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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 소장 小學의 系統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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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소학은 주자학 학습을 위해 반드시 익혀야 하는 입문서였다. 朱熹는 聖學을
배우기 위해서는 소학을 익힌 후 대학을 학습한다는 경로를 제시, 이 두 책
을 聖人의 이상적인 가르침에 접근하는 주요한 매체로 설정하였다. 배우는 순서

와 단계가 달랐던 만큼 두 책의 성격 역시 달랐는데, 주희는 소학을 통해서는
일상의 灑掃․應對․進退의 예절과 禮․樂․射․御․書․數의 기예를 학습하며

대학으로는 窮理 공부를 바탕으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를 기대했다. 소학이 涵養 공부를 염두에 둔다면 대학은 궁리 공부를
목표로 하는 책이라는 것이 주희의 생각이었다. 이처럼 주자학의 학습에서 소
학과 대학은 위계적이고 순차적인 성격을 지니며 구별되었다. 하지만 소학
은 초학의 교재를 넘어 일생동안 일상에서 활용해야 할 함양서이기도 했다. 그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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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이 책은 어린 학습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1)1)두 책에는 주

희가 평생 개척한 학문의 세계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

조선에서는 건국 후 이른 시기에 소학을 중시하고 보급에 힘을 기울였다. 소
학은 학교에서 익혀야 할 교재로 채택되었으며, 과거 시험의 필수 과목의 하나
로 정해졌다. 이미 고려 후기부터 많은 학자들이 이 책을 주목하고 익히고 있었

지만 국가 차원의 관심과 활용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소학을 사회적
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선에서는 큰 변화가 일고 있었던 것이다. 조

선에서 소학을 중시하는 양상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그 과정에
서 여러 형태의 소학이 만들어져 보급되었다.2)2)
규장각에 소장된 조선 간본 소학은 종류가 다양하다. 그 담고 있는 내용과
성격으로 보아 소학의 원문, 소학의 주석서, 소학의 번역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학의 원문만을 싣고 있는 책은 小學正文 혹은 小學大文과 같
은 이름을 달고 있다. 소학 주석서는 小學集成, 小學集說, 小學諸家集註
등이 있다. 소학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이들 주석서는 원․명대 간본
부터 청대 간본까지 확인된다. 이이가 편찬한 소학제가집주는 기존에 유통되

1) 소학을 평생 익히게 되는 일용 함양서로 이해하는 연구로는 이봉규, 2010 함양론과 교
육과정으로 본 조선성리학의 개성 退溪學報 128; 陳媛, 2012 朱子의 小學論과 한국․
중국에서의 변용,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참조.

2) 조선의 소학에 관한 기존 연구는 풍부하다. 이 글에서 주로 활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숭녕, 1973 小學諺解의 戊寅本과 校正廳本의 比較硏究 震檀學報 36; 鄭然粲, 1974 小
學諺解 校正廳本의 傍點表記: 聲調의 變化와 그 樣相 震檀學報 37; 김준석, 1981 朝
鮮前期의 社會思想: 小學의 社會的 機能 分析을 중심으로 東方學志 29; 홍윤표,
1982 번역소학 해제 영인본 번역소학 8․9․10, 홍문관; 이현희, 1988 小學의 諺解
에 대한比較硏究 한신대학교논문집 5; 정재영, 2000 번역소학 권3․4에 대하여 서
지학보 24; 김주원, 2001 소학언해 연구: 17세기 후기 간본을 중심으로 국어학 37;
김주원, 2002 소학학집주(滿文)와 번역소학(滿文) 연구 알타이학보 12; 尹容善,
2006 소학언해의 구결체계에 대한 검토 진단학보 102; 정혜린, 2009 飜譯小學과
小學諺解의 구문 번역 양상 연구 ,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신정엽, 2009 朝鮮時代 간행
된 小學 諺解本 연구 서지학연구 44; 金定炫, 2011 小學集成 元刻本及朝鮮飜元本硏究,
復旦大學博士學位論文; 이정민, 2013 조선시대의 小學 이해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
문; 정호훈, 2014 조선의 소학: 주석과 번역, 소명출판사; 윤인숙, 2016 조선전기 사림
과 小學, 역사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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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여러 주석서를 재정리한 책이다.

소학의 번역서는 16세기 전반의 飜譯小學, 16세기 후반의 小學諺解, 그
리고 이후 여러 자료를 활용하여 수정된 (수정)小學諺解, 御製小學諺解를
거론할 수 있다. 이들 소학 번역서는 소학 학습의 편의와 확산을 위해 조선
정부가 주도하여 편찬․간행했으며, 시기에 따라 이름과 내용을 달리하며 활용

되었다.

이외,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간행한 ‘소학’서도 있다. 大東小學, 東賢學則, 海
東小學 등이 여기에 속한다.3)3)이들 ‘소학’서는 조선을 비롯한 역대 한민족의 역
사 경험으로부터 자료를 추출, 주희와 그 제자들이 편찬한 소학의 기본 구성
을 활용하며 정리한 조선판 ‘소학’서이다. 이들 책은 18세기 이래, 조선 사회에서

소학의 세계가 어떻게 확장되고 또 변화하는지를 이해함에 중요한 시사를 제
공한다.

소학 관련 서적이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활용된 점은 四書나
六經에 비교된다. 이들 책의 경우, 번역서는 16세기 후반, 국가 차원에서 편찬한

이후 수정 없이 계속 활용되었으며, 주석서로는 永樂大全本이 주로 유통되었다.

이 책들에 비해 소학 관련 서적이 많다는 것은 소학이 지닌 텍스트의 성격
에서 오는 특별한 모습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규장각 소장 소학 관련 도서의
실태를 조선에서의 소학 연구 및 활용과 관련하여 계통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논의는 원문 소학, 소학 주석서, 소학 번역서 세 종류를 중심으로 전
개하게 된다.4)4)

3) 노관범, 2001 19세기 후반 淸道 지역 南人學者의 학문과 小學의 대중화: 進溪 朴在馨
의 海東續小學을 중심으로 韓國學報 104; 이정민, 2015 18세기 소학류 서적의 새
로운 양상: 大東小學과 東賢學則에 대한 검토 韓國文化 71.

4) 이글에서는 중국에서 주희와 그 제자들이 편집한 소학이란 책이 주자학 학습 텍스트로
서 조선에서 간행되고 읽히는 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소학의 체재를 원용하
여 편찬한 大東小學, 東賢學則, 海東小學 등 조선에서 만들어져 읽힌 ‘소학서’에 대
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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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문 소학과 소학 주석서

소학이 편찬된 이후 다양한 이름의 주석서가 마련되었다. 이 책이 처음 편
집․간행되었을 때에도 주석은 달려 있었지만, 후대 학자들은 여기에 독자적인

주석을 더하며 새로운 형태의 주석서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소학은 그 원본은
하나였지만, 시기를 달리하면서 여러 주석서가 만들어졌다. 주석서만 놓고 본다

면, 소학은 그 어느 책보다 풍성한 학술 활동의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주희 이후 출현한 소학 주석서의 종류는 매우 많다. 원대부터 청대에 이르
는 동안 수십 종이 만들어지고 유통되었다. 이들 주석서의 편자들은 기존에 나

온 주석을 활용하고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주석을 첨가하였다. 그리하여 유통

되는 주석서는 책마다 다른 성격, 다른 내용의 주석을 갖추고 있었다.5)5)아래

<표 1>은 중국에서 유통된 소학 주석서 일람이다.

5) 중국에서 편찬된 소학의 흐름에 대해서는 陳媛, 앞의 논문 참조.

시기 서명 편/주석자 연대 권수 비고

宋末
~元代

小學大義 許衡 1권

小學句解 熊禾 宋末 元初

文公先生小學集注大成 1434 6권

小學語錄 劉因 1249~1293

小學書纂疏 李成己 4권

小學標注 熊朋來 小學標題라고도 했음

諸儒標題註疏小學集成 何士信 10권
圖說 1권, 綱領 1권이
별도로 존재,
조선에서 도입, 간행

小學訓解 黃裳 10권

明代

小學旁注 朱升 元末 明初

小學訓義 吳從敬
洪武 年間
(1328~1398)

文公小學注 蔣明
永樂 年間
(1403~1424)

<표 1> 중국의 소학 주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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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소학은 원문만으로 된 학습서(이하 ‘원문 소학’)로 간행되거나
아니면 주석서의 형태로 유통되었다. 이 가운데 원문만으로 구성된 소학 학습
본은 그렇게 많이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주석서는 여러 찬자의 작품이 읽혔는데,

주석 내용에 따라 책의 규모가 일률적이지는 않았다. 원문만으로 된 책보다는

주석서가 더 많이 간행되고 유포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원문 소학 또한 적지
않은 수요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에 소장된 원문 소학은 小學,6)6)小學之書,7)7)小學正文,8)8)小學大
文과9)9)같은 표제명을 가지고 있다. 어느 책이나 조선에서 간행되거나 필사되었
다. 2권 1책의 소학은 庚午年 봄에 忠淸監營에서 印行한 활자본[錦營印書體

字]이다.10)10)경오년이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아, 출간 년도를 추측하는 것은 쉽지

6) 古1344-24.

7) 奎中2178.

8) 奎中2185. 奎中 2454-5는 인행본으로 1권(영본)만 남아 있다.

9) 奎中322.

