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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 희

I. 시작하는 글

1964년 5월 3일자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는 국민 

‘육아전문의사’인 벤자민 스팍(Benjamin Spock, M.D.)이 워싱턴 디시의 

한 교회에서 기도회 연사로 나서 언급한 미국 사회의 인종주의에 대한 

우려를 전하였다. 흑인 민권법(Civil Rights Bills) 통과를 위해 연사로 

나선 그는 인종 차별이 흑인 아동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백인 아동에게도 해롭다는 점을 언급한다. 인종차별로 인해 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느낌을 받는 것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동들에게는 

낮은 자존감과 우울감을 유발시킬 소지가 있으며, 백인 아동들에게는 

차별적인 환경에서 왜곡된 우월감을 갖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 

스팍은 1946년 출판과 함께 큰 각광을 받은 『육아상식((The Common 

Sense Book of Baby and Child Care)』의 저자이기도 했지만, 1960

년대 이후에는 핵무기 확산 금지(Nuclear Ban Treaty)나 흑인 민권 운동

(Civil Rights Movements)을 공공연히 지지하는 유명인사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반전 운동(Anti-war protest movements)에 참가한 

대학생들의 폭력적인 행동은 단순한 반항에 의한 공격성의 표출이 아니라 

1) “Spock Says Racism Breeds Insecurities in Negro Children”, The New 
York Times (May 3,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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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에 정당하게 맞서기 위해 사용한 일시적인 폭력2)이라는 입장을 취한 

진보인사였다. 

이 때문에 그는 보수주의자들에게 ‘관대한(permissive)’ 육아법의 

전도사로 비판받았고,3) 그의 육아법에 대한 논쟁은 저작 『육아상식』

이 과연 관대한 육아를 설파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많았다.4) 

스팍 본인은 자신의 책이나 육아법이 관대함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고 정쟁의 도구로 이용된다고 생각했지만,5) 대체적으로 

스팍의 육아법에 대한 시각은 이전의 육아법에 비해 유연하고 느슨한 

양육을 강조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6) 그래서 스팍과 그의 육아법은 

기존의 딱딱하고 어려운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육아방식을 설파하던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방식과 결별을 의미했고, 더욱 민주주의적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2) Benjamin Spock, “Why Young People Protest”, Redbook Magazine 
(April, 1970), p. 50. 그는 반전운동에서 학생들이 보인 일시적인 폭력은 “다
수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였다.

3) 대표적으로 노먼 빈센트 필 목사(Rev. Norman Vincent Peale)와 부통령 스
피로 애그뉴(Spiro T. Agnew) 등이 공개적으로 스팍이 설파한 1940년대의 
관대한(permissive) 육아법으로 자란 아이들이 1960년대에 반항적인 세대
가 된 것이라고 공격하였으며, 스팍의 반전운동 지지에 대해서도 비판과 우
려를 쏟아냈다. “Agnew vs. Spock”, The New York Times (October 3, 
1970).

4) 대표적으로 스팍의 『육아상식』 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관대함과는 거
리가 멀다는 분석을 내놓은 연구는 메리 엘렌 허버드(Mary Ellen Hubbard)
의 박사학위 논문이 있음. Mary Ellen Hubbard, “Benjamin Spock, M.D.: 
The Man an His Work in Historical Perspective”(PhD Diss., Claremont 
Graduate School, 1981). 이 보다 앞서 이 시기 미국 육아이론이 정신분석
학의 영향을 받았음을 추적한 마이클 설먼(Michael A. Sulman)의 논문
은 『육아상식』을 포함한 다른 저작들을 다루고 있음. Michael A. Sulman, 
“The Freudianization of the American Child: The Impact of Psycho-
analysis in Popular Periodical Literature in the United States, 1919-
1939”(PhD Diss., University of Pittsburgh, 1972). 

5) Benjamin Spock, “Don’t Blame Me!”, Look (January 26, 1971).

6) William Graebner, “The Unstable World of Benjamin Spock; Social En-
gineering in a Democratic Culture, 1917-1950”, The Journal of Ameri-
can History (December 1980), p. 613; Alan Cecil Petigny, The Permis-
sive Society: America, 1941-1965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John F. Cleverley and D. C. Phillips, Visions of Child-
hood: Influential Models from Locke to Spock (New York, N.Y.: Teach-
ers College Press,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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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팍의 진보 성향과 육아전문의사로서의 민주주의적 태도는 『육아상식』

이 그 방대한 양에도 불구하고 인종적, 계급적 다양성을 깊이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데 일조하였다. 그의 조언을 

충실하게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당시 미국사회에서 중산층의 전업주부인 

엄마들이 대부분이었다. 아이가 초기 발달 단계를 무사히 넘길 때까지는 

적어도 양육자가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미묘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 스스로의 행동과 감정을 관찰하고 성찰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한 가정이라면 『육아상식』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다. 게다가 전후 시기 백인 중산층 가정의 교외도시로의 이주와는 

반대로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이민자의 거주는 도시에 집중되어있었다.     

