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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본고에서는 �공신회맹록�과 �충훈부등록�을 이용하여 17-18세기 공신가의 가계 계승 양

상을 반 으로 고찰하 다.

첫째, 인조- 조 연간에 거행된 공신회맹제에는 공신의 장자ㆍ 자ㆍ 장손이 참여하 고 

그 에서도 장 자손의 참여율은 93.4%에 이른다. 따라서 이 시기에 부분의 공신가의 가계가 

꾸 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장 자손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장자에서 장손, 장손에서 장손, 계 장자손

에서 계 장자손으로 교체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에서 계 장자손에서 계 장자손으

로의 교체는 환  출신 공신의 가계 계승 상황이 반 된 것이다.

셋째, 장자에서 장손, 장손에서 장손으로의 교체된 사례의 60%는 모두 장자계승을 

이루었고 나머지 40%는 장자계승을 하는 과정에서 어도 1번 이상 絶嗣의 기를 경험하

다. 그래서 이러한 기에 있던 이들은 입후, 손승 , 형망제  등의 안을 활용함으로써 가계

를 유지해나갈 수 있었다.

핵심어 : 공신 자손, 공신회맹록, 충훈부등록, 입후, 가계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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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일반 으로 공신은 배향공신과 훈 공신으로 구분한다. 배향공신은 국왕의 패

와 함께 종묘에 신주가 안된 신하들을 지칭하는데, 해당 왕 에 특별한 공이 있

는 이들을 선별하여 녹훈하 다. 이에 반해 훈 공신은 정치ㆍ외교 으로 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공을 세워 녹훈된 이들을 말하는데, 공 의 크기에 따라 정훈

공신과 원종공신으로 세분하 다. 그러나 통상 으로 공신이라 하면 훈 공신 

에서도 정훈공신을 가리키는 경우가 부분이다. 그것은 이들이 조선 건국 후 처

음 녹훈되었다는 , 이들로 인해서 공신제도가 만들어진 , 그리고 이들이 주요

한 정치세력으로서 국정 운 에 지 않은 향력을 발휘했다는  등으로 인해 

일 부터 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다.

공신은 국가를 해서 큰 공을 세운 이들이므로 국가에서도 그에 걸맞은 우

로써 우하 다. 공신으로 녹훈되면 功臣敎書가 내려지고 상화가 제작되었으며 

사면의 특권이 부여되었을 뿐 아니라 공 의 크기에 따른 작․ 답ㆍ노비 등이 

하사되었다.1) 한 직에 종사하지 않아도 품계에 따른 녹 이 주어지고 禮葬이 

실시되었으며 격 인 追贈이 행해지기도 하 다.2) 그런데 국가가 공신을 우

할 때는 공신 본인만이 아니라 자손에게도 일정한 혜택을 내려주었다. 공신의 자

손이라는 이유만으로 君의 자격ㆍ사면의 특권을 세습할 수 있었고 충의 에 입

속할 자격이 주어졌다.3) 따라서 공신이 됨으로써 받게 된 특권은 공신 본인뿐만 

자손에게까지도 향을 미쳤으므로 그 실체를 확인하기 해서는 공신과 특권을 

공유한 그룹, 즉 功臣家로 확 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 까지 이 분야의 연구는 부분 공신가보다는 공신에 심을 두고 

이루어졌다. 앙 정국을 주도해간 정치세력의 성격을 규명하기 해서 인조 의 

1) 박천식, 1977 ｢朝鮮 開國功臣에 한 一 察｣, � 북사학� 1, 181-193면; 정 식, 2002 ｢朝鮮

前期 功臣地位의 承繼｣, �서울 학교법학� 43-2, 264-265면.

2) 고민정, 2020b ｢조선 후기 공신의 녹훈과 특권에 한 연구｣, �역사문화연구� 75, 6-24면.

3) 이 구, 1992 �朝鮮後期 身分職役變動硏究�, 일조각, 166-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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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공신과 진무공신, 숙종 의 보사공신에 한 개별  분석이 있었고,4) 그 연장

선상에서 조  분무공신을 상으로 향반 출신 공신의 신분  한계, 공신 녹훈 

이후 발생한 지역사회의 세력 변화에 한 고찰이 있었다.5) 이들 연구는 공신의 

녹훈에 직  향을  사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로 부상한 공신 세력의 출신 배

경, 주요 성향, 공신 간의 인  상 계 등을 고찰함으로써 각 시기의 공신에 

한 기본  이해를 높여주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공신과 특권을 공유해온 공신

가의 존재 양상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운 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신가의 

인  계승 양상을 우선  살펴 으로써 공신가의 실체  모습에 근하고자 한다.

더욱이 17세기 후를 상으로 이루어진 지배계층의 가계 계승에 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개되었다. 첫째 입후가 증가하는 사회 상을 고찰하기 

해 입후의 확산, 입후제의 운 , 입후를 둘러싼 친족 간의 갈등, 첩자와 계후자 

간의 갈등 양상에 한 연구가 이어지면서6) 兄亡弟及, 嫡孫承重에 한 검토도 

이루어졌다.7) 둘째 고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가계의 계승 상황에 주목하여 

부→자→손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통시 으로 분석하면서 가계 단 의 기 상황을 

극복해나가는 실상을 고찰하 다.8) 즉 이러한 연구는 입후를 심으로 한 안  

4) 이기순, 1991 ｢｢仁祖反正｣ 功臣勢力의 性格｣, �백산학보� 38; 박기훈, 2020 ｢인조  진무

공신의 정치  상과 군사 활동｣, 고려  석사학 논문; 이상식, 2011 ｢숙종  保社功臣

의 錄勳 과정과 사회  關係網 분석｣, �한국사연구� 155.

5) 김학수, 2016 ｢18세기 한 鄕班 출신 공신의 정치⋅사회  존재 양상｣, �조선시 사학보�

77; 고수연, 2019 ｢鎭川地域士族의 分岐양상과 무신난｣, �역사와 실학� 68.

6) 입후에 한 체 인 연구 경향은 고민정, ｢朝鮮後期 家系繼承 硏究｣(2014 강원 학교 박

사학 논문)에서 정리되었다.

7) 문숙자, 2005 ｢조선후기 祭祀承繼 방식의 선택과 의미｣, �사학연구� 77; 고민정, 2020c ｢17 

~18세기 兄亡弟及의 사례를 통해 본 가계 계승의 실 과정｣, �사학연구� 140; 고민정, 

2013 ｢17~18세기 嫡孫承重에 한 일고찰｣, �조선시 사학보�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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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흥, 2016 ｢朝鮮 宣祖代 扈聖功臣 延陽君派 內侍 金繼韓 家系의 복원｣, �역사민속학�

50; 고민정, 2018 ｢경주정씨 가문의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후기 罷繼의 양상과 가문의 계

승｣ �사학연구� 130; 장희흥, 2019 ｢朝鮮 宣祖代 扈聖功臣 內侍 月城君 崔彦恂 家門의 家

系 繼承｣, �역사민속학� 57; 고민정, 2019 ｢조선 후기 사족 家系의 계승방식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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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방식에 한 이해를 심화시켜 주었고 특정 가계의 사례를 통해서 가계 계승을 

실 하는 구체 인 모습을 확인시켜 주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 인 

맥락에서 가계 계승의 양상과 추이를 악하기에는 여 히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가계 계승 연구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功臣 盟 �과 

�忠勳府謄 �을 이용하여 거시 인 에서 공신가의 가계 계승 양상을 악하

고자 한다. �공신회맹록�은 공신회맹제가 거행될 때 녹훈도감에 의해 편찬된 것으

로, 공신회맹제에 참여한 공신과 자손에 한 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한 �충

훈부등록�은 공신을 우 하기 해서 설립된 충훈부가 내부자료로 활용하기 해 

편찬한 것으로, 공신 자손의 충의  입속을 한 嫡長口傳, 공신가의 가계 계승을 

한 立後ㆍ兄亡弟及의 허가에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

을 종합하여 분석한다면 17~18세기 공신가의 인  계승 양상을 략 이나마 가

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공신회맹제에 참여한 공신 자손

공신회맹제(이하 회맹제로 약칭)는 국왕의 주도 아래 공신들이 천지신명 앞에

서 국가에 한 충성을 맹세하며 歃血同盟을 행하는 의식이다. 처음에는 새로운 

공신을 녹훈하거나 신ㆍ구공신 간의 화합을 도모할 때 거행하 으나, 성종 부터 

신공신을 녹훈할 때 신ㆍ구공신이 함께 모여 거행하는 것으로 바 었다. 그리고 

회맹제의 거행을 기념하기 해 천지신명께 올린 제문의 내용과 회맹제에 참여한 

자들의 인  사항을 기록하여 간행한 것이 바로 �功臣 盟 �(이하 �회맹록�으로 

약칭)이다.9)

그래서 회맹제가 거행될 때마다 �회맹록�이 간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고문서연구� 55.

