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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총부의 입후권
� 숙명공주의 사손 선정 문제를 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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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시 의 총부(冢婦)는 주로 장자의 처를 의미하고, 총부권은 곧 총부의 

종법  지 를 말하는 것으로,1) 총부가 제사를 지낼 권리인 주제권(主祭權)과 

*  서울 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1) 본고에서 논하는 종법은 일반 으로 부계 친족을 통제하는 원리를 지칭한다. 주 의 종법

이 원형이나, 송  신유학자들의 의례개 을 통해 종법을 심으로 일족을 통합하려는 시

도가 나타났다. 그들이 이상 으로 생각한 연 집단은 소종  五服의 범 와 일치했다. 

조선 사회가 기반을 둔 주자의 종법은 士庶人을 상으로, 장자인 宗子의 제사승계를 

그 기본 제로 하는 것이었으며, 종자를 심으로 종족의 결속을 도모하 다. 종법이 질서

로서 역할을 하면, 이것이 바로 ‘종법 질서’이다. 본고에서 말하는 ‘종법 질서’는 사서인의 

가족 질서를 의미한다. 여성의 ‘종법  지 ’라 함은 곧 가족 질서 속에서 여성의 지 를 

말하며, 본고에서는 특히 입후 문제와 련하여 살펴보도록 한다(종법에 해서는 주희

(임민  옮김), 1999 �주자가례: 유교 공동체를 향한 주희의 설계�, 문서원; 카이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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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집안의 계후자(繼後子)를 정할 권리인 입후권(立後權)으로 표된다. 이 

에서 조선 기까지 행 으로 인정되었던 총부의 주제권은 16세기 엽에 

이르러 논란의 상이 되었다. 조선 기에 이르러서 성리학에 한 이해가 깊

어지게 되고 따라서 의리론에 바탕한 성리학  종법질서의 정립이 요청됨에 따

라 총부의 사권에 한 논란은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이다.2) 이처럼 총부의 

사권은 여자가 주제한다는 에서 남계(男系) 심의 종법  제사승계원칙에 

배되어 차 제한되었지만, 총부의 입후권은 종법  제사승계원칙의 틀 안에서 

인정되는 것이었다.      

조선시  총부권 연구는 주로 실록의 기록을 심으로 16세기 명종 에 집

되었는데, 특히 제사승계방식을 두고 나타난 총부 사와 형망제 (兄亡弟及)의 

갈등, 그리고 입후의 확 라는 문제를 심으로 다루어졌다. 구체 으로는 조선 

기 형망제 이 축소되고 입후가 확 되는 원인으로 이념  문제보다 실  

요인에 주목하여 생존을 해 입후권을 지키려는 총부의 노력과 이를 보장해주

려는 조정의 노력에 의해 입후가 보편화되었음을 밝힌 연구,3) 총부권과 형망제

이 갈등과 충을 거쳐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구체 으로 밝히면서 그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유지하기 해 입후제의 확 를 주도하 던 총부들의 모습을 

조명한 연구가 있다.4) 이 연구들은 입후의 확 라는 사회 속의 변화에 총부의 

역할이 요하게 작용하 다는 , 나아가 총부 자신들의 생존을 해 주장한 

입후가 결국에는 국가가 추구해 나갔던 종법 원칙과 맞아떨어짐으로써 총부들이 

종법질서에 편입되었던 혹은 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규명하 다는데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총부권을 둘러싼 담론에 주목하여 16세기 조정

에서 유교  친족질서를 정착시키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총부권이 논의된 과정,5) 

우(양휘웅 옮김), 2013 � 교주의: 17-18세기 국 지식인의 윤리, 학문, 종족의 담론�, 모

노그래 ; 이승연, 2003 ｢宗法과 公私論-주자의 종법 사상을 심으로｣ �동양사회사상�

7; 김윤정, 2008 ｢霞谷 鄭齊斗의 宗法시행과 禮論｣ �인천학연구� 9; 김진우, 2018 ｢立後를 

통해 본 朝鮮後期庶孼의 宗法的지 ｣, 동국 학교 석사학 논문 등의 논의를 참고하 다).

2) 한기범, 1997 ｢17世紀 女性의 宗法的 地位｣ �충남사학� 9, 38면. 

3) 이순구, 1996 ｢朝鮮中期 冢婦權과 立後의 강화｣ �고문서연구� 10. 

4) 김윤정, 2002 ｢조선 기 제사승계와 형망제 (兄亡弟及)의 변화｣ �조선시 사학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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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가(禮家)들이 계주의  종법원칙을 추구함에 따라 총부의 입후권이 

보장되었던 맥락을 검토한 유의미한 연구들이 나왔다.6) 

이처럼 총부권과 련된 연구들은 부분 조선 기에 집 되어 있고, 조선 

후기 총부권에 해서는 아직 본격 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선 후기에 

해서는 부계 심의 종법질서의 강화와 함께 가족․친족 문제나 그와 련된 

여러 권리들에서 주변부로 려난 여성들의 모습이 주로 부각되었고, 같은 맥락

에서 종법  가계계승을 한 입후의 확산과정에서도 여성들이 배제되어간 측면

이 주목되어왔다.7) 이러한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조선 후기 여성들이 총

부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종법  가계계승과 련하여 부계집단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향력을 행사하는 모습들도 간과할 수 없다.8) 더군다나 조선 후기

에 장자가 제사  그와 련된 사조 재산의 유일한 상속자로 우 됨에 따

라 장자[宗子]의 부인으로서 총부[宗婦]가 지닌 상과 역할도 함께 요해졌

음에도 조선 후기 총부권의 실상과 의미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

다. 오히려 부계질서의 강화와 여성의 배제라는 에서 총부권 역시 소멸/축

소된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다. 종법의 운 상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은 제사상

속과 가계상속이고, 총부의 입후권은 총부권을 비롯한 조선시  여성의 종법  

지 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표 인 요소가 된다.9) 조선시  여성의 지 는 

5) 박경, 2011 ｢16세기 유교  친족질서 정착 과정에서의 冢婦權논의｣ �조선시 사학보� 59.  

6) 한기범, 앞의 논문.

7) Mark Peterson, 1974 “Adoption in Korean Genealogies: Continuation of Lineage”, Korea 

Journal 14(1), p.32.; 최재석, 1983 �한국가족제도연구�, 일지사, 610면; 정 식, 2010 ｢조

선시 의 가계계승법제｣ �서울 학교법학� 51, 92면. 

8) 이러한 문제의식에 도움을  연구로는 국 송 부터 청 까지 혼인, 입후, 의 (義田)을 

심으로 종족과 여성의 계를 분석한 Jenny Dennerline, 1986 “Marriage, Adoption, and 

Charity in the Development of Lineages in Wu-hsi from Sung to Ch’ing”, Kinship 

Organization in Late Imperial China 1000-194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가 있다. 

이 연구는 종법질서의 확산에 수동 으로 반응하는 여성(“reactor”)이 아닌, 종족활동에 

히 기여하면서 종법질서의 유지  확산에 기여한 여성의 모습(“transactor”)에 주목

하면서 여성이 국 부계친족집단의 공  구조(formal structure)와 거의 련성이 없고, 

친족 재산을 운 하는 데에 어떠한 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기존 패러다임에 반박하

면서 과부들이 남편 종족집단의 경제  터 인 의 을 마련하거나 경 하는 데에 결정

인 역할을 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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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라는 지배 이념에 의해 억압받았는가 보호받았는가 하는 이분법  결론보

다, 그들이 어떻게 생애 략을 구사하고 살아남았는가의 문제를 통해 새로운 

각도로 조명되어야 한다는 에서,10) 조선 후기 총부의 입후권의 실상을 살펴보

는 것은 당시 여성의 종법  지 에 한 더욱 다채로운 논의를 가능하게 해  

것이다.  

이를 해 본 연구는 �승정원일기�에 자세히 실린 18세기 반 숙명공주(淑明

公主, 1640-1699)의 사손을 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입후 분쟁에 주목

한다. 갈등의 시발 이 된 인물은 숙명공주의 맏며느리이자 효종의 외손며느리

인 주 이씨(李氏)이다. 당시 이씨는 국왕에게 상언을 올리면서 그 구보다 

강한 의지로 입후권을 행사하고자 노력하는데, 조정에서 이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의의 쟁 , 이씨의 주장과 의도, 생가와의 갈등 양상, 종 과의 계 등을 통

해 한 가문의 사손을 선정하는 데 있어 조선 후기 총부의 입후권이 어떤 양상

으로 발휘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씨와 립각을 세웠던 생모 변씨(卞氏)

도 극 으로 상언을 올리며 자신의 주장을 내세웠는데, 이는 입후 련 공식

문서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따라서 기존 연구들에서도 주목하지 못했던 생모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다는 에서 유의미하다. 마지막으로, 이씨와 유사한 행보를 

보인 정몽주 가문의 총부 은진 송씨(宋氏)와의 비교를 통해 조선 후기 총부권의 

일면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조선시  총부의 입후권 

조선 기부터 국가는 유교  가족질서를 확립하기 한 정책을 펼치며 유교

 제사형태 확립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해 심 을 기울 다. 태종 와 

세종 에 소인리(大 人吏)들에게 강제 으로 가묘(家廟)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아들 없는 사람에게 유교  제사형태에 부합하는 사자를 선

 9) 한기범, 앞의 논문, 34․38면.

10) 정지 , 2015 �질서의 구축과 균열: 조선후기 호 과 여성들�, 서강 학교 출 부,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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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기 을 마련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 다.11) 이에 세종 19년

(1437) 6월, �의례( 禮)�, �상복통례(喪服通禮)�, �두씨통 (杜氏通典)�, �성리

(性理大全)� 등에 의거하여 제사를 이을 사람을 세우는 입후에 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다음은 의정부에서 아뢴 내용의 일부이다. 