양육에서의 인종 문제는 ‘인종’이라는 주제만을 단순하게 다룰 수 

없는 영역이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루는 미국이라는 지역적 요소와 2차 

세계대전 이후라는 시대적 요소가 양육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게 되면, 이 

문제는 모성이나 여성이라는 영역과 만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스팍의 

양육서 『육아상식』과 그의 조언에서 드러난 그의 이상과 지향점을 

살펴보면서, 그의 이상이 인종적 측면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지 살펴본다. 

우선 II 장에서는 전후시기 미국 사회의 불안과 풍요의 공존을 통해 

형성되었던 공동체의 안위라는 문제와 양육의 역할이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III 장에서는 스팍이 염두에 두었던 적절한 육아법을 

통해 키워진 이상적인 민주사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길러져야한다고 

생각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V 장에서 이러한 스팍의 

민주주의적 이상의 강조가 어떤 면에서 ‘인종’이라는 미국 사회의 주요 

구성요소를 배제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룬다.

II. 민주적 공동체와 양육

전후시기(Postwar period)에 대한 기억은 모순된 공존을 보여준다. 

전후에 미국은 유례없는 경제적 부를 누리며 “풍요의 시대(an era of 

affluence)”를 구가하였다. 파괴적 폭력성에 대한 긴장에서 벗어난 당시 



207

건강한 사회 만들기: 벤자민 스팍의 육아법과 인종

이주사학회http://www.homomigrans.com

미국 사회는 재건에 대한 희망과 더불어 높은 출산율, 수입 증가, 확대된 

교육의 기회, 건설 열풍으로 인한 교외거주의 풍요로움을 경험하였다.7) 

하지만 동시에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문명의 영속적 발전에 대한 의심의 

그림자 역시 지울 수 없게 되었다. 많은 사람에게 인류의 보편적인 선과 

진보에 대한 믿음은 전쟁의 비극적인 사건들과 전쟁 자체로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인간의 비합리적인 본성이 드러났고 인류 진보에 

대한 이론들이 의심을 사게 되면서, 폭력적인 충동에 대한 우려와 의심이 

난무하였다. 과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과연 스스로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심은 2차 세계대전 중 보여준 수많은 증거가 

현실로 드러나며 더욱 깊어졌다.8) 

이런 전후 시기의 양가적 특성은 아동의 발달과 양육 이론에 대한 관점에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부모가 아이의 초기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론은 20세기 초 점차 양육 이론에서 우세한 의견이 되었으며, 

점차 정교화 되었다.9) 유아기와 초기 아동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프로이드 이론의 영향으로10) 양육에서의 부모의 책임과 부모 역할의 

중요성은 주요 문제로 부상하였다. 엄마는 아이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과 동시에 아이의 발달에 있어서 책임자였다. 아이의 초기 발달이 

아이를 적절하게 키우는 엄마의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엄마는 ‘좋은’ 혹은 ‘더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하였다.11) 

전후 시기는 전시의 상실을 복구하는 재건의 시기이기도 했으나, 

동시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심리적으로 상처받은 사회를 

치유해야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동시에 전후 시기는 위력적인 원자력과 

7) Landon Y. Jones, Great Expectations: American and the Baby Boom 
Generation (New York: Coward, McCann & Geoghegan), pp. 1-2.

8) William Grabner, The Age of Doubt: American Thought and Culture in 
the 1940s (Boston: Twayne Publishers, 1990), pp. xi-xii.

9) Ann Hulbert, Raising America: Experts, Parents, and a Century of Ad-
vice about Children (New York: Alfred A. Knopf, 2003), p. 23.

10) Sigmund Freud, The Problem of Anxiety (New York: Psychoanalytic 
Quarterly Press and W. W. Norton & Co., 1936), p. 100.

11) Max Lerner, America as a Civilization: Life and Thought in the United 
States Toda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57), pp. 56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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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으로 가는 서막이었다. 전쟁은 끝났으나 불안은 끝나지 않았다. 

