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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디의 교육철학은 전인적 인간관과 인성계발이라는 측면에서 시대적 
재조명이 필요한 인도철학적 체계와 구조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개체가 
사회와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균형 잡힌 교육철학을 전개하는데, 
진리와 아힘사라는 자신의 주요 철학개념 뿐 아니라 신, 실재, 브라흐만, 
아뜨만, 단일성 등 형이상학적 주제를 통해 신의 실현, 진리의 실현, 자아
실현, 해탈 등으로 교육의 목적과 실현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간디는 개체와 타자, 공동체의 평등한 행복 개념을 통해 진정한 행
복의 의미가 도덕적 봉사에 있음을 천명한다. 그리고 인간의 지고성을 실현
하는 교육의 최종적 목적도 인간의 도덕성, 아뜨만의 영성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간디는 진정한 교육은 인간에 대한 참된 이해와 자각에서 
시작되며, 여기서 형성된 평등한 행복 추구를 인정하는 관계성의 해석을 진
리라고 보았다. 더불어 자신을 제어하면서 자발적인 고통을 부가하는 따빠
스인 아힘사의 이타적 도덕성에 대한 실천과 훈련을 교육의 주요한 덕목으
로 삼았다. 

간디의 교육철학은 개체와 사회의 조화로운 균형을 창조해 가는 작업이
면서 동시에 개체의 사회적 책임감을 이해하는 과정을 지향한다. 더불어 교
육과 행복의 문제에서 개인적 성취는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존재의 평등한 
교육과 진정한 행복의 추구와 완성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50 ∙ 印度哲學 제50집

Ⅰ. 서론

인도의 성자이자 정치지도자인 간디(M. K. Gandhi, 1869~1948)
는 전문적인 교육자는 아니지만 교육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과 대

안을 내놓으면서 근대 인도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간디

는 아슈람(Ashram)을 중심으로 교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지

고 이를 실천적인 삶 속에서 승화시키며 독자적인 교육 사상과 실

천체계를 펼쳤기 때문에 학문적 전문성과 관계없이 참된 교육자

이며 인류의 큰 스승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간디는 인간의 삶에 대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안목으로 당시

의 순응적이고 편협한 교육관을 넘어서는 매우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1) 간디의 가치관과 인도를 자유로운 독립

국가로 만들기 위한 조건을 탐구했던 그의 비전을 고려하면 그가 

교육에 관하여 확고한 관점을 계발했다는 사실은 당연한 것이기

도 하다. 교육은 새로운 세대를 주형하기도 하지만, 한 사회와 그 

사회 구성원 개개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을 반영하는 것이다.2) 
특히 그가 제시한 사회적 발전과 공존할 수 있는 ‘전인적 인간’의 

양성, 그리고 인성과 관련된 교육철학적 조망력은 현대 사회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3)

마하트마 간디의 묘소 비문에는 7대 사회악(Seven Social Sins)
이 새겨져 있는데, 이 중에 ‘인성 없는 교육(Knowledge without 
character)’의 경우 지식위주의 기존 교육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

1) Gandhi(2004) p. 5.
2) 배리 바크(2008) p. 155.
3) Bharathi(1995) p.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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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서, 인간중심의 교육과정, 즉 인성의 기초를 교육해야 

한다는 시대적 열망에 의해 상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4) 간디의 

교육철학은 ‘전인(全人, the whole man)적 인성(character) 교육’
이라는 목표를 지향한다. 전인적 인간은 신체(body), 이성(mind, 
혹은 지성), 영성(spirit)이라는 세 가지 측면이 적절히 조화롭게 

발전한 인간을 말하는 것이며, 인성교육은 인격을 갖춘 인성의 함

양과 계발을 도모하는 교육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기존교육에서 

강조하는 3R(Reading, Writing, Arithmetic)보다 3H(Hand, Head, 
Heart)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체계이다.5) 신체를 대표하는 손, 
이성을 대표하는 머리, 영성을 담은 가슴으로 구분되는 3H를 중요

시하므로, 신체, 이성, 영성 등이 고루 발달하는 교육을 뜻한다. 
전인적 인성교육은 신체, 이성, 영성 세 가지 측면의 총체적 인간

을 지향하면서 인성을 계발하는데 집중하는 교육방법이다. 
이는 기존의 제도교육, 특히 영국 교육제도가 지향하는 이성에 

집중된 문자교육을 비판하는 교육법이기도 하다. 간디는 문자교육

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영성이 겸비되지 않은 기계적 지

성의 한계와 인성함양과 분리된 교육의 무가치성을 정확하게 지

적한다.6) 간디는 이성 뿐 아니라 신체, 영성을 교육하여 조화로운 

인간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전인적 인간관’을 갖는다. 특히 신체적 

4) 인성교육은 국내에서는 1995년 대통령 자문교육개혁위원회에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으로 처음 언급되면서, 주로 도덕성, 사회성, 정서 등을 의미하였고, 
2014년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서 명시한 정의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다.
5) HJ.1937.9.11. 본고에서 사용하는 ‘교육철학’은 인물 간디에 한정된 

의미로서의 교육철학이다. 정확히 말하면 간디의 ‘교육철학적 조망력’이며, 
그가 교육에 보여준 철학적 입장을 ‘교육철학’으로 표현했음을 밝힌다. 간디는 

아뜨만에 대한 지식을 ‘교육’으로 간주했으므로, 그의 교육철학은 인도철학적 

배경을 갖는다.
6) Richards(1995) p.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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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소홀히 하는 당시의 교육체계와 노동의 가치를 경시하는 

시대풍조를 경멸했다. 그는 신체는 방종이 아니라 봉사를 위해 생

겨난 것이며, 행복하기 위해서는 신체를 제어하고 훈련시켜야 영

혼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교육으로만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

다.7) 또한 영성은 인간의 인성, 선함, 도덕적 가치를 담은 총체적

인 개념으로서 그의 교육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로 취급하였

다. 그는 신체와 영성을 경시하는 기존 교육의 폐단을 직시하고, 
특히 영성의 계발을 고등교육에서 강조한다. 간디는 영성의 계발

이 바로 인간이 선을 베푸는 성질을 함양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교

육방법이며, 이것을 소홀히 하는 기계적인 교육제도가 이기적인 

인간을 지속적으로 양산해 내는 현실을 비판했다. 여기서의 영성

은 우빠니샤드에서부터 시작된 아뜨만(Ātman) 개념과 관련된 모

든 생명체에 존재하는 성스러운 영혼을 말한다. 이는 동물에도 있

으나 인간만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구별되기 

때문에 영성으로서의 아뜨만은 인간 개체의 특권(prerogative)으
로 해석되기도 한다.8) 우빠니샤드는 물질적 가치와 현세적 권력

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인간의 진정한 ‘인간성(humanity)’을 추

구하는 철학으로 그 중심개념이 아뜨만이라는 영성이라고 볼 수 

있다.9)

간디는 이러한 우빠니샤드의 인간성, 아뜨만, 영성 중심의 철학

을 계승한 ‘인성’의 발달에 기여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모든 교육

7) Patel(1958) p. 207; 215; Ravi(2015) pp. 103-104. 신체를 활용한 직업을 

장려하고, 특히 손으로 하는 수공예, 카디(khadi)의 제작과 같은 생산적 

노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간디는 기초교육(Basic Education)은 

육체노동의 신성함을 배우는 작업을 어린 시절부터 교육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국내에 알려진 간디의 교육관은 기초교육과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8) Bharathi(1991) p. 102.
9) Sharma(2003)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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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식은 인성계발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며, 인성함양

은 개체의 도덕적 정화를 통한 인격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격형성은 도덕적 가치계발의 함양을 전제로 이루어지며, 
용기, 강한 마음, 정의, 자기제어, 인간본성, 진리, 비폭력, 순결, 
불투도(不偸盜), 봉사, 무외(無畏) 등의 윤리적 가치체계가 포함된

다. 간디는 이러한 인성과 인격형성이 문자해독 교육보다 중요하

다는 점을 강조하고, 인간 삶의 정화를 기반으로 건전한 교육의 

계발에 의해서만 인성이 형성된다고 보았다.10) 그는 인성계발은 

책으로 교습받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움과 선함’의 품성을 자신 

안에서 자라게 하는 인간성의 계발이라 판단하고 이것을 교육해

야 한다고 보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간디의 교육철학을 교육적 목적과 체계, 구체

적인 방법론, 행복과의 관련성 등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살펴보고

자 한다. 물론 간디는 직업의 소명성을 강조하는 자립(swaraj)의 

문제를 당시 인도 교육의 가장 시급한 목적으로 삼고 개인의 사회

적 자립을 바탕으로 한 인성의 계발과 형성을 지향했지만, 본고에

서는 그의 철학적 사상의 요체로 꼽히는 진리와 아힘사를 중심으

로 전인적 인간의 인성계발이라는 보편적인 교육목적에 집중해 

신의 실현, 진리의 실현, 자아의 실현, 더 나아가 이를 해탈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했던 그의 교육철학의 내용을 차례대로 고찰해 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간디의 인성교육의 철학적 구조와 

실천방법론을 순차적으로 검토해 그가 꿈꾸던 행복과 진정한 교

육의 가치를 재평가해 보고자 한다.

