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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
태교로 보는 살림문화 정신

이 혜 경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이사장)

1. 들어가면서 : 태교가 희망일 수 있을까?

  오늘날 태교는 어떤 의미를 갖을까? 여성들에게 태교란 무엇일까? 그것은 
새로운 희망일 수 있을까? 태교가 오늘날 중요한 대안이며 출구일 수 있을까? 
  처음 빙허각 이씨의 「규합총서」를 통해 살림문화연구를 새롭게 사유하고자 하였
다면 이번 연구는 사주당 이씨의 「태교신기」를 중심으로1) 여성들의 일과 문화인 
「살림과 태교」를 중심으로 「태교」가 여성의 시각에서 어떻게 사유되어야 하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오늘날 젊은 여성들의 삶은 매우 위태롭고 불안정 해 보인다. 아니 그것은 남성
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더 이상 결혼이나 임신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삶의 중요
한 과정은 아니다. 그것은 선택되어지는 것 중의 하나일 뿐이다. 2014년 한국사회
에서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이는 OECD 34개 국가 중 최하위2)이다. 이처럼 결혼
은 하더라도 임신과 출산은 기피하는(자녀를 두지 않은) 맞벌이 부부를 일컬어 딩
크족(DINK:Double Income, No Kids)이라 하는데 이러한 커플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인류, 집단의 등장은 무엇보다 출산과 육아비의 부담, 즉 경제
적 부담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정부는 저출산의 늪을 벗어나기 위해 영육아 보
육비 지원, 출산 장려금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출산 
장려 오락연예프로그램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좀처럼 높
1) 사주당 이씨, 「태교신기」 안티쿠스, 이연재 옮김, 2004
2) 통계청(http://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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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지 않고 있고 미래에도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영국의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는 앞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
라질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미래학자들은 
2018년이면 한국도 일본처럼 인구절벽3)에 도달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정부
가 내놓고 있는 출산장려를 통한 인구정책은 거의 무정책 수준이라 볼 수 있
다. 이는 기본적으로 여성정책은 아니다. 여성이 임신과 육아를 안심하고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단지 미끼와 선전수준의 무대책적 정책일 
뿐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는 싱글족 1인 가구가 늘고 있
다. 이미 1인가구는 2014년 26.5%에 이른다고 통계청은 밝히고 있다.4)

  요즈음 젊은 세대를 일컬어 ‘5포 세대’라 한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인간관계 포기, 내집마련 포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게
다가 사회적으로 젊은 남녀갈등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여성혐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여성들은 이를 맞받아치고 있다.5) 상호간에 폭력적 언어, 비하적 발
언이 난무하고 있다. 상호 혐오의 악순환인가? 
  “이제 남자들은 여자들이 남자를 고를 때 ‘사랑’이 아니라 ‘능력’을 본다고 믿는
다. 비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여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필요할 
땐 평등을 외치면서 데이트할 땐 ‘더치페이’를 하지 않고 남자가 부담하게 한
다고 주장한다. 여성들도 맞받아친다. 남자들은 먹을　땐 8:2, 돈은 5:5, 계산은 
남자가 해야 가오가 선다는 ‘김치남’들의 ‘김치국식 더치페이’를 한다... 이러한 
젊은 남녀 사이를 관통하는 일관된 정서가 있다. 그것은 공포다. 범죄공포, 결
혼공포, 그리고 시선공포가 그것이다.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성폭행, 성희롱, 모
욕, 데이트강간, 심지어 살인 위험에 노출된 존재다. 이 구도에서 남성은 ‘범죄 
가해자’ 이거나 ‘성매매 구매자’로 배치되고 여성은 ‘피해자’이면서도 ‘걸레’라
고 비하되거나 ‘편견’에 시달리며 ‘차별’받는다. … ‘안전이별’이라는 신조어가 
있다. 연애관계를 정리할 때 여성은 스토킹부터 물리적 위협까지 온갖 위험을 
짊어진다고 느끼는데 이 때문에 ‘이별은 만나서 통보해야 한다.’는 남성이 생각
하는 불문율이 전복된다. 문자나 메신저 등으로 이별을 통보하는 것을 당하는 

3) 상동
4) 통계청(www.kostat.go.kr)
5) ‘메갈리안’…여성혐오에 단련된 ‘무서운 언니들’, 시사인, 천관율기자(http://m.sisainlive.com/new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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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관점에서 보면 못 배우고 싸가지 없는, 그래서 여성혐오의 논거로 쓰이
는 행위가 무엇보다 안전이슈다. … 또 하나는 ‘시선공포’다. 외모로 대상화되는 
상황에 대한 공포가... 여성은 늘 남성의 시선에 노출되어있고 시선은 골반, 가
슴, 얼굴, 몸매 식으로 여성의 외모를 마치 부위별로 등급 매기듯 평가한다. 이 
구도에서 남성은 보는 존재다. 이 남성 시선의 극단적 형태가 몰카다. 여성의 
몸은 극단적으로 대상화되어 있고 여성들은 누군가에 의해 늘 자신의 몸매를 
평가받고 있다는 시선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 그리고 ‘결혼공포’다. 
결혼을 둘러싼 격한 단어들, 기피, 자살, 이혼, 포기, 독신... 결혼하면 여자가 
손해라는 인식이 확고하고 시댁은 코앞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남편은 도움이 
될까? 그럴 리가 없다. ‘집안일’과 ‘육아’는 아내에게 떠넘길 것이다. 시댁의 무
리하거나 뻔뻔스러운 태도를 응징하는 며느리의 경험담은 단골로 히트치는 인
기 콘텐츠다. 외모를 평가하는 시선, 범죄의 위협, 그리고 결혼회피. 일상화된 
공포는 한국여성 일반이 공유하는 공포에 가깝다. 이제 여성들은 그들이 당하
는 공포를 남성에게 되돌려준다. ‘삼일한(여자/남자는 삼일에 한번씩 패야한
다)’ 등의 키워드는 일베와 메갤이 아예 함께 쓴다.”6) 
  이런 식의 상호 혐오의 언어는 일일이 열거할 수 가 없을 정도이다. 혐오에 대해 
혐오로 대응하는 극단적 증오, 분노, 그 밑에는 상호를 불신하는, 언제든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깔려 있다.
  인터넷을 도배하는 여성혐오주의자들의 집단인 ‘일베’와 이를 그대로 미러링하며 
되갚아주는 ‘메갈리안’의 모습은 익명의 공간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더
욱 폭력적이고 노골적일 수 있다. 이러한 남녀갈등의 극단적 표출은 취업도 결혼도 
어려운 가난이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다. 젊은 남성들은 여자들에게 그들의 취직
자리까지 뺏기고 있다는 피해의식과 적개심을 갖고 있고 또한 여성:남성 비율에서 
남성비율이 훨씬 높으므로 결혼시장에서도 불리하다. 혼인시장에서 여성부족현상
이 심화되어 혼인이주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7)되고 있다. 취업도 결혼도 점
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여있는 젊은 남성들, 취업률은 남성보다 훨씬 낮지만 결혼
도 임신도 달갑지 않은 여성들, 이것이 지금 젊은 남녀가 처한 상황이다.
  결혼과 임신이 기피되거나 포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태교를 논한다는 것
6) 상동
7) 네이버 지식iN(k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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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비현실적이거나 한가로운 공염불처럼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더구나 조
선시대 사주당 이씨의 「태교신기」를 중심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복고적이고 보수적인 접근이 되지 않을까 싶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남녀갈등이 극단적으로 까칠하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조선시대 도덕이나 윤리
가 정답이며 모범이라는 식의 접근을 하고자 함은 아니다. 오늘날 성과 사랑, 
그리고 결혼의 풍속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 
달라지는 사회 변동 속에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태교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 수 있으며 부정적 혹은 긍정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이 
시대에 새로운 화두로 던져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 연구는 전개될 
것이다.  

2. 오늘날의 태교문화

  생명을 낳고 기르는 일, 즉 살림은 예나 지금이나 여성의 일이다. 더구나 임신과 
출산은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따라서 태교도 주로 여성의 몫이었다. 사주당 
이씨는 그녀의 태교신기에서 “태아는 오직 임신부 혼자서만 기르는 것이 아니
다. 온 집안사람들 모두가 항상 행동을 조심해서”8) 기르는 것임을 분명히 하
고 있다.
  아이를 자신의 몸속에 품고 있는 것은 물론 여성 자신이다. 그러나 조선시대
는 가계계승의 도구로서 임신과 출산이 중요하였고 신분과 지위의 유지를 위
해 자녀의 생산, 특히 아들의 생산이 중요하였다. 그러니까 아이를 생산한다는 
것은 여성 개인의 일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집안의 일, 집안의 문제였다. 그
러나 오늘날의 출산은 가계계승이나 신분 유지가 주요 목적은 아니며 임신과 
출산, 그리고 태교의 의미는 매우 다양해졌다. 그것은 보다 핵가족 중심의 부
부의 문제이거나 혹은 임신 당사자인 여성 자신의 문제이다. 
  조선시대에는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일, 즉 특히 사대부 집안의 혈통을 잇는 일
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결혼과 사랑은 별개의 문제였으며, 성은 결혼과 출산
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출산은 신분유지, 가계와 혈통의 유지, 계승 혹은 노동
8) 사주당이씨, 사주당 이씨, 「태교신기」;태교의 방법, 안티쿠스, 이연재 옮김, p4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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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재생산하는 것이었다. 결혼은 대부분이 중매결혼이었으며 당사자의 의견
이나 당사자 간의 사랑은 고려되지 않았다. 결혼의 기본조건은 신분과 경제적 
조건이었지 성적 매력이나 감정적 사랑은 아니었던 것이다. 성의 주요 기능은 
지위와 신분의 유지, 노동력 재생산으로서의 출산이었고 여성의 가치도 일차
적으로 생식의 기능, 출산의 기능을 중시하였다. 
  오늘날 부부중심의 가족형태에서는 혈통계승의 문제가 그리 중시되고 있지는 
않다.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 혹은 성행위의 결과 주어진 결실이며 책임의 의
미가 더욱 크다. 더구나 미혼모나 비혼모가 혼자 아이를 기르는 일이 증가하고 
있고 한 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임신을 하였다고 이는 반드시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태교는 태아를 교육시키는 일로서 출산을 전제로 하는 
일이지만 점차 임신한 아이를 포기하거나 출산 후에는 양육을 하지 못하는 경
우도 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베이비 박스나 입양은 한국사회의 어두운 
부분이며 미혼 임신여성들의 어려운 상황을 드러내는 실상이기도 하다.
  태교는 예나 지금이나 임산부의 규범이자 윤리로서 삼가는 일을 기본으로 
한다. 남녀 간의 성행위, 혹은 사랑하는 일과 태교는 같은 맥락 안에 있지만 태
교의 의미는 성행위, 임신과는 사뭇 다르게 평가된다. 그것은 삼가는 일이며 
정숙함, 조신함, 점잖음의 이미지와 함께한다. 정숙함이란 주로 여성에게 권장
되는 가치로서 오래 전부터 성적인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여성,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는 여성의 의미로 규정되어 왔다. 점잖은 사회, 사대부 집안, 사회의 
지도층, 혹은 지배층의 규범의 핵심을 지키는 여성의 이미지는 태교의 정신과 
맞닿아있다. 반면 남성의 다양한 성관계, 혼전 성관계, 심지어 혼외관계는 일
반적으로 허용되어왔다. 남녀 간에 다른 이중적인 기준이 통용되어 왔던 것이
다. 아내가 단 한번이라도 간통을 한다면 용서받지 못하고 그 집안에서 쫓겨나
는 등 칠거지악의 하나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 왔다. 여성에게 요구되는 정숙
함, 임신과 태교시에 특히 삼가는 일이 요구되는 것은 가계와 혈통을 잇는 매
개체이자 도구로서 당연히 여성에게 요구되어 왔다. 누구의 자손인지가 분명
해야 함이 중요했고 게다가 주자학에서 중시하는 바른 인격을 가진 군자의 기
본 품성을(지배세력인 사대부 집안에서 요구되는 품성을) 갖춘 아이를 생산하
는 것도 중요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태교의 내용은 많이 달라지고 있다. 균형
잡힌 인품을 위해서 태교음악을 듣는 것은 중요하지만 똑똑한 아이, IQ가 높은 



살림문화운동 학술대회  사주당 이씨와 태교

8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태교 지침서,9) 오감을 충분히 자극하여 EQ를 높임으로
서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아이를 생산하기 위한 태교 지침서10)는 인기 태교 
지침서의 하나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안정과 출세를 위한 잠재력, 가능
성을 높이고자 한다는 점에서 신분 계승의 시대의 태교와 그 접근법과 내용은 
다르지만 그 목적은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여아의 경우 외모가 예쁜 아이를 
출산하고픈 욕망 때문에 여배우나 모델의 사진을 항시 품고 다니거나 수시로 
보기 좋은 위치에 놓아둠으로써 남자아이에 비해 외모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이 다르다. 이 또한 남녀 간에 다르게 중시하는 능력의 반영이다. 오늘날은 과
거 조선시대처럼 임신은 결혼을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결
혼을 하지 않더라도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 또한 태교는 온 집
안의 문제라기보다 부부의 일로서 아빠가 태교에 참여하는 일은 매우 자연스
러워지고 있다. 
  여전히 태교가 임신한 여성들에게는 중요한 과정과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로 남성들과 함께 공적 영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 태교에 대한 
심리적 부담, 여유롭게 태교를 하지 못하는 스트레스, 죄책감은 여성들의 몫이다. 
여성들이 바깥에서 직장생활을 할 경우 임신한 여성이라고 봐주는 경우는 거의 없
다. 더군다나 임신한 여성을 위한 제도적 배려 혹은 정책은 전무하다. 오히려 임신
으로 인하여 생기는 입덧이나 노곤한 몸 때문에 회사의 생산성이 떨어진다거나 일
을 지속적으로 해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불편함만 앞세우기 일쑤이며 여성들은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여전히 다반사이다. 요즈음 TV 프
로그램 중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주로 사춘기(중·고등학생) 소년, 소녀
와 부모와의 갈등은 다루는 프로그램이다. 그 프로그램에서 한번은 아이가 부
모의 무관심을 하소연하자 엄마는 자신이 임신 했을 때 태교도 제대로 못했다
며 미안하다고 자책을 하였다. 하지만 자신은 돈벌이로 온몸이 얼얼하도록 살
아야 했고 단지 자기가 바르게 사는 것만이 좋은 태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
여 바르게 살려고 애쓴 것은 사실이라며 울먹여 딸아이는 물론 방청객 모두를 
눈물짓게 한 적이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많은 태교 지침서대로 하지 못하
는 여성, 제대로 된 태교 프로그램하나 할 수 없는 여성들은 많다. 이 여유 없
9) 「똑똑한 아이 낳는 아빠 태교 동화」, 아름다운 사람들, 2015
10) 「오감동화」, 아름다운 사람들
    「아기 뇌가 늘거운 감성 뇌 태교 동화」, 비타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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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삶의 조건은 단지 극히 일부 극빈층여성에게 국한된 상황은 아니다. 임신
과 태교는 생명을 살리고 키우는 일의 시작으로서 태아를 자신의 몸에 품고 있
는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태교는 무엇보다 여
성 자신의 일이며 여성 자신의 책임과 윤리로서 성숙시켜야 할 중요한 부분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일상, 여성의 몸, 여성의 성과 사랑, 결혼과 임
신은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는 사회의 변화 속에 여성들은 여전히 낡은 가치와 
공존하며 변해버린 사회 상황 속에서 많은 모순과 갈등을 겪으며 스스로 각자 
알아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인 것이다. 오늘날 사회
의 구조변동과 일상생활, 특히 성과 사랑, 결혼의 구조변동을 이해하는 것이 
여성의 몸과 직결된 여성의 일, 태교를 어디쯤에 위치시켜야 할지를 가름하기 
위해 필요한 일일 것이다.

3. 성과 사랑, 결혼의 구조변동

  성, 사랑, 결혼이 상호 중요한 관계가 있게 된 것은 근대사회에 들어서이다. 신분
제 사회의 붕괴,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달, 자유주의 정신과 근대적 가치가 형성
되면서 계급갈등과 모순극복을 위해서 인도주의와 사랑의 정신이 강조되고 결
혼에 있어서도 남녀 간의 감정적, 낭만적 사랑이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산업화와 더불어 가정과 직장은 분리되고 경제적 활동과 분리된 영역으로서 
가정이라는 개념이 출현하기 시작하였고, 공적 영역과 분리된 개념으로서 사
적 영역으로서의 가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19세기 말부터 개인주의적 삶의 
태도의 강조, 개인의 책임과 권리에 대한 강조 그리고 이에 기반한 개인적 선
택, 당사자 간의 선택으로서의 낭만적 사랑과 결혼은 부쩍 증가하기 시작하였
다. 공사영역의 분리, 공적영역에서는 계급갈등은 인도주의적 가치, 박애정신
(사랑의 정신)으로 완화하고자 하였고 사적영역에서는 부부간의 사랑이나 부
모와 자녀들 간의 사랑이 강조되었다. 특히 공적영역에서의 활동과 가정에서
의 경제적 책임은 남성이, 가정영역과 가족관의 친밀한 유대와 사랑, 정서적 
유대는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남녀 간의 성별 분업이 조선시대의 남녀유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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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별의 가치 위에 더해져 더욱 공고하게 강화되어 왔다. 특히 19세기 말부
터 20세기 초반에 이르는 시기에 낭만적 사랑과 결혼이 짝을 이루게 되면서 
성과 사랑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폭하였다. 여성의 평등권을 향한 노력과 투
쟁, 피임법의 개발, 인간의 성과 과학적 연구가 활발해 지는 등11) 성과 사랑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의미가 중시되기 시작했다. 물론 오늘날은 여전히 전통사
회의 성규범이 많은 사람들의 태도를 지배하지만 점차 남녀 간의 상호적인 성
적쾌락은 인정되어가고 있다. 이제 전통사회에서 신분제를 중심으로 성과 사
랑, 결혼의 분리가 이루어지던 것과는 달리 남녀 개인들에 기초한 성, 사랑, 결
혼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비인격적 조건을 전제로 결혼을 하였던 관습에서 벗
어나 개인들 간의 관계의 내재적 성격에 기초한 감정적 관계를 중시하면서 즉 
친밀감을 기초로 한 결혼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앤서니 기든스는 근대사
회의 주요 특징으로 ‘내부지향적 사회체계’를 말하고 있다.12) 낭만적 사랑에 
기초한 결혼, 부모자식간의 사랑의 강조, 공사영역이 뚜렷이 분리되는 가운데 
특히 친밀성의 영역, 관계의 영역, 사적 영역의 주요 역할을 여성이 담당하면
서 모성은 더욱 중요하게 강조되기 시작했다. 유럽의 제국주의는 다른 문화를 
식민화하듯이 여성의 종속을 이상화시켰다. 공적영역에서 남자들은 경쟁하고 
가정에서는 기대고 휴식을 취했으며 남편을 돌보고 아이를 돌보고 평화로운 
양육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자들의 일이었다. 가정에 대한 이런 이미지
는 모성을 이상화시켰다. 근대사회의 결혼제도 안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경제
적으로 완전히 의존하게 되고 남성을 통한 대리만족과 가정 내에서의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면서 근대적 남녀성별분업은 억압적인 체계로 작동하고 남녀갈
등을 유발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감성과 사랑, 친밀성의 영역은 약자들의 
영역으로 평가절하 되고 남성중심의 권력과 지배의 내러티브가 강화되었다. 
  오늘날 역사상 최초로 여성들이 남성들과의 평등을 주장하게 되었다. 비현실적이
지만 사랑이라 믿었던 낭만적 사랑과 헌신적이고도 희생적인 결혼의 억압을 넘어 
친밀성의 관계의 주도자로서 새롭게 여성들은 변화를 주도하면서 순수한 관계
(pure relationship)의 잠재성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다고 앤소니 기든스는 말한

11) 19세기 프로이트 이후 라이히, 마르쿠제, 에리히 프롬의 대중사회 비판의 성과 에로스 논의를 넘어 미셀 
푸코, 앤소니 기든스, 울리히 벡 페미니즘 진영의 벨 훅스에 이르기까지 논의의 폭은 넓고 두터워졌다.