시기 서명 편/주석자 연대 권수 비고

小學集解正誤 陳祚 永樂 年間 10권 조선에서 봄

小學講義 仰瞻 永樂 年間

小學集解 吳訥 1433 10권 조선에서 봄

小學句讀 陳選 1473 6권
조선에서 봄,
‘小學集註’라고도 함

小學集說 程愈 1486 6권 조선에서 도입, 간행

古文小學 湛若水 1466~1560 7권

小學衍義 耿定向 1524~1597 2권

淸代

小學句讀 陳選 1697 6권
1727년, 御定小學集註로
재간

小學句讀 陳選 1780 6권 御定小學集註를 重校함
小學集解 張伯行 1711 6권

小學纂註 高誘 6권

* 陳媛, 2012 주자의 소학론과 한국․중국에서의 변용,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100-10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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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11)11)지방의 감영에서 활자본으로 찍어낸 점이 이채롭다. 小學正文은 1653
년 屛山縣에서 목판으로 開刊되었다. 2권 1책으로 구성되었다. 小學大文은 正
字로 필사한 책으로, 구결을 朱記했다. 깔끔한 서체나 주기된 구결로 보아, 세자

등 왕실 관련 인물이 사용했던 학습서로 보인다. 이 책이 필사된 시기는 분명하

지 않지만, 입교 편에 실린 10세 여자의 교육에 관한 구절의 구두와 구결로 본

다면 17세기 중반, 金長生의 문제 제기 이후에 필사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구절

의 원문은 “女子十年不出姆敎婉娩聽從 (생략)”이다. 이 가운데 “姆敎婉娩聽從”

에 대해, 소학언해에서는 姆敎에서 구두했고, 김장생은 姆에서 구두하고 敎를
‘婉娩聽從’ 이하 여러 사실에 걸리는 동사로 이해했다.12)12)필사본 小學大文에서
는 김장생의 견해와 같이 姆와 敎를 분리하여 구결을 붙였다.13)13)

표제 청구기호 卷冊 版種 비고

小學 古1344-24 2권 1책 활자본 錦營印書體字

小學之書 奎中2178 목판

小學正文
奎中2185
奎中2454-5

2권 1책(84장, 奎中2185)
1권(영본, 奎中2454-5)

목판 1653년 屛山縣 開刊

小學大文 奎中322 2권 2책 필사본 구결 朱記

<표 2> 규장각 소장 원문 소학

10) 이 활자로 찍은 책에 대해서는 윤병태, 1975 錦營印書體字攷: 그 印本을 中心으로 國
會圖書館報 참고.

11) 규장각에는 錦營印書體字로 간행한 책으로 1749년간 栗谷先生全書(奎5004, 奎5557, 奎
6798), 1863년 간본인 孤松崔公遺稿(奎3282), 간년 미상의 孤靑先生遺稿(奎7790)․書
社輪誦(古181.1341-Y58s) 등이 있다.

12) 이 구절의 구두와 해석법에 대해서 김장생이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沙溪全書 卷
11, 經書辨疑, 小學). 이후, 정부에서 소학언해를 수정하면서 이 구절 또한 김장생의 견
해를 반영하여 해석하였다(정호훈, 앞의 책, 237면).

13) 구두와 구결은 다음과 같다. 본래는 借字약자로 구결을 표기했는데 이를 현대어 구결로

바꾸어 제시한다. “女子十年에 不出하며, 姆이 敎婉娩聽從하며 (생략)” 구결 방식에 따
라 해석한다면, 소학언해에서는 “(소녀가) 스승의 가르침[姆敎]을 순하고 정숙하게 듣
고 쫓으며”로 이해하게 되고, 수정된 견해는 “스승[姆]이 (소녀에게) 순하고 정숙하게

듣고 쫓는 것을 가르치고”로 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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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의 주석서로는 소학집성, 소학집설, 소학집주, 小學纂註 등이
소장되어 있다. 이 가운데 조선에서 간행되어 널리 유통되었던 주석서는 소학
집성, 소학집설, 소학집주 등 세 책이다. 소학찬주는 청대 간행본으로, 조
선에는 19세기 말에 들어 왔기에 그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14)14)이런 점

으로 본다면 규장각 소장 소학 주석서는 대체로 조선에서 유통되었던 소학
주석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에서는 명․청대의 주요한 주석서

가 수입되어 활용되었지만, 小學句讀, 小學增解 등 중국에서 편찬되어 이용
되던 책들을 조선본으로 간행하여 유통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매우 제한

적인 수입과 활용이었다고 할 수 있는 셈인데, 규장각 도서도 이러한 역사적 사

실을 반영하고 있다.

소학집성이 조선에 수입된 때는 1426년(세종 8)이었다. 당시 유통되던 간본
이 주해가 간단하여 학습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정부에서는 이 책

을 중국에서 들여와 인쇄하여 보급했다.15)15)1427년(세종 9)에 목판으로,16)16)1428년

에는 활자본으로17)17)연속하여 간행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이 나올 무

렵 소학집성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대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1435년(세종 17)
에는 이 책을 인쇄하여 판매, 수익을 올리자는 의견까지 제시되었다. 소학집성
은 조선에서 최초로 수입되어 대규모로 유통된 주석서라 할 수 있다. 본문 10권

에 별도의 도설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장각에 소장된 小學集成은 모두 4종이다. 아래 <표 3>의 古3915-2, 古

181.1-H11s는 간행 시기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 가운데 古181.1-H11s는

1429년에 작성한 정인지 발문이 실려 있는 목판본으로, 학습자의 학습 흔적이

구체적으로 남아 있다. 10권 5책에 圖說이 포함된 소학집성,18)18)1책(零本)의 소

14) 奎中3534. 1886년 상해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다.

15) 世宗實錄 권30, 7년 12월 23일(戊子) “四部學堂, 職專小學之敎. 其入學生徒, 先授小學,
乃授他書. 但小學之書, 蒐輯經史子集要語, 多有難解處. 本朝刊本小學, 音訓註解未備, 唯集

成小學, 音訓註疏, 名物圖象, 極爲明備, 童蒙之輩, 可以易知. 請以濟用監苧麻布, 授入朝使
臣, 買來集成小學一百件.”

16) 世宗實錄 권37, 9년 7월 丁亥.
17) 世宗實錄 권41, 10년 9월 丁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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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집성은19)19)영조 20년, 전주 감영에서 간행한 목판본이다. 이들 책은 小學訓義
와 인연이 있다. 영조는 1744년, 이이가 편찬한 소학제가집주에 몇 부분 訓義
를 붙여 소학훈의를 편찬하였는데,20)20)이때 훈의 작업에 참여 중이던 朴弼周가
조선전기에 간행되었던 소학집성을 영조에게 바쳤다.21)21)이 책이 어떤 책인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영조는 소학훈의가 편찬되는 때에 맞추어 이 책이 나타
난 것은 심상치 않은 경사라 하여 弘文閣에서 새로이 판각하여 인출하도록 했

다. 이렇게 하여 홍문각본 소학집성이 탄생하게 되는데, 홍문각에서는 옛 책의
오탈자를 교정하여 10권 5책의 본문, 1책의 도설로 간행했다. 一簑古181.1-So25s

과 奎中519 두 책은 바로 그때의 인쇄본이다.

찬․저자 청구기호 卷冊 版種 비고

何士信

奎中519 5책(10권) 圖(1권) 목판 영조 20년 전주감영

古3915-2 1책(권2) 圖 목판 간행 연대 미상

古181.1-H11s 4책(零本) 圖(1권) 목판
간행 연대 미상
1429년에 작성한 정인지의
발문

一簑古181.1-So25s 1책(권9․권10) 목판 영조 20년 전주감영

<표 3> 규장각 소장 소학집성

소학집설은 15세기 후반, 주자학에 대한 조선 학자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소
학 학습 열기가 확장되는 분위기를 반영하며 유통된 주석서였다. 이 책은 주석
분량이나 형태에서 소학집성보다 우위에 있었고, 또 내용으로도 주희의 의견
에 충실하게 주석하려고 했다. 이런 점 때문에 소학집설은 후발주자였지만 조

18) 奎中519.

19) 一簑古181.1-So25s.

20) 소학훈의에 대해서는 이 장 뒷 부분에서 소학집주와 연관하여 설명한다.
21) 承政院日記, 영조 20년 2월 11일(己未) “贊善朴弼周送小學集成四卷, 故較看參互, 則雖
有詳略不同, 而年代名號出處大抵符合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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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학계에 크게 주목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591년, 중국에 사신으로 갔던 金馹

孫이 편자인 程愈에게서 직접 받아온 뒤, 활자로 인쇄하여 보급하면서 조선 사

회에 알려졌다. 이때의 간본은 乙亥字로 찍은 것으로 추정되나 실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1517년 김안국이 영남감사로 내려가며 궁궐에 소장되어 있던 간본

을 가져가 번각하여 보급하였는바,22)22)현재 일부 남아 있는 번각본에서 그 흔적

을 확인할 수 있다.

16세기에 소학집설은 널리 보급되며 조선에서의 소학 학습을 실질적으로
견인했다.23)23)그런데 이 책이 이와 같이 널리 이용되는 데에는 체재와 내용상의

장점 외에도, 소학집설 보급자들이 口訣을 달아 학습자들의 편의를 도운 점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학 口訣書의 출현인 것이다. 소학에 구결을 달아
보급하려는 노력은 이미 조선 초기부터 시도되었는데, 세조대 이르러 결실을 보

아 세조가 이를 직접 완료하였다.24)24)이때 세조가 정리한 소학의 구결은 그 실
체를 확인할 수 없다. 실제 구결을 단 책으로 간행되었는지, 또 얼마나 이용되었

는지는 미지수다. 16세기 초반, 구결을 단 소학집설의 출현은 세조대의 노력을
잇는 것이라 하겠는데, 이 책이 나오면서 소학 보급은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았
을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소학집설을 보급하며 여기에 구결을 붙인 주체는
명확하지 않다. 특정 개인이 혼자 했다기보다는 집단적 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구결이 달린 16세기 소학집설은 현재까지 확인되는바, 10권본과 6권본 두

종류가 있다(<표 4>). 같은 책임에도 체재가 다른 점이 눈에 띈다. 10권본은 소
학집성과 체재가 동일하고 6권본은 중국본 소학집설과 같은 체재이다.25)25)

22) 姜渾이 작성한 二倫行實圖序 에서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木溪逸稿
卷1, 二倫行實圖序, “曰口訣小學, 培根本也”). 강혼은 김일손․김안국 등과 매우 친했던
인물로 ‘己卯士林’과 정치적 사유를 공유하여 주자학을 중시했던 인물이다.

23) 소학집설이 조선에 널리 펴지게 된 것은 조광조를 비롯한 기묘 사림들이 소학 보급
운동을 펼칠 때 이 책으로 저본을 삼은 것과 연관이 있다. 조광조 등이 번역소학을 편
찬하며 이 책을 적극 참조하는 모습, 김안국이 영남감사로 내려가 이 책을 번각하여 보

급하는 모습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4) 太虛亭集 卷2, 經書小學口訣跋 “易之爲書, 最精妙微隱, 非天下之至神, 孰得而開示, 恭惟
我殿下萬機餘間, 暫定口訣, 四聖之旨, 炳如指掌. 又以小學尤切於學者入道之門, 亦自定訣.”

