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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抄錄
본고는 17세기 양반가 여성의 小學 학습이 확대된 과정에 대해 검토
하고, 학습된 소학 지식이 여성의 삶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분석
하여 여성교육의 성격을 정리한 글이다. 조선에서 성리학적 관념에 따라
가족제도가 재조직 되었던 것은 兩亂 이후이다. 전쟁으로 사회・경제적 동
요를 경험한 지배층은 家門의 유지를 위해 父系 중심의 가족 질서를 정착
시켜 나갔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변화된 가족 질서에 맞게 여성을 교육시
킬 필요가 있었고, 여성도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을 교육받게 되었다.
이를 위해 성리학에서 핵심이 되는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는 소학이
여성교육을 위한 중요한 교재로 사용되었다.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소학
은 여타 女訓書보다 더 비중 있는 교재로 사용되었다. 주로 여성에게만 요
구되는 지식과 규범을 담고 있는 여훈서와 달리 소학은 남녀 누구나 함
께 실천해야 하는 일상적인 지침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도 성리학의
보편적 지식 체계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소학에서는 여성의 중요한 책무로 女紅과 奉祭祀, 그리고 자녀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여공은 가정과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이였고, 제사는 주자
가례 질서의 정착에 따라 그 예법에 맞게 진행되어야 했다. 여성은 자녀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부터 직접적인 글공부나 학문적 조언을 하는 데 상당
한 영향을 끼쳤다. 여성의 지적 소양이 가문의 유지와 계승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여성이 상당한 수준의 학문을 하는 것이 허용된 측면도 있었다. 이
와 같은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여성은 집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도 하였다. 나아가 18세기에는 좀 더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저술
활동을 하고 성리학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었다.
주요어 : 女訓書, 朱子家禮, 女性의 小學 學習, 姆師(여스승)
학 번 : 2016-21548

目

次

1. 序言 ··········································································· 1
2. 兩亂 이후 朱子家禮 秩序의 擴散과 女性敎育의
强化 ············································································ 5
3. 兩班家 女性의 小學 學習과 그 擴大 ··········· 16
4. 小學 知識의 發現과 兩班家 女性敎育의 性格
························································································· 28
5. 結語 ··········································································· 46
參考文獻 ········································································ 48
Abstract ········································································ 53

표 목 차
[표 1] 내훈의 소학 인용 빈도 ········································· 16
[표 2] 17세기 여성교육을 위한 주요 교재 ··························· 19
[표 3] 17세기 여성이 학습한 기타 교재 ······························· 20

1. 序 言
조선은 성리학을 기본 이념으로 하여 건국되었다. 조선 정부는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제도 역시 성리학적 관념을 토대로 재조직하려 하였다.
그러나 고대 이래로 父系와 母系 모두를 중시하는 기존의 전통과 부딪히
면서 강한 부계성을 가진 宗法制는 쉽게 정착하지 못했다. 그러던 것이 16
세기 士林이 정계에 진출하고 주자 성리학에 대해 철학적인 탐구가 본격
화되면서 부계 중심의 가족질서가 뿌리 내릴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이 마련
되었다.1) 이후 兩亂을 거치면서 사회・경제적 변동을 경험한 지배층은 家
門의 계승과 유지를 위해 부계 중심의 가족 질서를 받아들였다.2) 개인은
어느 家의 일원으로서만 인정받았고, 개인의 자율적 활동은 家系의 계승과
유지・발전을 위해 엄격히 통제되었다.3)
이러한 가족제도의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존재는 여성이었다.
결혼 후에는 친정 대신 시집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되었고, 부계 중심으로
재구성된 儀禮에 따라 집안을 꾸려가야 했다. 변화된 체제에 여성을 안착
시키기 위해 여성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그 결과 여성도 성리학적
가치와 규범에 맞게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 교육을 받아야 했다. 조선 전기
1) 정재훈, 조선전기 유교정치사상 연구, 태학사, 2005.
2) 그간 가족 제도의 변화와 그에 따른 상속・혼인 제도에 대한 연구는 상당한 진척
이 있었다. 부계 중심의 원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한국의 가족제도
가 변화되었는가를 둘러싼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혼인제도 연구는 壻留婦
家婚의 전통에 대한 지속성 문제와 親迎制의 정착 정도를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
어졌다. 상속 문제는 재산 상속에 있어서 딸과 外孫이 차별 받은 정도에 대한 연
구가 이루어졌다. 대체로 17세기를 기점으로 부계가 상대적으로 더 중시되는 현
상이 존재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최재석, ｢조선중기 가
족・친족제도의 재구조화｣, 한국의 사회와 문화 21, 1993 ; 이순구, ｢종법제의
보급과 가족제도의 변화｣, 한국사 31, 1998 ; 김경란, ｢조선후기 가족제도 연구
의 현황과 과제｣, 조선후기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창작과 비평사, 2000 ; 최홍기,
｢친족제도의 유교화 과정｣, 조선 전기 가부장제와 여성, 아카넷, 2004 ; 마르티
나 도이힐러 지음, 이훈상 옮김, 한국 사회의 유교적 변환, 아카넷, 2003 ; 이창
기, ｢성리학의 도입과 한국가족제도의 변화: 종법제도의 정착과 부계혈연집단의
조직화 과정｣, 민족문화논총 46, 2010).
3) 권내현, ｢조선 후기 부계 가족‧친족의 확산과 몇 가지 문제｣, 한국사학보 62,
2016, 251～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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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官 주도로 편찬되던 女訓書가4) 조선 후기에 이르면 각 가문의 家風
이 반영된 형태로 발간되었던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교육은
피교육자의 내면에 잠재되어있는 자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면서도 사회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교육자인 여성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고, 그것이 여성의 내면과 행동 양
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밝히는 것은 여성사 연구에서 중요한 의
미가 있다.
이에 따라 여성교육을 위한 교재라고 할 수 있는 여훈서에 대한 발굴과
해석 작업은 비교적 일찍 이루어졌다.5) 여성사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여훈
서의 내용을 철학적으로 분석하여 여성교육의 목적을 밝히는 연구가 이루
어졌다.6) 최근에는 여성 관련 자료들도 발굴되고 정리되면서 여성의 경험
을 중시하는 연구와 여훈서를 통해 여성의 정체성 문제를 규명하는 연구
도 있었다.7) 이를 통해 여성이 유교의 가치와 규범을 어떻게 내면화하는지
4) 현재 여성교육을 위한 교재를 지칭하는 용어는 학계에서 통일되지 않았다. 戒女
書, 女訓書, 規範書 등의 용어로 쓰이고 있다. 송시열이 他門으로 시집가는 딸을
위해 계녀서 지어주었기 때문에 계녀서는 딸이 시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을 당
부하는 글이라는 한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규범서라는 용어는 교육의 대상에
남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다. 규훈서는 ‘양반 집안’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교육’
하기 위해 지어진 모든 종류의 글을 ‘규훈서’로 정의하기도 한다. 여훈서는 양반
가 여성이라는 신분적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필자는 국가 차원에서 여성을 교
육을 위해 편찬한 모든 교재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 여훈서라는 용어
를, 양반 가문에서 여성교육을 위해 특별히 작성한 교재나 가르침을 규훈서라고
구별하여 사용하였다(여성교육을 위한 교재에 대한 학계의 용어 사용 논의는 황
수연, ｢조선시대 규훈서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기대와 경계｣, 열상고전연구 32,
2010, 145쪽 참고).
5) 김지용, ｢內訓에 비춰진 이조여인들의 생활상｣, 亞細亞女性硏究, 제7집, 1968 ;
손인수, 한국여성교육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7 ; 손직수, ｢이조시대의 여성
교육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 9, 성대, 1980 ; 손직수, 조선시대 여성교육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2 ; 이훈석, 한국의 여훈, 대원사, 1990.
6) 조혜정, ｢전통적 경험세계와 여성｣, 전통적 생활양식의 연구(中),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1982 ; 조경원, ｢조선시대 여성교육의 분석｣, 여성학논집 12, 1995 ; ｢
유교 女訓書의 교육원리에 관한 철학적 분석｣, 여성학 논집 13, 1996 ; 이숙인,
｢조선시대 교육의 젠더 지형도｣, 정신문화연구 29, 2006.
7) 김언순, 朝鮮時代 女訓書에 나타난 女性의 正體性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
학위 논문, 2007 ; 김언순, ｢조선여성의 유교적 여성상 내면화 연구｣, 페미니즘
연구 8-1, 2008 ; 황수연, ｢조선시대 규훈서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기대와 경계
｣, 洌上古典硏究 32, 2010 ; 이영란, ｢소학을 통해 본 조선시대 여성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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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시도되었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여훈서의 내
용이나 유교에서 규정한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지식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여훈서를 쓴 편찬자의 의도가 곧 여성교육의 과정이자 결과
인 것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었다. 교육은 교육자와 피교육자 쌍방의 상
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교재의 내용과 교재가 쓰인 목
적을 가지고 여성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재구성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여훈서 외에 남녀 모두가 기초 교육을 위해 배웠던 교재에 대한 분
석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못 했다. 특히 17세기를 전후해 주자 성리학의
기초 교재라고 할 수 있는 소학이 여성교육을 위한 주요 교재로 사용되
었던 사실에 주목하였다.8) 17세기 성리학 중심의 사회질서가 강화되면서
소학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며, 여성도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영
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선시대 여성교육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여성교육에 사용된 교재들의 비중을 확인하고 그 교재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졌던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양반가에서 이루어진 여성교육
의 실체를 체계적으로 구명하고자 한다. 특히 17세기를 기점으로 가족제
도가 전환되던 시기에 여성교육에도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이 시기에 여성을 대상으로 한 墓誌銘, 行狀, 祭文 등이 본격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여성교육과 관련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
다. 물론 여성을 대상으로 한 散文은 성리학 이념에 투철했던 남성 士大夫
에 의해 그 내용이 선택되거나 배제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전근대 여성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이 매우 드문 상황에서 여성의 삶
과 생활, 감정은 죽음을 추모하는 글을 통해 기록될 수 있었다.9) 따라서
문학연구 51, 2016.
8) 조선시대 소학에 대한 연구로는 조선시대 사상사의 흐름과 소학과의 관련성
을 밝힌 연구, 소학이 조선의 사회 운영 이념으로서 기능하는 측면을 밝힌 연
구, 소학의 교육적 기능과 의미를 밝힌 연구가 있다(김준석, ｢朝鮮前期 社會思
想-小學의 社會的 機能 分析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29, 1981 ; 황금중, ｢性
理學에서의 小學・大學 교육과정론｣, 한국사상과 문화 17, 2002 ; 정호훈,
｢조선 후기 小學 간행의 추이와 그 성격｣, 한국사 학보 31, 2008 ; 정호훈, ｢
16・17세기 小學集註의 성립과 간행｣, 한국문화 47, 2009 ; 윤인숙, ｢조선 전
기 사림의 사회정치적 구상과 소학운동｣, 성균관대 박사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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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대상으로 한 산문을 여성교육의 실상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 중 하
나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방향과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兩亂 이후 가
족제도의 변화와 그에 따른 朱子家禮 秩序 정착의 영향으로 여성교육이
강화되는 과정을 정리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여성교육이 변화하게 된 시
대적 맥락을 재구성할 수 있다. 둘째, 17세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산문에
언급되는 교재를 정리하여 당시에 중시되었던 교재가 무엇이었는지 분석
하였다. 그리고 해당 교재의 내용과 체계를 정리하고 그 교재가 여성교육
에서 중시되었던 이유를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시 교육을 통해 여성
에게 요구된 덕목이 무엇이었는지 정리하고, 그러한 사회적 요청에 대해
여성이 어떻게 대응하고 자각해 갔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17세기 여성교육의 성격과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
다.

