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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지위는 매우 낮았다가 1920년대 방정환을 중심

으로 한 천도교 소년회 등의 활동으로 아동의 지위가 높아졌다고 알려

져 있다. 하지만 1910년 이전 집중된 기독교계의 출판활동이 아동의 가

치와 위상을 높이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 

밝혔다. 1900년에서 1910년대 초반 사이에 ≪그리스도신문≫, ≪가뎡잡

지≫ 등의 정기간행물이 나오고, ≪모권면≫, ≪태모위생≫, ≪영양

육론≫ 등의 단행본이 집중적으로 출간되었다. 이들 출판물은 태교를 

강조하여 성별과 무관하게 아이의 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유도하였

고, 아이의 위생과 영양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전파하여 아동이 처한 환

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들 출판물이 전국에 퍼지고, 그 내용이 

실제 유아대회로까지 이어지는 것도 함께 밝혔다. 이런 활동을 통해 아

동의 생존권, 보호권 등의 권리 제고를 이루게 되었고, 이것이 기저가 

되어 1920년대 어린이 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주제어: 아동, 아동의 위상, 아동권리, 방정환, 그리스도신문, 가뎡잡지

(가정잡지), 모권면, 태모위생, 영양육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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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일제강점기 무렵까지 우리나라에서 아동은 이름이 없는 경우까지 있

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위상이 낮았다. 반면 지금은 ‘어린이는 나라의 미

래’라는 구호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기이다. 아동의 위상이 이렇게 높

아진 것은 단지 100여 년 이내의 일일 뿐이다. 한 개인의 생각이 변하기

는 어렵고,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이 바뀌기는 더 어렵다. 양반과 상민을 

나누는 가문의식, 아들 중심의 출산선호, 맞벌이 남녀 간에 있는 육아와 

살림 분담에 관한 다툼 등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있는 것을 보면 100여 

년 사이 아동의 위상 변화는 놀랍다. 무엇이, 언제부터, 어떤 방향으로 

이런 변화를 이루어냈을까를 밝히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1920년대 방정환과 색동회, 천

도교 소년회 활동의 영향이라고 평가된다. 어린이라는 용어의 본격 사용

과 어린이날 제정 등이 이들의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사실이

다. 하지만 이런 활동이 일어나기 전 시기에 기독교 선교사 및 교회를 중

심으로 아동의 위상을 높이게 된 여러 활동이 있었다. 이전의 활동이 기

저가 되어 이후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연구 방법 및 범위로 택한 것은 당시 간행된 출판물에 대한 점검이다. 

사실 의료, 교회 교육, 출판활동 등이 고루 아동의 위상 변화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나 모두 다루기에는 범위가 넓어 출판물로 한정

하였다.

1920년대 아동의 위상이나 권리 변화를 이끈 내용에 대한 연구는 매

우 많고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방정환과 천도교 활동에 대한 연구도 

자세하고1), 1920년대 아동잡지나 아동문학에 대한 연구도 많은 성과를 

 1) 안경식, ｢소파 방정환의 아동교육운동에 있어 근대와 전통｣, 교육사상연구
18,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06; 김정인, ｢1920년대 천도교 소년운동의 이론과 

실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3,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2 등 다수.



242  溫知論叢 第55輯

내었다.2) 하지만 1910년대 혹은 그 이전 시기 아동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최남선과 그가 편찬한 아동 신문을 다룬 일련의 연구3)가 있고, 교

육학계에서 초기 교과서에 아동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다룬 연구4)가 있

다. 초기 가정교과를 다룬 일련의 연구에서 아동부분은 다루어지지 않

으나 이 연구들5)은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기독

교계에서는 주일학교교육이나 의료선교를 다루는 과정에서 여성과 아동

을 언급하는 경우는 많으나6) 아동과 관련한 출판활동에 주목한 연구는 

없다.

필자는 먼저 구한말에서 일제 강점기 초기 아동의 위상을 점검하고, 

그랬던 아동의 위상이 변하도록 초기의 변화를 이끈 동력의 하나로 

1900년에서 1910년대 초기 사이에 있었던 출판계의 경향을 밝히겠다. 이

후에는 그런 출판물들이 제시한 아동의 위상은 어떠하며, 그것이 이후

에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논할 것이다.

Ⅱ. 일제강점기 초기까지 아동의 상황과

초기 기독교 선교 방향

1880년대 초반 약 2년간 우리나라에 있었던 미국 과학자 로웰은 조선

에서 특히 여성의 위상과 처지가 상상 이상으로 열악하다면서 “물질적

 2) 가와하라 카즈에 저, 양미화 역, 어린이관의 근대-The Making of Modern View 

of Children in Japan, 소명출판, 2007(원저자의 저술은 1998 또는 1988); 조은

숙, 한국 아동문학의 형성-아동의 발견, 그 이후의 문학, 소명출판, 2009.

 3) 임성규, ｢육당 최남선의 아동문학사적 위상과 의의: 아동문학 태동기의 풍경｣, 

정신문화연구 31-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등 다수.

 4) 조희정, ｢근대계몽기 초기 교육에 나타난 아동의 형상: 국어 교과를 중심으

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007 등.

 5) 정덕희, ｢구한말 개화기부터 8·15광복까지의 가정과 교육의 변천에 관한 연

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등.

 6) 편찬위원회 편, 이재정 저, 대한성공회 백년사(1890-1990), 대한성공회 출판

부, 1990; 이만열, 한국기독교의료사, 아카넷, 2003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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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육체적으로 여성은 하나의 사실이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도덕적

으로, 사회적으로 여성은 영(零)이다.”7) 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여성이라

는 존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가치는 ‘영’이라고까지 표현할 

만큼 심각하게 열악했던 것이 여성의 상황이었다. 육아가 여성에게 전

적으로 맡겨지던 시대이기에 아동의 지위나 그들에 대한 대우는 여성에 

대한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가부장 중심 사회인 데다, 어른에 대한 존

중이 과도하게 강조되어 아동의 위상이 낮았다. 어른에게 매 맞는 일도 

많았고, 흉년에는 가장 먼저 버려서 위험에 처하는 경우도 많았다. 예컨

대 동학의 2대 교주로 알려진 혜월 최시형(1827~1898)이 설법을 하며 

“어린이를 때리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상하는 것”8)이라고 강조했던 것

은 당시 아이들의 매 맞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조용섭

(1870~?)이 쓴 서사시 <달성아(達城兒)>에는 1903년에 대구 사는 한 남

자아이가 흉년에 한 부부에게 납치되어 식량이 될 뻔했다가 탈출한 사

건이 묘사9)되어 있다. 

