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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여묘(廬墓)의 지속과 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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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무덤 곁에 여막(廬幕)을 세우고 3년간 무덤을 지키는 여묘
살이는 조선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행해졌다. 조선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여묘를
권장했으며,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에는 여묘살이가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심
을 표현하는 행위로 묘사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묘는 조선의 유자(儒者)들이 이상
적 예 질서의 모델로 삼았던 주자의 가례와는 상충되는 행위였다. 때문에 조선
의 유자들은 여묘를 행할 수 있다는 입장과 가례와 상충되는 여묘를 행할 수 없
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본고는 가례를 이상적 질서로 삼았던 조선 사회에서 여
묘가 행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죽은 부모의 무덤 곁을 지키는 여묘는 3년상을 제대로 치르는 방법이자,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심을 표현하는 행위로 간주되었다. 여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사
자식이 죽은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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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편에 등장한다. 공자세가 에서 자공은 공자가 죽은
뒤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3년간의 심상(心喪)을 지낸 뒤, 홀로 공자의 무덤 옆에
여(廬)를 짓고 6년을 더 지키다가 돌아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공이 공자의
무덤을 지킨 것이 여묘에 관한 최초의 기록으로 전하며, 의례, 주례, 예기의
삼례서에는 여묘와 관련된 기록이 따로 전하지 않는다. 다만 상주의 집 근처에 여
소(廬所)를 짓고 애도하는 행위가 등장할 뿐이다. 기록으로는 한나라 초에서 연
원을 찾을 수 있는 여묘의 전통은 그로부터 한참 후인 조선에서 새로운 부흥을 맞
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묘가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되고 사대부들 역시 빈번하게
여묘를 행했던 조선사회였지만, 여묘는 조선사회가 이상적 예 질서로 삼았던 가
례와는 상충하는 행위였다. 여묘가 죽은 부모를 무덤에 안치한 뒤 그 곳에서 3년
간을 지내는 행위인 반면, 가례는 무덤을 만든 뒤에 바로 신주를 집으로 모셔오
는 반혼의 절차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는 신주와 사묘 중심의 상장례 질서를 추
구했던 가례의 핵심에 반하는 문제였다. 퇴계 이황 이후로 조선의 유자들은
이 충돌을 설명하고, 여묘를 용인 혹은 배제하는 담론을 전개하였다.
조선사회가 여묘를 장려하였음에도 여묘가 가례의 질서와는 상충한다는 점 때
문에, 기존의 연구자들은 가례를 이상적 모델로 하는 조선사회에서 여묘가 어떻
게 지속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답하고자 했다. 먼저 이혜순은 조선사회에서 가례
는 반드시 따라야 할 절대적 기준이 아니었으며,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여 주체적으
로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이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조선 초부터 16세기에 이르기까
지 가례가 모호한 이미지에서 점차 구체적인 질서로 인식되어갔음을 보여준다.
조선 초부터 16세기 중반까지 가례를 따른다는 것은 불교식 상장례를 거부한다
마천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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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 사기. “孔子葬魯城北泗上, 弟子皆服三年. 三年心喪畢, 相訣而去,
則哭 各復盡哀, 或復留. 唯子贛廬於冢上, 凡六年, 然後去.”
W j Lu, “REVIVING AN ANCIENT FILIAL IDEAL: THE
EVEN EENTH-CENTURY PRACTICE OF LUMU(廬墓)”,(2013) The
Chinese Historical Review, 20(2), 162. 웨이징 루는 상주의 집 근처에 위치했던
여소(廬所)가 무덤 곁으로 옮겨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설명한다.
3) 이혜순, 16세기 주자가례 담론의 전개와 특성: 가례의 문화적 수용 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 정신문화연구 29(2) (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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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세 중반 퇴계 이황 이후로 가례의 구
체적인 질서가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질서의 인식이 가례의 엄격
한 준수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조선 중기의 가례 논의는 예의 본질보다는 구
체적인 실천 방식에 집중되어 있었기에, 중국의 제도를 배경으로 한 가례를 조선
사회에 그대로 인식할 순 없다는 입장이 공유되었다. 그 결과 조선의 유자들은 가
례를 모범으로 하되 인정(人情)에 맞는 풍습을 용인하는 등 가례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여묘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 역시 이러한 이유로 설명된다.
이혜순의 논의는 이후의 연구자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이현진 역시
조선중기 유자들이 가례를 지향하면서도 여묘를 행하는 등, 실제로는 가례가
엄격히 준행되지 않았음을 보인다. 나아가 조선후기 성호 이익과 그 후학인 이
병휴의 예학 담론에서는 여묘가 생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여묘를 일절 행
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18세기 이후에는 가례의 질서가 확산되면서 가례와
상반되는 여묘를 완전히 부정하는 유자들이 등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18세
기 이후 여묘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설명하는 것은 아니며, 가례 질서의 확산으
로 여묘의 입지가 서서히 줄어갔음을 지적한다.
조선후기 이후 가례와 상반되는 여묘를 완전히 부정하는 유자들이 등장했지
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여묘살이를 지속했으며, 가내여소(家內廬所)라는 절충점
을 찾기도 했다. 연구자들은 조선후기 여묘살이에 관한 기록을 통해, 당시의 여묘
살이가 어떻게 행해졌는지 그 면면을 밝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김경숙은 이
문건이 작성한 묵재일기(默齋日記:1535〜1567)를 바탕으로 조선 전기 여묘
생활을 조명한 바 있다. 또한 18세기 말 안정복 가문의 책력일기를 토대로 안
는 유자로서의 선 으로 기능했으며, 16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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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순, 16 기 주자가 
의 전개와 성: 가 의 문화적 수 연구를 위한
예 적 고 , 5-33.
5) 이현진, 학
성일의 예학과 상 고 , 역사문화
 4 (영남대 족문화연구소,
2008).
6) 이현진, 성 학파의 예학과 상 인식 , 성 학보 5 (성 학 , 2008), 183-84,
194.
7)
, 16 기 사대부가의
와
: 이문건의 
를 심으로 ,
국사관
 97 (국사
위원 , 2001), 115-149.  재일기는 1535년 11 부
터 기 되어 있는데, 시 이문건은 1535년 1 에 아가신 모 을 위해 여 를 살
이었다. 때문에  재일기에는 조선 전기 여 생활의 실상이 고
히 드 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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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행된 상례를 분석하였으며, 고산 윤선도의 손자인 윤이후의 일기
를 발굴·연구함으로써, 조선후기 상장례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특
히 주자가례의 엄격한 실천을 주장하며 여묘를 거부한 안정복 집안과 ‘가내여소
(家內廬所)’라는 대안적 실천을 보인 윤이후 등 조선후기 여묘 실천의 구체적인 양
상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박주는 김근추(1747~1814)가
1781년부터 1783년까지 부친상을 당해 여묘살이를 했던 기록을 담은 여묘일기
를 분석하기도 했다. 여묘일기에는 김근추가 여묘살이를 하는 동안 곡을 하고
상식을 올리는 모습, 여막살이의 고통, 친척들이 여막살이를 그치라고 청원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앞선 연구들은 새로운 예 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이상적 질서인 가례와 문
화적 전통인 여묘를 추구하는 현실 사이의 절충점을 찾아나간 것이 조선의 여묘
논의와 실천의 특징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여묘를 가례의 확립과
실천이라는 예 담론 속에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를 수용하더라도 여전
히 의문은 남는다. 왜 조선의 유자들은 비례(非禮)인 여묘를 미풍양속으로 지칭하
며 옹호했던 것일까? 이는 전통을 옹호하며 새로운 질서를 수용하는 주체적 수용
의 일환에 불과한 것일까?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새로운 유교적 질서
의 표상인 여묘, 죽은 부모를 올바로 봉양하는 뜻에 부합하는 여묘, 체백에 대한
민속적 지향이라는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여묘 지속의 이유를 살피고
정복 집안에서

8)

9)

자 한다.