9) 고민정, 2021 ｢인조  공신회맹제의 시행과 참여자 논상｣, ｢민족문화연구｣ 92, 279-280면.



․ �功臣 盟 �과 �忠勳府謄 �으로 보는 17-18세기 功臣家의 인 계승 양상 85

란으로 인해 각종 문헌이 소실되면서 재까지 실물이 확인된 것은 17종에 불과하

다.10) 그 가운데 인조- 조 연간에 편찬된 것은 5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25년(인조 3) 靖社ㆍ振武공신의 녹훈으로 회맹제가 거행되면서 �十七功臣

盟 �이 간행되었고 1628년(인조 24) 昭武ㆍ寧社공신의 녹훈으로 회맹제가 거행

되면서 �十九功臣 盟 �이 간행되었으며 1646년(인조 24) 寧國공신의 녹훈으로 

회맹제가 거행되면서 �二十功臣 盟 �이 간행되었다. 그리고 1694년(숙종 20) 保

社공신이 복훈되고 회맹제가 거행되면서 �二十功臣 盟 �이 간행되었고 1728년

( 조 4) 奮武공신이 녹훈되고 회맹제가 거행되면서 �二十一功臣 盟 �이 간행

되었다.11)

�회맹록�의 題銘에 붙여진 ‘十七’, ‘十九’와 같은 숫자는 회맹제에 참여할 수 있

는 공신의 수를 의미한다. 이를테면 �십구공신회맹록�의 ‘십구’는 국 부터 해당 

시기까지 녹훈된 공신 에서 이미 삭훈된 衛社, 衛聖, 翼社, 定運, 亨難공신을 제

외한 나머지를 뜻한다. 그러나 �이십공신회맹록�의 경우에는 제명은 같으나 내용

이 다른 이본이 있다는 에서 다른 �회맹록�과는 거리가 있다. 편의상 인조 의 

�이십공신회맹록�을 α라 하고 숙종 의 �이십공신회맹록�을 β라 하면 α는 ‘開國

공신부터 국공신까지’를 ‘20공신’이라 하고 β는 ‘개국공신부터 보사공신까지’를 

‘20공신’이라 하 다. 이처럼 공신의 범 를 달리 규정한 것은 靖難공신을 포함하

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서로 엇갈렸기 때문에 생긴 상으로 보인다.

1507년( 종 2) 이과의 역모를 제압하는 데에 공을 세운 22명은 정난공신으로 

녹훈되었다.12) 그러나 최 로 고변했던 盧永孫을 제외한 다른 이들은 특별히 내세

울 공이 없다는 비 이 잇따라 제기되었고13) 결국 노 손 외의 인물들은 모두 공

10) 정승민, 2005 ｢朝鮮時代 功臣 盟 의 書誌的 硏究｣, 경북 학교 석사학 논문, 105-108면.

11) �회맹록�은 재 다양한 소장처에서 해지고 있다. 이 에서 본고에서 이용하는 자료

는 국립 앙도서  소장 �十七功臣 盟 �(일산古2513-21)과 �二十功臣 盟 �(일산古25

13-23), 한국학 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十九功臣 盟 �(k2-627), 서울 학교 규장각한

국학연구원 소장 �二十功臣 盟 �(古4252.4-12)과 �二十一功臣 盟 �(古4252.4-1)임을 

밝 둔다.

12) �中宗實 � 권4, 종 2년(1507) 9월 2일 壬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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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자격을 잃게 되었다.14) 게다가 유일한 공신이었던 노 손에게는 후사를 잇는 

자손이 없어서15) 그가 사망한 뒤로는 그 어떤 사람도 정난공신이라는 이유로 회

맹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을 수 없었다. 따라서 정난공신은 공신호가 완 히 삭훈

된 사례와는 차이가 있지만 회맹제에 참여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에 회맹제문에서 공신의 훈호를 나열할 때 정난공신을 제

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인조 부터 제기되었고 숙종 부터 받아들여지게 됨

에 따라16) ‘20공신’을 규정하는 데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이다.

다음 <표 1>은 �회맹록�을 토 로 회맹제에 참여한 인원을 추산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가장 은 인원이 참여한 것은 20공신회맹제α 때인데 396명이 참여하 고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은 20공신회맹제β 때인데 514명이 참여하 다. 따라서 

인조  이후의 회맹제는 회당 평균 450명 이상이 참여하는 규모로 행사로 치러

졌음을 알 수 있다.

번호 연도 명칭 사유 참여 인원17)

1 1625년(인조 3) 17공신회맹제 靖社ㆍ振武공신 녹훈 467명

2 1628년(인조 6) 19공신회맹제 昭武ㆍ寧社공신 녹훈 442명

3 1646년(인조 24) 20공신회맹제α 寧國공신 녹훈 396명

4 1694년(숙종 20) 20공신회맹제β 保社공신 복훈 514명

5 1728년( 조 4) 21공신회맹제 奮武공신 녹훈 424명

<표 1> 인조~ 조 의 회맹제 개최와 참여 인원

그런데 회맹제에 참여한 인원 가운데 친공신의 비율이 지극히 낮다는 은 특

13) �中宗實 � 권4, 종 2년(1507) 9월 3일 癸卯; �中宗實 � 권27, 종 11년(1516) 12월 

8일 甲寅.

14) �中宗實 � 권27, 종 12년(1517) 3월 24일 己亥.

15) �承政院日記� 5책 인조 3년(1625) 4월 16일 癸巳.

16) �承政院日記� 277책 숙종 6년(1680) 8월 27일 癸未.

17) 참여 인원은 �회맹록�에 수록된 인  정보를 토 로 각 공신별로 분리하여 산출하 으므

로 원본 데이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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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 이다. 각 회맹제별로 친공신의 참여율을 살펴보면 17공신회맹제에는 15.6%, 

19공신회맹제에는 15.4%, 20공신회맹제α에는 8.5%, 20공신회맹제β에는 1.0%, 21

공신회맹제에는 3.5%에 이른다. 이러한 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17ㆍ

19공신회맹제의 경우에는 비교  규모에 이르는 신공신의 녹훈이 있었고 3년이

라는 짧은 시간  간격으로 회맹제가 연이어 거행되었기 때문에, 신공신은 물론이

고 구공신도 거 참여하게 되면서 친공신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

러나 20ㆍ21공신회맹제의 경우에는 상당히 긴 시간  간격으로 회맹제가 거행되었

기 때문에 구공신이 모두 사망하여 신공신만 참여하게 되었으므로 참여율이 

히 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친공신의 참여는 신공신을 녹훈하는 규모와 회맹제를 

거행하는 시간  간격에 상당한 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친공신을 제외하고 회맹제에 참여한 이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 공신의 자손

으로 악된다. 이들과 공신 간의 구체  상 계를 살펴보기 해 연의 친소

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은데, 이를 통해 공신 자손의 참여 범 와 추

세에 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번호 명칭
嫡長子 衆子 嫡長孫 소계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1 17공신회맹제 96명 20.5% 34명 7.3% 264명 56.5% 394명 84.4%

2 19공신회맹제 107명 24.2% 41명 9.3% 226명 51.1% 374명 84.6%

3 20공신회맹제α 80명 20.2% 22명 5.6% 255명 64.3% 357명 90.1%

4 20공신회맹제β 32명 6.2% 22명 4.3% 455명 88.5% 514명 99.0%

5 21공신회맹제 9명 2.1% 3명 0.7% 397명 93.6% 409명 96.5%

<표 2> 공신회맹제에 참여한 공신 자손

첫 번째는 회맹제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신 자손의 범 가 장자ㆍ 자ㆍ 장손