가문의 계승, 제사 등과 연결되어 있는 남아 선호사상 때문에 남자 아

이들은 더 나았으나, 여자 아이들은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생명

의 위협 가운데 팽개쳐 지기도 하였다. 어려서부터 ‘노동력’으로 여겨져 

혹사당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가정을 구하기 위한 경제적 도구로 팔

려가기도 했다. 

1892년 내한한 미국 감리교 해외선교사이자 윌리엄 아서 노블의 아내

인 매티 윌콕스 노블은 한국에 있는 내내 일지를 썼다. 그 일지 곳곳에 

여자들, 그리고 여자 아이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내용이 많다.  

⑴ 1897.10.17. 교회에서 내가 좋아하는 한 여성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이유로 

 7) 노웰 저, 조경철 역,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 예담, 2001, 143쪽.(김

학준, 서양인들이 관찰한 후기 조선, 서강대학교출판부, 2010, 223쪽 재인용.)

 8) 김정의, 한국소년운동론, 혜안, 2006, 29쪽 재인용.

 9) 曺龍燮, 韋堂遺稿 卷一, ｢達城兒｣ (임형택, 이조시대서사시 1, 창비, 2013, 

459~465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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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녀의 세례명은 도라라고 하는데, 열 살 때까지 이름도 

없었다고 한다.…학교에 다니는 어린 소녀 하나는 이름이 없이 그저 ‘가운데’라

고 불린다. 그녀에게는 두 명의 자매가 있는데, 그들 역시 ‘첫째’와 ‘막내’로 불

릴 뿐이다.

⑵ 1898.1.24. 얼마 전에는 생후 6주 된 아기를 둔 여성의 집에 찾아갔는데, 

그렇게 지저분한 광경은 처음 보았다. 아기는 태어나서 딱 한 번 씻겼으며, 기

저귀도 없이 지저분한 누더기에 싸여 있었다. 오물 범벅이 된 채 아기는 울고 

있었다. 나중에 들으니 그 가엾은 여자 아기는 결국 죽었다고 한다. 아기의 부

모는 아기를 편안하게 해 주고 아기의 목숨을 연장시키려는 노력 같은 것은 하

지 않았다. 계집아이이기 때문에.

⑶ 1897.10.8. 살로메는 9월 27일부터 여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 폴월 

부인과 내가 기운을 회복하여 시간을 기울일 수 있게 되면 이곳 여학교는 분명 

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학교에 오는 소녀들의 부모들에게 올 겨울 교

실에 불을 땔 연료나 장작 값으로 약간의 돈을 내달라고 했지만, 우리의 독실한 

교인들 중 단 두 사람만이 그럴 의지를 보였다.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인즉슨 아

들을 교육시켜야만 하고 그럴 만한 여유밖에는 없는 것이다. 딸들의 경우에는 

글을 읽는 법을 배우든 말든 신경 쓰지 않으며, 만일 딸들이 글을 읽고자 한다

면 혼자서 독학으로 깨우칠 수 있다는 것이다.10)

⑴에는 이름도 없이 살고 있는 여자 아이들의 상황이 드러난다. 시부

모의 질병에 굿을 벌이고 거기에 절하기를 강요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

를 하는데, 그 여인이 열 살 때까지 이름도 없었다는 것이 나온다. 뒷부

분에는 교회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은 여자 아이의 이야기인데, 그 아이

를 포함한 세 여자 아이 모두가 이름이 없다는 내용이다. 이름이라는 것

은 한 개인의 존재 자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이름이 없다는 것 자

체만으로도 여자 아이들이 받는 대우, 그들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확연

히 드러나는 셈이다.

⑵와 ⑶은 여자 아이들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⑵에

10) 매티 윌콕스 노블 지음, 강선미·이양준 옮김, 노블일지 1892-1934, 이마고, 

2010.(이상 세 인용문 출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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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형편이 안 돼서라기보다는 딸이라는 이유로 불결한 환경에 방치되

어 죽어간 여자아이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⑶에서는 딸이라는 이유로 교

육의 필요나 기회에서 철저히 배제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도 아이들 특히 여자 아이의 위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많다. 

1901년 8월 27일 기록에는 어느 가난한 과부가 자기 딸을 데려와 공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어

진다. “그녀의 아들이자 소녀의 오빠는 자기 여동생을 팔아버리려고 했

다. 마침 소녀의 나이가 시집을 보낼 수 있는 나이인 열세 살이었다. 이

들의 주변 사람들도 딸을 시집보낼 생각은 않고 학교에 다니게 한다고 

비난들을 했지만…” 여자 아이는 집안 남자가 맘대로 팔아치울 수도 있

고, 또 주변에서도 당연히 딸은 교육 시킬 필요 없이 ‘시집에 보내’ 치워

버리는 정도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 나온다. 그 어머니가 자기 머리카락

을 잘라 딸의 교육비용을 대었다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자기가 살아온 

삶을 한탄하며 딸을 거기에서 구해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노블의 일지 외에도 여러 기록에서 일일이 다 말하기 어려울 만큼 비

슷한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1900년대 초반 강원도 지방에

서 주로 활동했던 선교사 제이콥 로버트 무스가 남긴 기록에는 딸을 나

면 아들이 아니라 유감인 마음을 담아 ‘섭섭이’라고 불렀다는 것, 여자 

아이들은 몸을 가눌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동생을 종일 업고 지내야 한

다는 것, 부모가 딸들을 영원한 가족 구성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

들의 이익을 위해 가장 유리하게 처분할 때까지만 이고갈 짐으로 여긴

다는 것 등에 관한 내용이 적나라하게 이어진다. 심지어 2달러로 12살 

소녀를 며느리로 사와서 부리는 세태까지 나온다.11) 

아동에 대한 지위가 이런 상태에서 외부인인 선교사 등이 유입되어 

이런 상황을 보게 되었고,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들에 의해 주도된 

일련의 활동이 있었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일찍부터 아이들을 살피는 

11) 제이콥 로버트 무스 저, 문무홍 외 옮김, 1900, 조선에 살다, 푸른역사, 

2008, 144~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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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관심을 보였다. 장로교 첫 선교사로 꼽히는 언더우드가 내한 후 했

던 첫 번째 사역이 고아원을 운영한 것이었고 이것이 나중에 경신학원으

로 이어진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므로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줄 안다. 이

외에도 여러 선교사들이 선교 초기에 아이들의 상황에 주목했다.

예컨대 성공회는 다른 교단에 비해 한국선교사역을 몇 년 늦게 시작

하기는 하였으나, 선교사역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주목하여 활동하였다. 

