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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의 고도로 발달된 과학문명은 우리의 생활을 참으로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과학문명의 발달로 점차 많은 양의 지식과 기능, 문화의 강
제적 주입이 아동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그리하여 아동 개개인의 개성과 본
성을 무시한 채 인위적으로 선발되고 조직된 많은 양의 지식이 아동에게 반
강제적으로 주입되는 획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과
정에서 아동은 주체적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취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자란 성인들은 한 명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각
자의 삶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 결과 과학
문명의 발달 뒤에는 항상 인간성 상실의 문제가 따라 다니게 되었으며 이것
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인간성 회복 문제의 심각성이 강조되면서 사회 전체에서 이를 위한 많은
시도와 노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교육적 측면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전인교육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현대의 교육은 인간성 회복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아직 부족함이 많으며 한편으로는 인간성을 타락시키거나 인간소
외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18세기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가 살았던 사회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많으며, 그런 의미에서 루소가 당시의 사회와 교육에
가했던 비판들은 오늘날의 상황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이는 과학과 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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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이 도덕을 부패시켰다는 내용의 루소의 논문 「학문예술론」을 살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그가 계몽주의에 대해서도 봉건제도와 사상에
반대하는 면에서는 입장을 같이 했으나 주지주의적인 면에서는 계몽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지녔다는 것으로도 그의 교육에 관한 입장을 쉽게 알아챌
수 있다.
루소가 생존했던 당시의 교육은 매우 보수적인 경향을 지녔으며 주로 기
존의 사회를 안정적으로 영속화시키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게다가 아동을
축소된 성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 아동의 흥미와 학습동기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성인처럼 생각하고 기존의 관습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요되었다. 또한 사회적 이익이 개인의 이해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만
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조리하고 타락한 사회에서 개인은 사회적 이익을
위한 희생물이 되기 쉬웠다. 이러한 사회적 경향에 대해 루소는 개인의 본
성과 가치를 무시하는 비자연 교육을 비판하면서 이러한 교육은 오히려 사
회를 나약하게 만들고 타락시키게 된다고 비판하였다.
루소가 당시의 사회와 교육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고 바람직한 교육의 방
향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성장과정을 통하여 이를 직접 체험하였
기 때문이다. 당시의 타락한 사회 상황을 극복하고 진정한 인간 본성을 회
복하기 위하여 그는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자연주의 교육사
상을 전개시켰다. 이것은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인위성을 타파하고 인간 본
래의 자연성을 회복 할 때 인간은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찾게 된다는 것이
며 이것이 바로 교육이 해야 할 일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
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은 그의 저서 「Emile」에 잘 나타나있다. 그의 자연
주의 교육사상은 아동 중심의 근대적 교육 사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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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현대까지도 큰 의의를 지닌다.
물론 오늘날의 사회는 루소가 살던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우리는
아동을 축소된 성인으로 보지 않으며 사회를 위해 개인이 희생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또한 아동의 본성과 개성을 중요시한 교육에 큰 의
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육의 현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실
현되고 있지는 않다. 아직도 우리는 더 많은 지식과 기능을 아동에게 주입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의 과정에서 아동들은 수동적인
존재일 뿐이다. 생각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에 있어
서 변화가 거의 없다.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생각의 변화에 대해 확신을 가
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을 행동으로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를 알
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성 회복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성 상실, 인간 소외의 문제와 중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해결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아동들의 본성과 개성이 발견되고 개발되기 위해서, 또한 능동적이고 적
극적인 참다운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즉 잃어버렸던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 현장에서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교육은 사
회를 바꾸는 힘이며,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이 먼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현장에서의 교육에 변화를 가져오
기 위해, 우선 우리는 현재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에 대하여 알아
보고, 루소가 당시 사회와 교육에 가했던 비판들을 수용하여, 현재 우리 교
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 3 -

B.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을 고찰하여 교육의 의미를 분석하고
현대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
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루소의 생애와 활동, 교육 사상이 형성된 사상적 배경을 살펴본다.
둘째,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의 기반을 자연관, 종교관, 자유관, 아동관
의 측면에서 고찰한다.
셋째,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을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제
도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넷째,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의 의의를 교육의 본질 회복,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전환, 아동중심의 교육, 생태중심의 교육의 측면에서 해석하고, 그
한계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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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루소의 교육사상 형성배경

A. 생애와 활동

루소의 생애는 크게 3기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태어나서부터 40세
까지를 제1기(정신형성의 시기), 50세 경까지를 제2기(대작 발표의 시기), 그
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를 제3기(방랑과 변호의 자전적인 작품 발표의 시
기)로 구분하는 것이다(민희식, 2000: 3-18).

1. 정신형성의 시기(1712∼1749)
1712년

6월

28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아버지

이자크

루소(Issac

Rousseau)와 어머니 슈잔느 베르나르도(Susanne Bernard) 사이의 둘째 아
들로 루소가 태어났다. 시계 기술공인 그의 아버지는 꽤 유능하였으나 선조
로부터의 유산이 없어 어려운 가계를 꾸려갔으며, 목사의 딸인 그의 어머니
는 아버지보다 부유한 편이었고 아름다우며 정숙하였다고 루소는 참회록에
기록하였다(오정미, 2000: 6-7).
루소의 어머니는 그가 태어나고 며칠 후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이렇게
어머니의 목숨과 맞바꾼 자신의 탄생을 최초의 그리고 한평생의 불행으로
여겼다. 루소는 모성애를 동경하며 자랐고 이러한 그의 감정은 성인이 된
후 어머니에 대한 콤플렉스로 나타나게 된다.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를 그리
워하는 마음을 달래곤 하는 것이 어린 시절 그의 일과였으며, 그것은 아버
지에 대한 지나친 의존적 감정으로 발전한다. 루소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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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남겨놓은 소설책 등을 밤을 세워가며 읽고, 대화하면서 이성과 감성에
대해 깨닫기 시작하였다. 루소의 아버지는 루소에게 정규 교육은 시키지 않
고 「플루타크 영웅전」, 「윤리론집」등을 읽게 하였다(이신지, 1996: 4).
루소의 아버지는 감상적이고 여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환
경은 그의 성격을 여성적이고 수동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했으며, 고모와의
생활에서는 음악에 관한 그의 정열을 높였다(오정미, 2000: 7). 1722년 루소
의 나이 10살 때에 루소의 아버지는 어떤 프랑스군 대위와의 결투 끝에 결
국 제네바를 떠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아버지와의 교육은 중단되었다. 그
이후 루소는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장하게 되며 내향적이고
사회성이 없으며, 정서적․심리적으로 불안하며 방황을 계속하는 삶을 살게
된다(이신지, 1996 : 4).
아버지가 떠난 후 외삼촌에게 맡겨진 루소는 거기서 사촌과 함께 목사 람
메르시에 집에서 기숙하며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12살 때에는 공증인 마세
롱의 서기 노릇을 하고, 13세 때에는 꼬묑의 밑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 때
그의 생활은 처참했지만, 오히려 그러한 생활이 그로 하여금 더욱 독서에
열중하게 하였다. 그 후 여러 곳을 전전하며 방종한 생활을 하다가 1728년
16세 되던 해에 퐁티에르 신부를 만나게 된다. 신부는 그에게 침식을 제공
하고 카톨릭 교리문답을 가르쳐 주었으며 또한 봐랑 부인을 소개시켜 주었
다(이신지, 1996 : 5). 봐랑 부인은 루소의 일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여성
으로, 그는 봐랑 부인을 만나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녀는 그의 연인이
자 어머니였으며, 그는 그녀에게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과 배려를
받는다(조영숙, 1991: 24). 그녀는 루소를 신학교에 보내어 신부가 되도록 교
육받게 하였으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공부라 생각한 루소는 곧 그만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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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랑부인은 다시 루소를 음악가로 만들 생각으로 아느시의 성가학교에 보내
어 음악을 배우게 하였다. 이로 인해 루소는 스위스 로잔느와 뉴사델에서
음악교사 생활을 하였고, 이러한 생활로 저절로 음악을 배우기도 하였다. 그
러나 그 후 또다시 방랑 생활이 계속 되었다. 그리고 1731년 결국 봐랑부인
이 있는 샹베리로 돌아와 측량기사 일을 시작으로 파리로 떠날 때까지 약
10년을 봐랑부인의 보호 아래 안정된 정착생활을 하게 된다. 이 시기에 루
소는 플라톤, 라이프니찌, 로크, 파스칼을 읽었고, 고대철학과 근대철학, 자
연과학을 공부할 수 있었으며, 문학․음악․역사․철학 등도 연구할 수 있
었다. 또한 루소는 이상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비로소 글을 쓰기 시
작하였고, 사색도 할 수 있었으며, 봐랑부인을 통해 여성에 대해서도 인식하
게 되었다(이신지, 1996 : 5-6).
1741년 가을 루소는 자신이 만든 새 기보법인 숫자보와 오페라 희극을 들
고 파리로 갔으며, 1742년 과학 아카데미에서 ‘새로운 음악 기보법에 관한
고안’을 낭독하였으나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음악가로서 입신출세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루소는 실의와 좌절에 빠지게 되고 그러던 중 하숙집
의 하녀 테레즈와 사랑하게 된다. 그녀는 루소에게 유일한 여성이자 아내였
으며 루소가 죽기까지 30년간 동거 생활을 하였다. 루소의 평에 따르면 테
레즈는 우둔하였지만 루소를 잘 보살폈다고 한다. 그리고 테레즈와의 사이
에서 그는 다섯 아이를 낳았으나 자신이 키우지 않고 차례로 고아원으로 보
냈다. 이는 훗날 루소를 크게 고뇌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수한
비난을 받게되는 원인이 된다. 결국 크게 후회하여 아이들을 찾아다니지만
실패하였다(조영숙, 1991: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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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작 발표의 시기(1750∼1760)
이 시기에 루소는 집중적으로 작가활동을 하여 폭발적으로 많은 작품들을
발표했으며, 그의 3대 저작인 「新에로이즈」,「에밀」,「사회계약론」도 이
때에 출판되었다. 또한 사상가로서의 입장이 완전히 구축된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1749년 초가을 어느 날, 루소는 우연히 디죵 학술원(Dijon Academy)의
현상논문의 제목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학문과 예술의 진보는 도덕의 부
패에 기여했는가, 순화에 기여했는가”하는 것이었다. 루소는 그 응모 논문에
서, 과학과 예술이 도덕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결과 1등으로 당
선되었다. 이 일로부터 그의 명성은 일시에 높아졌는데 이것이 바로 그의
저서 「학문예술론」이다. 이 때의 구상은 훗날의 「인간불평등기원」과
「에밀」의 전체적인 윤곽과 거의 일치되고 있다(이신지, 1996 : 7). 루소는
이 논문에서 이성철학과 합리론에 바탕을 두고있는 계몽주의를 비판하고 낭
만주의와 자연주의 사상을 제시하여 심도 있게 다루었다(김영종, 1999: 8).
1752년에는 희곡「마을의 점쟁이」가 파리에서 상연되어 최고의 인기를
끌었으며, 이 희곡은 루소가 죽을 때까지 주요한 수입원이 되었다. 1753년에
는 「프랑스 음악에 대한 편지」를 발표하여 프랑스 고전 음악을 반대하고
시민적인 이탈리아 음악을 찬미하였다. 같은 해에 디죵 학술원의 현상논문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의 기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불평등은 자연법에
의해서 정당화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응모하였으나
낙선되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인간불평등기원론」이라는 제목으로 출판
되어 많은 인기를 끌었다(이신지, 1996 : 7-8).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
자연법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은 인간의 불평등 이론을 정립한 루소에게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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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한 인간과 황폐한 사회를 재건하는 일은 절실한 사상적 과제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론적 해결서가 그의 생전에 발표된 3대 저작이라 할 수 있다
(김영종, 1999: 9).
몽루이즈에서 고독한 은거 생활을 하며 1758년부터 1761년 사이에 그는
「新엘로이즈」,「에밀」,「사회계약론」의 3대 저작을 계속 발표하게된다.
「新엘로이즈」는 평민 신분의 청년과 귀족의 딸의 사랑을 그린 소설로 고
백문학의 선구가 되었으며 18세기 회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어 40년간 72판
인쇄가 되었을 정도였다. 그리고 「에밀」과 「사회계약론」은 같은 해에
출판되었는데, 그는 「사회계약론」에서 인간의 자유․평등․주권재민사상
을 제시하고 근대민주주의 정신과 이념을 표방했다. 그리고 이 같은 이념은
그가 「에밀」에서 주장한 교육으로 연결되어 이상사회의 실현을 기대했던
것으로 해석된다(이신지, 1996 : 8-9).

3. 방랑과 변호의 시기(1761∼1778)
이시기에 그는 정치적․사회적 압박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보호하기 위
해 많은 변박서를 썼으며, 금서․체포령에 의해 망명생활을 하였으나 그의
작가적 활동은 조금도 쇠퇴하지 않았다(김영종, 1999: 6).
3대 작품을 발표한 뒤에 루소의 이름은 유럽 전체에 알려지게 되었다. 사
상가로서 지위도 확보되고 양심있는 지성인으로 추앙을 받게 되고, 수많은
신상상담의 편지가 쇄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에밀」․「사회계약론」은
반종교적이고 반정부적이라는 이유로 출판금지령이 내려지고, 루소에게는
체포령이 내려지게 된다. 그는 프랑스의 여러 곳, 스위스와 영국 등을 방랑
하는 동안 관헌과 교회로부터 박해를 받고 볼테르를 비롯한 여러 철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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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방을 받아 피해망상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결국 그의 귀궁이 묵인되어
그가 파리에 안주하는 것이 1770년으로, 그때서야 그의 정신이상이 겨우 진
정되고 방랑 중에 쓰기 시작한 53세까지의 자서전인 「고백」이 완성되었다
(김영종, 1999: 9). 그 후, 박해에 대한 마지막 저항으로 「대화-루소 장자크
를 심판한다.」를 박해자들에게 발표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미완성 수필집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을 남긴 채 루소는 1778년 66세의 나이로 사망하
였다.

