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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강행실도의 아동교육사적 가치 연구

강미희

본 연구는 삼강행실도 언해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아동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고
아동교육의 역사라는 큰 틀 속에서 삼강행실도가 차지하는 비중과 교육적 가치를 집중적으
로 조명하였다. 연구방법은 삼강행실도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고서 등 광범위한 자료에 기
초하여 아동교재, 아동교육, 아동문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삼강행실도를 연관지어 비교 분
석하는 한편 통시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고찰 및 해석하였다. 연구결과 삼강행실도
는 아동교육사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교육적 가치가 있었다. 첫째, 아동을 성인 못지
않게 중요한 교육대상자로 인식하고 아동의 흥미와 이해수준을 일정부분 반영하여 내용과
형식을 구성했다. 둘째, 우리나라 아동이 처음으로 접한 유교이념을 내용으로 한 그림교
재․위인전기 그림책 및 역사소설․우리나라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옛날 이야기 그림책
이다. 셋째, 소학보다 먼저 아동들에게 대중적인 보급에 성공하여 조선 전기 15세기 아동
교육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큰 비중을 차지했다. 넷째, 조선시대 아동들에게 가장 오
랫동안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널리 읽혀졌다. 다섯째, 아동 교육기회균등 정신을 내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했다. 여섯째, 현대적인 의미의 효과적인 시청각적 교수매체 기능을
갖추었다. 즉 삼강행실도는 우리나라 아동교육 역사상 아동이 접하고 아동에게 사용된 교
재로는 삼강행실도 간행 전의 책과는 확연히 다른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교재일 뿐 아니라
아동들에게 매우 놀랄 만한 파급효과와 교육적인 성과을 거두었다. 이는 그만큼 삼강행실
도가 조선시대의 아동들에게도 좋은 책으로서의 특성과 긍정적인 요소를 두루 갖춘 우수한
삼강윤리 교재로써 아동교육에도 크게 기여했음을 시사해 준다.

주제어(key word) : 삼강행실도(samkang-haengsil-do)
아동교육사적 가치(value in the history of child education)
그림교재(picture materials)
시청각적 교수매체(audio-visual instruction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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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문제
삼강행실도는 조선시대의 부녀자와 아동 및 일반서민층 그리고 사대부와 관료 등 전국민
들에게 유교의 기본이념인 삼강윤리를 교육하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작되어 널리 보
급된 서적이다. 그런데 삼강행실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그것은 대부분 국어사(홍윤
표, 1998; 황인권, 1989), 국어학(고명균, 1993; 정우영, 2000), 언어학(이숭녕, 1978), 문학(김진
영, 1998; 박용식, 2001), 판화의 발달(송일기․이태호, 2001; 정병모, 1998) 복식의 변천(임명
미, 1996), 한글의 변천(남황우 외, 1978). 인쇄술의 변천(손보기, 1986, 2000), 서지학(송종숙,
1988) 및 교육학(김항수, 1998; 김훈식, 1998; 손인수, 1999; 임명옥, 1997; 하우봉, 1983) 등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삼강행실도를 아동과 관련시켜 아동교육 및 아동교재 또는 아동문학 측면에서 다
루어진 연구는 그리 흔치 않다. 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삼강행실도가 아동 보다는 성인
을 주요한 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졌을 뿐 아니라 삼강행실도의 직접적인 제작동기 역시 아동
보다 성인에 더 많은 비중을 둔 서적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
다. 물론 삼강행실도는 아동만을 위한 아동 전용 교재가 아니며 조선시대의 유교이념의 기
본인 삼강윤리에 대한 성인들의 사회교육에 큰 몫을 담당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못
지않게 삼강행실도는 아동 및 아동교육과도 상당한 관련성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세종은 삼강행실도 서문에 있는 삼강행실 반포교지(설순 외, 1982)에서 글자를 모르는 남
녀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삼강행실도에 그림을 그려 넣었다고 하였으며 이
는 또한 거리의 아이와 시골의 아낙까지도 쉽게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김원룡, 1982: 3-18). 즉 삼강행실도는 일반서민층과 부녀자 못지않게 글자를 모르는 비문해
자인 아동을 특별히 배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에는 “세종 말년에 가서 삼강행
실도가 궁촌벽항의 아동, 부녀에까지 이르러 보고 느끼지 않는 이가 없었다(세종실록, 권27,
32년 2월 丁酉條)”라고 적혀 있다. 또한 삼강행실도는 향교를 통해 소학(小學), 근사록(近思
錄), 제사(諸史) 등과 함께 아동들에게 학습된 교육자료이다(손인수, 1999: 186-192). 그리고
삼강행실도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실존했던 효자․충신․열녀들의 이야기를 그림과 글로 표
현한 설화적, 전기적 성격을 띤 이야기 그림책으로 단순명쾌한 플롯, 교육성, 문학성, 예술성
등 아동 그림책으로서 갖추어야 할 구성요소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아동 그림책 또는 설
화적․위인전기적 그림책, 옛날 이야기 그림책으로서도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도
확인되었다(강미희, 2003).
이와 같이 삼강행실도는 조선시대의 성인들 뿐만 아니라 아동들에게도 유교의 기본이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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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강윤리 교육용 서적으로 아동교육 차원에서도 일익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아동 및 아동교
육과 관련해서도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삼강행실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아동 및
아동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간과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져서도 안 될 것이다. 즉 삼강행실도가
성인과 아동에게 끼친 영향력 및 교육적 가치와 의미를 종합적으로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는 아동과 관련된 아동교육 또는 아동교재, 아동문학 등의 다양한 접근을 통한 고찰과 분석
및 해석 등 이에 대한 폭 넓고 심도있는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삼강행실도를 아동과의 관련성에 의미를 두고 이에 초점을 맞춰 아동교
육의 역사라는 큰 틀 속에서 삼강행실도가 차지하는 비중과 교육적 가치를 집중적으로 조명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삼강행실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고서 및 사학과 관련된 연구 등
광범위한 자료에 기초하여 아동교재, 아동교육, 아동문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삼강행실도를
연관지어 비교 분석하고 관계짓는 한편 통시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고찰 및 해석하였
다. 이는 삼강행실도에 관한 연구에서 아직 언급되거나 시도된 적이 없는 삼강행실도와 아
동교육간의 연관성을 논하는 새로운 관점의 연구로 우리나라 아동교육의 역사에서 삼강행실
도가 차지하는 비중 및 교육적 가치와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통찰하고 평가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삼강행실도는 아동교육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가?

2. 용어의 정의
1) 아동교육
본 연구에서 아동교육은 16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 비형식적 교육 전체
를 일컫는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7, 8세부터 15, 16세에 해당하는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의미한다. 이는 삼강행실도가 간행 및 보급된 당시의 향교 및 서당에 입학한 아
동의 연령 및 성동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한 것이다(손인수, 1998: 477; 1991: 55; 유안
진, 1990: 76; 이문건, 1997; 이은화 외, 2001: 38-41).
2) 찬(贊)
남의 아름다운 행적을 기리는 글(신기철, 신용철, 1987) 즉, 공을 세우거나 훌륭한 업적을
쌓은 이를 기리고 칭송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삼강행실도에 등장하
는 효자, 충신, 열녀의 훌륭한 업적을 기리고 칭송하기 위해 쓴 4언 12구의 한문으로 된 글
(허침, 정석견, 1972: 40)을 말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삼강행실도에 찬(贊)이라 명명하여 쓰
여진 서사시 성격을 띤 글로 시(詩) 다음에 덧붙여 쓰여진 찬(贊)을 일컫는다(그림 2와 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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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1490년(성종21년)에 간행하여 보급된 삼강행실도 산정언해본(刪定諺解本) 즉 삼
강행실도 언해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 실제로 사용된 삼강행실도
언해본은 1972년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펴낸 삼강행실도 언해본임을 밝힌다. 이것은 효종
4년 (1653년)에 간행된 중간본으로 현재 성균관 대학교 도서관 소장본(크기: 22.9cm ×
37.6cm)을 축소하여 영인한 것이다. 이하의 기술에서 삼강행실도 언해본은 삼강행실도로 축
약하여 칭한다. 다만 삼강행실도 언해본을 삼강행실도 초간본과 구분하여 일컫는 경우에만
삼강행실도 언해본이라고 한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고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과정을 거
쳐 연구가 수행되었다. 우선 연구대상인 삼강행실도 언해본을 중심으로 한글과 한자, 그림
등을 면밀히 관찰 및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한글로 주
석을 덧붙인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효자편, 충신편, 열녀편 3권 3책의 영인본을 참고하였다.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옛날 서적 중에서 글과 그림이 함께 들어있는 고서 즉, 입학도설(入學
圖說),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 소학서도(小學書圖), 주해도상동몽초학(註解圖上童蒙初學), 격
몽요결(擊蒙要訣), 성학십도(聖學十道), 속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圖),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등의 자료와 문헌을 삼강
행실도와 관련지어 조사하고 비교 고찰하였다. 또한 고서들에 대한 제작년도, 저자 등에 관
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고서 감정전문가이자 우리나라의 인쇄기술에 관한 전문연구가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조선시대 아동용 교재로 보편화된 소학 및 동몽선습 등을 삼강행실도
와 관련지어 비교 및 고찰하였다. 이 외에 삼강행실도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사학과 관련된
연구물 등 광범위한 자료에 기초하여 아동교재, 아동교육, 아동문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삼
강행실도를 연관지어 연구하였다. 다음에는 이를 통시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아동교
육의 역사라는 큰 틀 속에서 고찰하고 해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삼강행실도가 차지하는
아동교육사적 가치와 비중을 도출하고 규명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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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삼강행실도의 편찬배경
조선왕조는 성리학을 국시로 천명하고 개국한 철저한 유교이념 국가로 국민들에게 효자․
충신․열녀상을 통해 삼강이념 및 삼강윤리를 정착시킴으로써 국가 통치체제를 강화 하고
지탱하는 기틀로 삼고자 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에서 삼강오륜은 인간이면 반드시 실천하
여야 할 도리로 여겨졌으며 삼강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상죄(綱常罪)라 하여 특히
무거운 벌을 내려 그 실천에 철저를 기했다. 반면에 삼강과 오륜의 도리를 지킨 사람들에게
는 표창하고 관직을 제수하였으며 천인들에게는 면천시키는 등 신분을 상승시켰다. 또한 정
표(旌表)하는 홍살문을 세워 세상에 널리 알리고 그 행적에 따라 벼슬자리까지 주었다(손인
수, 1999: 283-364). 더 나아가서는 삼강을 실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정 및 사회의 풍속을
바로 잡고 유교 국가로서의 기강과 중앙집권적 왕권을 확고히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조선왕조는 삼강윤리가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확대되도록 유교이념을 널리 보급
하여 백성을 교화시킬 목적으로 삼강(三綱)과 오륜(五倫), 오상(五常)과 관련된 유교적 사회윤
리 서적을 조선 초기부터 많이 간행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삼강행실도도 제작 및 배포되
었으며 이러한 계통의 대표적인 서적이 효행록(孝行錄),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여사서(女四
書),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 속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圖),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
行實圖),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돈효록(敦孝錄), 어제백행원(御製百行源) 등이다(송종숙, 1988).
이 중에서도 특히 삼강행실도는 가장 대표적인 서적으로 조선시대 윤리 및 도덕 서적 중 가
장 먼저 나왔을 뿐 아니라 가장 오랫동안 많이 읽힌 기념물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손인수,
1999: 146-148).
삼강행실도의 삼강이란 군(君)․친(親)․부(夫)에 대한 신(臣)․자(子)․부(婦)가 지킬 충(
忠)․효(孝)․정(貞)의 삼도(三道) 즉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위자강(父爲子綱), 부위부강(夫爲婦
綱)을 말한다. 각각 임금과 신하, 어버이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를 실천하여 효자(孝子)․충신(忠臣)․열녀(烈女)가 된 이들의 행실을 모아 그림과 글로 나타
낸 것이 삼강행실도인 것이다(김원룡, 1982).
삼강행실도의 직접적인 편찬동기는 세종 10년(1428년) 진주에 사는 김화(金禾)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세종은 이 소식을 듣고 놀라 그 해 10월
에 경연에 나아가 신하들에게 효의 풍속을 드높이는 방안을 논의 하였다. 이에 변계량(卞季
良)이 고려시대 권부(權溥)가 지은 효행록 같은 서적을 간행 널리 반포하여 국민들이 읽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세종은 직제학 설순(偰循)의 책임하에 효행록
을 바탕으로 중국 원나라의 곽거경(郭居敬)이 편찬한 이십사효(二十四孝)와 새로 중국의 이름
난 효자 20여 명을 증보하고 또 우리나라의 삼국․고려시대의 효자로서 특출한 자들도 한데
모아 국민교화서적 즉 삼강행실도를 만들게 하였다(김원룡, 1982: 4-5). 삼강행실도는 크게 2