1890년 코프 주교와 의료 선교사 랜디스가 처음 인천에 도착한 것이 영

국 성공회의 한국 선교 시작인데, 코프 주교는 처음부터 아동 사역에 힘

썼다. 대표적으로 이를 보여주는 것이 ≪모닝캄≫12)이다. 1890년 7월의 

창간호에 ‘가난한 한국 아동을 위한 기금’(Fumd for Poor Korean Children) 

모금 광고가 게재되었고, 거의 매호마다 한국에 설립한 고아원의 현황

에 대한 보고가 실렸다.13) 가시적 활동성과가 낙선시(樂善施)병원 개원

과 함께 시작한 인천고아원, 서울의 성베드로병원 개원과 함께 시작한 

성베드로고아원으로 드러났으며, 인천, 강화, 서울, 수원 등 성공회의 활

동지역마다 고아원이 생겼다. 특히 성공회에는 수녀가 있는 장점을 살

려 여성 및 아이들의 보호와 교육에 더 힘을 기울일 수 있었다.14)

이와 같이 선교사들은 내한 활동 초기부터 아이들을 위해 하는 활동

이 고아원 사역을 했다.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한 방편이었다. 하지만 고

아원에 수용하는 것은 일부일 수밖에 없었고, 본질적으로는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이들에 주목하여야 할 텐데, 이런 것이 1910년대 

초반까지의 출판물을 통한 가정 변화 활동 등으로 드러났다.

12) ≪모닝캄≫(The Morning Calm, 朝鮮)은 코프주교가 1890년 7월 런던에서 창간

한 것으로, 코프의 공식적 선교편지, 선교지역의 활동 보고와 기도 안내, 선

교비 모금 상황 등을 담은 정기간행물이다. 중간에 휴간되기도 하고, 면수의 

변화가 생기기도 했으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간행물이다.

13) 편찬위원회 편, 이재정 저, 대한성공회 백년사(1890-1990), 대한성공회 출판

부, 1990, 81쪽; 174~176쪽.

14) 이재정(1990), 앞의 책, 174~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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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900~1910년대 초 출판계에 나타난 아동

위상 제고 움직임

대한제국기 및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서적의 종류와 양

은 이전에 비해 급격하게 많아졌다. 그런데 그 중에 특정한 종류의 책, 

즉 아동에 대해 주목하고 이에 대해 다룬 일련의 출판물이 1900년대 초

부터 1910년대 초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간된 경향이 있었다. 이 시기 출

판물에서, 아동을 다른 연령대와 구분해야 하는 특별한 존재로 주목하

여 그들을 위한 서적을 만들고, 그들을 위한 특별한 어떤 환경 만들기를 

유도하는 내용이 많이 나왔다. 정기간행물에 아동에 관한 기사를 자주 

내고, 아동을 위한 고정 코너를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이

다. 신문, 잡지 같은 정기간행물에서뿐 아니라 단행본에서도 비슷한 경

향이 일어났다. 

1. 아동에 대한 주목(注目)을 유도하는 정기간행물의 발간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이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그 의미를 강조하

는 내용의 기사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 

시기에 집중되었다. ≪그리스도신문≫에서는 1901년 6월 20일자에 <
문답>을 실은 것을 시작으로 6월 27일에 <녀인문답>이라는 기사를 

실었고, 7월 11일에는 <국가문답>, 8월 8일에는 <혼인문답>을 연속해

서 실었다. 

<문답>에는 총 여섯 개의 문과 그것에 대한 답을 실었다. 예컨

대 이렇게 이어진다. 

문 이 나라헤 어룬이 요긴뇨 가 요긴뇨 / 답 가 요긴니라 / 문 

엇지 야 그러뇨 / 답 어룬은 구습에 져져셔 변야 새로워지지 못려니와 

 쟝셩이 잇서 됴흔 교육을 밧대로 새로워 질지니라…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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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은 구습에서 벗어나기 어렵지만 아이는 좋은 교육을 받는 대로 새

로워질 것이라면서 장래와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특히 아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지는 질문과 답을 통해서는 아들뿐 아니라 딸도 중요

하고, 그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점, 어렸을 때 혼인시키는 것은 

개인 뿐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6월 27일에 실린 <녀인문답>의 내용 역시 단순히 ‘여인’ 전반을 말하

는 것 같지만, 여자 ‘아이’의 지위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읽힐 것이 

많다. 동양 여인의 지위가 낮은 점, 귀인의 집에서도 딸은 교육시키지 

않은 점, 지인들끼리 만나서도 아들에 관해서만 묻는 경향 등을 지적하

면서 서양에서는 여자도 학당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여공(女工)으로 알

려진 것들이 아니라 ‘나라 일’까지 교육을 받게 하여 실제 ‘영국 황후 빅

토리아’ 같은 이들도 있다는 사실까지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신문≫ 1906년 8월 16일자부터는 아동의 중요성에 대한 강

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 아예 ‘희편’이라는 이름으로 아동섹션을 

따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에 ‘편-어린 희 볼 것’이라는 하위 항목을 

두어 <는 물고기>라는 이야기를 소개한 이래 다양한 이야기, 기사를 

실었다. ≪그리스도신문≫은 1907년 12월 3일부터 ≪예수교신보≫로 제

호를 바꾸어 발간하였는데, 그렇게 바뀌었을 때도 ‘희편’이라는 아동

섹션은 그대로 유지하여 <듸모라>라는 제목의 글을 시작으로 이후 여

러 종류 기사를 계속 실었다.

이들 신문에서는, 아동섹션과 함께 ‘가정학’이라는 이름의 섹션도 이 

시기 함께 마련되었다. 1907년 11월 13일에 처음 시작한 이 섹션에는 

<마시 물>, <위의복론>, <의복의 품질론> 등의 기사가 실려 있

다. 한 번 발행할 때 한 꼭지 기사만 낸 것이 아니라 이 섹션 아래에 여

러 기사를 낸 것은, 그 만큼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방증이

다. 그런데 이 때 가정학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 가정에서 영·

15) ≪그리스도신문≫ 1901.6.20.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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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동의 양육 환경과도 이어지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특성도 아동에 대한 관심으로 함께 보아야 한다.

