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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개인적⋅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최소한으로 마련
하고자 하는 의무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받을 것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교육이기 때
문에, 국민이 자유롭게 교육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교육
과 아동 자유의 문제는 항상 교육적 논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성인과 달리 아동 자유
의 문제는 일반적인 의미로 논의될 수 없으며, 학교라는 특수한 학습 사태와 훈육 사
태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초등의무교육은 본질적으로 아동 개개인에게 부합하도록
해야 하지만, 초등교육이 보편성과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아동의 자유는 제한
될 수밖에 없다. 아동이 적어도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을 조건 없이
교육받아야 하는 인간 생존권과 아동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고 그 내용이 도덕적으로
타당하다는 전제하에서는 최소한의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제공하는 초등의무교육은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주제어: 초등의무교육(Elementary compulsory education), 아동 자유(Children's freedom)

Ⅰ. 서론

현대사회에 있어서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며 의무이다. 즉, 교육은 국가에 대한 국민
의 의무인 동시에,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국가적 차원뿐
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헌법 제31조 1항을 통하여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교
육권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부터 교육복지 달성의
일환으로 의무교육의 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도시지역에도 중학교 전학년의 의무교
육이 실시됨으로서 중학교 의무교육이 제도적으로는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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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가의무교육의 확대는 이미 주요국의 경우 국가 차원의 교육제도로 일반적
인 경향이 되고 있다. UNESCO의 World Education Report 1998 보고서에서도 1995년
도 의무교육 관련 통계에 의하면, 186 개국 중 Botswana, Gambia, Sierra Leone,
Uganda, Netherlands Antilles, Bhutan, Lebanon, Maldives, Oman, Pakistan, Qatar,
Saudi Arabia, Singapore1), Fiji, Papua New Guinea, and Solomon Islands 등 16 개국
만이 의무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교교육에 대한 수요자 혹은 학부모의 선택과 자유의 강조와 함께 교
육수요자가 자신의 교육을 결정하고자 하는 요구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8월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
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 등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비인가 실험형 상설형태로 실시하고 있는 대안교육
기관들에게 대안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차원의 내실화를 위하여 각종학교 형태
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입법예고하고 국가 표준 교육과정을 연구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학교교육의 법제화는 장기적으로 기존 초등의무교육의 성격에 많은 변
화를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초등교육의 개념화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로 강조되어 왔던, 의무교육으로서의 특징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의무교육의 중등교육에로의 확대, 대안학교교육의 법제화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의무․
무상교육이 초등교육만의 독특한 성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시대적 현실이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무교육을 통한 아동 자유의 제한이 아동을 교육적으로 바람직하게 이끌
수 있는 정당성을 갖고 있는지, 아동 자유의 권리가 성인과 달리 지적인 판단력이 낮
은 아동에게 성인과 동일한 자유 권리를 부여해야 할지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
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고는 초등의무교육의 기본 특성과 아동 자유의 문제를 통하
여 초등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싱가포르의 경우는 2003년 학년기부터 공식적으로 의무교육이 도입되어 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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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의무교육의 기본 이해

1. 의무교육의 개념
인간은 기본적으로 존엄성을 부여받은 존재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인간에게 중요
성을 부여하는 데에는 어느 사회나 인간은 국가 사회가 지향하는 이념과 목적을 달성
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과 인간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닌다는 점 때문이
다(정범모, 1981: 42). 따라서 교육은 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나 개인적 성공뿐만
아니라, 국가 공적인 효능에 있어서 많은 부분 노력해 왔다고 볼 수 있다(Broudy,
1988: 23). 결국 교육이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육목적의 내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는 교육의 양립할 수 없는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공
존의 문제인 것이다.
결국 사회와 개인은 모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갖으며, 교육의 임무 중의 하나는
양자의 필요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다(Schofield, 1972).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최소한으로 마련하고
자 하는 교육제도가 바로 의무교육(compulsory education)이다. 즉 의무교육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교육에 대한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
한의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윤정일 외, 2002). Haydon(1998: 246) 역시 의무교육은
개인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반드시 추구되어져야 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하
고 있다.
이와 같이 의무교육은 아동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의무뿐만 아니
라, 우리사회 전체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에 의무교육은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
함과 동시에 교원, 학부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육당사자들에게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교육을 시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의무교육을 통한 국민의 교육권은
교육기회의 확대와 그 균등한 배분을 실현시켜야 할 사회적․국가적 책무일 뿐만 아
니라, 국민으로서의 의무 역시 강조되고 있다. 결국 의무교육은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
기회에 국민들이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 측면이
더 강조되는 개념이다.

