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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조선후기 가계계승과 종부의 역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김 보 람

이 논문은 조선후기 종법적 가계계승 질서와 종부의 관계를 관련 예

학적 담론과 실제 종부들이 개입된 가계계승 분쟁 사례 분석을 통해 고

찰한 것이다. 조선시대의 가계계승은 국초부터 부계 중심의 종법 원리에

따른 적장자의 제사승계를 원칙으로 하였다. 조선중기 이후로 부계질서

가 심화됨에 따라 제사에는 단순 사후봉양의 의미를 넘어 종법적 가계계

승의 의미가 강화되어 나타났다. 16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아들 없는 집

안에서는 가계계승을 위한 立後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17

세기 이후에는 입후를 통한 가계계승이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조선후기로 갈수록 적장자의 제사‧재산상속상 지위와 역할이 중시됨에

따라 그 처이자 한 집안의 맏며느리인 여성들의 위상과 역할도 중요해졌

다. 이 가운데서도 종가의 맏며느리인 종부는 종가의 봉사손인 종자[종

손]의 처로서 그에 상응하는 의례적 권한을 부여받았고, 집안에서 족인

들의 존중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 종부는 조선시대 일반 맏며느리를 의

미하는 ‘총부’에 포함되는 개념이면서도 종법적 구조에 의해 부여된 지위

라는 점에서 총부와 구별되는 개념이기도 했다. 종부는 종가의 형성과

발전 및 종통 개념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주로 조선후기의 맏며느리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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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했다. 종부의 주된 권리이자 의무는 봉제사 접빈객으로, 종손인 남편을

도와 종가의 제사를 받들고, 종가를 방문하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데에

있었다. 이런 점에서 종부는 곧 주자가례에서의 主婦에 해당하는 존재

였다.

그런데 조선후기의 종부들은 남편이 아들 없이 사망한 이후에도 가계

계승 문제, 즉 봉사와 입후 문제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는

봉사권과 입후권으로 대표되는 조선전기의 고유한 총부권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총부권은 조선후기에 들어서 소멸된 것이 아니라,

종부의 권한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환의 내용은 총

부권의 지속과 단절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봉사에 있어서 조선전기의 총

부는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직접 남편과 선대의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조선후기의 종부는 입후가 성사되기 전까지 임시로 주관하

는 것만이 허용되었고, 이마저도 소수의 사례로 나타난다. 또 입후에 있

어서 총부는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조

선후기의 종부는 입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지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변

화를 맞게 되었다. 이는 조선후기로 갈수록 제사와 입양을 통한 가계계

승 의식이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남편 부계친족집단의 영향력이 강해졌

던 시대적 변화와 궤를 함께한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조선후기에도 봉사권과 입후권을 내용으로 하는

‘종부권’은 축소된 형태로나마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축소된 범위 내의 종부권에 한해서는 종법적 논리 속에서 확고하게 보장

되어 간 측면이 있었다. 무엇보다 종자의 처로서 종부의 위치는 종부의

봉사권과 입후권이 긍정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부인이 제사를 주관하는 부인봉사는 가묘제를 비롯한 유교적 제사질서

확립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후기로 갈수록 더욱 부정되어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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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조선후기에 종손의 자리가 비어있는 경우 누가 제사를 주관해야 하

는지에 대해 종부가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과 집안의 남자 친족이 섭행해

야 한다는 입장 간의 논쟁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상황이 결코 단순하지만

은 않았음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논자들은 支子의 섭사를 우선하는 입장

에서 부인주제는 상제례를 주관할 유복친의 남자 친족이 없는 아주 부득

이한 상황에서만 행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부인은 봉사하는 의

리가 없다는 유교적 대전제와 함께 남녀의 바른 위치와 명분을 엄중하게

여겼다.

반면 종부의 봉사를 우선하는 입장은 남녀의 구분보다 종자와 지자의

구분을 중시하고, 이를 통해 종통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 있었다. 그리

고 종자를 통한 종통의 계승은 지자가 아닌 종자의 생존해 있는 처, 즉

종부를 통해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다. 이들은 탈종의 우려가 있

는 지자의 섭사보다 종자의 처를 통한 부인주제가 낫다고 판단한 것이

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논의 속에서 종부는 종자의 처로서 지자에 대응

하여 종통을 지키는 위치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조선

후기의 부인봉사는 비록 임시적인 단계일지라도, 그리고 비록 예외적일

지라도 쉽게 소멸되지 못하고 19세기 중후반까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부인봉사와 달리 부인의 입후는 남편의 부계친족을 후사로 세운다는

점에서 종법 원칙에 부합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옹호되었다. 그러나 조선

중기에 총부의 입후권과 兄亡弟及이 대립할 때 총부의 입후권을 지지하

는 쪽은 소수에 불과했으며, 그 논리도 총부권을 존중해오던 조선의 국

속을 함부로 고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에 반해 조선후기의 관

련 논의는 대부분 종법을 중시하는 뜻에서 형망제급으로 아우가 뒤를 이

었더라도 후에 종부가 입후를 한다면, 그 계후자에게 종통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이때 종부는 사망한 종자 계열을 대표하는 존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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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매김하면서 적손을 세우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종부의 봉사를 강하

게 반대했던 논자들도 종부의 입후를 통해 종통을 이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이렇듯 종부의 봉사권과 입후권을 긍정하는 논의에서는 종법적 가계계

승을 중시하는 맥락에서 종자의 처라는 종부의 예적 지위와 그에 따른

역할이 강조되었다. 총부에서 종부로의 전환을 거치면서 봉사와 입후 문

제에서 종부의 실제적 권한과 입지는 축소되었지만, 그 축소된 범위 내

에서의 종부권은 종자와 지자의 구분을 강조하는 종법적 논리에 의해 오

히려 더 단단하게 지지받는 모습을 보였다. 후기로 갈수록 종자와 지자

의 구분이 엄중해지고, 지자의 탈종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분위기 속

에서, 종자의 처라는 종부의 위치와 그에 따른 역할은 지자로부터 종통

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예학적 담론의 분위기는 조선후기 종부와 관계된 가계계승 분

쟁과 그에 대한 국가의 처분에서도 확인된다. 남편을 여의고 아들도 없

는 종부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입지 확보를 위해 집안의 가계계승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종부

들이 있었고, 이 경우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었다. 종부가 개입된 가계계

승 분쟁은 크게 입후를 둘러싼 주도권 분쟁과 종부로서의 지위 자체를

위협하는 계승방식과의 분쟁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종부들은 먼 친족이라도 더 좋은 조건의 후사를 들여 자

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생가 혹은 종중과 갈등을

빚었다. 특히 남편 종중과의 대립은 종부라는 특성에서 비롯된 조선후기

입후분쟁의 특징이었다. 종부에게 아들을 들이는 문제는 종중에게는 곧

종통을 이어갈 종손을 들이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는 여성 개인은 물론

개별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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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종중의 발달과 함께 입후와 관련된 사항은 종중 내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제도적인 절차를 따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

본적으로 종중과 종부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했다. 조선시대 입후법의 원

칙상 양자를 들이는 주체는 부모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

우 종부가 종중의 공론을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양자의 이해관

계가 합치되지 않을 때 갈등은 불가피했고, 경우에 따라서 그 갈등은 국

가의 해결을 요하는 분쟁으로 확대되어 몇 해가 넘도록 지속되었다.

본 논문에서 다룬 종부와 종중의 분쟁 사례에서는 모두 종부의 뜻대로

일이 처리되었다. 국가의 처분에서 종부의 입후는 모자관계를 맺는 데

있어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뿐 아니라, 종중에 의한 탈

종을 경계하기 위한 맥락에서도 옹호되었다. 조선후기 가문의 중요한 결

정들은 종중 남성들의 주도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여겨졌던 통념과 달리,

종부의 위치에 있었던 여성들이 입후에 영향력을 행사한 지점은 중요하

게 지적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 종부들은 종부로서의 지위 자체를 위협하는 가계계

승의 여러 이변들에 대응하여 자신의 입지를 지키고자 했다. 남편인 종

손이 부재한 상황에서 종부는 지손에 의한 탈종 위협, 시댁 어른에 의한

차자로의 移宗, 사망한 남편의 罷繼 등의 현실에 직면했고, 이는 모두 종

부의 지위 박탈이라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종부들

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에 문제제기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종자와 지

자의 구별을 강조하며 종자 계열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자신을 내세웠다.

종부의 주장은 국가와 지배층이 추구해 나간 종법적 가계계승 질서에 부

합하는 것이었기에 국가는 종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 결과 지손의 탈

종 죄는 엄중하게 다스려졌고, 종통은 적장에게로 다시 돌려졌으며, 파양

된 종손은 다시 종가로 입후됨으로써 종부들은 종가의 맏며느리 지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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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수반되는 의례적 위상과 경제적 권익을 지킬 수 있었다.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이 여성들은 종법적 가계계승 질서의 확산에 기여, 협력하

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그 대가로 안정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

었다.

종가에서의 첩자계승은 첩자를 봉사손으로 세우는 것을 기피하는 사회

적 분위기로 인해 비록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은 아니었지만, 이는 종

부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첩자계승을 도모했던 첩과 그에 대응하여 입후를 도모했던 종부

의 갈등이었다. 종부에게 있어 이 문제는 단순히 첩에 대해 적처의 위치

를 확고히 하는 것을 넘어, 종가의 맏며느리이자 종손의 어머니라는 지

위를 확실히 하는 문제와 관련되었다. 이 때문에 18세기에 崇善君 李澂

(1639∼1690)을 받드는 한 불천위 종가의 종부는 20여 년을 남편에게 소

박당했음에도 남편 사망 직후에 서둘러 돌아와 입후를 추진했던 것이다.