10) Ravi(2015) p.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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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간디 교육철학의 배경과 체계

1. 진리의 실현과 신의 실현

간디는 문자교육에서 인성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면서 개체적이면서도 사회적 목표의 교육철학을 전개한다. 그는 

개체의 선 없이 사회적 선을 이룰 수 없다고 단언하고 개체가 선

하면 사회도 선해진다는 확고한 연결성을 강조하며 개체와 사회

가 동시에 발전하는 교육의 목적을 설정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간

디는 교육을 자아실현이라는 개인적 목표와 ‘진리의 실현’ 및 ‘신
의 실현’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동시에 수행하는 작업이라고 규정

한다. 자아실현은 동서양의 모든 교육제도가 보편적인 교육목적으

로 설정하는 것이지만, 간디가 사회적 목표로 설정한 진리의 실현

과 신의 실현은 인도철학의 특징적인 성향을 포괄하는 교육철학

의 사상적 배경이 되므로, 먼저 이 목표를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 

자아실현의 목표를 순차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간디철학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삿띠야그라하(Satyāgraha, 眞

理把持)라고 할 수 있다. 진리를 파악하고 이를 준수한다는 뜻으로 

여기서 가장 주요한 개념이 바로 진리(Satyā)이다. 간디에게 진리 

개념은 브라흐만(Brahman)이라는 형이상학적 개념과 신(Īśa)이라

는 종교적인 개념을 종합한 형이상학적이고 종교적인 것이다. 또
한 이러한 진리는 아힘사(ahiṃsā)만으로 성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필연적이고 도덕적인 속성을 갖는다.11)

11) Singh(2004) pp. 1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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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신은 진리이며 사랑이다. 신은 윤리이며 도덕성이다. 신은 

무외(無畏)이다. 신은 빛과 삶의 근원이며, 그는 모든 것의 위아래에 

존재한다.12)

여기서의 진리는 존재를 의미하는 삿(sat, 有)에서 파생된 말로 

브라흐만과 아뜨만(ātman)이라는 최고 실재 자체를 포용하는 개

념이다.13) 간디는 브라흐만의 실재론적 측면인 진리를 알게 되면 

인간은 현상을 넘어선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베단

따 철학의 해석을 수용한다. 특히 모든 것은 하나인데 다양하게 

드러날 뿐이라는 불이원론(不二元論, Advaita) 베단따철학의 견해

와 철학적 입장을 같이한다.14) 그는 베단따의 무속성의 브라흐만

(nirguṇa-Brahman)이라는 절대 브라흐만을 절대적인 ‘진리’로, 
속성 있는 브라흐만(saguṇa-Brahman)을 대다수의 인간들이 헌신

하는 신(Īśvara, Īśa)의 개념으로서 적극 활용한다.15) 더불어 종교

적 진리로서의 신에 대한 개념은 이샤 우빠니샤드의 첫 구절을 

통해 신은 현상과 분리되지 않는 총체성의 근원이라는 점을 설명

한다. 모든 생명의 단일성에 대한 확고한 태도는 이샤 우빠니샤

드의 첫 구절의 신에 대한 설명에서 나타난다.

이 모든 것, 즉 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움직이고 변하는 모든 것

은 신(Īśa)에 포용되고 있다.16)

간디는 이 문구에 대해 “가장 작은 원자를 포함하여 크건 작건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창조주 혹은 통제자인 주(主)로서 알

12) YI. 1937.4.17.
13) Richards(1995) p. 79.
14) Tähtinen(1979) pp. 32-33.
15) Richards(1995) p. 80.
16) īśā vāsyam idaṃ sarvaṃ yat kiñca jagatyāṃ jag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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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진 신 안에 침투되어 있다”라고 해석한다.17) 간디는 신에게서 

방출된 존재인 인간과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신성을 지니므로 모

든 존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고,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실제적이건 잠재적이건 선한다고 보았다.18) 그는 신과 인간을 구

분하거나 물질과 영혼을 구별하는 이원론자가 아니라 총체성을 

믿는 단일론자로서, 신의 모습을 한 개체에 대한 자각과 나에 대

한 이해가 선행되면 타인과 생명체에 대한 진심어린 선한 존중이 

이어지며 그 세계가 바로 신의 세계라고 하였다. 간디는 힌두 불

이원론적 베단따주의자로서 본질적이고 단일한 진리가 다양하게 

드러나는 현상에 대한 수사(修辭)에서 ‘신’과 ‘진리’에 대한 동치화

를 가장 자주 사용했다. 또한 간디는 ‘신은 진리이다’라는 언술을 

자주 사용했으나 당시 인도의 대표 종교인 힌두교, 이슬람, 기독

교 등에서 말하는 신의 모호성에 반발하면서 인간에 의해 왜곡되

지 않으면서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진리는 신이다’라는 표현으

로 선회하여 ‘진리’ 자체를 추구한다.19)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철학적 개념이 등장한다. 
간디는 아드바이타 베단따의 입장에서 진리와 아뜨만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는 특히 아뜨만과 절대 실재인 브라흐만에 대

한 언급에서 지식의 대상보다는 지자(知者)에 초점을 맞춘다. 즉 

범아일여(梵我一如)의 관점에서 실재의 본질 안에 존재하는 인간

의 자아인 아뜨만이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파악했다. 
그리고 이러한 ‘아뜨만을 아는 것’이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며, 
무지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아뜨만의 실현이 곧 진리의 실현이라

고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간디의 아뜨만 개념은 영적이고 형이상

학적이며 범신론적인 교리형태를 띠게 된다. 

17) 이지수(2003) p. 280.
18) Dewan(1998) p. 161.
19) 早島鏡正(2004) pp. 2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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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진리는 가치론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신의 법은 진리이며, 신의 본질이며 동시에 인간과 세계

의 내적 본질이기 때문에 인위적 도덕법칙보다 우월한 것이 된다. 
이러한 신의 법인 진리는 내면의 도덕적 법으로서 아힘사로 불린

다. 간디에게 진리와 아힘사는 영원한 슬로건이었고, ‘동전의 양

면’처럼 한 가지의 사실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법과도 같은 것이

다.20) 간디 철학에서 절대적 권위를 갖는 아힘사는 도덕성

(morality) 자체로서, 도덕성은 인간의 모든 행동양식에서 근간이 

되고 진리실현의 유일한 방법이 되며, 이는 진리는 도덕성이며 도

덕성이 없는 진리는 없기 때문이다.21) 다시 말해서 진리로서의 아

힘사는 외적인 것, 즉 사회나 종교적 권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서 자신에게 말하는 내적 준수과정을 따르는 정직함

(truthfulness)으로서 덕성(virtues)과 동일한 것이다.22) 이러한 진

리로서의 아힘사의 특징은 진리 자체에 대한 설명이면서 동시에 

진리를 얻는 유일한 방법론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간디는 신을 진리라고 부르듯이 도덕성을 종교라고 불렀으며 진

정한 종교는 진정한 도덕성이라고 했다.23) 아힘사는 인간 내의 신

성의 활동을 위한 ‘에고적 폭력’의 소멸과 인간의 선한 본성의 회

복을 전제로 삼는 ‘진리실현을 위한 강력한 무기’로 까지 규정된

다.24)

아힘사는 영혼(아뜨만)의 속성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겪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상황에서 실천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실제적인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25)

20) 에크낫 이스웨런(2005) p. 62.
21) Bharathi(1991) pp. 56-57.
22) Tähtinen(1979) p. 31.
23) Mishra(2010) p. 22.
24) Klostermaier(1994) p.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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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디는 이러한 윤리적 아힘사의 의미를 통해 인간의 삶에서 

‘지고선(至高善, nihśreyas)’을 실현하기 위한 실험을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교육이야 말로 신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26)

2. 아힘사와 인성교육 

간디는 진리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론이 아힘사이며, 이를 

교육하여 도덕성을 갖춘 인성을 계발하고자 하였다. 그의 교육관

의 가장 큰 주안점은 덕의 가치를 단순화시켜서 기르는 것이 아니

라 아힘사의 가치로 양성하는 것이다.27) 교육은 아힘사를 계발하

고 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아힘사라는 윤리적 개념을 

배움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신과 타인, 공동체, 자연과의 관계성에 

대한 세계관을 정립하게 된다고 보았다.