2. 의무교육에 있어서 의미의 성격
의무교육이 비의무교육(non-compulsory education)의 반대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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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은 교육을 받는 것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의무교육은 국가주도로 실시되는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 하에
실시되는 교육이다. 의무교육이라는 단어에서 나타나듯이 임의 선택적 교육이 아닌 강
제적 교육의 성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
가들은 의무교육을 성문법상으로 강제하고 있다. 즉 의무교육은 단순한 도덕적 규범이
아닌 법률적 의무로서의 강제적 규범이고, 강제적 취학을 요구하는 교육이다. 우리의
경우도 성문법으로 헌법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1조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의무교육은 형식적·법규적인 입장에서 보면, 성문법상 자녀를 가진 보호
자가 아동에게 교육을 받게 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는 교육을 의미한다(김종철, 1989:
94). 그런데 헌법상의 의무교육 조항을 살펴보면, 의무교육은 부모 혹은 보호자의 입
장과 아동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된다(김도수, 1996). 즉 부모 혹은 보호자의
입장에서 보면 법에 따라서 아동에게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아동
의 입장에서 보면 법에 따라서 아동 자신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어느 입장이나 교육을 받는 것을 강제하는 구속력을 갖는다는 성격을 갖
는다. 따라서 의무교육의 법 규정에 따른 해석은 엄밀하게 보면 의무교육을 할 의무가
아니라, 의무교육을 받게 할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부모의 교육에 대한 선택권보
다 아동이 받아야할 의무교육의 학습권이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즉, 아동의 관점에서
보면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가 아니라,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로 해석될 필요가 있는 것
이다.
결국 의무교육은 모든 국민이면 그 자녀로 하여금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인 교육권(내지 학습권)을 보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의 이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기본 원리가 있다.
첫째, 의무교육은 의무성의 원리로 이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원리는 모
든 아동을 신체적으로 자유롭게 하여 교육 기관에 접근시키는 의무가 모든 성인뿐만
아니라 국가에게도 부과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무의 주체와 내용에 따라서
① 보호자의 취학의무, ② 지방공공단체의 학교설치 의무, ③ 학령기 아동에 대한 고
용금지 의무, 그리고 ④ 교육행정당국의 취학지원 의무로 나눌 수 있다(윤정일 외,

초등의무교육에 있어서의 아동 자유 제한의 정당성 연구 69

2002).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의무교육은 단순히 국가적 수단으로서의 강제교육에 의
한 국민의 의무 강조보다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인격과 개체성의 최대한의 신장을 위
하여 필요로 하는 보통 및 기초교육을 법으로 보장하는 의무교육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의무교육은 단순한 강제 학교출석법의 의미보다는 한 개인의 기본
권 보장의 의미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학교출석법(school attendance laws)의 맥락에
서 강제(compulsion) 혹은 강요(coercion)라는 단어의 사용을 반대하는 Katz(1977:
181) 역시 학교출석법에 기초한 의무교육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법에 대한 불복종
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단순히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요적인 것이
아니며, 의무 학교출석법은 현재의 규범(norm)이나 규준(standard)을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라고 한다. 즉 의무교육 학령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공식적 학
교교육 이외 대안교육이나 홈스쿨링(home schooling) 등은 강제출석법에 의한 강제적
접근보다는 국가의무교육과정에 준한 교육목적의 최소한의 성취 보장을 국가가 확보
해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교육의 의무적 성격에 있어서 교육을 학교교육
만으로 생각하는 논리적 오류와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을 단순히 의무학교교육만으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
둘째, 의무교육의 이행은 무상성의 실현이 전제되어야 한다. 의무교육은 본질적으로
교육을 받는 사람의 권리를 재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의무교육의 무상성은 교육
을 받을 자 혹은 그 보호자로 하여금 의무교육을 받게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직접부
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 측
면도 보장하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의무교육을 받게 할 부모의 의무 이행을 국가
가 보장한다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
물론 국가의 재정적 현실을 무시하고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원론적으로 논의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의무교육의 무상성은 국가의 예산과 국민 세금에 의한 교육재정의 여
건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무교육의 무상성은 현실적으로 국가의 재
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가가 가능한 최대의 배려를 통하여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국가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무상으로 보장하려는 최선이 아닌 최대한의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결국 의무교육의 무상화의 정도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보
장되는가의 정도문제인 것이다.
셋째, 의무교육은 기회균등의 원리로 이행되어야 한다. 모든 아동에게 의무교육을
받는 권리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공교육의 본질에서 교육의 중립성과 평등성이 함께
요청되는 원리이다. 따라서 의무교육은 교육기회의 균등과 교육기회의 확대라는 전제
하에,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에 차별을 두지 않고 그 자녀로 하