조선후기 사회에서 가계계승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는 것으로, 이는 해당 친족집단 전체의 문제였으며, 나아가 종법질서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국가적 문제이기도 했다. 이에 한 가문의 가계계승에

깊이 관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들은 해당 부계친족집단 내의 구

성원으로서는 물론, 종법적 가계계승 질서를 만들어가는 데도 일정한 기

여를 하며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주요어: 종부, 총부, 가계계승, 종자의 처, 봉사권, 입후권, 가계계승

분쟁

학 번 : 2014-3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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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문제제기

조선후기 사회는 흔히 ‘유교화’ 또는 ‘유교적 변환’이 이루어진 시기로,

적장자 중심의 부계질서 심화와 함께 친족제도 제 방면에서 전면적인 변

화를 겪었다고 이해되어 왔다.1) 이러한 부계‧남계 중심의 친족질서는 여

성들에게 배타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존재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여성사

분야에서는 조선시대 유교화와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 왔다. 무엇보다 가족제도의 측면에서 조선

시대 500년간은 동질적인 사회가 아니고 17세기 이전과 이후의 사회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강조되면서,2) 여성의 지위에 있어서도 조선전

기와 후기를 구분한 위에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조선전기 여성의 지위와 관련한 선구적 업적으로는 1960년대 김일미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주로 조선전기의 법제를 분석하여 고려의

유풍인 자녀윤회봉사, 자녀균분상속 등으로 인해 여성의 제사‧재산상속

상의 지위는 남성과 견줄 만큼 상당히 높았다고 평가하였고, 이는 당시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男歸女家의 혼인 풍습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

1) ‘유교화’ 또는 ‘유교적 변환’이라는 표현은 Martina Deuchler, 1992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이훈상 옮김, 2003 한국사회의 유교적 변환, 아카넷) 에서 가져왔
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일찍이 崔在錫, 1983 韓國家族制度史硏究, 一志社에서 주
장되었다.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 가족‧친족제도의 변천사를 다룬 이 연구에서
최재석은 17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한 상속제도의 변동을 주장하였다. 즉, 재산의 남녀
균분상속에서 장자우대상속으로의 변화, 제사의 남녀윤회봉사에서 장자단독봉사로의
변화 등은 17세기 중엽 이후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혼인제의 변화, 족보기재 방
식의 변화, 양자제의 보편화 등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 모든 변화는 유교의 종
법사상에 기반한 부계친족집단의 형성과 조직화 과정으로 설명되었다.

2) 최재석, 1983 위의 책.



- 2 -

었음을 밝혔다. 이러한 조선전기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동시기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3)

조선전기 여성의 지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이후 분재기와 족보 등

을 분석한 연구들에 의해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었다. 분재기를 통해서는

고려 말 夫邊과 妻邊 등으로 남편의 재산과 부인의 재산이 구분되어 별

도로 관리되던 관행이 조선전기까지 이어짐으로써 조선전기 처의 재산권

이 후기에 비해 강고했음이 밝혀졌다.4) 또 조선전기 족보 기재 방식에

있어서도 자녀를 아들과 딸의 구분 없이 출생 순으로 기재했다는 점, 사

위와 외손이 기록되었다는 점, 여성의 재가 사실을 기재했다는 점 등을

통해 당시 여성들의 가족 내에서의 역할과 지위가 긍정적으로 파악되었

다.5)

한편, 조선전기 여성들의 지위가 이처럼 긍정적으로 파악됨에 따라 종

법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여겨지는 17세기 이후 조선 여성들의 지

위는 그만큼 더욱 열악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조선전기 여성들이 ‘능

3) 金一美, 1969 ｢朝鮮前期의 男女均分相續制에 대하여｣ 梨大史苑 8. 남녀균분이라는
전통적 재산상속법제에서 여성의 지위는 제정민법 이후 1990년 민법 개정이전까지 여
성에게 인정된 재산상속상의 지위보다도 상당히 우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대
해서는 김은아, 2007 ｢조선전기 재산상속법제에서 여성의 지위｣ 법학연구 28 참조.

4) 서울대학교 도서관 소장 분재기를 비롯하여 총 123통의 분재기를 토대로 조선시대 재
산상속의 실제를 분석한 선구적 연구로는 최재석, 1972 ｢朝鮮時代의 相續制에 關한
硏究-分財記의 分析에 依한 接近｣ 역사학보 53‧54 合輯이 있다. 여기서 최재석은
17세기 중엽까지 父側 재산과 母側 재산이 구별되어 동등하게 의식되었음을 지적하였
다. 이후 조선전기의 상속제도를 당시의 사회변동과의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광범위
하게 고찰한 李樹健, 1991 ｢朝鮮前期의 社會變動과 相續制度｣ 역사학보 129의 연구
에서는 경북지방 분재기 분석을 통해 조선전기는 夫妻 또는 父母가 제각기 自己邊 재
산을 갖고 있는데다가, 평균 수명상 여자가 남자보다 늦게 죽기 때문에 한 집안의 분
재기상에 나타나는 財主는 夫(父)보다는 妻(母)가 많음을 보아, 재산권 행사에서 夫妻
‧父母가 거의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았다.; 文叔子, 2004 조선시대 재산상속
과 가족, 景仁文化社.

5) Edward Wagner, “Two Early Genealogies and Women’s Status in Early Yi
Dynasty Korea”, Laurel Kendall&Mark Peterson, Eds., 1983 Korean Women: View
from the Inner Room (New Haven: East Rock Press); 이남희, 2011 ｢조선 사회의
유교화(儒敎化)와 여성의 위상-15·16세기 족보를 중심으로｣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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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 ‘독립적’이라고 이해된 반면 후기의 여성들은 이와 대비되어 ‘수동

적’, ‘종속적’ 등 더욱 부정적인 시선으로 평가되었다.

대표적으로 마르티나 도이힐러는 17세기 이후 자리 잡은 부계친 중심

의 친족질서와 그로 인해 제사·상장례‧재산상속 등 제 방면에서 일어난

광범위한 ‘유교적 변환’은 여성들에게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

명하였다.6) 1990년대 이후 조선후기 여성들을 논한 연구들은 이러한 ‘유

교적 변환’을 염두에 두고 여성의 지위 축소를 강조하였고, 그 변화요인

과 과정을 규명하는 데 집중해 왔다.7)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자녀윤회봉사‧자녀균분상속에서 적장자우대

봉사‧상속으로의 변화를 통해 여성들은 점차 제사·재산 상속상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혼인 후 거주지도 처가살이에서 시집살이로 변화하면

서 여성은 친정과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깨지고 시집에 종속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또 전통적으로 남편의 재산과 별도로 관리되던 아내

의 상속재산은 점차 남편 집안에 귀속되면서 부인의 경제적 자립권은 축

소되었는데, 이는 가묘제의 확립을 통해 처의 신주를 온전히 남편의 가

묘에 봉안하도록 한 조치와 맞물려 진행되었다. 전반적으로 조선후기 여

성들은 부계 중심의 가족질서에서 주변부로 밀려나며 배제되었고, 친족

제도 제 방면에서 기존의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이해되어 왔다. 여성의

지위 축소는 곧 종법의 정착이 가져다주는 불가피한 결과로서,8) 17세기

이후의 조선은 여성사에서 그야말로 암흑기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조선후기 사회는 과연 유교에 기반한 부계질서가 확

6) Martina Deuchler, 1992 Ibid.
7) 이순구, 1994 ｢朝鮮初期 宗法의 수용과 女性地位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미해, 2010 유교 가부장제와 가족, 가산, 아카넷, 169쪽,
292쪽; 이은봉, 2018 ｢조선시대 婦權의 존재 양상 연구｣ 東洋古典硏究 73.

8) 池斗煥, 1994 朝鮮前期 儀禮硏究: 性理學 正統論을 中心으로, 서울大學校 出版部,
52-53쪽; 韓基範, 1997 ｢17世紀 女性의 宗法的 地位｣ 忠南史學 9,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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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게 자리 잡은 시대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큰

시사점을 준다. 정지영은 조선후기 사회를 ‘유교화’라는 단일한 통합적

틀 속에서 이해하는 논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한편에서는

주자학적 질서를 정착시키려는 제도적 장치들이 만들어지고 문화적 관행

들이 자리를 잡아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오래된 비유교적 전승들이 이

어지고, 그 사이의 긴장 속에서 다기한 반응들이 일어났던 시대로 읽을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9)

이와 함께 재산상속과 봉사, 혼속 등의 가족제도 제 분야에서 조선후

기에도 전통적 관행들이 지속되는 모습에 주목한 실증적인 연구 성과들

이 축적되어 왔다. 문숙자는 기존의 연구들이 실증적 분석을 결여한 채

조선후기 ‘종법질서의 강화’를 상정하면서 상속 관행도 그에 따른 이상적

인 변화패턴으로 이행했을 것으로 단정하는 경향을 비판하고, 적어도 분

재기상으로는 19세기 초까지 장자 위주의 재산상속이나 장자 단독봉사의

관행이 포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10) 이러한 속에서 조선후기에도

일부 여성들은 상속에서 전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여전히 남편과 별개로

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 처분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점이 강조되

었다.11)

한편, 조선후기 혼인풍속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연구들은 주자
가례의 예법과 달랐던 현실에 주목하여 전통적인 혼례였던 남귀여가혼

의 유제가 18, 19세기까지도 남아 있었음을 밝혔다.12) 또 18세기 여성이

9) 정지영, 2015 질서의 구축과 균열: 조선후기 호적과 여성들, 서강대학교 출판부,
40-44쪽.