‘희편’이라는 아동섹션 뿐만 아니라 독자 투고나 논설, 특집 기사에

서도 아동이 주요 관심사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예를 들어 보광학교 생

도라고 소개된 고일청이 <쇼의 위>이란 제목으로 쓴 글이 실려 있

다. 이것은 1907년 12월 11일과 15일 1908년 1월 15일 등 총 3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자세히 제시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지로 평가받는 ≪가뎡잡지≫가 창간·발행된 것

도 이 무렵인 1906년부터 1908년까지이다. 이 잡지는 1906년 6월에 창간

되었으며 초대 편집 겸 발행인은 유일선(柳一宣) 목사이고, 발행소는 가

정잡지사이다.16) 이 잡지사는 상동교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상동청년

학원이 운영 주체이다. 이 후 신채호가 발행인을 이어 맡고 주시경, 전

덕기(상동교회 목사 역임) 등이 함께 일을 맡아 발행해 나갔다. 이 잡지

에는 논설, 평론, 가정경제, 소설, 잡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외에 ‘소아 

교양’이라는 항목이 따로 마련되어 아동에 관한 여러 내용이 실려 있다. 

예컨대 1906년 4월에 발간된 제3호에는 소아교양이라는 항목 아래로 

<뎨삼쟝 유포교육(속)>, <뎨쟝 어린 의 의식쥬>라는 글이 실려 

있고, 같은 해 8월에 발간된 7호에서는 ‘쇼아교양’ 항목 아래로 <어린 

를 하인에게 함부루 맛기지 말 일>이라는 글이 실려 있다. ‘쇼아교

양’ 항목 이외에도 아동과 관련한 내용이 이 잡지에 함께 실렸다. 예컨

대 3호에서는 ‘과 강화’라는 항목 밑에 <아비가 아에게 훈계 졀

담>이 실려 있고, 8호에서는 ‘론셜’로 <녀의 그른 것은 부모의 >, 

‘가뎡미담’으로 <림쟝군의 어릴 >, ‘과강화’로 <가뎡교육의 목뎍>

이라는 글이 실려 있다. 이와 같이 여러 편의 아동 중심 글이 실려서 아

동에 관한 관심을 일으키고 그들을 잘 양육하고자 하는 일관성 성향을 

보였다. 가정이라는 것이 본래 부모와 자녀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생

16) 가뎡잡지의 출간시기와 발행책임자에 관한 논란에 대해서는 최덕교 편저, 

한국잡지백년 1, 현암사, 2004, 285~294쪽에 설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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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할 때, 아동에 관한 글이 많은 것이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전에는 아동의 존재 자체가 주목받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같은 시기

에 이 잡지뿐 아니라 다른 출판물에도 아동에 대한 관심 집중이 이어지

고 있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이 잡지가 이 시기에 나온 것, 아동에 

대한 글이 많이 실린 것은 의미가 크다. 

덧붙여, 같은 시기에 최남선이 신문관(新文館)이라는 출판사를 창설하

고 ≪소년少年≫(1908.11~1911.1), ≪붉은져고리≫(1913.1~1913.6), ≪아

이들보이≫(1913.9~1914.9), ≪새별≫(1913.9~1915.1) 등의 아동잡지들을 

발간하기도 했다. 물론 이들 잡지는 기독교계통이 아니기도 하고, ‘소년’

이라는 용어를 ‘청년’까지 포함하는 광의로 사용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 글에서 함께 다루지 않는다. 조은숙은 아동문학의 시작을 논하면서, 

“이들 잡지는 ‘어린이 독자’를 발견한 것이지만, ‘어린이의 인격과 인권’ 

구현과는 다른 것이라 어린이문학은 방정환이후 시기라고 하였다.”17) 다

만 이들 잡지의 창간 시기가 기독교 계통에서 아동관련 출판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함께하

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2. 아동의 처지 개선을 위한 단행본 간행과 보급

1900년대 초부터 1910년대 초 사이 신문이나 잡지뿐만 아니라 단행본 

부분에서도 아동에 대해 주목한 책이 여러 권 출간되었다. 

제일 먼저 주목할 것은 마티 노블(Mattie Willcox Noble)의 모권면
(An Address to Mothers on The Care of Children)이다. 아모(兒母)는 아이를 

가진 어머니라는 뜻이다. 이 책은 1901~1902년에 처음 발간되어18) 1906, 

17) 조은숙(2009), 앞의 책, 28~31쪽.

18) 일반적으로 이 책이 1906년에 나왔다고 알려져 있지만 조선혜( ｢노블 부인의 

선교생활 연구｣, 감리교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246~247쪽)의 연구

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The Journals’ 1901년 8월 17일자 83면에 있는 ‘노블부

인이 영국성서공회 한국지부의 초대 총무 켄무어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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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1921년에도 계속 재간행되었다. 간행 시기와 횟수만 봐도, 이 책의 

수요와 보급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1921년 간행본을 기준19)으로 볼 

때, 이 책은 따로 서문은 없이 총 19면에 ‘모든  어머니를 권면, 

음식 먹이 법, 몸 간슈 법, 병 다리 법’이라는 장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같은 시기 ‘아이를 가진 여성’을 위한 다른 책도 발간되었다. 세브란스 

및 평양 등에서 활동한 의료선교사 알프레드 샤록스(Alfred M. Sharrocks, 
한국이름 謝樂秀)가 태모위생20)을 발간한 것이 1905년이다. 이 책 역

시 수요가 많아 1908년 다시 간행되기도 했다. 총 22면으로 구성된 이 

책은 자궁론, 월경론, 잉태론, 해산론, 산후론 등 총 다섯 장으로 구성되

어 있다. 여성을 중심에 두고 정확한 지식으로 그들의 생명과 환경을 개

선하기 위한 책이로되, 출산과 관련하여 신생아에 관한 중요성도 환기

시키는 면이 있는 책이었다.

같은 시기 문학에도 어머니로서의 여성 및 아이의 태교에 주목하는 

이런 경향이 반영되어 있다. 애니 베어드(Annie Laurie Adams Baird, 한국

이름 安愛理)의 부부의 모본이 간행되었다. 이 책은 고영규젼이라는 

소설과 합본되어 1911년 간행된 책이다. 부부의 모본에는 아내인 진주

와 남편인 명실이 임신 사실을 알고는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할지 고민

하며 매서인(賣書人)에게 태모위생이라는 책을 사서 보는 장면이 나온

다. 그러니 부부의 모본을 보면 이를 통해 부부가 아이와 가정에 대해 

가지는 태도도 배우고 태모위생이라는 책도 인지할 수 있었다.

그녀가 보낸 원고를 켄뮤어가 잘 받아 책 속표지에 넣을 그림을 목판화로 제

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 신학월보 1902년 8월호

에 성서공회 출판 모권면이라는 첫 광고가 실리고 1903년 8월부터는 
신학월보에 모권면이라는 광고가 실렸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19) 초간본은 출간 정보만 확인될 뿐 실물을 어디서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부득

이 1921년 간행본으로 설명한다.