12) 앤소니 기든스,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 친밀성의 구조변동, 새물결, 배은경/황정미 옮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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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순수한 관계란 성적·감정적으로 평등한 관계이며 성차별적 관계　형태에 대해 
폭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13) 기든스는 그가 명명하고 있는 “조형적 섹
슈얼리티(plastic sexuality)가 여성의 성적 쾌락을 주장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
쳤을 뿐 아니라, 순수한 관계에 함축되어 있는 해방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말한다. “조형적 섹슈얼리티는 재생산의 필요로부터 해방된 탈중심화 된 
섹슈얼리티이다. 그것의 기원은 18세기 후반에 어디에선가 시작된 경향, 곧 가
족규모를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경향이다. 그것은 이후 현대적인 피임과 새로
운 재생산 기술이 확산된 결과 훨씬 더 발전되었다 … 그것은 섹슈얼리티를 팔
루스(phallus:남근)의 지배로부터, 곧 남성의 성적 경험에 부여된 거만함과 과
장된 중요성으로부터 해방시킨다”14)고 말한다. 나아가 여성의 성이 남성에 의
해 통제되어왔고 그러한 통제가 깨어지기 시작함으로서 “남성 섹슈얼리티의 
강박적 특성이 보다 쉽게 드러나게 되었으며,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은 더욱 
증대하였다. 그렇게 되면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감정적 심연이 드러났던 것이
다. 그러한 심연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

4. 사랑에 실패한 여성들/변화가 두려운 남성들

  친밀성의 구조변동은 성(sex)과 젠더(gender)에 관한 것이지만 그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는 개인 생활(personal life)전반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행인 
것이다. 가정·사랑·친밀성은 오랫동안 여성의 영역이었고 지금도 그러하다. 흔히들 
여성이 남성보다 사랑의 전문가라 말한다. 근대적 결혼에서 가정은 친밀성의 영역
이고 사랑이 깃드는 곳이며 모성이 그 중심에 있다고 말해진다. 그러나 실제로 많
은 부모들은 사랑에 성공적이고 아이들에게 유익한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
다. 때로 엄마를 포함하여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미친다. 자
기 자녀들이 필요로 할　때 ‘있어주지’ 않으며 고의든 아니든 자녀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기도 한다. 또한 통제자 또는 지배자, 권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

13) 앞의 책.
14) 앞의 책, 2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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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알콜중독 이든 약물중독이든 중독에 빠진 부모들, 혹은 언어적, 신체
적 학대를 가하는 부모들, 그리고 심지어 성적 학대를 하는 부모도 있다. 이는 
남성, 아버지 뿐 아니라 여성, 어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때로 엄마들은 
뚱뚱한 딸에게 살쪘음을 비난하면서 딸들이 자기 자신, 자신의 몸을 비하하고 
혐오하게 가르친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부모의 눈
밖에 나서 버려질까 두려움에 떨기도 한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 여성들도 
지속적으로 남성, 아버지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사랑받지 못할 것을 두
려워한다. ‘지배’는 여전히 주요한 질서이며 여성들은 사랑받는 방법에 대해 알
고 싶어 하고 몰두한다. 권력에의 상실감은 대부분의 여성이 성장하면서 느껴
온 감정이다. 우리 세대의 많은 여성들은 고통스럽고 행복하지 않은 결혼생활
을 유지하는데 수십년을 보낸다. 근대적 결혼에서 여성은 아내이자 어머니로
서 사랑과 양육의 영역을 담당하여 왔지만, 여성은 타고나기를 양육과 사랑의 
전문가는 아니다. ‘모성본능’이라는 이데올로기는 돌보는 데 실패하는 여성들
의 존재를 강력히 은폐하고 있다. 어릴때부터 다양한 학대나 자기혐오, 자기비
하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은 그러한 태도나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내면화할 뿐 아니라 자신의 딸들에게도 행한다. 어릴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여
자들은 일반적으로 남자들보다 더 보살피는 방법을 알 수는 있으나 그게 본능
적이거나 천성적인 것은 아니다. 보살피고 돌보는 것은 사랑의 한 모습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반드시 사랑은 아니다. 
  “보살피는 존재로서의 여성이라는 이상형은 사회에서 너무도 강력하게 작용
한다. 그건 가부장제가 승인해준 여성에 관한 몇 안 되는 긍정적 자질이기 때
문이다.”15)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 권력을 뺏긴 자의 것이며 나약함과 의존성의 표현이라
면 여성들은 실제로 깊이, 온전히 사랑하기를 두려워할 것이며 계속해서 사랑에 실
패하기가 쉬울 것이다. 이렇듯 여성도 가부장적 권력관계나 문화로부터 자유롭지는 
않다. 여성주의적 가치관이나 여성운동의 등장이후에도 많은 여성들은 가부장적 사
고를 계속 선택하고 수용하고 있다. 엄마가 강압적이고 난폭해질 때, 여성에게 가
해지는 여성적 이상형이나 미적 기준에 딸들이 미달할 때 엄마들은 모성적 사디즘
을 자행한다. 여성운동조차도 권력관계에서, 공적영역에서 남성들과 평등해지는데 
15) 벨 훅스,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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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관심을 기울여 왔다. 사랑의 문제는 권력을 빼앗긴 자의 영역이고 문제였기에 
이 경쟁중심의 사회에 여성들은 함께 뛰어들었다. 
  “우리 대부분이 결코 너무 많이 사랑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우리는 전
혀 사랑하지 않았다.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나 이 지구에서 살아갈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남자건 여자건 상대에게) 알아차려지기를 절박하게 원하고 그를 위해서는 무
엇이든 할 수 있는, 감정적으로 궁핍한 존재였다. 가부장 문화의 여성들과 마찬가
지로 우리 모두는 사랑의 노예가 아니라 갈망의 노예였다. 스스로 주장할 수 없으
니 우리의 자유를 대신 주장하고 허용해줄 주인을 기다리는 노예 말이다. 페미니즘
은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사랑을 알 수 있는 문화가 생겨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
지만 그 약속은 실현되지 못했다. 많은 여성이 자기 삶 속에서 사랑의 위치를 알지 
못해 여전히 혼란스러워한다. 그들은 ‘사랑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차갑고 몰인정한 가부장적 남성들처럼 감정을 차단함으로써 체제 안에 편입
되어 권력을 얻은 여자들에게 경멸당할까 봐 두려워한 것이다. 여자들이 가부장적 
역할을 되풀이하면서 그 안에서 쟁취해낸 권력이 자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속
이는 권력 지향 페미니즘은 또 하나의 사기와 같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새롭고 예
언적인 사고방식을 만들어내지 못한 탓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들은 그
저 권력 쟁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16)

  “줄리앙 반즈(Julian Barnes)는 그의 소설 『그녀가 나를 만나기 전』에서, 아내를 
떠나 다른 여성과 관계를 시작하려는 역사학자 그레이엄 헨드릭의 운명을 이야기
한다. 소설의 도입부에서 그레이엄은 15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30대 후반이 남자로
서, ‘인생을 절반이나 살아버렸고 이미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만한 
나이였다. 그는 한 평범한 파티에서 한때 삼류 영화배우였다가 의류 바이어가 
된 앤을 만났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이들의 만남은 그가 한동안 거의 잊어버
리고 지냈던 희망과 흥분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는 ‘오랫동안 끊겨 있
던 20년 전 청춘시절의 자아에로의 연결선(line of communication to self)이 
갑자기 되살아난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어리석은 이상
주의에 빠질 수 있었다.’
  몇 번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어지고 드디어 그들은 뜨거운 관계가 되었으며, 그레

16) 벨 훅스,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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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엄은 아내와 아이들을 떠나 앤과 살림을 차린다. 그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앤과 결혼하였다. 소설의 골자는 그레이엄이 앤의 과거의 연인들을 점차 발견해 가
는 것이다. 그녀는 별로 숨기지는 않았지만, 그레이엄이 직접적으로 묻지 않는 한 
스스로 털어놓지는 않았다. 그레이엄은 점차 앤의 과거 성생활을 사소한 것까지 들
추어내는 일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는 앤이 출연했던 영화의 흥미진진한 장면들
을 보고 또 보면서, 그녀와 상대역 남자가 연인이었음을 보여줄 만한 시선의 
교환 또는 다른 신호들을 찾아내려고 하였다. 그녀는 대부분 부인하였지만 때
로는 성관계가 있었음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마지막 부분의 줄거리는 매우 난폭하게 전개되는데, 소설 전체를 흐르는 무표정
한 유머 스타일이 결말 부분에 가서는 거의 완전히 전복된다. 그레이엄은 끈질긴 
조사 끝에 자신의 가장 절친한 친구인 잭 ― 그레이엄은 그에게 ‘나(그레이엄)를 만
나기 전’의 앤의 편력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 이 몇 년 전에 앤과 성적
인 연인 관계였음을 알아채게 되었다. 그레이엄은 마치 의논을 계속하려는 척 하면
서 잭과 만날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끝이 날카로운 6인치 칼’을 가지고 갔
다. 사소한 일들로 부산하던 잭이 등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레이엄은 그를 칼로 찔
렀다. 당황한 잭이 돌아서자 그레이엄은 ‘심장과 사타구니 사이(between the 
heart and the genital)’를 되 뇌이면서 칼을 떨어트렸다. 살인을 하는 과정에
서 손에 묻은 끈적끈적한 것들을 털어내고 나서, 그레이엄은 의자에 앉아 잭이 
만들어준 커피를 마저 마셨다. 
  한편 밤새 그레이엄이 보이지 않자 불안해진 앤은 경찰서와 병원에 전화를 하고 
그를 찾으려 애썼지만 헛수고였다. 앤은 그레이엄의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
는 그레이엄이 자신의 과거를 집요하게 조사하고 추적하였음을 보여주는 서류들을 
찾아냈고, 또한 그가 그녀와 잭의 관계마저 알고 있었음을 깨달았다(그것은 그녀가 
그레이엄에게 감추려 애쓰던 관계였다). 그녀는 잭의 집으로 달려갔지만, 거기
에는 이미 유혈이 낭자한 잭의 시신과 그레이엄이 있었다. 영문도 모른 채 앤
은 그레이엄이 그녀를 진정시키고 호스로 그녀의 팔을 묶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렇게 하면 그녀가 도움을 청하려고 전화로 달려들기 전에 자신의 목표를 실
행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으리라고 그레이엄은 생각했던 것이다. ‘마
지막 대사도 없었으며, 멜로드라마도 아니었다.’ 그레이엄은 칼을 집어 들고 
자신의 목 양쪽을 깊숙이 찔렀다. 앤의 행동에 대한 그의 예측 ― ‘그는 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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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했으며 거기에는 추호의 의심의 여지도 없었다’ ― 은 빗나가고 말았다. 
앤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던져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던 것이다. 경찰이 도착했
을 때, 안락의자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피에 물들어 있었고 그레이엄
은 숨이 끊어져 있었다.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앤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
을 암시한다 ― 과연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녀가 나를 만나기 전』은 질투를 다룬 소설이 아니다. 그레이엄이 자신의 과거
에 대해 모아둔 자료들을 읽어가면서, 앤은 ‘그가 질투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음을’ 
깨닫는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녀의 과거를 어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소설의 결
말은 ― 소설의 대부분이 약간은 희극적인 분위기로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 매우 
폭력적이지만 냉정하다. 그레이엄의 난폭함은 결코 목적을 이룰 수 없었던 시도였
다. 작가는 그러한 난폭함의 근원을 모호하게 남겨두는데, 이는 또한 그레이엄 자
신의 모호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앤의 성적 편력 속에서 그레이엄이 찾고자 
하는 비밀은 바로 그가 한 여자에게 기대하는 것에 그녀가 부합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그녀의 과거는 그의 이상에 들어맞지 않았다. 문제는 감정적인 것
이다. 앤이 그와 만날 것을 기대하고 거기에 맞추어 살아왔기를 바라는 것이 얼마
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레이엄 자신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앤에게 그레이엄이라
는 존재가 없었을 때 일어난 것조차도 그녀가 누렸던 성적 독립을 받아들일 수 없
었으며 급기야 폭력적인 파괴에 이르고 말았다. 그레이엄은 앤으로 인해 일어난 자
신의 폭력행위가 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어떤 식으로
든 그녀는 거기에 말려들고 말았다. 
  소설 속에 묘사된 사건은 분명히 우리 시대의 것이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다룬 것으로서, 이 소설의 줄거리는 예컨대 한 세기 전에는 결코 있을 수 없
었던 일이다. 그것은 이미 어느 정도의 성적 평등을 전제하며, 특히 오늘날 한 여자
가 ‘심각한’ 연인관계에 들어가기에 앞서(그리고 떠난 후 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도) 
여러 명의 연인을 갖는 것이 다반사라는 사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녀평등이 점차로 증대하는 ― 아직 완전한 평등과는 거리가 있지만 ― 사회에
서 양 성은 그들의 태도나 행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요구 앞에 직면해 
있다. 여성의 적응이 요구되는 경우도 상당하지만, 그러나 ― 아마도 소설가가 남
성인 탓인지 ― 이 소설에서는 이런 점이 충분히 표현되지도 않았으며 공감어린 묘
사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레이엄의 첫 번째 부인 바바라는 신경질적이고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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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가 많은 여자로 그려지며, 그레이엄은 그런 아내의 태도에 질려버렸다. 그레이
엄은 앤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느끼지만, 그러나 앤의 생각과 행동을 더 이상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 앤의 과거의 삶을 면밀히 조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그는 그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레이엄은 바바라와 앤의 행동을 그저 전통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은 감정적이고 변덕스런 존재이며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 모두에게 ― 특히 이야기가 전개되는 시점에서는 
앤에게 ― 깊은 동정을 느낀다. 그의 새로운 부인은 ‘방탕한 여인’이 아니며, 그에
게는 그녀를 그렇게 취급할 권리도 없다. 앤이 그레이엄과 결혼한 후에 잭을 만났
을 때에는 잭의 접근을 단호하게 거절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레이엄은 그가 앤을 
‘손에 넣기’ 전에 일어났던 앤의 전력으로부터 여전히 위협을 느꼈으며 그러한 생
각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작가는 그레이엄의 두 번째 결혼이 첫 번째 결혼과는 달리 매우 불안정하고 개방
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레이엄의 첫 결혼은 이미 분명해
졌듯이, 주부와 부양자인 남편의 만남이라는 보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바바라
와의 결혼은 인생에서 특별히 보람있는 일이 아니었으며, 마치 특별히 원하지 않더
라도 직업을 갖는 것처럼 단지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일과 같았다. 그러나 앤과의 
결혼은 정반대로 끊임없이 협상을 해야 하고 ‘열심히 해내야 하는(worked 
through)’ 복잡한 상호작용의 연속이었다. 두 번째 결혼을 함으로써 그레이엄은 
그가 청춘 시절에 조금이나마 느껴보았던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다. 그
것은 바로 성적인 협상(negotiation)의 세계, ‘헌신(commitment)’과 ‘친밀성
(intimacy)’이라는 새로운 용어들이 전면으로 부상하는 ‘관계들(relationship)’의 
세계이다. 
  『그녀가 나를 만나기 전』은 뿌리깊은 변화를 겪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일어난 남성
의 동요, 남성의 폭력을 다룬 소설이다. 여성들은 더 이상 남성들의 성적 지배를 받
아들이지 않게 되었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는 이러한 현상이 내포하는 변화들에 맞
추어 처신해야 한다.17) 

17) 앤소니 기든스, 앞의 책. 31~3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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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대의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감정적인 적대감으로 얼룩진 채 사랑에 실패하
고 불안해야만 하는가? 우리의 일상은 계속 관계에 실패하고 파괴성에 빠져들 것인
가? 우리의 세계는 폭력의 상흔과 방종의 쓰레기로 뒤덮혀지고 말 것인가?

5. 맺으면서 : 태교와 살림

  미래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문제의 근원과 대면하고 싸워나가는 가운데 만들어
진다. 오늘날 젊은 여성과 남성들은 낭만적 사랑과 결혼, 그 영원한 결합이라는 공
식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그것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랑일지라도 보다 형평
성이 있고 자유로운 사랑이길 원한다. 기존의 사랑의 공식이나 이데올로기, 제
도와는 다른 다소 불안정하고 일시적이며 관능적이고 감각적인 사랑일 뿐이라 
해도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며 억압에 대해 거부한다. 이것은 사실 현재 불안정
하고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개인 간의 관계의 영역이 민주화되는 것
을 의미한다. 민주주의가 진정 각 개인이 자신의 잠재성을 계발하고 개성을 표
현할 수 있는 상황의 연출이 목표라면, 어떠한 종류의 강압적 권력이나 남용으
로부터 보호가 중요한 과정이라면, 각 개인들이 진정 자신의 사회활동이 이루
어지는 조건들을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거라면, 즉 자율성이 진정 민주주
의의 기본이라면 현재의 제도적 민주주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일상생활의 
민주화, 관계의 민주화가 보다 궁극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공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육성하는 일은 일차적으로 남성적인 기획이었으며, 
여성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투쟁에 힘입어 나중에야 참여하게 되었다. 개인 생활의 
민주화는 공적영역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눈에 띄지 않는 과정이지만, 
그러나 그 함의는 매우 심대하다. 개인 생활의 민주화는 공적 영역의 민주화에서와 
마찬가지로 결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만, 여성이 지금까지 중요한 역
할을 해온 과정임에 틀림없다”18)

  그렇다. 진정 민주적 관계, 서로 자유롭게 존중하면서 사랑하고픈 여성들의 오랜 
갈망은 늘 장애에 부딪혔지만,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순종보다는 자유를 선택
18) 앤소니 기든스, 앞의 책, 27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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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지만, 그 결과 갈등과 불안은 더 심화된 듯이 보이지만, 이 길은 우리가 계속 
가야하고, 더욱 성숙시켜 나아가야 하는 과정일 것이다.
  “가부장적 세계는 일단 사랑을 위한 여정을 떠나도록 우리 여자들을 부추긴 다음 
그 길목에 장애물을 놓았다. 이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인생의 비극중 하나이
다. 이제 젊은 여성과 어린 소녀들이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먼저 길을 떠난 언
니들이 사랑의 비전을 제시할 시간이다. 사랑을 찾아 떠나는 여정은 곧 진정한 자
아의 해방을 위한 길이다. 모든 여성이 사랑에 관해 자신의 가슴이 시키는 길을 따
른다면, 이는 인생에서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끔 우리의 영혼
을 복구시키는 문화적 혁명의 과정에 진입하는 것과 다름없다”19)

  이제 여성들은 여성운동의 오랜 투쟁을 거치면서, 또한 그 과정에서의 아픔
과 치유, 그리고 성찰을 통해 자기애야 말로 사랑을 제대로 찾아가는 출발임을 
알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 사회의 여성문화운동도 이 맥락 안에 
있다. 여성의 주체성, 자기애, 자매애, 성, 사랑, 결혼은 물론 여성의 몸, 심지어 
여성의 성기의 문제까지 공적인 담론으로 내놓았다.20) 2000년도 벽두에 공연
되었던 「버자이너 모노로그」는 ‘여성의 성기가 말을 한다면?’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 다양한 나라, 다양한 인종, 다양한 계층과 연령의 여성들을 300여명 
인터뷰한 다음에 만들어진 작품이다. 당시의 반응은 폭발적 기립박수에서부터 
‘천박한 짓’을 한다는 반응까지 다양했지만 여성의 몸과 성의 문제를 공적 영
역에 끌어낸 기획이었다. 태교의 문제는 무엇보다 여성의 성, 여성의 몸의 문
제와 직결되어있다. 그것은 늘 결혼과 연결되어 있고 늘 남성 가계의 혈통의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늘 여성의 몸, 여성 자신의 문제인 것이다.
  여성은 남성과 사랑의 행위, 혹은 성행위의 결과 임신을 하고 자신의 몸 안에 약 
9달동안 태아를 품게 된다. 임신은 아름답다고 칭송받았던 몸매는 ‘망가지고’ 새로
운 단계의 경험을 하게 한다.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과거의 것과의 결별을 의미
하며 ‘임신’이 아닌 상태, 임신이 아니었던 몸을 잃어버림을 의미한다. 임신은 불안
이며 혼돈이며 그래서 부정되고 거부될 수 있다. 이미 임신의 상태에서 생명을 갖
19) 벨 훅스, 앞의 책, 19p
20) 1992년 공연된 연극 자기만의 방은 ‘여성들이여. 돈과 자기만의 방을 가져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여성

의 주체성, 여성고유의 생각·영역에 대해 뜨거운 공론을 불러일으켰다. 1992년에 출범한 「여성문화예술
기획」 은 주로 공연과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해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를 모토로 시작하였다. 
여성문화운동은 일상생활과 여성 자신, 그리고 관계의 문제를 집중적 화두로 다루었다. 또한 「또하나의 
문제」는 학술영역에서, 「페미니스트 저널 IF」는 잡지로써 출판영역에서 꾸준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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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것에 대해 준비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임신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새
로운 상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준비할 수도 있다. 아홉달동안 임신한 여성은 태
아와 늘 연결되어있다. 새로운 생명, 태아의 소중함의 발견은 곧 자신의 몸의 소중
함의 발견이며 자신의 소중함의 발견은 아이의 소중함의 발견이다. 이 경우 임신은 
설렘이며 희망이다. 여성의 몸 속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그것은 분리를 전제로 한 것이며 떠나보내는 것을 전제로 
한 하나의 상태이다.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자신의 몸 안에서 키워내야 하는 과정은 여성에게도 
새로운 경험이다. 그것은 하나인 인간과 하나의 인간(혹은 그 가능성)이 직접 
구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다.21)

  사랑이란 곧 연대(communication)란 무엇인가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으로 이어
진다고 『일상의 에로스』에서 수잔 그리핀은 이렇게 말한다. “연대를 향한 소망은 
몸 속에 존재한다. 사회적 변화를 위한 모든 움직임을 위해서는 뭉쳐야 한다는 전
략적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 이런 모임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상상력의 중심에 있
는 욕망, 스스로를 커뮤니티 안에 두려는 욕망, 우리의 생존을 공공의 노력으로 만
들고자 하는 욕망, 서로가 연결되고 우리를 지탱하는 지구와도 연결되고자 하는 욕
망 등을 현실화한 것이다.”
  여성은 임신을 통해 실제로 다른 인간과 연결된 상태, communion을 경험한다. 
새 생명을 돌보고 가꾸어가는 것은 비로소 사랑으로 키워가는 것으로 여성 자신의 
자기성찰적 과정에서 비롯된다. 태교는 임신과 돌봄, 사랑에 대한 여성 자신의 
자기성찰적 기획, 과정이어야 한다. 자신과 태아가 일시적으로 하나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곧 분리되어 독립하고 성장할 수 있게끔 사유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다. 즉 태교는 태아를 돌보고 가르치는 과정일 뿐 아니라 여성 자신을 돌보고 
가르치는 과정인 것이다. 어린아이, 심지어 태아조차도 잠재적으로 어른과 동
등한 존재로 취급받아야 한다. 엄마가, 아이를 자신의 것인 양 지배하거나 집
착, 소유하려 한다면 이또한 가부장적 지배방식과 다를 게 없다. 
  태교는 그러므로 여성 자신에 대한, 생명에 대한, 관계에 대한,사랑에 대한 여성 
자신의 성찰적 사유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일상적 민주주의, 혹
21) Susan Griffin, ‘The Eros of Everyday life, Essays on Ecology, Gender and Society’, Ancho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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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생활의 정치로 나아가는 출발이기도 하다. 인간과 인간이 도구적으로 인식되거
나 소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신한 엄마와 태아, 세계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혹
은 그 가능성을 배태한 상태에서) 상호적 주고받음의 관계이며 연대의 시작이다. 
  여성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 아이에 대한 존중감과 이에 적절한 지식과 
사유를 갖추어 간다면 이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다. 에리히 프
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을 관심, 존경, 지식 그리고 책임감으로 정의한
다.22) 여성이 태교를 시작하는 일은 자신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로서 이
는 여성살림, 생명살림, 지구살림의 중요한 단서이다. 그러므로 태교는 무엇보
다 여성 자신의 주체적인 자기성찰에서 비롯하여 자기안에 있는 능력을 태아
와 공유하며 사랑과 돌봄을 통해 아이의 독립과 자유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태
교는 무엇보다 여성 자신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국가와 사회는(마을, 혹은 공동
체는) 임신한 여성들이 온전히 자기성찰의 시간, 태교의 시간을 갖을 수 있도
록 지원과 관심을 아까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직장과 사회가 단축근무와 성찰적 
태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면 한 아이를 키우는 일은, 한 생명을 키우는 
일은 여성 자신의 문제, 집안의 문제임을 넘어 온 마을과 공동체, 세계의 문제
가 된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가 비로소 
현실화될 것이다. 태교는 여성으로 시작해서 온 마을이 온 세계가 관심 가져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22) 에리히 프롬, 「사랑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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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사주당 이씨의 삶과 사상 : 살림의 정신과 실천