행

례 용 양상을 설명하는 가운데 여묘를 한 사례로 다
뤘다면, 본고는 “가례 중심의 예 질서”가 아닌 여묘를 논의의 중심에 두고자 한
다. 먼저 2장에서는 여말선초 여묘가 “새로운 질서의 표상”으로 여겨지고, 이에 따
라 많은 유자들이 여묘살이를 행했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3장에서는 주자가례
의 구체적인 내용이 인식되면서, 여묘가 비례(非禮)임을 인정하면서도, 인정(人
기존의 선 연구가 가 의 수

김경숙, 17세기말 사대부가의 喪葬禮와 居喪生活 , 한국사연구 172, 2016; 18세
말 순암(順菴) 안정복가(安鼎福家)의 상장례(喪葬禮)와 거상생활(居喪生活) , 古
文書硏究 50, 2017.
9) 박주, 10장. 18세기 후반 경상도 거창군 효자 3형제의 여묘생활: 김근추의 여묘일기
를 중심으로 , 조선시대 읍지와 유교문화, 국학자료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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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에 맞는 풍속임을 내세워 여묘를 용인하는 유자들의 담론과 실천을 살펴볼 것
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비례임에도 여묘가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체백
(體魄)”에 대한 민속적 지향을 제시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3가지 요소를 중
심으로 주자의 가례를 지향했던 조선시대에 여묘 지속할 수 있었던 근거를 정리
하고자 한다.

2. 새로운 유교적 질서의 표상

암 송인(頤菴 宋寅, 1517-1584)은 여묘의 풍속에 대해, “우리 동방에서는
포은(圃隱) 정 문충공(鄭文忠公)이 여묘살이를 한 이후로 비로소 이를 본받아 행할
줄을 알게 되어 점차 풍속으로 이루어졌다” 고 설명한 바 있다. 이암의 여묘 논의
는 고스란히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 1548-1631)에게로 이어진다. 가례집람
, 상례비요 등 가례서를 저술하여 조선 중기 이후 예학 담론을 주도했던 사계
김장생 역시 이암과 같이 여묘의 풍속을 포은 정몽주에게서 시작하는 것으로 제시
한다.
이처럼 조선 전기와 중기에 활동했던 유자들은 당시의 여묘가 포은 정몽
주에서 시작된 실천이라는 지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포은 정몽주는 조선 초에 편집·
간행된 고려사에, 사서인(士庶人)으로 하여금 주자가례에 따라 가묘(家廟)를
세워 선조의 제사를 받들도록 했던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조선의 유자들이 포은에게서 여묘의 연원을 찾는 것 은 여묘를 ‘여말선초 새롭게
등장한 유교적 질서’를 담은 의례로 보려는 시각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이

10)

11)

12)

13)

암 송인, 이암유고(頤庵遺稿)권9, 예설(禮說) . “吾東自圃隱鄭文忠公居廬之後,
始知慕效, 漸久成俗.”
11) 사계 김장생, 가례집람(家禮輯覽), 상례(喪禮), 반곡(反哭). “吾東自圃隱鄭文忠公
居廬之後, 始知慕效, 漸久成俗.”
12) 고려사(高麗史) 권119, 열전(列傳) 30, 정몽주. “時俗, 喪祭專尙桑門法, 夢周始
令士庶倣<<朱子家禮>>, 立家廟奉先祀”
13) 그러나 이황은 한(漢)과 당(唐) 이후로 여묘살이한 자를 정표(旌表)함으로써 여묘가
풍속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퇴계집(退溪集) 권38, 답조기백문목(答趙起伯問
目) 참조)
10)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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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묘

제

몽
작
니 앞서 중국의 여
묘 전통이 사기, 공자세가 편에 수록된, 자공이 공자의 무덤 곁에 여막을 짓고
6년간 무덤을 지킨 일화로 거슬러 감을 언급한 바 있다. 때문에 조선 이전에도 여
묘가 행해졌음을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또한 고려사절요에는 여묘를 행한
자에게 정려(旌閭)한 기록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물론 고려시대에는 본인이 직
접 여묘를 하지 않고 노비로 하여금 대신 여묘를 살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 조
선만큼 여묘살이가 활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고려시대에는 기복(起復)이
사실상 정례화되어 3년상이 100일로 단축되어 3년간의 상을 치르는 경우가 드물
었다. 때문에 3년상을 철저히 지키는 여묘는 긍정적인 행위로 정려의 대상이 되었
다. 이러한 사례는 고려시대에도 여묘가 드물게 행해졌으며, 이들을 긍정적으로
표창하는 것 역시 조선의 방침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선의 유자들이 당시의 여묘에 관해 “포은 정몽주가 여묘를 한 이후로 풍
속이 되었다”고 한 진술은 곱씹어야 할 중요한 단서가 된다. 여묘의 연원을 포은에
게서 찾는 것은 고려의 여묘 풍속을 부정하는 것이자, 여묘를 조선의 성리학적 전
그 나 여 가 실 로 포은 정 주에게서 시 된 것은 아 다.

14)

15)

통과 동일시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묘

찾는 조선 유자들의 시각에 여묘를 고려의 풍속과 상
반된, 성리학적 전통에 입각한 행위로 보려는 의도가 담겨있다는 상기의 추측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하다. 여말선초의 많은 기록들이 여묘를 고려의 질서와는 상
반된 실천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여 의 연원을 포은에게서

김자강(金自强)은 성주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봉
양하면서 순종하고 뜻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상을 치름에 부도(浮
屠)의 법을 쓰지 않고 일체를 주자가례에 의거하였으며, 3년 동안 여묘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도 3년간의 여묘를 행했습
니다.…
14)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권11, 毅宗莊孝大王 , 毅宗 9年, 8월; 고려사절요(高麗
史節要) 권11, 毅宗莊孝大王 , 毅宗 17年, 3월 등.
15)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권2, 成宗文懿大王 , 成宗 6年, 7월.
16) 고봉 기대승, 天使許魏問目條對 , 高峯先生續集卷二. “金自强, 星州人. 年幼喪父,
奉母承順無違. 母歿治喪, 不用浮屠法, 一依朱子家禮, 廬墓三年服闋, 爲父又居三年. …”
16)