B. 사상적 배경

루소가 살던 시대인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대부분은 종교와 도덕에서부
터 사회 전반에 걸쳐 형식주의가 만연하였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영국에서
는 청교도주의, 독일에서는 경건파, 프랑스에서는 얀센파가 일어나기도 하였
지만 이들조차 너무 고원한 이상을 주장하여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결국 같은 형식주의에 빠지고 말았다(박득자, 1994: 8).
17세기와 18세기초의 프랑스는 어느 나라보다도 막강한 나라였다. 그러나
국왕의 권력은 국민들을 노예화함으로써 얻은 것이었고, 그의 전승은 국내
의 피폐를 감수한 것이었다. 군주들은 교회에 무조건 복종할 것을 강요하며,
그 권위에 의심을 품는 자를 압박하고 이단이라 몰아붙여 고문을 가하였다
(김영종, 1999: 11). 귀족들의 사치와 영화는 평민의 천한 생활과 희생에 의
한 부당한 특권이었으며 이로서 교회와 국가를 지탱하고 있었다(박득자,
1994: 8). 그러나 이렇게 부패한 생활을 하는 귀족들은 형식적인 정교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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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으로써 면죄부를 살 수 있었다. 교회에 대한 이렇듯 형식적이고 의식적
인 장엄함들과 지나치게 맹목적인 신봉은 도덕적 부패와 내면적 타락을 은
폐시키고 있었다.
당시의 사회는 정치, 종교, 사상이나 행동에 있어서 철저하게 절대주의가
지배하고 있었다. 이러한 절대적 권력에 의한 억압과 형식주의에 대한 최초
의 반항은 일반적으로 계몽운동(Illumination)이라 불리는 지식계의 반항이
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평민의 권리를 주장한 대중의 반항이었는데 이것은
곧 자연주의적 운동(Naturalistic Movement)의 본질을 이루었다(박득자,
1994: 8-9). 사상적인 면에서 이 두 운동은 기본적인 원리에 있어 약간의 근
본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계몽운동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상에 있어서는 형식주의에, 신앙
에 대해서는 교회의 절대주의에 대한 반동이었다. 계몽운동의 목적은 절대
정치의 지배하에서 인간을 해방하고, 교회와 사회의 형식에 억압당하지 않
는 개인의 도덕적 인격을 확립하며, 인간의 자유와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었
다(박득자, 1994: 10). ‘계몽’이란 모든 전통의 구속에서 벗어나 선입견 없이
자유롭게 사고하며, 학문․종교․도덕 등 모든 것에 대해 비판적이고 합리
적인 태도를 보급시켜서 일반 민중의 지적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18세기 사
상 운동을 해석하는 표어라 할 수 있다(이신지, 1996: 13). 그러나 18세기 전
반에 볼테르와 그의 협력자들이 이끌었던 계몽운동에는 다른 측면이 있었
다. 그들은 그들이 반대하는 특권 귀족들보다 더 귀족주의자들이었고, 따라
서 사상 운동 역시 귀족주의적인 합리주의였다. 그들에게 하층 계급은 도리
를 모르며, 교육될 수 없고, 미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존재일 뿐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사상운동은 종래 사회의 지배 계급의 편협한 인습과 독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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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파하고, 교육받은 이성적 계급들의 지배를 확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특권 신분이나 교회의 낡은 귀족을 새로운 지력과 부의 귀족으로 대체하
려는 것이었다(박득자, 1994: 10).
루소는 계몽운동이 한창 개화하던 시기에 태어나 이 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나 그 안에는 새로운 사상을 잉태하고 있었다. 그 역시 절대주의 정
치하의 구봉건적 제도와 사상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계몽주의와 같았다.
하지만 그 밖의 다른 면에서는 계몽사상가들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이신지, 1996: 15). 그의 저서 「에밀」, 「新에로이즈」에 나타난
기존의 관습을 허물고 감성을 중시하는 그의 사상은 계몽운동의 주지주의적
인 전통을 허물었으며 이성, 과학, 문명 등이 인간을 타락시킨다고 주장하여
계몽운동을 부정하는 측면을 보였다(오정미, 2000: 10). 또한 계몽운동은 귀
족의 입장, 부르주아적인 입장이었지만 루소는 자본주의의 전재와 함께 몰
락 위기에 처한 농민이나 소시민의 운명에 자신의 사상을 결부시켰다(이신
지, 1996: 15). 볼테르가 탁월한 지적 능력과 광범위한 합리주의로 초기 운
동의 지도자였다면, 루소는 깊은 감정주의와 민중에 대한 동정을 지닌 후기
운동의 지도자라 볼 수 있다(박득자, 1994: 12).
루소의 사상은 계몽주의에 기반을 두고있으나 이성보다는 자연에 관심을
가지며 인간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였고, 주지주의와 합리주의를
극복하여 곧 자연주의의 태동을 가져오게 되었다(이신지, 199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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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연주의 교육사상의 기반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의 교육사상의 근간이 되
는 자연관, 종교관, 자유관 그리고 아동관에 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자
연주의 교육사상의 핵심이 되는 자연관은 그의 종교관에 밑바탕을 두고 있
으며, 더 나아가 자유관에서는 자연관의 목적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경계선은 매우 모호하며 어떤 면에서 살펴본다면 그의 자연관, 종교관, 자유
관은 동일한 하나의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그의 교육론의 대부분은 전
체적으로 아동기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그의 아동관에 대해 전반적
이해가 필요하다.

A. 자연관

1. 자연의 개념
자연은 루소의 사상 전 영역에 걸쳐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이 되는 개념이
다. 그의 정치사상과 교육사상은 모두 다 그의 자연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루소가 말하는 자연은 선천적이고 주관적이며 자발적인 인간의 근본적인 본
성 또는 경향을 의미한다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루소는 스스로가 자연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았
다. 자연에 대한 루소의 기술은 산만하며, 그가 자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경우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기도 하다. 그리하여 많은 학자들은
루소의 자연 개념을 여러 가지 의미로 분석하였다. 간단하게 루소의 자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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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김수동, 1995: 48-53).
첫째, 신학적․도덕적 측면에서의 ‘신성으로서의 자연’이다. 여기서 루소는
자연적인 것은 신이 부여한 것으로 보며, 자연과 신을 동일시한다. 신이 제
공한 자연은 선하고, 따라서 자연은 문명보다 더 훌륭한 것이 된다. 또한 인
간도 자연 속의 신과 일치하는 존재로 보아 본성적으로 선하다고 보았다.
둘째, ‘반사회적 의미의 자연’이다. 자연이란 인위적으로 꾸며내거나 강요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발적이고 진솔한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본유
적․선천적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곧 사회제도나 정치제도와 같은 정형화된
인습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 같은 자연 개념은, 사회가 사악한 교육 목표
를 제공하는 반면에 자연은 진실된 교육목표를 제공해 준다는 신념을 낳게
된다. 루소는 타락한 사회를 파괴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회의 악을
치료하고 선으로 돌아가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의 부폐를 비판하는
루소의 자연의 원리는 기존 사회에 대한 반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셋째, 타고난 능력과 성향을 가리키는 ‘본래적 인성으로서의 자연’이다. 자
연은 습관이나 타인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갖게된 성향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으로 관습과 편견에 의해서 변화되기 이전의 선하고 순수한 천성을 의미
하는 것이다. 천성적으로 인간이 선하다는 신념으로 인해, 루소는 가장 좋은
습관은 어느 습관도 갖지 않는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루소에 따르면 습관
은 모든 것에 익숙해지게 하지만, 같은 대상을 너무 자주 경험하는 것은 상
상력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간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환경을 조절하고 개조하기 위해서는 올
바른 습관의 형성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 할만큼 인
간의 정신적 경향들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루소는 습관을 자연적 습관

- 14 -

과 사회적 혹은 인습적 습관으로 구분하였다. 자연적 습관은 인공적으로 조
작되거나 변화되기 이전의 순수하고 선한 천성 그대로의 모습을 담고 있는
습관을 말한다. 이러한 자연적 습관이 그릇된 교육에 의해 자의적 혹은 타
의적으로 조작되거나 기이하게 변형된 습관이 인위적 습관이다. 그리고 그
릇된 인위적 습관들은 순수한 자연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이유로
루소는 자연적 습관은 승인하지만 인습적 습관은 경멸하고 있다.
루소는 올바른 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아기부터 경험을 통해
좋은 습관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어렸을 때의 교육의 영향은 평생
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기의 좋은 습관을 청년기까지 계속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차분한 인격을 지닌 사람은 항상 본래의 자연적 습
관을 잃지 않고 늙어서도 어린 시절에 사랑했던 쾌락과 취미를 계속 간직하
게 되는 것이다.” 루소는 이렇게 자연의 개념을 인위적이거나 인습적인 습
관에 물들기 이전의 천성 그대로의 자연적 습관으로 파악하고 있다(김수동,
1995: 52).
넷째, 루소의 자연 개념 중 가장 중요한 의미인 ‘감각의 내적 발달로서의
자연’이다. 즉 자연은 신체 발달의 질서 원리로서 루소가 말하는 자연에 따
르는 교육은 인간의 감각기능과 기관을 내적으로 계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러한 아동의 감각기관과 선천적 능력을 최대한 계발함으로써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감각기관과 선천적 내적 능력은 모든 교육
의 기본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은 아동에게 내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냄으로써 성장이 자연에 따라 이
루어지도록 하는 일이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의
목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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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루소의 자연 개념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의 자연 개념은 단순히 물리적 자연을 설명하기 위
한 개념이거나 실증적 혹은 과학적 분석의 결과, 또는 역사적 진리가 아니
다. 그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이상적 기준으로서의 가치 개념이다. 루소의
자연 개념은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내면화되어 있는 자연성을 회복하고 계발
하기 위한 개념이다.

2. 자연인
루소 교육사상의 시작과 끝은 자연이다. 위에서 언급된 자연은 루소 사상
의 전 영역에 걸쳐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루소가 지
향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은 자연인이라 볼 수 있다. 루소의 자연인이라
는 개념과 함께 이와 상반되는 사회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용어와 의미가
있다. 특히 단순히 자연인과 사회인의 대립이라는 도식상의 구분만으로는
루소의 사상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모든 인간의 모습을 명확히 드러내기 힘
들다(권영기, 2000: 15). 이에 좀 더 구체적으로 자연인과 사회인에 대해 살
펴 보려한다.

1) 자연인
루소가 말하는 자연인은 자신의 현재적 존재의 감정에 자신을 맡기며, 순
순하고 단순하게 자신만을 즐기며 사는 인간이다. 이러한 자연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 나타난 미개인류의 자연인과
에밀에 나타난 사회 속에 사는 자연인이 그것이다(권영기, 200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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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인은 숲 속을 헤매며 재주도 없고 언어도 없고 전쟁도 동맹도 맺지
않으며 동포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을뿐더러 그들을 조금도 헤치려고 하지
않고, 아마도 그들 중에서 아무도 개인적으로 얼굴을 알지 못하며 극히 적
은 정념에만 지배되고 자기 혼자서 살아갈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태에
서 고유한 감정도 지식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참된 욕망만을
느끼고 눈으로 보아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밖에는 바라보지 않았다. 그의
지성은 그 허영심과 마찬가지로 발달하지 못하였다. 우연히 어떤 발견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자기 자식의 얼굴조차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정도였으므로 그 발견을 남에게 전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기술은 발명자와 함께 사라져 버리는 것이 보통이었다. 교육도
진보도 못하였다. 세대에 세대로 헛되이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각각의 세
대는 언제나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므로 몇 세기가 초기의 원시적인 상태
속에 지나가 버렸다. 종은 이미 늙어 버렸는데 인간은 언제까지나 어린아
이들 그대로였다(최현 역, 1989a: 69-70).

루소가 만들어낸 이러한 상상적인 미개인의 모습에 대해 그러한 인간이
실재로 존재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 책임이 있
는 타락을 고발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방법은 자연상태의 인간과 사회 속의 타락한 인간을 분리하는 하나
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커다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의 모습 중 잠재적인 것들은 사회적 삶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권영기, 2000: 17). 이성이나 의식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것들의 경우 사회적 삶을 통해 얻어졌다고
해서 자연 외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미개인은 인간의 본성
을 제한시키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또한 루소가 이상적 인간상으로
그리는 자연인의 모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루소는 「에밀」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자연인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 속에서 사회와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연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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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재되어 있던 본성을 끌어내는 또 다른 자연인의 모습이다. 그러나 당
시 사회가 원초적인 성선을 상실한 타락한 사회였기에 루소는 이에 대해 조
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즉 타락한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마
음속에 자연성을 지켜가며 어떠한 편견이나 권위에도 지배되지 않으면 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며, 이것이 곧 루소의 자
연 교육이다. 자연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결국
루소가 이상적 인간상으로 제시하는 자연인은, 타인과의 아무런 접촉이 없
는 고립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미개인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와 타인의 존재
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고, 나아가 타인의 삶에 자신의 삶을 예속시키지
않는 주체적 존재이다. 이렇게 볼 때 자연 교육의 기능은 남을 종속시키는
폭군이나 스스로를 남에게 내맡기는 노예를 만들어 내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김수동, 1995: 87).