25) 小學集說 10권본은 현재 권3, 권4, 권9, 권10만 확인된다. 규장각에는 권3․권4(一簑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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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권본과 6권본은 주석 방식도 다르다. 10권본에는 원문과 주석에 모두 구결

이 달려 있다. 구결 표기는 모두 한자 借字이다. 이와 달리 6권본은 원문에만 구

결을 붙였다. 이 경우, 구결을 본문에 붙이지 않고 欄上에 적어 두었다. 그 방식

은 일률적이지 않아, 원문에 한글 구결을 붙인 구결문을 난상에 표기해 두기도

하고, 아니면 원문을 읽을 때 필요한 略字 구결을 난상에 제시하기도 했다. 난상

에 실려 있는 구결문 혹은 구결을 확인할 경우, 원문의 어려운 구절을 조금은

쉽게 읽을 수 있는 간편한 구조이다. 반면 주석에는 구결을 달지 않았다. 10권본

과의 차이이다. 원문과 주석 전 내용을 이해하고자 할 때 전 문장에 구결을 붙

인 10권본은 6권본에 비해 훨씬 도움이 된다. 다만 10권본은 6권본에 비하면 손

이 많이 가,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26)26)

순번 구결의 형태 판종․체재 간행․유통 연대 행․자 수 주요 소장처

1
본문과 주석에 借
字 구결

목판(乙亥
字覆刻),
10권 체재

번역소학 간행
전후

9행 17자
규장각(一簑古181.1-J466s,
권3․4)

2

欄上에 한글 구결
(본문 대상)
본문 및 주석에
구결 달지 않음

목판, 6권
체재

번역소학 간행
전후

10행 18자

규장각(古貴181.1346-J868s,
권4;
一簑古貴181.1-J466s, 권6)

도산서원27)27)

3

欄上에 借字 略字
구결(본문 대상)
본문 및 주석에
구결 달지 않음

목판, 6권
체재

명종․선조대 10행 18자 영국국립도서관(완질)

<표 4> 16세기에 유통된 소학집설의 구결 형태

181.1-J466s), 국립중앙도서관에는 권9․10 등이 있다. 이 책들의 구성을 통해 小學集說
의 10권본이 小學集成․飜譯小學 체재와 동일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26) 10권본과 6권본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 나왔을까? 필자의 판단으로는 10권본이 먼저 나

오고 이어 6권본이 만들어져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10권본의
殘卷은 을해자 복각본인데 이 책은 김안국이 영남감사 시절, 궁궐에 보관 중이던 판본을

가져가 간행한 것과 동일한 것이거나 후쇄본일 가능성이 높다. 궁궐에 보관 중이던 판본

은, 시간상으로 볼 때, 김일손이 중국에서 가져와 간행한 그 책으로 봐야 할 것이다.

27) 이충구에 의하면 도산서원에 6권 4책 완질의 소학구결이 전해졌는데, 난상에 한글 구
결문이 적혀 있었다(이충구, 1990 經書諺解 硏究,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면). 이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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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집설이 10권본과 6권본 두 형식으로 간행된 사실은 특이하다. 정유가

이 책을 6권 체재로 편찬했으므로 조선에서 처음 간행함에 6권 체재를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또 자연스럽다 하겠다. 반면 10권 체재의 소학집설은 정유의
편찬본으로 본다면 일탈이었다. 10권본은 현재 완질이 남아 있지 않지만, 잔존본

으로 확인해 보면 소학집성의 구성과 동일하다.
규장각에 소장된 소학집설은 16세기 간행본으로는 10권본과 6권본 두 종류
가 있다. 앞서 설명한 두 형태의 구결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欄上

에 한글 구결을 단 두 자료(古貴181.1346-J868s, 一簑古貴181.1-J466s)는 다른 곳

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희귀본이다.28)28)17세기 간본으로는 1629년 訓鍊都監字로

찍은 6권본이 소장되어 있다. 16세기 간본은 간행 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며, 17세

기 간본 가운데 일부는 오대산․태백산에 보관하던 책임을 內賜記로 알 수 있다

(<표 5>). 16세기 간본과 17세기 간본은 형태상 큰 차이를 보이는데, 17세기 간

본에서는 口訣이 사라졌다.

연번 청구기호 卷冊 版種 비고

1
一簑古
181.1-J466s

1책(권3) 목판
대문과 주석에 구결
10권 체재

2
一簑古貴
181.1-J466s

1책(권6) 목판
欄上 한글 구결
6권 체재

3
古貴

181.1346-J868s
1책(권4) 목판

欄上 한글 구결
6권 체재

4
奎中1763
奎中1989

4책(권6) 訓鍊都監字
內賜記:五臺山史庫本(奎中 1763)
內賜記:太白山史庫本(奎中 1989)
6권 체재

5
奎中1551의 1
奎中1551의 2
奎中2025

2책(권 奎中 1551의1)
1책(권 奎中 1551의2)
3冊(권 奎中 2025)

訓鍊都監字 6권 체재

<표 5> 규장각 소장 소학집설

희 편, 1969 李朝書院文庫目錄, 대한민국국회도서관, 9면에 수록된 小學集說에도 欄
外 諺解本이 소개되어 있다. 이 책의 기본 정보는 6권 4책, 흑구, 10행 18자이다.

28) 이들 자료가 갖는 국어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安秉禧, 1977 中世國語 口訣의 硏究, 一志
社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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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제가집주(이하 소학집주)는 16세기 말 栗谷 李珥가 편찬하였으며, 17
세기 초반 이항복․김장생의 주도로 훈련도감자로 최초 간행되었다.29)29)이이 사

후 30여 년 만에 간행된 이 책은 조선의 소학 주석사에 새로운 문을 열었다.
이이는 소학집성과 소학집설에 더하여 명대에 만들어진 小學集解, 小學
集註,30)30)小學增註 등 여러 주석서를 활용하여 독자적인 형태의 책을 만들었
다.31)31)이이의 소학집주는 소학집설의 체재를 활용하면서도 이를 변형하고

재구성한 새로운 면모의 주석서였다. 당시 널리 읽히고 있었던 소학집설의 장
점을 계승하되 여타의 주석본을 활용, 소학집설의 미비점을 해소하려는 이이
의 의지를 책 전반에서 느낄 수 있다. 소학집주는 소학집설의 주석에서 약
65% 정도는 온전히 받아들이되, 나머지 35% 정도는 변형시켰다.32)32)형태상 적지

않은 변화가 두 책 사이에 일어나고 있었다.

소학집주의 간행은 조선의 소학 學習場에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기
존 소학집설과 다른 내용, 다른 체재의 소학집주가 더해지며 두 책은 일종
의 경쟁 관계를 형성했다. 사회적으로 소학의 수요가 늘어나던 상황에서 선택
할 수 있는 학습서의 폭이 더 넓어진 셈이었다.33)33)그렇다고 해서 소학집주가
곧바로 소학 학습서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18세기 초반, 李瀷도 小學疾

29) 小學集註, 小學集註序.
30) 陳選이 편찬했다. 규장각에도 명대 간본이 소장되어 있는데(奎中2953), 6권 체재의 구성

에, 1473년 진선이 작성한 서문, 1634년에 吳士元이 작성한 서문이 달려 있다. 진선의 
소학집주는 정유의 소학집설보다 먼저 편찬되었고 또 중국에서는 크게 유행했었지만
조선에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이이는 소학제가집주를 편찬할 때 이 책에서 필요
한 내용을 간추려 이용했다.

31) 이때 이이가 참고한 小學集解, 小學集註, 小學增註 등 여러 주석서는 현재까지 이
루어진 학계의 연구로 판단하건대 조선에서는 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이가 1574년(선조 7) 유희춘에게 편지로 3종의 唐板 소학을 빌려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栗谷全書拾遺 권3, 與柳眉巖甲戌 “唐板三註小學, 珥切欲取讀以資考訂, 別作
一本, 令覽已畢, 則伏乞因便下送”) 이때 그가 빌려본 唐本 3종에 小學集解 등 중국에서
간행된 소학 주석서가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32) 여기에 대해서는 정호훈, 2014 조선의 소학: 주석과 번역, 소명출판, 제3장 참조.
33)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을 거친 조선에서 주자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했고, 그 사

상의 입문서인 小學, 의례서인 朱子家禮 또한 널리 유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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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를 작성하던 무렵까지 이이의 소학집주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34)34)17세기

초반의 초간 이후, 이 책의 보급은 활발하지 않았던 셈이다.

소학집주가 조선의 교육계에서 자리를 잡아간 시점은 17세기 중․후반 이후
였다. 이 시기 宋時烈 등 기호학파의 여러 학자들은 지방 여러 곳에서 이 책의

간행을 시도했으며, 1694년(숙종 20)에는 남인과의 갈등을 겪는 등 우여 곡절

끝에 숙종의 御製 서문을 달아 국가에서 출간했다.35)35)이이가 이 책을 편찬한 때

부터 국가 차원의 간행에 이르기까지 약 1세기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주목할

점은 1694년 간행본에 김장생이 考訂한 내용도 별도로 첨부되었다는 사실이

다.36)36)김장생이 이이의 소학집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의문을 이이의 원본과 결
합하여 간행한 셈인데, 이 형태는 이이에서 연원하는 기호학파 학술 활동의 중요

한 산물로 이 책이 간행된 것임을 보여준다.37)37)이 考訂 내용은 이후의 간행본에

도 계속 실렸다.

규장각에 소장된 소학집주는 1612년(광해군 4) 간본, 1694년과 1695년 간본,
1744년 간본 등이 있다(<표 6>). 17세기 중․후반, 전주 등 지방에서 송시열 등

34) 星湖先生小學疾書(古1344-17). 이 책은 小學集說의 주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
익은 소학집주의 존재를 늦게 파악하고 많은 사실을 깨달았으며, 적절한 때에 이 내용
을 반영하여 小學疾書를 보완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책의 뒷 표지 안쪽에 써 두었다.
그러나 이익은 이후로 소학집주의 내용을 반영하여 小學疾書를 수정․증보하지는
않았다. 규장각 소장본 小學疾書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이동욱, 2014 星湖의 필사본 疾
書 11종 異本 연구 태동고전연구 30; 김새미오, 2015 星湖 李瀷의 小學疾書 판본
에 대한 소고: 규장각본(가)을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35 참조.

