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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緖 論
脫 學校化되고 正體化된 현대 사회에서는 교육 이라는 단어의 의미만으로도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진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造成(Sh ape )되어 가는 과정
이며 이 세상을 질서있고 또한 서로간에 共存이란 개념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道具가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교육에 관한 연구를 통해 現 시대
에까지 至大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자로서 F r öb el (F riedrich W ilh elm A gu st F r
öb el, 1782～1852) 1)을 들 수 있다. 그를 대표적인 학자로 드는 이유는 F r öb el이 유
아 교육사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명명한 幼稚園 이란 용어가 오늘날까
지 수정없이 그대로 幼稚園 이라는 公用語로 사용되고 있고 이는 F r öb el이 단지

* 본 논문은 2000년도 동주대학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1)Rusk Robert , T he D octrin es of the F röbel E d ucations, New York : St . Martins
press , 1957,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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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그를 유치원의 아버지 라고 부르는 것이 아
니라 진정 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幼稚園 敎師敎育에 일생을 바
쳤기 때문이다. 특히 문명이 발달하면서 早期敎育에 대한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幼兒早期敎育을 통해 인간이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無窮無盡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F röb el의 공헌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는 인간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을 가진 F r öb el의 교육사상이 있
었기에 오늘날의 文明社會가 있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인간의 풍요로운 삶
과 발전적인 自我를 형성하게끔 도와준 F r öb el의 교육학적 의미가 있었기에 가능
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님으로 그 의미는 상당한 價値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 교육사상을 생각하면 우리는 먼저 인간 교육사상가이며 유치
원의 창시자인 F r öb el의 교육사상을 想起하게 되며 또한 그의 유아교육사상의 普
遍性에 친숙함을 느낀다. 이는 J . A . Com m eniu s , J . J . R ou s seau로부터 J . H .
P estal ozzi, F r öb el로 이어지는 自然主義 敎育關2)의 起源에서 究明할 수 있으며
그들의 교육원리가 근대 유아교육사상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인간교육의 문
제를 神, 人間, 自然의 관계 속에서 思惟하였다든지, 神의 성품을 닮은 창조적인
인간의 본성을 중시하여 교육 방법적 측면에서도 유아의 자기활동을 중시하는 놀
이와 작업을 통한 교육을 강조했다는 것은 F röb el만의 독특한 사유이며 그의 유아
교육사상의 일관된 주장이다.
특히 F r öb el은 그의 저서 인간과 교육 (Die M en s ch en erieh un g , 1926 )3)에서
그의 교육적 사유의 출발을 인간교육 에 두었으며 인간교육을 陶冶의 槪念으로 昇
華, 發展시켰다. 이는 단순한 외부적인 지식전달에 반대하고 내부로부터의 조화로
운 성장을 주장하는 것이며 인간은 본래적으로 善하므로 조화있게 발전하여 어떤
특수한 素質만을 조장하거나 억압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Rou s s
eau 의 消極的 敎育 이라는 개념을 F r öb el은 發達 順應的이라는 槪念 으로 전개시

2)John . S . Brubacher는 자연주의를 Dew ey등의 Pragm atism的 자연주의와 Rousseau등의
낭만주의적 자연주의로 나누고 있다. 특히 낭만주의적인 자연주의는 자연을 忠心으로 외견
한다. 유아의 본성은 善하다 고 외친 Rousseau의 저 유명한 前提에서도 이것을 잘 알 수
있다. 즉, 天體들이 그 궤도를 따라 운행하듯이 인간의 본성도 永遠不變의 法則에 따라 발
전한다는 것이다. (김정한, 敎育哲學, 서울:박영사, 1987, p.83. 참조)
3)Fröbel의 Hauptw erk로서 놀이이론을 포함한 그의 교육이론과 사상을 包括的으로 기술하
고 있다. O. F . Bollnow 는 Fröbel을 상세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인간과 교육 에서 시작하고
또 언제나 다시 이 책으로 돌아가야 한다. 고 하였다. (Otto Friedrich Bollnow , D ie P ådag
og ik der D eus tcshen R omantik, Von Arndtibs Fröbel, Stuttgart :Klettcotta . 1997, S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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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유아의 본성을 무시하고 교육함으로서 부자연스러운 성
품을 지닌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아가 아름답게 開化하여 全
人的인 調和를 갖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父母敎育書라 할 수 있는 어머니의 노래와 사랑 에서는 그의 유아 교육원리의 근
거인 世界觀, 自然觀, 人間觀을 바탕으로 한 인간교육의 원리 중에서 교육의 실천
적 의지로서 구체화된 幼稚園 敎育原理 를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유치원 교육원
리는 일관성있고 보편적인 체계를 지니고 있는데 유아의 본성, 유아교육의 본질과
목적, 나아가 敎授하는데 적합한 교육방법인 놀이감으로서의 은물(Spielg ab en )4)과
작업(Besh aftigu n g sm at erial)을 통한 교육과정 등에 관한 근거들이 논리적으로 체
계화되어 있다. 이러한 F r öb el의 유아 교육사상은 浪漫主義(R om an ticism )5)的 槪念
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단순히 유아교육 이라는 좁은 범위로 그를 보는 것은 많은
問題와 誤謬를 범하기 쉽다.
따라서 本 論文은 F r öb el 교육사상의 배경과 그의 유아 교육사상의 이해를 통
한 인간 본성의 敎育的 前提를 살펴보고 끝으로 F r öb el 유아교육사상의 現代的 示
唆를 살펴봄으로서 一般的으로 難解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그의 교육사상을 해
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 F röb e l 敎 育 思 想 의 背 景
F röb el의 교육목적은 自發的으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
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데 있는 것이며 나아가 인류의
4)은물(Spielgabe)이란 놀이선물을 뜻한다. 즉 하느님께서 유아들을 사랑하시어 주신 은혜
로운 놀이선물이란 뜻으로 宗敎的이고 浪漫主義的인 교육사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5)19세기 중반이후부터 20세기에 걸쳐 세계는 功利主義(Utilitalismus )와 지배적인 軍國主義
세력에 의해 교육의 실용화 - 경제생활을 위한 교육이 강조됨으로 인해 교육의 실용화- 즉,
경제생활을 위한 교육이 강조됨으로 인해 인간 교육의 과제를 理想主義, 특히 浪漫主義에
바탕을 둔 F röbel의 교육학은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후 Rudolf Eucken을
중심으로 Jen a 大學에서 출범한 理想主義 敎育學, P . G. Nat orp를 대표로 하여 생겨난 新理
想主義 敎育學, E. Spranger와 T . Litt에 의하여 강조된 文化 敎育學 등에서 암시를 받아
인문이념의 깊은 의미에서 인간 교육의 과제를 발견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됨으로써 F röbel
교육학에 관심을 가지려는 움직임이 Spr anger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이와 같이 F röbel의
교육이론은 서양교육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 교육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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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간을 조성하는데 있다. 결국 F r öb el 이러한 목적을 실
현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은 자연이나 신과의 조화를 이루어 神的 統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인간교육 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F röb el은 1850年 그의 서거 2年 前에 자신의 철학과 교육사상, 원리, 목적 등
을 정리하였는데 이를 요약해 보면 첫째,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 본연
의 자세로 돌아가야 하며 이는 개인, 국민, 인간이 모두 함께 이루어야 하는 의무
와 같은 것이다. 둘째, 모범적인 어머니의 행동과 작용력이 인간을 올바른 방향으
로 이끌어 가야하며 셋째, 교육이 중요하되 유아는 결코 유아다움을 잃어서는 안
되며, 넷째, 가정생활이 안정되어야 하며 다섯째, 삶, 자연, 인간다움과 神의 統合
을 위한 노력은 시대의 다양한 종교적인 노력으로 歸結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시
대적 교육의 특성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언제나 인간생활에서 추구되어져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6)
또한, F r öb el은 그의 교육사상의 地坪을 여는 조건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
고 있는데 첫째, 종교적인 의미를 기초로 한 기독교적 인간상의 확립을 들 수 있
다. 이는 그가 神性을 구현하는 인간으로써의 인간관을 성립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둘째, 浪漫主義 思想으로 그가 살았던 시대의 사상과 그 사상에 영향
을 준 사상가들과의 관계를 究明해야 하는데 이는 인간은 누구나 그 시대의 영향
을 받으며 또 한편으로 역사의 주체로서 그 時代精神(Zeitg eist )을 이끌어가기 때
문이다. 따라서