이제부터는 옛 제도에 의하여 부(大夫)와 사(士)의 집에 후사가 없으면 동종

(同宗)의 자 외에 지자(支子)를 세워서 후사로 삼되, 여러 지자 에서 세우고자 

하는 바에 따르기를 허락하고,  여러 족손(族孫) 에서 택하여 세우는 것도 가하

며, 남의 후사가 되는 자는 모름지기 양가의 아버지가 모두 있어 함께 명한 후에야 

출후(出後)할 수 있게 하고, 입후하는 집에서는 비록 아버지가 없더라도 만약 그 어

머니가 원하면 허락하되 나라에 고하여 세우도록 하소서.12)

세종은 의정부의 건의를 따랐고, 이 제도는 이후 정비 과정을 거쳐 �경국 �

입후조에 다음과 같이 수록되었다. 

처와 첩에 모두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에 고하여 동종(同宗)의 지자(支子)를 

세워 후사로 삼도록 한다. 【양가의 아버지가 함께 명하여 세우되, 아버지가 사망하

으면 어머니가 에 고한다. 존속과 형제  손자는 후사로 삼지 못한다.】13)

�경국 �에 실린 입후조의 조문은 세종  입후법의 내용과 비교하여 입후 

조건, 상, 차의 세부 인 내용에 있어서 조 씩 변화가 있었지만,14) 동종의 

지자가 입후 상이 되고, 양가의 아버지가 함께 명하며,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

니가 에 고할 수 있도록 한 입후법의 큰 틀은 그 로 유지되었다. 계후자 지

명권은 기본 으로 부모에게 있음을 명시한 것인데, 특히 아버지가 없으면 어머

11) 박경, 2011 �조선 기의 입양과 가족제도�, 혜안, 144-145면. 

12) �세종실록� 권77, 세종 19년 6월 3일(辛酉) “自今依古制大夫士之家無嗣  以同宗適子外

支子 立以爲後 諸支子中 許從所欲立  且於諸族孫中 擇而立之亦可 其爲人後  兩家父

皆在同命之 然後方可出後 立後之家雖無父 若其母願之 則許告於國而立之.”

13) �경국 � ｢禮典｣ 立後 “嫡妾俱無子 告官 立同宗支子爲後 【兩家父同命立之 父歿 則母

告官 屬 兄弟及孫 不相爲後.】”

14) 세종 19년에 제정된 입후법과 �경국 � 입후조의 조문을 비교하여 입후법의 취지와 법

의 정비 방향을 검토한 내용에 해서는 박경, 앞의 책, 148-15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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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에게 권한이 있다는 조문은 조선 후기 종가의 계후자 선정을 두고 남편을 여

읜 총부와 종 이 립할 때 총부의 입후권을 옹호하는 근거로 사용되기도 하

다.15)    

총부는 본래 장자의 처, 즉 맏며느리를 말한다. 종법에 의해 규정된 국의 

총부 혹은 부(嫡婦)란 제사를 담당하는 종자(宗子), 즉 주인(主人)의 처를 의

미하며, 그 권한은 제사를 비하는 역할을 할 뿐 제사의 주 이나 제사의 상속

에 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남편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더 이상은 

총부로서의 지 를 가질 수 없었다.16) 조선, 특히 조선 기의 습에서는 아들 

없이 죽은 장자의 부인을 남편이 사자 는가의 여부와 계없이 총부라고 불

다는 에서 국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17) 역할 면에서도 조선의 총부는 단

순히 장자부(長子婦)로서 제사를 비하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남편 유고시

에는 제사를 주 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도 하 다.18) 종  조정에서는 장

자가 후사 없이 죽었어도 총부가 있으면 그가 당연히 제사를 주 해야 하며, 총

부가 입후하지 못하고 죽은 뒤에야 차자가 승 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었는

데,19) 이는 총부의 사권과 입후권이 당연하게 인정되고 있었던 상황을 보여

다. 명종 에는 총부의 주제권을 축시키는 수교가 내려지기도 했지만,20) 총부

15) 조 24년(1748) 정몽주의 사손을 선정하는 문제를 두고 당시 총부 송씨와 남편 종

이 립하자 신들은 무릇 입후는 오직 부모의 自願에 달려 있어 타인이 억지로 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송씨의 계후자 지명권을 옹호하 다[�승정원일기� 조 24년 4월 

20일(癸酉)].

16) �명종실록� 권17, 명종 9년 9월 27일(乙丑)(이순구, 앞의 논문, 257면에서 재인용).

17) 이순구, 의 논문, 262면; 마르티나 도이힐러(이훈상 옮김), 2003 �한국 사회의 유교  

변환�, 아카넷, 221면.

18) 이순구, 의 논문, 259면.

19) � 종실록� 권93, 종 35년 3월 4일(丙申).

20) 명종 8년(1553) 수교. �수교집록� 권3, ｢禮典｣ 立後 “장자 사망 후에 다시 후사를 세워 

제사를 주 하게 하 으면 장자의 처가 총부의 이름을 가탁하여 그 토지와 노비를 다툴 

수 없고, 장자를 제외한 아들들에게 나눠주는 에 따라서 분 한다.” 이에 해 박경은 

“이는 총부가 있어도 차자 등 다른 사람이 사자가 되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다. 이 수교

에 의하면 남편 사후 차자나 차자의 장자 등이 시부모의 제사를 주 하게 되면 총부는 

그 집에서 나오고 재산을 사자에게 넘겨야 했다. 이는 총부의 주제권을 축시키는 일

이었다”고 설명하 다(박경, 앞의 논문,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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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  제사를 주 하는 것은 오래된 행이어서 쉽게 고칠 수 없다는 것이 당

시 조정의 분 기 다. 이는 딸도 아들과 더불어 직  사를 할 수 있었던 고

려시  윤회 사의 유풍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총부 자신이 제사를 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시 일 수밖에 없는 

것이었으므로 총부로서의 치를 오래도록 공고히 유지하기 해서는 결국 입후

를 하는 것이 방법이었다. 총부들이 입후권을 행사함에 따라 총부의 입후권과 

형망제 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 다. 형망제 이란 장자가 아들 없이 죽었

을 경우 차자가 승 하여 제사를 받드는 것으로, �경국 �에도 규정되어 있는 

조선시  제사상속 방법의 하나 다. 그런데 명종 에 총부와 형망제 의 갈등

이 발생하 을 때 조정에서는 극 으로 총부의 입후권을 옹호해 주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총부권이 강력하고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그 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명종 7년(1552) 당시 조정의 입장이었다.21) 형망제 으로 

인해 제사권이 차자에게 넘어가게 되면 총부는 가묘가 있는 집  제사와 련

된 모든 재산을 양도해야 하고, 끝내는 거처를 잃고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한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총부권과 련된 반

인 흐름에 해 총부권은 조선 기에 가장 강했고, 이후 부계질서가 강화되

면서 차 축소된다는 견해들이 있는데, 후기에는 부계의 족끼리 강한 유 를 

갖는 가문이 형성되어 그 향력으로 인해 총부 혼자의 힘으로는 형세를 주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2)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는 입후 분쟁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총부권의 모습은 상황이 이와 같이 단순하지만은 않았음을 

보여 다.      

3. 이씨의 상언과 조정의 논의 

숙명공주는 효종의 셋째 딸로 모친은 인선왕후 장씨(仁宣王后 張氏)이다. 효

21) 이순구, 앞의 논문, 266-269면.

22) 이순구, 의 논문, 2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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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3년(1652) 청평  심익 (沈益顯, 1641-1683)에게 시집을 갔고,23) 소생으로

는 심정보(沈廷輔, 1658-1727)와 심정 (沈廷協, 1659-1699) 2남을 두었다. 장자 

심정보에게 처 소생의 아들이 없었으므로 숙종 44년(1718)에 숙종이 후사를 

세우도록 하 고, 이에 심정보는 사  아우 심정주(沈廷胄)의 아들 심사순(沈師

淳)을 양자로 삼았다.24) 그런데 심사순 역시 아들 없이 요 하자 조 1년

(1725)에 심정보가 숙명공주의 제사를 받들어  사손을 입후하는 문제로 왕에

게 상소문을 올렸다. 자신은 병에 걸려 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으니 자신이 죽

기 에 입후를 명하시어 공주에 한 제사를 이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

다. 그가 청한 입후의 상자는 9  조카 심사증(沈師曾)의 둘째 아들 심호진

(沈浩鎭)이었고, 조는 일의 시 함을 고려하여 조로 하여  즉시 입안을 성

할 것을 명하 다.25) 이어서 같은 날 조가 심호진을 심사순의 후사로 세우

는 입안을 성 하겠다는 계를 올렸다. 그런데 해당 부분 �계후등록(繼後謄 )�

이 하지 않고, 심호진과 련된 내용도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 이후의 상황

을 알기 어렵다.    

그 후로 2년 뒤인 조 3년(1727) 10월, 심정보의 처이자 숙명공주의 맏며느

리 이씨26)가 공주의 사손을 입후하는 문제로 당직청에 언서로 상언을 올리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된다. 이때는 심정보가 사망한 시 으로부터 두 달 후로, 자

신의 남편이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입후를 요청한 것이다. 이후 이씨의 

상언을 둘러싸고 여러 갈등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은 쉽게 해

결을 보지 못한 채 장장 3년에 걸쳐 조정에서 논의되었다.     

이씨가 요구한 입후는 애 에 그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모두 규정에 어 나는 

것이었다. 먼  그 방식에 있어 이씨는 생가와 상의 없이 독단 으로 입후를 결

정하 다. �경국 �에는 양가 집안의 합의 하에 입후가 이루어지도록 규정되

어 있다.27) 입후가 외 인 효력을 발휘하기 해서는 국왕으로부터 허가를 받

23) �효종실록� 권8, 효종 3년 5월 3일(癸酉).

24) �승정원일기� 경종 3년 9월 2일(戊寅).

25) �승정원일기� 조 1년 7월 1일(丙申).

