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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의 현대적 의미 변화과정고찰
- 인쇄술과 대중교육의 맥락에서 -

Evolution of the Modern Idea of Childhood
- In the Context of the Invention of Printing Press and Public Education -

정 선 아*

1)

Ch un g , Sh un ah

◈ 국문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이 성인과 다르므로 성인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아동
기의 현대적 의미가 아동의 변하지 않는 발달특성에 따라 형성되었다기 보다는 아동
기를 인식하게 하는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밝히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맥락가운데 인쇄술과 대중교육의 발전이 아동기의 의미변
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였다. 인쇄술이 발달되고 문해능력이 중시되면
서 대중교육의 필요성은 증대되었고, 아동이 대중교육의 대상이 되면서 아동은 성인
과 다르게 대우받게 되었다. 학교교육의 발전은 아동기의 특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
었고 아동의 특성은 더욱 첨가되었고 아동과 성인이 다르다는 현대적 의미의 아동기
는 더욱 강화되었다. 결론적으로 아동기의 현대적 의미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구
성된 사회적 구성물이었다.
주제어: 아동기, 유아기, 학령기, 인쇄술, 대중교육, 영아학교,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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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동기의 현대적 의미는 아동이 인간발달의 단계에서 특별하고 고유한 단계이
므로 아동과 성인이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Ariès, 1962;
DeMause, 1974; Postman, 1994). 이는 즉, 아동이 성인과 질적으로 다르게 사고하
고 기능하므로 아동은 가정과 학교에서 성인과 다르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아동기의 의미는 현대 서구사회에서 심리학의 발전과 함
께 형성되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Postman, 1994). 현대심리학은 인간의 발달
을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단계(stages)로 구조화하였다. 인간발달단계에서 아동기는
청소년기, 성인기와 다르게 구분되고 아동과 성인이 질적으로 다른 것은 그 발달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보았다. 즉 아동기는 성인기와는 다른 발달특성을 지
니고 있으므로 아동은 성인과 다르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발달심리학이 제시하는 발달 특성에 따른 아동과 성인의 구분은
아동기의 의미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다르게 구성되어지는 것에 대한 점을 고
려하지 않는다(Bruner, 1990; Cole, 1996: Graue & Walsh, 1998). 현대발달심리학
은 인간의 사회적 본질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인 아동의 발달에만 관심
을 기울였고 문화와 역사가 담겨있는 사회적 집단 안에서 발달해가고 있는 아동
의 역사적 발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은 최근 들어 주목을 받
고 있는 문화심리학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문화심리학의 기초를 세운 Lev
Vygotsky(재인용, Cole, 1996) 역시 심리학자들은 영원한(eternal) 아동의 발견에
있었고 역사적인(historical) 아동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역사적인 아동은 시간과 공간에 살고 있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아동기의 관점은
아동이 자라고 있는 문화·역사적 맥락의 부분임을 인정하고 바라볼 때 정확하게
(accurate)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아동기 의미는 발달 특성만으로 성
인과 구별되어 구성되기보다는 특별한 역사·문화적 맥락에서 그 의미가 구성되
어야 한다.
Ariès(1962)는 아동기의 현대적 의미는 발달심리학이 그 의미를 발견하기 전에
존재하였으며, 그 존재는 사회·문화적으로 인정되고 있었지만, 인간발달의 한 단
계로서 아동기의 의미는 16세기까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아
동을 위한 초등학교 교육의 개념, 학년의 구분, 아동을 위한 옷에 대한 개념이 없
었기 때문이라고 보아 아동기의 개념은 사회·문화적인 맥락과 관련되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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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시기에는 현대적 아동
기의 의미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즉 아동기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는 아동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동기의 발달 특성을 인식할 만한
사회·문화적 맥락이 형성되지 않은 결과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현대적 의미가 현대 심리학의 발견이 아닌 사회·문
화맥락에서 형성되고 변화되어 온 사회적 구성물(social construct)이라는 것을 보
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틀로는 인쇄술의 발명, 읽고 쓰는 문해능력
의 강조, 그리고 대중교육의 시작이 아동을 성인과 구별하게 하는 중요한 사회·
문화 맥락임을 보여준 Neil Postman(1994)의 관점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현재 정보화 사회에서도 아동기의 의미를 이해하는 유용한 틀이 되고 있다. 아동
기가 사라지고 있다는 보는 견해는 아동이 성인과 공동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아
동과 성인과 구별되지 않는 것을 염려하는 사회적 맥락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아동과 성인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주요한 수단인 문해능력과 이를 교육
하는 학교교육은 아동을 아동이게 하는 주요한 사회적 맥락임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아동기의 의미가 인쇄술의 발명과 함께 나타난 대중교육 발달과정
에서 어떤 의미를 첨가하면서 변화·발전되는 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아동기의 현대적 의미 변화과정은 다음의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째, 아
동이 성인과 다르다는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 둘째, 인쇄술의 발명과 대중
교육의 시작으로 아동기의 현대적 의미가 형성되는 시기, 셋째, 아동기의 현대적
의미에 생물학적 본성의 의미가 새로이 첨가되어 아동기가 인정되는 시기, 넷째,
아동기가 유아기와 학령기로 구분되어 아동기의 의미가 강화되는 시기로 나누어
아동기의 현대적 의미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Ⅱ .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아동기의 현대적 의미 생성과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문헌에
나타난 아동기의 의미를 분석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문헌을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하여 문헌을 수집하였다. 1차 자료는 본 연구자가 설명하려는 시
기의 실제 자료를 의미하며, 2차 자료는 아동기의 의미를 이미 역사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의미한다. 따라서 2차 자료의 참고문헌은 1차 자료의 목록을 수집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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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1차 자료는 주로 아동 교육 역사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학자들의 저서들로서 예를 들어 Comenius(1657/ 1931)의 The
Great

