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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조선사회에서 소학 은 주자학 학습의 기본서로 인정되어 조선 초부터 꾸준히 주목받고 활용

되었으며, 그러한 가운데 주자학에 기반한 문화의 확산을 선도하 다. 조선 사상사의 전개 과정
에서 이 책이 갖는 비중은 적지 않았다. 그간 우리 학계의 소학 에 관한 연구 또한 이 책의 
의미를 주목하며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소학 의 원리와 정신에 대한 해명을 기초로 하여 이 
책이 조선사회에서 주목 받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사정을 사회사상사, 교육사의 측면에서 
검토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1)1)또한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소학  諺解書의 판본 검토를 통해 국
어의 변천 과정을 살핀 연구도 주요한 성과를 내었다.2)2)이러한 작업들을 통하여 우리 학계는 조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8-327-A00061)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1) 金駿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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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항수, 

1985 16세기 士林의 性理學 理解-書籍의 刊行·編纂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7 ; 朴連鎬, 1985 朱子學
의 根本培養說과 朝鮮前期의「小學」敎育  淸溪史學  2 ; 金東仁, 1990 아동용 교재로서의 ≪孝經≫과 
≪小學≫  敎育史學硏究  2·3 ; 황금중, 2002 性理學에서의 ≪小學≫·≪大學≫ 교육과정론  韓國思
想과 文化  17. 

2) 李崇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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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희, 1988 小學의 諺解에 대한 比較硏
究  한신대학교논문집  5, 1988 ; 김주원, 2001 소학언해 연구 -17세기 후기 간본을 중심으로-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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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사상사, 교육사에서 소학 이 차지하는 위상 그리고 그 사회적 역할 등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조선사회에서 실제 유통, 보급되었던 소학서의 실체에 대한 해명을 생
략한 채 이루어진 한계를 갖는다. 15, 6세기 소학 의 사회사상사적 의미를 밝힌 연구에서도 17
세기에 간행된 소학집주 를 저본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그 이전에 간행, 활용되었던 주석서의 
존재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당연히, 소학  주석서의 변화가 갖는 사상사적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책을 근간으로 하는 조선 학자들의 주자학 이해, 
혹은 주자학의 활용에 대한 연구는 어떤 면에서는 주요한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이루어졌
다고도 할 수 있다. 

소학 은 주자가 그의 제자 劉子澄의 힘을 빌려 삼대의 소학 을 복원한다는 의도 하에 재구
성한 책으로, 明代에 들어 이 책이 널리 보급되는 과정에서 많은 주석서가 출현했다. 何士信의 
小學集成 , 程愈의 小學集說 , 陳祚의 小學正誤 , 陳選의 小學句讀 , 吳訥의 小學集解  등

을 대표적인 것으로 거론할 수 있다. 조선의 경우, 15, 6세기에는 何士信의 小學集成 (이하 집
성 ), 程愈의 小學集說 (이하 집설 )이 널리 간행, 유통되었다.3)3)16세기 말에 이이가 기존의  
소학  주석서와 기타 자료를 집대성하여 소학집주 (이하 집주 )를 편집하고 이것을 그의 후

학들이 17세기 초반 간행하면서, 조선 학계는 小學集成  小學集說  등과는 다른 체재, 다른 
성격의 소학  주석서를 새롭게 갖추게 되었다. 더불어 소학집주 는 다른 주석서를 제치고 조
선 사회에 강한 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18세기 이후, 국가에서 간행하고 유통한 소학서도 
이 책을 저본으로 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소학집주 의 출현은 조선에서의 소학  학습과 교육
에 새로운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들 주석서는 그 체재나 담고 있는 내용, 그리고 조선사회에서 유통되며 향을 미치
는 시기가 각기 달랐다. 집성 은 본문을 10권으로 나누어 구성하 으며, 15세기 중엽 정부의 
노력으로 최초의 소학서로 보급되었다. 집설 은 6권으로 구성되었으며, 15세기 말 金馹孫이 중
국에서 들여온 뒤 보급하 다. 16세기 사림파가 중시했던 판본은 이 책이었다. 집주 는 본문을 
6권으로 나누고, 집성 과 집설 의 주석 가운데 필요한 내용을 간추리고 또 이이 자신의 견해
를 덧붙여 만들었다. 이 책은 15·6세기에 유통되던 여러 소학  주석서를 반성하며 만들어졌으
므로 이들 책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와 같이 조선에서 간행되었던 소학 은 그 본문은 동일했지만, 그에 대한 주석, 그 주석이 
담고 있는 세계는 다양했다. 독자들은 그 접하는 주석서의 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소학 이 조선사회에 미쳤던 향은 적어도 그 간본과 관련해서는 일률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학  37 ; 김주원, 2002 小學集註(滿文)와 飜譯小學(滿文) 硏究  알타이학보  12.
3) 이들 책에 대한 간단한 서지 사항은 김주원, 앞의 논문(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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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조선 전시기를 통틀어 조선에서 읽었던 소학  주석서가 어떻게 변화했고, 그러한 변화
가 가지는 사상사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4)4)

그간의 연구 공백을 메우자는 의도를 가진 이 연구는 16세기 후반에 편집된 이이의 집주 가 
성립하는 사정을 조선에서의 소학  주석서의 流通史와 연관하여 살피고자 한다. 이이는 기존 
주석서에는 주자학 학습서로서 활용하기에 많은 단점이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도
로 집주 를 만들었다. 이이 주석서와 여타 주석서들과의 차이를 체재와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비교한다면, 이이의 주석서가 갖는 특성이 드러날 것이다.

이이의 집주 는 그 자체 기존 주석서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목적의식을 명확히 가지고 있었
거니와, 17세기 후반에 이르면 조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간행, 보급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은 
집주 로 표상되는 이이의 학문이 정치·학술의 측면에서 조선사회에 강한 향력을 갖기 시작

했음을 의미한다. 17세기의 집주  간행 과정을 정리하면서 이 점을 살피고자 한다. 
이이의 집주 는 그의 性理說에 바탕 하여 이루어졌다. 이 책은 또한 擊蒙要訣  聖學輯要

와 함께 이이 저술의 3부작을 이룬다. 그런 점에서 집주 에 대한 연구는 이이 사상의 전모를 
탐색하기 위한 부분 작업으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이이 사상 전반을 아우르는 작업은 향후의 과
제가 될 것이다.

2. 15·6세기 소학  학습과 소학  註釋書
소학 은 주희가 그의 제자 劉子澄과 함께 50대 후반에 편찬했다.5)5)삼대 사회에 활용되었던 

소학 이 이름만 전해질 뿐 내용이 전해지지 않으므로, 관련 자료를 편집, 복원하여 교육의 기
초 자료로 활용하자는 것이 주희의 의도 다. 주희는 나아가 이 책을 유학의 근본 規範書로 정
초하고자 하 다. 소학 은 크게 內篇과 外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편에는 立敎 · 明倫 ·
敬身 · 稽古 篇이, 외편에는 嘉言 · 善行 篇이 들어 있다. 입교 편에는 소학 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자세, 六德·六行·六藝 등의 교육 내용을, 명륜 편에서는 부자·
군신·부부·사제·친구·長幼 등 제반 인간관계와 윤리규범에 대해, 경신 편에서는 視·聽·
言·動을 비롯한 모든 몸가짐과 마음가짐, 일처리 과정에서의 공경스러운 태도 등을 다루고, 계
고 편에서는 ‘聖賢’들의 삶과 공부의 모범을 제시하 다. 외편인 가언 편과 선행 편에서는 내
4) 필자는 17·8세기 小學集註 의 간행 추이를 살피며, 조선후기 소학  주석서 문제를 간단히 다뤄본 바 

있다.(2008 조선후기 소학  간행의 추이와 그 성격  韓國史學報  31)
5) 宇野精一, 1976 小學解題  小學 , 明治書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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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체재에 맞추어 중국 고·중세에 활동했던 여러 학자들의 말과 행실을 가려 정리해 두었다.
주자학에서 소학 은 유교 학습의 기본 입문서 다.6)6)四書와 대비하면 대학 과 대응한다. 주

희에게서 이 두 책은 삼대의 성인의 이상적인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통로 다. 주희는 소학
을 통해서는 灑掃應對進떤의 예절과 禮樂射御書數의 글을 익히며 대학 을 통해서는 理를 궁구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며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기를 기대했다. 두 책에는 주희가 평생 개
척한 성리학의 세계가 담겨 있다고 한다. 주희는 대학 을 비롯한 四書 체계를 나름대로 완성한 
뒤, 소학  편집을 마무리했다.

儒敎立國을 내건 조선에서는 정부차원에서 건국 직후부터 소학 을 주목하고 그 학습과 보급
의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小科 시험에서 소학 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그 대표적인 노력이
었다.7)7) 소학 의 세계를 이미 고려 말의 학자들은 접하고 있었지만 이 사회에서 소학 을 익히
고 보급하는 것은 개인 역의 일이었다. 반면 조선의 사정은 고려와는 여러모로 대비되었다.  
소학 을 익히고 그 내용을 실천하는 일은 조선이란 나라를 이끌어감에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되었다.8)8)
조선이 건국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로 보급 간행된 소학  주석서는 명대 학자 何士信이 

편집한 집성 이었다. 이 책은 10권 5책 규모에 小學書題 , 小學書目錄 , 小學書圖目 과 圖
說 , 小學之書綱領 , 小學之序 , 本文 등의 내용을 갖추었다. 특히 圖說 은 ‘弟子受業圖’ ‘天
子五學圖’ ‘律呂圖’를 비롯한 42종의 그림을 立敎 , 明倫 , 敬身  편에 맞추어 배열하여 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9)9)또한 어려운 글자는 半切의 형식으로 그 음을 밝혔다. 
주석은 本註, 古註, 附註, 考異, 補註, 標題, 纂疏, 附錄 등 다양한 명목을 설정, 본문을 매우 자
세하게 설명하 다. 소학 의 내용을 풍부한 주석을 통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이 갖는 
큰 장점이었다. 

이 책이 처음 간행된 것은 세종대 다. 조선 건국 후, 정부에서는 소학 을 강조하 으나, 적
절한 소학  주석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세종대에 들면서 정부에서는 이 책이 
音訓과 註疏, 名物圖象이 매우 분명하게 갖추어져 있으므로 소학 을 익히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중국에서 100권을 구입한 뒤,10)10)다시 목판11)과11)활자본12)으로12)연속하여 간행
 6) 小學 에 대해서는 김준석, 앞의 논문 ; 박연호, 앞의 논문 ; 황금중, 앞의 논문을 주로 참고. 
 7) 經國大典 , 禮典 制科 式年生員·進士覆試.
 8) 조선에서 소학 과 같은 층차에서 중시되었던 책은 家禮 다. 두 책은 주자학의 기초를 이루는 양 기

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소학 이 유학의 정신과 윤리를 담고 있는 책이라면, 가례 는 그 정신과 윤리
를 일상의 예식에서 실천하는 규범서 다. 조선에서의 주자학의 역사는 이 두 책의 보급과 간행이 기저
를 이룬다고 해야 할 것이다.  

 9) 조선에서 이 책은 名物度數가 매우 상세하다고 주목받게 되는데, 그것은 별책의 圖說과 연관된다. 이를
테면 선조 대에 이 책을 중간할 때도 “何氏小學 名物度數 爲詳密 便於初學”( 月沙集 권50, 昭敬大王
行狀 )이라고 평가하 다.

10) 世宗實錄 권30, 7년 12월 戊子. 이때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에서 출판한 소학 은 音訓과 註解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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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보급하 다. 1427년(세종 9), 1428년(세종 10)의 일이었다. 정부의 노력으로 본다면, 집성
은 상당히 널리 퍼졌을 것으로 보인다.

집성  이후, 조선에 새롭게 도입, 보급된 책은 명대 학자 程愈가 편찬한 集說 이었다. 이 
책은 1491년(성종 22) 중국에 사신을 갔던 金馹孫이 구해온 뒤 곧바로 간행하여 國中에 보급했
다. 김일손은 이 책을 정유에게서 직접 증여받았다고 한다.13)13) 집설 의 도입과 간행은 당시 조
선 사회가 최신의 지식정보를 받아들이는 한 면을 보여 준다. 정유가 이 책을 편찬한 해는 불과 
5년 전, 1486년이었다.14)14)

집설 은 모두 6권으로 구성되었으며, 小學篇目 , 小學集說序 , 小學集說凡例 , 小學集說
總論 , 小學題辭 , 小學書題 , 본문의 체재를 갖추었다.15)15)6권으로 分冊한 것은 4권으로 나눈 
熊氏, 10권으로 나눈 하사신, 6권으로 나눈 陳選의 방식 가운데 진선의 경우를 따른 것이었다.16)16) 
본문 주석은 주자, 오눌, 진선 등 여러 주석가들의 견해를 간략하게 실었다. 주석의 원칙은 모두 
本註를 활용하되, 미비한 점이 있으면 여러 설로 보충한다고 하 다. 예를 들어 論語  孟子
의 경우는 모두 朱子의 集註를 따르고 諸家의 주해는 상황에 따라 이용한다는 식이다.17)17)또 음
은 直音을 사용하여 초학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半切을 사용한다고 밝히
고 있다.18)18) 

이 책은 기존에 나온 여러 주석서를 참고하고 활용하여 만들어졌다. 제대로 된 주석서를 만
하여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중국에서 귀화했던 長壽가 소학 을 중국어로 풀이하여 소학직해 를 
편찬한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을 가리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定宗實錄 권2, 1년 10월 19일 乙卯). 이 
책은 사역원에서 중국어 통역을 양성할 때 교재로 쓰던 책이었다. 태조 3년 사역원 제조 던 설장수가 
“한어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사서 · 소학 ·이문·한어에 다 통하는 자를 제 1科로 하여 정7품 출
신의 <교지를> 주자”( 太祖實錄 권6, 3년 11월 19일 乙卯)는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이 
무렵 이 책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정부는 중국의 집성 이 음훈과 註疏와 名物圖象이 지극히 
분명하게 갖추어져서 쉽게 소학 을 익힐 수 있다고 판단하고 100권을 구입하기로 하 다.

11) 世宗實錄 권37, 9년 7월 丁亥.
12) 世宗實錄 권41, 10년 9월 丁巳.
13) 濯纓集 권2, 感舊遊賦後序  “僕昔年到京師 切切求有道之士 而一解陋方之惑 卒未見 悤悤將還 因伴送

劉鉞 得禮部程員外愈求學焉 程以手撰集說小學及晦翁書一帖與之 觀其序述 抑其人也 僕初不知程深淺 試
質俚語 而持小學相與以付 范公勸張載中庸不許談兵之意也 然未承一日之雅 忽忽反國 小學一書 僕不自私 
旋卽刊布國中 學者皆獲程惠矣”

14) 程愈, 小學集說 , 小學集說序 .
15) 이때의 간본은 현재 그 소장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17세기의 간본은 규장각(소장번호 : 奎中 1551-2) 등

에 소장되어 있다. 17세기의 집설 이 김일손이 간행한 판본을 그대로 활용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판
본을 활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동일한 程愈 편집본이었던 점에서 내용은 차이가 없었을 것
으로 판단된다.

16) 小學集說 , 小學集說凡例  “經文六篇 熊氏分爲四卷 何氏釐爲十卷 陳氏定爲六卷 今因陳氏所定云”. 여
기서 이야기하는 熊氏가 누구인지는 미상이다.