F r öb el의

교육사상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준

K an t ,

F icht e,

S eh ellin g 등에 의한 認識論的 德一哲學7)의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발전한 것이 낭
만주의이며 낭만주의의 궁극적인 척도가 인간교육 인 것이다. 이는 결국 참다운
희망과 아직 白紙와 같이 더럽혀지지 않고 자라나는 유아 교육에 관심을 불러 일
6)M . Eisenbrand, V ers uch ein es V erg leichs der Sp ielgaben von F röbel m it dem A rbeits
material von M on tess ori, In : Montessori- Werkbridf, H. 43/ 44, S . 15.
7)경험론과 합리론의 對立을 止揚하여 Kant에 의해서 경험과 이성 모두를 지식의 근원으로
보며, 경험에도 보편성과 타당성을 부여하는 先驗哲學으로 발전시켰다. 이러한 Kant의 先驗
哲學은 Fichte에 의해 이원론적인 입장을 일원화한 절대자를 근원으로 하는 有限的 自我로
구명하였고, Fichte의 哲學은 S ehelling에 의해 주관과 객관을 초월하는 無差別 態로서 절대
자를 자아도 비자아도 아닌 兩者의 초월로 보는 絶對的 同一性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S ehel
ling의 哲學은 Hegel에 의해 더욱 철저화되어 절대자를 理性 즉, 絶對情神으로 구명하여 이
를 辨證法的으로 전개하였고, 이러한 절대정신의 전개의 과정이 즉 변증법인 것이다. 따라
서 Kant는 感性없이는 對象이 주어지지 않으며, 悟性없이는 어떠한 對象도 사유하지 못하
며, 槪念없는 直觀은 名目일 뿐이다"라고 결론지었다.(이상현, F . Hölderlin 愛國主義 思想의
認識論的 體系와 그 敎育學的 接近, 東亞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7, p. 1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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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켰다. 셋째, 自然主義 哲學으로 그가 자연관찰을 통하여 깨달은 원리와 법칙에
근거하여 그의 교육이론 중의 하나인 공의 법칙 과 결정체 이론 을 정립시켰다.

1. 敎育目的
F röb el의 교육관은 깊은 信仰에 根據하고 있다. 그는 P est alozzi의 인간은 만
물 가운데 최고의 존재이며 이성적으로 만물을 인식하고 독특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8)라는

견해를 굳게 믿고있다. 그는 또한 人間은 庭園에 뿌려진 씨앗 으로

비유한 인간 내적인 본성을 확대하며 인간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고 내적 성장을 위해 神聖을 신장시켜야 하며 神的 原理에 자발적으
로 순응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육은 이런 신적인 것을 의식하게 하도록 인
간을 자극하고 지도하는 것이며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며 스스로 이런 신적
인 것을 의식하게 하도록 이끌어주고 신적 통일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가
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에서는 내적인 법칙에 관한 認識을 토대로 인간이
자신의 직분을 이해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상적
존재인 인간이 자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성장과 자기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F r öb el의 교육목적은 신성한 삶을 충실히 표현하는 데 있다. 즉 자발
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고 원만하게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데 있는 것이며 미래를 예측하고 의무와 특권을 인식하며 인류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인간의 세상을 만드는데 있다. 결국 이런 교육목적에 도달
하려면 人間은 自然과 神과의 調和를 이루어야 하며 원시적이고 유치한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볼 때 F r öb el이 생각한 교육은 形而上學的9)인 理想의 表現
이며 인간의 궁극적인 희망을 서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 敎育의 內容

