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統倫理의 敎育方法에 관한 연구
- 朝鮮時代 書堂敎育을 중심으로 張承姬(東國大 講師)

Ⅰ. 序 論
최근 학교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전통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및 평가에
대한 재조명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서구 윤리학계에서 자유주의
윤리학에 대한 비판으로 공동체주의 윤리학이 대두되었고, 윤리교육이론에서도 인격 교육론 및
덕 교육론이 등장하였다. 공동체주의 윤리학, 덕 교육론 및 인격 교육론은 그 이론적 배경의 상이
점에도 불구하고 전통 가치를 중시하고 있으며, 이를 교육 내용과 방법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
서 주목할 만하다. 서구 윤리교육이론을 살펴보면 내용적 측면과 방법적 원리에서 우리 전통교육
과의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통 교육에 관심을 갖고, 그 내
용 및 방법의 현대적 적용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전통교육으로의 회귀 경향은 고
도의 산업화로 인한 인간 소외, 지나친 개인주의, 그리고 ‘열린 교육’ 결과로 인한 가치위기와 맥
을 같이 한다. 즉, 전통윤리와 전통교육에 대한 관심의 급등은 공동체적 가치위기에 대한 우려에
서 나온 것으로, 새로운 교육적 접근의 의지 표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산업혁명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근대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삶은 경제적 풍요로움
과 빠른 변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20세기, 인간은 ‘빠름’과 ‘발전’에 매진하면서, 자연과 인간에
대한 지배를 합리화하여 왔다. 이런 빠름과 발전을 추구한 결과 환경 문제, 인간 소외, 공동체 가
치 무시 등 삶의 본질적 가치가 망가지게 되었고, 이제 인간들은 그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부심
하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서구에서 일기 시작한 ‘느리게 살기’에 대한 관심도 그런 노력의 하나
이다.1)
교육에서 우리나라는 근대 교육 실시 후 줄곧 서구 교육과정을 수용․답습하는 입장이었다.
서구 교육과정을 약 10여 년 뒤쳐져 따라가는 형국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이란 주체적 반성을
통한 미래세대의 인재양성이란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교육과정의 수용 및 그 결과의 대안
마련이나 새롭고 발전된 교육과정 제시는 미흡한 편이었다. 우리나라 교육계를 풍미한 열린교육
은 개인의 가치에 대한 존중, 다양한 가치의 수용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반면, 절대적 가치
에 대한 불신 및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경시라는 결과도 가져왔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전
통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새롭게 주목하게 되었는데, 서당교육방법도 그 중 하나이다. 서당은 고구
려 때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서민교육기관이다. 서당은 고구려 때 ‘경당(扃堂)’이란 명칭으로 부락
단위에서 시작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서당(書堂)’이란 명칭으로 서민교육을 담당하였다. 현재까지
형태는 축소되었지만 ‘○○서당’이란 이름으로 존속하는데, 한학의 기초를 가르치며 명맥을 유지
1) 1989년 프랑스는 ‘슬로 푸드 선언문’을 발표하여 속도가 가정과 사생활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패스트 라이프
(빠른 생활)’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그리고 86년 시작된 패스트푸드 거부운동은 회원이 40개국 7만 명에
이르며 한국에도 들어와 “이제는 광기적인 속도나 경쟁에서 벗어나 보다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느린 사회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조선일보, 2002년 4월 5일 9면 참고.

하고 있다. 서당은 초등교육을 담당했던 사설교육기관으로 서민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역사적 의미가 큰 교육제도이다.
신분질서가 공고했던 전통사회의 교육제도는 고등교육 특히 높은 신분의 자제를 위한 인재교
육에 치중했으며 서민교육은 등한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고구려의 교육 제도에는 관학인 태
학(太學)과 사학(私學)인 경당이 있었다. 고려의 교육 제도는 관학으로 국자감(國子監), 동서학당
(東西學堂)2), 오부학당(五部學堂)3), 그리고 향교가 있었으며, 사학으로는 십이도(十二徒)4)와 서당
이 있었다. 십이도는 국자감과 같은 수준으로 과거준비교육을 했으며, 서당은 훈장이나 학동의 능
력에 따라 기초 문자 교육에서 주역(註譯)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조선시대 교육 제도는 관학(官
學)으로는 중앙에 성균관(成均館)과 4학(四學)5), 지방에는 향교(鄕校)가 있었고, 사학(私學)에는 서
원과 서당이 있었다. 서당이 사설 초등교육 기관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조선시대이고, 사회
적으로 보편화되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조선 중기 이후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는 서민교육에서 본격적으로 중요 역할을 했던 조선시대의
서당교육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서당교육은 그 목적, 대상, 내용 및 방법을 살펴볼 때 서
민들을 위한 초등교육적 역할을 담당했고, 교육내용은 통합적이었고, 교사의 성향이나 아동의 능
력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지도되었으며, 개별학습을 통한 완전학습의 형태를 띄고 있었다. 전통교육
에서 교육목적은 개인보다는 사회와 국가를 강조했고, 충효를 갖춘 인간을 이상으로 하였다. 그것
은 유교 통치 이데올로기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했던 역사적 상황과 관련되며, 따라서 유교 경전
을 통한 도덕 및 윤리 교육이 목적이었으며 또 내용이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교육위기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전통교육의 한 전형인 서당 교육의 내용, 방
법 및 평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서당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4학(四學)과 향교에 입학하
기 위한 준비기관이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지방 청소년들에게 한문 독해력을 이해시키고 유교에
대한 초보적 지식을 닦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 서당은 교육 내용은 물론 교육적 방법 측
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교사로서 서당 훈장의 역할, 학동들 각자의 능력에 따른 개별화 교육
과 완전 학습이 그것이다. 교육 내용에서도 강독(講讀), 제술(製述), 습자(習字)외에 놀이를 통한
학습 활동과 인격 및 예절 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전통교육은 그 내용에 있어
서 도덕․윤리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기본적으로 한문적 소양의 습득이 목적이라고 해도
그 내용은 철저하게 유교윤리에 바탕하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서당교육은 우리 조상들이 당시 현실 상황에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내용을
취했었다. 물론 현재의 교육제도와 비교하면, 체제나 내용 및 방법적 측면에서 보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서당의 교육방법은 현재 도덕윤리교육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현재 교육활동이 학
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서당교육방법의 장점을 적절하게 적용하면 상당한 교
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중

2) 1261년(원종 2)에 개경(開京)에 설치한 국자감(國子監)의 하위학교. 처음에는 동․서의 2학당으로 출발했으나 나중에 5
부학당으로 발전하였다.
3) 고려 말 조선 초기에 두었던 학제(學制).
4) 고려의 12개 사학(私學: 私塾). 12도의 시초는 최충(崔冲)이 설립한 구재학당(九齋學堂: 후에 문헌공도)이다.
5) 조선 시대에, 세가 자제(勢家子弟)를 가르치기 위하여 서울에 설치하였던, 동학․서학․남학․중학의 네 교육 기관.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서당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교육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
2. 서당의 교육목표는 무엇이고, 교육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3. 교수-학습의 관계에서 교사의 역할을 중시할 때, 서당에서 훈장(訓長)의 역할과 사제관계는
어떠했는가. 또 서당교육의 방법적 특성은 무엇이며, 그것의 도덕․윤리교육에 주는 시사점 혹은
의의는 무엇인가.