20) A.M.Sharrock, 태모위생, 감리교출판사, 1905년; 1908년본은 대한예수교서회 

발간. 필자는 연세대 도서관 소장 1908년본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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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선교사 반 버스커스(J.D.VanBuskirk, 한국이름 潘福奇)는 1912년에 

영양육론(嬰兒養育論)(The Care of Infants, 대한예수교서회)이라는 책

을 발간하였다. 이 책은 1925년에 대폭 증보되어 영양육이라는 제목

으로 다시 간행21)되기도 했다. 1912년에 간행된 초판은 총 13면에 걸쳐

서 ‘아기 날 에  것, 어린 위론, 아기를 먹이 법, 집에셔 병 

곳치 법’ 등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에 여러 하위 항목을 두

었다. 짧은 책이지만 전반적으로 영아의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내

용이 망라되어 있다. 처음 날 때 숨을 쉬게 하는 것, 탯줄 동이는 것은 

물론, 날마다 목욕을 시키라는 것, 모유 수유법 및 분유 수유법, 태열이

나 설사 등 각종 질병에 대한 대처법까지 나온다. 목록만 봐도 한 생명

을 귀히 여겨 그 생명을 세상에 유지시키려 영아 사망률을 낮추려 하는 

목적이 확연히 보인다. 

이밖에도 아이에게 중점을 둔 책이 같은 시기 여럿 나왔다. 아이의 특정 

병에 대한 대처에 집중한 책이 발간되기도 했다. 1914년에 발간 된 열병

든아희치료법22)이라는 책이 그것이다. 1916년에 노블 부인이 윌리엄 

선데이(William Ashley Sunday)의 설교문을 번역하여 어머니에게 대한 강

도(Mother’s Sermaon)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것도 있다.23)

요컨대 모두 아이를 대상으로 그들의 생명권 및 생존 환경을 개선하

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영양육론이라는 책은 

제목 자체가 아이가 중심인 것이 잘 드러나고, 아모(兒母), 태모(胎母)라

는 책이름에서도 ‘여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아이’를 중심에 둔 명명

21) 증보판은 본문만 총 34면으로 되어 있으며, 초판에 비해 3장 ‘어린  먹이

 법’을 집중 강화하였다. 특히 분유, 연유 먹이는 것에 대해 크게 증보하였

다. 모유만 먹이던 시기에서 분유 먹이는 시대로 변한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

기도 하다.

22) 이 책은 필자가 실물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연세대학교 의료원, 인술,봉사 

그리고 개척과 도전의 120년 1권에 이 책 제목과 출판년도 안내가 있는 것

만 확인하였다.

23) 조선혜(2013), 앞의 논문, 2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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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부부의 모본이라는 책에서도 부부 자체가 

한 목적, 즉 한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니 같은 맥

락이다. 이렇듯 아이를 중심으로 삼고 그들이 처한 생명의 위협을 해소

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1900년부터 1910년대 초반 사이

에 집중되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Ⅳ. 아동 관련 출판물의 내용과 아동 위상 제고 방향

앞장에서 1900년에서 1910년대 초반에 정기간행물과 단행본에서 아이

의 중요성을 직접 지적한 원고가 소개되거나, 아이의 양육과 관련하여 

여러 사항을 자세히 알게 하는 저작물이 집중적으로 출간된 사실을 지

적하였다. 이제는 그 출판물이 아이의 가치, 위상과 관련하여 어떤 내용

을 담아 한국 사회에 얼마나 전파하였는지를 살필 차례이다. 

1. 성별을 넘어선 존재의 인정을 바탕으로 한 태교 강조

이 시기 간행물이 아동의 위상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는, 아이가 귀한 

존재임을 환기시켰다는 점이다. 특히 여아의 존재 가치를 환기시켰다.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에서 아동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앞서 Ⅱ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신문≫에서 <문답>을 통해 ‘잘 변하지 않는’ 어른과 대

비하여 ‘교육’을 하면 ‘발전할 가능성이 큰’ 인물이 아동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등의 노력이 있었고, 특히 <녀인문답>에서 드러나는 것

처럼 아동에 집중하면서 여아들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하여 그들을 교육

시켜야 함을 지적하였다. 그 내용이 단행본에도 같은 방향으로 반복 지

적되었다. 어느 내용이건 자주 언급되는 것은 그것에 대한 관심을 환기

시키는 효과를 낸다. 

모권면에서는 아이의 가치를 신앙과 연결시켜 강조하였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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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님이 내려주는 선물이며,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자기 모양대로 

주신 영혼을 받았다고 함으로써, 아이가 남아이든 여아이든 차이가 없

이 귀중하다는 인식을 펼친다.(1-2쪽) 그 과정에서 ‘녀 멸시야 잘 

보호치도 아니고 병이 들어도 심샹히 녁이니 이것은 하님 압헤 큰 

죄니라(8쪽)’라고 하기까지 한다. 부모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귀한 이 

아이들을 감사히 받아 잘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바탕에서 부모가 

아이의 양심을 길러주고, 잘 입히고 길러야 함을 자세히 말했다. 

태(胎)에 있는 아이에 대한 교육을 강조한 것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다. 아들이냐 딸이냐를 떠나 아이가 귀함을 인정한 바탕에서야 태교

라는 것을 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1900년대초부터 

1910년대초까지 태교의 문제가 집중 거론되면서 부각되었다. 같은 시기 

저작인 모권면, 태모위생, 부부의 모본은 태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보급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태모위생은 제목 자체에서 드러나듯 ‘태아’라는 한 생명체에 대한 

귀히 여김의 표현이므로 더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고, 모권면에
서는 아이 기르는 법을 말하면서 태교를 특별히 중시했다.

 어머니가  날  브터만 랑고 보호기를 시작  아니라 오

직 나기 젼브터 오기를 예비지니 모의  대로 아기가 리해를 밧 것

이니 그런고로 모든 일을 조심야 지니 가령 글을 알거든 됴흔 을 공부

 것이오 모르거든 아 사의게 가셔 됴흔 을 만히 오며 아름다온 각

을 두며 …… 대개 젼과 즁 교육을 잘 밧은  후에 얌젼 사 되기

가 쉬오니라.24)

태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태모가 하는 대로 아이가 영

향을 받으니 이 시기에 ‘교육’을 잘 하여야 한다는 것이 자세히 설명되

었다. 부부의 모본에서도 주인공 부부의 태교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

어 있다.

