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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유아 교육의 주류인 아동 중심 교육의 의미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재조명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아동의 존재자적 의미와 아동중심 교육의 성격
과 특징, 그리고 생태학적 시각에서 본 아동 중심 교육의 의미를 논의한다. 오늘날 혼재
해 있는 아동의 존재자적 의미를 지식, 정체성, 문화의 재생자로서의 아동, 삶의 황금기
에 있는 순수한 존재로서의 아동, 자연으로서의, 혹은 생물학적 단계를 갖는 과학적 존재
로서의 아동, 노동시장 공급 요인으로서의 아동, 지식, 정체성, 문화의 공동구성자로서의
아동 등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이어서 아동중심 교육의 기본 전제로서 준비도 요건, 아동
의 자율성 보장, 아동의 필요 및 욕구 충족, 놀이의 주된 교육활동화, 발견 학습의 가치
인정 등을 제시한다.
생태학에서는 근대의 세계관이 이분법적 사고에 입각한 분리주의, 존재, 사람, 생각, 가
치관, 행위 등에서 중심이 되는 무엇이 있다고 보는 중심주의, ‘나’라고 하는 항상하는 본
질이 있다고 믿는 개아주의, 그리고 지식이 개인적 경험과 사고체계 속에서 독립적으로
구성된다고 여기는 개인적 구성주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세계
관 내지 삶의 자세를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아동 중심 교육도 바로 위의 근대적 세계관
이 그 배경에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아동 중
심 교육은 우리의 언어와 관념 속에서나 가능한 하나의 허상이 아닌가 한다.

* 이 논문은 2006년 경인교육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경인교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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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유아 교육의 역사는 고대와 중세를 제외하면 아동 중심 교육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고 볼 수 있다. 코메니우스의 감각 교육을 시작으로 하여 루소, 페스탈로찌, 프뢰벨,
몬테소리, 피아제로 이어오면서 그 이론의 핵심에는 언제나 아동의 흥미와 욕구를 존
중하는 아동 존중 사상, 또는 아동 중심 사상이 있었다. 특히 루소의 낭만주의 교육사
상은 아동을 자체적 특질이 없는, 성인의 축소판으로만 생각했던 중세의 아동관을 넘
어서서, 아동을 절대의 선한 경지를 가지고 태어나는 순수한 자연 그 자체로 규정했
다. 이러한 아동은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선한 경지를 원만하게 발현하기만 하
면 최고의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이로운 존재였다. 따라서 성인의 입장에서 의
도적으로 가르치고 변화시키고 할 교육 내용이 따로 설정될 필요가 없었다. 그 후 20
세기에 들어와 아동의 인지 세계에 대해 방대한 연구를 수행한 피아제는 아동의 인지
활동과 지식 구성의 주체자는 아동 자신이며, 따라서 모든 교육 활동의 최종 산물은
아동이 그것을 어떻게 내면화했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그것도 각 아동의
개별적 내면화를 강조하면서, 구성주의라는 지식관을 내세웠다. 이러한 피아제의 주장
은 그 후 유아 교육의 이론적 모태가 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유아 교육은 언제나 아동을 존중하고 아동의 흥미와 필
요를 교육의 중심에 두어 왔다. 현재까지도 아동 중심 교육은 전혀 의문의 여지없이
가장 최선의 교육 방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Cannella(1997)는 이러한 현상을 특히
아동의 필요라는 측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아동 중심 교육은 아동의 필요라는 개념을 핵심에 놓고, 자연과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이데올로기적 편견이 없는 교육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어떤 교
육 방법보다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교
육 방법상의‘진리’가 창조된 것이다(유혜령 역, 2002: 243).
물론 교육의 실제적 행위 속에서는 아동 존중 교육 또는 아동 중심 교육이 다양한
형태를 띠었다고 볼 수 있고, 때에 따라 교사의 의견이 아동의 요구보다 강하게 반영
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아교육자들은 아동 중심 교육에 대한 신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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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가능하다면 이러한 사상을 실천에 옮기려고 애써 왔다고 본다.