Ⅱ. 書堂의 變遷 및 敎育的 役割
조선은 제도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나, 교육제도에서는 중국의 학제를 따르지 않고
고려에서 이미 설치된 우리나라 자생의 교육제도를 계승하였다. 개국 초부터 관학과 사학으로 재
정비하고, 합리적 운영을 위해 경국대전(經國大典)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학교교육체제를 확정
하였다.(김병구, 1995, p.133) 그 변천과정은 3기로 살펴보면, 제1기(태조～명종, 1392～1608)는
학교교육체제의 확립기, 제2기(선조～철종, 1545～1834)는 교육내용의 비판․변화기이고, 제3기
(고종～순종, 1863～1910)는 근대적 교육제도의 개혁 시기이다(김병구, 1995, p.134).
조선은 경국대전에 의해 교육과 관련된 법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경국대전에 근거한
교육의 모범인 학령(學令)과 전국의 학교교육에 적용될 사목(事目), 절목(節目), 학규(學規), 모범
(模範)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더욱이 사설교육기관인 서원은 물론 각 마을에 설립된 서당
교육에까지 시행될 ‘향학지규’를 제정하여 적용하기도 하였다.(김병구, 1995, p.181) 1659년(효종
10년) 제주(祭酒) 송준길(宋浚吉)이 왕명으로 서당교육에 관하여 올린 향학지규(鄕學之規)는 서
당의 자세한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그가 제정하여 올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의 향촌에는 각 서당을 세워 각 훈장을 정하니 그 실효가 없지 않다. 근자에는 그 법이 폐괴(廢壞)되었
으니, 이제는 마땅히 전일의 사목을 준수하고, 타일러 닦는데 받들어야 할 것이며, 그 훈장은 그 마을에서 택하
여 대학장의(大學掌議)의 예와 같이 보내야 한다. 군 수령은 때때로 친히 가서 살피어 학도를 고강하고, 도감사
및 도사(都事)와 교양관(향교교관)도 고강 혹은 제술을 하여 만일 실효에 들어난 자가 있으면 대전(大典: 경국대
전)에 의하여 그 사장(師長)에게는 호역량(戶役量)을 감하고, 학도에게는 시상하여, 그 중에 들어난 자는 알려서
그 사장에게는 동몽교관(童蒙敎官: 향교교관)으로 승격시키거나 혹 다른 관직을 주어 장려의 길을 주도록 한다.
(김병구, 1995, p.209)

서당은 글방․서재(書齋)․사숙(私淑)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는데, 고구려 경당(扃堂)에
기원을 두고 명맥을 이어 꾸준히 계승되어 왔으며 조선의 숭유책에 힘입어 더욱 발전하였다. 서
당은 민초들의 삶을 반영하는 교육제도이면서 서민교육을 굳건히 뒷받침해준 버팀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당의 교육적 성격은 교육 제도상으로는 초등교육 단계라고 할 수 있고, 교육 내용에서
는 유학의 기초를 그 기본으로 하였고, 학교 운영에서는 사설 교육 기관에 해당되며, 서원이나 향
교와 달리 서당에는 향사(享祠)가 없었다는 것을 그 특징으로 삼을 수 있다.(김영우․피정만,
1995, p.105 참고.) 서당이 교육적 의미는 신분제도가 확고했던 조선 시대에 입학자격에 신분적
제약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농․공․상(士․農․工․商)은 물론이고 천인의 자제들도
입학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서당은 양반들의 사설교육기관인 문도제(門徒制)6)와는 엄격히 구
6) 문도제는 고려시대 발전한 12도와 유사한 면이 있는데, 경상․충청․전라도에서 매우 성황을 이루었다. 이것이 때로는

별된다.(손인수, 1993, p.329) 따라서 서당 교육은 서민들에 대한 기초적인 유교지식에 대한 교육
이 중요한 과제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서당의 학도는 7,8세에 입당하여 20세 내지 25세까지 수
학하게 되므로 15,6세의 동몽이 중심이 되었으며, 그 목적은 서민자제의 문자해득에 있었다.
서당교육의 또 다른 특색은 서당의 형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무
상교육을 표방하여 서당 운영의 경비일체를 설립자가 부담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사설 교육의 특
수성으로서 서당의 설립과 폐지에 대하여 국가의 규제가 없을 뿐 아니라, 교과의 운영에도 외적
간섭 없이 자주적인 강학으로 장기간 유지될 수 있었다. 서당의 동몽생에게는 입학과 수학에 연
령의 제한이 없어 각자는 연령과 학력 수준에 따라 강독하는 서책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
(김병구, 1995, p.178 참고.) 이처럼 서당은 자율적이고 다양한 내용이나 방법의 운용의 묘를 살
릴 수 있었다는 교육적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서당은 조선 전반부와 후반부의 형태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사회환경적 분위기의 변화
가 맥을 같이한다. 조선 초기에서 17세기 이전까지는 서원의 부속시설로서의 서원서당으로 발달
하였다. 17세기 이후부터는 서원 체제에서 벗어난 향촌 민중의 자치적 ‘향촌 서당(鄕村書堂)’이 등
장하여 조선 후기까지 존속하였다. 서당이 사설 초등교육기관으로 본격적으로 발전된 것은 조선
시대이고 교육적 기능이나 수적인 측면에서 보편화되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역할을 담당한 것은
조선 중기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10년 일제 식민지 시대 이후 서당은 다시 종래의 향촌
서당형 서당인 ‘재래 서당’과 ‘개량 서당’으로 발전하여 서민을 대상으로 한 초등교육과 민족의식
고양에 기여하였다.
서당은 훈장과 학동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사립 교육기관이지만 그 유형은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했다. 서당의 유형 분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7) ‘훈장경영서당(訓長經營書堂)’은 자택을
이용하여 생계를 위하거나 자기의 교육 취지로 운영하는 서당이다. ‘유지독영서당(有志獨營書堂)’
은 가세가 여유 있는 사람이 경비 및 훈장을 초빙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여 자가(自家)와 친족
(親族)의 자제를 무료로 수학시킨 서당이다. ‘유지조합서당(有志組合書堂)’은 학계(學契) 경영의 서
당과 후원회(後援會) 경영의 서당이 있다. ‘학계경영서당’은 유지가 조직한 계(契)에 의하여 훈장을
초빙하여 조직원의 자제들을 교육하는 것이고, ‘후원회경영서당(後援會經營書堂)’은 부형(父兄)에
한하지 않고 지역일반 유지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서당이다. ‘순회서당(巡廻書堂)’은 근린서당(近
隣書堂)을 대상으로 1개소의 서당을 양반촌에 설치, 1년마다 장소를 변경해서 순회 지도하는 서
당이다. ‘서생서당(書生書堂)’은 지방의 유생들이 직업을 구하려 상경하여 유지의 집에 의거하며
그 집 자제 또는 이웃집 아동들을 교수하는 서당이다. ‘촌락조합서당(村落組合書堂)’은 촌 전체가
파벌형성의 계기를 이루어 16세기 이후 사화․당쟁과도 관련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이 자기의 독특한 학풍을
세워 제자들을 가르치고, 학벌에 대한 긍지를 기르면서 우리나라 유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손인수, 1993, 328-329
참고)
7) 1911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발표된 “조선에 있어서 書堂의 現狀”은 서당의 유형을 ①訓長自營書堂, ②有志獨營書堂, ③
有志組合書堂, ④巡廻書堂, ⑤書生書堂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만규는 ①②③에 ⑥村落組合書堂을 부가하였
고(이만규, 조선교육사 上, 서울: 을유문화사, 1947), 이동환은 ①②③⑥에다 ⑦同族經營書堂을 부가하였다(이동환,
“한국문교풍속사”, 한국문화사대계 Ⅵ, 고대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1, 802쪽). 한동일은 ①②③⑥⑦에다 ⑧官經
營書堂를 더하여 여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한동일, “조선시대의 향교와 서당”, 한국교육학의 탐색, 서울: 고려
원, 1985, 252쪽)