이 숙 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연구교수)

1. 사취부인 이사주당 : 꿈을 위한 선택

  사주당(師朱堂) 이씨는 태교신기를 지어 조선의 학술계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분이면서 음운학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낸 실학자 유희를 있게 한 어머니이다. 
태교신기가 가지는 학술 사상적 의미에 대해서는 정해은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
에 의해 이미 주목되어 왔다.  
  이 발표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한 여성이 자신이 추구한 삶을 위해 어떻게 고군
분투했는가, 하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사주당이 자신의 꿈과 삶을 일
치시키고자 한 그 노력이 그녀의 주변 사람 특히 주변 여성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태교신기가 그녀의 연구서라고 한다면 아들과 
딸들, 며느리, 그리고 아들의 친구들이 말하는 그녀에 대한 이야기는 사주당의 역
동적인 삶을 말해주는 유용한 자료들이다. 그동안 주목되지 않았던, 일상의 이야기
를 담은 자료를 중심으로 그녀의 모습을 재구성해고자 한다.  
  사주당은 태종의 서자인 경녕군(敬寧君) 이비(李裶, 1395~1458)의 11대손으로 
이렇다 할 관직이 없는 한미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조부 이함부(李咸溥)와 부친 이
창식(李昌植)은 조용하고 밝은 선비의 덕성을 지닌 분들로 사주당의 지식 형
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어머니 강씨는 사헌부 감찰을 지낸 강덕언
(1673~?)의 딸이다. 특히 사주당은 친정 어머니와 많은 정을 나누었던 것 같
다. 사주당이 죽어 저세상으로 가면서까지 지니고 있고 싶었던 것이 세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어머니 강씨가 보내온 편지들이었다. 외조부 강덕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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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년(숙종 43) 45세의 나이로 식년시 을과에 합격하여 감찰 및 찰방 등의 
하급관리를 지냈다.1)

  청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주당은 15세 무렵에 글공부와 덕행으로 그 지역에 소
문이 자자했다. 그녀가 19세가 되던 정축년(1757)에 부친상을 당하여 그 상에 임
한 자세가 지극하여 인근에 효녀로 소문이 났다는 기록2)이나 또 중년에 든 그녀가 
홀로 친정의 양자를 세우고 산소를 정비한 것3)을 보면 형제자매가 없는 獨女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할아버지 이함부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학문에 눈을 뜨게 되
었다는 이야기도 다른 형제자매가 없었을 가능성을 실어준다. 
  조선후기 사회에서, 신분은 양반이되 생계가 곤란할 지경의 가정이 많았다는 사
실은 실학자들의 글 속에서 이미 많이 소개되었다. 성호 이익(1681~1763)은 “요
사이 선비라는 자들이 학문에만 뜻을 두어 집안 살림살이를 버려서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조상을 받들고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여 아내와 자식들
이 헐벗고 굶주리게 되었다.”4)고 하였다. 이광정(1674-1756)은 자신의 시대를 진
단하기를 “세상은 쇠퇴하고 백성들은 가난하며 선비들은 여유가 없다”고 하고, 선
비라 하더라도 장사를 하던지 기술을 익히든지 농사를 짓던지 현실에 맞게 일을 해
야 한다고 하였다.5) 유중림(1705~1771)은 “지금의 선비들은 빈곤함이 극심함에도 
도리어 衣食을 꾸려나갈 방도를 세우려고 하지 않는다”6)고 하였다. 당시 궁핍한 선
비 집안의 생활을 말해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사주당의 친정이 직면한 생활
상의 문제들을 엿볼 수 있다. 더구나 부친이 부재한 가난한 시골 집안의 딸이 학문
과 신분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런 배우자를 구하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사주당은 25세에 유한규(柳漢奎, 1719~1783)의 네 번째 부인으로 들어간다.7) 
사주당의 아들 유희(柳僖, 1773~1837)는 ‘어머니 家狀’에서 “내 부친께서 어머니
가 효심이 강하다는 소문을 듣고 장가를 드셨는데, 이때가 계미년이다.”8)라고 했

1) 사주당의 외조부 강덕언은 사헌부 감찰(승정원일기영조 즉위년(1724) 9월 30일 참조), 延曙察訪(승정
원일기영조 1년(1725) 7월 28일 참조), 文臣兼宣傳官(승정원일기 영조 2년(1726) 12월 28일 참조)을 
지냈다. 

2) “丁丑持斬衰, 不綿不肉, 孝譽又播.”(柳僖, ｢先妣淑夫人李氏家狀｣ 文通 文錄二, 한국학중앙연구원 정리본)
3) 柳僖, ｢先妣淑夫人李氏家狀｣, 앞의 책.
4) 이익, 星湖僿說 권7, 人事門 ‘爲學治生’

5) 李光庭, 訥隱集 권9, 齊家十箴 ‘謹租賦’

6) 유중림, 증보산림경제 家政 ‘治財用’

7) 기존 연구에서는 그녀의 혼인을 15세라고 했는데,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면 이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8) “丁丑持斬衰, 不綿不肉, 孝譽又播. 我先人聞, 斯委禽, 時癸未也.”(柳僖,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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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미년은 1763년으로 사주당의 나이 25세이고 남편 유한규의 나이 45세가 되
는 해이다. 당시 혼인연령으로 보면 처녀 나이 25세는 혼인 적기를 훌쩍 지난 나이
이다. 경국대전에는 여자는 14세 이상이 되어야 혼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사대부 및 양반 가정에서는 11세부터 혼인이 시작되었고 17~18세의 나이는 혼인 
시기가 늦은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25세의 처녀가 선택할 
수 있는 혼처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양반 가문에서 ‘사취부인’이 
된 사례를 찾기란 쉽지가 않다. 무엇보다 일반적으로 양반 남자들이 재취 정도에 
그치고 특별한 경우 삼취까지 가는 경우는 있지만 사취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
다. 사주당이 사취부인으로 간 것은 부친상을 당해 3년 상을 치른 데다 가난하고 
그런 와중에 혼인 시기를 놓친 것이 이유가 될 것이다. 어릴 때부터 經史를 공부한 
사주당의 학식으로 볼 때 초취냐 재취냐의 문제보다 자신의 지적 욕망에 부응하는 
선비가 배우자감으로 더 중요했을 것이다. 유한규는 다시 장가를 들지 않겠다고 작
정했다가 사주당의 학식과 효심을 소문으로 듣고 네 번째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  
  이사주당의 시가 진주 유씨 집안을 보면 시조부 유응운(柳應運)은 행(行) 
안협현감을 지냈고 시부 유담(柳紞)은 성균 생원에 그쳤으며, 남편 유한규는 
이렇다 할 관직이 없었다. 시집 또한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
다. 시어머니 이씨는 전주이씨 덕천군파 가문에서 온, 六眞八匡으로 이름을 날
린 李眞卿의 딸로 이른바 명문집안 출신이었다. 사주당이 시집을 갔을 때 시어
머니 이씨는 72세의 나이였는데, 모시기가 힘든 성격이었던 것 같다. 유한규는 
새 신부에게 “우리 모친께서 연세 72세인데, 눈이 어둡고 분노가 많으시니 모
시기가 어려울 것이니 그대의 노력이 있어야 하오”9)라고 했다.
  유한규의 초취 부인은 숙종대 대표적 소론인 오도일(1645~1703) 가문의 후손으로 
현감을 지낸 오명흠의 딸이었다. 유한규의 재취 부인은 평강 전씨로 자결로 생을 
마감했다. 전씨는 1755년 을해옥사 때 집안이 연루되어 시동생 유한기(柳漢箕)가 
자살하자 옥에 갇힌 유한규가 죽은 것으로 와전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유한규의 삼취는 전씨의 죽음 이후 이루어졌을 것이나 삼취부인에 대한 기록은 아
직 찾지 못했다. 유한규에게 2남 4녀가 있다고 하는데, 사주당이 낳은 1남 3녀외의 
1남 1녀는 어떤 부인의 소생인지가 분명치 않다. 

9) “吾母齡七十二, 眼昏多怒, 難爲下. 卿其努力.”(柳僖,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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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취부인 사주당은 시집의 여자들과 가격(家格)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사주당이 “여러 손아래 동서는 명문거족이오, 작은 시누이는 집안이 존귀
하고 부귀하였으며, 그들은 나이도 갑절이나 많았다”10)고 한 데서도 시집에서의 그
녀의 위치를 엿볼 수 있다. 그렇지만 사주당의 “본성이 엄격하고 정성스럽고 예법
을 근본으로 하며 아는 것이 많아 남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 한다. 친정의 
영향력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사주당의 위치는 분명 열세이지만 삶을 향한 긍정과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일궈낸 그녀의 삶은 그 누구보다 빛났다. 대개가 이름도 없
이 묻혀버릴 평범한 사람들이 사주당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기억되고 서술되었다
는 점에서도 그렇다.  

2. 토론하는 부부
  20살의 나이차에도 불구하고 사주당 부부는 학문을 토론하고 일상을 나누는 知
己였다. 남편을 학문과 일상의 동반자로 여긴 사주당의 의식세계는 그녀의 저
서 태교신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아시다시피 태교신기는 네 자녀
를 기르며 얻은 자신의 경험과 기존 의서(醫書)에서 뽑은 지식을 종합하여 수
립한 독자적인 지식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태교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성리학적인 심성론과 교육론에 의거하여 제시하였는데, 그녀의 성리학적 지식
은 남편과의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83세의 나이로 세상과 하직하며 남긴 말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편지 한 묶음과 
남편 목천공과의 성리문답, 내가 필사한 격몽요결(擊蒙要訣)을 입던 옷과 같이 넣
어 달라”고 하였다. 이것은 남편 유한규와 문답의 형식으로 성리설(性理說)을 공부
하고 토론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 태교신기에서 그녀는 태교란 남편과 아내 
둘 다 힘써야 한다고 하고, “스승의 가르침 10년이 어머니의 뱃속 교육 10개월만 
못하고, 어머니의 10개월 교육이 아버지가 잉태시키는 하루를 삼가는 것만 같지 못
하다”고 하였다. 즉 태교 및 육아에 아버지의 참여가 필수적임을 주장한 것인데, 사
주당 부부의 일상이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남편 유한규는 학문에의 열망으로 가득한 아내를 적극 지지했다. 사주당이 
10) 申綽, ｢師朱堂李氏夫人墓誌銘｣, 石泉遺稿 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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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례(家禮)·소학(小學) 및 여사서(女四書)를 길쌈하는 등불로 외우고 익혀 그 
이듬해에는 가어(家語)라는 책을 만들게 되었다. 남편 유한규는 아내의 이 
책 서문에서 “내훈(內訓)과 여범(女範)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11)고 썼다. 
아내에 대한 유한규의 자부심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사주당은 주희를 스승으
로 삼는다는 뜻으로 ‘사주(師朱)’를 호로 삼았지만 그의 지적 사고는 주희의 
설에 머물지 않았던 것이다. 즉 기질지성과 본연지성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을 그 전량에 있어서 용인하려는 양명학 이래의 양명학적 심학과 유사한 
논리를 전개했다. 따라서 육근(六根)의 욕망과 안일까지도 본연지성에 포괄되
는 것으로서 간주하고 그것을 억제하려는 공부를 배격한 것이다. 
  사주당 부부는 학문 뿐 아니라 일상의 재미를 함께 나누며 비교적 행복한 부부생
활을 한 것 같다. 그것은 부부 서로에 대한 믿음에다가 공유하는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주당은 남편과 곧잘 바둑을 두며 겨루기를 즐겼다. 네 살배기 
아들에게 젖먹이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바둑에 심취하기도 했다. 며느리 권씨의 기
록에 의하면, 네 살 난 유희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려고 한 나절을 기다렸는데도 부
모의 대국이 끝나질 않자 책에서 배운 구절을 인용하여 항의하였다. 즉 “희긔박
(爭戱碁博)은 셩인이 이절디(聖人責而絶之)라 야 계시지오”라고 하자 아들의 슬
기에 놀라고 사랑스러워 당장 판을 거두고 젖을 먹였다고 한다.   
  또한 사주당 부부는 잠시라도 떨어져 있을 때면 각자의 사연을 편지로 주고받으
며 소식을 나누었다. “대인이 셔울 가신 면 샹셔 연을 대부인긔 무러 샹
셔면, 대인이 답장시고  혹 글지어 보내시더라.”12) 며느리 권씨가 전해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즉 남편 유한규가 서울에 가 있을 때면 사주당
이 편지를 보내 소식을 묻고, 남편은 답장하면서 또 글을 지어 보냈다고 한다. 
  사주당은 남편과 함께 경전의 전적에 대해 질의하고 남편 유공은 시율로 응수하
여 부부의 덕이 함께 빛나 서로를 지기로 삼았다. 

3. 사주당의 살림 정신 : 산 자를 돌보고 죽은 자를 추모하다.  

11) 申綽, 앞의 글
12) 안동권씨, ｢유희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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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로 산지 20년, 사주당은 45세이던 1783년에 남편과 사별하게 된다. 그녀는 
전처의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자신이 낳은 어린 4남매를 이끌고 용인으
로 들어갔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워낙 가난하게 살았던 터라 남은 가산은 금방 
바닥나고 말았다.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도 없는데다 양육해야 할 자식
들이 모두 어려 그녀의 삶은 고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 때의 사주당을 아들 유희는 
이렇게 기억하였다.   

어머니는 부지런히 일해서 먹을 것을 구했다. 변변한 호미도 없으면서 밭을 일궜고, 촛불
도 없으면서 길쌈을 했으니 그 고통을 알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데도 아들에게는 식량을 
싸가지고 가서 멀리 유학하게 하였고, 딸에게는 아궁이 불 때는 일을 시키지 않았다. 손
이 갈라져 터지도록 새끼를 꼬고 새끼로 돌쩌귀를 삼고 거적으로 문을 삼아 소금을 구워
서 糟糠의 먹을 것을 얻었으니 심하도다 그 피로함이여!13) 

  사주당은 혼자의 노동으로 생계를 겨우 꾸려가는 상황이지만 아들과 딸에게는 
글을 익히고 공부를 하도록 이끌었다. 그녀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치산
(治産)의 능력에도 탁월한 재능을 보였다. 아들 유희가 말한다. 

어머니는 사사로이 利殖를 하여 서너 해만에 재물을 모으자 선영의 묘 가운데 멀리 있어 
무너진 지 오래된 것을 보수했다. 다시 이식하여 서너 해만에 또 재물이 모이자 외조부 
선영 안의 밭을 재물을 주고 되샀다. 다시 이식하여 서너 해만에 재물이 모이자 이종 조
카에게 부탁해서 친정집을 위해 후사를 세우도록 했다. 다시 이식해서 서너 해만에 재물
이 모이게 되자 외손 가운데 귀한 상을 가진 자에게 유언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라도 
제수를 올릴 수 있게 했다. 어머니는 才幹이 있는데다가 또한 일에 순서를 잘 지키셨던 
것이다.14)

  유희의 가장(家狀)이 토대가 된 묘지명(墓誌銘)에서 신작(申綽, 1760~1828)은 
“해마다 쓰고 남은 돈을 따로 모아 산 아래 있던 祭田을 도로 찾았다. 멀리 있던 퇴
락한 산소를 보수하고 제사에 쓸 것은 미리 마련해 놓았다. 모든 일이 대부분 단순
히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15)라고 했다. 유희는 어머니 사주당을 ‘質
丈夫 行婦人’라는 말로 요약했는데, 즉 장부의 바탕을 가지고 부인의 도를 실천했다
는 뜻이다.  

13) 柳僖, 앞의 글
14) 柳僖, 앞의 글
15) “另貯嬴資, 歲計而餘, 贖還山下祭田. 封修遠墓崩頹, 預具後日祀用. 凡百幹擧, 多力所不逮.”(申綽,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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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에게는 몰락한 친정을 돌보아야 하는 또 하나의 과제가 있었다. 그녀의 묘지
명에서 신작은 이렇게 썼다.   

부인께서 일찍이 친정을 위해 양자 세울 것을 마련하였는데 만년에 이르러 또 후사가 또 끊
어져 집안 사람들이 三代의 신주에게 제대로 제사도 지내지 않고 신주를 땅이 묻어 버렸다. 
부인이 마음이 아프고 끊어지는 것 같아 ”아직 죽지 못하고 남아 친정의 사당이 헐리는 것
을 보게 되었으니 이 역시 상을 당한 것과 같다“ 하고 한 해 동안 소복을 입었다.16)

  아들 유희는 사주당이 시가와 친정의 선영을 보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사
로이 이식(利殖)’을 하였다고 했다. 이식을 한 방식은 아마 이자를 놓아 불려간 것
이나 물건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일 것이다. 조선후기의 문집 기록에는 가난한 선비
집의 아내들은 높은 이자가 아니라면 이자를 놓아 돈을 불렸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사주당이 물건을 팔았다는 정황도 있다. 사주당에게 물건을 사가는 
장사치 할멈은 에누리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맑고 깨끗하게 스스로를 
닦아 가까운 사람이나 먼 데 사람에게 믿음을 받았으니 오가는 장사치 할멈도 에누
리를 않으며 ‘마님께서 어찌 나를 속이시겠어요?’ 하는 것이었다.”17) 

4. 자녀 교육 : 자녀의 본성과 역량을 존중하다.
  사주당은 자신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어린 자녀들에게 투사하였다. 딸들이 일정
한 나이가 되자 그 교육을 위해 그녀는 직접 교재를 만들었는데, ‘가편녀즙[家編女
輯]’이라는 책이었다. 전통적인 교훈서에서 가려 뽑았던 것으로 보이는 책의 존재는 
확인할 수 없지만, 사주당의 며느리 권씨가 쓴 ‘유희전기’에서 그녀의 교육열을 엿
볼 수 있다.  

대부인겨오셔 두 을 뵈시랴.「가편녀즙」을 실, '계명'이라 제만 시고 원편을 못 
 겨오시더니, 공이  오 '계명이긔야 [부즈런]이 위션은 순지도[무리도]
야오, 계명이긔야 이 위악은 척[도쳑]지도야니라' 엿더라. 

  두 딸을 위한 교훈서에서 사주당이 ｢계명잠(鷄鳴箴)｣이라는 제목만 써 놓고 
아직 내용을 채우기 전에 어린 아들 유희가 “닭이 울 때 일어나 선(善)을 행하
16) 申綽, 앞의 글.
17) 유희,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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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는 순(舜)과 같은 사람이오, 닭이 울 때 일어나 부지런히 악(惡)을 행하
는 자는 도척(盜跖)과 같은 부류이다.” 라고 했다는 것이다. 
  아들 유희가 쓴 ‘어머니 가장(家狀)’과 신작(申綽)이 쓴 ‘사주당 묘지명’에 의하면 
사주당은 남편 없이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용인으로 들어가 “변변한 호미도 없이 
밭을 일구고 촛불도 없이 길쌈을 하는” 고통스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먹이느라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몰랐다. 그런데도 딸들에게는 ‘아궁이 불 때는 일’을 시키지 않았고, 
아들에게는 식량을 싸서 스승을 찾아 멀리 보내기까지 했다. 그 결과 딸들이 모두 
글공부를 하여 후에 어머니의 저서 태교신기에 발문(跋文)을 쓸 정도의 문장을 
갖추게 되었다. 게다가 학문하는 선비를 찾아 딸들의 배필로 삼았다.  

처음에 夫人이 혼자되어 아들딸을 이끌고 龍仁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 사는데 필요한 것이
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나 여러 자녀가 배고픔과 곤궁 때문에 학업을 그만둠이 없
었다. 마침내는 의로운 가르침으로 시집 장가들일 수 있었다. 儆[柳僖의 아명]은 총명한데
다 널리 考究하여 經史 연구에 많은 공을 이루었다. 장녀는 秉節郞 李守黙에게, 둘째는 
進士 李在寧에게, 셋째는 朴胤燮에게 시집갔다.18)

  특히 이사주당의 아들 유희(柳僖, 1773~1837)는 음운학자이자 유학자로 언문
지(諺文誌)와 1백 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문통(文通) 등을 저술한 조선후기
를 대표하는 대학자이다. 이러한 인물이 나기까지 그 어머니 사주당의 노력이 어떠
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자료가 있다. 태교신기가 자녀들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는 점에서도 그녀가 자녀교육에 얼마나 공을 기울였는가를 알 수 있
다. 태어난 아이에게 자신의 교육 철학을 실천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사주당은 아들이 태어난지 10여 달이 되었을 때 실을 감다가 잠깐 쉬는데, 아이가 젖을 
먹으려 자신에게 기어 오자 말하기를 “져긔 리 던 거 가져오면 졋슬 먹이리라” 하
였다. 아기가 알아듣는 듯하자 실꾸리를 가리키며 집어오라 하자 기어가 실꾸리를 물고 
기어와서 어머니에게 드렸다. 아이의 영민함에 모두가 놀랐다고 한다.19)

  사주당은 아직 돌도 되지 않은 아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유도한 것
이다. 아들 유희가 두 돌하고 두 달이 지났을 때, 사주당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며 
책을 보았다. 아기에게 말하기를 “옛날 백낙천이라는 이는 백일에 글자를 알았고, 
18) "牽率子女, 寄寓龍仁, 生人所須, 求輒無有。然諸子女不以飢困廢業。終能嫁娶成立, 於義訓之中。儆旣聡明博考, 

多羽翼經史之功。女長適秉節郞李守默, 次進士李在寧, 次朴胤燮。“ (申綽, 앞의 글)
19) 권씨, ｢유희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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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율곡이라는 이도 세 살에 글을 지었나니 너는 글자를 언제 알아 글을 언
제 지을고?” 하시고 보시던 책의 한 一字를 가리키며 “이것이 한 일자니라”하시고 
잠깐 낮잠에 들었다. 이때 아기 유희는 건넌방으로 기어가 책상의 책 중 『슈셰보원
(壽世寶元)』의 한 일 자가 쓰인 권을 물고 기어와 어머니 사주당을 흔들며 글자를 
가리키며 ‘게 코코’ 했다고 한다.20) 이 이야기는 며느리 권씨가 자신의 남편 유희
의 유아시절의 일화를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통해 듣고 옮긴 것이다.  
  그렇다면 사주당이 자식들에게 기대한 것은 무엇일까. 가난한 과부로서, 학문에 
자질을 보인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부와 권세를 보장하는 과거에 승부를 걸만도 하
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이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가치를 택하였다. 

