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童蒙先習의 역사교육적 의미

김 경 미(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Ⅰ. 머리말

본 연구는 조선시대 경학 중심, 중국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조선의 역사1)를 가르칠 수
있었던 교재였던 동몽선습이 역사교육의 관점에서 어떠한 교육적 의미를 지녔는지를
밝혀보려 한다.
조선시대 역사교육의 중심은 중국 역사였다. 동몽선습이 등장하기 전, 초학자들은

천자문(千字文)을 배우고 나서 경서에 들어가기 전에 대개 통감(通鑑)과 사략(史
略)을 읽었다. 조선의 역사가 교육과정에 포함된 것은 중종 때의 유학자 박세무(朴世茂)
가 편찬한2) 동몽선습이 초학자의 학습 교재로 널리 보급되면서부터 이다. 동몽선습
은 조선시대 교육내용의 전반을 이루는 경사(經史)를 요약한 입문서로서,3) 중국사와 함
1) 본 논문에서 ‘조선의 역사’는 단군 이래의 역사를 의미하며, 조선시대의 역사는 ‘조선왕조사’로 표기한다.
2) 동몽선습의 저자 규명에 대해서는 최봉영의 연구가 상세하다. 실록을 비롯한 박세무의 墓碣 등 대부
평안도
분의 관련 사료들에 의해, 동몽선습의 저자가 박세무인 것은 분명하며, 유일하게 동몽선습｝
간본에 붙어있는 윤인서의 발문에 따른 민제인 설에 대해서 최봉영은 민제인이 조력자의 역할을 한
제22집, 1984, 166-172쪽) 증보
것으로 해석하였다.(崔鳳永, ｢童蒙先習 硏究｣, 韓國航空大學 論文集｝
문헌비고에 따른 또 다른 저자 어숙권 설에 대해서는 渡部學이 吏文學者인 어숙권의 이두 할주 본으
로 추측한 바 있다.(渡部學, ｢初學敎科書 童蒙先習の成立と普及｣, 近世朝鮮敎育史硏究, 雄山閣,
1969, 256쪽)
3) 위의 책 ; 渡部學, ｢朝鮮在來民間初等敎科書童蒙先習の轉進相-總督府治下朝鮮民衆の民族陶冶保衛575, 1972.5 ; 渡部學, 朝鮮敎育史, 講談社, 1975 ; 崔鳳永, 앞의 논문 ; 강명숙, ｢조선중기
｣, 思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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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조선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박세무가 가숙(家塾)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동몽선습
은 17세기 중엽에는 초학자들이 천자문｝다음에 배우는 필수 교과서가 되었고, 1670년
에는 사림의 거두 송시열이 발문을 썼으며, 1742년에는 영조가 어제문을 붙여 간행하게
함으로써 국가 공인 필수 교재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후 동몽선습은 개화기를 거쳐 일
제 강점기에도 서당의 주요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동몽선습이 초학자 교육의 유용한 교재로서 인정되어 오랜 동안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경학 중심, 중국 중심의 교재 속에서 ‘경사지략(經史之略)’으로서 조선역사 교육의
필요성에 부응했기 때문이었다. 동몽선습의 역사교육은 모화일변도의 당시의 사상 상
황 속에서 민족자주의 정신을 이끌어내려 한 것이었다는 견해가 있지만,4) 이는 조선시대
의 역사 인식, 특히 존화사대(尊華事大) 의식과 도학(道學)을 기저로 하고 있는 사림(士
林)의 역사 인식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것이다. 동몽선습의 역사 기술은 철저한 존화
의식, 엄격한 숭유관념, 삼강오륜의 귀천의식에 기초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기자의 교
화를 계승한 소중화(小中華)라는데 대한 자부심을 선언하고 있다.5) 그런데 소중화로서의
자기 규정은 중화질서 속에서 중화문명의 중심인 중국(明)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동몽선습의 역사교육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소중화
의식은 중화질서의 변화와 관련지어 그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동몽선습의 초학 교재로서의 가치는 경사의 내용을 요약한 교
재 구성의 유용성에 있다고 보고 경학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교육의 의미를 알아보려 한
다. 그리고 동몽선습의 역사교육의 내용을 분석하여 중화질서 속에서 조선의 소중화로
서의 자기 규정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밝히려 한다. 이어서 중화문명의 근원인 명
이 멸망한 이후에도 영조가 동몽선습을 읽으며 시경의 비풍․하천을 언급하고 조선의
소중화로서의 위치를 강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보려 한다. 덧붙여
1910년대에 나타나는 동몽선습의 이본을 통해 중화질서가 소멸한 때에 소중화 의식은 어
떻게 변화하는지도 살펴보려 한다.

초등교육에 관한 시론적 연구: 교재분석을 중심으로｣, 敎育史學硏究｝
8집, 1998.
4) 渡部學, 朝鮮敎育史, 107쪽.
5) 한영우, 朝鮮前期 史學史 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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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당의 주요 교과서, 동몽선습

동몽선습은 박세무(1487-1564)6)가 1541년(54세)에 일가의 자제들을 가르치기 위해 지
었다고 한다.7) 박세무 집안의 가숙(家塾)에서 사용되던 동몽선습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에게 그 가치가 인정되었다. 1580년(선조 14년) 경, 박세무의 문인이었던 노수신(盧
守愼)의 건백(建白)으로 동몽선습은 세상에 나온 지 불과 40년 만에 초학자의 학습서
로 세자 교육에 사용되었고,8) 17세기 초에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었으며,9) 17세기 중엽
에는 초학자의 필수 교과서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다.10) 현재 남아있는 동몽선습의
간행 상황을 볼 때, 동몽선습은 1670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간행되었으며, 대다수가
목판본이었던 점으로 보아, 17세기 후반부터는 대량 유통되었다고 추정된다.11)

동몽선습이 초학자 교육에 유용한 책으로 널리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은 당시 아동의
학습을 좀더 쉽게 할 수 있는 초등 교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유교적 교양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되어 감에 따라 학습 대상
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이 된다. 이 시기에 초등 교육이 확대되고
있었음은 17세기에 들어와 천자문,소학과 같은 전래의 초학자용 교재의 간행이 활발
했던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12)