17) 小學集說 , 小學集說凡例  “是書所引經傳 一遵本註 或有未備 足以衆說 如論孟一遵朱子集註 其諸家註
解 或用其全文 或節其要語 或文勢辭旨有未融貫處 則頗加  或自立說 而不合本旨者 則約之”

18) 小學集說 , 小學集說凡例  “音文皆用直音 以便童蒙 無則仍用半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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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야 한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던 정유는 濟南에서 관직 생활을 하는 동안 李鑑·李承祖 등과 
함께 여러 주석의 정당함을 검토하여 채택하거나 삭제하는 한편으로 자신의 견해를 덧붙여 이 
책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吳訥의 小學集解 , 陳選의 小學句讀 의 주를 크게 활용하
다.19)19)편집과 간행년도로 본다면 이 책은 명대의 여러 소학  주석서 가운데 비교적 늦은 시기
에 나와 이전의 성과들을 충분히 섭렵할 수 있었다. 특히 6권의 분책에서 알 수 있듯이 체재의 
측면에서는 진선의 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성 의 주석은 거의 채택하지 
않았다. 집성 의 小學書圖目 과 圖說  등 別冊의 내용도 완전히 배제했다. 주석도 간략하게 
하 으며, 그 주요 내용은 주자의 견해를 풍부히 인용하여 구성하 다. 그러므로 이 책은 주자
학의 요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이 15세기 조선사회에서는 집성 과 집설  두 주석서가 간행되어 널리 보급되었다.20)20) 
이 책들은 조선에서의 소학  학습의 확대를 도우는 주요한 매체 다.21)21)이들 두 책은 앞서 이
야기한대로 구성과 내용에서 상호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두 책은 각기 10권과 6권 체재를 갖추
었다. 집성 은 명륜 , 계고 , 가언 , 선행  등 내용이 많은 편목은 모두 여러 권으로 나누
어 10권으로 만들었다. 반면 집설 은 입교  이하 6편목에 대해 편목별로 分卷하 다. 편목과 
권의 관계를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방식이었다.22)22) 

두 책의 또 다른 차이는 소학제사  등 본문 외의 소학서 관련 자료의 배치 방식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집성 에서는 별책을 두어 小學書題 , 小學書目錄 , 小學書圖目次 , 小學圖 ,  
小學綱領 , 小學題詞  등을 이 순서대로 수록하 다. 집설 은 小學集說篇目 , 小學集說序 , 
小學集說凡例 , 小學總論 , 小學題辭 , 小學書題 의 순으로 권1의 입교 편이 시작되기 전, 

첫 머리에 실었다. 이 같은 구성에서 집설 이 집성 보다 간명한 체재를 갖추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9) 小學句讀 는 진선이 1473년에 완성하 으며, 6권으로 분책되어 있었다. 정유의 집설 보다 13년 정도 
먼저 만들어졌다. 이 책은 명, 일본 등지에서 간행되었으며 현재 그 실물이 남아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에 소장되어 있는 小學句讀 는 1694년의 일본 간행본이다.( 小學句讀 에 대한 서지 사항은 김주원, 앞
의 논문(2002), 36-37면 참조)

20) 15세기 조선에서 이 책들 외에 다른 주석서가 출간되었는지는 달리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일단 
이 시기에는 아직 2책 외에 다른 책들은 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1) 이들 두 책 외 16세기 중엽에 들어와 吳訥의 小學集解 가 간행되기도 했지만, 이 책은 그다지 널리 퍼
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宣德元年歲在丙午’에 작성한 ‘後學海虞吳訥序’가 실려 있고, ‘嘉靖三十三
年十二月日內賜僉知中樞府事李滉小學集解一件命除謝恩’의 내사기가 있는 1554년 간행본이 확인된다.(성
암고서박물관, 성암3-65)

22) 小學集說 은 6권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조선에서 간행된 책 가운데는 10권 체재를 갖춘 것도 
일부 확인된다.(규장각 : 일사古 181.1-J4663 ; 국립중앙도서관 : 일산貴 1256-7. 김주원 교수 교시) 남
아 있는 자료들이 모두 낙질본이라 책의 전 체재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데, 10권 체재의 소학집설 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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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學集成 과 學集說 의 체재

小學  본문의 構成 小學集成 小學集說 비고

立敎 13장 권1(1책) 권1(1책)
소학집성 에서는 권1의 입교 부터 책이 바로 

시작되며, 小學集說 에서는 권1의 입교편  
앞에 小學集說篇目 , 小學集說序 , 小學集說
凡例 , 小學總論 , 小學題辭 , 小學序題 를 
배치.

明倫
107장

  

父子之親 권2(1책)

권2(1책)
君臣之義 권3(2책)夫婦之別
長幼之序
朋友之交

通論
敬身 46장 권4(2책) 권3(2책)

稽古 47장
立敎

권5(3책) 권4(3책)明倫
敬身
通論

嘉言 90장
廣立敎 권6(3책)

권5(3책)廣明倫 권7(3책)
廣敬身 권8(4책)

善行 81장 實立敎 권9(4책) 권6(4책)實明倫
實敬身 권10(4책)

別冊
소학집성 의 별책에 수록된 내용 : 小學書題 , 
小學書目錄 , 小學書圖目次 , 小學圖 , 小學

綱領 , 小學題辭

  

두 책의 차이는 본문의 문단 구성 방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학 은 출전이 다른 여러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입교 편의 경우, 첫 머리에 놓이는 것은 列女傳 , 內則 ,   
曲禮  등에서 발췌한 문장이다. 집성 은 이들 문장에 대해 일련 번호를 붙이고 일련 번호 내

의 문장은 가능한 한 잘게 나누어 주석을 붙 다. 입교 편의 열녀전 , 내칙 , 곡례  등에서 
인용한 문장은 각기 1, 2, 3의 번호를 부여하며 상호 구분하 으며 1번 문장에서는 4구절로, 2번 
문장에서는 29구절로, 3번 문장은 2구절로 분절한 뒤 주석을 붙 다. 이에 반해 집설 에서는 
유향의 列女傳 , 예기 의 內則 曲禮 에서 인용한 문장을 둥근 원으로 시작, 상호 출전이 
다름을 보인 뒤, 열녀전 은 4구절, 내칙 은 16구절, 곡례 는 1구절로 分句하고 주석을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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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서 본문의 순서와 
출처  分句 방식 비고

小學集成

列女傳
古者 婦人妊子 寢不側 坐不邊 立不跛
不食邪味 割不正 不食 席不正 不坐 
目不視邪色 耳不聽淫聲 夜則令誦詩 道正事 
如此 則生子 形容端正 才過人矣 

4구

內則

凡生子 
擇於諸母與可者 必求其寬裕慈惠溫良恭敬愼而寡言
者 使爲子師
子能食食 敎以右手 能言 男唯女兪 
男 革 女 絲 
六年 敎之數與方名 
七年 男女不同席 不共食 
八年 出入門戶 及卽席飮食 必後長者 始敎之讓 
九年 敎之數日 
十年 出就外傅 居宿於外 
學書計 
衣不帛袴 
禮帥初 
朝夕學幼儀 
請肄簡諒 
十有三年 學樂誦詩舞勺 
成童 舞象 學射御 
二十而冠 始學禮 可以衣帛 舞大夏 
惇行孝悌 博學不敎 內而不出 
三十而有室 始理男事 博學無方 孫友視志 
四十 始仕 方物出謀發慮 道合則服從 不可則去 
五十 命爲大夫 服官政 
七十致事 
女子
十年 不出 
姆敎婉娩聽從 
執麻 治絲繭 織組 學女事 以共衣服 
觀於祭祀 納酒漿豆菹 禮相助奠 
十有五年而  
二十而嫁 有故 二十三年而嫁 
聘則爲妻 奔則爲妾 

30구
문장 뿐만
아니라 단어
도 분구함 

曲禮 幼子常視毋  
立必正方 不傾聽 2구 

小學集說 列女傳 古者 婦人妊子 寢不側 坐不邊 立不跛
不食邪味 割不正 不食 席不正 不坐 4구

다. 열녀전 의 分句에서 두 책은 차이가 없으나, 다른 곳에서는 집성 이 집설 에 비해 주석
을 더 복잡하게 붙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책 전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모습이다. 

표 2  學集成 과 學集說 의 ｢立敎｣篇 첫 3 문장의 分句 방식과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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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不視邪色 耳不聽淫聲 夜則令誦詩 道正事 
如此 則生子 形容端正 才過人矣 

內則 

凡生子 擇於諸母與可者 必求其寬裕慈惠溫良恭敬
愼而寡言者 使爲子師
子能食食 敎以右手 能言 男唯女兪 男 革 女 絲 
六年 敎之數與方名 
七年 男女不同席 不共食 
八年 出入門戶 及卽席飮食 必後長者 始敎之讓 
九年 敎之數日 
十年 出就外傅 居宿於外 學書計 衣不帛袴 禮帥初 
朝夕 學幼儀 請肄簡諒 
十有三年 學樂誦詩 舞勺 成童 舞象 學射御 
二十而冠 始學禮 可以衣帛 舞大夏 惇行孝悌 博學
不敎 內而不出 三十而有室 始理男事 博學無方 孫
友視志 
四十 始仕 方物出謀發慮 道合則服從 不可則去 
五十 命爲大夫 服官政 七十致事 
女子十年 不出 姆敎婉娩聽從 執麻 治絲繭 織組 
學女事 以共衣服 觀於祭祀 納酒漿豆菹 禮相助奠 
十有五年而 二十而嫁 有故 二十三年而嫁 
聘則爲妻 奔則爲妾 

13구

曲禮 幼子常視毋  立必正方 不傾聽 1구

두 책의 차이는 주석 방식에서도 확인된다. 집성 은 本註, 古註, 附註, 考異, 補註, 標題, 纂
疏, 附錄 등의 명목을 붙여 원문의 내용을 매우 자세하게 주석하 다. 이때 제시하는 주석은 주
자의 주를 비롯, 孔穎達·鄭玄의 주, 송원대 학자들의 주가 주를 이루었다. 하사신 개인의 의견
을 강조하기 보다는 기존의 다양한 의견을 풍부히 드러내는 방식이다. 주목할 점 하나는 考異
인데, 여기서는 주로 耶律楚材의 주석을 싣고 있다. 耶律楚材는 금나라 출신의 학자로 몽골의 
칭기스칸의 참모로써 활동했던 인물이다. 집성 에서 耶律楚材의 주석을 실었다는 것은 그가 非
漢族인 것에 구애받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집성 이 갖는 특색 중의 하나를 여기서 볼 수 있다.  
집성 에 실려 있는 다양한 이름의 주석은 소학  본문이 담고 있는 중국의 주요 문화를 매우 

상세하게 익힐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설명이 지나치게 번쇄하고 전
문적이어 朱子學 入門書라기보다는 오히려 오랜 시간 주자학을 익혀왔던 專門 硏究者를 위한 책
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또 조선 현실에 적용하기 힘든 내용도 들어 있어, 효용성이 크
게 떨어지는 요소가 있었다. 주자학의 논리를 요령 있게 이해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게 
편집된 것이 이 책의 단점이었다. 

집설 은 이에 비해 보다 간명해졌다. 古註나 耶律楚材 등의 주석은 배제하고 주희의 주석을 
중시하되 오눌, 진선 등 명대 주석가들의 주석을 주로 활용하 다. 주석 방식에서 나타나는 두 
책의 차이를 첫 번째 권 입교 편의 “曲禮曰 幼子常視毋 ”에 대한 주석을 예로 들어본다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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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

小學集成  
本註 : 小未有知-示以欺 (15자)
附錄 : 朱子曰-自然純淑(80자)
附註 : 程子曰-聖人言動(20자)
纂疏 : 楊氏曰-欲其誠也(119자)
標題 : 漢書示例作視(6자)
考異 : 耶律氏曰-今作示(15자)

小學集說
吳氏曰, 曲禮禮記篇名, 言其節目之委曲也. 視與示同, 毋禁止辭, 欺也. 常示之以不可欺 者, 

習於誠也.(구두는 필자)

집성 은 여섯 명목에 걸쳐 250자의 긴 분량으로 본문을 해석했다. 반면, 집설 은 吳氏의 
말만을 빌어 이 구절을 풀이했다. 오씨는 소학집해 를 지은 吳訥이다. 오눌의 주석은 단순하고 
간명하다. 집성 이 보다 자세하게 본문을 해석하고 있지만, 번쇄해짐과 동시에 그 설명의 용어
와 논리 수준이 소학 을 익히는 童蒙의 지적 수준을 훨씬 넘어가는 문제를 보인다. 이에 비해 
집설 의 주석은 이 구절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두 책의 특징은 원문

의 설명과 관련하여 일단 복잡한 형태를 취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에서 드러나는데, 이러
한 특성은 다만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책 전체에 일관되게 나타난다.

이상 살핀 대로, 15세기 조선사회에서는 시간을 달리하며 집성 과 집설  두 주석서가 간행 
보급되었다. 두 책은, 그 주석의 해석상 성격은 차치하고라도 형태상 큰 차이를 지니고 있었다. 
집성 의 주석이 무척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면, 집설 은 간명하 다. 그랬기에 두 

책 가운데 소학 의 세계에 보다 쉽고 편하게 접근하도록 도우는 책은 집설 이었다.23)23) 
집성 과 집설  가운데 어떤 책이 널리 보급되었을까? 체재의 특성상 아마도 대중적 파급력

은 집설 이 더 강했을 것으로 보인다. 16세기 사림파를 중심으로 소학  학습이 본격화되고 
이를 통하여 주자학이 널리 확산될 때, 그러한 소학  학습의 붐을 불러 일으키는데는 집설 의 
존재도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소학  학습에 대한 조선 사회의 욕구는 집설 이 있음으로 

23) 小學集成 과 小學集說 의 차이는 단순히 형태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두 책의 주석이 담고 
있는 내용의 차이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은 이 글에서는 다룰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별도
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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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보다 쉽게 충족되고 있었다. 집설 이 얼마만큼 간행, 보급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
나 집설 은 김일손이 판각하여 보급한 뒤, 1517년(중종 12) 경상도 감사로 나갔던24)

24)金安國이 
결손된 목판을 다시 판각하여 보급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사림파들에게 주목받으며 꾸준히 읽
히고 있었다.25)25)김안국의 집설  간행은 그가 이 시기 정열적으로 추진했던 소학  보급운동의 
일환이었는데, 김안국은 감사로 있는 동안 도내 군현을 돌며 향교생들에게 소학  학습을 끊임
없이 강조했다.26)26)김안국의 행동은 이 시기 소학  보급사에서 눈여겨 볼 사실이다. 집설 이 
들어온 이후, 이 책이 널리 퍼져 읽혔다는 17세기 초반 이항복의 언급 또한 집설 의 현실 향
력이 컸음을 증명한다.27)27)그렇다고 해서 집설 이 집성 을 완전히 대체했던 것은 아니었다. 

16세기 초·중반에도 집성 은 적지 않은 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16세기 후
반에 논의되던 神主의 主祀者 旁題 문제에서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이 시기까지 조선에서는 
집성 의 神主全式圖 에 따라 主祀者 旁題를 신주의 왼쪽(사람이 보면 오른쪽)에 쓰고 있었다. 

그러다가 일부 학자들이 神主의 主祀者 旁題를 朱子家禮  방식으로 쓰는 것이 옳으며, 集成  
방식으로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 다.28)28) 주자가례 의 神主全式圖 에서
는 주사자를 신주의 오른쪽(사람이 보면 왼쪽)에 쓴다고 그려 두었고, 반면 집성 의 神主全式
圖 에서는 신주의 왼쪽(사람이 보면 오른쪽)에 쓴다고 그려 두었는데, 주자가례 를 따라야 한
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기 조선 사람들이 집성 의 향을 여전히 많이 받고 있
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29)29)한편, 선조 대 초반, 정부에서는 이 책이 名物度數에 매우 자세하다
24) 中宗實錄 권27권, 12년 2월 己酉.
25) 김안국이 경상도 감사로 갔을 때, 정유의 소학집설 을 판각하여 다시 간행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

다. 慕齋集 권15, 附錄 先生行狀 “拜慶尙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 御札下政廳曰 慶尙大道 某雖不次 
人器相當 故特超拜 公益自感激思效 詣闕啓曰 本道雖有小學板本 刊久 缺 不合敎끌 世宗朝 刊行程愈集
說一本 甚切於初學  欲刊於本道廣布 請賜文樓所藏刊之 上可之”. 그런데, 여기서 소학집설 이 世宗代에 
간행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아마도 成宗의 오기일 것이다.

26) 김안국은 합천 등 도내 61개 고을을 돌며 소학  공부에 힘쓸 것을 권하고 이를 시로 남겼다. 현재 慕
齋集 에는 勸陜川學徒  등 이때 남긴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대체로 사천에서 지은 시 구절처럼 “詞章
記誦皆無益 小學功夫願日嚴”을 강조했다. 김안국이 시를 지은 곳은 陜川, 高靈, 星州, 知禮, 居昌, 咸陽, 
安바, 山바, 南海, 河東, 丹城, 昌寧, 泗川, 昆陽, 晉州, 宜寧, 固城, 三嘉, 巨濟, 鎭海, 咸安, 漆原, 東萊, 
金海, 熊川, 昌原, 梁山, 機張, 長 , 蔚山, 迎日, 淸河, 盈德, 寧海, 眞寶, 安東, 奉化, 복松, 禮安, 榮川, 
醴泉, 龍宮, 聞慶, 尙州, 金山, 善山, 比安, 軍威, 開寧, 義城, 義興, 新寧, 河陽, 永川, 慶州, 慶山, 玄빌, 
大丘, 仁同, 靈山, 草溪 등이다. 