26) 심정보의 두 번째 아내로 돈녕부사 이정 (李正英)의 딸인 주 이씨다.

27) �경국 � ｢禮典｣ 立後 “ 실과 첩실에 모두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에 고하여 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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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했는데 그 이 에 생가와 양가가 해당 입후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조에 

달하여야 했다. 그런데 이씨는 양가가 일을 의논하기도 에 독단으로 입후를 

결정하 고, 두 가문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통상 인 방식에 의한 입

후 성립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이씨는 조에게 직  상언하고 입후의 허

가를 구하 던 것이다.28) 

이씨의 이러한 행동은 곧장 여러 신들의 비 을 받았다. 의  심수 (沈

壽賢)은 “지  상  집안 부형(父兄)에게 상의하지도 않고 갑자기 한 장의 상언

을 올려 를 이으려고 한 것은 참으로 뜻밖”이라며 이 일은 “결코 부당한 일”

이라고 하 다. 좌의정 조태억(趙泰 )은 “양가가 소상하게 의논하기를 기다리

지 않고 곧장 상언을 올렸으니 일이 지극히 괴이”하다고 하 으며, 추부사 

이 좌(李光佐) 역시 “본가에 묻지도 않고 강제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

견을 냈다.29) 이처럼 의논하는 자들 모두 이씨가 심태  집안과 상의 없이 독단

으로 입후를 결정하여 올린 것이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입후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씨의 상언은 상당히 이례 인 것이었다. 이씨는 최

로 올린 상언에서 심정보와 26  거리의 친족인 심태 (沈泰賢, 1684-1732)을 

차양자(次養子)로 삼게 해달라고 요구하 다. 이러한 이씨의 상언을 둘러싸고 

조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 쟁 을 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는 심

사순의 양자가 아닌 심정보의 차양자를 다시 정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한가 하는 

문제 고, 두 번째는 가까운 친족을 놔두고 먼 친족에서 후사를 정하는 것이 마

땅한가 하는 문제 다. 먼  첫 번째 쟁 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지자를 세워 뒤를 잇게 한다. 【양가의 아버지가 함께 명하여 양자를 세우되, 아버지가 죽

었으면 어머니가 에 고한다. 존속과 형제  손자 등의 항렬에서는 서로 양자가 될 수 

없다.】”

28) 같은 해인 조 3년(1727), 경종의 장인 청은부원군 심호(沈浩)의 장자 심유 (沈維

賢)이 입후를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생부가 반 를 표명하여 두 가문의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았다. 이에 심유 의 모친 원부부인(靈原府夫人) 고령 박씨가 조에게 직  

상언하고 입후의 허가를 구하 다. 통상 인 입후 차를 거치지 않은 이씨의 경우와 유

사한 경우라 할 수 있겠다. 이에 해서는 고민정, 2016 ｢조선후기 연좌제 운 을 통해 

본 罷繼의 양상과 가계계승｣ �사학연구� 124, 67면 참조.

29) �승정원일기� 조 3년 10월 6일(戊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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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에 심정보가 사망하기 에 요구한 입후는 자신의 양손, 즉 심사순의 양

자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씨가 새로이 요구한 사항은 양손이 아닌 차양

자를 세우고자 하는 것으로, 상당히 이례 인 것이었다. 이러한 이씨의 요청은 

곧바로 조정의 반 에 부딪쳤다. 주강을 행하는 자리에서 지경연사 심수 은 심

정보의 양자인 심사순은 요 하 지만 그의 처는 아직까지 살아 있으니 심사순

을 하여 후사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며, 심정보의 차양자를 다시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차양자는 법으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그 뒤에 거듭 

령을 내렸으며, 그 뒤로는 사 부가에서 차양자를 세우는 일이 사라졌다고 하

다. 간혹 양장자(養長子)가 죽고 차양자를 세우는 일이 있어도 그 차양자는 

차자가 되어 제사를 받들지 못한 채 양의 역할만 하 고, 따로 양장자의 처에

게 후사를 세워 장손으로 삼아 그로 하여  제사를 받들게 하 다는 례를 들

었다.30) 즉 차양자를 세우는 것은 차자에게 종통을 넘겨주는 것과 같은 맥락으

로 해석되어 차양된 사람은 이미 종가의 계통을 계승한 것이 아니니 (重)함을 

가질 수 없다고 인식되었다.31) 당시 종법질서의 정착을 해 노력하 던 조정은 

차양자를 세움으로써 통이 둘로 나 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크게 우려

하 을 것이다. 조선 말까지도 차양은 경에 실려 있지 않은 비례(非禮)로서 

다만 한때의 권도(權道)가 될 수 있다는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다.32) 이로 본다

면, 차양자를 세워서 공주의 제사를 받들게 하려는 이씨의 주장은 곧 법에도, 

에도 어 나는 것이었고, 따라서 심사순의 처에게 후사를 세워 장손으로서 를 

잇게 해야 마땅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심사순은 이미 죽었지만 심사순의 처가 아직 살아 있는 상황이었다. 

자신의 며느리가 살아있음에도 이씨는 “기필코 차양자를 삼으려” 하 다.33) 

조와 신들의 언설 에 특히 “必欲”이라는 두 자가 에 띄는데, 차양자를 

30) �승정원일기� 조 3년 10월 5일(丁亥). 

31) �다산시문집� 권11 ｢立後論二｣ “或後 短命 更立其次 之次養 次養之人 旣非承統 安有

持重.” 

32) �승정원일기� 고종 10년 9월 16일(辛酉).

33) �승정원일기� 조 3년 丁未(1727) 11월 25일(丁丑) “師淳之妻尙在 而必欲以泰賢爲次養

.”; �謙齋集� 권34 ｢收議｣ “李氏之再次上  不立孫而必欲立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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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려는 이씨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목이다. 그 다면 이씨가 상례(常

禮)의 양손이 아닌 차양자를 기필코 세우고자 했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일반 으로 죽은 장자의 처를 ‘총부’로 규정한 조선시 식 총부 개념에 따르

면,34) 당시의 총부는 심사순의 처가 된다. 입후를 하더라도 심사순의 처가 그 

권한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러웠으나 이 사건에서 심사순 처의 목소리는 들을 수

도 없을뿐더러 조정의 논의에서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이씨와 심사순의 처, 

그 고부 계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없지만 이씨가 며느리를 신해 

입후권을 행사함으로써 실질 인 총부의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 

때 둘의 계가 립 인 계 는지, 상호 력 계 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이씨가 자신의 며느리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이 아닌 차양자를 

들이고자 한 것은 자신을 양해  인물이 필요했을 뿐 아니라, 총부로서의 실

질 인 권한과 지 를 계속 유지하기 해서라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선 기에 총부들은 제사상속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권을 잃지 않기 해 

개는 입후를 하여 입후권자로서의 권리를 리고자 하 고,35) 실제로 종․명

종 의 입후제 확 노력은 유학자들이 아닌 과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36) 무엇

보다 조선시  동안 여성은 남편의 부인으로서 보다는 아들의 어머니로서 상속 

재산에 한 리권을 가질 수 있었음을 고려한다면,37) 이씨가 차양자를 고집한 

이유는 심정보의 뒤를 이을 심태 의 어머니라는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집안의 

재산을 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얻기 해서 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씨는 죽은 심정보의 정처이자 심태 이라는 아들의 어머니로서 상속재산을 

리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씨의 상언을 둘러싼 두 번째 쟁 은 20여  거리의 먼 친족을 후사로 들이

는 것이 합당한가의 문제 다. 청송심씨 심정보와 심태  집안은 이미 12 조에

34) �명종실록� 권17, 명종 9년 10월 21일(戊子).

35) 이순구, 앞의 논문, 267면.

36) 김윤정, 앞의 논문, 128면.

37) 정지 , 앞의 책, 265-271면. 조선시 에 ‘남편의 부인에서 아들의 어머니’로 여성의 지

가 바 는 문제에 해서는 조은, 2000 ｢가부장  질서화와 부인권의 약화-조선 기 재

산상속 분쟁 사례를 심으로｣ �한국여성학�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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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심덕부(沈德符, 1328-1401)의 넷째 아들 심징(沈澄)의 인수부윤공 (仁壽府

尹公派)와 다섯째 아들 심온(沈溫, 1375-1418)의 청천부원군 (靑川府院君派)로 

종 가 나뉘어져 그 사이의 거리는 26 이 된다. 당시 의견을 나  심수 , 조태

억, 이 좌, 조 서 이집(李㙫) 등 조정의 신들은 기본 으로 먼 친족을 후

사로 삼는 것에 해 부정 인 입장을 견지하 다. 심수 은 심태 의 8  형 

되는 인물로, 심정보 집안에 해 동성(同姓)이라고는 하지만 종 가 매우 멀고 

 평소에도 동종으로 하지 않았으며, 같은 의 자손들도 많이 있으니, 심태

을 양자로 보내는 일은 부당하다고 하 다. 조태억과 이 좌 역시 종 가 

무 멀고, 가까운 족당 가운데 후사로 세울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

로 이씨의 상언에 반 하 다. 심정보와 사 지간이 되는 이집조차 심정보 집안

의 일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수가 멀지 않은 자 가운데 사람이 없지는 

않을 것이니, 심태 을 후사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뜻을 표명하 다. 