8)Henny Schmacher , F riderich F röbels I dean in L ichte der Geg enwart, Berlin : 1923, S .
19.
9)모든 존재 전반에 대한 근본 존재원리를 탐구한다는 것으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것이
아닌 관념적이고, 이념적인 탐구영역이다. 즉, 무엇이 實在하는 것인가? (What is r eal?) 또
는 實在란 무엇인가? (What is reality?)를 묻는 것으로서 宇宙와 人間의 존재 전반에 걸치
는 근본원리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려는 철학적 노력으로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존재방식과
의미를 밝히는 실재의 본질에 관한 학문이므로 F röbel 교육목적의 기초적 사유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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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röb el의 중요한 교육내용으로서는 宗敎·自然·數學·言語·藝術 등을 들고
있고 이러한 교육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으
로서 다음의 3가지 욕구, 즉 자기 내면적인 생명을 지향하는 안식의 욕구, 외계 및
외계의 본질을 자기 속에 넣으려고 하는 인식의 욕구, 내면적인 것을 직접 나타내
는 표현의 욕구를 통해 陶冶해야 한다고 하였다.10) 욕구의 동기에 기인한 감정,
인식적인 것, 표현의 세 영역은 三位一體로 나타남과 동시에 종교는 심정에, 자연
은 심정과 인식에, 수학, 언어, 예술은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설명은 다음과
같다.11)
첫째, F r öb el의 宗敎敎育은 교육 전체의 목적이며 교수과목 중에서 가장 우선
적이고 근본적이다. 그것이 비록 형식이 없고 의식되어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참된 종교를 인간의 心情속에서 미리 발견하고 있을 때에만 생명 속으로 파고 들
어가며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2) 따라서 종교는 이러한 모
든 제한된 관계를 넘어서는 삶의 전체적인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미 설립되
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추구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인간 본질 자체
에 내재하는 것으로서 교육을 통해 더욱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며 학교교육
에서 유아에게 涵養하는 모든 인식이나 기능이 참된 생명적인 것이 되기 위한 眞
理意識을 강조한다.13)
둘째, 自然이다. 神의 精神은 자연 속에 머무르며 자연 속에서 작용하여 자연
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종교가 공헌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제시한다. 이로서
신에 대한 本質(Gottb etr ach tu n g )을 가르치려는 것을 자연이 증명하고 14) 종교적인
인간만이 자연으로 나아가는 통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연의 기능이 인
간의 심성이나 인식에 미치는 諸 關係는 유아의 내성적 요구에 따라 설명되어지
고 이 경우 유아의 요구에 따르는 자연관은 자연현상을 단지 개개의 사물로 받아
들이는 部分性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나타내 주는 全體性을 의미한다.15)
셋째, 數學은 자연 사물의 본성이나 현상과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안내자이며 인간의 인식을 지탱하는 思惟法則이다. 즉 인간과 자연, 내계와 외계,
10)a.a.O.,
11)a.a.O.,
12)a.a.O.,
13)a.a.O.,
14)a.a.O.,
15)a.a.O.,

S . 121.
SS . 123- 198.
S . 203.
S . 131.
S . 121.
S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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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와 지각을 결합하는 것에서 媒介者를 필요로 하는데 그 媒介者가 수학이다.16)
따라서 수학은 이처럼 광대하여 포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초부터
知識의 學, 認識 그 자체의 學으로 생각되었고 수학이 신의 피조물로서 만물의 본
질로 유아들을 인도하는 안내가 되도록 취급되기를 요구하고 있어 만물의 본질에
서 볼 수 있는 생명적 표출을 우리들의 사상법칙에 반영해 내고 있다.17)
넷째, 言語는 말과는 달리 인간의 내계를 열고 인간의 본질을 나타냄과 동시
에 同一法則에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의 본질도 잘 표현하고 있다. 즉,
F r öb el은 일반적으로 언어란 고유한 내적인 것을 외적인 것에서 그리고 외적으로
된 것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진수하고 표현한 것을 말한다.

18)라고

하여 언어는 인

간의 본질을 나타냄과 동시에 자연의 본질도 표현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언
어는 내적, 외적 세계의 전체적인 묘사이며 언어는 수학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내
계와 외계 모두에 속하고 있다. 다시 말해 언어는 인간정신의 표현이고 자연은 신
정신의 표현인 것이며 이와 같은 二重的인 성질 때문에 언어는 자연과 신을 仲裁
하고 있다.
다섯째, 藝術은 인간의 내면성과 인간이 자기 스스로에게 표현할 세계이다. 그
러나 교육이라는 관점에서만 고찰한다면 예술적 표현(내계의 표현)에는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을 그 소재로서 들 수 있다. 먼저 시각적인 것으로는 색채나 선,
면, 입체라는 지각의 대상이 소재가 되고 여기에 회화나 조각이라는 예술이 생기
고 청각의 대상으로서의 音에 대한 표현은 음악이 된다.19) 예술적인 表現敎育에
있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교육상의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인간이 자기
의 본질을 충분히 나타내도록 전면적인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며, 둘째는 예술 작
품에 대한 감상의 눈을 기르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主된 교육내용은 종교, 자
연, 수학, 언어, 예술이며 학교교육의 본질 역시 모든 사물에 존재하는 영원한 統
一者로서의 善을 알게 하는데 있다.

