주의를 앞서 선도한 분야는 문학으로서 이른바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성(性)해방을
노래하는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자연의 힘의 일부로서 성욕을 긍정하는 동시에 세속의
물질적, 금전적 이익에 목매는 풍조를 비판했던 것이다. 동경제국대학의 철학자 구와키 겐요
쿠(桑木嚴翼, 1874～1946)는 ‘문화주의’를 제창한 대표적 인물로 이 말속에는 메이지기를 통
해 입신출세에 기울어진 세태를 비판하고 지적 엘리트들의 인격을 풍요롭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리케르트가 속했던 신칸트학파가 제창한 ‘Culturismus’의 번역어가 문
화주의이자 ‘교양주의’였다는 점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21) 일본의 문화주의는 생명주의

19) 이상엽, 「해제」, 『문화과학과 자연과학』, 책세상, 2004, 459쪽.
20) 하인리히 리케르트, 이상엽 역, 『문화과학과 자연과학』, 책세상, 2004, 257쪽, 강조는 저자.
21) 다이쇼 교양주의에 관해서는 다케우치 요(竹內洋, 1999)의 『학력귀족의 영광과 좌절(學歷

32 ‖ 2018 한국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및 교양주의와 그 외연을 공유하면서 여러 교육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다음 절에서는 데
츠카 기시에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 점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Ⅲ. 자유교육론에 나타난 리케르트의 영향
데츠카는 1925년 조선교육사의 초청으로 조선의 경성, 대구, 평양, 원산 등 여러 심상고등
소학교에서 자유교육론 강습회를 연다. 이 절에서는 이에 대한 기록인 『자유교육의 원리와
실제(自由敎育の原理と實際)』와 1921년 ‘8대 교육주장’에서 행한 「자유교육론(自由敎育論)」
등을 중심으로 리케르트와 사상의 흔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그는 자유교육에 익숙하
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수준의 강연을 펼친다.22)
자연물의 세계, 곧 사실의 세계는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자유롭지 않지만 –분필의 낙하운
동이나 태양을 향하는 대나무 등- 거기에 사람들의 평가, 다시 말해 이런 사실이 좋은가 나
쁜가와 같은 평가가 개입할 때에 자유의 문제, 가치의 문제가 대두된다. 예를 들면 이렇다.
일본에서는 보통 이십 전 가량 하는 부채가 있다고 치자. 여기에 재미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
거나 희귀한 문양의 것이라면 이를 파는 사람은 값을 올리려고 들 것이다. 부채의 값어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를 텐데 결국 이런 일상의 사례들로부터 절대적인 가치 혹은 보편타당한
가치란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을 도출할 수 있다.
물론 1더하기 1이 2와 같이 언제나 변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지는 사실이 존재한
다. 그러나 실제 인생은 이와는 다른 영역, “무언가를 자신 이외의 다른 이로부터 판단 받고
명령받는 체험을 갖는다.”23) 즉, 누군가 내 앞에서 나체로 춤을 춘다면 이를 제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 마음속의 목소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가치의 세계는 … 공간적인 존
재,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다. … 우리가 실험 실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로 인해 존재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24) 즉, 우리는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이라는 두 가지 판단을 행한다.