묘 廬墓)의 지속과 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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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봉 기대승(高峰 奇大升, 1527-1572)이 조선의 효제와 절의가
뛰어난 인물을 기록해달라는 중국 사신의 요청에 답한 글의 한 부분이다. 기대승
은 성주 사람 김자강을 효심이 뛰어난 인물로 기록하면서, 그가 부도의 법 즉, 불
법(佛法)을 쓰지 않고 일체 가례에 의거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이때 김자강은 불
법을 쓰지 않고 가례에 의거하면서, 부모에게 각각 3년의 여묘살이를 행한 인물
로 묘사된다. 여기서 여묘와 가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유추해내기 어렵다. 그
러나 불법을 쓰지 않고, 가례에 의거하며, 여묘를 행하는 것은 모두 조선 초의
새로운 질서에 부합하는 행위로서 긍정적으로 표상되었음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고려에도 드물지만 있었던 여묘의 풍습을 새로운 유교적 질서의 표
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했을까? 고려시대에 여묘가 “드물게” 행해졌다는 점과 당시
고려를 예법이 무너진 시대로 인식했다는 점이 여묘를 조선의 새로운 질서를 표상
하는 실천으로 위치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인 은 고

17)

렇

날 삼년상을 마치기 위해서는 오직 여묘살이를 해야만 가
능할 것이다. … 여묘를 하는 것이 성인의 예제(禮制)에 비추어 볼 때 미심쩍은
것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과 같이 예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때에 자식으
로서의 지극한 심정을 다하여 삼년 동안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으로는 여묘보
다 나은 것이 없다고 할 것이다. 고로 나라는 여묘를 행한 사람을 표창하고 효자
라 칭하는 것이다. 이는 성인이 다시 나오신다고 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 여
묘살이를 하는 것이 자식으로서의 지극한 심정을 쏟아내는 그 의리에 합당하다는
것으로 (책의) 후서(後序)를 삼는다.
(강조는 필자, 이하 동일)
그 기 때문에 오늘

18)

용 목은 이색(牧隱 李穡, 1328~1396)이 김판사(金判事)의 시권에

위의 인 은

김경숙

초 묘
례
례
김경숙 세 말
喪葬禮 居喪生活
회
색 牧隱文藁
김 쓴
후 贈金判事詩後序 … 是以 能終三
年 惟廬墓者爲然 … 雖於聖人之制 有慊焉者 以今禮制蕩然軼墜之時 而能盡夫人子之
至情 以爲三年免懷之報 其道莫尙乎此 故國家表其宅里 而人稱之爲孝子 雖聖人復
起 亦所不易也 … 廬墓之爲得綠情之義 以爲後序云

17)
은 조선 여 살이가 “유교적 상장 를 실천하는 상징적인 의 로 이미지화했
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17 기 사대부가의
와
, 한국사연
구 172 (한국사연구 , 2016), 195.
18) 이 , 
 권7,
판사가 시권의 서(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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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준 후서의 일부이다. 그의 시권은 김판사가 장례를 치른 뒤에 오랜 시간 부모의
무덤을 지킨 효성을 기록한 책으로, 위의 인용은 3년상을 마치지 못한 채 정무에
복귀해야 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이색이 덧붙인 후서다. 이색은 위의 후서에서 3년
상의 원칙이 행해지지 않는 등 상제(喪制)가 완전히 무너진 현재의 상황을 개탄하
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묘살이가 장려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 그는 여묘
를 통해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고, 지극한 마음을 다하는 것이 효도이며, 이는 성인
의 뜻과도 통한다고 강조한다.
그럼에도 이색이 여묘살이를 예제에 적합한 것이라 인식했던 것은 아니다. 위의
인용에서 “여묘를 하는 것이 성인의 예제에 비추어 보면 미심쩍은 것이 있”다고 쓴
것처럼, 그는 여묘가 유교식 예제와 합치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묘지에 시신을 매
장한 뒤 혼을 집으로 모셔오는 신주 중심의 유교적 예 질서도 파악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정신(精神)은 막힘없이 이동하여 자손이 있는 곳에 의지하니, 자손
이 어디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변한다.
결국 이색은 반혼을 주로 한
신주 중심의 상장례 질서를 파악하였음에도, 지극한 효성에 기반한 예의 회복을
기도하며 여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무너진 예를 회복하
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할 수단으로 여묘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여말선초에 여묘는 고려의 질서와는 상반된, 새로운 유교적 질서
의 표상으로 이해되었고, 이러한 담론은 조선 중기의 유자들에게도 “여묘의 풍습
은 포은 정몽주 이후로 시작된다”는 지식을 통해 희미하게나마 공유되고 있었다.
이렇게 여말선초 여묘가 새로운 유교적 질서의 표상으로 여겨졌던 것은 조선시대
여묘가 급격히 확산될 수 있었던 한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19)

색 牧隱文藁 권7, 김판사가 쓴 시권의 후서(贈金判事詩後序) “夫墓者, 體魄之
所藏也 魂氣則歸于家, 故三虞以安之. 家廟旣廢, 精神周流, 無所往而不依附於子孫, 子
孫之所在 神之所依也. 然則朝夕哭且祭, 不于家而于野, 亦何傷哉.”

19) 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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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를 봉양하는 진정성

말 초 새로운 유교적 질서의 표상으로서 장려되었던 여묘는 16세기 중반 이
후 주자가례의 세부 절차가 다뤄지기 시작하면서 논쟁의 대상으로 떠오른다. 여묘
가 가례의 반혼과 상충됨을 인식한 것이다. 이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은 퇴계
이황이었다.
그는 옛 사람들이 무덤을 채 만들기도 전에 신주를 집으로 모셔온
것은 죽은 이의 신혼(神魂)을 편안히 하기 위함이었는데, 오늘날에 여묘를 하는
것은 체백(體魄)을 중히 여기고 신혼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라 비판한다. 그럼에도
이황은 반혼한 뒤에 제대로 삼가지 못한다면 여묘를 행하는 것만 못하다고 설명하
면서, 여묘를 용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16-17세기 유자들은 여묘가 가례와
상충하는 행위임을 인식하였지만, 여묘를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반혼
이 증가하면서 여묘의 후한 풍속이 사라짐을 비판한 인물도 있었다.
여 선

20)

21)

좌상 노수신이 아뢰기를, “민간에서는 반혼(返魂)의 예(禮)를 많이 행하니, 이
때문에 여묘(廬墓)의 풍속이 사라지고 상례의 기강이 더욱 무너져 풍속이 갈수록
박해지고 있습니다.”라 하였다. 이에 김우옹이 아뢰기를, “반곡은 고례(古禮)이니,
여묘를 살기 위해 매장 직후 집으로 반혼하지 않는 것은 예에 걸맞는 뜻이 아닙니
다. 그러니 지금 민간에서 행하는 반혼의 예를 금할 수 없습니다.”라 하였다.
다시 노수신이 말하기를, “신이 예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다만 후한 풍속이
날로 사라지게 됨을 애석하게 여길 따름입니다.”라 하였다. 이에 유성룡이 평하기
를, “노수신의 뜻도 옳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반혼의) 예를 따르는 것은 금할 수
없습니다. 오직 상중에 있으면서도 삼가지 않는 자를 적발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22)