84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0권 제3호)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삼강행실도 초간본으로 가장 먼저 만들어졌으며, 순한문으로 된 글과 그림으로 이
루어졌다. 세종의 명에 의해 세종 10년 (1428년) 10월에 설순의 책임하에 편찬되었고 세종
14년(1432년) 6월 초고가 완성되었으며, 세종 15년 (1433년) 2월 주자소에서 판각을 완료하여
세종 16년(1434년) 11월에 반포되었다. 이것은 효자도․충신도․열녀도가 3권 3책으로 분리
되어 독립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 효자․충신․열녀 각각 110인씩 총 330인의 행실을 그림
을 앞에 놓고 뒤에 한문으로 행실을 기록한 다음 시(詩)와 찬(贊)을 연이어 실었다. 시는 효
자의 경우 명나라 태종이 보내준 효순사실(孝順事實)에 실린 시와 고려시대 권부가 편찬한
효행록(孝行錄) 중에서 이제현이 쓴 찬(贊)을 전부 기록하였으며, 거기에 없는 충신, 열녀편의
시들은 모두 편찬관들이 나누어 지었다고 전해진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삼강행실도 초간본
은 3권 3책 단 1질이다(김원룡, 1982). 이것은 원전에 가까운 것으로 고증되고 있으며 삼강행
실도 효자도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충신도는 서울대학교, 열녀도는 호암미술관(전 김원룡
소장)에서 소장하고 있다(정병모, 1998: 185-227).
또다른 하나는 1490년(성종21년)에 간행된 삼강행실도 산정언해본(刪定諺解本) 또는 언해본
(諺解本)으로 불리는 것으로 이것은 앞서 간행된 삼강행실도 초간본에 한글 번역이 첨가된
것이다. 성종의 명에 의해 허침, 정석견 등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이는 삼강행실도 초간본에
있는 110인씩 총 330인으로 된 효자․충신․열녀의 수를 줄여 각각 35명씩 재선정하여 총
105인을 3권 1책으로 합한 것으로 대폭축소하여 재편한 것이다. 그래서 삼강행실도 산정언
해본(刪定諺解本) 또는 삼강행실도 재편언해본(再編諺解本)이라고도 불리워진다(송일기, 이태
호, 2001; 79-121). 삼강행실도 언해본은 삼강행실도 초간본과 비교했을 때, 그 양만 3분의 1
로 줄었을 뿐 그림과 글자의 내용 등은 바뀌지 않은 채, 한글 번역을 첨가한 것만 다르다.
따라서 삼강행실도 언해본(諺解本) 또는 삼강행실도 국역본(國譯本)으로 불리워지기도 한다
(김영배, 김무봉, 1998: 16-17). 이 삼강행실도 언해본이 나옴으로써 삼강행실도 초간본은 서
서히 사라지고 국문인 한글 표기가 첨가된 삼강행실도 언해본이 보다 전국민에게 널리 읽혀
지고 대중적으로 보급되었다(김원룡, 1982).

Ⅳ. 삼강행실도의 아동교육사적 가치
1. 아동용 전용 교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성인 못지않게 중요한 교육대상자로
인식하고 아동의 흥미와 이해수준을 일정부분 반영하여 내용과 형식을 구성한 삼강행실도
이와 관련된 삼강행실도의 아동교육사적 가치에 대한 분석결과 및 해석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삼강행실도는 그림과 글이 차지하는 분량 및 내용상의 비중 등에서 그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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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글과 거의 동등하게 격상시켜서 아동들로 하여금 삼강행실도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
를 유발하여 접촉빈도, 주의집중, 학습지속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즉 아동들로 하여금 그림을 유심히 관찰하도록 유도하여 아동들이 삼강행실도를 충분한 시
간을 갖고 음미하도록 짜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그 당시의 아동들에게는 거의
접해 본 적이 없는 그림이 상당한 지면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그림책이라는 것을 감안했
을 때, 아동들의 호기심과 흥미는 매우 높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삼강행실도의 그림은 글자로 된 본문의 내용을 보조하는 삽화의 성격이 아닌 내용 전체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있게 다뤄진 회화적인 그림일 뿐 아니라 그림이 차지하
고 있는 분량 및 그림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상의 비중도 글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다. 즉 삼
강행실도가 간행되기 이전의 그림이 들어있는 서적들은 대부분 그림이 글을 보조하거나 이
해를 돕기 위한 부수적인 역할을 하거나 글보다 적은 분량으로 다루어졌고 내용상으로도 그
림이 글보다 더 적은 의미를 지니거나 글의 내용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도표 및 도
식에 가까운 그림을 삽입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삼강행실도의 그림은 한
글 본문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대략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 장면의 그림을 엮어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통합하는 방식 즉 이야기를 여러 장면의 그림조각으로 구성하여 크게
하나로 완성한 이야기 그림과 같은 인상을 준다. 이를 현대적인 시각에서 말하면 그림동화
책에 나오는 그림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삼강행실도의 그림과 글의 분량은 이야기 1편당 2쪽 분량을 차지하는데 그림이 앞
면 1쪽 분량을 거의 차지하고 있고 그림의 상단 윗부분에 5분의 1 분량에 해당하는 한글로
된 본문이 쓰여져 있다. 다음 뒷면 1쪽 분량의 제일 윗부분 상단에는 앞면의 한글 본문이
연이어 뒷면의 5분의 1 분량 정도 쓰여진 채 마무리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기
까지만 해서도 이미 삼강행실도 한편의 이야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아동들이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삼강행실도는 앞면의 그림과 앞면 상단의 한글 본문 및 뒷면의 상단에
있는 한글 본문만으로 각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
그런데도 삼강행실도는 여기서 글을 끝내지 않고 한글 본문 외에 뒷면 5분의 4를 한글 본
문과 동일한 내용의 한문 본문을 쓰고 다음에는 한시 및 한문으로 된 찬을 연이어 함께 실
었음을 볼 수 있다. 즉 한글 본문 외에 한문 본문과 시와 찬은 사실상 한글 본문의 내용을
축약한 다양한 형식의 글로 중복하여 쓴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삼강행실도는 이야기
한편당 그림과 글의 전체적인 분량으로 보면 그림과 글이 각각 1쪽씩 2쪽을 차지하고 있으
므로 그림과 글은 각각 50%씩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상 전체적인 메시지
전달이 가능한 한글 본문과 그림의 분량만 비교할 경우 그림의 분량은 한글 본문보다 적게
는 1배에서 많게는 2배 정도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삼강행실도는 그 당시의 성인 뿐만 아니라 아동들에게도 흥미있고 재미있으며 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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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준 교재라는 것을 기록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선조(宣祖)대에 사헌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올린 적이 있다
삼강(三綱), 이륜(二倫)은 곧 명륜(眀倫)하는 책으로서 방언(方言)으로 번역되고 그
형상(形象)을 그림으로 그렸으므로 여항(閭巷)의 부인(婦人), 어린이(小子)로 하여금 잠
깐 한번만 보아도 흠복(欽服)하고 감탄(感歎)하여 선한 마음이 절로 생기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으니 풍화(風化)에 기여함이 어찌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청컨대
해당 조(曹)로 하여금 많은 숫자를 인출(印出)하여 중외(中外)에 반포(頒布)하여 눈으
로 보고 마음으로 감동하는 본보기로 삼으소서(선조실록, 권199, 39년 5월 戊子條).
선조는 이를 윤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선조가 삼강행실도를 책의 모델링 및 모범으
로 삼고 귀히 여기는 마음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당시의 아동들에게도 그만큼 쉽게
이해되고 누구나 감동하며 읽을 수 있는 교재로 받아들여졌을 분위기를 추측하게 한다.
셋째, 삼강행실도의 내용은 조선시대 초등교육기관인 서당교육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삼강
오륜의 일부인 삼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삼강행실도에서 내용의 핵심을
이루는 유교의 기본이념인 삼강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아동용 교재였던 소학과 동몽선습에
서도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다. 동몽선습과 소학의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동몽선습은 전반
부에는 오륜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후반부에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위주로 구성되었
다(최봉영, 1984). 그리고 소학은 내편(內篇)과 외편(外篇)으로 나누어지고 내편은 입교(入敎),
명륜(明倫), 경신(敬身), 계고편(稽古篇)편으로 구성되었고 외편은 가언(嘉言), 선행편(善行篇))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동몽선습 전반부의 오륜과 소학의 명륜편 일부가 바로 삼
강행실도의 삼강윤리에 관한 내용이다(김향, 1994; 박종황, 1999; 윤영숙, 1996; 최봉영, 1984).
따라서 삼강행실도가 포함하고 있는 삼강윤리의 주제 및 내용이 서당교육에서 사용했던 아
동용 교재인 소학 및 동몽선습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거나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삼강행실도는 비록 성인과 아동 양자를 교육대상으로 하여 만들어졌지만 삼강행실
도의 삼강윤리는 내용상으로 소학 및 동몽선습보다 더 어려운 삼강윤리 내용으로 구성되었
다고 볼 수 없다. 즉 삼강행실도는 유교의 기본이념인 삼강오륜의 삼강윤리와 관련된 내용
을 담고 있지만 동몽선습이나 소학처럼 삼강윤리에 대한 원리 및 이론을 위주로 설명한 것
이 아닌 중국과 우리나라의 실존했던 뛰어난 효자․충신․열녀의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이야
기 형식의 글(한글․한문)과 그림으로 기록한 것이다. 서술 형식에 있어서도 한글 본문 외에
한문 본문 및 시와 찬을 덧붙였다. 그리하여 자칫 아동들에게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삼강윤리를 보다 부드럽게 접근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동들이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갖
고 감동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에 소학은 아동들이 읽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조의 주청이 있자 세종은 명나라의 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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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지은 아동용 소학교재로 지은 ‘집성소학’ 100권을 사오게 해서 보급한 바 있다(박종황,
1999). 이에 비해 삼강행실도는 현재 밝혀진 왕조실록 및 관련 연구에서도 삼강행실도의 내
용이 아동들에게 어렵다는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속편까지 계속 간행되고 발
전된 것을 참작하면 삼강행실도의 내용이 아동용 교재인 소학 및 동몽선습보다 아동들에게
결코 어렵게 느껴지는 책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넷째, 삼강행실도에는 17세 이상의 성인 뿐만 아니라 아동도 일정한 부분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아동의 연령에 해당하는 주인공를 통해 아동들로 하여
금 효자를 자신과 동일시하여 실천효과를 높이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효자편을 살펴보면 아동이 주
인공으로 등장한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는 모두 7편으로 ‘양향액호(楊香搤虎)’, ‘황향비침(黃
香扇枕)’, ‘원각경부(元覺警父)’, ‘왕연약어(王延躍魚)’, ‘길분대부(吉翂代父)’, ‘노조순모(盧操順
母)’, ‘누백포호(婁伯捕虎)’이다(허침, 정석견 외, 1972). 이것은 삼강행실도 효자편 전체의 5분
의 1 즉 20%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그리고 이 7편의 내용에서 주인공인 효자로서의 아동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호랑이에게 달려들어 범의 목을 움켜잡는 모습(楊香搤虎)’, ‘아버지를
위해 여름에 베개와 잠자리에 부채질하여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몸으로 이불을 따뜻하
게 하는 모습(黃香扇枕)’, ‘늙고 병든 할머니를 아버지가 산속에 버리는 것을 뉘우치도록 아
버지에게 항변하는 모습(元覺警父)’, ‘한 겨울에 어머니께 드릴 생선을 구하기 위해 얼음을
깨는 모습(王延躍魚)’, ‘ 아버지의 억울함과 목숨을 구하기 위해 신문고를 치고 아버지 대신
죽기를 마다하지 않는 모습(吉翂代父)’, ‘계모가 밥 짓는 일, 나귀의 채찍을 잡는 일 등 종
부리듯 아무리 궃은 일을 시켜도 계모를 미워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盧操順母)’,
‘호랑이로 인해 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호랑이 굴로 찾아가 호랑이를 도끼로 찍어
죽이는 모습(婁伯捕虎)’으로 그려져 있다.
한마디로 조선시대 삼강행실효자도에서 원하는 아동으로서의 효자는 부모가 자식에게 어
떻게하든 자식은 부모를 무조건 복종하고 한 없이 순종하는 유연한 성품을 지녀야 하는 것
으로 그려졌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 봉양을 극진히 할 뿐 아
니라 부모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 구하는 용감하
고 강인한 모습으로 제시해 놓았다. 즉 삼강행실도에서 바라는 효자상은 외유내강(外柔內剛)
형임을 말해 주고 있다. 그리고 삼강행실효자도에 나오는 아동 주인공의 연령은 7세, 9세,
10세, 13세, 15세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동들이 삼강행실도를 읽거나 학습할 때 자신과 동
일시해서 생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동이 효를 실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효과도 크다.
다섯째, 삼강행실도의 한편의 이야기 내용은 한글 본문만으로도 글의 내용을 충분히 전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문 본문 및 시와 찬을 덧붙여 연이어 함께 실음으로써 아동들에
게 다양한 형식의 문학적 장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이야기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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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한 글을 통해 아동이 자연스럽게 반복 학습함으로써 이야기
내용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교육방법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크다.
여섯째,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효자편은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효자편에 있는 7편을 포함하
여 ‘염범부골(廉范負骨)’, ‘유은몽속(劉殷夢粟)’, ‘오맹문서(吳猛蚊噬)’, ‘허탄격수(許坦擊獸)’,
‘귀진단지(貴珍斷指)’, ‘박선노묘(朴善盧墓)’ 등 6편이 더 실린 13편(설순 외, 1982)이 아동을
효자 주인공으로 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런데 삼강행실도 언해본에서는 이 6편을 실지
않았는데 이는 아동교육 측면에서도 실지않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는 교육적인 판단하에 내
려진 결정이라는 것이 감지된다. 즉 이 6편의 이야기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너무 극단적이
고 과격하며 잔인한 장면 혹은 감동이 약하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 또는 비슷한 이
야기 내용 및 장면이 중복되는 경우, 아동에게 너무 무리가 있고 위험성을 지닌 효의 실천
사례만을 삭제한 것을 볼 수 있다.
삼강행실도 언해본에 실지 않고 삼강행실도 초간본에만 남아있는 효자로서의 아동 주인공
모습을 살펴보면, ‘죽은 아버지가 든 관을 배를 타고 운반하다 배가 침몰하자 아버지가 든
관을 끌어앉고 함께 물에 빠지는 모습(廉范負骨)’, ‘증조모가 한겨울에 미나리 먹기를 원하자
진펄 가운데서 통곡하여 기어히 미나리를 얻어 봉양하는 모습(劉殷夢粟)’, ‘여름철 모기가 어
버이 무는 것을 염려하여 모기가 자기쪽에 와도 쫓지 않고 가만히 놔 두는 모습(吳猛蚊噬)’,
‘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는 중에 아버지가 맹수에게 물리자 소리를 지르며 몽둥이로 쳐서 맹
수를 물리치는 모습(許坦擊獸)’, ‘아버지의 간질병을 고치기 위해 손가락을 잘라 약을 만들어
바치는 모습(貴珍斷指)’, ‘아버지가 죽자 3년 동안 무덤곁에서 생활하면서 음식을 올리고 돌
로 담을 쌓는 여묘살이 모습(朴善盧墓)’ 등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아동을 위한 바람직한 교
육적인 조치 차원에서 삼강행실도 초간본에 있는 효자 이야기 6편을 제외했다는 것을 설득
력있게 나타내고 있다.
일곱째, 김훈식(1996)은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중요한 보급대상이 ‘부녀아동(婦女兒童)’이었
다는 명백한 증거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禮典) 장려조(獎勵條)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
다. 이는 삼강행실도가 성인을 주요한 대상으로 제작되었지만 아동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
았음을 말해 준다. 이와 같이 삼강행실도는 아동용 전용 교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중요한 교육대상자로 인식했을 뿐 아니라 아동들의 호기심과 흥미 및 이해수준도 일정 부분
반영하여 삼강행실도의 내용 및 형식을 구성했다는데 아동교육사적인 가치가 있다하겠다.