6) 박세무는 자는 景蕃, 호는 逍遙堂이며 咸陽 사람이다. 1516년(중중 11) 생원시에 합격하고, 44세 때인
1531년(중종 26)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예문관 검열, 사간원 헌납을 거쳐 史官이 되어 직필
直筆로 당시의 세도가인 김안로의 미움을 사게되어 1539년 마전군수로 좌천되었다가 관직에서 물러났
다. 1544년 성균관 典籍, 승문원 參校로 복직되었고, 이듬해 사복시정 등을 역임하였다.
7) 박세무가 직접 쓴 手寫本에는 마지막에 ‘辛丑仲秋禾日逍遙子書’라고 쓰여있는데, 곧 1541년(중종 36) 8
월(음력)이다.(이석호, ｢해제｣, 박세무(외), 동몽선습, 을유문화사, 1973, 6-7쪽)
영조17년 7월 14일(병자). 노수신의 건의로 세자 교육에 동몽선습을 사용하게 되었던 때
8) 영조실록｝
는, 선조 7년․8년에 태어난 임해군과 광해군이 6살 정도 되고 노수신이 경연에 참여하던 선조 14년
(1580년) 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9) 송시열의 ｢跋文｣에 의하면, 그가 어렸을 때 다른 집안의 초학자들이 모두 동몽선습｣을 가장 먼저 배우
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10) 渡部學은 송시열의 발문 외에 조극선, 김육의 자료를 통해, 동몽선습이 17세기 중엽부터 초학용 교과
서로 간행되어 광범하게 사용되기 시작했음을 밝힌 바 있다.(渡部學, ｢初學敎科書 童蒙先習の成立
と普及｣, 253쪽) 왕실에서도 현종 7년(1666년), 이 때 6세(현종 2년 생)인 원자(후의 숙종)의 교육에
현종7년 3월 25일 (을사)) 동몽선
‘마땅히’(宜) 동몽선습을 사용할 것을 결정하고 있다.(현종실록｝
발문을 쓴 송시열은 현종 7년 부터 10년까지 貳師, 傅로서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다.(현종
습｝
실록7년 11월 26일(임인), 10년 1월 4일(무술))
11) 권오석,「서당교재에 관한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10, 1994, 983쪽.
12) 위의 책, 9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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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육의 확대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동몽선습을 지은 박세무가 중종 대에 조
광조로 대표되는 사림(士林)의 일원이었다는 점이다.13) 사림은 향촌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던 중소지주층으로서, 성리학의 원리에 의해 국가를 비롯한 인간의 모든 생활이 영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도덕의 실천을 중요시하는 도학(道學)적 견지에서 이들은 중
앙 정치에서 왕도정치를 구현하려고 하는 한편 향촌 사회에 성리학적 윤리질서를 확립하
고자 하여, 주자가례와 삼강오륜을 보급하고 향약을 실시하려 했다. 특히 유학 윤리의 구
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소학의 교육을 강조하는 등 향촌 사회의 교육에 주
력하였다.

동몽선습의 전파는 이들 사림의 정치적 행보와 무관하지 않다. 사림은 성종 초부터
중앙정치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나 성종의 뒤를 이은 연산군 4년의 무오사화로 좌절을 겪
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 초에는 조광조 등의 사림이 다시 정계에 진출했으나
기묘사화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림들은 중종 말년에 다시 중앙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고, 그 즈음이 박세무가 조광조의 신원을 요청하는 상소를 내고14) 동몽선습을 저
술하여 간행했던 때이다. 그러나 사림은 을사사화로 다시 좌절을 겪고, 선조 대에 와서
비로소 중앙 정계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노수신의 건의에 의해 동몽선습
을 서연(書筵)의 교재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선조 대는 바로 오랜동안 정계에서 밀려있던
사림이 본격적으로 중앙 정계에 진출하기 시작했던 시기였다. 동몽선습에 발문을 붙인
송시열은 사림(서인, 노론)의 영수로서, 이 당시는 세자의 부(傅)(세자 시강원의 정일품
벼슬)이기도 했다. 사림들은 일련의 사화를 겪는 동안 향촌에 은거하여 학문적 발전을
이루는 한편 지방민 교화에 힘썼고, 동몽선습은 그 과정에서 탄생하여 보다 확대된 학
습 인구에게 유용한 책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동몽선습은 어떤 점에서 초학자용 학습서로 유용했는가. 동몽선습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자인 와타나베 마나부(渡部學)는, 일찍이 동몽선습의 가치를 인식했던
심수경(沈守慶)(1516-1599)이 “그 책은 먼저 오륜를 서술하고 다음에 역대(歷代)를 서술
하고 그 다음에 동국(東國)의 사실(事實)을 서술하여, 실로 ‘경사지략’(經史之略)를 겸하
였으니, 동몽이 마땅히 먼저 익혀야 할 바”라고 하며 동몽을 가르치는데 이 책을 우선으
로 할 것을 권했던 기록을 소개하고 있다. 동몽선습이 초학자용 학습서로서 주목을 끈
이유는, 심수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내용이 ‘경사지략’ 즉 당시의 교육내용의 전반을 이
루는 경학(經學)과 역사(歷史)의 양자의 요약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15) 사

13) 박세무는 조광조, 김정 등과 道義의 교분을 맺었다고 한다.(영조실록17년 7월 병자)
14) 중종실록39년 5월 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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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경사(經史)를 함께 기술하고 있는 동몽선습의 내용 구성 방식은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박세무는 왜 그러한 구성방식을 취했을까. 또한 경사(經史)를 함께 기술하고 있는

동몽선습은 왜 초학자 교육에 유용한 것으로 인정되었는가.
당시 어린아이들이 읽던 책은 천자문, 유합(類合), 효경(孝經), 소학(小學)이었
다.16) 그런데 천자문이나 유합을 가지고 한자의 뜻을 익혔다고 해도, 바로 한문으로
된 효경이나 소학을 읽어 내기는 쉽지 않았다. 경전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하려면 먼
저 한문의 문리(文理)에 통달해야 하는데 이는 천자문을 익히고 나서 좀더 독해의 연
습 과정을 필요로 했다. 이는 중국 언어와 우리나라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불가
피한 일이었다.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이 통감이나 사략과 같은 역사서
를 먼저 읽히는 것이었다. 역사서는 구체적인 사건을 기술한 것이어서 경전의 추상적인
내용보다 문장을 이해하기가 쉬우며, 국가가 서로 싸우고 왕조가 몰락하고 다른 왕조가
다시 대치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서17) 초학자들의 문장 연습에는 더 효
과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학에서는 경학(經學)을 근본(本)으로 하고 역사를 말단(末)으로 여겼기 때문
에, 원칙적으로 학습 차례를 먼저 경전(經傳)을 읽고 사기(史記)는 나중에 읽도록 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전에 들어가기도 전에 역사서를 먼저 읽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18) 이에 관련되어서는 중종 23년에 세자(후의 인종) 학습의 경중을 둘러싸고 벌어
진 이언적과 심정․이항 사이의 논란을 예로 들 수 있다. 13세인 세자는 이미 소학,