古田 博司 朝鮮儒家の葬禮と死後觀 文公家禮 による廬墓古俗の變異 思想
퇴 退溪集
중 례 목
답 答權章仲喪禮問目

20)
,
, 

808, 1991, 98쪽.
21)  계집(
) 권37, 권장 의 상 문 에 대한 (
) . “古人
深以反魂爲重且急. 葬之日, 未及成墳而反虞, 所以欲反其平時所居處, 所安樂之處, 庶幾
神魂不至於飄散也. 自廬墓俗興, 此禮遂廢, 仍奉魂於空山荒僻, 平昔所未嘗居處安樂之地,
以歷三年而後反之, 重體魄而輕神魂. 其不知而無稽也甚矣. … 反後, 凡居處守喪之道, 有
不能致謹者, 則其罪又甚於不反魂之非.”
22) 선조실 (
) 선조 12년(1579) 3 25일
,“
,
,
,
.”
,“
,
,

록 宣祖實錄
월 左相盧守愼言 民間多行返魂之
禮 因此廬墓之俗遂廢 喪紀益壞 風俗益薄 金宇顒曰 返哭乃古禮 欲行廬墓 而不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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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묘 둘러싼 좌의정 노수신과 김우옹의 의
견이다. 그런데 편전에서 여묘의 문제가 거론된 맥락이 흥미롭다. 여묘의 주제를
꺼낸 노수신은 “반혼의 예를 행함으로써 여묘의 풍속이 박해지고 있음”을 걱정한
다.
그러나 그의 걱정에 대해 김우옹은 고례(古禮)가 아닌 여묘를 위해, 고례인
반곡의 절차가 어그러지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위의 논의에서 흥미로
운 점은 여묘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혼을 금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조선중기 여묘에 관한 유자들의 논의는 반혼 등 신주 중심의
상장례를 추구한 주자가례의 질서에 맞지 않는 여묘를 거부하는 것에만 있지 않
았다. 오히려 국가적으로 권장했던 여묘의 풍속을 용인하되, 반혼 역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같은 시기 여묘에 주목했던 예학자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역시 반
혼이 정례(正禮)이나, 인정에 맞는 여묘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편다.
그리고 반혼을 중심으로 여묘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혼과 여묘를 동시에 실
천할 수 있는 중도를 찾는다는 점도 흥미롭다. 이러한 입장을 폈던 유자(儒者)로
는 이암 송인(頤菴 宋寅, 1517~1584), 율곡 이이(栗谷 李珥 1537~1584), 우
계 성혼(牛溪 成渾 1535~1598) 등이 있다.
먼저 격몽요결의 상제(喪制)편에 수록된 이이의 입장을 살펴보자. 격몽요결
은 아버지는 자애롭고 아들은 효도하는 등의 일상의 규범을 학문의 기본으로 삼을
것을 가르치기 위해 저술한 책으로, 상제례에 임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위의 인 은 선조 12년인 1579년 여 를

23)

있다.

날 예를 아는 집에서는 흔히 장례 후에 반혼(返魂)을 하는데, 이는 진실로
바른 예이다. 그러나 세속 사람들이 무턱대고 남을 따라 해 여묘살이의 풍속을 마
오늘

返哭於室堂, 極非禮意. 今民間行禮, 不可禁也.” 守愼曰, “臣非不知禮意, 但厚風日廢,
爲可惜耳.” 柳成龍評曰, “盧意亦是. 但行禮事, 不可禁. 唯當摘治不謹居喪者耳.”
23) 지봉 이수광 역시 많은 사대부들이 성리학을 숭상하고 예문에 입각한 상례 거행이
확산되면서, 여묘의 풍습이 약화됨을 개탄한 바 있다. 이수광, 지봉유설(芝峯類說)
권17, 인사부(人事部) , 상장(喪葬). “我國舊俗, 士大夫親喪, 廬墓終三年, 然後返魂于
室, 雖衰病者亦然. 自頃數十年來, 士子頗尚性理之學, 喪制一從禮文, 葬則反哭, 不復居
廬, 然守制之嚴, 或不如前日, 以致不謹之誚者有之, 可慨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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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내 폐지하고, 반혼한 후에는 제각기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동거하여 예법이 크
게 무너졌으니, 매우 한심스럽다. 어버이의 상(喪)을 당한 자가 스스로 헤아려서
일일이 예를 좇아 털끝만큼이라도 결함이 없다면, 마땅히 예법에 따라 반혼해야
하겠거니와,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옛 풍속대로 여묘살이하는 것이 옳다.
24)

례
례 행해야 한다고 밝히며 시작했지만,
꽤 많은 부분에서 당대의 풍습과 권도를 권장한다. 여묘 역시 그 사례에 해당된다.
이이는 반혼이 정례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반혼을 할 경우에 ‘근신하는 태도’를 견
지하지 못할까 염려한다. 가례의 절차를 곧이곧대로 따르는 것보다, 근신하며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는 상례의 본 뜻을 좇고자 하는 이이의 태도를 알 수 있다.
이이에게 여묘는 정례(正禮)는 아니지만 근신하며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는 상례
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좋은 방편으로 수용되었다. 여묘에 대한 우계 성혼의 입장
역시 이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성혼 역시 “여묘가 인정에는 가까우나 올바른 예가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도, 여묘가 자식이 슬픔을 다하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편리
한 방법이며 충분히 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정례는 아니지만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식의 도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풍속이라는 점에서 여묘를 수용하는 이이와 성혼의 입장에서 나아가, 이암 송인은
여묘와 반혼을 동시에 실천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한다.
이이는 마땅히 주자의 가 를 따라 상 를

25)

朱子)가 반곡하는 일에 대해서 이르기를, ‘모름지기 위와 같은 뜻을 얻어야

주자(

율곡 栗谷全書
격몽요결(擊蒙要訣) , 상제(喪制) “今之識禮之
家 多於葬後返魂 此固正禮 但時人效顰 遂廢廬墓之俗, 返魂之後, 各還其家, 與妻子
同處 禮坊大壞 甚可寒心 凡喪親者 自度一一從禮, 無毫分虧欠, 則當依禮返魂. 如或
未然 則當依舊俗廬墓可也
牛溪集
송
답한 별지(答宋士強別紙) “聖人酌天理人
情之中 立爲禮制 反哭 正禮所以爲至者 以其人死而魂升, 彷徨眷戀於舊家, 故也. 反
哭者 欲以慰安其親之靈於舊室也 廬墓雖近於情, 然非禮之正也. 是以朱子許其省墓, 而
不欲立廬墓之名也 今俗廬墓固是美風 亦便於人子致哀守禮之一節. 然孝子以禮自守,
而情文皆備 則何必以在家喪禮 不專爲懼耶? 先儒言, ‘墓藏體魄, 而致生之, 不智. 廟奉
宗祏 而致死之 不仁 蓋魂魄旣分 則當以魂之所在爲致誠敬之地. 體魄之藏, 但當保固
歛藏而已 節祠 俗祭墳墓 如哀候往祭于墓亦可. 但如正朝冬至, 則時思之哀乃屬几筵,
不可虛其所 而使人攝奠也 鄙見如此 未知如何.”