2. 우리나라 아동이 처음으로 접한 유교이념을 내용으로 한 그림교재․위인전기 그림책 및
역사소설․우리나라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옛날 이야기 그림책 삼강행실도
이와 관련된 삼강행실도의 아동교육사적 가치에 대한 분석결과 및 해석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글과 그림이 함께 들어있는 옛날 서적중 삼강행실도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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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시기에 간행된 것을 살펴보면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과 입학도설(入學圖說) 등을 들 수
있다(장덕삼, 1998: 57-7; 강문식, 1999: 27-48; 이태호, 2000: 219-253). 부모은중경(1378년)은
조선시대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많이 간행된 것으로 자식을 낳아 키우는 부모의 은혜를 기
리는 내용으로 어머니가 임신에서 양육까지의 과정을 칭송한 글과 함께 어머니의 산고와 관
련된 10가지 은혜를 그림으로 표현한 23종의 변상도(變相圖)로 불리는 회화적인 그림이 삽입
되어 있다. 부모은중경에 있는 그림과 글은 2가지 유형으로 변상도 그림이 상단에 제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글로 구성되거나 혹은 왼쪽에 변상도 그림을 제시하고 오른쪽에 글로 구성
되어 있다. 부모은중경 중 변상도가 최초로 들어있는 것은 1378년에 제작된 기림사(氣痳寺)
소장의 무오본(戊午本) 불설대보부모은중경(佛說大報父母恩重經)이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유
행한 부모은중경 판본과 변상도 판화의 주요한 모본이다(이태호, 2000).
입학도설은 권근(權近)이 고려말기 1390년(공양왕 2년)에 저술한 것으로, 초학자들을 위한
성리학 입문서로 어려운 성리학의 원리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 성리학의 기본이 되는 천(
天)․인(人)․심(心)․성(姓)으로부터 사서오경(四書五經)의 요지를 도(圖)와 설(說) 즉 그림과
글로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천명(天命), 이기(理氣), 음양(陰陽), 오행(五行), 심성(心
性), 사단칠정(四端七情) 등 성리학의 중심 개념들을 교사와 학생간의 문답을 통해 그림과 글
로 풀이하고 있다(강길수, 1985). 조선초기 1397년(태조 6년)에 진주에서 전집(前集)이 처음 간
행되었고, 다시 세종 7년(1425)에 추가로 14종의 도설을 후집(後集)으로 한 합집본이 간행되
었다. 그리고 입학도설은 전집 23개, 후집 14개, 부록 1개 등 총 38개의 도설로 되어 있고
각 장마다 제일 먼저 도설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는 도표 및 도식에 가까운 그림이 제시된
다음 한문으로 된 글로 구성되어 있다(강문식, 1999).
부모은중경은 우리나라 최초의 그림이 들어있는 불교 서적이라고 할 수 있고 입학도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그림이 들어있는 유교철학 서적(손보기, 1986)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최소한 아동들이 볼 수 있고 또는 아동교육에서 사용된 그림교재로 일컬을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있다. ① 아동이 학습대상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성인만을 주요한 대상으로 한
점(강문식, 1999; 이태호, 1997: 224 재인용). ② 내용과 그림에 있어서도 부모은중경은 불교
서적인 까닭에 부처와 보살, 불제자가 등장하고 부모의 산고에 대한 아픔과 은혜에 관한 것
이고, 입학도설은 어려운 성리학 이론에 관한 것을 다룬 것으로 둘다 아동의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멀어 아동들에게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운 점 ③ 이야기 형식이 아닌 이론
적, 설명식 성격이 강해 아동들이 읽기에는 매우 딱딱하고 흥미를 유발하기 어려울 뿐 아니
라 아동들의 지적인 이해수준에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부모은중경과 입학도설은 삼
강행실도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그림교재 또는 시각교재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최소한 아동들이 볼 수 있고 아동교육에서 사용된 그림교재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옛날 서적중 삼강행실도 이후에 간행된 그림이 들어있는 서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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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삼강행실도 속편에 해당한다(김항수,
1998, 229-245). 그리고 삼강행실도 속편의 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해도상동몽초학(註解圖
像童蒙初學)이 있다. 주해도상동몽초학은 필사본으로 한문과 한글,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용은 오륜에 관한 것으로 그림은 5장면으로 일륜마다 1장면씩 그려져 있다. 그림은 오륜
행실도에 있는 그림을 모방하여 옮긴 것이며 글은 동몽선습 본문 중에서 오륜의 글을 그대
로 옮겨 놓았다. 따라서 조선시대 대부분의 아동용 그림교재들은 삼강행실도 보다 늦게 편
찬되었거나 삼강행실도의 영향으로 쓰여진 속편에 해당하며 혹은 속편의 어느 한 부분을 모
방하여 옮겨 놓은 아류에 속하는 경향이 있다(손보기, 고서 및 인쇄기술에 관한 연구전문가
면담, 2002. 05. 18).
이 외에도 소학의 내편에 해당하는 입교편, 명륜편, 경신편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넣어
자세히 설명한 소학서도(小學書圖)가 있는데 이것은 소학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삽
입하여 소학을 재편한 아동용 그림교재이나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닌 중국인
하사신이 지은 것으로 원본을 중국에서 들여와 우리나라에서 복각하여 목판본으로 인쇄되었
을 가능성이 높으며 한글 표기는 없는 순한문으로만 이루어져 있다(손보기, 고서 및 인쇄기
술에 관한 전문연구가 면담, 2003. 10. 25).
그리고 삼강행실도보다 먼저 편찬되었고 그림이 들어있는 책으로 고려 충예왕 2년(1346년)
경에 권준과 권부에 의해 편찬된 효행록(孝行錄)이 있다. 효행록은 삼강행실도의 바탕의 기
저가 되기도 한 책이다. 효행록 서문에 의하면 권준이 화공을 시켜 효자 24인의 그림을 그
리고 거기에 효행기사와 찬을 첨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존 본에는 그림이 들어있는 것
이 없다. 언제부터 효행록에서 그림이 없어졌는지에 관해서는 기록이 없으므로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서문의 내용으로 보아 고려말에 권준이 편찬한 원본의 전편에는 그림이 있었
으나 후편에는 없었던 듯 하다. 본문만 남아 전래된 것은 아마도 그림은 전사나 판각에 어
려움이 많았을 뿐 아니라 원본도 필사본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송종숙, 1988). 그리고 설령
그림이 들어있는 효행록 현존본이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 권준이 효행록을 편찬한 동기가 연
로한 85세의 부친 권부를 즐겁게 해 드리고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편찬동
기 자체가 아동교육 차원에서 사용한 그림교재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즉 제작동기가 교
육적인 차원에서 교수와 학습을 위한 동기보다는 한 개인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선물의
의미로 지어진 것이다. 이것은 효행록이 삼강행실도처럼 처음부터 교육을 목적으로 편찬한
서적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아동교육에서 처음 사용된 유교이념을 내용으로 한 그림교재 및
시각교재라는 교육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미흡하다.
그리고 격몽요결(擊蒙要訣)은 1577년(선조 10년)에 율곡(栗谷) 이이(李珥)가 지은 것으로 그
림이 들어 있는 아동용 교재로 학문에 입문하는 방법과 일상생활의 언행 전반에 관하여 항
목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그림과 그에 따른 설명이 실려있는 부록이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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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어 있다(윤영숙, 1996; 안경애, 1990). 하지만 이는 삼강행실도보다 늦게 간행되었을 뿐
아니라 부록에 있는 그림 또한 글로 된 본문을 보조하는 기능을 하며 삼강행실도처럼 이야
기 그림이라는 이미지보다는 도표에 더 가까운 그림이다.
성학십도(聖學十道)는 이황(李滉)이 1568년(선조 1년)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으로 17세의 나
이로 왕위에 오른 선조에게 성군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군왕의 도에 관한 학문의 요점을
도식으로 설명한 것이다(윤사순, 2000). 이는 삼강행실도 보다 늦게 간행되었을 뿐 아니라 그
림 또한 글을 보조하는 도표 및 도식에 가까운 그림이다. 또한 아동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리고 삼강행실도가 제작되기 이전에 서적들의 전형은 주로 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
다수를 차지했고 혹 그림이 들어가는 경우는 단순한 직선과 곡선 및 원을 활용한 도표 및
도식 형태의 그림이 보조적으로 혹은 부수적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사용되어도 각 장에 단
지 한 장면만을 삽입하거나 일부분만을 삽입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에 비해 삼강행실도의
그림은 단순한 도표 및 도식 형태의 그림이 아니라 회화적인 성격의 이야기 그림으로 분량
및 내용상의 비중 등도 글과 비교하여 동등하게 다루어졌다. 그림 또한 국가의 녹을 받는
전문 화가인 당대의 화원들 즉 안견, 최경, 안귀생, 배련 등의 당대 일류 화가들이 그렸다(김
원룡, 1982: 3-18;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2; 송일기, 이태호, 2001). 그리고 삼강행실도의 그
림이나 글의 내용은 이미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아동들이 생활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소재
즉, 나귀를 채찍질하며 끌고 가는 아동, 어버이를 위해 여름에 베개와 잠자리에 부채질하는
아동,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신문고를 치는 아동의 모습 등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그려지고 다가옴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글의 내용도 실천사례 중심이고 문체도 이야기 형식
의 구어체로 아주 간단명료한 도입-전개-마무리(박용식, 2001)라는 아주 짧고 간단명료한 플
롯으로 아동들이 쉽게 이해하고 친숙하게 느껴지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삼강행실도는 우리나라의 아동교육에서 유교이념을 내용으로 하여 우리나라 사
람이 제작한 그림교재가 처음 등장한 것으로 이는 아동교육 역사상 우리나라 아동이 처음으
로 접하고 아동교육에서 사용된 유교이념을 내용으로 한 그림교재라는 아동교육사적 가치가
있다. 또한 현대적인 의미의 그림책 개념 즉 그림과 글로 구성되어야 하고 그림의 분량 및
내용상 그림이 글과 비교하여 같거나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는 점, 아동문학에서의 그
림책 전형은 이야기 및 줄거리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삼강행실도는 현대적인 아
동문학에서 그림책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 및 개념을 만족시키고 있는 그림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강미희, 2003). 또한 아동문학 측면에서 삼강행실도는 내용상으로 실존했
던 효자, 충신, 열녀 등 훌륭한 인물에 대해 사실을 바탕으로 허구를 혼합하여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위인전기 그림책 및 인물 중심의 역사소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
나라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옛날 이야기 그림책으로도 일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삼강행실도는 아동교육사적 가치 뿐만 아니라 아동문학사적인 가치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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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들에게 소학보다 먼저 대중적인 보급에 성공하여 15세기 아동교육에 상당한 영향
력을 미치고 큰 비중을 차지한 삼강행실도
이와 관련된 삼강행실도의 아동교육사적 가치에 대해 소학과 관련지어 비교 분석한 결과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최초의 아동용 교재(윤영숙, 1996)로 일컬어
지는 동몽선습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유교이념을 가르치기 위한 아동용 윤리 및 도덕교과서
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학이었다. 하지만 삼강행실도는 소학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이미
아동들에게 대중적인 보급에 성공한 삼강교육용 학습교재이자 윤리 및 도덕교과서였다.
반면에 소학은 14세기부터 정책적인 국가적인 적극적인 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15세기 중
엽까지 사회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을(태종실록, 권13, 7년 3월 戊寅條; 김향, 1994: 8-9)
뿐 아니라 정책적인 권장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였다(박종황, 1999: 19). 그러다가 15세기