진리는 나의 종교이며, 아힘사만이 이를 실현케 한다.28)

간디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아힘사는 일종의 금욕적인 

수련법이자 고행력 자체인 ‘따빠스’(tapas)로서 선한 덕(virtue)을 

계발하는 최선의 실천적 ‘교육’방법론이 된다. 간디는 구자라띠어

(Gujarāti language)를 주로 사용했는데, 교육은 인간의 잠재력을 

발전시킨다는 의미의 ‘껠라와니(kelavani)’라고 썼다. 이 말은 플

25) 에크낫 이스웨런(2005) p. 146.
26) Patel(1958) p. 4.
27) Damm(2011) p. 4.
28) HJ.193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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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톤(Platon)이 교육은 영혼의 내적 자질의 계발과 함양이라고 말

한 개념과 거의 일치한다.또한 웨일즈어로 문화를 뜻하는 ‘드웰산

트(diwylliant)’가 유사어로 꼽히는데, 이는 ‘야만성을 줄게 만든다’
는 의미로서 인간의 잠재력 함양에 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선
을 베푸는(beneficent)’ 성질을 말한다.29) 간디는 악함과 죄에 반

대되는 ‘선한 행동(good conduct)’을 구자라띠어로 ‘수다로

(sudharo)’라 했으며 이는 ‘문명(civilization)’으로 번역된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간디에게 교육은 문명, 문화와 유사한 것으로서 

모두 인간의 ‘선’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을 지칭하게 된다. 그는 인

간의 신체와 영혼에서 열정, 분노, 욕망, 갈망, 질투, 미움 등의 악

한 속성에 속박되는 신체의 힘을 야만의 힘(brute force)으로 정의

하고, 자비, 관용, 관심 등의 덕목으로 이루어진 영혼의 힘(soul 
force)을 진리의 힘 혹은 사랑의 힘으로 구분한다.30) 그리고 문화

와 교육의 힘으로 야만의 힘을 억제하고 영혼의 힘을 계발하여 인

간의 진리와 사랑이라는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삶과 교육의 진정

한 목적이라는 점에 가치를 부여한다.
이처럼 간디는 선을 계발하고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철저

히 도덕적 인성의 계발에 의존한다.31) 간디가 자주 인용한 바가

바드 기따(이하 기따로 표기)(3.39)에서는 인간과 세상의 영원한 

숙적인 욕망(kāma)을 결코 만족을 모르는 꺼지지 않는 불과 같다

고 묘사하면서 강력한 악의 힘으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서 악은 

탐욕(rāga)의 원인이 되어 욕망과 분노(krodha)로 나타나며, 기
따(3.37)에서도 위의 세 가지에 혐오(dveṣa)를 더해 이러한 악한 

성향은 인간의 신체와 물질적 욕정, 갈망, 에고 등 죄의 원인이 된

다고 보았다. 간디는 아힘사적 행위를 기따의 ‘이기심 없는 행

29) Richards(1995) p. 82.
30) Iram(2006) p. 336.
31) Sharma(1997)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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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anāsakti-karma)’와 연결시켜 설명한다. 일상적으로 개인적 이

익과 에고(ego)에 의한 집착적 행위를 이기심이 가득한 행위라고 

보는데, 이러한 탐욕과 욕망이 없이 본분의 다르마(svadharma)와 

다른 사람들의 복지(lokasamgraha)를 배제하지 않는 순수한 의도

를 가진 행위를 무욕(無慾, anāsakti)이라 칭한다. 간디는 무집착

과 평정의 상태인 무욕의 상태가 아힘사의 전제조건임을 밝히고, 
탐욕, 분노, 무지가 없는 인간에게는 폭력(hiṃsā)이 발생하지 않

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리고 아힘사라는 덕목은 자기제어, 자기

정화, 이기심 없음, 그리고 사랑과 자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

한다.32)

교육적인 의미에서의 아힘사는 따빠스의 정화력이라는 측면, 즉 

육체적 욕망과 직결되는 신체, 입, 의도 등을 정화하는 과정을 통

해 선하고 바른 행동을 촉구하는 해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서

의 정화는 자기겸손과 자기희생이라는 두 가지 선한 양상이 결합

된 형태로서, 고통을 감내해 내는 능력을 말한다. 따빠스로서의 

아힘사의 효능력은 자신의 ‘선한 덕목’의 가치를 교육하는 방법론

이다. 이는 도덕교육, 가치교육의 방법론으로서, 자기 자신의 덕을 

함양하는 방법과 타인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에게 가해지

는 고통, 즉 자기제어와 고행의 실제적인 방법론으로 제시된다.33) 
간디는 인격형성의 교육의 문제에서 ‘진리’와 ‘정화’를 두 가지 축

으로 제시한다. 신·구·의(身口意)를 정화하는 이유는 본래의 선한 

인간성을 회복하여 의미있는 인간이 되기 위한 것이다.34) 아힘사

는 자신에게 부가된 자발적 고행으로서 도덕성을 향상시키고, 영
성과 인성을 계발하는데 도움을 준다. 간디는 남아프리카 톨스토

이 농장에서도 이 힘과 덕을 기를 것을 독려하면서 다음과 같은 

32) Gier(2004) p. 33.
33) Puri(2014) p. 58.
34) Kuriakose(2013) p.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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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한다.

하타 요가가 신체를 단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듯이, 마음의 

제어를 위해서 아힘사를 생각하여 진리파지를 할 수 있게 한다. … “영
성을 계발하기 위해, 인성을 계발하기 위해 …”라고 말한다.35)

아힘사를 통해 우리는 진리에 도달할 수 있으며, 아힘사의 덕목

은 인간성을 계발하고 내면의 신성한 영성을 통해 진리를 실현하

는 인간으로 만들어준다. 간디는 아힘사가 인성의 본질이라고 생

각하여 아힘사를 인성 자체이며 인성의 표식이라는 정의를 내린

다.