의 범 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공신의 아들 세 에게는 출생순서와 상 없이 

회맹제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졌으나 손자 세 부터는 가계의 계승자에 해당하는 

장손에게만 회맹제에 참여할 자격을 주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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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 자손이 회맹제에 참여한 추세를 살펴보면 장자와 자의 비율은 갈수록 감

소하고 장손의 비율이 차 늘어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

향은 시간이 갈수록 공신의 아들과 자가 사망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참여자

의 세 교체가 일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조  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비교  최근에 녹훈된 공신일수록 다양한 참여 

형태를 보이고, 일  녹훈된 공신일수록 단순한 참여 형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1624년(인조 2) 이 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녹훈된 진무공신 南以 家의 경

우에는 처음에 장자만 참여하 다가18) 장자와 자 2명이 함께 참여하 으

며19) 그다음에는 자와 장손이 참여하 고20) 마지막에는 장손만 참여하는 

형태를 보 다.21) 李守一家의 경우에도 본인과 장자가 함께 참여하 다가22) 

자와 장자만 참여하 고23) 그 후로는 장손만 참여하 다.24) 이처럼 공신과 

그의 자손들은 ①친공신, ②친공신+ 장자, ③친공신+ 자, ④친공신+ 장손, ⑤

친공신+ 장자+ 자, ⑥친공신+ 자+ 장손, ⑦ 장자, ⑧ 장자+ 자, ⑨ 자, 

�� 자+ 장손 등의 형태로 회맹제에 참여하 다. 그러나 1506년( 종 1) 종반

정에 공을 세워 녹훈된 靖國공신에서부터 조선 건국에 공을 세워 녹훈된 개국공신

까지 거꾸로 올라갈수록 모두 �� 장손만 참여하는 형태를 보인다. 그러므로 공신

으로 녹훈된 시 과 회맹제의 거행 시 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공신과 그 아들이 

자연스  사망하게 되어 결국 장손만 참여하는 형태로 귀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 �十七功臣 盟 � “振武功臣 南以  嫡長子 保功 軍行 忠佐衛副司果 南斗極”; �十九功

臣 盟 � “南以  嫡長子 南斗極”

19) �二十功臣 盟 �α “嫡長子 通訓大夫 前行振 縣令 南斗極”; “子 通訓大夫 行義 縣監 

南斗樞”; “子 通訓大夫 行長 庫直長 南斗杓”

20) �二十功臣 盟 �β “子 通訓大夫 前行 賓府都事 臣 南斗樞”; “嫡長孫 通訓大夫 前行長

庫直長 臣 南泳”

21) �二十一功臣 盟 � “嫡長孫 折衝 軍 守京畿水軍防禦使 兼永宗鎭僉節制使 臣 南益華”

22) �十九功臣 盟 � “振武功臣 …… 李守一”; “嫡長子 通訓大夫行 戶曹佐郞 臣 李滈”

23) �二十功臣 盟 �α “子 嘉善大夫 洪淸道兵馬節度使 臣 李浣”; “嫡長子 通訓大夫 前行韓

山郡守 臣 李淀”

24) �二十功臣 盟 �β “嫡長孫 通訓大夫 行漢城府庶尹 臣 李仁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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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장손이란 통상 으로 정의되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손

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후속 세 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장자의 장자를 

장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손의 장자 는 장손의 장자의 장자까지

도 모두 장손이라 표 했기 때문이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의 공으로 녹훈

된 정사공신 洪瑞鳳의 경우에는 19공신회맹제에 장자 洪命一,25) 20공신회맹제β

에 장손 洪處宇,26) 21공신회맹제에 장손 洪應夢이27) 참여하 다. 이 가운데 

홍처우는 장자 홍명일의 장자이므로 홍서 의 장손이라 하는 것이 당연하

나, 홍응몽은 홍처우의 장손이므로 홍서 의 고손자가 되는데도28) 장손이라 지

칭하 다. 따라서 이들 간의 실제 계를 악하기 해서는 장손의 의미를 세

분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맹제는 소수의 친공신과 다수의 공신 자손이 참여하

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그 에서도 장자와 장손의 참여가 월등히 높게 나타

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속 으로 회맹제에 참여한 장 자손의 명단을 토

로 공신가의 가계가 지속되는 양상을 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신가

의 가계를 추 하기에 앞서, 우선 공신의 체 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

는 바와 같이 조선시 에 녹훈된 공신의 규모는 략 천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지

만, 정치  부침으로 삭훈된 이들도 상당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신으로 녹훈되었다

가 삭훈된 이들을 제외하면 략 700명이 그 자격을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29)

다음 <표 3>은 공신의 자격을 유지했던 이들을 상으로 장 자손의 회맹제 

25) �十九功臣 盟 � “靖社寧社功臣 洪瑞鳳 嫡長子 保功 軍 行忠佐衛副司直 臣 洪命一”

26) �二十功臣 盟 �β “嫡長孫 通訓大夫 行昌陵參奉 臣 洪處宇”

27) �二十一功臣 盟 � “靖社寧社功臣 洪瑞鳳 嫡長孫 通訓大夫 行南平縣監 臣 洪應夢”

28) �萬家譜�(해남윤씨가 소장)에 의하면 홍서 의 직계는 命一→處宇→九澤→應蒙→景夏→

載淵으로 이어진다.

29) 조선시  공신의 명단은 ｢조선시  정훈공신 명단｣(한국학 앙연구원 장서각, 2012 �조

선의 공신�, 한국학 앙연구원출 부, 317-324면)과 ｢朝鮮時代 功臣 명단｣(김명화, 2020 

｢朝鮮後期 忠勳府 文書 硏究｣, 한국학 앙연구원 박사학 논문, 265-287면)을 심으로 

악하되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를 토 로 수정ㆍ보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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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횟수와 비율을 악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체의 93.4%에 해당하는 공신 

658명의 장 자손이 회맹제에 참여했음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총 5번의 회맹제 

참여가 가능했던 개국공신부터 진무공신에 이르는 662명 에서는 5번 참여한 경

우가 75명(11%)이고 4번 참여한 경우가 162명(25%)이며, 3번 참여한 경우가 134

명(20%)인데, 1번이라도 참여했던 이들의  인원은 625명(94.4%)에 이른다. 

그리고 총 4번의 회맹제 참여가 가능한 소무ㆍ 사공신 17명의 경우에는 4번 참여

한 경우가 2명(12%)이고 3-2번 참여한 경우가 14명(76%)에 이른다. 총 3번의 참

여가 가능했던 국공신 5명의 경우에는 1번 참여한 경우가 3명(60%)으로 가장 

많고 총 2번의 참여가 가능했던 보사공신 5명의 경우에는 1번 는 2번을 참여하

으며 총 1번의 참여가 가능했던 분무공신 14명의 경우에는 8명(57%)이 참여하

다.

번호 구분 공신호 유효공신수
참여 횟수

5회 4회 3회 2회 1회

1

태조

~

인조

開國 39명 7명 9명 9명 5명 8명

定社 17명 3명 3명 6명 3명 2명

佐命 38명 4명 4명 6명 8명 7명

靖難 37명 1명 8명 7명 7명 8명

佐翼 41명 6명 8명 3명 14명 7명

敵愾 41명 3명 9명 6명 12명 9명

翊戴 37명 5명 8명 5명 14명 6명

佐理 75명 10명 19명 11명 22명 8명

靖國 107명 15명 28명 20명 22명 11명

定難 1명 0명 0명 0명 0명 0명

光國 19명 1명 8명 6명 3명 1명

平難 22명 3명 8명 4명 4명 1명

扈聖 86명 8명 23명 26명 18명 11명

宣武 17명 1명 5명 6명 5명 0명

<표 3> 공신 장 자손의 공신회맹제 참여 횟수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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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회맹제는 국왕의 주도 아래 거행되며 공신과 련된 가장 요한 의례

라는 에서, 공신가의 장 자손이라면 모두 참여했을 것으로 상되지만 실제로

는 100%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 다. 그 이유는 우선 앞서 살펴본 정난공신 

노 손과 같이 후사가 끊겨서 참여할 장 자손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생각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장손이 존재하더라도 회맹제가 거행될 당시에 喪中에 있

거나, 身病ㆍ廢病이 있거나, 변방의 외 직에 종사하거나, 귀양 가 있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다수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30)

를 들어 진무공신 李休復家  좌명공신 柳亮家에서는 단 1번도 회맹제에 참

여치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휴복가의 경우는 20공신회맹

30) �承政院日記� 23책 인조 6년(1628) 10월 11일 戊戌; �承政院日記� 359책 숙종 20년

(1694) 6월 5일 辛丑; �承政院日記� 553책 경종 3년(1723) 4월 2일 辛亥.