27) 小學集註 , 小學跋  “成化間 有淳安程氏者治河于濟 濟南多名士 彬彬有伏生之遺빌焉 因與其徒 日講小
學 때質訂正 爲註疏六卷 以 東使之聘上國者 東人始得欣覩焉 其後 何吳陳氏之說 稍稍出海外 而學士局
於井觀 猶守株先入 崇信程說 殊不知諸家語有短長 理或抹 余嘗病之”

28) 떤溪集 권27, (鄭子中別紙  참고.
29) 16세기 초반의 金安國(尹國馨, 甲辰漫錄 )이나 이른바 己卯諸賢들도 집성 의 ‘神主左傍’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한다.( 龜峯集 권6, (浩原問  “問 神主旁題左右 ( 旁題宜題於書者之左旁 此非竝列神主 以
爲上下位次者也 雖居神道尙右之右 亦何嫌乎竝旁題爲一位者也 書者之左 筆勢旣順 而家禮立小石碑註所云
其左 非書者之左 則文勢逆而不可讀矣 安有一書中 一以書者爲定 一以主身爲定乎 碑身主身 又何異看 僕
少時問于聽松先生 (云 己卯諸儒 皆用小學何氏圖 以主身之左爲定 又看떤溪先生所論 亦云用主身之左 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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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정하고 책으로 간행하기도 했다.30)30) 

3. 李珥의 小學集註  편찬과 그 특징
1) 學集註 의 체재와 구성

李珥가 편집한 새로운 소학  주석서 집주 가 탄생한 16세기 후반은 조선의 소학  이해의 
역사에서 신기원을 이룬 시간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1579년(선조12), 이이는 오랜 노력 끝
에 집주 를 완성했다. 이이가 집주  편찬을 마무리했을 때의 나이는 44세로 그의 학문이 한
창 무르익은 시점이었다. 이이는 소학 은 초학자들이 시급히 익혀야 할 책이나 당시 조선에서 
유통되던 여러 주해가 雜亂하고 誤謬가 많다고 판단, 여러 주석가의 설을 절충하고 또 자신의 
생각을 보완하여 이 책을 만들었다.31)31)조선에서 널리 통용되던 집성 과 집설 을 뛰어넘는 새
로운 주석서를 독자적으로 만들자는 문제의식이 이 책의 편집에 관통하고 있었다. 

집주 는 小學篇目 , 小學集註總目 , 小學集註總論 , 小學書題 , 小學題辭 를 담은 책머
리, 그리고 6권의 本文 체재를 갖추고 있다.32)32)이 구조는 집설 과 비슷하다. 일견해서 집주
는 집설 의 체재에 크게 기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피면 두 책 사이에는 
유사한 점, 그리고 구별되는 점이 나타난다. 입교 · 명륜 · 경신 · 계고 · 가언 · 선행
의 여섯 편목에 맞추어 본문을 6권으로 분권한 것, 小學篇目 , 小學集註總論 , 小學書題 ,   
小學題辭 33)

33)등을 그대로 실었던 것에서 두 책 사이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집설 에 실려 
있던 정유의 小學集說序 , 小學集說凡例 를 빼고, 小學集註總目 (이하 ‘총목’)을 신설한 점은 
차이점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총목’이다. 이 ‘총목’은 소학 의 편목별 내용의 핵심을 간략히 

先生所論 皆似未盡 家禮則用書者之左無疑 且主式始於伊川 而伊川文集之圖 亦如家禮 恐無所疑也 世人以
家禮圖多誤 而不信其圖 至於是處 亦欲改之 甚未穩 又國禮 亦用書者之左”)

30) 月沙集 권50, 昭敬大王行狀  “且以何氏小學 名物度數 爲詳密 便於初學 本朝所撰三綱行實 可以扶植
倫紀 幷命刊行”

31) 栗谷全書 권34, 附錄二 年譜下 己卯七年 四十四歲條 “小學集註成 先生以爲小學是初學急務 而諸家註解 
雜亂多誤 乃集衆說而折衷之 略補己意 名曰小學集註 凡六篇”. 집주 에서 활용하는 주석은 何士信의 集
成 , 吳訥의 集解 , 陳祚의 正誤 , 陳選의 增註 , 程愈의 集說  등 모두 6종이다. 집주 의 본문 
첫머리에 이 사실을 밝히고, 모든 주석에서 그 출처를 명시했다. 이이가 이들 책을 모두 보았는지 본인
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으나, 두루 참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이이가 편집한 집주 의 초고는 현재 남아 있지 않다. 여기서 설명하는 집주 는 광해군 4년에 이항복
의 주도로 정부에서 간행한 책이다. 이 책의 권말에는 成渾과 이항복의 발문을 실었다. 

33) 小學題辭 , 小學書題 의 위치는 두 책이 다르다. 집설 에서는 小學題辭 , 小學書題 , 집주 에서
는 小學書題 , 小學題辭 의 순으로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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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 小學集說 小學集註 비고

卷 首

     小學集說篇目  
     小學集說序  
     小學集說凡例
     小學總論  
     小學題辭
     小學序題

     小學篇目
     小學集註總目
     小學集註總論
     小學書題
     小學題辭  

집설 과 집주 에서
小學書題 와 小學題

辭 의 순서 바뀜

1 立敎 
13장

立敎
 13장

2 明倫
107장

父子之親
明倫

107장
父子之親

君臣之義 君臣之義
夫婦之別 夫婦之別
長幼之序 長幼之序
朋友之交 朋友之敎

通論 通論
3 敬身 46장 敬身 46장

4 稽古
47장

立敎
稽古
47장

立敎
明倫 明倫
敬身 敬身
通論 通論

정리한 것으로, 李氏·眞氏·朱子·饒氏 등의 說에 근거하여 각 편목의 구성상 특징, 요점을 일
목요연하게 제시했다.34)34)복잡하고 어려운 본문을 일람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소학  학습의 길
잡이 역할을 한다. 

집설 과 집주 의 상관성은 입교 · 명륜 · 경신 · 계고 · 가언 · 선행  등 6편목의 
권별 구성, 그리고 문장의 分句 방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집주 는 집설 의 체재와 분구 방
식을 그대로 받아들 다.35)35) 집설 의 간명한 형식을 집주 가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다음 표 3
은 두 책의 체재적 유사성을 잘 보여준다.

표 3  學集說 과 學集註 의 체재 

34) 이를테면 입교 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立敎第一, 凡一十三章. 李氏(名未詳)曰, 首一章, 立胎孕
之敎, 次二章, 立保傅之敎, 次五章, 立學校君政之敎, 後五章, 立師弟子之敎”. 이 ‘총목’은 집성 의 각 篇
章 말미에 붙어 있는 글을 간추려, ‘총목’이란 이름으로 묶고 집주 의 책 머리에 배치한 것이다. 

35) 경신 편 44장의 “不撤薑食, 不多食”과 같은 경우는 분구 방식이 다르다. 집설 에서는 두 구절로, 집
주 에서는 한 구절로 분구하여 주석을 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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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嘉言
 90장

廣立敎 嘉言
90장

廣立敎
廣明倫 廣明倫
廣敬身 廣敬身

6 善行
 81장

實立敎 善行
 81장

實立敎
實明倫 實明倫
實敬身 實敬身

卷 末 小學集註跋
小學跋

小學集註跋 은 성혼
이 지었으며, 小學跋
은 이항복이 지었다.

  
이이의 집주 는 형태상 이와 같이 집설의 체재를 그대로 따르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

가면 실제 많은 변화를 보인다. 집주 에서는 본문과 주석을 독자들이 쉽게 認知할 수 있게 편
집하 다. 우선, 본문은 한 줄로, 주석은 본문 아래 두 줄로 표기하여 본문과 주석의 글자 크기
를 달리했다. 또, 매 주석마다 集解 , 集說 , 正誤  등을 명기, 그 주석자와 주석의 典據를 
뚜렷하게 밝혔다. 집주 에서 활용하는 주석은 何士信의 集成 , 吳訥의 集解 , 陳祚의 正誤 , 
陳選의 增註 ,36)36)程愈의 集說  등 모두 6종이다. 집주 의 본문 구성은 외견상 집설 에 비해 
집주 의 편집 기술이 월등 높아졌다는 인상을 준다.37)37)어쨌든, 책의 전체 구성과 체재로 본다

면 집주 는 집설 을 토대로 하되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집주 의 주 특성은 채택하고 있는 주석에서 드러난다. 이이는 집설 의 주석을 전적으로 긍

정하지 않아 부분 부분 내용을 바꾸었으며, 또 필요하면 이이 자신의 견해를 덧붙 다.38)38) 집주
와 집설  두 책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집주 에서 집설 의 주석을 변형 없이 그대로 채택하
36) 진선의 증주 는 小學句讀 일 가능성이 크다. 명대에 나온 소학구두 는 10권본과 6권본이 있는데, 

10권본 소학구두 는 吳訥 集解, 陳選 增註, 王雲鳳 輯으로 되어 있고, 6권본 소학구두 는 陳選 集註
로 되어 있다.(김주원, 앞의 논문, 36-37면)  

37) 예를 들어 입교 편 제 1장의 “不食邪味, 割不正, 不食. 席不正, 不坐.”에 대한 두 책의 주석 방식은 다
음과 같다.

    

小學集說
 不食邪味, 割不正, 不食. 席不正, 不坐
   吳氏曰 邪味, 不正之味. 割, 切肉也, 席, 坐席也.
小學集註

不食邪味, 割不正, 不食. 席不正, 不坐
 【集解】邪味, 不正之味. 
         割, 切肉也, 席, 坐席也.

38) 이이의 自註는 원점을 그려 표시해두었는데, 전체적으로 12곳으로 파악된다.( 小學書題 와 小學題辭
각각 1곳, 卷1~卷6까지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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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절은 대체로 67%정도이며, 나머지 33%는 다른 내용으로 대체하거나 혹은 삭제하고 줄이며 
정리하 다. 집설 에 비교할 때 집주 의 변화가 매우 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아래 표 4
는 집설 과 비교한 집주 의 주석 변화 양상이다.

표 4  學集說 과 비교한 學集註 의 주석 변화 양상

권 : 편(장) 分句 무변형
주석

대체 
주석

변형 
주석1

변형 
주석2

李珥
自註 *

1 : 立敎(13) 41 24 2 4 11 2

2 : 
明倫 (108)

明父子之親(39) 78 44 8 7 19 3
明君臣之義(20) 32 25 2 0 5
明夫婦之別(9) 27 20 4 2 1 1
明長幼之序(20) 29 20 0 0 9
明朋友之敎(11) 13 11 1 0 1
通論(9) 15 14 0 1 0

3 : 
敬身 (46)

明心術之要(12) 16 12 1 2 1
明威儀之則(21) 33 25 1 1 6
明衣服之制(7) 11 10 0 0 1
明飮食之節(6) 16 11 0 2 3

4 : 
稽古 (47)

立敎(4) 8 4 0 2 2
明倫(31) 49 33 0 8 8
敬身(9) 12 9 0 1 2
通論(3) 14 9 0 3 2

5 : 
嘉言 (81)

廣立敎(4) 55 39 1 9 6
廣明倫(41) 71 52 2 12 5
廣敬身(36) 73 51 0 16 6 1

6 : 
善行 (81)

實立敎(8) 26 19 0 7 0
實明倫(45) 95 53 3 36 3 1
實敬身(28) 39 23 0 13 3 1

전체 753 508 25 126 94 10
백분율 100 67.4 3.3 16.7 12.6 1.3

* 이이 自註의 수는 변형 주석2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백분율 계산에서는 제외했다.

두 책에 나타나는 변화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집설 은 6권 386장에 모두 753절의 
分句를 갖추고 있다. 모든 구마다 주석이 붙어 있다. 그러므로 주석의 변화 양태는 개별 분구 
하나 하나에 나타난다. 주석의 변화상은 대체로 4 유형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① 집설 의 
내용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기, ② 집설 의 주석을 다른 주석으로 대체하기, ③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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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의 주석을 줄이거나 삭제하여 변형하기(변형 주석1, 변형 주석2) ④ 이이의 독자 주석 첨가
하기 등이 그것이다.

위 네 유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집설 의 내용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들이는 형태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는 508례이며, 백분율로 보면 67.4%이다. 이 유형에서는 
출전이 어디인지를 明記한 변화만 볼 수 있다. 집설 의 주석에서 한 주석에 2, 3인의 해석이 
섞여 있는 경우,【集成】【集解】하는 방식으로, 누구의 주석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살필 수 
있다.39)39) 

집설 의 주석을 제거하고 다른 주석으로 대체하는 유형에 속하는 것은 25례로 3.3%에 해당
한다. 비율로 본다면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집설 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석
을 활용했다는 점에서 이 유형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대체로 明倫 과 
관련된 내용에서 나타난다.40)

40)다음은 그 예문이다.

禮記曰, 君賜, 車馬, 乘以拜賜. 衣服, 服以拜賜.41)41)
【集成】孔氏曰, 凡受君賜, 賜至則拜. 至明日, 更乘服所賜, 往至君所, 又拜, 重君恩也.

명륜 편의 ‘明君臣之義’의 44장에 속하는 문장이다. 여기서는 집설 의 주석은 버리고 집성
의 주석을 채택하 다. 군주의 하사에 대해 재배하는 것은 ‘重君恩’의 의미라는 해석이다. 집설
의 주석은 “君賜及門, 旣拜受矣, 明日又乘服, 詣君所而拜賜其賜, 所謂‘再拜敬之至’也”이다. 집설
에서 ‘君賜’에 대한 ‘拜賜’를 ‘敬의 지극함(敬之至)’로 해석했다면 집주 에서는 이를 ‘重君恩’으로 
이해, 君恩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집설 의 주석을 채택하고 활용하면서도 그 내용을 변형하는 유형은 다시 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집설 의 주석에서 몇 설명을 삭제하는 방식(변형 주석1), 朴 집설 의 원 주석에 다른 
주석의 내용을 다시 첨가하는 방식(변형 주석2), ⓒ李珥의 自註 등이 있다. 집설 의 주석에 다
른 주석을 첨가하는 경우는, 이이 자신이 직접 주석을 단 것도 포함된다.

전자, 집설 의 주석에서 몇 설명을 삭제하는 사례(변형 주석1)로 들 수 있는 경우는 126례
로, 17.6%에 해당한다. 집설  주석의 변화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한다. 다음은 그 사례이다. 

39) 小學集註 , 明倫  제36장의 주석은 그 한 사례이다. “事親者, 居上不驕, 爲下不亂, 在醜不爭. 居上而
驕則亡, 爲下而亂則刑, 在醜而爭則兵. 三者不除, 雖日用三牲之養, 猶爲不孝也”에 대해 주석은 “【集解】
驕, 矜肆. 亂, 悖逆. 醜, 類. 爭, 鬪也. 兵, 以兵刃相加也. 三牲, 牛羊豕也. 【增註】三者不除, 災將及親, 
其爲不孝大矣. 口體之奉, 豈足贖哉”라고 하여 이 해석이 집해 와 증주 에서 나온 것임을 밝혔다.

40) 이는 2권 明倫 에서 15곳, 5권 嘉言 의 ‘廣明倫’에서 2곳, 6권 善行 의 ‘實明倫’에서 3곳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41) 小學 , 明倫  제4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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列女傳曰, 古者, 婦人妊子, 寢不側, 坐不邊, 立不 [跛].42)42) 
【集解】列女傳, 漢劉向所編. 妊娠也, 側側其身也, 邊偏其身也. 當作跛 謂偏任一足也.

이 구절은 입교 편에 나온다. 집설 에서는 이 구절에 대해 긴 문장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 다.43)43)반면 집주 에서는 열녀전 이 한대 학자 劉向이 편찬했음을 밝히고 이어 妊, 側, 
邊, 의 사전적 의미를 풀이하는 형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했다.

집설 의 주석에 새로운 주석을 더한 유형에 속하는 것(변형 주석2)은 94례로 12.6%에 달한
다. 비율로 본다면 앞의 유형에 비해 많다고 볼 수 없지만, 그 내용으로는 매우 중요하다. 이 
유형은 집설 의 주석을 택하지 않고 다른 주석으로 대체하는 사례와 더불어 집주 의 성격을 
살핌에 매우 유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사례이다.

凡內外 初鳴, 咸漱, 衣服, 斂枕, 灑掃室堂及庭, 布席, 各從其事.44)44)
【集說】陳氏曰, 此亦內則之文而不言者, 蒙上章也, 他皆倣此. 斂收也, 斂枕者, 枕席之具, 夜則設之, 

曉則斂之, 不以私褻之用示人也. 布設也, 席坐席. 各從其事, 若女服事于內, 男服事于外, 是矣.
【集解】此, 言內外婢僕也.