24) 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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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 자리에 나아가 그 예를 행함에 스스로 편안할 것이며, 바야흐로 계지
술사(繼志述事)의 일을 얻게 될 것이다.’라 하였다. 그렇다면 신주를 모시고 돌아오
는 일은 상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삼우제(三虞祭) 이하는 모름지
기 집에 이르러 와서 행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풍속에는 여묘살이를 하므로,
신주를 집으로 모셔 오지 않고 그대로 여묘로 나아가 제사를 지내고서 3년의 상기
를 마친다. 이것은 한갓 편안함을 취할 줄만 알고 그것이 예경의 본뜻을 크게 잃는
것임은 알지 못한 것이다.
주자는 여묘에서 거상(居喪)하면서도 삭망(朔望)에는 집으로 돌아와 궤연(几
筵)에 절을 하였다. 이것은 여묘살이를 하는 것은 자신의 사사로운 일이고 삭망과
같은 것은 계절이 변하는 것으로 예에 있어서 자신이 직접 제사 지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대저 상을 당한 자가 스스로 여묘살이를 하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금할 필요가 없지만, 삭망에 궤연에 절하는 예와 같은 것은 폐해서는 안 된다. 그리
하여 능히 주자가 한 바와 같이 한다면 인정과 예문 양쪽 다 온전하게 될 것이다.
만 이른

26)

암

앞의 예기, 단궁 하 편의 반혼 조에 대해 주석한 것을 바탕으
로, 신주에 죽은 사람의 영혼을 실어 반혼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혼하지
않고 여묘 생활을 하는 당시의 풍속을 비판한다. 그러나 이암은 여묘를 폐지하기
보다는 반혼과 여묘의 절충을 모색한다. 그는 주자가 반혼한 뒤 무덤 옆에 거하면
서, 절기에 맞춰 궤연에 제사하였다는 기록을 인용한다. 주자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여묘를 행하되 반드시 먼저 신주를 집으로 모셔 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암은
주자의 행위를 토대로, “반혼한 뒤에 여묘에서 생활하고, 절기에 맞춰 궤연에 제사
할 것”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한다. 올바른 예와 인정을 모두 충족시키는 대안을 제
시한 것이다. 이암의 제안이 얼마나 유포되었는지는 분명히 밝히기 어렵지만, 조
선시대 많은 유자들은 후한 풍속으로서의 여묘와 예제에 맞는 반혼 사이의 모순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소하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은 주자가

암 頤庵遺稿)권9, 예설(禮說) . 朱子於反哭之事, 謂之曰, 須知得這意思, 則
所謂 踐其位 行其禮’等事之自安. 方見得繼志述事之事. 然則反主, 乃喪禮中之最大者,
故三虞以下 須至家乃行. 而國俗以喪者之廬于墓側, 遂不反主, 而仍就廬行祭, 以終三
年 此徒知爲喪者取便, 而不知其大失禮經之旨也. 朱子居喪廬墓, 而朔望則歸拜于几筵.
蓋廬墓 乃吾私事, 而若朔望, 時候之變也. 禮不可以不親也. 大抵喪者, 自欲廬墓, 則固
不禁矣 若朔望几筵之禮, 不可廢也. 能如朱子之所爲, 則情禮兩全矣.

26) 이 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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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조선중기까지 유자들은 여묘가 정례는 아니지만, 부모
의 죽음을 충분히 슬퍼하고, 죽은 부모를 올바로 섬기는 뜻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여묘를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편다. 이는 조선의 가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이었음을 보여
준다. 이때 반혼과 상충하는 여묘가 제한적이나마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은 이이와
성혼의 입장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죽은 부모를 올바로 봉양한다”는 상장례의 가
장 기본적인 뜻을 충족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자들은 반혼의 질서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보다 부모의 상을 당해 올바른 태도로 봉양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상
장례에 임하는 기본 태도라고 보았고, 이것이 여묘를 용인하는 배경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앞서 살펴본 유자들은 모두 반혼한 뒤에 삼가는 태도를 유지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비례(非禮)인 여묘를 통해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며 삼가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 것이다.
상장례의 기본 뜻이 주자가례의 엄격한 실천이 아니라,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
며 죽은 부모를 올바르게 봉양한다는 점에 있다는 것은 여묘를 완전히 부인하는
성호 이익의 입장에서도 드러난다.
위에서 살펴본

①[사계] 반혼(返魂)은 원래 정례(正禮)이지만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처자
와 함께 지내니 예(禮)의 제방이 크게 무너진 것이다. 무릇 어버이 상을 당한 자는
스스로 헤아려서 하나하나 예를 따른다면 의당 예에 의거하여 반혼해야 하고, 만
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옛날의 풍속에 의거하여 여묘살이를 하는 것이 옳다.
②[변의] 남녀가 함께 지내는 폐단이 있을 것을 지레 염려하여 정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음식이 한 번 목에 걸렸다고 해서 밥을 먹지 않는 것과 가깝지
않겠는가. 예에 정해진 제도가 있어야 비로소 풍속을 통일시킬 수 있는 것이다.
각자 스스로 헤아려서 처신하게 하는 것은 또 온당한 방법이 아니니, 사람들 중에
는 원래 신중하지 않은 자가 많다. 그러나 먼저 자신이 믿지 않아서 정례를 감히
따르지 않는 것이 어찌 인정에 맞겠는가. 후한(後漢)의 조선(趙宣)이 어버이 묘
의 수도(隧道)에 방을 만들고 20년간 복(服)을 입었는데, 그동안에 자식을 여럿
낳자 구향(仇香)이 조사하여 그 죄를 다스렸다. 만약 예에 맞는 행실을 하지 않는
다면 시묘살이를 하더라도 이로울 것이 없다. 내 생각에 삼 년 동안 궤전(饋奠)을
올리고 부부가 친하게 지내는 것이 예이다. 남자 혼자 멀리 향사(鄕舍)에서 지내

34

종교학 연구

담당할 사람이 없으면 음식을 올릴 때에 빠진 것이 많을 것이니 이
것이 어찌 돌아가신 분 섬기기를 살아 계신 분 섬기듯이 하는 도리이겠는가. 또
더구나 혼(魂)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신(神)이 편안히 여기는 것이다. 어쩌다가
반드시 그렇게 하지 못한 폐단이 있다고 해서 신이 편안히 여기는 것을 망각한다
면 옳지 않다는 것을 더욱 잘 알 수 있다.
집안에 음식을

27)

용 익 김장생이 저술한 의례문해를 반박하는 글의 일부분이다.
여기서 이익은 반혼에 관해 송준길과 김장생이 나눈 문답을 문제 삼는다. 송준길
은 김장생에게 “예문에는 반곡한다고 하였는데, 혹자는 여묘가 더 좋다고 하니 어
느 쪽을 따라야 합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김장생은 율곡이 언급한 바를 반
복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였다.
이때 인용문 ①은 김장생이 원용한 율곡의
입장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율곡 이이는 비록 반혼이 정례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여묘를 할 수 있다는 수용적인 입장을 폈다. 이익은 여묘에 대한 수용적인
입장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인용문 ②에는 정례(正禮)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기에 정례가 아닌 여묘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분명한 견해가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견해의 변화는 일견 주자
가례 질서의 엄격한 준수를 주장한 것으로, 가례가 정착된 조선후기의 자연스
러운 변화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익이 여묘를 반박하는 더욱 중요한 이유
는 여묘가 죽은 부모를 올바로 봉양하는 뜻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죽은
위의 인 은 이 이