淸難 5명 0명 2명 2명 0명 1명

靖社 48명 5명 9명 11명 14명 9명

振武 32명 3명 11명 6명 6명 5명

소계 662명
75명

(11%)

162명

(25%)

134명

(20%)

157명

(24%)

94명

(14%)

2 인조

昭武 6명 - 1명 3명 2명 0명

寧社 11명 - 1명 4명 4명 2명

소계 17명 -
2명

(12%)

7명

(41%)

6명

(35%)

2명

(12%)

3 인조

寧國 5명 - - 1명 1명 3명

소계 5명 - -
1명

(20%)

1명

(20%)

3명

(60%)

4 숙종

保社 5명 - - - 3명 2명

소계 5명 - - -
3명

(60%)

2명

(40%)

5 조

奮武 14명 - - - - 8명

소계 14명 - - - -
8명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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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β 때에 장손 李鐵 에게 신병이 있었고31) 21공신회맹제 때에는 장손 李壽

恒에게 신병이 있어서 참여치 못하 다.32) 한 유량가의 경우도 20공신회맹제β 

때에는 장손 柳東榮이 상 에 있었고33) 21공신회맹제 때에는 장손 柳囿春에

게 신병이 참여치 못하 다.34) 따라서 장 자손이 존재하지 않아서 회맹제에 참

여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러 이유로 회맹제에 참여치 못했던 

장 자손도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맹록�에 기록된 참여자 인  정보를 분석했을 

때 회맹제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신 자손의 범 는 장자ㆍ 자ㆍ 장손으로 한정

되었다. 그리고 공신의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했던 이들 에서 장 자손의 회맹

제 참여율이 93.4%에 이른다는 것은 거꾸로 공신가의 장 자손의 존재가 이만큼 

확인된다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신가에서는 이 비율만큼이나 장 자손에 의한 

가계 계승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으며 더욱이 갖가지 사정으로 회맹제에 참여

치 못한 장 자손의 존재까지 포함한다면 그 비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3. 공신가 가계 계승의 변화 추이

이제부터는 �회맹록�에 기록된 공신 장 자손의 인  정보를 토 로 공신가 

가계 계승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 <표 4>는 최소 2번 이상 회맹제에 

참여한 공신가를 상으로 회맹제 참여의 추이와 인  계승 양상을 정리한 것이

다. 이에 의하면 참여자를 기 으로 첫째 장자를 포함하는 유형, 둘째 장손만 

포함하는 유형, 셋째 繼嫡長 자손을 포함하는 유형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31) �二十功臣 盟 �β “身病未參秩 …… 振武功臣 李休復 嫡長孫 臣 李鐵 ”

32) �二十一功臣 盟 � “身病未參秩 …… 嫡長孫 臣 李壽恒”

33) �二十功臣 盟 �β “在喪未參秩 …… 佐命功臣 柳亮 嫡長孫 臣 柳東榮”

34) �二十一功臣 盟 � “身病未參秩 …… 嫡長孫 臣 柳囿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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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번호 회맹제 참여 추이 인  계승 양상
건수

(비율)

<Ⅰ>

1
3번 17ㆍ19ㆍ20α

장자
8건

(1.5%)2번 17ㆍ19, 19ㆍ20α, 19->20β

2

5번 17ㆍ19ㆍ20α->20βㆍ21

장자-> 장손
64건

(11.9%)

4번

17ㆍ19->20αㆍ20β, 17ㆍ19ㆍ20α->20

β, 17ㆍ19ㆍ20β->21, 17ㆍ20αㆍ20β

->21, 19ㆍ20αㆍ20β->21

3번

17ㆍ19->20α, 17ㆍ19->20β, 17ㆍ

19->21, 17ㆍ20α->20β, 17ㆍ20α->21, 

19->20βㆍ21, 19ㆍ20α->20β, 19ㆍ20α

->21, 20->20β->21, 20αㆍ20β->21, 

2번
17->20β, 17->21, 19->20β, 20α->20β, 

20α->21, 20β->21

3

5번 17ㆍ19ㆍ20α->20β->21

장자-> 장손-> 장손
55건

(10.2%)

4번

17ㆍ19->20α->20β, 17ㆍ19->20α->21, 

17ㆍ19->20β->21, 17ㆍ20α->20β->21, 

19->20αㆍ20β->21, 19ㆍ20α->20β->21

3번

17->20α->20β, 17->20α->21, 17->20β

->21, 19->20α->21, 19->20β->21, 19

ㆍ20α->20β, 20->20β->21

4

5번 17ㆍ19->20α->20β->21

장자-> 장손-> 장손-> 장손
7건

(1.3%)4번
17->20α->20β->21, 19ㆍ20α->20β

->21

소계 134건(24.9%)

<Ⅱ>

5
3번 17ㆍ19ㆍ20α

장손
11건

(2%)2번 17ㆍ19, 19ㆍ20α, 20αㆍ20β

6

4번
17ㆍ19->20α->21, 17ㆍ19->20αㆍ20β, 

17ㆍ19ㆍ20α->20β, 17ㆍ19ㆍ20α->21, 

장손-> 장손
196건

(36.4%)

3번

17->20βㆍ21, 17ㆍ19->20α, 17ㆍ

19->20β, 17ㆍ19->20β, 17ㆍ19->21, 

17ㆍ20α->20β, 17ㆍ20α->21, 19->20α

ㆍ20β, 19ㆍ20α->20β, 19ㆍ20α->21, 

20αㆍ20β->21

2번

17->19, 17->21, 17->20α, 17->20β, 

19->20α, 19->20β, 19->21, 20α->20β, 

20α->21, 20β->21

7 5번
17ㆍ19->20α->20βㆍ21, 17ㆍ19->20α

ㆍ20β->21, 17ㆍ19ㆍ20α->20β->21
장손-> 장손-> 장손

134건

(24.9%)

<표 4> 공신 장 자손의 회맹제 참여 추이와 인  계승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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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장자를 포함하는 유형은 체의 24.9%를 차지하며 ① 장자의 존재만 

확인되는 형태, ② 장자→ 장손으로 이어지는 형태, ③ 장자→ 장손→ 장손으

로 이어지는 형태, ④ 장자→ 장손→ 장손→ 장손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세분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은 1590년(선조 23) 종계변무의 공으로 녹훈된 국공

4번

17->19->20αㆍ20β, 17->19ㆍ20α->20

β, 17ㆍ19->20α->21, 17->20αㆍ20β

->21, 17ㆍ19->20α->20β, 17ㆍ19->20

β->21, 19ㆍ20α->20β->21, 

3번

17->20α->20β, 17->20β->21, 17ㆍ

19->20α, 19->20α->21, 19->20β->21, 

20α->20β->21

8

5번
17->19ㆍ20α->20β->21, 17ㆍ19->20α

->20β->21
장손-> 장손-> 장손-> 장손

32건

(5.9%)
4번

17->19->20β->21, 17->20->20β->21, 

19->20α->20β->21

소계 341건(69.2%)

<Ⅲ>

9
4번 17ㆍ19ㆍ20αㆍ20β

계 장자
2건

(0.4%)2번 17ㆍ19

10

4번 17ㆍ19ㆍ20α->21

계 장자->계 장손
4건

(0.7%)
3번 17ㆍ19->20α, 17ㆍ19->21

2번 19->20α

11

5번 17ㆍ19->20αㆍ20β->21

계 장자->계 장손->계 장손
6건

(1.1%)
4번 17ㆍ19->20β->21

3번 17->20β->21, 19->20β->21

12 4번 19->20α->20β->21
계 장자->계 장손->계 장손->

계 장손

1건

(0.2%)

13 2번 19ㆍ20α 계 장손
1건

(0.2%)