70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여금 국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공통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제도이다.
이러한 의무교육의 기회균등성의 성격은 의무교육의 취학연령 제한에서도 같은 맥
락으로 논의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 13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그가 보
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고 되
어 있다. 물론 제 13조 2항에서 만 5세 아동의 조기입학을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지만, 초등학교에서의 수학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령미달인 아동에게
조기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 31조 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을 단순히 수학능력을 기준만으로
초등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아동
의 경우 극단적으로 수학능력이 없는 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정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며 역시 의무교육의 기회균등성의 이행 원리인 것이다(정재황:
1995: 41 재인용).
따라서 의무교육의 기회균등성은 사회적 교육불평등의 해소와 생존권으로서의 복지
권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교육의 이행요건이다. 즉 사회적⋅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교육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의무교육은 곧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여건이 충분한 자와의 최소한의 사회적 불평등 해소일 수 있으며,
한 인간으로서 사회적 생존에 필수적인 지식과 인격을 갖추게 하는 교육을 반드시 받
게 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등의무교육의 본질은 비단 교육선진국만의 국한된 문제는 아니
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초등학령기에 있는 아동의 5명 중 한 명이 초등학교를 다니
지 못하고 있는 현실(UNESCO, 1998)에서, 오히려 의무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교육
적 상황은 그렇지 못한 국가의 문제일 수 있다. 저개발국가의 아동들은 육체적․정신
적 고통은 물론 최소 수준의 교육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초등교육은 바
로 그러한 아이들의 실질적 권리일 수 있다. 결국 의무교육을 받을 교육권은 의무교육
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교육권뿐만 아니라 적극적
으로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이해될 필
요가 있다.
이와 같이 의무교육에 있어서의 의무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Mamchak & Mamchak, 1982: 99). 즉 의무교육은 의무교육
대상 자녀를 둔 학부모로 하여금 의무교육에 취학하게 하여야 하는 강제적 성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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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취학시키지 않는 부모에 대한 법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의 교육적 인권을 국가가 보호하겠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다른 한편 오늘날
과 같이 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질적 향상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의무교
육을 통하여 국가가 국민들 혹은 그 자녀로 하여금 교육의 의무만을 강조하는 일이
과연 그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대안교육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의무교육 확대 실시 자체는 국가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국민이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교육에 대한 교육적 논쟁의 소지는 항상 있게 마련이다.

