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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의 인성 교육

허 승 얼*

I. 서 언

서양 고대의 교육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리스와 로마에서 선생아들

이 태어나 시민이 될 때까지， 그리고 시민이 된 이후 그들이 주로 무슨 교육을 받았는

지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사료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정착된 교육

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교육 기관은 어떤 형태였고， 교육의 대상은 누구였는지， 또 그

곳에서는 무엇을 가르쳤는지， 더욱이 이 모든 것이 어떤 변천 과정을 겪었는지 등등 전

반적이고 구체적인 이해 체계를 도식화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스만 보더라

도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교육 제도는 판이하다. 헬레니즘 시대의 교육은 마케도니아， 시

리아， 이집트에서 뿐만 아니라 기원전 2세기 이후로는 그리스에 정신적으로 포로가 된

공화정 시대의 로마에서도 보편화된 인문 교육이 주였다. 게다가 로마 제정 시대에도

이공계 교육에 대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 글은 호메로스 시대로부터 로마 제국 후기에 기독교 교육이 첨가될 때까지 장기간

에 걸친 그리스 로마의 교육 제도와 교육 내용을 개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초등 교

육과 중등 교육， 그리고 고등 교육까지 살피겠지만， 특히 고등 교육에서는 수사학이 주

로 언급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수사학 학습은 젊은이들을 곧바로

훌륭한 연설가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했을 뿐만 아니라 법， 문학， 철학， 종교， 관습 등

다방면의 이해를 통해 일반교양을 갖추게 하는 인성 교육이기도 했기 때문이다.1)

* 서울대 역사교육과

1) 서양 고대 교육에 대한 서양 학계의 연구 동향을 보면， 연구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Henri Marrou가 1않8년에 내놓은 고대 교육사(Histoire de l'Educatiα1 빼15

l'Antiquite, A History q Edt-κution in Antiquiη， George Lamb, trans., 1앉굉)는 오늘날까지도

거의 유일의 독보적인 개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최근에 Carolyn Dewald의 “Greek
Educa디on 뻐d Rhetoric," αvilizatiαz q the Ancient Mediterranean~reece αu1 Rome-,
ed. by :Michael Grant and Rachel 힘tzinger， 1988 Vol. 2, pp. 1ση-1107， Cecil W. WI∞ten의

“Roman Education 뻐d Rhetoric," op. cit., pp. 11<1.:)-1120, Ed따ution in Greek αu1 Ronvn
Antiquity, ed. by Yun Lee TI∞， Brill, 2001, 0. Anderson, 1m Gaπen der Rhetorik Die Kunst
der Rede in der Antike, Primus Verlag , 2001 등등의 좋은 글들이 나와 우리의 지적 욕구를 다

소 충족시켜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