그러나 과연 아동 중심 교육의 진정한 의미와 그 교육적 의의에 대해 깊이 있게 성
찰해 본 적이 있는가? 아동의 생각과 행동을 설명하는 소위 과학적 이론들은, 예컨대
피아제의 이론은 우리가 정말 합당한 지식이라고 믿고 받아들여도 되는가? 교사의 권
위와 힘을 포기하고 학습자의 생각을 먼저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자기 만족적 심리에
젖어 안일한 자세로 일관해 오지는 않았는가? 과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아동의 필
요가 존중될 수 있는가? 혹시 결코 아동이 될 수 없는 우리가(어른들이) 아동의 실제
생각과는 달리 아동을 존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동심리학이라는
분야는 아동의 심리를 규명하는 학문이 아니라 아동에 대한 심리학자들의 심리를 이
론화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동의’심리란 존재하는가? 독립적이
고 주체적인 아동만의 심리가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앞으로 유아 교육
을 어떤 형태로 이끌어 나가든 심도 있고 냉철하게 탐구되고 쟁점화되어야 한다고 본
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창으로서 생태학적(ecological)
관점을 택하고, 이 관점에서 아동 중심 교육의 의미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생태학은
최근 여러 학문 분야에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좁게 보면 하나의 학문 영역이지만,
넓게 보면 인간과 자연과 우주의 실상을 다루는 하나의 존재관이라고 볼 수 있다. 아
동 중심 교육의 본질을 살펴보기에 생태학적 관점은 나름대로 크게 기여한다고 본다.
아동 중심 교육의 핵심이 되는 아동 또는 교사가 누구이며, 이들은 서로 어떻게 연결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성찰해 볼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
이다. 이를 위해 먼저 아동의 존재자적 의미 및 아동 중심 교육의 성격과 특징을 개
관한다. 이어서 생태학의 의미를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아동
(기)’또는 아동 중심 교육의 의미를 생태학적으로 논의한다.

II. 아동의 존재자적 의미

아동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서구의 경우 중세까지만 해도 ‘아동’이라는 인
식이 없었던 것 같다. 물론 현대적 의미의 아동, 즉 특수성을 가진 존재로서 말이다.
아동기에 대한 고전적 연구서인 「아동기의 세기」(Aries, 1962)에 의하면 아동은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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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르지 않은, 다만 양적인 크기에서만 차이가 나는 존재로 간주되었다고 한다. 따
라서 어른과 똑같이 생업에 종사해야 했으며, 어린 나이에 도제 학습을 위해 집을 떠
나야 했다. 그보다 더 오래 전인 고대 사회에서는 아동이 종족 보존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가치에 준해 인정받고 대우받았다고도 한다. 그러나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자각이 일면서 비로소 아동이 성인과 다른 특질을 가
지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씩 일기 시작했던 것 같다. 기독교의 자애 정신, 로크의 백지
설, 루소의 성선설의 공헌이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19세기 다윈의 진화론 등장은 창조설의 개념을 반박하면서 변화의 개념을 본
격적으로 도입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변해왔으며, 하나의
개체도 역시 동일한 과정을 거쳐 변해간다는 다윈의 주장은 아동에 대한 관점뿐만 아
니라 그 변화의 과정을 제대로 연구해보자는 아동 연구의 시발점을 이루기도 했다.
이어서 아동에 대한 연구 방법의 과학화를 거치면서 아동이라는 존재에 대한 연구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시도되었으며, 아동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등
장하게 되었다. 즉, ‘아동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정식으로 사회 과학 분야의 일원으
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주류를 이룬 이론으로 아동의 인지 발
달을 설명하는 피아제의 인지 이론, 도덕성 발달을 설명하는 콜버그 이론, 외현적 행
동 변화를 다루는 행동주의 이론, 성본능과 결부시켜 아동의 심리 세계를 밝힌 프로
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등이 있으며, 그 밖에도 다양한 이론 및 연구결과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각자 아동이라는 존재를 특정한 관점에서 명명하거나 개념화하였다.
피아제의 이론은 아동을 주로 지적 유능성 면에서 부각시켰으며, 프로이트는 성본능
을 추구하는 성적, 육감적 존재로 그렸고, 행동주의에서는 자극과 반응의 기제에 의해
행동이 통제될 수 있는 기계적인 존재로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불교, 유교, 천도교의 정신이 아동에 다한 우리의 생각을
다양하게 이끌어 왔다. 불교의 경우 만물에 불성이 깃들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동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릴지라도 이미 불성을 갖춘 완성된 존재로 생각되었다. 유교의 경
우는 아동의 어린 특성을 어른과 달리 부각시켜, 이 어림을 엄격한 훈육과 다스림으
로 극복해야 할 미성숙의 상태로 보았다. 우리나라 전통 종교인 천도교에서는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보는 인내천 사상과 만민 평등 사상에 바탕을 두고, 아동도 인격을 가
진 존재로 보았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관점들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오면서 복합적인 형태로
혼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Dahlberg, Pence, 그리고 Moss(2002)는 오늘날 혼재해 있
는 다양한 아동관들을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지식, 정체성, 문화의 재생산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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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아동이 있다. 이 아동상에서는 아동이 백지와 같은 빈 상태로 삶을 시작한다고
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시작할 때 배울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학교에 들어가
면 기존의 지식, 기술, 가치들로 채워지고, 주어지는 요구에 순응하도록 길들여진다.