35) 이 사정은 승정원일기 숙종 20년 1월 16일(甲寅)부터 승정원일기 숙종 20년 1월 25
일(癸亥)까지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인들은 소학집주에 어제 서문을 달아 간
행하는 계획을 반대하여 小學集說에 어제 서문을 달아 간행하려고 했다.

36) 小學集註攷証 이라는 이름으로 실렸다. 김장생의 小學集註攷証 을 책머리에 따로 실은
이 체재가 숙종 20년에 처음 나타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여러 정황으로 판단하건대

이미 현종 4년, 전주에서 이 책을 간행할 때 小學集註攷証 이 실렸던 것으로 보인다(정

호훈, 앞의 책, 258면 참조).

37) 김장생의 경우, 이이의 저술에 계발되어 스승의 소학 이해에서 미심쩍거나 충분하지
않은 점에 대해 독자적인 견해를 세우고자 했다(沙溪全書 卷11, 經書辨疑○小學). 송
시열 등 후학은 김장생의 새로운 이해를 부정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이를 소학집주의
앞 부분에 정리해서 실었다. 이이 이래 펼쳐진 기호학파의 학문적 성과의 일단을 여기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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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학들이 간행한 소학집주는 소장되어 있지 않다.38)38)1612년 간본(奎貴3468)은
訓練都監字로 간행되었으며, 李恒福과 成渾의 발문이 실려 있다. 태백산사고에

내린다는 내사기가 적혀 있다. 1694년 간본(奎11680)은 숙종의 어제 서문, 김장

생 소학 고증을 붙인 것이 특징이다.39)39)숙종의 어제 서문을 달아 간행한 최초
간본으로 판단된다. 현재 이 간본은 비단으로 장정된 2책만이 남아 있는데, 영조

→ 사도세자 → 정조 사이에 전수된 책임을 알려주는 글이 책 내부에 적혀 있

다.40)40)1695년 간본(奎11010 외)은 1694년 간본을 이용해서 새롭게 간행했다. 이

때에 이르러 소학집주가 본격 간행된 것으로 여겨진다. 1694년본과 이 책 사
이에 큰 차이는 없으나, 권수에 실리는 여러 글의 순서에서 변화를 보인다.41)41)

38) 이 시기 지방에서 간행한 책의 실물은 현재로는 알려진 바 없다. 소장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데, 만일 이때의 지방 간본이 발굴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39) 卷首와 卷末에 실려 있는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卷首: 御製小學序(歲甲戌 李德成 奉敎書), 小學篇目, 小學集註總目, 小學集註總論, 小學
書題, 小學 題辭, 小學集註攷證.

卷末: 小學集註跋(成渾), 小學跋(李恒福).

40) 책의 전수 내력을 적은 기록의 내용은 가. “小識. 聖上錫我我傳孫, 我誕孫誕竝用是, 以來

其間十八載, 獲覩今日舒此時”, 나. “內與小學壹件予卽阼十二年丙辰正月 二十一日世子周
年也”, 다. “癸酉九月甘二日太朝錫我初誕辰冊傳于元孫初誕辰也 永垂于後”이다. 이 책의

여러 정보는 이미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다. 윤정, 2004 肅宗-英祖代의 세자 교육과

小學: 奎章閣 소장 소학 관련 서적의 분석 奎章閣 27; 이정민, 2007 영조의 소
학 교육 강화와 지향 조선시대 문화사(상): 문물의 정비와 왕실문화, 일지사 참조.

41) 1695년 간본(奎11010 외)의 卷首와 卷末에 실려 있는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卷首: 御製小學序(歲甲戌 李德成 奉敎書)‚ 小學集註總論‚ 小學篇目‚ 小學集註總目‚ 小學

書題‚ 小學集 註攷訂‚ 小學題辭.

卷末: 小學集註跋(成渾), 小學跋(李恒福).

연번 청구기호 卷冊 版種 비고

1
奎貴3468

6책(권1~권6) 訓鍊都監字
1612년
동일본: 一簑古貴

181.1-So25a(1책, 권6)

2 一簑古181.1-So25j 1책 목판 17세기 초

<표 6> 규장각 소장 소학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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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집주는 1744년(영조 20)에 이르면 새롭게 변신했다. 정부에서 訓義를

붙여 내용을 보완하고42)42)영조의 御製 서문과 御製小學小識 를 첨가하여 새로운

형태로 간행한 것이다. 물론 내용에서는 기존 소학집주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
였다. 통칭 小學訓義로 불리웠지만 표제는 예전과 변함없이 소학제가집주로
적었다(이하에서는 편의상 소학훈의로 표기함).
이 책은 소학집주를 저본으로 했기에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책의 구성, 훈
의의 내용으로 본다면 이전 소학집주본에서는 찾을 수 없는 요소가 더해졌다.
책 머리에 숙종의 서문에 이어 영조의 글을 실은 것은 이 책이 국왕의 의지 하

에 만들어졌음을 천명하는 징표였다. 이 책은 이러한 장치를 통해 종래 그 어느

책도 가지지 못하던 권위와 무게를 갖출 수 있었다. 영조의 권위 또한 이 책과

더불어 높이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책은 편집의 측면에서 책

의 可讀性, 책에 대한 초학자의 接近性을 보다 높이려 했다. 훈의에 담긴 지식은

비교적 단순했지만 독자의 소학 이해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었다.
영조는 이 책을 편찬한 뒤, 전국 차원의 小學講을 독려하며 소학 학습을 진
흥하려 했다. 실제 지방에서는 여러 해 동안 소학강이 지속되며 많은 사람들이

소학을 익혔던 것으로 보인다.43)43)이이의 소학집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에는 아마도 이때의 소학훈의 간행, 그리고 소학강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

42) 訓義 방식은 가)문장의 출처 소개 나)어려운 구절에 대한 간단한 해설 다)문장의 구두에

대한 의견 제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3) 이 시기 지방에서 시행된 ‘小學講’의 구체적인 내용은 牧民攷(古5120-172)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一簑古181.1-So25j 1책(권5) 목판 17세기 초

4 奎11680
2책

(권1, 권6)
戊申字

1694년(숙종 20)
영조의 內與記
사도세자의 글

5 奎11010 5책 6권 戊申字

1695년(숙종 21)
乙亥(1695) 新刊小學
春坊藏板
동일판종: 奎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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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것이다. 소학집설을 통하여 소학을 학습하던 기존의 흐름도 이 책의
간행을 전후하여 전반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에 소장된 소학훈의는 간행시기, 간행지 등이 다양하다. 1744년(영조
20) 간본, 그리고 1745년 간본이 있다. 한 간본(奎中6538의 3)은 1768년에 작성

한 내사기가 적혀 있어, 이 해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1744년 간본은 간행지

가 명확하지 않으며, 1745년 간본은 黃海監營에서 開刊했다. 1744년 간본(奎

11009 외)은 1695년 간본의 체재를 유지하면서 영조의 서문, ‘소학훈의범례’를

붙였다. 이 책에서는 또한 李珥가 주석을 통하여 자기 견해를 제시한 내용이 무

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였다.44)44)

연번 청구기호 卷冊 版種 비고

1 奎11009 5책(6권) 목판
1744년(영조 20)
표제명은 ‘小學諸家集註’
동일판종: 奎11011

2
一簑古

181.1-So25s
1책(권1) 목판 1744년(영조 20)

3 奎中6538의 2 3책 목판
乙丑(1745) 九月
黃海監營開刊

4
奎中6538의 1
奎中6538의 3

3책 목판

跋: 李恒福(奎中6538의 1)
跋: 成渾(奎中6538의 3)
내사기:‘旨戊子(1768)十一月日命賜內
學廳具諺解三秩’(奎中6538의 3)

<표 7> 규장각 소장 소학집주

3. 소학 번역서: 번역소학과 소학언해,
(수정)소학언해

조선에서는 한문으로 된 원문 소학, 소학 주석서가 유통됨과 동시에 한글
44) 이이가 직접 단 주석은 ○표시를 하고 범례 에서 이를 밝혔다(소학훈의 宣政殿小學

訓義 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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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번역된 언해서 또한 편찬되어 읽혔다. 이미 이 책의 주석서가 들어와 있어

그 내용을 익힘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중국의 오랜 문화와 역사 경

험 속에서 형성된 유교의 이념과 개념을 한문으로 표기하고 있는 소학의 문장
은 조선인들에게 그 세계의 온전한 이해를 가로막는 절대적인 장벽이었다. 조선

어의 문법, 조선의 언어로 누구나 쉽게 소학을 익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했고, 번역서는 그 장벽을 타고 넘기 위한 오랜 노력의 한 결

실이었다.45)45)

첫 번역서는 1518년(중종 13)에 간행된 번역소학이다. 조광조가 주도하여

1517년에 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뒤 1년의 작업을 거쳐 마무리했다.46)46)번역을

주관한 관서는 홍문관이었으며, 주된 번역자는 조광조와 뜻을 같이하는 신진 학

자들이었다.47)47)번역소학은 소학 보급 운동이 본 궤도에 오르는 시점에 ‘己卯
士林’이 발의하고 또 이들이 번역에 직접 참가하여 만든 성과라 하겠다.48)48)번역
소학을 번역하고 보급하는 이 시기의 여러 모습은 ‘기묘사림’이 주자학에 바탕
한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적 지향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채택했던 전략

이 무엇인지를, 그 과정에서 국가 기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보여준다.49)49)

45) 정호훈, 앞의 책, 129-130면.

46) 權橃의 冲齋集에 따르면 1518년 6월 24일에 ‘反譯’을 마감했다(冲齋集 권6, 戊寅日記,
六月二十四日 “撰集廳堂上金詮南衮崔淑生磨勘小學諺文反譯, 畢來上”). 이 무렵, 권벌은
司成으로 재직할 때, 성균관의 학생들 가운데 소학의 구두도 떼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한탄하고 있었다(冲齋集 권6, 戊寅日記, 十三年戊寅, “○十一月 “入侍經筵.
(중략) 先生啓曰, 亦不可一切汏之. 臣嘗爲司成, 試講小學, 全不解句讀, 如此輩, 汏去可也”).

47) 번역에 참가한 인물은 다음과 같다.