9) 황수연, ｢17세기 여성 관련 자료의 문학적 가치｣,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
2006,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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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兩亂 이후 朱子家禮 秩序의 擴散과
女性敎育의 强化
조선 왕조는 건국 초부터 유교적인 문물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였다. 정부는 가족제도를 비롯한 사회질서 또한 성리학적 방
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왕실을 비롯해 사대부에게 성리
학적인 禮法과 儀式을 담은 朱子家禮를 따르도록 강제하기도 하였다. 그
러나 사회적 여건이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이념에 따라 강요된
사회질서는 기존의 習俗과 충돌하면서 쉽게 정착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三綱五倫으로 집약되는 유교 윤리를 보급하기 위해 敎化 정책에 힘썼다.
사회 전반의 의식 체계가 전환되지 않는 한, 사회 체제의 전면적인 전환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여성 역시 유교적인 사회윤리를 습득해야 할 중요한 교화의 대상이었다.
태종 4년(1404)에는 국가 체제 정비를 위해 여러 문물이 수입되는 과정에
서 明으로부터 列女傳을 하사 받았다.10) 이후 조선 정부는 하사 받은 
열녀전이 국내에 보급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로 5백 부를 더 요청
하였다.11) 건국 초부터 정부가 여성을 위한 유교 윤리 보급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세종 14년(1423)에는 孝子・忠臣・烈女에 관한 사
례를 모아 三綱行實圖를 편찬하였다.12) 그 序文에는 우매한 남녀들까지
쉽게 보고 느껴서 분발하기를 당부하고 있어 여성도 교화의 대상에 포함
시켰음을 알 수 있다.
經國大典의 완성으로 유교적 통치 기반이 확립되었던 성종 대에는 여
훈서가 왕실 주도로 제작되었다. 성종 6년(1472)에는 歷代 后妃의 본받을
만하고 경계할 만한 것을 선별하여 后妃明鑑을 만들었다.13) 성종 6년
(1457)에는 昭惠王后(1437-1504)가 小學・列女傳・女敎・明鑑에
10) 太宗實錄 卷7, 太宗 4年 3月 戊辰.
11) 太宗實錄 卷8, 太宗 4年 11月 己亥.
12) 世宗實錄 卷56, 世宗 14年 6月 丙申.
13) 成宗實錄 卷297, 成宗大王誌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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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녀자의 訓育에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고 諺解하여 內訓을 썼다.14)
그동안 중국에서 수입된 여훈서를 발간하다가 성종 대에 이르러 자체적으
로 여성교육을 위한 교재를 간행한 것이다. 성종 통치시기를 기점으로 조
선의 실정에 맞게 여성을 교육시킬 필요성이 높아졌던 것이다.15)
中宗反正 이후, 연산 대에 흐트러진 사회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국정 기조
가 세워지면서 유교 윤리를 일상에서 정착시키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다음
은 弘文館에서 여훈서에 대한 언해의 필요성을 왕에게 건의하는 내용이다.
요사이 道學이 밝지 못하고 교화가 쇠퇴하여 閨門의 법도가 褻慢하고 문
란하여 못하는 것이 없을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본이 이미 이러하니
그 말단도 알 수가 있습니다. 夫婦 간에 투기하고 父子간에 반목하고 형제
간에 해치는 자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풍속의 무너짐이 이때보다 심한
때가 없는 것도 다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성상께서는 心學에 침잠하고 인
륜을 후하게 하기를 힘쓰시어, 이미 續三綱行實을 命撰하시고 또 小學
을 印行토록 하여 中外에 널리 반포코자 하시니, 그 뜻이 매우 훌륭하십니
다. 그러나 삼강행실에 실려 있는 것은, 거의가 변고와 위급한 때를 당
했을 때의 특수한 몇 사람의 激越한 행실이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행하
는 도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
지만, 소학은 곧 일상생활에 절실한 것인데도 일반 서민과 글 모르는 부
녀들은 讀習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여러 책 가운데에서 日
用에 가장 절실한 것, 이를테면 소학이라든가 列女傳·女誡·女則과
같은 것을 한글로 번역하여 印頒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위로는 宮掖으로부
터 朝廷卿士의 집에 미치고 아래로는 여염의 小民들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 없이 다 강습하게 해서, 일국의 집들이 모두 바르게 되게 하소서.16)
14) 이선영‧이승희, 국어문헌자료총서3: 내훈, 채륜, 2011, 15쪽.
15) 김언순, 앞의 논문, 2007, 105쪽.
16) 中宗實錄 卷28, 中宗 12年 6月 辛未.
近者道學不明 敎化陵夷 閨門之內 褻慢顚紊 無所不至 本旣如是 其末可知 夫婦妬
悖 父子反目兄弟相殘者 比比有之 風俗之壞 莫甚此時 蓋有由矣 聖上沈潛心學 懋
厚人倫 旣命撰續三綱行實 又命印小學 欲廣頒中外 意甚盛也 然三綱行實所載 率皆
遭變 故艱危之際 孤特激越之行 非日用動靜常行之道 固不可人人而責之 小學之書
廼切於日用 而閭巷庶民及婦人之目不知書者 難以讀習矣 乞於群書內 最切日用者
如小學 如列女傳 如女誡 女則之類 譯以諺字 仍令印頒中外 俾上自宮掖 以及朝廷
卿士之家 下達于委巷小民 無不周知 而講習之 使一國之家皆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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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는 사회・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던 시기이다. 과전
법 체제가 붕괴되고 상품유통경제가 발달하면서 농민층이 분해되는 등 사
회적 동요가 일어났다.17) 이에 대해 士林은 道學정치를 강화하고 사회 윤
리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림의 문제 인식은
위의 기사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런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이전과는 달
라진 관점이 나타난다. 특별한 변고나 위급한 상황에서 행한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삼강행실도를 보급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대신 일상
에서 실천할 수 있는 윤리를 담고 있는 소학을 언해하여 일반 서민을 비
롯한 여성에게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성을 비롯한 백성도 修
身齊家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법을 習得 해야만 현재의 사회적 동요를 막
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후 조광조를 비롯한 己卯士林은 소학을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종 12년(1517)에 經筵에서 소학이 강독되었고, 경상
도 監司를 지냈던 金安國(1478～1543)은 소학의 주석서인 小學集說을
경상도 전역에 보급하였다. 중종 13년(1518)에는 飜譯小學이 간행되어 
소학의 한글 번역 사업이 결실을 맺기도 하였다.18) 중종의 계비인 章敬王
后의 墓誌文에는 왕비가 어려서 소학과 내훈을 배웠다고 기록되어 있
다.19) 당시 왕실부터 여성도 소학을 배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며
실천 윤리를 배우는 모범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己卯・戊午 士禍로 
소학 보급이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이후 李滉과 曺植, 李珥 등의 학자들
은 주자 성리학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면서 소학에 대한 연구도 더욱 진
전시켰다. 선조 대의 小學諺解는 이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
었다.20)
17세기 두 차례의 戰亂을 겪으면서 양반 중심의 지배질서가 흔들리자
지배층은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와 윤리 규범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
였다.21) 특히 양반층은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성리학적인 禮俗을 수용하
17) 李泰鎭, ｢16세기 東아시아 경제변동과 정치·사회적 동향｣, 朝鮮儒敎社會史論, 지
식산업사, 1989.
18) 정호훈, 조선의 소학―주석과 번역, 소명출판, 2014, 110～101쪽.
19) 中宗實錄 卷 21, 中宗 10年 3月 庚辰.
20) 정호훈, 위의 책, 2014, 1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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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전란으로 지배층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도망 노비의 증가
와 신분 질서가 동요하면서 노비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이 시기 노비에
비해 토지의 상대적 가치는 계속 상승하면서 開墾도 추진되었지만 均分相
續을 유지할 만큼 토지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균분상속을
지속할 경우 농경지의 영세화가 가속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상속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제 양반 사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嫡長子를 중심으
로 하는 家父長的인 宗法秩序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조
선 중기 이후 朋黨政治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혈연을 중심으로 정치세력을
결집하려는 움직임도 부계혈연집단의 결속 강화에 영향을 주었다.22)
가부장적 종법질서의 확산과 함께 宗人 상호간의 질서와 조화를 위한 이
념과 행동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주자가례도 정착되어 갔다. 주자가례
는 종법제의 근본 원리인 名分論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宗子의 존재 가
치와 가족 관계의 수직적 질서는 국가 禮制 질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
다.23) 즉 유교적 이념에 토대를 둔 조선에서 주자가례의 治家는 곧 治國
의 연장선에 있었다. 조선 전기 周禮를 바탕으로 국가 의례가 제도화되었
지만, 주자가례의 세부적인 형식과 절차는 구체적으로 정착되지 못 했
다. 그러나 17세기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라 새로운 사회 질서를 구축하
는 데 필요한 규범으로서 주자가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였
다.24)
부계 중심의 가족질서가 확산되고 주자가례가 보급되면서 혼인 방식
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壻留婦家婚의 오랜 전통이 점차 약해지고 혼인 후
여성의 시집살이 기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제 여성들은 부계 중심의 가
족제도를 받아들이고 그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만 했다.25) 이러한 전
환기에 양반 사대부 집안은 시집간 딸이 시댁 식구와 원만하게 관계를 설

정하고, 며느리로서의 德目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교육하는 것에 관심을 기
울여야 했다. 또한 붕당정치의 심화로 인해 부계혈족집단을 중심으로 정치
세력이 결집되는 과정에서 가문의 위상을 높이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가족 성원 중 하나인 여성이 그 위상에 걸맞은 언행을 할 수 있
도록 구체적 지침서를 만들고 교육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조선 초
부터 존재했던 家訓書가 17세기 閨訓書로 파생되었다.26)
17세기 대표적인 규훈서로는 宋時烈(1607～1689)이 딸을 위해 남긴 戒
女書가 있다. 이 책은 누대에 걸쳐 사대부 여성에게 읽히고 誡女歌類를
양산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27) 그 내용은 여성이 행할 修身과 齊家의 도리
를 한글로 정리한 것인데, 시집간 여자가 지켜야 할 덕목을 20개 항목에
걸쳐 상세하게 기록하였다.28) 구체적 항목은 부모 섬기기(事父母), 남편 섬
기기(事夫), 시부모 섬기기(事舅姑), 형제 화목(和兄弟), 친척 화목(睦親戚),
자녀 교육(敎子女), 제사(奉祭祀), 손님 접대(接賓客), 투기 말기(禁妬忌),
노비 다루기(御奴婢), 빌리고 빌려 주기(貸借), 매매(賣買), 생활수칙(生活
守則), 본받을 일(善行) 등이다.29)
송시열은 딸이 시집살이에서 맞닥뜨리게 될 다양한 상황에 맞춰 시댁 식
구를 대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제시하였다.30) 가정 경제를 이끌어가는 방법
에 대해서도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면서 현실적인 문제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자녀 교육이나 봉제사, 접빈객에 대한 항목에서는 유교적 예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강조하였다. 변화하는 결혼 풍습과 가족 질서에 대해
딸이 잘 적응하고, 며느리로서 그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바라는 친정
아버지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송씨 집안에서 出家한 여성의 행실은 친
정 가문의 위상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딸 교육에 신경을 써야 했던 측면도
있었다.31)

21) 오영교, 조선후기 향촌지배정책 연구, 혜안, 2001, 49～69쪽.
22) 김건태, 조선시대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2004, 102～112쪽 ; 이창기,
앞의 논문, 2010, 133～134쪽.
23) 임민혁, ｢朱子家禮를 통해 본 朝鮮의 禮治｣, 정신문화연구 23, 2000, 53쪽.
24) 임민혁, 위의 논문, 2000, 59쪽.
25) 이순구,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2005,
134～135쪽.

26) 김언순, 앞의 논문, 2007, 109～115쪽.
27) 홍인숙, ｢17세기 여성사의 문제적 인물, 우암 송시열―碑誌類, 祭文과 우암선생
계녀서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18, 2003, 135～138쪽.
28) 김문준, ｢우암 송시열의 계녀서｣, 한국사상과 문화 23, 2004, 98쪽; 김언순,
앞의 논문, 2007, 129쪽.
29) 김문준, 위의 논문, 100쪽.
30) 하여주, ｢17세기 송시열의 가부장적 가족주의 정착을 위한 노력과 좌절｣, 조선
시대사학보 79, 2016, 429～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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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열의 사례처럼 17세기에 접어들면서 각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딸의
교육을 위해 교재를 집필하고 직접 교육하였다. 실제로 17세기 여성을 대
상으로 한 산문에서 아버지가 딸을 위해 교훈서를 쓰고 직접 교육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가)-① 부인은 만력 계미년 10월 5일 태어났다. 贊成公이 그 단정하고 순
함을 사랑하여 어렸을 때 손수 女範을 써서 주었는데 평생토록 내내
외우고 생각하였다.32)(莊烈王后의 어머니인 完山府夫人 崔氏(1583～
1666))
(가)-② 府使公은 또 앞선 옛 부인의 행동 가운데 모범으로 삼을 만한 것
을 한글로 번역해서 책으로 만들어 주면서 女範이라고 하여 가르쳐
부인은 책 속에 있는 말로 평생의 언행과 동정의 기준을 삼았다.33)
(李惟樟의 어머니(1600～1659))
(가)-③ 淑人은 천계년 정묘(1627) 11월 10일에 태어났다. 태어나면서 숙
성하고 총명하였으며 女工 또한 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夏興公이
특별히 사랑해 옆에 두고 직접 班氏의 ‘女訓’을 적어서 가르쳤다. 자
람에 하홍공이 항상 말하길, “우리 집안의 자녀가 많지만 이 딸이 도
리를 아니, 함께 이야기할 만하다.”라고 하였다.34)(金壽增의 아내
(1627～1687))
(가)-④ 三殿을 받들어 공경과 섬김을 다하고 비록 私室에 물러나 있어도
임금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해야 한다. 한 가지 마음으로 하기를 게을
리 하지 말아야 하며 만일 물어 보시는 것이 있으면 일에 따라 공경
하게 대답해야 한다. …(중략)… 몸가짐은 검약해야 하고 옷을 입는
데 화려한 것을 숭상하지 말아야 한다. …(중략)… 궁궐은 매우 엄격

해 內外의 구별이 확연하다. 안의 말을 밖으로 내지 말고 밖의 말을
안에 들여서는 안 된다.35)(金壽增의 손녀 寧嬪(1669～1735))
(가)-⑤ 여자의 도리란 남편을 따르는 것이다. 따름에 있어 순종하고 어기
지 않을 뿐이다. 지금 네가 君子를 받들고 궁중에 출입하게 되었으
니 오로지 아침저녁으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 한 마디 말이라도 가
벼이 입 밖으로 내어서는 안 되고 한 걸음이라도 가볍게 마음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 하루하루 오직 효도와 충심과 공손함과 검소함이
야말로 네가 오직 힘쓸 것이다. 光榮을 믿는 마음을 갖고 좋아하거
나 싫어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소생들의 부
끄러움이 될 것이니 소생들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모름지기 지극
한 뜻을 몸소 행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하지 마라.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니 너는 마음에 두지 않을 수 있느냐?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느냐.36)(申翊全(1605～1660)의 둘째 딸(생몰미상))

(가)-①, ②에서 언급되는 ‘女範’은 특정한 책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
라 아버지가 딸에게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모아 정리해 준 지침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37) (가)-③에서 반씨는 女誡를 쓴 班昭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료에 나온 ‘女訓’이라는 표현은 女誡의 가르침
을 아버지가 정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계는 後漢書에 편성된 것으로
비교적 그 내용이 간략한 편이다. 명나라 宣宗이 직접 서문을 써 다시 간
행하고 보급하려 했을 정도로 중국의 대표적인 여훈서라 할 수 있다.38) 널
리 알려진 책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필사하여 딸에게 교육시켰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위의 기록만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교육하였는지 확인

31) 송시열이 작성한 친족의 祭文 및 碑誌類를 분석해 보면 송씨 출계 사람들이 압
도적으로 많았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여성도 8명이 포함되어 있다.
대체로 그 내용은 은진 송씨 일가의 권위를 돋보이게 하는 일화를 모아놓았다(하
여주, 앞의 논문, 2016, 436～440쪽).
32) 完山付夫人崔氏行狀, 宋時烈, 宋子大全 卷211, 韓國文集叢刊 115, 122쪽.
33) 先妣恭人順天金氏墓誌, 李惟樟, 孤山集 卷7, 韓國文集叢刊 126, 145쪽.
34) 亡室淑人曹氏行狀, 金壽增, 谷雲集 卷6, 韓國文集叢刊 125, 245쪽.

35) 孫女入闕時書贈, 金壽增, 谷雲集 卷6, 韓國文集叢刊 125, 255～256쪽.
36) 次女永豐郡夫人訓辭, 申翊全, 東江遺集 卷14, 韓國文集叢刊 105, 79쪽.
37) 청나라 王節婦 劉氏가 지은 책으로 알려진 女範捷錄을 여범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이 책은 역사적인 인물들의 사례를 주제에 맡게 재배치하였다. 여훈서의
명칭은 특정 책을 지칭하는 것으로 쓰기도 했지만, 여성에 대한 가르침을 의미하
는 것으로도 사용되기도 하였다. 사도세자의 어머니 영빈 이씨가 쓴 女範이 존
재하지만 시기가 맞지 않고, 자료의 문맥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딸의 교육을 위해
정리한 교재를 ‘女範’으로 지칭했던 것으로 보인다(이숙인 역주, 女四書, 여이
연, 2003, 368쪽 참고).
38) 이숙인 역주, 위의 책, 2003, 352, 3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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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지만, 송시열의 사례처럼 친정아버지가 딸의 교육을 위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④는 숙종의 후궁으로 입궐하는 손녀에게 쓴 것이고, (가)-⑤는 종
친인 永豐君에게 시집가는 딸에게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39) 두 사례
모두 왕실과 연연을 맺게 된 만큼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
으며, 孝를 다하고 儉約하게 생활하라는 유교적인 규범에 대해서도 당부하
고 있다. 특히 (가)-④는 왕실에서는 내외 구별이 엄격한 것에 대해 언급
하고 있고, (가)-⑤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고 하고 있다. 두 기록 모두 시
집살이가 정착되기 시작했던 과도기적 상황에서 유교적 禮法이 엄격히 적
용되는 왕실에 잘 적응하기를 바라는 친정 조부와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처럼 가족제도와 그 질서의 변화는 여성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여성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자 형제들과
함께 가르침을 받았던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7세기 이후 家學이
번성하면서 여성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후기에는 정치세력과 學脈이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學統과 함께
가학의 전통도 중시되었다. 유학자의 學風이나 人格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師承關係 못지않게 가학의 연원이 중시되었기 때문이다.40) 사회적으로 여
성을 위한 교육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던 전근대 시대에 가학의 번성은 여
성교육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일정한 수준까지는 남성들과 함께 집안
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18세기에 등장하
는 여성 지식인이 가문의 학풍에 영향을 받았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41)
다음은 家學이 이루어질 때 여성도 함께 공부할 기회를 얻었던 사례이

다.