말엽 성종에 이르러서야 지식층 일부에서 그 가치가 새롭게 주목되기 시작하여 중종 11년
(1516년) 소학의 권장교서(勸獎敎書)를 내리고 그 이듬해 소학을 1,300부 간행하여 관료 종친
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아동들에 대한 소학 교육을 강화시켜 나갔다. 특히 중종 13년(1518
년)에 김안국에 의해 소학 및 집성소학 등이 적극적으로 보급(중종실록, 권26, 癸未條; 김향,
1994: 21)되면서 소학은 16세기에 중종조 사림을 중심으로 한 소학 실천 운동에 힘입어 급속
한 진전을 보게 되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중종부터 명종대에 이르러 소학
서 및 유사한 소학서의 편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박종황, 1999: 21). 따라서 소
학은 16세기 중반 이후에야 아동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덕 규범을 스스로 깨닫고 실
천하게 하려는 의도로 널리 보급 및 일반화 되었다(김향, 1999: 1; 중종실록, 권34, 13년 7월
갑자조; 윤병희, 1984, 59). 즉 소학이 실제로 널리 보급되어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 시
기는 14세기 장려정책이실시된 후 성종시대(1469-1494) 이후로 급진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
다가 중종대(1506-1544)에의 16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박종황,
1999). 따라서 소학은 아동들에게 대중적으로 보급 및 보편화가 이루어지는데 2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글자를 아는 양반층 아동이나 유생들에게 국한하여 대중적인 보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소학이 보편화된 것은 17세기 후반 이후 즉 서당학규
(1659년)가 제정(효종 10년)되어 서재 및 향교로부터 서당, 서원이 분리된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물론 소학이 삼강행실도 보다 대중적으로 보급 및 보편화가 이루어진 시기
에 있어서 훨씬 늦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 과정을 대략 문헌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소학은 조선초 태종 7년(1407년)에 대표적인 유학자인 권근(權近)이 권학사목(勸學事目)을
지어 왕에게 상소를 올린 후부터 관학의 필수과목으로 되었다. 권학사목에서 권근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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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은 사람다운 도리를 지키게 하는데 간절한 책이오니 지금부터 경외의 모든
교수관으로 하여금 생도들에게 먼저 소학을 읽게 한 다음에 다른 경전을 읽도록
허락하시고 생원시험과 태학 입학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소학을 통달했는지를
조사한 다음에 입학시험을 치루도록 허락하시고, 이를 영원히 할 법으로 삼으소서
(태종실록, 권25, 13년 6월 戊寅條).
태종은 속육전(續六典)에 소학 공부를 법제화(태종실록, 권25, 13년 6월 丁丑條)하였고 세종
대에는 소학 교육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과거제도와 결부하여 진흥책을 추진하였다. 즉 세
종은 “생원복시(生員覆試) 성균관 입학 등 모든 시험에서 소학을 필수과목으로 한다”고 속육
전에 소학 공부를 법제화 하였다(세종실록, 권 49, 12년 8월 甲戌條).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
학 공부는 15세기 말까지도 아직 권장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조광조 등의
사림파가 진출하면서 교화의 수단으로 소학을 중요시하면서 점차적으로 소학이 아동들에게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중종 12년에 홍문관에서는 “삼강행실은 변고와 위급함을 만났을 때 특별한 몇 사람의 격
월(激越)한 행동이지 일상생활 중에서 행하는 도리는 아니므로 사람마다 그것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소학은 일상생활에서 절실한 것인데도…”(중종실록, 권28, 12년 6월 辛未條)라
고 아뢰었다. 즉 삼강행실도는 뛰어난 효자, 충신, 열녀들의 실천사례는 보통의 다수를 차지
하는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삼강을 실천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일상생활의 윤리를 제
시한 소학과 소학류의 교화서를 중요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김항수, 1998, 229-245; 박종황,
1999)되면서 소학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중종은 삼강행실도는 선을 본 받을 만한 것만을 말했고 악한 일을 경계하는 것은 아
니라고 하면서 새로운 책의 편찬을 주문하기도 하였다(중종실록, 권81, 31년 5월 甲子條). 이
것은 삼강행실도가 소학의 대중적인 보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
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서 삼강행실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소학은
대중적인 보급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비해 삼강행실도는 소학 보다 더 늦은 15세기에 보급되고 장려되기 시작했지만 보편
화가 이루어진 시기는 오히려 소학 보다 훨씬 빠른 15세기에 이루어졌다(김항수, 1998:
229-245). 또한 삼강행실도는 초간본이 1434년에 간행되었고 이후에는 삼강행실도 언해본이
1490년에 간행된 것에 비해 소학 및 집성소학 등은 1427년, 1428년, 1435년에 간행한 기록이
있은 후 소학언해(小學諺解)는 1506년, 1573년, 1587년 등의 간행기록이 전한다(박종황, 1999;
손보기, 1986, 2000). 즉 삼강행실도는 소학보다 늦게 간행되고 장려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
학보다 아동들에게 대중적인 보급도 더 빨리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삼강행실도 언해본도 소
학언해보다 15년 이상 더 먼저 나온 것이다. 이것은 삼강행실도가 소학보다 훨씬 그 당시의
아동들에게 파급 효과가 빨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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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삼강행실도 초간본 및 언해본이 출간된 시기인 15세기 조선 전기에 부녀자들은 물
론이고 아동들을 가르치는 독립된 제도적 교육기관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숙, 글방, 서재와
같은 형태의 사설 교육기관만 존재하던 상황이었다(손인수, 1991: 53-55). 즉 조선전기까지 초
등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손인수, 1998: 473). 다만 중앙의 사부학당
에서는 동몽학이라는 아동과정을 설치하고 아동교육을 전담하는 동몽훈도를 두는 등 아동교
육이 이루어지고(성종실록, 권10, 2년 6월 丁未條; 박종황, 1999: 20) 있었고 지방에는 향교
및 서재, 서원에서 아동들 교육도 겸하고 있었다(손인수, 1998: 473-474). 조선시대에 아동교
육이 제도화된 것은 명종 원년(1546) 6월로 비로소 향교에 들기 이전의 아동들을 가르치기
위한 제도적 방법이 마련되었다(김훈식, 1996: 161).
따라서 사실상 서당의 기능이 향교와 서원체제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된 초등교육기관 즉
아동 교육기관으로 보편화 된 것은 효종 10년(1659년) 서당학규가 제정된 17세기 후반부터이
다(손인수, 1999: 186-192). 그리고 양반 및 사대부가 아닌 중인층을 비롯한 비사족(非士族) 계
층이 서당설립 및 운영의 주도세력으로 자리 잡은 것은 18세기 후반이다. 그러므로 향교 및
서원은 조선시대 중등교육기관이었지만 서당교육이 독립된 교육기관으로 재편될 때까지 아
동교육을 겸하는 초등교육의 기능도 일정부분 담당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향
교의 입학연령의 추이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즉 향교의 입학 연령은 조선초 태조와 태종대
에 10세로 규정한 것에 비해 경국대전을 비롯한 그 후의 각종 법전에는 17세 이상으로 규정
되어 있다(손인수, 1999: 139). 또한 향교의 입학자격은 양반, 평민 자제를 가리지 않고 나이
8, 9세부터 15, 16세에 해당하는 자는 모두 입학할 수 있다는 기록(손인수, 1999: 140)이 있는
반면 경국대전에는 향교의 학생정원에 대해 16세 이하는 향교 학생의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
는다(손인수, 1999; 139-140)는 기록이 전한다.
이는 향교가 초기에는 중등교육 외에 일정한 부분 아동교육도 겸했다가 서당교육이 독립
된 체제로 보편화된 17세기 후반에야 17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중등교육만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서당이 보편화된 시기의 서당에 입학한 학생은 7, 8세
부터 15, 16세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중심이 되었는데(손인수, 1991: 55) 이는 향교가 17세기
이전의 입학 연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식적인 아동교육이 제도화되지 않고 아동용 전용 교재가 보편화되지 않은 시
대적 상황에서 향교와 가정을 통해 삼강행실도가 아동들에게 대중적인 보급에 성공한 것은
매우 놀랄 만한 성과라 하겠다. 즉 삼강행실도는 아동들에게 삼강교육용 윤리 및 도덕교과
서로서 선구자적인 역할 및 매개체로써 그 당시의 아동교육에 큰 몫을 담당했던 것이다. 또
한 소학의 대중화를 앞당기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삼강행실도는 조선전
기 15세기 아동교육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데 아동교육사적 인 가
치가 크다하겠다.
그리고 덧붙여 삼강행실도가 아동들에게 있어서 소학보다 대중적인 보급이 보다 빨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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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질 수 있었던 성공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소학은 유교윤리의 실천사례를 소
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론적 교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비해 삼강행실도는 이
와는 달리 구체적인 실천사례만을 다루어 아동들이 소학보다 훨씬 친숙감을 느낄 수 있다.
② 소학은 글만 있고 그림이 없는 반면에 삼강행실도는 글 외에 그림을 첨가하여 아동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있어서도 소학보다 효과적이다. ③ 소학은 본문 글 외에 다른
장르의 글이 없는데 비해 삼강행실도는 본문 글 외에 시와 찬을 함께 곁들임으로써 소학보
다 아동들이 쉽게 이해하고 언제든 노래하고 암송할 수 있도록 배려한데서 찾을 수 있다.
④ 나중에는 한문을 깨치지 못한 일반서민층의 아동들이 보다 쉽게 읽고 학습할 수 있도록
소학보다 먼저 한글을 첨가한 삼강행실도 언해본을 출간한 것도 대중적인 보급에 결정적 요
인으로 작용했다. 즉 삼강행실도는 아동들에게 대중적인 보급에 성공할 만한 요소와 특성을
소학보다 훨씬 많이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속편의 간행을 통해 조선시대 아동들에게 가장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널리
읽혀진 삼강행실도
이와 관련된 삼강행실도의 아동교육사적 가치에 대한 분석결과 및 해석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삼강행실도 초간본(1434)이 간행되고 한글이 창제(1443년)된 이후에는 삼강행실도
언해본(1490)이 간행되어 아동들에게 대중적인 보급에 성공을 이룬 후에도 속삼강행실도, 이
륜행실도,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오륜행실도 등 속편이 계속 간행되었다(김원룡, 1982; 3-18;
송종숙, 1988; 김항수, 1998: 229-245; 송일기, 이태호, 2001; 79-121). 삼강행실도와 속편의 간
행에 관해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그리하여 삼강행실도는 조선시대라는 긴 세월 동안 적어도 3차에 걸친 직역번역, 개역을
거듭하면서 80개 이상의 간본이 간행되는 계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리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통해 일본에도 전해지고 1579년(선조 13년)에는 삼강행실도 언해본에 기초하여
간행된 ‘화각본(和刻本) 삼강행실도’라는 2종류의 일본어본까지 존재한다(志部昭乎, 1990:
460-462; 홍윤표, 1998: 141-162). 그리고 삼강행실도와 이륜도를 하나로 묶은 삼강행실도의
마지막 속편이라 할 수 있는 오륜행실도는 현존하는 목판본이 1859년(철종 10년)까지 간행된
것이 있다. 이 외에도 언더우드가 오륜행실집요(五倫行實輯要)라 제목을 붙인 현대의 납활자
로 인쇄된 것이 있다. 여기에는 오륜행실도 가운데 33인을 채택하여 만들고 원한경이 서문
을 영문으로 쓰고 이정규가 쓴 한문으로 된 머리말이 있다(류탁일, 1974: 85-114). 또한 최고
본(最古本)으로 추정되는 삼강행실도 언해본이 대영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석주연, 2001,
117-137). 그만큼 삼강행실도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반출될 정도로 널리 알려진
서적인 것이다. 즉 삼강행실도는 초간본이 간행된 이후 15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더 나아
가서는 20세기 초까지 간행 및 보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류탁일, 1974: 85-114; 홍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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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삼강행실도와 속편의 간행
간행
순서
1