조합하여 서당경영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혹은 반액 부담하여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자제들을 교
수하는 서당이다. ‘동족경영서당(同族經營書堂)’은 문중계(門中契), 학계(學契), 서당답(書堂畓), 서
당계(書堂契) 경영의 서당 등으로 동족의 문중에서 계를 조직하여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문중의
자제들을 교수하는 서당이다. ‘관경영서당(官經營書堂)’은 지방관청의 소재지에 지방 행정관이 관
권으로 설립하고 운영되던 서당으로 관의 지시에 따라 세워진 서당이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서당이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관학에 의하여 혜택을 받는 백성들
의 수가 한정되어 있었던 반면, 교육에 대한 욕구는 매우 강하였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방에
서 관리로 진출하기 위한 과거 준비를 위해서는 유교 경전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이고, 또한 사농
공상의 분별이 분명했던 상황에서 문(文)에 대한 백성들의 욕구가 서당이라는 사설교육기관을 필
요로 하게 만든 것이라 볼 수 있다.

Ⅲ. 書堂敎育의 目標와 內容
1. 書堂의 敎育目標
조선시대 서당은 임란 이전의 서원 서당 형태와 임란 이후의 ‘향촌 서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선시대 서원은 각 지방에 사묘(祠廟)를 설치하여 제향(祭享)을 행하고 유학 교육을 통하여 유사
(儒士)를 육성하던 사립교육기관이었다. 그 목적은 현실적인 것으로서 과거급제이고 궁극적인 것
으로 ‘법성현(法聖賢)’이라는 영원한 목표를 세우고 윤리와 도덕에 중점을 두어 성현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교과는 성리학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원생들은 이를 토대로 공부하였다. 향교는 15세기
중엽에 쇠퇴하기 시작하여 16세기에는 교육적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다. 반면 서원은 국가의 보
호 속에 기반을 탄탄히 하였다. 그 발전 과정에서 서당(書堂)이 흡수, 부속되었고 서원교육의 초
등교육적 역할을 맡게 되었다. ‘서원서당’의 교육 목적은 유교에 관한 초보적인 지식 전수, 과거
응시를 위한 준비교육과 향교나 서원의 부속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서원서당과 달리 학문적으로 능력 있는 개인이 서당을 열어 제자들을 길러 과거에 급제시키기
도 하였다. 한 예로 성종 때 유인달(兪仁達)이란 사람은 광주(廣州)에 살면서 집 근처에 서당(書
堂)을 마련하여 훈회(訓誨)를 하여 과거 합격자도 내고, 생원, 진사로 합격시키자 성종이 관찰사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한 경우가 있었다.8) 이것을 보면 당시 개인이 서당을 설립하여
제자들을 길러 과거 준비도 시키고 또 학문 양성도 했었음을 볼 수 있고, 그 업적이 남다르면 임
금에게까지 그 진상이 보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사설기관이었던 서당이 국가
적 비호를 받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임란 후 사회 재편성과 관련하여 서당의 양상도 많이 변화했다. 서원의 수가 급증하면서 그
폐단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서원은 교육적 기능이 거의 상실되고 단지 제사를 모시는 기관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서당의 설치나 운영도 서원이나 향교 교육과의 연계성이 희박해지면서, 자
연발생적이고 독자적으로 설치 운영되었다.(김용동, 1985, p.13 참고.) 일반서민들의 자치적 운영으

8) CD롬 조선왕조실록, 성종 015 03/02/15(임오) <경기관찰사 전 서부령 유인달의 행적을 조사 보고토록 하다.> / 조
선상조실록｝8집 636면.