Didactic,

Rousseau (1762/ 1964)의 È mile

or

Treatise

on

Education,

Owen(1816/ 1963)의 The institution for the formation of character, 그리고
Froebel(1863/ 1889)의 The education of man이 수집되었다. 아동기의 의미를 추적
한 2차 자료는 Ariès(1962)의 Centuries of childhood: A social history of family
life, DeMause(1974)의 The history

of childhood, Luke(1989)의 Pedagogy,

printing, and protestantism: The discourse of childhood, Postman (1994)의 The
disappearance of childhood등이 포함되었다. 먼저 수집된 2차 자료가 밝히고 있
는 아동기의 의미변화과정을 아동기의 의미와 그 배경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차 자료를 통하여 2차 자료에서 밝혀진 아동기의 의미와 그 맥락이 정확하게 반
영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비교 분석되어, 본 연구
자가 연구의 틀로 사용한 인쇄술의 발명, 문해능력의 강조, 대중교육과의 관계에
서 다시 재조명하여 아동기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밝혔다.

Ⅲ . 아동과 성인의 구분이 없던 구두사회 (oral society)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 아동기와 성인기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았다(Plumb,
1971; Postman, 1994). 중세와 르네상스 초기의 서구 유럽사회는 구두사회(oral
society)로서, 사람들은 대화를 통하여 정보를 전하고 필요한 교육을 하였다. 문화
전달의 중요한 매개체는 의사소통 즉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말을 통하여서였다.
따라서 인간이 문화를 형성하는 방식 역시 책이 아닌 말을 통해서였다.
구두사회에서 아동기의 인식은 존재하지 않고, 말을 하지 못하는 영아(infant)
와 말을 하는 성인의 구분만이 존재하였다. 영아1)는 말을 하게 되면서 성인세계
로 자연스럽게 편입되었다. 다시 말하여 영아가 성인과 말을 통해 대화하고 교육
받을 수 있을 때 성인으로 간주되었다. 이 시기는 대략 7세 경이었고 이 시기 이
후에 영아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이성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Luke,
1989), 7세가 되면서 영아는 성인과 같은 취급을 받아 성인과 같이 일을 하기도
하였다.
1) 영아의 라틴어 어원은 말을 하지 못하는 존재 이다(Plumb,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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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아동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유럽사회의 언어
에서 아동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데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17세
기까지 불어, 독일어, 영어에는 7세에서 16세 사이의 젊은 남자를 지칭하는 말이
없었다고 한다(Postman, 1994). 그러나 소년 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였고, 그 의미만
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었다. 아동은 30-40대의 남자를 낮추어 지칭하는 말로 또는
부양 받고 있는 성인을 뜻하였다(Plumb, 1971). 그러므로 현재와 같은 아동이라는
단어에 연령의 의미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성인도 아동도 모두 읽고,
쓸 수 있는 문해능력이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가르치는 아동을 위한 학교도
존재하지 않았다(Ariès, 1962). Postman(1994)은 이 시대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
다: 중세시대에는 아동발달이라는 개념도, 연속적인 학습에 대한 개념도, 성인세
계를 준비하는 학교교육의 개념도 없었다 .