국가에서도 선 사를 한 입후는 기본 으로 동종근친으로 규정해왔다. 입

후에 있어 동종근친의 원칙은 종 38년(1543)의 � 후속록�(이하 �후속록�)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속록�에서는 ‘무릇 장자가 후사가 없는 경우에는 동

종의 가까운 친척으로 입후하되, 자신이 따로 하나의 종(宗)이 되려고 하면, 비

록 먼 친척이라도 들어 다.’고 규정하 다.38) 외 인 경우를 두긴 하 지만 

기본 인 원칙은 동종의 근친을 입후하는 것이었다. �경국 �에 련 규정이 

실려 있지 않아 여러 법  분쟁들이 발생하자 �후속록�에서 동종근친을 입후해

야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명기한 것이다.39) 이에 해 명종 7년(1552) 조에

서는 �경국 � 단계까지만 해도 ‘입후’는 자기를 해 두는 것으로서 ‘ 사’와 

별개로 여겼으므로 동종이면 멀고 가까움을 막론하고 후사를 삼을 수 있도록 허

락하 는데, �후속록�에서 동종 근친으로 입후하게 한 것은 입후와 사를 합치

려는 조치로, 계후자에게 선 사까지 맡기려는 뜻이라고 하 다. 결국 선

사를 한 입후는 반드시 동종 근친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 그러나 조

는 �후속록�의 규정이 ‘무지한 과부’들에 의해 먼 친족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

38) � 후속록� ｢禮典｣ 立後 “凡嫡長子無後  以同宗近屬立後 欲以身別爲一宗 則雖疎屬聽.”

39) 도이힐러, 앞의 책, 207-2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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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열어주었다는 문제 을 지 하면서 바로잡도록 청하 고,40) 명종 10년(1555)

에 간행된 �경국 주해�에서는 ‘동종(同宗)의 지자(支子)를 세워 후사로 삼도

록 한다’는 �경국 �의 규정에 해 ‘반드시 아우의 아들로 후사를 삼은 뒤라

야 조부 이상의 선조 제사를 받들 수 있고, 동종 지자를 후사로 삼았더라도 조

부 이상의 제사는 받들지 못한다’고 선 사를 한 입후의 범 를 더 명확히 

하 다.41) 조부 이상의 제사는 반드시 연 으로 가장 가까운 동생의 아들, 즉 

친조카가 지내야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친손(親孫)에 친조(親祖)인 계여서 

(派傳)이 바르고 천속(天屬)이 하기 때문으로, 사  이상 형제의 아들로 

사하게 할 경우 과 천속이 달라져서 선조는 편히 흠향하지 못하고 손자도 

향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졌다.42) 입후에 한 동종근친의 원칙은 이후 �속

�에 명문화됨으로써 조선 후기에도 견고한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43)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로 갈수록 입양의 범 가 확 되었다고는 하

지만, 17세기 후반과 18세기 반 조선에서는 여 히 계후자 선택 시 일차 인 

상이 연 으로 가장 가까운 친형제의 아들로, 입양의 범 는 연  친소

성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44) 이러한 상황에서 26  거리의 심태

을 후사로 삼고자 했던 이씨의 요구는 당시의 입후 원칙에 한참 어 나는 것이

었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쟁   첫 번째인 차양자를 삼는 것에 해 조는 심

사순을 이미 양(破養)했다면 다시 양자를 세워야겠지만, 심사순의 처가 아직 

살아 있는데도 심태 을 차양자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이치에 어 난다고 보았

다.45)  차양자로 지목된 심태 의 나이가 심사순보다 거의 20세가 많으니, 연

장자를 아우로 삼는 이치는 없다는 이유까지 덧붙여 최종 으로 차양자가 아닌 

양손을 정할 것을 명하 다.46) 두 번째 쟁 에 해서도 조는 이씨로 하여  

40) �명종실록� 권13, 명종 7년 7월 16일(丙申).

41) �경국 주해� ｢禮典｣ 立後.

42) �명종실록� 권13, 명종 7년 7월 16일(丙申).

43) �속 � ｢禮典｣ 立後 “凡嫡長子無後  以同宗近屬 許令立後.”

44) 권내 , 2008 ｢조선후기 입양의 시 과 범 에 한 분석｣ � 동문화연구� 62, 62-63면. 

45) �승정원일기� 조 3년 11월 25일(丁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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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보의 가까운 친족 에서 마땅한 사람으로 다시 택하여 재차 상언하도록 분

부하 다.47) 그런데 해가 바 도록 심정보 집안에서 소식이 없자 조가 조에 

재 하도록 하 고,48) 조에서 알아본 결과 심태 의 넷째 아들 심륜(沈 )을 

양손으로 다시 정하고자 했으나 생가에서  허락하지 않아 아직까지 정하지 못

했다는 답을 받았다.49) 이씨는 차양자에서 양손을 정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섰

지만, 여 히 심태  집안의 인물로 후사를 세우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씨가 26  거리의 먼 친족인 심태  집안을 끈질기게 고집한 의도에 해서

는 이씨가 첫 번째 상언을 올렸을 당시 조정의 논의에서 엿볼 수 있다. 심정보

와 종형제 사이 던 조 서 이집은 심정보의 가까운 친족 에서도 를 이을 

만 한 자가 없지는 않을 것인데, 이씨가 모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먼 친족

에서 구하는 것이라고 짐작하 다.50) 그 에서도 기필코 심태 으로 후사를 삼

으려 했던 것은 좌의정 조태억의 짐작 로 심태 이 등제하여 벼슬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51) 심태 은 조 1년(1725) 문과에 합격하여 당시에는 

세자시강원 겸설서의 직을 역임하고 있었다.  청송심씨 가문 내에서도 심태

이 속한 종 가 가장 번창한 종 로 이름나 있었다. 앞에서 언 했듯이 심정보

와 심태  집안은 이미 12 조에서 심징의 인수부윤공 와 심온의 청천부원군

로 종 가 나뉘어졌다. 이 때 갈라진 7계   심징과 심온의 자손들이 크게 번

창하 는데, 특히 심온의 후손들  삼정승을 지낸 자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가

장 달한 종 로 이름을 떨쳤다. 심태 은 바로 이 종 에 속한 인물로 당장 

그의 친형인 심택 (沈宅賢)은 당시에 이조 서를, 8  형 심수 은 우의정을 

역임하고 있었다. 결국 이씨가 심태  집안을 고집했던 데에는 심태  집안의 

사회  지 가 큰 향을 미쳤으리라 단되며, 아울러 그에 따른 경제  혜택

까지 기 했을 것으로 보인다.  

46) �승정원일기� 조 3년 11월 25일(丁丑).

47) �승정원일기� 조 3년 10월 6일(戊子).

48) �승정원일기� 조 4년 2월 28일(己酉).

49) �승정원일기� 조 4년 2월 29일(庚戌).

50) �승정원일기� 조 3년 10월 6일(戊子).

51) �승정원일기� 조 3년 10월 6일(戊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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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가와 생가의 립 

1) 총부 이씨와 생모 변씨의 다른 욕망 

조 3년 10월에 이씨가 올린 첫 번째 상언은 곧장 심태 의 노모이자 증 좌

찬성 심속(沈涑)의 처 변씨의 반박을 받게 된다. 이씨가 상언을 올린 지 이틀 

만에 변씨 역시 당직청에 상언을 올렸고, 그 내용은 26  거리나 되는 먼 친족

에게 자신의 아들을 양자로 보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후에도 이씨가 계속 같

은 입장을 고수하자 변씨는 재차 반박하는 내용의 상언을 올렸다. 하루는 심정

보의 조카 심사주(沈師周)가 조에 단자를 올려 심정보와 8  이내 가까운 친

족의 자손들은 요 하 거나, 출계하여 맏아들만 남아 있거나, 나이가 무 많거

나, 병으로 불구가 된 자들뿐이어서 한 사람도 후사로 삼을 만한 이가 없고, 10

 이상의 먼 친족의 자손들도 사정이 마찬가지인데, 남은 자들마 도 모두 시

골구석에 유락(流落)해서 소식이 서로 통하지 않는다고 하 다.52) 심사주의 단

자에 응하여 곧장 변씨가 단자를 올렸는데, �승정원일기�에 직  인용이 되어 

있어 그 로 실어보도록 한다. 

  

심사주가 올린 단자는 오로지 거짓말만 일삼고 있습니다. 아무 탈 없이 살아 있는 

사람을 이미 죽었다거나 출계하 다거나 혹은 병으로 불구가 되었다고 하고, 심정

서․심정기․심정우 등은 각각 아들이 둘씩 있는데 모두 맏아들 하나밖에 없다고 하

습니다. 더구나 심정보의 5  조카인 심사철(沈師哲)은 아들 둘이 있어 그 집안 

여러 사람의 의논이 모두 여기로 모아졌으나 이씨가 시종 숨겨 두었습니다. 동당(同

)의 가까운 친척을 내버려두고 자기 아들의 후사로 세우려고 하지 않으니 이것이 

어  인정과 천리에 비추어 차마 할 짓이겠습니까?( -필자) 그가 에서 밝힌 13

인을 끝내 감히 모두 숨기지 못하자, 이에 모두 먼 일족으로서 시골구석에 유락하여 

서로 소식이 통하지 않는다며 핑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심정보의 10 이거나 

혹은 12  형제 사이인데도 수가 멀다고 하다가, 지 은 도리어 이를 뛰어넘어 지

난 왕조에서 분 되어 성만 같지 수도 알 수 없어 길 가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자로 후사 삼으려 하니, 이것이 과연 사리에 근사하기나 합니까?  심정보의 11  

조카인  장령 심 (沈㙉)의 여러 종형제는 각각 두세 명의 아들이 있으며, 심정보

의 10 인 심정렬(沈廷烈)은 아들이 다섯 있고, 심복희(沈復熙)는 아들 셋이 있는데 

52) �승정원일기� 조 3년 11월 13일(乙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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맏아들 하(重夏)는 죽었으나 그의 아우인 은(重殷)과 주(重周)는 모두 사마

(司馬)입니다.53)

이 단자에서 변씨는 심사주가 주장한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 10  혹

은 12 의 친족들도 멀다고 하면서 26 이나 되는 자신의 아들을 후사로 삼으려 

한다는 을 지 하며 비 하 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심정보 종 의 뜻이 5

 조카의 아들을 후사로 세우는 것으로 모아졌으나 이씨가 시종 숨겨두면서 후

사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씨와 종 의 립을 

확인할 수 있는 목이다. 나아가 변씨는 심정보의 10  이상 되는 친족들까지 

조사하여 그들  후사로 삼을만한 자들이 있음을 극 으로 피력하 다. 내용

의 사실 여부와 상 없이 자신의 아들을 양자로 보낼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확