金銓(판중추부사), 南袞(의정부 좌찬성), 崔淑生(홍문관 제학), 金安老(이조참의), 尹倬
(제용감정), 趙光祖(홍문관 수직제학), 金正國(홍문관 수직제학), 金希壽(종부시 정), 孔

瑞麟(홍문관 전한), 鄭順朋(군기시 부정), 金瑛(수사재감부정), 蘇世讓(수성균관사성),

鄭士龍(홍문관 응교), 柳仁淑(수성균관사예), 蔡紹權(수사재감첨정), 鄭譍(수이조정랑).

48) 현재 번역소학은 乙亥字로 간행한 초간본은 남아 있지 않으며, 번각본의 영본이 전한
다. 현재까지 보고되기로는 권3․4, 권6․7․8․9․10의 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혜린, 앞의 논문, 10-13면 참고.

49) 번역소학은 ‘기묘사림’의 소학보급 운동이 절정에 오를 때 탄생했으며, 그 점에서 이
책은 단순히 소학의 학습서, 번역서일 수만은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기묘사림’의
정치 사상적 지향을 이 번역서는 압축해서 던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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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소학은 모두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성 방식은 10권 체재의 소
학집성과 똑 같다. 그런 까닭에 소학집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이해되
기도 하나, 이 시기에 유통되던 소학집설이 10권 체재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번역소학에서 소학집성의 영향만을 상정하는 것은 무리다. 실제 번역 내용을
살피면 번역소학은 소학집성, 소학집설의 견해를 두루 채택하고 있었다.50)50)

번역소학의 특징은 형태상 意譯에서 찾을 수 있다.51)51)15세기 佛經 번역에서
나타났던 직역과는 다른 방식의 번역이었다. 그런데 이때의 의역은 그냥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소학집성과 소학집설의 주석을 적절히 활용하는, 그런 점

에서 주석서를 전제한 번역이었다.

번역소학의 의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명륜 편 61장에 나
오는 士婚禮에 관한 문장이다.

士婚禮예 曰父ㅣ 醮子애 命之曰往迎爾相야 承我宗事야 勖帥以敬야 先妣之

嗣를 若則有常라 ( 明倫 , 61)

士婚혼禮례예 로 아비라셔 아리 친연라 갈제 술잔 머기고 로 너

도 사 마자와 내 졔 이 니 힘 오로 거느려 업스신 어마님
일 니 네 티 라(권3, 12ㄴ)

위 번역에서 눈여겨 볼 단어는 ‘醮’와 ‘相’에 대한 번역이다. ‘醮’와 ‘相’의 의미

가 번역문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다. ‘醮’는 親迎하러 가기 전에 아들에게 아

버지가 술을 내리는 예식이다. ‘醮子’를 “아비라셔 아리 친연라 갈제 술잔

머기고”로 번역한 것은 이에 따른 것이다. 이 풀이는 소학집설의 주석과 연관
이 있다. 소학집성에서는 이 내용이 실려 있지 않지만, 소학집설에서는 “술
을 따라주되 주고받지 않는 것을 醮라고 한다. 아들에게 초하여 친영한다(酌而

50) 여기에 대해서는 정호훈, 앞의 책, 137면 참조.

51) 번역소학은 구결을 단 원문을 제시하고, 이어 번역문을 실었다. 이 방식은 번역소학
이 단순한 번역서가 아니라, 이 책을 통해 소학의 문장 나아가 한문 문장을 어떤 방식
으로 읽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제시하는 한문 학습서의 하나였음을 알려 준다.

조선에서 소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결을 익혀야 했는데, 번역소학은 그
표준적인 지침을 정하여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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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酬酢, 曰醮. 盖醮子以親迎也)”라고52)52)주석했다.

한편, ‘相’에 대해서도 ‘도울 사람(너 도 사)’이라고 번역했다. 이 또한

“相은 도움이다. 아내는 남편을 도우므로 상이라고 한다(相助也. 妻所以助夫, 故

謂之相)”라는 소학집설의 주석을 활용했다.53)53)이 사례는 번역소학에서 보이
는 의역의 전형을 보여준다.

有三不去니 有所取오 無所歸어든 不去며 與更三年喪이어든 不去며 前貧賤

이오 後富貴어든 不去ㅣ니라( 明倫 , 67)

세가짓 몯내튜미 잇니 取 저긔 어버이 이 잇고 이제 갈 업거든

내티디 말며 더브러 三삼年년喪을 디내야든 내티디 말며 내 아래 貧빈賤쳔
고 後후에 富부貴귀야 내티지 마롤디니라(번소, 권3, 22ㄴ)

위 문장은 명륜 편 67장의 한 구절로, 남편이 부인을 내쫓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거론하고 있다. 그 가운데 “有所取오 無所歸어든 不去며”의 내용이 어

렵다. 직역하면 “맞이해 온 곳이 있고 돌아갈 곳이 없거든 내 쫓지 않으며”가

되는데, 번역자들은 이를 “取 저긔 어버이 이 잇고 이제 갈 업거

든 내티디 말며”로 풀었다. 결혼할 적에 부모와 동생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부모와 동생이 없어져 갈 곳이 없거든 내쫓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번역

은 소학집설의 주석, “맞이해 온 곳이 있고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은 아내가
시집올 때에는 命을 받을 곳이 있었는데 뒤에는 데려다 줄만한 父兄이 없음을

이른다(有所取, 無所歸, 謂妻嫁時, 有所受命, 後無父兄可與之也)”와54)54)연관이 있

다. 번역자들은 주석을 근거로 의역을 했던 것이다.

行步出入애 無得入茶肆酒肆며 市井里巷之語와 鄭衛之音을 未嘗一經於耳며 不
正之書와 非禮之色을 未嘗一接於目더시다( 善行 , 1)
거름 거러 나드리 제 차  와 술  드디 아니며 져졔와  말와
鄭뎡과 衛위와 두 나랏 음 풍륫 소리 번도 구예 디내지 아니며 졍티 아니
 잡글월와 녜 답디 아니 빗 번도 누네 브티디 아니더라(번소, 권9, 3ㄱ)

52) 小學集說권2, 32ㄴ.
53) 小學集說 권3, 明夫婦之別.
54) 小學集說 권2, 39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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善行 편 1장에 나오는 또 다른 의역 사례이다. ‘鄭衛之音’은 정나라와 위나라

의 음악이 ‘음탕’하다고 한데서 나온 말이다.55)55)번역소학에서는 “鄭뎡과 衛위
와 두 나랏 음탕 풍륫 소리”로 번역했다. 소학집설의 주석, “정과 위는 두
나라의 이름이다. 그곳의 음이 음탕하다(鄭衛, 二國名, 其音淫)”는 내용이 번역

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소학집성에서는 이 구절에 대한 주석 자체가 없다.

管敬仲이 曰 畏威如疾은 民之上也ㅣ오 從懷如流는 民之下也ㅣ오 見懷思威는 民之

中也ㅣ니라( 敬身 , 12)

管관敬仲이 로 하 위염을 저호 병티  닌 엣 사이오 은

혜 조초 흐르드시호 하엣 사이오 은혜 보고  위엄을 각

닌 엣 사이라(번소, 권4, 9ㄴ)

이 사례는 경신 편 12장에 나오는 문장으로, 유교 개념에 대한 번역과 연관

되어 있다. ‘畏威如疾’의 ‘威’를 ‘ 위엄’으로56)56)번역했다. 원문에 없는 ‘’이

들어간 셈인데, 이는 소학집설의 해석, “威는 하늘의 위엄을 이른다. 사람이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기를 질병을 두려워하듯이 하면 자연히 악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 중에 상등인 자이다(威者, 謂天之威也. 言民能畏天之威,

如畏疾病, 自然不敢爲惡, 此民之上者也)”를 활용했다. 소학집성에서 이 구절은
京兆 李氏의 말을 빌려 “威라는 것은 天의 命, 性의 理이다(威者天之命, 性之理

也)”로 설명된다.57)57)이 해석에서 ‘하늘의 위엄’은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천명․

성리와 같은 성리학의 개념이 직접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눈으로 확인되는

자연 현상이 실상은 천명, 성리의 형이상학적인 개념과 연결된다는 이해였다.

이와 같이 번역소학의 주된 특징은 의역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의역
을 가능하게 한 것은 소학집성, 소학집설의 주석이었다. 특히 번역소학의

55) 禮記 樂記 “鄭音好溫淫志 衛音趨數煩志 皆淫於色而害於德 是以祭祀不用也.”
56) 이 문장에서 威는 두 번 나오는데, 앞에서는 ‘ 위염’, 뒤에서는 ‘ 위엄’이라 표기

했다.

57) 小學集成 권4, 纂疏 “威者天之命性之理也, 畏者敬之要, 學之功也. 蓋人心中天理與客氣
常相爲勝負, 自大賢而上, 天理常明, 客氣常順, 未能及此. 惟畏敬, 則客氣自降, 而天理迺明,

出於七情, 而制乎七情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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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은 소학집설의 해석과 연관이 깊었다. 번역소학의 번역자들은 원문의

내용이 어려우면 이들 주석서의 주석을 최대한 활용하여 번역문을 만들었다. 번

역 문장이 길어지고 내용이 번잡해지는 듯했지만, 이 방식은 독자가 어려운 내

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는 점에 장점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역

방식은 여러 문제를 노정하기도 했다. 우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원문의 내용을

특정한 내용으로 의역한 것은 원문의 이해를 하나로 고정시킬 위험성이 있었다.

의역과는 반대되는 방식, 곧 축자역이 가지는 특징과 비교해보면 의역이 갖는

난점을 떠올릴 수 있다. 축자역은 번역문만으로 쉽게 의미 파악이 되지 않는 약

점은 있지만, 번역문을 읽는 독자들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게끔 여지를 남기

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번역소학의 의역은 원문과 번역문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노정했다. 어려운 한자, 어려운 한문을 익히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볼 때, 글자․단어․구절 하나하나가 직접 번역된 단어․구절과 연결되지 않으

면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 있기에 이 방식은 매우 불편할 수 있었다.58)58)

번역소학은 간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중종실록에 따르면 1,300
질이 간행되어‚ 널리 유포되었다고 한다.59)59)그러나 이때 간행된 원간본은 현재

전하지 않고 重刊本만이 전하는데 모두 零本이다. 규장각에는 권9에 해당하는 1

책이 남아 있다.60)60)乙亥字本을 복각한 목판본이다. 간행 시기, 장소는 미상이다.