책

명

삼강행실도
(초간본)

편찬자

설순 외

간행년도

인쇄판본
(내용)

권책수
(총인물수)

나라별
인물수

1434년

목판본

3권3책

중국인 276

(세종 16년)

(효․충․정)

(330인)

한국인 54

삼강행실도

허침,

1490년

목판본

3권1책

중국인 89

(언해본)

정석견 외

(성종 21년)

(효․충․정)

(105인)

한국인 16

3

속삼강행실도

신용개 외

1514년

목판본

3권1책

중국인 0

(중종 9년)

(효․충․정)

(59인)

한국인 59

4

이륜행실도

2

5

동국신속

김안국,

1518년

목판본

2권1책

중국인 48

조신

(중종 13년)

(형제․붕우)

(48인)

한국인 0

1617년

목판본

18권18책

중국인 0

(광해군 9년)

(효․충․정)

(1,650인)

한국인 1,650

5권4책

중국인 135

(150인)

한국인 15

유근 외

삼강행실도

6

오륜행실도

이병모 외

1797년
(정조 21년)

활자본․정리자본
(효․충․정․
형제․붕우)

1998, 141-162). 그러므로 삼강행실도는 속편의 간행을 통해 장장 4, 500년이라는 장기간 동
안 계속 맥을 이어가면서 조선시대 아동들에게 가장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읽혀졌
다(류탁일, 1974: 85-114; 홍윤표, 1998, 141-162; 손인수, 1998)는데 아동교육사적 가치가 크다
하겠다.

5. 아동 교육기회균등 정신을 내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한 삼강행실도
이와 관련된 삼강행실도의 아동교육사적 가치에 대한 분석결과 및 해석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삼강행실도는 제작동기 및 편찬목적 등에서 이미 아동 교육기회균등의 정신
을 내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삼강행실도는 아동 교육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이전에 이
미 삼강행실도의 제작동기 및 편찬목적 등에서 아동들에게 보급의 대중화를 이루어 아동 교
육기회균등을 실현할 만한 내적 요인와 성숙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삼강행실도에 있는 세종의 삼강행실반포교지(설순 외, 1982)에는 “어리석은 남녀(愚夫愚婦)
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그림을 그려서 붙이고, 이름을 삼강행실(三綱行實)
이라하여 이를 인쇄해서 널리 반포하는 바이다. 이것은 아마 거리의 아이와 시골의 아낙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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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니”라고 쓰여진 것과 같이 처음부터 삼강행실도의 제작동기 및
편찬목적은 이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삼강행실도를 쉽게 이해하고 읽히게 하려는
의도와 배려를 엿 볼 수 있다. 이것을 아동과 관련지어 말하면 조선의 아동이면 누구나 공
평하게 삼강행실도를 언제든 쉽게 접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출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삼강행실도는 처음부터 아동 교육기회균등의 정신이 내포된 것을 감지할 수 있
다. 이로 인해 삼강행실도는 아동 누구나 흥미있고 즐거운 책이 되도록 책의 내용구성 및
형식체제에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을 것이며 결국에는 삼강행실도가 간행되기 전의 책과 비
교하여 기존과는 다른 획기적인 새로운 책으로 차별화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
하여 아동들로 하여금 읽고 싶은 마음이 절로 우러나는 호기심과 흥미를 끄는 책으로 완성
되어 아동 교육기회균등을 실현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를 뒷받침하듯 김훈식(1996)은 삼강행실도에서 효자․충신․열녀들의 실천사례를 그림으로
그리고 본문 외에 시와 찬을 덧붙인 것은 삼강행실도의 보급대상을 보다 넓게 잡고 있었을
뿐 아니라 내용을 더욱 쉽게 암송하거나 이해하기 위한 배려(김훈식, 1996: 152)라고 언급하
였다.
반면에 이와 관련하여 소학을 살펴보면 소학은 인륜과 덕성을 함양한 엘리트를 양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백성을 감화시켜 유교 통치체제를 빨리 구축하려는 의도에서 보급 및 장려되
었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해 성균관 입학시험인 생원시에서는 반드시 소학 시험을 거쳐야 하
고 무과에서는 선택과목으로 선정되었다(김향, 1994). 이런 측면에서 소학은 삼강행실도처럼
제작 및 보급 초기부터 아동 교육기회균등의 정신을 담고 있는 교재가 아니다.
둘째, 삼강행실도는 아동들의 성별이나 연령, 신분, 문해자와 비문해자, 거주지역에 상관없
이 조선의 아동이면 누구나 어디서든 언제나 삼강행실도를 쉽게 접하고 학습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 교육기회균등을 실현했다는데 아동교육사적
의의가 있다. 이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삼강행실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관공서로 인쇄업무를 관장하는 주자소에서 목판
본을 통해 간행하여 국가의 행정체계망를 통해 향교와 가정에 널리 보급되었다. 즉 형식적
교육기관인 학교제도권의 향교와 비형식적 교육이 행해지는 가정을 통해 가르치도록 국가적
으로 적극적인 권장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삼강행실도의 유통 및 보급은 주자소에서 목
판본을 통해 소량의 원간본을 인출해서 먼저 중앙에 있는 조정의 문신, 관료들에게 배포함
과 동시에 지방의 관서에도 보내어 그것을 저본으로 복각하여 지방의 수요를 채웠다(송종숙,
1988). 즉 조선의 오부와 팔도, 군현에 삼강행실도 원본을 보내 이것을 다시 복각하여 인쇄
하는 체계적인 유통방식을 거쳐 중앙으로부터 지방, 향교, 서원 등 전국 곳곳에 삼강행실도
가 보급되었다는 점이다(성종실록, 권229, 20년 6월 戊子條). 그리고 향교와 가정에서 아동을
가르치도록 교수의 책임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을 뿐 아니라 교육방법과 장학 및 감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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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하게 법으로 규정하였다(성종실록, 권79, 8년 4월 乙丑條, 법제처, 1978: 270; 김항수,
1998, 229-245; 손인수, 1991, 1998; 장덕삼, 1998: 57-72). 또한 수령이 삼강행실도를 봉행하는
지 관찰사가 규찰하여 출강하라는 명을 내려 이를 수령의 인사에도 반영했다(성종실록, 권
79, 8년 4월 己未條; 법제처, 1978; 김항수, 1998: 229-245; 손인수, 1998). 경국대전에는 다음
과 같이 쓰여져 있다.
삼강행실(三綱行實)을 국문(國文)으로 번역(飜譯)하여 중앙(中央), 지방(地方)의 사
족(士族), 가장(家長), 부노(父老) 또는 교수(敎授), 훈도(訓導) 등으로 하여금 부녀(婦
女), 어린이(小子)들을 교회(敎誨)하여 효해(曉解)하게 하고 만약 그 대의(大義)에 통
하고 조행(操行)이 탁행(卓行)한 자가 있으면 서울은 한성부가, 지방은 관찰사가 왕
에게 계문(啓聞)하여 시상(施賞)한다(법제처, 1978: 280).
여기서 교수와 훈도는 향교에서 아동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직명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삼강행실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필요성과 공익성을 인정하고 발간하여 보급한 국정교과
서 또는 검정교과서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삼강행실도를 아동에
게 교육시키는 것을 중요시 했을 뿐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의 아동이면 누구나 쉽게 접하고
가르침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삼강행실
도는 삼강행실도가 간행되기 전의 아동교육에서 사용된 서적들에 비해 훨씬 폭넓은 계층 및
지역에서 아동 교육기회균등을 실현했다는데 아동교육사적 의의가 크다하겠다.