인할 수 있다. 변씨는 이번에 올린 단자까지 포함하여 총 세 번에 걸쳐 상언을 

올렸는데, 변씨가 팔순의 나이에 “생사를 헤아리지 않고 병든 몸을 들것에 실은 

채 세 차례 궐 밖에 나아가 직  호소”54)하 던 그 사정은 무엇일까? 이는 변

씨의 아들이자 심태 의 친형 심택 이 이씨의 상언을 물리쳐 주기를 청하며 올

린 상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택 은 이조 서를 역임하다가 당쟁의 조정을 

목 으로 정부 인사가 개편될 때 직되었다. 조 3년 7월 5일의 일이다. 그 후 

시골에 물러나 있으면서 두문불출하고 있다가 “아우 심태 이 천고의 인간 세상

에 없던 변괴를 만나고”, “어미는 걱정과 의혹에 병이 들어 침식을 폐하기까지 

하고 밤낮으로 통곡하느라 숨을 헐떡이며 잠깐 사이조차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

울 것만 같아서” 다 한 마음으로 올라와 상소를 올린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

하 다.55)

   

신의 아비가 살아 있을 에 신의 아우 하나가 신의 숙부에게 출계하 습니다. 그

러므로 신의 아비가 임종할 에 신의 어미에게 당부하기를 ‘형제에게 아들 하나를 

허여한 것은 일의 형세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니, 내가 죽은 뒤에 가까운 친척 

53) �승정원일기� 조 3년 11월 13일(乙丑).

54) �승정원일기� 조 3년 11월 24일(丙子).

55) �승정원일기� 조 3년 11월 24일(丙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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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라도 혹 후사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나의 유명(遺命)이라 하고  다시 허락

하지 말라.’라고 하 으니, 이 간곡한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는 듯합니다. 신의 어

미가 어  차마 버리겠으며, 신의 형제 한 어  차마 잊겠습니까? 이 때문에 신

의 가까운 친척들 에 비록 억지로 후사를 들이려는 자가 있더라도 애당  신의 형

제에게는 마음을 먹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조(前朝) 때 분 (分派)하여 수도 알

지 못하는 심정보의 집이야 더욱 어  논할 것이 있겠습니까?56)  

   

심택 의 상소에 따르면 변씨가 아들의 출후를 강력하게 반 한 데에는 남편

의 유명이 있었다. 더 나아가 심택 은 자기 어미가 다음과 같이 맹세하 다고 

하 다: “팔순의 미망인으로 평생 명심한 것은 죽은 남편의 이 한 마디 말뿐이

었으니, 쇠와 돌은 갈라질지언정 이 마음은 변할 수 없으며, 도끼에 맞아 죽을지

언정 이 마음은 빼앗을 수 없다.” 조선시 에 일어난 다양한 분쟁에서 당사자들

이 서로 자신의 목 에 따라 유리한 방식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씨 측의 주장을 있는 그 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변씨가 아들의 출후를 막기 해 남편의 유훈을 가탁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럼에도 요한 것은 남편의 유명을 내세우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사실 여부와 상 없이 남편에 한 

도리와 신의를 강조하면서 당시의 이상 인 부인상을 내세우려는 략일수도 있

는 것이다. 

이런 에서 이 분쟁에서 립하고 있던 이씨와 변씨가 올린 상언들을 있는 

그 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각기 다른 입장에 있었던 두 여성이 서로 다른 목

과 욕망을 지니고 자신들의 주장을 철시키기 해 행했던 략 인 쓰기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변씨와 달리 이씨는 총부로서의 입지를 유지하려는 욕망에

서 자신이 원하는 후사를 들이고자 노력하 고, 이때 공주 사를 주요 명분으

로 활용하 다. 이씨는 숙명공주의 제사를 받드는 일이 그 무엇보다 요하다는 

56) �승정원일기� 조 3년 11월 24일(丙子) “臣父生時 臣之一弟 出繼於臣之叔父 故臣父臨

終之際 遺戒於臣母曰 同氣之間 許以一子 此出於事勢之不獲已 而吾死之後 雖至親之間 或

有求後  以吾遺命 切勿復許 丁寧此  宛猶在耳 臣母豈忍負之 臣之兄弟 亦豈忍忘之哉 

是以臣之至親近族 雖有强嗣  初不敢生意於臣之兄弟 況自前朝分派 不知寸數沈廷輔之家 

尤豈有可論 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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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어 국왕을 재 하 고, 더 나아가 왕의 특명을 요구하기에 이르 다. 이

미 세종 19년에 제기된 입후법에서 공덕(功德)이 있는 자, 신(大臣), 종실(宗

室), 자(賢 )는 양가 부모의 합의가 없더라도 임 의 특명으로 후사를 세울 

수 있도록 하 다.57) 이 내용은 이후 법 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실에서 일정

하게 작동을 하고 있었다. 16세기 종반정 이후 종의 왕 계승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기 해 연산조에 피화(被禍)된 사람들의 후사를 이어 다는 명목으로 

법에 어 나는 입후라 하더라도 왕의 특명으로 허락해주었던 사례들이 있고, 이

후 이는 례가 되어 공신이나 재상은 물론이고 일반 사 부들의 입후에도 정리

가 박하다고 단되면 법에 어 나더라도 왕이 특명으로 입후를 허락하는 

상이 나타나게 되었다.58) 그러나 입후가 보편 으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진 17세

기 이후에도 왕명에 의해 특별히 성립되는 사례는 체 입후의 10% 미만에 해

당되었다. 해당 가문이 왕실의 친인척이라는 을 략 으로 이용하여 국왕의 

허가를 받았던 특별한 사례들이 있었을 뿐이다.59) 이씨 역시 이러한 분 기 속

에서 효종의 외손며느리라는 특수한 지 와 함께 공주 사를 명분으로 삼아 왕

의 특명을 요구하 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에 조가 이씨의 요청을 부분 으로

나마 받아들 던 것을 보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이씨가 올린 상언 가운데 

“지  서먹서먹하여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을 취하여 요한 선조의 제사를 맡긴

다면 가 후사가 있다고 하겠습니까마는, 그만두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치욕을 

참고 견디며 하는 것입니다.”60)라는 말에서도 공주 사를 해 치욕스럽더라도 

어쩔 수 없이 심태  집안의 인물을 후사로 삼으려 한다는 을 강조하 다. 공

주 사라는 명분에 기 어가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략을 구사하고 있는 이씨

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상층 여성이지만 총부와 생모라는 입장 차이에

서 오는 여성들의 서로 다른 목 과 그에 따른 략을 살펴볼 수 있다는 에서 

흥미로운 지 이다.  

57) �세종실록� 권77, 세종 19년 6월 3일(辛酉).  

58) 박경, 앞의 책, 170-176면.

59) 고민정, 앞의 논문, 67-68면.

60) �승정원일기� 조 4년 5월 2일(壬子). 심태 이 올린 상소에서 간  인용되어 있는 구

이다. 



18세기 총부의 입후권·247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씨와 변씨가 공통 으로 취한 서술 략이 있었으니, 그

것은 ‘천리와 인정’, ‘인륜’, ‘의리’ 등 다분히 성리학 인 언어들을 구사한 것이었

다.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삼은 조선에서는 천리와 인정에 부합하는 통치  

사회질서를 추구하 고, 그 질서의 근본은 삼강(三綱)으로 여겨졌다. 본 입후 문

제 역시 삼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 고, 조선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는 천

리와 인정에 지극한 정리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 사건에 개입된 인물들은 이를 

주된 논리로 사용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심택 ․심태  형제는 근친을 두

고 원친에서 후사를 구하려 한 이씨의 행 에 해 인륜을 거스른 실상이자 천

리와 인정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 하 다.61) 변씨 역시 조 3년(1727) 

11월에 올린 세 번째 단자에서 ‘인정과 천리’라는 성리학 사회의 가장 기본 인 

원리이자 남성 유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논법을 통해 이씨의 행 를 비 하 다. 

이씨의 응 논리도 유사하 는데, 조 4년(1728) 9월 이씨가 올린 네 번째 단

자는 �승정원일기�에 직  인용되어 있어 그녀의 목소리를 좀 더 생생하게 들어

볼 수 있다. 

지난 3월 상언으로 인하여 심태 의 아들 심륜을 죽은 아들 심사순의 후사로 세

우고,  특교로 즉시 입안을 발 하 습니다. 부자(父子)의 천륜이 이미 정해졌지만 

지  5, 6개월이 지났는데도 후사가 된 집안에 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한과 노

여움이 더욱 심해지고 퍼붓는 욕설이  도리에 어 나서 참으로 원수를 보듯 하

니, 인륜의 변괴가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62)  

이 단자는 조가 이미 특명으로 심륜을 후사로 세우라는 입안까지 발 하

는데도 5, 6개월이 지나도록 심태  집안에서 소식이 없자 이씨가 재차 올린 것

이다. 이런 상황에 해 이씨는 부자의 천륜을 언 하며 인륜의 변괴라고 비

하 는데, 이는 변씨 측에서 반박해 온 논리와 같은 것이었다. 이들이 표면 으

로는 같은 논리를 사용하 으나 주장하는 맥락과 방향은  달랐는데, 자신들

의 이해와 주장에 부합하도록 ‘천리와 인정’의 의미를 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61) �승정원일기� 조 3년 11월 24일(丙子); 조 4년 2월 29일(庚戌).    

62) �승정원일기� 조 4년 9월 26일(癸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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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도 흥미롭다. 