무엇이 인성인가? 세련된 인성의 표식은 무엇인가? 인간의 인성은 

… 아힘사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자는 다른 이를 해치지 않는다. 고통

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른 이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다.36)

 
아힘사라는 도덕적 각성을 통해 인간은 도덕적 가치를 습득하

고, 이기심 없는 행위를 실천하게 된다. 이는 인성교육이 도덕적 

가치를 습득하고 이기심 없는 행위를 지향하는 점과 정확히 일치

한다. 아힘사는 사랑으로서, 아무리 악한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그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인간 내부의 선

한 힘이다. 신의 실현은 인간 내부의 본성에서 자기중심적인 집착

과 폭력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인간 안의 신성을 되살리는 작업으

로 이를 통해 진리와 자아를 실현하게 된다.37) 진리파지를 실천하

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고

통, 폭력, 적대감에도 고통받지 않고 이를 감수한다. 왜냐하면 그

35) Puri(2014) p. 58.
36) Gandhi(1998) p. 13.
37) Klostermaier(1994) p.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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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자신이 하나임을 잊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힘사는 폭력

의 부재, 불살생의 원리를 넘어서는 강렬한 사랑을 의미한다. 그
리고 그러한 아힘사가 우리의 본성이며, 우리의 본성은 단순히 타

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사랑 그 자체’임을 의

미하게 된다.38)

Ⅲ. 자아실현의 철학적 구조

1. 영적 자아실현

간디 교육철학의 절대적인 목표이자 동서양의 인간 교육이 궁

극적으로 지향하는 최종목표는 자아실현이며, 이는 윤리교육의 핵

심요소이기도 하다. 인간은 교육으로 자아실현을 달성하려는 인본

주의적 교육전통을 갖고 있으며, 간디는 이를 영성의 실현으로서 

인성계발과 함양으로 이어지는 ‘신의 실현’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본래 신성한 인간은 자기 안의 신성을 깨달아 이를 실현하게 되는

데, 특히 간디는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39)

앞 장에서 살펴본 진리실현과 신의 실현의 동일성은 자아실현

과 동일하다. 간디는 진리실현과 자아실현은 동일하며, 이를 이루

기 위해서는 자기분석과 자기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기분석은 자기통찰력으로서 ‘아뜨만에 대한 지식’에 해당되며, 

38) 에크낫 이스웨런(2005) p. 62.
39) Ravi(2015) p.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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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정화는 ‘아힘사’를 기반으로 한 자기제어적 행위론의 문제로 

확장된다.40) 이번 장에서는 자기분석의 기반인 아뜨만에 대한 지

식을 먼저 알아보고, 이어서 자기정화의 행위론을 중심으로 간디 

교육철학의 세부적인 방법론의 핵심내용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자아실현의 문제에서의 영성과 신성은 아뜨만을 지시하는 것이

며, 인도철학적 관점에서 자아실현은 ‘아뜨만에 대한 지식(ātma 
vidyā)’의 성취가 된다.41) 그렇기 때문에 간디의 교육철학에서 자

아실현은 자기통찰력과 자기분석을 기반으로 한 ‘아뜨만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다. 또한 교육적인 면에서 그 지식은 인간의 선

한 본성인 인성계발을 전제로 하며 아뜨만의 실현이라는 인간의 

의무와 연결되어 있다. 간디는 젊은 층, 특히 어린 아이들에 대한 

아뜨만 교육은 자아실현과 인성 계발에 있어서 절대적이라고 평

가했다.42)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간디가 말하는 삶의 철학과 교

육의 철학에서의 지고한 목적 모두 자아실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간디는 교육은 인성을 계발하고 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

며, 그런 의미에서 ‘자아,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아뜨만에 대한 

지식’이 없는 교육은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한다.43) 또한 

아힘사를 “아뜨만의 본성”44)이라고 정의하면서, 반드시 성취되어

40) Tähtinen(1979) p. 36.
41) Parel(2006) p. 177. 베단따 철학자 상까라는 이를 인간의 선(human 

good)이며, 범아일여를 희망하는 모든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한다.
42) Ramji(1969) p. 210.
43) Tähtinen(1979) p. 92.
44) Gier(2004) p. 33. 간디의 자아관은 서양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다이아몬(daimon), 자이나교의 지바(jiva), 우빠니샤드의 아뜨만이 흥미롭게 

결합한 것이다. 자이나교가 아닌 베단띤인 간디는 이상적 자아를 타인과 

사회와 연결된 것으로 설명하면서, 아뜨만은 그 자체로만 해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간디의 상대주의는 개체주의와 범신론이 동시에 섞인 것이다. 
자이나 철학자 바르바가와(N.D. Bhargava)의 경우 아힘사를 인간의 내향적 

본성으로 정의하면서 아힘사에 절대적 가치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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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인간적인 당위적 덕성이며 신을 성취하고 진리실현에 도

달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아뜨만의 본성인 아

힘사가 수반되는 윤리적인 행위를 통해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이 

자아실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뜨만과 아힘사의 관계성에 대

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인간의 본성은 힘사가 아니라 아힘사이다. 인간은 신체가 아니라 아

뜨만으로 자아실현을 하는 것이다. 욕망, 분노, 무지, 악, 다른 열정을 

제어하는 것이 윤리이며, 우리의 열정을 정복하면 우리는 초인(超人, 
Superman)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된다. 아힘사의 준수는 약한 

겁쟁이는 결코 할 수 없는 고귀한 품격의 존재인 영웅이 할 수 있는 

일이다.45)

간디는 인간은 신처럼 완전한 내적 평화를 이룰 수 없으므로, 
타인을 위한 도덕적 행위를 통해 자아실현을 이루게 되는데, 이 

자아실현이 바로 해탈(mokṣa)이라고 보았다. 그는 힌두철학의 최

종 목적인 해탈이 수행자의 점유물이나 영적인 이상향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자의 몫이라고 확신했다. 간디에게 아뜨만은 자

신 안에 현현된 브라흐만 혹은 우주적 영혼으로서 그 모든 것의 

총체성(totality) 안에서 설명된다. 간디는 자아(self)와 아뜨만

(ātman)을 구분한다. 자아가 심리적이고 영적인 구성요소를 가진 

개체의 성향, 경향, 기질, 탄생 등의 속성을 가진 개체를 형성하는 

개체성의 총체라고 본다면, 아뜨만은 이러한 자아의 최종목적지이

며 현상적 개체성의 속성을 초월한 절대적인 자아라고 보았다.46) 
즉 아뜨만은 개체 뿐 아니라 타인, 사회와 연결된 절대적인 실재

로서,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닌 각 개인마다 지니고 있는 브라흐만

이라는 절대적 실재와 동일한 것이다. 자아를 넘어선 아뜨만에 대

45) Misra(2007) p. 66.
46) Parekh(1989) p. 92.



 간디의 교육철학과 진정한 행복 ∙ 165

한 구분 없이 아뜨만을 일반적인 자아로 오인할 경우 신분, 경제, 
성향 등으로 구분되는 개체를 확정지어 인간의 다양한 속성으로 

인간을 구분 짓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아뜨만은 이러한 

구분을 넘어서는 ‘인간성’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적으로 자아는 개체의 영혼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간디는 이 단

어와 참자아를 구분하여 사용하며, 그가 지향하는 교육의 실체는 

참자아인 아뜨만임을 분명히 한다. 여기서의 아뜨만은 인도철학에

서의 개아인 아뜨만을 뜻하는 것으로서, 모든 인간의 내면에 위치

한 영적인 자기 존재를 의미한다. 그는 의무, 봉사, 지성의 계발이

라는 도덕적 인격의 양성과 상관없는 서구식 교육을 비판하면서 

참교육적인 인격의 정체성을 아뜨만이라고 표현한다. 즉 아뜨만을 

찾는 교육과 영혼 있는 인격형성이 바로 간디가 말하는 참교육이

라고 할 수 있다.
타티넨(U. Tähtinen)은 간디철학의 특징을 인간의 본질을 ‘가치 

형이상학적 단일체(value-metaphysical unity)’ 개념을 통해 인도

철학의 실재론과 가치론을 융합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 개념에 의

하면 인간은 본래 ‘선(good)한 존재’이며, 이러한 단일체가 모여 

이룬 사회도 근본적으로 선한 본질을 갖고, 모두가 동일하게 선하

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즉 간디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선한 

존재이며, 인간의 선한 본성이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형이상학적 

단일성과 동일성에 근거해 인간은 사회적으로 선하다고 규정한

다.47) 또한 이 개념은 신, 인간, 동물이라는 위계를 넘어선 동일화

의 근거로 작용하면서 인간행위를 규정하는 모럴리티의 근간이 

된다. 따라서 나와 타인, 공동체, 자연 등의 사회적 위계가 진리가 

아니며 모든 생명체가 본질적으로 선한 단일체라는 것을 깨닫고 

이에 맞는 도덕성에 근거해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47) Tähtinen(1979)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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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간디는 인간의 선함에 대한 심리적 통찰을 강조하며, 이 

‘선함’을 계발하는 것이 바로 인성계발이며, 그 인성계발의 교육형

태가 바로 자아실현 교육, 특히 아뜨만에 대한 지식의 함양을 포

함한 것이라는 점을 천명한다. 그는 서구철학이 인간의 본성을 선

과 악으로 나누는 것과 달리 인간에게는 아뜨만이 있으며, 그 아

뜨만이라는 영성은 본질적으로 내면 깊은 곳에 ‘선을 향한 깊은 

경향성(a deep tendency towards good)’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

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보았다.48) 이 말은 생명이 갖고 있는 아뜨

만의 영성이 선한 본질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아뜨만은 내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고, 외부적인 

신체의 형상과 현상에 현혹되어 악한 성질이 되기 쉬운 것이기 때

문에 이를 선한 방향으로 계발하는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

시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된다.