6. 현대적인 의미의 효과적인 시청각적 교수매체 기능을 갖춘 삼강행실도
이와 관련된 삼강행실도의 아동교육사적 가치에 대한 분석결과 및 해석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오늘날 교육에서 교수매체는 교육목표로 하는 교수 또는 학습을 성공적으로 실현
시키는데 필요한 매개체를 말한다. 따라서 교수공학에서 교수매체의 활용은 필수적이며 가
장 효율적으로 학습효과를 낼 수 있는 교수매체의 제작은 교육공학 및 교수공학의 기본과제
이다(이영자, 박미라, 최경애, 1999). 이러한 현대적인 시각 및 의미의 교수공학적 측면에서
삼강행실도의 교육적 가치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미 한 연구(장덕삼, 1998)에서 삼강행실도는
보편타당한 교육의 대중적 원리를 실현하도록 제작되어진 시청각적 교재라는 점에서 현대의
교육적 관점에서 보아도 역사적 의미가 값지다고 하였다. 하지만 삼강행실도가 어떤 측면에
서 시청각적 교재로서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을
한 연구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현대적인 의미의 교수공학적 관점에
서 삼강행실도는 어떤 교육적 가치를 지녔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먼저 삼강행실도의 시각적 교수매체 기능을 하는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 주제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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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그림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화면에 단락의 의미를 지닌 핵심적인 그림장면들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은 적게는 1장면에서 많게는 7장면으로 다양하게 구성했고 3-4
장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외에 융통성있는 그림의 진행 방향 및 배열로 주제별 내용
과 그림이 잘 합치되면서 자연스런 효과를 최대한 살린 그림장면으로 짜여져 있다. 또한 지
그재그식 그림전개 및 배열방식, 각 이야기 장면을 산, 구름, 언덕, 건물 등으로 경계선을 구
분하여 그림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하였을 뿐 아니라 한 화면에 최대한 많은 그림을 채워 넣
을 수 있는 다원적 방식의 그림 전개를 통해 아동들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정
병모, 1998: 185-227). 또한 그림은 정확성, 사실성, 세부적인 묘사가 잘 부각되어 어떤 모습
인지 한 눈에 알 수 있어 내용에 따른 상황의 이해가 쉬운 그림장면으로 채워져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1의 ‘맹종읍죽 오(孟宗泣竹 吳)’ 즉 ‘맹종이 대숲에서 울다. 중국 오나라’
를 통해 시각적 교수매체로서 기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을 관찰하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적 효과를 최대한 살려 구성되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즉 그림 1의 2장면의 그림은 대강 어떤 내용인지를 추측할 수 있다. 그것은
① 맹종이 한겨울에 죽순을 구하다가 여의치않자 대나무 숲에서 울고 있는데 땅 위로 죽순
이 솟은 장면과 ② 맹종이 죽순을 구해 국을 끓여 병든 어머니께 드리는 효행의 극치를 이
루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림의 전개는 위에서 아래 순서로 된 하향진행이다.
그림 1은 아동이 글자를 모를지라도 그림만으로도 흥미를 느끼면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시각적 교수매체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즉 예술적 요소로서 그림은
아동들이 글로 된 문장을 읽기 전에 그림을 통한 시각적 효과를 가져와 아동들로 하여금 그
림을 음미하고 탐색하여 내용을 꾸며보고 이해하게 할 뿐 아니라 호기심과 흥미, 상상력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다음에는 문학적 요소에서 청각적 교수매체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맹종읍죽 오(孟宗泣竹
吳)’의 앞면 그림 1과 뒷면 그림 2를 살펴보면 앞면 상단의 한글로 쓰여진 본문 그리고 뒷면
의 한문으로 된 본문 그 뒤를 이어 한시와 서사시에 해당하는 한문으로 된 찬 이 3가지 문
학적 장르가 모두 한꺼번에 연이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아동의 자율적인 선
택에 의한 학습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삼강행실도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쉽게 기억하는 것
을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짧은 시와 찬은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삼강행실도의 내용을 쉽
게 암송하고 반복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남이 들을 수 있고 따라 할 수 있는 청각적 학습
효과를 유발한다. 즉 청자가 듣고 따라하기 쉽게 구성된 시와 찬은 그림의 시각적 이미지와
맞물려 쉽게 기억하고 암송하면서 입에서 입을 통해 남에게 전파되는 구전전승 효과가 있
다. 이와 같은 삼강행실도의 청각적 교수매체로서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한글과 한문으로
된 본문, 시와 찬이 다 갖추어진 ‘맹종읍죽 오(孟宗泣竹 吳)’에 쓰여진 글의 내용 즉, 그림 1
과 그림 2에 있는 한문과 한글로 된 글을 오늘날 한글 표기(설순 외, 1982: 62)로 그 의미를
해석하여 재구성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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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삼강행실도 ‘맹종읍죽 오(孟宗泣竹 吳)’의 앞면(허침, 정석견 외, 1972: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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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삼강행실도 ‘맹종읍죽 오(孟宗泣竹 吳)’의 뒷면(허침, 정석견 외, 1972: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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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맹종읍죽(孟宗泣竹 吳)의 본문․시․찬
제목

‘맹종이 대숲에서 울다. 중국 오나라(孟宗泣竹 吳)’
맹종은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어머니가 늙고 병이 위독한데,겨울철이 되어
갈 때에 죽순을 먹기를 원하였으나 이 때는 땅이 얼어서 죽순이 없으므로, 맹종
이 대숲에 들어가서 슬피우니, 이윽고 땅 위로 죽순 두어 줄기가 나왔다. 가지고
돌아가서 국을 끓여 어머니께 드렸는데, 다 먹고 나서 병이 나으니, 사람들이 모

본문

두 지극한 효성에 감동된 것이라 하였다.
孟宗 性至孝 母年老病篤 冬節將至 思筍食 時地凍無筍
寒入竹林哀泣 有頓 地上出筍數莖 持歸作養供母 食畢病愈
入皆以爲至孝而感
당시의 효성은 맹종을 일컫더니,

시(詩)

孝行當年說孟宗

어머니가 한겨울에 죽순먹기 원했네.

慈親思笋逼寒冬

대숲에서 눈물 뿌려 슬피 외치던 곳에,

竹林灑淚哀號處

두어 줄기 죽순이 땅속에서 나왔네.

數笋須臾出地中

어머니가 죽순 먹고 병 완전히 나았으니,

母因食笋病全蘇

하늘 이치 밝고 밝음 거짓이 아니네.

天理昭昭信不誣

오직 이 마음을 효도에만 두었기에,

惟以此心存孝念

땅속에서 귀신의 도움 절로 있더라.

幽冥自有鬼神扶

예전에 맹종이란 어진 선비 있었도다. 한 겨울에 어미 앓아 죽순 먹기 원하므로,
하늘에 울부짖으며 대숲 돌면서 눈물 흘리니, 두어 줄기 죽순이 눈속에서 함께
솟아나, 캐어 가서 올리자 병이 나았네. 정성이 간절하면 감응 매우 밝도다.
찬(贊)
昔有賢士 孟姓宗名 冬寒母病 思啜筍羹
號矢繞竹 泣涕綠橫 龍雛包聳 雪裏羅生
採歸供膳 疾乃瘳乎 精誠旣切 感應孔明