14

4번 17ㆍ19ㆍ20α->20β

계 장손->계 장손
8건

(1.5%)
3번 19->20βㆍ21, 20αㆍ20β->21

2번 17->20β, 20β->21

15
4번 17ㆍ19->20β->21, 

계 장손->계 장손->계 장손
7건

(1.3%)3번 20α->20β->21, 19->20α->21

16 5번 17ㆍ19->20α->20β->21
계 장손->계 장손->계 장손->

계 장손

2건

(0.4%)

소계 29건(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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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터 1694년(숙종 20) 경신환국의 공으로 복훈된 보사공신까지 확인된다. 특히 

국공신 黃琳家에서는 장자 黃愼中이 17공신회맹제에 참여했고35) 장손 黃濎

이 20공신회맹제α에 참여했으며36) 장손 黃鈺이 20공신회맹제β에 참여하 다. 따

라서 친공신 황림→ 장자 황신 → 장손 황정→ 장손 황옥으로 이어지는 계승 

계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유형 에서 계승자의 변화를 가장 자세하게 찰할 수 있는 경우는 ④

장자→ 장손→ 장손→ 장손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최소 4번 이상 회맹제에 참

여한 공신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1590년(선조 23) 정여립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녹훈된 평난공신 李恒福家의 경우에는 장자 李星男이 17공신회맹제에 참여한 

후37) 장손 李時中이 20공신회맹제α에 참여하 고38) 장손 李世章이 20공신회

맹제β에 참여했으며39) 다시 장손 李宗岳이 21공신회맹제에 참여하 다.40) 이에 

따라 친공신 이항복→ 장자 이성남→ 장손 이시 → 장손 이세장→ 장손 이종

악으로 이어지는 계승 계를 확인할 수 있다. 한 1604년(선조 37) 임진왜란 때 

세운 무공으로 녹훈된 선무공신 柳思瑗家에서는 장자 柳薂이 19공신회맹제에 참

여했고41) 장손 柳仁培가 20공신회맹제α에 참여했으며,42) 장손 柳天錫이 20공

신회맹제에 참여했고43) 장손 柳泰相이 21공신회맹제β에 참여하 다.44) 따라서 

이 역시도 친공신 유사원→ 장자 유격→ 장손 유인배→ 장손 유천석→ 장손 

유태상으로 이어지는 계승 계를 확인할 수 있다.

35) �十七功臣 盟 � “光國功臣 黃琳 嫡長子 前活人署別提 通訓大夫 臣 黃愼中”

36) �二十功臣 盟 �α “嫡長孫 禦侮 軍 行忠佐衛 副司果 臣 黃濎”

37) �十七功臣 盟 � “平難功臣 李恒福 嫡長子 通訓大夫 行韓山郡守 臣 李星男”

38) �二十功臣 盟 �α “嫡長孫 通訓大夫 行堤川縣監 臣 李時中”

39) �二十功臣 盟 �β “嫡長孫 折衛 軍 僉知中樞府事 臣 李世章”

40) �二十一功臣 盟 � “李恒福 嫡長孫 通德郞 前行童蒙敎官 臣 李宗岳”

41) �十九功臣 盟 � “宣武功臣 柳思瑗 嫡長子 通訓大夫 前行兎山縣監 臣 柳薂”

42) �二十功臣 盟 �α “嫡長孫 禦侮 軍 行忠佐衛 副司果 臣 柳仁培”

43) �二十功臣 盟 �β “嫡長孫 奮 副臣  臣 柳天錫”

44) �二十一功臣 盟 � “嫡長孫 學生 臣 柳泰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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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는 ② 장자→ 장손으로 이어지는 형태, ③ 장자→ 장손→ 장

손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가장 일반 으로 나타나며, 이들의 비율은 22.1%에 이른

다. 그런데 이러한 유형은 회맹제에 참여한 빈도수에 비해 계승 계의 변화가 두

드러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테면 평난공신 韓應寅家의 경우에는 장자 

韓德及이 17ㆍ19ㆍ20공신회맹제α에 연속으로 참여하 고45) 20공신회맹제β에 이르

러서야 장손 韓聖輔이 참여하 다.46) 따라서 친공신 한응인→ 장자 한덕 →

장손 한성보로 연결되는 계승 계를 확인할 수 있다.

한 1604년(선조 37) 임진왜란 때 임 을 호종한 공으로 녹훈된 호성공신 金

應壽家에서는 19ㆍ20공신회맹제α 장자 金夢祥이 연속으로 참여하 고47) 20공신

회맹제β에 이르러서는 장손 金英發, 21공신회맹제에 이르러서는 장손 金世伯

이 참여하 다.48) 따라서 친공신 김응수→ 장자 김몽상→ 장손 김 발→ 장손 

김세백으로 이어지는 계승 계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사례들은 회맹제의 

거행 간격이 비교  짧은 17공신회맹제와 19공신회맹제, 19공신회맹제와 20공신회

맹제α에 동일한 장 자손이 계속 참여함으로써 가계 계승 빈도가 게 확인되는 

것이다.

둘째 장손만 포함하는 유형은 체의 69.2%로 가장 높은 비 을 차지한다. 

이는 ① 장손만 확인되는 형태, ② 장손→ 장손으로 이어지는 형태, ③ 장손→

장손→ 장손으로 이어지는 형태, ④ 장손→ 장손→ 장손→ 장손으로 이어

지는 형태로 세분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② 장손→ 장손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36.4%, ③ 장손→ 장손→ 장손으로 이어지는 형태가 24.9%로 비 으로 높은 

45) �十七功臣 盟 � “平難功臣 韓應寅 嫡長子 通訓大夫 行定山縣監 臣 韓德及”; �十九功臣

盟 � “嫡長子 禦侮 軍 行世子翊衛司翊衛 臣 韓德及”; �二十功臣 盟 �α “嫡長子 通

訓大夫 沃川郡守 臣 韓德及”

46) �二十功臣 盟 �β “嫡長孫 通訓大夫 前行南原府使 臣 韓聖輔”

47) �十九功臣 盟 � “扈聖功臣 金應壽 嫡長子 嘉善大夫 盆 君 臣 金夢祥”; �二十功臣 盟

�α “資憲大夫 盆 君 臣 金夢祥”

48) �二十功臣 盟 �β “嫡長孫 禦侮 軍 行忠佐衛副司勇 臣 金英發”; �二十一功臣 盟 �

“嫡長孫 禦侮 軍 行忠佐衛副司勇 嫡長孫 金世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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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 이처럼 장손만 포함하는 유형은 개국공신부터 국공신까지 범 한 사

례를 확인할 수 있다. 개국공신의 경우에는 표본으로 삼은 이들이 모두 해당되고 

국공신의 경우에는 金瑬와 李碩龍의 사례가 확인된다. 즉 1644년(인조 22) 심기

원의 역모를 다스린 공으로 녹훈된 국공신 김류가의 사례를 보면 장손 金震標

가 20공신회맹제α에 참여하 고49) 장손 金魯得이 20공신회맹제β에 참여하 으

며50) 장손 金百鍊이 21공신회맹제에 참여하 다.51) 이에 장손 김진표→ 장

손 김노득→ 장손 김백련으로 이어지는 계승 계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이석

룡가의 사례를 보면 장손 李萬植이 20공신회맹제β에 참여하고 난 뒤52) 장손 

李楚顯이 21공신회맹제에 참여하 다.53) 그러므로 장손 이만식→ 장손 이

으로 이어지는 계승 계를 알 수 있다.

셋째 계 장 자손을 포함하는 유형은 체의 5.8%로 앞서 본 두 유형에 비해 

지극히 낮은 편에 속한다. 이는 다시 繼嫡長子를 포함하는 유형과 繼嫡長孫만 포

함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계 장자를 포함하는 유형은 다시 ①계 장자의 

존재만 확인되는 형태, ②계 장자→계 장손으로 이어지는 형태, ③계 장자→계

장손→계 장손으로 이어지는 형태, ④계 장자→계 장손→계 장손→계 장손

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세분된다. 한 계 장손만 포함하는 유형도 ①계 장손의 

존재만 확인되는 형태, ②계 장손→계 장손으로 이어지는 형태, ③계 장손→계

장손→계 장손으로 이어지는 형태, ④계 장손→계 장손→계 장손→계 장손

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세분된다. 