(나)-① 어려서부터 단정하고 신중했으며 총명하고 민첩했다. 正郞公(아버
지 尹承賢: 필자 주)이 아들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 孺人이 옆에서
엿들었는데 금방 외워 말 할 수 있었다. 유인이 문예에 스스로 통하
자 정랑공이 이를 기특하게 여겨 글을 가르쳤으나 나이가 든 뒤에는,
“글은 의당 남자의 일이다.”라고 하고 마침내 뜻을 오로지 하여 女功
에 힘써 부모를 도우니 부모가 “효녀”라고 했다.42)(朴尙蘭의 부인
(1604～1650))
(나)-② 議政公(외할아버지: 필자 주)이 여러 손자에게 책을 가르칠 때 부
인도 옆에 있었는데 들으면 마음속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없었
다. 공은 늘 밤늦게까지 독서하였고 부인은 반드시 모시고 앉아 게으
르지 않았다. 혹 공이 병에라도 걸리면 걱정하는 빛이 얼굴에 드러나
니 이런 까닭으로 의정공에게 치우칠 정도의 사랑을 받았다.43)(申聖
夏의 어머니(1646～1683))
(나)-③ 그때 孺人의 동생 趙倚 또한 일찍 깨닫고 공부를 잘 하여 知樞公
(친정아버지: 필자 주)이 경전과 역사서 등 여러 책을 가르쳤는데, 유
인은 옆에 있다가 외우고 익혀 배우지 않고도 능히 쓸 수 있었고 큰
뜻을 통달하니, 지추공이 더욱 기특하게 여겼다.44)(朴世采의 양어머니
(1609～1670))

39) 조선시대 개인 문집에 실려 있는 두 작품에 대해 황수연은 남성 작가가 쓴 閨訓
書로 분류하고 있다(황수연, 앞의 논문, 2010, 147～148쪽).
40) 이 욱, ｢18세기 家學 전승과 文中書堂｣, 국학연구 18, 2011, 130쪽.
41) 여성 시인으로 새롭게 평가받고 있는 호연재 김씨(1681～1722)는 노론 가문 安
東 金氏 盛達의 딸로 시 짓기를 즐겼던 가풍의 영향을 받았다. 閨閤叢書를 쓴
빙허각 이씨(1759～1824)의 경우, 胎敎新記를 쓴 사주당 이씨와 인척 관계에
있었으며, 남편 서유본은 林園經濟志를 쓴 서유구의 형으로 親庭과 媤家 모두
학문하는 분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김경미, 家와 여성, 여
이연, 2012, 254쪽 ; 정해은 ｢봉건체제의 동요와 여성의 성장｣, 우리 여성의 역
사, 청년사, 1999, 233～237쪽).

(나)-④ 淑人은 어진 부모의 가르침을 이어받고 성품 또한 총명하고 민첩
하여, 형제들이 공부를 하면 옆에서 그것을 듣고 곧 외운 뒤 마음속
으로 그 뜻을 풀이하였다. 7세 때 임금께서 慕華館에서 무관들을 둘
러보러 오셨는데, 숙인이 都事公(숙인 송씨의 아버지: 필자 주)에게,
“내일 집 뒤에 장막을 치고 내가 구경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니 도
사공이 장난으로 말하기를, “이 책을 외우면 허락해 주지.”라고 하고
二千字 大篇을 주었다 숙인이 등불 아래에서 몇 번을 읽고 나서는 다
음날 아침 매우 익숙하게 그것을 외웠다. 도사공이 놀라고 기뻐하며,
42) 孺人尹氏墓誌銘幷序, 宋時烈, 宋子大全 卷187, 韓國文集叢刊 114, 264쪽.
43) 贈貞夫人趙氏墓誌銘十二月二十五日, 朴世采, 南溪集 外卷14, 韓國文集叢刊
142, 35쪽.
44) 養妣孺人趙氏行狀癸酉六月一日, 朴世采, 南溪集 外卷14, 韓國文集叢刊 142,
5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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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아들이 아닌 것이 한이로다.”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文理가 날
로 트여 經典과 史書에 두루 통달해서 학문이 형제들과 나란히 나아
갔으며, 문장 짓는 법도 터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여겨 재주를 숨기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이를 아는 사
람이 드물었다.45)(宋時烈의 고모(1571～?))

(나)의 네 여성 모두 처음부터 남자 형제와 함께 공부하는 것이 허락된
것은 아니었다. 여성이 옆에서 남성들이 공부하는 것을 듣고 뛰어난 학습
능력을 보인 후에야 함께 교육 받는 것이 허락되었다. 기본적으로 네 가지
사례는 여성이 남자 형제들과 함께 공부하게 된 과정을 유사한 틀로 표현
하고 있다. 우연의 일치라기보다는 여성에게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지식이
아닌 성리학적 지식을 남성과 함께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 방법으로 보인다.
(나)-④는 아버지의 시험을 통과하고 형제들과 함께 경전과 사서를 두루
배우고 문장 짓는 법까지 배우게 된 과정이 좀 더 상세히 적혀 있다. 사회
적 통념상 여성이 사서와 경전을 공부하고 문장을 짓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았다.46) 그러나 송시열은 고모의 지적 소양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며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누구보다 가부장적 가족 질서에 순응하는
여성상을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다.47) 그런 그가 성리학에 대한
45) 姑母淑人宋氏傳, 宋時烈, 宋子大全 卷215, 韓國文集叢刊 115, 187쪽.
46) 18세기의 기록이긴 하지만 李德懋의 士小節과 李瀷의 星湖僿說에는 여성의
지식 활동을 경계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덕무는 經書와 史書, 論語‧詩經‧
小學, 그리고 女四書를 대강 읽어서 그 뜻을 통하고, 여러 집안의 성씨, 조상
의 계보, 역대의 나라 이름, 성현의 이름자 등을 알아둘 뿐이요, 공연히 詩文을
지어서 외간에 퍼트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李瀷은 글을 읽고 의리를 강론하는
것은 남자가 할 일이요. 부녀자는 질서에 따라 조석으로 의복, 음식 공양하는 일
과 제사와 빈객을 받드는 절차가 있으니, 부녀자는 서적을 읽을 틈이 없다고 하
였다. 부녀자로서 고금의 역사를 통달하고 예의를 논설하는 자가 있으나, 반드시
몸소 실천하지 못하고 폐단만 많은 것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개탄하면서, 소
학과 내훈의 등도 모두 남자가 익힐 일이라며 부녀자는 누에치고 길쌈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詩書에 힘쓰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이덕무 저, 이동희 역, 사
소절, 전통문화연구회, 2013, 188쪽 ; 이익, 「부녀지교」, 국역 성호 사설, 민
족문화추진위원회, 1977, 145쪽).
47) 김경미, ｢17세기 가부장제의 기획 - ‘류씨 부인’ 프로젝트｣, 한국고전여성문학
연구 8, 2004 ; 박미해, ｢조선후기 유학자의 여성 인식: 다산 정약용의 가(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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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소양을 갖춘 고모에 관해 상세하게 기록하였던 것이다. 17세기 주
자가례가 정착되고 가부장적 가족 질서에 여성은 점차 순응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성리학에 대한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여성교육은 성리학적 지배질서의 정착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강
화되었다. 특히 17세기를 기점으로 가족질서가 부계중심으로 재편되고 이
에 따라 양반 사대부들이 적극적으로 주자가례를 수용하면서 여성도 변
화된 체제에 적응해야 했다. 그 결과 여러 가문에서는 자체적으로 규훈서
를 만들어 여성에게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지식을 교육시키거나, 남자 형제
들과 함께 가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여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17세기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두 차례 전란 이후 조선은 사회적 기강이 동요하고, 지배층의 경제적 기반
이 약화되었으며, 붕당 정치의 심화로 정쟁이 격화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가문을 유지하고 이어가는 몫은 남성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
니었다. 또한 여성의 시집살이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여성에게 요구되는
규범은 이전과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 내용은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지
식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를 움직이는 원리인 성리학에 대한 소양도 포함
되는 것이었다.

식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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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兩班家 女性의 小學 學習과 그 擴大
여성도 기본적인 성리학적 소양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은 비교적 이른 시
기에 나타났다. 소혜왕후는 성종 6년(1475) 조선의 실정에 맞게 중국에서
발간된 여훈서를 발췌하고 재구성하여 내훈을 완성하였다. 그런데 내
훈의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소학에서 인용한 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내훈의 116조목 가운데 70여 조목을 소학에서 발췌하고 있
어 전체의 63%정도를 차지하고 있다.48) 또한 내훈의 내용을 분석해 보
면 상층 신분이 갖추어야 할 예의범절이나 인간 보편의 德性에 관한 가르
침에 대한 비중이 높으며, 그런 항목 대부분은 소학에서 가져왔다. 내
훈이 여성을 가르칠 목적으로 편찬되었지만,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윤리
규범보다는 남녀가 모두 갖추어야 할 윤리 규범을 중시했던 것이다.49)
성종이 소학 간행과 보급을 위해 노력했던 시기인 성종 6년(1475)에
소혜왕후는 내훈을 편찬하였다.50) 소혜왕후는 당시 정책 방향에 공감하
고 소학의 기본적 내용을 여성들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내
훈을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소혜왕후는 세조의 楞嚴經 언해 과정에 참
여해 한문 경전을 소리 내어 읽으며 口訣을 교정하는 역할을 맡을 정도로
48) 이경하, ｢내훈과 ‘소학‧열녀‧여교‧명감’의 관계 재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2008, 249～250쪽.
[표 1] 내훈의 소학 인용 빈도
『내훈』 言行章 孝親章 婚禮章 夫婦章 母儀章 敦睦章 廉儉章 合
『소학』
(34) (23) (10) (16) (14) (9) (10) (116)
入敎(13)
1
(1)
2
明倫(108)
5
11
3
1
20
敬身(46)
11
11
稽考(47)
6
1
1
8
嘉言(91)
8
3
5
1
2
1
20
善行(81)
4
1
(1)
1
4
7
18
合(386)
29
21
8
3(2) 7
9 79(77)
49) 이경하, ｢소혜왕후 내훈의 소학 수용 양상과 의미｣, 大東文化硏究 70,
2010, 239, 245쪽.
50) 成宗實錄 卷10, 成宗 2年 6月(己未); 成宗實錄 卷69, 成宗 7年 7月(丙寅); 
成宗實錄 卷 95, 成宗 9年 8月(庚戌); 成宗實錄 卷126, 成宗 12年 2月(庚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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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견이 높은 여성이었다. 내훈 저술도 여러 유교 典籍에 대한 섭렵 없이
는 불가능한 것이었다.51) 소혜왕후는 풍부한 학식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여
성도 기본적인 성리학적 소양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15
세기 후반에 저술된 내훈은 조선 후기까지 널리 읽혔다. 인간 보편의 덕
성에 대한 비중이 높은 내훈의 가르침은 조선 후기에도 유효했던 것이
다.
16세기에는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교 윤리를 정착시키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 결과 여성도 여러 여훈서와 함께 소학을 언해
해 배워야 한다는 인식이 나타났다.52) 국가 차원에서도 소학을 여성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재로 중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2장에서 밝힌 것처럼
장경왕후가 소학과 내훈을 학습했다는 기록을 보면 왕실부터 소학
을 여성교육서로서 중요하게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양반 사대부 집
안에서 여성을 어떻게 교육하였는지 구체적인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16세기에 사대부 여성이 일반적으로 소학을 배웠는가에 대한 사
실 與否는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李文楗(1494～1567)이 손녀를 어떻게 교
육하였는지 黙齋日記에 기록하고 있어 16세기부터 소학이 여성교육을
위한 교재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문건의 손녀 淑禧는 6세 때 諺文을 배웠고, 10세가 되어 千字文을 공
부했으며 13세에 삼강행실을 읽었다. 숙희는 15세에서 16세 사이에 소
학을 공부하였는데, 숙희가 소학을 배우게 된 것은 이문건이 동생 淑吉
에게 소학을 가르치면서 함께 가르쳤기 때문이다.53) 그러나 숙희가 15세
51) 이경하, ｢15세기 최고의 여성 지식인, 인수대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
2006, 166쪽.
52) 中宗實錄 卷28, 中宗 12年 6月 辛未.
53) 黙齋日記, 嘉靖三一 壬子歲 季冬十二月 十一日乙未(1552년).
書諺文本文一道付淑禧, 淑禧求之故也.
黙齋日記 嘉靖三五 丙辰歲 季秋九月 十四日己巳(1556년).
自昨始書千字, 傍書諺字, 淑禧之請也.
黙齋日記 嘉靖三八 己未歲 仲春二月 二六日戊辰(1559년).
阿只(淑禧:필자 주)日來習行實.
黙齋日記 嘉靖四O 辛酉歲 孟夏四月 初三日壬辰(1561년).
淑禧求習, 乃敎稽古篇初.
黙齋日記, 嘉靖四十一 壬戌歲 正月 初八日癸巳(15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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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혼인을 준비하면서 소학 학습은 중단되었다. 혼인 후에 친정에서 살
았기 때문에 할아버지로부터 소학 학습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이문건은
손녀의 소학 학습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언제나 숙희가 소학을 가르쳐
달라고 청해야 겨우 배울 수 있었으며, 결국 소학 학습은 제대로 마칠
수 없었다. 이는 숙길이 11세에 소학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 다음 해에 
大學을 시작했던 것과 비교된다.54)
숙희와 관련된 일화를 좀 더 살펴보면 당대에 중시되었던 윤리 규범도
확인할 수 있다. 숙희는 할머니의 병환이 위급한 상황에 이르자 자신의 허
벅지 살을 베어 약으로 썼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할머니가 병을 앓고 있
을 때 그 증세를 알기 위해 할머니의 똥을 맛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이
문건은 손녀의 효행에 감탄하며 자신의 일기에 그 일화를 상세히 적었
다.55) 숙희는 삼강행실의 가르침대로 특별하고 모범적인 방식으로 외조
모에 대한 자신의 효심을 실천하였다. 그녀는 壻留婦家婚의 전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던 시기를 살았다.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사대부 여성이 소
학에서 강조하는 일상적인 실천 윤리를 충분히 體化할만한 사회적 조건
이 형성되지 못했음도 알 수 있다.
이문건의 사례 하나로 16세기 여성교육의 전반적인 특성을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여성에 관한 기록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이문건의 일
기에 나타나는 숙희의 학습 과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시기 사대부
남성이 일반적으로 성리학의 입문을 위해 소학을 학습했던 상황에서 여
성도 소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6세기까
지는 사대부 가문에서 적극적으로 여성에게 소학을 가르치지 않았다. 서
류부가혼의 전통이 유지되던 시기에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근간으로 한 
還堂, 禧阿只求習小學.
54) 黙齋日記 嘉靖四O 辛酉歲 仲春二月 初一日辛卯(1561년).
宿堂護孫, 孫 始習小學, 敎半張, 唇坼出血有熱.
黙齋日記, 嘉靖四十一 壬戌歲 季春三月 初一日乙酉(1562년).
吉始習大學序.
55) 黙齋日記, 嘉靖四十一 壬戌歲 孟夏四月 二三日丙子(1562년).
前月妻氏病危之日, 禧阿只爲刲股肉以進, 刲處成坎, 不滿生肌而瘡合事, 石乙今言
于妻氏, 妻氏今日始言于余, 余心感嘆不能已已, 豈庸凡兒所能爲哉, 昔戊午年妻有疾
泄下, 禧旣爲嘗糞, 已有誠意, 今次之危困, 亦日日嘗之, 以驗吉凶, 不獨刲肉而已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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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학의 유교 윤리 교육이 절실하지 않았던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것이 17세기에 이르러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하
면서, 여성에 대한 소학 학습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17세
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유교적 喪祭禮가 정착되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제문・묘
지문・행장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기록의 작성자는 亡者와의 관계가 가족
에 한정되어 있거나 그 가족의 傳言을 직접 들은 가까운 知己인 경우였다.
그런 점에서 여성의 일상적 경험이 진솔하게 표현된 측면도 있다.56) 따라
서 이 기록을 분석해 보면 당시에 여성교육을 위해 사용되었던 교재와 그
특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韓國文集叢刊에 수록된 양반 사대부 56명의 문집에서 여성
을 대상으로 한 작품 365편을 분석하였다. 이 작품들은 17세기 남성 文人
이 집필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문집에 나오는 여성이 모두 17세
기 여성은 아니다. 연구의 대상을 고려해 문집에 기록된 여성 중 17세기
인물이 아닌 경우는 제외하였다. 또한 한 인물에 대해 여러 작성자가 중복
해 쓰거나, 동일 인물에 대해 다른 종류의 산문을 남긴 경우를 추려서 총
245명을 선별하였다. 이 기록 중에서 여성교육과 관련된 일화가 남아 있거
나, 여성이 학습했던 교재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 인물 44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많은 표본은 아니지만 여성교육에 사용된 교재를 [표 2]와 [표 3]으로 정
리하였다.
[표 2] 17세기 여성교육을 위한 주요 교재
성리학
교재명 입문서
소학
19
언급
횟수
19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지식을 담고 있는 여훈서
女訓‧女範 등
내훈
열녀전
기타 여훈서
8
8
9
25