【집설】로 표기된 것은 집설 의 주석 그대로이고,【集解】로 표기된 것은 집주 에 새로 
첨가한 것이다. 본문 중의 ‘內外’가 婢僕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자녀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
아 다양한 해석이 나올 여지가 있는데, 집설 에서는 단지 “여자는 안에서 일하고 남자는 밖에
서 일 한다[女服事于內, 男服事于外]”고만 했다. 집주 에서는 집해 의 견해를 수용, ‘내외’가 婢
僕을 가리키는 것임을 명확히 했다.45)45) 

집주 의 주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이이가 직접 주를 붙인 自註이다. 이 사례는 10례 
정도로 확인된다.46)46)많은 편이 아니지만, 다른 주석과는 달리 이이의 생각을 직접 표출하고 있다

42) 小學 , 立敎  제1장.
43) 小學集說 , 立敎  제1장 “吳氏曰, 列女猶諸女, 漢劉向采其事 以爲傳. 妊娠也, 寢臥也, 側側其身也, 邊

偏其身也. 饒氏以爲當作跛, 謂偏任一足也.
44) 小學 , 明倫  제2장.
45) 뒷날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논란이 된다. 송시열은 ‘內外’를 굳이 婢僕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했고( 宋

子大全 권105, (沈明仲 世  丁巳二月  “然陳氏所謂女服事于內 男服事于外 正所以兼釋其內外字也 不
必言婢僕亦可), 芝山 曺好益도 婢僕 뿐만 아니라 一家의 卑幼男女를 합하여 말하는 것이라 하 다.( 鹿
門集 권12, 小學  “凡內外써初鳴註 此言內外婢僕也 按芝山云內則本文連下孺子蚤寢晏起之文 此孺子恐
非婢僕之子 然則非但指婢僕 合言一家卑幼男女 而婢僕亦當如是也云 盖旣統言凡內外 別作一章 則非獨指
婢僕明矣”)

46) 이이의 自註는 주석 앞에 ○로 달리 표시하여 다른 주석과 구별된다. 1613년의 초간 때에는 ○에 대한 
별다른 설명이 없으나, 1745년( 조 21)에 간행된 小學訓義 에서는 이이의 주석이라는 점을 범례 에
서 밝혔다. 이이의 自註는 모두 12례로 파악된다. 그 가운데 2 사례는 小學書題 와 小學題辭 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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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 또한 이 해석은 宋翼弼이나 金長生과 같은 동료, 후학들에게 논란거
리를 제공하기도 했다.47) 다음은 이이가 직접 주를 붙인 사례이다. 47)

 曲禮曰, 父母存, 不許友以死.48)48)
【增註】親在而以身許人, 是忘親矣.
 ○父母在而平日, 與友約以同死, 不可也. 若同行, 臨患難, 則亦不可辭以親在而不救也. 

【增註】로 표기된 것은 본래 집설 에 실려 있던 것이고,49)49)○으로 처리한 것은 이이의 주
석이다. 이이는 “‘벗에게 죽음을 허여하지 않는 것’은 그 친구를 위하여 원수를 갚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不許友以死, 謂不爲其友報仇也]”는 집설 의 주석은 삭제하고, 부모가 생존해 있을 
경우, 평온한 날에 친구와 함께 죽기로 약속하는 것은 不可하지만, 만약 친구와 같이 길을 가다
가 환난을 당하면 또한 부모를 핑계대고 그를 구원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을 덧붙
다. 이 구절은 훗날 이이의 추종자에게 나와 부모의 관계, 나와 친구의 관계에 대한 일종의 지
침과 같은 해석으로 기능했던 것으로 보인다.50)50)

이상 살핀 대로, 이이의 집주 는 집설 의 체재를 활용하면서도 이를 변형, 새로이 재구성하
여 만든 책이었다. 당시 널리 읽히고 있었던 집설 의 장점을 계승하되, 집설 의 내용에 대한 
불만을 새로운 주석으로 해소하려는 의지가 여기에는 충만해 있었다. 집주 는 집설 의 주석에
서 약 67% 정도는 온전히 받아들이되, 나머지 33% 정도는 변형시켰다. 형태상 적지 않은 변화
가 두 책 사이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변화를 통하여 이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던가 하는 점이다. 이는 집주 가 갖는 내용상의 특성과 관련된 사안이다. 절을 
달리하여 이를 살피도록 한다. 

타난다.
47) 小學集註 , 明倫  제23장에 대해 이이가 “父子無可去之道, 故號泣而隨之而已”라고 주를 붙인 것은 한 

예이다. 이 해석은 송익필의 견해를 따른 것으로, 이이는 본시 이를 “號泣而隨行”이라고 해석했으나 송
익필은 “父子無可去之道 故號泣而隨之而已”라고 해야 옳다고 주장하 다.( 龜峯集 권4, 與叔獻書 )

48) 小學 , 明倫  제9장.
49) 집설 에서의 전 내용은 “陳澔氏曰, 不許友以死, 謂不爲其友報仇也. 親在而以身許人, 是忘親矣.”이다. 집

주 에서는 앞의 구절 “陳澔氏曰, 不許友以死, 謂不爲其友報仇也”를 생략했다.
50) 이를테면, 金元行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그 구체적인 사례이다. 김원행은 “평일에 친구와 죽음을 약속한

다면 이는 부모를 잊는 일이지만, 타인과 길을 가다가 도적과 같은 환난을 당했는데, 몸을 빼어 혼자 도
망치며 ‘나에게 부모가 있으므로 너와 함께 죽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환란을 당하여 구차히 모면
하고 친구를 믿지 않는 것으로 효가 아니다” 라고 하고, 1636년 강화도 함락 시, 친구들과 죽음을 약속
했다가 아버지를 뵈러 남한산성으로 빠져 나갔던 윤선거의 행동을 그 예로 들어 경계했다.( 渼湖集 권
8, (林厚而配  “盖在平常無事之日 而與友約死 是忘父母也 如與人行而卒遇寇賊患難 而脫身獨走曰我
有父母 不可與汝死 是所謂臨亂苟免 而正朋友不信 非孝者也 如近世大尹之與友約死而不死 而托於覲父 爲
珍原君奴 逃入南漢者是也 豈非可戒者乎) 윤선거의 행동은 송시열과 그 동조자들에게 극렬하게 비난받았
다. 그의 행위가 올바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는  17∼8세기 양반 지식인 사회의 주요한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 다. 이에 관한 논의는 조선후기의 당론서 甲乙錄 에 자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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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學集註 의 주요 내용과 그 특징

집주 는 李珥가 자신의 의견에 기초하여 새로이 저술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시기에 나왔던 
여러 주석을 활용, 재구성한 책이었다. 집주 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집설 과 기존의 주석들
이었다. 이이는 이들 주석을 그대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변형시키며, 또 여기에 자신의 의견을 
더하여 평소 가꾸어온 주자학-성리학에 대한 생각을 뚜렷이 부각시키려 하 다. 그리하여 집주
는 기존 소학  주석서에 들어 있는 성리학의 사유들을 계승함과 동시에 이이가 선택한 새로운 
내용들을 담은 주석서가 되었다.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이제 이이가 이끄는 방식으로 소학 의 
언어, 소학 의 논리를 익히고 소학 의 세계에 다가가게 될 터 다. 이 절에서는 집주 에서 
이이가 기존 주석서에서 받아들이고 변형시키며 부각시키려 한 내용이 무엇이었던가에 유의하며 
그 특징을 살피기로 한다. 이이의 작업에서는 새로운 설명과 해석에 치중한 경우, 그리고 새로
운 개념, 새로운 의미망을 제시하려고 한 경우 등이 추출된다. 이를 몇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하
고자 한다.

A. 초학자 학습에 적절한 올바른 단어와 자구 설명
소학 은 주자학의 초학자 입문서이다. 그러므로 이 책이 담고 있는 여러 자료들의 내용은 

복잡하지만, 그에 대한 주석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어려워서는 곤란했다. 설명 또한 구체적이
면서 명료해야 했다. 집주 에서는 기존의 주석 가운데 초학자의 지적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 
명쾌하지 않은 설명 등은 폐기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했다. 

① “而必使其講而習之, 於幼稚之時, 欲其習與知長, 化與心成, 而無 格不勝之患也”51)는51) 소학에
서의 강습의 의미를 설명하는 소학서제 의 한 구절이다. 집설 에서는 ‘講’과 ‘習’을 ‘理를 밝히고 
일을 익히는 것’[講以明其理 習以熟其事]으로 해석하 으나, 집주에서는 이를 택하지 않고 삭제
하 다. 소학  단계에서의 ‘講’이 理를 밝히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愛親敬長隆師親友之道”52)52)또한 소학서제 의 구절이다. 이 구절의 ‘道’에 대해, 집설 에서
는 “도는 당연의 리이다.[道者當然之理]”라고 풀었다. 집주 에서는 집해 의 주를 빌려 “도란 강
습의 방법이다.[道 則講習之方也]”라 하 다. 집설 의 주석은 ‘방법’ ‘수단’과 같이 평이하게 이해
될 수 있는 단어를 성리학의 최고 개념인 理로 이해함으로써 理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게 
하는 해석이었다. 

③ “無古今之異者”53)는53) 소학서제 의 구절이다. 이것에 대해 집설 에서는 “고금의 차이가 없
51) 小學集註 , 小學書題 . 해석은 다음과 같다. “반드시 어릴 때에 講하여 익히게 한 것은 그 익힘이 지혜

와 함께 자라며 교화가 마음과 함께 이루어져서 거슬려 감당하지 못하는 근심을 없게 하고자 해서이다.”
52) 小學集註 , 小學書題 .
53) 小學集註 , 小學書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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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옛날에도 이와 같고 지금도 이와 같음을 말하는 것이다.[無古今之異, 謂古如是而今亦
如是也]”라고 보았다. 집주 에서는 이 설을 채택하지 않고 集解 의 주석으로 바꾸어, “옛날과 
지금에 다름이 없다는 것은 곧 朱子가 수집하여 이 책을 완성한 것, 이것이다.[無古今之異, 卽朱
子蒐輯以成此書者, 是也]”라고 하 다. ‘고금에 차이가 없는 것’이 가리키는 것은 실제 주자가 수
집한 이 책이라는 해석이다.54)54)

⑤ “寒不敢襲, 不敢搔. 不有敬事, 不敢袒 , 不涉不 . 褻衣衾, 不見裏”55)는55)옷차림을 비롯한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도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明倫 편의 한 구절이다. 집
주 에서는 집설 의 해석이 뚜렷하지 않다고 하여 다른 주석으로 대체했다. 집설 의 경우, “습
은 옷을 겹쳐 있는 것이다. 袒과 은 모두 예경하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경사가 아니면 팔을 
드러내지 않는다.[襲重衣也. 袒與 , 皆禮之敬. 故非敬事. 不袒 也]”라고 하 다. 袒과 의 의미, 
그리고 敬事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를 해설하려는 모습이다. 집
주 에서는 “경사는 활쏘기를 익히는 따위를 말한다. 袒 은 팔을 드러냄이다. 은 옷을 걷어 
올림이다.[敬事習射之類. 袒與 , 露臂也. 褻起衣裳也]”라고 ‘敬事’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그 위
에 自註를 붙여 “추우면 마땅히 껴입어야 하고 가려우면 마땅히 긁어야 하되 어른을 모시고 앉
았으면 감히 하지 않는 것은 모두 공경하기 때문이다.[寒當襲, 當搔, 而侍坐, 則不敢者, 皆敬
也]”라고 하여, “寒不敢襲, 不敢搔”의 의미를 敬과 연관 지워 설명하 다. 이 구절의 주제인 ‘경’
과 관련된 해석이다. 

B. 조선 현실을 고려한 새로운 해석
소학 에서의 주석은 중국의 역사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생각을 반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주석의 내용을 조선의 현실에서 살피면 이해되지 않는 점도 많이 있었다. 집주 에
서는 이와 같은 대목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삭제하 다. 다음은 몇 사례이다.

① “孔子曰, 婦人伏於人也”56)에56)대해 집설 에서는 “복은 굴복이다.[伏, 屈伏也]”로 해석했다.  
집주 에서는 이를 삭제했다.57)57)복종의 의미로 쓰이는 복을 힘에 려 어쩔 수 없이 뜻을 꺾고 

따른다는 굴복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이다. 조선에서 굴복은 “鞠問을 받아 屈伏했
다”58)고58)할 경우에 쓰이는 단어 다.  
54) 여기에 대해, 성혼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해석했다.( 沙溪全書 권11, 經書辯疑 小學 “集說 古如是 今亦

如是 牛溪云 指人性而言”)
55) 小學集註 , 明倫  제4장.
56) 小學集註 , 明倫  제67장. 
57) 小學集註 의 이 구절 주석이다. “【增註】專制·自遂 卽下文所謂擅爲獨成也. 饋食, 供饋酒食也. 已, 止

也”.
58) 陽村集 권31, 壽昌宮災上書  “五曰褒節義 自古有國家者 必褒節義之士 所以固萬世之綱常也(중략)光山

君金若恒在前朝爲司憲中丞 當太祖開國之初 推戴之臣多其親友 誘以建義之謀 乃守臣節 固執不應 及皇明



 16·7세기 小學集註 의 成立과 刊行·115

② “道路, 男子由右, 女子由左”59)는59)도로에서 남녀가 어떻게 다녀야 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
는 구절이다. 여기에 대해 집설 에서는 남자와 부인이 같이 길에 나설 때, 남자는 항상 부인의 
오른쪽에서 다니고 부인은 남자의 왼쪽에서 다니는 것은 남여를 구별하기 위한 것60)이라60)했다. 
집주 에서는 이를 버리고 집성 의 주석을 활용, 남과 여가 이처럼 다니는 것은 옛날의 법이라

고 설명했다.61)61) 집설 에 따른다면 남녀가 좌우로 나뉘어 다니는 것이 실제 현실의 규정이 될 
수 있었지만, 집주 에 따른다면 이는 현실과 차단된 옛 법이 되었다.

③ 권4에 나오는 ‘世子’에 대해,62)62) 집설 에서는 “국군의 적자를 세자라 한다.[國君之嫡子, 曰
世子]”라 하 는데, 집주 에서는 이 역시 삭제하 다. 왕위계승자인 조선의 ‘世子’와는 다른 설
명이었기 때문이다. 

④ “學者舍禮意, 則飽食終日, 無所猷爲, 與下民一致”63)는63) 가언 편에 실린 장재의 발언으로, 학
자가 예의를 버리고 종일 배불리 먹으며 作爲하는 바가 없으면 下民과 같아진다는 뜻을 담고 있
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하민인데, 집설 에서는 ‘下民’에 대해 ‘下等人’이라 주석했지만64)

64) 집주 에
서는 삭제했다.65)

65)이 시기 조선에서 ‘下民’은 대체로 상·천민을 가리켰다.
  
C. 단순한 자구 해석을 넘은 보다 심화된 설명
16세기 조선에서 큰 향력을 발휘하던 집설 의 설명 방식에서 드러나는 약점 중의 하나는 

원문이 가진 의미를 구문과 단어의 표면적 의미를 더 넘어 포괄적, 원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이었다. 집주 에서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주석들에 주목, 이로써 보완하거나 대체
하고자 했다. 집주 에서 집설 의 주석을 다른 형태로 변형 시킬 때, 이 방식은 가장 많이 나
타나는 모습으로 판단된다.

① “子能食食, 敎以右手. 能言, 男唯女兪. 男 革, 女 絲”66)의66)경우, 집설 은 구절과 단어의 
의미를 설명함에 그쳤다. 집주 에서는 집해 와 집성 의 주석을 활용하여, 이 구절의 내용이 

假以表辭不恭  將罪我國 受太上王命 入朝京師 被其鞠問 掠甚苦 終不屈服 帝用嘉之 以釋其罪 後以他故 
竟不得還 是其節義亦可尙也”

59) 小學集註 , 明倫  제66장.
60) 小學集說 , 明倫  제66장 “陳氏曰 凡男子婦人同出於一塗者 則男子常由婦人之右 婦人常由男子之左 爲

遠別也”.
61) 小學集註 , 明倫  제66장 “【集成】 劉氏曰, 道路之法, 其右以行男子, 其左以行女子, 古之道也”.
62) 小學集註 , 稽古  제8장.
63) 小學集註 , 嘉言  제70장.
64) 小學集說 , 嘉言  제70장 “陳氏曰 捨棄也. 猷爲, 謀猷作爲也. 下民下等人也. 一致, 猶言同歸. 踰, 過

也.”
65) 小學集註 , 嘉言  제70장 “【集說】陳氏曰 捨棄也. 猷爲, 謀猷作爲也. 一致, 猶言同歸. 踰, 過也.”
66) 小學集註 , 立敎  제2장. “자식이 제 스스로 밥을 먹거든 오른손을 쓰도록 가르치며, 말을 하거든 남

자는 빨리 대답하고 여자는 느리게 대답하게 하며 남자는 띠를 가죽으로 하고 여자는 띠를 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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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 때 엄한 교육을 받는 것이라고, 어릴 때 엄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자세히 풀
이하 다.67)67)실제, 원문으로만 본다면 엄한 훈육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나 집해 와 집성 의 주
석은 이 점을 매우 중시했다. 이들 주석을 받아들인 집주 의 시각 또한 엄한 아동 교육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② “十年……朝夕學幼儀, 請肄簡諒”68)에서68) 집설 은 “幼儀는 어린애가 어른을 섬기는 예의이
다. ‘肄’는 익힘이다. ‘諒’은 언어가 진실함이다. (유의를) 모두 스승에게 청하여 익힌다.(幼儀幼事
長之禮儀也. 肄習也. 諒言語信實也. 皆請於其師而肄習之也)”라고 할 뿐, 그 확대된 해석을 피했
다. 집주 에서는 집성 의 주를 활용, ‘簡諒’의 의미는 “어린아이가 능히 문장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간이하게 가르치고, 어린아이들이 믿음[信]을 잘 선택하지 못하므로 믿음을 지키게 한 
것”69)69)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하 다. ‘簡諒’의 방법과 어린이 교육의 상관성을 유의한 주석 채택이
었다.70)

70)

③ “十有三年, 學樂誦詩舞勺. 成童, 舞象學射御”71)는71) 입교 편의 한 구절이다. 13세와 성동기
에 배우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집설 은 “樂은 8音의 기구이다. 시는 악가의 節이
다.……13세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文舞를 춘다. 成童은 15세 이상을 말하는데, 조금 자랐으므로 
武舞를 춘다.(樂八音之器也, 詩樂歌之章也.……十三尙幼, 故舞文舞也. 成童十五以上也, 則稍長矣, 
故舞武舞焉)”라고 풀이했다. 사실에 기초한 설명이다. 집주 에서는 이 설명을 다 받아들이면서
도, 집해 의 주를 활용, 13세 아동에 대한 이 같은 교육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살폈다. 곧, 옛
날에 어린이에게 춤을 먼저 가르치는 것은 그 몸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마음이 차분해지
면 氣가 조화를 이루고 기가 조화를 이루면 몸이 유연해진다는 것이었다. 또, 배우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뜻을 세우는 것, 그리고 신체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하 다.72)72)

D. 단순한 자구 해석을 넘어 性理說 등 보다 확장된 의미망과 연관된 해석
67) 小學集註 , 立敎  제2장 “【集解】食飯也. 右手, 取其便, 男女同也. 唯應之速, 兪應之緩. 大帶也, 革

皮也. 一說 小囊, 盛巾者. 男用皮, 女用繒帛, 皆有剛柔之義, 男女異也. 司馬溫公曰, 子能言, 稍有知, 則
敎以恭敬尊長, 有不識尊卑長幼者, 則嚴訶禁之.【集成】顔氏家訓曰, 敎婦初來, 敎兒孩. 故在謹其始, 此其
理也. 若夫子之初生也, 使之不知尊卑長幼之禮, 遂至侮父母, 擊兄, 父母不知訶禁, 反笑而奬之, 彼旣未때好
惡, 謂禮當然. 及其旣長, 習已成性, 乃怒而禁之, 不可復制. 於是, 父嫉其子, 子怨其父, 殘忍悖逆, 無所不
至, 此蓋父母無深識遠慮, 不能防微杜漸, 溺於小慈, 養成其惡故也.”