24) 마티 노블, 모권면,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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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가 반가온 즁에 하님 밧 부모의 직분은 즁고로 경홀이 밧을 수 

업 줄 알아 둘이  업여 기를 하님 밧치고  뎌를 위하야 복을 

빌고 부모도 를 올흔대로 인도 힘을 빌더라 ……진쥬가 ……기를 잉
 브터 기는 그 어마니의 셩품이 션악로 르 줄 알아 제 을 잘 

다려 셩내 것과 싀긔 것과 을 뮈워야 욕 것과 잔말 거슬 

다리고 더옥 을 랑야 복죵 으로 지내며 명실이도……젼보다 더

욱 랑며 기고 보호랴고 엿스나 그러나 모를 엇더케 갼슈야 됴흘

넌지 아지 못더니 로는 그 곳에 와서 류 매셔의게 모위라  
을 사셔 보고 그 친 대로  그 안의 을 평안케 고져 야 악
소와 모든 됴치 못 거슬 듯고 보지 못게 야 범에 을 답답게 아

니며 괴로온 즁에 더 괴로울가 야 아모됴록 졍의만 나타내더라25)

이 부부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직분이 중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잘 하기 위해 더욱 힘쓴다. 

‘아이’의 가치가 기독교 신앙과 함께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부부

가 ‘하님 밧 부모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태교를 하는 모습도 잘 드러난다. 앞서 언급한 책 태모위생이 이 작품 

속에 언급되고 있기도 하다.

태교는 이미 태어난 아기뿐 아니라 엄마가 임신 중일 때부터도 아이

를 한 개체로 인정하여 그를 보호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인식의 표현이

다. 그러므로 태교의 강조는 아동의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당시 태교란 태속에 아이가 아

들이든 딸이든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므로, 여아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극복도 신앙적 시각의 보급과 함께 서서히 이겨낼 수 있도록 유

도되고 있었다.

이 책들은 발간되고 난 후 사라진 것이 아니라, 널리 소개되고 사용되

었다. 이들 책들이 서로 다른 책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아 더 널리 퍼지

도록 선전되고 있기도 했고, 기독교 전도 행사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는 

25) 마티 노블, 부부의 모본, 3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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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 확인된다. 태모위생에는 ‘아기 기르는 방법은 아모권면이라는 책

을 사보시오’(22면)라고 하는 대목이 나온다. 또 앞서 말한 대로 부부의 

모본에서는 주인공 부부가 태모위생이라는 책을 사서 이에 따라 태

교에 힘쓰는 내용이 나온다. 이처럼 한 책만 보더라도 다른 책들이 권유

되는 방식으로 독서가 권장되고 있었다.

기독교계의 이런 출판 경향에 비기독교계 출판물도 영향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 예컨대, 잡지 ≪소년한반도≫ 1906년 11월부터 1907년 4월 사

이 발간본에 모권면의 내용이 그대로 다시 소개되기도 하였다. 또 
기호학회월보도 2호(1908.9)부터 8호(1908.3)까지 총 7회로 걸쳐 태교신

기(胎敎新記)를 수록하였다. 이 연재 역시 아모권면이나 태모위생
같은 책의 발간으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 태교신기는 사주당 이씨

(師朱堂李氏, 1739~1821)가  1800년에 쓴 책이다. 태교라는 것이 자연스

레 흔히 이야기되는 주제도 아니고, 100여년 넘게 소개되지 않은 책이 

정확히 이 때 다시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 동시에 서적들의 경향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기독교에서는 교파를 막론하고 함께 며칠씩 모여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방식으로 신앙전파가 이루어지곤 했다. 소위 사경회라는 것인

데, 이들 사경회에 독서거리, 강의 내용 등으로 아이에 관해 주목한 이

들 책들이 포함되어 전국에서 모여든 이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도 했다. 예컨대 신학월보 1903년 5월 기사에 가을 사경회에 참석하는 

평신도 여성들을 향한 광고가 있다. 참석자들에게 미리 ‘공부할 것, 외울 

것, 볼 것’이 제시되었는데, ‘볼 것’으로 제시된 책이 모권면이었

다.26) 또, 1913년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춘천읍교회에서 열린 감리교 

부인사경회에서 영양육론이 사용된 예도 확인된다.27) 

교회 신자들 내에서만 이런 책들이 읽혔던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한

26) 조선혜(2013), 앞의 논문, 247쪽.

27) 교육국, 사경회지침서, 기독교대한감리회, 2005.(기독교대한감리회 홈페이

지 https://kmc.or.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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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부 감옥소에 설치된 도서관의 1904년~1905년 대출부가 남아 있는데, 

그 목록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신문≫, ≪신학월보≫ 등의 기독교계신

문이 있고, 어린아문답, 훈진언 같이 어린이를 위해 특화된 교

리서도 있으며, 어린 여자 아이에 대한 차별과 그의 신앙생활을 통한 가

정과 마을의 변화를 그린 소설 별전도 보인다.28) 이 대출부에는 각 

책을 누가 언제 빌려갔는지에 대한 기록까지 자세히 있는데, 예컨대  광

무7년 3월에는 국문책 21종을 총 74명이 빌려 읽었는데, 이중 ≪그리스

도신문≫은 총 17명이 빌려 읽었다. 4월에는 국문 책 10종을 28명이 읽

었는데 그 중 ≪그리스도신문≫은 총 11명이 빌려 읽었다. 5월에는 17종

을 46명이 대출했는데 그 중 이 신문이 대출된 것만 14명에 이른다. 이

처럼 매달 다수의 사람이 이 신문을 읽어, 이 신문이 지향하고 전하는 

생각과 기사가 비교적 소상히 감옥소 내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음이 

드러난다.29) 알려져 있다시피 도서목록이 작성되던 이 시기에 감옥소에 

갇혀 있던 이들은 이상재, 이승만, 유성준 등 이후 우리나라에 큰 영향

력을 끼친 지식인들이었다.30)

이와 같이, 아동 관련 출판물들이 집중되어 나오는 동안 그 출판물들

에 대한 수요도 늘었고, 그 출판물에 담긴 ‘아동을 귀히 여기는 사상’도 

퍼져나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2. 위생과 영양문제 집중을 통한 아동 생존권 제고

아동의 사망률은 위생과 영양 문제와 밀접할 수밖에 없다. 반 버스커

스는 10세 미만의 사망률이 45.5%31)라고 하였고, 에비슨은 1922년경에 2

28) 어린아문답, 훈진언, 별전 등의 책도 아동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는 책이지만, 교리적인 면이 강하고, 이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아동 권

리나 위상 제고’를 위한 내용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논하지 않는다.

29) 監獄圖書貸出簿: 光武七-八年度. 연세대도서관 고서실 내 칠리문고에 복사

본이 있다.