Ⅳ. 15세기 인쇄술의 발명: 아동기 개념의 형성
독일에서 1448년과 1451년 사이에 인쇄술이 발명되면서(Postman, 1994), 유럽
인은 인쇄술을 이용하여 과거 이 천년 동안 손으로 쓰여진 글을 인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인쇄된 책과 팜플렛은 대량으로 보급되었고 인쇄술이 발명된 지
50년만에 8만여 권의 책이 인쇄되었다.
인쇄물의 대량보급은 사람들이 읽고 쓸 수 있는 능력(문해능력)을 요구하게 되
었고(Luke, 1989; Postman, 1994), 대중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는 교회에
종사하는 사람만을 읽고, 쓸수 있도록 교육하였던 로마교회의 권위에 저항하는 것
이었다. 문해능력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15세기 독일에서 카톨릭에 저항하
면서 발전하고 있던 프로테스탄트들의 의도와 부합하게 되었다(Luke, 1989). 프로
테스탄트 개혁자들은 성직자 대신 일반 대중이 성경을 읽고 개인적인 신앙을 가
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개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
고,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었다.
일반인들이 읽어야 할 성경이 지식인들의 언어였던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으므
로, 라틴어를 배우지 않은 대중에게 성경읽기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라틴어대
신 모국어(Vernacular)로 성경이 번역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였다. 성경번역작업
은 Martin Luther에 의해 성경이 최초로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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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를 문자화했다는 데서 또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Luke, 1989).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여 보급한 Luther는 아동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아동을 교육시키는 것이 동물이 아닌 인간의 도리임을 호소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그의 글은 인쇄되어 널리 읽히게 되었다(재인용, Ulich, 1954). 또한 Luther는
아동교육이 사회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여 대중교육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프로테스
탄트 국가인 독일에서 대중교육의 시작은 인쇄술의 발명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다. 즉, 인쇄술의 발명, 책의 보급, 그리고 대중교육의 시작은 하나의 공식이
되었다(Postman, 1994).
대중교육으로서 학교교육 (현재의 초등교육)의 시작은 이제껏 읽고 쓰지 못하
는 사람을 학교로 모으게 되었다.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은 이제 성인과 다르
게 취급되게 되었다. 아동은 성인이 되기 위하여 읽고 쓰는 것을 배워야 하는 시
기로 인식되게 되었다. 즉, 아동기는 성인기를 준비하는 시기이므로 아동과 성인
은 다르다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아동을 위한 대중교육의 시작은 아동
을 성인과 분리된 단계로 인식하는 현대적 의미의 아동기개념이 발생되는 기반이
되었다.

Ⅴ . 16, 17세기: 아동기 개념의 인정
16, 17세기 유럽사회에서 인쇄술은 지적세계의 변화를 더욱 가속시켰다. 16세
기는 또한 현대과학의 출현으로 유럽사회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지식에 대
한 접근방식으로서 과학적 방법과 발견은 지적인 세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한 탐구를 의미하였고, 신학과 고전 대신 과학이 서구사회 변화의
원동력이 되었다.
가장 괄목할 만한 과학의 변화는 Copernicus의 지동설이었다. Copernicus는
지구가 아닌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지동설을 발표하여 세계와 인간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 도전하였다(Lucas, 1972). 지동설은 자연현상에 대한 비판적 탐구
의 결과로 얻어졌고, 이는 기존의 신중심사고에 도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든 것
을 신이 주관한다는 신중심사고에서 벗어나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인간중심의
사고가 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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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학적 사고와 방법들은 인쇄술을 통하여 출판되었고 출판물은 과학자
들간의 지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과학적 사고에 더욱 영감을 주는 역할
을 하였다(Postman, 1994). 예를 들어 인쇄물의 수학적 상징은 과학자들간의 정보
교환을 더욱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로마숫자에서 아라비아숫자로 바뀌게 되었
고 이를 이용하여 과학자간의 의사소통은 더욱 용이하게 되었다.
또한 과학적 사고들은 모국어로 쓰여졌고 대중들도 이러한 과학을 인쇄된 책
을 통해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사회는 인쇄술의 도움으로 점점 많은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게 되었다(Postman, 1994). 출판물의 보급은 유럽사회를 점점 더 읽
고 쓰는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였다. 16세기말까지 모국어로 된 천문학, 해부
학, 물리학이 일반대중에게 읽히게 되었다. 아동들이 학교에서 배워야 할 지식의
양은 더욱 증가하였고, 문해능력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1. 대중교육의 확장에 따른 아동기의 현대적 의미 가시화
유럽 전역에 걸쳐 현대적 의미의 아동기는 대중교육의 확장과 함께 더욱 가시
화 되었다. 독일에서 시작된 대중교육은 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로 확대되어 갔
다. 대중교육으로서 초등학교의 발달은 아동을 성인과 급격하게 분리시키는 도구
가 되었다. Postman(1994)은 다음과 같이 16, 17세기 유럽사회에서 현대적 의미의
아동기개념이 발달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문해능력이 강조되는 곳에는 학교가
있고 그리고 학교가 있는 곳에 아동기의 개념은 급격하게 발달하였다 (Postman,
1994, p. 39). 예를 들어 문해능력을 강조하였던 영국에는 1660년까지 444개의 학
교가 세워진 반면, 같은 시기 문해능력이 강조되지 않았던 프랑스에는 1627년까지
대략 4만명의 아동만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ostman, 1994).
초등교육의 발달은 어린 아동의 사회적 지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학교는
문해능력이 있는 성인이 되도록 어린 아동을 준비시키는 곳이 되었다. 또한 아동
은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인 (Postman, 1994, p. 41)으로
서 인식되었다. 따라서 학교교육은 아동기의 특별한 본성과 같이 간주되었다.
또한 아동기에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다. 아동은 책을 통하여 성인의 지식
과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성인에게 위협이 되었다. 성인의 비밀, 성적
인 관계, 돈, 폭력, 죽음, 병, 그리고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한 지식이 아동에게 공유
될 수 있게 되자 성인들은 아동이 적합한 지식을 담고 있는 책만을 볼 수 있도록