68) 小學 , 立敎  2장. 
69) 小學集註 , 立敎  “【集成】孔氏曰, 童子未能致文, 故姑敎之以簡. 童子未能擇信, 故且使之守信. 발氏

曰, 請習簡而易從, 諒而易知之事”.
70) 소학집주 의 해석에 따르면 본문은 “아침저녁에 어린이의 예의를 배우되 간략하고 진실한 것을 청하여 

익힌다.”는 뜻이 된다. 
71) 小學集註 , 立敎  제2장. 
72) 小學集註 , 立敎  “【集解】張子曰, 古者敎童子, 先以舞者, 欲柔其體也. 心下則氣和, 氣和則體柔, 故者

敎胄子, 必以樂者, 欲其體和也. 學者, 志則欲立, 體則欲和也”.



 16·7세기 小學集註 의 成立과 刊行·117

단순한 사실 설명을 넘어, 그 사실과 관련한 보다 심화된 내용을 제시하려 한 것은 집주 가 
가진 장점이었다. 집주 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리설에 기초한 해석의 확대, 상하적 
규범의식의 확산, 가부장제적 질서의식의 강화와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며 새로운 주석 체계를 
세워나갔다. 

① 여기서 원문의 의미를 보다 확장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중요한 원칙의 하나는 性理說에 
기초하여 원문을 설명하되, 복잡하지 않고 간명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입교 편 제 1장의 “(눈으로는 부정한 책을 보지 않으며) 如此, 則生子形容端正, 才過人矣”73)73)

에 대해 집설 에서는 “才는 재질과 같으니, 사람의 능력이다. 부인이 자식을 임신했을 때, 자고 
먹고 앉고 서는 일과 視聽言動이 한결같이 올바른데서 나온 연후에야 낳은 자식의 외모가 단정
하고 재능은 남보다 뛰어나게 될 것이다.”74)라고74)풀이했다. 집주 에서는 집설 의 주 대신에  
집해 의 주를 채택, 다음과 같이 주석했다. “이는 임신했을 때에 마땅히 감화되는 바를 삼가야 

하니, 善에 감화되면 善해지고, 惡에 감화되면 惡해짐을 말한 것이다. 李氏가 말하 다. ‘사람이 
태어남은 天命의 性으로 말하면 순수하고 지극히 善하여 본래 다름이 없으나 氣質의 性으로 말
하면 淸濁과 美惡의 차이가 없을 수 없으니, 淸한 자는 지혜롭고 濁한 자는 어리석으며, 善한 
자는 어질고 惡한 자는 불초하다. 임신의 초기는 감화 받는 시기이니, 한 번 자고 한 번 앉고 
한 번 먹고 한 번 보고 한 번 듣는 것이 실로 淸·濁과 美·惡의 관건이 되고, 智·愚와 賢·不
肖의 근저가 된다. 어버이 된 자가 이것을 소홀히 하고 태만히 하여 공경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 다.”75)75)胎敎의 의미를 人性을 天命之性과 氣質之性으로 나누어 이해하는 性理
說과 연관하여 설명함으로써 내용이 훨씬 핍진해짐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집설 의 주는 본
문의 의미를 부연 설명한데 불과했다.

② 집주 에서 원문의 의미망을 확장함에 준거가 되는 또 다른 원칙은 上下 關係의 規範이
다. 이 사례는 다양하다. 

 “以鄕八刑, 糾萬民. 一曰不孝之刑, 二曰不睦之刑, 三曰不 之刑, 四曰不弟之刑……”76)의76)경우, 
집주 에서는 형벌의 의미를 신분제적 원칙에 맞게 해석을 택했다. 집설 에서는 “세 가지를 좇

73) 小學集註 , 立敎  제1장. 
74) 원문은 다음과 같다. “陳氏曰, 如此指上文而言. 才猶才質, 人之能也. 言婦人妊子之時, 寢食坐立視聽言動

一出於正, 然後生子形容端正, 而才能過人矣.”
75) 小學集註 , 立敎  “此言妊娠之時, 當愼所感, 感於善則善, 感於惡則惡也. 李氏曰, 人之有生, 以天命之性

言之, 純粹至善, 本無有異. 以氣質之性言之, 則不能無淸濁美惡之殊, 淸乃智而濁乃愚, 美乃賢而惡乃不肖. 
姙娠之初, 感化之際, 一寢, 一坐, 一食, 一視, 一聽, 實淸濁美惡之機括, 智愚賢不肖之根也. 爲人親者, 其
可忽慢而不敬畏哉”.

76) 小學集註 , 立敎  제7장. 여덟 가지 형벌은 첫째는 불효하는 형벌, 둘째는 친족간에 화목하지 않는 
형벌, 셋째는 異姓間에 화목하지 않는 형벌, 넷째는 공경하지 않는 형벌, 다섯째는 붕우간에 믿지 않는 
형벌, 여섯째는 어려운 사람을 구휼하지 않는 형벌, 일곱째는 말을 만드는 형벌, 여덟째는 백성을 어지
럽히는 형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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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에 대한 가르침에서 형벌을 베풂으로써 糾合한다. 不弟는 우애 있게 지내지 않는 것
이다.[不從三物之敎, 則設刑以糾合之. 不弟, 則不友也]”라고 했다. 집주 에서는 집성 의 주석을 
빌려 이 구절을 자세히 설명하 다. ‘不弟之刑’과 관련한 해석이 주목되는데, “형벌을 제정한 뜻
은 끝내 낮은 자를 위하여 그 높은 사람을 죄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六行에서는 형에게 우애를 
가르쳤으나, 형벌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不弟’라고 말하여 어린 자로 하여금 감히 어른을 능멸하
지 못하게 하 다.[制刑之意, 終不爲卑者而罪其長. 故六行則敎兄以友, 而制刑則謂之不弟, 使小者不
敢陵長也]”고 하 다. 상하의 엄격한 分限 위에 구축된 사회에서 형벌의 본래 의미가 어디에 있
는 지를 고려한 해석이다.

③ 집주 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家父長制的 秩序를 크게 강조하는 점이다. 
이는 부자, 부부의 윤리를 설명하는 구절의 주석에서 많이 드러난다. 이 특징은 앞서본 상하 관
계적 규범 속에서 원문의 의미를 살피는 모습이지만 좁혀 본다면 가부장제 질서 속에서 사고하
는 일이기도 하다. 여기에 속하는 사례는 다양하다. 

명륜 편에 나오는 “子甚宜其妻, 父母不說, 出. 子不宜其妻, 父母曰, 是善事我, 子行夫婦之禮焉, 
沒身不衰”77)는77)부부간의 정이 식었다 할지라도 부모가 아내를 좋아하면 변함없이 부부의 예를 행
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집설 에서는 “부모가 좋다고 여기면 자식의 아내에 대한 감정이 
쇠퇴했다하더라도 부부의 예는 불가불 행할 수 밖에 없다.”78)고78)하여 원문을 단순 반복하여 설명
했다. 집주 에서는 집설 의 내용을 채택한 뒤에 이 같이 부부의 예를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은 “자식의 마음은 오직 부모가 계신 것만 알고 자신이 있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다.”고 했다.79)
라79)했다. 부모가 아내를 착하게 여긴다면 내 마음이 변했다하더라도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식에게 부모만 있어야 할 뿐 자기가 고려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禮記曰, 父母在, 不敢有其身, 不敢私其財, 示民有上下也”80)에80)대한 해석에서도 이를 살필 수 
있다. 이 구절에 대해 집설 에서는 “‘有’는 ‘專’과 같다. 이 구절은 곡례 의 ‘不許友以死’ ‘不有
私財’의 뜻과 같다. ‘示民有上下’는 낮은 자는 마땅히 존귀한 자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말한 것
이다.[有猶專也. 此與曲禮不許友以死, 不有私財之意同. 示民有上下謂卑當統於尊也]”라고 주석했다.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집주 에서는 집해 의 주석을 채택,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기
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몸이며, 재물이 자기의 재물이 아니요 부모의 재물임을 말
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81)81)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일방적, 부모 중심적으로 이해하는 인식을 살
77) 小學集註 , 明倫  제17장.
78) 小學集說 , 明倫  제17장 “應氏曰, 父母以爲善, 子情雖替, 而夫婦之禮, 亦不可不行焉”.
79) 小學集註 , 明倫  제17장 “【集解】應氏曰, 父母以爲善, 子情雖替, 而夫婦之禮, 亦不可不行焉, 人子之

心, 唯知有親而不知有己故也”.
80) 小學集註 , 明倫  제10장.
81) 小學集註 , 明倫  제10장 “【集解】有猶專也, 不敢有, 言身非己之身, 父母之身也. 不敢私言財非己之

財, 父母之財也. 有上下, 謂卑當統於尊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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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있다.
명륜 편의 “曲禮曰, 子之事親也, 三諫而不聽, 則號泣而隨之”82)82)구절에 대한 주석도 가부장제

적 질서에 기초한 해석을 잘 보여준다. 이 구절에 대해 집설 에서는 “장차 어버이의 마음을 감
동시켜 행여 혹 들어주실까 해서이다.[將以感動親心, 庶或見聽也]”라고 해석했다. 이이는 이 주석
을 받아들이는 한편으로, 여기에 自註를 덧붙여, “父子 間에는 떠날 수 있는 道가 없으므로 울부
짖고 울면서 따를 뿐인 것이다.[父子無可去之道, 故號泣而隨之而已]”83)라고83)해석,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수 없는 절대성이 있다고 해석했다.84)84)여기에서는 부자간의 절
대성을 강조함으로써 가부장제의 질서를 드러낸다. 

처와 첩의 관계에서 貴賤의 名分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도 가부장제적 질서를 고려한 주석이
었다. 입교 편의 “聘則爲妻, 奔則爲妾”85)85)구절은 聘問의 禮를 중심으로 妻와 妾을 정의한 규정
이다. 집설 에서는 “妻란 말은 가지런하다는 뜻이니, 禮로 聘問하여 남편과 대등한 몸이 된 것
이다. 奔은 따라감이다.[妻之爲言齊也, 以禮聘問而得與夫敵體也. 奔趨也]”로 해석했다. 집주에서
는 이 주석을 받아들인 뒤, 다시 첩에 대해서 自註를 붙이기를 “奔은 禮를 잃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단지 신분이 낮을 뿐이다[奔非失禮, 只是分卑耳]”라고 했다. 첩을 두는 일이 예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 妻妾간에는 신분의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는 해석이다. 이이가 이러
한 해석을 하게 된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86)86)처와 첩의 관계가 존비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려
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집주 의 이 해석은 단순한 듯 보이지만, 실상 조선후기 사회
에서 처첩간의 엄격한 상하적 명분을 강조할 때 강력한 향력을 발휘하 다.87)87)

 
E. 주자학의 학문론과 학문적 지향을 보다 뚜렷이 하기 위해 주석을 보완한 경우
집주 에서는 필요하면 구절 구절 本源의 涵養, 天理와 人心, 修己와 治人, 求放心과 같은 주

82) 小學集註 , 明倫  제23장. 
83) 小學集註 , 明倫  제23장. “【增註】將以感動親心, 庶或見聽也. ○父子無可去之道, 故號泣而隨之而

已”.
84)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송익필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이이는 본시 이를 “號泣而隨行”이라고 해석했으나, 

송익필은 “父子無可去之道 故號泣而隨之而已”라고 해야 옳다고 주장하 다.( 龜峯集 권4, 與叔獻書  
“又兄所輯註小學 亦多未盡處 如子之事親 三諫不聽則號泣而隨之 兄註以隨行 某以微子言 斷其不然 稽古微
子曰 子三諫不聽則隨而號之 人臣三諫不聽則其義可以去矣 隨之只不去之云也 行字恐非本義 又曲禮全文云 
爲人臣之禮 三諫而不聽則逃之 子之事親也 三諫而不聽則號泣而隨之 本文之意又如是 如此處多 俟相見講
磨 然後印行爲妙”) 

85) 小學集註 , 立敎  제2장.
86) 처첩의 차이는 庶孼 差待, 嫡庶 差待와 연결되므로, 이 해석은 嫡庶의 엄한 구분이 본격화하는 16세기 

말의 분위기를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7)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은 조선후기 사회에서 ‘奔則爲妾’의 해석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향력

을 발휘하고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渼湖集 권8, (林厚而  “奔則爲妾 在妻則必以聘問先之 
然後娶之 妾則無聘問之禮而直往 所以明嫡妾別尊卑 乃禮也 豈失禮之謂乎 此奔字 非淫奔之奔” ; 近齋集
권23, 家訓  “聘則爲妻 奔則爲妾 貴賤之別也 妻曰正室 妾曰側室 嫡庶之分也 名分嚴節 不可亂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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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학의 주요 개념을 강조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주자학의 학문론, 주자학의 학문적 지향을 
뚜렷이 드러내자고 한 것도 집주 에서 유의한 점이었다. 

① “足容重 手容恭 目容端……”88)은88)이른바 九容에 걸쳐 신체와 동작의 올바른 태도를 설명한 
구절이다. 이에 대해 집설 에서는 ‘重’ ‘恭’ ‘端’의 모습 하나 하나를 설명하 는데,89)89) 집주 에서
는 이를 받아들 인 뒤, 이것이 모두 敬의 절목이며 敬은 本源을 涵養하는 것이라는 주자의 설명
을 첨가하 다.90)90) 소학 의 근본 지향이 本源을 涵養하는 것이라는 주자의 생각이 이 주석에 들
어 있었다.

② ‘孤竹君의 아들인 伯夷와 동생인 叔齊가 아버지 사후 서로 왕위를 사양하다가 왕위를 잇지 
않고 도망한 것’91)에91)대해, 집주 에서는 집해 의 주석을 채택, “伯夷는 아버지의 명령을 존중
하 고, 叔齊는 天倫을 중시하 다. 그 나라를 사양함이 모두 天理의 바름에 합치되고 人心의 
편안함에 나아가는 바를 구하고자 한 것이었다.[伯夷以父命爲尊, 叔弟以天倫爲重. 其遜國也, 皆求
所以合乎天理之正, 而卽乎人心之安矣]”고 하여, 백이와 숙제의 행동을 천리·인심과 연관된 것임
을 드러내고자 했다. 집설 에서는 天理와 人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③ “孟子曰, 孩提之童, 無不知愛其親”92)은92)어른 아이들이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
을 담고 있다. 집설 에서는 주희의 주석에 의거, “孩提는 2∼3세 사이에 웃을 줄 알고 안아줄 
만한 자이다.”93)라고93)했으나, 집주 에서는 여기에 “어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함은 이른바 良
知 良能이다.[愛親敬兄, 所謂良知良能也]”는 해석을 덧붙 다.94)94)본래 집설에서 뺐던 내용을 다
시 되살린 것이다. 