역사학자 스티븐 민츠(Steven Mintz)는 “전후 양육은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건강한 어른과 조화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내는 열쇠로 인식”12)되었다고 언급하며 이 시기가 이전과는 다른 

특성을 지님을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후 시기의 부모들은 자신의 부모와는 다른 방식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자신이 겪었던 

가난과 두려움을 자신들의 자식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보다 나은 양육 방식을 통해 더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다는 부모들의 열망도 앞서 언급한 시대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13) 

부모의 결정적인 영향에 대한 인식과 양육에서의 부모의 역량에 대한 

강조로 인해 부모의 부담도 증가하면서 소위 “문화적 불안”14)의 시기를 

겪게 된다. 민츠는 이 시기를 “시대적 풍요로움과 따뜻함 근저에 강한 

불안감이 상존”15)하던 시기로 묘사하였다. 스팍의 『육아상식』의 

엄청난 성공은 양육에 대한 엄마들의 불안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원자력과 냉전의 시대에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가운데, 스팍은 

새로운 삶의 조건 속에서 적합한 방법을 찾아내기를 원하던 사람들 중 

하나였다.16) 

20세기 초, 영아기와 아동기가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로 강조되면서 양육은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귀중한 

시민을 육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다. 심지어 

12) Steven Mintz, Huck’s Raft: A History of American Childhood (Cam-
bridge, Mass.: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p. 
280.

13) Ibid., pp. 276-277.

14) Lerner, American As a Civilization, p. 562.

15) Mintz, Huck’s Raft, p. 27.

16) Ruth Feldstein, Motherhood in Black and White: Race and Sex in Amer-
ican Liberalism, 1930-1965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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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아이를 잘 다루는 숙련된 능력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미성숙한 

엄마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도 확산되었다. 특히 

행복한-정신적으로 건강한-아이를 키우는 것이 매우 중대한 문제로 

떠올랐다. 스팍의 양육법은 이러한 시각과 그 궤를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살아남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전후 미국을 더욱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게 하는 것은 양육자의 

의무였다. 이런 인식 속에서 스팍은 민주주의 사회를 더욱 안정되고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개인의 내재된 폭력성을 통제할 수 있어야한다고 

믿었다.17) 2차 세계대전 중 보여준 인간 도덕성의 위기와 폭력성에 대한 

경각심은 인간의 본성과 그것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런 스팍의 민주주의 사회건설에 대한 관심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근거로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프로이드의 이론에 신빙성을 부여한 상태에서 연령별 특성과 

발달 상황에 대해 최적화된 이론을 제시하고 그 상황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례를 다루는 육아서의 특성상 일반화는 불가피하였다. 그래서 스팍의 

『육아상식』은 특정한 사례들이나 예외를 상당 부분 간과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특히 당시 미국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었던 

인종, 성, 계급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1968

년에 출간된 3판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III. 벤자민 스팍의 건강한 미국 만들기

1962년 스팍이 평화운동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이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육아전문의사(a baby doctor)로서의 그의 오랜 명성에 흠집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18) 아기들에게는 인자한 할아버지와 

같은, 그리고 엄마들에게는 친근한 아빠 같은 느낌으로 많은 대중에게 

17) Benjamin Spock, “Aggression and its Control in Childhood”, Redbook 
Magazine (August, 1969).

18) Benjamin Spock, “Dr. Spock Is Worried”, New York Times (April 16, 
1962); Benjamin Spock, Decent and Indecent: Our Personal and Politi-
cal Behavior (New York: McCall Publishing Company, 1969),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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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갔던 그의 이미지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어떤 부모에게는 그의 결정이 권위자로서 더 이상 

공정하지 않거나 그의 정치적 견해가 자신들의 견해와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큰 실망으로 다가왔다. 또한 어떤 부모는 스팍이 

공산주의 이론과 사고들을 옹호한다고 착각하기도 하였다.19) 하지만 

그들의 비난과는 반대로, 그의 반전 운동 참여는 그의 오랜 관심이자 

목표였던 건강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 사회 곳곳에 있는 ‘공격성

(aggressiveness)’을 줄여야한다고 생각했던 그의 의지가 반영되어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스팍의 ‘공격성’에 대한 정의는 전쟁에서의 호전적 성향이나 청소년 

비행에서 종종 목격되는 형태의 공격성을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인 뜻을 

지닌다. 그는 “공격성이라 말할 때 실제적으로 적대적인 공격형태가 

아니더라도 과장된 형태의 자기주장, 횡포, 강압, 경쟁 등을 의미 

한다”20)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공격성에 대한 정의는 스팍에게 꽤 

중요한 의미였는데, 용어의 본질 자체가 이전에 통용되던 것보다 더 

복잡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공격성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스팍은 공격성을 이전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루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의 오랜 경험과 아기와 아이들에 대한 관찰에 근거해 스팍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내재된 공격성을 지니고 태어나며, 영아는 이 공격성이 

억제된 상태로 태어난다고 주장하였다.21) 이러한 전제로 스팍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격성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는 억제된 상태의 공격성을 

조심스럽게 발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공격성의 통제를 강조하였다.