변씨와 이씨 두 여성이 천리와 인정의 개념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상언에 

사용했는지는 의문이지만 어도 천리와 인정이 당시 사회의 가장 요한 원리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기 해 략 으로 사용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는 조선 후기 여성들이 소지를 작성할 때 신원(伸寃)을 

해 남성과 구별되는 여성으로서 자신들의 치와 처지를 강조하면서 당시의 

지배 인 젠더규범, 젠더 계질서에 부합하는 서사 략을 사용하거나,63) ‘의’, 

‘효’ 등의 유교  가치들을 내세웠던 모습과 유사한 맥락으로,64) 여성들이 당시

의 지배 규범에 억압받거나 항하거나, 혹은 그  순응하거나 보호받는 존재로

서가 아니라 그 질서에 편입되어 그 규범을 이해하고, 필요할 때 히 활용하

고 있었던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 다.  

2) 이씨와 심태 의 갈등

심태 을 차양자로 삼게 해달라는 이씨의 첫 번째 상언에 해 조는 근친 

에 당한 자를 다시 택하여 양손으로 세우라고 명하 다. 그런데 이씨가 숙

명공주 사의 시 함을 내세우고,  가까운 친족 에는 후사로 삼을 만한 이

가 없다고 호소하자 조는 정리가 가련하고,65)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것이

라며 불 히 여겼다.66) 결국 조는 애 의 입장을 바꿔서 심태 의 아들 심륜

을 양손으로 삼게 해달라는 이씨의 두 번째 요구를 받아들 다.67) 이는 곧장 심

태 의 반  상소로 이어졌고, 입후 분쟁은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 다. 이

씨와 변씨의 갈등이 이씨와 심태 의 갈등으로 바 어 새롭게 개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조 4년(1728) 2월 29일, 심태 은 아들 심륜을 심사순의 양자로 보낼 수 없

63) Jisoo M. Kim, 2015 The Emotions of Justice: Gender, Status, and Legal Performance 

in Chosǒn Kore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Seattle and London, pp.76-77.

64) Kim, Ibid., p.106.

65) �승정원일기� 조 3년 11월 8일(庚申).

66) �승정원일기� 조 4년 2월 29일(庚戌).

67) �승정원일기� 조 4년 2월 29일(庚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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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그는 이씨의 소행을 “인륜의 망측한 변고”, “패란

(悖亂)” 등 강한 어조로 비 하면서 “이미 그 아비를 모욕하여 깊은 원한을 맺

어 놓고  그 아들을 취하여 후사로 삼으려고 하니, 이는 실로 천리와 인정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호소하 다. 이씨가 자신의 집안을 하고 핍박하니 그의 

아들들은 이를 갈며 이씨를 원수로 여기면서 욕을 하기를 ‘백세의 원수로다. 그 

살이라도 먹고 싶구나’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 다고 하는데서 이씨와 심태  집

안 사이의 갈등이 첨 화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68)  

심태 은 자신의 아들을 후사로 보낼 수 없는 이유 몇 가지를 들었다. 첫 번

째는 자신과 심정보는 길 가는 사람이나 같은 계, 즉 남이나 다를 바 없는데

다가 그 집안의 가까운 친족들이 허다하다는 이었다. 두 번째는 한 집안의 후

사를 세우는 문제는 윤상(倫常)과 계된 것이라 그 법이 매우 차 하여 아무

리 가까운 사이라도 낳아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조정에서도 강제로 정할 

수 없다는 이었는데, 이는 자신이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조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명을 내린 것에 한 반발이었다. 세 번째로, 심사순은 본디 역  심

익창(沈益昌, 1652-1725)의 친손자라는 인데, 그런 역  집안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게 되면 이후 자기 집안에 막 한 변고가 되어 돌아올 것을 우려하 다. 심

익창은 1721년 신임사화에 연루되어 역 죄인이 된 인물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숙명공주 역시도 이씨의 소행을 근심하고 통탄해할 것이니 이씨의 거조

는 후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제사를 끊는 것이라고 하 다. 이는 이씨가 

공주의 제사가 하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에 한 반발이었다. 

심태 은  비슷한 사례로서 경종  윤굉(尹宏)의 일을 끌어와 조에게 국

법에 따를 것을 호소하 다. 윤굉은 태종의 열한 번째 딸 정숙옹주(靜淑翁主)의 

6  사손이었는데, 11세 된 아들을 두고 사망하 다. 그러나 그 아들마  요

하여 공주의 제사를 받들 후손이 끊기게 되자 윤굉의 처가 근친이 없다는 이유

로 윤굉의 9  조카 윤상손(尹尙遜)을 후사로 정하고자 하 다. 이에 해 윤씨 

문장(門長)에게 허락을 구하 으나 문장은 윤상손의 부모가 모두 죽었기 때문에 

의논할 데가 없으니 사사로이 허락할 수 없다고 거 하 다. 그러자 윤굉의 처

68) �승정원일기� 조 4년 2월 29일(庚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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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종친부에 윤상손을 후사로 삼게 해 달라는 정문을 올렸고, 종친부는 비록 윤

상손의 부모가 사망했지만 옹주의 제사를 잇는 것이 요하다는 이유로 임 에

게 특명을 요청하여 윤허를 받았다.69) 그러나 그 후 윤상손의 형이 일에 반발하

여 격고(擊鼓)하 고,70) 결국 조정에서는 낳아  집에서 허락하지 않았고 법

에 어 난다는 이유로 특별히 양을 명하 다.71) 이 일을 례 삼아 심태 은 

국가의 법의(法意)가 이처럼 엄한데, 자신의 동의 없이 심륜을 후사로 보낼 것

을 명한 조의 조치는 곧 헌(典憲)을 추락시키고 국가의 체모에 손상을 입히

는 행 라고 아뢰었다.72) 

심태 의 간곡한 상소에도 조는 이씨가 먼 친족을 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가련하다는 이유로 이씨의 편을 들어 주었고, 심지어는 숙명공주의 며느리이자 

효종의 외손며느리인 이씨를 모욕한 것이 일의 체모에 있어 그 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심태 을 의 부로 잡아다 신문하여 처리할 것을 명하 다.73) 

조의 결정에는 왕실의 구성원이라는 이씨의 특수한 상도 반 된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조가 특명으로 입안까지 발 하 음에도 심태 은 5~6개월이 지

나도록 아들 심륜을 보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씨와 심태 이 각각 단자를 올

리면서 한 차례 더 언쟁을 벌 고, 조는 공주의 제사를 받드는 일이 하고 

심태 의 행동이 분의(分義)와 도리에 온당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

다. 이번에도 역시 심태 을 의 부로 잡아다 추고하라고 명하 다.74)  

그 후 1년이 흘 다. 그 사이 심태 은 별겸춘추로 홍문  부수찬․수찬․교

리 등의 직에 제수되어 패 의 명을 받았으나 매번 응하지 않았다. 심태 이 

명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입후 분쟁이 아직 진행 인데 버젓이 공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는 이유에서 다.75) 그런데 이때 조의 입장은 1년 과 비교하여 확

69) �승정원일기� 경종 즉 년 9월 3일(丁卯).

70) �승정원일기� 경종 즉 년 10월 1일(甲午); 경종 즉 년 12월 26일(戊午).

71) �승정원일기� 조 3년 11월 24일(丙子).

72) �승정원일기� 조 4년 2월 29일(庚戌).  

73) �승정원일기� 조 4년 2월 29일(庚戌). 

74) �승정원일기� 조 4년 9월 26일(癸酉); 조 4년 9월 30일(丁丑).

75) �승정원일기� 조 5년 9월 21일(壬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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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게 달라져 있었다. 조는 심태 도 고집을 부리고 있지만 이씨 측에서 기

필코 후사를 삼으려 하는 것도 윤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때 당시 심륜을 

이씨에게 보내라고 했던 부를 말소하고 심태 을 다시 패 할 것을 명한 것이

다.76) 1년 만 해도 해도 공주의 제사가 하고 이씨의 사정이 가련하다는 이

유로 입후 건을 윤허하고, 심지어는 심태 을 잡아 추고하라고까지 하 다면, 이

제는 이씨가 기필코 심태  집안에서 후사를 삼으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

는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실제로 조는 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주 사와 천륜이라는 문제 사

이에서 고민하며 여러 번 입장을 번복하 다. 한편으로는 공주 사를 이어나가

는 것이 시 하니 특명으로라도 입후를 성사시키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

자 계라는 요한 인륜을 임 이 억지로 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주 하는 

모습을 보 다. 결과 으로 조는 심륜을 후사로 보내라는 부를 말소하면서 

이씨가 아닌 심태 의 편을 들어주었다. 조의 결정 이면에 담긴 의미는 다른 

유사한 사례들을 다수 검토해 본 후에야 이해할 수 있겠지만, 본 사례에 한해서 

본다면 왕실 사보다 부자 사이의 천륜을 더 시하여 내린 결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총부와 종 의 립  조선 후기 총부의 입후권  

심태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씨는 생가의 동의 뿐 아니라 남편 종 의 동의

도 얻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앞서 살펴 본 변씨가 올린 단자에서는 심정보 일가

의 의견이 5  조카의 아들로 모아졌으나 이씨가 시종 숨겨두면서 먼 친족을 고

집하 던 상황을 지 하며 비 을 가하 다. 심택 도 “이씨가 이러한 행동을 

하자 동당(同 )의 친척들은 모두 이치를 어그러뜨리고 인륜을 어지럽히는 집안

의 변고라 여겨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아 그 사이에 여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

다”고 하 고,77) 심태 의 8  형이자 당시 우의정을 역임하고 있던 심수 은 

76) �승정원일기� 조 5년 9월 21일(壬辰).