④ “明道先生曰, 聖賢千言萬語, 只是欲人, 將已放之心約之, 使反復入身來, 自能尋向上去, 下學
而上達也”95)95)구절은 ‘求放心’을 강조하는 程顥의 발언을 담고 있다. 성현의 언술은 사람들로 하여
금 방심을 거두고 이를 이어 下學·上達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집설 에서는 陳氏와 
주희의 말을 빌려 ‘求放心’, ‘下學上達’의 의미를 자세히 해석했는데,96)96) 집주 에서는 이 주석에  
88) 小學集註 , 敬身  제16장.
89) 小學集說 , 敬身  제16장 “陳氏曰, 重不輕擧移也, 恭毋慢弛也, 端毋邪視也, 止不妄動也, 靜不咳也, 直

不傾顧也, 肅似不息也, 德謂中立不倚, 儼然有德之氣象也, 莊矜持之貌也”.
90) 小學集註 , 敬身  제16장 “陳氏曰, 重不輕擧移也, 恭毋慢弛也, 端毋邪視也, 止不妄動也, 靜不咳也, 直

不傾顧也, 肅似不息也, 德謂中立不倚, 儼然有德之氣象也, 莊矜持之貌也. 朱子曰, 足容重以下, 皆敬之目, 
卽此是涵養本原也”.

91) 小學集註 , 稽古  제32장 “伯夷叔齊, 孤竹君之二子也. 父欲立叔齊, 及父卒, 叔齊讓伯夷. 伯夷曰, 父命
也. 遂逃去, 叔齊亦不肯立而逃之, 國人立其中子”.

92) 小學集註 , 明倫  제69장.
93) 小學集說 , 明倫  제69장 “朱子曰, 孩提二三歲之間, 知孩笑可提抱者”.
94) 小學集註 , 明倫  제69장 “【集解】朱子曰, 孩提二三歲之間, 知孩笑可提抱者. 愛親敬兄, 所謂良知良能

也”.
95) 小學集註 , 嘉言  제63장.
96) 小學集說 , 嘉言  제63장 “陳氏曰, 約猶收也. 下學而上達. 下學人事而上達天理也. 朱子曰, 所謂反復入  



 16·7세기 小學集註 의 成立과 刊行·121

집성 에 실린 주희의 발언을 첨가하여 ‘求放心을 근본으로 하여 窮理 工夫가 이루어져야 보존
하는 마음[所存之心]과 갖춘 리[所俱之理]가 두 가지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 다.97)97)‘收放心’에   
소학 만한 책이 없다고 이이 스스로도 강조하고 있었는데,98)98)이곳 주석에서 이이는 이것이 한 

차원 높은 궁리 공부로 연결되어야만 의미가 있다는 주희의 해석을 다시 상기했던 것이다. 
⑤ “明道先生曰, 君子敎人有序. 先傳以小者近者, 而後敎以大者遠者, 非是先傳以近小, 而後不敎

以遠大也”99)에99)대한 주석은 학문의 순서, 학문의 방식에 대한 이해를 보여준다. 이 구절은 ‘가르
칠 때에는 小者와 近者를 먼저 하고 大者·遠者를 뒤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小·近者, 
大·遠者가 문제가 되는데, 집설 에서는 ‘소자’를 ‘灑掃應對進떤之節’, ‘대자’를 ‘修己治人之事’으로 
주석했으나,100)100) 집주 에서는 ‘소자’를 ‘掃灑應對之節’, ‘대자’를 ‘明德新民之事’로 이해했다.101)101)두 
책 간에는 ‘대자’에 대해 ‘修己治人之事’와 ‘明德新民之事’로 이해하는 차이가 있다. 양자의 해석 
내용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나, 집주 의 해석은 小와 大를 小學  단계의 학습과 大學  
단계의 학습으로 分屬시켜 이해한 것이었다. ‘掃灑應對之節’은 소학 , ‘明德新民之事’는 대학 에
서 추구하는 학습의 목표와 방향이었던 것이다. 이 해석에는 소학 에서 대학 으로의 단계적인 
학습을 강조했던 이이의 생각이 잘 드러난다.

E. 주자학적 政治論의 강조
집주 에서는 이이의 정치적 사유가 집약된 정치론을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집주

의 주석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이는 이미 이전 여러 주석에 나와 있었으나 집설 에서는 찾아
볼 수 없던 내용을 많이 채택하 다. 君臣 관계에서 ‘格君’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 군주의 은혜를 
넘어서는 義를 강조하는 점 등을 살필 수 있다.

 ① 명륜 편의 “孔子曰, 君子事君, 進思盡忠, 떤思補過, 將順其美, 匡救其惡, 故上下能相親
也”102)102)는 군신관계에서 신하가 충성을 다하고 군주의 허물을 바로잡을 때 서로 친해질 수 있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설 에서는 이를 신하의 忠愛의 感情을 매개로 막힘 없는 군신관계가 

 身來, 不是將已縱出底, 收拾轉來. 只是知求, 則心便在, 便是反復入身來. 又曰, 能求放心, 則志氣淸明, 義  
 理昭著, 而可以上達”.

 97) 小學集註 , 嘉言  제63장 “【集說】陳氏曰, 約猶收也. 下學而上達. 下學人事而上達天理也. 朱子曰, 
所謂反復入身來, 不是將已縱出底, 收拾轉來. 只是知求, 則心便在, 便是反復入身來. 又曰, 能求放心, 則
志氣淸明, 義理昭著, 而可以上達.【集成】朱子曰 求放心, 乃爲學根本田地, 能如此向上, 更做窮理工夫, 
方見所   存之心, 所具之理 不是兩事. 隨應自然中節, 方是儒者事業”.

 98) 栗谷全書 권30, 語錄下 “李正郞叔獻歷訪曰 收放心 莫如小學一書 若心經等書 切己則有之 不如小學之該
備焉 ”

 99) 小學集註 , 嘉言  제90장. 
100) 小學集說 , 嘉言  제90장 “陳氏曰, 小者近者, 謂灑掃應對進떤之節, 大者遠者 謂修己治人之事”.
101) 小學集註 , 嘉言  제90장 “【增註】小者近者, 謂灑掃應對進떤之節, 大者遠者 謂明德臣民之事”.
102) 小學集註 , 明倫  제5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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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다고 설명했다.103)103) 
집주 에서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君臣 관계에서 ‘格君’이 중요하다고 강조하 다. 곧, 

“임금을 바로 잡는 의리는 반드시 먼저 자기 몸을 바르게 해야 한다.……그 마음에 미진한 것이 
조금도 없어진 뒤에야 임금에게 선함이 있으면 따르고 악이 있으면 바로 잡는 것이니, 임금 마
음을 바로 잡는 것은 또한 자신을 바로 잡는 것이라 말할 뿐인 것이다.[正君之義, 必正其身……
使己之心無一毫之不盡, 然後君有美, 則將順之, 有惡則匡救之, 格君心之非 亦曰正己而已”라고 하고, 
두 설이 모두 통한다고 하 다. 忠愛의 感情을 매개로 군신관계를 설명하는 것에 덧붙여 ‘正己’
와 ‘格君(心之非)’의 방식으로 군신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正己’와 ‘格君’의 논리는 주
자학 군신론의 핵심을 이룬다. 신료의 엄격한 자기 성찰과 통제에 기초할 때 군주 비판이 제대
로 이루어진다는 이 논리는 신료들이 군주가 가진 절대적 힘에 압도되지 않게 하는 원천이었다. 
臣權 中心 政治論도 여기에서 나오고 있었다. 조선에서는 이미 정도전 시기에 신료에 의한 ‘格君
心’의 논리가 강조된 바 있었고, 16세기에는 조광조의 至治主義 政治論을 거쳐 李珥에 의해 그 
논리가 정착되어 가고 있었다.104)104) 聖學輯要 는 그 중요한 결과물이었다. 이 구절에 대한 집주
의 보완은 주자학 정치론의 핵심을 끌어들인 것이었다.

② “長者賜, 少者賤者, 不敢辭”105)는105)長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명륜 편의 한 구절이다. 장
자가 물품을 내리면 少者·賤者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구절에 
대해 집설 에서는 “사양한 뒤에 받음은 손님과 주인 平交間의 禮이니, 이것은 젊은 이와 천한 
이가 존귀한 이를 섬기는 도리가 아니다.[辭以後受, 賓主平交之禮, 非少賤事尊貴之道]”라고 풀었
다. 그런데 집주 에서는 이 구절을 매개로 ‘義와 恩의 상관 관계’, ‘군주의 은혜를 넘어서는 義
理’의 문제까지 드러내고자 하 다. 집주 에서는 집설 의 주석을 채택하고 동시에 여기에 집
성 의 주석을 덧붙여, “윗사람이 줌은 은혜로써 하고, 아랫사람이 받음은 의리로써 하니, 의리에 
맞추어 옳은 것이면 비록 長者가 주더라도 감히 사양할 수가 없고, 의리에 맞지 않으면 비록 임
금이 주더라도 받지 않는 바가 있다.”라고 했다.106)106)義에 맞지 않으면 임금이 내리는 恩惠도 거
절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현실의 군주 권력을 넘어서는 義의 절대성을 긍정하고, 은혜보다 義
를 더 중시하는 사유를 볼 수 있다.107)107)

103) 小學集說 , 明倫  제52장 “進見其君, 則思盡己之忠, 떤適私室, 則思補君之過, 無一時一念之不在君也. 
有善, 承順之, 使益進於善. 有惡, 正救之, 使潛消其惡, 此愛君之至也. 臣以忠愛而親其君, 則君亦諒其忠
愛而親之也”.

104) 여기에 대해서는 金駿錫, 1992 조선후기 黨爭과 王權論의 推移 , 朝鮮後期 黨爭의 綜合的 檢討 , 한
국정신문화연구원 참조.

105) 小學集註 , 明倫  제83장.
106) 小學集註 , 明倫  제83장, “【集解】陳氏曰, 辭而後受, 平交之禮, 非少賤事尊貴之道.【集成】上之賜

也以恩, 下之受也以義. 義之所可, 雖長者之賜, 不敢辭. 義之所不可, 雖君賜, 有所不受”.
107)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이이가 忠과 義를 구분하고 忠에 비해 義를 우위에 두는 사고를 했던 점을 주목

할 수 있다. 이이는 “義는 忠을 다할 수 있지만 충은 반드시 의를 다할 수 없다”고 하 다.( 栗谷全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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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大夫士相見, 雖貴賤不敵, 主人敬客, 則先拜客. 客敬主人, 則先拜主人”108)은108)붕우 관계를 담
고 있는 구절이다. 대부와 사는 귀천이 동등하지 않지만, 공경하는 측에서 먼저 절을 한다는 내
용이다. 이에 대한 집설 과 집주 의 주석은 완전히 다르다. 집설 에서는 공경하여 먼저 절하
는 것은 大夫·士가 타국을 聘問했을 때이고 同國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 다.109)109)국내
와 국외를 구분하되, 국내에서는 귀천을 구분한다는 해석이었다. 반면 집주 에서는 이 주석은 
버리고 대신 집해 의 주석을 활용하여, “오직 賢者를 공경할 뿐, 貴賤을 따지지 않는다.”110)110)고 
하 다. 관료들 내부의 위계보다 賢者를 더 중시하는 사고를 살필 수 있다. 집주 의 이러한 사
고는 아마도 16세기 후반, 훈구와 사림의 대립을 거치며 확립되어가는 사림 일반의 지향을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11)111)

④ 가언 편 제80장에 나오는 “未知事君者, 欲其觀古人之守職無侵, 見危授命, 不忘誠諫, 以利
社稷, 惻然自念, 思欲效之也”112)에112)대한 집주 의 주석은 ‘家’와 ‘國’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구절은 事君의 방법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古人들의 행동, 곧 
직책을 맡아 백성을 침해하지 않고,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치며, 지성으로 간함을 잊지 않아 
社稷을 이롭게 했던 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집설에서는 ‘守職’, 
‘見危授命’ ‘不忘誠諫, 以利社稷’의 의미를 각기 풀며, ‘守職’은 관리로서 맡은 직책이 있는 자는 
그 직책을 닦고, 말할 책임이 있는 자는 그 충성을 다하는 것, ‘見危授命’은 임금이 있음만 알고 
자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 ‘不忘誠諫, 以利社稷’은 나라[國]가 있음을 알고 집[家]이 있는 줄
은 모르는 것이라고 풀었다.113)113)반면, 집주 에서는 이 가운데, ‘守職’, ‘見危授命’의 해석만 취하
고 ‘不忘誠諫, 以利社稷’의 해석은 버렸다.114)114)나라가 있음을 알고 집이 있는 줄은 모르는 것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구절을 삭제하는 이이의 의식 속에는 ‘國’ 때

권9, (成浩原書 ) 忠이 군신간의 직접적인 충성을 이야기한다면 義는 이를 넘어서는 어떤 원리·정
신이 된다. 이이의 이러한 생각은 16세기 조선사회에서 일고 있던 군신간 윤리의 변화를 반 한 것이
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훈식, 2003 16세기 군신윤리의 변화와 출처론 , 역사와 현실  50 참조. 

108) 小學集註 , 明倫  제98장.
109) 小學集說 , 明倫  제98장 “敬而先拜, 謂大夫士聘於他國, 而見其卿大夫士也. 同國, 則否”라고 하 다. 

이 해석은 인용한 곡례 본문의 윗 문단의 내용과 연관되어 나온 것이었다. 곡례의 윗 문단에서는 대부
와 사가 타국에 빙문했을 때의 예를 논하고 있었고, 집설 의 해석 또한 이와 연관하여 이루어진 것이
었다.( 厚齋集 권18, 箚記○小學  “按曲禮本文此一段 承上文大夫士出聘他國之禮而言 故集說以爲聘於
他國”)

110) 小學集註 , 明倫  제98장 “【集解】孔氏曰, 唯賢是敬, 不計貴賤也”.
111) 여기에 대해서는 김정신, 2008 朝鮮前期 勳舊士林의 政治思想 硏究 , 연세대학교 사학과박사학위논

문 참조. 
112) 小學集註 , 嘉言  제80장.
113) 小學集說 , 嘉言  제80장 “有官守者修其職, 有言責者盡其忠也. 見危授命, 知有君而不知有身也. 不忘

誠諫, 以利社稷, 知有國, 而不知有家也”.
114) 小學集註 , 嘉言  제80장 “【增註】有官守者修其職, 有言責者盡其忠也. 見危授命, 知有君而不知有身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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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家’를 무시할 수 없다는 사고가 자리 잡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이상 몇 유형으로 나누어 집주  주석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집주 는 기존 여러 소학  주

석서들의 성과를 활용하면서도 이를 주자학의 입문서에 걸맞게, 그리고 조선 현실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 책은 전반적으로 내용이 번잡하고 어
렵지 않으면서도, 성리학·주자학의 교설이 풍부하게 울리는 내용을 갖출 수 있었던 것으로 보
인다. 이 책은 이이 개인의 생각, 그리고 16세기 후반, 조선학계의 수준과 문제의식이 상당히 깊
게 용해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책은 이이가 저술한 주자학 학습서 3부작의 하나를 구
성한다. 聖學輯要 , 擊蒙要訣 은 이미 집필이 완료되었고, 이제 이 책이 나옴으로 해서 그 3
부작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 책은 학습 단계의 성격, 학습 대상이 각기 달랐지만, 이이
가 이해한 바 주자학의 요체가 잘 녹아 있는 주자학 학습서 다. 이이 사상의 始終은 이들 책의 
검토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이의 후학들은 이 3책을 이이의 표상으로 이해하고 있
었다.115)115) 

4. 17세기 조선 사회의 小學集註  간행과 보급
집주 의 체재와 내용은 앞선 시기 주석본들의 特長을 계승하면서도, 편자인 이이의 학문적 

관심과 개성에 맞추어 재구성된 것이었다. 소학 을 익히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하여 보
다 쉽게, 그리고 현실감 있게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책은 편찬된 이후 
곧바로 간행되지 못하 으며, 이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세상에 선을 보 다. 실상, 이
이는 1579년(선조12) 이 책을 편집한 이후, 여러 친구들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곧바로 간행하려
고 했다. 1580년에는 成渾에게 부탁하여 발문까지 마련한 상태 다.116)116)그러나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던 모양, 결국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일이 지체된 이
유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宋翼弼과 같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印刊을 서두르지 말 것을 종용한 
것도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이에게 여러 차례 집주  원고에 관한 의견을 피력하며 
수정을 도왔던 송익필은 집주  간행 단계에서 이이 원고에 많은 흠결이 있으므로 출판을 늦출 
것을 강권하기도 했다.117)117)

115) 栗谷全書 권36, 附錄四, 神道碑銘幷序○領議政李恒福撰 “公字叔獻 學者尊之爲栗谷先生 所著有擊蒙要
訣 聖學輯要 小學集註及文集十餘卷行于世”