19) J. E. Garrett, Jr. Letter to Author (November 16, 1962).

20) Spock, Decent and Indecent, p. 94.

21) Benjamin Spock, “Innate Inhibition of Aggressiveness in Infancy”,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0(1965), pp. 340-343. 스팍은 영아
의 공격성의 선천적 억제(an innate inhibition of aggression)에 대해 이렇
게 설명하였다: 인간에게 타인을 아프게 할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물려는 충
동(the impulse to bite)은 8개월에서 10개월이 될 때까지 드러나지 않는다. 
그 때까지도 여전히 공격 충동을 드러내는 데에 유아 스스로 조심스러워하는 
것이 관찰되기도 하며 억제가 부모의 부정적 반응에 의해 쉽게 강화되기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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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과 적대감은 사람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다. 내 생각에는 모든 

인간은 (적대감, 증오, 잔인함, 살인과 동일한 의미의) 적대감과 연관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을 모두 갖고 태어났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발달되느냐는 각각 가족 안에서의 적대감과 잔인함의 정도와 얼마나 

효과적으로 그것을 통제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는가에 달려있다.22) 

스팍은 공격성을 비난하거나 없애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상황이 극단적이지 않는 한 공격성에 대해 비정상적일 것이 하나도 

없다”23)고 말하였다. 그의 시각에서 공격성은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타인으로부터의 공격에서 지켜내는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분쟁 상황에서 

기선을 잡는 데에 쓰이는 기본적 충동일 수 있었다.24) 그래서 스팍에게는 

공격성의 억제가 아니라 성공적인 통제가 목적이었다.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스팍은 이런 종류의 공격성이나 적대감의 근원을 

알아내고자 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공격성의 근원은 어린 시절 

대부분 부모나 형제들에 대한 공격적인 감정을 억압하는 데에 있었다. 

자신의 혈육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근원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자아내게 

되는데 이러한 적대감은 그들 스스로 “가족 내의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적대적 감정”25)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생겨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긴장은 아이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품음으로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여 이런 감정들을 숨길 수밖에 없도록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22) Spock, Decent and Indecent, p. 93.

23) Benjamin Spock, “What Makes a Child Aggressive?”, Ladies’ Home 
Journal (April 1958), p. 46.

24) Benjamin Spock, “A Child’s Position in the Family”, Ladies’ Home Jour-
nal (November, 1955), p. 92. 스팍은 어린 시적 형제들 간의 경쟁으로부터 
오는 공격성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러한 양상은 질투의 단계가 만약 너무 압도적이지 않거나 서서히 잘 해결만 
된다면 아이에게 나름 도움이 되는 경험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적인 
증거이다. 마치 예방접종을 하여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후 비슷한 위협에 
대해서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25) Benjamin Spock, “Children’s Anger at Parents”, Ladies’ Home Journal 
(November 1961),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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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현명하게 다루기 위해 스팍은 부모가 아이가 억압한 감정이 

결국은 폭발하기 전에 이런 내면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이가 억압된 화를 “장난감을 

부수거나 방을 손상시키거나 의사를 때린다거나”26) 하는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하기 전에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적대적인 감정에 훨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27) 부모가 도와줘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는 이제까지 회피했던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인지할 수 있고 이런 감정들을 요령 있게 다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스팍의 관점에서 미국 사회는 인간의 공격성과 적대감 증가로 인해 이미 

위험한 상태였다.28) 그러나 이 시기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스팍은 이것이 공산주의의 위협 때문이기도 했지만 “다른 

집단이나 나라에 대한 자기기만적 증오(self-deceptive hatreds of 

other groups and other nations)”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관점에서 

이러한 증오는 “세계 다른 곳에서의 힘을 증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았다.29) 

스팍은 이를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에서 쓰이는 ‘투사’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기가 막 걷기 시작하면 신체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종 장애물에 부딪히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한다. 아이가 넘어지거나 부딪혀 울기 시작하면 아이를 달래기 

위해 엄마가 “누가 그랬어! 탁자가 나쁘네.”라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실수를 

한 것은 아기지만 탁자 탓을 하는 것이 비논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무의식적인 책임의 전가가 우리의 

26) Spock, “Children’s Anger at Parents”, p. 3.