아동기의 현대적 의미 변화과정고찰 37 1
━━━━━━━━━━━━━━━━━━━━━━━━━━━━━━━━━━━━━━

제한하였다(Luke, 1989). 따라서 성인 즉 교사나 부모는 아동이 적합한 책을 읽도
록 감독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아동기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훈육을 받는 시기
라는 새로운 특성이 부여되게 되었다. 또한 책읽기 자체가 아동의 본성과 달리 오
래 앉아 있어야 하므로 성인의 아동 책읽기에 대한 훈육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아동기는 책을 통해 성인이 되는 준비를 하는 시기이므로 훈육이 필요한
시기라는 특성이 부여되게 되었다. 아동은 성인이 되기 위하여 학교에 가서 교육
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은 물론 훈육이 필요한 존재라는 점 또한 아동을 성
인과 다르게 보이도록 하였다.
2. 16, 17세기 아동기 개념에 대한 인정
아동기에 대한 개념이 인정되고 있었다는 것은 몇 가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아과학에 대한 책의 출판과 현대가족의 개념이 출현하였다
는데 있다. 첫째, 소아과학에 대한 책의 출판은 의학에서 아동과 성인을 분리하여
아동기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된다(Tucker, 1974). 소아과학은 의사들의 아
동에 대한 관찰에서 시작되어 아동이 성인과 다른 생리학적 변화를 지니고 있다
는 인식으로 발전되었다. 소아과학에 대한 첫 번째 책은 영국의사인 Thomas
Phayre에 의해 쓰여진 The Boke of Chyldren "이라는 제목으로 1544년 출판되었
다. 이는 아동의 발달에 대한 인식이 생겼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아동기의 개념이 인정되었다는 두번째 근거는 아동과 가족이 함께 살며 부모
라는 성인의 보호에 있게 되는 현대가족의 개념형성에 있다(Postman, 1994).
Ariès(1962) 역시 아동에 대한 학교교육의 확대로 가족의 개념이 변화하기 시작하
였다고 주장하였다. 학교교육이 생기기 전 아동들은 7세가 되면 다른 가족과 함께
살면서 도제교육을 받게 되므로 부모의 훈육과 보호를 받는 가족의 개념은 존재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교육이 시작되면서 아동이 타락한 성인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부모가 감독을 해야했고, 이를 위해 부모는 아동을 가족과 가까이 살도
록 하였고, 그리고 아동을 다른 가족의 보호에 두려고 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시작과 함께 아동기가 형성되었고 부모들은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
고, 돌보고, 그리고 훈육하는 현대가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아동기는 더욱
인정되었다(Postman, 1994).
그러나 아동기의 개념은 중류층의 아동에게만 제한되어 적용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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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mb, 1971). 중류층 아동이 학교교육을 받으며 성인세계에서 분리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학교를 다닐 수 없었던 하류층 아동은 여전히 성인세계에 섞여 살아야
하였다. 하류층 아동은 성인과 같이 먹고 마시며 지내면서 성인의 세계에 섞여 있
었고, 이를 당시의 시대를 묘사한 그림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Plumb, 1971).
1560년에 그려진 Brugel의 “아동의 게임”이라는 그림에서 프랑드르 소년과 소
녀가 성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고 마을의 축제에서 나이 든 아이들과 똑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서 하류층에게 아동기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다. 즉 아동이 성인과 다르다는 아동기의 개념이 사회 모든 계층에서 인정된 것은
아니었음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기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분위기의 확대는 대중
교육으로서 아동을 위한 학교교육의 발전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아동의 특별한 본성에 따른 교육에 대한 인식
학교교육이 강화되면서 아동기의 현대적 의미는 널리 인정되었고, 아동기에 대
한 인식의 변화는 학교교육을 더욱 강화하게 만들었다. 학교교육의 역사가 축적되
면서 그리고 이성의 힘을 강조하는 지적풍토는 인간 역시 자연과 마찬가지의 법
칙과 순서가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아동교육에 적용되었고
아동기의 현대적 의미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인간의 본성 역시 자연의 법
칙과 순서가 있으므로 이러한 순서에 따른 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게 되었다. 이
러한 교육2)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Amos Comenius(1592-1670)였다(Ulich, 1954).
Comenius(1657/ 1931)는 인간본성의 생물학적 개념을 교육에 소개하여, 아동기
의 본성(nature)을 기초로 한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Comenius는 학교
가기 이전의 아동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밝혀 유아교육의 근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1632년에 출판된 The Great Didactic에서 Comenius는“적절한 교육으로
만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며 아동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 형성된 아동기개념, 즉 아동은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
로서 교육이 필요한 존재라는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주장을 펼쳤다. 인간의 본성은 순서에 따른 발
달을 하는 동물이나 식물의 특성과 동일하다고 보고 아동 역시 내적 법칙을 가진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2) 이를 현대 교육의 시초로 보고 있다(Ulich, 1954).