2. 해탈과 봉사

인도 전통교육체계에서 리그베다의 교육은 이기적이고 자기 의

존적 양상을 띠지만, 우빠니샤드에서는 해탈이라는 이상적인 목적

이 교육목표로 명시되면서 체계화된다. 베단따학자 상까라는 이를 

‘자아실현의 교육’이라고 명명한다.49) 간디는 우빠니샤드의 자아

실현이라는 교육목적을 당면한 시대의 철학으로 전환시키기 위하

여, 철학적 탁상공론이 아니라 세속적인 사회참여에 의해 이루어

지는 방식으로 해탈과 교육의 목적을 조화시킨다. 학습자는 자신

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이를 바르게 이해

48) Sharma(2008) p. 68.
49) Rao(2012) p.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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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신이 무엇을 행동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공동을 위한 행

위를 할 때 개체, 타자, 공동체가 해탈하게 되며, 그 과정이 바로 

교육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1920년 구자라뜨 아흐메다바드

에 자신이 설립한 구자라뜨대학(Gujarat Vidyapith)의 교육목표를 

“교육만이 해탈이다(Sa Vidya Ya Vimuktaye)”로 세우면서 이를 

구체화시킨다. 여기서의 교육을 뜻하는 ‘비디야(vidya)’는 정확히 

말하면 ‘아뜨만에 대한 지식(vidyā)’으로서 해탈을 위한 지식이지

만 간디가 사용한 이 용어는 ‘교육’으로 해석된다. 간디는 아뜨만

에 대한 지식, 해탈을 목적으로 한 지식이 바로 교육이라는 점을 

이 대학의 모토를 통해 간략히 규명하고 자신이 지향하는 교육과 

해탈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였다.50) 간디는 해탈을 다르마

(dharma)와 거의 유사하게 생각했으며, 베단따학자로서 브라흐만 

안에서 개체성이 해체되면서 브라흐만과 합일하는 것을 해탈로 

생각했다. 물론 간디가 말하는 개체의 해체과정은 인도종교가 지

향하는 범아일여라는 신비한 단일화가 아니라 인류에 대한 봉사

로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간디는 해

탈을 진리실현의 방법론으로 보았을 뿐이지 그 이상의 종교적이

고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아힘사, 즉 소극적

인 의미에서의 불살생이나 비폭력 혹은 방대한 의미에서의 인류

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universal Love)’이 브라흐만과의 동일화

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며, 해탈이 바로 이 보편적인 사랑에 포

함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랑은 활동적인 것을 함축하

며, 불평등과 불의에 맞서는 싸움을 포함한 자신의 형제에 대한 

헌신적 봉사(service)라고 규정된다.51)

또한 간디는 해탈을 지고의 행복인 아난다로 설명하지 않고, 아

50) Patel(1958) pp. 39-40.
51) Parekh(1989) p. 103.



168 ∙ 印度哲學 제50집

난다와 고통(duḥkha)도 포함된 것이 해탈이라고 설명한다. 해탈

은 고통의 결여나 도피가 아니며, 나와 타인의 고통을 동일시해서 

느끼는 이타적인 고통이 포함된 상태라고 보았다.52) 그러므로 기

쁨은 자발적으로 품은 고통에서 나오는 것이며, 지고의 평온과 집

중된 고뇌가 함께 결합된 형태로서, 실제로 그가 행한 단식은 타

인과 공동체를 위한 기쁨의 상태에서 행한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

도 한다.53)

이처럼 간디철학에서 해탈과 따빠스의 관계는 진리와 아힘사의 

관계를 미러링(Mirroring)한 것이다.54) 힌두인에게 최종목표인 해

탈은 간디철학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진리에 대응되면서, 보편적

인 사랑인 아힘사는 자기고행의 원리에 배속된다. 진리추구에는 

고통의 정화력인 아힘사라는 따빠스가 필요하며, 이는 사회를 위

해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이타적인 모럴리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55) 간디는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최종

목표인 해탈의 문제도 각 개체마다의 아뜨만이 욕망을 제거해 이

타적인 자아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타인, 다른 형제의 고통을 무

시한 채 자신의 해탈만을 열망하는 것은 절대적 모순이며, 그러한 

해탈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한다. 더불어 그는 실제

52) 자기정화력(tapasyā)은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행위이다. 
간디는 산야신이 세상을 포기한 자가 아니라 자신을 포기한 자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타인을 보살피고 자신에 대한 이기심을 버린 채 타인의 고통을 

제거해 주는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간디가 강조한 자립(swaraj) 또한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는데, 그의 철학의주요 개념들은 개인의 

이익과 성취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없다. 모든 개념은 타인을 위한 것이며, 
이 타인은 나 자신과 분리되지 않는 휴머니티를 위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봉사가 바로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Parekh(1989) p. 106.

53) Parekh(1989) p. 106.
54) Hick(1989) p. 124.
55) Hick(1989) p.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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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그러한 해탈을 전혀 원하지 않았다.56)

영 인디아지의 기고에서 간디는 “나는 해탈을 원하지 않는다. 나
는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만일 다시 태어난다면 불가촉천민들과 고통을 함께 하고 그들을 자유

롭게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불가촉천민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썼

다.57)

그는 순수한 영적 지식으로서의 해탈, 사후에 성립되는 해탈과 

같은 종교적인 도그마를 경계한다. 힌두교적인 해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해탈이라는 개념을 통해 타종교를 포용하

고, 당시 인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해탈의 문제를 탐

구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는 하리잔에 기고한 글에

서 “모든 지식은 인류에 대한 봉사이며, 해탈은 현재 삶의 노예상

태(servitude)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의 봉사는 노

예상태와 정확히 대별되는 용어로서, 봉사가 자의적이라면 노예상

태는 타의적 순종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

한 말이다. 그는 인류에 대한 자각에서 발생한 ‘의무’로서의 행동

을 독려하는 기따의 ‘까르마 요가(Karma-yoga)’의 철학을 적극

적으로 수용하여, 다르마(dharma)와 의무(duty)로서 행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것이 봉사이며,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밝힌다.58)

56) Dayal(2006) p. 76.
57) 제프리 애쉬(2004) p. 487.
58) 모럴리티는 인간행위의 당위성을 규정하는데, 간디에게 있어서 도덕적 

행위는 의무와 동일하며, 상호교환적인 의미를 갖는다. 간디는 의무와 덕을 

구분하지 않고 ‘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간디는 자이나교, 불교, 
힌두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오계(五戒)를 윤리적 덕목을 설명할 때 주로 

활용하면서, 진리와 아힘사는 핵심적 덕목으로, 브라흐마차리야, 불투도, 
무소유는 부가적인 덕목으로 소개한다. 나머지 덕목의 경우는 아슈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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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글자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에 대한 지

식을 의미합니다. … 진정한 교육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데 있

습니다.59)

이러한 간디의 의무론은 기따에 나타나는 ‘인류의 복

지’(Lokasaṃgraha)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이는 중생의 복지를 

지향하여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심이 없는 행위를 촉구

하면서 타인과 사회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사회적 ‘봉사’의 행

위를 뜻하는 동시에 힌두철학에서 모랄리티를 의미하는 다르마적 

‘의무’의 행위이다. 이처럼 간디에게 해탈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

으로서 그는 형이상학적 해탈을 실현 불가능한 이상으로 생각하

고, 우리가 성취해야 할 것은 인류에 대한 부단한 봉사라고 보았

다. 그에게 수단은 목적과 다름없이 중요하며, 수단의 실천은 목

적의 실현과 같으므로 아힘사와 같은 윤리적인 덕목의 실천이 해

탈과 같은 것이며 사회봉사와 동일한 것이다.60) 즉, 진정한 자아

실현이라는 교육의 목적은 간디에게 있어서 해탈로 규정되며 그

에게 해탈은 종교적인 성취가 아니라 현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봉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작은 해방과 같은 것이라 설

명한다.