(출전: 한국문집총간)

56) 황수연, 앞의 논문, 2006,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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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지식을 담고 있는 여성 교훈서와 성리학
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 소학이라는 교재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사
용되었는지 비교한 것이다. 우선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지식을 담고 있는
여성 교훈서가 여성교육을 위한 주요 교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일 교재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소학이다. 소학은 주
자와 그 제자 劉淸之가 편찬한 初學 童蒙 교과서로서, 大學의 格致, 誠正
이전에 반드시 학습해야 하는 것이다. 日用 人倫의 道를 實踐躬行할 것을
주장하는 道學의 입장에서 소학은 초학의 必讀書로서 대단히 중요한 책
이었다.57) 따라서 소학이 여성교육을 위한 단일 교재로 가장 많이 사용
되었다는 것은 여성도 기초적인 성리학의 원리를 학습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지식을 담고 있는 교재 중에 내훈이 열녀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언급된 것도 주목된다. 열녀전은 조선 건국 초에 명으
로부터 하사 받을 만큼 대표적인 중국의 여훈서이다. 내훈은 15세기 후
반에 만들어진 교재이지만, 17세기에도 비중 있게 학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내훈은 여성을 위한 교재이긴 하지만 소학
에서 많은 내용을 인용하였고,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지식보다는 남녀 모두
가 갖추어야 할 규범을 더 중시했다.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지식만큼이나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초적인 성리학 원리를 학습도 중시되었던 경향
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3] 17세기 여성이 학습한 기타 교재
교재명 효경
언급
4
횟수

기초적인 아동 교육서
역사서 및 유교 경전
한문
삼강행실
(二千字, 千字文) 역사서 四書 六經
2
2
11
6
8
8
25

(출전: 한국문집총간)

57) 김준석, ｢朝鮮前期의 社會思想 ; 小學의 社會的 技能 分析을 중심으로｣, 동방학
지 29, 1981, 124～125쪽 ; 이춘호, ｢조선조 전기의 소학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1998, 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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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여성이 당시 남녀 누구나 보편적으로 배웠던 교재를 읽었던 횟
수를 정리한 것이다. 당시 여성들의 학습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하
기 위해서 정리하였다. [표 3]을 보면 기초적인 아동 교육서보다 유교 경전
이나 역사서를 언급한 횟수가 더 많다. 문자를 익히고 처음 배우는 효경
이나 삼강행실에 대한 언급이 적다는 것은 여성이 기초적인 지식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초적인 수준으로
학습한 것은 亡者를 추모하는 글에 남겨질 만큼 특별한 일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숙희의 사례에도 보듯이 여성도 언문을 배우고 기초적인 한자를
배운 뒤에 삼강행실과 소학을 차례로 배우는 등 일정한 학습 단계를
거치고 있었다. 당시 소학을 배운 여성이라면 역사서나 유교 경전도 배
울 수 있는 실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2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일부
여성의 경우 가학을 통해 남성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공부할 기회를 얻었
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17세기 여성교육을 위한 교재로 소학이 중시되었던 것은 소학이 조
선에서 성리학 중심의 사회질서와 문화의 확산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소
학은 지배층을 넘어 民까지 성리학적 사회질서 안으로 재편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었다. 16세기 士林은 소학 뿐만 아니라 近思錄 등 주
자성리학의 입문서들을 잘 이해했던 당대의 학자들이다. 그럼에도 소학
을 국가 운영을 위한 매개체로 중시했던 이유는, 일반 民까지도 그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58) 중종 대에 사
림이 주도적으로 소학에 대해 注釋을 달고 언해하는 일에 매달렸던 이
유가 여기에 있었다.
소학 언해 작업은 단순히 한문 문장을 한글로 옮기는 것이 아니다. 
소학은 중국의 여러 경전과 역사서, 학자들의 글을 재구성한 것으로 그
내용의 이해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난해한 소학을 쉽게 언
해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성리학의 논리와 개념을 조선의 사유
체계로 끌어들이는 것이고, 이는 조선 성리학 연구가 성숙되었을 때 가능
한 것이었다.59) 언해된 소학의 보급은 성리학의 규범과 가치를 훨씬 용
58) 윤인숙, 조선 전기의 사림과 <소학>, 역사비평사, 2016, 4～5쪽.
59) 정호훈, 앞의 책, 2014,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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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게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묘사화로 소학 연구는 잠시 주
춤해지기도 했지만, 17세기 兩亂을 겪고 국가 재조론이 대두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특히 李珥가 새로운 주석서인 小學集註를 완성하면서 소학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이이는 소학의 원문과 여러 주석서를 꼼꼼
히 검토하며 조선의 현실을 고려한 주석서를 처음으로 완성하였다. 소학
집주 발간을 계기로 金長生(1548～1631)을 비롯한 서인계 학자를 중심으
로 소학 연구 붐이 다시 조성되었다. 소학이 재보급 될 때인 현종 7년
(1666)에 소학집주를 底本으로 하여 수정된 小學諺解가 간행되었다.60)
이는 兩亂 이후 국가 체제와 사회 기강의 재정립 과정에서 여성과 일반 서
민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교육을 위한 교재로 
소학이 중시되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을 것이다.
그런데 소학집주에는 여성도 소학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소학집해
의 주석이 인용되었다.61)
司馬溫公이 말하였다. “여자가 6세가 되면 여자의 일 중에 작은 것을 익
힐 수 있고, 7세면 효경・논어・열녀전 따위를 외워 大義를 대강 깨
달아야 한다. 옛날의 어진 여자들은 圖書나 史書를 보아 스스로 거울로 삼
고 경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생략)…”
내(吳訥: 필자 주)가 생각건대 小學의 방법은 일찍 가르침에 있으니, 이는
비단 남자만이 그런 것이 아니요, 여자도 그렇지 않음이 없다.62)

위의 주석은 소학의 ｢입교｣편에서 비교적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여
성교육 내용에 덧붙인 것이다. 사마온공은 여성이 기본적인 유교 규범을
배우고, 여성의 직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학집
해를 쓴 오눌(1372～1457)은 소학의 가르침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
60) 정호훈, 위의 책, 2014, 230～255쪽.
61) 이이는 小學集成과 小學集說에 더하여 명대에 만들어진 何士信의 小學集
成, 吳訥의 小學集解 등 여러 주석서를 활용하여 독자적인 형태의 책을 만들
었다(정호훈, 위의 책, 2014, 196～197쪽).
62) 愚謂 小學之道 在於早諭敎 蓋非唯男子爲然 而女子亦不然(小學集註, 卷之一 ｢
立敎 第一｣; 성백효 역주, 懸吐完譯 小學集註, 전통문화연구회 5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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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도 적용된다는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이이는 소학집주를 저술하면서
소학집설의 체제를 따랐지만, 소학집설의 주석을 전적으로 긍정하지
않아 일부 내용을 바꾸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소학집성이나 소학집해
 등의 주석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였다.63) 즉 이이는 여성교육에도 소학
이 필요하다는 오눌의 견해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여성도 소학을 배
워야 한다는 소학집주의 주석은 17세기 여성에 대한 소학 교육이 실
질적으로 강조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 실상은 17세기 대표적인 정치인이자 사상가인 송시열이 庶女에게 남
긴 祭文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너는 겨우 몇 살이 되자마자 스스로 글을 읽을 줄 알고, 또 글자를 쓸 줄
알기에 내가 몹시 놀라고 기뻤으나 내게 어찌 너를 가르치고 격려할 여가
가 있었겠느냐? 네 스스로 하기를 그치지 않아서 文理를 이미 깨우치더니
소학을 즐겨 읽으며 그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동을 좋아하더구나. 때때
로 내가 그 속뜻을 물어보면 환하게 대답하여 나는 너를 앞에 두고 “네가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탄식하곤 했다. ①나이가 좀 들어
서는 그 말과 행동을 살펴보니 소학에서 어긋난 것이 드물었다. 시집간
뒤에는 혹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는 속에 편안히 넣어두고 화평하기에 이
르렀으니 이는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②지난 해 사위를 고르던 날 大家의
의논을 물리쳤으니 이는 孝와 義를 모두 다한 것으로 이로움이나 힘으로
그 뜻을 뺏기 어려운 것이었다. ③이는 곧 독서하는 선비들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④내가 생각하기에 타고난 바탕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소학에
서 배워서 그렇게 된 것이리라.64)