2) 사회인
자연인의 개념을 미개인과 자연인으로 다시 한번 나누어 본다면, 미개인
은 자연인의 의미가 잘못 이해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인이라는 개념
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인은 문명인과 사회인으로 다시 나뉘어진다. 우선 문
명인은 「인간불평등 기원」에 나타난 자연인과 대립되는 의미의 인간으로
서 사회인이다. 문명인은 최고의 자연상태로부터 타락하여 자신의 고유한
존재의 감정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 그리고 자신의 외관
에만 의존해서 사는 인간이다(권영기, 2000: 20). 이렇게 볼 때, 문명인은 미
개인과 정반대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다. 미개인이 자신의 존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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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으로만 살아가는 것과는 달리 문명인은 언제나 자기밖에 있으며 타인의
의견 속에서만 살아가고, 이를테면 타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그는 존재의 감
정을 느끼는 존재가 된 것이다(권영기, 2000: 21).
미개인과 문명인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람이라는 2원론적 관점을 갖는 반
면에 사회인은 자연인과 일원론적 관계이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언급한 자
연인이 사회인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이다. 자연인은 더 근본적이고 우선적
이며, 자연인으로 완성된 후에 교육에 의해 사회인으로 승화되는 것이 교육
의 최종적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자연상태에서 사회상태로 옮아가는 것은 인간에게 매우 두드
러진 변화를 가져다준다. 본래의 인간의 행위를 지배하고 있던 본능을 정
의와 대치시키고, 지금까지 결여되었던 도덕적인 의의를 주는 것이다(최현
역, 1989b: 200).

이 때에 이르게 되면,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인간은 그 전과는 다르게 움
직이게 된다. 자기의 기호에 물어보기 전에 다른 사람과 의논하게 되며, 다
른 사람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감정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문명인이
타인의 의견 속에서만 사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자연인이 사회인으로 변화
하면, 그는 더 이상 하나의 완전하고 고립된 전체가 아니라, 더 큰 전체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루소에게는 인간에 대한 두 개의 이상형이 존재했음을 알 수
가 있다. 하나는 자신의 외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참존재에 만족하면서
사는 자연인이 그것이고, 또 하나는 사회에 전적으로 통합된 사회인이 그것
이다. 따라서 루소가 제시한 자연에 따르는 교육을 받은 에밀은 타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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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지배당하지 않는 독립적인 사람인 동시에 사회적 규
범에 헌신하며, 자연적 감성이 풍부한 동시에 자신의 감성을 억제할 줄 알
아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요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
한 동정과 연민의 감정을 갖는 조화로운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권
영기, 2000: 23).

3. 선성(善性)의 개념
루소의 자연관은 인간은 태어날 때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성선설에 밑바탕
을 두고 있다. 그의 자연관은 당시의 타락한 사회 질서를 극복하고 인간 본
연의 선한 상태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창조자의 손
에서 나올 때, 모든 것은 선하다고 루소는 말한다. 그리고 그 선한 자연의
본성을 그대로 지닐 수 있도록, 인간의 손이 닿아 변질되지 않도록 지켜주
는 것이 그의 교육사상의 목적이 된다. 이러한 선성의 개념을 루소는 매우
다양하게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 할 수
있다(조무숙, 1998: 7-9).
첫째, 근원적 선성은 인간의 여러 기능의 자연 발생적 균형상태를 의미한
다. 그리고 이 균형은 조물주의 지혜로부터 연역된 것이다. 여기서 루소는
처음 타자와의 의존 관계를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부와의
관계도 갖지 않은 존재에게서 인간의 선성을 보려 하였다. 이는 신의 절대
적 선성을 연상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루소가 이 선성을 보려한 것은 일체
의 도덕성과의 연계가 없는 동물의 본능에서였다.
루소에게서는, 만약 인간이 단순한 감정 속에 폐쇄되어 있을 수만 있다면,
인간은 선한 존재이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어떤 도덕적 문제도 과해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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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게된다. 따라서 그 본성에 있어서는 파괴적인 모습이 없으며, 일체 관
계하지 않는 타존재와 어울릴 때 비로서 파괴적이 된다. 이 경우가 바로 원
시인이다. 원시상태에서 사람들은 서로 순진하게 사랑하고, 자기의 선성을
느끼며, 일종의 본능에 의하여 자기를 보존한다.
둘째, 현실적 인간의 본성이 갖는 선성이다. 우리들의 여러 가지 감정, 이
성, 그리고 정념은 그 생명 자체로 볼 때는 각각 선한 것이다. 이것은 루소
의 소설 「新에로이즈」에서 사회적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쥘리(Julie)를 쌩프뢰(Saint-Preux)에게로 밀고 가는 사랑같은 것이다. 이것은 인간 본성의
힘을 나타낸다. 루소는 최초의 본능적 충동은 항상 바르다는 것을 명백한
원칙으로 설정한다. 즉 인간의 마음에는 근원적인 사악이란 전혀 없기 때문
에,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악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이러한 선성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유익한 것이라면 다른 사
람의 행복과 우리의 행복도 일치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선성이 비사회적
인 소박한 선성인 것이다.
셋째, 새로운 생활양식에 적합한 선성으로 이것은 바로 도덕적 문제이다.
또한 이것은 초월에의 외침이며, 우리들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성을
향한, 전체적 질서를 향한 노력이다. 이 선성은 단일성을 희구한다는 형식에
의하여 존재한다. 인간은 덕이나 지혜로움에 의하여 이 선성을 입증하고 있
으며, 이는 양심에 의해 표명된다. 즉, ‘정의와 덕에 관한 시원적인 원리’인
양심, 질서에 대한 양심, 그리고 후회라는 이면을 갖는 양심이 바로 그것이
다.
이 세 가지 선성에 대한 개념 중, 루소의 사상에 근본이 되는 것은 첫 번
째로 언급한 인간의 ‘근원적 선성’이다. 근원적 선성은 인간의 손으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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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후 변질되고 파괴된 후에는 원래상태로의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힘겨운 노력보다는 창조자의 손에 있는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훨씬 용
이하다. 원시인의 경우 인간이 아닌 자연으로부터 교육을 받는다. 그들은 자
신의 욕구를 자신의 힘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인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타인을 괴롭히지 않는다. 또한 말로 떠들지 않으며,
스스로 예상하고 판단하여 행동한다. 그들은 누구에게서도 교육시키려는 의
도를 발견하지 못하므로 스스로 익혀나가는 것이다.
인간의 근원적인 선성이란 결국 자연성인 것이다. 그래서 루소는 선한 자
연의 상태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에밀’을 제자로 설정한다. 에밀은 원시상
태에 있으며 이는 루소가 목표로 하는 자연 교육을 적용하기 용이하기 때문
이다. 뿐만 아니라 원시상태 그 자체가 루소가 지향하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교육이란 단지 그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다.

B. 종교관

루소는 기존의 기독교에 대하여 그것의 전통주의와 권위주의적이며 형식
적인 속성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취했다. 기독교에서 큰 의미를 두는
엄숙한 종교의식이나 예배 등은 종교가 취하여야 할 모습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루소는 주장했다.

종교 의식과 종교 그 자체를 혼동하지 말자. 신이 요구하는 예배는 마음
의 예배이다. 그리고 그 예배는 성실한 것이면 언제나 한결같다. 신이 성직
자의 의복모양이나 성직자가 하는 말의 순서나, 제단 앞에서 행하는 몸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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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는 방법 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리라 상상하는 것은 터무니없
는 독단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민희식 역, 2000: 410).

또한 루소는 기복 신앙처럼 구원을 얻기 위해 신을 믿어서는 안된다고 주
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신을 믿지 않으면 안된다. 이 교리는 잘못 이해되
면 잔인한 불관용의 근원이 되고, 말로 하는 것에 길들여짐으로써 인간의
이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모든 헛된 가르침의 원인이 된다(민희식 역,
2000: 348).

구원을 얻기 위해 몇 가지 말만 되풀이하면 된다면, 이는 아이들뿐만 아
니라 같은 소리를 계속하여 되풀이하는 짐승들까지도 천국을 가득 메워서는
왜 안되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그는 말한다. 또한 구원을 얻기 위해
또는 영원히 구원받을 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지 말
아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신앙의 의무는 곧 믿음이며, 그 믿음은 허례허
식으로 표현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함동일, 2001: 13).
루소는 이렇듯 전통적인 종교를 탈피하고 자연적인 종교관을 주장했다.
루소의 신에 대한 개념 역시 그의 자연관에서 찾을 수 있다. “나 자신 안에
서 신을 느낀다. 어디를 보아도 나의 주위에는 신이 보인다(민희식 역,
2000: 378).”라고 하며, 루소는 신은 우리 주위에 어디든지 존재한다고 보았
다. 루소는 우리 주위에 있는 별, 바람, 산, 강, 나무, 도시 그리고 집들까지
도 영혼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했으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그
알 수 없는 존재 자체를 통틀어서 신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듯 자연에 기
초한 그의 종교관은 범신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함동일, 20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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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루소는 “나는 신이 우주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들고, 그 모든 것
에 질서를 부여했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했다(민희식 역, 2000: 392). 즉 그
의 신은 자연 그 자체이며 창조주인 것이다. 의도하고 있는 능력이 있는 존
재, 그 무엇이건 우주를 움직이고 모든 사물에 질서를 부여하는 존재, 그것
을 신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발견하려면 자신의 본연의 모습,
즉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렇게 하면, 창조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생
겨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소생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루소는 기독교
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창조설과는 다르게, 신을 피조물의 모든 본연의
모습에서 그리고 우주를 가득 메운 모든 것에서 발견했다.
이와 같은 자연관에 바탕을 둔 루소는, 처음 태어날 때 인간의 본성에 대
해서 “신이 만물을 창조할 때는 모든 것이 선하지만, 인간의 손에 건내어
지면 모두가 타락한다”라고 말하였다(민희식 역, 2000: 23). 즉 인간은 태어
날 때는 선하다는 성선설에 그의 아동관이 기초를 두고 있다. 인간이 선하
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창조주인 신이 자연법칙을 만들 때 완전한 법칙을 만
들었을 것이고, 그 완전한 자연법칙에 의해 창조된 인간은 선할 수밖에 없
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의 후천적인 영향에 의해 인간이 타락하
고 악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루소는 원죄설에 바탕을 둔 전통적이 종교를 비난하면서 자연적인 종교관
을 주장하며 신의 영광을 위해, 인류의 행복을 위해, 또한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연법칙이 명하는 의무에 충실하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보았다
(함동일, 2001: 16). “모든 사람의 눈앞에 펼쳐질 책이 오직 한 권 있다. 그
것은 ‘자연’이라는 책이다. 이 위대하고 숭고한 책을 읽음으로써 비로서 우
리는 그 신성한 저자(神)를 숭배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민희식 역,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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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이와 같이 자연은 모든 정신이 이해 할 수 있는 말로 인간에게 이야
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본연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
연히 신을 알고, 신을 사랑하고, 그 조화를 사랑하며, 신이 원하는 선을 사
랑하고 신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신의 뜻, 신의 법칙의 중
요성을 강조하며 루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이 만든 제도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 바른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참
신전(神殿)이라는 것, 어느 나라, 어떤 종파에 있어서든, 무엇보다 신을 사
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자신과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요약이라는
것, 우리를 도덕적인 의무에서 풀어주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
리고 그러한 의무 외에는 참으로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 내면적이 신앙이
그런 의무 중에 첫째라는 것, 신앙이 없이는 참된 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들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민희식 역, 2000: 348).

이 말은 인간이 만든 제도와 인간 세계에서의 학식이 중요한게 아니라 인
간의 내면적이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신에게서 받은 본연의 선함에서 나오는 덕을 의미하는 것이다(함동일,
2001: 17).

결국 나는, 신의 무한한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한 층 그
본질을 알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신은 존재한다. 내게는 그것으로 충분하
다. 신이 알 수 없게되면 될수록 나는 신을 숭배한다. 나는 공손히 신에게
말한다. ‘존재자 중의 존재자여, 나는 당신이 존재하는 까닭에 존재합니다.
당신에 대하여 끊임없이 명상하는 것은, 나의 근원으로 나를 높이는 것입
니다. 나의 이성을 가장 훌륭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당신 앞에 그것을 맡기
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정신적인 황홀이 있으며, 자신의 약함과 당신의 위
대함에 압도당한 자신을 느끼는 것에서 생겨나는 매력이 있습니다(민희식
역, 2000: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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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신론에 가까운 종교관을 가진 루소는 신에 대한 개념을 위와 같이 설명
했다. 그는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신의 위대함을 믿
고 그를 따르기 위해 노력했다.

C. 자유관

자유의 개념은 인간 본질의 이해에서 근원이 되는 개념이다. 루소에게서
자유란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본성이다. 이러한 루소의 자유개념에
는 신이 인간으로 하여금 악이 아닌 선을 실행하라는 의도에서 자유를 부여
받았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이란 외적이 강제나 물리적인 억압에서가 아니라 인
간 본성 자체에 의해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리고 자연에 따라 사는 생활, 편견과 권위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기본적인
자연권을 지키며 자기 보존을 그 기본권으로 삼는 생활을 자연적인 생활이
며 자유로운 생활이라고 한다. 루소는 이러한 자유로는 생활이 인간 최고의
행복이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행복 중 첫째 가는 행복은
권력이 아니라 자유라는 결론이 나온다. 진정으로 자유스런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을 원하며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일만을 한다(민희식 역,
2000: 88).”
그러나 진정한 자유라는 개념 속에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그 뜻을 발휘할 수 있다. 루소는 자신이 소중
한 만큼 타인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함동일, 20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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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 행위는 돈보다 더 많은 고통을 덜어준다. 타인을 사랑하라. 그
러면 그들도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라. 그러
면 그들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 줄 것이다. 그들의 형제가 되라. 그러면
그들은 당신의 자식이 되어 줄 것이다(민희식 역, 2000: 348).