소학언해는 번역소학의 한계를 극복할 것을 표방하며 1587년(선조 20)에
간행되었다.61)61)1585년(선조 18) 봄, 정부에서 校正廳을 설치하고 실무자를 선발

58) 물론 소학언해에서 원문과 번역문의 일치가 모든 문장, 구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
니었다. 그러나 번역소학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매우 컸다.

59) 中宗實錄 권34‚ 13년 7월 乙亥.
60) 가람 古貴170-B45s.

61) 이때 이 작업은 四書의 번역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선조 즉위 후 긴 시간 사서를 번역하
기 위하여 노력했던 정부에서는 1587년에 교정청을 설치하고, 이 책들의 번역을 추진했

다. 소학의 수정과 보완 작업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때에 이루어진 사서삼경의 언해
는 그간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던 이들 서적에 대한 구결과 해석 작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하여 定本을 만드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었다. 사서삼경의 언해 작업은 이미

선조 5~6년경에 추진된 바 있었거니와 이때에 와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던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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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번역소학의 수정 작업에 착수한 지 2년만의 결실이었다. 소학언해 편
찬자들이 번역소학에서 느낀 최대의 문제는 번역의 방법이었다. 앞서도 보았
지만, 번역소학의 의역 방식은 원문과 번역문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노정하
는 등 여러 한계를 보였다. 의역은 그 나름의 장점이 있었지만, 소학의 이해나
한문 학습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많았다. 그리하여 소학언해에서는 원문과 번
역문이 일치하는 번역, 곧 逐字譯을 지향하며 번역을 진행했다.62)62)이 때문에 소
학언해의 번역문은 겉으로 보아 번역소학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의역과 축
자역의 번역 방식은 두 책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것이다.

앞서 보았던 번역소학의 의역 사례가 소학언해에서는 어떻게 바뀌는지 소
개한다. 명륜 편 67장의 한 구절이다. 출전 표시에서 ‘번소’는 번역소학, ‘소
언’은 소학언해를 가리킨다.

〇 有三不去 有所取 無所歸 不去( 明倫 , 67)

가. 有三不去니 有所取오 無所歸어든 不去며

세 가짓 몯내튜미 잇니 取 저긔 어버이 이 잇고 이제 갈 업

거든 내티디 말며(번소 :권3, 22ㄴ)

나. 有三不去니 有所取오 無所歸어든 不去며
세 가짓 내티디 아님이 인니 取혼 배 잇고 도라갈 배 업거든 내티디 아

니며(소언:권2, 55ㄴ)

“有所取 無所歸”에 대해, 번역소학에서는 소학집설의 주석을 빌려, “取
 저긔 어버이 이 잇고 이제 갈 업거든”이라고 번역했다.63)63)소학언
해는 문자 그대로 “취한 바가 있고 돌아갈 바가 없거든”이라고 풀었다. 번역
소학의 문장에서 결혼할 적에 부모와 동생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 부모
와 동생이 없어져 갈 곳이 사라졌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으나, 소학언해는 그
렇게 이해되지 않는다.

62) 李山海가 작성한 발문에 이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다(李山海, 小學諺解跋 小學諺解).
63) 小學集說의 주석, “맞이해 온 곳이 있고 돌아갈 곳이 없다는 것은 아내가 시집올 때에
는 명을 받을 곳이 있었는데 뒤에는 데려다 줄만한 부형(父兄)이 없음을 말한다(有所取,

無所歸, 謂妻嫁時, 有所受命, 後無父兄可與之也)”(권5, 39ㄴ)와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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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士昏禮曰 父醮子 命之曰 往迎爾相 承我宗事 勖帥以敬( 明倫 , 61)

가. 士昏禮예 曰 父ㅣ 醮子애 命之曰往迎爾相야 承我宗事야 勖帥以敬야

사혼례에 로 아비라셔 아리 친연라 갈제 술잔 머기고 로 너 도

 사 마자와 내 졔 이 니 힘 공경오로 거느려(번소:권3, 12ㄴ)

나. 士昏禮예 曰 父ㅣ 醮子애 命之曰往迎爾相야 承我宗事호 勖帥以敬야
士婚혼禮ㅣ<儀의禮례篇편 일흠이라>예 오 아비 아 醮쵸<친영제

술먹켜 보내 례 되라>제 命명야 오 가 너 도 이를 마자 우리 종

묘ㅅ일 니오 힘 공경오로 거느려(소언:권2, 46ㄱ)

명륜 편 61장에 나오는 구절이다. 번역소학에서는 ‘醮子’를 “아비라셔 아
리 친연라 갈제 술잔 머기고”로 번역했다. 소학언해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받으면서도 ‘醮’는 <친영제 술먹켜 보내 례 되라>라고 하여 夾註로 풀었다.

물론, 소학언해에서의 醮의 번역이 번역소학의 그것에 비해 보다 충실하다.
그런데 번역소학과는 다르게 이루어지는 소학언해의 번역이 반드시 축자
역의 결과 때문만은 아니었다. 번역소학이 참고한 주석서의 주석을 소학언해
가 배제하고 다른 주석서를 참고할 경우에도 소학언해의 번역 또한 달라졌다.
소학언해에서는 번역소학에서 보이는소학집성의 주석을 활용한 번역을 대
부분 소학집설의 주석에 근거하여 바꾸었다. 이러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
다. 하지만, 번역에 참고하는 주석서가 달라지는 것은 번역소학과 소학언해
의 번역을 서로 다르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새로운 번역에 영향을 미친

요소의 하나로 註釋書의 선택을 꼽을 수 있다.

아래 사례는 명륜 편 84장의 문장이다.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의 번역 차
이가 그 의거하는 주석서와 상관이 있음을 볼 수 있다.

〇 御同於長者 雖貳 不辭 偶坐不辭( 明倫 , 84)

가. 御同於長者 雖貳나 不辭며 偶坐不辭ㅣ니라

얼우신끠 뫼셔 한데 이실 저기어든 비록 여러 가짓 차반이라도 마다 하디 아

니며 마조 안조 마다디 아니홀디니라(번소 :권3, 31ㄱ)

나. 御同於長者 雖貳나 不辭며 偶坐不辭ㅣ니라

얼운의게 뫼셔 가지로  비록 여러 번이나 <음식을 여러 번 드림이라>

양티 아니며 와 안자셔 양티 아니홀디니라(소언:권2, 62ㄴ~63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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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 ‘雖貳’가 두 책에서 다르게 번역되었다. 번역소학에서는 이를 ‘여러
가지 차반’으로 이해했다. 차반은 음식이다. 곧 차린 음식이 여러 가지로 다채롭

다는 의미이다. 이 해석은 소학집성에서 ‘雖貳’에 대해 “이는 반찬을 푸짐하게
차림이다(貳爲重殽膳也)”라 해석한 것과 연관이 있다. 소학언해에서는 반찬을
몇 차례 내어 오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소학집설의 주에서, “이는 사물을
더하는 것이다. 모시고 밥을 먹는 사람이 비록 반찬을 거듭 얻더라도 그 많음을

사양하지 않는 것은 이 반찬이 본래 장자를 위하여 나오기 때문이다(貳益物也.

侍食者, 雖獲饌之重而不辭其多者, 以此饌, 本爲長者設耳)”라고 하여, 반찬을 몇

차례 더 내어 오는 것으로 이해했다. 소학언해의 해석은 이와 연관이 깊다.

〇 君子耆老 不徒行 庶人耆老 不徒食( 明倫 , 87)

가. 君子ㅣ耆老애 不徒行며 庶人이 耆老애 不徒食이니라

벼던 사 늘그니 거러니디 아니며 서인 늘그니 고기 업슨 밥

먹디 아니 니라(번소 :권3, 33ㄱ~33ㄴ)

나. 君子ㅣ 耆老애 不徒行고 庶人이 耆老애 不徒食이니라
군자 <이 군 벼슬인 사이라>ㅣ 늘금애 거러니디 아니 고 샹인

이 늘금애 밥 먹디 아니 니라(소언:권2, 64ㄴ~65ㄱ)

명륜 편에 나오는 문장이다. ‘不徒食’에 대해, 번역소학에서는 ‘고기 없는

밥을 먹다’로 번역하고, 소학언해에서는 ‘맨밥을 먹다’로 번역했다. 전자는 小
學集成의 ‘本註’를64)64)활용한 것이고, 후자는 소학집설의 주석, “徒食은 반찬

없이 먹는 것이다(徒食謂無羞而食也)”를 근거로 삼았다. ‘고기 없는 밥을 먹는

것’과 ‘맨밥을 먹는 것’은 의미가 매우 다르다. 두 책에서는 주석서 선택을 달리

하면서 번역을 다르게 했다.

조선에서 번역소학을 수정하여 소학언해를 새롭게 편찬한 것은 원문의 내
용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학습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두 책의 번역 사이에 일어나는 의미 있는 변화를 결정 지우는 주요 요소는 의역

으로부터 직역으로의 전환에 있었지만, 동시에 주석서의 선택 또한 큰 영향을

64) 小學集成 권3, 27ㄱ~27ㄴ “徒爲空也, 謂無車而行, 無肉而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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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 몇몇 구절에서, 동일한 원문을 두고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에서 달리
번역하는 것은 그 때문이었다. 이 경우, 소학언해는 소학집설의 주석을 적극
선택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미 번역소학에서도 소학집설은 활용되고 있었지
만, 소학언해에 와서는 그 활용도가 더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65)65)

소학언해는 6권 체재, 직역 형식의 번역이 주된 형식상 특징으로 들 수 있
다.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은 번역에 소학집설의 주석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점
이다. 번역소학이 소학집성을 많이 활용했던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번역소
학을 改譯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마도 소학집성을 주된 자료로 활용했던 것에
대한 불만에서 나왔을 것이다. 소학언해는 이후 조선사회에서 소학 번역서
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도움을 받으며 소학을
익혔다. 학습자들은 직접 소학언해를 가지고 공부하기도 하고, 소학집설과
같은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참고서로 활용하기도 했다.

소학언해는 17세기 중엽 이후, 새로이 수정되어 재간행되었다. 소학집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소학집주가 간행된 이후 소학집주에 맞추어 번역을 새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정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1666년(현종 7) 수

정된 소학언해[이하 (수정)소학언해]를 간행하였다.66)66)소학언해를 수정하
자는 논의는 세자의 소학 강독을 준비하며 이루어졌는데, 세자의 강독에 쓰일
소학언해가 程愈의 주석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착오가 많으므로, 이이가
편찬한 소학집주를 활용, 새로운 언해본을 만들어 사용하자는 것이 논의를 주
도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었다.67)67)이 일을 시종 이끈 인물은 홍명하, 송준길 등 서

인들이었다.