송시열은 병자호란 이후 조선이 처한 상황을 주자가 살았던 당시인 남송
초기 상황과 비슷하다고 인식했다. 그는 ‘後朱子’로 자임하고 주자의 北伐
大義를 계승하고 실천하려 했으며, 일생토록 주자를 학문과 사업의 표준으
로 삼았던 인물이다.65) 그런 만큼 송시열은 소학의 가치를 누구보다 정
63) 정호훈, 앞의 책, 197～199쪽.
64) 祭庶女閔氏婦文, 宋時烈, 宋子大全 卷153, 韓國文集叢刊 113, 3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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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히 인식했을 것이다. 또한 그는 친히 계녀서를 써서 딸에게 전할만큼
여성교육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 그가 특별히 庶女를 위해 제문을 쓴 것은
그녀가 소학을 즐겨 읽었고, 그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했기 때문이
다. 당시 문집에서 서녀를 위해 추모의 글을 남기는 일은 매우 드물었다.
그런 상황에서 일개 서녀가 소학을 배우고 그 가르침대로 살았다는 것
은 제문에 남겨야 할 만큼 칭송받을 일이었다. 즉 여성 역시 일상의 윤리
를 실천해야 하는 주체로 인식되었고, 이를 위해 소학을 배울 필요가 있
다고 본 것이다.
소학은 주자 성리학 입문서이면서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
서이다. 소학의 내용은 실제적・의례적인 행동의 특별하고 구체적인 양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자는 독서를 통해 도리를 講明하는 것은 일상의
도리를 실천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窮理 공부는 일용 涵
養의 공부와 연계되고 병행되어야 자신의 몸과 분리되지 않는 지식이 된
다고 보았다.66) 그런 점에서 소학은 성년이 된 이후에도 궁리공부와 늘
병진해야 되는 일반 함양공부의 수행서 라는 또 다른 위상을 갖고 있었
다.67)
서녀의 행위는 이러한 소학의 성격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①에서 송시열은 딸의 말과 행동이 소학에 어긋나는 것이 없었다
면서 ②에서 딸이 大家의 혼담을 거절한 행동에 대해 孝와 義를 다한 사례
로 언급하고 있다. ③에서 송시열이 독서하는 선비들도 하기 어려운 것이
라고 칭찬한 것은 단순한 미사여구만은 아니다. 부모님의 의사를 받들어
大家의 혼담을 거절하여 눈앞의 이익을 쫓지 않고 의로움을 선택한 행위
는 자신이 배운 바를 일상에서 실천한 것이다. 그러면서 송시열은 ④에서
그런 행동이 가능했던 것을 딸이 소학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여성도 성리학의 기본 이치를 알고 그 이치를 일상에서 구
65) 최영성, ｢17세기 중엽 이후 정계 및 학계의 동향｣, 한국유학통사 중, 심산,
2006, 262～263쪽.
66) 정호훈, 앞의 책, 2016, 14쪽, 26쪽.
67) 진 원, ｢소학의 편찬 이유와 이론적 입장｣, 한국학논집 49, 4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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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해야 하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다.
17세기는 여성에게 삼강행실이나 열녀전에 나타나는 특별한 도덕적
행위만큼이나 일상에서 人倫을 실천하는 것이 중시되던 시기였다. 宋浚吉
(1606～1672)이 남편이 죽은 후 목숨을 끊은 딸에 대한 제문을 쓰면서 딸
의 편협함을 나무라고 있는 것에서 그 실상이 잘 드러난다.68) 戰後 사회
기강이 흐트러진 상황에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 節槪를 지켜야한다는 烈女
규범은 하나의 도덕적 表裳이었다. 그러나 그런 행위가 모든 여성에게 동
일하게 적용되는 절대적 가치는 아니었다. 송준길은 죽은 남편의 제사를
받들고 조카를 양자로 세워 가문을 이어갈 책무를 다 하지 못한 딸을 나무
랐다. 즉 현실적으로 家長이 부재한 집안에서 그 아내가 중심을 잡고 성리
학적 규범에 어긋남 없이 가문을 이어가는 일은 매우 엄중했던 것이다. 그
런 점에서 일상의 실천 윤리를 소상히 담고 있는 소학의 가르침은 여성
에게도 매우 가치 있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소학의 가르침은 점차 남녀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일상적인
행위로 정착되어갔다. 이러한 모습은 李徽逸(1619～1672)이 출산 중 사망
한 자신의 누이동생(1623～1647)을 위해 남긴 제문에서 확인된다. 이 제문
에는 어린 시절 특별히 아꼈던 누이와의 추억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아아, 슬프다! 우리 형제 열 명 가운데 누구에겐들 정이 없겠는가마는, 나
와 너는 나이 차가 크지 않아서 때때옷을 나누어 입고 슬하에서 함께 자
랐다. 내가 너를 업고 네 옷자락을 잡고 다녔으며, 혹 잠시라도 떨어지면
서로를 부르며 울곤 했었다. 자라서는 비록 남녀 간에 거처가 달랐지만 내
가 古書를 배울 때 너는 나의 책 읽는 소리를 좋아했고, 내가 古禮를 익힐
때면 너는 반드시 기뻐하며 따라하곤 했다. 昏定晨省을 함께 했고, 내가
물을 뿌리면 너는 비질을 했지.69)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았던 누이동생은 오빠의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따
68) 祭孀女羅氏婦文, 宋浚吉, 同春堂集 卷17, 韓國文集叢刊 107, 133～134쪽.
69) 祭金氏妹文, 李徽逸, 存齋集 卷5, 韓國文集叢刊 124,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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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배울 만큼 그 사이가 돈독했다. 그런데 남매가 함께한 추억을 묘사하면
서 ‘昏定晨省’과 ‘灑掃應對’라는 표현이 나온다.70) ‘혼정신성’은 소학의 ｢
明倫｣에, ‘쇄소응대’는 소학의 ｢書題｣에 나온다. 누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혼정신성과 쇄소응대였다는 것은 남녀
모두가 소학의 가르침을 일상화하고 있었던 당시 상황을 잘 보여준다.
나아가 17세기에는 여성이 여성에게 소학을 가르치는 사례도 나타난
다.
(다)-① 운곡에 사는 십년동안 남편을 봉양하면서 孟光과 같은 내조가 있
었고 메뚜기처럼 자손도 번창하였다. 교육과 양육을 같이 하였고 딸
들을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먼저 소학부터 하였다.71)(尹文擧의 동
생(생몰 미상))
(다)-② 아버지 參判公은 다른 자녀가 없었고 貞惠翁主도 다른 손자가 없
이 오직 우리 어머니 한 분 뿐이었다. 그래서 옹주께서 몸소 어머님
을 안고 길러 주셨다. 입으로 소학의 글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머님
은 어려서부터 지혜가 있고 총명하셔서 한 번만 가르쳐주면 바로 입
으로 따라 하셨으니 옹주께서는 항상, “아깝다, 여자로 태어난 것이!”
라고 하셨다.72)(金萬重의 어머니(1617～1689))

(다)-①에서 尹文擧(1606～1672)의 막내 여동생은 딸들을 가르칠 때 
소학을 우선으로 하였다. 당시 여성도 여성이 소학을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다)-②에서 김만중의 어머니는 어린 시절 할머니
인 정혜옹주로부터 소학을 배웠다. 무남독녀였던 김만중의 어머니는 할
머니가 직접 키워주신 것으로 보인다. 할머니는 손녀가 어린 탓에 입으로
소학의 내용을 알려주었고, 손녀는 그것을 따라하며 외운 것으로 기록되
어 있다. 정혜옹주는 왕실의 여성이었기 때문에 소학이나 내훈을 학습

했을 것이고,73) 자연스럽게 그것을 口傳의 방식으로 손녀에게 가르쳐 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성이 소학을 배울 기회가 확대되면서 여성들도
스스로 소학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했던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성리학의 중요한 입문서인 소학은 여성교육에
서도 중요한 교재로 사용되었다. 조선의 대표적인 여성 교훈서인 내훈
역시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규범보다는 소학이 담고 있는 성리학의 보편
적인 윤리 규범을 상당 부분 인용하였다. 소학이 다루고 있는 사회・정
치적 세계의 층위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가족의 영역이다.74) 따라서 가족
의 중요한 축이였던 여성이 소학을 학습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장려되
었던 것이다. 물론 소학에 내재된 가부장 중심의 세계관을 내면화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소학이 성리학에서 중시하는 여러 형
태의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성교육의 수준을 심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볼 수 있다.

70) 曲禮曰 凡爲人子之禮 冬溫而夏凊 昏定而晨省(小學集註, 卷之二, ｢明倫｣); 古者
小學 敎人以灑掃應對進退之節 愛親敬長隆師親友之道 皆所以爲修身齊家治國平天
下之本(小學集註, ｢小學書題).
71) 祭季妹文, 尹文擧, 石湖遺稿 卷6, 韓國文集叢刊 105, 234쪽.
72) 先妣貞敬夫人行狀, 金萬重, 西浦先生集 卷10, 韓國文集叢刊 148, 96쪽.

73) 明聖王后가 明安公主가 출가 할 때, 경계하며 가르침을 줄 때도 소학을 인용
했고, 仁敬王后가 간택되어 별궁에 있을 때 아버지가 찾아가 읽어준 책이 소학
이었으며 이어 내훈도 공부하였다(明聖王后誌文, 宋時烈, 宋子大全 卷181, 
韓國文集叢刊 114, 167～170쪽 ; 仁敬王后誌文, 宋時烈, 宋子大全 卷181, 韓國
文集叢刊 114, 170～173쪽).
74) 정호훈, 앞의 책, 2014,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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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小學 知識의 發現과 兩班家 女性敎育의 性格
소학은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윤리규범을 실제적이고 의례적인 행동
양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17세기 여성에 대한 소학 교육이 확대
되면서 소학의 가르침은 여성의 삶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소학에서 중시하는 여성교육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내용이
여성의 삶에서 발현되었던 여러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17세기 소
학 지식의 영향과 그로 인해 변화된 여성교육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소학의 ｢입교｣ 편에는 어린 여성이 배워야 할 덕목이 비교적 간단히
제시되어 있다.

여자는 열 살이 되면 밖에 나가지 않는다. 여스승(姆)이 여아에게 말을
상냥하게 하고 용모를 부드럽게 하여 명을 듣고 따르게 하고, 삼과 숫삼을
잡고 生絲와 누에고치를 다루며, 비단을 짜고 둥근 끈을 짜 여자이 일을
배워 의복을 장만하도록 가르친다. 또 제사를 보살펴 술과 초, 대그릇과
나무 그릇, 김치와 젓갈 등을 올려 禮로써 어른을 도와 제수 올리는 것을
돕도록 가르친다.75)

위의 내용을 보면 소학에서는 여성교육과 관련하여 여성에 맞는 직분
을 수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성의 바깥출입을 제한하고 여성
에 맞는 언어 사용과 용모, 순종적인 태도를 교육 받아야 한다는 여성에게
만 요구되는 지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소학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가족질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성이 배워야 할 구
체적인 교육 내용은 길쌈과 제사 준비에 관한 것에 한정되어 있다. 우선
여성은 실을 뽑는 일부터 옷감을 짜서 의복을 만드는 길쌈의 전 단계를 모
두 배워야 했다. 당시 문집에는 주로 女工이나 女紅으로 표현되는데, 여성
이 담당해야 할 경제 활동을 여성교육의 주요 요소로 꼽은 것이다.
전근대 옷감 생산은 여성이 담당했던 중요한 경제 활동이었다. 조선시대

綿布는 의복의 주요 재료이자 賦稅 납부와 민간 경제에서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고급 의류에 사용되는 明紬에 대한 지배층의 수요가 많아지면
서 養蠶 역시 부가가치가 높은 경제 활동이 되었다. 묵재일기에는 이문
건의 부인이 며느리와 女婢를 동원해 絹絲를 뽑아내는 전 과정을 지휘하
고 감독하는 모습이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문건이 流配 중이
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반으로서 體貌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부인이 생
산한 견사를 판매하거나 防納하여 경제적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76)
17세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산문에서도 女紅에 힘쓴 내용이 자주 등장
한다.
(라)-① 온순한 성품과 맑고 賢淑한 자질은 옛날의 어진 부인들에게서 찾아
보아도 필적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 길쌈, 바느질, 옷감 짜는 일 등
을 여자로서 해야 할 일로 여겼다.77)(姜栢年(1603~1681)의 딸(생몰
미상))
(라)-② 女紅에 뜻을 두어, 명주실과 고치를 손질하고 옷감을 짜는 데 힘쓰는
것이 가난한 집 여자와 같았다.78)(李健의 眞祖母(1567~1626))
(라)-③ 아침저녁으로 女紅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움직임도 예법에 따랐
다.79)(金佑明의 부인(1621~1660))
(라)-④ 외가에서 키우도록 부탁하였는데 繼祖母인 이씨는 매우 엄격하게 가
르쳤으니, 바느질하고 음식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고 잘하지
않음이 없었다.80)(林泳의 부인(1651~1674))

75) 女子十年 不出 姆敎婉娩德從 執麻枲 治絲繭 織紝組紃 學女事 以共衣服 觀於祭祀
納酒漿籩豆菹醢 禮相助奠(小學集註 卷之一 ｢立敎｣).

76) 남미혜, ｢16세기 사대부 이문건가의 양잠업 경경에 대한 一硏究 ―『黙齋日記』
를 중심으로｣, 한국시대사학보 26, 2003, 165, 175쪽.
77) 亡女南郞益勳妻祭文, 姜栢年, 雪峯遺稿 卷24, 韓國文集叢刊 103, 260쪽.
78) 眞祖母靖嬪閔氏行狀, 李 健, 葵窓遺稿 卷12, 韓國文集叢刊 122, 219쪽.
79) 德恩府夫人 宋氏 墓誌銘, 金佐明, 歸溪遺稿 卷下, 韓國文集叢刊 122, 284쪽.
80) 安人曹氏墓誌銘, 朴世采, 南溪集外 卷14, 韓國文集叢刊 142,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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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⑤소학을 매우 좋아하여 실을 잣고 천을 짜는 틈에 늘 펼쳐 놓고 읽
기를 그치지 않으셨다.81)(金柱臣의 어머니(1633~1684))

(마)-① 부인은 총명하고 기억력이 뛰어나서 經書나 史記의 내용을 귀로
한번 스쳐도 곧 잊지 않았다. 詩傳과 孟子같은 책은 혹 全卷을
다 외우고 큰 뜻을 대략 꿰뚫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대갓집 족보를
모두 환하게 알고 있었다. …(중략)… 제사와 손님 접대에 필요한 것
들은 반드시 부인을 시켜 갖추게 내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준비한
것들은 다 이 아이가 한 것보다 못하다”고 했다.84)(尹飛卿(1608～
1680)의 부인(생몰 미상))

(라)-①을 보면 강백년은 자신의 딸이 옷감을 만드는 일을 여성으로서
해야 할 책무로 여겼다고 서술하고 있다. (라)-②에서는 이건의 眞祖母가
양반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女紅에 힘쓰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라)-③, ④ 역시 女紅과 바느질을 잘 했다는 것을 칭송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라)-⑤에서는 김주신의 어머니가 길쌈을 하면서 소학을 함께 읽
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어머니가 글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직분인
女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양반가
여성이 성실하게 女紅에 힘썼다는 기록이 많은 것은 한 집안의 경제적 기
반을 유지하는 데 여성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동시에 이런
기록을 통해 좀 더 많은 여성이 女紅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사회
적 요구도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제사를 禮法에 맞게 준비하는 것 역시 소학에서 강조한 여성의 덕목
중 하나이다. ｢입교｣ 편에 나온 것처럼 제사를 준비하는 것은 여성이 어려
서부터 배워야 하는 중요한 교육 내용이었다. 소학의 ｢明倫｣ 편에도 제
사는 반드시 夫婦가 친히 하여야 할 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남편과 아내가
각자 맡은 바 역할을 갖추어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82) 주자가례에
서도 祭禮에 관한 절차를 행할 때, 宗主와 宗婦의 차별은 거의 없으며 동
등한 지위에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83) 따라서 주자가례 질서에 따라 제
사를 모시는 일에서 여성의 비중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었다. 더구나 제
례 문화가 長子 奉祀로 변화되고 있었고, 門中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제사
를 지내는 횟수도 늘어났다. 식재료가 풍부하지 못했던 전근대 사회에서
예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음식을 장만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
다. 당시 기록에서도 여성들이 절차에 맞게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제례를
행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①에서 윤비경의 부인은 어려서부터 친정의 제사와 손님 접대를 맡
아 온 것으로 나온다. (마)-②에서 윤문거의 여동생도 제사를 절차에 따라
지냈으며 늙을 때가지 직접 제사를 주관했다고 한다. 두 사례 모두 제사를

81) 贈貞敬夫人豐壤趙氏墓誌銘, 崔錫鼎, 明谷集 卷26, 한국문집총간 154, 399쪽.
82) 祭統曰 夫祭也者 必夫婦親之 所以備外內之官也 官備則具備(小學集註 卷之二,
｢明倫｣).
83) 임민혁, 앞의 논문, 2000. 50쪽.