대학, 논어, 맹자, 중용등의 경서와 함께 사략을 읽고 난 뒤였고, 상서(尙書)
(서경(書經))와 통감절요를 공부하고 있었다. 이언적은 임금의 학문에는 근본이 있고
말단이 있는데, 먼저 성현의 경전을 읽어 도의를 강명(講明)하고 덕성을 함양하는 것이
근본이고, 사기를 보아 고금의 사변(事變)에 통달하는 것이 말단이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십구사략을 읽은 세자에게 시강원(侍講院)에서 이어 통감절요를 진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나이가 어릴 때 사학을 주로 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며, 사학이란 학문이 고
명하고 덕성이 굳게 정해진 뒤에 여사(餘事)로 보아야지 주로 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
15) 渡部學, ｢初學敎科書 童蒙先習の成立と普及｣, 255쪽.
16) 중종실록33년 3월 갑신.
17) 이미륵, 정규화 역, 압록강은 흐른다(외), 범우사, 1989, 31쪽. 이미륵의 압록강의 흐른다에 묘사되
어 있는 서당의 풍경은 1900년대 초의 것이지만, 아동의 입장에서 동몽선습과 통감이 어떻게 받
아들여졌는지를 엿볼 수 있다.
18) 경본사말 원칙은 경서와 사서의 학습 시간에도 적용되었다. 중종 33년에 서연에서 綱目을 아침에
진강하고 논어를 낮에 진강하는 것에 대해, 이는 사기를 경전에 우선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
다. 해가 뜨는 아침에는 志氣가 청명하고 의리가 환하게 드러나므로 마땅히 논어를 아침에 진강하
고 강목을 낮에 진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중종실록33년 1월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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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심정은 이언적의 말에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문리가 통달한 뒤에야 의리(義理)를
쉽게 알수 있으므로, 나이가 어릴 때는 먼저 사학을 진강해야 문리가 쉽게 통달하며, 또
경(經)과 사(史)에 말한 것은 같지 않으나 그 의리는 본디 다를 것이 없으니, 문리를 통
달하고 나면 의리를 쉽게 알아서 덕성이 절로 진취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항도 “사
기를 경서에 비해보면 말단이지만, 통감에는 격절(激切)한 일이 많이 있어서 문리가
쉽게 통달하나 경서는 의리가 깊어서 쉽게 알 수 없으므로, 사기를 먼저 읽어서 문리가
통달하고 나면 경학에서 크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19)
이러한 기사는 경학을 완전히 마치고 나서 읽어야 할 역사서를 문리를 깨우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점 때문에 미리 읽히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동몽선습은
바로 이 딜레마를 해결해 줄 수 있었다. 경과 사를 함께 기술하면서 역사 교육의 의미를
분명히 함으로써 역사서를 어떤 관점에서 학습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준 것이다.
박세무는 동몽선습에서 먼저 경학의 요점을 제시한 후 역사의 개요를 서술하기 전
에 양자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오륜을 실천해야 하는 당위성은 태어날 때부
터 스스로 아는 사람이 아니면 학문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는데, 학문이란 ‘옛날과 지금
의 역사에 통달하여(通古今)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보아(達事理) 이를 마음에 간직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경학에 이어서 역사를 기술했다. 경학과 역사는 체용
(體用)의 관계로서, 경을 토대로 사를 이해하고 사를 통해서 경의 이치를 체득할 수 있다
는 것이다.20) 이어서 박세무는 중국사를 서술하고 난 뒤, 중국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삼
강오상(三綱五常)의 도가 천지와 더불어 시종을 같이 하였다고 결론지었다. 중국사에서
파악되는 역사의 논리는, 세상의 치란안위(治亂安危)와 나라의 흥폐존망이 다 인륜이 밝
으냐 밝지 못하냐의 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즉 역사를 학습하는 이유는, 앞서 배운
오륜의 원칙이 인간의 삶의 역사 속에서 관철되고 있음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역사
학습의 궁극적 의의는 역사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지식 보다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는 유학적 가치의 확인에 있었다. 이와 같은 경학과 역사와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역사
학습의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다면, 경서를 읽기 전이라도 문리를 통할 때까지 역사서
를 읽히는 데에 대한 위험은 감소될 수 있을 것이다.
초학자들의 대개의 학습 과정은 통감을 읽는 중에(촉한기 정도) 어느 정도 문리가
트이면 더 이상 읽지 않고 경서로 들어갔다.21) 통감을 다 읽히지 않은 것은 이 단계에
19) 중종실록23년 10월 무술.
20) 한영우, 앞의 책, 253쪽
보다 먼저 읽게 된
21) 실록에 나타난 세자의 교육을 살펴볼 때, 통감을 사서 중 가장 먼저 읽는 대학｝
것은 현종이 왕세자로 있을 때이다. 통감을 촉한기까지 읽고는 대학을 읽도록 했는데 이는 經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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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통감을 읽혔던 이유가 역사 내용을 학습시키기 보다는 독해 연습을 하도록 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본사말(經本史末)의 학습 원칙 상에서, ‘경사지략’을 겸하고
있는 동몽선습은 한문을 통한 유학 교육 과정 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다. 이는
바로 동몽선습이 경학과 역사를 겸하는 독특한 구성을 취하게 된 이유이고, 또한 초학
자의 학습에 유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이유이다.
그러면 동몽선습이 중국사에 이어 조선의 역사를 기술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당시 조선의 역사를 기술한 책이 초학자 교육에 유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이유는 무
엇인가. 성리학은 상하의 신분 위계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상하 차별의 신분 질서는 사
회 구성원의 자발성에 의거하여 유지하려고 한다. 그 방법이 덕치(德治)에 의한 교화(敎
化)로서 유학의 윤리를 사람들에게 내면화시켜 스스로 준수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
람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육은 개인의 자기 의식 형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누구다’라는 자기 정체성은 그의 행위의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
하기 때문이다. 역사 교육은 개인의 현 존재의 의미를 역사적으로 설명해 줌으로써 개
인의 자기 정체성을 인식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자국사 교육은 개인
의 역사적 배경을 국가(왕조)의 틀 속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 때 형성되는 개인의 정체
성은 국가(왕조)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된다. 동몽선습은 유학의 핵심 도덕인 오륜을 설
명하고 이어서 그러한 유학의 도덕이 중국사를 통해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지를 기술한
뒤, 조선의 역사 속에서 전개된 유학이 지금의 나를 어떻게 형성시키고 있는지를 서술함
으로써, 그러한 나는 현재 조선왕조의 일원으로서 바로 유학의 도덕을 실천해야 할 의무
를 갖게 됨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Ⅲ. 동몽선습의 내용, 경사지략(經史之略)

동몽선습은 ‘경사지략(經史之略)’, 즉 조선시대 유학 교육의 전반을 이루는 경학(經
學)과 역사(歷史)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다. 전반부에는 유학의 핵심 윤리인 오륜(五倫)을