아동기의 현대적 의미 변화과정고찰 373
━━━━━━━━━━━━━━━━━━━━━━━━━━━━━━━━━━━━━━

아동의 생물학적 본성에 대한 Comenius(1657/ 1931)의 관점은 교육에 적용되었
다. 아동의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다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예를 들어
태어나서 4세까지의 영아는 영아학교 또는 어머니학교에서 어머니의 지도 아래서
사물을 구분할 수 있는 감각을 기르는 교육을 받아야하고, 6세에서 12세 아동은
모국어학교에서 읽기, 쓰기, 그리기, 노래하기, 셈하기, 사물을 기억하기 등을 배워
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동을 가르치는 방식 역시 아동의 생물학적 본성에 따
라야 한다고 하였다. 즉 아동의 발달은 스스로 일어나므로 자연적 성숙에 따른 교
육을 강조하였다. 교육은 어려서, 아동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 순서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아동을 생물학적 성장의 관
점에서 바라본 결과였고, 동시에 아동기의 특별한 본성에 생물학적 특성이 보태지
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Comenius는 아동기가 성인기와 다르다는 것은 물론
왜 학교와 가정에서 아동이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동의 생물학적
본성과 결부하여 설명하였다.

Ⅵ.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아동기 개념의 강화
18세기는 16, 17세기에 사회적으로 인정되었던 아동기의 의미가 강화되는 시기
이다. 18세기 유럽사회는 중세에 만연하였던 종교와 정치의 절대주의, 사회적 불
평등, 엄격한 계급간의 구분에 대한 저항으로서 계몽주의라는 담론에 의해 지배되
었다(Lucas, 1972). 계몽주의는 자연, 인간의 이성, 진보에 대한 신념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부연하자면, 자연에는 논리적인 순서가 있고, 이성은 자연의 준거를 적용
하는 수단이 되고, 그리고 진보는 천국을 대신할 수 있는 사고라고 믿었다. 따라
서 사회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수단인 인간의 이성을 발달시키는 것은 매우 중
요하였고, 이성을 발달시키는 교육의 역할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교육은 더욱 확대되었고, 학교교육의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성인들은 아동이 어떻게 학습하는 지를 관찰하게 되었다. 18세기에는 아동의
학습 방식은 성인과 다르므로 이러한 학습특징을 바탕으로 한 아동교육이 더욱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18세기의