계 장자를 포함하는 형태는 호성공신에게서만 볼 수 있는데 그 에서도 梁子

家의 사례에서 가장 자세한 계승 추이를 악할 수 있다. 즉 장자 梁滉이 19

공신회맹제에 참여하 고54) 장손 梁師丘가 20공신회맹제α에 참여하 으며,55) 

49) �二十功臣 盟 �α “寧國功臣 金瑬 嫡長孫 禦侮 軍 行忠佐衛 大護軍 臣 金震標”

50) �二十功臣 盟 �β “嫡長孫 通訓大夫 行氷庫別檢 臣 金魯得”

51) �二十一功臣 盟 � “嫡長孫 禦侮 軍 行忠佐衛 副護軍 臣 金百鍊”

52) �二十功臣 盟 �β “寧國功臣 李碩龍 嫡長孫 禦侮 軍 行忠佐衛 副司正 臣 李萬植”

53) �二十一功臣 盟 � “嫡長孫 學生 臣 李楚顯”

54) �十九功臣 盟 � “扈聖功臣 梁子  繼嫡長子 禦侮 軍 行忠佐衛副護軍 臣 梁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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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로 장손 梁閩源이 20공신회맹제β에 참여하 고56) 장손 梁湘起이 21공신

회맹제에 참여하 다.57) 이에 따라 친공신 양자검→계 장자 양황→계 장손 양사

구→계 장손 양민원→계 장손 양상기으로 이어지는 계승 계를 확인할 수 있

다. 한 계 장손만 포함하는 유형은 1468년( 종 즉 ) 남이의 옥사를 다스린 

공으로 녹훈된 익 공신부터 호성공신까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정국공신 

文致의 사례를 살펴보면 17ㆍ19공신회맹제에 계 장손 文應章이 참여하 고58) 20

공신회맹제α에 계 장손 文希顔이 참여하 으며,59) 20공신회맹제β에 계 장손 文

邲이 참여하 고60) 21공신회맹제에 계 장손 文益明이 참여하 다.61) 이로써 계

장손 문응장→계 장손 문희안→계 장손 문필→계 장손 문익명으로 이어지는 

계승 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셋째 유형처럼 계후자에 의지하여 계속해서 가계를 승계하는 모습은 당

시의 일반 인 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부계 계승에 한 실천 의식

이 강화된 17세기 이후의 사회에서도 원칙 으로 연으로 맺어진 부-자 계에 

의거해서 가계의 계승을 이루는 것을 지향했고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

으로 입후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모든 세 의 교체가 계후자에 의

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셋째 유형에 해당하는 공신들의 출신 성분을 분

석해본 결과, 체로 익 ㆍ정국ㆍ호성공신으로 녹훈된 자들이 많았고 이들은 

외 없이 모두 환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다시 말해 환  출신은 공신

이라 하더라도 친아들을 통해 가계를 계승할 수 없는 태생  한계가 존재했기 때

55) �二十功臣 盟 �α “繼嫡長孫 禦侮 軍 行忠佐衛 副護軍 臣 梁師丘”

56) �二十功臣 盟 �β “繼嫡長孫 學生 臣 梁閩源”

57) �二十一功臣 盟 � “繼嫡長孫 學生 臣 梁湘起”

58) �十七功臣 盟 � “靖國功臣文致 繼嫡長孫 禦侮 軍 行忠佐衛副司勇 臣 文應章”; �十九

功臣 盟 � “繼嫡長孫 禦侮 軍 行忠佐衛 副護軍 臣 文應章”

59) �二十功臣 盟 �α “繼嫡長孫 折衝 軍 行龍驤衛副護軍 臣 文邲”

60) �二十功臣 盟 �β “繼嫡長孫 禦侮 軍 行忠佐衛大護軍 臣 文希顔”

61) �二十一功臣 盟 � “繼嫡長孫 禦侮 軍 行忠佐衛副 司勇臣 文益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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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62) 세 가 바뀔 때마다 매번 입후를 이용하여 가계를 이었으며 이와 같은 사

정이 통계치에 반 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맹록�을 토 로 공신가의 인  계승 추이를 살

펴보면 공신가의 인  계승 양상은 뚜렷하게 비되는 모습을 보여 다. 즉 한쪽

에서는 순차 으로 연결되는 연 계에 따라 이상 인 가계 계승을 이루었고, 다

른 한쪽에서는 태생  한계로 말미암아 매번 입후를 이용하여 가계 계승을 이루었

다. 이 가운데 후자의 경우는 환  출신이 공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이 

반 되어 나타난 상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자의 경우는 이상 인 모델이긴 

하나 과연 모든 공신가에서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추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해서는 장을 바꾸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4. 안  가계 계승방식의 활용

이제부터는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충훈부등록�(이하 �등록�으로 약칭)을 분석

하여 공신가의 가계 계승방식을 구체 으로 살펴볼 것이다. �등록�은 공신에 한 

우와 사무를 장하기 해 설립된 충훈부에서 업무과 련된 사실들을 기록한 

것이다. 충훈부 내에서만 활용하기 해 편찬하 기 때문에 비록 일 된 체계를 

갖추지 못했으나 다른 자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공신 장의 구   공신가의 

계승자 지정에 한 내용이 풍부하게 남겨져 있다.63) 이에 �등록�을 활용하면 �회

맹록�에서 미처 악하지 못했던 계승 계의 변화를 살필 수 있으며 계승자의 변

화 시   피계승자와 계승자 간의 친족 계를 분명히 밝힐 수 있다.

이를테면 �회맹록�을 통해서는 좌익공신 趙得琳家의 장손이 趙凝에서 趙自

으로 바 었음을 알 수 있다.64) 그러나 �등록�에서는 1617년( 해 9) 조득림의 장

62) 장희흥, 2004 ｢朝鮮時代 宦官의 選拔과 待遇, 任務｣, �역사민속학� 18, 101면; 신명호, 

2005 ｢조선시  환 가족의 구성과 기능｣, �고문서연구� 26, 4-9면.

63) 고민정, 2020a, ｢�충훈부등록�의 자료  검토｣, �민족문화연구� 86, 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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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趙繼宗이 사망한 후 조응이 장으로 口傳되었고65) 1651년(효종 2) 조응이 사

망한 후 계후자 趙德立이 장으로 구 되었으며66) 1680년(숙종 6) 조덕립이 사

망한 후에는 조자흥이 장으로 구 되었음을 알 수 있다.67) 따라서 조응 이 에

는 조계종이 장손이었고 조계종과 조자흥 사이에는 조덕립이 있었으므로 실제로

는 조계종→조응→조덕립→조자응으로 연결된 것이다. 한 조덕립이 계후자라는 

에서 계승의 방식도 장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사이에 입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도 �등록�을 이용하면, 앞서 �회맹록�으로 악했던 공신가의 계

승 계를 교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회맹록�의 분

석을 통해서 회맹제에 참여한 공신가의 94.4%가 장자에 의한 부자 계승을 이루

었다고 악되었으나, �등록�을 분석하면 이와 다른 양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

기 때문이다. 를 들어, 좌리공신 禹貢의 가계는 �회맹록�을 통해서 장손 禹楫

에서68) 장손 禹治平으로 이어지고69) 다시 장손 禹繼夏로 이어진 것으로70) 

확인되어 자손에 의한 부자 계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등록�을 

살펴보면 1636년(인조 14) 장손 우즙이 후사 없이 사망한 뒤에 계후자 우치평이 

장으로 구 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71) 이들 간에는 의리  부자 계가 성

립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한 保社공신 朴斌의 가계는 �회맹록�을 통해 장자 朴萬馨에서72) 장손 朴

64) �十七功臣 盟 � “佐翼功臣 趙得琳 長孫 禦侮 軍 訓鍊院正 趙凝”; �二十功臣 盟 �β 

“佐翼功臣 趙得琳 長孫 學生 趙自 ”

65) �忠勳府謄 � 3 “趙得琳 長孫繼宗 已曾身死 其子趙凝 在喪終制 長子當次”

66) �忠勳府謄 � 4 “長孫趙凝立 已曾身死 繼後子德立 長孫當次”

67) �忠勳府謄 � 5 “長孫德立 已曾身死 其子自  在喪終制 長孫當次”

68) �十七功臣 盟 � “敵愾功臣 禹貢 嫡長孫 禦侮 軍 行忠佐衛大護軍 臣 禹楫”; �十九功臣

盟 � “嫡長孫 折衝 軍 行龍驤衛大護軍 臣 禹楫”

69) �二十功臣 盟 �α “嫡長孫 進勇校  行忠佐衛 副司勇 臣 禹治平”

70) �二十一功臣 盟 � “嫡長孫 學生 禹繼夏”

71) �忠勳府謄 � 4 “嫡長孫禹楫 已曾無後身死 繼後子治平 在喪終制 嫡長當次”

72) �二十功臣 盟 �β “保社功臣 朴斌 嫡長子 學生 朴萬馨”



․ �功臣 盟 �과 �忠勳府謄 �으로 보는 17-18세기 功臣家의 인 계승 양상 101

爾淳으로 이어지고 있음을73) 알 수 있다. 그런데 �등록�에서는 박빈의 아들 박만

성이 1680년(숙종 6)에 장자로 구 되었고74) 박만성의 첩자 박이순이 1708년

(숙종 34) 장으로 구 되었다고 기록되었다. 즉 박만성의 장자가 부친의 삼년

상을 마치기도 에 먼  사망하면서 당시 성인이었던 첩자 박이순이 承嫡奉祀한 

것이다.75) 따라서 박만성과 박이순 간에는 첩자 계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악된다.