서계에 등장하는 11개 항목(오계에 마음의 평정유지, 무외심, 타종교를 

동등하게 대하기, 불가촉천민 차별 철폐, 생계노동의 가치인정, 스와데시 

등을 더한 것)은 평소에 그가 주장하는 보편적인 윤리덕목과 일치한다. 그의 

철학에서 수단과 목적, 이론과 실제, 종교와 모럴리티, 서계와 윤리적 

행동은 동일한 것이었다. Tähtinen(1979) pp. 46-47; Mishra(2010) p. 23.
59) Haig(2010) p. 3503; Gandhi(1998) p. 2.
60) 早島鏡正(2004) p.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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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간디의 행복 개념과 진정한 교육

1. 물질적 행복과 다드리아 나라얀 

간디는 인간이 소모품으로 전락한 채 맹목적인 발전만을 지향

하는 서구식 행복의 개념, 특히 공리주의(utilitarianism)의 행복관

을 철저히 반대했다. 그는 인류 대다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인간의 모든 의무이며, 행복은 육체적인 행복과 경제적 번영만을 

의미한다는 물질적 행복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복의 문제에서 

도덕법칙이 깨진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여겼다. 그는 영국

식 물질적 진보가 인도인들의 행복에 무엇을, 어떻게 기여했는가?
를 반문하면서, 물질주의와 자유경제론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개인을 착취하는 행동에서 나온 이기적인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

은 진리오류이며, 이러한 일시적이고 거짓된 행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복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단단한 토대를 갈

망했다.61) 간디는 근대사회의 최대 화두였던 ‘최대다수의 최대행

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철학의 허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수

를 위해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약자의 입장에 선다. 그리고 ‘그것

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과감한 선언을 통해 근대성의 진보철학인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의 공리주의를 비판한다. 이는 물질

적 발전이 곧 인류의 진보라는 서구 근대성에 대한 비판으로서 간

디는 주로 벤담의 철학적 인간학을 질책하는데, 특히 감각적 즐거

움과 인간 삶의 물질적 성취에 몰두한 복지 개념과 시민의 물질적

61) Vettickal(1998) p. 42;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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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감각의 충족을 전체적인 인간의 양상으로 파악한 부분에 대해 

경멸했다. 간디는 진리의 측면에서 공리주의는 좋은 정책, 선한 

정책이 아니라고 단언한다.62) 그리고 이를 행복의 관점에서 보면, 
공리주의는 51%의 행복을 위해 49%의 희생을 강요하는, 상당수

의 인간의 불행을 담보로 한 이기적인 목적을 채우는 짐승 같은 

진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진보라는 명목 하에 한 국가가 국민의 

‘인간성’을 배제한 채 무조건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을 

인간이 아닌 짐승적인 존재로 간주하거나 격하하여 맹목적인 진

보의 소모품으로 소비하는 실태라고 힐난했다. 그는 인간성을 담

보로 한 진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간디는 당시 인도인들의 고통이 바로 경제적 빈곤이라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열망하는 행복의 실체가 물질

적 풍요라는 서구적 관점으로 향하고 있음을 경계했다. 그는 물질

적인 재화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으며, 존엄한 자는 

영혼이 가난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빈곤한 자는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자라고 말한다. 착취를 통해 얻은 물질적 부로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며,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다는 이유로 부자의 궁전을 끌어내린다면 그것은 폭력이

고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보았

다.63) 이처럼 간디는 행복의 문제에서 물질적 풍요로움이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는 간소한 삶과 자발적 무소유(aparigraha)를 권장한

다.64) 이는 인간의 본질을 영적인 것으로 보는 인도 전통에서 오

랫동안 지속되어 온 관점이다.65) 간디는 모든 사람의 복지와 안녕

62) Allen(2008) p. 189.
63) Patel(1958) p. 59.
64) Misra(2007)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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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표가 될 경우, 재산과 물질적 소유를 둘러 싼 배타적 경쟁과 

통제를 버리는 자발적인 ‘무소유’를 통해 얻는 행복을 염두에 두

고 소유와 행복의 반비례에 초점을 맞추어 물질적 소유가 적을수

록 행복은 커진다고 주장했다.66) 간디는 세상 모두를 배부르게 할 

충분한 재화도 욕심에 가득 찬 한 사람의 욕망을 채울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인간의 욕망은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르고 그 한계

를 찾을 수 없는 무서운 속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따에서도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끊을 수 없는 악한(asura) 성질이라고 

규정한다. 악한 성질을 배양하는 물질적 욕망에 대한 해결방법으

로 간디가 제안한 것은 보관인정신(Trusteeship)이다. 이는 ‘현실

에서 나는 물질의 소유자가 아니라 잠시 이를 보관하는 보관인이

다’라는 개념인데, 물질적인 것에 대한 애착이 인간문제의 근원이

라는 점에서 그 집착을 끊고 이를 잠시 운용하는 신탁통치적인 형

태로 물건에 대한 욕망을 제거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67)

간디는 일반적인 ‘행복의 문제’에서 행복이 자기 자신의 외부와 

물질적 대상에 있다는 잘못된 방향성의 설정에 기인해 인간이 불

행하다고 판단한다. 그는 이샤 우빠니샤드의 첫 구절에서 언급

했듯이 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인간의 아뜨만 안에 행복은 이미 

충만하다는 가르침을 통해 행복을 이야기한다. 내 안에 가득한 충

만을 알아채는 인간, 극도의 행복을 이미 소유한 인간이라는 철학

적 발상에서 그는 행복의 문제를 진단한다. 전 우주에 가득 찬 신

이 바로 아뜨만이라는 불이원론적 철학은 행복의 문제에도 그대

로 적용된다. 나는 세계이며 신이므로, 동일한 아뜨만을 가진 다

른 존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되므

로, 간디는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동일하다는 논리로 행복

65) 류경희 외(2016) pp. 62-63.
66) Patel(2014) p. 338.
67) Haigh(2010) p. 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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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의한다. 
그는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발상으로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는 점이 행복의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

한다. 또한 이기심, 욕망, 악한 성향을 억제하고 선한 도덕성과 사

회적 책임감을 동반한 의무와 책임의 철학을 요구한다. 간디는 근

대사회 이후 성립된 욕망과 소비의 물질사회에서 행복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만족감’에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만족에 있다. 많이 가진 자가 만족하지 못하

는 것은 욕망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다.68)

간디는 타인과 공동체에 봉사하는 것이 행복의 만족감을 증가

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리드라 나라얀(Daridra-Narayan, 
Daridra-Nārāyaṇa)의 원리를 제안한다. 이 용어는 가난을 의미하

는 다리드라와 비슈누신의 별칭인 나라얀의 합성어로, 가난한 자

에게 음식과 옷을 주는 ‘가난한 자의 신’이면서 동시에 가난의 모

습을 한 신으로서 신을 섬기듯 인류에 대한 봉사를 한다면 이 세

상에서 신을 실현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69) 간디는 자발적인 가난

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가진 자가 베푸는 봉사가 진정한 휴머니

티라고 말한다. 그는 가난한 자에게 모든 재화를 제공해서 가난한 

자의 행복과 웰빙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나와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설득한다.70)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모든 것을 

68) HJ.1942.2.1. 
69) 신은 지상에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가난한 자들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이 관념은 19세기 인도의 성자 비베카난다(S. Vivekananda)가 

사용하여 유명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인도신화, 특히 푸라나 문헌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간디가 채택한 것으로 파악된다. 
Sharma(2014) pp. 145-146.