28)

익 호 星湖全集) 권40, 김사계 <<의례문해>>의 의문점을 논변하다 –
金沙溪疑禮問解辨疑下) .
[沙溪]返魂固正禮 但人還家, 妻子同處, 禮防大壞, 凡喪親者自度一一從禮, 則當依禮返魂,
如或未然 則依舊俗廬墓, 可也.
[辨疑]豫慮有男女混處之弊, 而俾不行正禮, 殆於因噎而廢食也. 禮有定制, 方可以一俗. 各
使人自度以處之, 又非穩當, 人固不愼者, 多矣. 然先自不信, 而不敢於正禮, 豈人情哉.
後漢趙宣, 以親墓隧道爲室, 行喪二十年, 而服中多生子. 仇香按得治其罪. 苟其無行, 廬
墓亦無所益也. 愚謂三年饋奠, 夫婦親之禮也. 遠在鄕舍, 內無主饋, 則其於薦獻, 或多欠
缺, 是豈如事生之道哉. 又况魂返室堂, 神之所安. 或因未必然之弊, 而忘神之所安, 則益
知其不可矣.
28) 김장생, 사계전서(沙溪全書 권40, 의례문해 , 상례, 반곡.
問. 禮言反哭, 而或以廬墓爲善, 將何適從?
答. 栗谷所論可考也. 栗谷曰, 反哭固正禮, 但人效嚬, 遂廢廬墓, 反魂還家, 妻子同處, 禮防
大壞. 凡喪親者, 自度一一從禮, 則當依禮反魂, 如或未然, 則當依舊俗廬墓可也.
27) 이 , 성 전집(
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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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제대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상주가 집을 지키며, 의례의 준비
를 함께 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정례에 따른 풍속의 교정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
역시 “죽은 부모를 올바로 봉양하는 뜻”을 상위의 가치로 놓고 반혼과 여묘의 문제
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 중기 이후 유자들은 가례와 상충하는 여묘를 여전히 용인한다.
이는 당시의 상장례에 임하는 기준이 가례의 엄격한 준수가 아닌, 죽은 부모를
올바로 봉양하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여묘는 3년간 부모의 죽음을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행위이자, 죽은 부모를 금욕과 희생의 태도로 올바로 봉양할 수 있는 행위
로서 제한적으로 용인되었다. 조선시대 여묘가 지속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죽은 부모를 올바로 봉양한다는 보편적인 가치가 반혼과 여묘를 행하는 기
준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모를 위한 의 가

4. 체백에 대한 민속적 지향

룬 유자들은 공통적으로 죽은 이의 백(魄)이 아닌 혼(魂)을 중시할
것을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여묘와 반혼의 문제에는 유체(遺體)인
체백을 중시할 것인지, 혼을 중시할 것인지의 문제가 담겨있었다. 그러나 유자들
의 담론에서 신혼 대신 체백을 강조해야한다는 논의는 발견되지 않는다. 체백이
아닌 신혼을 중시하는 것은 주자가례에서 주장하는 상제례의 가장 기본적인 태
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자들의 담론과 달리, 여묘를 비롯해 무덤을 중시하는
“체백을 통한 사자(死者)의 상상”은 여전히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는
유자들의 체백에 대한 태도를 간단히 살펴본 뒤, 조선시대의 민담이나 의례 실천
에서 나타나는 체백에 대한 지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여묘가 반혼의 질서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으로 지적했
던 이황에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체백과 신혼의 문제였다.
3장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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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사람들은 반혼(反魂)을 매우 중요하고 급한 일로 여겼다. 장사지내는 날 분
묘를 다 만들기도 전에 반우(反虞)하는 것은 죽은 이가 평소에 거처하고 편안히
여기던 곳으로 모셔와 그 신혼(神魂)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여
묘의 풍속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예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빈 산
궁벽한 곳에서 혼을 받들고, 일찍이 (죽은 이가) 거처하며 안락하게 여기지 않았
던 곳에서 3년을 지낸 뒤에 돌아온다. 이는 체백(體魄)을 중히 여기고, 신혼을 가
벼이 여기는 것이니, 그 무지하고 헤아리지 못함이 매우 심하다.
29)

황 논의는 가례의 질서를 수용할 때, 왜 여묘가 용납될 수 없는지를 분명
히 보여준다. 여묘는 가례가 지향하는 신혼(神魂) 중심의 예를 정면으로 반박하
는 의례다. 여묘는 신혼이 아닌, 죽은 부모의 몸이 놓인 무덤을 죽은 이가 거하는
곳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체백과 신혼의 이분법으로 여묘가 비례(非禮)임
을 논하는 것은 동암 류장원의 상변통고 중 여묘지비(廬墓之非)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죽은 부모의 신혼을 본래 거주하며 안락하게 여기던 집으로 모셔오는 것
이 봉양의 기본 뜻임에도, 여묘는 반혼하지 않고 무덤을 지키며 신혼을 빈 산 궁벽
한 곳에서 놓아두기에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묘를 “죽은 부모를 봉양하는
올바른 뜻”이라는 상위 가치 속에서 제한적으로 용인했을지라도, 유자들은 모두 여
묘가 신혼보다 체백을 강조하는 점에서 정례(正禮)가 아님은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자들이 예를 논함에 있어 체백보다 신혼을 중시하는 태도를 견지했음
에도 불구하고, 체백과 체백이 있는 무덤을 중시하는 경향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
았다.
이 의

… 대개 사람이 죽으면 유체는 외물일 뿐이다. 그러므로 옛 사람이 중히 여긴
바가 사당이지 묘에 있지 아니하였다. … 예법에 무덤을 깨끗이 쓰고 제사 지내는
것을 중시하면서부터 인귀가 반드시 제향을 따라 의탁하게 되었다. 귀신의 법도가
퇴

退溪集

답 중 례 목 答權章仲喪禮問目

29)  계집(
) 권37,
권장 상 문 (
) . “古人深以反魂爲
重且急. 葬之日, 未及成墳而反虞, 所以欲反其平時所居處, 所安樂之處, 庶幾神魂不至於
飄散也. 自廬墓俗興, 此禮遂廢, 仍奉魂於空山荒僻, 平昔所未嘗居處安樂之地, 以歷三年
而後反之, 重體魄而輕神魂. 其不知而無稽也甚矣. … 反後, 凡居處守喪之道, 有不能致謹
者, 則其罪又甚於不反魂之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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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 고금의 차이가 없겠는가. 지금 파주의 일을 보건대 사람의 영혼이 무덤에 의
탁함은 의심할 바 없는 일이다. 어찌 장지를 살피고 묘를 지키는[守墓] 일을 경계
하고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

30)