따라서 아동기는 나중의 성공을 위한 준비기일 뿐이며 성인기라는 완전한 수준에 이
르기 위한 하나의 중간 과정이다. 아동은 끊임없이 일정한 방향을 향해 변화를 추구
해야 하는, 따라서 언제나 미완성의 단계에 있고 부족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어떤 면
에서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단계로서, 노력 여하에 따라 생산성 확대와
높은 경쟁력 확보를 보장하는 시기로 여겨지기도 한다.
둘째, 아동은 삶의 황금기에 있는 순수한 존재이다. 세상에 갓 태어난 아동은 순수
함과 선함 그 자체이며, 인간 삶에서 최고의 황금 상태에 있다는 관점이다. 아동에게
맡겨두면 어른의 도움 없이도 내재된 본성과 역량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 나갈 수 있
다고 본다. 다만 외부의 폭력적이고 부패한 문화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일
은 어른의 몫이다. 루소의 낭만주의 사상에 근거한 아동상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 중
심 교육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상일 수 있다. 아동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힘과 성향
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동의 자유 놀이와 창의적 표현 활동
이 유아 교육의 교육 내용으로 비중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낳고 있다.
셋째, 자연으로서, 혹은 생물학적 단계를 갖는 과학적 존재로서 아동을 자리매김하
는 입장이다. 아동 발달 심리학자들의 다양한 입장들이 이 관점에 해당된다. 아동은
성장하면서 보편적․자연적 단계를 거치며, 이 과정은 태생학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는 자연적 현상인 본질적, 추상적 발달 단계에 따라 아동의 ‘정상
성’여부를 평가한다. 따라서 개별 아동이 처해 있는 맥락, 상황, 문화, 가치 등은 고
려되지 않는, 진공 속의 아동을 설정한다. 또한 전체(whole)로서의 아동보다 부분들의
총화로서의 아동으로 접근한다.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등의 영역으로 세분화
하고, 각 영역에 해당되는 아동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한다.
넷째, 노동시장 공급요인으로서의 아동이 존재한다. 여성의 사회 참여는 자녀 출산
문제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무조건적인 모성을 요구하거나 자녀양육의 책임을 모두
가정에 돌리는 일은 많은 저항을 받고 있다. 전통적인 성역할의 엄격한 구분도 그 힘
을 잃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아동에 대한 인식과 양육과 관련하여 또 하나
의 아동상을 낳고 있다. 아동은 사회의 경제적 생산성과 안정을 담보하는 일차적 고
려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와 사회단체, 그리고 기업체에서 생산성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아동 보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하는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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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지식, 정체성, 문화의 공동구성자로서의 아동도 자리잡기 시작하고 있다. 아
동은 폐쇄적이고 자아중심적이지 않으며, 영향력있고 유능하다. 아동은 그들 나름대로
의 관심사와 개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완벽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독립된
위치를 갖는다. 따라서 그들 나름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사회적 자원 제공과 생산
에 공헌한다. 아동은 가족 내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넓은 세계에서도
당당한 몫을 발휘한다. 아동의 유능성과 능동성이 강하게 부각된다.
위와 같은 아동의 다양한 모습들은 아동의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무색하게 한다. 결
국 아동이라고 우리가 특징짓고 있는 대상의 본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가? ‘아
동 중심’이라고 할 때 그 아동은 어떤 아동인가?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은 결
국 그 정체성이 없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아동 또는 아동기는 결
국 시대적 요구와 사고 체계에 따라 변하는 또는 즉시적으로 주어지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어느 일정한 부분이 크게 부각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하는, 즉 임의적으로 구
성되는 것이다. 일정하게 고정된 본질적 아동 또는 나아가 아동기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동상의 다양화는 엄격한 의미에서 언제나 열려있는 움직임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도 고정된 아동은 없는 것이다. 또한 모든 관념이 그러하듯 아동도 우
리 어른들의 생각과 소망의 산물이다. 이렇게 본다면 실제로 존재하는 아동은 있을
수 없고, 그 시대와 구체적 상황 속에 살아있는 그냥 그러한 한 존재자일 것이다. 한
존재자를 아동이라는 이름과 개념 틀에 맞추어 정의하고, 특성화하고, 단정 짓고 존재
화하는 것이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아동이라는 이름도 무의미해질 것이다. “아동
기의 실종”(Postman, 1982)을 오래전에 진단한 학자도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아동은
어른과 구분되는 존재라는 의미라고 볼 때, 어른과 분리된, 독립된 개별자로서의 아동
은 존재하는가? 어른의 영향이나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독자적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가?