아동교육은

기존의 아동기의 의미를 유지하려는 John

Locke(1632-1704)의 주장과 아동기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세우는 J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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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que Rousseau (1712-1778)의 철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시기로서 아동기의 의미와 아동기 자체가 특별하므로 성인과 구별된다
는 두 가지 관점이 공존하면서 아동기의 현대적 의미는 더욱 강화된다(Postman,
1994).
1. 아동기의 현대적 의미 유지
18세기 영국의 철학자이며 정치이론가이기도 한 Locke는 기존의 아동기 개념
을 더욱 강화하였다. 아동은 성인이 되기 위한 중요한 준비기간이므로 바람직한
교육경험을 강조하였다. Locke는 교육경험은 아동의 도덕과 지적 능력을 형성하
는데 중요하다고 보았다(Ulich, 1954). 경험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사상은 아동의
성장에 대한 의견을 모은 책인 Some Thoughts on Education에서 잘 나타난다.
Locke는 “아동은 기억에 있는 규칙보다는 실제 경험에 의해 배운다⋯.이 경험은
아동이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성인 즉 교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져야한다 고 적고
있다(재인용, Ulich, pp. 359-360). 따라서 아동의 경험은 교사의 지도를 받을 때
완전해지므로 아동이 완전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
을 강조하였다.
Locke(Ulich, 1954)는 아동교육이 불완전한 성인인 아동을 이성적인 성인이 되
도록 하는 필요한 조건이므로, 아동은 성인과 다른 존재라고 보았다. Locke의 주
장은 인쇄술이 발명되고 대중교육이 발생하면서 생긴 아동기의 현대적 의미를 지
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Locke의 아동교육에 대한 관점은 성인이 되는 준비가 필요한 시기인 아동기가 성
인과 다르다는 아동기의 현대적 의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2. 아동의 본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 강화
Locke의 아동관과 아동교육에 대한 사상만큼 Rousseau의 교육사상은 유럽의
교육에 영향을 미쳤다. Rousseau의 유명한 교육 소설인 È mile or Treatise on
Education(1762)이 발표되었을 때 프랑스는 라틴어로 된 인쇄물을 고집하고, 불어
를 사용하는 것을 비난하던 예수회에 등을 돌리던 때였다. 예수회의 철회는 국민
에 대한 대중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프랑스 대중교육은 급격하게 팽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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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프랑스는 학교교육이 강조되면서 아동기를 성인기와 분리하는 아동기의
현대적 의미를 받아들이게 되었다(Postman, 1994).
그러나 Rousseau (1762/ 1964)의 아동기에 대한 관점은 아동기는 성인기를 위한
준비시기라는 기존의 인식에 대한 도전이었다. 정치사상가였던 Rousseau는 전제
적인 프랑스사회를 비난하면서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
하였다. 이 독트린의 의미는 당시 사회가 인간 본연의 자연 상태인 자유, 독립, 개
별성을 억압한다고 보고, 이를 벗어나서 인간 본성에 맞는 사회가 되는 길을 말하
였다.
Rousseau (1762/ 1964)는 완전한 인간의 본성 즉, 사회에 의해 변형되지 않은 상
태가 아동에게 존재한다고 보았고, 아동의 본성은 완전하다는 낭만적인 생각에 이
르게 된다. 루소는 기존의 교육은 아동의 본성을 억압하므로 아동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른 새로운 교육을 주장하였다. 루소의 이러한 교육사상은 아동이 성인과
본성에 있어서 다르며 아동기 자체의 완전함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아동기 개념과
대별되었다. 기존의 아동기가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 본 것과는 달리,
“아동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하다 는 아동기 자체의 완전
함으로 아동과 성인의 다름을 인식하게 하였다(1762/ 1964, p. 58).
Rousseau (1762/ 1964)는 아동기를 태어나서 15세까지라고 불렀고 각 연령에 따
라 교육의 내용을 구분하였다. 각 연령대 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따라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예를 들어 태어나서 5세 까지를 유아기로 보고 가정
에서의 교육을 강조하였고, 5세에서 12세까지를 아동기(소년기)로 보고 이 시기는
사물을 가지고 노는 자유놀이, 아동이 실제적이고 즉각적으로 즐거울 때 배우게
하는 아동의 흥미, 개개인의 특성을 강조하는 개별교육을 강조하였다. 아동교육은
지식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지식을 얻으려는 방법을 가르치
는 것, 진리를 알려고 하고 가치 있게 여기도록 이끄는 것 (p. 176) 이라고 정의
내리면서 읽고 쓰기를 가르치는 학교교육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12에서 15세사이
인 청소년기는 판단의 능력이 생기고 생각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읽기, 쓰기 교육
을 허용하였다. Rousseau의 아동에 대한 관점은 기존의 아동기의 현대적 의미에
변화를 가져왔다. 아동기는 성인을 위한 준비기간이므로 성인과 다른 존재가 아니
라 아동기 그 자체의 독특성 때문에 성인과 다르다는 주장을 펼쳐서 아동기의 현
대적 의미를 강화하였다.
이렇게 Locke와 Rousseau에 위해 주도되었던 18세기 아동교육은 아동기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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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성인기를 준비하는 아동기와 아동기 자체가 중요하다는
두 가지의 아동기 개념이 공존하면서 서구 유럽의 아동교육은 변화 발전하게 되
었다. 아동기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은 아동을 완전한 성인으로 준비시켜야 한다는
문화전수주의 교육철학과 아동의 본성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발달주의 교
육철학의 토대가 되었다. 문화전수주의는 현재까지 제도교육의 중요한 교육기초를
제공하여 아동은 학교를 통해 주요한 사회가치를 전수 받아 사회에 필요한 성인
으로 교육받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발달주의는 개방주의적이고 진보주
의적인 교육사상으로 교육은 아동의 자연스러운 발달을 도모하여야한다는 입장으
로 아동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Ⅶ . 19세기: 유아기와 학령기로 분리되는 아동기
18세기말의 유럽은 미국의 독립, 프랑스 혁명의 실패, 나폴레온 전쟁등으로 인
간의 삶을 증진시키려 하였던 계몽주의의 실패를 체험하게 되는 시기였다(Ulich,
1967). 산업화는 부를 축적하게 하였고 영아사망률을 낮추면서 인구를 증가시켰으
나 동시에 인간을 공장의 기계로 만들기도 하였다.