어머님은 여중군시라. 아들을 비록 사랑하시나 원칙을 밝혀 가르치시고 천품이 고매하여 
번거롭고 속된 출세를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산천에 묻혀 사는 것을 좋게 여기신 까닭에 
아들에게 ‘대과를 요행히 합격하더라도 네 성품이 스스로 삼가지 못한 점이 있으니 청요
(淸要)와 대관(大官)이 되기 어렵고, 소과(小科)는 끌어주는 이 없으면 공연히 힘들기만 
하니 차라리 명산(名山)에 복거(卜居)하여 본성을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하였다. 
아들에게 항상 권유하니 아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들어 20년을 과거 시험을 거들떠보
지 않았다.21)

  사주당은 자녀들 서로가 벗이 되도록 이끌었다. 어려운 살림에도 딸을 위한 전용 
교재를 만들어 직접 훈육한 결과 그들이 모두 문장을 주고받는 벗이 될 수 있었다. 
즉 “누이들도 모친을 닮아 경학과 한시에 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4명의 매형과 1명
의 매제도 모두 유희에게는 함께 공부하고 시를 주고받는 학업의 벗이었다.”22)고 
한다. 우애 또한 각별했다. 

둘째 누이는 어미 없는 손녀딸을 길러 혼기를 한 달 앞두고 돌림병으로 잃게 된 참혹함에
다, 어머니의 상까지 당하여 넋이 나가고 침식을 모두 폐하여, 묵은 병 새 병에 임오
(1822) 겨울에는 이미 위독하여졌다. 유희는 소식(素食)을 잠시 그만두기로 하고, 둘째 
누이는 동생이 지어 온 약을 먹기로 남매 서로 약속하여 겨우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다.23)

  사주당이 생활과 살림을 중시한 실학정신은 아들 유희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 

20) 권씨, 앞의 글.
21) 권씨, 앞의 글.
22) 김근태, ｢西陂 柳僖의 생애와 詩論｣
23) 권씨,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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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가 37세(1809)에 단양으로 터를 잡아 옮겨가 살았다. 그곳에서 그는 약초를 
심고 밭에 물대고 그 방법대로 부지런히 하여 재물이 생기면 힘껏 어머니를 봉양하
고 제사 지내고 예를 갖추어 가족을 건사했다. 

그는 의(義)가 아닌 것은 조금도 취하지 않았고, 벼슬에 오르지도 않았다. 집에 전하는 촌
토(寸土)도 모두 제 손으로 장만하였으며, 일을 할 때는 미리 아는 것이 많았고, 농사를 
지으면 남보다 수확이 많았다. 녹봉으로 붙이를 넉넉히 한 것이 아니며, 자기 자신만 편
안히 구제하는데 그칠 뿐이 아니었다.24)

5. 여성 지식의 확장 : 사주당의 주변 여성들 
  사주당은 여훈서를 다 섭렵한 후 모시(毛詩)․상서(尙書)․논어․맹자․중용․
대학 등을 공부해나갔는데, 문리가 정밀하였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이 탁월하
여 이씨 집안의 남자 그 누구도 그녀의 학문을 능가하지 못했다.25) 그녀는 자신의 
4자녀 외에 사대부 남성들을 지도하기도 했다. 이면눌(李勉訥), 이양연(李亮淵) 등은 
사주당에게 글을 배운 대표적인 사람이다. 
  아들 유희는 어머니 사주당의 회갑일에 의미있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
풀었다. 1799년 12월 5일의 일인데, 유희는 희구록(喜懼錄)을 만들어 축하시를 
받았고 어머니 사주당은 화답시를 썼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으로는 종형 숙(俶), 친
형 완(俒), 외종형 이응한(李膺漢), 자형 정동설(鄭東雪), 이수묵(李守黙), 이재녕, 매
부 박윤섭(朴胤燮)과 여러 조카들, 박기순․두순․규순 형제, 이재인, 오언의, 오언춘, 
조중진, 윤지의, 조운두, 尹潝 등이다.26) 고생 끝에 찾아온 열매인 셈이다. 
  사주당의 주변의 적지 않은 여성들은 자신들의 글을 남겼다. 그 중 가장 비
중 있는 사람으로는 규합총서를 저술한 이빙허각이다. 빙허각은 사주당의 
시누이 딸이고 사주당은 빙허각의 외숙모이다. 그리고 사주당의 두 딸은 그녀
의 저서 태교신기에 발문을 썼다. 장녀와 차녀의 발문을 차례대로 보자. 

아이를 가르쳐 훌륭한 군자의 지위에 이르게 하는 교육은 많지만 태교에 주목한 경우는 

24) 趙琮鎭, ｢남악유진사 묘지명」
25) 申綽, 앞의 글.
26) 김근태,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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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라 태임 한 분 뿐이다. 게다가 임신한 이후 태아는 그 어머니의 지각운동이나 호흡천
식을 따라 성품을 이루는 것이니 태중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책이 없었던 차
에 어머니가 해 내신 것이다. …… 어머니는 經書와 史書를 두루 읽으시고 의서
와 속설까지도 챙기시어 태교신기를 지으셨다. 이 글로 인해 온 세상 임신한 여
자들이 자식을 낳아 기름에 잔병과 불구를 벗어날 수 있었다. …… 우리 사남매
를 시험 삼아 기르심에 이목구비가 건강치 않음이 없으니 어머니 책의 효험이 
증명된 것이다.27)

어머니는 속된 책이나 속된 노래를 좋아하지 않아 시속 사람들의 그것과 크게 달랐다. 책
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옛사람의 찌꺼기에 불과하다 하여 마음 두지 않으셨다. 
태교신기만은 몸소 시험하신 것으로, 여자들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나 같은 불
초자식은 어머니의 태교교육을 부정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다만 사남매가 건강
하고 무사하게 장성하고, 동생 경(儆)이 재주와 성품이 있고, 세 자매도 시댁에 
죄지은 것 없으니 어머니의 태교 덕분이다.28)

  그리고 또 다른 딸 역시 상당한 수준의 학식과 견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며
느리 권씨가 전한 이야기에 의하면 유희가 ‘중(仲姉)’라고 부른 사주당의 딸은 어
머니와 달리 동생 유희에게 과거를 통해 입신양명할 것을 권유한다. 

단양의 우거할 때 작은 누이가 그곳에 와서 지낸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와 동생
이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여러 번 간절히 요구하였다. 어느 날 
누이가 동생에게 “남자가 세상에 나 글을 배우는 것은 과거를 보아 立身揚名하
여 以顯父母하고 致君澤民하여 有名後世함에 있거늘 과거를 안보고서 남자의 
사업을 어디에 펴며 글을 하여 科榜에 이름이 오르지 못하고서야 글한 보람이 
어디 있겠는가. 大官으로 현달하는 것은 官運이 있어야 하겠으나 과거 시험이야 
어찌 못보겠는가.” 하였다.29)

  또 이사주당의 며느리이자 유희의 재취부인 안동 권씨는 남편의 생애를 적
은 한글본 ｢유희의 전기｣를 썼다. 남편의 일생을 회고한 애틋한 글로, 결혼을 
한 뒤 시어머니와 손위 시누이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자신이 결혼 생활을 하면
서 살펴 본 남편의 생애를 적은 것이다. 1840년 전후에 집필된 권씨 부인의 글
은 유희진(柳熙晋)에 의해 1938년 이만규(李萬珪)의 “약전(略傳)“에 제공되
27) 長女 유씨, ｢胎敎新記跋文｣ 태교신기
28) 小女 유씨, ｢胎敎新記跋文｣
29) 권씨, 앞의 글.



살림문화운동 학술대회  사주당 이씨와 태교

34

었다.30) 권씨 부인에 대해 전하는 기록이 별로 없지만, 남편 전기를 쓴 문장을 
통해 그녀가 여류학자로서의 소양을 충분히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
해 그녀가 쓴 어휘가 표현 등이 경전 등에서 발취한 전문 용어들이라는 것이
다.31)

  사주당은 1822년(순조 21년) 9월 한강 남쪽 서파의 임시로 사는 집에서 8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유언으로 친정어머니의 편지 두루마리와 남편 유공
과 나눈『성리문답』한 책 그리고 자신이 필사한 율곡의『격몽요결』을 입던 옷과 넣어
달라고 하였다. 자신의 저술이 아닌, 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자신의 정신을 길러온 
격몽요결, 이 세 가지가 그녀의 삶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다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사주당 이씨의 80 평생에 걸친 꿈과 삶을 일치시켜간 살림의 정신과 
실천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다. 

30) 김민수, ｢유희의 전기｣, 陶南趙潤濟博士 回甲紀念論文集 1964. 5.
31) 大驚稱奇, 佳篇麗什, 竹馬葱笛, 苦澁依稀, 殞絶哀號, 易理卜筮, 安靜凝然, 鐵馬紅塵, 挽 默然, 作農拮据, 明

見達識, 哀毁踰禮, 天歟命歟, 消魂失魄, 痛惜寃屈 등과 같은 문자가 그것이다.(김민수, 앞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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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동아이사 태교 역사에서 『태교신기』의 위상

정 해 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1. 머리말-21세기에 왜 『태교신기』에 주목하는가?
  오늘날 태교(胎敎)라 하면 보통 태아 교육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태
교란 사회적으로 두 가지의 함의를 있었다. 첫째, 태교란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한 
임산부의 마음과 몸가짐이었다. 조선 사회가 출산율이 높지 않고 태아 및 유아 사
망률이 높다보니 건강한 아이의 출산은 개인의 관심을 넘어 가족과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었다. 
  둘째, 태교란 집안을 이을 바른 자식 곧 아들을 낳기 위한 실천 방안의 하나로서 
집안의 흥망성쇠와 연결된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태아교육을 실행해 낳은 어진 
아이는 커서 ‘군자’로 자랄 것이며 군자로 자란 아이는 집안을 빛낼 수 있는 재목이 
되리라는 전망과 희망이 담긴 것이었다. 
  이 때문에 태교는 개인 및 가족, 국가의 관심사로서 각종 의학서나 여성교훈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해 권장되면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 잡았다. 이
에 대해 19세기 한국의 사상가이자 유학자인 최한기(崔漢綺, 1803〜1877)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첩을 얻지 않을 수 없으니 이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해  서
다. 그러나 아내와 첩이 모두 자녀를 낳지 못하면, 이는 남자의 정(精)이 완전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병은 병으로 여기지 않고 아내와 첩에
게 병의 책임을 돌린다. 그리하여 두세 번씩 첩을 얻고 내치는 것이 법도가 없고 사랑과 
미움이 일정하지 않아, 집안이 어지러워지고 몸과 마음의 해악이 끝이 없다. 가업의 성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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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집안 법도의 흥패가 혼인에서 터전을 닦아 태교(胎敎)와 낳고 기르는 것을 
잘하느냐 잘 못하느냐 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아내에게 
모범을 보이고 첩을 다스리는 방법이 거의 잘될 것이다.1) 

  최한기는 아내와 첩을 얻는 이유에 대해 집안의 후사를 이을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가업과 집안 법도의 성쇠와 흥패는 혼인으로 터전을 닦고 태
교와 양육으로 결정이 된다고 본 것이다.   
  더구나 태교는 조선 사회의 관심으로만 남아있지 않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인
이라면 남녀를 가릴 것 없이 누구나 태교가 무엇인지 설명해낼 수 있을 만큼 한국
사회에서 태교란 오랜 전통을 갖고 있으며 지금도 계승되고 있는 중요한 전통문화 
가운데 하나이다. 더구나 한국처럼 교육을 중시하는 나라에서 태교는 부모라면 누
구나 관심을 가져야하고 실천해야 하는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한 지 오래이다. 그래
서 태교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심화된 지식을 얻고자 하는 일반인들의 갈망이 큰 
편이다. 
  이처럼 조선시대를 비롯해 오늘날까지 대중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태
교는 한국의 전통 문화 및 가족 문화의 지향성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소재이자 주제인 것이다. 더구나 한국에는 태교서와 관련하여 
이사주당(1739〜1821)의『태교신기(胎敎新記)』라는 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발표는 역사적 관점에서 조선시대 태교를 시대성이 투영된 사회문화적인 현
상의 하나로 파악해 동아시아 태교의 역사에서 『태교신기』가 갖는 위상을 검토해보
았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태교 관련 기록과 문헌을 조사, 
동아시아 태교의 기원과 한국 태교의 기원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태교의 근원과 내용의 특징을 검토한 후 『태교신기』의 특징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태교신기』의 위상에 대해 새롭게 인식해보고자 하였다. 

1) 崔漢綺, 『氣測體義』, 神氣通 卷3, 生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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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아시아 태교의 기원
1) 중국 주(周) 왕실에서 시작한 태교
  동아시아에서 태교의 원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할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중국 주(周) 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3천 년 전에 주 왕실에서 태아를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로 인식해 태아 교육을 했다고 하니 태교의 기원이 대단히 오
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3천 년 전 주 왕실에서 태교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신서(新書)』다. 
중국에서 현전하는 문헌 가운데 태교를 언급한 가장 오래된 책으로 꼽히는 『신서』
는 한(漢)의 사상가이자 정치가 가의(賈誼, 기원전 200〜기원전 168)가 지었다. 이 
책에 주 왕실의 태교가 소개되어 있다. 
  가의는 하남(河南) 낙양(洛陽)에서 태어났다. 『시경』과 『서경』에 능통하고 글도 
잘 지어 22세에 문제(文帝, 기원전 202〜기원전 157)에게 박사로 발탁되었다. 최
연소 박사였다. 가의는 거침없이 개혁안을 제시했고 1년 만에 파격적으로 승진해 
태중대부에 올랐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24세에 주변 사람들의 시기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먼 변두리 지역인 후난성[湖南省]의 장사(長沙)로 쫓겨나고 말았다. 
  이처럼 바른 말을 잘한 가의가 왜 『신서』에 주 왕실의 태교를 실어놓았을까? 약
관의 나이로 박사가 되었다가 쫓겨난 가의가 문제의 부름을 받고 다시 수도 장안으
로 돌아왔을 때에 나이 28세였다. 그리고 양회왕(梁懷王)의 태부(太傅)로 임명되었
다. 양회왕은 문제가 특별히 사랑한 아들이었다. 가의가 『신서』에 남긴 「태교」는 
바로 양회왕의 태부로 있으면서 쓴 글이다. 
  가의는 「태교」의 처음을 이렇게 시작하였다.  곧 “『주역』에서 말하기를, 
‘그 근본을 바로 잡으면 만물이 다스려지지만,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면 천리
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고 하였다. 그러므로 군자는 처음을 조심하는 것이
다.”2)고 했다. 뒤이어 청사씨(靑史氏)의 옛 역사 기록에 나오는 왕실 태교법과 
주(周) 성왕(成王)의 어머니 읍강(邑姜)의 태교를 실었다.     

2) 賈誼, 『賈子新書』 下, 胎敎<雜事>. 필자가 이용한 판본은 賈誼 撰, 盧文弨 校, 『賈子新書』, 國學基本叢書, 
臺灣商務印書館, 196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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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씨의 옛 역사 기록에 말하기를, “옛날 태교하는 방법은 왕후가 잉태하여 일곱 달에 
이르면 곁방으로 나아간다. 태사는 동(銅:律管)을 가지고 방문 밖 왼쪽에서 모시고, 태재
는 소반을 들고 방문 밖 오른쪽에서 모신다. 태복은 점치는 도구인 시초와 구갑을 들고 
당 아래에서 모시며, 여러 관원들은 각기 맡은 직책에 따라 문안에서 모신다. 석 달이 지
나 왕후가 듣기를 원하는 음악이 예악이 아니면 태사는 악기를 만지작거리며 ‘익히지 않
았습니다.’고 한다. 먹기를 원하는 음식이 바른 맛이 아니면 태재가 소반을 받쳐 들고 조
리하지 않으면서 ‘감히 그러한 음식으로 태자에게 올릴 수 없나이다.’고 한다.” 하였다. 
(중략) 주의 후비가 성왕을 잉태했을 때 서서는 외다리로 서지 않고, 앉아서는 몸을 비스
듬히 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에도 발을 뻗지 않고 비록 화가 나더라도 욕하지 않았으니, 
이를 태교라 한다.
(『가자신서(賈子新書)』하, 태교3))

  가의는 진나라가 3대도 채우지 못하고 채 50년도 되지 않아 멸망한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도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에 비해 하·은·주 삼대는 임금이 교육을 
중시해 태자가 갓난아기일 때부터 교육을 시작해 융성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가의는 문제에게 태자 교육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진이 멸망한 전철을 밝을 수 있다고 충언하였다. 요컨
대, 가의가 본인 저서인 『신서』에 태교를 실어놓은 배경에는 태자의 사부로 활약한 
경험이 자리한 것이다. 

2) 『대대례기』에 실린 태교
  동아시아에서 태교에 대해 언급한 현전하는 문헌 중 가장 오래된 책은 가의가 지
은 『신서(新書)』다. 그런데 태교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가장 오래된 문헌을 
꼽을 때에 『신서』보다 더 자주 거론하는 책이 있다. 바로 『대대례기(大戴禮記)』다. 
이 책에는『신서』「태교」조의 내용이 몇 글자만 달라진 채 수록되어 있다.  
  『대대례기』는 한나라 대덕(戴德)이 엮은 예서다. 『대대례기』의 성립에 대해서는 
중국 경학사(經學史)에서 『예기(禮記)』와 관련해 여러 이견들이 있다. 그 중 가장 널
리 받아지고 있는 주장이 기존의 예설 214편 가운데 대덕(戴德, 號:大戴)이 85편으
로 골라내어 펴낸 책이 『대대례기(大戴禮記)』이며, 『대대례기』에서 대성(戴聖, 號:小

3) 賈誼, 『賈子新書』 下, 胎敎<雜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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戴))이 49편을 추려내어 펴낸 책이 『소대례기(小戴禮記)』라 한다. 오늘날 『예기』는 
『소대례기』를 말한다. 
  대덕은 전한 시대 학자로 생몰년은 자세하지 않다. 분명한 사실은 『대대례기』는 
『신서』 이후에 나온 책이라는 점이다. 다소 장황하지만 『대대례기』에 실린 태교의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태교의 도를 옥판에 써서 금궤에 간직하여 종묘에 보관하여 후세의 경계로 삼을 것이다. 
청사씨의 옛 역사 기록에 말하기를, “옛날 태교에 왕후가 아기를 가진 지 일곱 달이 되면 
연실(宴室)에 나간다. 태사는 동(銅)을 가지고 방문 밖 왼편에서 모시고, 태재는 소반[斗]
을 들고 방문 밖 오른편에서 모신다. 석 달이 되어 왕후가 듣기를 원하는 음악이 예악이 
아니면 태사는 악기를 감추며 ‘익히지 않았습니다.’고 한다. 먹기를 원하는 음식이 바른 
맛이 아니면 태재가 소반을 들고 말하기를, ‘감히 그러한 음식으로 태자에게 올릴 수 없나
이다.’고 한다.” (중략) 옛날 주의 후비가 성왕(成王)을 잉태했을 때 서서는 외다리로 서지 
않고, 앉아서는 몸을 비스듬히 하지 않고, 혼자 있으면서도 발을 뻗지 않고, 비록 화가 나
더라도 욕하지 않았으니, 이를 태교라 한다.
(『대대례기』, 보부4))  

  『대대례기』에 나오는 태교의 내용을 앞서 소개한 『신서』와 비교하면 거의 유사
하다. 『신서』에 비해 “태복은 점치는 도구인 시초와 구갑을 들고 당 아래에서 모시
며, 여러 관원들은 각기 맡은 직책에 따라 문안에서 모신다.”는 글이 빠진 것만 제
외하고 몇 글자만 달라진 채 그대로 수록했다. 따라서 『대대례기』에 실린 태교의 
내용은 『신서』에 기반 했음을 알 수 있다.  

 3) 『열녀전』, 태교의 모범이 되다
  중국 역사상 『신서』·『대대례기』와 함께 태교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책은 『열녀전
(列女傳)』이다. 『열녀전』은 한나라의 학자 유향(劉向, 기원전 77〜기원전 6)이 여성
인물 106명을 열전(列傳) 형식으로 저술한 책이다. 이 책은 『여계(女戒)』(102년으
로 추정)와 함께 여훈서의 전범으로 꼽힐 만큼 영향력이 막대했다. 
  유향은 중국 한나라 최고 경학가이자 문학가․목록학자로 유명한 사람이다. 『사기

4) 『大戴禮記』, 「保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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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記)』를 지은 역사가 사마천보다 약 70년 뒤에 태어났다. 유향은 황족으로서 한
(漢) 왕조의 시조 고조 유방(劉邦)의 이복동생 초원왕(楚元王)의 4세손이다. 
  유향이 『열녀전』을 편찬한 해가 기원전 16년이었다. 당시 정국은 태후 왕씨의 
외척들이 정권을 장악했으므로 황권을 회복하기 위해 여성 중심의 왕씨 권력을 제
어해야 했다. 유향은 이 책을 성제(成帝)에게 헌정했다. 이 책을 통해 군주를 정점
으로 한 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할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
깨우고자 했다. 곧 이 책을 여성들이 본받아야 할 전범으로 삼아 여성의 역할을 바
로 잡고자 한 것이다. 
  『열녀전』은 그 인기만큼이나 수없이 전사되었으며, 베끼고 다시 베끼는 과정에서 
체재가 달라졌다. 현전하는 『열녀전』은 총7권으로 구성되었다. 모의(母儀), 현명(賢
明), 인지(仁智), 정순(貞順), 절의(節義), 변통(辯通), 얼폐(孼嬖)이다. 태교에 관한 내
용은「모의」의 <주실삼모(周室三母)>에 나온다.  
  ‘주실삼모’란 주 왕실의 기틀을 세우는 데 적극 동참한 세 명의 어머니로 태강(太
姜), 태임(太任), 태사(太似)를 말한다. 태강은 주 태왕(太王, 후에 왕으로 추존된 고
공단보)의 비이다. 태임은 주를 건국한 문왕의 어머니로 지임씨(摯任氏)의 둘째 딸
이다. 태사는 무왕의 어머니로 유신(有㜪) 사씨(似氏)의 딸이다. 문덕을 갖춘 어머니
라는 뜻에서 ‘문모(文母)’라 불린다.5) 이름 앞에 ‘태’자는 ‘크다’는 의미의 존칭으로 
추정되며, 강․임․사는 출신 씨족명을 말한다.