3. 敎育方法

16)a.a.O., S . 204.
17)J. W . Adams on , F röbel 's Chief W riting s on E ducation, trans . by S . F . F letcher and
J . Welton , Lon don : Edw ar d and Co., 1912,. S . 23.
18)Friedrich F röbel, D ie M es chenerz iehung , a.a.O., S . 179.
19)a.a.O., S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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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인간에게 내재한 신성을 자연스럽게 발전하는데 가능한 한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Rou s seau 의 消極的 敎育 (Die N eg ativ e
Er zi ehu n g )思想은 F r öb el에게서 더욱 발전되었다. F r öb el은 Rou s s eau 의 消極的
敎育 이라는 개념을 發達 順應的 敎育 (Die N ach g eh en de Er zieh un g )이라는 개념
으로 전개시켰다. 따라서 그의 교육사상, 교수방법, 그리고 교훈은 본래적, 실질적
으로 그 근본 특징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발달 순응적이어야 하며 결코 명령적, 규
정적 간섭이어서는 안 된다.20) 그는 有機的 發達思想에 근거해 비록 무의식이긴
하지만 성장하는 인간은 내부로부터 고유한 내적 필연성을 따라 발달한다고 보았
다.21)
따라서 F r öb el은 무리하게 유아의 본성을 지양하면서 교육함으로써 부자연스
러운 성품을 지닌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아가 유아답게 開化
(E n tfaltu n g )하여 全人的인 조화를 갖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
다. 즉, 어떠한 외적인 것도 반드시 정신적인 것인 내적인 것과 관련되어서 취급하
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단순한 모양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의 교육방
법은 외적인 것을 통해 정신적인 통일성과 관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發達 順應的 敎育方法이 자연의 법칙에 따르는 교육의 기본 원리이지만
F r öb el은 이것을 극단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다. 그는 교육방법이 발달 순응적이
어야 하지만 단지 주의와 보호를 첨가할 필요가 있다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命
令的 敎育(Diev or s chr eib en de Er ziehun g )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다.22) 유
아나 아동은 어떤 외적 현상에서 곧바로 그 본성을 추측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이
것이 主된 원인이 되어 교육상 여러 가지 過失을 일으키는 현상이 생기며 생활에
있어서 유아나 소년이나 청년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일이 많다. 따라서 발
달 순응적 교육이란 단순히 수동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
아에 대한 주의와 보호를 하면서 필요할 때는 곧바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작용
을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교육은 이러한 것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積極的 使命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오히려 적극적인 작용
을 하는 것이 참된 발달 순응적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20)이규호, 교육과 사상, 서울:배영사, 1997, p. 46.
21)Friedrich Fröbel, D ie M es chenerz iehung , translated
Michaelis and H . Keathey Moor e, New York , 1918, S . 47.
22)a.a.O., S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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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F röb e l 幼 兒 敎 育 思 想 의 理 解
F röb el이 學齡 前 유아의 교육을 위해 개발한 교육방법 및 내용은 오늘날 특
히 유아교육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아교육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인본
적이며 민주적인 입장을 표현23)하고자 노력한 F r öb el 교육사상의 象徵은 浪漫主義
의 일반적인 世界觀에 의존하고 있다. F r öb el의 상징에 대한 이해는 N ob alice로부
터 시작하여 S ch ellin g에게서 그 哲學的 基礎를 찾아내고 역사적으로 전승되어 神
話的인 상징내용의 硏究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F r öb el의 상징적인
요소가 분명히 나타나 있는 晩年의 저작인 어머니의 노래, 사랑의 노래 에서 그는
母性을 통한 아동 양육을 강조하였다. 이 책에서 어머니와 아기의 활동을 통하여
영원한 神的 合一로 나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듯 F r öb el의 교육이론의 기본개념은 自然的, 神的 改化槪念으로 설명되어
지는데 그는 유아의 놀이활동을 통해 그들의 특성이 개화한다고 여겼다. 그리하여
F r öb el 교육학의 핵심부분의 하나인 놀이이론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는 놀이를 유
아에게 가장 귀중하고 순수한 활동이며 동시에 모든 인간이나 대상물 속에 잠재
하고 있는 자연성의 발로이고 모든 善의 源泉으로 보았다. 유아는 놀이에서 자신
의 힘을 전개시키고 자신의 내면세계를 알아나간다. 그리하여 F r öb el이 이 놀이활
동을 기르기 위하여 形而上學的 象徵物을 바탕으로 한 일련의 은물과 작업을 고
안하여 제작하였다. 유아에게 주어진 은물은 놀이의 대상물인 동시에 보다 깊은
정신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유아가 이렇게 깊은 의미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豫感(A hn un g )함에 지나지 않는다. 이 예감은 비록 미숙한 형식이라고 해도 이미
이해한 것이며 앞으로 보다 완전하고 명백하게 解明되어 나간다고 하였다. 이렇게
놀랄 정도로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F r öb el의 유아교육사상은 獨逸, 英國, 美國, 日
本 등지로 확대되어 나갔고 유치원교육이라는 좁은 테두리를 넘어 인간교육에 까
지 영향을 미쳤다.
특히 F r öb el 유아교육사상의 이해를 위한 Dew ey 와 M ont es sori의 교육사상을
간략하게 살펴보면24) F röb el의 교육사상을 긍정적이고 정통적으로 계승한 사람은
Dew ey 이다. 그 이유는 학교와 사회에서 Dew ey 가 채택한 교육원리가 다름 아닌
23)F . Fröbel, A utobiog rap hy , translated and annot ated by Emilie Michaelis and H.
Keathey Moore, New York : C. W . Bar deen Publisher , 1899, p. 137.
24)Ev erlyn . W eber , T he K ind ergarten, New York : T eacher ' s College Press , 1969, 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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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r öb el의 교육원리임을 솔직히 피력하였고 F r öb el의 교육원리를 바탕으로 實驗學