III. 아동 중심 교육의 이해

앞에서 언급한대로 유아교육은 아동 중심 교육 사상이 교육의 근간이 되어 왔다.
아동의 관심과 요구가 일차적 고려 대상이며, 교사는 교육 활동 전반의 모티브를 아
동 속에서 끌어내며, 비록 자신이 세운 활동 계획이 있더라도 아동의 요구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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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철회하고 아동의 관심에 일차적으로 부응해 주어야 한다고 많은 유아 교사들은 생
각한다. 아동이 자신의 활동을 주도하면서 교재와 교구를 선택하고 자유스럽게 표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적절하게 규제하면서 진보해 나간다고 믿는다. 이러
한 신념은 유아 교육을 놀이중심 교육으로 특징짓도록 유도한다. 놀이는 유아가 가장
자연스럽게 주도하는 활동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 이면에는 앞에서 논의
한 다양한 아동상, 즉 순수한 존재로서의 아동, 보편적·과학적 존재로서의 아동 등이
있었다.
이러한 아동 중심 교육의 기본 전제를 Burman(1994)의 주장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준비도의 개념을 들 수 있다. 준비도란 “학습에 대한 아동
내부로부터의 채비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된다.”(Graue, 1993, 유혜령 역,
2002, p. 235, 재인용). 이 채비 상태는 아동 내부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갖추느냐 갖추
지 못하느냐의 결과는 아동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 실제로 준비도는 어떤 준거에 비
추어 따지는 개념이라고 본다면 그 준거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가치와
문화가 변하면 이에 상응하여 변할 수밖에 없다. 둘째, 아동의 자율성 보장을 들 수
있다. 교사는 자신에게 부여된 권위적 판단과 계획을 옆으로 미뤄두고 아동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한다는 점이다.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인
이 자유롭게 자신의 교육 활동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교육은 이러한 결정
을 최대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아동의 필요 또는 욕구를 충족
시키는 것이 교육이라고 믿는 입장이다. 아동은 나름대로의 필요를 가지고 있으며 이
를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이 ‘필요’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아동의 흥미와 관심이라는 측면에서 아동의 필요를 상정할 수도 있고,
또 아동이 보다 완벽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갖추거나 습득해야 하는 내용들이 이
필요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아동 스스로가 제시한다고 보는 입
장이기 때문에 일단 외현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질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필요의 내용을 어떤 준거에서 누가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심각한 교육
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넷째, 놀이가 주 교육 활동으로 도입된다. 아동 중심 교육
에서 놀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이 하는 활동 중에
서 놀이는 가장 아동의 천성에 부합되며 실제로 아동들이 놀 때 가장 행복해 하고 즐
거워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자주 관찰한다. 따라서 아동 중심 교육에서는 놀이를
교육 활동으로 도입하여 의도적 교육 목표 달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아동의 놀이와
일에 관한 한 연구에 의하면 아동은 놀이를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하는 활동이라
고 보면서 누군가에 의해 간섭받고 규제받는 활동은 놀이가 아니라 일(work)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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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King, 1992). 이러한 아동들의 관점에서 보면 교육 기관에서 교사에 의해 주어
지는 활동은 아무리 아동들이 즐겁게 열심히 참여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이 활동을
놀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섯째, 발견 학습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이
다. 이 때 발견의 개념은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느 문화에서나 보편적으로 가치
있는 지식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다만 이 지식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전달하지 않고 아동에게 스스로 발견할 기회를 허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최종
의 목표는 동일하지만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상의 차별화를 시도하는 셈이다.