로 이루어진 이러한 형태의 ‘향촌서당(鄕村書堂)’은 서민교육기관으로서 서원체제하의 서당과는
다른 역할을 담당했다. 17세기 이후 발생한 이러한 향촌서당은 자연발생적이었으며 또한 서당 설
립과 운영도 자유로웠다. 향촌서당의 목표는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양반 계층에
해당되는 것으로 과거 준비를 위한 교육이었고, 하나는 한문의 독해력 및 유학의 기초 경전의 지
식을 이해시키는 것, 마지막으로 순수한 동몽교육(童蒙敎育) 및 예의 범절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
다.
학자에 따라 서당교육의 목표에 대해 견해가 조금씩 다르다. 오천석에 따르면, 서당교육의 궁
극적 목적은 수학(修學)하는 학도들로 하여금 상급학교, 즉 향교나 4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준
비시키는 일에 있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방의 청년자제에게 한문의 독해력을 부여하고 유교
에 대한 초보적 지식을 보급시키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吳天錫,
1964, 33쪽) 안상원은 서당교육의 목적은 4학이나 향교에 입학할 준비교육에 있었으나 때로는 서
당이 그 자체에서도 이에 준하는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어 여기서 학(學)을 닦아 바로 생진과(生
進科) 초시(初試)에 응하는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서당은 초등 교육과 중등교육을 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서당교육의 목적은 글자를 해독하고 독해력을 길러 학문의 기초적 지
식을 얻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安商元, 1976, p.59)
한편 김재만과 남재수는 좀더 비판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조시대 교육의 목적이 일반적
으로 공통되는 점은 과거의 준비였지만 서당의 목적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더 많은 서
민교육의 역을 담당하고 있었던 서당인 만큼 일부는 가문과 재력과 재능이 허락하는 대로 서원이
나 향교를 거쳐 4학이나 성균관으로 진학하여 출세의 길이 열리기도 했고, 더 많은 학도들은 수
신제가의 일반교양이나 생활의례 및 관혼상제의 예를 치를 줄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수도 있었
다. 후자의 경우는 본래 서당의 본질이 향교나 4학에 입학할 것을 희망했지만, 이조(李朝)의 고정
된 봉건제도와 과거제도에서의 신분차별 때문에 진학률이 높지 못한데 이유가 있는 것이다.”(金在
萬․南在壽, 1985, p.71)
기타 서당은 한문을 가르쳐 향교 또는 4학에 들어가는 준비를 시키는 일면과 순수한 동몽교육
(童蒙敎育)으로서의 기능으로 본 견해(盧榮澤, 1979, p.79)가 있는가 하면, 서당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4학이나 향교에의 입학을 위한 준비기관이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지방의 청소년에게 한문
의 독해력을 이해시키고 유교에 대한 초보적 지식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본
견해(孫仁銖, 1981, p.70)도 있다. 또 서당을 성 역할 교육단계에 활용된 초등교육기관으로 파악
한 경우도 있는데(유안진, 1998, p.504) 이는 남성 중심의 전통적 유교문화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다. 서당 설립은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남아를 교육시키고 싶으면 누구나 훈장
(訓長) 한 사람과 방 한 칸으로도 설립할 수 있었다고 한다.(유안진, 1998, p.509)
서당의 교육 목표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서민 자제들의 동몽교육을 위한 것
이라는 점에서는 의견이 일치된다.

이처럼 서당교육의 목표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지만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과거 준비와 한문 및 유교 경전의 기초 공부, 동몽들에 대한 예
의 및 예절 교육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2. 書堂의 敎育內容
서당 교육은 물론 서민 자제들의 공부가 우선이었지만, 일률적으로 공부 위주의 내용으로 구
성된 것은 아니다. 교육과 여가 및 취미, 놀이 등 일종의 전인적 인격 형성을 위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당의 교육 내용과 그 외 활동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서당의 학습 순서는 대개 천자문, 유합(類合) 같은 책으로 기초 한문자를 가르치고, 다음에 동
몽선습(童蒙先習) 등으로 글자를 붙여서 소리내어 읽는 방법을 가르쳤다.(손인수, 1995, p.48) 서
당은 사설교육기관으로서 훈장의 독자적 교육방침에 의존하게 되어 서당에서 시행된 교과목은 약
간씩 달랐다. 서당교육은 문자의 자학습업과 또한 진학 준비의 2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또한 서당에서 훈장과 학도들의 학력수준의 차이가 있으므로 서당의 학습 교과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파악할 수도 없으나, 일반 유교교육의 방침에 따르면 강독(講讀), 제술(製述), 습자(習字)의 3
분야로 시행되었다.(김병구, 1995, p.179)
서당의 교육 내용은 크게 강독(講讀), 제술(製述), 습자(習字)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 외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상식적인 국호(國號), 세계(世系), 육갑(六甲), 구구(九九)와 같은 것을 여가로
배웠다. 강독은 가장 중시된 교과과정으로 한문을 읽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석음
(釋音)과 음독(音讀)을 반복 암송시키고 문장을 혼자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지도하였는데 그
것이 강독의 중심적인 목적이었다.(飯山 健, 1992,

p.34) 서당에서 가장 중시했던 세 분야의 자

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독’은 시초에는 천자문(千字文)을 훈독하여 문자를 익히고, 다음은 동몽선습․명심보감․통
감으로 유교적 교양을 넓혀서 소학, 사서, 3경, 혹은 5경, 사기, 또는 당․송문, 당률, 근사록, 등
유학의 본경을 강독하였다. 그러나 서당에 따라서는 3,4권 정도의 유교적 교양에서 끝나는 반면
에 유교 본경을 강독하였다. 이는 선현의 문하가 되어 후일에 서원 설립의 근본이 되었다. ‘제술’
은 보편적으로 오언절구(五言絶句) 혹은 칠언절구(七言絶句), 사율(四律)과 고풍의 십팔구시(十八句
詩) 등의 작문과 문체를 연습하였다. 그리고 벽촌서당에서는 제술을 과하지 아니하였으나 과거시
를 준비하는 서당에서는 이 분야가 중요시되었다. 제술은 과거시에서 대과의 장원(壯元)에 등과하
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습자’는 문장을 모두 필묵(筆墨)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필력에
힘써야 한다. 처음에는 해서(楷書)로서 연습하여 그에 익숙해지면 차츰 행서(行書), 초서(草書)로
익히게 된다.(김병구, 1995, p.180) 이외에 셈하기(數 세기)가 포함되었는데 강독 또는 습자와 함
께 배웠는데 어린 남아들에게 셈하기는 강독의 횟수 세기, 백(百), 천(千), 만(萬)의 단위로 글자
쓰고 익히기 등과 함께 교육되었다고 한다.(유안진, 1998, 513-155쪽 참고)
서당의 교육 내용이 기본적으로 유가 사상의 지식이지만, 단순히 지적 능력의 성취만을 목표
로 한 것은 아니다. 유교 경전에 포함된 효제와 충신, 인격 함양 및 예의의 습득 등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근본 내용으로 하였다. 또 교육 내용의 효율성과 함께 삶의 멋을 즐기는 것도 함께 포함
하였다. 그래서 서당교육에서는 학과와 계절을 조화시켜 학습하게 하였다. 여름의 더운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머리를 쓰지 않고 흥취를 돋우는 시(詩)․율(律) 등을 읽고 짓는 것으로 일과를 삼
았고, 봄과 가을에는 사기(史記)나 고문(古文)같은 것을 읽히고, 겨울에는 어려운 경서를 읽게
하였다. 여가를 잘 이용하여 봄과 가을의 밤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야독(夜讀)이 없다. 이 시간을