27) Ibid., p. 4.

28) Benjamin Spock, Letter to William Dozier (October 5, 1966). 이 서한에
서 스팍은 자신이 인지한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였다. “우리나라
가 점점 더 일상적으로 폭력을 수용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데 나는 이런 
상황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9) Spock, Decent and Indecent,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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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해준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이를 투사

(projection)라고 한다. 스팍은 이 투사가 사람들이 보통 자신의 해결되지 

않은 공격성이나 적대감을 타인에게 돌려 그들을 적대하거나 공격하고는 

정당화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끔찍한 위험은 이 

투사가 개인, 집단, 국가가 자신들의 증오나 폭력성을 표출하도록 한다는 

점이다.”30)라고 언급하였다.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책임이 

있는지 돌아보지 않으면 투사는 쉽게 적대적인 행동에 이유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스팍은 생각하였다.

고도의 지성과 뛰어난 판단력을 지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기제 속에서 

부딪혔을 때 탁자 탓이라며 혼내는 어린 아이처럼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다. 자신의 행동에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가능한 한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상대의 행동에는 가능한 한 부정적인 해석을 하기 마련이다.31)  

스팍은 이러한 전치된 적대감이 건강한 가족관계 속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은 공격성의 전치는 다른 종류의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생각, 행동, 

태도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호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그의 관점에서는 필수적이었다. 스팍은 아이가 동일시나 가족 내에서의 

상호관계를 통해 권력관계를 습득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통한 건강한 

승화(sublimation)32)는 어떻게 부모가 선천적 공격성에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스팍은 이에 대해 “대부분의 공격성은 가족에서의 

긴장감에서 시작되고 이러한 긴장들이 해소되면서 해결된다.”33)고 

언급하였다. 이는 스팍의 책 『육아상식』과 다른 글들을 통해 부모의 

적절한 양육의 필수적 역할을 그가 강조한 이유이기도 했다. 

동시에 부모를 포함한 타인과의 경험은 또 다른 이유로 중요한 것이었다. 

30) Ibid., p. 111.

31) Ibid.

32) 승화(sublimation)는 본능적 충동을 억압하거나 그 반대로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고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
하는 정신분석학 용어이다. 

33) Spock, “What Makes a Child Aggressive?”, p.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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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팍은 “지배성향(domineeringness)”을 “공격성의 중요한 종류”34)

라고 지적하면서, 권력과 복종의 개념 또한 아이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배우는 것 중 하나라고 언급하였다. 스팍은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개인의 공격성을 다루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알려준다. 

그는 “개개인이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자존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배우며 자라다 보면 개인의 자기규율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작동하게 된다.”35)고 말하였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지배적이고 

권위적인 성격을 형성하는 것을 피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이었다. 

스팍은 “개개인이나 집단의 권력충동에 대해 자각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이 사회의 필요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훈련하도록 

하면”36) 군림하려는 성향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권력 충동의 본질에 대한 자각과 그것을 사회의 공적 목표를 위해 

통제하려는 의지가 개인을 자기중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성향으로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이타적이고 공적 태도가 권력에 

대한 욕구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권력에 대한 매료는 인간적이고 겸손한 노력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개인적인 지식에 근거해 자신이 너무 똑똑해서 다른 사람의 

견해를 들을 필요가 없고 자신의 견해에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에 대해 

특별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37)

흥미롭게도 그는 과도한 자기 확신은 진정한 자신감이 아니며 통제된 

공격성에 이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건강한 민주사회의 

구성원은 균형 있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지 맹목적인 자기기만으로 

똘똘 뭉친 사람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공격성과 지배성향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스팍의 시각은 

34) Spock, Decent and Indecent, p. 106.

35) Ibid., p. 108.

36) Ibid.