태왕(太王:고공단보)=부인 태강(太姜)
계력(季歷)=부인 태임(太任) 
문왕(文王)=부인 태사(太姒) 
무왕(武王)=부인 읍강(邑姜) 
성왕(成王)

<표 1> 중국 주(周) 왕조 계보도 

  『열녀전』에 따르면 중국에서 가장 먼저 태교를 실행한 여성은 태임이다. 『열녀
전』에는 태임이 태교를 잘해 “문왕을 임신했을 때에 나쁜 것을 보지 않았고, 음란
5) 유향 저, 이숙인 역, 『열녀전』, 예문서원, 1996, 53〜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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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리를 듣지 않았고, 오만한 말을 하지 않았다. 이처럼 태교를 잘했다.”고 한다. 
이어서 ‘군자는 말한다.[君子謂]’는 형식으로 유향 본인의 의견을 밝혔다. 
  태임은 태교를 잘 하였다. 옛날에는 부인이 아기를 잉태하면 모로 눕지 않고 모
서리나 자리 끝에 앉지 않았으며, 외다리로 서지 않았고 거친 음식을 먹지 않았다. 
자른 것이 바르지 아니하면 먹지 않았고 자리가 바르지 않으며 앉지 않았다. 현란
한 것은 보지 않았고 음란한 음악은 듣지 않았다. 밤에는 눈먼 악관(樂官)에게 시를 
읊게 하였고 올바른 이야기만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하여 아이를 낳으면 모습이 
반듯하고 재주와 덕이 남보다 뛰어난 법이다.6) 
  유향은 태교를 하여 낳은 아이는 모습이 반듯하고 재주와 덕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이를 가졌을 때 반드시 감정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선하게 느
끼면 아이도 선하게 되고, 나쁘게 느끼면 아이도 악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태어나 부모를 닮는 것은 모두 그 어머니가 밖에서 느끼는 것이 태아에게 
전해진 까닭이라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문왕의 어머니는 문왕의 위대한 덕으로 볼 
때에 자식이 부모를 닮게 되는 이치를 깨달았다고 논평했다.  
  끝으로, 태교가 주에서 기원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사실 여기에 대한 적
절한 답변을 찾기란 쉽지 않으나 상(商)과 주(周)의 차이에서 단서를 구할 수 있을 
듯하다.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상의 사회는 모계적 전통이 강했
으나 왕조 말기로 갈수록 부권 사회로 전환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주 초기에 
성립된 종법제(宗法制)는 부권 및 부계 혈통을 제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주실삼모’라고 일컬어지는 태강․태임․태사가 어머니의 모범으로 정식화되
면서 여성들의 전형으로 재생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태임의 태교가 군자를 낳고 기
르는 어머니의 태도로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여겨진다. 부권을 기반한 종법
제 사회에서 부계 혈통을 잇는 어머니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태교가 주에서 기원을 
갖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요컨대, 중국에서 태교는 주에 기원을 두며, 한대(漢代) 『열녀전』에서 정립되었
다. 『열녀전』에 실린 태교의 내용은 이후 큰 영향을 미쳐 태교의 전범으로 자리 잡
았고, 태임이 태교를 잘한 여성으로 추앙받았다. 뒤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조선

6) 劉向 지음, 이숙인 옮김, 위의 책, 5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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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태교도 바로 이『열녀전』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3. 한국의 태교 기원
 1) 통일신라의 태교 
  한국에서 태교에 관한 기록은 통일신라시대 선사들의 비문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선사들의 비문에서 ‘태교’라는 단어는 물론 태교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태교에 관한 풍부한 내용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태교가 이미 통일신라시대에도 있
었음을 알려 준다.7) 
  먼저 태교 관련 내용이 담겨있는 탑비로 시기가 이른 것이 전라남도 장흥의 보림
사 보조선사탑비(普照禪師塔碑)다. 보조선사 체징(體澄, 804～880)은 선문구산 중 
가지산파의 제3조로서 837년에 당으로 갔다가 840년 귀국했다. 859년 겨울 보림
사로 옮긴 후 많은 제자를 길러 냈다. <장흥 보림사 보조선사 창성탑비>(보물 제
158호)는 보조선사가 입적한 지 4년 뒤인 884년(헌강왕 10)에 세워진 비로 현재 
전라남도 장흥군 보림사터에 있다. 
  이 비문에는 ‘태훈(胎訓)’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조선사 어머니의 태교를 언급했
다. 보조선사의 어머니는 하늘에 떠있는 둥근 해의 빛이 내려와 배를 꿰뚫는 태몽
을 꾼 뒤 임신을 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산기가 없자 상서로운 꿈을 생각하고 
좋은 인연을 기도하며 고기와 술 종류의 음료를 끊고 청정한 계율로서 태훈을 삼은 
결과 해산해 선사를 낳았다고 한다.
  ‘태교’라는 단어가 직접 들어 있는 비문은 충북 제천시의 월광사 원랑선사(圓朗禪
師) 탑비를 꼽을 수 있다. (890년, 진성왕 4)를 꼽을 수 있다. 원랑선사 대통(大通, 
816〜883)은 856년에 당나라 앙산(卬山)으로 가서 징허(澄虛)를 스승으로 모시면
서 공부했다. 866년(경문왕 6)에 귀국해 충북 제천의 월광사(月光寺)에서 선문을 
닦아 이름을 날렸다. 
  <월광사 원랑선사 탑비(月光寺圓朗禪師塔碑)>(보물 제360호)는 890년(진성왕 4)
에 건립되었고 현재 경복궁 경내에 있다. 원래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동

7) 금석문 자료는 ‘한국금석문종합영상시스템(gsm.nricp.go.kr)’을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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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리 월광사지다.  이 비문에는 원랑선사의 어머니가 “선사를 잉태한 날부터 
예절을 지키고 행동을 삼가 했으며 경전을 외우는 것으로 태교를 하였다. 태어
날 때 보니 과연 평범하지 않았다.”고 되어있다. 
  요컨대, 한국에서 태교라는 단어는 통일신라시대 선사들의 비문에서 발견할 수 
있다. ‘태훈’이라는 단어도 사용했다. 모두 선사들의 비상한 기질과 관련되어 
있다. 선사의 어머니들은 신기한 태몽을 꾼 후 임신을 하고 그 뒤에 태교를 했
다. 고기나 술 종류의 음료를 입에 대지 않고 10계 등의 계율을 지키며 경전을 
외웠다. 낭혜화상의 어머니가 태교로서 지킨 10계는 불교에서 승려나 속인이 
지켜야할 10가지 계율이다. 종파나 문헌에 따라 여러 종류의 십계가 있는데, 
살생․도둑질․간음․거짓말 등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 

 2) 고려시대의 태교
  고려시대에도 태교와 관한 기록이나 문헌이 풍부한 편은 아니다. 하지만 통
일신라시대에 비해 여러 문헌에서 태교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고려시대 태교와 관련해 주목할 점은 왕실에서 태교의 흔적들이 보인다는 사실
이다. 태교의 실시가 직접 나타나지 않지만 왕실에서 태교를 인지하기 시작한 단초
가 나타난다. 이 점은 통일신라시대에 주로 선사들의 탑비에서 태교가 나오는 현상
과 다르다. 
  『고려사』에는 태조 왕건의 제4비인 신정왕태후(神靜王太后, ?∼983) 황보씨(皇甫
氏)의 탄생과 관련한 기록이 남아 있다. 신정왕태후는 황주 사람으로 충의공(忠義
公) 황보 제공(悌恭)의 딸이다. 태조와 사이에 왕자 대종(戴宗) 욱과 대목왕후(大穆
王后)를 낳았다. 시호가 신정대왕태후(神靜大王太后)다. 
  고려 제6대 임금 성종(成宗, 960～997, 재위 981∼997)은 대종과 태조의 딸 선
의왕후 유씨(제6비 정덕왕후 유씨 소생)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다. 신정왕태
후는 선의왕후가 일찍 죽자 손자 성종을 키웠다. 성종은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공을 기리기 위해 시호를 내린 것이었다. 시호를 내리는 책문(冊文)에도 태교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 
  『고려사』가 조선 초기에 작성한 정사라는 점을 감안해도 신정왕태후의 영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태교를 강조한 점이 눈에 띤다. 조선말에 편찬된 『증보문헌비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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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신정왕태후에 대해 “일찍이 손금에 남다름을 나타내었고, 또 태교에 신령스러움
을 밝게 보였습니다.”8)고 되어 있다. 
  고려 왕조는 일부다처제였으므로 어떤 후비도 독점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였다. 
그래서 후비들에게 출산은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제일 먼저 혼인해 제1비(妃)로서
의 지위를 갖기도 했으나,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후에 들어온 후비에게 지위가 역
전되었다. 후비가 아들을 낳으면 왕이 조서(詔書)와 각종 선물을 내리고, 왕비로 책
봉되기도 하였다. 반면에 아들을 낳지 못한 채 죽으면 왕이 상복도 입지 않고 능호
(陵號)도 내리지 않고 명절 제사도 지내지 않았다. 신정왕태후는 본인이 기른 성종 
덕분에 죽은 이후에 태후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고, 성품의 형성에 태교에 힘입
은 것이 컸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고려시대 민간에서 태교를 중시한 정황은 고려 말에 나타난다. 왕실에서 태교가 
임금의 자질을 위해 논의되었다면, 민간에서는 일상에서 직접 행하는 실천의 형태
를 띠었다. 민간에서 태교가 중시된 점은 고려 말 정몽주(鄭夢周)의 어머니 이씨(李
氏)가 남겼다는 「태중훈문(胎中訓文)」을 통해 알 수 있다.
  「태중훈문」은 오늘날 학계나 일반에서 한국 역사상 태교에 관한 최고(最古)의 기
록으로 꼽힌다. 이 글에서 이씨는 임신한 여성의 몸가짐에 대해 “옛 성현의 지나간 
행적을 더듬고 그에 관한 책을 읽으며, 나도 그와 같은 위인을 낳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통 사람이 행하기 힘든 행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씨 부인은 “옛 성현의 지나간 행적을 더듬고 그에 관한 책을 읽으며, 나도 그
와 같은 위인을 낳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통 사람이 행하기 힘든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하여  임신 중 명심해야 할 다섯 가지 사항을 언급했다. 곧 물설타인과(勿
說他人過), 물탐타물(勿貪他物), 물탐사리(勿貪私利), 물청사색(勿聽邪色), 물식부정
(勿食不正)이다. 물설타인은 남의 단점과 흉 되는 일을 끄집어내어 말하든가 사실에 
없는 험담을 만들지 말 것, 물탐타물은  남의 물건을 당초 탐내지 말 것, 물탐사리
는 제 것만 제 것이라 하지 말고 남을 도울 것, 물청사색은 삿되고 음탕한 말에 귀 
기울이지 말 것, 물식부정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 것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대로 고려시대 민간에서 태교를 행하였다. 왕실에서 직접 태교
를 시행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나, 신하들은 국왕의 바른 덕성을 함양하기 위해

8) 『增補文獻備考』 권42, 帝系考 3, 태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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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태교를 강조했다. 민간에서는 아동 교육의 시초로서 태교가 등장했다. 정몽주의 
어머니 이씨의「태중훈문」은 어머니의 올바른 행실과 마음가짐을 강조하는 내용으
로 한국 태교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다.  

4. 조선시대 태교와 『태교신기』의 위상
 1) 조선시대 태교
  조선시대 태교와 관련하여 초창기 기록으로 주목을 끄는 문헌이 『경제문감(經濟
文鑑)』이다. 정도전(鄭道傳, 1337～1398)은 이 책에서 짧게 “후한의 장제(章帝, 재
위 76～88)가 태교법을 만들었다.”고 소개하였다. 정도전이 언급한 장제가 만들었
다는 태교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정도전이 태교를 말한 점으로 보아 
이미 조선 초부터 태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조선시대 태교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문헌은 셀 수 없이 많은 편이다. 학
계에서 자주 거론되는 문헌을 소개하면 소혜왕후(昭惠王后)의『내훈(內訓)』(1475년), 
송시열의『계녀서』, 이사주당의 『태교신기』등이다. 이 밖에 율곡 이이의『성학집요』
도 알려져 있다.  실학서로는 유중림이 편찬한『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1766
년경), 이빙허각이 1809년(순조 9)에 완성한『규합총서(閨閤叢書)』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성종의 어머니 소혜왕후는 태교에 대해 “태임이…임신하심에 이르러 눈에 
궂은 빛을 보지 아니하시며 귀에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입으로는 오만한 말
을 내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어서 태임의 태교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 내용은 앞 
절에서 소개한 『열녀전』의 내용과 같다. 
  이이(1536～1584)는 태교에 대해 “옛날에 부인이 아이를 임신하면 옆으로 누워 
자지 않고 삐딱하게 앉지 않고, 외발로 서지 않고 맛이 야릇한[邪味] 음식은 먹지 
않았다. 자른 것이 반듯하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고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
았다. 이같이 한다면 자식을 낳아도 그 형체나 용모가 단정하고, 재주가 남보다 뛰
어날 것이다.”9)고 하면서 『열녀전』을 인용했다는 소주(小註)를 달아 놓았다. 그리고 
이 글 아래에는 이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註解]을 소개하였다.  

9) 李珥, 『栗谷先生全書』 권23, 「聖學輯要」 5, 正家第三 敎子章第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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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시열(1607～1689)은 태교에 대해 “자식 가졌을 때도 잡 음식 먹지 말고 기울
어진 자리에 눕지 말고, 몸을 단정히 하면 자식을 낳으면 자연 단정하니라.”10)하였
다. 이어서 “자식은 어미를 닮는 사람이 많다. 열 달을 어머니 뱃속에 있었으니 어
머니를 닳는 것이고 열 살 전에는 어머니의 말을 들었으니 또 어머니를 닮는 것이
다. 어찌 가르치지 않고서 착한 자식이 되리오.”라고 하였다.  
  송시열과 동시대의 학자 윤휴(1617～1680)가 말하는 태교의 내용도 살펴보자. 
윤휴는 “아이를 임신한 부인은 누울 때는 비스듬히 눕지 않고 앉을 때는 치우치게 
앉지 않고 설 때는 외발로 서지 않고 삿된 음식을 먹지 않고 자른 것이 바르지 않
으면 먹지 않고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고 눈으로는 삿된 색을 보지 않고 귀
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으며, 밤이면 소경 악사를 시켜 시(詩)를 외게 하고 바
른 일을 이야기하게 한다.”고 하면서 소주(小註)에다 “아이를 임신했을 반드시 감촉
(感觸)하는 바를 신중히 해야 하니, 마음이 사물에 감촉하면 아이의 형체와 음성이 
그대로 닮게 된다. 그러므로 아이를 밴 이가 능히 이 점을 삼가면 아이를 낳음에 
형용이 단정하고 재주와 식견이 반드시 남보다 뛰어나게 된다. 이를 태교(胎敎)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11)  
  이상으로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조선사회에서 소개된 태교의 문헌과 거기
에 담긴 내용을 살펴보았다. 위의 문헌에 담긴 태교에 관한 내용에 나타난 중
요한 특징은 이미 짐작할 수 있듯이『열녀전』에서 제시된 태교의 내용이 반
복되는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의외로 매우 단순하고 소략하며 『열녀전』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 점은 본질적으로 중국 왕조의 태교 이론이 조선에서도 내용이 크게 변하지 않
은 채 추진되었다는 것을 설명하여 준다. 그리고『열녀전』에 기초한 태교란 태아의 
인성을 올바르게 형성하기 위해 유학의 가치관에 기초한 여성의 바른 행실을 강조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고려시대 이전까지 불교의 율법에 기초한 태교가 강
조된 것과 큰 차이를 보여준다. 『열녀전』이 고려시대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제시
하기도 하나 공식적인 기록은 조선 초의 『태종실록』에 처음 보인다. 따라서 고려와 
조선의 태교의 기반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이후에도 태교에 관한 내용은 『열녀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경북 
10) 『내훈』과 『계녀서』의 원문은 김신연, 『조선시대의 규범서』, 민속원, 2004를 이용하였다.
11) 尹鑴, 『白湖全書』 권46, 雜著, 讀書記 內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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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 선비 병곡 권구(1672～1749)가 지은 『내정편』(한글필사본)에는 “잡된 것 
보지 말고 잡된 것 듣지도 말고 잡 음식 먹지 말고 기운 자리 앉지 말고 몸을 단정
히 하여 열 달을 조심하면 자식 낳아 자연 단정하고 재조 뛰어나나니…”라고 되어 
있다. 
  경북 안동의 선비 김종수(金宗壽, 1761～1813)가 딸에게 지어준 『여자초학(女子
初學)』에도 자식을 기르는 도리는 태중에서부터 시작하므로 “괴이한 음식과 괴이한 
사람과 괴이한 거동과 괴이한 소리를 가직히 말고 의복을 기우로 입지 말고 자리 
부정하거든 않지 말고…”라고 권유하였다. 
  18세기 중엽 이후 경상북도 문경지방의 고씨(高氏) 집안에서 만들어서 대대로 필
사하여  내려온『규범(閨範)』에도 태교에 관한 내용이 다음과 같다. “소학에 
이르되, 태기가 있거든 조심하여 잡된 음식을 먹지 말며 기울게 앉지 말며 기
울게 서지 말며 귀에 음란 방탕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열 달을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로 지켜야 그 자식을 낳으면 얼굴이 절묘하고 심성이 현철하니라.”고 
되어있다.12)

  이빙허각(1759～1824)이 저술한『규합총서』에도 이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내칙에 이르기를 옛날 아낙네가 아기 가지면 결코 거꾸로 자들 않으며 결코 모퉁
이로 앉지를 않으며  벤 것이 바르지 않으면 먹지 않으며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
지 않으며 눈에 사기로운 빛을 보지 않으며 귀에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으며 입에 
그른 말을 내지 않으며 밤이면 소경을 시켜 시를 외우게 하여 듣고 바른 일을 말하
였다. 이 같은즉 아들을 낳으매 모습이 단정하며 재주가 남보다 뛰어날 것이
다.”13)고 하였다. 이빙허각은 이 내용을 『예기』「내칙」으로 인용했으나 내
칙편 에는 이 내용이 없으며,  유향이 지은『열녀전』「주실삼모(周室三母)」
편에 들어있다.   
  요컨대,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에 기초하여 고려해보면 조선에서 논의된 태교는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었다. 조선에서 태교에 관하여 가장 영향력을 발휘한 문
헌은 『열녀전』이었다는 점이다. 여성을 교화하는 데에 이용된 각종 여범서(女範書)
나 수신서(修身書)에 등장하는 태교는 대부분 이 책에 근거하였다. 『소학』도 인용되
었으나 『소학』역시『열녀전』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열녀전』이 조선시대
12) 성병희, 『민간계녀서』, 형설출판사, 1980, 27쪽, 37쪽, 117쪽. 
13) 이빙허각, 『규합총서』 권4, 청낭결 태교(정양완 역주, 『규합총서』, 보진재, 1975, 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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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널리 통용되던 태교라 할 수 있다. 
 2) 태교 역사에서 『태교신기』의 위상 
  사주당이 활동하던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은 여성의 글쓰기가 보편화되
는 시기였다. 이것은 사주당 주변의 여성들만 살펴보더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주당의 두 딸들이 어머니 책에 한글로 발문을 헌정한 것은 이전 시대
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태교신기』는 사주당이 1800년에 한문으로 지은 태교 지침서다. 사주당 나이 
62세였다. 『태교신기』의 저본은『교자집요』였다. 사주당은 이 책을 본인이 지은 지 
20여년이 지나 막내딸이 갖고 있던 상자에서 다시 발견하였다. 『교자집요』를 다시 
보게 된 사주당은 본인의 출산 경험을 통해서 태교를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이 책을 
그냥 없앨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 중 태(胎) 기르는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새롭게 증보하여 『태교신기』를 완성하였다. 
  『태교신기』는 이사주당이 1800년에 한문으로 지은 것을 1801년에 아들 유희가 
10개장으로 편집하여 주석을 달고, 우리말로 음과 해석을 덧붙인 것이다. 아들 유
희가 편집하고 우리말로 해석한『태교신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태교신기』이
다. 현재『태교신기』는 두 가지 본이 남아 있다. 수고본(手稿本)과 석판본(石版本)이 
그것이다. 
  수고본은 아들 유희가 이사주당의 글을 10개 장절로 나누고 주석을 달고 우리말
로 음과 해석을 붙인 것이다. 1책 69장으로 구성은 서문(申綽, 1821년), 한문 본
문, 발문(유희, 1821년), 언해 본문, 발문(유근영), 태교신기음의서략(胎敎新記音義
序略, 정인보, 1936년)이다. 수고본은 현재 성균관대학교에 소장 중이다. 
  석판본은 1938년 1월 20일에 유희의 증손 유근영(柳近永)이 수고본을 저본으로 
하여 경북 예천군 예천읍 백전동에서 간행한 책이다. 유근영은 일제강점기 지식인
으로서 독립운동에 가담해 옥고를 겪었고, 교육 사업에도 매진했던 인물이다. 유근
영은 선대의 문적을 정리해 출판하기 위해 편집과 정사 작업을 꾸준히 하였다. 그
러다가 그 첫 번째 사업으로 교육의 쇠퇴를 염려해『태교신기』를 간행하였
다.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 중이다.14) 

14) 석판본 『태교신기』는 유희의 현손인 유내형(柳來亨)이 소장하고 있던 유희 저서 119종 119책 속에 포
함되어 있었다. 석판본『태교신기』를 포함하여 유희의 저서들은 2005년 12월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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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판본(1938년)
·<태교신기서>, 신작, 1821년[純廟21年辛巳]
·<태교신기음의서략>, 정인보, 1936년[병자]
·<태교신기목록>
 「태교신기장구대전」 10장
 「부록」
·<사주당이씨부인묘지명<병서>>, 신작
·<발(跋)> 
 -1801년[純廟元年辛酉] 유경(유희)
 -1810년[庚午] 장녀
 -1810년[庚午] 작은 딸
 -1936년[丙子] 권상규
 -1937년[丁丑] 이충호
 -1937년[정축] 권두식
 -1936년[병자] 현손 유근영
「태교신기장구언해」10장
 1937년 권정섭(발문)