을 급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숙종실록27년 7월 신축) 이때 세자가 소학을 읽고 난 다음 효경과
대학을 차례로 읽어야 하는데 도리어 통감을 읽힌다는 점을 비판하는 상소도 있었다.(효종실록
5년 5월 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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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땅 사이의 만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귀한 이유인 동시에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당위로서 규정하고, 이어서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
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을 열거한 후, 오륜 중에서 효가 가장 근원
임을 강조하였다. 후반부에는 태극(太極)이 처음 나뉨으로부터 삼황오제(三皇五帝) 이후
明까지의 중국 왕조의 변천과 함께 공자 이후의 유가(儒家)의 흐름을 열거하였고, 이어
서 단군(檀君)으로부터 시작하여 삼국시대를 지나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그러면 먼저 중국사에서 세상의 치란안위(治亂安危)와 나라의 흥폐존망은 어떻게 전개
되었는가. 훌륭한 정치가 행해져 “다스려진 날(治日)이 항상 많고 어지러운 날(亂日)이
항상 적었던” 시대는 삼대(三代) 이전이었다. 요순시대와 하․은․주 삼대는 성스럽고
현명한 왕이 훌륭한 신하와 더불어 삼강오륜의 도에 따른 이상적인 정치를 펼쳤던 때였
다. 이 시대의 윤리와 문물제도는 중화문명의 핵심으로서 모든 시대의 이상적 규범이 된
다. 이에 대해 삼대 이후에는 “어지러운 날(亂日)이 항상 많고 다스려진 날(治日)이 항상
적었던” 때로, 용렬하고 어리석은 왕과 난신적자(亂臣賊子)가 삼강오륜의 도를 파괴했기
때문이었다. 춘추전국의 혼란기에 공자가 성인의 도를 계승하고 안자, 증자, 자사와 맹자
가 이를 이었으나 유가의 도는 세상에 받아들여지지 못했으며, 송대에 이르러 주돈이, 정
호, 정이, 사마광, 장재, 소옹, 주희 등의 현인이 배출되어 유도(儒道)를 크게 밝혔으나 세
상에 펴지는 못했다. 오호(五胡), 거란, 몽고, 요, 금 등 이민족이 번갈아 중국을 침략했으
며, 이후 오랑케 원(元)의 지배를 거쳐 비로소 명(明)이 중국을 지배하게 되었다. 박세무
는 이와 같이 나라의 흥망이 삼강오륜의 도가 행해졌느냐의 여부에 좌우되었다고 기술했
다. 그런데 원을 이적(夷狄)이라 칭하고 “하늘이 더러운 덕(穢德)을 싫어해서” 멸망했다
고 기술한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종족적인 화이(華夷) 차별의식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중국을 지배하고 있던 명은 대명(大明)이라 칭하며 ‘하늘의 뜻’에 맞아 중국을 다시
지배하게 되었으며, 성인(聖人)과 신인(神人)이 잇고 계승하여 천만년을 이어갈 것을 기
원하였다.
이어서 동방(東方)의 역사를 기술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요(堯)임금 때 단군 조선이
설립되어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이어 주나라 무왕이 기자(箕子)를 조선에 봉함으로서 인
륜의 교화가 베풀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동방에 처음에는 군장이 없었는데 신인이 태백산 단목 아래에 내려오자, 나라 사
람들이 이를 임금으로 세웠다. 요임금과 같은 때에 즉위하여 국호를 조선이라 하
니 이가 단군이다.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셨는데, 백성들에게 예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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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고 팔조의 가르침을 베푸시니 인현의 교화가 있었다.22)

즉 동몽선습은 우리나라의 기원에 대하여, 단군을 민족의 시조로 하는 한편 문화의
시초는 중국 문물을 전래한 기자에 두고 있다. 즉 단군과 기자는 각각 우리나라의 민족
적 독자성과 유교문명화의 상징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
인 역사적 기원을 가지고 있지만,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정치가 행해졌다고 여
겨지는 주나라와 같은 시기에 조선에서도 동일한 문명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동몽선습의 역사 기술이 워낙 소략하여 이후의 역사는 국가의 설립과 멸망을 간단
히 기술하는 정도로 이어나가면서도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전개되는 것으로 기술된
다. 기자조선은 기준(箕準) 대에 연(燕)나라 사람인 위만에게 넘어가고 위만조선은 한
(漢)에 의해 멸망하여 그 땅에 사군(四郡)․이부(二府)가 설치되었다. 한편, 삼한(三韓)에
대해서는 마한(馬韓)은 기준에 의해 설립되었다 하여 기자조선의 후신으로 여겼으며, 진
한(辰韓)은 진(秦)나라에서 망명한 사람이 설립하였고, 변한(弁韓)은 설립 시조와 연대를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삼한의 시조를 중국계로 보고 기자조선으로부터 삼한
까지 주로 중국인에 의해 국가가 운영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삼국(三國)에 대해서는
신라, 고구려, 백제의 설립을 간단히 설명하고, 이후 당(唐) 고종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
시키고 도독부를 설치했다고 하였다. 고구려와 백제의 멸망을 신라에 의한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하지 않고, 당에 의한 멸망으로 보았다.23)
그리고 고려에 대해서는 멸망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왕건이 신라, 태봉, 후백제의 삼
한을 통합하였으나, 계세(季世)에 이르러 공민(왕)이 후사가 없었고 가짜 임금인 신우(辛
禑)가 포악 방자했고 왕요(王瑤)가 임금답지 못하여 마침내 망했다고 하였다. 이전의 왕
조에 대해 그 설립과 멸망을 간단히 기술했던 것과는 달리 그 멸망의 원인을 내부 문제
로 자세히 설명하였다. 우왕을 신돈의 아들 신우로 기록하여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24) 마
22) 東方初無君長 有神人降于太白山檀木下 國人立以爲君 與堯竝立國號朝鮮 是爲檀君 周武王封箕子于朝
鮮敎民禮義設八條之敎 有仁賢之化
23) 한영우, 앞의 책, 256쪽.
24) 우왕(1365(공민왕 14)-1389(공양왕 1))은 고려 공민왕이 辛旽의 집에 행차하여 신돈의 侍婢와 상관해
서 낳은 아들이라 하는데, 1374년 공민왕이 시해되자 10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다. 1388년(우왕
14)에 명나라에서 鐵嶺衛의 설치를 일방적으로 통고하여 오자, 크게 분개하여 이성계의 반대를 물리
치고 최영의 주장에 따라 요동정벌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우군도통사 이성계의 威化島回軍으로 요동
정벌이 실현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성계에 의하여 최영이 실각함과 동시에 폐위되어 강화도로
안치되었다가 1389년 강릉으로 옮겨졌다가 죽음을 당하였다. 당시 이성계 등은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
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廢假立眞이라 하여 우왕과 그 아들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
을 옹립하는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禑昌非王說은 그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채, 이성계 등의 공양왕
옹립이나 조선건국을 합리화시키려 하는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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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 왕인 공양왕 왕요가 임금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여 고려 멸망의 당위성을 강조
함으로써,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조선왕조에 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천명이 진짜 군주(李太祖)에게 돌아가니, 대명의 태조 고황제가 국호를 고쳐 주어
조선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신성한 자손들이 끊임없이
계승하여 거듭 빛나고 여러번 화흡하여 지금에 이르시니, 실로 만세에 끝이 없는
아름다움이시다.25)

태조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의한 조선 건국은 천명에 의한 것일 뿐 아니라, 명나라 태
조 고황제로부터 조선이라는 국호를 하사받음으로써 중국에게서도 그 정통성을 인정받
았다는 것이다. 이어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짓고 있다.
아, 우리나라는 비록 궁벽하게 바다 귀퉁이에 있어서 땅이 좁고 작으나 예악법도
와 의관문물을 모두 중국의 제도에 따라, 인륜이 위에서 밝고 교화가 아래에 행
해져서 풍속의 아름다움이 중화에 비견될 만하다. 그리하여 중국인이 소중화라
칭하니, 이 어찌 기자가 남긴 교화가 아니겠는가. 아, 여러 어린아이들은 마땅히
이것을 보고 감동하여 흥기하여야 할 것이다.26)

이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중국 중심의 세계에서 지리적으로 치우쳐 있기는 하지만 기
자의 교화를 계승하여 중국과 다름없는 유교 문화를 누리고 사는 소중화이다. 우리나라
역사를 기술하면서 단군조선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중국과는 다른 혈통을 지닌 민족
임을 명시하면서도, 기자의 중국 유교 문화의 도입, 이후 계속되는 중국의 정치적 영향을
강조한 것은 바로 문화적으로는 중국과 같은 문명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다.27) 이는 한과 당의 지배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으면서도 고려시대의 원의 지배에 대해
서는 기록하지 않은 점에서도 드러난다.