IV. 아동 중심 교육의 생태학적 논의

1. 생태학의 이해
원래 생태학(ecology)은 1870년 E. Haeckel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영어로
ecology라는 말은 희랍어의 oikos(집)와 logos(학문)의 합성어로서, 생물과 환경 간의
상호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이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생물의 생활
상태 및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생물학의 한 부분”(한국어사
전편찬회편, 1976: 892)으로 정의되어 있다. 최근 인류가 처해 있는 다면적·다층적 위
기와 관련하여 관심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분야이다. 우선 지구 환경적 측면에서
지금 까지 개발 논리에 힘입어 무제한적으로 파괴되어 온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당면
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부터 이러한 파괴를 자행한 인류의 모든 생각들, 행위들에
대한 성찰과 각성을 요청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그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실로 'eco'라는 접두어는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모든 영역과 문화에 연결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생태학은 데리다의 해체 철학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근대 사회의
절대적 세계관이었던 기독교의 논리, 즉 인간의 자연 지배와 소유 그리고 만물의 영
장으로서의 인간의 특권 등은 해체의 주된 대상으로 지적되었다. 생태학에서 주요 각
성의 주제들로 제시하고 있는 기존의 지배적 관점들을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분법적 사고, 즉 분리주의를 들 수 있다. 모든 개체를 서로 독립적으로 존
재하는 개별자로 보는 생각이다. 근대 정신에서는 인간 개별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각 개체는 다른 사람과 별개의 존재이며, 독립된 사고를 하고, 자신만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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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독특한 영역을 사적 공간으로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나와 너를 구분 짓
고 인간과 자연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는 나를 위해 너는 수단화될
수 있고, 인간을 위해 자연은 파괴되고 훼손되어도 좋다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
진다. 무한 경쟁이나 경제적 효율성과 같은 캐치프레이즈가 우리의 일상생활과 심리
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교육 분야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아동들뿐
만 아니라 교사들 간의 점수 경쟁은 성과라는 명분아래 서로를 이겨야하는 대적의 관
계로 유도하고 있다.
생태학에서는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근본적으로 문제시한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개체도 결코 독립적으로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서로 연결되어 상호 영향을 주
고받는 한 몸이라는 것이다(Capra, 1991). 나는 너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인간은 자
연의 도움 없이 결코 존재할 수 없다. 나의 마음과 너의 마음이 별개가 아니며, 인간
과 자연은 서로 삶의 지지대로 기능한다. 너의 즐거움과 괴로움은 그대로 나에게 전
달되며, 자연의 파괴와 훼손은 바로 인간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 이 우주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다. 따라서 어느 한 부분에 장애가 생기면 다른 부분들에게도 파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너를 제외한 나만의 성공과 행복이란 불가능하다. 안옥선(2006)은 이러한
우주적 상호연관성을 전일주의적 존재론으로 개념화하면서 “내가 나를 돌보는 것이
자연적 성향이듯이, 내가 된 타자를 돌보는 것도 자연적 성향”(p. 72)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 자아는 소아적 자아가 아니라 대아적 자아일 수밖에 없
다. 개별 사물의 피부와 껍질 속의 내면으로 좁혀드는 소아적 자아에서 자연과 우주
전체로 확장하는 자아이다. 지구 반대편의 나무가 바로 나의 몸이며, 나의 몸이 바로
우주 전체이다. 박성희(2007)도 유식론적 입장에서 본 자아를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유식론에 입각하면 ‘나’와 세계의 관계도 분명해진다. ‘나’는 신체로 둘
러쌓이고, ‘자기 의식’으로 제한되는 소우주가 아니다. 나는 신체와 자기 의
식은 물론 우주를 포함한 모든 환경 세계를 내부에 갖추고 있는 대우주다. 마
음 안에서 나는 조물주이며 우주적 존재인 것이다(pp.42-43).
둘째, 중심주의적 사고가 있다. 존재, 사람, 생각, 가치관, 행위 등에서 중심이 되는
무엇이 있다는 생각이다. 신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 종족 중심주의, 남성 중심주의,
과학 중심주의, 이성 중심주의, 아동 중심주의, 부부 중심주의, 자녀 중심주의 등등 수
많은 중심주의 사상이 우리의 생각과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 이 중심주의는 위계적
서열을 낳고 있고, 소외와 분리와 불평등의 논리를 합리화하고 있다. 중심에 위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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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종족, 지식, 가치 등은 주변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대상들을 명명하고 있다. 김
형효(2004)는 이러한 사고의 뿌리에 유일 신학이 있음을 지적한다.
유일 신학은 주종의 우주관을 잉태할 뿐 아니라, 또한 중심/주변의 차등을 불
러일으킨다. 신이 우주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인간이 그 다음이며, 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미천하고 하찮은 존재자들이 자리를 차지하는 그림이 그려진다. 미
천하고 하찮은 존재자들은 기꺼이 상위의 존재자들을 위한 도구로 쓰여 져야
한다는 도구설이 나옴직하다. 이런 철학은 언제나 중심주의를 불러온다(p.581).