18, 19세기는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이러한 관조는 낭만주의라는 담론을 형성하였다. 낭만주의는
개별화, 자유, 혁명, 낭만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였고,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아동
기는 예술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Williams, 1858/ 1983). 한 예로 William
Wordsworth는 자신의 아동기에 대한 동경과 아동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
러 책에 쓰면서 아동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낭만주의적 아동관은
교육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낭만주의적 아동관은 18세기 루소의 아동관과 그
뜻을 같이하게 되어 루소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아동교육에서는 아동의 읽는 능력으로 학년을 구분하던 것에서 아동의 타고난
능력, 즉 나이에 따라 학년을 구분하게 되었다. 아동교육은 현재의 모습과 같이
학생의 연령에 따라 학년을 구분하게 되었다(Plumb, 1971). 또한 이 시기는 새로
운 형태의 아동교육이 등장하게 된다. 학교 가기 전의 유아를 위한 영아학교
(infant school)와 유치원이 세워지면서 아동기의 의미는 분리되었다. 아동기는 성
인과 다른 존재라는 의미보다는 아동은 이제 학교 가기 전의 유아기와 초등교육
의 대상인 학령기로 나뉘어져서 이 두 단계가 다르다는 것이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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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아학교 (infant school) 의 출현
19세기 아동교육은 2세부터 학교 가기 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아학
교의 출현으로 유아기 아동을 위한 교육과 학령기 아동을 위한 아동교육으로 분
리되게 되었고, 이는 아동기를 유아기와 학령기로 분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Chung, 2000). 동시에 아동기의 분리는 가정이 아닌 기관에서 유아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Comenius, Rousseau, 그리고 Pestalozzi에 의해 이
미 강조되었으나 이는 가정에서 어머니에 의한 교육을 말하였다. 따라서 학교 가
기 이전의 아동을 위한 영아학교의 출현은 그 의미가 매우 다르다. 영아학교는 사
회개혁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가난한 어머니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이들의 관심대상이 되었고 이들을 위한 영아학교가 그들의
사회개혁 계획안에 포함되게 되었다. 최초의 영아학교는 프랑스의 Jean Federic
Oberlin (1740-1826)에 의해 그의 교구에서 진행되고 있던 경제적, 교육적, 종교적
개혁안의 일부로서 설립되었다(Rusk, 1933).
영아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최초의 기구는 Robert Owen(1771-1858)에 의해
Scotland의 New Lanark에 설립되었다. 공식명칭은 성격형성기구였으나 영아학교
라고도 불렸다. Owen은 이 지역의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장으로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적인 환경을 변화시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
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어린 시절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 영아학교를
사회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Owen, 1816/ 1963).
Owen의 영아학교는 영국의 사회, 도덕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알려
져서 영국에서도 영아학교라는 이름으로 유아를 위한 아동교육이 시작되었다. 영
국의 영아학교는 Locke의 교육사상에 영향을 받아 이성의 힘을 기르는데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어, Owen의 영아학교와 달리 아동의 행복을 교육의 목적으로 두
기보다 신체적, 지적, 도덕적인 훈련을 강조하였다. 그 결과 아동에게 읽기, 쓰기
를 가르쳤고,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으로써 아동의 놀이를 허용하였다. 유아의 학
습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는 영아 학교는 아동의 특성과 관계없이 책을 통한
교육을 하고 있던 학령기의 아동교육과 구별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구분은 아동
기를 유아기와 학령기로 나누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의 영아학교는 유럽전역
에서 세워졌고 미국3)에까지도 널리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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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회에서 영아학교의 확장은 학교에 다니기 전 유아들에 대한 학습 특성
을 관찰하는 계기가 되었고 학교에 다니는 학령기의 아동과 다르다는 것을 직감
하게 되었다. 이로써 아동이 성인과 다르다는 인식 뿐 아니라 학교 가기전의 유아
와 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구분해야할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2. 유치원 교육의 시작: 유아기와 학령기 아동은 다르다
유아기 아동을 위한 유치원은 독일의 Friedrich Froebel에 의해 1837년 설립되
어 전 세계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 Froebel은 Pestalozzi의 학교에서 교사교육을
받은 후 1817년부터 독일의 Keilhau학교를 운영하였다. 1837년 유아기 아동을 위
한 정원(kindergarten)이라는 의미를 가진 유치원을 설립하였다. Froebel은 유아에
게 읽기, 쓰기, 셈하기를 가르치는 기존의 영아학교는 유아기 아동의 특성에 맞지
않는 교육을 하므로 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Froebel(1863/ 1889)이 의미하는 유아기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roebel은 아동기를 태어나서 2-3세까지를 영아기, 3세에서 5세 사이를 유아기, 6
세에서 8세까지를 연계기, 8세 이후의 시기를 학령기로 나누었고, 유아기와 연계
기 아동을 유치원교육의 대상으로 삼았다. 유치원 교육과 학령기 교육은 아동의
지적인 능력이 다르므로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유아기와 연계기
아동은 지적인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세상에 대한 지식을 넓혀 가는데 자신의 감
각을 이용해야하는 특성이 있는 반면, 학령기 아동은 이성적인 사고로 세상에 대
한 지식을 넓혀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아기와 학령기의 특성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19세기 유럽에서 영아학교가 유아기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Froebel의 유치원은 유아가 학령기 아동과 왜 다르게 교육되어야 하는지
를 보여줌으로써 아동기를 유아기와 학령기로 구별하게 만들었다. 이제 아동은 성
인과 다를 뿐 아니라 학교에 다니기 전의 유아와 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서로 다
른 특성 또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 이르렀다. 현대적 의미의 아동기는 영
아학교와 유치원이라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아 더욱 그 의미를 발전시
켜가게 되었고 현재의 아동기의 의미에 이르게 되었다.
3) 1820년대에 시작된 미국의 영아학교는 1830년 중반부터 아동에게 지식을 전달한다는 것 자체
가 아동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교육자와 소아과 의사의 비판에 의해 점차 사라져갔다