이러한 루소의 자유관은 당시 사회의 비판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당시
의 인위적인 사회는 불안정하고 위선적이며 종속과 억압과 불평등으로 가득
차서 인간에게 천부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자유와 권리를 박탈한다고 루소는
비판하였다(오정미, 2000: 10). 그리고 이러한 비판은 루소 자신이 사회적 타
락과 억압과 불평등을 체험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두 비굴한 편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억제와 속박과 강압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인은 노
예 상태 속에서 태어나 살다가 죽어 간다. 태어나면 배내옷에 싸이고, 죽으
면 관에 갇히게 된다.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는 사회제도에 얽
매이게 된다(민희식 역, 2000: 32).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들은 먼저 배내옷으로 감사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속박해 버린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인간은 오히려 그것을 변형시
켜 구속하고 억압한다는 것이다. 루소의 자유개념에서는 인간이 삶을 통해
사회에서 얻게되는 지혜나, 자연적이 아닌 속박과 강압에 의해 형성된 피동
적인 습관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루소는 우리의 모든 습관이
굴종과 구속, 혹은 강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역설하며, 문명인(l'homme
civil)이라고 비꼬고 있다(조무숙, 1998: 9).
문명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제도에 얽매여 노예상태로 살다가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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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인의 속성인 부자유의 근원이 되는 감정은 이기심으로, 이것은 자연인
을 자유롭게 하는 감정인 자애심과는 다른 것이다. 이기심이란 자기중심적
세계관과 남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욕구의 결합이다. 이기심을 지닌 인간은
항상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경쟁의식에 싸여 살게된다. 이렇게 자신을 남
과 비교하는 인간은 자신에 대한 만족보다는 불만을 느끼게 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것들에 욕심을 부리게 됨으로써 스스로를 힘
들게 만든다. 루소는 이러한 감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타인 의
존적 자아의식을 갖게 되는데 있다고 보았다. 타인 의존적 자아의식이란 자
기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의식하
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인간이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
든다.
이기심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루소는 자애심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곧 인
간을 자유로 이끄는 자연적 감정이다. 루소의 주장에 따르며, 자연상태의 야
성인의 마음속에 최초로 생기는 감정이 바로 자애심이다. 이는 자기에게 고
통을 가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피하고, 안락한 상태를 추구하며, 자기 존재
보존을 궁극적 관심으로 하는 자기애의 감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애의
감정은 타인과의 비교나 타인의 승인 여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즉 타
인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기존의 문명인들을 구
속하는 이기심과 타인 의존적 자아의식을 소멸시켜 준다(조무숙, 1998: 11).
루소는 인간의 선택에 대해 그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누어, 자율에 근거를
두는 경우와 타율에 근거를 두는 경우로 나눈다. 이것은 인간이 어떤 선택
을 할 때 궁극적으로 누구의 의지에 의해 결정을 하느냐에 따른 것이다. 타
인에게 보이기 위한, 혹은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타인을 의식한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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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은 선택의 주체가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그 근원이 타인에게 있으므로
타율적 선택이 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자율적 선택이란 궁극적인 근원이
자기 자신의 필요에 있을 때 결정되는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자율적 선택은 곧 자유를 의미한다(조무숙, 1998: 11). 루소가 의미하는
자유개념의 기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자율성이기 때문이다. 루소의 자유는
자기 이외의 어떤 누구의 판단이나 의지에 복종하지 않고 자시 스스로 판단
하여 옳은 것을 선택하며 그것을 행함으로써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국 중세 사람들이 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자유라고 믿은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의 본유의 법에 복종하는 것이 루소의 자유개념이다. 그리고 참된 자
유는 루소의 중심적 사상이며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이념이라 할 수 있다.
루소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서의 세 가지 자유관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임한영 외, 1967: 112-113).
첫째, 자연적 자유이다. 이는 행위를 외부로부터의 강압 없이 스스로 결정
함을 의미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방해받음 없이 행할 수 있고 하기
싫은 일을 타인에게 강요받지 않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자유이다. 사회적 자유는 사회의 법칙인 일반의지에 대한 참
가와 복종을 의미한다. 이것은 일반 의지의 표현으로서의 사회계약에 복종
함과 동시에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복종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개인 의지
는 일반 의지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의지는 공동 이익에 관
계 있는 사회계약, 즉 이성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 때문에 사회계약에 복종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이성에 복종하는 것이 된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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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도덕적 자유이다. 이성의 가르침에 따라 법에 복종하는 인간의 정신
은 그에게 선에 대한 동기를 불러일으킨다. 자기 스스로와 싸우고 스스로를
극복하여 자신의 이익을 공동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하는 정신을 일깨
워준다. 여기서 도덕적 자유는 자유의 최고형태이며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기 자신의 정신으로서의 유일한 존재가 된다.
루소는 원시상태에서의 자연적 자유는 별다는 의미가 없으며

사회적 자

유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나아가 도덕적 자유에서 정점을 이루어 자
유의 완성과 자유이념이 성취될 수 있다고 한다. 즉, 루소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에서 적극적 자유를 추구하고 있으며, 인간 존재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개발하여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의 뜻이 담겨져 있다.

D. 아동관

루소의 교육론은 전체적으로 아동기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아동관을 이해하는 것은 루소의 교육론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된다.
18세기 아동에 대한 유럽의 전통적인 사상은 원죄론에 입각한 것이었다.
아담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어린이들은 원죄의 씨앗으로 여겨졌으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마음속에는 사악한 욕망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아동
은 무지와 허약함 속에 태어난다고 여겼다(함동일, 2001: 11).
당시의 이러한 아동에 대한 생각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모습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귀족사회에서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유모에게 맡기고, 가
능한 한 아이를 멀리하였으며, 학교나 수도원에 맡겨진 아이들은 성장이 끝
난 다음에야 부모와 만나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귀부인들은 자식에게 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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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을 하거나 관심을 갖는 일을 창피하게 생각했으며,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로 여겼다. 서민층에서도 방식은 달랐지만 아동에 대한 생각과 관점은 귀
족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함동일, 2001: 11).
아동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당시의 교육적 상황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난
다. 마음속에 사악한 욕망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동들은 엄격한 감시 속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다. 즉 어린이는 교회를 통해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
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당시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아이를 세상에
서 완전히 격리시켜 모든 면에서 무지하고 부족하며 허약한 아동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른은 세상으로부터 아이를 지켜주어
야 하며 이것은 엄격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에
대한 어른들의 엄격하고 강압적인 자세는 당시 가장 신성한 그리스도교도의
의무라 여겨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독교적 아동관은 계몽시대에 들어서면서 큰 변화를
갖는다. 계몽사상에 뜻을 둔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의 원죄설을 타파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즉 기독교적 인간관을 극복하고 인간과 세계를 자연 그대
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중 대표적 인물이 루소이다(함동일,
2001: 12).
루소는 전통적인 아동관을 부정하고 아동은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라고 밝
힌 최초의 인물이다(김영종, 1999: 19). 당시의 교육이론과 실천은 성인의 관
점에서 구성되어 아동에게 성인과 동일한 지식과 가치를 습득할 것을 요구
했다. 아이들은 전통적인 관습과 생활을 몸에 익혀야 했으며 성인들이 만들
어 놓은 윤리적 행동규범을 지켜야 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아동들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아동의 권리는 무시되어졌다. 이러한 전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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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을 비판하면서 루소는 아동기를 인정하기 위해

‘완성된 아동(mature

child)'의 개념을 도입하였다(김영종, 1999: 19). 즉 아동기가 완성되지 않고
는 성숙한 성인이 계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동을 아동으로 인식하기 위
해서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며, 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하기 전에는 아동으로 남아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루소
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린 시절은 인간의 좋지 못한 성향을 교정하는 시기라고 그대들은 나
에게 대답할 것이다. 고통을 별로 고통답게 느끼지 않는 어린 시절에 그것
을 많이 겪게 해야 한다고, 그래야 이성을 갖춘 어른이 되었을 때 그만큼
고통을 덜 느끼게 된다고 그대들은 말한다. 그러나 그대들에게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듯이 어린이들에게도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짧은 유년
시절을 어째서 고통으로 채워주려 하는가?(정봉구 역, 1995: 109).

이것은 아동에게 마치 성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요구하면서 고통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동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인간의 선한 본성
이 그대로 발달하도록 아이들은 자연상태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루소는 인간의 선천적인 능력은 개인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비
슷한 연령의 아동에게도 획일적인 사고와 행동을 요구해서는 안되다고 역설
한다(한종수, 1999: 13). 아동은 성장 속도뿐만 아니라 성장의 부문에서도 개
인차가 존재하며 그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개인차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동의 선천적 능력을 계발할 수 없다고 루소는 주
장한다. 따라서 아동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강제해서는 안되며 서로 다른 개
별화 교육을 시켜야 한다. 무분별하게 동일한 교육을 아동에게 강요할 경우,
결국 남는 것은 우둔한 획일성뿐이라고 루소는 말한다(김영종, 1999: 2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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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아동의 선천적인 기질과 성향 등을 정확
히 파악하여야 하며, 각 아동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교육해야 한다. 그것은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인 방법이어서는 안되며 아동의 타고난 성향과 능력이
계속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어서, 아동들의
독특한 성향이 파괴되거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교육이다.
루소는 아동을 감각적인 존재로 인식하면서, 아동기를 이성의 수면기라고
규정하였다. 전통적인 아동관에서는 아동을 성인과 마찬가지로 이성적 존재
로 여겼지만, 루소는 이에 반기를 들면서 이성이 나타나지 않는 이 시기에
이성에 바탕을 둔 지식을 제공하고 강요하면, 아동의 자연성이 위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루소는 아동은 단순히 변덕스러운 감각적 유희를 즐길 뿐,
고차원적인 쾌락과 의지를 소유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믿는다(김영종, 1999:
20). 결국 루소는 아동기의 자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아동을
이성과 무관한 존재로 여기고 있다. 아동을 이성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경우,
결국 아동은 이성적 존재로서 성인의 축소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동
을 비이성적인 존재로 간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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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

앞에서 언급된 자연관, 종교관, 자유관 그리고 아동관을 바탕으로 형성된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은 현대 우리 교육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을 위하여, 자연주의 교육사상에서 그가 제시하는 교육
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제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교육목적

루소의 교육목적은 간단히 말해 자연성의 계발이다. 이것은 시민, 사회인
등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 아닌 인간화 교육이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의 장래 운명이 군인에 있건, 성직자에 있건, 또는
변호사직에 있건, 그것은 나에게 별 문제가 아니다. 부모의 직업을 계승하
기에 앞서서 자연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그 아들에게 요구한다. 살아간다는
것만이 내가 그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일이다. 내 손에서 떠나갈 때, 그는
아직 법률가도 군인도 종교가도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무엇
보다도 인간이 되어 있을 것이다(정봉구 역, 1995: 34).

어떠한 신분이나 직업적 역량이 뛰어난 사람은 특정 조직에서 필요한 일
을 하는데만 유용하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조직과 환경에는 적응하여 살아
가기 힘들다. 이에 루소는 삶의 여러 상황에 맞서서 인간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선한 본성을 보전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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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은 곧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
고 이러한 가능성은 교육에 의해서만 실체화 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교육
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다(한종수, 1999: 16).
이렇게 볼 때 루소의 교육목적을 자연성의 계발로 규정되기 쉽다. 그러나
루소의 사상에서 교육을 통해 획득되어져야 하는 인간성에는 자연성과 함께
사회성도 포함이 된다. 전자는 하나의 완성된 개체로 존재하기 위해 요구되
는 자질에 관한 것으로, 자율적인 태도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합목적적인
행위를 하며 그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자기 삶의 주체자로서의 성향이다.
후자는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자질을 구체화한 것으로
인간 존중의 사상에 입각하여 모든 개인의 평등성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며
사회정의를 행위의 원리로 받아들여 행동하는 성향이다(임현식, 1992: 191).
루소의 교육목적인 자연성 계발과 사회성 계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연성의 계발
루소의 소설 「에밀」의 첫 부분에서 밝힌 초기의 소극적 교육이 바로 자
연에 따른 교육, 즉 자연성을 계발하는 교육이다. 교육은 출생과 함께 시작
되는데, 이것은 본성의 자연스러운 발전이 되어야 한다. 이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합당한 서두르지 않는 교육,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는 교육으로 어린
시절의 희생이 없는 교육을 의미한다(안인희, 1997: 42-45). 따라서 외부로
부터의 강요나 억압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러한 경우 아동은 본성에 의한
창의력을 잃어버려 결국 아동의 자연성은 파괴되고 만다. 루소는 강요나 억
압에 의한 교육은 교육을 하지 않는 것보다도 못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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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다고 당신들은 말한다. 그러나 시간을 잘못 이용하는 것은 아무 것도 하
지 않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
고 서투른 교육은 전혀 교육하지 않는 것보다 아이를 지혜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은 당신들은 모르고 있다(민희식 역, 2000: 122).

루소는 이러한 아동의 자연성을 온전하게 발달시키기 위해 자연, 사람, 그
리고 사물이라는 세 종류의 교육적 원천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원천에 따라 자연, 사람, 그리고 사물이라는 세 종류의 교사가 존재하게 된
다. 감각기관이나 신체능력의 자발적인 발달은 자연의 교육으로, 신체적 능
력을 사용하는 방법은 인간의 교육으로, 주변의 사물을 통한 개인의 경험의
획득은 사물의 교육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자연, 인간, 사물의 세
가지 교육이 상호 일치하고 서로 같은 목적을 향해 협조적으로 나아갈 때만
이 개인의 적절한 발달이 일어나고 인간이 진실된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고
보았다(김수동, 1997: 70).
세 가지 교육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은 자연의 교육이다. 그러나 자연
의 교육은 인간의 통제밖에 있으며, 인간이 가장 잘 통제 할 수 있는 교육
은 말 그대로 인간의 교육이다. 인간의 교육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발달에 속도를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자연적 발달
을 기초로 하는 자연적 교육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인간의
교육은 늘 자연적 발달 앞서 나간다(안호상, 1990: 176). 마지막으로 사물의
교육은 사물에 익숙해짐으로써 사물을 다스릴 줄 알게 하는 것으로 이것은
경험을 필요로 하고 판단력을 키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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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 교육이 일치될 때 참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세 가지 교
육의 일치를 위해서는 인간의 통제가 가능한 인간의 교육과 사물의 교육을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의 교육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여기서
루소는 인간과 사물의 교육을 자연에 일치시키는 ‘합자연의 교육원리’를 주
장한다. 또한 이것들이 일치되는 과정에서 신이 만든 자연은 인간에 의한
사물보다 무한히 우월한 것이기에 아동은 자연 속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바
람직하며 그를 위해서는 복잡하고 타락한 도시가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이
충만한 시골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오정미, 2000: 21).
다시 말하면 아동을 사회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선한 천성이 자연스럽게 발
전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간은, 한 곳에 모이면 점점 더 타락한다. 약한 육체․나쁜 마음은, 너
무나도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임으로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결과이다. 인
간은 모든 동물 가운데 무리를 지어 생활하기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동물
이다(민희식 역, 2000: 55).