동몽선습은 어린이들이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소중화로서의 자부심
을 갖도록 당부하는 말로 끝을 맺고 있다. 조선이 기자의 교화를 받아서 중국 주나라와
같은 시기에 동일한 문명화가 이루어졌고, 이후에도 계속 중국 문명의 영향권에 있었으

25) 天命歸于眞主 大明太祖高皇帝 賜改國號曰朝鮮 定鼎于漢陽 聖子神孫繼繼繩繩 重熙累洽式至于今 實萬
世無疆之休
26) 於戲 我國雖僻在海隅壤地褊小 禮樂法度衣冠文物悉遵華制 人倫明於上敎化行於下 風俗之美侔擬中華
華人稱之曰小中華 玆豈非箕子之遺化耶 嗟爾小子宜其觀感而興起哉
27) 한영우, 앞의 책, 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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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현 조선왕조는 기자가 중국의 봉함을 받은 것과 같이 중국으로부터 ‘조선’이라는 국
호를 받았다는 사실은 소중화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일이다.
이러한 자부심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간다. 유학의 사고에서
는 개개인이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오륜이라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가 성립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독립 국가로서가 아니라 주위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성립된다고 본다. 중국은 문화의 중심지로서 대국이며 조선은 중화문명의 도입지
로서 소국이었다. 그러나 조선을 중화문명에 비견될 만한 문명을 이룬 소중화라고 규정
할 때, 중화문명권의 위계질서 상에서 조선은 중국 다음가는 문명국의 위치에 서게 된다.
그러한 ‘소중화의 일원으로서의 나’라는 자기 인식은 곧 중화문명의 핵심인 오륜을 실천
해야 하는 당위성을 요구한다. 즉 동몽선습의 역사 교육은 경학의 요점인 유교윤리가
인간이 지켜야할 보편적인 윤리임을 증명함과 함께, 학습자에게 소중화 의식을 형성하여
유교윤리를 자발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책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동몽선습의 총론에서 모든 행실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강조된 효(孝)는 조선
왕조에 대한 충(忠)으로 귀결된다. 중국에서 시작된 유교의 도통(道統)을 계승한 왕조로
서 중국으로부터 건국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조선왕조에 대해 나는 오륜의 한 덕목인 ‘충’
을 다해야 한다. 소중화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조선왕실을 구체적인 충성의 대상
으로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곧 조선왕조로서는 신민(臣民)의 충(忠)을 확보하기 위해 소중화로서의 정통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조선 사회 내에서 유교문명을 지켜나가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화질서 속에서 중국과의 조공책봉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
이다. 기자가 중국으로부터 조선에 봉해졌다는 동몽선습의 기술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본래 조공책봉 관계였다는 것을 환기시키려는 것이며, 당시 조선의 명나라에 대
한 사대(事大)를 역사적으로 정당화한다. 중화문명의 핵심인 오륜의 원리는 중국과의 관
계에도 적용되어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 신하가 왕을 섬기듯, 조선왕조가 중국을 섬겨
야 하는 현실은 명분을 따르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관계는 바로 대국과 소국간의 사대자소(事大字小)의 관계였다. 맹자에 의하
면, 사대자소는 평화로운 국제관계를 유지하는 이상적인 방법이었다.28) 주자는 이에 대

28) 제선왕이 물었다. “이웃나라와 사귐에 道가 있습니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다. “있습니다. 오직 仁者만
이 大國을 가지고 小國을 섬길 수 있습니다.....오직 智者만이 小國을 가지고 大國을 섬길 수 있습니
다...大國을 가지고 小國을 섬기는 자는 天理를 즐거워하는 자요, 小國을 가지고 大國을 섬기는 자는
天理를 두려워하는 자이니, 天理를 즐거워하는 자는 온 천하를 보전하고, 天理를 두려워하는 자는 자
기 나라를 보전합니다.”(맹자, 「양혜왕장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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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대국의 소국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字之之心)과 소국의 대국에 대한 섬기는 예(事之
之禮)라고 하였다. 대국이 소국을 사랑함(大之字小)과 소국이 대국을 섬김(小之事大)은
모두 이(理)의 당연함으로써, 천하(天下)를 보전하는 기상(氣象)이며 일국(一國)을 보전
하는 규모라는 것이다.
사실 자연상태에서 강자와 약자는 있을 수밖에 없다. 강자와 약자가 평화를 유지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강자는 약자를 돌보아 주고 약자는 강자에게 복종하
는 것일 터이다. 조선이 중국 국가들과의 사대자소의 관계로서 조공책봉관계를 유지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안보의 방책으로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으
로 중국과의 조공책봉관계는 국내에서 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하였다.29)
특히 조선왕조의 건국세력은 정통성없는 군사혁명을 통해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고는
새 왕조의 정통성을 명과의 책봉조공관계를 통해 얻으려 하였다. 명 황제로부터 고명(誥
命:책봉 승인장)과 인신(印信:명 황제가 내리는 국왕의 도장)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국호
의 제정까지도 스스로 명 측에 위임하였던 것은, 신흥 조선국의 취약한 정치적 기반을
외교적 노력을 통해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립
된 조선과 명의 외교적 관계는 전형적인 사대자소의 관계였다. 명에 대한 조선의 ‘섬김’
은 극진하였고, 명의 ‘자소(字小)’는 임진왜란 때 조선에 파병한 일로써 표현되었다.30)
임진왜란 때 명이 대규모의 병력을 보내 참전했던 까닭은, 조선을 구원한다는 목적보
다는 조선이 일본에 넘어갈 경우를 우려하여 요동을 방어하고, 궁극에는 중국의 심장부
인 북경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임진왜란 초반 거듭되는 패전 속에서 선조가 의
주까지 파천을 했던 상황에서 명군의 참전은 ‘재조지은(再造之恩)’을 베푼 것으로 받아들
여졌다.31)
명과의 사대자소 관계를 이상적으로 보는 태도는, 병자호란의 패배로 1637년부터 청과
책봉조공관계를 정식으로 개시하고 숭덕(崇德) 연호를 쓰게 되었으며, 1644년에 결국 명
이 멸망하고 청이 중국을 지배하게 된 뒤에도 바뀌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동몽선습의
발문을 쓴 송시열이 숙종 13년에 쓴 상소문에 잘 나타나 있다. 송시열은 우리나라 사람
들이 기자에 의해 황극(皇極)의 도리를 듣게 되었고, 조선을 건국한 태조가 ‘존주(尊周)
하는 대의’를 주창함으로써 피발좌임(被髮左袵 : 미개한 나라의 풍속)을 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태조의 ‘존주하는 대의’란, 고려 말 이성계가 ‘작은 나라로써 큰 나라를 치는 것