70) Chitkara(1997)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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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인간”으로서의 다리드라 나라얀은 간디 철학에서의 신, 진
리, 아힘사가 집약된 정교한 휴머니티의 구현체로 평가된다.71)

2. 평등한 행복과 진정한 교육 

간디에게 행복은 자신과 동일한 가치, 즉 나처럼 동일한 아뜨만

을 가진 타인의 행복에 있는 것이며, 그러한 가치는 사회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내가 행복해야 타인과 사회가 행복한 것

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야 나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행복에 우선권을 두는 셈이다. “모든 생명에게 선하게 행동하라”
는 도덕적 불문율은 “너를 대하듯 다른 존재를 대하라”는 아뜨만 

평등사상에 근거한 행위의 황금율과 정확히 일치하는데72), 간디

는 이러한 평등적 개념에 의거한 행위의 준칙을 기따(6.32)를 통

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아르주나여, 어디에서나 ‘아뜨만에 비유함

으로써’ 평등하게 보는 자는 지고의 요가행자로 여겨진다.73) 

위의 인용문에서 ‘아뜨만에 비유함으로써(Ātmaupamyena)’라는 

단어는 간디의 행복 개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용어이다. 간
디는 타인의 기쁨과 고통의 문제에 직면한 인간에게 자신의 아뜨

만에 비유하거나 유추하는 것, 즉 아뜨만의 상동화(analogy) 작업

71) Bharathi(1991) p. 134.
72) Parel(2006) pp. 208-209.
73) ātmaupamyena sarvatra samaṃ paśyati yo ʻrjuna sukhaṃ vā yadi vā 

duḥkhaṃ sa yogī paramo mata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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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촉구할 것을 권고한다. 흔히 인간관계의 황금률로 불리는 이 

개념은 다른 이의 입장에 서서 그의 생각과 감정을 경험해 보라는 

뜻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라”는 비

유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 방법론은 아힘사를 이해하

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다.74) 이러한 역지사지(易地思
之)의 시각을 통해 사람들을 ‘평등하게 보는 능력(samaṃpaśyati)’
을 갖추게 되는데, 간디는 타인의 고통과 기쁨을 상동화하고 유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감을 인간성과 도덕성의 함양에서 매

우 중요하게 취급했다.
간디는 나와 타인의 평등의 개념에서 내가 바라는 것을 타인도 

바란다는 행복의 평등을 강조하면서 내가 행복을 바라는 만큼 타

인의 행복을 바라는 동등한 행복추구의 관점을 도입한다. 다시 말

해서 간디는 아뜨만 상동화 개념을 자신을 기준으로 타인을 비추

어보는 평등사상으로 보고, 내가 행복을 원하는 만큼 타인도 행복

을 원한다는 행복관을 제시한다. 아뜨만의 비전에 의한 평등성 안

에서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이란 없다. 왜냐하면 그

는 이 세계에서 신을 본 자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즐거운 것이 모

두에게 즐거운 것이며,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이 모두에게 고통스

러운 것이라는 진리를 아는 이는 자신 안의 신성을 깨달은 자로서 

절대 타인을 해치지 않는다고 간디는 주장했다.75)

간디는 이러한 진리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계성, 즉 주체와 타자 

사이에 존재하는 평등한 ‘관계성’을 기반으로 모두가 평등한 행복

론을 주장하는데, 이를 사르보다야(Sarvodaya)라고 부른다. 사르

보다야는 사르보와 우다야의 합성어로, ‘모든 인류(sarva)의 안녕

(welfare) 혹은 상승(uplift)’이라는 의미로서 특정계급이나 우월한 

74) Vajpeyi(2012) p. 68.
75) Radhakrishnan(1976) p.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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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복지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형제애에 기반 한 동반자적 발전

을 의미한다. 간디가 인도 뿐 아니라 전 인류의 안녕을 도모하는 

이유는 마하 우빠니샤드(Mahā-Upaniṣad)(6.71)에서 말하는 “세
계는 나의 가족이다(vasudhaiva kutumbakam)”라는 개념에서 기

원한 것이다. 이는 가치 형이상학적 단일체의 개념을 전 세계에 

확대 적용하여 하나의 일가(一家)의 개념으로 확장한 것으로, 간디

는 민족주의, 국가주의에 반대하고 전 세계의 단일성을 기반으로 

휴머니티 자체에 대한 봉사를 강조한다.76) 이러한 논리로 보면, 
나, 타인, 사회 등이 포함되는 전 인류에는 바라문 계급, 불가촉천

민, 남성과 여성이라는 현상적인 구분방법이 통용되지 않는다. 신
분이나 성별과 같은 현상적 구분법은 진리라는 단일적 세계에서

는 통용될 수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선한 것, 선하게 행위 할 것을 

주문하는 차별 없는 내적 휴머니즘의 현대버전을 사르보다야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사르보다야의 철학은 간디 교육철학의 근간

으로도 평가되는데 이는 내적 휴머니즘의 철학적 근간 안에 교육

체제를 설립하려고 노력한 간디의 교육철학이 내재되어 있기 때

문이다.77)

또한 간디는 행복의 철학적 의미를 영국식 제도교육을 비판하

는 데에도 활용하는데, 간디의 교육철학에서의 행복의 관점이 힌
두 스와라지의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문자교육이 행복을 몇 인치 성장시켰는가?78)

지식만을 축적하는 문자교육의 허상을 드러내는 그의 질문은 

인간이 인간을 배제한 채 지식만을 향하는 교육의 문제점을 정확

76) Rai(2000) p. 123; 153.
77) Sharma(1997) p. 114.
78) Gandhi(1938) p.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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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지적한다. 교육은 몸, 마음, 영혼의 가장 좋은 것을 전반적으

로 끌어낸다는 뜻으로, 문자해독은 교육의 목표도 시작도 아니며 

오직 수단일 뿐이다.79) 그는 문자교육에 훌륭하게 적응한 인간이 

타인을 위한 시간에 인색하고 이기적인 성품으로 성장한다면 무

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교육인지를 반문하며 문자교육과 행복의 

문제에 대하여 글을 모르는 농부의 실례를 들어 교육과 행복의 문

제를 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농부의 행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까? 도덕의 원천을 

알고 지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쓸 줄 모릅니다. 그에게 문자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줌으로써 당신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부

의 행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까? 그의 작은 집과 운명

에 대한 불평, 불만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까? 설령 그렇게 하고 싶더

라도, 그런 교육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80)

이 질문은 서구식 교육의 단점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당시

에 식민지 영어교육의 혜택을 충분히 만끽하고 있던 인도 엘리트 

계층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이 발언은 인도가 행복하기 위한 

교육을 부르짖으면서도 자신들의 기득권의 상실을 염려했던 엘리

트 계층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간디는 구

성원 전체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열망했고, 모든 문제의 해결방

법은 개인을 계발하는 ‘교육’의 문제로 다시 환원되었다.81) 또한 

그는 고대 인도의 교육에서 인성 없는 지성교육은 없었다는 점을 

밝히면서 근대화된 서구식 교육의 무조건적인 수용을 철저히 반

79) Gandhi(2006) p. 118.
80) Gandhi(2008) p. 151.
81) 배리 바크(2008) p. 157. 간디는 ‘신교육(Nai Talim)’을 통해 특히 사회적 

최하층인 불가촉천민의 노동분야인 수공예를 중시하며 그 계층의 

아이들에게 유리한 교육제도를 설정한 것은 파격을 넘어 기존교육의 체계를 

전도한 극히 진보적인 개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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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다.82)

교육은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소’(kāmadhuk)가 아닙니다. 
교육은 우리의 감각을 다스려 의지에 복종시키고 우리의 윤리적 기초

를 확립할 때 비로서 그런 교육은 활용할 수 있으며 나름의 위치를 잡

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느낌이 든다면 비

로소 그런 교육은 유용한 가치가 있습니다.83)

이처럼 간디는 막연히 교육을 통해 인격과 인성마저 풍요로워

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타파하고, 인간의 영성을 기반으

로 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인성계발’의 교육을 촉구한다. 그는 

특히 국가가 인성 없는 교육지식을 말해서는 안 되며, 인성 없는 

지식은 절대 교육이 될 수 없다는 말을 강조하면서 진정한 교육은 

휴머니티라고 단언한다.84) 그는 자신의 행복만을 갈망하는 어리

석은 이기심을 억제하고 개개인이 인류봉사를 통해서 최선을 실

현할 수 있다고 보고 모든 사람을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

을 독려하는데, 이 방법이 결국 자신을 개선하는 방법이며 전 세

계가 같이 공존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역설하게 된다. 더불어 개인

적 욕망은 갈등, 분열, 도덕적 파멸로 이끌어가므로 이를 점검하

고 자신을 혁신하여, 사랑이라는 도덕적 가치에 자신의 중심축을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85)