이런 이유로 그는 「에밀」에서 15세가 되기 이전의 교육을 자연적이고
물질적이며 사물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하며 자연성의 계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영종, 1999: 25).

2. 사회성의 계발
15세 이전까지의 교육이 자연성의 계발을 위한 것이었다면 15세 이후의
교육에서는 사회성 계발의 교육에 그 목적이 있다. 루소는 진정한 교육목적
을 새로운 인간의 창조라고 보았는데, 이는 자연인과 시민의 덕을 갖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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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상을 말하는 것이다. 즉 교육이란 자연성을 계발함과 동시에 사회성을 계
발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사회성이란 자연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후천적인 훈련을 통하여 획득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연선의 일부로서 이미
선천적으로 존재한다고 루소는 말했다. 따라서 자연성이 아무런 굴곡없이
그대로 계발될 때 사회성도 자연스럽게 계발될 수 있는 것이다(오정미,
2000: 21).
루소는 자연성이 계발될 때까지 에밀을 시골로 데리고 가서 타락한 사회
로부터 격리시켜 자연성을 계발한 후 다시 타락한 사회 속으로 돌아오게 한
다. 그렇다면 결국 자연성 계발이 그의 교육목적의 전부는 아니다. 교육은
개인의 본성과 능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하고, 나아가 그것을 사회적으로 유
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때 그 역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다(김수동, 1995:
66).
루소의 사상이 자연성을 그 중심사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원시사회
로 돌아가자거나 사회 혹은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루
소는 부패되었던 당시의 사회를 비판했을 뿐이며, 인위성이 아닌 인간성으
로 구성되는 참된 사회와 국가를 동경했던 것이다(김영종, 1999: 24-25).
15세 이후에 실시되는 루소의 교육에 있어 사회성이 중심을 이루게 되면,
아동은 도덕적 본성이 서서히 강화되며 인간의 심정을 이해하고, 인간의 행
위를 관찰하고 그 행위를 통해 판단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김영종, 1999:
25). 즉 개인으로서가 아닌 사회 속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
우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루소의 아동교육의 목적은 자연성 계발을 통해 참다운
아동을 완성하여 사회 속에서 조화로운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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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동일, 2001: 24).

3. 교육목표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에서의 교육목적은 자연성과 사회성의 계발이라
고 간단하게 정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목적을 좀 더 구체적인 교육목
표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한종수, 1999: 17-18).
첫째, 인간에게 천성적으로 갖추어진 각 신체기관과 능력의 자연스러운
발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목적은 인간의 발달은 자연에 의해
결정되어 있는데, 각 단계의 과업이 충분히 발달할 수 있도록 해야만 다음
단계의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데서 연유한다.
둘째, 사회의 인위적 인습에 의해 타락하지 않도록 자연적인 선성을 보존
한다. 루소는 아동의 마음을 악덕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적 발달단계에 역
행하는 관습으로부터 멀리하게 하여 인간의 선한 본성을 왜곡시키지 않고
온전하게 보전하는 것을 교육의 중요한 목적으로 본다.
셋째, 자율적 사고력과 정확한 판단력을 기른다. 루소의 인지 교육이 추구
하는 것은 앎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삶 속에서 부딪치게 되는 여러 문제 상
황들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이다.
넷째, 양심에 의해 완성된 이성을 가진 도덕적 인간을 기른다. 루소는 선
을 사랑하고 악을 증오하며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을 갖는 양심을 발달시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이성적인 인간으로 기르는 것을 교육의 중요한 목적
으로 본다.
다섯째, 인간으로 하여금 환경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대처하도록 교육
한다. 이 경우의 교육은 대개 노작 교육을 통해 나타난다. 그는 노작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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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사물과 인간을 관찰하고 사물 상호간 또는 인간간의 관계를 알게 하며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세상을 살게 하도록 한다.
여섯째, 자발적으로 이상적인 사회건설에 참여하도록 한다. 루소는 에밀로
하여금 이웃에 대한 동정과 우정을 바탕으로 한 인간애, 더 나아가 인류애
를 갖게 하고,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여 이
상적인 사회를 이룩하는 것에 대해 강조한다. 이것은 모든 개인이 전체 사
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지가 지닌 비윤리성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일반
의지에 복종하여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정신 발달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일곱째, 여성교육의 목적으로 이상적인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는 것을 제시한다.
결국, 이와 같은 루소의 교육목표들은 아동의 자연적인 선성을 보존하고,
그에 따르는 발달을 통해 인간의 자율적인 사고력을 기름으로써 사회적․도
덕적인 존재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그의 교육
목적이다.

B. 교육내용

교육에서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주지주의적 입장은 지금까지 매우 큰 영
역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주지주의 입장에서 교육이란 지식을 전달하고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루소는 이러한 지식 중심의
교육을 비판하였다. 물론 루소 이전에도 지식의 존중을 회의한 사상가가 있
기는 했지만, 루소가 가장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비판한 사상가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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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박형수, 1996: 21).
루소의 교육론은 인간 성장의 자연적 단계에서 각 연령기에는 그 상태에
알맞은 완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지식의 암기가 아닌 각 단계에 적합한
교육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루소는 “가르치는 사물을 선택하는
것은 가르치는 시기를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정봉구 역, 1995:
296)”고 하며 교육내용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결국, 교
육내용은 자연적 진행과정에 맞게 선정되고 결정되어야 하며, 그 결정에 있
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능력 가운데서 이성은 다른 모든 능력들이 합성됨으로써만
이룩되는 것으로 그 발달은 매우 복잡하고 가장 더디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처럼 가장 뒤늦게 발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기초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사
용하려 하고 있다. 가장 훌륭한 교육이란 이성있는 인간을 만들어 내는 일
이다. 이것은 일을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과 같다(정봉구 역, 1995: 131).

그는 자연적 진행 과정에 따라 교육의 시기를 네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
에 이루어야 할 교육의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내용, 교육방
법 등을 제시하였다. 출생으로부터 5세까지의 유아기는 단순한 감정의 지배
를 받는 자연상태의 동물적 생활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유아의 자유로운
신체적 활동에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5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기는 비도덕
적, 비사회적인 시기로 극히 한정된 요구를 가지고 감정이 적극적으로 지배
하는 야만인 상태이다. 이 시기에는 소극적 교육과 자연적 결과를 통한 도
덕적 훈련이 이루어지고, 자연상태에 대한 직접적 접촉을 통하여 감각을 훈
련시킨다. 12세부터 15세까지의 소년기는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성과
판단력이 나타나고 사물에 대한 호기심이 나타나는 시기로, ‘무인도적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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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유될 수 있다. 이 시기에는「로빈슨 크루소」가 추천되며, 실제적 지
식이 획득되는 시기이다. 15세에서 20세까지의 청년기는 개인적 요구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인간이 되고 추리력, 상상력이 최고도로 발달하는 시기이
며 결혼을 하게 된다. 또한 타인과의 생활을 위한 교육이 행해지고 사회적
관계가 발달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발달단계는 자연적인 것으로 달라질 수
없으며 교육내용도 이러한 발달단계에 따라 결정된다(한종수, 1999: 18-19).
루소가 「에밀」에 제시한 교육내용은 구와바라에 의해 체계적으로 정리
되었는데, 이 중 학령기에 해당하는 아동기에서 청년기까지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기(5∼12세) : 자유로운 신체운동과 단련, 감각기관의 훈련, 경쟁심,
질투, 허영이 생기지 않게 할 것, 지리․역사․어학 등을 가르치지 말 것,
독서를 시키지 말 것, 읽기․쓰기․회화․기하를 가르침, 가창, 간단한 작
곡, 음악교육, 실험 물리학, 농업을 통해 소유의 관념을 가르침.
소년기(12∼15세) : 자연현상, 지리학, 우주학, 물리학, 박물학을 가르침,
「로빈슨 크루소」 읽기, 여러 종류의 기술을 가르침, 항해술을 가르침, 읽
기, 쓰기, 농업, 상업 교육. 특정 종교의식을 가르치지 말 것.
청년기(15∼20세) : 사회관계를 연구함, 인간을 연구하는 역사 교육, 외국
어 고전을 읽힘, 독서 권장, 우화, 역사, 사회, 사회인 교육, 라틴어 문법 교
육, 수학 교육, 역사․문학 분야의 고전, 언어와 문학 교육, 처세술을 가르
침, 사회조직과 제도를 학습, 종교교육(한기언, 1988: 224).

루소가 에밀을 가르치는 내용들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져 있던 것
이 아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성인 중심의 계획화된 교육과정이 아니었다. 즉
현재 아동의 호기심이나 흥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중심의 교육내용
으로 구성되어있다. 루소는 어린이에게는 어린이 나름대로 보는 방법, 생각
하는 방법, 느끼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어린이가 이해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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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인 중심의 교육과정에 열중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한다(한종수, 1999: 20). 루소가 거의 교육에서 중시한 교육내용들을 몇 가
지로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 발육을 위한 강인한 체력 교육의 강조이다. 루소는 건강한 정
신을 기르는데 필요한 수영, 달리기, 점프, 던지기 같은 활동을 중요시했다.
그는 인간의 나약함은 체력과 욕망사이의 불균형에서 온다고 말했다. 또한
호기심을 찾으려는 욕망은 신체 발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가능하
다고 말하면서 체력 교육을 강조했다(함동일, 2001: 25).

육체는 정신에게 복종하기 위해 건강해야 한다. 무절제가 정욕을 자극하
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것은 결국 육체를 약하게 한다. 고행이나 단식
도 반대의 원인에 의해 때때로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육체는 약하면 약할
수록 명령하며, 강하면 강할수록 복종한다. 모든 관능의 정욕은 약한 육체
안에 머문다. 약한 육체는 정욕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점점 더
초조해진다. 즉, 허약한 육체는 영혼을 약하게 한다(민희식 역, 2000: 47).

당신의 학생의 지력을 기르려면, 그 지력이 지배할 체력을 길러야 한다.
끊임없이 그의 몸을 단련시켜라. 그를 건강하게 하여 현명하고 선량한 인
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일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뛰게 하고, 소리 지르
게 하여 언제나 운동 상태에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체력에 있어서는 어
른이 되게 하라. 그러면 이윽고 이성에 있어서도 어른이 될 것이다(민희식
역, 2000: 139).

이렇듯 허약한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약하게 하여 자연적인 성장을 방해
한다(함동일, 2001: 26). 따라서 건강한 신체야말로 정신 활동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둘째, 지식 위주가 아닌 오감을 통한 감각교육이다. 유아기 때 감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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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하며 루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아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귀로 듣고 시각과 촉각으로 비교하
고, 손가락으로 감촉한 감각을 눈으로 계량함으로써 여러 가지 물건의 뜨
거움과 차가움, 단단함과 부드러움, 가벼움과 무거움 등을 지각하고 그것의
모양이 인지되는 모든 사물의 성질을 판단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정봉구
역, 1995: 35).

또한 아동기는 만지고 부수고 하는 등 지적 호기심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
므로 감각기관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렇듯 루소가 감각 교육을 강
조한 것은 삶에서 지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요소를 매
우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또한 루소는 “인간의 오성에 들어오는 것은 모두
감각을 통해 들어오므로, 인간의 최초의 이성은 감각 경험의 이성이다. 그것
이 지적인 이성의 기초가 된다(민희식 역, 2000: 151).”라고 말했는데, 이것
은 감각기관의 발달이 지식과 판단 능력을 획득하고, 감성과 이성을 발달시
키기 위한 기초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안에 최초로 형성되고 완성되는 능력은 감각이다. 따라서 그것을
먼저 길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잊고 있다. 또는
가장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 감각기관을 훈련한다는 것은, 단지 그것을 사
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기관을 통해서 바르게 판단하는 것을 배우는 것
으로, 말하자면, 느끼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배운대로 밖에 볼 수
없고 , 배운대로 밖에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민희식 역, 2000: 161).

이와 같이, 감각은 우리의 기본적인 능력이며 어린 시절에 완성해야 할
능력이다. 그러므로 다른 능력에 앞서 먼저 개발하고 훈련해야 한다.
셋째, 장차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노작 교육이다. 루소는 소년이게 읽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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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책으로 「로빈슨 크루소」를 권장했다. 이것은 독립적인 생활과 개척자
로서의 체험을 갖도록 하여, 자연을 상대로 하여 자기 힘으로 생활에 필요
한 것들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작교육이 직업인을 양성
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 루소는 원칙적으로 전문적인 직
업교육이나 기능 훈련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
립해서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에 노작 교육의 의미를 두었다.

직업을 가짐으로써 위대한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에게 아첨할 필요는
없다. 노동은 사회에 사는 인간의 필수적인 의무이다. 부자이건 가난한 자
이건 약자이건 간에 무위도식하는 시민은 모두 사기꾼이다(정봉구 역
1995: 158).

또한 루소는 노동을 좀 더 의미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직접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 싹이 나는 자연 현상을 통해 창조력을 키울 수 있으며, 노동을
통해 모방하고 생산함으로써 자연성이 자연적으로 길러질 수 있다는 것이
다. 이 때의 노작 교육은 지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것보다 건
강과 창조적 능력의 개발을 통한 교육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함동일, 2001:
28).
넷째, 고상하고 이론적인 지식이 아닌 유용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
이다. 지식 교육의 내용은 항상 어디에, 어떻게 쓸모가 있는지 정확한 목적
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떤 쓸모가 있는가?’를, 그리고 그가 믿는
모든 것에 대하여 ‘왜?’를 그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시
말해, 나의 목적은 그에게 학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그것을 획득하는 방법을 가르쳐 학문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게 하고,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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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보다도 진실을 사랑하게 하는 것에 있다(민희식 역, 2000: 272).