10) 문숙자, 2019 ｢조선후기 균분상속의 균열과 그 이후의 상속관행｣ 국학연구 39.
11) 하영휘, 2008 양반의 사생활, 푸른역사, 122쪽.
12) 김건태, 2006 ｢19세기 단성지역의 결혼관행｣ 古文書硏究 28; 김정운, 2017 ｢17세기
경상도 사족의 혼례 방식｣ 韓國思想史學 56; 김정운, 2019 ｢18세기 경상도 사족의
혼례 방식｣ 지역과 역사 44; 정진영, 2019 ｢대구지역 한 양반가의 일기자료를 통해
본 18세기 혼인풍속-百弗庵 崔興遠의『曆中日記』(1735∼1786)를 중심으로｣ 古文書
硏究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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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남긴 자전적 기록을 통해 혼인 후 시집을 중심으로 생활하면서도

친정과 긴밀한 유대를 유지했던 조선후기 여성의 모습을 조명한 연구도

제출되었다.13) 이들 연구는 혼인한 딸을 ‘출가외인’이라고 한다거나, 조선

후기 여성들이 시집에 종속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른바 ‘시집살이’에

대한 종래의 이해와 달리, 혼인 후에도 여성들은 여전히 친정과 긴밀한

유대감을 갖고 있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

아가 이상의 연구들은 조선후기 사회에서 유교화 정책과 지배 담론 등에

반영된 유교적 이상과 실제 당대인들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고 고

민할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조선후기 사회가 일면적으로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면, 조선후기 여성의 지위 전반에 대해서도 당시의 역사적 문맥과

구체적인 실상 속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조선전기

여성들과 비교하여 조선후기 여성들의 지위고하를 논하는 작업은 더 이

상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김경숙은 조선후기 사회는 성리학

이념이 지배하는 사회였지만, 그 영향의 정도는 신분층에 따라 상당한

격차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들 각각의 삶은 다양한 모습들을 띠고 있었음

에 주목하였다.14) 정지영은 부계질서 하에서도 여성들의 신분, 생애주기,

혼인관계 등 여성들 내의 차이를 파악한 위에서 여성들의 위치에 따라

여성 지위의 변화와 의미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조선후기에 부계질서가 확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단지 그 추세에

떠밀려 자신의 몫을 빼앗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영역을 확보했던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다.15)

13) 김경미, 2009 ｢18세기 여성의 친정, 시집과의 유대 또는 거리에 대하여｣ 한국고전연
구 19.

14) 김경숙, 2005 ｢조선후기 여성의 呈訴活動｣ 한국문화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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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흐름과 함께 가족관계 내에서 딸, 며느리, 부인, 어머니로

서의 위치에 따른 여성들의 역할과 지위 변화를 면밀하게 고찰하고, 변

화되는 현실에 적응하면서 그 속에서 입지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던 여성

들의 모습에 주목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순구는 혼인 후 거주형태의

변화와 함께 여성들이 딸에서 며느리로의 정체성 변화를 겪었음에 주목,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 여성들의 실제 생활 변화와 그에 대한 대처 상황

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여성들이 딸에서 며느리로 정체성 변화를

겪은 것이 여성들에게 반드시 불리했다고 말할 수 없다. 조선후기 부계

적 가문이 중요해지면서 문중에서 종부는 종손과 함께 집안의 중심이 되

었고, 이에 따라 며느리의 위치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여

성들은 거주지가 시집으로 바뀌는 변화에 대응하여 며느리로서의 위치와

역할에 집중하면서 집안 운영이나 재산권 행사에 매우 적극적이었다.16)

며느리의 위상 강화와 관련하여 조선후기 별급문기 분석을 통해 17세기

후반 이후로 딸과 사위에 대한 재산 별급 비중은 줄어든 반면, 며느리에

대한 별급 비중은 높아져 갔음을 밝힌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17)

여성의 지위 변화와 관련하여 처와 어머니로서의 위치에 주목한 연구

들도 제출되었다. 김윤정은 조선중기 여성제례의 변화에 주목하여 가묘

제의 확립을 통해 고모, 자매, 딸로서의 봉사권은 제약되었지만, 아내이

자 아들의 어머니로서 여성의 지위가 강조된 측면을 강조하였다.18) 또

조선후기에도 모계는 여전히 엘리트의 신분을 물려주고 합법화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에, 여성의 처로서의 위상은 변함없이 사회에서 존중받으

15) 정지영, 2001 ｢朝鮮後期의 女性戶主 硏究: 『慶尙道丹城縣戶籍臺帳』의 분석을 중심
으로｣, 서강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정지영, 2015, 앞의 책, 50-51쪽.

16) 이순구, 2005 ｢조선시대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이순
구, 2015 ｢조선 전기 ‘딸에서 며느리로’ 정체성 변화와 재산권-경주 양동마을을 중심
으로-｣ 여성과 역사 23.

17) 손계영, 2019 ｢조선시대 별급別給 분재의 사유와 변화 양상｣ 국학연구 39.
18) 김윤정, 2009 ｢조선중기 가묘제와 여성제례의 변화｣ 국학연구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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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족보상의 중요성을 유지했다는 주장들이 있고,19) 이는 17세기 후반

이후 족보에서 처 정보 기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을 통해 실

증적으로 뒷받침되었다.20) 조은은 조선전기 재산상속 쟁송과 담론의 분

석을 통해 이미 조선전기부터 가부장적 가족질서가 확립되는 과정 속에

서 여성의 지위가 ‘남편의 부인’에서 ‘아들의 어머니’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었음을 밝혔다.21) 정지영은 이러한 변화를 조선후기 호적대장에서 여

성이 그 남편이 죽은 뒤에 호주로 기재되던 것에서 18세기 이후에는 아

들의 어머니로 그 기재 방식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확인하였다.22)

부계질서가 강화됨에 따라 여성들이 딸로서의 권리는 잃어갔지만, 남

편 집안 내에서 보장되는 적처로서의 위상, 며느리로서의 권리, 아들의

어머니로서의 위치는 오히려 강화된 측면이 있다는 점은 비교적 최근의

연구에서도 강조된 바가 있다.23) 이상의 연구들은 조선후기 여성의 지위

는 단순하게 논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여

성사 연구의 지평을 넓혔음은 물론, 조선후기 사회의 성격과 구조를 밝

히는 데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

본 논문도 기본적으로는 조선후기 여성들의 지위를 당대의 역사적 문

맥과 실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19) 마르티나 도이힐러 저, 김우영, 문옥표 옮김, 2018, 조상의 눈 아래에서: 한국의 친
족, 신분 그리고 지역성, 너머북스, 716쪽.

20) 강나은, 2021 ｢조선 후기 족보의 여성 정보 등재 추이와 그 의미: 安東權氏族譜(1476
∼1907)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1) 조은, 2000 ｢가부장적 질서화와 부인권의 약화-조선전기 재산상속 분쟁 사례를 중심
으로｣ 한국여성학 16.

22) 정지영, 2001, 앞의 박사학위논문.
23) Hwa Yeong Wang, 2018 “Confucianism and Rituals for Women in Choson Korea:
A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Binghamton
Universit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p.42-43. 왕화영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송시열의 예론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송시열의 여성을 대상
으로 한 碑誌文 유형의 글들을 분석하여 송시열의 여성인식에 대한 부정적 관점을 수
정하고자 한 연구로는 윤경희, 2012 ｢尤庵 宋時烈의 女性認識 再考-碑誌文, 祭文, 行
狀 등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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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에서 살폈듯이 여성들이 가족관계 내에서 각각 처해진 위치에 따

라 맡은 바의 역할과 권한이 있다는 점과 여성 고유 영역의 노동과 경제

활동의 내용 및 그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24) 그러나

여성들이 ‘사적 공간’에서 가계경영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권한을 행사했

던 모습이 강조되면서도,25) 조선후기 집안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계계승에서 여성들은 여전히 배제되는 주변적인 존재로 그려진다는 문

제가 남아 있다.26) 이는 가계계승 문제가 ‘사적인 영역’ 내에서도 가문의

사회적 위상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여성들이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는 이해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조선후기 가계계승의 실상과 성격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가문 내 여성들을 시야에 넣고 종합적으로 이

24) 여성생활사 연구의 저변 확대와 함께 조선후기 여성들의 가사노동, 직조노동 및 다
양한 경제활동의 내용과 그 의미를 밝힌 연구들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이와 관련
해서는 김성희, 2002 한국여성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의 역사, 신정; 황수연, 2003
｢17세기 사족 여성의 생활과 문화: 묘지명, 행장, 제문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
학연구 6; 한효정 2007 ｢17世紀前後 兩班家 婦人의 經濟活動 硏究｣,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남미혜, 2010 조선시대 양잠업 연구, 지식산업사; 김경미, 2012 家와
여성: 18세기 여성 생활과 문화, 여이연; 김경미, 2012 ｢조선후기 여성의 노동과 경
제활동: 18∼19세기 양반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8; 강혜선, 2012 ｢조선후기
사족 여성의 경제활동과 문학적 형상화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 등 참조.