이용하여 사율(四律)을 짓는다. 낮에는 책을 일은 후 짧은 시간을 이용하여 서도를 연습시켰다.
여름에는 산간, 강변에 임시로 지은 간소한 초당이나 또는 절간을 빌어서 시회(詩會)도 가졌고,
흥미 있는 유희로써 여가시간을 보내었다.(손인수, 1995, p.49)
그밖에 서당교육에서 의미 있는 것은 학동들의 여가 시간의 놀이를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가시간에 놀이를 학습에 이용하여 많은 지식을 얻게 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쌍윷놀이를 이용한 종정도(從
政圖) 놀이로써 경외(京外) 관직명을 익히도록 하는가 하면, 옛사람의 시를 암송시키는 ‘초(初)․중(中)․종(終) 놀
이’, 우리나라 8도의 군(郡) 이름을 기억시키는 ‘고을모듬놀이’, 이밖에 ‘조조(曹操) 잡기’, ‘글 대구(對句) 맞추기’
등이 중요한 놀이였다.(손인수, 1995, p.49)

학습과 놀이를 겸했던 놀이문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고을모듬놀이’란 것은 서당의
학동들이 정해진 책의 글자와 자기가 아는 다른 글자를 맞추어, 두 자로 된 고을 이름을 지었던
놀이다. 둘 또는 그 이상의 어린이가 둘러앉아 한문책의 글자수가 많은 쪽을 펼쳐놓고 제각기 고
을이름이 될 만한 글자를 한 자 찾아낸다. 거기에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글자를 더해서, 두 자로
된 고을이름을 종이에 적는다. 각자 알고 있는 고을이름을 모두 쓰면 책을 덮고 종이에 쓴 고을
이름 수를 세는데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유리하다. 그러나 자기가 써낸 고을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를 상대가 물었을 때, 틀리거나 이름을 바르게 쓰지 못하면 점수가 깎인다. 따라서 고을이름을 많
이 썼다고 하여 반드시 놀이에 기기는 것은 아니다. 당시 서당의 학동들은 이 놀이를 통하여 우
리나라의 지리나 역사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었다.
이 ‘고을모듬놀이’와 비슷한 것으로 ‘남승도(覽勝圖)’ 놀이가 있었다. 남승도는 명승지를 유람하
는 도표를 놓고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숫자대로 유람을 다니는 놀이다. 즉 이는 유람객이 일정한
지점에서 출발하여 도표 위에 그려진 각지의 명승지를 구경한 다음 다시 출발한 장소로 빨리 되
돌아오기를 겨루는 놀이이다. 주로 서당의 학동들이 하는 놀이인데, 때로는 유림 층에서도 했다.
놀이의 인원은 5,6명으로 6명일 경우 놀이에 흥미를 주기 위하여 유람객을 시인․한량․미인․승
려․농부․어부의 여섯 부류로 나누기도 했다. 명승지의 선정이나 여정 등은 도표를 만드는 사람
이 적어 놓기에 따라 다르다. 이 남승도 놀이는 우리나라의 명승 고적을 익히는 동시에 풍토와
산물을 익히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손인수, 1995, p.50)
‘종정도(終政圖) 놀이’는 일명 승경도(陞卿圖) 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윷 혹은 주사위
를 던져 그 숫자에 따라 승진하는 놀이다. 관운이 좋으면 순탄하게 중앙에서 승진하지만, 잘못하
면 파직이 되어 사약을 받고마는 수가 있다. 조선시대 관리의 총수는 중앙과 지방을 합해 모두 3
천 8백 명을 넘지 않았지만, 등급이 많고 칭호와 상호관계가 매우 복잡하였다. 따라서 양반 집에
서는 어릴 때부터 이러한 관직에 대한 체계적인 관념을 자제들에게 익혀주기 위하여 이 종정도
놀이를 장려하였던 것이다.(손인수, 1995, p.50-51) 이처럼 서당은 교육과 놀이를 병행함으로써 교
육적 효과를 배가시켰고, 또한 놀이를 통한 다양한 지식의 습득을 꾀했다는 데서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서당의 교육 일정은 일반적으로 학년이나 학기가 없고, 일과표도 없이 식사시간과 잠자는 시
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개인 진도에 따라 수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서당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 하루에 10 시간 내지 12시간 수업이 진행되었다. 야간 수업을 하는 서당도 많았는

데, 야간 수업을 하는 서당의 경우는 훈장도 학생과 함께 합숙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합
숙하는 훈장은 교과 지도 뿐 아니라 생활지도, 즉 예절이나 인격도야에도 크게 도움을 주었다.(김
영우․피정만, 1993, p.109)
이처럼 서당의 교육 내용은 이를 토대로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은 유교의 기초 경전에 대한 강
독, 제술, 습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외 놀이를 통해 다양한 지식들을 익히도록 했다. 그 외
예절 및 인격 함양도 중요한 교육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유교 규범이 보편화
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하나의 사회화 과정의 일환이라고 불 수 있으며, 또한 유교 경전 중심의
학문적 분위기와 그 맥을 함께 하는 것이었다.

Ⅳ. 書堂敎育의 方法 分析
1. 書堂敎育에서 訓長의 役割
교육학에서 자주 인용하는 구절 중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다.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이다. 또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하나는 가르치는 일은 매우 애
태우는 일이어서 선생의 대변은 개도 거들떠보지 않을 정도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하고, 워낙 청
빈한 생활로 교육하다보니 먹는 것이 변변치 않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이런 표현들은 가르
친다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직업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라거
나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하여 스승에 대한 존경이 대단하였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
처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가르침을 주는 스승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였음을 잘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서당에서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훈장(訓長)’이다. 훈장은 개개인의 자질에 따
라 다르긴 해도 지식과 인격에서 타인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여야 했다. 이러한 훈장은
경제적 사리(私利)와 지위에 대한 욕심보다는 오직 동몽의 교육에만 전심한 소위 성인직(聖人職)
의 교육관에 의한 교육자였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훌륭한 스승에 대해서는 후세에 제자들이 받
들어 서원을 세워 봉제하기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김병구, 1995, p.179 참고)
김홍도의 대표적인 그림으로 조선 시대 서당 교육 장면을 그린 것이 있다. 훈장이 매를 들고
종아리를 치고 있는 장면이다. 서당의 훈장들은 학동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회초리를
들고 교육을 시켰다. 일반적으로 교사가 되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교편을 잡는다’라고 한다.
‘편(鞭)’ 자는 채찍을 의미한다. ‘교(敎)’ 자도 회초리로 가볍게 때려서라도 효도하도록 가르친다는
뜻이다.(손인수, 1995, p.78) 옛 서당에서는 매달 초에 학동이 ‘내 회초리’를 스승께 갖다드리는 풍
습이 있었다고 한다. 이 회초리는 아버지가 직접 마련하는데, 만약 오래 동안 회초리가 닳지 않으
면 학동의 아버지가 서당을 찾아가 오히려 섭섭함을 표시하였다. 그 이유는 엄하게 가르치지 않
는 데 대한 서운함이었다는 것이다.(손인수, 1995, p.55 참고.) 이처럼 서당에서의 스승의 가르침
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었고 그것이 우리나라 교육을 지탱하게 해온 힘이 되었던 것이다.
서당은 대부분 사설(私設) 기관이었다. 그렇지만 대중교육에 절대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나라
에서 감독하고 장려하고 개선(改善)하여 발전하도록 조처도 취했다. 그래서 훈장과 서당에 대한