Ⅲ. 학교교육에 있어서 아동 자유의 문제

1. 인간 자유의 문제
일반적으로 이미 구속되어 있거나 제한 혹은 억압되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free’라는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할 때 혹은 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제한이나 제약에 의해 방해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Benn & Peters, 1959: 197). 따라서 자유의 의미를 살
펴보기 위해서는 Berlin(1962)이 제시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Berlin에 의하면 소극적 자유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상
태를 의미하며, 적극적 자유는 뭔가 원하는 것을 하고,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어떤 존
재가 되고, 어떤 의지대로 실행할 능력을 개발하는 의미가 있다.
물론 자유를 이분법적으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은
자유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의 의미를 왜곡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유를 다른 사람에 의해 간섭이나 제한받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의미하
는 것으로 본다면, 자유의 의미에는 어떠한 방해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freedom
from)과 하고자 하는 바가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freedom to)의 의미를 모두 포함
하고 있다(김정래, 2003: 94). 그러나 개인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그 어떤 것을 추
구하고자 하는 적극적 자유는 최소한 타인의 간섭이나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에, 소극적 자유의 충족은 적극적 자유의 전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어떤 제한은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유를 방해한
다는 점에서, 자유에 대한 어떠한 침해라도 그것은 언뜻 보기에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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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White, 1973: 5). 그렇다고 단순히 외적인 구속의 배제만으로
자유를 설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개인들은 합의된 가치
나 개인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온 도덕적 규범의 외적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이다.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
유는 사회적 혹은 도덕적인 외적 통제 이상의 내적 자율, 즉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는
데 필요한 적극적인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 혹은 집단 상호간 사회적 관계 하에서 자유는 외부적 권위에 의해 강
제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신념은 자유의 실현이 단
순히 개인의 이성적 지배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유는 법에 의해 강제될
수밖에 없다(Dewey, 1930). Rawls(1973) 역시 질서정연한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적 여
건과 무관하게 자유의 정의를 내리고 그 자유의 이행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자유는 다른 가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자유에 대한 철학
사유적 가치의 문제와 현실적 가치의 문제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실적 사회의
가치로 자유를 해석할 때 자유권리는 사회적 여건이나 제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즉 자유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과정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의 자유는 아동 성장과정에서 끊임없이 획득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상태라고 할 수 있다. Dewey(1934) 역시 자유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획득하는 것이지
본래부터 소유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자유는 제도와 법률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도 획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라는 것은 외부로
부터 단순히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법으로 자유를 강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동은 자유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
에, 아동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는다는 관점이 있다(Chamberlin, 1989: 83). 즉 자유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의 제한 역시 없다는 것이다. 자유는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성취해야 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동이 그러한
능력이 결핍되어 있고 자유를 성취할 수 없을 때 아동은 자유를 박탈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행동을 계획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높지 않은 어린 아동들
의 자유의 보장을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아동의 자유로 일괄적으로 논의될 수 없기 때
문에, 아동이 자유롭게 자기 의지로 어떤 것을 획득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
국 아동의 경우는 성인의 자유와 다르며, 스스로 획득된다고 보기보다는 성인으로부터
주어지거나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동에게 자유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성인보다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자칫 아동에게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 아동의 관점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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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관점이 될 수 있으며, 아동의 이익이 아닌 성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행위
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아동에게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이고 의도적 과정을 통하여 자유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
한 자유의 제공이 요구된다.