25) 김현숙, 2018 조선의 여성, 가계부를 쓰다: 종부의 치산과 가계경영, 경인문화사,
57-59쪽. 이에 따르면 가계경영권이란 가사에 필요한 재화의 처분권, 노비 인사권, 노
동력 배분권, 그리고 가사 운영권 등을 의미한다.

26) 은기수는 호구기록을 통해 조선후기 의성김씨 종가의 가계계승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연구에서 종손이 사망한 후에 후사를 들이기까지 과부인 종부가 일시적으로
호주 역할을 했던 모습에 주목하여, 가계를 계승하는 과정에서 홀로 남은 처가 일종
의 중간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은기수, ｢가계계승의 다양성과‘종족전
략’｣, 문옥표 외, 2004 조선양반의 생활세계: 義城 金氏 川前派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
로, 백선사당) 조선후기 여성호주 문제 역시 가계계승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관련하
여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주제지만, 본고에서는 제사와 양자제도 등 가계계승을 성
립시키는 종법적 예제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조선후기 여성호주의 변화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정지영, 2001 앞의 박사학위논문; 정지영, 2002 ｢조선후기
호주승계방식의 변화와 종법질서의 확산: 17‧8세기 단성호적에 나타난 과부와 그
아들의 지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8(2); 김경란, 2003 ｢조선후기 단성현호적대
장의 여성파악 실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손병규, 2007 호적: 1606∼
1923 호구기록으로 본 조선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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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의 가계계승은 종법의 원리에 따른 적장자의 제사승계를 원칙

으로 한다. 특히 조선후기 제사에는 사후봉양의 의미를 넘어 종법적 가

계계승의 의미가 강화되어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27) 본 논문에서는 조선

후기 여성들 가운데 가계계승 문제와 가장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맏며느리, 그 가운데서도 종가의 맏며느리인 종부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가계계승과 여성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계‧남계 중심의 가계계승 질서가 확산될수록 여성들의 입지는 축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관련 연구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

해서는 조선전기 여성들과의 비교 속에서 후기 여성들의 지위고하를 논

하는 작업을 넘어서서, 부계질서의 강화라는 거부할 수 없는 물결 속에

서 여성들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

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는 그들

이 어떻게 생애 전략을 구사하고 살아남았는가의 문제를 통해 새로운 각

도로 조명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28)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종부들은 모두 남편을 여읜 과부들이다. 조선에

서 과부가 된 여성들이 재혼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곧 죽은 남편의

집안을 떠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여성들은 제한적이나마 사

망한 남편을 대신하여 남성의 영역에 설 수 있는 것이었고, 이런 점에서

과부들은 남편이 있는 부녀와 기본적으로 다른 입지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한 과부들은 조선시대의 주자학적 규범이라는 틀 속에서 강한 규제

를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규범의 문지방을 넘나들 수 있는 존재이기

도 했다. 즉, 다양한 처지 속에 있던 과부들은 지배 규범에 협력하거나

27) 정긍식, 1996 ｢朝鮮初期 祭祀承繼法制의 成立에 관한 硏究｣ 서울大學校 법학과 박사
학위논문; 정긍식, 2010 ｢朝鮮時代의 家系繼承法制｣ 서울대학교 法學 51(2).

28) 정지영, 2015 앞의 책,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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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것을 고수하거나 또는 그 사이를 오가면서, 자신의 여건에 따라 적

절한 틈새를 비집고 자리를 마련하며 살았다.29)

본고는 조선시대 과부들의 미묘한 위치를 고려한 위에서 조선후기 과

부가 된 종부들은 지배적인 종법질서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며 살아갔

는가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는 이들이 종가의 맏며느리라는 위치에서

종가의 화두인 가계계승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

해 나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배적인 가계계승 질서와 어떤 방식

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조선후기

여성들이 당대의 종법적 지배질서와 그 원리를 실제 삶 속에서 어느 정

도로, 어떤 방식으로 구현하고 있었는지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29) 정지영, 위의 책, 279-285쪽, 376-3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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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동향

조선후기에는 적장자의 제사‧재산상속상 지위와 역할이 중시됨에 따라

그 처이자 맏며느리였던 여성들의 위상도 함께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조선시대 맏며느리와 관련해서는 조선 전‧중기의 ‘冢婦’와 조선후기의

‘宗婦’로 나뉘어 별도의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총부와 관련해서는 조선전기 총부권의 내용과 그 이후의 변화들이 주

로 다루어졌다. 일찍이 초기 가족제도 연구에서는 총부에 주목하여 조선

전기에 총부의 主祭權과 立後權이 인정되었음을 간단하게 언급하였다.30)

주제권은 남편이 자식 없이 사망하면 스스로 남편과 그 선대의 제사를

주관할 권한을, 입후권은 남편의 후사를 세우는 권한을 의미했다.

이후로 총부에 대한 연구는 주제권과 입후권으로 대표되는 총부권을

중심으로 조선 전‧중기에 집중되어 이루어졌다. 당시에 적장자가 후사

없이 사망한 경우의 제사승계 방식은 관행으로 인정되던 冢婦主祭와 법

으로 규정된 兄亡弟及 및 立後 등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형망제급은 적

장자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경우 次子가 가계를 승계하는 방식이

고, 입후는 ‘후사를 세운다’는 뜻으로 아들 없는 사람이 양자를 세워 가

계를 승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조선에서 입후는 남편의 부계친족 중

소목에 합당한 자를 입양하여 가계계승자로 삼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

가운데 입후가 17세기 이후 가장 일반적인 가계계승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된다.31) 이러한 속에서 총부와 관련해서는 총부주제에 대한 논란, 총부권

30) 金斗憲, 1969 韓國家族制度硏究, 서울大學校 出版部, 270-276쪽.
31) 조선후기로 갈수록 형망제급보다 입후가 우선하게 된 원인에 대한 대표적인 해석으
로는 혈통보다 종통 계승을 중시하는 적계주의적 정통론의 일반화(지두환, 1984 ｢朝
鮮前期의 宗法制度 理解過程｣ 泰東古典硏究 1), 의리론적‧명분론적 예제의 강화(박
연호, 1990 ｢조선전기 사대부례(士大夫禮)의 변화양상-「가례(家禮)」와 종자법(宗子
法)을 중심으로｣ 청계사학 7) 등이 있다.



- 12 -

과 형망제급의 갈등, 입후의 보편화에 있어서 총부의 역할 등의 문제들

이 다루어졌다.

이순구는 중국과 다른 조선 총부의 고유한 특징을 드러내며 조선중기

까지 강했던 총부권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였다.32) 제사를 담당하

는 主人의 처로서 제사를 준비하는 역할만을 하며 제사의 주관이나 상속

에 관여하는 경우는 없었던 중국 고례의 총부와 달리, 조선의 총부는 남

편이 자식 없이 사망하더라도 남편과 그 조상의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소위 ‘冢婦主祭’의 관습은 제사상속에서

딸이 중시되는 사회적 관습과 부계 의식이 강하지 않던 조선전기의 분위

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종법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부

계질서가 강화되는 조선 중엽에 이르러 총부주제는 많은 논란거리를 야

기하였다.

그러나 총부의 입후권은 남편의 친족 중에서 후사를 정한다는 점에서

적계 중심의 가계계승이라는 종법 원칙에 부합했기 때문에 보장될 수 있

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순구는 총부의 입후는 적계를 세워 가문의

종통을 이어나가는 가계계승적 제사상속에 부합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도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33) 박경은

16세기 조정에서 유교적 친족질서를 정착시키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전개

된 총부권 논의를 검토하였고, 논의의 결과는 사헌부와 사간원 관원들의

주도로 총부의 입후권 보장을 통해 적계 종통 계승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보았다.34) 한기범은 17세기로 그 시기를 넓혀 禮家들의 예설

을 통해 적계주의적 종법론을 중시하는 맥락에서 총부의 입후권이 보장

32) 이순구, 1996 ｢朝鮮中期 冢婦權과 立後의 강화｣ 古文書硏究 9.
33) 이순구, 1996, 위의 논문.
34) 박경, 2011 ｢16세기 유교적 친족질서 정착 과정에서의 冢婦權논의｣ 朝鮮時代史學報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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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측면을 검토하였다.35)

위의 관점에서 이순구는 조선중기 형망제급이 축소되고 입후가 확대되

는 원인으로 기존에 강조되었던 이념적 요인보다 현실적 요인에 주목하

여, 생존을 위해 입후권을 지키려는 총부의 노력과 이를 보장해주려는

조정의 노력에 의해 입후가 보편화되었음을 주장하였다.36) 김윤정은 총

부권과 형망제급이 갈등과 절충을 거쳐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통해 종법

질서가 뿌리내리는 과정을 검토하였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유지

하기 위해 입후제의 확대를 주도하였던 총부의 모습을 조명하였다.37) 이

상의 연구들은 입후의 확대라는 사회예속의 변화에 있어 총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상에서 살폈듯이 총부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조선 전‧중기에 집

중되어 있다. 선행연구들은 주제권과 입후권으로 대표되는 총부권은 종

법질서가 심화되기 전인 조선중기까지 강했고, 종법의 강화와 함께 총부

를 비롯한 여성들은 제사승계에서 차츰 배제되어 갈 수 밖에 없었다고

이해한다.38) 이에 따라 조선후기에는 총부권의 소멸이 기정사실화되었

다.39)

한편, 조선후기의 맏며느리 연구는 종가의 맏며느리인 宗婦의 위상과

역할에 집중되었다. 제사승계를 통한 가계계승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조

선후기 종가에서는 제사를 주관하는 적장자인 종자[종손]의 지위가 중시

되었고, 그 처는 종부로서 존중받았다. 종부는 종손과 함께 집안의 중심

이 되었고, 종중은 종손만이 아니라 종부가 함께 존재해야 온전하게 운

35) 한기범, 1997 앞의 논문.
36) 이순구, 1996, 앞의 논문.
37) 김윤정, 2002 ｢朝鮮中期 祭祀承繼와 兄亡弟及의 변화｣ 朝鮮時代史學報 20.
38) 김윤정, 2002 위의 논문, 17쪽; 이순구, 1996 앞의 논문, 275쪽.
39) Martina Deuchler, 1992 Ibid., p.161; 이숙인, ｢『주자가례』와 조선 중기의 제례 문
화-결속과 배제의 정치학-｣, 이혜순 외, 2008 조선 중기 예학 사상과 일상 문화-주
자가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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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될 수 있었다.40)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 종부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는 많이 없는 편이고, 존재하는 연구들도 19세기와 근현대

종부들에 집중되어 있다.