(May & Vinovskis,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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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결 론
본 연구는 아동이 성인과 다르므로 성인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아동기
의 현대적 의미가 사회·문화적 맥락가운데 인쇄술과 대중교육의 발전과 함께 어
떻게 변화, 발전되어 왔는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아동기의 현대적 의
미가 아동의 변하지 않는 발달 특성에 따라 형성되었다기보다는 아동기를 인식하
게 하는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구성되었다는 전제로 시작되
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구의 발명 가운데 하나인 인쇄
술은 대중들의 문해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로 변화시켰고 이러한 변화는 대중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맞물리게 되었다. 문해능력이 없는 아동은 자연스럽게 대중
교육의 대상이 되었고, 아동이 학교를 가게 되면서 성인세계와 분리되어 지내야
하게되었다. 즉 아동은 이제 성인과 다른 존재라는 인식이 형성되게 되었다. 대중
교육의 발전과 함께 성인과 다른 아동기의 특성이 더욱 관찰되었고, 이러한 특성
은 아동기의 본성으로 인식되어 성인과 다른 아동의 의미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
제 아동기의 의미는 성인과 다르다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성인과 다른지에 대
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아동기의 특별한 본성에 대한 인식은 학교 가기 전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필요성 또한 제기하였고, 아동기는 학교 가기 전의 유아를 지칭하는 유아
기와 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지칭하는 학령기로 분리되었다. 성인과 다른 존재로서
의 아동기에 대한 인식은 이제 유아기와 학령기가 다르다는 인식으로까지 변화되
었다. 과거에 아동이 성인과 다르다는 인식은 이제 유아는 학령기아동은 물론 성
인과 다르므로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전환되었다.
현대 심리학의 발견으로 형성되어왔다고 믿어왔던 아동기의 개념은 사회·문
화적 맥락에서 그 의미를 변화, 발전시켜왔음을 알 수 있다. 아동은 불변하는 발
달 특성으로 그 의미가 규정되기보다는 아동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 의해 그
특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존재라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아동이 역사적인 존재라는 것에서 시작된다. 즉
아동은 성인과 달리 아동기의 발달특성을 보이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의 제약(constraint)에서 자신의 능력을 만들어가고 삶의 의미를
구성하여 가는 매우 능동적인 존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아동연구는 아동의 발달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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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학년이라는 생물학적 발달을 비교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아동에
대한 고정화된 발달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이 역사적인 존재이며, 능
동적인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존재라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아동의 생물학적 발달
보다는 아동이 자신이 속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어떻게 능동적으로 상호작용
하며 문화속으로 발달하여 가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아동기 역사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아동이 역사적인 존재라
는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도 아동과 성인을 발달적으로 다르게
인식하였는지를 밝히는데 주력하여 왔다. 서구사회와 우리나라의 문화적 맥락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역사속에서 아동기 인식의 존재여부의 증거를 확보하기보다
는 어떠한 문화적 배경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아동을 성인과 다르게 보았는지를
맥락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여 성인과 다른 의미로서 아동기는 어
떠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형성되었으며, 서구사회와 그 맥락과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기의 역사가 재구성될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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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meanings of the modern idea of
childhood in the Western society. The modern idea of childhood means that
children are different from older children and adults, because children think and
function differently from them. The idea of childhood emerged within the
contexts of the invention of printing press and the development of universal
education. Where literacy was valued highly and persistently, there were schools
and where there were schools, the concept of childhood developed rapidly.
The first idea of childhood was that children were separated from adults'
world, because they should be taught at school. Thus children were considered
different from adults. In the 16th and 17th century, the development of universal
education resulted in the acknowledgement of children' s learning characteristics,
which were considered children' s nature. An idea of special nature of childhood
- a concept of biological growth or development - was added. In the 18th
century, the modern idea of childhood as a separate stage, was nourished and
spread by Locke and Rousseau' s educational ideas. In this period, the
characteristics of childhood were modified with Rousseau' s claims about
children' s perfect nature.
In the 19th century, the idea of childhood was distinguished by early
childhood and later childhood in the context of the development of early
schooling. The idea of early childhood emerged with the establishment of early
schooling. In conclusion, the modern idea of childhood was a social construct.
keyw ords: modern idea of childhood, early childhood, later childhood,
invention of printing press, public education, infant school,
kinderga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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