2. 학교교육과 아동 자유의 문제
학교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갖는 모든 형태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하지 못한다. 만
약 학교교육을 인간 행동의 의도적인 변화과정이라고 전제한다면, 바람직한 인간 행동
에 대한 계획적⋅의도적인 교육적 처치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아동
이 하는 모든 행동은 교육적 관점에서 용인되는 것이 아니며, 어떤 경우에는 아동 행
동에 구속이나 통제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학교교육 사태에 자유의 원리를 적용하
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자유 문제에 대하여, Peters(1966) 역시 아동들은 법적인 요구
나 부모의 압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입학이 되며, 학습상황 자체는 법적인 규제가 요
청되는 사태이며, 교육사태는 본질상 성인들에 의해서 계획되고 통제된 환경이라는 점
에서 제한받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초등학교가 사회제도적 기관의 하나라는 점에서,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들의 자유에 대한 논의 역시 아동 자유의 원론적인 전
제와는 별도로, 초등학교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아동자유의 한계를 논의하는 것은 중요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자유의 문제와 학교에서의 아동자유의 문제는 별도로 논의되
어야 하며, 미성숙한 아동에 대한 자유의 논의와 성인에 대한 자유의 논의는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 물론 교육 사태에서 아동의 자유의 문제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지
만,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관점은 교수(instruction)와 훈육(discipline)의 문
제라고 점에서, 학교교육에서의 아동 자유의 문제는 학습 사태와 훈육 사태로 구분하
여 논의될 수 있다. 먼저 학습 사태에 있어서 아동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적절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아동 자유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 그 정당
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칫 강제적 교화의 형태가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아동 자
유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의 다양한 사태에
따라 논의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학교라는 한정된 범주 내에서 그리고 제한된
시간 내에서 아동의 학습할 자유 혹은 권리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의 아동 자유의 문제는 질서 유지의 훈육 사태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학교 안에서 아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질서 확립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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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학교교육의 사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적
기관이므로 학교교육의 장은 기본적으로 질서의 확립을 요한다. 흔히 아동 자유가 규
제적 조치가 없는 상태로 생각하기 쉽지만, 아동이 교실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일종의 통제와 규칙들이 있고 그로 인해 아동이 보호받기 때문이다(Popper,
1977). 즉 학교교육에 있어서의 일련의 규칙과 제한은 기본적으로 아동 보호에 있으
며, 다른 아동의 자유와 행동을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 사
태에서 아동 자유를 제한하는 학칙 혹은 여러 규칙들은 아동 자유에 대한 구속이 교
육목적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당성이 논의되어야 하며, 아동 자유를
제한하는 이유가 아동 이익의 고려라든가 질서의 유지에 있는 것이다(Peters, 1966).
아동에게 주어진 자유가 만약 교육적 관점에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면 학칙이나
교육적 조치를 통하여 아동의 자유를 저지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Moore, 1982: 127).
이상과 같이 학교교육에 있어서 아동의 자유는 그 누구도 개입되지 않는 아동 스스
로의 권리라기보다는 아동의 입장에서 자유 권리를 대행하는 국가 혹은 성인의 개입
이 필요하다.