252·한국문화 92

이씨가 종 에 상의하지 않고 망령되게 이런 일을 만들었고, 이에 해 종  사

람들이 모두 놀라워했다는 을 강조하 다.78) 이들은 이씨가 종 과 상의 없이 

독단으로 입후를 청하 다는 , 그리고 가까운 종인들조차 이씨의 행동을 비

으로 여겼다는  등을 강조함으로써 이씨의 입후 청원이 얼마나 그릇된 행동

인지를 주장하고자 하 다. 이는 물론 심태  측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

마나 실제 상황과 부합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이씨와 종  사이에 립의 분 기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감지할 수 있

는데, 이씨가 애 에 청원한 입후의 내용은 남편 심정보가 죽기 에 요청했던 

내용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에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심정보는 병환으로 

인한 자신의 죽음을 견하면서 숙명공주의 사손을 입후해달라는 다 한 내용

의 상소를 올렸다. 심정보가 자신의 양자 심사순을 이을 사손으로 지목한 

상은 9  조카의 둘째 아들이었다. 애 에 심정보는 상 으로 근친을 양손으

로 삼을 생각이었으나 이씨가 남편 사후 새로이 요구한 내용은 먼 친족을 양손

도 아닌 차양자로 들이고자 하는 것이었다. 심정보의 요구가 종 의 의견을 반

하는 것이라면, 종 과 이씨 사이에도 의견 차이가 존재했으리라 생각된다.  

가계계승  입후를 둘러싸고 벌어진 총부와 종 간의 갈등은 조선 후기 다른 

사례들에서도 나타난다는 에서 이씨와 종 간의 립이 완 히 이례 인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씨의 행보는 18세기 엽 포은 정몽주 집안의 

총부 던 은진 송씨와 매우 닮아 있다. 조선 후기 정몽주의 가계계승은 꽤 오랜 

시간에 걸쳐 계후와 계, 재입후로 이어지는 난맥상을 보이는 등 많은 어려움

을 겪었다. 숙종연간에 어들면서 정몽주의 직계 자손, 즉 종손의 거듭된 단명

과 무후(無後)가 반복되면서 가세가 크게 축되었고, 숙종 후반기에 어들면 

종통의 단 이 우려되는 상황이 반복되기에 이르 다. 11세손 정찬 (鄭纘光, 

1650-1676)에서 14세손 鄭亮采(정양채, 1734-1811)까지 4  동안 무려 3차례의 

입후가 이루어진 에서도 가계계승상의 어려움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정찬

77) �승정원일기� 조 3년 11월 24일(丙子).

78) �승정원일기� 조 3년 11월 25일(丁丑) “沈廷輔妻貞夫人李氏 不 於宗中 妄作此擧 故

不但其親黨非之 宗中諸人 莫不爲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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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자 정호(鄭鎬, 1669-1707)는 39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독자 태제(兌濟)는 

유약하여 요 하 다. 이에 숙종 36년(1710) 국왕의 특명으로 정호의 아우 정석

(鄭錫, 1672-1736)의 외아들이자 장자 던 정도제(鄭道濟, 1691-1718)가 정호의 

계후자로 정몽주의 가통을 잇게 되었다. 그러나 도제 역시 입양된 지 8년만인 

1718년에 28세의 나이로 후사 없이 사망함으로써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다. 

도제의 사망으로 정석은 형망제 의 로 다시 섭종이 되어 무려 18년간 종사를 

섭행하면서도 끝내 도제의 후사를 결정짓지 못한 채 조 12년(1736)에 사망하

다. 같은 해 좌의정 김재로의 건의와 문 의 요청으로 도제를 계하여 본가

에 돌려보내고, 도제 사망 이후에 출생한 아우 정하제(鄭夏濟, 1724-1742)를 새

로이 정호의 계후자로 세우는 조치가 취해졌다. 그로부터 6년 후인 조 18년

(1742) 하제가 19세의 나이로 후사 없이 사망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포은가의 

계후문제는 집안은 물론 조정의 안으로 두되었다. 

특히 1736년의 결정 사항이었던 도제의 귀(罷歸)와 하제의 입후의 문제 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그 기폭제가 된 것은 도제의 차녀 

일정씨의 상언이었다. 조 19년(1743) 5월, 정씨는 상언을 통해 도제와 하제 둘 

다 계자로서 후사 없이 사망했으므로 최 의 주사자(主祀 ), 즉 도제의 후사를 

세워 승 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 다. 조는 도제와 하제  구를 종

자로 인정하여 후사를 세울 것인가를 두고 신들과 의논하 고, 결국 하제의 

계와 도제의 재입후라는 조치를 통해 도제를 다시 종자로 삼아 그 후사를 세

우게 하고, 하제를 본생가로 돌려보내 생부의 계통을 잇게 함으로써 논란을 마

무리 짓게 된다.79) 

그 다면 가 도제의 계후자가 될 것인가? 이 문제에 해서도 집안의 의견

이 갈려 3년이 지난 이후에야 후사가 세워졌는데, 구체 으로는 도제의 부인이

자 총부 던 은진송씨80)와 종  사람들의 의견이 합치를 보지 못했던 것이었

다.81) 앞서 도제의 차녀 정씨가 상언을 올려 도제를 계하고 하제를 입후했던 

79) 조선 후기 정몽주 가문의 가계계승과 그 난맥상에 한 반 인 내용은 김학수, 2012 ｢18

세기 圃隱家門 繼後의 정치사회  의미｣ �포은학연구� 10, 227-235면을 참고하 다. 

80) 송시열의 손 송한원(宋漢源)의 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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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년의 일을 맹비난하고, 도제의 후사를 세워 승 토록 할 것을 강력히 요청

했다고 하 는데, 그 배후에는 정씨의 어머니이자 도제의 부인 은진송씨가 있었

다. 송씨는 딸로 하여  종 에 일을 숨기고 몰래 상언을 올리게 하여 도제의 

계에 한 억울함을 호소하게 하 다.82) 도제가 계되었다는 것은 곧 송씨가 

총부로서의 지 를 잃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송씨가 이에 원통한 마음을 품었음

은 쉽게 짐작할 만하다. 조가 정씨의 상언을 받아들여 도제로 하여  다시 종

가를 잇도록 결정함으로써 송씨는 다시  총부의 지 를 얻게 되었다. 이때부터 

도제의 후사를 선정하는 문제를 두고 총부 송씨와 종인들의 의견이 갈리면서 갈

등이 불거지게 되었다.  

조 21년(1745) 도제의 처 송씨가 조에 언문 단자를 올려 정지식(鄭志式)

의 셋째 아들로 입후를 청하 는데, 그는 도제와 30여 의 거리에 있는 원친이

었다. 송씨의 요청은 정씨 집안 종인들의 첨의(僉議)에 반하는 것이었다. 도제가 

종가로 다시 입후된 후, 제종(諸宗)이 종가에 모두 모여 종손의 입후를 거듭 논

의한 끝에 근친 에 소목에 합당한 자로서 9세의 아이를 정하여 제종의 착압이 

담긴 문서까지 만들어 두었다. 그런데 송씨가 홀연히 다른 뜻이 생겨 종 에 숨

기고 몰래 조에 정장을 올려 30여 이나 되는 지식의 아들로써 입후를 청한 

것이다.83) 종인들은 지식의 아들이 더 나이가 많고  족인 에 조  더 번성

하 기 때문에 송씨가 택하 을 것이라고 짐작하 다.84) 실제로 조선 후기에 나

이가 어린 계후자를 입후한 총부가 족인으로부터 을 당했던 사례가 존재하

고,85)  이미 장성한 친족을 입후하고자 근친이 아닌 원친에서 계후자를 구한 

81) �승정원일기� 조 22년 7월 5일(己亥). 

82) �승정원일기� 조 24년 4월 12일(乙丑) “夏濟死後, 其妻李氏, 又服其夫所後母之喪. 以顯

姑題主, 則宗統之重, 在夏濟, 而道濟妻宋氏, 全昧事理, 使其女幼學臣任時五妻, 隱諱宗中, 

潛自上 , 以其夫之罷歸本宗, 縷縷呼冤.”

83) �승정원일기� 조 21년 10월 18일(丙辰); 조 24년 4월 12일(乙丑). 

84) �승정원일기� 조 21년 10월 18일(丙辰).  

85)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 종가의 총부에 한 일이다. 순조 에 이이의 후손들이 종통

을 두고 립하 는데, 7세손 이희조(李希祖)와 9세손 이원배(李源培)가 숙종  종통을 

빼앗긴 일에 해 호소하 다. 이에 따르면 이이의 손 이계(李繼)가 아들 없이 사망하

자 그의 처 총부 박씨(朴氏)가 남편의 4  아우의 아들 이일흥(李一 )을 후사를 삼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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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총부의 사례가 있었음을 고려하면,86) 송씨 역시 계후자의 번성함 뿐 아니

라 나이까지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송씨와 종 은 쉽게 합의를 보지 못하다가 송씨가 한 발 물러나서 도제의 15

 조카인 양채를 후사로 정하고자 한다는 뜻으로 다시 정장을 올렸다.87) 그런

데 양채는 행부호군 정찬술(鄭纘述)의 증손이자 정익제(鄭翼濟)의 장자 고, 더

군다나 정찬술은 종 의 뜻이 다른 인물에게 있는 것을 알고 증손의 출계를 꺼

려하는 분 기 다.88) 송씨는 양채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생가에서 꺼려하

는 분 기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입후를 요청하 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배경에 해서는 역시 그 집안의 정치사회  번성함이 주된 이유가 되었을 것으

로 보인다. 18세기 이후 포은가는 무려 40명의 무과 제자를 배출하며 무반가문

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양채의 선 가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 다. 정양채의 고조 

정덕징(鄭德徵)은 비록 무장이었지만 李縡(이재)로부터 ‘유장(儒 )의 풍도를 

지낸 인물’로 평가되었고, 증조 정찬술은 조  어 장과 수어사를 지낸 이

름난 무장이었다. 따라서 정덕징-찬술 가계는 당  굴지의 무반 명가로서 문호

가 크게 신장되어 있었다.89) 송씨의 두 번째 선택에 해서도 종 은 송씨가 여

다. 다음 해인 숙종 10년(1684) 이이의 사손을 녹용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이때에 박세

채의 문하에 있었던 이계의 6 형 이연(李綎)이 박씨는 미약하고 후사로 들인 이일흥은 

어리다는 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벼슬길을 도모하고자 하 다. 이연은 이일흥이 후사

가 된 사실을 애 에 숨기고서는 선비들의 집을 두루 찾아다니며 도처마다 종손 이계가 

아들 없이 죽었는데, 그의 자질 항렬에는 사손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으며, 자신이 

사손에 합당하다고 역설하고 다녔다. 결국 박세채, 송시열, 그리고 김수흥, 김수항 등의 

지지를 받아 이연은 사(初仕)를 제수 받고 종사를 받들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총부 

박씨는 이연 무리로부터 을 받았고 심지어는 종가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들 진술

의 사실여부를 떠나 후사의 나이가 어리면 총부의 지 가 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순조실록� 권26, 순조 23년 4월 9일(戊申); �승정원일기� 순조 23년 9월 21일

(丙戌)].