‘맹종읍죽 오(孟宗泣竹 吳)’ 시를 읽어보면 흥미있는 어느 한 구절을 암송하기에 좋을 뿐
아니라 흥얼거리기에 적합하도록 매우 짧고 단순명료하게 짜여졌다(박용식, 2001: 35-46). 또
한 본문의 글 말고도 내용을 짧게 함축한 시와 찬만으로도 내용을 파악하는데 별로 어려움
이 없다. 즉 삼강행실도는 산문으로 된 한글과 한문으로 된 본문 외에 한문으로 된 시와 서
사시에 해당하는 찬 등 다양한 장르를 동시에 연이어 한꺼번에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 청각
적 기능을 살리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것은 삼강행실도가 시각적 기능과 청각적 기능
을 동시에 살린 효과적인 시청각적 통합 교수매체로서의 요소들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삼강행실도의 내용이 시와 찬의 반복 및 암송, 노래에 의한 청각적 효과에 의해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노태조(1990)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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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편의 전기는 시․찬․삽화 등과 결부되어 희곡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진
다. 실제로 삼강행실도가 수용․유통되던 현장을 전제할 때 각 편의 전기는 강설(講
說)되고 시․찬은 음영(吟詠)․가창(歌唱)되었을 것이 분명하다(노태조, 1990: 5-31).
이것은 곧 삼강행실도가 시각적 기능을 갖춘 그림교재이면서도 청각적 기능을 유도하는교
수매체일 뿐 아니라 아동과 성인 또는 아동과 아동간에 함께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시를 교대로 한 구절씩 바꿔가며 읊거나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상호작용을 촉
진하는 교수매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삼강행실도는 그림을 통해 아동의 호기심과 흥
미를 유발할 뿐 아니라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꾸며보거나 엮어보며 추리해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시와 찬을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문학적 요소로
인해 청각적인 기능을 유발하여 시각과 청각의 2가지 기능을 절묘하게 살려내는 효과적인
시청각적 교수매체인 것이다. 즉 삼강행실도는 예술적인 요소의 시각적인 기능과 문학적인
요소의 청각적인 기능이 함께 어우러지고 통합되면서 각자 독특한 기능을 발휘하여 눈으로
보는 즐거움(시각적 기능), 귀로 듣는 즐거움(청각적 기능)을 통한 메시지 전달 효과를 주는
역동성을 지닌 교수매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삼강행실도는 현대적인 의미의 교수
공학적 측면에서 분석해도 손색없는 효과적인 시청각적 교수매체 기능을 갖춘 교재라는 점
에서 아동교육사적 가치가 크다하겠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삼강행실도 언해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아동과의 관련성에 의미를 두고
이에 초점을 맞춰 아동교육의 역사라는 큰 틀속에서 삼강행실도가 아동에게 차지하는 비중
및 교육적 가치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또한 삼강행실도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고서, 사
학과 관련된 연구 등 광범위한 자료에 기초하여 아동교재, 아동교육, 아동문학 등 다양한 관
점에서 삼강행실도를 연관지어 비교 분석하는 한편 통시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고찰
및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삼강행도의 아동교육사적 가치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정
리하고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삼강행실도의 아동교육사적인 측면에서 교육적 가치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강행실도는 비록 아동용 전용 교재가 아니고 아동보다는 성인을 주요한 교육대상
으로 하는 전국민용 삼강윤리 및 도덕교과서적 성격을 띠고 만들어졌지만 아동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교육대상자로 인식하여 아동의 흥미와 이해수준을 일정 부분 반영하여 삼강행
실도의 내용 및 형식을 구성했다.
둘째, 삼강행실도는 아동교육 및 아동교재 측면에서 우리나라 아동이 처음으로 접한 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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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및 삼강윤리를 내용으로 한 그림교재일 뿐 아니라 아동문학 측면에서 보면 위인전기
그림책 또는 역사소설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옛날 이야기 그림책이
라는 아동교육사적 가치가 있었다. 이는 삼강행실도가 아동교육사적 가치 뿐만 아니라 아동
문학사적 가치도 동시에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삼강행실도는 소학보다 늦게 간행되고 보급되었지만 아동들에게 소학보다 먼저 대
중적인 보급에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삼강행실도 언해본도 소학언해 보다 15년 정도 먼저
간행될 정도로 파급 효과가 빨랐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삼강행실도가 조선 전기 15세기의
아동교육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큰 비중을 차지한 삼강윤리 교재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삼강행실도는 처음 초간본(1434)이 간행되고 이후에는 삼강행실도 언해본(1490)이 간
행되어 아동들에게 보급의 대중화를 이룬 후에도 속삼강행실도, 이륜행실도, 동국신속삼강행
실도, 오륜행실도 등 속편이 계속 간행되는 발전을 거듭하여 조선시대의 아동들에게 장장4,
500년이라는 가장 오랜 기간동안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널리 읽혀졌다는데 아동교육사적 가
치가 있다.
다섯째, 삼강행실도는 제작동기 및 편찬목적 등에서 이미 아동 교육기회균등의 정신을 내
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동들의 성별이나 연령, 신분, 문해자와 비문해자, 거주지역에 상관
없이 조선의 아동이면 누구나 어디서든 언제나 삼강행실도를 쉽게 접하고 학습하고 가르침
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 교육기회균등을 구체적으로 실현했다는데
아동교육사적 가치가 있다.
여섯째, 삼강행실도는 현대적인 의미의 효과적인 시청각적 교수매체로서의 기능을 갖추었
다는데 아동교육사적 가치가 있다. 즉 삼강행실도는 그림을 보고 이야기 내용을 엮어 볼 수
있는 흥미있는 예술적 요소를 가진 시각적 교수매체일 뿐 아니라 시와 찬을 통해 누구든 쉽
게 읊조리고 반복하며 따라할 수 있는 구전전승 효과 및 다양한 유형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문학적 요소를 가진 청각적 교수매체이다. 한마디로 교수공학적 측면에서도 손색
이 없을 정도로 역동성을 지닌 효과적인 시청각적 교수매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삼강행실도는 조선 전기 15세기부터 17세기 후반 즉 서당교육이 향교와 서재 및
서원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하기까지 향교와 가정을 통해서 아동들에게 대중적으로 보급되
어 삼강윤리 교재로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했고 그 이후로도 속편이 계속 간행되어 정교한
활자본의 계미자 글씨체의 오륜행실도(손보기, 2000)에서 끝마무리가 되기까지 조선시대 가
장 장수한 삼강윤리 교재로서 아동 및 아동교육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 이는 조선시대
아동교육 역사상 아동이 접하고 아동에게 사용된 교재로는 매우 놀랄만한 파급효과 및 교
육적 성과를 이루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삼강행실도는 조선시대의 아동들에게 있어
서 가정 및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화 교육의 근간이 되는 유교적인 가치관
에 부합하는 인륜 및 인성을 형성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성별
에 따른 성역할 구분을 명확히 제시하여 아동이 이를 인식하고 실천하며 장차 효자, 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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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녀로 성장하는 통로 역할로써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삼강행실도가 조선시대의 아동들에게 좋은 책으로서의 특성과 긍정적인 요소를 두루 갖춘
우수한 삼강윤리 교재로써 아동교육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삼강행
실도가 아동용 전용 교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조선시대의 아동 및 아동교육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강행실도가 책의 내용구성 및 형식체제에서 아동들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
고 아동들이 즐겨 찾을 정도의 좋은 책으로서의 특성과 긍정적인 요소를 갖추었다는 것이
다. 즉 삼강행실도는 누구나 흥미를 느껴 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읽은 후에는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은 후에는 또 읽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도록 의도적으로 책의 내용구성 및 형
식체제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인 책이라는 것이다. 즉 삼강행실도가 간행되기 전의 서적과는
확연히 다른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접목하여 통합한 희귀하고 창의적이며 친숙함을 주는 그림
교재를 처음으로 제작하여 탄생시켰다는데 힘 입은 바 크다. 다시 말해서 삼강행실도는 우
리나라의 아동교육 역사상 아동에게 사용된 교재로는 매우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획기적인
교재의 출현 시점으로 우수한 교재로서의 요건을 두루 갖추었다. 이는 아동들에게 있어서
전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아주 독특한 교재로 삼강행실도를 인식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하여 삼강행실도는 아동들에게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됨으로써 15세기 및 조선시대의 삼
강윤리 교재로 아동교육에도 큰 몫을 담당한 성공적인 교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
둘째, 조선시대의 역대 제왕들의 삼강행실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장려정책의 추
진을 또하나의 큰 원동력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조선왕조실록에는 역대 제왕들이 아동
들에게 삼강행실도를 배포하여 글 읽기를 장려한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조선전기 향교
의 교육과정은 소학, 효경, 4서 5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고 근사록, 제사, 삼강행실도도 함
께 쓰여(손인수, 1999)졌는데 유독 삼강행실도는 향교의 중심교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별
히 향교와 가정에서 가르치도록 국가에서 법으로 제도화하였고 향교에서는 교수와 훈도, 가
정에서는 촌로와 가장 및 여비가 가르치도록 책임을 명백히 한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현대
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면, 삼강행실도는 아동교육 및 아동교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미흡한
부분 및 한계점이 드러난다.
첫째, 아동 교육기회균등이 순수하게 아동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유교이념을 나이 어린
아동부터 나이 든 성인까지 모두 널리 의식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왕권통치 체제를
강화하고 국민 기강을 확고히 하려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둘째, 아동중심적 접근과
같은 아동의 생활경험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내용을 넓혀가는 동심원적 구조상의 내용구성
및 조직은 발견되지 않는다. 즉 아동들을 보다 세분한 즉, 연령, 개인차, 경험에 따른 수준별
난이도를 고려한 다양성과 계열성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셋째, 삼강행실도는 아동의
시각에서 아동의 요구를 고려한 아동중심 철학이 아닌 성인중심의 일방적인 시각 및 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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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용을 결정하여 아동들이 무슨 내용을 알고 싶어하고 흥미있어 하는지 등 아동의 요구
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동을 성인과 다른 독특한 존재 혹은 동등한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식하기 보다는 성인이 되기 위해 거치는 한 과정으로 밖에는 인식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조선 전기, 그 당시는
아동기와 성인기를 구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동이 조그만 성인으로 간주되어 아동의
독특한 본성을 성인과는 다르게 인식하는 아동기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성인들에게 있어서 아동들은 항상 성인들에 의해 성인이 되도록 교육받아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삼강행실도가 아동들에게 부적절하다고 단정 할 수는 없다. 왜
냐하면 삼강행실도 초간본이 출간된 시기는 1434년이고 언해본은 1490년으로 이는 서양에서
도 중세시대로 아동에 대한 인식은 성인의 축소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던 시기이다.
즉 아동기를 후의 성인기를 위한 준비기로 보고 아동을 무능하고 무가치하며 엄격한 훈육이
필수적인 존재로 보았던 시기이다(심성경 외, 1998: 22-23; Dopyera & Dopyera, 1993: 22). 또한
삼강행실도가 출간된 1400년대는 세계의 아동관에 큰 영향을 준 코메니우스(1592-1670), 룻소
(1712-1778), 프뢰벨(1782-1852) 등이 아직 출현하지 않았던 시기이다.
그리고 코메니우스의 세계도해가 1658년에 출간되었고, 룻소의 에밀은 1672년에 발간된
것을 감안하면 위에서 언급한 조선 전기에 출간된 삼강행실도의 현대적인 시각에서의 미흡
한 점은 충분히 수긍이 되는 부분이다. 더군다나 아동이 성인과는 다른 독특한 인격체로 인
식하는 현대적인 의미의 새로운 아동 개념이 서양에서 출현한 것은 16세기로 종교개혁과 르
네상스 시대의 루터, 에라스무스, 코메니우스, 로크, 룻소 등의 저서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
였다. 그리고 그 이후 17세기 근대에 이르러서야 ‘아동기’를 독자적인 단계로 인식하는 아동
관이 생겨난 것이다(김태오, 1994; Aries, 1962: 128). 더구나 우리나라의 국사 연표를 기준으
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근대는 1860년부터 1945년에 해당한다(국사편찬위원회, 2004). 이는
서양의 근대연표인 1400년부터 1900년(교육인적자원부, 2002: 340-343) 보다 매우 늦을 뿐 아
니라 아동관에 대한 인식에서도 서양보다 2, 300년 더 늦게 근대적인 시각이 출현했다는 것
을 감안하면 앞에서 언급한 현대적인 시각에서의 미흡한 점 즉 삼강행실도가 아동용 전용
책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한계점들은 그 당시로서는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아니 오히
려 서양보다 근대화 및 아동관에서 훨씬 늦었음데도 불구하고 아동을 포함시켜 성인과 아동
모두가 흥미를 느끼고 감동을 주도록 이야기로 구성된 그림책을 흥미와 감동을 계획적인 의
도하에 개발하여 보급했다는 것만으로도 삼강행실도는 우리나라의 아동교육사적 측면에서
상당한 교육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몇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강과 관련된 인성교육은 시대가 변하여 그 현상에서는 많이 변모하였지만 그것의
본질은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나 교육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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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그것을 다루거나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지고 기회마저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다. 또한
요즈음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은 너무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삼강행실도에서는 보다 본질적이고 실천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은 오늘날 인성
교육 방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삼강행실도는 우리나라 아동교육에서 처음으로 유교이념을 내용으로 한 그림교재
및 시각교재일 뿐 아니라 위인전기 그림책 및 옛날 이야기 그림책, 효과적인 시청각적 교수
매체 기능을 갖춘 교재라는 측면에서 비교교육학 관점에서 타문화권 최초의 그림교재, 이야
기 그림책, 시청각적 교수매체 기능을 갖춘 교재 등과 관련지어 연구해 볼 만한 가치와 필
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삼강행실도는 세계 최초의 아동 그림책 또는 언어 그림책으로 일컬
어지는 세계도회 보다 간행년도에서 삼강행실도 초간본은 200여 년, 언해본은 150여 년 더
앞섰다는 점에서도 흥미진진한 연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삼강행실도 초간본과 언해본이 간행된 15세기 조선 전기 및 삼강행실도에 나타난
아동관이나 아동교육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삼강행실도를 보다 깊이있게 이해하고
당시대의 상황에 따른 삼강행실도의 아동교육적 가치와 의미를 보다 제대로 평가하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아동관 또는 아동교육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선후기(백혜
리, 1996, 1999, 2000; 최기영, 이정미, 2000, 2002) 및 개화기(이인원, 2004)에 국한하여 연구
가 주로 이루어졌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본 연구는 문헌연구인 관계로 삼강행실도를 해석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한계성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참고문헌
강길수 (1985). 입학도설 권근(入學圖說 權近). 문교행정, 44, 81-83.
강문식 (1999). 입학도설의 편찬목적과 특징. 규장각, 22, 27-48.
강미희 (2003). 아동 그림책으로서 삼강행실도의 특성과 가치 연구. 유아교육연구, 23(4),
105-138.
고명균 (1993). 근대국어에 나타난 반의적(反意的) 양상(樣相):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한국어문학연구, 5, 1-24.
교육인적자원부 (2002). 중학교 국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338-345.
국사편찬위원회 (1968～1970).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서울: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2004), 한국사시대별연표. http://kuksa.nhcc.go.kr에서 2005, 5, 25 인출.
권근 (1547). 입학도설(入學圖說).
권부, 권준 (간년미상). 효행록(孝行錄). (원본발간일 1346년).