이 게 볼 때 �회맹록�에서 회맹제에 참여한 자손과 공신과의 계를 ‘ 장손’

이라고 표 한 것은 다분히 형식 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신의 녹훈을 해 임시로 설립된 녹훈도감이 주도 으로 �회맹록�을 편찬하

고 짧은 기간 내에 �회맹록�을 완성해야 했으므로 공신과 자손 간의 구체  계

를 악하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상으로 보인다. 한 공신과 자손에 

해서는 평소에 이미 충훈부가 악ㆍ 리하 으므로 녹훈도감까지 그러한 내용

까지 세세하게 악하여 �회맹록�에 수록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회맹록�을 통해서 공신가의 가계 계승 추이를 이해한 것과는 별도로  

�등록�을 통해서 가계의 계승방식에 해 면 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

나 �등록�은 당시에 편찬되었던 그 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17세기의 내용

은 풍부하게 수록된 것에 반해 18~19세기의 내용은 갈수록 소략해지는 등록의 특

성 때문에76) 가능한 범 에서 공신가의 계승 형태를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즉 회맹제에 2번 이상 참여한 이들 에서 �등록�에서 가계의 계승 형태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신가는 략 420家에 이른다. 이들을 상으로 가계의 계승 양상을 

살펴보면 체의 62%를 차지하는 260家에서는 장자에 의한 계승이 지속 으로 

행해졌으나, 38%를 차지하는 170家에서는 장자의 부재로 인해서 최소 1번 이상

은 안의 방식으로 가계를 계승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73) �二十一功臣 盟 � “嫡長孫 禦侮 軍 行忠佐衛大護軍 朴爾淳”

74) �忠勳府謄 � 5 “朴斌單子內 矣子萬馨 嫡長當次”

75) �忠勳府謄 � 7 “家翁萬馨亦 以嫡長子 未及闋服早死 …… 但所幸  猶有家翁萬馨 妾子爾

淳 今已長成 法當承嫡 依他例 承嫡奉祀”

76) 고민정, 2020a 앞의 논문, 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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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 5>는 안의 방식으로 가계를 이었던 공신가를 상으로 이들이 이용

했던 계승방식을 항렬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 통계에 따르면 각 항렬 

에서는 아들 항렬을 이용한 비율이 52.6%로 가장 높으며 신분상으로는 자손에 

의해 가계 계승을 이룬 비율이 92.6%로 압도 이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입후가 

체의 반에 이를 정도로 가장 많이 이용되었고 그다음으로 손승 과 형망제

이 이용되었다.

번호 항렬 구분 계승 형태 사례 수 비율

　1 아들 항렬
입후 81건 45.8%

첩자계승 12건 6.8%

　2 손자 항렬 이하
손승 47건 26.6%

첩손승 1건 0.6%

　3 형제 항렬 형망제 36건 20.3%

소 계 177건 100.0%

<표 5> 공신가에서 행해진 안  가계 계승의 형태

입후는 친아들이 없는 사람이 부계친의 조카를 데려와 계후자로 세우는 방식으

로 순차 인 계승 계를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리 활용되던 차

선책이었다. 1652년(효종 3) 개국공신 趙浚의 장손 趙憲國이 사망한 후 계후자 

趙門重이 후사를 이은 것이나77) 익 공신 姜希孟의 장손 姜晉昌이 사망한 후 

계후자 姜大後가 후사를 이은 것이 일반 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다.78) 그러나 

1652년(효종 3) 진무공신 金起宗家에서 법 으로 입후가 허용되지 않는 同生弟의 

長子를 후사로 세운 것이나79) 1670년( 종 11) 평난공신 韓準家에서 양부모의 사

망으로 인해 규정된 차를 수하지 못했어도 입후가 이루어진 것,80) 1672년(

77) �忠勳府謄 � 4 “趙浚 嫡長孫憲國 已曾無後身死 繼後子門重 嫡長當次”

78) �忠勳府謄 � 4 “佐理功臣 晉山君姜希孟 嫡長孫晉昌 已曾無後身死 繼後子大後 嫡長當次”

79) �忠勳府謄 � 4 “瀛海君金起宗妻 貞夫人李氏單子內 女矣家翁大宗哛不喩 以振武功臣無子 

…… 家翁生時 其同生弟 故正郞守宗長子萬元 定爲繼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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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13) 선무공신 趙 家와 같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친부모가 허락하지 않아도 입

후가 이루어진 것은81) 공신의 사를 수행한다는 지 를 십분 활용함으로써 국왕

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 다.82)

입후 다음으로 자주 이용된 손승 은 ‘父(=祖)’ㆍ‘子’ㆍ‘孫’ 가운데 ‘자’가 ‘부’

보다 먼  사망하면서 ‘부(=조)’에서 ‘손’으로 곧장 계승된 형태로 ‘자’가 없고 ‘손’

이 있어야 가능한 방식이다. 진무공신 鄭忠信家에서 1678년(숙종 4) 장자 鄭砅

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鄭友賢도 사망해서 결국 정우 의 아들 鄭元石이 가계를 

잇거나83) 국공신 尹泂家에서 1717년(숙종 43) 장손 尹惟一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 尹志聖도 사망하여 윤지성의 아들 尹昌茂가 가계를 잇는84) 사례들을 볼 수 

있다.

그다음으로 移宗이라고도 하는 형망제 은 자 그 로 형이 사망하면 아우가 

가계를 잇는다는 것인데 동일 항렬에서 계승 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당시에 지

향하던 것과는 거리가 있으나 부득이 항렬의 차례에 맞는 계승자를 세우기 어려울 

때 하나의 안이 되었다.85) 청난공신 辛景行家에서 1613년( 해 5) 장자 辛勉

이 후사 없이 사망해서 동생제 辛劼이 가계를 잇거나86) 진무공신 崔應一家에서 

1650년(효종 1) 장자 崔峻이 부친보다 먼  후사 없이 사망해서 그의 동생제 崔

嶪이 가계를 잇는87)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80) �忠勳府謄 � 5 “先祖嫡長孫 注書五相 不幸作故 只有一子均 早死無後 …… 門中相議 欲

以應相子埏 爲五相繼後子 以奉宗祀 …… 但五相夫妻俱沒 不得依例”

81) �忠勳府謄 � 5 “故忠義衛趙太和妻李氏 家翁曾祖父 豊壤君  …… 家翁不幸無子 …… 只

有哨官聖和 生三子 矣家翁欲養其第三子持重爲後  …… 聖和妻申氏 以矣家貧爲辭 牢拒不許”

82) 고민정, 2017 ｢繼後立案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입후 양상에 한 연구｣, �태동고 연구� 38, 

174-180면.

83) �忠勳府謄 � 5 “鄭忠信 嫡長子鄭砅 已曾身死 其子友賢 亦以身死 同友賢子 元石 …… 嫡

長當次”

84) �忠勳府謄 � 8 “尹泂 嫡長孫惟一 已曾身死 其子志聖 亦以身死 志聖之子 昌茂 …… 嫡長

當次”

85) 고민정, 2020c 앞의 논문, 283-284면.