이러한 중심주의는 위에서 지적한 분리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분리는 차
이를 낳고, 이 차이는 인간의 이기적 욕망과 결탁하여 차별을 낳고 있는 셈이다.
셋째, ‘나’라는 ·본질이 있다는 관점이다. 나는 현재의 나를 만드는 본질적 속성
을 가지고 있으며, 이 본질은 나와 남을 구분 짓는 바탕이 된다고 본다. 이러한 믿음
은 당연한 귀결로 나와 너를 분리하고, 어느 누군가를 중심에 위치시킨다. 이러한 믿
음은 인간 존재뿐 아니라 보편적․객관적 지식주의로도 연결된다. 누구에게나 옳을 수
있는 지식이 존재한다는 믿음이다. 지식의 주관성과 상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
나 생태적 관점에서 보면 존재의 항구적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개체는 변화
의 과정 속에 있으며,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다(Macy, 1990). 즉, 연속적 자아일
뿐이다. 나와 남의 분별과 대립이 소멸되며, 같이 연결되어 흘러가는 동체이다. 관계
적 자아가 존재할 뿐이다.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사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시간적 개념도 과거, 현재, 미래가 분리될 수
없다. 과거가 현재 속에 있으며, 현재 속에 이미 미래가 잉태되어 있다. 바로 지금 이
시점에 현재와 미래가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매순간 현재만을 사는 셈이
다. 미래의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기루를 찾아 헤매는 것
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개인적 구성주의라는 지식관이 지배한다. 지식이 개인적 경험과 사고 체계 속
에서 구성된다는 입장이 있다.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문화와 맥락의 영향 없
이 지식은 그 개인 나름으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즉, 지식은 개인의 산물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적 구성물로서의 지식은 지식이 일종의 개인적 소유물처럼 다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주기 때문에 그 정치·사회적 부산물이 만만치 않다. 여러
지식들 간의 우열과 위계 문제가 제기되며, 결국 특정 지식이 상위의 지위를 부여받
고, 다른 지식은 그 가치가 떨어져 폐기된다. 교사의 지식보다 아동의 지식이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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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교육적 의미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우리의 삶 자체가 서로 얽혀 있는 공동망이라
고 본다면 지식의 형성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지식도 어떤 정형체로
머물러있지 않고 끊임없이 형성되고 재형성되는 흐름이고 과정이라고 볼 때 누구의
지식이라든가 어떤 지식이라든가 하는 단정은 오류를 범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식관은 개체와 개체 간의 소통과 교류는 그 의미가 퇴색되고 각 개인의 독
백과 독단만 범람하는 문화를 생산할 수 있다. 지식은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관계
성 속에서 탄생하며, 따라서 지식은 우리 모두의 공동 구성물이다. Riley-Taylor(2002)
도 관계적 앎의 필연성을 주장한다.
따라서 위의 생태학적 관점을 요약하면 분리주의가 아니라 연관주의이며, 위계를
전제로 한 중심주의적 사고가 아니라 평등을 전제로 한 탈중심주의를 지향하며, 사람
과 사물에 대한 실체적 본질주의를 거부하고 반실체적 무아주의를 내세우며, 지식이
개인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공동구성물이라고 본다.