현종대의 (수정)소학언해는 곧바로 대중적 보급 경로를 밟지는 않았던 것으
로 보인다. 애초 세자 교육용으로 수정하여 간행했던 데서 더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다. 이때 간본의 흔적은 현재 극소수만 남아 있는 숙종대 간본으로 확인된

65) 小學諺解에서의 이러한 양상은 16세기 후반 小學諺解가 나오던 무렵에 小學集說
이 소학 학습서로서 우위를 확실하게 점하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66) 顯宗改修實錄 권19, 9년 8월 壬申.
67) 顯宗改修實錄 권16, 7년 10월 戊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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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8)68)이 책이 널리 알려지며 활용된 때는 1744년이었다. 이 해, 정부에서 소학
훈의를 간행하며 이 책 또한 출간, 전국에 보급하였다. 책머리에 영조의 ‘어제
소학서문’을 붙여 간행한 까닭에 (어제)소학언해라 지칭했다.69)69)(어제)소학언
해의 본문은 현종대 수정본 그대로 였다. 약 8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번역상
새로운 변화는 없었던 것이다.70)70)

하지만 그 사이에 왕실에서는 세자 등의 소학 교육에 이 자료를 여러 모로
변형하며 지속적으로 사용했다. 1737년(영조 13) 어린 세자의 교육을71)71)위하여

만든 孝經小學抄解는72)72)그 사례이다. 이 책은 효경과 소학에서 세자 학습
에 도움이 되는 문장을 가려 뽑아 편찬했는데 저본으로는 기존의 번역본을 활용

했다.

幼子를 常視毋誑며 立必正方며 不傾聽이니라

어린 식을 샹해 소기디 말며 셔매 반시 방소를 正졍히 며 기우려 듯디 마

롬으로 뵐띠니라(孝經小學抄解 4ㄴ)

위 구절은 본래 소학 입교 편 제3장에 나온다. 이 번역은 소학언해의
“어린 식을 샹녜 소기디 말오모로 뵈며 셔매 반시 방소를 正졍히 며 기우

려 듯디 아니케 홀디니라”(小學諺解 권1, 8ㄱ)라는 번역과 비교된다. 두 번역
의 차이는 동사 ‘視’가 미치는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孝
經小學抄解의 번역은 (어제)소학언해의 번역과 똑 같다.73)73)이 외에도 이 책

68) 김주원, 2001 앞의 논문 참조.

69) (어제)소학언해를 편찬하고 간행한 것은 소학훈의가 제대로 알려지기 위해서는 소
학언해 또한 같이 간행되어 유포되어야 한다는 영조의 생각을 반영한 조치였다.

70) 정호훈, 앞의 책, 291면.

71) 列聖朝繼講冊子次第(奎3236) “景慕宮書筵進講冊子次第, 孝經小學抄解[丁巳四月十二日
進講中止.”

72) 奎79, 奎493, 奎942, 奎943, 奎1089, 奎1491, 奎1492, 奎1493. 이 책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윤정, 앞의 논문 참조.

73) (어제)소학언해 권1. 아직 (어제)소학언해가 출판되기 이전에 孝經小學抄解가 나
왔으므로 孝經小學抄解가 저본으로 삼았던 책은 소학언해 아니면 (수정)소학언해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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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린 소학 문장의 번역은 소학언해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수정된 소학언해는 소학언해에 비해 얼마나 바뀌었을까? 몇 가
지 주요한 사항만 살피면 다음과 같다. 우선, 소학언해에서의 축자역 원칙을
따르면서도 훨씬 더 강화했다.

○ 寢不側 坐不邊 立不蹕( 立敎 , 1)

가. 寢不側 며 坐不邊며 立不蹕이니라

잘 제 기우리디 아니며 안조매 곤지디 아니며 셔매 발 츼드디 아니

띠니라(소언, 1:2ㄱ)

나. 寢不側 며 坐不邊며 立不蹕이니라

잘 제 기우리디 아니며 안매 지디 아니며 셔매 츼드디 아니띠니

라(어언, 1:2ㄱ)

위 문장은 立敎 편에 나온다. ‘立不蹕’에 대해 소학언해에서는 ‘발 츼드
디’라고 하였으나, (어제)소학언해에서는 ‘발’은 빼 버렸다. ‘발’은 굳이 들
어갈 필요 없는 단어라는 인식을 읽을 수 있다.

○ 文王之爲世子 朝於王季(중략)至於寢門外 問內竪之御者曰 今日安否 何如(稽古, 8)

가. 文王之爲世子애 朝於王季샤(중략)至於寢門外샤 問內竪之御者曰, 今日安

否ㅣ 何如오

文문王왕이 世셰子되여 겨실적의 王왕季계 뵈오샤(중략)침실 門문밧

 니샤 안아 뫼션이 려 무러 샤 오 安안否부ㅣ엇더하시뇨

(소언, 4:11ㄱ)

나. 文王之爲世子애 朝於王季샤(중략)至於寢門外샤 問內竪之御者曰, 今日安

否ㅣ 何如오

文문王왕이 世셰子되여 겨실제 王왕季계 뵈오샤(중략)침실 門문밧긔
니샤 內竪슈<안해뫼션 쟈근 신해라> 뫼션 이려 무러 샤 오

 安안否부ㅣ 엇더하시뇨(어언, 4:12ㄴ)

稽古 편 8장에 나오는 문장이다. ‘內竪’에 대해 소학언해에서는 ‘안 아 뫼
션 이’로 번역했으나 (어제)소학언해에서는 ‘內竪슈<안해 뫼션 쟈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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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라>’로 번역, 원 단어와 협주 풀이를 동시에 제시했다. 어려운 원어를 그대로

노출시키되 협주로 의미를 푼 이 방식은 원래 소학언해에서 채택했던 것이었
으나, 이 경우 소학언해는 아직 미진한 점이 있었다. (어제)소학언해에서는
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위와 같이 번역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수정된 소학언해는 소학집주의 주석을 활용, 번역을 수정했다.
아래는 그 사례이다. 명륜 편 103장이다. 이 장에서는 백성[民]이 父, 師, 君 세

존재를 섬기고 따르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원문은 아래와 같은데, 문제가 되

는 구절은 “民生於三事之如一”이다.

〇民生於三 事之如一 父生之 師敎之 君食之 非父不生 非食不長 非敎不知 生之族

也 故一事之 唯其所在 則致死焉(明倫, 103)

가. 民生於三애 事之如一이니 父ㅣ 生之시고 師ㅣ 敎之시고 君食之시나니

非父면 不生이요 非食면 不長이요 非敎면 不知니 生之族也라 故로 一事之여

唯其所在에 則致死焉이니라

셩이 세가지예 셤굠을 양 티 홀디니 아비 나시고 스승이 치시고

님금이 먹이시니 아비 아니시면 나디 몯며(소언: 2:73ㄱ-ㄴ)

나. 民生於三이라 事之如一이니 父ㅣ 生之시고 師ㅣ 敎之시고 君食之시니

라 非父면 不生이요 非食면 不長이요 非敎면 不知니 生之族也라 故로 一事之

여 唯其所在에 則致死焉이니라

셩이 세혜 生 엿디라 셤김을 양 티 홀띠니 아비 나시고 스승
이 치시고 님금이 먹이시니 아비 아니시면 나디 몯고(어언:권2,

2:81ㄱ-ㄴ)

소학언해와 (어제)소학언해는 문장의 주술 관계를 다르게 파악했다. 소
학언해에서는 ‘民生’을 백성으로, ‘於三’은 세 가지에 대해로, ‘事之如一’은 하나
같이 섬기다라는 동사로 풀었다.74)74)(어제)소학언해에서는 ‘민’을 백성으로, ‘생’

74) 小學諺解의 번역은 번역소학을 그대로 잇고 있다.
“民生於三애 事之如一이니 父ㅣ 生之고 師ㅣ 敎之하고 君食之나니 非父면 不生이

요 非食면 不長이요 非敎면 不知니.”

“셩이 세 가지예 셤교 양 티 홀디니 아비 나시고 스승이 치시고 님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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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아가다로 보면서, ‘사지여일’과 분리했다. 두 책의 번역 차이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어제)소학언해의 해석은 백성이 군․사․부 삼자를 구별 없이 똑
같은 수준으로 섬겨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백성은 군․사․

부 삼자에 의해 태어나고 교육받고 생육을 받는 존재라는 점이 뚜렷해졌다고 할

수 있다. (어제)소학언해의 번역은 소학집주의 주석, “임금과 아버지와 스승
은 모두 사람이 말미암아 살게 되는 바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 분에 의해서

산다고 말한 것이다(君父師, 皆人之所由生也, 故曰, 民生於三)에서 왔다. 이 구절

은 소학집설에는 없으며, 원 출처는 소학증주이다.
경신 편 41장의 번역 또한 소학집주의 주석을 적극 반영한 사례이다. 첫

구절은 “曲禮曰, 共食不飽, 共飯不澤手”로 시작되는데, “不澤手”를 이해하고 번

역하는 것이 쉽지 않다. 소학집성이나 소학집설에서 구구한 주석이 붙은 것
도 이 때문이었다.

가.  가지로 밥 먹을 제 손에 잇게 아니며(소언: 3:22ㄴ)75)75)

나.  가지로 밥 먹을 제 손 적시디 아니하며(어언: 3:15ㄴ)

소학언해에서는 “不澤手”를 ‘손에 땀이 없게 하다’로, 어제언해에서는 ‘손
을 적시지 않다’로 풀었다. 소학언해의 번역은 소학집설의 주석 곧 “예전 풍
속은 밥을 손으로 주었는데, 밥을 나누어 준 뒤 여러 사람과 같이 밥을 먹을 때

에 손을 땀이 나도록 손을 마찰하지만 사람들이 더럽게 여기면서도 말하지 못했

다(不澤手者, 古之飯者, 以手與人, 共飯摩手而有汗澤, 人將惡之而難言)”에76)76)기초

했다. 어제언해의 번역은 소학집주 주석의 충실한 활용 결과이다. 소학집주
에서는 소학집설의 주를 배척하고 소학집성에 실려 있는 張載의 주석을77)77)

택하여 다음과 같이 이해했다.