29) 김한규, 한중관계사 II, 아르케, 1999, 578쪽.
30) 위의 책, 570-590쪽.
31)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2001, 3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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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불가하다’는 등의 명분을 들어 위화도 회군을 주도한 후 정변을 일으켜 결국 친명사
대(親明事大)의 외교노선을 내세웠던 일을 말한다. 즉 조선은 중국과의 조공책봉 관계
속에서 중화문명을 누리게 됨으로써 오랑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래로
조선의 역대 임금들은 대대로 충정을 독실하게 지켰고, 명은 임진왜란 때 군사를 출병하
여 추왜(醜倭)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또 병자호란 때 재차 출동하여 구해주었
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한가지 털끝만한 것에서부터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까지도 황제의 덕을 입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며, 중국의 조선에 대한 ‘자소’를 칭송하고
있다. 한편 인조가 명나라 장수 모문룡이 압록강 하구의 가도에서 징색을 한없이 하고32)
조선을 중국 조정에 참소했는대도 왕인(王人:왕명을 받들고 온 사람)이라 하여 내내 성
의로 대접하고 그가 섬 안에서 살해되자 토벌하려고 중국 조정에 주문했던 일은, 바로
중국 조정에 대해 충성을 다하고 순종하기를 지극하게 한 ‘사대’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상
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명군을 파견해 준 신종황제
의 은덕을 입음으로써 자신들의 몸이 있게 된 것을 생각하여 감사하게 여기며 보답하려
고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명과의 사대자소를 이상적인 관계로 여기는 송시열은
“대명(大明)이 천만년을 이어가리로다”고 중국 역사를 맺은 동몽선습에 대해, “차례로
서술한 역대의 사실은 사가(史家)의 총목(總目)”이라고 평했던 것이다.

동몽선습의 역사 교육은 아동에게 소중화 의식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소중화
의식은 학습자에게 자발적으로 유학의 윤리를 실천하도록 하여 조선 사회를 안정시키며,
나아가서는 중국과의 사대자소의 관계 속에서 조선 왕조를 유지하고 안정된 국제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Ⅳ. 영조(英祖)의 ‘비풍하천지사(匪風下泉之思)’

영조는 1742년 동몽선습에 직접 서문을 쓰고 교서관(校書館)에서 인출할 것을 명했
다.33) 이 때 영조는 동몽선습이 조리가 있어서 어린이들이 처음 배우는 데에 요긴할
32) 후금군에 패주한 명나라 장군 모문룡이 압록강 하구의 단도에 근거지를 마련하고 조선의 물자를 지원
받으면서 후금의 후방을 교란하고 요동의 회복을 획책했던 사건이다. 이 일은 조선과 후금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켜 정묘호란을 초래하였다.(김한규, 앞의 책, 715-716쪽)
간행 지시를 내린 것은 영조17년 7월 이전이다.(영조실록영조17년 7월 14일)
33) 영조가 동몽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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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역대(歷代)를 기록한 끝에는 비풍(匪風)․하천(下泉)의 생각이 들게 된다고
하며, 그러한 뜻으로 친히 서문을 지었으며, 경서(經書)의 언해본처럼 한문과 언문으로
인출하라고 했다.34) 그런데 동몽선습의 역대 기록을 읽고 비풍․하천의 생각이 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비풍과 하천은 시경(詩經)의 편명으로 혼란기에 약소국으로서 주나라의 어진 도를 그
리워하는 노래이다. 비풍은 회풍(檜風)의 편명으로, 주 왕실이 쇠미하여 정사가 혼란하니
작은 나라로서는 화란(禍亂)이 미칠까 근심하여 주나라의 도(道 : 政敎)를 생각한 것이
다. 하천은 조풍(曹風)의 편명으로, 주 왕실이 쇠하게 되자 약소국이 곤란을 당하게 됨을
마치 차가운 샘물이 아래로 흘러 풀이 해로움을 당하는 것에 비유한 시로, 주나라의 어
진 도를 그리워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당시의 조선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이 때는 중화문명의 구현자였던 명이
멸망하고 청이 중국을 지배한 지 백년이 가까워오고 있었다. 조선은 1636년 병자호란으
로 오랑캐 청과 군신관계를 맺고, 1637년부터는 정식으로 조공책봉 관계를 개시하여 청
의 숭덕(崇德) 연호를 사용하는 등, 명에 하던 사대의 예를 그대로 청에 해야만 했다. 그
러한 상황에서도 조선은 효종부터 숙종 초까지 북벌론을 전개하였다. 북벌론은 성리학적
대의명분론에 근거하여 청을 쳐서 명을 회복하여 바른 질서를 되찾는다는 것이다. 그러
나 북벌론은 현실성은 거의 없었고 대내적인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전란으로
지배층의 권위가 크게 손상되고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이반되고 있던 현실에서 북벌론
을 내세워 백성들을 긴장시키는 한편, 대내적 불만을 밖으로 돌림으로써 패배한 전쟁의
책임을 모면하고, 명분론으로 실패한 외교정책을 호도하기 위해 제시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35)
북벌론이 실패하고 숙종은 대보단(大報壇)을 설치하였다. 대보단은 명이 멸망한지 60
년이 되는 해인 1704년(숙종 30)에 임진왜란 때 군대를 파견했던 신종과 마지막 황제인
의종의 제사를 위해 설치한 제단이다. 대보단 설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숙종은 조선 건
국 때에 명 태조가 국명을 지어주었고 역대 왕은 지성으로 사대하였다는 조명 관계의 긴
밀함과 임진왜란 때의 신종황제의 ‘재조지공(再造之功)’을 논하였다.36) 이는 명이 상징하
는 중화문명, 즉 유학에서 말하는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도덕이 국가간에도 지켜져야 할
도덕이며, 당연히 일상생활에서도 지켜져야 할 절대적 도덕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34) 영조실록영조18년 6월 28일. 영조는 8세에 효경을 읽고 이어 10세에 동몽선습을 읽었다.(정경
희, 「영조전반기(1724년-1748년) 중앙학계와 영조의 성리학 이해」, 한국사연구103호, 1998, 186쪽)
35) 강만길 외,한국사 9, 한길사, 1994, 114쪽 주11.
36)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 연구, 일지사, 1998, 70-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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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과의 실질적인 사대관계에 있으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대명절의(大明節義)를 재확인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했다.37)
그런데 시경집전에는 하천 편에 대하여, 정자는 “난(亂)이 극에 달하면 스스로 마땅
히 다스려지기를 생각한다”고 했고, 진씨는 “성인이 변풍(變風)의 마지막에 다스려지기를
생각하는 시(詩)를 달아서, 순환하는 이치를 보여주셨으니, 난(亂)을 다스릴 수 있고, 변
(變)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말씀한 것이다”라고 했다는 주가 덧붙여져 있다.38) 즉 쇠한
주 왕실은 자연과 사회의 순환의 이치에 따라 다시 흥할 수 있다는 기원을 덧붙인 것이
다. 그러므로 비풍과 하천 편은 주 왕실이 쇠하여 약소국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주 왕실의 옛 도를 그리워함과 동시에 다시 주 왕실이 회복하여 옛 질서 하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영조는 비풍, 하천을 이야기하며 주도
(周道)를 계승했던 명(明)에 대한 그리움과 명의 복원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조가 동몽선습의 역대 기록을 읽고 비풍(匪風)․하천(下泉)의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문화, 도를 따르면서 사대자소의 관계로 살아가던 때의
평화가 이제 오랑케인 청에게 굴복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낳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두
려움과 함께 중화문명의 도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정신적인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39)
영조는 어제문에서, “나는 또 책 끝의 국초(國初)에 개국(開國)하고 조선이란 국호를
받은 일에 대하여, 개연히 추모해서 세 번 반복하여 읽고 감회를 일으켰”다고 하였다. 조
선이 건국할 때 명 태조로부터 조선이라는 국호를 하사받았던 사실은 바로 건국의 정통
성을 확보해 주는 일이었다. 영조는 또 “우리나라의 예의는 비록 기자의 교화에 따른 것
이나, 삼한 이후에는 거의 없어지고 말았는데, 우리 조선조에 들어와 예악이 모두 거행되