<표 2>『태교신기』의 구성-석판본 

  사주당이『태교신기』를 지은 동기는 당시 태교에 관한 상세한 연구가 없기 때문
이었다. 사주당은 “『여범(女範)』에서 말하기를 옛 현명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면 
반드시 태교를 하여 몸가짐을 삼갔다 하니 이제 모든 글을 상고해보아도 그 상세한 
법을 전한 곳이 없어” 스스로 궁리 끝에 이 책을 지었다고 한다.15) 아들 유희 역시 
“태교만은 옛날에 그 일이 있었으나 금일에는 그 글이 없음이 이미 몇 천 년이 되
니 부인들이 어찌 스스로 깨달아 행하리오?”16)하면서 세상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
해서였다고 한다. 
  그리고 사주당이 이 책을 집안 대대로 전해서 여성들의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다
는 희망을 피력했듯이 이 책은 여성들에게 태교를 권장하기 위한 교육서였다. 사주

식 기탁되어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 보존·관리 중에 있다.(고문서연구실, 「서파유희전서 발
간 개요」, 『진주류씨 서파유희전서Ⅰ』,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2쪽)     

15) 『태교신기』 첫 시작 부분. 
16) 『태교신기』 跋(柳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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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주요 관심사가 교육이었음을 상기한다면, 사주당이 임종 직전에 자신의 모든 
저술을 태우면서도 『태교신기』만은 남겨둔 것은 사주당의 성향에 기인한다. 여기에
는 『태교신기』가 사주당의 표현에 따르면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글”이라는 본인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1930년대 위당 정인보(鄭寅普, 1893〜1950)는 태교의 설이『예기(禮記)』에서 처
음 나왔다고 하였다.17) 하지만 『예기』에는 태교에 관한 내용이 없다. 그래서 사주
당은 “이는 「내칙(內則)」(『예기』편명:필자주)에 빠진 것을 갖추었으므로 이름하여 
‘태교신기’라 하였다.”18)고 적고 있다. 아들 유희도 “…이름하여 ‘태교신기’라 했으
니 「소의(少儀)」(『예기』편명:필자주)와 「내칙」에 빠진 것을 보충하였다.”19)고 하였
다. 이와 같이『태교신기』는 제목 자체에서 이전까지 볼 수 없던 새로운 내용을 담
은 책이라는 의미를 표방하였다. 
  『태교신기』역시『열녀전』에 나오는 태교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 즉 
앞서 소개한 “옛날에는 부인이 아기를 잉태하면 모로 눕지 않고 모서리나 자리 끝
에 앉지 않았으며…이와 같이 하여 아이를 낳으면 모습이 반듯하고 재덕이 남보다 
뛰어나는 법이다.”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그러나『태교신기』의 태교 논의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사주당은 사람의 기질은 모두 동일해 성인과 범인이 정해지지 않았고, 누구든지 
가르쳐서 이끌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태교신기』에는 태아 때부터 
인간의 기질을 선하게 이끌고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요지를 담고 
있다. 앞서 소개했듯이 태교는 고대 중국에서부터 이미 논의되었고, 조선에서도 사
주당 이전에 여러 사람들이 태교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다. 그러므로 주제 면에서 『태
교신기』가 그리 새로울 것은 없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뭇 논조가 다르다.
  첫째, 사주당이 태교의 요점으로 강조한 것은 공경(恭敬)과 정심(正心)을 기반으
로 한 수신(修身)이었다.20) 즉 태교의 요점은 마음을 바르게 하여 늘 삼가는 데에 
길이 있다고 하였다. 
  사주당은 “자식이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피는 마음으로 인하여 움직이므로 
17) 『태교신기』 「胎敎新記音義序略」(鄭寅普). 
18) 『태교신기』 첫 장 도입부. “…余以所嘗試於數四娠育者 錄爲一編 以示諸女 非敢擅自著述 夸耀人目 然猶可

備內則之遺闕也 故名之曰胎敎新記”  
19) 『태교신기』 부록, 「跋」(柳儆). 
20) 장정호, 「유학교육론의 관점에서 본 『태교신기』의 태교론」, 『대동문화연구』 50, 2005, 487~4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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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자식의 이루어짐도 바르지 못하니, 임산부의 도리는 공경
으로서 마음을 앉히어 방심하지 않는 것이다.”21)고 하면서 공경스러운 마음 즉 ‘존
심(存心)’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잠깐이라도 공경한 마음을 잊으면 이미 피가 그릇
되나니 이것이 임신한 여성의 마음가짐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사주당이 바라보
는 태교란 미래 세대를 위한 가르침의 출발점인 동시에 임신한 여성들이 행하는 
‘수신(修身)’의 하나였고, 이로써 이전에는 맛볼 수 없던 뚜렷한 사명감을 고취시켰다.
  사주당이 주장하는 태교란 『열녀전』에서 강조하던 생활 속에서 의식주 등
을 삼가는 데에서 성큼 나아가, 이러한 삼감[謹]을 기꺼이 하기 위한 마음을 
창출하도록 도덕적인 개인 수양 즉 ‘수신’을 요구하였다. 사주당은 “천하의 모
든 일이 힘써 행하면 다 이룰 수 있고 그만두려하면 그릇되니, 어찌 힘껏 행해
도 이루지 못할 것이 있으며 훌륭하고 슬기로운 자도 쉬운 일이 없는 것이다
.”22)고 하면서 여성들의 쉼 없는 실천을 요구하였다. 즉 여성들에게 태교를 통
해 도덕질서 속에 한층 발을 들여놓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사주당이 주창한 태교는『열녀전』을 비롯하여 기존의 논의에 뿌리
를 두고 있으나 거기에 담긴 주장은 새로운 것이었다. 사주당은『태교신기』에서 태
교에 성리학적 가치 즉 ‘수신’이라는 새로운 성격을 부여하면서 태교라는 단일한 
주제를 통해 인성의 형성과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었다. 앞에서도 검토했
듯이 조선에서 통용되던 태교는『열녀전』을 토대로 하여 태임을 모델로 삼아 생활 
속에서 여성들에게 의식주 등을 삼가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런 측면에서『태교신
기』는 지금껏 논의되던 태교와는 확실히 다른 지점에 서있었다. 
  둘째, 사주당은 태교가 여성의 일이라는 편견을 깨고 태교의 개념을 확장시켜 놓
았다. 곧 태교를 부부와 가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확 바꾸어놓았다.23) 
그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① 태교에서 남편의 역할을 중시한 점이다. 사주당은 군자의 가르침은 태교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고 그 책임은 부인에게 있다고 했듯이 태교에서 여성의 역
할을 중시하였다. 그럼에도 기존의 논의에서처럼 여성의 일방적 역할만을 주장

21) 『태교신기』제4장 5절.  
22) 『태교신기』제5장 3절 
23) 안경식, 『(개정판) 한국전통 아동교육사상』, 학지사, 2000, 164~165쪽; 이혜순, 「18세기 말 19세기 초 

이사주당의 태교 의식에서 드러나는 여성 실학 정신」, 『조선조 후기 여성 지성사』, 2007, 이화여자대학
교출판부, 166~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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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남편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부부란 서로 공경과 예로써 대하고, 집안의 은밀한 곳에서도 서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부인이 거처하는 안방이 아니거나, 몸에 병이 있거
나 상중이거나 기후가 나쁘거나 음양이 고르지 않거든 동침하지 않도록 하였
다. 그리하여 사주당은 “스승이 10년 가르침이 어미가 잉태하여 열 달 기름만 
같지 못하고, 어미 열 달 기름이 아비 하루 낳는 것만 같지 못하다.”고 하면서 
아버지 될 사람의 욕망 억제와 근신(謹身)을 환기시켰다.24) 
 ② 사주당이 주창한 태교의 또 다른 특징을 꼽으라면 태교에 부모 이외에 주변 사

람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권유하였다는 점이다. 임산부의 마음이 평정을 잃지 
않도록 가족들은 늘 분한 일, 흉한 일, 놀랄만한 일들을 되도록 듣지 않고 알리
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산모가 성내면 아이의 피가 병들고 두려워하면 아이의 
정신이 병들고 산모가 놀래면 아이가 나쁜 병을 앓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산부를 대하는 방법은 임산부로 하여금 희노애락이 절도를 넘지 못하
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임산부 곁에는 늘 선한 사람을 두어 그 거동을 
돕고 올바르고 기쁜 일만 접하도록 하여 간사한 기운이 생겨나지 않는 환경을 조성
해야 한다고 보았다.25) 이처럼 사주당은 태교가 임산부만의 의무라는 편견을 깨고 
아이는 부부와 가족이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결실이라고 역설하였다. 
 ③ 사주당은 임산부의 행동거지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태교

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태(胎)가 성품의 근본이라고 강조하던 사주당이 
여성들에게 요구한 것 역시 어진 성품이며, 이것은 생활의 실천 속에서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주당은 어미와 뱃속 자식은 혈맥이 이어져있으므로 
어미의 행동거지가 그대로 아이의 성품이 되며, 어미가 보고 듣는 것이 아이의 
기질이 되고 어미가 먹는 음식이 자식의 살이 되므로 어미 될 사람도 늘 삼가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사주당이 태교를 실천하기 위한 행실의 준거로 삼은 것은『열녀전』이다. 보고 듣
기, 말하기, 거처하기, 일상 노동 곧 누에치기․바느질․식사준비 등의 일, 기거동작, 
길 다니기, 잠자기, 음식 섭취 때에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은『열녀

24) 『태교신기』 제1장 2절, 3절.
25) 『태교신기』 제4장 1절,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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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과학적이다. 권상규(權相圭)가『태교신기』발문에서 “이 책
이『소학』수편(首篇)에 근본을 두었으나 말씀이 자세하고 절실하여 그보다 더함이 
있다.”고 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사주당은 이 모든 것들
이 마음을 바르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5. 맺음말
  『태교신기』는 동아시아 최고(最高)의 태교서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이 완
성한 태교서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사주당이 제시한 태교란 생활 속에서 의식주 등을 삼가는 데에서 성큼 나아
가, 이러한 삼감[謹]을 기꺼이 하기 위한 마음을 창출하도록 하는 도덕적인 수
양이었다. 사주당은 태교에 성리학적 가치 즉 ‘修身’이라는 새로운 성격을 부여
하면서 여성들에게 태교를 통해 도덕질서 속에 발을 들여놓도록 적극 권장하
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선에서 통용되던 태교는『열녀전』을 토대로 하여 태임을 모델
로 삼아 생활 속에서 여성들에게 의식주 등을 삼가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런 측
면에서『태교신기』는 지금껏 논의되던 태교와는 확실히 달랐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태교를 여성의 임무로 한정시킨 데 비해 사주당은 태교의 개념을 크게 확장시켜 놓
았다. 곧 태교를 부부와 가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탈바꿈시켜 놓은 것
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태교를 여성의 실천사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다. 특
히 현대의 태교문화가 머리 좋은 영재를 낳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태교의 내
용 중 태아에 좋은 음식만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사주당 이씨가 지은 『태교신기』는 18세기말 조선 사회의 산물이다. 조선시대 여
성들은 주로 집안에서 활동했으며 오늘날처럼 일상적으로 바깥 행보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바깥 세계와 거리를 둔 채 마치 도를 닦는 듯 한 태교가 가능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다르다. 이제 여성도 세상을 활보하다보
니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온갖 폭력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더구나 임산부
들 중에는 직장에서 각종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도 많은 실정이다. 곧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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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태교신기』에서 제시하는 태교가 이미 가능하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태교신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제는 사회 공동체 
모두 태교에 참가해야한다는 권고가 아닐까 싶다.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사회적 
부(富)를 나누고 선(善)을 권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때만이 『태교신기』에서 말하는 
태교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태교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사회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이 함께 태교를 짊어지고 나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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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18세기 여성의 저술활동과 사주당의 『태교신기』

조 혜 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 서론
  임신과 더불어 몸가짐, 마음가짐, 음식 등을 조심하는 태교(胎敎)는 한국인들에게
는 익숙한 개념으로, 우리 문화에서 태교는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간주되어 온 삶의 
방식의 하나로 여겨진다. 임신에 대한 이 같은 접근 태도는 근대 이후 과학적 설명
을 통해 태교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이제는 오늘날 삶에 적용 가능한 여러 구체적
인 태교 방법들이 거론되거나 혹은 관련 내용들이 상품으로 개발되는 등 이 영역 
또한 또 하나의 교육 시장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막상 주변의 어머니
들에게 태교를 어떻게 했는가를 물어보면 제대로 태교를 할 삶의 여유가 없었다고 
대답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사정을 들어보니 건강한 출산을 위한 정기검진은 했
지만 그 이상의 신경을 쓸 필요를 못 느꼈거나 아니면 태교를 챙기기 어려울 정도
로 삶이 바빴던 데서 기인한 결과였다. 즉 태교는 문화적으로 친숙하지만 구체적으
로 여전히 모호한 대상인 채로 과학의 이름이 결합하여 만들어 내는 다양한 상품으
로 전시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전통 태교의 구체적인 면모를 드러내어 주는 저술이 바로 사주당(師朱堂) 이씨(李
氏: 1739-1821)의 <태교신기(胎敎新記)>이다. 물론 태교는 고대 중국에서도 거론
되었으며, 건강한 출산, 임부의 몸 상태 등 신체적 건강보다는 여성의 덕목과 결부
되기도 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사주당이 직접 <태교신기>에서도 밝히고 있듯 중국
의 태교 담론은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의 행동거지를 언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주나라 말기 이후에는 그 이상의 담론을 전개해 나간 저술이 이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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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사주당이 ‘주나라 말기 이후 끊어진 태교의 전통을 이어 <내칙>에 빠뜨린 내
용을 채워’ 저술한다는 언급을 한 것은 바로 중국 태교 담론의 이 같은 현실을 드
러내어 주는 언급이라 하겠다.
  18세기 조선 여성이 저술한 <태교신기>는 태교에 대한 기존의 지식과 담론을 검
토하여 이루어낸 저술인 동시에 스스로 사남매를 낳아 경험적 사례를 보유한 저자
의 검증을 거쳐 나온 책이다. 임신을 전제로 한 태교는 당연히 여성의 몸과 관련되
어 있으며 이를 부덕(婦德)과 연관 지은 중국에서의 태교 담론은 유교의 여성교육
처럼 지극히 성별화된 지식 서술의 양상을 띠고 있을 가능성이 예상된다. 본고의 
관심사는 태교에 대한 18세기 조선 여성 이사주당의 글쓰기 양상을 고찰하고, 젠더
적 시각에서 이 책의 서술 양상을 검토하는 것이다. <태교신기>에 대한 기존 논의1)
는 대표적인 것만 거론해도 이혜순, 정해은, 이경하, 정병희 등에 의해 전개되었으
며, 관심 분야 또한 고전문학, 역사학 교육학 등 여러 방면의 논의들로서 <태교신
기>가 지니고 있는 조선시대 여성 지성사의 한 고리로서의 측면2), <태교신기>의 
특징 및 기존 태교 논의와의 차별성3), <태교신기>에서 보이는 유전학에 대한 통찰 
가능성4) 및 교육학적 성격5) 등이 검토되었다. 
  기존 논의를 통해 사주당 이씨 개인에 대한 정보6)와 <태교신기>에서 담지하고 
있는 태교의 성격, 저술의 특징 등이 설명되었고 여성담론으로서의 가능성도 검토
되었으나 글쓰기 양상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소략하다. 개인은 시대와 
맞물려 살아간다. 이사주당의 <태교신기> 역시 그녀가 살다간 18세기 조선의 현실 
맥락에 연루되어 있을 것이다. 본고는 사주당이 나고 성장했던 18세기 조선시대 여
성 글쓰기의 지형도와 더불어 <태교신기> 글쓰기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1) <태교신기>에 대한 기존 논의 중에는 이를 동양의학적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들도 있는데 이는 고전문학 
전공자인 연구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영역일 뿐만 아니라 본고의 관심인 여성 글쓰기 양상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태교신기>에 대한 기존 논의 중 이를 여성 저술로 접근한 논의들로 한정하여 검
토 대상을 정하였다. 

2) 이혜순, 『조선후기 여성지성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7, 147-190.
3) 정해은, 「조선시대 태교담론에서 바라본 이사주당의 태교론」, 『여성과 역사』 10, 한국여성사학회, 2009.
4) 이경하,  「양육 논쟁으로 본 태교신기」, 『인문논청』 71권 1호, 서울대인문학연구원, 2014.
5) 정병희,  「전통 태교의 현대교육적 함의」, 『교육철학』 41, 한국교육철학회, 2010.
6) 사주당 이씨에 대한 기존 논의로는 정양완,  「<태교신기>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10권 3호, 국립국어

원, 2000; 심경호,  「사주당 이씨의 삶과 학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회, 
2009 ; 사주당 이씨에 대한 정보는 아들인 유희에 대한 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유희에 대한 
기존 논의는 정양완,  「유희의 학문과 생애」, 『새국어생활』 10권 3호, 국립국어원, 2000; 심경호,  「유
희의 문학과 학문에 드러난 ‘실사구시’ 경향」, 『진단학보』 118, 진단학회,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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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세기 여성들의 저술과 글쓰기의 성격
 1) 조선시대 여성과 글쓰기 양상
  조선만이 아니라 중세시대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자는 지배층의 것이었다. 조
선에서도 공용문자는 한자였으며 공식적 글쓰기는 한시문 구사 능력을 통해 이루
어져 왔는데 이는 남성 양반들의 표현 도구였다. 사주당 이씨의 글쓰기를 가늠해 보
기 위해 이 장에서는 우선 조선시대 여성들의 문자 생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옥(李鈺: 1760-1812)의 <이언>을 보면 ‘갓 시집온 며느리가 한글 ‘ㅇ’을 잘 쓰
는 것을 보고 우리 집에 여학사가 시집왔노라‘고 기뻐하는 시댁 어른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작품이 있다. 이 예에서도 알 수 있듯 조선 여성들의 경우는 한글 편지를 
보내고 집안일을 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문식력만 있어도 충분한 교양을 갖추었다
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한자는 남성의, 언문은 여성의 문자로 간
주되었다. 그러나 한글 경우라도 당대 여성들에게 반드시 갖추도록 요구되는 항목
은 아니었다. 단지 여성만이 아니라 평민 이하 남성들 역시 비슷한 사정에 놓여 있
었다. 
  한문 교양의 경우는 오히려 부덕(婦德)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 유교적 여성 교
육의 기준에 비춰볼 때, ‘봉제사접빈객이나 주식(酒食)’과 같은 ‘여공(女功)’을 벗어
난 영역은 여성이 갖춰야 할 교양에 속하지 않았다. 특히 한시와 같은 장르는 더욱 
그러하였다. 시집가기 전에는 친정 식구들과 주령(酒令)을 즐길 정도의 한시 구사 
능력이 있었지만 시집 식구들은 자기네 며느리가 한자를 읽을 줄 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다7).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 입장이었고 가문 내부로 
들어가면 한문 교양을 습득하고 있었던 여성들 역시 적지 않았다. 일부 기녀를 제
외한다면 이는 물론 양반 여성들에게나 가능한 것이었다. 양반 여성들은 <소학>, 
<열녀전>, <여사서> 등 규훈서에 해당하는 책들을 읽었으며 이보다 나아가 사서삼
경이나 역사서까지도 섭렵한 여성 인물들도 있었다. 양반 여성들의 경우는 가문의 
역사와 관련한 보학(譜學)을 이해하는 정도나 기본적인 경전에 대한 이해 정도를 
갖추는 것은 가문을 유지하고 번성하게 하는 자질로서 바람직하게 여겨졌다. 제문

7)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딸 김운(金雲) 역시 아버지가 의견을 구하고 토론 상대로 여길 만한 한문 
교양을 갖춘 여성이었지만 시집에서는 김운이 이 같은 한문 교양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그녀가 죽은 후
에야 알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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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묘지명에 나타나는 ‘여사(女士)’라는 호칭은 해당 여성의 지적 면모에 대한 최
대의 표현에 해당하였다.   
  거칠게 말해 조선 후기는 전기에 비해 유교적 가부장제가 더욱 경직되게 일상생
활을 규율해 들어오기도 하나, 여성 글쓰기의 경우 18세기에 이르면 자기 집안 여
성들의 한시문(漢詩文)들을 모아 문집을 만드는 사례들도 나타난다. 그렇다 해도 해
당 여성이 살아생전에 그 문집이 간행되어 가문 밖으로까지 선보이는 경우는 드물
었는데 서영수합(徐令壽閤: 1853-1823) 경우는 아들 홍석주(洪奭周: 1774-1842)
가 어머니 살아생전에 문집을 간행하고 청나라 문인들에게 자기 가문의 문집으로 
내보이기까지 한다. 여성의 글이, 여성의 이름이 담장 밖을 넘어가면 이는 수치스
러운 일로 간주되던 때였다. 박지원(朴趾源: 1737-1805)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허난설헌(許蘭雪軒: 1563-1589)을 비판하는 입장에 섰다. 한편에서는 여전히 여성 
글쓰기에 대한 기휘가 강력하게 작동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가문 구성원이 스스
로 집안 여성의 글을 문집으로 간행하여 외부인에게 내보이는 일이 일어난 것 역시 
18세기에 이르러서이다. 이는 당시 중국 강남의 문화 향유 방식의 유입과 밀접한 
연관8)이 있다. 즉 조선이 청나라 강남의 출판문화, 지식인 문화에 노출되면서 집안 
여성들의 글쓰기에 대해 조금 다른 입장을 지니게 된 셈인 것이다. 양반 부녀자들
의 한문 교양 능력은 공식적인 교육 내용으로 언표되지는 않았지만 집안 여성들의 
한문 교양은 은근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이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역시 그 여성이 유교적 여성 덕목에 합당한 경우에 그런 것이다.
  암묵적으로 양반 여성들의 한문 교양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여성들이 한문으로 
문자 생활을 하는 것이 공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내외법(內外法)의 적용이 
강력하게 작동하던 조선시대에는 문자에도 역시 내외법이 적용되어, 공적 영역에서 
남성들의 공식 표기 수단은 한자이고, 여성들의 경우 공적 표기 수단은 한글이었
다. 인수대비의 경우, 한문 구사 능력을 갖추었지만 조정 신하들과 유불(儒彿)에 대
한 논쟁을 벌일 때에는 한글로 글을 써서 전달하였다.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의 경
우 역시 한글로 썼다. 한문을 알아도 공적 영역의 글쓰기를 하는 경우에는 한글을 
구사하는 것이 내외법에 합당했기 때문일 것이다. 
  장르의 성격상 성별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같은 한글 장르의 경우라 해도 양

8) 박무영,  「조선후기 한·중 교유와 젠더 담론의 변화」, 『고전문학연구』 45, 한국고전문학회, 20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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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여성들은 가사 문학은 향유했지만 시조 작가로 등장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창(唱)을 수반하는 시조는 기생과의 연희 장면에서 등장하거나 아니면 강호가도류
(江湖歌道類)와 같이 도(道)의 구현체로서의 자연물을 노래하는 문학 장르였다. 유
가(儒家)의 도나 유흥은 둘 다 양반 여성의 덕목에 부합하지 않으며 더군다나 창, 
즉 노래로 불리는 시조의 연행 방식 역시 그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글로 
향유되는 장르라 해도 가사는 양반여성들도 향유했던 장르였던 반면 시조는 남성 
양반들의 것이거나 아니면 기녀들의 장르였다. 노래하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어 
표현하기 등은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해야 하는 유교적 여성 교육의 내용과 부합하
지 않는 것이었다. 양반 여성들의 경우 자신들이 썼던 한시(漢詩)를 불태워 버리는 
선택을 한 경우 역시 이 같은 자기검열의 결과라 하겠다. 
  사주당 이씨는 <태교신기>를 한문으로 구사하였다. 20여 년간 넷째 딸의 상자 
속에 들어있었던 <교자집요(敎子輯要)>의 경우 그 끝에 그녀가 한 언해가 붙어 있었
다고 한 것을 보면 사주당 역시 한글을 구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태교
신기>는 한문으로 저술된 책이다. 앞에서 살펴봤듯 조선시대 여성들의 글쓰기는 젠
더 정치와 매우 밀접하다. 
  임신을 전제로 한 태교에 대한 기술은 여성의 몸을 다루는 것이기도 하며, 임신
을 바라보는 저자의 시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는 글쓰기이도 하다. 즉 태교라는 
제재 자체가 여성과 밀접한 것인데, 사주당은 이를 내외법이 작동하는 글쓰기의 장
에서 어떻게 풀었을까가 궁금하다. 그런데 사주당의 선택은 한문이었다.