김현숙은 호서 지역 유력한 양반가로 세거하였던 안동김씨 선원파 金

好根의 부인 杞溪俞氏(1818∼1875)에 주목하여 19세기 중반 종부의 실상

을 확인하였다. 그는 유씨 부인이 종부의 주된 의무인 봉제사 접빈객 뿐

아니라, 다양한 상품의 제작과 유통 및 대부업 활동 등을 통해 가계경제

를 운영하고, 사회적 자본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측면에 주목하였다. 접빈

객을 통한 사회적 네트워크 관리는 남편과 자식의 입시와 영달, 배타적

통혼권과 기득권 유지, 양반의 사회적 위상 유지 등의 목적을 위해 이루

어졌다고 파악하였다.41)

박미해는 은진송씨 집안의 종부이자 우암 송시열 17대 지손의 부인인

韓氏(1896∼1960)의 가내 역할 검토를 통해 조선후기 여성 지위의 실제

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종부로서의 역할은 시부모봉양, 봉제사, 접빈객을

들었고, 그 외에 아씨마님으로서 하인통솔, 아내로서 남편 내조, 어머니

로서 자녀양육에 힘쓰면서 가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강조하였

다.42)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드러나는 종부의 역할은 대부분 일반 사족

여성들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것들로써 종가의 맏며느리라는 종부의 특수

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현주의 연구는 19세기 한 종가가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성이

종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들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이러

한 한계를 극복했다고 평가된다. 그는 해남윤씨가 8대 종부인 光州李氏

40) 이순구, 2015 앞의 논문, 63쪽.
41) 김현숙, 2018 앞의 책.
42) 박미해, 1997 ｢洪道町 宗婦의 役割: 조선후기 여성의 지위에 관한 試論｣ 家族學 論
集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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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1863)가 남긴 한글편지를 통해 일찍 남편을 여읜 종부가 입후권

과 경제권 행사를 통해 종가에서의 입지를 유지하고자 했던 모습, 그리

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시숙과의 갈등 상황들을 포착하였다.43)

이상에서 살펴본 종부 연구들은 조선후기 여성 지위의 실제와 관련하

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었지만, 종법질서의 보편화와 함께 종부가 집

안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종부의 지위와

역할의 실상은 어떠했는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구명해야

할 과제가 많다.

첫 번째로는 이전 시기 총부권과의 연속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조선의

총부와 종부는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

에서 양자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단절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는 문

제가 있다. 물론 총부는 일반 맏며느리를, 종부는 종가의 맏며느리를 가

리키는 말로 양자는 종법적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를 지니고 있지

만, 모두 조선시대의 맏며느리를 의미하는 개념이었다. 따라서 총부와 종

부에 대한 단절적인 연구경향은 조선시대 맏며느리에 대한 통시적인 이

해를 어렵게 만든다. 무엇보다 이는 조선중기 이후로 총부권이 소멸하고,

조선후기에는 종부의 위상이 강화된다는 기존의 다소 모순적인 설명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총

부와 종부는 조선시대의 역사적인 큰 흐름 속에서 유기적으로 설명될 필

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종부와 가계계승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들에서 종부의 주된 의무이자 권리로 봉제사를 들고 있지만, 그 내

용은 제수음식을 준비하고 종손인 남편을 도와 제사를 수행하는 역할에

한정된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종부들은 남편을 여읜 후에도 가계계승 문

43) 이현주, 2018 ｢한글편지에 나타난 해남윤씨가 8대 종부 광주이씨의 가문경영｣ 東洋
古典硏究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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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지점

에서도 이전 시기 총부권과의 연속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조선후기 가계

계승의 핵심에는 봉사와 입후 문제가 있었고, 총부권의 주축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주제권과 입후권이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종부와 가계계승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이유는 그

동안 조선후기 부계질서의 강화 속에서 배제된 여성들에 주목해왔기 때

문이라 생각된다. 17세기를 기점으로 부계 중심의 상속제 강화 및 부계

친족집단의 발달이 정설로 자리 잡게 되면서 이에 따른 제사‧재산상속에

서 딸과 외손의 배제, 입양 결정에 있어서 妻族의 제외 등, 조선후기 가

계계승 문제에서 배제되는 여성들이 주목되었다. 더욱이 조선후기 가문

에서 가장 중시되었던 종통 승계라는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이 개입할 여

지는 없다고 여겨졌다. 본고는 부계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가려져 있던

조선후기 가계계승과 여성의 관계맺음 양상과 그 의미를 종부를 중심으

로 면밀하게 검토해보고자 한다.44)

세 번째로는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부와 관련된 다양한 가계계

승 사례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유형화해 볼 필요가 있다. 앞

에서 살폈듯이 기존 연구들은 19세기 특정 가문의 종부 한 명을 대상으

로 삼아 개별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개별 가문의 상황

과 종부의 활동에 대해 심도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긍

44) 이러한 문제의식에 도움을 준 연구로는 중국 송대부터 청대까지 혼인, 입후, 義田을
중심으로 종족과 여성의 관계를 분석한 Jenny Dennerline, “Marriage, Adoption, and
Charity in the Development of Lineages in Wu-hsi from Sung to Ch’ing” in
Patricia Buckley Ebrey, James L. Watson, 1986 Kinship Organization in Late
Imperial China 1000-194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가 있다. 이 연구는 종법
질서의 확산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여성(“reactor”)이 아닌 종족활동에 적절히 기여
하면서 종법질서의 유지 및 확산에 기여한 여성의 모습(“transactor”)에 주목하면서,
여성이 중국 부계친족집단의 공적 구조(formal structure)와 거의 관련성이 없고, 친족
재산을 운영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기존 패러다임에 반박하면
서 과부들이 남편 종족집단의 경제적 터전인 의전을 마련하거나 경영하는 데에 결정
적인 역할을 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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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이지만, 조선후기 종부들의 전반적인 모습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기와 대상을 확장하여 관련 사례들을 풍부하게 다룰 필

요가 있다.

특히 종부가 개입된 가계계승 분쟁 사례들은 종부의 행위성과 이해관

계 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역사학계에서는 종부가 관계된 가계계승 분쟁에 대해서 거의 연구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 단지 문학 분야에서 가문소설로 분류되는 조선후기 소

설을 통해 여성과 관련된 갈등을 다룬 연구들이 제출되었다. 총부가 남

편 친족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집안의 후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주도

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형상화된 방식,45) 양자를 들인 이후에 태어난

친생자를 봉사손으로 만들기 위해 양자를 제거하려는 여성의 모습,46) 장

자와 차자의 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중재하여 몸소 가문 통합을 위한 중

재자의 역할을 하는 종부의 모습,47) 대하소설에서 여성 인물들이 집안

내 종통 갈등을 유발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모습 등에 주목한 연구들

이 있다.48)

이상의 연구들이 주 자료로 삼은 소설은 현실의 어느 한 측면을 강하

게 예각화하는 등 재현되는 세계를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과장과 비약이

45) 조광국, 2012 ｢<사씨남정기>의 사정옥: 총부(冢婦) 캐릭터-예제(禮制)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4. 이 연구는 17세기 후반 서포 김만중의 <사씨남
정기> 분석을 통해 기존에 ‘正室’이미지로만 파악되던 사정옥이라는 인물을 서포가
‘총부’캐릭터로 창출해낸 방식에 주목하여 서포의 총부권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였다.
서포는 유씨가의 누대 독자 유연수와 그의 처 사정옥이 아들이 없어 가문 유지 및 조
상봉사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을 서사 전개의 발단으로 삼고, 후사 문제의 해
결이 가시화되기까지 일련의 사태를 담아냈다. 이 연구는 서포가 유씨가의 현안인 후
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총부 사정옥을 설정했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정옥은 시고모, 첩실, 가장에 대한 총부권 제고라는 방식
으로 형상화되었다고 보았다. 이는 곧 서포가 17세기 예제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총
부권 옹호의 견해를 취한 것이라고 보았다.