30) 한성감옥서의 도서관 운영과 대출부의 구성 등에 관해서는 유춘동, ｢한성감

옥서의 <옥중도서대출부> 연구｣, 서지학보 40호, 서지학회,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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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이내의 유아사망률이 50%32)나 된다고 하였다. 비율의 정확도는 떨어

질 수 있어도 그 정도를 짐작하기에는 어렵지 않다. 1920년대에도 그러

니 그 이전 시기의 상황은 더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Ⅱ장에서 인용한 

노블일지에서도 더러운 위생 환경 가운데 죽어간 아이의 이야기를 소

개한 바 있고, 인용하지 않은 대목에서도 그런 내용은 많이 있다. 존재가 

세상에 존재해 있어야 그 존재에 대한 대우가 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도 생존권이 먼저이다. 아동의 위상 제고와 관련하여 생명 존중을 기반

으로 한 태아·영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 출판물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더러운 환경과 열악한 영양 문제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주목하고, 그들

을 건지려고 할 때는 결국 먼저 가정의 부모, 특히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

할 필요가 있었다. 1910년대 이전까지의 기독교 출판물에서는 어머니를 

가르쳐 아이의 위생과 영양 문제를 강화하려 노력한 특징이 있다. 

≪그리스도신문≫과 ≪예수교신보≫에서 1907년부터 마련한 가정학 

섹션에서 다룬 것은 아이의 ‘의복, 마시는 물’ 등의 문제였다. ≪가뎡잡

지≫에서도 상황은 비슷하여, 재미있는 이야기인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위생과 영양을 위한 기사에 집중하였

다. 1~3호에 연속으로 ‘유포교육’이라는 내용이 실리는데, 유포(乳哺)란 

‘먹이는 것’, 즉 소아영양에 관한 내용이란 말이다. 또 위생적인 옷, 추위

에 따라 적절한 두께의 옷을 입어 시원하고 따뜻하게 하는 내용도 이 

잡지에 주로 실렸다.

단행본 영양육론은 더욱 본격적으로 아이의 위생과 영양에 관해 

강조하였다. 아기 날 때에 할 것이라는 분류 아래에 ‘숨 쉬게 하는 것, 

탯줄 동이는 법, 눈을 씻기는 법, 아기 목욕 시키는 법’은 물론 ‘옷 입히

는 법, 재우는 법’ 등까지 소개했다. 어린 아이 위생론이라는 분류 아래

에는 ‘날마다 목욕시킬 것, 아기를 편안하게 할 것, 맑은 공기를 쐬일 것’

31) J.D.Van Buskirk, Korea-Land of the Dawn, p.112. (민경배, 앞의 책 389쪽 재인용)

32) O.R.Avison, “Need of Training in Paediatrics in the Korea Medeal Profession”, KMF, 

1922, p.148. (이만열, 한국기독교의료사, 아카넷, 2003, 340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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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하였다. 영양 문제에 관해서는 3장 ‘아기를 먹이는 법’이라는 분류 

아래에 ‘모유를 조심하게 먹일 것, 젖을 먹지 않을 때 할 것, 음식을 먹

이는 법, 유모 젖 먹이는 법, 우유 먹이는 법’ 등으로 자세히 구분하여 

말하였다. 눈병, 설사, 태열, 귓병 등 아이가 흔히 걸리는 병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하였다. 각 내용은 과학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고, 또 당시 상

황을 고려하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예를 들어 

‘쟝 집에셔 병을 곳치 법’은 이렇게 진행된다.

가 눈병이 나면 몬저 붕산슈나 소곰물노 자조 씻길 것이니 잘 낫지 안커

던 셔양의학을 공부 의의게 다리고 갈 거시니라

가 압하고 셜샤면 몬져 피마(麻子油) 기름을 반 숙가락으로 

두숙가락 지 쓰되 의 나이를 라 쓸 거시니 이 속을 긋게 
연고라. 얼마동안 음식을 못먹게  거시나 잘 낫지 안니면 의의게 다려갈 

거시니라 (13면)

전체적으로 책을 통해 정확하고 적절한 지식을 전달하려고 했고, 궁

극적으로는 위생과 영양 문제를 개선하여 영아를 살리는 방향으로 서술

하였다.

같은 시기 발행된 책간 내용을 비교해도 공통적인 지향이 잘 드러난

다. 모권면에서 어린 아이의 질병을 하나한 언급하며 말한 것과 같

이 태모위생에서도 여러 질병 문제를 말했고, 영양육론에서도 질

병에 대한 대처를 나열하여 아이의 생명권 보호를 강조한 것이다. 또 
영양육론에서 모유나 우유 먹이는 문제를 강조한 것처럼 잡지 가뎡

잡지에서도 ‘유포교육’이라고 하면서 모유 먹이는 것, 모유 부족할 때 

우유 선택하는 법 등을 말한 것이다.

그럼 이들 출판물들의 지향이 이후 시기에 어떻게 이어지는가? 1900

년에서 1910년대초반 사이 책을 통해서 위생과 영양을 강조하던 것을 

더 발전시켜 1910년대 후반부터는 아예 현장 교육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공공의 장소에서 대규모로 아이의 위생과 영양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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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고, 대회를 통해서 우량아를 선발하는 등 가시적인 행사를 실

시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남감리교가 중심이 되어 처음으로 1916년 처음으로 송도에서 유아대

회(Baby Show)를 진행하고33), 서울에서도 춘계 사경회 마지막 날에 유아

대회(Baby Show)를 운영하였다.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가 아이 목욕 시키

는 법, 옷 입히는 법을 시범 보이고, 에비슨 등의 의사가 아이들을 나잇

대로 나누어 건강 검진을 하였으며,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어머니

의 역할에 중점을 둔 설교가 이어졌다는 기록이 있다. 사경회의 한 프로

그램으로 아동 정기 건강검진, 유아 돌보는 법 교육, 양육강좌, 위생 교

육, 간당한 질병 예방법을 알리고 사후 관리 차원에서 매달 1차례씩 가

정 방문을 하였다는 것 등도 자세히 기록으로 남아 있다.34) 

1916년 시작된 유아대회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1924년 경성 태화여자

관 개관식 기념 유아대회에는 1000명이 넘는 유아가 참여하여 준비한 물

품이 부족한 현상까지 겪었다. 1929년에는 유아복지연합회(Child Welfare 

Union of Seoul)를 구성하고 이듬해인 1930년부터는 ‘유아주간’을 지정하

고, 이때에 유아 건강을 잘 돌본 사람을 시상하고 우량아도 선발하였다. 