86) �忠勳府謄 � 2 “淸難功臣 行副護軍辛景行 嫡長子辛勉 已曾無後身死 同生弟辛劼 嫡長當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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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비교  미미한 수 이기는 하지만 양첩 자손에 의한 계승이 이루어

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사공신 1649년(인조 27) 金振聲이 직  양첩자 金

南器를 계승자로 올린 것과88) 진무공신 金慶雲家에서 1673년( 종 14) 장자 金

孝吉이 자 없이 사망하자 양첩자 金世胤을 계승자로 지정한 것이나,89) 1646년

(인조 24) 호성공신 李有中이 장자 李㤞이 자신보다 먼  사망했기 때문에 양첩

손 李宜孝에게 승 하게 한90)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맹록�과 �등록�을 종합 으로 분석해보면 공신

가의 가계 계승방식은 원칙 으로 장자계승을 지향하 고 그것이 여의치 못한 

상황에 이르면 그에 한 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17-18세기에 이르는 

2백여 년 동안 공신가의 인  계승방식을 추 해본 결과 약 60%는 장자계승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으나 약 40%는 그 과정에서 어도 1번 이상은 絶嗣의 기

를 경험하 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해 해당 家가 처한 상황과 조건에 맞게 

입후ㆍ 손승 ㆍ형망제  등을 활용했던 것이다.

5. 맺음말

공신은 국가에 큰 공을 세워 녹훈된 이들로 신하 에서는 최고의 우와 특권

을 받았던 집단이다. 그런데 지 까지의 연구에서는 공신의 정치  향력  그 

성향을 밝히는 데에 집 되었고 공신가에 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가 공신에게 주었던 특권은 그 자손에게도 일정 부분 세습되었고, 한 자손

들을 우 하기 한 별도의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을 감안하면, 특권을 공유해온 

공신가가 어떠한 형태로 계속 존재해왔는지, 그리고 이들의 신분 ㆍ사회  지

87) �忠勳府謄 � 4 “崔應一單子內 矣嫡長子崔峻 已曾無後身死 其同生弟崔嶪 嫡長當次”

88) �忠勳府謄 � 4 “金振聲單子內 矣良妾子南器 長子當次”

89) �忠勳府謄 � 5 “金慶雲 嫡長子孝吉 已曾身死 無嫡子 其良妾子世胤 長孫當次”

90) �忠勳府謄 � 4 “李有中 嫡長子李㤞 已曾身死 良妾子宜孝 長孫當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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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떠한지에 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신회맹

록�과 �충훈부등록�을 분석하여 17-18세기에 이루어진 공신가의 인  계승 양상

부터 먼  고찰하 다.

인조- 조 연간에 간행된 5종의 �회맹록�을 토 로 회맹제에 참여한 이들을 살

펴보면 친공신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공신의 장자ㆍ 자ㆍ 장손이었고 그

에서도 장손이 부분을 차지하 다. 그리고 당시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했던 공

신과 장 자손의 인  정보를 매칭하 을 때 체 공신가의 93.4%에 달하는 

장 자손이 회맹제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비율만큼이나 장 자손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므로 결국 부분의 공신가가 가계 계승을 이루어 왔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여러 이유로 회맹제에 참여치 못한 장 자손의 존재도 

확인되므로 공신가의 가계 존속 비율은 이보다 더 높게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최소 2번 이상 회맹제에 참여한 공신가를 상으로 장 자손의 변화 추

이를 살펴보면 장자를 포함하는 유형, 장손만 포함하는 유형, 계 장 자손을 

포함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자를 포함하는 유형은 비교  최근에 녹

훈되었던 공신가로 구성되었으며 장자→ 장손으로 연결되는 계승 구도를 보

다. 장손만 포함하는 유형은 비교  일  녹훈된 공신가로서 구성되었으며 장

손→ 장손으로 연결되는 계승 구도를 보 다. 마지막으로 계 장 자손을 포함하

는 유형은 계 장자→계 장손 는 계 장손으로 연결되는 계승 구도를 보 다. 

따라서 이들은 장 자손 는 계 장 자손을 교체하면서 계속해서 가계를 이어나

갔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계 장 자손을 포함하는 유형은 입후에 의한 의리  부자 계에 의

해서만 가계가 이어지고 있다는 에서 독특한 모습을 보 다. 이에 이들만 별도

로 구분하여 공신의 녹훈 배경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체로 익 ㆍ정국ㆍ호성공

신 등에 해당하 으며 외 없이 모두 환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즉 

환  출신으로 녹훈된 공신들은 그들이 가진 신체  한계로 인해 매번 입후를 통

해서 가계를 이었으므로 이러한 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장자를 포함하는 유형과 장손만 포함하는 유형은 �회맹록�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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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을 때 장자계승에 의해서만 가계가 이어진 것으로 보여 이상 인 가계 계승

의 상태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등록�과 함께 분석하면 이들 가운

데 약 60%만이 2세기 동안 장자계승을 해왔으며 나머지 약 40%는 같은 기간 

내에 어도 1번 이상은 사의 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 놓인 공신가에서 차선책으로 선택했던 주요 방식은 입후ㆍ 손승 ㆍ형망

제 이었다. 이 에서는 입후가 가장 리 이용되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입후가 

당시에 이상 이라고 여겼던 부자 계승과 비교  가장 가까운 형태 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입후도 특정 상황과 조건에 맞아야만 가능한 방식이었으므로 모든 

家에서 이용할 수는 없는 방식이었고 각각의 상황에 따라 손승 과 형망제 도 

아울러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회맹록�과 �등록�을 이용하여 17-18세기 동안 공신가의 가계가 계승되

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부분의 공신가는 녹훈된 이래로 가계를 지

속해서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는 공신으로 녹훈된 순간부터 법 으

로 大宗의 지 를 획득하여 불천  사를 수행할 자손이 계속 필요했다는 , 공

신의 장 자손은 충의  입속을 비롯한 여러 가지 특권을 받을 수 있던 자리 다

는  등을 주요한 요인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공신의 

장 자손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의 구체 인 내용과 공신가의 사회  지 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종합 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리고 이제까지 이 시기에 이용되었던 가계 계승의 안은 마치 입후만 존재했던 

것처럼 이해된 측면이 많으나, 공신가의 사례에서 보듯이 손승 ㆍ형망제  등

도 지 않게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은 당 인들이 가계 

계승의 본질  의미를 시하면서 상황에 맞는 안을 활용해 왔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투고일(2021. 10. 28),   심사일(2021. 11. 18),   게재확정일(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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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pects of Meritorious Subject families’ Human Succession in the 

17th to 18th centuries

� Focusing on �Records of Meritorious Subjects’ Pledge� and �The 

Registration of the Office of Merit Subjects� �

Ko, Min Jung *

91)

This thesis generally studied aspects of meritorious subject families’ family succession in 

the 17th to 18th centuries by using �Records of Meritororious Subjects’ Pledge� and �The 

Registration of the Office of Merit Subjects�.

First, direct lineal descendants and their grandsons and younger brothers participated in 

the Meritorious Subjects’ Pledge Rituals held in the reign of Injo of Joseon and Yeongjo 

of Joseon. Among them, the participation rate of direct lineal descendants’ sons and 

grandsons accounts for 93.4%. So meritorious subject family mostly were inherited during 

this period.

Second, Change of direct lineal descendants’ sons and grandsons can be found that 

direct lineal descendants were changed to their grandsons, direct lineal descendants’ 

grandsons to direct lineal descendants’ grandsons, and direct adopted son to adopted son. 

Among them, change from direct adopted son to adopted son reflects family succession of 

meritorious subjects from eunuch.

Third, 60% of the examples of change from direct lineal descendants to direct lineal 

descendants’ grandsons and from direct lineal descendants’ grandsons to direct lineal 

descendants’ grandsons all succeeded to direct lineal descendants. The remaining 40% 

experienced more than one crisis to have no descendants in the process of direct lineal 

* Lecturer, Department of histor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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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endants’ succession. These people who experienced these crises could keep their 

families by utilizing alternatives including Hyeongmang Jegeup, grandfather-grandson 

succession, and adoption. 

Key words : Descendants of meritorious subjects, Records of Meritorious Subjects’ 

Pledge, The Registration of the Office of Merit Subjects, Family 

Succe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