2) 18·19세기 여성들의 저술과 글쓰기의 성격
  여성들의 글쓰기는 여성적 글쓰기를 환기하고 여성적 글쓰기는 프랑스 페미니즘
에서 비롯한 몸의 글쓰기와 같은 내용들을 떠오르게 한다. 그런데 막상 무엇이 여
성적 글쓰기인지 질문한다면 ‘여성적’이라는 단어의 함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느
라 논의가 다시 원점에 서는 듯하기도 하다. 조선시대 여성들의 글쓰기에 대해 여
성적 글쓰기, 당대 여성들의 자기서사 등9) 여성적 글쓰기에 대한 고민으로 접근한 

9) 조선시대 여성들의 글쓰기에 대한 논의로는 조혜란, 「고전 여성 산문의 서술방식-<규한록>을 중심으로」, 
『이화어문연구』 17, 1999; 박혜숙, 최병희, 박희병,  「한국 여성의 자기서사 (1)」, 『여성문학연구』 7, 
2002; ________, 「한국 여성의 자기서사 (2)」, 『여성문학연구』 8, 2002; 조세형, 「가사를 통해 본 여성
적 글쓰기, 그 반성과 전망」『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2, 2006; 김수경, 「‘여행’에 대한 여성적 글쓰기 
방식의 탐색」,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2008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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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논의들이 있다. 기존 논의의 결과들을 정리하면 조선시대 여성들의 글쓰기는 
정치적 글쓰기, 타자의 글쓰기, 당대 여성들의 생활감정을 토대로 한 글쓰기 등으
로 요약,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 역시 이 같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사주당의 
글쓰기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는 18·19세기 여성들의 저술10)에 대해 전반적인 고찰을 하고자 한다. 
넓게 보면 18세기 여성들이 남긴 글에는 편지, 상언, 가사 등 다양한 단편 작품들
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태교신기>처럼 한 권의 저서에 달하는 저작들을 논의 대상
으로 삼기로 한다.

윤지당 임씨(允摯堂 李氏: 1721-1793)     <윤지당유고>
의유당 남씨(意幽堂 南氏: 1727-1823)     <의유당관북유람일기>
부용당 권씨(芙蓉堂 權氏: 1732-1791)     <부용시선>
혜경궁 홍씨(惠慶宮 洪氏: 1735-1815)     <한중록>
사주당 이씨(師朱堂 李氏: 1739-1821)     <태교신기>
영수합 서씨(令壽閤 徐氏: 1753-1823)     <영수합고>
빙허각 이씨(憑虛閣 李氏: 1759-1824)      <규합총서>/<빙허각시집><청규박물지>
유한당 권씨(柳閑堂 權氏: 1754-1784 추정) <유한당언행실록>
삼의당 김씨(三宜堂 金氏: 1769-?)        <삼의당고>
풍양 조씨(豊壤 趙氏: 1772-1815)        <자기록>
정일당 강씨(精一堂 姜氏: 1772-1832)    <정일당유고>
유한당 홍씨(幽閑堂 洪氏: 1791-?)        <유한당시고>
운초 김부용(雲楚 金芙蓉: 1800-1850 추정) <부용집>
광주 이씨(廣州 李氏:1804-1863)         <규한록>
반아당 박죽서(半啞堂 朴竹西: 1817-1851 추정) <죽서시집>
금원 김씨(錦園 金氏: 1817-1847)      <호동서락기>
정일헌 남씨(貞一軒 南氏: 1840-1922)   <정일헌시집>

  위에 제시한 저작들은 주로 양반 여성들 및 서녀 출신 첩들이 남긴 글이며, 글의 
종류는 한시, 기행문, 자기서사, 백과전서적 총서류, 제문, 전, 경의(經義) 등 다양

10) 사주당의 <태교신기>는 사주당이 1820년에 저술을 끝내고, 아들 유희가 그 글을 토대로 장절을 나누고 
한글 해석을 덧붙이는 작업이 마무리된 것이 1821년이다. 그러므로 이 글은 정확히 논하면 19세기 초
반에 쓰인 글이다. 그런데 <태교신기>는 20여 년이나 상자 속에서 방치되었던 <교자집요>의 태교 부분
을 보충하고 체계화한 것이므로 정확히 말하자면 18세기 말 19세기 초의 저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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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르를 망라하고 있다. 표기 문자 역시 한문과 한글 양자가 다 나타나는데 17개 
저작 중 <의유당관북유람일기>, <한중록>, <규합총서>, <자기록>, <규한록>, <유한
당언행록> 등의 6작품만 한글 표기이고 나머지는 다 한문으로 기록된 글들이다. 또 
한글 작품 중 <한중록>, <자기록>, <규한록>은 저자 개인의 삶이 반영된 자기서사
적 성격의 글들이다. 
  18·19세기에 비해 조선 전기는 유교적 종법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시행되던 
때임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거리가 멀어서인지 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저작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 그러나 조선 전기 여성들의 글에는 개성적인 면모
가 훨씬 더 잘 드러난다. 황진이, 난설헌, 신사임당 같은 이들은 다 16세기의 여성
들인데 조선조를 통틀어 이 세 명의 여성만큼 이름이 알려진 이들도 드물 것이다. 
황진이의 시조는 성별을 떠나 시조문학의 백미로 평가되고 난설헌 역시 문집이 중
국에서 출판되었을 정도로 빼어난 한시 작품들을 남겼다. 신사임당 경우는 남긴 한
시문이 많지는 않은데 대신 그녀는 그림으로 이름을 얻었다. 작업 과정을 고려해 
볼 때 한시보다는 서화에 더 많은 공간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필요하다. 조선 후기
에 더 이상 유명한 여성 화가가 거론되지 않는 것도 이 같은 정황과 관련 있을 것
으로 보인다. 
  18·19세기 여성들의 저작은 조선 전기 작품에 비하면 개성적이고 자유로운 상
상력의 구사라는 점에서는 제약이 느껴지나 글쓰기의 빈도수 면에서는 더 많은 시
도들을 볼 수 있다. 또 표기 문자에서도 한문 구사가 현저하게 많을 뿐 아니라 문
집으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한시문의 창작이나 일정 정도를 넘어선 한문 교양의 축
적을 부덕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유교적 여성 교육의 기준에 비춰보면, 18·19세
기 조선 여성들의 저술은 이 같은 가르침에는 잘 부합하지 않는 면모를 보이는 듯
하다. 그렇다면 위의 저자들은 유교적 여성 교육이라는 당대의 규범에 어떤 태도와 
방식으로 다가섰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사주당의 <태교신기> 역시 한문으로 
쓰였으므로 본고는 한문 작품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조선시대 지식은 남녀에 따른 성별화된 지식의 형태를 띤다. 남녀가 유별하고 내
외가 유별하듯 지식의 종류 또한 그러하였다. 양반 여성의 경우는 한문으로 문장을 
구사하려는 욕망 자체부터 여러 차례 자신의 검열을 거쳐 합리화하는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한문을 구사한다는 것 자체는 성별화된 지식 체계를 넘어서려는 시
도이며 내용 또한 본격적으로 유교적 담론에 진입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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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강정일당이나 임윤지당의 문집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
다. 강정일당이나 임윤지당의 글들은 유교 경전에 대한 해석 혹은 역사적으로 논쟁
을 불러일으킨 주제들에 대한 변증 등을 시도한다. 임윤지당이 이론적인 접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면 강정일당은 경전의 실천, 즉 지행합일의 군자행을 보여준다. 
즉 그녀들의 글쓰기는 당대 유가들의 보편적 담론을 추구한다. 여성에 합당한 주제
에 한정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보편적 지식을 지향했지만 동시에 
부덕(婦德) 또한 잊지 않았다. 윤지당이 구태여 한시를 한 편도 짓지 않았다는 사실
이나 정일당이 자신의 의견을 전개하고자 하는 욕구를 ‘대부자작(代夫子作)’이라는 
형태를 통해 실현하고 있는 점 등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보편담론을 지향하는 태도는 비단 한문만이 아니라 한글을 선택한 경우에도 찾
아볼 수 있다. 빙허각의 <규합총서>가 그러하다. 그녀의 경우는 여성들의 생활 영
역을 저작의 범주로 잡아 부덕에 합당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내용으
로 들어가 보면 이 저술은 당대 지식의 새로운 경향이었던 백과전서적 서술 형태를 
도입한 것이다. 즉 남성중심적으로 전개되던 당대의 지식 경향을 함께 호흡하며 동
시대적인 저술을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규합총서>는 여성들의 생활 영역에 해당
하는 정보들을 당대의 보편적 지식 서술과 동궤의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유교적인 보편 담론에 관심을 둔 윤지당이나 정일당의 글에서도 여성들의 글이
기에 나타나는 지점들이 있다. 강정일당은 윤지당을 알고 있었는데 두 여성의 글에
서는 공히 여성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남성들이 남긴 여성 
전(傳)에는 종사형 열녀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윤지당이 남긴 
두 편의 여성인물 전은 전형적인 종사형(從死型) 열녀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
다11). 정일당의 글에는 남편과 동등하게 혹은 필요할 때 리드하면서 파트너십을 유
지했던 척독(尺牘)이 포함되어 있다. 보편담론을 지향하며 한문으로 저술을 했는데 
그 속에는 글 쓰는 이가 여성이기에 드러나는 여성담론적 요소12)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당대 여성들의 저술들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 장에서는 사주당의 
<태교신기>를 본격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11) 조혜란, 「조선시대 여성의 글에 나타난 여성인식」, 『문헌과 해석』 8, 태학사, 1998.
12) 임윤지당의 글에서 읽어낼 수 있는 여성담론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혜순(2007)도 참고.



제3주제  18세기 여성의 저술활동과 사주당의 『태교신기』

67

3. 사주당의 <태교신기> 글쓰기 방식
 1) 표기 문자와 기대 독자에 대한 문제
  주지하듯 <태교신기>는 사주당의 한문 이후에 아들 유희(柳僖: 1773-1837)의 
한글 번역이 연이어 붙어 있다13). 즉 사주당은 한문을 선택해서 저술했다. 
  임신, 출산은 여성의 경험이고 어머니 역시 여성이므로 태교에 대한 이 저술은 
여성 독자를 염두에 두어야 했을 것이며 사주당 역시 <태교신기 장구 대전>에서 
‘모든 딸들[諸女]’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 작은 딸도 이 책의 저술은 ‘여부
(女婦)랄 보이랴신 일’로 이해했다. 그렇다면 한문보다는 한글을 선택했어야 합당할 
것 같다. 왜냐하면 부록에 실린 두 딸의 발문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두 딸의 한문 구사 능력이 넉넉하지 않았음을 추정케 한다. 집안 여성을 독자로 상
정했을 때에는 빙허각처럼 한글로 썼어야 마땅해 보인다. 사주당은 본인은 한문으로 
썼지만 아들 유희의 언해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1930년대에 쓰인 권상규와 이충호의 글에서는 남녀가 다 언급된다. 권상
규는 사주당의 글에 이어 유희의 언해까지 언급하며 ‘어리석은 남편과 아내[愚夫愚
婦]라도 깨우치지 못하는 자가 없게’, 이충호는 ‘남녀(男女)가 살펴보기 편하게’ 한 
것이라고 쓰고 있다. 당대 가족 안에서는 독자를 딸과 며느리로 상정한 반면, 후대
에 이르면 가족을 넘어서 또 남성과 여성 모두를 언급하고 있다. 후자는 사주당의 
한문 또한 유념해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문본은 남성 독자와, 한글본은 여성 
독자와 관련 지었을 것이다. 즉 유희의 언해 작업이 없었으면 여성이 보기 어려웠
을 것이라는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애초에 사주당 자신은 한문으로 쓰고 이후 아들에게 한글 번역을 맡기는 것까지 
계획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국립도서관본 <태교신기>에서 사
주당이 아들에게 언해를 시켰다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유희는 어머니가 시켜서
가 아니라 어머니가 완성한 한문본을 보고 스스로 언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
에서 다시 질문이 돌아온다. 사주당은 왜 태교에 관한 지식을 한문으로 적은 것일
까?  
1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태교신기> 목록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다: 유희가 장절

을 나누고 주석을 단 <태교신기장구대전>-<부록: 묘지명 병서>(신작 찬)-<발>(유희, 맏딸, 작은딸, 권상
규, 이충호, 권두식, 유근영)-<태교신기장구언해>-권정섭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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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교신기>의 내용을 보면 도처에 경전이 인용되어 있거나 단락의 마지막 부분
에 경전을 인용하여 의미화를 꾀하고 있다. 대개의 남성 문인들의 글처럼 한문 교
양을 통한 설득과 논리를 갖춘 글쓰기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지만 여성의 
영역에 한정된 글쓰기가 아니라 남녀의 성별 구도를 넘어 보편적 지식 체계를 구축
하려 하였다. 태교에 관한 내용을 쓰면서도 굳이 한문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
을 것이다. 사주당 역시 한시는 짓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남편 살아생전
에 그녀는 남편과 더불어 ‘성정을 음영[吟詠性情]’했다고 한다. 남편과는 한시를 주
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한시를 짓지 않은 것은 여성의 
교양 영역을 넘어가지 않았다는 표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녀가 남긴 유일한 저술
이 <태교신기>이다. 또한 태교라는 것은 유교적 이념에 비춰봤을 때도 그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주제이면서 여성이 다루기에 합당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경험 또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었다. 사주당
은 죽기 전 자신의 다른 저작은 다 없애고 <태교신기>만 남기라고 했다고 전한다. 
<태교신기>는 사주당 이씨가 이를 통해 스스로를 설명하고 현시하는 유일한 물건
인 셈이다.
  임산과 태교는 여성의 경험이나, 사주당이 한문으로 <태교신기>를 저술한 것은 
자신의 글을 여성의 영역으로만 국한시키고 싶지 않았던 원망의 발로라 할 수 있
다. 그녀는 태교를 통해 당대 이데올로기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보편적 지식 체
계를 구축하려 한 것이며 1차적 독자는 당연히 남성 및 한문 교양을 갖춘 여성이었
을 것이다. 그녀가 한문을 선택한 것은 이 같은 자기 표현의 수단이었다. <교자집
요>의 언해는 사주당 스스로 했을 것이나 <태교신기>의 언해는 아들이 이어 했다. 
<태교신기>가 집안의 딸과 며느리에게 전하는 글이 된 것은 유희의 언해를 통해서
라 하겠다.

2) <태교신기> 글쓰기 방식
  <태교신기>를 10장으로 나눈 것은 유희이다. 장절을 나누고 주석하고 언해를 한 
것은 아들의 몫이었다. 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쳬계화하는 작업은 아들의 손
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유희의 이 작업을 제거한 <태교신기>의 글쓰기
는 어떻게 보일까? 다음은 유희의 장절을 제거하고 바라본 <태교신기>의 서술 순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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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 낳음의 중요성 – 어미 낳음의 중요성 – 스승의 도
군자 낳기 – 효자 낳기
칠정을 지닌 임부와 착한 주변인들의 필요성(視/聽/言語/할 만한 일을 가려 할 것/행동거
지, 서 있을 때, 잠잘 때, 먹거리, 해산 임박시)
태교가 필요한 까닭을 군자 낳기, 소인 낳기와 연관 지어 설명
삿됨 경계
양태(養胎)와 실한 자식과의 관계 : 군자가 행하지 않으니 나도 모르겠다는 언급
부인, 며느리 선택은 가장의 책임이고 태교는 부인의 책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위와 같은 흐름을 보인다. 위 상태에서도 드러나듯 유희의 
장절 체계화 작업이 아니더라도 이미 사주당의 글 자체에 일정한 단락별 흐름이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 전개와 설명방식을 보면 사주당이 태교를 설명하면서 ‘아버지-어머니-스승’을 
동궤에서 견주며, 태교를 군자와 효자 낳기라는 매력적인 핵심어로 접근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임부에 관한 내용으로 태교와 직접 관련된 내용들이다. 그러
므로 이 부분은 임신한 여성에게 태교의 몫이 전적으로 돌아가기 쉬워 보인다. 그
러나 사주당의 서술은 임신한 여성의 정서 상태를 안정화하려면 그 주변사람들이 
착해야 한다는 설득이며, 감각과 행동에 대한 경계의 경우에도 임부 혼자만이 아니
라 주변인들과 연루되어 주변인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들을 상정하고 있다. 태교
는 임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변인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 다음으로는 태교가 필요한 까닭을 설명하고 있는데 주변인들도 태교에 다 협
조해야 하는 까닭은 태교에 따라 군자도, 소인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태교를 안 한다면 이는 ‘자작지얼(自作之蘖)’이라고 설명한다. 자작지얼은 본인이 지
은 것이니 피할 수 없으며 외부의 도움을 바라기 힘들다, 그러니 태교를 잘 못 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태교를 안 한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설명 방식이다.
  그 다음에는 삿됨에 대한 경계가 이어진다. 태교는 타력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며 마음 역시 시샘이 안 생기도록 스스로 가꿔야 한다는 설
명이다.
  다음으로는 양태와 실한 자식의 관계에 대해 쓰더니 갑자기 어조를 바꿔서 군자
가 행하지 않는 경우는 나도 모르겠다고 마무리한다. 여기에서 ‘군자가 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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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나도 모르겠다’는 언급은 상당히 생뚱맞은 감이 있다.
  그 다음 내용은 혼인에서 남성을 주체로 보는 입장을 취하면서14) 혼인 관계에서 
아내와 며느리를 선택하는 것은 가장, 즉 남편의 책임이고 태교는 부인의 책임이
며, 선택하고 가르치는 것은 자손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으로 마무리된다.
  태교는 태(胎) 즉 태아에 대한 교육이나 태아에 대한 교육에서 태아가 수행하는 
몫은 없다. 형성 과정 자체에서 영향을 받아들이고 그 영향에 따라 형질을 변화시
키는 것, 이것이 태아의 몫이라면 몫일 수 있을 것이다. 태아를 교육한다고는 하나 
이는 자기 몸의 일부에게 가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이며, 사정이 이러하기에 태교는 
임부 즉 어머니가 수행해야 하는 것이 되고, 임부 입장에서는 교육이 아니라 자기 
수양에 가까운 내용들이다. 유향 <열녀전> 기술을 토대로 한 중국의 태교는 어머니 
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해야 할 행동과 금해야 할 사안을 열거한다. 자연스럽
게 태교는 어머니의 몫, 여성의 몫이 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사주당의 <태교신기>
는 여성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태교에 아버지와 가족들을 끌어들였다
는 점15)에서 특징적이다. 
  그런데 위에서도 설명했듯 <태교신기> 서술을 보면 남녀의 순서나 빈도 등에 대
해 유의하면서 서술한 흔적들이 보인다. 어머니를 얘기하면 아버지가 연이어 나오
고, 가르치는 일이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스승과 견주기도 한다. 양태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하지 않는다면 저자 자신도 모르겠다고 하고는 곧바로 혼인 시 훌륭한 여
성을 선택하는 것은 남편의 일이고 태아를 가르치는 일은 부인의 일인데 이는 자손
을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남편과 부인의 협업으로 마무리하면서 전체 글을 마친다. 
이 마지막에 유희가 주를 붙인 것이 있다. 유희는 전체 글을 10장으로 나누고 정리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책을 지은 이유16)를 쓰고 장부에게 책임을 물어 부인으로 
하여금 끝까지 돕게 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유희 역시 사주당의 이 저
술이 계속 남편을 연루시키고 있으며 군자가 하지 않는다면 저자 자신도 책임질 수 
없다는 발언을 통해 남편에게 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서술하는 것으로 읽고 있음
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 <태교신기>에서 두드러지는 서술 방식 중 하나는 <시경>, <서경>, <논어> 등 
14) 이는 가장권(家長權) 문제와 관련한 것이다.
15) 여기에 대해서는 이혜순(2007), 정해은(2009)에서도 논의하였다.
16) 유희는 이에 대해 ‘어질지 못한 부녀라면 또 마땅히 가르쳐서 태교를 행하도록 하는 까닭으로 이 책을 

짓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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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을 빈번하게 인용하고, 신독(愼獨), 경이존심(敬以存心) 등 조선 내내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심성 수양의 개념과 더불어 자작지얼과 같이 두루 통용되는 경계 내지 
협박성 인용 또한 활용한다는 점이다. 경전 인용은 장이나 절에서 자신의 말을 맺
을 때 주로 사용되는데 이는 경전의 권위를 빌려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기 위
함이며, 익히 알고 있을 법한 구절이나 개념을 삽입하거나 연상하게 하여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도 함께 노리는 것이다. 즉 경전 인용은 자신의 글에 권위에 의거한 신
뢰를 더하고 설득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사주당은 시집오기 전에는 친정아버지의 인정 하에 이씨 문중 남자들보다도 뛰
어난 지적 능력을 가졌다고 일컬어졌고, 시집 온 후에는 남편의 인정 속에서 지적 
대화를 이어나갔다. 한문으로 저술한 태교에 관한 책 <태교신기>는 사주당이 80평
생의 지적 여정 끝에 유일하게 남기기로 선택한 글이다. 여성의 저술이기는 하나 
<태교신기>에는 감정적 언술도 없고, 또 저자의 개인적 체험을 즉생활적으로 반영
하는 글쓰기도 아니다. 매우 규범적인 내용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여 설득력을 강
화하면서 서술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표기 수단 선택과 서술 방식을 보면 <태교신
기>의 저자는 임신과 출산의 책임이 임부 자신,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책임이 아니
라는 의식 지향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녀가 한문으로 이 글을 쓴 이유는 
자신의 글이 일개 여성의 글이 아니라 보편적 지식 체계를 갖춘 글이라는 자부도 
있었겠지만 바로 이 같은 의도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태
교신기>는 유희의 언해로 인해 여성들의 독서물도 되었으나 사주당의 <태교신기>
가 상정한 독자에는 남성들도 응당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주당은 이 글에서 태교를 잘 하면 누구나 군자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군
자는 인간형에 대한 유교적 설명 방식에서 가장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인물을 가리키
는 단어이다. 군자 위는 성인(聖人)의 반열인데, 이는 공자 스스로도 자신은 군자이
지 성인은 아니라고 말할 정도의 단계이다. 또 <대학>을 인용하면서 진실로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용기를 북돋운다. 태교를 잘 하고자 구하는 간절한 마음
이 있으면 누구라도 군자의 어머니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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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고는 사주당의 <태교신기>에 나타나는 글쓰기 방식을 살펴보고자 시작되었다. 
<태교신기>의 경우는 여성인 사주당은 한문으로 쓰고 남성인 유희는 그 글을 한글
로 번역하였다. 표기 수단과 성별 구도가 묘하게 교차하는 지점이다.
  사주당의 글쓰기는 한문 교양으로 훈련된 논리적인 글쓰기의 양태를 보였으나 
서술 방식을 검토한 결과, 태교를 남녀 공히 책임지는 과정으로 만들고자 한, 행간
에 음각화된 사주당의 저술 태도를 읽어낼 수 있었다. 사주당이 지향한 보편적 글
쓰기는 흥미롭게도 궁극적으로는 그 시대 여성들의 글에 나타나는 여성 인식, 여성
담론에 닿아 있는 부분이 읽힌다.
  18세기·19세기에 이르러 여성들의 글쓰기가 활발해지고 한문문집 간행 역시 눈
에 띈다. 여성들이 부덕을 넘어서서, 성별구도적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서 글쓰기를 
통해 자기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고, 자기 사고를 체계화하며 남성 학문의 세계를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실천하여 군자행을 실천해 내고자 한다. 이런 시도들이 이뤄
지는 것이 조선 후기이다. 여성들은 이렇듯 한문 글쓰기의 영역에 적극적으로 들어오
는데 전체적인 글쓰기의 양상은 또 이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 같다.