46) 박영희, 2001 ｢嚴氏孝門淸行錄에 나타난 葛藤樣相과 의미｣ 어문연구 110.
47) 이원수, 2008 ｢｢창선감의록｣, 장자상속제와 사대부가의 고민｣ 語文學 100.
48) 장시광, 2009 ｢대하소설의 여성과 법-종통, 입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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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될 수 있지만,49) 사대부 집안의 가계계승 문제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안을 소재로 다뤘다는 점에서 당시 사대부가의 문제의식과 고민, 그리

고 특히 갈등에 깊이 개입된 여성들의 현실을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다

고 생각된다. 그러나 종통에 개입한 여성들이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

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을 ‘정통론적 종법’에 의해 배척된 존재로 이

해하거나,50) ‘종법제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평가들은51) 기존 역사학계에

서 종법적 가계계승과 여성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고 생각된다. 본고는 문학 자료의 분석을 넘어 실제 현실 속 문제들을

통해 조선후기 가계계승과 여성의 관계를 재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선후기 가계계승에서 나타나는 비유교적 관

행들을 마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선후기에도 장자가 아닌 차자의 가

계계승이나 적자가 아닌 첩자계승이 여전히 존재했고, 또 결혼한 여성들

이 친정의 가계계승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사실 등은 조선후기

적장자 중심의 가계계승이나 부계질서가 완전히 정착했다고 볼 수 없는

근거가 된다. 다시 말하면, 조선후기에도 종법적 가계계승 질서는 여전히

구축되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다.52)

49) 장시광, 위 논문, 165쪽.
50) 박영희의 연구는 <嚴氏孝門淸行錄>에서 계후자와 이후에 태어난 친생자 사이에서
계후자를 옹호하는 가부장과 친생자를 옹호하는 최부인의 갈등에 주목, 이는 곧 당시
오랜 논쟁거리였던 혈통중심적 종통주의와 정통론적 정통주의의 갈등을 형상화한다고
보았다. 최부인의 혈통위주의 종법의식은 끝내 가부장에 의해 배척된다는 점에서 종
통은 철저히 의리명분에 맞는 정통론적 종법을 따라 이어져야 한다는 조선후기의 종
법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박영희, 2001 앞의 논문)

51) 장시광은 ｢소씨삼대록｣, ｢명주보월빙｣, ｢성현공숙렬기｣, ｢완월회맹연｣ 등의 대하소설
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이 집안의 종통 문제에 깊이 개입하여 갈등을 유발하는 다양
한 행위들에 주목하지만, 이들 여성들이 결국에는 모두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는 점
에서 ‘종법제의 희생양’이라고 보았고, 종법제의 굳건함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이
들 여성이 동원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장시광, 2009 앞의 논문, 134-136쪽,
142-146쪽, 169-172쪽.)

52) 정지영은 근대적 사유체계에서 조선후기 사회를 하나의 통합체로 단순하게 설명하는
방식을 비판하면서, 조선후기 사회의 유교적 지배담론을 ‘뿌리 깊은 것’으로 보는 전
제를 유보하고 ‘구축 중’인 상태에 있는, 불안정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
다.(정지영, 2015 앞의 책)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당시를 살아갔던 여성들과 지배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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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종법적 가계계승 질서가 지배적인 것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있어 종부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며 역할을 했는지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이는 조선후기의 지배질서와 여성의 관계를 단순히

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보호’ 또는 ‘억압’이라고 보는 관점을 넘어서서 양

자의 상호작용 방식과 그 역동성을 포착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53)

의 역동적인 관계를 포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53) 조선시대 여성과 유교의 관계를 ‘보호’와 ‘억압’이라는 대립되는 관점으로 보는 시각
은 유교적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과 페미니즘의 입장 사이의 논쟁에서 비롯되었다. 그
러나 두 가지 입장 모두 조선시대 여성의 입장과 지위의 실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
근거하기보다는 유교 및 전통에 대한 근대적 가치 판단에 따른 평가라는 점에서 재고
될 필요가 있다. (정지영, 위의 책, 46-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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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 구성 및 내용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다음과 같이 3장의 구성으로 내용

을 전개한다.

1장에서는 조선시대 맏며느리의 개념과 지위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선시대 총부와 종부 개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 혼용된다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고,54) 또 실제에서도 혼용되는 경우들

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종부는 종법 질서에 의해 부여된 위치라는 점에

서 총부와 종부는 시기에 따라, 사회 성격에 따라 엄밀하게 구분되어 논

해질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조선시대 맏며느리를 의미했던 총부와 종부 개념을

구분하여 정리하면서, 특히 본 논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종부 개념을 명

확히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종부의 기원이 되는 중국 고대의 종법 및

조선에서 수용‧변용된 종법의 내용, 그리고 조선후기 종가의 특성에 대

해 간단히 설명한다. 다음으로 조선에 고유한 총부법의 내용 및 조선중

기를 기점으로 그것이 논란이 된 배경과 이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조

선후기 ‘종부권’을 이해하는 토대로 삼고자 한다. 나아가 종법질서 이전

의 총부권에서 이후의 종부권으로의 전환이 지니는 의미를 시기에 따른

가계계승 의식의 변화, 종중의 발달, 맏며느리의 의례적 위상 변화 등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검토해보도록 한다.

2장에서는 종부권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에 대한 예학적 근거를 살펴

보기 위해 종부의 봉사권과 입후권에 대한 예학자들의 논의를 검토하고

자 한다. 논의가 지니는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이전시기

총부권 문제와의 연속선상에서 관련 담론들을 검토하도록 한다. 자료는

54) 이순구, 1996 앞의 논문, 255쪽; 한기범, 1997 앞의 논문,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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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집과 예서 등을 주로 활용하였다.

먼저 종부의 봉사권 관련해서는 종자가 아들 없이 사망하고 종손을 입

후하기 전까지 누가 상제례를 주관해야하는지의 문제를 두고 종자의 처,

즉 종부가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과 남자 친족이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

사이의 논쟁을 살펴보도록 한다. 각 입장의 주장과 그것의 기반이 된 명

분과 논리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부인봉사가 비록 예외

적일지라도 쉽게 소멸되지 못하고 19세기 중후반까지 논의되었던 이유를

해명하고자 한다.

종부의 입후권과 관련해서는 ‘兄亡弟及後 兄妻立後’의 문제, 즉 형이

사망하고 아우가 뒤를 이었는데 뒤늦게 형수인 맏며느리가 입후를 했을

경우에 누구를 봉사손으로 정할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조선중기와 후기에

나타난 담론의 차이와 그 특징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조선후기 종법적 가계계승 질서 속에서 종부에게 부여된 위치와 그

에 따른 역할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 종부 개개인이 관계된 가계계승

분쟁의 다양한 양상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승정원일기, 조
선왕조실록, 일성록 등의 연대기 자료 뿐 아니라 규장각본 別繼後謄
錄,55) 고문서 등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활용하였다. “繼後謄錄”은 예조에

서 입후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일반적인 계후 사실을 수록한 계후등록과 특별한 계후 사실 및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어 조정에서 논의된 계후 사례들을 주로 수록한 별계후
등록으로 분류된다.56) 본고에서는 가계계승 분쟁 사례들이 풍부하게 수

55) 별계후등록은 총 10책으로 그 중 9책이 규장각에, 나머지 1책이 장서각에 소장되
어 있다. 장서각본은 표제상으로는 계후등록이지만 그 성격은 “별계후등록”과 동일
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민정, 2014 ｢『繼後謄錄』의 기술방식과 法外繼後에 대
한 재검토｣ 史學硏究 113, 211-212쪽.)

56) 이는 대체적인 경향성일 뿐이고, 계후등록과 별계후등록이 이와 같이 이분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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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된 별계후등록만을 활용하였다.57)
먼저 염두에 둘 것은 여성들이 연관된 가계계승 분쟁 사례들이 일반적

으로 나타나는 일들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계후 사실을

기록한 계후등록이 특별한 사실이나 분쟁 등을 기록한 별계후등록에
비해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으로도 쉽게 파악된다.58) 비록 일

반적인 사례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성들이 관계된 분쟁 사례들은 가계

계승을 주도한 남성 종중 집단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던 여성의 주체성과

목소리, 생존전략 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종부와 관련된 가계계승 분쟁의 다양한 사례들을 유형화

하고, 구체적인 사건들의 전개를 추적함으로써 해당 분쟁의 특징을 파악

해보고자 한다. 특히 종부라는 위치에서 여성들이 마주할 수 있었던 갈

등 상황과 그 속에서 그들의 대응 방식 및 주장의 논리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해당 분쟁에 대한 국가의 판결을 통해 조선후

기 국가와 지배층은 종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종부는 그 속에

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종부들

이 당시의 지배적인 가계계승 질서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는

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으로만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후등록에는 법전의 조문에 맞지 않은 특별
사례가 수록되어 있기도 하고, 별계후등록에도 법전의 조문에 부합하는 일반 사례
들도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민정, 2014 위 논문, 209쪽.)

57) 별계후등록의 표제는 ‘法外繼後謄錄’으로, 법전의 입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계후
사실들을 주로 수록하였다. 법외계후에 속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1)
첩자가 있으나 동종의 적자를 입후하는 경우, 2) 양쪽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한 사안
으로 한쪽 내지 양쪽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나 생가가 반대하는 경우, 3) 계후자가
同宗支子에 해당되지 않은 사안으로 長子, 獨子 또는 亡子의 경우이다. 이외에도 별
계후등록에는 가계승계를 둘러싼 가문 내의 갈등이 법적분쟁으로 확대된 경우, 罷繼
를 청원한 경우 등 다양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다. (고민정, 2014, 위 논문 참조.)