루소는 조화로운 인간의 발달을 위해 지식이 필요하며, 지식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고 학습의 속도보다는 학습의 폭과 깊이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그는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유용성과 실용성을 지닌 지식을 중시
했으며,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지식은 경시했다(한종수, 1999: 20).
다섯째, 사회성 교육이다. 루소는 자연성의 계발과 함께 사회성의 계발을
교육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사회성 계발을 위한 교육내용은 보통 청년기
때부터 시작된다. 루소는 이때 에밀에게 처세술을 배우게 했으며 인간의 습
성을 연구하게 하고, 동정심과 우정이 발달하도록 하였다. 또한 계층과 불평
등, 자유에 대한 관념을 갖게 한다.
여섯째, 도덕 교육이다. 자연성 계발과 사회성의 계발에 이어 루소가 마지
막으로 의미를 두는 것이 도덕성의 개발이다. 이 도덕 교육은 이성, 행복 등
의 개념과 연관되어 전개되며, 이를 사회적 관계로 확대시켜 자유와 평등이
실현 될 수 있는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한종수, 1999: 21).

C. 교육방법

루소의 교육론의 가장 큰 특징은 방법론에 있다. 교육에 있어 전통주의를
비판하고, 어른에서 아동으로 교육의 중심을 이동시켰다. 따라서 오랜 전통
이 되어버린 교사중심의 교육방법에서 교사의 자리에 아동을 대치시키는 새
로운 방법을 도입하게 된다. 전통주의 교육에서는 성악설의 관점에서 아동
에게 엄격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고, 아동을 어른의 축소판으로 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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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이 이어져왔다. 이러한 아동관을 비판하면서
「에밀」의 서문에서 루소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은 아동을 전혀 알지 못한다. 아동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
문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그 정도를 벗어나게 된다. 가장 현명한 사
람들까지도 아동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어른들
이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만 열중하고 있다(정봉구 역, 1995: 64).

또한 성악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아동을 관찰한다.

아동은 때로 작은 새를 돌로 움켜쥐듯 꽉 눌러서 죽게 하기도 한다. 사
람들은 이것을 보고 사람의 본성을 성악설로 설명하려 든다. 즉, 사람은 태
어날 때부터 나쁘다는 것이다. 아동이 물건을 부수거나 새를 비틀어 죽게
하는 것은 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파괴하는 행위가 구성하는 행위보다 손
쉽고, 아동에게는 그런 쉬운 일이 적합하다는 것뿐이다(안인희, 1997: 88).

루소는 이 두 가지 기본 사상을 완전히 바꿈으로써 아동중심의 자연주의
적인 교육을 강조한다. 즉,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인식, 그리고 아동은 성
인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 존재로서 그 자체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한
종수, 1999: 22). 이러한 아동을 이해하고 적합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무엇
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아동에 대한 성실한 관찰이다. 아동을 관찰하고
연구하여 잘 파악한 후에야 아동을 이해하게 되며 또한 교육도 가능해지 때
문이다. 아동에 대한 성실한 관찰을 기본으로 하는 루소의 교육방법은 크게
세 가지 원리로 구분 할 수 있다.
첫째, 소극적 방법의 원리이다. 루소는 12세까지의 교육은 소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것은 주로 아동기에 적용되는 방법으로, 여기서
의 강조점은 아동의 선한 본성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발달할 수 있도록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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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호하고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극적 교육에 대한 루소의 진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충분한 연령이 되기 전에 정신을 형성하고자 아동에게 인간의 의미에 관
한 지식을 부여하려고 하는 교육을 일컬어 나는 적극적 교육이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지식을 아동에게 가르치기 전에 지식의 도구인 제 기관을 완
성시키고, 감성을 훈련시켜 이성에 대비하고자 하는 교육을 나는 소극적
교육이라고 부른다 소극적 교육이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미
덕은 부여치 않지만 악덕을 방지한다. 진리는 가르치지 않지만 오류는 방
지한다. 아동이 진리를 이해하는 상태에 도달했을 때는 진리로, 미를 사랑
하는 상태에 도달했을 때는 선으로 아동을 인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에
게 준비시키는 교육이다(안인희, 1997: 140).

아동이 이성을 갖추는 시기에 도달할 때까지는 도덕적 존재라든가 사회적
관계의 관념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루소는 아동이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교육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또한 어린 시절에 독서, 우화, 어
학 교육을 반대하였다(김영종, 1999: 34). 독서 교육에 대해 루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책으로 공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가 지니고 있는 기억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보는 것, 듣는 것이 모두 아이를 자극하고 아이는
그것을 기억한다. 그는 어른들의 행위나 말을 마음속에 간직해 둔다. 그리
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책이 되어, 아이는 그에 의해 저절로
기억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이윽고는 판단이 그것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민희식 역, 2000: 130).

루소는 아동이 즐겨 읽고 있는 우화에 대해서도 어른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지만 아이들의 나이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우화는 아동을 재미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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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관념들이 들어 있다. 또한 우화가 지닌
어조자체가 아동들에게는 이해보다는 외우기 쉽게 되어 있다. 그 결과 아동
은 흥미는 얻지만 우화의 의미에 대하여 명확성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다. 더 나아가 아동이 그 우화의 의미를 이해하는 경우, 그것은 더욱 더 나
쁜 결과를 초래한다고 루소는 말하였다. 그 속에 담긴 도덕은 아동 연령에
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므로 아동을 미덕보다는 악덕으로 접근시키기 때문이
다(김영종, 1999: 35).
루소는 지적 중심주의 교육사상에서 중요시하는 말이나 책에 의한 어학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철저하게 거부한다(함동일, 2001: 34). 어떠
한 학문에 있어서도 말로써 표시되는 것은 그 사물들의 관념이 분명하지 않
으며 표현되는 말로써의 그 기호는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것이다
(함동일, 2001: 35). 루소는 에밀을 교육함에 있어서 “우화조차도 암기하지
않을 것이다. . . . 역사의 언어들이 역사자체가 아닌 것처럼, 우화에 나오는
언어들 또한 우화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민희식 역, 2000: 131)”라고 주장
한다.
둘째, 개별화의 원리이다. 이것은 루소의 아동관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아동은 성장 속도뿐만 아니라 성장의 부문에서도 개인차가 존재하며 그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개인차를 존중하지 않는
다면 결국 아동의 선천적 능력을 계발할 수 없다고 루소는 주장한다. 따라
서 아동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강제해서는 안되며 서로 다른 개별화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루소는 교사의 중요한 임무의 첫 번째는 아동에 대한 관찰과 연구라고 하
였다. 이것은 교사가 아이를 젖먹이 때부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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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것은 곧 그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아내
는 일이다(한종수, 1999: 23). 또한 루소가 교사의 자질로 꼽는 것 중 하나가
교사는 한사람의 제자만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도 아동의 개별성
을 인정하며,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할 때까지 수십년 동안을 한 아동만을 위
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셋째, 자발성의 원리이다. 이 원리는 전통적 교육에서 아동을 성인과 똑같
이 취급하며 지식을 주입시키는 방법에 반대가 되는 원리이다. 루소는 아동
을 지식획득의 주체로 보고 학습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획득한 지식만이 학
습자 자신의 것이 되며,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도 학습자 자신만이 알 수 있
다고 보았다. 그 예로 에밀이 글을 배우게 되는 것은 교사에 의해서가 아니
라 에밀에게 온 초대장을 스스로 읽고 싶어해서 배우게 되는 것을 들 수 있
다. 즉 교사는 의무나 억압이 아닌 흥미와 호기심, 장래의 목적이 아닌 현재
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깨닫게 하여 배우려는 욕망을 갖게 해야 한다고 루소
는 주장했다(한종수, 1999: 24).
따라서 학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기유발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루소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아이로 하여금, 배우고 싶어하
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눈앞에 보이는 이익, 이것이야
말로 큰 원동력, 확실하게 숙달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다(민희식 역, 2000:
138).” 즉 아이에게 호기심과 필요성을 수반하여 최선의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루소는 “우리는 말을 물까지 몰고 갈 수는 있어도 물
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던가, 사람을 회개소(감옥)에 가둘 수는 있어도 회개
를 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압력에 의한 통제를 하려고 든다
(이홍우 역, 1996: 45)”고 학습동기가 부족한 교육방법은 현명하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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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단호하게 지적하였다.
또한 루소는 학습 방법에 있어서는 아동이 스스로 발견하는 발견학습을
중요시했다. 루소는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지식을 아는 것 못지 않게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
요하다고 말한다(한종수, 1999: 24). 게다가 이러한 교육을 통한 실수나 과오
등도 좋은 산 경험으로 교육이 된다고 보았다.
루소는 이러한 발견 학습을 위해서는 아동의 학습 방법은 생활 중심이 되
어야 한다고 보았다. 에밀은 남의 땅에 곡식을 심는 일로 ‘소유권’을 배우고,
장터에서 자석으로 요술을 부리는 사람을 통해 물리학을 배운다. 루소는
“교훈은 모든 것을 이야기보다는 행동으로 하는 것이 훨씬 좋다. 경험이 그
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책으로 그들에게 가르칠 일이 아니다(정봉구 역,
1995: 466)”라고 말한다. 아동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만을 받아들이므
로, 자신의 생활로 직접 경험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의 노작
교육과 연결되게 된다.
마지막으로, 루소는 모든 체벌에 대한 교육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신체적
인 벌은 반대하는 반면에 자연의 벌은 존중하였다.

에밀이 만약 유리창을 깨뜨렸다면, 추운 곳에서 잠자게 하며, 그가 거짓
말을 했다면 그가 진실을 말할 때까지 그를 믿지 않도록 한다. 장난감을
부수면 다른 장난감을 주지 않음으로써, 부수면 고생한다는 자연의 벌을
느끼게 한다(정봉구 역, 1995: 65).

즉 아동이 자신의 행동의 영향을 스스로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루소
의 생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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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교육제도

루소 이전의 교육개혁가들은 교육의 무제한적 힘을 믿었으며, 교육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영향을 받은 루소는 기존 사회의 악이 그의 자연
교육을 통하여 교정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교육
개혁의 의도는 모든 사회의 비자연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루소
는 그의 철학에 의거하여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불완전한 교
육개혁이 아니라 완전한 교육개혁을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적당한 개혁은
기존의 관행을 따르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루소는 지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교육제도를 거부하였으며, 이러한 교육제도
에 대해서 비관적․회의적인 경향을 갖고 있었다(김수동, 1995: 148).
루소는 교육의 목적에 따라 두 가지 형태의 교육제도를 설명하였다. 사회
성을 기르는 공교육과 자연성을 기르는 사교육이 그것이다. 첫째로 루소가
말하는 공교육은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적합하게 조직된 사회나 국가
교육의 형태이다. 이는 플라톤의 이상국가 전례에 따라 최고위의 통치위원
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국가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
안이다. 이러한 교육은 국가의 기능이 되고, 모든 아동에게 교육은 확산된
다. 따라서 모든 아동은 평등한 권리에 의하여 동일한 교육을 동일한 방법
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다(한종수, 1999: 25).
루소는 「정치경제론」에서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고 정
부에 공교육의 중시를 요구했다. 또한 조국에의 헌신과 일반의지에 복종하
는 것은 사적인 의식이 팽배한 가정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국가의 통
제 하에서 청소년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창하였다. 이러한 루소의 공교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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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은 루소의 정치사상과 함께 신장되었다. 이는 당시의 교육을 종교의 지배
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
이었다(김영종, 1999: 38).
그러나 이러한 공교육은 처음에서 언급된 것처럼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
에게 적합하게 조직된 사회 즉, 이상적인 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
나 루소는 당시의 사회에 대하여 참된 조국을 볼 수 없으며, 국가가 근본적
인 개혁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시의 사회를 무가치하다고 보고,
당시의 시민에 대해서도 평가절하 하는 루소에게 있어서 공교육은 존재할
가치가 없어졌다(김영종, 1999: 38-39). 그리하여 그는 이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았다.
공교육 대신에 그는「에밀」에서 자연인의 양육을 위한 사교육의 구상을
전개하였으며, 이 교육제도는 18세기의 전통과 관습에 저항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교육에 대한 구상은, 일정한 교육제도를 통하여 획일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것보다는 아동 각각의 개성을 존중하고 아동의 자연적 본성을 길
러내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는 그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사적이고 소규모적인 교육에서 루소는 가정교사제도를 옹호하였다(김수
동, 1995: 151). 루소는 어머니가 자연적인 유모이고 아버지는 자연적인 교
사라고 간주하였으며, 아버지가 아동을 가르칠 수 없을 경우 가정교사를 초
빙해야 한다고 보았다(김영종, 1999: 39). 여기서 가정교사는 보수를 받기 위
해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며, 학생의 보호자, 안내자, 그리고 친구가 되는 사
람이다. 따라서 가정교사는 현명하다면 젊을수록 좋으며, 또한 한 사람의 가
정교사가 한 사람의 학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완전한 성인이 될 때까지 지켜
봐 주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루소의 교사에 대한 생각이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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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을 가정교사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부모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을 특
이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이에 반해 루소는 가난한 사람들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
다. 그러나 이것은 하층계급의 사람들을 경시한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당시
극빈한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 국가에서 실시했던 무상교육이 도제교육으로
전락한 것에 대한 루소의 반항으로 이해된다. 가난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교
육을 받는다는 것은 부담과 강요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역기능이 많을 것으
로 보고, 스스로 자기교육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김수동, 1995: 151).
교육제도에 대해 루소는, 공교육을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당시의 사회와
교육제도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교육제도를 체계적으로 구상하지는 못했
다. 그리고 사교육 또는 소규모적인 교육을 선호하였다. 그리고 일정한 교육
제도를 통하여 획일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것보다는 아동 각각의 개성을 존
중하고, 아동 내부의 천부적인 자연성을 온전히 길러내는 것이 교육의 역할
이라고 보았다(김영종, 1999: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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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자연주의 교육사상의 현대적 의의
루소가 고심하고 비판했던 당시 교육의 문제점들은 오늘날 우리 교육 현
장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루소는 우리와 동시대인이라
볼 수 있으며, 당시 루소가 주장했던 교육개혁은 오늘날 우리에게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준다.
오늘날 우리 교육은 현실과 유리된 암기 위주의 입시교육으로 인하여 아
동들의 창의성은 신장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성․도덕 교육은 점점 사라
지고, 획일적 규제위주의 교육행정으로 인해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이런 교육현실에서 벗어나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개
혁안들이 담고 있는 우리 교육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 해결책은 루소의 자연
주의 교육사상에서 강조하고 있는 명제들과 기본적으로 같다. 그 이유는 루
소야말로 아동의 천성과 권리가 무시된 채 성인의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
하여 성인의 축소판을 만드는 당대의 전통교육을 비판하였기 때문이다. 아
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을 다양하게 달리 적용함으로써
아동의 천부적인 잠재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계발하려 했던 것이 루소의
취지였으며 이것은 우리의 교육개혁에서 이루고자 하는 바와 일맥상통한다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루소의 교육사상은 우리 교육개혁의 작업의 기본
발상과 구체적인 해결책 및 목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 교육의
문제점 그리고 루소의 교육사상이 우리 교육에 시사하는 바와 그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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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육의 본질 회복