37) 대보단에서의 제사는 1884년 갑신정변 이후부터 중단되었다.
38) 시경집전｝
「하천」편의 주에 의하면,
“程子가 말씀하셨다. ”주역의 剝卦는 모든 陽이 消剝하여 이미 다하고, 홀로 上九한 爻만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 이는 마치 큰 과일이 먹힘을 당하지 않아서 장차 다시 생겨날 이치가 있는 것과 같다.
上九 또한 변하면 純陰이 된다. 그러나 陽은 다하는 이치가 없으니, 위에서 변하면 아래에서 생겨나서,
한 순간도 쉴 수가 없는 것이다. 陰道가 지극히 성한 때에는 그 혼란함을 알 수 있으니, 亂이 극에 달
하면 스스로 마땅히 다스려지기를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君子를 떠받들기를 원하
니, 이는 군자가 수레를 얻은 것이다. 시경의 비풍․하천이 이 때문에 變風의 맨 마지막에 있는 것
이다.“
“陳氏가 말하였다. ”亂이 극에 이르러도 다스려지지 못하고, 變이 극에 이르러도 바루어지지 못한다면
天理가 滅하고 人道가 끊어지게 된다. 聖人이 變風의 마지막에 다스려지기를 생각하는 詩를 달아서,
순환하는 이치를 보여주셨으니, 난을 다스릴 수 있고, 변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말씀한 것이다.“
39) 18세기에 서당 교육에서 강상윤리에 동요가 일어나던 상황에 대해서는 정순우, 18세기 서당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부속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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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물이 다 구비되었는 바, 작자가 이를 빠뜨리고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애석하다”고 하
였다. 이는 조선조는 기자가 전해 주었던 중국 문명을 비로소 활짝 꽃피게 한 왕조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왕조 유지의 정통성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즉 조선 왕조의 정통성
은 명과의 정치적, 문화적 관계 속에서 확보될 수 있었다. 따라서 명은 이미 사라지고 없
지만 계속하여 조선 문화의 원천일 뿐 아니라, 조선 건국의 정통성을 확보해 주고 조선
을 위기에서 구해준 은인의 나라로 기억되어야 하는 것이다.
영조는 1749년(영조 25년) 대보단을 강화하여 조선에 국호를 내려준 명 태조까지 제사
를 지내게 된다.40) 이 때의 축문에서는, 명 태조가 ‘아름다운 국호를 내려주어 은사(殷師:
기자)의 옛 영토를 다시 받도록’ 해 주어 조선 건국에 기여했으며, 신종과 의종이 임진왜
란과 병자호란 때 군대를 보내어 도와주어 국가 재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일을 거듭
환기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을 ‘자소’의 도(道)로 돌보아 준 대국 명에게 조공을 바치며
섬겨야 하거늘 명이 사라진 지금 영단(靈壇)을 쌓고 추모의 마음을 바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소국 조선을 도(道)로서 돌보아 주던 대국 명이 다시 회복
하기를 바라는 ‘비풍․하천의 생각’은 왕을 비롯하여 모든 신민(臣民)41)들이 끊임없이 되
풀이하여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영조가 동몽선습의 언해본도 간행하도록 한 것은 동몽선습이 갖고 있는 내용 학
습의 가치 때문이었다. 따라서 동몽선습의 중국사 기술은, 이미 명이 멸망한지 백년이
가까워 옴에도 불구하고 명이 천만년을 지속하기를 바라는 기원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
다. 아동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조선 왕조에 충성하는 신민으로서의 자기 인식은 중화
질서 안에서의 ‘소중화’로서 확보될 수 있는 것이므로, 중화 질서의 중심이었던 명을 명
목상으로라도 지켜나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소중화’라는 글귀를 담은 유일한 교재
였던 동몽선습은 국가 공인 필수 교재가 되었고, 이후 개화기를 거처 일제 강점기에도
서당의 주요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40) 英祖實錄｝
영조25년 4월 정해.
41) 臣民은 臣과 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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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맺음말에 대신하여 - 1910년대의 동몽선습｝
이본(異本)

근대 만국공법시대가 열리면서 역사는 이제 독립적이면서 동등한 주권을 갖는 ‘국민국
가’를 중심으로 기술되기 시작했다. 역사 교육은 ‘국민’에게 근대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도
구가 되었다. 새로 편찬된 역사 교과서들은 경사일체(經史一體)의 역사인식과 중화부용
(中華附庸)적 역사서술에서 벗어나 독립의식을 역사에 반영하고자 했다.42) 통감부 설치
후 일제는 사립학교를 탄압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불온’한 교과서 사용을 금지하였
다. 이에 반해 서당에 대해서는 보통학교와의 양존주의 원칙 하에 서당의 ‘봉건’적인 교
육내용을 이용하는 한편 자연적인 소멸을 기대하였다.43) 그런데 일제는 1913년 8월 동
몽선습이 안녕질서를 방해한다고 압수를 지시하여 각 경찰서에서는 관내 각 당에서 발
매하는 동몽선습을 압수하였다.44) 1918년 2월 총독부는 ｢서당규칙｣을 발포하고 동몽선
습을 암암리에 금지하였다. 동몽선습의 이본이 출판되는 것은 바로 1914년부터 1917
년까지이다.45)