84) 貞夫人李氏行狀, 宋時烈, 宋子大全 卷211, 韓國文集叢刊 115, 123쪽.
85) 祭李妹文, 尹文擧, 石湖遺稿 卷6, 韓國文集叢刊 105, 234쪽.
86) 淑人申氏墓誌銘, 尹拯, 明齋遺稿 卷36, 韓國文集叢刊 136, 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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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② 교육과 양육을 같이 하였고 딸들을 가르칠 때에는 반드시 먼저 
소학부터 하였다. …(중략)… 제사를 지내는 데에도 맞추었고 친히
주관하면서 늙을 때까지 그만두지 않았다.85)(尹文擧의 여동생(생몰미
상)
(마)-③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께서는 李世龜를 따라 무덤 아래
여막을 지어 궁벽한 시골에 머물면서 아비 잃은 자식과 남편 잃은 부
인이 서로 의지하였다. 슬픔을 머금고 고통을 삼키며 삼년상을 마쳤
다. …(중략)… 제사를 반드시 정성으로 엄격하게 하셨으며 몸소 정
결하게 하셨고, 매번 제삿날이 되면 앉아서 새벽이 될 때까지 계셨다.
일찍이 과일과 품목을 저장하여 祭需를 준비하셨는데 사돈 집안에 잔
치가 있어 빌려달라고 해도 허락하지 않으시며 말씀하시길, “제사에
쓰는 것은 사사로이 빌려줄 수 없다”고 하셨다. …(중략)… 끝까지 그
의례대로 하니 제수가 예전 풍속에 비해 자못 간소하기에 마음속으로
편치 않았는데도 오히려 뜻을 굽혀 예를 따르니 그 큰 뜻에 달통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이 이와 같았다.86)(李世龜의 어머니(162
2～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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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데 두 여성 모두 經史를 통달했다거나 소학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으
로 보아 일정 수준의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유교적 예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절차에 맞게 제사를 주관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
이다. (마)-③의 경우 이세구 어머니의 소양이 어느 정도였는지 구체적으
로 기록되어있지 않지만, 남편이 죽고 아들과 함께 여막에서 삼년상을 지
낼 정도로 철저하게 예법을 지켰던 인물이다. 그녀는 제수를 미리 준비하
였고, 제사에 대한 절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예에 따라 행하도록 하였
다. 결국 유교적 예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이를 실천하려는 여성의 의지
는 여성이 제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따
라서 여성도 유교적 예법을 익히고 그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것
이 중요했다.
여성으로서 제사를 제대로 모실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은 여성이 직접
조리서를 편찬하는 행위로 이어졌다. 李玄逸(1627～1704)의 어머니인 장씨
부인(1598～1680)은 晩年에 음식디미방이라는 한글 조리서를 남겼다. 여
성의 주요 책무 중 하나가 조리이긴 하지만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여성의 몫이 아닌 남성의 몫이었다. 당시 조리서는 남성손님 접대에서 술
과 음식을 먹고 평가하는 식의 풍류문화와 깊이 연관된 남성문화의 소산
이었기 때문이다.87) 그런 점에서 여성이 제사와 접빈객에 필수적인 술과
음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한 음식디미방은 여성
을 위한 실용서로서 가치가 높다.
주자가례 질서가 정착되어가던 과도기를 살았던 장씨 부인은 그 예법
에 맞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체계적인 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
던 것이다. 그녀 역시 어려서부터 아버지 敬堂 張興孝로부터 소학과 十
九史를 배웠다.88) 이러한 지적 소양은 유교적 예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는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어머니와 딸 혹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구두로 전수되던
조리법을 일정한 형식을 갖춘 책으로 써서 전하는 적극적 행위를 낳았다.
음식디미방의 권말에 있는 筆寫記에는 이 책을 함부로 빌려가지 못하도
록 하였고 집안에 대대로 물려주기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89) 儀禮에
맞게 음식을 준비하는 방법이 대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지켜지기 바라는
장씨 부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또한 그녀의 지적 소양은 여성의 책무
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저술이라는 적극적 행위를 낳는 바
탕이 되었다.
소학에서는 여성이 배워야 할 덕목으로 女紅과 제사 모시는 것을 강
조하였다. 이 덕목은 17세기 조선의 현실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 실제로 여
성교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여성의 織造 활동은 가정 경제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였다. 또한 주자가례의 보급으로 제사를
유교적 예법에 맞게 행하는 일에서 여성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
한 사회적 변화는 여성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법을 배우도록 하였고 여성
스스로 家事에 대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전수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이를 토대로 18세기가 되면 여성들이 본격적으로 실용서를 저술하기에 이
른다. 師朱堂 李氏(1739～1821)는 胎敎新記에서 여성의 관점에서 미신적
요소를 배제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태교서를 저술하였다. 憑虛閣 李氏(175
9～1824)는 閨閤叢書를 저술하여 조선시대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해 오
던 집안일과 그 관리를 하나의 연구 결과물로 정리하였다.90) 근대화 이후
체계적인 가정학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7세기 여성교육의 확대와
그로 인한 여성의 자각이 바탕이 된 측면도 있었다.
여성교육이 필요했던 또 다른 이유는 여성이 자녀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앞에서 여성교육에 대한 ｢입교｣ 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87) 배영동, ｢16～17세기 안동문화권 음식조리서의 등장 배경과 역사적 의의: 수운
잡방과 음식디미방의 사례」, 남도민속연구 29, 2014, 144쪽.
88) 장흥효는 17세기 경북 북부지역의 성리학계에서 비중 있는 학자이다. 그는 여러
면에서 퇴계학파의 중심에 있으며, 또한 그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퇴계학파의 형
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학문은 이론 논변에만 머물지 않고 근본적으로 실
천수양을 지향하였다(장윤수, 2006, ｢경당 장흥효와 17세기 경북 북부지역 성리학

에 관한 연구｣, 철학연구 99, 313쪽 ; 先妣贈貞夫人張氏行實記, 李玄逸, 葛庵集
 卷27, 韓國文集叢刊 128, 330～333쪽).
89) 백두현, ｢음식디미방』[閨閫是議方]의 내용과 구성에 대한 연구｣, 영남학(창간
호), 2000, 252～253쪽.
90) 정해은「봉건체제의 동요와 여성의 성장」『우리 여성의 역사』, 청년사, 1999,
234～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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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姆’라는 표현이 나온다.91) 소학집주에는 ‘姆’가 여스승을 의미한다는 소
학집설의 주석을 덧붙이고 있다. 여기에 소학집해의 주석도 이어지는
데, 여스승(姆師)이 여자의 덕과 여자의 일, 제사의 예를 도울 수 있도록
가르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92) 여성교육을 담당했던 姆師가 존
재했던 것이다. 내외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가족이 아닌 이들 중에서 여성
교육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여성에
게 필요한 교육 내용은 경험 많은 여성을 통해 배우는 것이 효율적이었을
것이다.
조선시대에 ‘姆師’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몇
가지 기록을 보면 조선에서도 소학의 표현대로 여성교육을 전담했던 이
가 존재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박세채의 이종누이인 신씨 부인(1576～
1649)의 묘지명에는 ‘여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나이에’ 라는 표현이 나온
다.93) 李載亨(1665～1741)의 문집의 婚書에는 姆師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침 저녁으로 여스승의 말을 따라 규중의 모범이 되었다고 한다.94) 純明
孝皇后(1872～1904)가 어려서 소학을 비롯해 여러 책을 읽었는데, 여스
승이 그 대의를 해설했다고 한다.95) 여성의 경우 일정한 나이가 되면 여스
승으로부터 여성의 덕목에 대한 가르침을 받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사
례이다.
韓確의 누이동생은 명나라 宣宗의 후궁으로 간택되었는데, 그녀에 대한
祭文과 墓表, 墓誌銘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에는 부인이 內儀를
비롯해 예법과 女工에 대해서도 소상히 알고 있어 ‘姆師’로 높이 받들었다
고 한다.96) 이 사례에서는 뛰어난 식견과 지혜로운 여성을 높여 부르는 말

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姆’ 혹은 ‘姆師’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
례를 통해 여성교육을 담당했던 여성이 존재했다는 것과 함께 지혜롭고
일정한 학식을 갖춘 여성을 스승으로 높여 부르기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학을 살펴보면 자녀 교육에서 있어서 교육자로서 여성의 역할을 중
시하고 있다. 소학의 ｢稽古｣는 고대 중국의 虞, 夏, 商, 周의 성현들이 행
한 행적을 통해 앞 편에서 말한 立敎, 明倫, 敬身의 내용을 증명하고 있
다.97) 그런데 ｢계고｣의 ‘입교’ 첫머리에는 文王의 어머니인 太任이 어떻게
태교를 했는지가 자세히 나온다.98)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孟母三
遷之敎’로 잘 알려진 일화이다.99) 소학에서는 교육의 첫 단계를 여성의
태교로 보았으며, 아동기 교육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17세기 여성에 관한 산문에도 어머니가 자식 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
우선 여성은 언문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조선시대 지식인들
은 학술 서적에 언문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초학자용 교육도서인 訓
蒙字會, 類合, 千字文, 小學諺解 등에는 언문이 사용되었다.100) 이
중적인 언어체계 하에서 남성들 역시 본격적인 학문을 하기 위해서 언문
부터 배워야 했다.
(바)-① 자식들이 여럿 갔으니 얼마나 요란히 여기실까 하고 염려하옵니

91) 女子十年 不出 姆敎婉娩德從 執麻枲 治絲繭 織紝組紃 學女事 以共衣服 觀於祭祀
納酒漿籩豆菹醢 禮相助奠(小學集註 卷之一, ｢立敎｣).
92) 集說: 陳氏曰 不出 常處於閨門之內也 姆女師也.
集解: 至于十歲 則使不出閨門 朝夕 聽受姆師之敎 敎以女德 敎以女工 敎以相助祭
祀之禮(성백효 역주, 懸吐完譯 小學集註, 전통문화연구회, 2017, 53쪽).
93) 及受姆敎 事親甚孝 親歿又集手澤而藏之 以致哀慕(贈貞敬夫人申氏墓誌銘, 朴
世采, 南溪集外 卷14, 韓國文集叢刊 142, 35쪽).
94) 私慶實深 恭承令姪女 早服姆師之言 克成閨閫之範(浣兒婚書, 李載亨, 松巖集 卷
之五, 韓國文集叢刊, 179쪽).
95) 純明妃 墓誌文, 高宗實錄 卷45, 高宗 42年 1月 陽曆(1905).

96) 成宗實錄 卷162, 成宗 15年 1月 壬辰.
97) 윤호창 옮김, 주희‧유청지 엮음, 小學, 홍익출판사, 119쪽.
98) 太任 文王之母 摯任氏之中女也 王季娶以爲妃. 太任之性 端一誠藏 惟德之行 及其
娠文王 目不視惡色 耳不聽淫聲 口不出敖言 生文王而明聖 太任 敎之以一而識百
卒爲周宗 君子謂太任 爲能胎敎(小學集註 卷之四 ｢稽古｣ ; 성백효 역주, 懸吐完
譯 小學集註, 전통문화연구회, 209쪽).
99) 孟軻之母其舍近墓 孟子之少也 嬉戲 爲墓間之事 踊躍築埋 孟母曰 此非所以居子也
乃去舍市 其嬉戲 爲賈衒 孟母曰 此非所以居子也 乃徙舍學宮之旁 其嬉戲 乃設俎
豆 揖讓進退 孟母曰 此眞可以居子矣 遂居之. 孟子幼 時 問東家殺猪 何爲 母曰 欲
啖汝 卽而悔曰吾聞古有胎敎 今適有知而欺之 是敎之不信 乃買猪肉 以食之(小學集
註 卷之四 ｢稽古｣ ; 성백효 역주, 懸吐完譯 小學集註, 전통문화연구회 210～
211쪽).
100) 황문환, ｢조선시대 언간자료의 현황과 특성｣, 국어사 연구 10, 2010, 2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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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빨리 데려 오고자 하였으되 그대로 당시에는 의심이 깊지 아니하
여 이 달이나 지나거든 데려 오려 하옵니다. 아우의 자식도 둘이 거
기에 가있을 때에 언문을 가르쳐 보내시옵소서. 수고로우시겠으나 언
문을 가르치옵소서. (이 말씀을) 드리기 송구스러워 하다가 아뢰옵니
다. 나도 (일꾼들을 시켜) 모를 심기고 타작한 후이면 (장모님 안전
에) 나아가 뵙겠습니다. 그지없어서 이만 아뢰옵니다.101)
(바)-② 判府事 金德遠이 剳子를 올려, 春坊으로 하여금 소학·효경 가
운데에서 알기 쉬운 좋은 말을 뽑아 諺書로 번역하여 東宮의 保姆를
시켜 아침저녁으로 가르치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시행하게
하였다.102)

(바)-①은 1612년 郭澍(1560～1617)가 장모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언문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하는 편지의 일부이다. 그는 처가에 자기 자식뿐만 아니
라 아우의 자식까지 맡기고 장모에게 특별히 언문 교육을 부탁하고 있다.
유아기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여성이었던 만큼 이 시기 언문 교육을 여
성이 맡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또한 여성은 언문 簡札을 통해 사회적 관
계망을 유지하고 소통할 정도로 언문 사용에 능통했다.103) 언문 사용에 익
숙한 여성이 자녀의 언문 교육에 적합했던 것이다. (바)-②는 숙종 대의
기록인데 어린 세자의 기초 교육을 위해 보모가 동원된 것을 알 수 있다.
왕실조차 한문으로 된 책을 언문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보모인 여성이 가
르치도록 한 것이다. 보모가 언문 사용에 능숙하고 소학과 효경의 기
본적인 내용체계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여성
의 능력은 언문 번역의 영역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김상헌은 열녀전을
언문으로 번역해 왕실에 바치라는 명을 받았는데, 그 작업을 손주 며느리
에게 맡겼다.104)
여성은 언문 교육과 함께 기본적인 예법이나 기초적인 한문 교육, 인성

교육에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다.105) 어린 시절을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
이 많은 만큼 일상적인 교육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런
데 몇몇 사례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아들 교육에 개입하는 경우가 나타
난다. 17세기에는 두 차례의 호란이 있었고, 정쟁이 심화되었던 상황에서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집안에 不在한 경우가 많았다. 재혼이 불가능했던 상
황에서 어머니는 자녀를 훌륭하게 교육시켜 가문을 계승해 나가야 했다.
많은 기록에서 글공부는 여성이 할 일이 아니기에 여성 스스로 글공부를
단념했다고 하지만, 자식 교육에 필요하다면 여성은 직접 글공부를 가르치
고 經書를 필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했다.
(마)-① 어머니는 처음에 아들과 딸을 두셨으나 모두 키우지 못했다. 나이
50이 가까워 불초인 나를 낳으셔 어머니가 매우 사랑하셨으나 엄하
게 교육하셨다. 어릴 때부터 의복과 음식과 걸음걸이, 출입하는 절도
에 있어 한마디 말과 한 가지 일이라도 그른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경계하시고 매번 黃岡 先生(金繼輝-김장생의 아버지: 필자 주)과 僉
樞府君(金殷輝-김씨 부인의 아버지: 필자 주)의 덕업과 행의를 들어
순순히 인도하고 申飭하시며 師法을 갖추게 하셨다. 또 사계 선생(金
長生: 필자 주)106)에게 가서 따르며 아버지로 섬기게 하셨다. 내가 訓

101) 백두현, 현풍곽씨언간 주해, 태학사, 2003, 58～62쪽.
102) 肅宗實錄 卷23, 숙종 17年 9月 甲子.
103) 홍인숙, ｢조선시대 한글 간찰(언간)의 여성주의적 가치에 대한 재고찰 시론｣, 
이화어문논집 33, 2014, 115쪽.
104) 亡室淑人曹氏行狀, 金壽增, 谷雲集 卷6, 韓國文集叢刊 125, 245쪽.