머기시니 아비 아니시면 나디 몯며.”(飜譯小學권3, 42ㄴ~43ㄱ)
75) 번역소학의 번역과 비교된다. “曲禮예 로 모다 차반 머글 저긔  브르게 말며 모
다 밥머글 저긔 손처 나게 말며.”(飜譯小學 권4, 26ㄴ)

76) 小學集說 권3, 19ㄴ.
77) 小學集成 권4, 37ㄱ “纂疏: 張子曰, 共飯不澤手, 必有物以取之, 不使濡其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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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子가 말하였다. “손때를 묻지 않게 한다는 것은 반드시 물건(젓가락 따위-필자

주)으로 음식물을 취하여 손을 젖지 않게 하는 것이다.”78)78)

이와 같이 소학언해는 17세기 후반에 들어와 한 차례 크게 변화한 뒤, 1744
년 (어제)소학언해를 통하여 널리 보급되었다. 두 책 사이에 일어난 변화에는
16세기 말에서 17세기 후반에 이르는 시기에 이루어진 언어 사실의 변천이 반영

된 측면도 있었지만, 이이의 소학집주 주석을 적극 활용하여 원문을 번역한
사정도 작용했다. 번역서의 변모는 기본적으로 주석서와 연동하며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 사례에서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살핀 대로, 16세기 후반 이래 조선에서는 소학 번역서로서 소학언해
가 널리 유통되었다. 번역소학을 대체하며 만들어진 이 서책은 내용이 간명한
데다 소학 학습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풍부하게 조성되면서 큰 인기
를 얻었다. 이후 이 책은 소학집주의 주석을 반영하며 수정본이 만들어지고
18세기에 가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보급하게 되었다. 규장각에는 아래 <표 6>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선조대 간행본, 17세기 숙종대의 수정 간행본, 1744년의

간행본 등이 남아 있다. 숙종대에 나온 수정 간행본은79)79)국내에서 그 실물을 쉽

게 찾을 수 없는 매우 귀한 도서이다. 그러나 권5에 해당하는 1책만 남아 있다.

一簑古181.1-So25b는 ‘武橋新刊’이라는 간기가 적혀 있는 坊刻本으로, 19세기 사

회에서의 유통 양상이 어떠했던가를 알려주는 자료이다.

78) 小學集註 권3, 17ㄴ “張子曰, 共飯不澤手, 必有物以取之, 不使濡其手.”
79) 奎11958의 3. 이 책에 대해서는 김주원, 2001 앞의 논문에서 자세하게 연구하여 소개한

바 있다.

연번 청구기호 卷冊 版種 비고

1 一簑古181.1-So25ce 1책(권5) 목판
선조대
동일판종:一簑古181.1-So25c

2 一簑古181.1-So25d 2책(권5, 권6) 목판 선조대

3 一簑古181.1-Y57sa 1책(권3․4) 목판 선조대

<표 8> 규장각 소장 소학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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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이상, 규장각에 소장된 朝鮮刊 소학 관련 도서를 원문 소학, 소학 주석
서, 소학 번역서 등 세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들 책을 통해, 조선의
학습자들이 주석 없이 원문만으로 이루어진 책을 보거나, 다양한 이름의 주석서

를 접하며 공부했으며, 여러 형태의 번역된 책을 읽었던 흔적을 살필 수 있다.

여러 유형의 소학 학습서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은 四書나 五經과 같은 책에
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라 하겠다. 이것은 아마도 주자학의 입문서로서 소
학이 가지는 위상, 특성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소학은 유교 경전, 중국의 사
서 및 여러 교훈서, 송대 성리학자들의 저술에서 가려 뽑은 자료를 ‘立敎’, ‘明倫’,

‘敬身’ 3범주를 통하여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주자학을 익힘에 필요한 기본적

4 奎1872 2책(卷1, 권2, 권6) 목판
선조대
墨書:校書館上
校書館印

5 奎11958의 3 1책(권5) 목판 숙종대(현종대 간본 계통)

6 一簑古181.1-So25eh 2책(권1, 권6) 목판 영조 20년

7 가람古181.1-So25e 1책(권6) 목판 영조 20년

8 一簑古181.1-So25p
4책(권2․3, 권4, 권5,

권6)
목판 영조 20년

9 一簑古181.1-So25e 3책(권1, 권3, 권5) 목판 영조 20년

10 奎443 4책(권1~권6) 목판

영조 20년
동일판종: 奎2112, 奎2113, 奎
2115, 奎2116, 奎2117, 奎2326, 奎
2918, 一簑古181.1-So25eh

11 奎2445 5책(권1~권6) 목판
영조 20년
동일판종: 奎 2444, 가람古
181.1-So25o

12 奎11958의 4 1책(권6) 목판 영조 20년

13 一簑古181.1-So25b 1책(권2) 목판 武橋新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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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식, 가치, 방법론을 일목요연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었다. 주자학

의 얼개, 기본을 접함에 이 보다 더 나은 자료는 없었다. 주자학을 익히자면 반

드시 이 책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일이었다. 조선에서 정부 차원에서 주석서를

마련하고, 또 번역서를 편찬하여 이 책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도운 것도 모두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조선의 소학 간행과 유통, 소학 학습을 연구함에 핵심이 되는 것은 소학
주석서의 추이를 잘 살피는 것이라 판단된다. 조선에서는 중국에서 편찬․간행

된 주석서 중의 일부를 들여와 활용했다. 조선 전기에는 소학집성, 소학집설
이 유통되었고, 17세기에는 소학집설, 그리고 이이가 편찬한 소학집주가 보
급되었으며, 18세기에 들어와서는 소학집주와 이 책을 기반으로 한 소학훈의
가 널리 활용되었다. 조선에서의 소학 주석서 간행과 활용 양태는 중국과 비
교해본다면 조금 단조로운 편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주목하게 되는 점은 여러 형태로 소학 번역서가 출현하고 또
변화하는 모습이다. 조선에서 소학 번역서가 자주 만들어진 것은 주자학을 필
요로 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에 이 책이 가장 적합했기 때문일 것이다. 소
학 번역서에 대한 이해는 조선에서의 小學의 역사 나아가 朱子學史를 이해함
에 결정적인 사안으로 보인다. 그간 국어학 영역에서 집중 탐구했던 소학 번
역서를 국어학의 관심 영역만으로 남겨둘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 책의 출현과

변화가 소학 주석서와 밀접히 연계되며 이루어지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소학
번역서에 대한 폭넓은 검토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규장각은 조선에서 간행된 여러 종류의 소학 텍스트를 빠짐없이 소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귀한 자료들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여러 이름으로 간행되어 읽혔던 소학의 원문은 조선에서의 소학 학습이
이루어지는 주요한 방식의 하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어떤 주석의 도움

없이, 간명하게 소학을 익히고자 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습서였다.
16세기 소학집설의 다양한 모습도 이채롭다. 이 시기 소학집설이 10권 체
재와 6권 체재 두 형태로 유통되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한글 구결 혹은 한자 借

字 口訣을 달아서 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정부와 민간에서의 활발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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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보급 운동이 구결을 표기한 텍스트의 편찬과 맞물려 이루어졌던 점을 유의
할 수 있겠다.

17~8세기에 간행된 소학집주의 소장 양상은 매우 다채롭다. 소학집주가
긴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편찬되고 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은 오랜

동안 영향력을 행사했던 소학집설을 대체하며 소학집주가 소학 학습의 주
텍스트로 자리 잡아 가는 복잡한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소학 언해서는 조선에서 이루어졌던 소
학 번역본의 간행과 수정의 역사를 이해함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7
세기 후반에 간행된 수정된 소학언해는 비록 零本으로 남아 있지만, 16세기
후반의 소학언해가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수정되어 가는지, 그리고 그와 연관
하여 작동하는 이 시기 지식과 권력의 상관성이 어떠했던지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이 책의 간행을 둘러싼 여러 사실은 앞으로 다방면에서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규장각에 소장된 전근대 시기 경학 자료의 조사와 검토 작업의 일환

으로 작성되었다. 규장각에는 조선시기에 간행 유통되었던 소학 학습서가 거
의 대부분 소장되어 있고, 또 이들 소학 학습서를 바탕으로 만든 국왕․세자
의 학습 교재도 풍부하게 남아 있다. 이 글이 규장각에 소장된 수많은 소학
텍스트의 개별적 성격 혹은 역사적 위치를 확인하고자 할 때 주요한 자료로 활

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개별 서책 하나하나에 대한 연구 혹은 해제는 또 다

른 작업이 될 것이다.

주제어 : 규장각, 소학, 원문 소학, 소학 주석서, 소학 번역서

투고일(2016. 5. 15), 심사시작일(2016. 5. 23), 심사완료일(2016.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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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ystem and characteristics of ‘Sohak’ published during the 

Chosŏn Dynasty that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owns

80)Jeong, Ho-hun*

This paper examines the system and characteristics of various books relating to 

‘Sohak’ published during the Chosŏn Dynasty that the Kyujanggak Institute owns. Most 

of the books investigated in this paper were published or transcribed from the fifteenth 

century to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During the Chosŏn Dynasty, in order to 

help people learn 'Sohak', the three types of books were published and distributed at a 

national level: the original ‘Sohak’ (wŏnmun ‘Sohak’), the commentary on ‘Sohak’ 

(‘Sohak’ chuyŏksŏ), and the translation of ‘Sohak’ (‘Sohak’ pŏnyŏksŏ). The Kyujanggak 

Institute or Korean Studies has most books regarding ‘Sohak’ published during the 

Chosŏn Dynasty, such as the Sohakchipsŏng(小學集成) in the reign of King Sejong in 

the fifteenth century, the Pŏnyŏksohak(飜譯小學) in the reign of King Chungjong in the 

sixteenth century, and so forth.

This paper is as part of the project of examining and investigating the data with 

regard to the study of Confucianism (Kyŏnghak) during the pre-modern period that the 

Kyujanggak Institute houses. This is regarded as primary materials to be used to 

underst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or historical significance on numerous texts of 

‘Sohak’ in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Key Words :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ohak, the original ‘Sohak’ 
(wŏnmun ‘Sohak’), the commentary on ‘Sohak’(‘Sohak’ chuyŏksŏ), the 
translation of ‘Sohak’ (‘Sohak’ pŏnyŏksŏ)

* Associate Professo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