37) Ibid.,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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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육아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그의 민주주의 이상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당시 미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인종 문제에 

대한 지식인들의 인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최대한 공격적이지 않은 

시민을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두었던 그의 육아법은 불가피하게 이상적인 

시민상을 단순화시키면서 그 주체를 단순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스팍의 육아법을 인종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IV. 인종으로 본 벤자민 스팍의 육아법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스팍의 육아 조언은 더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를 

구성하려면 적절한 육아법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의 공격성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정신분석학 이론을 통해 

공격성의 원인이 주로 내재된 공격본능이 성장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억압되어 이후 다시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런 일반화된 전제를 

바탕으로 한 스팍의 육아법은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불필요한 적대감을 

경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부모는 그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스팍이 온건한 입장과 부드러운 말투, 탈권위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만, 육아 전문가의 지향점은 곧 엄마들에게는 자신들이 성취해야할 

목표와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었다. 책이 출판됨과 동시에 뜨거운 반응은 

판매고로만 입증된 것이 아니었다. 스팍에게 팬레터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편지가 쏟아졌다. 특히 조언을 

구하고자 하는 편지는 그의 친근하고 탈권위적인 태도에서 기인했지만, 

『육아상식』이 다양한 사례나 예외들을 담지 못했다는 반증이었을 

것이다. 책에서는 다루지 못한 여러 가지 특정 사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열망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각자의 어려움이나 양육 방식이 스팍이 

제시한 육아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자신의 아이가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것이 맞는지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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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사례를 다루는 것이 아닌 가장 보편화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전문가의 조언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보의 

일반화라는 문제 이외에 스팍의 『육아상식』이 지녔던 또 다른 문제는 

그가 제공한 정보의 한계에 있었다. 낸시 웨이스(Nancy P. Weiss)는 

스팍의 육아서와 그에 담긴 조언은 근본적으로 전후 시기의 교외지역의 

중산층 핵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웨이스는 스팍이 제안한 관대한 육아법은 “전화기, 냉장고, 적절하게 

수리를 할 수 있는 병충해가 없는 집, 주치의”가 있는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을 전제로 하며 집안에는 충분한 공간과 

재산이 있는 곳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38) 그는 『육아상식』

에서 아이가 너무 일찍 폭력적 요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텔레비전, 라디오, 만화 등에 등장하는 폭력과 전쟁 장난감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것들이 아이의 이후 폭력적 성향과의 상관관계를 

언급한다.39) 하지만 사실상 이런 것들은 당시 중산층 아이들이 아니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또한 유아의 초기 발달에 대한 조언에서 스팍이 강조했던 것 중 하나는 

아이가 적절한 시기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는지 양육자가 

관찰을 통해 아이의 요구에 응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아이와 초기 신뢰를 

쌓는 과정, 수유, 배변 훈련 등 모든 단계에서 그는 아이마다 발달 

속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40) 하지만 이런 미세한 변화를 세세히 감지하는 것은 도시에 

거주하면서 직장이 있으며 여러 아이를 동시에 키우는 엄마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실제로 이러한 스팍의 조언은 다른 계층의, 특히 

38) Nancy Pottishman Weiss, “Mother, The Invention of Necessity: Dr. 
Benjamin Spock’s Baby and Child Care”, American Quarterly, 29(winter 
1977), p. 539.

39) Benjamin Spock, The Common Sense Book of Baby and Child Care 
(New York: Duell, Sloan, and Pearce, 1946), p. 320. 1950년대까지 그의 
입장은 아이들이 내재된 공격성을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해소할 필요가 있다
는 입장이었으나, 1960년대 서한들을 보면 되도록 아이들이 폭력적인 장면을 
어린 나이에는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의견을 바꾼다. Benja-
min Spock, Reply to Sonja Lid Larseen (November 14, 1963); Benjamin 
Spock, Reply to Helen Rand Miller (April 23, 1964).

40) Spock, Baby and Child Care, p.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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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는 실현 가능한 조언으로 생각되지 않았을 

것이었다. 육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도시에 사는 흑인 

엄마들에게 스팍의 조언은 그저 부유한 중산층 가정을 위한 조언이었다. 

뉴욕 타임즈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한 흑인 엄마는 “스팍 박사? 그는 

부자들을 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 아이들을 어떻게 돕겠어요. 그는 

우리 애를 몰라요.”라고 말하였다.41)  

『육아상식』 속 현실은 당시 교외지역 백인 중산층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비현실적이었다. 가정에서 아이가 폭력적인 요소에 노출되는 

것을 통제한다면, 아이에게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이 강화되지 않고 

공격성이 통제될 수 있다는 스팍의 가정은 당시 백인 중산층 가정 이외의 

다양한 집단이 공감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이런 인식에 대해 웨이스는 

스팍이 제시한 삶의 양상이 실질적으로 다른 계층이나 인종에 속한 

엄마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1914년 미국 

아동국(Children’s Bureau)에서 출간한 『영유아 보육(Infant Care)