貴族の榮光と挫折)』을 참고할 것. 鈴木貞美, 『「生命」で読む日本近代: 大正生命主義の誕
生と展開』, NHK Books, 1996, 20쪽.
22) 이 강습록의 순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체계는 연구자가 적절히 변형한 것이다. 1.
인생관 (1) 부자유로서의 관점 (2) 자유로서의 관점 가. 입장의 차이 나. 가치 다. 가치존재
의 논증 라. 가치존재의 체험 마. 가치판단규범의식 바. 자유의 실현 사. 자유의 실현연속성
아. 자아 2. 교육관(상) 3. 교육관(하) (1) 자연과 이성 (2) 아동본위의 교육 (3) 개성존중
(4) 목적 즉 법칙 5. 자유교육의 실제 (1) 교재선택의 자유와 학습상의 자유 (2) 동향구성반
성 (3) 자유교육의 조직 (4) 교수세목 (5) 교과과정은 최저한도 (6) 교육의 실제.
23) 手塚岸衛, 『自由敎育講習錄: 自由敎育の原理と實際』, 朝鮮敎育發行所, 1925, 30쪽.
24) 手塚岸衛, 『自由敎育講習錄: 自由敎育の原理と實際』, 朝鮮敎育發行所, 1925,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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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치판단으로부터 진선미의 세계가 나올 수 있다. 우리가 하나의 행위를 할 때에 내가 그
와 같이 행하는 것이 선한가 악한가라는 가치판단을 함으로써 선한 것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
다. 이 가치판단의 표준이 되는 것을 규범이라고 하고 판단에 대한 규범이 일련의 행위의 모범
이 된다. 표준, 규준과 같은 것을 규범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마음의 규준을 규범의식이라고 하
며 규범의식은 선악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의 세계에 진선미가 있으며 이 절대가치의 세
계로부터 가치는 규범의식 바꿔 말해 가치의식이 된다.25)

앞서 일본에서 문화주의를 제창한 대표적인 이들은 구와키 겐요쿠 및 소다 기이치로(左右
田喜一郞) 등으로 신칸트학파의 가치철학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26) 데츠카 기시에의 가
치에 관한 논의에도 리케르트의 영향이 엿보인다. 그는 진선미와 연결된 가치판단이 없고서
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한다. “교육에 규범이나 이상이 없다는 것은 완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27)
데츠카는 1896년 오미야 심상고등소학교를 졸업한 뒤 1898년 도치기현 사범학교에 입학
하였고 1902년부터 3년간 같은 학교 심상고등소학교 교사(훈도)로 재직한 바 있다. 1908년
동경고등사범학교 국어한문선과에 입학 후 1908년에 이 학교를 졸업하였고 이후 후쿠이 사
범학교에 교유(敎諭)로 부임하였다. 이어 1917년 교토여자고등사범학교 교유 겸 교토부 지방
시학(視學)을 거쳐 1919년부터 1929년까지 치바사범부속 소학교에서 자유교육론을 실천한다.
나가노 아키라(1986)의 연구에 따르면 이 학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철저한 자치와 자학을
실천하였고 아이들이 교과와 학습 장소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른바 ‘자유자습’ 시간의
특설은 획일주의와 주입식 교수법을 배제하고 아이들의 내적동기를 중시하는 것이었다.28) 다
음은 1920년 1월 치바사범고등과 남자학급에서 ‘자유학습시간’을 실시하면서 세운 방침들로
4월부터는 전학년으로 확대되었다. 당시 동경니니치신문(東京日日新聞), 오사카마이니치신문
(大阪每日新聞) 등이 이 활동을 크게 보도하여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한 학기 동안 종래의 당교내규를 무시한다.
·게시판을 아동의 발표판으로 삼는다.
·교사중심의 조례를 아동본위의 자치집회로 변경한다.
·매시 시종에 대한 경례의 번거로움을 간략하게 한다.
·교훈을 철거하고 회화 편액에 담는다.

25) 手塚岸衛, 『自由敎育講習錄: 自由敎育の原理と實際』, 朝鮮敎育發行所, 1925, 35쪽.
26) 허수,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개조론의 확산과 한국 지식인」, 『한국근현대사연구』50, 43쪽 재인용.
27) 手塚岸衛, 『自由敎育講習錄: 自由敎育の原理と實際』, 朝鮮敎育發行所, 1925, 40쪽.
28) 田中智輝, 「手塚岸衛の‘自由’槪念: 千葉師範附小における‘自由敎育’の實踐を通じて」, 『大正新敎育の思
想: 生命の躍動』, 東信堂, 2015, 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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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훈을 없애고 새로이 학급정신을 내건다.29)