교육의 본질적 가치는 인간의 인격적, 지적 성숙에 있으며, 교육행위란 바
로 이런 인격적, 지적 성숙을 지원하는 활동과 그 성숙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활동을 말한다(김신일, 1990: 297).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이러한
본질적인 교육의 가치를 외면한 채 학력위주의 사회에 기인한 과열 입시 경
쟁에 휘말려 대학입시나 출세로의 수단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수단적․도구적 교육관은 일본 제국주의가 남긴 교육독소를 완전
히 극복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일제는 민족교육을 말살시키고자 학교
을 제외한 다른 사회적 지위 통로를 폐쇄하고서 식민지 통치에 동조할 만한
사람을 선발하는 한편 선발된 사람에게는 철저한 길들이기 교육을 주입했
다. 식민지 교육을 통제가 용이한 학교제도로 단순화 해놓고, 식민지 국민들
을 조종한 것이다. 식민지 치하에서 학력 사회화된 나라들은 해방된 뒤에
철저한 식민지 극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인도,
필리핀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력경쟁에 휘말려 들고 그 결과 수많
은 고등실업자를 만들어내게 된다(이화영, 1992: 48-49).
이러한 현상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나친 학력 경쟁 하
에서 올바른 교육은 불가능해졌다. 또한 대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등학
교 졸업장의 가치는 급속도로 하락하여 고교 졸업으로 만족하려는 사람에게
도 대학진학이 자극되어졌다. 따라서 대학 희망자는 더욱 늘어나게 되고, 이
에 따라 대학의 수도 급속도로 증가했다. 그 결과 이제는 대학 졸업장으로
도 취업은 힘들어졌으며, 많은 고등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낭비적인 학력경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귀중한 시간을 잃어

- 56 -

가고 있다. 루소는 아동이 아동으로서 생활하는 것은 아동생활 그 자체에
절대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처럼 인간을 수단화하지 말고 본질
에 맞는 교육을 목적으로 행할 때 우리의 아이들은 참다운 생활을 할 권리
를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개인적 삶의 만족을 누리
면서, 사회적으로는 생산적이고 봉사적인 태도로 공동체 발전과 행복의 증
진을 위해 기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인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이 그 동안 표면적으로 강조해 왔던 것이 바
로 이 전인교육이다. 전인교육이란 학생들의 자율적인 성장을 최대한 신장
시키고, 지․덕․체의 조화라는 전인적 발달을 꾀함으로써 국가사회가 필요
로 하는 유능한 인물을 육성시키는 일로서, 교육을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의
전달만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다운 행동을 지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이
화영, 1992: 49).
우리는 전인교육을 통해 서로 긍정적인 자세로 서로 공유하고, 서로 책임
지며 더불어 살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을 통해서는 서로 의
심하면서, 서로를 시기하고 때로는 서로 파괴하기도 한다. 교육에 통해 자녀
의 사회적 계층상승만을 기대하는 부모와 사회의 잘못된 인식은 학생의 개
인적 욕구나 흥미를 무시한 채 주입식 지식 습득에만 몰두하여 인지적으로
빼어난 인간만을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은 이렇게 지식을 얻고
평가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데 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이웃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와 이웃이 힘을 모아 역사를 개척하는 것이다(이
화영, 1992: 50). 루소의 교육사상은 이러한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꾀하는
전인교육의 사상적 모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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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전환

루소의 교육사상은 전통적인 지식중심의 교육을 비판하면서 교과서나 책
을 존중하지 않는다(권영기, 2000: 47). 따라서 교육과정은 책을 통한 지식의
획득이 아닌 학생들의 경험과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과정 속에서 루
소가 교육내용으로 강조했던 것들은 지금 우리 교육에서도 그 필요성과 중
요성이 짙어지고 있다.
루소의 교육내용 중 그 첫 번째는 건강한 신체의 단련이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동들의 건강문제이다.
아이들은 점점 더 허약해지고 있으며, 비만아도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지적
교육에 대한 강조로 아이들이 신체를 움직이는 시간이 극도로 부족하기 때
문이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학원
이 끝나며 독서실, 공부방 등으로 이동한다. 게다가 이동수단 역시도 예전과
는 많이 달라져 대부분이 승용차나 학원차를 이용하여 이동한다. 건강한 신
체는 정신활동을 위한 기본 조건이지만, 우리는 기본은 무시한 채 머리만
채우려고 하고 있다. 체력교육은 지적교육에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그 중요
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또한 지적 교육의 강조로 인해 우리 아이들은 모든 교과를 오로지 책으로
만 배우고 있다. 그러나 루소는 지식 위주가 아닌 오감을 통한 감각교육을
강조하였다. 아이들은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배우고 또한 이렇게 경
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 오래도록 아이들의 머리 속에 자리잡게 된다. 그러
나 현대 도시 문명 속에 사는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자연적인 감각을 상실
해 가고 있다. 노작을 통한 사물과의 접촉 및 창조의 기쁨을 느껴볼 기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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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교정의 잡
초를 제거하는 일조차 임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 노
동은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삶의 표현으로,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생존을
위한 재화를 생산하고 문화를 창조해 나간다. 뿐만 노동을 통해 공동체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사회에 참여하게 되고,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인간적
가치와 인격적 품성을 도야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존의 우리 교육은 이성중
심의 지적교육에 편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한종수, 1999: 63). 이
런 점에서 체력단련이나 감각교육 및 노작교육의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본
다.
교육내용뿐만 아니라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루소의 교육사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이러한 면에서 지금 우리에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우리 공교육의 방법은 언어주의 교육방법 그리고 주입식․암기
식 교육방법이었다. 이에 대해 루소의 교육방법은 일체의 강제와 통제 그리
고 권위에 의한 교육을 거부한다. 따라서 복종과 명령, 지시, 전달, 주입, 암
송의 교사 중심 교육도 인정하지 않는다(권영기, 2000: 47). 교육방법에서 루
소가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은 소극적 교육이다. 물론 소극적 교육은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소극적 교육은 우리
교육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육이 지나치게 이론화되고 제도화되어 교육의 본래적 모습과 상태를 벗어
나 이루어지는 곳에서, 교육의 본래적 모습을 회복하지 않으면 인간교육이
안되겠다는 필연성이 제기되는 곳에서, 소극적 교육은 그 나아갈 길을 비춰
주는 것이다.
루소에 의한 교육방법은 사물은 통한 학습자 자신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 59 -

필요에 의한 유용성에서 학습동기를 불러 일으켜 자율적인 탐구력을 향상시
킨다는 것이다(함동일, 2001: 64). 즉, 학습장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자발적인
원리, 유용성에 의해 학습동기가 강화되는 자발성의 원리, 아동 자신이 스스
로 탐구하는 독립탐구의 원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현대교육방법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접목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좀 더 이러한 교육방법에의 비중이 커져야 할 것이다.

C. 아동중심의 교육

루소가 살았던 당시에 아동은 성인의 축소판으로 취급되었다. 그들의 복
장 역시 성인의 복장으로, 소녀들은 부인처럼 긴 드레스와 코르셋을 입었다.
사람들은 아동의 신체를 취급하는 것과 같이 아동의 정신을 취급하였으며,
아이들은 성인과 같은 동일한 주제를 이해하고 동일한 이념에 관념을 가지
도록 기대되었다. 루소는 이러한 교육상황에 반기를 들고 ‘자연에 따르는
것’을 교육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 교육의 중심점을 아동에 두었다(권영기,
2000: 48).
오늘날 아이들의 복장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지만, 불편하고 꽉 조였던 당
시의 옷처럼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원, 과외 등의 무거운 짐들이 지
워져 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도 학원을 2∼3개 다니는 것은 기본이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사교육비의 문제도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이
사회의 피상적인 변덕에 희생이 되어서는 안된다. 루소는 어린이의 힘은 그
내면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싹튼다고 보았으며, 발달은 자발적이며 자유로워
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그 자신의 힘으로 발달할 준비가 되어 있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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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힘있게 하는 모든 노력은 해로울 뿐이다(최정웅, 1995: 196). 인간
의 자연성과 발달 과정에 근거를 두고 어린이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하
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을 형
성하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루소의 교육사상은 사회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무를 스스로 실천 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오늘의 우리에게도 의미 있게 다가온다. 어린이는 학교를 다니기 시
작하면서 학생의 의무만 존재할 뿐, 인간 본연의 인권은 존중되어지지 않는
다. 그러나 루소가 강조한 것은 학생으로서 의무를 강요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스스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어린 시절부터 경쟁과 점수, 상위학교 진학이라는 것이 교육의 일차적인 목
표가 되어버리면 이러한 상황은 점점 가열되어 학교부적응아, 탈락자, 비행
청소년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권영기, 2000: 49). 루소는 어린이
의 발견자로, 루소에게 있어서 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은 아동의 자유와 행복
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루소의 교육개념에는 미래의 삶을 위한 준비로서
의 교육이나 보다 중요한 지식과 기능을 획득하기 위한 조기교육으로서의
교육은 없다(오인탁 외, 1998: 242).
“불확실한 미래를 위하여 현재를 희생하고, 현재에 의미도 없는 머나먼
행복을 위하여 각종 수단으로 아동을 속박하고, 어린 시절을 불행하게 보내
도록 하는 무모한 교육은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라는 루소의 외침은, 아
동․인간에 대한 교육적 사고를 촉진시키고 아동연구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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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생태중심의 교육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와 그 문화적 속성은 한가지 동일한 원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는 바로 자연 정복의 역사라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지난 반세기는 ‘근대화’의 시기였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자연
환경을 변화시키며,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경쟁적으로 성장을 추구해왔
다. 그 결과로 우리는 풍요와 편리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 이면에 환경 위기
와 물신주의, 이기주의의 확산, 인간소외 현상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되
었다(한종수, 1999: 62). 그것은 곧 인간과 자연과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궁극
적으로는 행복한 삶의 영위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의 생태계는 위기
를 맞이하고 이러한 위협은 매우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다. 지금 우
리에게는 자연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자연에 군림하는, 자연
은 정복의 대상이라는 근대적 세계관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인간
과 자연, 인간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조화와 균형이 가능한 삶의 양식을 찾
아야 한다. 즉 인간중심적인 환경윤리에서 생태중심적인 환경윤리에로의 전
환이 필요하며, 우리의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하는 일은 우리의 21세기를 준
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권영기, 2000: 53).
이러한 생태중심주의에서의 교육은 근대 교육이 인간 중심의 자연지배를
정당화하는 교육이라고 보고 있으며 발전과 진보의 이데올로기로 포장된 근
대성을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교육을 지향하자고 주장한다. 생
태중심적 사고관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
이 있다.
우선 산업사회의 소비지향적 인간이 아니라 생태학적 전망을 가진 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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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하는 교육이 그것이다. 산업사회의 기술공학적 개발 논리가 갖는 허구
성을 깨달아가면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연관교육을 생각할 수 있다. 연관교육이란 관계적 사고를 할 수 있
는 교육이다. 동물과 인간, 동물과 자연, 자연과 인간들의 상호 밀접한 공존
을 위한 교육을 존중하며, 교육의 목적은 미래의 세대, 남성과 여성, 그리고
모든 종족과 민족, 부자와 빈자 그리고 자연세계를 포함하여 생명의 리듬을
갖는 생명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연관교육은 분절된 인지주의적 교
과 중심의 교육과 주입식 교육을 극복 할 수 있는 대안교육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로 인해 파편화된 지식으로 이루어진 근대교육의 목적이 지속가능한
지식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지속가능한 사회 속에서의 삶을 위하여, 생태계의 문제
를 범지구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사람의 생명과 자연을 하나의 운명공동체
로 인식해야 한다. 인간이 자연을 재배하고 착취하는, 즉 자연과 인간이 대
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상호 어울림의 관계가 되어,
그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경쟁관계가 아닌 가슴으로 나누는 이웃으
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여야 한다(권영기, 2000: 54-55).