』에 비해 스팍의 『육아상식』은 너무 쉽고 아름다운 현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웨이스는 지적한다. 많은 엄마가 가난과 그에 따른 

사회문제로 고통 받거나, 열악한 상황에서 아이를 키워야했지만 이런 

엄마와 자녀들을 위한 조언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것이다.42) 스팍이 

육아 자체가 어려운 것임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양육자의 

통제감과 긍정적인 자세를 강조했던 그의 조언에 양육 이외의 어려움을 

염두에 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반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스팍이 인종 문제를 외면한 것은 아니었다. 1964년 9월과 10월에 

걸쳐 그가 매달 연재 사설을 싣던 『레드북 매거진(Redbook Magazine)』

에 인종과 차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논의하였다. 9월 

사설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부모와 아이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피부색에 의한 차별이 유발하는 심리적 모멸감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어린 시절 누구든 생물학적 

41) Joanne Dann, “Wanted: A Dr. Spock for Black Mothers”, New York 
Times Magazine (April 18, 1971), p. 78.

42) Weiss, “Mother, The Invention of Necessity”, p.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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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근거한 차별적 시선을 받게 되면, 열등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건강한 자아가 형성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시선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이가 백인의 편견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보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혐오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 결과 아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는 아이를 건강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같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아이를 좋은 시민으로 자라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었다. 동시에 인종적 

차별은 백인 아이에게도 편견과 증오를 마음속에 심어주기 때문에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타인의 

열등감을 이용해 자신의 우월감을 증명하려는 행위는 건강한 인격 형성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장과정에서 아이들이 경계해야 하는 

것이었다.43) 

이에 더해 스팍은 어른들과 미국 사회 전체가 아이들을 차별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10월 사설에서 논의하였다. 그는 

『육아상식』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부모의 자기통제44)를 아프리카계 

미국인 부모의 경우에도 적용시킨다. 이제까지 그들의 인내심에 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어렵고 불합리한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내면의 

분노를 잘 조절하여 아이들에게 부모의 무력감을 들키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한다.45) 또한 같은 사설에서 스팍은 당시 백인 부모들이 

인종간의 결혼이나 학교 구역 배정 문제 등에서 보이는 통상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변화를 촉구하였다.46)  

이렇듯 『육아상식』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인종문제를 다룬 사설이 

43) Benjamin Spock, “Children and Discrimination”, Redbook Magazine 
(September, 1964).

44) 스팍의 『육아상식』은 아이를 성장시키는 육아서이기도 했지만 부모의 행동
과 태도에서의 자기통제에 관한 내용이 다수 담겨있다.

45) Benjamin Spock, “Protecting Children From the Harm of Discrimina-
tion”, Redbook Magazine (October, 1964), p. 26. 

46) Spock, “Protecting Children”,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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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후 개정판47)을 낼 때 인종문제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지 않은 점은 스팍의 육아서가 인종적, 계급적 

다양성을 간과했다는 웨이스의 비판에 무게를 실어준다.48) 스팍이 

진보인사였기 때문에 기대치가 큰 탓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엄마들에게 필요했던 육아지식은 『육아상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도 폭력성이 동일하게 내재한다면 

어떻게 제어해야하는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백인들과는 전혀 다른 

조건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차별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등 그가 

인종적인 측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고려했다면 이러한 조언이 있어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사설 모두 백인 중산층이 주 독자층이었던 『레드북 매거진』

에 실렸던 만큼 차별을 없앨 수 있는 주체를 백인으로 상정하고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부모와 아이는 내면의 분노나 열등감을 드러내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며, 반대로 백인 부모와 아이는 차별과 

편견을 유발하는 공격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했다. 현실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들의 대부분에서 차별과 편견의 피해자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자녀였던 것은 부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스팍의 이러한 시각은 

백인 주류 남성이 갖는 시각의 한계이기도 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던 공격성에 관한 스팍의 분석은 그가 견지하고 있던 

시각의 방향성에 대해 말해주는 단초였다.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는 스팍에게 공격성을 줄여야 하는 주체는 항상 위험한 편견을 

가질지도 모르는 쪽이었다. 즉, 인종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주체, 당시에는 

백인 중산층 남성의 공격성을 의미하였다. 인종 문제에 있어서 공격성을 

드러내는 주체의 문제만을 지적하여 공격성을 지닌 쪽이 그것을 줄이는 

것을 해결방안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지배 성향의 

문제에서 통제해야하는 주체는 사회에서 이미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47) 1968년에 출간됨.