Ⅳ. 초등의무교육과 아동 자유 제한의 정당성

학교교육에서의 아동 자유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교사와 아동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와의 문제일 수 있다. 왜냐하면 학습 사태에서의 자유의 문제가 주로 교
사의 교수활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아동의 권리 대변자일 수 있는 아동의 부모가 관련
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 자유는 보다 실제적으로 부모에 의해 제한받는다.
Locke(1963) 역시 아동의 자유는 부모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받으며, 덜 가치
로운 자유는 좀더 가치로운 자유를 위해 포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
들은 그들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며(Sutherland, 1998), 아
동의 자유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학부모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학부모는 자녀를 교육시킬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 즉 학부모의
성향과 능력은 아동이 받는 교육의 양과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동 자유의 문제는 학교교육보다 학부모의 아동에 대한 교육적 제공으로
인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단순하게 본다면 교육성향이 높고 능력이 높은 학부
모일수록 그렇지 못한 학부모보다 그 자녀가 받게 되는 교육은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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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에 대한 아동의 자유는 제 3자의 개입이 없다면, 아동의 복지권
으로서의 교육권을 사회 혹은 국가가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예를
들어, 자녀의 교육, 직업 혹은 결혼 등에 대한 학부모의 선택사항을 사회나 국가가 직
접적으로 개입하여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좋은 교육을 선택하여 그 자녀로 하여금
혜택을 받게 하는 학부모의 욕망은 당연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의 의무교육체제는
아동 혹은 학부모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의 사회 혹은 국가의 역할은 한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
못지않게 사회 공공의 이익 역시 추구해야 하는 마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한다.
사회에 있어서 교육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공공성에 있다면, 개개인의 조건에 부합
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교육의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보면 의무교육은 아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인간이 적어도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을 배경 조건에 관계없이 교육하는 것은 인간 평등권과 생존권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아동의 자유 권리는 교육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이나 영양으로부터도 아동은 역시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Levinger(1994) 역시 교
육뿐만 아니라, 건강보호 및 적절한 영양을 아동을 위한 기본적 인간권리의 3요소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생존을 위한 욕구지만, 다른 욕
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서의 학습도 하나의 중요한 욕구로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점
에서(Thomas, 1991: 1-2), 교육은 인간의 기본 욕구이며, 교육은 사회적 결과로 언급
되어질 수 있다. 교육은 개인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며 일생에 걸쳐 이루어지
는 것으로, 포기할 수 없고 강요되지도 않는다(Thomas, 1991: 4-18). 따라서 아동에
대한 초등교육은 그들 삶에 있어 절대적인 필수 요건 즉, 삶의 필연성으로서의 교육인
것이다.
이러한 복지권으로서의 교육권(the right to education)은 기본적으로 세계인권선언
과 중요한 국제권리협약 등에 의하여 보장된 기초교육의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다른 복지권과는 달리 교육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교육권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권리이다(김정래, 2004). 예를 들어 UN(1960: 192-199)은 아동권리
에 대한 국제 선언(International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 아동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러한 교육은 적어도 초등단계에서는 의무적이어야 하며,
아동에게는 평등한 기회의 기초 하에, 일반 문화를 증진하고 아동으로 하여금 개인적
판단과 자신의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함양하고 사회의 유용한 일원이 되도록 할 교육
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으로서의 초등교육의 본질에 있어서, 반드시 논의해야 할 것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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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아동의 자유 권리에 대한 논의이다(Chamberlin, 1989: 82). 즉 의무교육의 강제규
정이 과연 도덕적으로 아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는가의 문제는 초등
의무교육 본질 논의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Gardner(1983: 110) 역시
의무교육은 그것이 강제적이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정당화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의무교육은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지적받기 쉽다(Chamberlin,
1989: 85).
첫째, 의무교육은 자유의 제한이며 모든 유형의 자유의 제한은 좋은 것이 아니다.
둘째, 비록 강제적인 것이 어떤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당화되더라도,
의무교육의 결과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셋째, 결과가 바람직하더라도 그러한 결과는 강제적으로 성취되지 않으며, 성취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받는다는 것을 인간의 자유권과 같은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가능케 하
는 복지권으로 규정한 Wringe(1981)은 의무교육 자체를 거부하는 자유선택은 삶의
질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교육은 취사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초등의무교육은 개인의 가치판단에 의한 학습권의 강화보다는 국
민의 생명권과 같은 인간적 삶을 위한 필수적 기본 요건으로서 사회의 공적 가치에