校를 운영하였던 것이다. 즉, Ch ica g o 大學의 부속초등학교 운영의 원리25)가 다름
아닌 F r öb el의 교육원리임을 Dew ey 는 각주와 같이 그 내용을 밝혔고 이는 유아
중심교육이 마치 Dew ey 學派의 專有物인양 오해될 정도였으니 F r öb el 사상의 현
대 교육적 공헌이 어느 정도인가는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적어도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Dew ey 가 이해하는 F r öb el 교육철학의 요지라
고도 하겠지만 다만 다른 것은 교육의 대상자가 유아뿐만 아니고 아동에게도 이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고26) 따라서 Dew ey 는 유아기를 대상으로 하여
F r öb el의 교육원리를 실천하고 그를 바탕으로 上位의 교육단계도 생각할 수 있었
던 것이다.27)
M ont es s ori (M aria M on te s sori, 1870～1952)는 F r öb el 이후에 다시금 유아교육
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구실을 한 사람이다. 특히 M on te s sori는 R om e 大學에
서 醫學을 전공하여 학위를 받은 최초의 여성으로 학위취득 후 이 大學의 정신의
학 임상실에서 조수로 있으면서 정신적인 지체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다.
M on t es s ori의 유아교육사상은 F r öb el의 창조적인 자기활동의 원리와 脈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F rö b el은 인간의 본성을 神聖으로 보고 이 신성의 표현
이 각자의 사명이며 신성을 표현시키는 것이 교육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신성을
자기 본성으로 여긴 인간은 자기 활동적이며 태어나면서부터 活動衝動, 表現衝動,
創造衝動을 갖고 태어난다고 보았다.
F röb el이나 M ont es s ori 모두 발달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잠재능력이 유아들의
25)첫째, 학교의 첫 번째 임무는 유아들을 협동적이고 相互扶助的인 생활방식으로 훈련하고
유아들에게 상호의존의 의식을 육성하고 유아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서 이 정신을 명백한 행
동으로 실현하도록 조성하는데 있다. 둘째, 모든 교육활동의 근원은 유아의 본능적, 충동적
태도와 활동에 있으며 타인의 관념을 받거나 본인의 감각을 통하기를 막론하고 외부적인
재료를 제시하고 적용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유아들의 무수한 自發的 活動 다시
말하면, 遊戱나 競技, 模倣 그리고 유아들의 동작 등은 종래에는 미미하고 무용한 것이어서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적 방법의 초석을 이루는 것이다. 셋
째, 이러한 개인적 경향과 활동은 앞에서 말한 협동적 생활의 방식을 유지하는데 이용되어
가는 동안에 조직되고 지도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경향과 활동을 이용하여 유아
의 정도에 맞춰서 더욱 크고 보다 성숙한 사회의 典型的인 각종 영위와 작업을 재현하는
것이며 유아는 결국 그러한 사회의 한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으로 유아는 생산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가치 있는 지식을 획득하고 확보하는 것이다.
26)I bid., p. 189.
27)F . Fröbel, E ducation by D ev elop m ent - T he H econd Part of the P edag og ics , transla
ted by Josephine Jarvis , N. Y. : D. Applet on and Company , 1899, p.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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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간직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유아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강조하였고 兩者
모두는 교육이 어떤 힘을 창조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천부적인 능력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자극하는 재료와 경험들을 공급하는 일이라고 보
았다. 또한 그는 유아들의 활동을 억압하기보다 오히려 인도하는 것이라는 교육적
신념에 동의하면서 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주위 환경의 인식을 통해서 자기 자신
의 자원들을 개발할 권리를 유아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학자의 견해가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F r öb el 교육이론
이 神學, 哲學에 둔 形而上學的인 접근을 취하여 학습자의 상상력에 호소하고 象
徵的 敎授法을 사용한데 반하여 M ont es s ori는 生理學, 心理學에 기초를 둔 感覺的
인 接近을 취하여 학습자의 현재의 생리적, 심리적 조건에 알맞은 구체적이고 감
각적인 교수법을 고안, 시행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F r öb el의 형이상
학적인 입장과 M on tes sori의 감각적 접근의 입장은 단순히 상반된 관계에 있다기
보다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Ⅵ . 人間敎育 理解의 前提
F röb el의 인간교육 에는 宗敎的 色彩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우주라는 커다란
有機體의 근처에는 統一者로서의 神이 존재하고 작용하며 지배하고 있고 이 영원
한 법칙은 그의 교육이론을 꿰뚫는 핵심적인 사상으로 모든 사물에는 신적인 본
성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물은 이 신적인 본질을 발휘해야하는 사
명을 가지고 있고 인간도 이러한 신적인 것을 발휘하도록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고 보았다. 결국 인간교육 은 강요적인 것이 아니라 자각적이어야 한다.
F röb el의 교육이론을 고찰하려고 할 때 우선 보편적인 인간교육을 기술하고
있는 카일하우의 小論文들 (Die Klein en K eih au er S ch riften )을 정리하는 일이 중
요하며 또한 그의 교육사상이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고 그가 K eih au er에서 가졌던
생각들을 집대성하여 더욱 심화시켜 놓은 그의 主著(H au pt w erk ) 인간교육 28)의
내용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곧 인간본성 이해의 교육적 전제로서의 인간
28)이 책의 완전한 題目은 카일하우 一般獨逸敎育院의 努力 - 인간교육, 교육- 受業- 敎授藝
術(Die menschenerziehung , die erziehun g - unterrichts - und Lehrkunst , angestreht in der
allgemeinen deutschen Drziehungsanstalt zu keihau , 1826)로써 제 1권 生의 初期에서 少年
까지( Erster Band, Bis zum begonnenen Knabenalter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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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을 의미한다.