2. 아동 중심 교육의 생태학적 해석
위의 생태학적 관점은 아동 중심 교육의 의의와 한계를 재조명하는데 의미 있는 길
잡이가 될 수 있다. 아동 중심 교육의 철학적 바탕이 분리주의, 중심주의, 자아주의,
개인적 지식 구성주의 등에 입각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먼저 분리주의의 관점에서 보
면, 앞에서도 논의했듯이 생태학적 입장에서는 분리주의 자체를 반대한다. 기본적으로
일원론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계는 상호 연결된 그물망처럼
하나의 전체로 이루어져 있다. 육안으로 볼 때 분리된 개체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
실제적 구성과 작용은 따로 따로 분리할 수 없다. 유명한 ‘나비 효과’에서 구태여
그 근거를 찾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변에서 우주내의 모든 개체들이 상호 연결된 한
몸임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친구가 한 말이나 주위에서 발생한 사건은 여지없이 나
에게 영향을 주고, 또 이러한 영향을 받은 나의 변화는 역시 이들에게 되돌아간다. 이
러한 과정은 시작과 끝이 없는 순환의 과정이다. 하나의 원이 그 자체로 완벽하듯이
우주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근대 정신에서는 각 개체가 단독으로 분리되어 존재한다고 보았다(Munro,
1996). 나와 너는 독립된 별개이며, 따라서 너의 불행이나 고통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는 생각이 가능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서로에게 방관자로 남을 수 있도록 했으
며, 인간 관계에서 소외 문화를 가져왔다. 학교에서 교사와 아동의 관계도 마찬가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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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는 교사와 아동의 세계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은 채 존재할 수 있고, 각
자가 자기의 세계를 순수하게 지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태도로 인하여 교사로
부터 분리된 아동들의 존재를 존중하고 또 이들의 독자적 욕구와 필요를 인정하여 이
러한 그들만의 세계를 펼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입장에서 아동 중심 교육을 시도해
왔다. 교사가 아닌 ‘아동’의 세계를 중심으로 교육한다는 뜻이다. 이 입장은 자칫하
면 교사와 아동이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독자적 세계를 가지고 있는, 따라서 방관자
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불러올 수 있다. 물론 교사는 아동의 생각과 관점을
이해하고 이 이해에 바탕을 두고 아동들을 도와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아동을 자신과 분리된 다른 세계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은 이해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며, 실제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이 점을 인식한
다고 본다. Riley-Taylor(2002)는 아동 중심 사상이 결국 이 분리주의 또는 개별주의에
서 나왔음을 주장하면서, “하나 속에 많은 것이, 많은 것 속에 하나가 들어 있고, 그
각각은 광역의 질서 통합의 근본이 된다.”(p. 19)고 말한다.
중심주의라는 입장도 아동 중심 교육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근대 서구의 인간 중심
주의가 그 근원이다. 근대 정신의 핵심에는 인간이 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믿음이 있
다. 기독교에서 부여한 인간의 특권은 인간 밖의 대상을 수단화하여 인간의 편리와
욕망 충족을 위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합리화해 주었다.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는 아
동 중심 교육의 정당성 확보에도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되
는 것처럼 아동이 교육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아동이 교육의 주체이고 아동의 요
구와 필요는 다른 어느 기준보다 우선시되고 가치화되어야 한다는 교육 신조에서 비
롯된다. 교사는 단지 조력자일 뿐이고 보조자일 뿐이다. 최근 학습자 중심 교육에 대
한 강한 요구는 그동안 지나친 교사 중심 교육이 성행한데 대한 반발로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더구나
유아교육의 경우 역사적으로 아동 중심 교육이 교육 철학의 주류가 되어왔다는 측면
에서 볼 때 획기적인 재조명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수업은 아동과 교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배우고 느끼고 아이디어를 창조하는 과정
이다. 이 과정에서 어느 쪽도 주도권이나 우선권을 가질 수 없으며 중심이 될 수 없
다. 각자가 다 주체자이며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다. 실제로 모
든 인간 관계에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교사가 아동
의 생각을 듣고 이해할 때 결국 그 이해는 자기의 관점과 사고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아동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상호간에 공유하는 세계 속에서 배움, 반
성, 성찰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사도 엄연히 교육의 주체자이면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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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구성자이다. 노상우(2003)는 생태적 교육방법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당연히 교사는 안내자 혹은 보조자가 아니고 수업의 주체자이다. 이 지도 방
법은 학생이라는 주체와 교사라는 주체가 교육적 관계 속에서 상호 협동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함께 토의하고 함께 배워나가는 교사의 주도성을 인정하
는 방식이다.(p.15)
노상우는 이 생태적 교육방법을 상생의 원리에 근거하여 제시한다. 교사와 아동 어
느 한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고 어느 한 쪽도 교육의 객체가 되지 않는, 균형과 상
호 공존의 상생 관계 형성을 요청한다.
또한 자아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아동 중심 교육의 의미를 재음미하
는데 중요한 잣대가 된다. 아동이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또 교사는 누구인가? 앞에서
논의한 무아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아동 또는 교사는 고정 불변의 실체로 존재하지 않
는다. 다만 흘러가고 움직이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고 작용이다. 개념적인 수준에서 그
리고 우리의 언어 속에서 아동 또는 교사라는 이름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이다. 개념과 이름 이면의 실제 존재는 개념이나 이름처럼 각각의 본질이 확고하게
특성화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동 중심 교육 또는 교사 중심 교육이 가능하겠
는가? 아동은 교사와 함께 맺는 관계 속에서, 교사는 아동과 함께 연관되는 역동 속
에서 존재할 수 있다. 우리가 인식하는 아동 또는 교사란 두 개체 간의 관계 속의 어
느 시점을 순간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Dahlberg와 Moss 그리고 Pence(2002)는
Lather(1991)의 아래와 같은 주장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자아관을 모던 관점과 대비시
켜 포스트모던 관점에서 유사하게 규정한 바 있다.