언문(諺文), 과문(科文)이 도처에서 배가 되고, 고자(古字)와 고문(古文)은 도처에서 점점 
위축되니 동방의 한 나라를 놓고 날로 그 소멸하고 성장하는 형세를 본즉 오래지 않아 아
마도 언문이 그 나라 안에서 공적으로 통용되는 문자가 될 것 같다17).

  위 예문은 18세기의 문인이었던 이규상(李奎象: 1727-1799)의 글이다. 그는 18
세기 조선에서 언문과 과거 시험 문장이 도처에서 많아지고 한자와 고문이 점점 위
축되는 현상을 위태로운 시선으로 목도하고 있었다. 이규상은 국문 글쓰기가 점차 
비중을 차지해 가는 현상을 문제로 받아들였던 인물이다. <태교신기>를 언해한 유
희는 이규상보다 50년 정도 후대의 인물이다. <태교신기>가 어머니가 남긴 글이고 
여성 관련 내용이어서 여성에게 읽힐 필요도 있었겠으나 18세기 조선 문자 생활에
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던 내외법에 의거한 질서가 바야흐로 구질서가 되어 가려
던 시점에서의 일이기도 하다. 이규상은 한글이 세를 차지해 가는 세태를 음양(陰
陽)과 관련하여 해석하고 있다.
17) 이규상, 『한산세고』 권지23, 잡저, <세계설> 中. “諺文科文 到處倍蓰 古字古文 到處漸縮 如持東方一域 而

日觀於其消長之勢 則不久似以諺文爲其域內公行文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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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당의 <태교신기>는 태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다시 언급되고 있다. 이 저술
은 태교에 대해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책이라는 점에서 그 당대에 이미 그 의의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태교에 대해 집대성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18세기·19세기를 
살아간 조선 여성이 여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태교를 이론화했는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하다. 더군다나 이 글쓰기에는 당대를 관통하던 표기 수단
과 성별 구도 간의 힘의 관계 역시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태교 이상의 지점도 시
사하는 바가 있는 자료이다. 

※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합니다.
※ 이 글은 발표용 원고로, 아직 논문으로 완성된 상태가 아니니 인용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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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제
『태교신기』의 내용과 전승

박 숙 현 (이사주당기념사업회 회장)

1. 이사주당은 오늘날의 의학박사며 동시에 유아교육학자
  이사주당(李師朱堂 1739~1821)은 과학 문명의 이기가 없던 조선시대에 현대 과
학태교의 내용과 다를 바 없는 태교전문서 ‘태교신기(胎敎新記)’를 세계최초로 저술
함으로써 과학태교의 지평을 연 조선 후기의 여성 실학자다. 현대적 표현을 하자면 
의학 분야의 독보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네 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독
본인 교자집요를 지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유아교육으
로 이어지는 유아교육학자로도 평가할 수 있다.
  이사주당은 동양 의서를 공부한 의학전문가로서 세계 최초로 태교전문서를 남겼다.
  태교신기는 이사주당의 나이 62세(1800년)에 저술된 책으로 건강하고 총명한 인
재양성에 대한 이사주당의 꿈과 열정을 담고 있다. 태교신기는 저술 이듬해인 
1801년 아들 유희가 장과 절을 나누고 언해했다. 
  지금으로부터 215년 전인 조선시대에 현대의학의 내용과 다를 바 없는 과학태교
를 주창할 수 있던 것은 이사주당의 학문적 깊이와 실증적 연구 노력의 결과다.
  주자학을 집대성한 주희를 스승으로 삼는다는 사주당이라는 호가 말해주듯 이사
주당의 학문적 깊이와 넓이는 우주 만물에 대한 원리와 이해에 닿아있다. 
  이사주당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유희(1773~1837)를 비롯한 4명의 자녀를 낳은 
경험을 바탕으로 경서에 기반 한 사상과 황제내경 동의보감 등의 한의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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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교양서와 당시의 구전태교 등을 참조하여 ‘태교신기’를 집대성했다. 
  사주당은 태교신기를 집대성한 데 이어, 유아교육서인 교자집요를 집필했으니 의
학 분야와 유아교육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대학자로 그녀가 남긴 업적은 생명과 
인간 교육에 걸쳐 광범위하다.

2. 태교신기는 미래를 여는 책, 늘 현재진행형이며 과학 이었다
  전통태교는 무엇인가. 현대태교는 무엇인가. 
  내용이 다소 미신적이면 전통태교이고, 과학적이면 현대태교로 분류할 수 있을까.
  과거에 조상들이 했던 태교는 전통태교이고, 오늘날 젊은 세대가 하는 태교는 현
대태교인가.
  그렇다면 내용이 과학적인 태교신기는 과연 전통태교인가, 현대 태교인가. 태교
신기로 현대 임신부가 태교를 한다면 태교신기는 전통태교인가, 현대태교인가.
  시대적으로는 215년 전에 조상이 써놓은 태교서적이니 전통태교로 분류하
는 게 편할지 모른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현대 태교와 별반 크게 다를 바 없으
니 이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결국, 태교신기를 전통과 현대의 잣대로 나누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태교신기는 늘 현재의 임신부를 위한 태교서였고, 과학서였다.
  조선시대의 여성은 물론, 그 후 오늘날의 여성에 이르기까지 과학태교서인 
태교신기로 태교의 맥을 이어 한결 같이 태교를 하라고 남긴 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와 6. 25 등 국가적 대변란을 겪으면서 태교 공
백기가 오랜 시간 지속됐다. 이로 인해 한결 같이 현재 진행형이었어야 하는 태교
신기는 전통태교라는 시간에 갇혀버렸고, 현대의 지식인조차 태교를 미신으로 여기
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요사이 태교가 본격화 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도 
태교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되지 않았고 태교에 대한 대부분의 인식은 ‘미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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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1999년에 한 대학교 산부인과 교수가 태교의 과학성을 밝힌 책이 센세
이션을 불러일으키면서, 서점가에 300여종의 태교 책이 쏟아져 나옴과 동시에 태
교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기 시작했다. 
  뱃속 태아를 관찰할 수 있는 초음파 기기가 등장하는 등 과학문명의 시대가 도래 
해서야 서양의 과학자가 과학의 눈으로 태교가 과학이라고 말하자 이를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가 연구 수용하면서 우리나라는 오랜 잠에서 깨어나게 된 것이다.
  게다가 현대의 뇌 과학자가 과학의 눈으로 태아의 뇌 발달을 논의하자 더욱더 
‘태교신기’는 과학으로 조명됐다.
  이는 다시 말해 처음부터 과학적 내용이었고 서양보다 앞서 있던 태교신기였지
만 과학의 눈이 없던 우리 후손들이 알아보지 못한 채 전통태교라든가, 미신이라는 
선입견 속에 방치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사주당은 이미 215년 전에 과학태교서인 태교신기를 펴냈고, 모든 
이들이 이를 통해 태교를 할 수 있게 했다고 말할 수 있다.
  뒤늦게 과학에 눈을 뜬 210년 후의 후손들이 이제야 태교신기의 진가를 간신히 
알아보고 태교신기에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니 어찌 보면 태교신기는 미래 세
대(오늘날의 우리)를 위한 책이었다고 말 할 수 있으며, 또한 태교는 훌륭한 미래의 
주역을 낳기 위한 미래시대를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3. 태교신기는 인간답게 사는 길을 안내하는 인문학이다
  아버지의 하루 낳음의 순간부터 열 달 태교에 이르는, 생명이 형성되는 과정의 
중요성과 방법을 제시한 이사주당의 태교신기는 인류사에 영원히 남을 위대한 유
산이다. 
  태교의 본질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의 인성과 건강함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특히 이사주당은 1장 1절에서 사람의 성품을 다뤄 태교는 인간답게 살아가
는 길을 안내하는 최초의 길라잡이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주당은 태교신기에
서 마음 다스림을 강조, 오늘날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인성교육 문제를 태교로
부터 해결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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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태교신기는 세계 최초의 태교 전문서로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
진해야 한다.
  또한 태교신기를 저술한 이사주당이야말로 어느 영웅보다도 더 큰 업적을 인류
사에 남겼다. 후대들이 부족해서 그 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
고 전승 발전시키지 못했을 뿐이다.
  태교신기는 1932년에 일본어로 번역돼 일본여자 중고등학교 교과서로 사용됐
다1)고 알려져 있다. 일본은 최근 학습 위주의 태교법에서 명상 위주의 태교방
법으로 변화를 갖는 등 태교의 큰 흐름의 변화를 가지면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시스템을 갖춘 태교 강국이 돼 있다2).
  우리나라는 위대한 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5년여 전까지 대다수의 국
민이 태교를 반쯤은 미신으로 여기면서 반신반의 실천했다. 무엇보다 태아의 건강
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해로운 행동은 무엇인지 위험성을 전혀 모른 채 215년
을 지내왔다는 사실이다.
  이사주당은 태교신기를 저술하면서 예기 내칙에 빠진 것을 갖춰 태교신기라고 
한다고 밝혔을 만큼 자주성이 강한 당당한 여성이기도 했다.
  보통 이사주당을 신사임당에 비유하곤 한다. 그러나 두 인물은 아주 독립적 분야
를 갖고 있는 각 분야의 위대한 여성인물일 뿐이다. 신사임당이 초충도를 그린 화
가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사주당은 태교신기를 저술한 인물로 크
게 알려져야 할 것이다.
  신사임당과 그의 아들인 대학자 율곡은 성공적 태교의 사례로 꼽을 수 있으며, 
이사주당과 유희는 태교 전문서를 펴내고 언해한 태교 연구자들로서 가히 태교분
야의 독보적 존재로 말 할 수 있다. 
  그동안 신사임당과 그의 천재적 아들 율곡이 널리 알려진 것에 비해 이사주당과 
천재적 아들 유희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문통 물명고 등 방대한 저술을 남긴 유
희의 학문적 업적에 대한 연구도 진행돼 두 모자지간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사주당의 위상이 제대로 정립돼야 할 것이다.
1) 배병철, 『다시보는 태교신기』서문, 성보사, 2005
2) MBC 심야스페셜 ‘태교신기의 비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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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주당은 태교신기를 펴냄으로써 당시 태교 관련 단편적 지식들이 한권의 단
행본에 실리는 계기가 됐고, 여성들이 편리하게 그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주당은 태교를 독립된 분야로 인식, 태교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확립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태교신기는 태교의 가치를 인성에 두면서 다양한 과학적 태교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또 현대 임신부들이 하는 음악, 미술, 태담, 음식, 성품태교 등 각종 태교법을 
망라하고 있다. 이사주당은 이 책으로 이미 천재 아들 유희를 낳았으니, 실증을 마
친 태교법이라고 할 수 있다.
  태교신기는 이사주당의 임신출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증적 과학서로서 당시 
시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책이다.

4. 태교신기 특징
  태교신기는 부성태교, 가족태교, 과학태교, 평등성 등 몇 가지 특징을 추릴 수 있
다. 여기서 부성태교, 가족태교라고 한 부분 역시 과학태교에 다름 아니다.
  첫째, 아버지 태교를 들 수 있다. 
  아버지 하루 낳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건강한 정자를 위해 몸과 마음을 최소 
3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하는 계획태교를 설파한 것으로 과학태교의 중요한 부분이
다. 또 부부간의 예절을 갖춰 행복한 임신을 해야 함을 강조한 바, 행복한 임신을 
했을 때 건강하고 총명한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현대 의학에서 연구된 바이다.
  둘째, 가족태교를 들 수 있다. 
  시집살이가 본격화 된 조선시대에 가족들로 하여금 임신한 며느리에게 스트레스
를 주지 말라고 한 것이다. 스트레스는 태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으로, 며느
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라고 한 것은 매우 과학적인 내용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
해서는 남녀노소가 태교를 알아야 하며, 이는 사회태교로 확대돼야 하는 부분이다.
  셋째, 조용한 환경을 강조, 소음의 폐해를 지적한 바 이는 폐 기능과 양수의 양
과 관련한 매우 과학적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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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태아프로그래밍 내용 또한 태교신기에서 다뤄지고 있는바 어머니 열 달의 
영양 공급이 자식의 평생 건강을 좌우함을 밝히는 과학태교의 부분이다.
  다섯째, 누구나 태교를 하면 훌륭한 군자를 낳을 수 있다고 한 점은 생명을 존중
한 평등사상이 아닐 수 없다. 이사주당은 성인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며 태
교를 하고 안 함의 차이일 뿐, 비천한 자도 태교를 하면 어렵지 않고, 아무리 지혜
로운 자도 태교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했다. 태교신기는 양명학적 사상을 내포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5. 태교신기와 현대 태교
  현대의 임신부들이 실천하고 있는 태교법이 망라돼 있다. IQ와 창의력, 잠재력 
등을 높일 수 있는 음악, 미술, 태담, 독서 등 다양한 태교법은 물론 자제력을 길러
주는 EQ태교, 인성(성품)태교, 걷기태교, 음식태교 등 다양한 태교법이 망라돼 있
어, 태교신기 한권으로 현대의 임신부가 마음의 수양을 하면서 태교를 할 수 있다.
  특히 태교신기에서는 왕비의 태교를 비롯해 태임, 읍강 등 왕의 어머니의 태교법
을 공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태교라는 생명을 다루는 훌륭한 방법은 일반인 모두가 알아야 함을 강조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사주당은 태교신기를 통해 왕비의 태교법을 중계해주고 있
다고 봐야 할 것이다.

6. 이사주당과 태교신기 계승- 태교도시 용인
 1) 2010년 용인학 강좌에서 이사주당과 태교신기 조명 시작
  지난 2010년부터 용인지역의 대학교에서 학부생을 대상으로 용인학 강좌(용인
대, 강남대, 단국대, 한국외대, 명지대 등)가 실시되는 가운데, 이사주당과 태교신
기가 다뤄지게 되면서 이사주당과 태교신기에 대해 조명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처음부터 모든 용인학 강좌에서 이사주당과 태교신기 강의를 맡은 강사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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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이사주당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는 본인이다. 
  본인은 태교신기를 접하자마자 태교신기의 중요성을 인식, 2010년 곧바로 이사
주당기념사업회 창립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위원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창립 준
비에 들어갔다.
  2011년에는 용인상공회의소에서 기념 사업회를 정식 창립, 본격적으로 이사
주당과 태교신기 홍보 사업에 들어갔다.
  창립에 앞선 2010년, 창립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용인시 여성발전토론회 
주제를 이사주당과 태교신기로 할 것을 용인시에 제안, 2010년, 2011년 연속 2년
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 용인의 여성단체 리더들에게 널리 홍보했다.
  용인신문 지면을 통한 지속적인 칼럼 게재와 동시에 해설서 발간, 태교신기 북 
콘서트, 태교음악회 개최, 임신부 태교 지도, 묘역 안내판 설치, 태교 수기집 발간
(태교신기 독후감 포함) 등 대대적인 사업은 아니어도 꾸준히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5년 9월 21일 정찬민 용인시장이 태교도시를 선포하기
에 이르렀다. 정찬민 시장은 시장 최초로 이사주당의 묘역을 방문하는 등 이사주당
과 태교신기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물론 이로 인해 태교도시 선포 준비가 급물살
을 타 이사주당 묘역과 아들 유희 묘역 일대를 태교의 숲으로 단장하는 사업도 본
격 추진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태교도시 선포 직전인 9월 17일 ‘태교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결과 보
고’를 겸한 ‘용인의 미래, 태교도시 브랜딩’이란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해 태교도시
의 방향을 검토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그러나 태교도시의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해 실시했던 용역 결과 보고서는 이사
주당과 태교신기를 빗겨가는 한계를 드러내 지역 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며, 
이날 세미나에서도 이사주당과 태교신기 주제발표를 한 본인이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태교도시는 보여주기식 하드웨어 몇 개를 마련하고, 태교 프로그램을 진행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사주당과 태교신기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문화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태교도시의 밑그림이 그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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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태교프로그램은 전국 어디에서나 행할 수 있고, 행해
지고 있는 사업이지만 이사주당과 태교신기라는 콘텐츠는 용인이 아니면 수행해 
낼 수 없는 역사성, 차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태교도시 기본 계획은 태교신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보완돼야 한다. 

 2) 왜 태교도시 용인인가
  이사주당이 태교신기를 저술한 곳이기 때문에 용인은 태교도시가 될 수 있다. 
  용인이 태교도시를 선포함에 있어서 이사주당과 태교신기는 핵심 요소이다. 용인
시는 용인이 태교도시일 수밖에 없는 핵심요소를 강력하게 부각시켜, 전국 여느 곳
의 태교사업 추진과는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
  용인 태교도시의 본질은 곧 이사주당과 태교신기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사주당과 태교신기를 살려내지 못한다면 지난 215년의 암흑기보다 더한 아픔
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성과 의미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 하는 일
은 매우 중요하다.

3) 태교도시 용인의 다양한 태교 콘텐츠 활성화 기대
  용인은 이사주당이 15세에 시집와서 83세까지 살면서 유희를 비롯한 4명의 자
식을 낳았고, 태교신기를 저술했으며, 현재 남편 유한규와 합장돼 모셔져 있다.
  이들 묘소는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뒷산에 있으며, 근처에 아들 유희 선생의 묘
소도 함께 하고 있어 이곳을 연결한 태교의 숲, 태교의 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등 태교가 하나의 관광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 있다. 
  특히 아들 유희야말로 두 부부의 태교의 결실인데다, 어머니의 태교신기를 언해
한 주인공으로서 태교신기는 모자의 노력이 배어있다. 이들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태교산업, 태교상품 등이 가능하다. 
  현재 용인음식업지부에서는 태교음식 업소를 특화시키는 움직임에 들어갔고, 용
인의제 21, 용인산립조합 등에서는 숲 태교 등에 대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용인이 태교도시가 됨으로써 임신부부의 실질적인 태교 지도 및 예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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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모 등을 대상으로 한 태교 확산을 책임질 전문가가 필요함에 따라 한
국태교아카데미가 개원해 이사주당과 태교신기를 중심으로 한 남녀 태교지도 전문
가 양성에 돌입했다.  
  한국태교아카데미는 남성태교지도사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으며, 경력단절 
여성들의 훌륭한 직업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은 우리 국민 모두가 태교신
기를 알게 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온 국민 모두가 태교를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태교국가로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들은 용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태교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태교 전문가
로 활동한다는 계획 하에 전문성을 연마 중에 있다.
  각 자치단체, 교육청, 문화재단 등의 기관을 통해 태교문화 확산이 가속화 시켜
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으며, 더 바람직한 것은 초중고교 교과서에서 태교신기를 다
루고, 태교를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일이라고 하겠다.

4) 태교도시 용인은 세계 속의 태교도시로 거듭나야 
  태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 곳곳에서 
태교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미국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도 태교가 이뤄지고 있다.
  용인시는 이사주당과 태교신기라는 문화 콘텐츠를 국내는 물론 세계 속에 확산
시켜야 한다. 
  제3의 한류 붐을 이사주당과 태교신기를 통해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왕실태교와 접목해서 태교의 품위를 높이는 작업도 병
행돼야 한다. 국민 모두가 태교를 하는 나라, 우아한 왕실 태교가 있는 나라 등 이
사주당이라는 위대한 여성에 의해 세계 최초의 태교신기가 씌여진 우리나라를 21
세기 세계의 인문학을 이끌어 나가는, 생명 문화 산업을 이끌어 나가는 기지로 만
들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용인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태교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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