1) 統一의 原理
F röb el의

교육사상은

神과

人間과

自然을

不可分의

關係로

보았는데,

Rou s seau 나 P est alozzi와 달리 F r öb el 사상의 중심은 神性에 있다고 할 수 있다.
F r öb el에 있어서 신은 우주를 지배하는 영원한 법칙의 주체로서 해석되며 F r öb el
의 統一思想도 바로 이러한 신으로부터 나온다. 그는

나 자신은 인류의 부분적

전체이며 생명 전체를 내부에 가지고 있는 완전한 인간이다. 이것은 꽃봉오리가
그 자체로서의 본질과 발전의 全體性을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樹木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나도 인류라고 하는 생명의 나무에 붙어 있는 일부분인 것이다. 따라서 나
는 부분이며 동시에 전체, 즉 인류의 부분적 전체인 것이다.

29)

라고 하였다. 그러

므로 F r öb el이 자연계의 관찰을 통하여 얻은 사실은 宇宙에는 완전히 고립된 개체
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만물은 하나의 보편적인 본질적 통일에 기초를 갖
고 있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모든 사물은 하나의 통일적인 본질의 내재
적인 부분이고 모든 現象的 作用도 超越的인 作用도 이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만물30)을 모두 부분적 전체로서 취급하고 있는 F r öb el은 이를 統一
思想으로 발전시켰고 자연계는 生命의 커다란 유기체이며, 개개인 자연현상도 내
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유기체에 지나지 않고 이 유기체는 하나의 영원한 法則이
작용하고 있으니 이 하나의 법칙이 곧 통일이며 이 통일이 곧 신을 지칭한다.31)
따라서 만물은 신성 내지 신에서 나왔고 또 신에 의하여 제약되는 존재이다.

2) 萬有在神論
29)Wichard Lange, F riderich F röbels Gesam m elte S chrif ten B d., Ⅲ., Osnabruck , 1966,
S . 234.
30)이와 같이 F röbel은 만물의 규정, 사명은 단지 그의 본질인 자기 내부의 神性을 외부에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그는 내가 가는 곳마다 인지했던 저 만물을 포괄하면서 그
자신 가운데 필연적으로 조건지어지고 있는 內的 合法則性이 명료하고 강력하게 나에게 이
해되었기 때문에 자연이나 인생에서 설령 발전의 정도나 상승의 단계는 대단히 다양해도
그 같은 내적 합법칙성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무엇 하나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나에
게 있어서 자연연구, 즉 자연탐구는 생명현상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단계에서 인
간의 발달이다. 인간의 형성, 사람의 교육법칙과 과정을 명백히 하고 또 확실하게 하기 위
한 礎石인 것 같이 생각되었다. 라고 주장하였다.
31)a.a.O., S .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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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교육원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의 종교가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의 종교는 기존의 종교와는 성격을 달리하며 또한 단순한 철학
적인 종교도 아닌 汎神論的인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F r öb el은 신은 만물
의 유일한 근원이며 만물 중에 존재해 있으며 만물을 소생시키며 또 만물을 지배
한다. 만물은 신 가운데 또 신에 의해 존재하며 신에 의해 생명을 부여받고 또 거
기에 그 본질을 간직하고 있다.

32)라고

한다. 여기서 볼 수 있듯 신은 만물 중에

존재함과 동시에 만물은 신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고 하며 그의 이러한 입장을 단
순한 汎神論(P an th eism u s )이라 아니하고 萬有在神論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교육은
만유재신론의 이념을 통해 영원히 신의 기능인 초월적 성격을 지향해야만 한다.
또 신의 움직임을 인간에게 사명으로서 부여하는 것이고 종교로서의 신과 교육의
이념으로서의 신성이 인간을 매개로 결부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종
교와 교육이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그 결과 종교교육이 되고, 교육자의 정신을 통
해 종교적인 정신이 교육행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3) 勞作의 原理
현대 교육의 중요한 특색이며 기초라고 볼 수 있는 勞作敎育에 새로운 가치
를 부여했던 학자가 바로 F r öb el이 있다. F r öb el은 노작을 높게 평가했는데 그 이
유의 하나는 유아에게 있어서 의식발전의 원리로서의 노작 우위를 인정했기 때문
이다. P e st alozzi에 따르면 자기활동을 통해 개개의 대상과 인격적인 체험을 할 때
直觀은 참으로 순수함을 얻는다고 하여 철저히 노동과 작업을 신성하게 여기고
이것을 교육에 도입하였다. F r öb el은 역시 P e st alozzi와 같이 단순한 유아의 생명
활동을 모두들 노작으로 보았으며 더 나아가 生命을 活動·作業·創造로 보았다.
또한 노작교육은 功利主義 내지 實用主義 立場에서 작업에 대한 직접 준비의
길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P est alozzi의 노작은 직업에 대한 직접 준비는 아니고
직관과 독자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인간형성의 원리로 되었고 이것은 F r öb el에 이
르러서 더욱 발전되어 노작 그 자체가 목적이며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 그의 노작은 인간의 본질, 즉 신성의 표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다. 또
그의 노작은 인간 생명의 창조적이며 자발적인 활동인 것이다.33)즉, 인간이 자신
을 진실되게 인식하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
32)Friedrich Fr öbel, E ducation by D ev elop m ent - T he Second Part of the Pedagogics ,
a.a.O., S . 41.
33)박덕규, Fröbel의 교육사상과 킨더가르텐, 서울:민영사, 1992,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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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노작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4)宇宙論
신과 만물 즉, 신과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신의 초월적인 根源性을 선보
이는 이 宇宙論도 F r öb el의 교육이론에 영향을 미쳤다. 그의 우주관을 간결하고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만물 가운데 하나의 영원한 법칙이 깃들여 있고 작용하고

지배하고 있다. 이 법칙은 자연 속에도, 정신 속에도, 자연과 정신을 統一하는 모
든 생명 속에서도 언제나 똑같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고 또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다.