장려 방침도 있었다. 조선 말기 서당교육의 학풍이 쇠퇴하고 질이 저하되었다고는 하나, 훈장의
선발과 훈장의 대우에 관해서는 소홀치 않았음을 다음 글을 통해 볼 수 있다. (유안진, 1998,
p.507 참고)
사람은 세 가지 것에서 생명이 부여되었으니, 그 셋을 섬기는 태도는 한결같이 하여야 한다. 아버지는 날 낳
으시고, 스승은 날 가르치시고, 임금은 날 먹이시니, 아버지가 아니면 태어날 수 없고, 자랄 수 없으며, 가르침이
아니면 알지 못할 것이니, 이 세 분은 똑같이 생명의 어버이가 된다. 그러므로 군(君), 사(師), 부(父) 세 분에게서
한결같이 섬기기를 생명이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살게 하신 분에게 죽음으로서 보답하고, 내려주신 것을 힘으로
서 보답함이 사람이 도리일 것이다.

서당에서 교육을 하면서 훈장이 직접 가르치기도 했지만 학생들에 따라 수준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적절히 지도 방법을 선택하였다. 훈장은 학도 중 연령이 높고 학력이 우수한
자-이들을 ‘접장(接長)’이라 불렀다-를 골라 지명하여 훈장 대신 가르치게 하기도 하였다. 이 경우
학생들이 접장에게 교육하기 때문에 훈장과 접장의 관계는 현대의 학교장과 교사와 같은 체제라
고 볼 수도 있겠다.
서당 훈장들은 그 신분이 다양했다. 고위관직을 지내고 고향에 내려와 서당을 연 경우도 있지
만 두메산골에서 소수의 학동들을 가르치는 서생도 있었다. 훈장들의 경제적 여건도 그들의 처한
여건에 따라 다르긴 했지만 경제적 이익보다 교육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대부분 경제적으로는
그다지 여유 있는 편은 아니었다. 은 조선조 후기에 와서 서당계(書堂契)를 운영하면서 그 목적으
로 고용훈장(雇傭訓長)을 초빙하는 것이었다. 이들 직업적인 훈장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핍한
중인출신이거나 혹은 몰락 양반들이었다. 중인 출신이면서도 당대 뛰어난 문인재사(文人才士)들도
있어서 서당훈장으로 생계를 연명하기도 하였고, 몰락양반 중에서도 훈장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
하기도 하였다.
임란 후나 동학란 후에는 생활방도를 서당훈장으로 찾기도 하였다. 이들 직업적 훈장들은 일
정한 수준의 교양과 학식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상응할 사회적 대우나 경제적 기반을
갖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들의 사회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정순우, 1985, p.103) 전통사회의 서당
훈장의 직분은 떠돌이 지식인이나 마을의 유식한 노인에게 맡기며, 이들에게 양식과 의복을 대는
것이 생계의 거의 전부였다. 그럼에도 서당의 제자가 장가가게 되면 상객에 앉혀야 하며, 돌아가
시면 심상(心喪)을 입어야 했다. 그리고 그 제자가 혹시나 과거에 급제하면 영문(榮問)이라 하여
찾아가 뵈어야 하였다.(손인수, 1995, p.72)
상황에 따라 달랐지만 대부분 서당의 훈장들은 제자들의 교육 그 자체를 중시하고 자신의 인
격 수양과 함께 제자들의 인격 함양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스승들이었다. 그래서 전통사회에서
스승의 역할이라는 것은 경제적 측면과 상관없이 높은 사회적 지위를 부여했으며, 이는 전통적으
로 교육을 중시했던 유교적 문화의 특성과 물질보다 인간 됨됨이를 중시했던 전통적 가치관의 영
향으로 볼 수 있다.

2. 書堂敎育의 方法的 特性

보통 한학을 공부할 때 방법은 경전을 수없이 읽고 외워 문리(文理)가 나야 한다고 말한다. 문
리가 나면 어떤 문장도 그 뜻이 통하게 된다고 보았다. 일반적으로 전통적 교육 방법은 경전 암
기를 통해 내용을 암기하고 파악하는 것이었다. 서당의 교육 방법도 암기 위주로 문리가 나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천자문의 문자를 암기하게 하고 동몽선습․명심보감과 같은 유교 교양서에 대
한 단어를 음독하게 하고, 구독(句讀)을 통해 한 자씩 가르쳤다. 다음에 단자(單字)를 붙여 음독
(音讀)하는 것을 가르치고, 다음에 구독(句讀)의 문리(文理)를 가르치고, 그 다음 한 장(章)의 대의
(大義)를 가르쳐서, 마지막에는 자독자해(自讀自解), 즉 학습자 스스로 풀이하게 하는 3단계의 교
수 방법이 행해졌다. 이를 반복하여 학생 스스로 문리가 통할 때까지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강의를 할 때는 학습자의 능력에 맞게 범위를 정하여 종일 숙독(熟讀)하게 하였고, 훈장과 학
생은 그 읽은 수를 세었다. 숙독한 것은 다시 그 다음 날 암송시켜 통한 후에 다음의 것을 공부
하게 했다. 만일 암송을 못하면, 이를 암송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숙독시켰다. 따라서 학생의 재
질에 따라 빨리 학업을 이룬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낙오되거나 늦게 학업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서
당의 암기식 교육 방법에 대해 현대 교육적 시각에서는 창의성을 저하시킨다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암기를 통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음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명언이나 명구를 암기시키고 3R을 중시했던 서양 중세의 교육방법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서당에서는 학생이 책 한 권을 다 읽어 떼었을 때 스승과 친구들에게 한턱을 내는 일로 ‘책거
리’라는 것이 있었다. 다른 말로 ‘책씻이’․‘책세식(冊洗式)’ 또는 ‘책례(冊禮)’라고도 한다. 책 한 권
을 떼면 책거리리라 해서 한턱내는 영광을 입는 반면에, 눈물이 책 아래쪽 절반을 적셔서 책이
문드러지는 수모를 당했다.(손인수, 1995, p.52) 책거리는 초급과정인 천자문, 동몽선습, 소
학｝등의 책을 읽어가면서 베푸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책거리를 할 대면 서당 훈장에게는
약주와 음식대접을, 친구들에게는 떡을 해서 먹였다. 음식으로는 국수, 경단, 송편 따위를 장만하
는데 특히 송편은 팥이나 콩, 깨 따위의 속을 넣는 떡이므로, 학동의 문리(文理)가 그렇게 뚫리라
는 뜻에서 빠뜨리지 않았다.(손인수, 1995, p.52)
유안진이 지적한 서당교육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유안진, 1998, p.522 참고)
첫째, 서당에는 1인의 훈장이 모든 교과목을 모든 아동들에게 가르쳤다. 보조교사나 기타의 수
습훈장의 도움은 없었으나, 접장이라는 연상아동의 조교역할로 도움을 받았다. 둘째, 서당의 교과
목은 주로 한문(漢文)으로 된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기, 글짓기, 그리고 쓰기의 세 가지였다. 이들
세 과목을 위해 교과서는 아동의 선수학습기능(entry behavior)에 적응되었다. 셋째, 교수방법은
각 아동의 개인단위로 하였으나, 공일공간에서 각각의 아동들에게 각각의 진도에 맞는 교과목은
가르쳤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아동이 완전학습 하였음을 확인한 다음에 다음 진도로 나아갔다.
따라서 완전히 개별화된 교수 프로그램(individualized instruction program)으로서 교육효과에서
는 완전학습(mastery learning)을 목표로 했다. 넷째, 계절과 밤낮의 특징에 맞도록 교과목과 학
습분량이 조절되었다. 다섯째, 아동의 교수에 회초리 맞기 등의 체벌이 사용되었다. 여섯째, 교수
효과의 증가를 위해 놀이가 이용되었다. 일곱째, 방학이 없었고, 수업시간은 훈장의 임의로 조절
되었다. 여덟째, 낮 시간의 교육은 주로 오전 중에 실시되었고, 오후에는 고급과정을 배우는 아동