치바사범학교의 “두 깃발(大旗)은 훈련에는 자치, 교사에게는 자학”30)이었다. 데츠카가 보
기에 진선미와 같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이런 규범의식 –자치와 자학- 의 형성은 일상생활
에서 출발할 때라야 가능하다. 기존에 해오던 것을 과감하게 무시하고 아동중심으로 학교체
제를 바꾸는 첫걸음에는 기존 메이지기의 국가주의적 교육에 대한 고민이 깊게 배어있다. 그
는 일방적 통보를 위한 게시판, 교사중심의 조례, 매시간 울리는 시종과 경례, 교훈의 위압
감, 급훈의 경직성 등을 깨는 것이야말로 학생들이 어떤 것이 선한가 악한가를 판단하는 데
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다. 우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리케르트의 보편가치
는 규제적 역할만을 담당한다. 데츠카의 교육방침은 이런 규제적 역할에 어울리게 우선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무엇을 하라는 명령대신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대하는 환경을 개선함으
로써 자치, 자학이라는 교육적인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31)
데츠카는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환경조성과 더불어 자유의 의미를 규명한다. 그에게 자유
교육은 문화운동의 일환이다. “일체 일본 문명에서는 자유라는 말에 대한 정당한 해석이 없
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학교 선생이 자유의 진의를 오해하게 된다면 실로 이는 두려운 일
입니다. 자유의 진의를 밝히는 것(闡明)이야말로 일종의 문화운동입니다.”32)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눌 수 있다. 소극적 자유란 외부의 구속하는 힘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힘인 반면 적극적 자유는 자신의 법칙에 따라 스스로를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다. 예
를 들어, 새의 본질이 나는 것이라고 할 때에 이를 못하게 막아서는 힘에 저항하는 것, 곧
우리를 빠져 나가려는 것이 소극적 자유라면 이를 빠져 나와 자유자재로 창공을 비행하는
욕구를 갖는 것, ‘지금 발동한 그대로 발동하는 힘’이 적극적 자유이다.