용

몽 柳夢人, 1559-1623)의 어우야담(於于野談)에 수록된
일화에 대한 유몽인의 평이다. 어우야담은 민간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
여 창작한 조선 최초의 야담집으로, 조선사회의 문화적 인식을 확인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위의 인용은 유몽인의 노비였던 의신장이 자신의 집 근처에 불이 났
을 때, 무덤들 속에서 귀신들이 “우리 집에 불이 났소!”라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는 이야기에 관한 유몽인의 평이다. 유몽인은 무덤에 귀신들이 살고 있다는 의신
장의 이야기에 대해, 예부터 사람들이 중히 여긴 것은 신혼이 있는 사당이지, 외물
에 불과한 유체가 있는 무덤이 아니라고 평한다. 그러나 유몽인의 입장은 그리 단
순했던 것 같지 않다. 유체를 중시하는 태도가 옛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귀신의
도에는 고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귀
신의 문제를 사람의 행동에서 찾기 때문이다. 그는 인귀가 반드시 제향에 따라 의
탁한다는 점을 들어, 무덤에 귀신이 의탁하게 된 것은 당시에 무덤을 중히 여기는
풍속 때문이라고 에둘러 비판한다. 나아가 사람의 영혼이 무덤에 의탁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장지를 살피고 묘를 지키는 일을 조심히 할 것을 요청한다.
어우야담에 수록된 일화와 유몽인의 평가는 체백에 대한 당시의 태도 및 유자
들의 이해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다. 유몽인은 “귀신의 도에 어찌 고금의 차이가 없
겠는가”라 평하면서, 당시의 귀신들이 무덤에 의탁하는 것을 가능한 일로 수용한
다. 이는 귀신이 의례가 행해지는 곳에 존재한다는 인식 위에서 가능했다. 그러나
유몽인은 이를 교정하고자 한다. 귀신이 무덤에 의탁하는 것은 사당이 아닌 묘를
중시하는 당시의 ‘어긋난’ 풍속 때문이니, 이를 삼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로 본다면 유몽인 역시 신혼을 강조하며 여묘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던 유
자들의 논의를 답습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화에 반영된 것처럼 조선시대의 많
은 이들이 죽은 이의 몸이 놓인 무덤을 죽은 자를 상상하는 통로로 생각했다는 점
위의 인 은 유 인(

몽

담

익철 외 옮김, (파주: 돌베개, 2006), 245.

30) 유 인, 어우야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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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
이는 비단 유몽인의 노비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다. 어우야담에 수록된 일화
들 외에도, 다양한 변주의 서사가 존재하는 아랑설화나 장화홍련의 설화는 죽은
이의 시체가 사자를 상상하는 매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아랑의 경
우 겁탈당한 뒤에 시체가 버려진 원한으로 원혼이 되며, 그 시체가 수습된 이후에
야 비로소 자신의 원한을 거둔다. 이는 여묘나 무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례는
아니지만,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죽은 이의 몸을 통해 사자를 상상하는 관념이 널
리 퍼져있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국가 주도로 행해진, 별여제(別厲祭) 역시 시체를 중심으
로 죽은 자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조선후기 별여제는 각종 재난
상황에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군사들이 죽은 전몰처, 무주시매처(無主屍埋處)를
제장으로 삼아 의례를 행한다. 이는 죽은 이들과의 의례적 관계가 “죽은 이의 몸”을
매개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때 별여제의 필요성을 납득하고 시행했던
것이 조선의 관리들임을 고려할 때, 이들 역시 체백, 죽은 이의 몸을 통해 사자와
의 의례적 관계를 맺는 소위 “민속적 지향”에서 자유롭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체백에 대한 지향은 조선시대 계층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
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2장과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자들의 담론 속에
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요소는 아니다. 그러나 여묘가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담론 상에 분명히 표현되진 않더라도, 계층을 막론하고 널리 퍼져있었던 “체백에
대한 지향”이 숨겨져 있음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은 부인하기 어 다.31)

③ [1783년 2월 1일] 5일 지나 비가 내렸는데 집사람이 내 생일에 반주(飯
酒)를 보내서 애씀을 느꼈다. … 이날 밤에 꿈 속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가
명해서 모르는 장소로 보내졌다. 시 2구를 지었는데, 깨어나서는 1구는 잊어버려
박경

담론
담론
층
담론 무덤
·중
담론
비 회

목

무덤
바

31)
지는 조선시대 조상신
과 성리학적 질서의 형성 과정에 주 하면서,
을
강조하는 ‘ 속’의
이 사대부 계 의 조상신
에 포함되었으며, 성리학적 질서에
따라 강화된 조상신
에서
은 여전히
한 위치를 지했다고 지적한 있다.
성지, 조선 전 기 조상신
을 통해 본 사대부 주체 형성 , 구 문학연구 35,
(한국구 문학 , 2012), 15-16.

박

무

담론
중요

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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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못했고 1구는 “피눈물을 머금고 늦은 갈대 가을을 보낸다”고 하였다. 곧 등
불을 켜서 이를 기록했다.
기 을

④ [1783년 4월 27일] 이날 밤에 아버지를 꿈속에서 만났는데 많고 적은 집안
일을 잘 처리하라고 명하셨다. 깨어나 놀라서 울음을 이기지 못했다. 엎어지고 하
면서 집에 돌아가 어머니께 꿈을 고했다. 과연 꿈속에서 명한 것이 딱 맞았다. 이
에 상세하게 일을 처리했다. 곡읍하면서 여묘로 돌아와 혼령이 훈계한 것을 외우
고 읊으니 완연히 살아있을 때와 같았다.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해서 밤새도록 잠들
지 못했다.
32)

용

친 당한 김근추가 여묘살이를 하며 쓴 여묘일기
의 일부다. 그의 일기에는 무덤 곁에 여막을 세우고 지내면서,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난 사건이 꽤 많이 기록되어 있다. 위의 인용문 ③은 김근추의 생일에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시를 지어준 일화다. 인용문 ④는 꿈에 나타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와 마찬가지로 집안일을 걱정해 준 일을 기록한 것이다. 물론 김근추가 무덤 곁에
서 아버지의 꿈을 자주 꾸는 것만으로, 체백을 통해 사자를 상상하는 민속적 지향
을 곧바로 유추해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해골이 놓인 곳에서 꿈속에 해당 귀신을
만난 일화, 전염병으로 죽은 시체가 널려있는 집에서 그 귀신을 만나 교류한 이야
기 등을 함께 고려해볼 때 , 무덤 곁에서 아버지를 만난 김근추의 일화 역시 조
선의 체백과 시체를 통해 사자와 교류할 수 있다는 인식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후기까지 사자(死者)와의 교류는 무덤과 무덤 속의
죽은 이의 몸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 점이 조선시대 신혼(神魂) 중
심의 반혼과는 상충하는 여묘의 지속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위의 인 문은 1781년 부 상을

33)

박

세 후 경 거창군 효자 3형제의 여묘생활: 김근추의 여묘일
;
담

32) 주, 10장. 18 기 반 상도
기를 심으로 , 464 467-68.
33) 유 인, 어우야 , 255-57.