108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0권 제3호)

김안국, 조신 (1978). 이륜행실도․경민편(二倫行實圖․警敏編), 서울: 단국대부설 동양학연
구소(원본발간일 1518년).
김영배, 김무봉 (1998). 세종시대의 언해. 세종문화사대계 1 어학․문학편. 서울: 세종대왕기
념사업회.
김원룡 (1998). 삼강행실도에 대하여. 삼강행실도.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3-18.
김진영 (1998). 삼강행실도의 전기와 판화의 관련성: 삼강행실도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22, 239 -257.
김태오 (1994). 아동교육관의 철학적 조명. 서울: 파이데이아.
김항수 (1998). 삼강행실도 편찬의 추이. 진단학보, 85, 229-245.
김향 (1994). 조선시대 소학의 교육적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김훈식 (1996). 조선초기 삼강행실도 보급의 대상. 인제논총, 12(1), 151-163.
김훈식 (1998). 삼강행실도 보급의 사회사적 고찰. 진단학보, 85, 247-273.
남황우 외 (1978). 대고어 사전 출간을 위한 자료 연구. 인하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논문집,
4, 5-111.
노태조 (1990). 삼강행실도 유통관계. 대전보전논문집, 11, 5-31.
류탁일 (1974). 초간 삼강행실도에 대하여.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 11, 85-114.
박동수 (1986). 동몽선습의 아동교과서적 의의와 저자이설에 관한 연구. 함양박씨종친회. 1-7.
박영진 (1920). 주해도상동몽초학(註解圖像童蒙初學).
박용식 (2001). 삼강행실도(언해) 효자도 이야기의 구조 분석 시론. 경상어문, 7, 35-46.
박종황 (1999). 조선시대 소학 공부의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혜리 (1996). 조선시대 성리학 실학 동학의 아동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______ (1999). 백동자도를 통해 본 조선후기의 아동인식. 아동교육연구, 19(2), 59-76.
______ (2000). 백동자도를 통해 본 조선후기의 아동인식(2). 아동학회지, 21(2), 67-81.
법제처 (1978). 경국대전(經國大典). 서울: 일지사.
석주연 (2001). 대영도서관 소장 국어사 자료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29, 117-137.
설순 외 (1982). 삼강행실도 효자편.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원본발간일 1434년).
설순 외 (1982). 삼강행실도 충신편.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원본발간일 1434년).
설순 외 (1982). 삼강행실도 열녀편.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원본발간일 1434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4).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손보기 (1986). 세종시대의 인쇄출판.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______ (2000). 금속활자와 인쇄술,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0.
손인수 (1991). 한국인의 교육세시풍속. 서울: 문음사.

삼강행실도의 아동교육사적 가치 연구 109

______ (1998). 한국교육사 연구(상). 서울: 문음사.
______ (1999). 세종의 교육행정과 교육사상. 세종문화사대계 4 윤리․교육․철학․종교편.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______ (1999). 삼강행실도와 국민교육. 세종시대의 교육문화 연구. 서울: 문음사. 283-364.
송일기, 이태호 (2001). 조선시대 행실도 판본 및 판화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21, 79-121.
송종숙 (1988). 삼강행실도 판본고(三綱行實圖 板本考).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기철, 신용철 (1987). 새우리말 큰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신용개 외 (1983). 속삼강행실도:원간본(續三綱行實圖:原刊本). 서울: 홍문각 (원본발간일
1514년).
심성경, 조순옥, 이정숙, 이춘자, 이선경, 이효숙 (1998). 유아교육개론. 서울: 창지사.
안경애 (1990). 격몽요결의 서지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근 외 (1992). 동국신속삼강행실(東國新續三綱行實). 서울: 민속원.
유안진 (1990).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윤사순 (2000). 퇴계의 성학십도에 대한 연구. 퇴계학보 106, 36-85.
윤병희 (1984). 조선 중종조 사풍과 소학: 신진사류들의 도덕 정치 구현과 관련하여. 역사학
보, 103, 59.
윤영숙 (1996). 조선시대 초학 교재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문건 (1997). 양아록. 이상주 역. 서울: 태학사.
이병모 외 (1983).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서울: 홍문각(원본발간일 1787년).
이숭녕 (1978).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음운사적 고찰.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17,
37-76.
이영자, 박미라, 최경애 (1999). 유아교육 교수매체. 서울: 교문사.
이은화, 김진영, 서정숙, 조경자, 김지영, 정계영, 백혜리, 엄정애, 이문정 (2001). 한국유아교
육의 쟁점과 과제. 서울: 양서원
이이 (간년미상). 격몽요결(擊蒙要訣). (원본발간일 1577년).
이인원 (2004). 한국 개화기 아동교육관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태호 (2000). 조선시대 목판본 부모은중경의 변상도 판화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19,
219-253.
이혜순 (1988). 열녀상의 전통과 변모: 삼강행실도에서 조선후기 열녀전까지. 진단학보, 85,
163-183.
이황 (간년미상). 성학십도(聖學十道). (원본발간일 1568).
임명미 (1996). 조선초기제작 삼강행실도 판화를 통해서 본 복식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
교 논총, 26, 341-374.
임명옥 (1997).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나타난 효사례 고찰. 한남어문학, 22, 215-252.

110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0권 제3호)

장덕삼 (1998). 삼강행실도의 시청각 교육적 의미에 관한 연구. 인간교육연구, 5(1), 57-72.
정병모 (1998). 삼강행실도 판화에 대한 고찰. 진단학보, 85, 185-227.
정우영 (2000). 삼강행실도 언해본에 나타난 한자음 표기의 양상: 잘못 주음(注音)된 한자음의
분석과 번역년대. 동악어문논집(東岳語文論集), 34, 65-90.
최기영, 이정미 (2000). 조선시대 회화에서 묘사된 아동 특성. 한국영유아보육학, 21, 59-87.
최기영, 이정미 (2002). 조선시대 회회에서 묘사된 아동의 양육과 생활. 한국아동학회지,
23(1), 105-119.
최봉영 (1984). 동몽선습 연구. 한국항공대학 논문집, 22, 165-179.
하사신 (간년미상). 소학서도(小學書圖).
하우봉 (1983). 세종대의 유교윤리 보급에 대하여: 효행록과 삼강행실도를 중심으로. 전북사
학, 7, 17-50.
한관일 (1995). 삼강행실도의 사회교육적 의의. 청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 9, 99-113.
허침, 정석견 외 (1972).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원본발간일 1490
년).
홍윤표 (1998).삼강행실도의 서지 및 국어사적 의의. 진단학보, 85, 141-162.
황인권 (1989). 속삼강행실도에 대한 국어사적 고찰. 한남어문학, 15, 93-114.
志部昭乎 (1990). 諺解三綱行實圖硏究. 汲古書院. 460-462.
Dopyera, L. M. & Dopyera, J. (1993). Becoming a teacher of young children(5th Ed.). New York:
Mcgraw-Hill, Inc.
Aries, P. (1962). Centuries of childhood. London: Janathan Cape. 128.

삼강행실도의 아동교육사적 가치 연구 111

Abstract

A Study on the Value of Samkang-haengsil-do
in History of Child Education

Kang, Mee-Hee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Samkang-haengsil-do Eonhaebon(Korean Annotation) and this study
aims at intensively examining the importance and educational value of Samkang-haengsil-do in a large
frame of child education by focusing on its relation with children For this purpose, it compares and
analyzes Samkang-haengsil-do in various view points such as child teaching materials, child education
and juvenile literature based on extensive materials including preceding studies related to
Samkang-haengsil-do and old books while examining and interpreting Samkang-haengsil-do through
diachronic and comprehensive approache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people recognized that Samkang-haengsil-do was made for adults
rather than children still children were included as major educational objects together with women and
its educational value lies in the fact that the contents and form of Samkang-haengsil-do vividly reflect
the recognition. Secondly, Samkang-haengsil-do is the picture materials with Confucious ideology that
Korean children first experienced. In addition, in terms of juvenile literature, it is a picture biology of
great mind or historical novel and has the educational value as the oldest picture book in Korea
which exists. Third, although Samkang-haengsil-do was published and distributed to children later than
Sohak which is materials for children, it was popularly distributed to children. In addition,
Samkang-haengsil-do Eonhaebon was published and distributed to prior to Sohak and played a great
role in educating the ethical education of the three bonds to children in the 15th century of early
Choseon Dynasty under a historic situation when the materials for children had not become general
yet. Fourth, the educational value is that it was distributed and widely read by children for the
longest time through the publication of Samkang-haengsil-do sequel, Fifth, the education value lies in
the fact that it implied the spirit of equal opportunity for child education and practiced it in detail.
Sixth, the educational value iles in the fact that it had the function as audio-visual teaching materials
in the modern sen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