이러한 간디의 행복과 교육의 철학을 현실적인 교육의 문제에 

적용해보면 “바라문에게 1명의 교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불가촉

천민 찬달라에게는 교사가 열 명 필요한 것이다”라는 논리로 확장

해 설명이 가능하다. 이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기득권

82) Patel(1958) p. 36.
83) Gandhi(2008) p. 154.
84) Bharathi(1991) p. 130.
85) Patel(1958) p.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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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보편적 책임감을 수반한 ‘봉사의 덕’으로서, 일종의 사회적 

책임감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정의 사이의 복잡

미묘한 관계를 설명한다.86) 이 개념은 인간의 악한 성향과 선한 

본성에 관한 그의 철학적 통찰을 통해 물질주의를 경계하고 전통

적인 힌두철학의 가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서 제안된 것이다. 즉, 
자신의 마음을 진리와 아힘사에 맞추고 휴머니티에 대한 봉사를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왜냐하면 간디의 표현에 따르면 신은 

휴머니티의 사원 안에 거주하기 때문이며, 인간성이 배제된 진리

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Ⅴ. 결론

간디는 교육의 진정한 문제는 교육이 진실로 무엇인지 사람들

이 그 의미를 전혀 모른다는 사실에 있다고 말한다.87) 우리는 교

육의 가치를 물질적 성공과 통계수치로 평가하고 많은 연봉을 받

는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만 생각한다. 피교육자의 인간다움

과 인성의 추구는 도덕적 이론이나 종교적 가치 정도로 치부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간디가 주장하는 전인적 인간은 조화

(harmony) 혹은 완전함(completeness)을 중요시하는 그의 철학의 

테마 중에 하나이다. 그에게 있어서 교육이란 개체와 사회의 조화

로운 균형을 창조해 가는 작업이며, 개체의 선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을 이해하는 완벽한 조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즉, 인간으로

86) Mukherji(2015) p. 25.
87) 배리 바크(2008) p.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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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책임감을 이해하고, 사회적 의식을 갖는 인

간이 이끄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의 교육철학의 목표였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말하는 인간의 조화로운 발전은 사회적 완전성을 

의미하며, 간디는 사회적 조화의 개념 하에서 ‘전인적 인간’을 만

드는 교육철학을 전개한다.
간디는 개체의 선 뿐 아니라 우리 삶의 책임감을 이해하고 사회

적 의식의 영성을 이끌어갈 사회적 마음을 지닌 인성의 교육을 주

장했다. 이러한 간디 교육철학의 기축은 신의 실현과 진리의 실현

이라는 철학적 개념과 아힘사라는 실천적 수단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인간본성이 사회적으로 선하다는 가치 형이상학적 단일체의 

개념에 의거해 개인과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사상과 실천의 틀을 

모색한다. 간디는 사상적으로 베단따 철학 안에서 인간, 물질, 생
명의 본질적 단일성에 뿌리를 둔 인류의 형제애, 세계의 일가 개

념을 설명하고, 실천적으로는 인간은 신처럼 내적인 평화를 이루

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을 위한 도덕적 행위를 통해 자아실현을 도

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가치 형이상학적 단일체 개념은 

아뜨만에 대한 지식으로 규정되면서 간디의 진리실현이 바로 자

아실현, 정확히 말하자면 아뜨만의 성취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또
한 이 진리 개념을 관계성 안에서의 복지와 안녕으로 해석할 때 

사르보다야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행복에 대해 간디의 철학을 한 단어로 규정하

면 ‘조화로운 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행복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누구도 부

정할 수 없는 진리라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내가 행복을 추구하

듯이 남도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경시하는 태도는 진

리를 무시하거나 무지한 것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

다. 그는 부자가 경제적 논리로 이 조화의 의미를 경시하는 세태

를 비판하면서, 경제적 획득과 물질적 부에 도취되어 가난한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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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간이 아닌 존재로 경시하는 문제가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

점이며,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그렇기 때

문에 간디의 행복철학과 공동체의 행복의 문제에서 기득권 혹은 

가진 자들의 사회적 조화를 위한 능동적 노력이 핵심적인 가치가 

된다. 그는 자발적 가난과 무소유라는 가진 자들의 버림의 미학을 

주장하고 나와 타인의 행복을 위한 도덕적인 봉사행위를 중요하

게 생각하였다. 따라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이웃에 대한 봉사라는 

가진 자들과 기득권층의 책임감을 요구한다. 그가 지향하는 행복

의 가치는 공적 행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평등의 원리로 

인간을 바라보는 가진 자들의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교육

철학도 이러한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간디 인생의 최종목표는 종교적 해탈이 아니라 사회적인 조화

의 행복이었다. 경제적 혹은 사회적 의미에서 현재 상황에서의 최

종적 목표, 즉 인간이 쟁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형태의 행복

이 가장 중요하며, 인간의 기쁨이란 희귀하거나 고상하고 드높은 

이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에게 행복은 베단따 철학에서 말하는 

지복(至福)으로서의 아난다(ānanda)나 쾌락적인 수까(sukha)와 같

은 것이 아니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느끼는 따뜻한 공감과 

같은 것이다. 간디는 인간의 지고성을 실현하는 전인적 인성교육

을 신의 실현, 진리의 실현, 아힘사로 설명하면서 도덕성이 기반

이 된 윤리적 조망력에서부터 해탈을 성취하는 수단이라는 측면

까지 교육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한다. 그에게 교육은 인간의 

도덕성, 아뜨만의 영성과 분리된 것이 아니며, 인간에 대한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을 제어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의무와 책임

의 훈련이고 수련이기 때문이다. 타인을 위해 자신에게 자발적으

로 고통을 주고 고행을 택하는 따빠스로서 아힘사는 가난한 자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한 이타적 봉사 개념이다. 
동시에 이는 도덕적이며 영적이고 사회적인 아뜨만의 속성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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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 아뜨만을 계발하고 훈련하는 의무의 행위를 교육을 통

해 배워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간디의 교육철학과 행복의 문제

에서 개인적 성취는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존재의 평등한 교육과 

진정한 행복의 쟁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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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andhi's Educational Philosophy and True 
Happiness:

In terms of philosophical education methodology

Kim, Chin Young
(Research Professor in Research Institute for Philosophy, Sogang 

University)

Gandhi’s educational philosophy contains the Indian 
philosophical system and structural contents that need to be 
revisited in terms of human - human relationship 
development. He develops a balanced educational philosophy 
for individual, social and harmonious development. His phil-
osophical notions of Truth(Satya) and Ahimsa(love, non-vio-
lence) as well as the God-realization and the truth-realiza-
tion through metaphysical subjects such as God(Īśa), real-
ity(sat), Brahman, Ātman, Self-actualization and liberation.

In addition, Gandhi proclaims that the meaning of true 
happiness lies in moral service through the concept of equal 
happiness of individuals, others, and communities. And that 
the ultimate goal of education that realizes human bounty is 
not separate from human morality and spirituality of Atman.

Gandhi saw the interpretation of relativity as a truth to 
acknowledge the pursuit of equal happiness based on true 
understanding and awareness of human beings. And the 
practice and training of Ahimsa's altruistic morality as ta-
pas, which suppresses and control oneself and gives volun-



 간디의 교육철학과 진정한 행복 ∙ 189

tary suffering, is the main virtue of education. And Ahimsa 
is an altruistic concept of service that can not be realized if 
she does not identify me with the poor.

For him, education is not separate from human mor-
ality, the spirituality of Atman, it is the training and training 
of duties and responsibilities to control oneself and serve 
society based on true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Gandhi's educational philosophy is not only a task of 
creating a harmonious balance between individuals and so-
ciety, but also a process of understanding the social respon-
sibility of individuals. In addition, there can be no individual 
achievement in the matter of education and happiness, and 
it can be evaluated as the pursuit of equality of all beings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and perfection.

Keywords: Gandhi, Character Education, Whole man, Truth,
Ahimsa,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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