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아홉째, 셈하기가 3개 교과목에 포함 또는 통합되어 학습되었다. 열째, 이
상과 같이 1인의 교사가 각급의 교과목과 서로 다른 진도에 아동의 능력에 맞게 완전학습을 지도
할 수 있었던 까닭은 학생수가 적었기 때문이라는 특징이다. 1인의 훈장은 각 아동의 사전학습
정도, 재능, 학습상의 버릇 등을 자세히 간파할 수 있었고, 따라서 개별화된 교수방법으로 거의
모든 아동이 각각의 과목에서 완전히 학습(mastery learning)되어야, 다음 과정 또는 고급 정도로
진급시킬 수가 있었다.(유안진, 1998, p.524)
서당 교육 방법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을 토대로 서당의 보편적인 교육 방법을 정리해보면 다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기초 지식을 중시했으며, 전통적으로 암기 위주의 방법을 주로 했다. 되풀이하여 읽고 뜻을
알게 하며, 읽고 외우고 그 뜻을 안 다음에 쓰기를 가르쳤다.
2) 지식과 함께 수업 태도와 인격 교육도 중시했다. 글을 읽고, 쓰고, 외우는 자세(태도)와 앉
음새, 호흡 조절 등 학습태도교육이 엄격했다. 공부 시간에 학습 내용만이 아닌 서당 밖의 행실에
관한 언급이 많아, 그것이 과제부과와 결부되기도 했다.
3)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두었다. 모든 아동의 학습내용과 진도 및 교과목의 정도가
서로 달랐다. 재주가 있는 아동과 재주가 덜한 아동의 진도와 정도를 다르게 하여 수준별 수업을
시행했다. 어린 아동의 저급과정의 교육일수록 놀이를 교육에 이용하였고, 나이든 하동일수록 정
서를 위해 한시(漢詩), 시조(時調), 대구 맞추기 등의 제술 과목 즉 글짓기에 놀이가 이용되었다.
4) 사회적 환경에 따라 수업을 조절하였다. 농번기나 명절 전후 및 무더위 중의 며칠 간은 휴
학(休學)이 있었다. 농번기에는 수업시간을 줄여 가정 일을 돕게 했다. 그러나 긴 방학은 없었으
며, 훈장의 출타일(出他日)이 주로 휴학일이었다. 학습 시간은 주로 오전시간이었으며 훈장이 배
당한 그날의 읽기, 쓰기, 암기 등의 학습량(과제)을 완성해야만 귀가했다. 따라서 아동마다 귀가시
간이 달랐다. 고급과정을 공부하는 나이든 아동들은 오후와 밤에도 공부했다.
5)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중시했다. 가장 나이 많은 학동이나, 진도 및 정도가 빠른 아동 즉 상
급생이 접장이었는데, 훈장의 위임 내용을 가르치며, 서당 청소를 지휘하는 등 훈장의 교육시간을
도왔다. 글방(서당)의 청소, 책상, 서책, 벼루, 먹 정리는 순번대로 1명의 연장 아동이 접장(지금의
조교나 반장)이 되어, 어린 아동을 시키거나 스스로 담당하였다.
6) 계절과 밤낮에 따라 수업 내용과 분량을 조정하였다. 겨울에는 밤 글이 효과적이나, 밤이
짧은 계절에는 밤 글이 낮 글에 방해가 된다. 달밤에는 달빛에 밤 글이 효과적이며, 특히 운(韻)
이나 율(律)이 있는 글로, 대구(對句) 맞추기 등을 활용했다. 또 서늘한 계절과 밤이 긴 계절에는
분량을 증가시키고, 무더운 계절이나 밤이 짧은 계절에는 분량을 감하면 능률을 올리게 된다.
7) 과제부여를 통해 완전학습을 지향했다. 서당에서 하루 분량을 다 소화하지 못할 경우 숙제
가 배당되어 집에서 해오도록 했는데, 주로 50번․100번씩 일기, 암기하기, 쓰기 등이었다.
이처럼 서당의 교육방법은 전통적으로 위엄과 권위를 지닌 훈장의 지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
업 방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전통교육에 대한 선입견을 지닌 사람들은 전통교육이 엄
격한 통제 속에서 체벌과 권위주의적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면
면을 보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지식 습득과 인격 함양의 조화, 놀이를

통한 다양한 지식의 습득,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통한 교육 효과를 지향했으며, 소수 학생들을 대
상으로 하여 개별학습과 완전학습을 추구했으며,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었다.