34)라는

말로 설명되며 이는 일반적인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와는 달리 설명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는 자연을 외계로 정신을 내계로 생각하여 내계와 외계와의
관계를 자연과 인간의 관계로 생각할 수 있지만 F r öb el은 外界는 오직 內界와의
연관 하에서만 存在한다. 라고 하며 자연은 자연 자체 내에 머무르는 정신의 외적
인 것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力說하였다.

5)人間敎育의 使命
만물은 生의 法則에 의해 각각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 본질을 실현해 가
는 것이 사명이라 했다. 즉, 만물의 규정과 사명의 본질 즉, 각자의 속에 있는 신
성, 또는 신성 그 자체를 발전적으로 나타내는데 있다. 다시 말해 각자의 외적인
것에서 또 그 유한적인 것을 통해서 神을 들어내고 啓示하는데 있다.

35)라고

설명

한다. 고유한 본질의 실현은 그것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의미 즉 신적인 것 자체의
실현을 성취한다.36) 그러나 이 본질의 실현 즉 내계를 표현하는 능력은 자연의 그
것과는 같지 않다. 이는 자연의 경우에는 무의식 속에서도 표현되고 있지만 인간
의 경우에는 자기의 感情, 意志, 思考를 認識하는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다. 즉 인식하는 존재, 이성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特殊使命 다시 말해 특수직분
은 자기의 본질, 자기의 신성, 즉 신 그리고 자기사명, 자기직분을 완전히 의식하
고 좀더 생생하게 인식하고 명료하게 통찰하여 자기 결정과 자유로서의 직분을
자기의 생활에다 실행, 활용하고 들어내는데 있다.

37)라고

한다. 따라서 인간을 모

34)a.a.O., S . 37.
35)a.a.O., S . 38.
36)Otto Friedrich Bollnow , D ie P ådag og ik d er D eus tcshen R om an tik , Von Arndtibs
Fr öbel, Stutt gart : Klettcotta. 1997, S . 111.
37)Friedrich F röbel, Die Menschenerziehung , a.a.O., S .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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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다른 사물과 구분 짓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의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명이 부
여되며 이 사명은 인간의 의식을 통하여 성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교육
이란 스스로 의식하게 되고 사유하고 인식하는 본질로서의 인간을 자극하고 지도
하여 그 내적인 법칙, 즉 신성을 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순수하고 완전하게 묘사
하고 그것에로의 나가는 방법과 수단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결국 사람도 이러한
신적인 것을 발휘하도록 교육을 시작해야 하며 인간교육은 강요적인 것이 아니라
자각적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Ⅴ . F röb e l 幼 兒 敎 育 思 想 의 現 代 的 示 唆
1)Fr öbel 幼兒敎育思想의 現代的 評價
F röb el의 형이상학적인 기본전제에 대한 비판은 美國 進步主義 學者들에 의해
재개되었고, F röb el의 낭만주의 세계관에 근거한 소극적인 교육인 陶冶의 理念은
20세기 독일 교육학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F r öb el에 의해 제창되고 발
전된 자기활동을 위한 자극 이라고 특징지어지는 교육방법의 경우 1900年代의
幼兒 敎育學 이라고 할 수 있는 改革 敎育學 38)의 기초가 되었다. 또 자기활동의
원리 들은 미국의 교육과 예술교육, 작업교육에 기초한 M ont es s ori 교육학 등에
영향을 주었다. 개인주의이고 능력 중심의 사회인 오늘날을 살아갈 유아가 이에
대한 준비만을 위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인간의 삶의 아름다움을 잃어갈 위험성이
있음을 생각할 때 F r öb el의 方法主義的 自然主義 敎育思想은 더욱 가치가 있을 것
이다.
더욱이 F r öb el 교육사상의 기초가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 현실을 똑바로 비판하고 인식할 수만 있다면 교육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
인가는 분명히 결정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F r öb el의 유치
원을 능가할 유아교육의 어떤 원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 교육사조에 공헌한 그의 교육사상은 宇宙의 모든 개별적 존재들은 자신
의 힘을 창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며 이러한 믿음은 이상주의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성의 일부분이다. 이러한 신뢰성에 대한

38)이 교육학에서 Fr öbel의 유아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에 대한 안목이 확인되었고 자기활
동의 원리가 인정되었다. (오인탁, 정혜영(譯), 敎育의 人間學, 서울: 문음사, 1988,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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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는 F r öb el 사상 이외에서는 역시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
서도 유치원교육에 대한 인식은 근래에 이르러 놀라울 정도로 변화를 보이게 되
었다. 그럴수록 생각되는 것은 참된 인간교육의 원리는 무엇이며 유아교육의 참
정신이 무엇이냐는 문제일 것이며 이 때에 생각나는 것은 F röb el이요, F r öb el의
敎育哲學인 것이다.39)
따라서 우리가 指向해야 할 F r öb el의 교육원리는 첫째, 유아는 창조적이고 활
동적인 생동체이므로 유아교육의 중요한 과제인 유아의 창조활동, 표현활동, 구성
활동을 충분히 밝혀 신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둘째, 유아도 본
래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유아집단 내에서의 상호협조와 협력적 생활작업을 통
하여 바람직한 社會性을 발달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유아는 感受性이 강한 존재
이므로 그들에게 미적, 도덕적, 종교적인 환경조건을 제공하여 情緖陶冶에 힘쓰게
한다. 넷째, 모든 교육은 유아의 흥미에서 출발하여 유아가 즐기고 생생하게 활동
하면서 필요한 것은 스스로 습득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2) Fr öbel 幼兒敎育思想의 適用
F röb el의 교육이론을 우리나라의 시대적, 사회적 요구와 신축성있는 우리의
교육현실을 분석, 평가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교육이념, 내용, 방법, 제도를
꾸준히 창출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인간교육의 기본적인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F röb el은 만유재신론에 입각하여 인간 존중사상과 유아교육 및 도덕교육을 강
조하여 신이 창조한 인간의 본성을 중시하였다. 고도로 발달한 현대의 물질 문명
속의 인간은 경제발전의 기능적, 수단적으로만 취급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가
치와 규범 그리고 사회적 행동의 혼란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는 하나
의 세계가 多元化를 긍정적으로 均衡과 調和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을
찾아야 하며40)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질서를 창조해야 한다. 이는 조화
로운 세계는 완성된 형태로 주어진 사실(Geg eb en h eit )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F röb el 교육학의 세계관은 현대의 우리 세계에 시
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유아교육을 중시해야 한다.
F röb el의 인간과 교육 중에서 유아교육에 치중한 이유는 심리적인 면에서 볼
39)곽노의, 프뢰벨 - 生涯와 교육- , 서울:양서원, 1996, p. 43.
40)오인탁, 多元化 社會와 敎育의 課題, 高麗大學校 敎育新報 4, 1983,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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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유아시절의 초기경험은 장차 인간발달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과 사회적인 환경
은 유아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41)라고