의한 교육권으로서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결국 초등의무교육은 공공가치의 교
육적 경험을 높은 질의 교육과정으로 구현해야 하며, 초등교육의 본질이 유지되는 범
주 내에서 교육선택권이 적용되어야 한다.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교육 자체에 대한 선택의 자율권은 그 정당성을 얻기 힘들며,
만약 인간의 기본적인 복지권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으로 초등의무교육을 국
가주도의 교육제도로서 유지된다면, 수요자중심의 자유선택권은 제약받을 수밖에 없
다. 단순히 초등교육의 국가 주도적 의무교육을 개인의 자유에 대한 반대논리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초등교육에 대한 사회적․공공적 의미를 간과하는 사고방식인 것이다.
결국 초등의무교육에 있어서 아동 자유의 권리문제는 당위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물론 학교선택제와 홈스쿨링 등의 새로운 대안으로 모든 아동들이 초등의무교육과
정을 따르고 있는 현실은 아니며, 획일적인 의무교육과정을 국가가 강요하는 것은 문
제가 있다는 관점도 있다. 그러나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 상호관계에 있어서 기대되는
기본적인 인간성이나 도덕성은 모든 사람에게 공유될 수 있다. 즉 실제로 한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호나 관심을 갖도록 하고 흥미를 공유하도록 강요하는 것
은 모든 이가 반대하지만, 다른 유형의 획일성 즉, 우리가 삶이나 앎의 세계에서 보편
적으로 기대하는 기본적인 윤리나 도덕 혹은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기초 기능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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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길 기대한다. 이러한 삶과 앎의 기초 요소들은 모든 사람이 동일
하게 초소한의 기본적인 초등교육을 통하여 제공받는다고 기대해야 한다. 따라서 초등
교육과정의 내용이 아동의 선택이나 자유 권리 혹은 흥미에만 의존하게 되면 그러한
삶과 앎의 세계에서 필수적인 문화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초등교육을 제공하는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그 정당성
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국가수준의 의무교육은 초등교육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개
념 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초등교육은 사회의 시민으로서 누구나 공통적으로 갖추
어야 할 기본적․기초적인 자질을 함양하지 않고는 그 국가 사회의 유지 발전이 불가
능하다는 필연적인 전제하에 유지되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의무교육은 교육
과정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하는 모든 교육의 근본이 되며, 그 바탕이 되는 교육으로 최소한으로 중요한 필
수적 의미(minimum essential)로서 이해된다. 즉, 누구나 공통으로 필요한 일반교육
혹은 보통교육의 의미와 누구나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초교육의 의미를 내포하는
개념으로 기본적인 최소 요소(basic minima)인 것이다(White, 1973). 따라서 한 나라
의 의무교육제도로서의 기초교육은 대체로 모든 후속하는 학교교육의 기초가 되는 취
학전 교육 혹은 초등교육을 지칭하는 말로 흔히 사용하게 된다(Phillips, 1975).
이러한 초등의무교육과정은 아동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최소 능력의 제
공을 의미하며, 그러한 범주 내에서만 아동들의 삶과 앎의 세계에 개입할 수 있다. 따
라서 초등의무교육에 있어서 아동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모든 졸업생에게 요구되
는 표준에 도달하도록 기대되는 기본적인 필수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한은 교육의 범주에서는 아동이 다른 방법으로 성취할 수 있는 아
동 자유에 우선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아동들의 자유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제약이 아동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장차 아동들이 사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최소요소의 능력을 구비케 하는 것이 바로 의무교육과정인 것이다
(White, 1973). White(1973)는 특히 그러한 최소요소의 의무교육과정이 없다면 아동
은 더 많은 자유를 제한 당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아동 개개인에게 적정 수준의 최
소요소를 구비케 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자유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아동의 소극적 자유에 대한 제한은 보다 나은 적극적 자유의 능
력을 강화한다는 근거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Hamm, 1991). 이러한 적극적인 자유의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은 교육받은 사람의 소질과 능력 등을 발달시키는 것과 유사할
수 있다(Peters, 1966). 결국 의무교육과정에서 아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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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아동 자신들에게 이익(interest)이 될 때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도덕적으로 타
당한 것이어야 한다(White, 1973: 7). 물론 아동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동들이 흥
미롭고 아동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인가의 문제는 좀더 논의될 필요가 있지만, 아동 자
신들에게 의무교육과정이 이익(interest)이 된다면 아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정당화의 논의는 초등의무교육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자유의 대상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적극적 자유를 위
해 다른 사람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 즉 아동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른
아동을 괴롭히거나 다른 아동을 방해하는 것 등을 허용한다면, 이는 다른 아동의 소극
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초등의무교육에서 아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은 그 정당성이 있지만, 문제는 아동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제한하여야 하는 상황은 어
떤 상황이냐 하는 것이다. 단순히 아동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덕적으
로 정당화되거나 아동 이익에 도움이 될 경우에 아동의 소극적 자유의 제한은 정당하
다는 것은 아동이 덧셈과 뺄셈을 학교에서 배우길 원치 않고 자기 집에서 배우길 진
정으로 원할 경우, 과연 그 아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고려할 때 좀더
복잡해진다. 따라서 단순히 도덕적으로 정당성이 있고 아동에게 이익이 된다는 관점에
서만 초등의무교육에 있어서의 아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의무교육에