116) 牛溪續集 권3, 與宋雲長翼弼  “且叔獻徵余小學跋語 不敢辭之 謹以先稟座前 乞賜斤正何如 文字固是
本色蕪拙 無所復請 所欲望於鐫끌者 乃其議論如何耳 庚辰七月”. 우계연보 에 의하면, 1580년에 小學
集註跋 을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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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처음으로 출간된 것은 1612년이었다. 印刊하고자 한 지 30여년이 흐른 뒤 다. 책의 출
간에 힘을 쏟은 인물은 李恒福·金長生이었다. 이들은 정부의 힘을 빌려 6권 4책의 활자본[訓鍊
都監字]으로 이 책을 간행하 다.118)118)오래 묵혀 있던 원고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 것은 김장생
이 이항복에게 이이의 원고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평소 새로운 소학  주석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이항복이 자신의 견해를 김장생에게 말하자 김장생이 자신이 지니고 있던 이이의 
원고를 그에게 주어 간행하도록 한 것이다. 김장생은 이때 鐵原府使로 재직 중이었다. 출간한 
책에는 이항복, 성혼 두 사람의 발문을 붙이고,119)119)책 이름은 小學諸家集註 라 하 다.120)120) 

그런데, 이때 간행된 집주 는 이이의 주석을 온전하게 반 하지 않고 일부 김장생의 주석으
로 대체되기도 했다. 가언 편의 제19장, “伊川先生曰, 病臥於牀, 委之庸醫, 比之不慈不孝, 事親
者, 亦不可不知醫”121)에121)대한 주석이 그것이다. 이 구절의 病床에 누워 있는 사람을 아들로 봐야 
할지 아니면 아버지로 봐야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집주 에서는 이이의 본래 주 대신 ‘改
註’라는 이름으로 김장생의 주석을 실으며, 병상에 누운 사람을 아버지도 아들도 아닌 본인이라
고 했다.122)122)이때 김장생의 주석이 실리게 된 것은 이항복이 김장생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마
음대로 김장생의 주석으로 대체했기 때문이었는데, 김장생은 책이 출간된 뒤에 이 사실을 알았
지만 어찌할 수 없었다고 한다.123)123)어쨌든 이 사건은 이이에 의해 집주 가 성립했지만, 그의 
117) 龜峯集 권4, 與叔獻書  “本文之意又如是 如此處多 俟相見講磨 然後印行爲妙 聞兄許印擊蒙要訣 要訣

中俗禮處 某常多不滿之意 未知兄其加刪正耶 不然則只可爲一家子弟之覽 恐不可爲通行之定禮也 小學之
印 更須十分商議 無如擊蒙之易 千萬幸甚”

118) 여기에 대해서는 정호훈, 앞의 논문, 116면.
119) 이때의 간행 사정은 이항복이 작성한 小學跋 에 자세하다. 김장생 또한 소학집주 의 발문을 작성했

다. 沙溪全書  제5권에 실린 小學集註跋 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 김장생은 “小學書無以尙矣 然而諸
家註說 或詳或略 無所折衷 至或背於本志者亦有之矣 栗谷先生 떤居林下 沈潛經書餘二十年 於小學書 尤
加熟複 於是 集衆說而擇其精要 刪其繁亂 間有未備者 補以己意 而名以集註 學者讀之 無有岐貳之惑 先
生之功 可謂大矣”라고 하여 집주 의 공을 크게 기렸다. 이 발문이 왜 소학집주 에는 실리지 않았는
지는 알 수 없다. 

120) 규장각(奎 3468) 등 여러 곳에서 소장본을 확인할 수 있다. 간행 책임자는 이항복이었으며, 行判中樞
府事 金 , 行知中樞府事 金信元, 行戶曹判書 黃愼, 行兵曹判書 朴承宗, 掌樂院正 尹守謙, 幼學 金延慶 
등이 제조, 겸제조, 都廳, 監校官 등으로 참가하 다.( 小學集註 , 小學跋 )

121) 小學集註 , 嘉言  제19장. “伊川先生이 말씀하 다. “병들어 침상에 누워 있는데, 용렬한 의원에게 
맡김을 사랑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음에 견주니, 부모를 섬기는 자는 또한 의술을 알지 않으면 안된
다.”

122) 小學集註 , 嘉言  제19장 “【改註】曰, 病臥於牀, 非父母與子也. 乃身病臥於床也. 吾之身卽父母之遺
體. 疾病, 死生所係, 而委之於庸醫之手, 用藥或差, 致誤其身, 比之不慈不孝, 事親者尤不可不知醫術也. 
禮註, 朱子曰, 下不足以傳後, 故比於不慈. 上不足以奉先, 故比於不孝也.”

123) 沙溪全書 권3, (申叔正湜  “昔年 鰲城府院君李子常 言小學諸註 各有長短 欲去短取長而爲一書 僕(
曰 栗谷已 取諸註 而添削成書矣 鰲城求見而好之 令都監印出 先是生讀小學 至病臥於牀 略註鄙見於紙
頭 鰲城遞使印之 旣印而生始知之 見鰲城曰 棄先生註 印鄙說未安 鄙說雖是 上印本註 下印鄙說 似或可
也 鰲城曰 業爲之 奈何云云” 김장생이 ‘病臥於床’에 대한 독자적으로 해석한 사실은 厚齋集 권20, 箚
記○小學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病臥於床 委之庸醫 比之不慈不孝 沙溪先生曰 諸家註恐不然 愚意病
臥於床 非謂父母與子也 乃己身病臥於床也 吾之身卽父母之遺體 疾病 死生所係 而委之於庸醫之手 用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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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주위 사람들이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김장생은 이미 집주 가 간
행되기 전, 이이의 해석을 비롯, 기존 주석을 망라하며 소학 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독자적으
로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묶고 있었다.124)124)

이 구절에 대한 이이의 본래 주석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이이의 언급
에서는 찾을 수 없다. 훗날 집주 를 새로 간행하려는 움직임이 일 때, 후학들은 본래의 주석대
로 돌릴 것인지의 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을 빚었던 것으로 보인다.125)125)그리고 숙종대 나온 御製
序文이 붙은 집주 에서는 ‘改註’를 빼고 집설 의 주석으로 바꾸었다.126)126)아마도, 이이는 이 구
절에 대한 집설 의 주석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초반, 정부의 힘으로 이루어진 집주 의 출간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
다.127)127)이 책의 간행을 통하여 조선학계에서는 집설  집성 에 이은 또 다른 체재의 소학  주
석서를 하나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었거니와, 이이 개인의 학문적 성취와 열망 또한 세상에 공개
되며 현실에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의 간행과 함께 서울·경기, 충청 지역을 
근거지로 한 서인계 기호학파의 학문이 구체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항복이 간행을 주간하
고, 책의 끝머리에 성혼과 이항복의 발문을 붙인 것은 이 책이 가진 이 같은 역사성을 집약하여 
보여준다 하겠다. 이 책이 나온 이후, 이이의 소학  이해가 합당한가, 곧 집주 의 주석이 적
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일며, 소학 에 대한 학문적 접근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이 책이 가지는 의의의 하나 다.128)128)이제 조선에서 소학 은 그 자체로 학문적 검토의 대상으
로 떠오르고 있었다.  

출간된 이후, 집주 는 조선사회에서 얼마나 널리 보급되었을까? 初刊 때의 모습으로 본다면, 
국가에서 이 책을 공식적인 소학  교재로 인정하고 그 간행과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 
기대되기도 한다. 그러나 상황은 실제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다. 1633년(인조 7), 정부에서 소학

或差 致誤其身 比之不孝 事親者尤不可不知醫術也 禮註朱子曰下不足以傳後 故比於不慈 上不足以奉先 
故比於不孝也 後考二程粹言 病臥上有身字”

124) 연보에 의하면 1618년(광해군 10)에 經書辯疑 를 완성했다고 한다.( 沙溪全書 권43, 부록 연보, 戊午
年條) 

125) 이 사정은 宋子大全 권27에 실린 1655년의 편지 上愼獨齋金先生乙未 (“栗翁小學 聞將重梓 喜幸喜
幸……栗翁小學 病臥於床改註 合有財處 有區別 未知如何”), 宋子大全 권105의 1678년(숙종 4)의 편
지 (沈明仲 戊午九月 (“當初開板於全州也 士友之論 嶸 必欲以沙溪先生說換去舊註 故任事者從之矣 
其後又有一種議論 以爲舊註自是栗谷先生所訂 則不可容易削去矣 若以沙溪之註爲是 則當別見於考訂可也 
此說完備 故旋又從之矣”)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126) 小學集註 , 嘉言  제19장 “陳氏曰, 委猶付託也. 夫病, 死生所係, 而委之庸醫, 未有不致害者也. 故子有
疾而委之庸醫, 比之不慈, 親有疾而委之庸醫, 比之不孝, 子能知醫, 則可以養親. 故曰, 事親者, 亦不可不
知醫”.

127) 정부의 힘으로 간행되긴 했지만, 소학집주  간행에 관한 정부의 공식적인 언급은 광해군일기 와 같
은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때의 內賜記가 적힌 초간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국왕도 
이 책의 간행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128) 金幹의 厚齋集  권8에 실린 소학 과 관련한 (問은 그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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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간행하여 널리 보급하고 소학  교육을 강화하며 소학 서를 간행하기도 했지만,129)129)이때 발
행된 것은 程愈의 집설 이었다. 집주 는 그 보급 과정에서 리고 있었다. 서인 정권 하에서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여기에는 남인들을 압도할만한 힘을 아
직 서인들이 갖지 못한 점, 이이가 아직 文廟에 종사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작용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사안은 상호 맞물려 있었는데, 이를테면 인조 정부에
서 이이의 擊蒙要訣 을 간행하기도 하고130)

130)또 이이와 성혼의 文廟 從祀를 논의하기도 했지만, 
아직 결정적인 상황은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인조대 초반은 이이의 학술이 전면적으
로 퍼져나갈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고 있었다.131)131) 

중앙 정부의 지속적인 출판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집주  출판은 이이 김장생의 학통을 잇
는 후학들에 의해 여러 차례 시도되었다. 첫 움직임은 金集의 집주  간행 노력에서 찾을 수 있
다. 그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1655년(효종 6) 김집은 이항복의 간본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뒤 公州牧에서 이를 간행하 다고 한다.132)132)이때의 간본은 공주본이라 할 수 
있는데, 이항복본에 비해 주를 두 줄로 배열하는 변화가 있었으며,133)133)100질 정도 인쇄한 뒤 보
관 중이던 판목이 불에 타 더 이상 인쇄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송시열은 이항복본을 祖本, 
공주본을 孫本이라 하 다.134)134)한편, 김집의 노력은 1663년(현종 4) 전라감사이던 趙龜錫의 再刊
으로 이어졌다.135)135)조귀석은 송시열의 자문을 받으며, 이항복본과 공주본을 두루 참조하여 책을 
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집주  간행 움직임은 효종대의 宋浚吉에게서 볼 수 있다.136)136)송준길은 효종 대 내내 
정부의 힘을 빌려 이 책을 간행하려 애썼다. 중앙에서의 간행이 쉽지는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송준길은 호남 관찰사로 있던 李後山의 힘을 빌려 간행까지 했다.137)137)그러나 판목이 불타며 이 
129) 仁祖實錄 권21, 7년 8월 己巳. 정부에서는 이때 소학 과 함께 五倫歌 · 擊蒙要訣 도 동시에 반포

하도록 하 다.
130) 仁祖實錄 권21, 7년 10월 戊辰.
131) 1639년(인조 13), 館儒 宋時瑩 등 수백 명 유생이 연명으로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를 건의했다가 그

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실록에서 史臣이 이를 두고, “宋時瑩 등은 時勢도 헤아려 보지 않고 老儒들에게 
자문도 구하지 않은 채 부질없이 소회를 개진하 다가, 선대의 大賢들이 도리어 소인배들의 추악한 헐
뜯음을 받게 하 다.”고 하 다.( 仁祖實錄 권31, 13년 5월 庚申) 서인의 향이 강한 시기 음에도 이
이와 성혼의 학문이 확산되는 데는 여전히 큰 제한과 장벽이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132) 宋子大全 권27, 上愼獨齋金先生 乙未  ; 宋子大全 권44, (趙禹瑞 癸卯四月  참조. 1655년에 작
성한 앞의 편지에 이이의 집주 를 곧 重刊한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워하는 내용, 그리고 김집이 집
주 를 구한다는 사실 등이 적혀 있다. 

133) 송시열이 조우서에게 보낸 편지( 宋子大全 권44, (趙禹瑞 癸卯四月 )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왜 
송시열이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항복이 처음 출판한 간본 또한 본문은 한 줄로, 주는 
두 줄로 처리하여 글자 상 본문과 주의 구분을 뚜렷이 했다.

134) 宋子大全 권44, (趙禹瑞 癸卯四月 .
135) 宋子大全 권44, (趙禹瑞 癸卯七月 .
136) 현종대 이후의 집주  간행 노력에 대해서는 정호훈, 앞의 논문의 관련 내용을 많이 참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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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실패로 끝났는데,138)138)1659년(효종 10) 효종에게 건의하고139)
139)다시 洪命夏의 힘을 빌려 전주

에서 간행할 수 있었다.140)140)이후 홍명하는 이 책을 보완하여 進講에 활용할 것을 청하기도 하
다.141)

141)

현종 대가 되면 집주 의 간행은 또 다른 양상을 보이며 진행되었다. 1666(현종 7), 정부에서 
이 책을 저본으로 하여 小學諺解 를 간행하 던 사실이 그것이다. 이때의 소학언해  간행은 
좌의정 홍명하의 건의가 계기가 되었는데,142)142)홍명하는 세자의 강독에 쓰일 소학언해 가 정유의 
주석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착오가 많으니, 이항복이 간행을 주도한 집주 를 활용, 새로운 
언해본을 만들 것을 주청했다. 현종은 송준길, 송시열, 윤선거 등 儒臣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를 
밟아143)

143)이 건의를 수용, 홍문관에 소학언해 의 개정을 명하 으며,144)144)그리하여 마침내 집주
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소학언해 가 나오게 되었다.145)145)세자의 소학  학습 또한 이 책에 바탕 
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146)146)

137) 同春堂集 권11, (尹魯直舜擧汝望文擧吉甫宣擧 庚寅  “湖南伯有分否 勸其刊聖學輯要 或小學集註爲
宜 今日致力處 恐 在此耳”

138) 同春堂集 권11, 與洪大而 己亥  “栗老所纂小學集註 誠是好本 頃年李子高爲湖伯 旣刊而旋焚 良可歎
惜”

139) 承政院日記  효종 10년 2월 庚午 “又所啓 先正臣李珥校正小學諸家註說 用雙行小字 以便觀覽 此本甚
好 而卽今板本 無所在之處 若令印出而頒布 則爲好矣 上曰 言于該曹”

140) 同春堂集 권11, 與洪大而 己亥  “栗老所纂小學集註 誠是好本 頃年李子高爲湖伯 旣刊而旋焚 良可歎
惜 向於筵中 略陳刊布之意 以言于該曹爲敎 此後惟在兄善思料理之如何 聞書館舊板積在 擇其中可用者 
費些物力 使之刊梓 則無乃大善耶 幾會未易得 幸毋徒以凶歲爲 而曲爲之地 士夫之望也 學制想已啓下貴
曹否 疏漏處 亦須補行之至佳 只此 小學 沂川竟入啓 刊行於全州”

141) 同春堂集 권9, 小學諺解釐正議 丙午十月  “且訓局湖南兩本集註 皆用小字 不便於考閱 今宜幷用大字
入刊 以備進講 尤似便穩 臣之平日所思如此 幷爲陳達 實切僭猥惶悚之至”

142) 홍명하의 이 건의는 실제 송준길과의 의논을 거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同春堂集 권9, 小學諺解
釐正議 丙午十月  “小學諺解與集註 時或逕庭 學者之病之已久 相臣陳箚 請加釐正 允合事宜 無容他議 
此外諺解中方言俚語不雅當改者 亦不無一二 幷命精校 使於元子講讀之際 無所疑  恐不可已”)

143) 이때 송준길만이 답하 다. 물론 적극적인 찬성이었다. 송준길이 올린 의견은 다음과 같다. “小學諺解
與集註 時或逕庭 學者之病之已久 相臣陳箚 請加釐正 允合事宜 無容他議 此外諺解中方言俚語不雅當改
者 亦不無一二 幷命精校 使於元子講讀之際 無所疑  恐不可已”( 同春堂集 권9, 獻議, 小學諺解釐正議 
丙午十月)

144) 顯宗實錄 권12, 7年 10월 戊午 “左相洪命夏上箚言 元子畢方講之書 則當講小學 而但諺解頗有差誤處 
宜卽釐正也 故相臣李恒福 嘗以故贊成李珥所爲集註一秩上之 付訓局印出若干件 以頒中外 蓋其規例 凡正
文之出於論孟書者 專用朱子本註 其餘則參以諸議 去短取長 權度精甚 第其諺解 尙用舊本 舊本卽依程說 
而爲之解 與此輯註 多有所逕庭者 請令禮曹 問于儒臣 依輯註纂定諺解 無註與解相左之處 上令禮曹 往
問于在外儒臣 大司憲宋浚吉獻議 如命夏箚 宋時烈尹宣擧皆不獻議” ; 顯宗改修實錄 권16, 7년 10월 戊
午.