58) 현존하는 계후등록(31책)은 17∼19세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 14,976건의 계후 사실
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별계후등록은 10책으로, 1,570건이 수록되어 있다. (고
민정, 2014, 위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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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조선시대 맏며느리 지위의 변화

조선시대 맏며느리를 의미하는 ‘총부’와 ‘종부’는 그 개념이 혼용되는 것

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총부는 종법적 의미가 반영되지 않은

일반 맏며느리를, 종부는 종법적 의미가 반영된 종가의 맏며느리를 의미한

다는 점에서 양자는 시기에 따라, 사회 성격에 따라 엄밀하게 구분되어 논

해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종부는 종법질서가 심화되고 종가가 발달한 조

선후기 기록에 집중되어 있다.

본 논문의 대상인 조선후기 종부 및 가계계승과 관련된 그의 역할 및 지

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근원이 되었던 조선전기 총부권에 대한 이해

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사를 주관하는 주인의 처에 한정되면서 제사의 주

관이나 상속에 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중국의 총부와 달리, 조선전

기의 총부는 남편이 자식 없이 사망하더라도 그대로 총부로 인정되면서,

스스로 제사를 지낼 권리인 봉사권과 남편의 후사를 정할 권리인 입후권

을 지니고 있었다. 조선에 고유한 이러한 총부권은 조선중기를 기점으로

논란이 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내용을 이루었던 봉사권과 입

후권은 축소된 형태로나마 조선후기 종부의 권한으로 전환되면서 이어지

는 모습을 보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시기에 따른 가계

계승 관념의 차이, 종중의 발달, 맏며느리의 의례적 위상 변화 등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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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부와 종부 개념

冢婦의 사전적 의미는 적장자의 처, 즉 맏며느리이고, 宗婦는 종가의

맏며느리이다. 따라서 종부는 총부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고례상의 총부는 ‘介婦’로 칭해지는 작은 며느리들과 구별되어, 시어머니

로부터 가사를 이어받아 제사를 받들고 빈객을 접대하는 일을 담당했

다.1) 이런 점에서 총부는 주자가례의 主婦에 해당하는 존재였다. 주
자가례에서 주부는 봉사자인 主人의 처로서 제사에서 亞獻을 담당하였

다.2) 단, 초상까지는 망자의 처인 시어머니가 주부가 되었는데, 이때는

아직 며느리에게 가사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虞祭3)와 祔祭4) 이

후부터는 주제자의 처가 주부가 되었으니, 제사의 예는 반드시 부부가

직접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5)

과거의 기록에서도,6) 오늘날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총부와 종부는

그 의미가 혼용되는 것으로 설명되고는 한다. 그렇지만 총부는 총자의

처이고, 종부는 종자의 처로,7) 이들은 그 성격에 따라 엄밀하게 구분될

1) 예기 ｢內則｣ “舅沒則姑老, 冢婦所祭祀賓客, 每事必請於姑, 介婦請於冢婦.” ‘姑老’에
대한 정현 주에 “謂傳家事於長婦也.”라 하였다. 작은 며느리들은 임무를 맡았을 때 감
히 총부와 대등하게 맞먹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감히 나란히 걸을 수 없으며, 감히 나
란히 명령을 받거나 내릴 수 없고, 감히 나란히 앉을 수도 없다고 하였다.(예기 ｢內
則｣ “舅姑若使介婦, 毋敢敵耦於冢婦, 不敢竝行, 不敢竝命, 不敢竝坐.”)

2) 주자가례 권4 喪禮 虞祭 亞獻 “主婦爲之. 禮如初. 但不讀祝, 四拜.”
3) 망자의 혼백을 평안하게 하기 위하여 지내는 제사로, 장사 당일 지내는 初虞, 초우를
지낸 뒤 첫 번째 柔日, 즉 陰日에 지내는 再虞, 그 다음날 지내는 三虞가 있다.

4) 졸곡 다음날 죽은 자의 신주를 조상에게 합사하는 의식이다. 부제는 조부에게 다른
사당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을 아뢰고, 새로 죽은 사람에게 이 사당에 들어가야 함
을 아뢰는 것이다.

5) 주자가례 권4 喪禮 初終 主婦 “謂亡者之妻. 無則主喪者之妻.”; 沙溪全書 권36, ｢疑
禮問解｣ 喪禮 主婦 “初喪則亡者之妻當爲主婦, 時未傳家於冢婦故也, 虞祔以後則, 主喪
者之妻當爲主婦, 祭祀之禮, 必夫婦親之故也.”; 예기 ｢祭統｣ “夫祭也者，必夫婦親之，
所以備外內之官也, 官備則具備.”

6) 승정원일기 영조 46년 5월 13일(기축). 이 기사에서는 영남의 사대부 朴景業 집안의
맏며느리 李氏에 대해 ‘총부’와 ‘종부’ 모두로 칭하고 있다.

7) 예기집설대전 ｢內則｣ “嚴陵方氏曰, 婦人以從人為事, 故冢子之妻, 謂之冢婦, 猶之宗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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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총부의 冢은 ‘크다’ 혹은 ‘높다’라는 뜻으로,8) 여기서는 ‘맏

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따라서 총부는 종법적 의미가 반영되지 않은

일반 맏며느리를, 종부는 종법적 의미가 반영된 종가의 맏며느리를 의미

한다. 종법과 함께 종통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종가가 형성‧발전되고,

그 종가의 주제자인 종자[종손]의 부인이 종부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조

선의 관찬 사료에서 ‘종부’는 종법질서가 심화된 조선후기 기록에 집중되

어 있다.9) 종법을 기초로 하여 모든 의례의 주인을 종자로 규정한 주자
가례에서의 주부도 엄밀히 말하면 종자의 처인 종부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10)

‘총부’라는 개념은 명종대에 일시적으로 축소되었던 시기를 제외하면

조선시대를 통틀어 일반 맏며느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명종대 총부

개념의 일시적 축소는 조선전기의 고유한 총부법을 제한하는 일과 관련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후술하도록 하겠다.

일반 맏며느리를 지칭하는 ‘총부’라는 개념은 고려시대의 기록에서부터

확인된다. 고려후기의 문인 崔瀣(1287∼1340)는 政堂文學을 지낸 朴遠의

처 唐城 洪氏(1288∼1336)를 기리며 작성한 墓誌에서 “부인은 13세의 나

이에 박씨 집안에 시집와서 행산 선생[朴全之]의 총부가 되었다.”고 기록

하였다.11) 이어지는 명에서는 맏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본분

을 다한 홍씨의 행적을 칭송하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을 애석하

之妻, 謂之宗婦也.”
8) 爾雅‧釋詁 “冢, 大也.”; 說文解字 “冢, 高墳也.”
9) 사대부 종가의 맏며느리를 의미하는 ‘宗婦’의 개념은 조선시대 공식기록 상으로는 경
종 3년(1723)에 처음 등장한다.(승정원일기 경종 3년 5월 14일 “命峻讀盧夏英, 以庶
孼, 欲爲奪宗, 誣陷宗婦罪.” ) 조선왕조실록에서 ‘종부’는 세종대 1건, 선조대 1건, 고종
대 1건으로 총 3건만이 등장하는데, 이들 모두 사대부 종가의 맏며느리를 의미하는
개념은 아니었다. 세종과 선조대에는 종실의 부인들을 아울러 의미하는 개념으로, 고
종대에는 명성왕후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10) 주자가례 권1 通禮 “主人謂宗子, 主此堂之祭者.”; “凡主婦, 謂主人之妻.”
11) 拙藁千百 권2, 唐城郡夫人洪氏墓誌 “夫人年十三, 選敀朴氏, 爲杏山冢婦. 實匡靖大夫
前政堂文學遠之妻, 封唐城郡夫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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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여겼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총부라는 개념은 1398년(태조 7) 세자빈 德嬪 金氏

를 德妃로 봉하면서 내린 책문에서 처음 등장한다. 책문에서는 “어려서

는 규문의 도리를 세워 집안사람들과 화합했으며, 장성해서는 冢婦의 법

도를 두터이 하여 우리 종사를 받들었다”고 하면서 덕비의 덕을 칭송하

였다.12) 세종대에는 왕세자빈 徽嬪 金氏와 純嬪 奉氏를 폐출한 적이 있

었는데, 이 때 세종은 이들이 모두 총부로서의 덕을 잃었기 때문에 폐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13) 이처럼 초기 실록 기사들에서 총부는 세자를

도와 종묘 제사를 받드는 세자빈을 뜻했다.14)

성종대 기록부터 총부는 종친 가문이나 일반 사대부가의 맏며느리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다가, 현종대 이후로는 실록에서 총부에 대한

언급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조선후기 사대부 문집들에서

는 여전히 총부라는 용어가 일반 사가의 맏며느리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5)

한편, 종가는 본래 고대 중국에서 제후의 방계인 大夫급의 大宗家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 때 종자는 대종가의 적장자를, 종부는 대종가의

적장자 부인을 의미했다.16)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중국의 친족편

제 원리인 종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기, 의례 등 유

12) 태조실록 권15, 태조 7년 11월 18일(경인) “早創閨門之道, 宜其家人, 茂隆冢婦之儀,
承我宗事.”

13) 세종실록 권45, 세종 11년 7월 19일(계해); 세종실록 권75, 세종 18년 10월 26일
(무자); 승정원일기 영조 20년 9월 7일(신사); 이순구, 1996 앞의 논문 258쪽.

14) 왕실의 세자빈을 총부로 지칭하는 것은 유교 경전에서 황실의 태자를 ‘冢子’로 지칭
했던 데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春秋左氏傳 閔公 2년조에 “大子奉冢祀社稷之粢盛.
以朝夕視君膳者也. 故曰冢子, 君行則守, 有守則從, 從曰撫軍, 守曰監國, 古之制也”라고
하였다.