3. 書堂敎育方法의 現代的 適用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서당교육방법은 전통 사회에 적절한 수업 방법이었으며, 따라서
현대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후기산업사회에서 서당 교육의 방법이 과연 현대 교육에 어떤 시사점이 있고 적용 가능한가에 의
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할수록 인간과 인간의 만남, 전인적 관계
의 접촉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정보화 사회는 가상공간(cyber space)에서 생활하는 시
간이 많아지고 온라인 상태에서 사이버 자아들의 만남이 깊어져, 많은 사람들은 현실 공간에서의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통합적 자아 정체성 형성을 위해 현실 공간에서의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는 것이다.9)
전통적 서당교육은 정보화로 인한 오프라인에서의 빈약한 인간관계를 좀더 풍요롭게 해주는
방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서당교육의 방법적 원리를 잘 적용하면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간관계 문제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당교육방
법이 도덕․윤리 교육에 주는 시사점 및 적용에 대해 살펴보면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인적 교사로서 훈장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며, 둘째는 교육 내용과 방법에서 지식 습득
과 인격 함양의 조화를 꾀했다는 점, 셋째는 학습자 개개인에 대한 개별학습을 통한 완전학습의
달성을 추구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수업 방법에서 놀이와 학습을 병행한 교육적 효과를 추구했다
는 점이다. 이에 대해 간략히 시사점과 현대적 적용에 대해 살펴보자.
1) 전인적 교사로서 훈장의 역할 : 서당의 훈장은 학습자들에게 전인적 모델로서 역할 했다.
교수자로서 훈장은 이상적 인격체일 뿐만 아니라 전인적 교육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다. 이는 도
덕․윤리 교사의 이상적 모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현대 직업인으로서의 교사에 대한 반성하도
록 해준다. 현대 사회에서 교사는 하나의 전문직이면서도 사회적 지위에서는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10) 한국의 경우 전통사회와는 달리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와 존경도가 많이 떨어졌다. 사
회적 환경의 변화와 함께 교사들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자긍심도 많이 떨어졌다.11) 교사로서
가르침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자각,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삼자의 새로운 관계 형성을 통해 교사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2) 지식 습득과 인격 함양의 조화 : 교육은 지, 덕, 체의 조화를 이룬 전인적 인격체의 완성을
9)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 <현대 정보 사회에서의 자아 정체성 형성>(pp.40-42)과 <정보 사회에
서의 청소년 비인간화 문제>(pp.49-54)에서 정보화 사회에서의 자아 정체성의 문제와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10) 영국에서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으로 의사, 간호사에 이어 교사가 3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조선일보｝2002년 5
월 30일자.
11) 한국의 경기도 초중고 교사 488명을 대상으로 ‘교직만족도 조사’ 통계 결과를 보면, 교직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교사는 26%에 불과하다고 한다. 수업과 업무의 과다, 낮은 보수 등이 불만족의 주원인이었다고 한다. 한국전교조노동
조합, 교육희망, 2002년 5월 29일 307호, 4면.

지향한다. 서당의 학생들은 농사를 돕거나 놀이를 통하여 건강한 체력을 유지했다면, 서당 교육의
본질적 목적인 지식의 습득을 통하여 기본 유교적 지식과 더불어 나아가 과거 준비까지도 하였
다. 서당에서는 지식의 습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인격 교육을 중시하여 예절 교육과 인격 함양
을 통해 전인적 인간의 육성을 도모하였다. 사실 서당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목표로 인
격 함양과 예절 습득을 목표로 하고 인간됨을 최고로 하여 교육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교육 내용
이 주로 유교 경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교육의 내용은 철저하게 효
제․충신 등 유교 규범의 교육이며, 이를 통해 인간관계의 예법과 원리를 교육했기 때문이다.
3) 개별학습을 통한 완전학습의 달성 : 두 번째는 서당교육은 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이 통
합된 교육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유교 사상의 내용이 바로 도덕 윤리교육 내용이었다. 서당 교
육은 개개인에 개별학습과 수준별 교육을 통해 완전학습을 추구한다. 훈장 혹은 접장과 학생의
지적․인격적 만남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는 서당에서 훈장 한 명이 10
여 명 내외의 소수 학생을 담당함으로써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한 학급당 3,40명의 학
생 수의 환경에서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 설정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학급당 학생수의 감
축이 성공적인 도덕․윤리 교육의 관건임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급
당 학생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상황이다. 점차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나가고 있기
는 하지만 서당처럼 개별적인 완전학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10여 명 내외로 되어야 하며, 이는
현재 선진국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4) 놀이와 학습을 병행한 교육적 효과 : 서당 교육은 세 번째는 교육에서 놀이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수업 방법의 적용의 결과이며, 효과적인 수업 목표 달성을 위해 학생들의 흥
미 유발을 위해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통일교육에서 북한 언
어에 대한 퍼즐 게임을 이용하여 수업하는 것도 한 예이며, 토론 시간에 가요의 가사를 토론 주
제의 내용으로 개사하여 조별로 발표하고 노래하는 것도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Ⅴ. 結論
서당은 고려시대의 경당에 그 기원을 둔 사설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 백성들의 교육에서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서당이 서민들의 보편적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조선중기 이후이
며 그 운영형태도 다양했다. 서당교육의 목표는 학자에 따라 견해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과거
준비와 한문 및 유교 경전의 기초 교육, 학생들에 대한 예절 및 인격 교육 등의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겠다. 서당의 교육 내용은 크게 강독(講讀), 제술(製述), 습자(習字)의 세 가지로 나누어지
는데, 그 외 당시 지명과 관명 등에 대한 지식도 배웠다. 서당 교육은 기본적으로 유교적 기초 지
식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다. 내용 자체에 유교 규범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효제충신(孝悌忠信)을
중심으로 인격 교육과 예절 교육을 중시하였고, 교육 방법도 그러한 내용과 관련된 측면이 많았
다. 서당의 보편적인 교육 방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기초 지식을 중시했으며, 전통적으로 암기 위주의 방법을 주로 했다. 2) 지식의 습득과 함
께 인격 교육도 중시하였다. 3)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차이를 둔 수준별 수업을 진행했다. 4) 사
회 환경에 따라 교육 과정 및 내용, 수준을 조절하였다. 5)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중시했다. 6) 과

제부여를 통해 완전학습을 지향했다.
이처럼 서당의 교육방법은 전통적으로 위엄과 권위를 지닌 훈장의 지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
업 방법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지식 습득과 인격 함양의 조화, 놀이를 통한 다양한 지식
의 습득,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통한 교육 효과를 지향했으며, 소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
학습과 완전학습을 추구했으며, 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었다.
서당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기초로 방법적 특성을 통해 현대 도덕․윤리교육에의 시사점 및 적
용점을 살펴보면, 첫째는 전인적 교사로서 훈장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며, 둘째는 교육 내용과
방법에서 지식 습득과 인격 함양의 조화를 꾀했다는 점, 셋째는 학습자 개개인에 대한 개별학습
을 통한 완전학습의 달성을 추구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수업 방법에서 놀이와 학습을 병행한 교
육적 효과를 추구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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