29) 手塚岸衛, 「自由敎育眞義」, 1922, 6쪽. “二つの大旗, 訓練には自治, 敎師には自學.” 中野光, 『大正自
由敎育の硏究』, 黎明書房, 1998, 157쪽 재인용.
30) 手塚岸衛, 「自由敎育眞義」, 1922, 41쪽. “一學期間, 從來の当校內規無視を申しあわせて, 或は敎師中心
の朝礼を,児童本位の自治集会と改め,或は每時授業終始の敬礼の煩瑣を簡略にし,或は校訓を撤去して絵画
の扁額に替へ,或は校訓を除いて,あらたに學級精神を揭げるなどである.” 中野光, 『大正自由敎育の硏
究』, 黎明書房, 1998, 165쪽 재인용.
31) 다나카(2015)는 이를 독일 관념론으로 흡수되지 않는 데츠카의 ‘창조적 연속발전으로서의 자유’라고
평가한다. 그에 따르면 데츠카의 자유는 네 가지 수준으로 나뉜다. 첫째, 극단적 개인주의 내지 이기
주의 수준의 통속적 자유, 둘째 문학가나 독서가에게 영감을 주는 예술적 자유로서 이는 삶의 충동에
매몰되어 있다. 셋째 자연을 선하게 보는 자연적 자유로서 이는 이성의 작동을 경시한다. 넷째, 통합
원리인 이성에 의해 순화된 자연의 이성화로서의 자유가 있다. 이는 진선미의 규범에 입각해 자연을
통합한다는 점에서 문화생활, 곧 이론적 규범에 입각해 개념을 창조하고 미적 규범에 따라 세계를 창
조하며 도덕적 규범에 따라 충동을 다스리는 생활을 의미한다. 手塚岸衛, 『自由敎育眞儀』, 宝文館,
1922, 66-72쪽. 田中智輝, 「手塚岸衛の‘自由’槪念: 千葉師範附小における‘自由敎育’の實踐を通じて」,
『大正新敎育の思想: 生命の躍動』, 東信堂, 2015, 282-283 재인용.
32) 手塚岸衛, 「自由敎育論」, 小原國芳 篇, 『八大敎育主張』, 玉川大學出版部, 1921/1976, 1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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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이런 원리에 입각해 아동의 본질적 자유에 간섭하거나 그것을 구속해서는 안 된
다. 따라서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한 교육방법의 적용은 “무용한 정도가 아니라 유해한 것이
다 … 여태까지 적용한 교육방법이 완전하지 않은 이상 더 나은 방법이 없는가와 같이 [새로
운-연구자 삽입] 교육방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개선을 요구하는 불합리함이 [여전히
-연구자 삽입] 남게 된다.”33) 이와 같이 그의 자유교육론은 궁극적으로 교육방법의 개선이
아닌 교육의 본질에 대한 물음으로 향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상으로서 다이쇼 신교육에 관한 평가는 어떨까? 먼저 모리카와 데루미치
(1997)는 제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메이지기의 명망가 중심 사회에서 다이쇼기의 대중사회
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이 때 국가와 대비되는 사회 개념의 발견을 통해 자기인식의 진
전과 시장원리의 확대가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1929년의 대공황은 일본사회를 압도적으로
규정하는 요인으로서 교육과 학교를 ‘자유로운’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
이다. 이른바 자유교육론의 리더들이 공유하던 자유란 제국주의와 친연성이 있는데, 경제사
정이 좋을 때는 취업이 잘 되어 교육 또한 자유로웠던 반면 공황기 전후에는 반대 현상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나카 사토시(2015)는 다이쇼기 개인의 발달(자기인식의 진전)과 더불어 사회진화론
에 의해 뒷받침되는 공리주의적 교육관에 대항하는 사회적 교육학이 등장했음을 지적한다.
사회적 교육학은 사람들이 처한 역사적 상황에 따라 상이한 교육목적이 주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서, 이 담론의 적자가 바로 주관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신칸트학파의 이상
주의적 교육관이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신칸트학파였던 나토르프(Paul Natorp, 1854～1924)
의 『사회적 교육학』(Sozialpädagogik, 1899)은 의지 도야가 사회적인 것이 아니면 안 된다
고 주장하였다.34) 다나카는 이쯤에서 언급을 멈추었지만 연구자는 이와 같은 생각을 리케르
트에게서도 엿볼 수 있었다.
역사적 소재 선택과 모든 역사적 개념구성을 좌우하는 것이 가치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물을 수 있고 물어야만 한다- 이로써 역사과학에서 자의는 언제든지 배제될 수 있는 것일
까? 물론 전문적인 연구에서 주도되는 가치가 사실상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가치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는 한, 나아가 이론적 가치 연관을 엄격하게 고수하고 있는 한, 이런 전문적인 연
구들의 객관성은 앞의 물음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사실상 이 객관성은 특히 일반화하는 자연과학의 객관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독
특한 종류의 객관성이라는 것이다.35)

33) 手塚岸衛, 「自由敎育論」, 小原國芳 篇, 『八大敎育主張』, 玉川大學出版部, 1921/1976, 120쪽.
34) 田中智輝, 「思想としての大正新敎育へ: 呼應し躍動するアガペー」, 『大正新敎育の思想: 生命の躍動』, 東
信堂, 2015, 524쪽.
35) 하인리히 리케르트, 이상엽 역, 『문화과학과 자연과학』, 책세상, 2004, 211쪽, 강조는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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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리케르트는 역사적 개념구성의 핵심으로 ‘사실상 보편적으로 인
정되고 있는 가치’를 지목하고 있다. 이것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연결된다면 학문으로서의 객
관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데츠카의 가치와 자유에 관한 논의들은 이 점에 충실하
고자 노력함을 볼 수 있다. 리케르트가 “의미와 가치를 가진 문화현상들”을 자연과학의 대상
과 구분하는 이유는 “사실상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가치”가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행위 할 때에 “모든 가치판단으로부터 진선미의 세계가 나올 수 있다.” “가치
판단의 표준이 되는 것을 규범으로 표현” 한다면 “교육에 규범이나 이상이 없다는 것은 완전
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츠카는 이런 인식에 입각해 자유교육론의
구체적 실천방침을 일구어나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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