105) 이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례를 例示하면 다음과 같다.
늘 내훈, 소학 등의 책을 보고, 움직이는 것을 예절에 맞게 하였으며, 이로
써 자녀를 가르쳤는데, 매번 맹모삼천지교의 가르침을 반복해서 타일렀다. 돌아가
신 아버지와 막내 작은 아버지의 학문이 도에 나아간 것은 또한 정빈의 내훈의
가르침을 말미암아 그로써 이끈 것이다.(靖嬪 閔氏, 眞祖母靖嬪閔氏行狀, 李健, 
葵窓遺稿, 卷12, 韓國文集叢刊 122, 219쪽) ; 자식들이 말을 배울 때 즈음 친히
천자문 등의 책을 주어 문자를 알게 하였고 그 후에 선생님이 있는 학교로 보내
어 공부하게 하였다.(宋奎濂의 어머니, 先妣贈貞夫人順興安氏行狀, 宋奎濂, 霽月
堂集 卷6, 韓國文集叢刊 137, 424쪽) ; 부인은 일찍이 문자를 배우지 않았으나
스스로 깨우쳐서 통하였다. 그러나 또한 안에서만 쓰고 밖으로 내보내지 않아서
아들들이 스승에게 글을 배우게 되었을 때 간혹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셨
다.’고 말한 뒤에야 사람들이 비로소 부인이 학식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金長生의
손녀, 貞敬夫人金氏墓誌銘幷序, 宋時烈, 宋子大全 卷187, 韓國文集叢刊 114,
261쪽).
106) 김장생은 連山講學을 통해 율곡 학파를 서인의 이론으로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이가 출사와 퇴거를 거듭하면서 자신의 학통을 이어갈만한 제
자를 양성하지 못했다. 그 미비점을 김장생이 연산강학에서 보완하였다. 學派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道統의 정립이 중요한 만큼 인조반정이후 서인의 권력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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辭를 받들어 대략이나마 수립한 바가 있게 된 것은 아버님의 가르침
을 받은 이외에 어머님께 받은 교육에서 얻은 것이 많다.107)(宋浚吉
의 어머니(1565～1621))
(마)-② 불초한 우리 형제는 어려서 바깥의 스승이 없이 공부하였는데, 
小學이나 唐詩와 같은 종류의 책들은 어머님께서 손수 가르쳐 주
셨다. 어머님은 비록 자애로움이 남다르셨지만 공부의 과정을 독려하
심에는 매우 엄격하셨다. 항상 말하기를,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는다. 뒷날에 재주와 학문이 남보다는 반드시 한 등급을
넘어야 한다. 그래야 겨우 일반 사람의 대열에 낄 수가 있다. 사람들
이 행실이 없는 사람을 욕하면서 ‘과부의 자식’이라고 꼭 말하는데,
이 말은 너희들은 의당 뼈에 새겨두어야 한다.”라고 하고, 불초 형제
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몸소 회초리를 잡아 때리고 울면서 말씀하셨
다. …(중략)… 돌아가신 형님의 글 솜씨는 비록 본래 타고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분의 문예와 학업이 일찍 이루어진 데는 어머니께서 격
려해 주신 힘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나와 같은 어리석고 우둔하여
스스로 포기해 버린 사람은 어머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날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다.
그 때는 난리를 겪은 지 오래되지 않아, 애를 써도 서적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맹자, 중용과 같은 여러 책들은 대부분 어머니께서 곡
식을 주고 바꾸셨다. 春秋左氏傳을 팔려는 사람이 있었는데 형님이
그 책에 매우 애착을 느꼈으나 책의 권질이 많은 것을 보고 감히 가
격도 물어보지 못하자, 어머니께서 곧장 베틀의 명주 베를 잘라서 그
책의 값으로 지불하셨으니 이 밖에는 정말로 다른 재물이 없어서였
다. 또 이웃집 사람 중에 弘文館의 아전이 된 사람에게 부탁하여 홍
문관의 四書와 詩經諺解를 빌려오게 하여 모두 손수 베끼셨다. 글
자의 체가 구슬을 꿰어놓은 듯 정밀하고 세밀하여 획 하나라도 소홀
함이 없었다.108)(金萬重의 어머니(1617～1689))

(마)-①을 보면 당시 어머니가 아들의 예법 교육에서부터 스승을 결정하
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이경구, 17세기 조선지식인 지도
, 푸른 역사, 2009, 25～27쪽).
107) 先妣贈貞夫人光州金氏行狀, 宋浚吉, 同春堂集 卷16, 韓國文集叢刊 107, 21
6～217쪽.
108) 先妣貞敬夫人行狀, 金萬重, 西浦先生集 卷10, 韓國文集叢刊 148,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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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다. 황강 선생
은 김씨 부인의 작은 아버지이자, 김장생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김장생에게 보내 修學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송준
길을 비롯한 김장생의 門人들은 인조반정을 주도하며 서인 집권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들의 교육을 위해 어머니가 친정의 혈연관계를 동원하였고,
어머니는 직접 아들의 스승으로 김장생을 선택하며 송준길의 앞날에 지대
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송준길의 언급대로 자식이 학문의 길을 가는 데
있어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였다.
(마)-②에서 김만중(1637～1692)의 어머니는 남편의 사망 이후, 어린 자
식을 길러야 했고 아버지를 대신해 아들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앞에서 살
펴보았듯이 김만중의 어머니는 정혜옹주로부터 소학을 배웠다. 김만중
은 어머니가 겨를이 있을 때마다 경서나 역사책을 읽으시며 스스로 즐겼
다고 기록하고 있다.109) 어머니가 성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었
기 때문에 직접 아들의 初學을 지도하였고, 때로는 필요한 책을 어머니가
직접 필사하여 전해주었다. 김만중은 이 행장을 쓴 뒤에 몇 부를 베껴서
조카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였다. 당시 모범적인 인물의 행장들은 기록되
어 후손들에 읽혔다. 한글로 기록된 행장도 전하고 있어서 당시 규방에서
도 많이 읽혔음을 알 수 있다.110) 女紅에 힘써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모범
적 여성상의 이면에는 아들을 직접 가르칠 만큼 지적 능력을 갖춘 교육자
로서의 모습도 있었다.
소학에서는 여성이 수준 높은 학문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성의 영
역에 개입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암탉이 새벽에 울어 화를 부르는 일이
없어야 한다’ 라는 유명한 문구는 소학의 ｢嘉言｣ ‘諺氏家訓’에 나오는 내
용 중 일부이다. 이 내용의 요지는 여성은 家事에만 전념해야 하고 정치에
참여하거나 집안의 일을 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에는 여성이 총명하고 지혜롭다면 남편을 보좌하여 그 부족함을 권면
해야 한다고 적혀있다.111) 소학은 가부장 중심의 가족 질서를 기본으로
109) 先妣貞敬夫人行狀, 위의 책, 96쪽.
110) 정형지‧김경미 역주,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 2006, 256쪽.
111) 諺氏家訓曰 婦 主中饋 唯事酒食衣服之禮耳 國不可使預政 家不可使幹蠱 如有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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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만, 가족 내 관계를 어느 한쪽의 일방으로만 설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사실 유교의 사회 질서론은 모든 존재가 上下尊卑의 위계구조 속에 정해
진 자리가 있다는 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하 관계는
복종이 아닌 感應의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112) 君臣의 이상적인 관계에서
臣은 儒子로서 군주에 直言을 하여야 하고, 때로는 군주를 聖君으로 만들
기 위해 스승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부부의 관계 혹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에서도 유교적 이상이 실현되는 齊家를 이루기 위해 여성이
남성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학에도 상당한 지식을 갖춘
어머니가 자식에게 가르침을 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학문적 조언을 하는
내용이 있다.113) 이러한 사례는 17세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산문에서도 확
인할 수 있다.
(바)-① 내 형제가 둘이 모두 일찍 죽었고 오직 나만 살아남았다. 부인이
어여삐 여기시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학문을 독려하심이 아주 엄
격하셔서 직접 손에 셈 가지를 들고 같이 책을 읽으시면서 하루 종
일, 밤새도록 그만두지 않으셨다. 내가 어리석고 게을러 혹 글을 물
리치고서 익히지 않으면 회초리를 쳐 피가 날 지경인데도 용서해
주지 않으셨다. 사람들이 “부인께서는 남편에게는 科擧에 응하기를
원치 않으면서 자식에게 대해서는 어찌 그리 지독하게 배움을 권하

는 것입니까?‘하였다. 그러면 “배움을 귀히 여기는 것이 어찌 과거
에만 뜻을 두기 때문입니까? 이 아이가 겨우 문자나 알아서 아버
지의 業을 이어갈 정도나 되면 좋은 것이지 어찌 분수에 없는 희망
을 품고서 과도하게 권하고 꾸짖겠습니까?”라고 대답하셨다.114) (南
九萬의 어머니(1610～1680))
(바)-② 남편을 섬김에는 행동의의를 규범으로 삼았고 성품이 총명하였고
책에 달통하여 많이 외우고 있었다. 이군(남편 李德壽: 필자 주)이
매번 책을 읽다가 의문이 나거나 어려운 곳에 대해 물어 보면 칼로
자르듯 분한 것이 모두 이치에 맞았다. 일찍이 좌씨가 옹희의 일을
논한 것115)을 설명하며 말하기를, “아버지가 죽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남편이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자기가 죽고
아버지와 남편이 사는 것만은 못합니다.”하였다. 이군이 어떻게 가
능한가 물으니 대답하기를, “두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는 아버지에게 남편이 도모했다고 말하고,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자
신이 도모했다고 말하고서 자살하는 것이 좋습니다.”하였다. 이에
이군이 매우 탄복하였다. 그 식견의 정치함과 의리의 지극함은, 비
록 옛날 위인 중 이치를 풀이하는 데 익숙한 자라 해도 끝내 여기
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병이 들었는데 이군이 바둑 두는 소리를
듣고 탄식하기를, “그대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은 기쁩
니다. 그런데 이는 다시 무엇 하는 것입니까?” 하였다.116)(이덕수의
부인(1674～1694))

明才智識達古今 正當輔佐君子 勸其不足 必無牝雞晨鳴 以致禍也(小學集註 卷之
五 ｢嘉言｣ ; 성백효 역주, 懸吐完譯 小學集註, 전통문화연구회, 316쪽).
112) 이상익, 儒家 社會哲學 硏究, 심산문화, 2001, 53쪽.
113) 公父文伯 退朝 朝其母 其母方績 文伯曰 以歜之家而主猶績乎. 其母嘆曰 魯其亡
乎 使僮子備官 而未之聞耶. 居吾語女 民勞則思 思則善心生 逸則淫 淫則忘善 忘
善則惡心生 沃土之民 不材 淫也 瘠土之民 莫不嚮義 勞也. 是故 王后親織玄紞 公
候之夫人 加以紘綖 卿之內子 爲大帶 命婦 成祭服 列士之妻 加之以朝服 自庶士以
下 皆衣其夫 社而賦事 烝而獻功 男女效績 愆則有辟 古之制也. 吾冀而朝夕修我曰
必無廢先人 爾今曰 胡不自安 以是 承君之官 予懼穆伯之絶嗣也(小學集註 卷之
四 ｢稽古｣; 성백효 역주, 懸吐完譯 小學集註, 전통문화연구회, 2017 245～248
쪽) ; 衛靈公 與夫人夜坐 聞車聲轔轔 至闕而止 過闕復有聲 公問夫人曰 知此爲誰
夫人曰 此 蘧伯玉也. 公曰 何以知之 夫人曰 妾聞 禮下公門 式路馬 所以廣敬也
夫忠臣與孝子 不爲昭昭信節 不爲冥冥惰行 蘧伯玉 衛之賢大夫也. 仁而有智 敬於
事上 此其人 必不以闇昧廢禮 是以知之 公使人視之 果伯玉也(小學集註, 卷之四,
｢稽古｣; 성백효 역주, 懸吐完譯 小學集註, 전통문화연구회, 2017, 231～232쪽).

(바)-①에서 남구만(1692～1711)의 어머니는 자식에게 엄하게 학문을 독
려하면서도 그 목적을 배움 자체에 두기를 강조하였다. 소학에서도 立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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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先妣贈貞敬夫人安東權氏墓誌, 南九萬, 藥泉集 卷25, 韓國文集叢刊 132, 404
쪽.
115) 左氏論雍姬事: 춘추좌씨전, ｢桓公｣ 중 “祭仲殺雍糾楚殺子男”에서 온 구절이
다. 환공 15년에 祭仲이 나라의 정사를 마음대로 했으므로 정백이 이를 근심하
여 그 사위 옹규를 시켜 죽이려고 했다. 규가 연회를 베풀어 제중을 초청하여
죽이려 계획했는데 아내인 옹희가 이를 알아차리고 그 어머니에게 의논했다. 그
러자 어머니는 ‘사람은 모두 남편이 될 수 있으나 아버지는 하나일 뿐’이라고 대
답했다. 이에 옹희가 제중에게 옹규의 살해 음모를 귀띔 하니 제중이 옹규를 죽
였다. 유인의 말은 이 기사를 인용하여 자기 견해를 전한 것이다(춘추좌씨전
2권, 환공 15년 참조).
116) 孺人海州崔氏墓表, 朴世堂, 西溪集 권14, 韓國文集叢刊 134, 290쪽.