86) 조 29년(1753) 진안 (晉安 ) 유 (柳 )의 사손과 련, 유정설(柳庭說)의 처 허

씨(許氏)는 이미 장성한 친족을 입후하고자 근친이 아닌 원친에서 계후자를 구하 다[�승

정원일기� 조 29년 6월 19일(癸卯)].

87) �승정원일기� 조 22년 7월 5일(己亥). 

88) �승정원일기� 조 22년 7월 5일(己亥). 

89) 김학수, 앞의 논문, 236면; 정만조, 1996 ｢朝鮮時代 龍仁地域 士族의 動向｣ �한국학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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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문 의 公議(공의)를 거스르면서 오직 상  집안의 빈부만을 요하게 여

기고 일신의 사욕을 좇는 행 라고 비 을 가하 다. 무엇보다 양채 집안은 

수의 원근은 논하지 않더라도 종손 집안과 오랜 기간 계에 있었던 집안임

을 강조하 다.90) 그러나 조는 신들과의 논의 끝에 송씨의 뜻을 따라 양채

를 도제의 계후자로 인정해 주었다.91) 

송씨가 종 의 첨의, 생가의 반 , 원친의 입후 등 여러 실 인 제약들이 존

재했음에도 무리하게 원하는 인물의 입후를 추진하 다는 에서 이씨와 매우 

닮아 있다. 이들은 여러 어려운 상황을 무릅쓰고서라도 이왕이면 정치 , 경제

으로 번성한 집안의 인물을 후사로 삼아 총부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총부와 종  간의 끈질긴 립이 존재했는데, 그 자

체로도 조선 후기 총부권에 주목할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 종 과 오랫동안 

립할 만큼의 권한이나 향력이 총부에게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송씨가 

조에 언문 단자를 올리고  직  신들의 집 앞에까지 가서 입후를 요청했

던 모습,92) 이씨가 네 번이나 거듭 상언을 올리면서 기필코 입후를 성사시키고

자 했던 모습들에서 일가 남성들의 주도와 동의만으로 결정된다고 여겨지는 조

선 후기의 입후 과정에 총부의 치에 있었던 여성들이 얼마나 극 으로 여

하며 입후권을 행사하 는지 살펴 볼 수 있다. 즉 종법  구조가 부여한 총부

[종부]로서의 지 를 활용하여 종법 질서의 핵심인 종통을 계승하는 문제에 개

입함으로써 강화되어가는 부계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했

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씨와 송씨는 그 노력의 결실을 맺기도 하는데, 당

시 국왕과 신들은 이들의 입후권을 체로 인정해주는 분 기 다. 이씨의 경

우에 조가 마지막에 입장을 바꾸기는 하 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씨의 입후 요

구가 받아들여졌고, 송씨의 경우에도 신들은 종 이 아닌 송씨에게 계후자 결

정에 한 우선권이 있음을 암시하거나,93) 총부가 끝내 허락하지 않으면 억지로 

19, 98-99면. 

90) �승정원일기� 조 24년 4월 12일(乙丑). 용인에 거주하는 정씨 종인 45인이 송씨의 행

를 비 하면서 宗議가 뜻을 펼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91) �승정원일기� 조 22년 7월 27일(辛酉); 조 24년 4월 20일(癸酉).

92) �승정원일기� 조 24년 6월 10일(癸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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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94) 계후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총부의 역할과 향력을 

인정해주었다. 조선 후기 종법질서와 여성의 계를 부정 으로만 해석할 수 없

는 이유이다. 총부의 입후권은 조선시  여성의 종법  지 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표 인 요소라는 에서,95) 이러한 사례들은 조선 후기 여성의 종법  

지 를 재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다.  

6. 맺음말

지 까지 입후를 둘러싼 구체 인 사건들의 개를 추 함으로써 종법질서가 

지배한 조선 후기 개인과 가족의 삶을 생생하게 들여다보았다. 그 과정에서 조

선 후기 여성들이 총부로서 입후라는 종법  가계계승에 얼마나 깊이 연루되어 

있었는지, 강화된 부계친족집단 내에서 입후권 행사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유지

하거나 공고히 하기 해 얼마나 고군분투하 는지 등 조선 후기 총부권의 일면

을 살펴볼 수 있었다.  입후권 행사 이면에 존재했던 여성들의 실제 인 경제

 욕구와 그 욕구가 불러온 다양한 립 양상들을 살펴보았다. 이 작업은 조선 

기에 머물러 있던 총부권 논의를 조선 후기로 확장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종법질서의 강화와 함께 단순히 축소/소멸로 논의되어왔던 조선 후기 여성의 지

와 역할에 해 더욱 다채롭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 다는 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왕실 구성원으로서 특수한 지 에 있었던 이씨나 표 인 大賢( ) 가문의 

총부 던 송씨의 사례만으로 조선 후기 여성들 반의 종법  지 를 논하기는 

어렵다. 그 지만 일반 사 부 가문의 여성들, 혹은 사 부 남성의 첩으로 들어

간 하층 여성들이 나름의 목 을 지니고 가문의 가계계승에 극 으로 여했

던 사례들이 찾아지는 만큼, 다양한 사례들을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93) �승정원일기� 조 24년 4월 20일(癸酉).

94) �승정원일기� 조 24년 6월 10일(癸亥).

95) 한기범, 앞의 논문,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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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조선 후기 총부권의 실상 뿐 아니라 조선 후기 여성들이 종법질서와 

어떤 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종합 으로 규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조선 후

기 사회에서 가계계승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는 

해당 친족집단 체의 문제 으며, 나아가 성리학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측면

에서 국가  문제이기도 하 다.96) 이런 에서 한 가문의 가계계승에 깊이 

여하면서 향력을 행사한 여성들은 해당 부계 친족집단 내의 구성원으로서는 

물론 성리학  사회질서 유지에도 일정한 기여를 하며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총부, 입후, 종법, 가계계승, 사손, 갈등, 숙명공주, 정몽주

투고일(2020. 9. 16),  심사시작일(2020. 10. 19),  심사완료일(2020. 11. 4)

96) 허원 , 2007 ｢한말 한 종가의 입후(立後)를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들｣ �사회와 역사� 75, 

1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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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ongbu’s Adoption Rights in 18th Century Joseon

- Focusing on the Issue of Designating a Ritual Heir for Princess 

Sukmyeong -

Boram Kim *

97)

In Joseon dynasty, the wife of an eldest son who died without male issue was called 

chongbu, the eldest daughter-in-law. She had two important prerogatives: she succeeded 

to the line’s ritual heirship, and she had the right to designate an heir to her late 

husband. The majority of prior research on chongbu’s rights have focused on the mid 

Joseon period, while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late period of Joseon. In fact, 

it is largely believed that as the patrilineal principle became firmly entrenched in the 

late Joseon period, chongbu’s position and rights started to diminish and nearly 

disappear. However, the situation in late Joseon period, considering chongbu’s position, 

was not as simple as it has been argue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volvement of chongbu and her roles in the adoption 

process in the 18th century Joseon, focusing on a series of conflicts over designating a 

ritual heir for Princess Sukmeong, the daughter of King Hyojong. It was Mrs. Yi, Sim 

Jeong-bo’s widow and the eldest daughter-in-law of the princess who initiated this 

dispute.    

In 1727, Mrs. Yi petitioned the king asking for special permission to adopt Sim Tae- 

hyeon, a 25th-degree agnatic nephew as her second adopted son without discussing the 

issue with his biological family. Both the procedure and the content of her request were 

in violation of the adoption principle, and therefore she was confronted with strong 

opposition from the ministers as well as Tae-hyeon’s family. Mrs. Yi’s obsession with 

adopting another son even when her daughter-in-law was alive at the time and choosing 

an heir from a distant relative was largely driven by her desperation to maintain the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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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mary privilege of a chongbu to lay claim on inherited ancestral property and 

benefit from a politically and socially prosperous family through her adopted son. 

Another notable conflict included Mrs. Yi and her own husband’s lineage who seemed 

to have disagreed on her decision. The conflict between chongbu and her husband’s 

lineage over family succession in late Joseon period was not unusual when considering 

another case in which Mrs. Song, the chongbu of Jeong Mong-ju lineage was involved 

in mid 18th century. Mrs. Song attempted to adopt a 30th-degree distant agnatic nephew 

against the decision of the Jeong lineage group and the will of its biological family for 

similar reasons that attracted Mrs. Yi. In both cases, chongbu’s adoption rights and their 

influences in the matter were largely recognized by the court. 

Contrary to a conventional wisdom that viewed various lineage affairs, including 

adoption, solely an arena of male descent group members in late Joseon society, this 

study shows how deeply chongbu were involved in the process of family succession 

based on the descent-line system to maintain their position and status in the midst of 

the strengthening of patrilineal order in the late Joseon society.    

Key Words : chongbu, adoption, descent-line system, family succession, ritual heir, 

conflict, Princess Sukmyeong, Jeong Mong-j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