48) 웨이스의 논문에는 1916년 『영유아 보육(Infant Care)』과의 비교를 통해 
1910년대에 비해 스팍의 육아서가 오히려 인종적, 계급적 다양성을 간과한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 아프리카계 미국인 엄마들의 불만을 샀다는 분석을 내
놓고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한 분석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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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체적인 통제는 편견과 

차별을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지점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엄마들이 가졌던 불만과 의문점에 대한 이유가 드러난다. 

『육아상식』은 그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는 아니었던 것이다.

스팍은 궁극적으로 인종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를 형성해내기 

위해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편견과 공격성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상이었던 민주주의적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의 

입장에서 편견과 공격성은 차별을 낳는 사회 안의 심리적 질병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스팍의 조언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미국사회를 

더욱 안정적이고 민주화시키는 과정에서의 주체자로서 설정하지 않고 

대상으로 설정하거나 배제하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편견의 문제는 

해결되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일이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한계 속에서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조언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과는 거리가 멀었다.

스팍의 『육아상식』은 당시 미국 사회의 다양한 인종과 계층의 요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였다. 스팍 스스로 자신의 정보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랐고, 『육아상식』의 판매고 대부분이 

페이퍼백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인종과 계층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판매고 자체가 모든 계층과 인종을 

넘나드는 독자를 확보했다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는 점이 여러 반응에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스팍의 조언은 미국사회를 편견과 공격성 없는 

안전한 사회로 만들고자 했던 바람과는 달리 당시 상존하고 있던 경제적 

조건, 인종적 상황 속 다양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V. 맺는 글

스팍이 의도를 갖고 당시 백인 중산층 이외의 엄마들의 육아상황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일반화된 이론을 다룬 대중을 상대로 쓴 

육아법은 태생적으로 그 시대와 특정 직업의 가치 판단이 포함되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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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었다. 당시 학생운동, 반전시위, 흑인 민권 운동을 드러내놓고 

분명하게 지지한 스팍이 의도 하에 대다수의 인구가 중산계급이 아니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나 다른 인종인 엄마들의 상황을 배제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상적인 엄마의 상을 다루면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엄마들의 삶과 그에 대한 이해 등의 언급이 『육아상식』

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판을 피하기 힘든 부분이었다. 이는 

건강한 미국을 만드는 주체를 누구로 설정했느냐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스팍이 미국 사회의 위험 요소로 생각했던 

공격성과 지배성향을 제어해야하는 주체를 어떤 그룹으로 설정했는가도 

중요한 문제였다. 이미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조건에 처해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정의 경우 지배성향으로 고통 받기보다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았다. 스팍의 육아조언에는 이러한 반대의 경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은 없었다. 그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종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자신의 육아 지식이 전달되기를 바랐던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정보나 지식이 모두에게 유용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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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건강한 사회 만들기:

벤자민 스팍의 육아법과 인종

이 남 희

관대한 육아의 대명사였던 벤자민 스팍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민주주의적인 사회로 만들려는 그의 이상을 그의 유명한 

육아서 『육아상식』에서 잘 드러내고 있다. 그의 탈권위적이고 친근한 

방식은 많은 엄마들에게 환영을 받지만 그의 육아서가 모든 엄마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의 조언과 생각들은 그의 이미지를 

고려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다른 집단과의 공존을 전제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육아상식』을 읽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엄마들은 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 백인인 경우가 많았다. 실제 많은 아프리카계 

흑인 엄마들은 이들과는 달리 도시에 거주하며, 직업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백인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스팍이 설파한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를 관찰하고 엄마로서 스스로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조건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 글에서는 

벤자민 스팍의 육아 조언이 인종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를 내재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가 전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인 자발적인 통제를 

통한 민주주의 사회 구현이라는 이상 속에 인종적 측면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고려했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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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ssing ‘Race’ in Benjamin Spock’s Child-rearing Advice

Lee, Namhee

This paper deals with race issues in the realm of child-rearing in the 

mid-twentieth century America, with a special attention to Benjamin 

Spock’s The Common Sense Book of Baby and Child Care and his 

advice. A beloved baby doctor, Benjamin Spock was one of the 

prominent liberal activists during the time. He explicitly advocated 

the student protest movements and civil rights movements as 

well. Doing so, Spock was perceived as liberal, embracing non-

discriminatory efforts. However, after 1960s, Spock was criticized 

by those who thought that his ideas inevitably excluded certain 

groups of mothers. Thu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re is the 

issue of race--and class--excluded from Spock’s ideas and advice 

and what aspects Spock overloo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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