을 염두에 두어 학문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면서 배움 자체에 의미를 두어
야 한다고 했다.117) 자식이 학문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신념과
가르침은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바)-②에서 이덕수(1673～1744)
의 부인은 남편이 책을 읽다가 막히는 것이 있으면 이치에 맞게 대답까지
해 줄 정도로 상당한 지적 능력을 갖추었다. 학문을 게을리 하는 남편에게
는 질책도 마다하지 않았다. 부인이 남편과 학문을 논할 만큼 지식을 갖출
수 있었고, 그런 부인에게 남편이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은 문제되지 않았다.
대체로 남성이 기록한 여성의 삶은 여성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을 중심으
로 재구성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소학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 내면을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다행히 앞에서 언급
한 이현일의 어머니인 장씨 부인의 경우 어린 시절에 썼다는 詩가 남아있
어 그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무남독녀로 태어난 장씨 부인은 아버지로부
터 성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배웠고, 직접 시와 글씨를 쓰기도 하였
다. 淸風子 鄭允穆이 장씨 부인의 赤壁賦體를 극찬할 정도였다.118) 장씨 부
인이 쓴 漢詩는 현재 12편이 전해지고 있다. 그 중 그녀가 10세를 전후해
서 썼다는 한시 세 편을 통해 그녀가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는지 파악할 수 있다.
｢聖人吟｣이라는119) 시는 성인과 같은 시대를 살지 못했으나 배움을 통
해 가르침을 전해 듣고 그 정신세계까지 체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120)
이는 소학의 첫머리인 ｢題辭｣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를 떠오르게 한다.
주자는 융성했던 세대가 멀어지고 聖人이 가고 없기에 세상은 법도가 해
이해지고 사회가 혼란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옛 가르침을 모아 後學을 일

깨우려 소학을 쓴다고 밝히고 있다.121) 이 시에서 장씨 부인은 초학자로
서 성인의 가르침을 성실히 배워 학업적 성취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드러
냈다. 소녀 시절 여성으로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으로서 학문을
하고 성인의 道에 이르려는 순수한 욕구를 시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장씨 부인의 학문적 탐구의 수준은 修己를 넘어서기도 하였다.
四言四句 형식을 취하고 있는 ｢鶴髮三章｣에서 그 단면을 확인할 수 있
다.122) 이 시의 말미에는 ‘어떤 아낙의 지아비가 行役을 나가자, 그 팔십
노모가 혼절했다가 다시 소생했는데 목숨이 거의 스러질 지경이어서 내
듣고 슬피 여겨 이 시를 짓는다’고 註가 달려있다.123) 주의 내용을 고려하
면 이 시는 직접 보고 들은 민생의 고충을 소재로 한 것으로 愛民詩와 유
사하다. 시에는 ‘絶裾’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溫嶠絶裾 故事에서 인용
한 것이다.124) 즉 노모의 아들이 군역으로 징집되어 떠난 것을 ‘절거’로 비
유해 표현한 것이다.125) 당시 민중은 임진왜란의 여파로 질병과 가난에 허
덕이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병든 팔순 노모를 두고 군역에 동원되어야 하
는 백성의 현실에 대해 장씨 부인은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위로하고 있
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안타까움을 중국의 고사에 비유해 표현하고 있어 평
소 그녀의 지적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비단帖으로 만들어

117) 范魯公質 爲宰相 從子杲嘗求奏遷秩 質作詩曉之. 其略曰 戒爾學立身 莫若先孝悌
怡怡奉親長 不敢生驕易 戰戰復兢兢 造次必於是. 戒爾學干祿 莫若勤道藝 嘗聞諸
格言 學而優則仕 不患人不知 惟患學不至(小學集註, 卷之五, ｢嘉言｣ ; 성백효
역주, 懸吐完譯 小學集註, 전통문화연구회, 2017, 274～275쪽).
118) 先妣贈貞夫人張氏行實記, 李玄逸, 葛庵集 卷27, 韓國文集叢刊128, 330～333
쪽.
119) 不生聖人時, 不見聖人面, 聖人言可聞, 聖人心可見 성인의 시절에 나지 못해/ 성
인의 얼굴 뵙지 못 하나/ 성인의 말씀을 능히 들으며/ 성인의 마음을 볼 수 있
어라(이재호 역, 앞의 책, 1999, 16쪽 ; 이현우, 위의 논문, 1997, 158쪽).
120) 이현우, 위의 논문, 1997, 158～159쪽.

121) 世遠人亡 經殘敎弛 蒙養弗端 長益浮靡 鄕無善俗 世乏良才 利欲紛拏 異言喧豗.
幸玆秉彛 極天罔墜 爰輯舊聞 庶覺來裔 嗟磋小子 敬爰此書 匪我言耄 惟聖之謨(
小學集註, ｢小學題辭｣ ; 성백효 역주, 懸吐完譯 小學集註, 전통문화연구회,
2017, 22～23쪽).
122) 鶴髮臥病, 行子萬理, 行子萬里, 曷月歸矣/ 鶴髮抱病, 西山日迫, 祝手于天, 天何寞
寞/ 鶴髮扶病, 或起或踣, 今尙如斯, 絶裾何若 학같이 센 머리로 병들어 누웠는데,
자식은 만리 길을 떠났다네, 만리 길 떠난 자식, 어느 날에 돌아올 수 있으려나/
학같이 센 머리로 병을 안았는데, 서산의 해는 막 지려 하네, 손 모아 하늘에 빌
건만, 하늘은 어찌 저리 막막한 고/ 학같이 센 머리로 병든 몸 무릅쓰고, 일어났
다 넘어가곤 하네, 지금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옷자락 끊고 떠날 때는 어떠했을
고(이재호 역, 위의 책, 1999, 15쪽 ; 이현우, 위의 논문, 1997, 160쪽).
123) 姑之夫行役 其八十之母 絶面復甦 幾至減性, 余聞而哀之, 困作此詩(이재호 역,
위의 책(영인본), 1999, 6～7쪽).
124) 溫嶠는 東晋 元帝 때의 名臣이다. 晋나라 형세가 쇠약하여 長安과 洛陽이 함락
되자, 원제가 양자강 이남의 健康으로 遷都하였다. 이때에 劉琨이 온교에게 出仕
하기를 권하자, 그 어미가 옷자락을 잡고 만류하였으나 온교는 옷자락을 끊고
떠나갔다(한국고전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125) 이현우, 위의 논문, 1997,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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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는데, 아버지 敬堂은 이것을 소중히 보관하여 후대까지 전하기를 당부하
기도 하였다.126) 비록 딸의 작품이긴 했지만, 사회 문제에 대한 그녀의 식
견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표면적으로 장씨 부인의 삶은 소학에서 말하는 모범적인 여성상에 가
깝다. 石溪 李時明(1580～1674)의 후실로 들어가 전실 자식까지 합쳐 10명
의 자녀를 길러내 자손을 번창시켰다. 열녀전의 가르침에 따라 태교를
했고, 법도에 따라 자녀를 훈육시켰으며, 이웃과 종에게 관대함을 베풀었
다.127) 또한 그녀는 아들인 李玄逸이 17세기 영남 남인을 대표하는 山林으
로 성장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는다.128)
이러한 평가는 단순히 여성에게만 강조된 성리학적 덕목을 일방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다. 어린 시절 여성임에도 성인의 도
에 이르기를 고민했고, 애민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봤던 식견이 자녀 교
육과 집안일을 이끌어 가는 데 영향을 준 것이다. 장성한 자식을 훈계하기
위해 언문이 아닌 한문으로 편지를 써 꾸짖고, 손자 栽를 위해 한시를 손
수 써 주며 학문의 길에 대해 조언을 하였다.129) 그녀는 자신의 학식을 필
요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집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또
한 그녀의 언행이 성리학적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
의 지시와 가르침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생겼다. 여성이 적극적으로 성
리학적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17세기 성리학을 중심으로 사회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삶에
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특히 부계 중심으로 가족질서가 변화되면서 여성
에게 요구되는 규범과 여성교육의 내용도 변화되었다. 소학으로 대변되
는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여성은 가정 경제의 책임자로서 女紅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자녀를 훌륭히 키우기 위한 교육자[姆師]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야 했다. 이를 위해 소학을 비롯한 성리학적 기본 지식을 익혀나가는 것
이 중요해졌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여성은 집안 내에서 며느리이자
126) 이현우, 위의 논문, 1997, 162쪽.
127) 이재호 역, 앞의 책, 1999, 25～27쪽.
128) 이경구, 앞의 책, 2009, 188쪽.
129) 이재호 역, 앞의 책, 1999, 17,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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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로서의 위치를 확보해 나갔다.
본래 가부장적 질서에 순응시키기 위해 확대된 여성교육은 여성의 지적
탐구를 자극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18세기 이사주당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태교신기라는 육아서를 저술하였고, 이빙허각은 가정 관리 연
구서라고 할 수 있는 규합총서를 저술하였다. 또한 任允摯堂130)과 姜靜
一堂131)은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성리학 연구에 뛰어들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가 더욱 강화되던 18세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저술활
동은 폭넓게 늘어났다.132) 그런 점에서 17세기 여성교육의 확대는 가부장
중심의 주자가례 질서를 정착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만 볼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여성이 주체적으로 학문을 하고 저술활동을 하는 발판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130) 임윤지당(1721～1793)은 성리학자로서의 정체성을 表明하는 많은 글을 남기고
있다. 오빠인 鹿門 任聖周를 스승으로 삼고 어릴 때 익힌 성리학은 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이영춘, 임윤지당, 혜안, 1998, 14～58쪽 ; 오영교, ｢조선시
대 門中의 女性敎育과 任允摯堂｣, 역사와 실학 17・18, 2000, 253～254쪽).
131) 강정일당(1772～1832)은 생계를 이어가기도 어려운 형편에서 집안을 건사하며
남편을 뒷바라지 했다. 이 과정에서 틈틈이 그녀도 학문에 열중하였고, 남편의
학문을 권면하고 교유관계 및 인격 수양에 대해 충고해 줄 정도였다. 그가 죽은
뒤 남편 윤광연은 아내를 기리기 위해 靜一堂遺稿를 펴내기도 하였다(이숙인,
｢성리학자 강정일당｣, 내일을 여는 역사, 2016, 289～297쪽).
132) 김경미, 앞의 책, 2012, 240～2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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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結 語
조선시대 여성교육은 성리학적 사회 질서의 정착 과정에 맞물려 변화・
확대되었다. 특히 兩亂을 거치면서 국가 재조를 위한 방편으로 성리학적인
윤리 규범이 강조되고, 부계 중심의 가족질서도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
다. 새롭게 변화된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 각 가문에서는 적극적으로 여성
교육에 나섰다. 아버지는 딸에게 여성 교훈서를 필사하여 교육시키거나,
남자 형제들과 함께 성리학에 대한 기본 소양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도 하였다. 가족과 사회가 작동하는 원리인 성리학적 소양을 여성도 학습
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소학은 이러한 목적에서 여성교육을 위한 중요한 교재로 사용되었다.
소학은 초학자를 위한 책이긴 하지만, 성리학에서 핵심이 되는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다. 16세기 이후 사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소학 연구와
언해 작업은 여성을 비롯한 일반 서민도 소학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반
이 되었다. 17세기에는 소학이 여성교육을 위한 교재로 가장 많이 사용
되었다. 여성이 소학을 학습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성리학의 보편적 지식
체계를 탐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학의 윤리 규범은 남
녀 구별 없이 누구나 함께 실천해야 하는 일상적인 지침이 되었고, 이를
실천하는 여성은 칭송의 대상이 되었다. 여성 스스로 딸과 손녀를 위해 
소학을 교육시킬 정도로 여성교육에 있어서 소학은 중요한 교재로 사
용되었다.
소학에서는 여성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女紅과 奉祭祀를
꼽고 있다. 여공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직물 생산이
가정 경제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이었기 때문이다. 제사는 주자가례 질
서가 정착되면서 그 예법에 따라 지내는 것이 중요해졌다. 당시 여성들은
절차에 맞게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였
다. 이는 여성이 그 예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소양을 갖추고 있었기 때
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여성의 관심과 주도적 참여는 이후 여성
이 가정 관리 분야에 대한 연구와 저술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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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학에서는 여성을 자녀 교육의 중요한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 
소학에 나오는 ‘姆師’라는 표현은 어린 여성을 교육시키는 교육자이자, 지
혜롭고 학식을 갖춘 여성을 높여 부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지적 능력을
갖춘 교육자로서 여성은 자녀 교육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여성은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기초적인 예법이나 언문을 비롯한 문자 교육을 담당하였
다. 일부 여성은 자녀의 스승을 직접 결정하였고, 글공부를 가르치거나 학
문의 방향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다. 성리학에서 규정하는 인륜은 위계에
따른 복종이 아닌 감응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여성이 지적 소양을
갖추고 자식과 남편을 바른 길로 이끌어내는 것은 권장할 일이었다. 여성
의 지적 능력이 가문의 유지와 계승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여성이 일정 수
준 이상의 학문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허용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17세기 여성교육의 확대는 성리학적 이념에 따라 사회 질
서가 재확립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여성에게 소학을 가르치
도록 한 것은 여성을 변화된 체제에 순응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여성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기도 했다. 여성의 소학 지식은
지적 탐구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하였고, 집안에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8세기 여성들은 좀 더 많
은 분야에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성리학 연구와 그에 대한 저작도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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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omen’s Education in Aristocratic
Families in Korea in the 17th Century and
the Elementary Learning
Kim Hee-young
History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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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reviews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study of the
classical Chinese Confucian textbook Elementary Learning(小學) was
expanded in Korea with the reinforcement of women’s education in
aristocratic(兩班) families in the 17th century and grasps the reality of
the ways in which knowledge of the Elementary Learning studied in
this way manifested itself in women’s lives, thereby examining the
nature of women’s education in aristocratic families. It was after the
Japanese invasions(倭亂, 1592-98) and Manchu invasions(胡亂, 1627-37)
that the family system was reorganized according to the Neo-Confucian
(性理學) ideology in Korea during the Joseon Dynasty(朝鮮王朝,
1392-1910). In other words, having undergone socioeconomic
disturbance due to war, the ruling classes established a patrilineal
family order so as to maintain their clans. In this process, it was
necessary to educate women in accordance with the now changed
family order, and women therefore came to be educated in
Neo-Confucian values and norms as well.
In order to accomplish this goal, the Elementary Learning,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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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lects knowledge and information key to Neo-Confucianism, came to
be used as an important textbook for women’s education. With the
advent of the 17th century, the Elementary Learning was used as a
more important textbook than were other conduct books for women(女
訓書). Unlike conduct books for women, which reflected gendered
knowledge, the Elementary Learning reflected everyday guidelines that
both men and women were supposed to put into practice. In this
respect, the text opened up an opportunity for women to study the
universal knowledge system of Neo-Confucianism as well.
The Elementary Learning stresses, as women’s important
responsibilities and duties, weaving(女紅), the performance of ancestral
memorial rituals(奉祭祀), and the education of their children. Weaving
constituted an important axis of the domestic and national economy,
and ancestral memorial rituals had to be conducted according to the
proprieties of the order stipulated by Zhu Xi’s Family Rituals(朱子家禮)
as these rules came to be established. Women had strong influence over
their children’s basic education and direct study of texts as well as the
provision of academic advice. In that women’s intellectual cultivation
contributed to the maintenance and continuation of clans, women’s
engagement with learning was permitted to a considerable degree in
some ways as well. Based on such intellectual abilities, women were
able to secure their positions in the home as well. Moreover, in the 18th
century, a larger number of women were able to author texts in diverse
fields and to conduct research on Neo-Confucianism as well.
keywords : conduct books for women(女訓書), Zhu Xi’s Family
Rituals(朱子家禮), the classical Chinese Confucian
textbook Elementary Learning(小學), a female
teacher(姆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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