하는데 있다. 이러한 유아기의 安定

性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심리학적 이론과 연구결과에 의해 밝혀졌다.
즉, 可變性이 높은 시기로서 이 시기에 자극결핍이 누적되면 점차 회복이 곤란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42)

따라서 유아를 가족, 국민의 일원으로서 육성하고 그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활동충동, 탐구충동과 형성충동을 키움으로써 가정생활을 육
성하고 국민과 인류에 공헌하도록 적기에 유아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셋째, 유아교육은 자기활동과 단계적 발달을 중시해야 한다.
유아 스스로 자기결정을 하게 하는 자기활동의 원리라든지 성숙과정에 따른
연속발전을 중시한 F r öb el의 교육원리는 어른의 기대 및 욕망에 따라 활동을 결정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비약적인 발전을 강요하는 지시적이고 간섭적인 교육
을 탈피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 프로그램들이 유
아들 창조성과 함께 정서생활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지적인 성취만을 중요시
할 때 충분한 유아기의 삶의 가치는 손상된다. 그러므로 F r öb el 교육학은 유아의
기본욕구를 全人的 敎育(Gan zh eitlich e Er zieh un g )에서 고려하였으며 전인교육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아교육은 발달단계를 중
시하고 자기활동을 강조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넷째, 유아교육은 충분히 활용하고 정서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놀이감을
선택해야 한다. F r öb el의 놀이감은 단순히 보다 앞선 적당한 놀이수단이나 교육수
단만이 아니라 生命의 更新 (Ern eu run g des Leb en s )43)인 것이다. 유아기에 관심
을 갖게 한 낭만주의의 내부에로의 길 은 단순히 관념적인 인생 해석의 문제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향해진 도덕적 요청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놀이
감은 유아의 생명을 기르고 정신과 마음에 영향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Ⅵ . 結論

41)로버트 울리히, 敎育思想家, 한기억(譯), 서울:한국 도서번역 주식회사, 1958, p. 68.
42)이연섭, 幼兒敎育論, 서울:정민사, 1984, p. 113.
43)Fröbel은 1836년은 生命의 革神을 要求한다. (Erneurung des Lebens forert des neue
Jahre, 1836)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진정한 인간교육을 위하여 정신과 생활의 혁신을 강조
하였다.

- 95 -

교육사상연구 (제 10 집 )
━━━━━━━━━━━━━━━━━━━━━━━━━━━━━━━━━━━━━
本 論文에서는 유아교육의 開拓者인 F röb el의 유아교육이론을 고찰하였다.
F r öb el의 교육이론은 인간교육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 röb el의
교육이론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본질과 의의를 구명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
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F r öb el의 교육이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유
아교육의 나아갈 길을 탐색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18·19세기 獨逸 浪漫主義 思想家들의 영향을 받은 F röb el은 체계적인 교육이
론을 확립하였다. 그의 사상을 보면 그가 얼마나 그 시대의 철학연구에 몰두하였
으며 그 철학적 원리를 자신의 교육학의 기초로 삼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사실
F r öb el 만큼 철학을 교육학의 기초로 삼은 교육 사상가도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浪漫主義와 觀念論이라는 사회·문화적 배경 하에서 F röb el의 교육학은 유아기를
중요시하고 놀이를 통한 유아발달에 상응하는 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인간의
발달을 유기적인 세계에 근거하고 있으며 모든 면에서의 조화로운 발전을 요구하
여 교육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확실히 인식하고 나아가 자연과 조화
하며 신과 합일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F röb el의 놀이이론은 오늘날의 유치원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는 놀
이를 유아들에게 가장 귀중하고 순수한 활동이며 동시에 모든 인간이나 대상물
속에 잠재하고 있는 자연성의 발로이며 모든 善의 源泉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F r öb el은 이 놀이활동을 기르기 위하여 형이상학적 상징물을 바탕으로 한 일련의
은물과 작업을 고안하여 제작하였고 유아는 이 은물을 통해 자신의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영원한 것의 인식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았다.
결국 인간과 교육의 基礎篇에서 말하는 永遠한 法則 (da s ew ig e s Gesetz )은
F r öb el의 교육이론을 꿰뚫는 핵심적인 사상이다. 그는 그의 神觀인 만유재신론의
세계를 인식하고자 하였다. 즉, 우주를 하나의 커다란 유기체로 볼 때 그 근저에는
統一者로의 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사명도 이러한 신적인 것을
발휘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므로 F r öb el의 교육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
을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고 나아가서 자연과 조화하고 신과 합일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놀랄 정도로 보편성을 지니고 있는 F r öb el의 유아교육사상과 이론
은 오늘날의 유아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개별화된
교수법, 개방교육에 관한 기본전제들도 F r öb el이 꿈꾸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특
히 인간존중과 인간능력의 전인적인 개발 등을 강조한 F r öb el의 교육사상은 오늘
날과 같은 급변하는 산업사회에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에
그의 학문적 의의는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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