E. 자연주의 교육사상의 한계

루소의 교육사상은 근대 교육의 기틀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 교육
에 있어서 신교육 운동에 이은 아동의 활동과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주
의 혹은 경험주의 교육사상과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전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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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상적 기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루소의 교육사상을
그대로 우리 현실에 반영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과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
히 그의 아동기 교육방법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우선 그의 소극적 교육방법은 기성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부각
시킨 나머지 인류의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와 전통을 경시했다
는 비판을 받아왔다(박득자, 1994: 35). 또한 사회의 악습으로 인해 아동의
선한 본성이 다칠까봐 도시에서 교육을 거부하고 시골에서 성장하여 학습되
어야 한다는 이론은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낭만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회피하는 교육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현실에서 아
동을 도피시키는 것은, 한 인간이 성장하면서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생리적
인 흥미를 억제함으로써 도리어 아동을 구속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함동일, 2001: 65).
또한 루소는 아동기에는 책을 멀리하고 자연을 곧 훌륭한 한 권의 책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아동
스스로가 느끼고 깨우치는 것은 물론 훌륭한 교육방법이다. 또한 관념의 인
식을 구체적인 사물과 관련지어 인식하게 하는 직관교육의 강조는 근대․현
대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오늘날
의 사회는 하루하루 지식과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
들은 결국 이러한 정보 사회 속에서 적응해서 살아가야 한다. 책은 아이들
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아이들에게 더 쉽게, 더 빠르게 제공해주며, 많은
지식과 사고력을 길러준다(함동일, 2001: 64). 아이들이 직접 감각을 통해 지
식을 획득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루소의 교육사상은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비판을 받게 된다. 아동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간주할 때, 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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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지식 교육도 가능하며, 많은 책을 읽을 것을 아동
에게 권장해야 한다. 특히 언어교육은 아동기가 소년기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언어 교육을 위해서는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 형성이 중요
하다(박득자, 1994: 35).
루소는 아동의 이성을 통한 교육을 도덕적 관념이 미성숙한 상태에서는
사고의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없기에 소년기 이후에 할 것을 주장하였다. 물
론 이러한 그의 주장은 심신의 발달에 맞는 교육을 해야 교육의 효과를 높
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강하지만, 지나치게 아동기의 교육을 단순화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은 이미 유아기와 아동기에도 도덕적 관
념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따
라서 이성을 통한 교육도 아동기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 사람의 교사가 아동의 곁에서 늘 함께 하며 한 아이만을 위
해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현대 교육의 특징이 교육의 대중화라는 관점에
서 볼 때 실천 불가능한 이론이다. 결국 루소는 실천을 수반하기 어려운 교
육이론을 에밀이라는 가공적 어린이를 선정하여 꾸민 교육사상가라고도 볼
수 있다. 즉, 루소의 교육론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면이 많아 이론적으로는
고귀하나 현실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 교육을 논하면서
자신은 모범적인 자녀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루소가 비판을 받는 가
장 큰 이유이다. 물론 모든 사상가들이 이론과 실행을 완벽하게 수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루소의 아동교육론은 이론과 실제 사이의 폭이 너무
넓다는 것이다. 그의 교육 사상은 모순되고 단편적이다. 어떻게 보면 뚜렷한
순서도 없다. 그래서 그의 사상은 모순과 역설, 비현실성, 이상주의의 편중
등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함동일, 2001: 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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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요약 및 결론
A. 요약

현대의 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은 우리의 생활을 참으로 편리하게 만들
어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발달로 더 많은 양의 지식과 기능, 문화의 강제적
주입이 아동들에게 요구되고 있다. 이로 인해 아동의 개성과 본성을 무시한
채, 인위적으로 선발된 많은 양의 지식이 반강제적으로 주입되는 획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자란 성인들은 한 명의 독립
된 인간으로서 각자의 삶을 이끌어 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인
간성 상실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인교육이 강조되어 왔지만 현대의 교육
은 인간성 회복에 기여하는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함이 많으며 한편으로는
인간성을 타락시키거나 인간소외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18세기 루소가 살았던 사회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많으며, 그런 의미에서 루소가 당시 사회에 가했던 비판들은
오늘날의 상황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이 연구는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
상에 대하여 알아보고, 루소가 당시 사회와 교육에 가했던 비판들을 수용하
여, 현재 우리 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아동 중심 교육 혹은 진보주의 교육의 근간이 되는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
사상의 배경에는 교육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과 시대적 환경이 크게 작용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루소의 생애는 방랑의 일생이었으며,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어머니의 목숨과 맞바꾼 자신의 탄생을 한평생의 불행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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겼던 그는 일생동안 모성형의 여성을 찾아 방황했으며, 어린 나이부터 이
곳 저곳을 방황하며 살았다. 감상적이고 반항적이었던 그는 항상 현실에 만
족하지 못하고 이상의 세계를 염원하였다. 그리고 그의 현실 속에서의 이상
추구는 그의 교육사상에도 반영되어, 마침내 그는 「에밀」을 저술하게 된
것이다.
그는 계몽운동이 한창 개화하던 시기에 태어나 이 운동의 영향을 크게 받
았으나 그 안에는 새로운 사상을 잉태하고 있었다. 그는 절대주의 정치하의
구봉건적 제도와 사상에 반대하며 계몽주의와 뜻을 같이 했으나, 계몽운동
의 주지주의적인 면은 부정하였다. 즉 루소의 사상은 계몽주의에 기반을 두
고 있으나 이성보다는 자연에 관심을 가지며 인간성에 새로운 인식을 촉구
하였고, 주지주의와 합리주의를 극복하여 곧 자연주의의 태동을 가져오게
되었다.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론은 그의 종교관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는 신
을 자연 그 자체이며 창조주로 보았고, 신에게서 받은 선한 자연의 본성을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곧 그의 교육목적이다. 그
의 아동교육의 목적은 자연성의 계발을 통해 참다운 아동을 완성하여 사회
속에서 조화로운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내용 면에서, 루소는 발달 단계에 따라서 교육의 내용이 달라져야 한
다고 보았다. 감각 교육에서 시작하여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체력
을 기를 것을 강조했으며, 장차 독립적이 생활을 위한 노작 교육을 중요시
하였다. 또한 그는 고상하고 이론적인 지식이 아닌 유용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적극적인 교육, 즉 사회성 교육이
나 도덕 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어 교육내용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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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교육론의 가장 큰 특징은 방법론에 있다. 그는 아동을 어른의 축소
판으로 봄으로써 교사 중심의 전통적인 주입식 교육을 비판하면서 아동 중
심적인 교육방법을 도입하였다. 루소는 한마디로 자연을 따르는 교육, 즉 내
적인 자연성이 발현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 소극적인 교육방법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아동의 성장 속도뿐만 아니라 성장 부문에 있어서도
개인차를 존중할 것과 아동 스스로가 학습의 주체가 되어 직접 활동하고,
경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을 위해서 루소는 사적이고 소규모적인 교육제도를 지지하
였다. 하지만 「정치경제론」에서 그는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고 정부에 공교육의 중시를 요구하였다. 루소가 보는 공교육은 건전한 인
간과 시민을 위한 민주적인 제도이어야 하며, 자연성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
어야 한다. 그러나 당시의 부폐한 사회와 불합리한 교육제도에 대한 거부감
으로 체계적인 교육제도를 구상하지 못하고, 사교육 또는 소규모적인 교육
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루소의 이와 같은 자연주의 교육사상 오늘날 우리에게 교육의 본질을 다
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할뿐만 아니라 아동중심의 교육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태중심의 사상을 형성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의 교육사상은
현실성 부족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최소한 인간성 회
복을 위한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는 루소의 교육사상에서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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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결론

오늘날 정보화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며 더 많은 양의 지식과 문화
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자연적인 것보다는 인위적, 인공적인 것들이 우리
주변을 더 많이 둘러싸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연성을 점
점 잃어가고 있다. 인류가 자연을 개발하고 정복하며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풍요롭고 편리해졌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가
고 있다. 교육에 있어서도 아동의 인성이나 적성과는 상관없이 부모들이 희
망과 의지에 따라 입시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아동은 교육 과정 속에서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감정은 메마른 채 암기식, 주입식 교육에 길들여져 더 많은 지식을 쌓기 위
해서만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아동을 위한 교육이 될 수 없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명제는 루소의 교육의 목표이자 자연주의 교육의
이상이다. 인간은 원래 선하게 태어나고 이러한 생득적인 자연성을 발전시
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는 아동의 세계 그 자
체를 별도의 세계로 인정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아동들만이 누려야 할 행복할 시간을 희생하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루소는 교사의 권위주의와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아동 스스로 학습하려는 자율학습의 원리라든가, 발견
학습, 탐구 학습의 이론을 정착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루소의
교육사상은 아동중심의 진보주의 교육에서 전인교육으로 발전하며 근․현대
교육의 기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루소가 비판한 권위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이며 교사중심의 주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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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실천과 행동 그리고 생활과는 유리된 획일적인 교육은 현재 우리 교
육의 모습이다. 따라서 우리는 루소의 교육사상에서 우리 교육이 당면한 많
은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시사점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루
소의 교육사상의 한계로 지적되는 이상주의적이며 낭만적인 경향들을 살펴
보면, 그의 교육사상을 현대사회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
나 최소한 인간성 회복을 위한 교육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루소의 교육 사상
에서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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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사․철학 전공
박 선 영

본 논문은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을 탐색하여 오늘날의 현대 교육에
주는 의의를 살펴보고, 루소가 당시 사회와 교육에 가했던 비판들을 수용하
여, 현재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루소의 생애는 방랑의 일생이었으며, 감상적이면서 반항적이었던 그는 항
상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상의 세계를 염원하였다. 그리고 그의 현실
속에서의 이상 추구는 그의 교육 사상에도 반영되어, 마침내 그는 「에밀」
을 저술하게 된다. 루소의 사상은 계몽주의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나 계몽
주의의 주지적인 면은 부정하여, 이성보다는 자연에 관심을 가지며 인간성
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였다. 즉 루소는 주지주의와 합리주의를 극복
하고 자연주의의 태동을 가져오게 한다.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론은 그의 종교관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는 신
을 자연 그 자체이며 창조주로 보고, 신에게 받은 선한 자연의 본성을 유지
할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는다. 그의 아동교육의 목적은 자연성의 계발을
통해 참다운 아동을 완성하여 사회 속에서 조화로운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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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다. 교육내용에 있어서 루소는 발달 단계에 따라 교육내용이 달
라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체력 교육, 감각 교육, 노작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유용한 지식을 가르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육방법에 있어서는 소극적
교육방법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개인차 존중과 자발성의 원리를 강조하
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교육을 위해 루소는 사적이고 개별적인 교육제도를
지지하였다.
루소의 교육사상을 살펴보고, 그의 교육학이 현대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단적․도구적 교육관이 자리잡은 현대 교육에 교육의 본질을 일
깨워준다. 인간을 수단화하지 말고 본질에 맞은 교육을 할 때 우리의 아이
들은 참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
서 개인적 삶의 만족을 누리면서, 사회적으로는 생산적이고 봉사적인 태도
로 공동체 발전과 행복의 증진을 위해 기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
기 위해서는 전인교육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며, 루소의 교육사상은
이러한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꾀하는 전인교육의 사상적 모태라 할 수 있
다.
둘째, 지식 중심의 교육내용과 주입식․암기식 교육방법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준다. 루소가 제시한 교육내용은 체력교육,
감각교육, 노작교육 등이 있으며, 교육방법에서는 소극적 교육과 함께 개별
성, 자발성의 원리가 강조한다. 이러한 변화는 전인교육의 실시를 위해서 반
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성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육의 실천들이 아동중심의
교육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함을 강조한다. 자신의 힘으로 발달한 준비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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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기 전에 아이들에게 하는 노력은 별 의미가 없다고 루소는 주장했다.
그러므로 막연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교육이 아닌, 교육
의 중심점에 아동을 두고 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을 아동의 자유와 행복에 두
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함으로써 현대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생태중심적인 사고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 이제 정복하고 군림하는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상호
어울림의 관계가 되어, 그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경쟁관계가 아닌
가슴으로 나누는 이웃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루소의 교육사상은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
이 있다. 지나치게 소극적인 교육방법은 도피의 성격을 지니게 되며, 오히려
아동의 생리적인 흥미를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 또한 책을 멀
리 해야 한다는 것과 한사람의 교사가 아동의 곁에서 늘 함께 하면서 교육
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 등은 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낭만적인 성
격을 띄고 있다.
비현실적 이상주의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루소의
교육사상은 근대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전인교육의 근간이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로 볼 때, 루소의 교육사상은 한국 교육의 많은 문제들을 해
결하고, 그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사상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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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Rousseau's
Educational Thoughts in Naturalism
Park, Seon-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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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Rousseau's pedagogical
ideas of naturalism, and to examine its significance on and direction for
todays education.
Rousseau's pedagogical theory of naturalism is based on his religious
idea that the purpose of education is to preserve the inherited good
nature given by God. In other words, it is to cultivate harmonious
citizens in society by perfecting the true child through the edification of
nature. Educational content, Rousseau saw, should be varied according to
developmental stages, and he emphasized that useful knowledge should
be taught along with the importance of physical education, sensible
education and laborious education. As well, asserting the use of passive
educational methods, he emphasized the principles of voluntary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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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spect for individual differences in pedagogical methods.
The implications of Rousseau's pedagogical ideas on present educat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shows us the essence of education in modern times settled
with

a

means

to

an

end,

instrumental

view

of

education.

Not

dehumanized, but by essence-based education, children's right for true
life can be recovered.
Second,

it

suggests

the

need

for

a

change

away

from

knowledge-centered educational content and input, memorization type
educational methods. These changes must pave the way to implement
all-round education.
Third, it emphasizes that a lot of adult-centered educational practices
should

change

sacrificing

the

to

child-centered

present

to

education.

prepare

for

an

Not

the

ambiguous

education

of

future,

but

child-centered education with its foremost purpose lying in the freedom
and happiness of children should be practiced.
Fourth, it awakens the need for change toward ecology-centered
thinking to solve problems appearing in modern society from the
thinking that nature is an object of conquer. These changes pursue a
society where humanity and nature co-exist and relationships between
humans are not relationships of competition.
Fifth, Rousseau's pedagogical ideas are criticized in that it is idealism
too unrealistic to apply to the re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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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Rousseau's pedagogical ideas give a firm stand for modern
education to become a base for all-round education. Viewed as a result
of this study, Rousseau's pedagogical ideas will be very helpful to solve
a great deal of the problems of education in Korea and to suggest a
way it should move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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