동몽선습｝이본은 오륜 부분은 그대로이나, 역사 부분이 전체 다 없는 경우도 있
고,46) 조선왕조사 부분 만 없는 것도 있다.47) 역사 부분이 다 삭제된 책은 1914년 9월부
터 1915년 12월까지 출판되었고, 고려조까지의 역사를 살린 책은 1915년 9월부터 1917년
8월까지 출판되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동몽선습이 금지되자 우선 역사 부분을 모
두 삭제하였다가, 다시 조선왕조사 부분만 삭제하는 정도로 조선총독부 경무총감부의 인
가나 허가를 받을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총독부에서 ‘안녕질서를 방해’한다고 경계한
부분은 조선왕조사였던 것이다. 조선왕조사 부분은 조선왕조의 정통성을 밝히고 조선인
에게 소중화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해 왔다. 일본은 이미 소중화 의식에 대해 근대 국
가의 주체성을 결여한 것으로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동몽선습의 마지막 부분
의 기술에 대하여, “풍속과 의관을 중화와 같이 하여 중화라 하는 이름을 얻은 것을 좋

조동걸, ｢근대초기의 역사인식｣, 조동걸 외,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하, 창작과비평사, 1994
김경미, ｢보통학교제도의 확립과 학교 훈육의 형성｣, 식민지 근대화와 일상생활, 혜안, 2003.
每日申報｝1913.8.10.
이후에 출판된 동몽선습｝
이본으로는, 현재 필자가 확인한 것에 한하여, 童蒙初習(1923), 諺解 童
(1937)이 있다.
蒙學(1935), 諺解圖像 童蒙初學｝
46) 訓蒙輯要(1914.9), 童蒙先學(1915.8), 幼蒙先習(1915.12). 그리고 諺解圖像 童文先習(1915.8)은
중국사 주자 이후부터 없으며, 동일한 내용이 諺解圖像 童蒙初學(1937)으로도 출판되었다.
47) 訂本 幼蒙先習(1915.9), 童蒙先訓(1916.5), 童子必習(1916.6), 童蒙初讀(1917.4/8월에 2판).
42)
43)
4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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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는 국민이 무슨 영광을 나타내겠냐”48)고 했다. 신식교육을 주장하는 조선인들은 그
러한 비판에 동조하여, 동몽선습은 “비루하고 용열한 구절로 사람의 기운과 뜻을 떨어
지게 한” 조선 타락의 근원이며, 오늘날도 의뢰심을 갖게 하여 인심을 해롭게 하는 악한
교과서라고 비판하였다.49) 그러면 이제 자부심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열등함의 근거가
되는 소중화 의식을 기술한 조선왕조사 부분이 왜 일제의 경계 대상이 되었는가.
소중화 의식은 인간의 삶의 가치 기준을 유교문명에 둔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서당의
교육에서 상하 차별의 유교 윤리는 온존시키려 했지만, 그것은 식민지 국민의 복종을 이
끌어내는데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삶의 가치 기준은 서구 물질 문명에 둘 것을 강요
하고 있었다. 일본이 합방의 정당성으로 내세우는 것은, 무엇보다도 조선인에게 근대 물
질 문명의 혜택을 보게 했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동아시아 세계가 추구해온 중화문명의
세계가 아니라 일본이 지향하는 물질문명의 세계였다. 따라서 조선인이 중화문명의 가치
를 고수하고 그를 통해 자기 존재의 자부심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일
이었다.
서당의 교육을 유지하려는 조선인들이 총독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서라도 이본을 만들어 동몽선습을 고수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서당 교육을 통
해 유학의 윤리를 인간의 삶의 가치 기준으로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린이들에게 조
선은 기자 이래 오랜 유교문명의 나라였다는 사실을 기억시켜야 했다. 이제 소중화 의식
은 보편성을 갖는 중화문명을 지켜나가는 나를 정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더 이상
중국과의 대국·소국 관계 속에서의 나의 위치를 설정하는 데는 필요하지 않았다. 1916년
6월에 출판된 동자필습(童子必習)과 같이 한무제의 ‘토멸(討滅)’을 ‘침략(侵略)’으로 정
정하여 중국을 상대화하여 기술한 이본이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50)
그러나 중화문명은 퇴조하고 서구문명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가치가 되었다. 이에
따라 동몽선습이 가르치던 소중화 의식은 오로지 중국에 대한 정치적·문화적 종속에
불과했던 것으로 폄하되었다. 유교 문명을 실현한 문화국으로서의 자부심의 근거가 되었
던 소중화로서의 자기 인식은 열등한 역사의 흔적으로 기억되게 되었다.

48) 대한매일신보, 1909.1.28.
49) 대한매일신보, 1909.1.29.
50) 白斗鏞, 童子必習, 翰南書林, 1916.6,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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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Dong-Mong-Sun-Seup(童蒙先習) as a textbook on history

Kim, Kyung-Mee
(Research Professor, Yonsei Center for Korean Studies)

Dong-Mong-Sun-Seup(童蒙先習) is the textbook for children written by Park,
Se-Moo(朴世茂), a Confucian scholar in the middle of Chosun Dynasty. It is constituted
by the Confucian morals and Chinese and Korean history. This paper examines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Dong-Mong-Sun-Seup as a textbook on history. The
concluded are as followed;
First, On the course of Confician studies, students must study Confucian classics before
history. But most teachers let children study the textbook on history after Chun-Ja-Mun
(千字文) for practicing the Chinese Writing. It is useful to study Dong-Mong-Sun-Seup
as a second textbook after Chun-Ja-Mun for making children understood the purpose of
the study of history. The purpose of the study of history is to teach the children that
they must keep the Confician morals, by showing that the society is prosperous when
people keep the Confician morals, but the society goes to ruin when people break the
Confician morals.
Second, Dong-Mong-Sun-Seup as a textbook on Korean history tells that Korea is the
Small China(小中華) who has civilized by the Confucian culture as good as China. It
means that Korean people must keep the Confician morals under the identity of Small
China, and also submit to China(Ming; 明), the center of Confician culture. It would make
Chosun Dynasty be stable and peaceful.
Third, after the downfall of Ming as the Great China, the identity of Small China is
needed. Because it is the ground which can keep up the Confician social order in Chosun
Dynasty. Ordering the pubilshment of Dong-Mong-Sun-Seup, King Young-Jo(英祖) said
that he deeply regretted the perishment of Ming. It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k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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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bmission to Ming spiritually to maintain Chosun Dynasty.
Finally, after the callapse of Chinese world order, the meaning of the identity of Small
China is ridiculed as the signs of inferiority of Chosun by colonial imperialist Japan.
Dong-Mong-Sun-Seup was prohibited as a textbook threatening the colonial society.
Copies of different edition of Dong-Mong-Sun-Seup was published in 1910s' by
Confucianists who want to keep the Confucian morals and value. The new version tells
only that Chosun is the country which has kept the Confucian culture after Ki-ja(箕子).
Key words : Dong-Mong-Sun-Seup(童蒙先習), the education of history, the Confucian

morals, Small China(小中華), copies of different edition of Dong-Mong-Sun-Seu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