포스트모더니티에서 보면, 자아는 ‘탈중심화’의 개념 속에서 관계적으로
구성되고 재구성된다. 이 자아는 자유롭고 자기결정적인 개인을 인정하는 (모더
니스트) 개념 속에 존재하는 고정적이고 본질화되는 자아와 대비된다.(p. 118)
결국 자아란 관계적으로 형성되고 재형성되는 과정이고 움직임이다. 따라서 원천적
으로 보면 자아라는 개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동도 교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지식을 개인적 구성물로 보느냐 아니면 우리 모두의 공동 산물로 보느
냐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아동 중심 교육에서는 아동이 교사와는 별도의 주관적 경
험 속에서 독자적 지식을 구성한다고 보며, 교사는 이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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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그러나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아동이 형성한 지식은 교사의 생각, 경험, 가치
와 무관할 수 없으며, 교사도 마찬가지이다. Cannella(1997)도 아동 중심 교육에서
“지식이 곧 개개인의 구성물이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어린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 모
두를 아우르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 지식의 가치를 무시하고 제한하게 된다”(유혜령
역, 2002: 87)고 비판한다.

V. 결 론

앞에서도 Cannella(1997)가 주장한 것처럼 아동 중심 교육은 유아교육에 있어서 교
육방법상의 ‘진리’로 받아들여져 왔다. 교육내용이나 방법의 결정시 아동의 욕구와
필요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던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러한 생각이 교육 실천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고도 확신해 왔다. 그러나 생
태학적 관점에서 아동 중심 교육을 재조명해 보면 다른 각도에서 이 교육의 실체가
드러남을 앞에서 확인하였다. 근대정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인간 중심주의, 이원
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분리주의, 본질적 자아주의. 지식의 개인적 구성주의 등이 아동
중심 교육의 배경에 고스란히 녹아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넓게 보면 생태학이란 하나의 이론이나 관점이라기보다 우주관이며 삶의 자세를 말
한다. 또한 가치 개념이 배제된 하나의 사실적 기술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인간을 중심에 두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존재 양식이 그러하며, 우주에
존재하는 각 개별자는 분리되어 단독자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영향
을 주고받는 전체로 존재하며,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아는 원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지식은 단독자만의 경험 속에 홀로 형성되
지 않고 주변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구성하고 공유되는 것이다. 즉, 생태학은 우리
가 살고 있는 세계의 실상을 비춰주는 하나의 거울 역할을 한다.
이러한 관점은 아동 중심 교육의 허상을 강력하게 보여준다. 교육은 어느 누구도
그 중심에 설 수 없는 공동의 작업이다.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어우러
져 하나로 모아지고 용해되는 창조의 과정이다. 실제로 교육 현장을 들여다보면 아동
이 중심이 되는 교육은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어떤 형태의 교육이든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교사에 의해 준비되고 제공되는 ‘틀 속에서’ 아동들의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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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 허용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아동의 주체적 자유와 자율성은 부여될 수 없다.
Burman(1994)의 주장처럼, 아동중심적 접근은 사회적 통제 및 규제의 형태에서 벗어
날 수 없고, 단지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허울만 쓰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면 아동이
중심이 되는 교육이란 결국 우리의 관념 속에나 존재하는 환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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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cological Understanding of Child-Centered Education

Shin, Og-Soon

The research is intended to re-examine the meaning of child-centered education
from the viewpoint of ecological consciousness. For this, the dominant concept of
'child' and the characteristics and basic standpoints of 'child-centered education' are
discussed. The concept of child(childhood) tends to have various constructions in
concordance with the condition and situation of the historical time and place. Th
child as reproducer of knowledge, identity, and culture, the child as innocent being
of golden age, the child as scientific being of biological phases, etc. are described.
And also the qualification of readiness, autonomous decision, respect of needs and
wishes, play-centered activity, discovery learning are discussed as the precepts of
child-centered education.
The ecology is said to be a perspective which proposes the deconstruction of
modern thinking and opens a new horizon of our values and living modes. Modern
thinking is grounded on the beliefs of dualism, centeredness, egoism, individual
constructivism. The child-centered education is not excluded from those modern
beliefs, either. Thus we come to question the educational meaning and value of
child-centered education at this moment. Is the child-centered education just an
illusion which can exist within our beliefs and con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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