몽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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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며

神魂)을 중시하는 가례를 모델로 했던 조선사회에서 이와 상충
하는 여묘가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2장에
서는 시대적 요인이 여묘 지속의 한 배경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여말선초 시기,
고려의 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유교적 질서를 추구했던 이들에게 “여묘”는 당시의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포착되었다. 이
시기에 여묘는 불교식 상장례를 추구했던 고려와는 상반된 질서의 표상으로 여겨
졌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던 정몽주와 정도전 등은 앞장서 여묘살이를
행했다. 이처럼 여말선초 새로운 질서를 도입하고자 했던 이들에게 여묘는 새로운
질서의 표상으로 여겨졌고, 그러한 인식 위에서 여묘는 급격히 확산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묘가 조선의 새로운 유교적 질서에 부합하는 실천이라는 생각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조선이 이상적 모델로 내세웠던 주자가례의 구체적인 질서가
파악되면서, 무덤을 중시하는 여묘가 신혼을 중시하는 가례의 반혼과 상충한다
는 인식이 확산된다. 그 결과 여묘는 여말선초와 달리 비례(非禮)로 전락하였다.
그럼에도 여묘는 “죽은 부모를 올바로 봉양하는 뜻”에 부합하는 의례로서 제한적으
로 용인된다. 3장에서는 여묘가 비례임을 인식하면서도 여묘를 제한적으로 용인
하는 유자들의 담론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조선의 가례는 상장례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죽은 부모를 올바로 봉양하는 뜻”이라는 보편적 가치
속에서 여묘와 반혼은 그 뜻에 합치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행위로
여겨졌음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조선의 상장례가 가례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아
닌, “죽은 부모를 올바로 봉양한다”는 공감대 위에서 실천되었기에 여묘가 지속될
본고는 신혼(

수 있었다고 정리하였다.

막 4장에서는 유자들의 담론을 주로 살폈던 2-3장과 달리, 담론에는 표현
되지 않는 숨겨진 지향에서 여묘 지속의 이유를 찾고자 했다. 조선 중기 이후 여묘
를 논했던 유자들은 하나같이 체백이 아닌 신혼을 중시할 것을 강조했지만, 실제
로 조선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어우야담, 조선의 별여제 설행,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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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무덤 곁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기록 등은 조선이 계층을 막론하고
죽은 이의 몸을 매개로 사자(死者)를 상상하는 관념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본고는 이를 토대로 체백과 무덤에 대한 지향, 죽은 이의 몸을 통한 사자의
상상이라는 느슨하고 널리 퍼진 관념이 여묘가 지속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보았다.
본고는 조선시대 여묘 지속의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면서, 여묘 실천
이 시대적 상황, 저변에 깔린 민속적 지향에 입각하여 가례라는 이상적 모델과
상충함에도 여전히 지속될 수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여묘의 지속은 가례가
조선의 가례 실천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동시에 여묘와 반혼이 부모를 올바
로 봉양하는 뜻을 토대로 공존할 수 있는 의례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유교의례
를 포함한 조선의 의례가 특정한 전례서(典禮書)를 엄격히 따르기보다는, 이들이
지향하는 가치 위에서 선택될 수 있는 것임을 짐작케 한다. 때문에 유교의례를 비
롯한 조선의 의례를 다양한 지향점 위에서 파악한다면, 종전과는 새로운 시각에서
의례를 조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 살이를 하며

제

묘 廬墓), 유교적 질서, 효(孝), 체백(體魄), 신혼(神魂),
사자(死者), 민속

주 어: 조선시대, 여 (

투고일: 2017.10.14. 심사종료일: 2017.10.31. 게재확정일: 2017.11.14.

42

종교학 연구

참고문헌

家禮輯覽
史記, 孔子世家
三峯集
牧隱文藁
高峯先生續集
退溪集
栗谷全書
頤庵遺稿
星湖全集
沙溪全書
常變通攷


Lu, Weijing. “REVIVING AN ANCIENT FILIAL IDEAL: THE
SEVENTEENTH-CENTURY PRACTICE OF LUMU(廬墓).” The
Chinese

Historical Review 20(2). (2013): 159-179.

古田 博司. 朝鮮儒家の葬禮と死後觀 - 文公家禮 による廬墓古俗の變異 . 思想
808 (岩波書店, 1991): 96-113.
김경숙. 16세기 사대부가의 喪祭禮와 廬墓生活 : 이문건의 默齋日記를 중심으
로 . 국사관논총 97 (국사편찬위원회, 2001): 115-149.
_____. 17세기말 사대부가의 喪葬禮와 居喪生活 . 한국사연구 172 (한국사연
구회, 2016): 189-221.
_____. 18세기말 순암(順菴) 안정복가(安鼎福家)의 상장례(喪葬禮)와 거상생활
(居喪生活) . 古文書硏究 50 (한국고문서학회, 2017): 229-251.
박성지. 조선 전·중기 조상신 담론을 통해 본 사대부 주체 형성 . 구비문학연구
35, (한국구비문학회, 2012): 1-39.
박주. 10장. 18세기 후반 경상도 거창군 효자 3형제의 여묘생활: 김근추의 여
묘일기를 중심으로 . 조선시대 읍지와 유교문화. 서울: 국학자료원,
2016.

묘 廬墓)의 지속과 그 근거

조선시대 여 (

몽

담

익철 외 옮김. 파주: 돌베개, 2006.
예학과 상례 인식 . 성호학보 (성호학회,

43

유 인. 어우야 . 신
이현진.

호

성 학파의

165-215.

2008):

_____. 학봉 김성일의 예학과 상례고증 . 역사문화논총 4 (영남대 민족문화연
혜

구소, 2008): 144-175.

세
례 담론의 전개와 특성 . 정신문화연구 29(2) (한국
학중앙연구원, 2006): 5-33.

이 순. 16 기 주자가 

44

종교학 연구

<Abstract>

Historical and Cultural Reasons Behind the Continuation of
the Yŏmyo Practice During the Chosŏn Period
Kim, Yuri(Seoul National Univ.)

This article examines the reasons behind the continuation of the practice
of Yŏmyo during the Chosŏn period, when Chu Hsi’s Book of Family Ritual
was regarded as an ideal model. In Chapter 2, I argue that the late Koryõ and
early Chosŏn period’s historical background is one of the reasons. During the
late Koryõ and early Chosŏn period, Yŏmyo was considered the representation
of a new Confucian order, as well as the means for its establishment. Due to
this, Yŏmyo spread rapidly during the Chosŏn period.
However, Yŏmyo as a practice based on a new Confucian order during
Chosŏn would not last long. In Chapter 3, I examine Confucius’ discourse, which
allowed the practice of Yŏmyo despite being aware of Yŏmyo as a non-ritual

非禮). This is

(

because Chu Hsi’s Book of Family Ritual was not considered

the absolute value; rather, “filial piety towards parents” was privileged as the
highest goal.
In Chapters 2-3 I focus on Confucian discourse, whereas in Chapter
4 I uncover its hidden orientation. During the middle of the Chosŏn period,
even though Confucians emphasized only the soul of the dead according to Chu
Hsi’s Book of Family Ritual, The records of Collection of Unofficial Hi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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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u Mongin, practicing the extra-yŏje and meeting the dead near their graves,
reveal that people in the Chosŏn period were not free from the notion of imagining
the dead through the physical body. Based on this finding, I insist that the dispersed
notion of imagining the dead through the dead body was one of the reasons behind
the continuation of the Yŏmyo practice during this historical period.

Keywords: Yŏmyo, Chu Hsi’s Book of Family Ritual, Chosŏn period, Filial piety,
the dead, the body, the soul, folkl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