있어서의

아동

자유의

제한에

대한

정당성

논의에

대하여,

Hamm(1991) 역시 전반적으로 아동들은 그들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성인은 아동보다
좋은 것을 더 잘 안다는 가정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덧셈과 뺄셈은 삶과 앎의 세계에
서 좋은 것이고 아동이 실제로 그것을 원하는 경우,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배울
수도 있으며, 학교에서 아동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강요할 수는 없지만, 아동이 어
떤 것을 ‘원한다는 것’ 자체를 단순히 개인의 어떤 흥미나 필요에 의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통찰과 교육이 요구된다는 것이다(Hamm, 1991). 이러한 통찰과 교육
을 필요로 하는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아동은 아직 필요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
지 않기 때문에, 아동 스스로의 자유 의지에 맡길 수는 없으며, 아동과 관련된 많은
선택의 문제에 아동을 대신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중심교육
이 범하는 잘못 중의 하나는 사회의 필요성은 잊고 오직 아동의 실질적인 또는 상상
적인 필요성에만 집착하는 것이라고 한다(Schofield, 1972). 따라서 의무교육에 있어서
아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제는 아동에게 자율성과 도덕적 훈육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유는 자율과 도덕을 전제로 접근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가치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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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도
덕적 자기결정의 자유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즉 자기 자신이 가치 선택을 하는 일은
자기 선택의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 능력이나 통찰력을 가진 사람에게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다소 미성숙한 아동에게는 그러한 자유의 논리가 동일하
게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어린 아동의 자율성 신장과 도덕적 훈육은 아동 자유와 함
께 항상 논의의 선상에 있게 된다. 결국 초등학교에서의 교수-학습활동과 질서 유지로
서의 훈육활동이라는 교사의 교육적 활동의 측면에서 아동의 자유는 제한받을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교사에게는 아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교육적 정당화를 합리화할 수 있는 타당한 작업을 계속적으로 해
야 하는 의무 역시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의무교육을 통해서 아동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적 경험들은 아동
의 흥미나 필요에 반드시 부합되는 내용일 수는 없으며, 아동의 흥미나 필요에 부합되
지 않아도 교육적 가치가 내재된 경험(교과 포함)들은 학교교육을 통하여 교육적 경
험에 대한 흥미나 필요가 유발되도록 가르쳐야 한다. 즉 초등의무교육은 단순히 아동
혹은 학부모의 자유선택으로 교육적 경험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이 전혀 필
요나 흥미를 가질 것 같지 않은 교육적 경험이라도 아동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흥미
를 갖도록 해주는 차원에서 아동 자유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초등의무
교육은 모든 아동에게 비록 그가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가르쳐야
하며,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결코 부당하지 않음을 보여 줄 수 정당성을 끊임없이 확
보해야만 한다.

Ⅴ. 결론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기본교육제도의 하나로 국가수준의 의무교육을 이행하
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즉 의무교육을 통하여 한 개인의 삶
과 앎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국가 공적인 사회적 효능성을 증
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최소한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의무교육은 기본적으로 교육
받을 것을 법적 의무로 강제하고 있다.
다른 한편 국가의무교육은 국민이 자유롭게 교육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교육과 아동 자유와의 문제는 항상 교육적 논쟁으로 제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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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학교라는 특수한 사태에서는 성인과 달리 아동 자유의 문제는 일반적인 의
미로 논의될 수 없으며, 학습 사태와 훈육 사태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유
의지는 자기 자신이 가치 선택의 상황에서 최소한의 판단 능력이나 통찰력을 가진 사
람에게나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다소 미성숙한 아동에게는 성인과 동일
한 수준에서 자유의 논리가 적용될 수는 없다.
물론 초등의무교육은 본질적으로 아동 개개인에게 부합하도록 교육과정이 제공되어
야 하지만, 초등교육이 보편성과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아동의 자유는 초등교육
의 사태에서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초등의무교육은 아동이 적어도 그 사회에 적
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을 조건 없이 교육받아야 하는 인간 생존권과 아동 자신들
에게 이익이 되고 그 내용이 도덕적으로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최소한의 기초적인 초
등교육을 제공하는 초등의무교육은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최
소요소의 초등의무교육과정이 없다면 아동은 더 많은 자유를 제한 당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초등의무교육과 아동 자유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초등교육의 본질을 이
해하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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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justification for the constraint of Children's
Freedom in the Elementary Compulsory Education

Dong-taik Kwon(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is concerned in the nature of elementary compulsory education and
justification for the constraint of children's freedom in compulsory education through the
matter of children's freedom in schooling. In elementary compulsory education, the claim
that children should have the right to choose their own educational experiences is not
valid in place of the schooling. Based on children who not able to judge what they will
do in their lives, Teachers inevitably constrain or infringe children's freedom in schooling.
In this point, it is possible to justify constrain children's freedom, and compulsory
education should be made up of curriculum that can be interested to children and
consisted of the basic minima. If not the basic minima, children will miss the opportunity
to get possibilities to develop their full potential. So the constraint of children's freedom
in elementary compulsory education can be justified not only because more beneficial to
the children in the future, but also because nature of elementary compulsory education
for children's welfare righ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