이후 1936년 평양에서 개최된 유아의 날 프로그램에 250명의 유아가 참

석했다는 등 유아대회 관련 여러 기록이 남아 있다.35) 

감리회 해외여성선교회의 기록에 의하면 1928년 기준으로 전에 과거 

40%이던 유아사망률이 6%로 줄었다36)고 하였다. 감리회 관리지역 내의 

통계인지, 전국 통계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당시 행하던 유아대상 사

33) E.T.Rosenberger, Social Service, The Christian Movement, 1925, p.641(민경배, 앞의 책 

390쪽 재인용)

34) 이만열(2003), 477~478쪽.

35) 유아대회 관련 내용은 이만열, 앞의 책, 753~757쪽 등에 자세하다. 그밖에  

≪기독신보≫1935년 6월 5일자에 <경성연합영아보건회 주최 우량아동 시상

식>이라는 기사가 실린 것 등이 있다.

36) M.P.Bording, “Infant Welfare Work”, KMF, May,1935, pp.100-101.(이만열, 앞의 

책, 757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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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증거로는 참고할 만하다.

기독교 사경회의 일부로 시작된 유아대회, 우량아선발대회는 이후 주

체를 다변화하면서 계속 실시되기도 했다. 그때는 ≪동아일보≫ 등이 

창간된 후라 신문에서도 관련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다.37)

이처럼 1910년 이전까지 이루어진 출판계의 활동은 아동의 가치를 발

견하고, 영양과 위생을 강조함으로써 아동의 생존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었다. 그리고 이후에는 출판 외에 행사로도 이어졌다. 유아

대회 등의 행사를 통해 아동의 영양과 위생 문제가 대규모로 직접 강조

되기도 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동의 존재가 주목받게 되고, 

그들의 처지가 조금씩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Ⅴ. 결 론

아동이라는 실체는 늘 있었지만 그 아동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했는가는 시대에 따라 달랐다. 아동이 권리의 주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아동의 권리는 크게 넷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생존권, 보호

권, 발달권, 참여권이 그것이다. 이 중 생존권은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

고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로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

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하는 것이고, 보호권은 “아동이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벌, 과

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위기상황(난민아동, 법류접촉아동, 소수민족아동 등)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된다.38)

37) 예컨대, ≪동아일보≫1930년 2월 16일자 3면에 ‘本報支局 主催의 馬山兒童禮

讚, 第一回成績良好 [寫: 우량아선발대회]’라는 기사가 있는 등 관련 내용이 

자주 나오게 된다.

38) 이혜원,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집문당, 2006, 127~133쪽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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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부터 참여권까지 모두 아동의 권리로 필요한 것이로되, 대체로 

생존권 확보부터 차츰 참여권 부여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1920년

대 방정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아동 운동에서는 어린 사람이라도 인격

이 있음을 선언하고 이들 역시 존중 받을 인격이 있으며, 기성 문화에 

억압받지 않는 그들만의 문화를 제공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되

었다. 이는 대체로 권리의 종류로 보자면 보호권 넘어 참여권까지로 이

어지는 요구였다. 그런 주장이 나오기 전에 아동이 환경과 각종 폭력으

로부터 보호받고 생존해야 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했다. 앞서 제시·소개

한 것처럼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진 고아원 사역과 1900년대 초

부터 1910년대초에 이루어진 출판 사역이야말로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을 위한 활동이었다. 그런 활동의 바탕 위에 발달권, 참여권을 요구하고, 

부여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출판활동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미쳐 다루지 않았으

나, 같은 시기에 다른 활동도 아동의 권리 확보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

다. 간략히 정리하며 논의를 마치려 한다. 주일학교 운동이 활발해져 전

국적으로 각 교회에 소아회(小兒會)라는 이름의 유년주일학교가 퍼져나

가는 것이 1900년대부터 1910년대이다.39) 학당 등을 통한 교육사업과 교

회 주일학교 등을 통한 한글보급에 힘쓴 결과 다수의 아동과 여성이 문

맹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다. 자녀를 둔 여성을 교육하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을 높일 뿐 아니라 아동의 발달권을 높이는 일이기도 했다. 또한 

초기 선교사와 교회는 복음 전파를 통해 가정의 회복에 기여했다. 기독

교 절제운동이 20세기 초부터 활발히 시작된 것,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퍼진 회개운동으로 특히 남성의 회개와 생활 

태도 개선이 두드러진 것40)도 함께 아동의 권리 문제에서 기억할 만한 

39) 임희국, 기다림과 서두름의 역사,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3; 편찬위원

회, 새문안교회 백년사(1887~1987) 등 참조.

40) 홍인종, ｢1907년 전후 평양 대각성 운동과 가족관계의 변화｣, 장신논단 27

집, 장신대학교 기독교사상과 문화연구원, 2006, 237~26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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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다. 그것들이 결국 가정 내 폭력을 줄여 결과적으로 아동이 압제, 

폭력 등으로부터 벗어나게 유도하였기 때문이다. 이 부분들에 관해 따

로 더 논할 생각이다. 

어느 것이나 평지돌출되는 법은 없다. 이상에서 논한 선행활동 등이 

밑작업이 되어 이후 시대인 1920년대에 방정환 등을 중심으로 한 아동

의 권리 찾기 활동이 이어지고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41)

* 논문투고일: 2018.03.24 / 심사개시일: 2018.04.06 / 게재확정일: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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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blimation Movement of a Social Status of Children Prior to 1910s - 

Publication Strands in Christianity / Seo, Shinhye

A general consensus upon a drastic sublimation of a social status of children 

in Korea has focused on Bang Jeong-hwan and his engaged movements such as 

Cheondogyo-Sonyeonhoe around 1920s. Against the perspective, this article 

attunes to publication stands in christianity prior to 1910s, which had devoted 

to promote a social status of children; for example, from 1900s to an earlier 

period of 1910 had news papers Geuriseudosinmun,  journal Gadyeongjapji, and 

books such as  Amogwonmyeon,  Taemowisaeng, Yeongtwiyangyungnon become to be 

published. All these editions did not only pay much attention to a prenatal 

education, but proposed the same worth of children regardless sex conducive to 

an indiscriminate opportunity for education to male and female as well as to a 

social proliferation of a scientific knowledge about children’s hygiene and 

nutrition. As a result, all those trials improved an overall environment for 

children. Behind this success did a nation-wide proliferation of the editions and 

their related social activities lie. Therefore, the movement in 1920s related with 

the status of children was in line with that in 1910s.

Key words: Children, Social Status of Children, Rights of the children, Bang 

Jeong-hwan, Geuriseudosinmun, Gadyeongjapji, Amogwonmyeon, 

twimogwonmyeon, Yeongtwiyangyungn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