145) 현종대 소학언해  간행에 대해서는 김주원, 앞의 논문 참조. 이때 소학언해 가 실제 간행되는 사정
은 윤선거가 소학언해  하사본을 받아보고 고마워하는 데서도 확인된다( 魯西遺稿 권4, 辭執義疏 
戊申八月 ).

146) 承政院日記  숙종 20년 1월 癸亥 “上曰 先朝以集說小學進講 予則在春宮時 果以集註小學講讀 今者諸
臣所達 誠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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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집, 송준길 등의 집주  간행 노력은 이이의 주석본을 조선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西人
들의 끈질긴 움직임을 잘 보여 주는 일이라 할 것인데, 숙종 대에 들어와 이들의 열망은 御製 
序文을 단 책을 간행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1694년(숙종 20) 봄, 정부에서는 이이가 편집한 책
을 저본으로 하여 새로운 소학 을 간행하고, 이를 세자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 다.147)147)17세기 
초반에 간행되었던 것이 세기 말에 이르러 중앙 정부의 힘으로 재간행 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때 간행된 소학 은 그 체재로 보면, 御製小學序 , 小學篇目 , 小學集註總目 , 小學集註總論 , 
小學書題 , 小學題辭 , 小學集註攷訂 ,148)148)小學의 본문과 諸家集註, 그리고 成渾의 小學集註

跋 , 李恒福이 쓴 小學跋  등의 跋文으로 구성되었다. 이때 간행된 집주 의 체재상 특징은 김
장생의 小學集註攷訂 을 실은 점이다. 이이의 주석을 비롯, 기존 주석을 망라하며 소학 에 대
한 자신의 생각을 독자적으로 정리한 이 글을 실은 것은 김장생의 주석을 긍정하면서도 이이의 
권위를 침해하지 않으려는 시도 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때 간행한 집주 에서는 
가언 편의 “病臥於床” 구절에 대한 김장생의 ‘改註’를 빼고 집설 의 주석으로 대체하 다.149)149) 
숙종의 어제 서문을 싣고 聖學을 위한 기초서로서 이 책의 성격을 분명히 명시한 점은 이 책

이 갖는 또 다른 특징이었다. 御製 序文150)에서는150) 소학 의 내용을 內外本末로 나누어 설명한 
뒤, 어린 아이[小子]가 道에 들어가는 첫길과 어린이를 교육하는 성스러운 공부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하 다. 나아가 敬이 ‘聖學’의 始終이 됨을 강조하고, 경의 의미를 제대로 체득하게 되면,   
147) 1694년의 소학집주  간행은 남인 정권에서 서인 정권으로의 換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만큼 큰 곡절을 겪었다. 본래 이 책은 1693년에 간행이 되었다가 다시 어제 서문을 붙여 새로 간
행하기로 하 는데, 그 준비가 끝난 것은 甲戌換局 이전, 곧 남인들이 집권 중일 때 다. 이이의 편집
본에 숙종의 서문을 붙여 간행하기로 했던 상황에서 金德遠, 吳始復, 權珪 등 남인들은 이 책의 간행
을 적극 반대하 다. 숙종이 이이와 성혼을 크게 배척해 놓고 이이가 편집하고 성혼이 발문을 붙인 책
의 첫머리에 어제 서문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대신 이들은 小學集說 에 어제 서
문을 붙여 간행할 것을 주장하 다. 결국 숙종은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학집설 을 간행하고 어
제 서문을 편수에 붙이기로 하 다. 이때가 1694년 1월 말이었다. 아마, 이 때에 내려졌던 이 결정대
로 소학집설 이 간행되었다면, 조선에서 소학  간행을 둘러싼 흐름은 보다 복잡해졌을 것이다. 그
러나 이 계획은 이 해 봄에 갑신환국이 일어나 서인들이 정국을 장악하면서 완전히 무산되었다.( 承政
院日記  숙종 20년 1월 癸亥)

148) 각 篇으로 나누어 글자의 異同 및 異本과의 相異를 攷訂한 것이다.
149) 김장생의 小學集註攷證 을 책머리에 따로 실은 이 체재가 숙종 20년에 처음 나타난 것인지는 명확하

지 않다. 1678년(숙종4)에 작성한 송시열의 편지( 宋子大全 권105, (沈明仲 戊午九月 )에 따르면 그 
이전에 김장생의 견해를 따로 명기하는 체재가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病臥於床章改註○曾得小學
全州本 讀至此條 則刊去舊說 錄以改註 心竊疑之 以爲此雖沙溪先生之說 而旣是別著於考訂 則必無削去
舊註之理 決是後人所爲 而不知其誰某 故敢有前日之問 初非以攷訂之說爲疑也……當初開板於全州也 士
友之論 嶸 必欲以沙溪先生說換去舊註 故任事者從之矣 其後又有一種議論 以爲舊註自是栗谷先生所訂 
則不可容易削去矣 若以沙溪之註爲是 則當別見於考訂可也 此說完備 故旋又從之矣) 구체적인 실물이 나
타난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50) 어제 서문이 작성된 때는 숙종 20년 1월 7일이었다( 肅宗實錄 권26, 20년 1월 乙卯). 이 서문의 글씨
는 兵曹參知 李德成이 肅宗의 命을 받들어 썼다. 李德成(1655~1704)은 본관이 전주, 자가 得甫이다. 
李後英의 아들로 季父 李正英에게 배웠으며, 1678년(肅宗 4) 增廣 進士試, 1682년 봄 文科에 급제하
다. 소론계 인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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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學 의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道에 한순간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 다.151)151) 소학 과 대
학은 그 단계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성학을 위한 서책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것이 이 서문
의 내용이었다. 

숙종대 집주 의 간행은 조선의 학술사, 사상사의 흐름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李珥 편집본을 저본으로 한 소학 을 정부에서 발간했다는 것은 조선의 소학  교육
이 이제 이이의 간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나갈 큰 동력을 얻었음을 보이는 일이었다.152)152)그것은 
달리 이이에서 연원하는 서인 기호학파의 사상이 중앙 학계의 기저에 자리 잡아 간다는 것을 의
미했다. 김장생이 작성한 소학집주고증 이 이 책에 포함된 것도 같은 의미일 것이다. 이 ‘고증’
은 소학 의 篇目에 맞추어 글자의 異同 및 異本과의 相異를 살펴 攷訂한 것으로, 김장생 사후
에 빛을 보게 된 셈이었다.153)153)

이상 살핀 대로, 17세기 조선에서는 소학 의 간행·보급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
나고 있었다. 조선전기에 간행되었던 정유의 집설 이 널리 보급되는 가운데 이이가 편집한 집
주 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아 간행되고 세자 교육에까지 활용되는 흐름이 생겨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 초반에 간행되었다가 17세기 후반, 숙종의 어제 서문을 달고 이이 편집
본이 간행된 것은 서인들이 정계에 학계에 강한 향을 미치는 상황을 반 한 것이었다 할 수 
있겠는데, 이후 조선학계에서 이 책은 소학  학습에 결정적인 향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조대의 小學訓義 에서 보듯, 정부에서 소학 을 간행할 때 그 저본으로 삼게 되는 것은 이이
의 편집본이었다.154)154)

5. 맺음말
조선의 사상사, 교육사에서 소학 이 차지하는 위치는 독특하다. 주자학의 기초 교재로서 만

151) 肅宗實錄 권26, 20년 1월 乙卯 “敬者 聖學之所以成始成終徹上徹下 而敬怠之間 吉凶立判 是以武王踐
之初 師尙父之所以 陳戒者 不越乎是 學者誠有味于斯 動靜必於敬 造次必於敬 收吾出入之心 立吾

正大之本 今日下一功 明日做一事 於不知不覺之中 靈臺泰然 表裏洞徹 則進乎大學所謂修身齊家治國平天
下之道 特一擧而措之矣 其於빌化 烏可少補云爾”

152) 이 표현이 이이의 편집본이 유일본으로서 기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때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간행되어 보급됨으로써 이이 편집본은 널리 확산될 계기를 얻게 되었다. 

153) 남이나 서울·경기 지역의 南人, 北人들이 이 책을 거부감 없이 적극 받아들 는지, 아니면 다른 판
본을 소학  교육에서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당쟁이 격화되어 상호간의 배
타의식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으로 본다면 이이 편집본의 간행은 대단히 예민한 정치적인 사건일 수 
있었다.

154) 여기에 대해서는 정호훈,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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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진 이 책은 조선사회에서의 주자학 확산을 이끄는 제일 첫머리에 있었다. 조선초기 주자학
이 보급될 때, 그리고 조선후기로 들어 주자학이 그 절대의 힘을 발휘할 때, 조선 정부, 양반 사
대부들은 항시 소학 을 기초교재로서 활용하 다. 더불어 정부에서는 유교적 규범을 민인들에
게 알릴 때에도 삼강행실도  등과 함께 이 책을 이용하 다.

조선사회에 유통되었던 소학  주석서는 단일본이 아니었다. 그 내용과 체재 면에서 매우 상
이한 책들이 조선시기 정치와 사상의 변화와 상응하여 출현하 다. 초기 조선에서 간행한 소학
은 명대 학자 何士信이 주석을 단 小學集成 이었다. 정부에서는 이 책을 중국에서 구입하고 활
자로 찍어 보급하 다. 이후, 중국에 갔던 金馹孫이 명대 학자 程愈가 편집한 小學集說 을 들
여와 간행하 다. 앞의 책은 내용을 圖說로 만들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는 방
식이 특징이었고, 뒤의 책은 보다 간명하게 주자학의 핵심 논리를 설명하는 장점을 지니었다. 
조선 전기 사회에서 소학  학습의 구심을 이루는 것은 이 두 책이었으며, 그 가운데 집설 이 
더 큰 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1579년에 이루어진 이이의 小學集註 는 조선의 소학  주석사에서 새로운 기원을 열었다. 
이이는 집설 의 체재를 활용하면서도 이를 변형, 집주 를 새로이 재구성하 다. 당시 널리 읽
히고 있었던 집설 의 장점을 계승하되, 여타의 주석본을 활용 집설 의 미비점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여기에는 충만해 있었다. 집주 는 집설 의 주석에서 약 67% 정도는 온전히 받아들이
되, 나머지 33% 정도는 변형시켰다. 형태상 적지 않은 변화가 두 책 사이에 일어나고 있었다. 

집주 는 기존 여러 소학 주석서들의 성과를 활용하면서도 이를 주자학의 입문서에 걸맞게, 
그리고 조선 현실에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 책은 전
반적으로 내용이 번잡하고 어렵지 않으면서도, 성리학주자학의 교설이 풍부하게 울리는 내용을 
갖출 수 있었다. 이 책에는 이이 개인의 생각, 그리고 16세기 후반, 조선학계의 수준과 문제 의
식이 상당히 깊게 용해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집주 에서는 기존의 주석 가운데 초학자의 지적 범위를 넘어서는 내용, 명쾌하지 않은 설명 
등은 폐기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했다. 또한 조선의 현실에서 살피면 이해되지 않는 기존 주
석은 가능한 한 삭제하 다. 집주 는 또한 원문이 가진 의미를 구절과 단어의 표면적 의미를 
더 넘어, 그 사실과 관련한 보다 심화된 설명을 제시하려 하 다. 집주 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性理說에 기초한 해석의 확대, 상하적 규범의식의 확산, 家父長制的 질서의식의 강화와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며 새로운 주석 체계를 세워나갔다. 한편, 집주 에서는 필요하면 구절 
구절 本源의 涵養, 天理와 人心, 修己와 治人, 求放心과 같은 주자학의 주요 개념을 강조하는 것
을 놓치지 않았다. 주자학의 학문론, 주자학의 학문적 지향을 뚜렷이 드러내자고 한 것도 집주
에서 유의한 점이었다. 집주 에서는 또한 이이의 정치적 사유가 집약된 정치론이 요소 요소 자
리잡았다. 집주 의 주석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이는 이미 이전 여러 주석에 나와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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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설 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내용을 많이 채택하 다. 君臣 관계에서 ‘格君’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 군주의 은혜를 넘어서는 義를 강조하는 점 등을 살필 수 있다.

집주 는 1612년, 정부의 힘으로 초간된 뒤, 1694년, 숙종의 서문을 붙이고 金長生의 고증을 
더한 새로운 체재로 간행되면서 조선 사회에서 가장 향력 있는 소학  주석서, 소학  학습서
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 변화는 이 무렵부터 西人이 정계와 학계를 주도하고 南人은 
그 힘을 잃어 가는 상황과 맞물려 있었다. 이후 이이 편집본 소학집주 는 정부에서 만들어내는 
소학 의 골격을 이루었다.
16·7세기 집주 의 성립과 보급은 조선의 학술사, 사상사의 흐름에서 매우 주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단, 이이의 집주 는 조선의 학문적 사회적 역량 위에서 배태된 주
자학 학습서임을 주목하게 된다. 이 책은 이이 개인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지만, 15·6
세기 주자학을 조선사회에 활용하려고 노력했던 과정에서 축적된 조선 사대부들의 학문적 문제
의식이 무르녹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책은 서울·경기, 충청을 주 근거지로 하는 서인계 기호학파의 학문적 문제 의식 혹
은 학문 역량이 어떠했던 지를 잘 드러내준다. 대중적 파급력을 강하게 갖는 주자학 학습의 기
초 도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특정 학파의 학문적 정치적 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을 확보한다는 의미 다. 남지역의 이황학파, 조식·서경덕 학파에서 이 같은 작업은 나타
나지 않고 있었다. 기호지역의 이이학파와 여타 학파간의 학문적 차이를 이해함에 소학집주  
간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연관하여, 주자학 혹은 성리학 학습을 위한 교재를 각 
학파에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마련하고 있었던가 하는 점을 밝히는 것은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셋째, 소학집주 의 마련과 보급에 성공한 17세기 후반 서인학계의 움직임은 그 자체, 현실에
서의 정치적 우위력을 확보하는 일이었거니와 이후의 행보에도 큰 탄성을 마련하는 일이었다. 
숙종의 어제를 단 소학집주 의 간행은 결국 이이·성혼 등 서인계 학문의 연원을 이루는 인물
들이 文廟 從享과 같은 정치적 행위와 맞물려 일어난 일이었다. 소학집주 의 간행은 서인들이 
정치·사상계의 중심부로 탄탄히 진입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징후 다.

한편, 소학집주 의 탄생은 조선학계 내부의 필요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중
국과의 문화교류, 서적 교류의 결과물이기도 했다. 중국, 일본에서의 소학  주석서 간행과 보급
을 조선에서의 상황과 비교하며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 小學集註, 李珥, 小學集成, 小學集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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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stablishment and Publication of the <Sohak 
chipju(小學集註, Collected Commentaries of Elementary 

Learning)> during the 16th 17th centuries in Chos n Dynasty
155)Jeong, Ho-hun *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Sohak chipju (小學集註, 
Collected Commentaries of Elementary Learning)> was compiled during the late 16th 
century, as well as the manner in which this work was disseminated within Chos n 
society from the late 17th century onwards. In addition,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is book is also examined at length. The compilation of the <Sohak chipju> by Yi 
I(李珥) in 1579 was a significant event in the history of Chos n philosophy. Yi I’s 
compilation of the <Sohak chipju> and subsequent widespread dissemination amongst 
the public made it possible for the people of Chos n to learn <Sohak(小學, 
Elementary Learning)> based on commentaries that differed from those found in the 
<Xiaoxuejicheng(小學集成)> annotated by He Shixin and in the <Xiaoxue jishuo(小學
集說)> compiled by Cheng Yu of the Ming Dynasty.

The <Sohak chipju> had several significant implications in terms of the history of 
Chos n philosophy. First, the <Sohak chipju> was the first annotation of <Sohak> to 
be summarized by a Chos n scholar. In this regard, Chos n’s sadaebu class had 
long been aware of the need to take steps to further entrench Confucianism within 
Chos n society. Second, the production of this book stands as proof positive of the 
vast academic capabilities of the Yi I School of Thought. To this end, neither the Yi 
Hwang nor the S  Ky ngd k School of Thought proved able to produce this kind 
of work. As such, the compilation of the <Sohak chipju> can be regarded as a 
significant tool with which to understand the academic differences between the Yi I 
School of Thought active in the Kiho area (covering Ky nggi, Hwanghae and Ch
ungnam Provinces) and the other school of thoughts. Third, the compilation of the 
* HK Research Professor in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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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ak chipju> was a sign that the Westerner (S in) faction had reached the center 
of Chos n’s politics and philosophy. The <Sohak chipju> was not only a work 
which was regarded as being representative of the Westerner faction, but also 
contained many contents which this Westerner faction intended to disseminate 
throughout Chos n society. Reading this book allowed the people of Chos n to 
become aware of not only the tenets of Confucianism, but also of those promoted 
by Yi I.

Key Words : the compilation of the <Sohak chipju>, Yi I, <Xiaoxuejicheng>, 
<Xiaoxue jishuo>, the Westerner (S in) 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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