15)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
16) 예기 ｢內則｣ “適子庶子秖事宗子宗婦, 雖貴富, 不敢以貴富入宗子之家, 雖衆車徒, 舍
於外, 以寡約入.” 이에 대한 공영달의 소에 “適子, 謂父及祖之適子, 是小宗也. 庶子, 謂
適子之弟. 宗子, 謂大宗子, 宗婦, 謂大宗婦也.”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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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종법은 제후를 중심으로 한 귀족 가문의 친족

편제 원리이며, 가계 혹은 종통의 계승원리로서 엄격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는 적통과 방계를 분별하여 친족을 대종과 소종으로 체계화하고,

대종가를 중심으로 하여 방계 친족들을 결속시키는 친족제도였다. 그 내

용에 따르면, 제후의 적장자를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은 別子로서 일가의

시조가 되고, 이 별자를 이어가는 적장자 직계의 종통이 대종이 된다. 그

방계, 즉 별자의 아우들의 가계는 모두 소종이 된다. 대종은 백세가 되도

록 옮기지 않는 종이지만, 소종은 5세가 되면 옮기는 종이다. 소종은 다

시 대수가 내려감에 따라 고조를 잇는 소종, 증조를 잇는 소종, 조부를

잇는 소종, 아버지를 잇는 소종의 네 종류가 생긴다.17)

결국 고대의 종법은 종가를 중심으로 제후의 동성친족간의 결속과 그

내부의 위계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부계‧남계친 중심의 친족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종의 종자와 종부들은 종가의 대표로서 위로는 조

상의 제사를 주재하고, 아래로는 동종의 친족을 거두고 통솔하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었다. 종자와 종부는 곧 대종가의 불천위 제사

를 계승하여 받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공경하는 일은 선조를 높

이는 것과 관련되었다.18)

봉건제를 밑받침했던 이러한 고대의 종법은 춘추시대말기 봉건제가 해

체됨에 따라 점차 현실적인 입각점을 잃었고, 진한제국의 군현제 확립과

함께 거의 무너져 버렸다. 그러다가 송대에 이르러 신유학자들에 의해

소위 ‘종법의 부활’ 혹은 ‘의례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났다. 송대에는 고대

17) 예기 ｢大傳｣ “別子爲祖, 繼别爲宗, 繼禰者爲小宗, 有百世不遷之宗, 有五世而遷之宗,
百世不遷者, 別子之後也, 宗其繼别子之所自出者, 百世不遷者也. 宗其繼髙祖者, 五世則
遷者也. 尊祖故敬宗, 敬宗尊祖之義也.” 이에 대한 정현의 주에 “諸侯之庶子, 別爲後世
爲始祖也. 謂之別子者, 公子不得禰先君. 別子之世長子, 爲其族人爲宗, 所謂百世不遷之
宗. 別子庶子之長子, 爲其昆弟爲宗也, 謂之小宗者, 以其將遷也. … 小宗有四, 或繼高祖,
或繼曾祖, 或繼祖, 或繼禰, 皆至五世則遷.”라 하였다.

18) 예기 ｢大傳｣ “… 親親故尊祖, 尊祖故敬宗, 敬宗故收族, 收族故宗廟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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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법이 기반을 둔 봉건제가 사라져버린 상태이므로, 제후의 자손들이 중

심이 되는 종법체계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송대 종법

부활 논의에서 중심이 된 것은 사대부 계층을 대상으로 同高祖 이하의

친족집단인 소종을 단위로 하여 일족 통합은 물론, 정치‧사회적 질서와

안정을 도모하는 일이었다.

북송대의 장재와 정이는 소종을 중심으로 종자를 세우는 법을 강조하

면서 제사를 비롯한 모든 의례에서 종자에게 예의 권위를 집중시켰다.

송대 이후 중국에서는 고조부 이하의 제사를 계승한 적장자를 종자로 불

렀던 것이다. 특히 정이는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고조부까지의

4대봉사를 행할 수 있음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전에서 분리되어 있던 오

복제와 제사제도를 동일시한 최초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정이는 같은

고조부에게서 태어난 친척들은 오복을 입는 범위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종자와 그 형제부터 8촌내의 친척들은 공동의 조상을 섬기는 것이 마땅

하다고 보았다. 다만 송대 신유학자 중 누구도 대종법을 부활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종법은 양도할 수 없는 고대 세습귀족의 특권이

라고 믿었다.19) 이는 대종제도가 고대의 세습적인 정치 구조의 일부이며,

고대의 정치 구조를 부활시킬 수 없으므로 대종제도 역시 실현될 수 없

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입각한 것이었다.20)

이러한 소종 중심의 종법은 주자가례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 사마

광이 書儀 ｢婚儀｣의 부록으로 삼았던 通禮를 주자가례의 가장 첫

장에 배치한 것은 관혼상제의 근본이 되는 사당제도와 거기에 담겨 있는

종법이 핵심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주자가례에서는 부모 이상의 제

사를 받드는 사람은 누구나 신분에 상관없이 사당을 세워 4대봉사를 하

19) 카이윙 초우 저, 양휘웅 옮김, 2013 예교주의: 17-18세기 중국 지식인의 윤리, 학문,
종족의 담론, Monograph, 183-187쪽; 박연호, 1990, 앞의 논문, 180-182쪽.

20) 카이윙 초우, 위의 책, 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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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다. 사당은 제사는 물론 관혼상례 등 족인들의 일상 의례의 중

심이 되었고, 모든 중요한 일들은 사당에 고하도록 하였다. 사당의 주제

자는 적장자인 종자였고, 족인들은 종자를 통해서만 의례를 행하고 사당

에 고할 수 있었다. 조상을 높이고 종자를 공경하는 尊祖敬宗은 사당제

도의 근본을 이루고 있었다.21) 조선이 받아들인 종법은 바로 이 주자가
례의 기초를 이룬 소종 중심의 종법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종법이 행해지게 된 것은 보통 고려말 주자가례가 전

래되면서부터로 인식되고 있다.22) 1390년(공양왕 2), 주자가례를 기초

로 한 ‘士大夫家祭儀’가 제정, 반포되었다. 여기서는 가묘제 실시와 더불

어 당시 보편화되어 있던 제사의 윤행을 지양하고, 적장자손인 종자가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였다. 이 제의에서는 직접 ‘종법’이라는 표현이 등

장하고 있어 이를 우리나라 종법의 시작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표방한 종법의 원리는 당시의 관행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곧

장 시행되기는 힘들었다. 따라서 이 제의에서도 ‘인정과 사세에 불편하다

면 반드시 종법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는 내용을 덧붙였다.23)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종법은 주자가례의 보급 및 준행과 병행하여 자리 잡아 갔

으나, 이 역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고, 수많은 조선식 변용을 수반하였

다.

종법의 조선식 변용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예로 조선후기 종가의

성격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송대의 신유학자들은 대종법을 부

활하고자 하지 않았고, 따라서 주자가례에서도 사대부가의 불천위를

규정하지 않았지만, 조선의 사대부 사회에서는 불천위 종가가 성행했다.

21) 주자가례 권1 通禮 祠堂
22) 지두환, 1984 앞의 논문, 66쪽.
23) 고려사 권63, 志17 禮5, 吉禮, 小祀, 공양왕 2년 8월. “八月庚申朔, 頒行士大夫家祭
儀. 四仲月, 祭曾祖考妣·祖考妣·考妣三代, 嫡長子孫主祭. … 右宗子祭法, 自今中外遵守,
以成禮俗. 其中有人情事勢不便者, 不必拘宗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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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에는 중국의 大夫급이라고 할 수 있는 왕자와 공주들에 대해서만

불천위 제사가 허용되었다. 그러다가 1457년(세조 3)에 공신들에게 별도

의 사당을 세워 영구히 제사하도록 하는 불천위 제사를 허용하였다.24)

후에는 공신이 아니라도 대학자나 名臣들에게도 불천위 제사가 특별히

허가되면서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으나, 그 기원은 확실하지 않다.25)

그런데 조선후기에는 국가의 허가 없이 자체적으로 불천위 제사를 행

하면서 종가를 만드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사적으로 顯祖를 불

천위로 모시고 이를 중심으로 결집하여 문중을 형성하고 세를 과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이는 조선화된 종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26)

18세기에 이르면 향촌의 사족들을 중심으로 불천위가 대폭 늘어나는 경

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이 18세기 문중조직의 확대라는 사회변화와 맞

닿아 있었음은 물론이다. 자신들의 현달한 조상을 불천위로 하여 각기

파종을 형성하게 되면서, 조선의 친족조직은 내부적으로 파가 더욱 분화

되는 현상을 보였다.27)

불천위의 증가는 조선후기에 성행한 현조 숭배의 맥락에서 이해되는

데, 현조의 명성을 역사적 사실로 확립하는 가장 훌륭한 방식 가운데 하

나는 그를 위한 불천위 봉사를 제도화하는 것이었다. 친족집단의 역사에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특정 조상을 위한 불천위 제사의 제도화는

후손들에게 엄청난 위세를 부여했고, 그들의 신분과 힘을 지역에 항구적

으로 고착시켰다. 불천위 신주를 봉안하기 위해 많은 사대부 가문들은

별도의 사당인 別廟의 건립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28)

24) 세조실록 권7, 세조 3년 3월 21일(갑신).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국전에 수록되었
다. 경국대전 禮典 奉祀 “始爲功臣者, 代雖盡, 不遷, 別立一室.”

25) 이영춘, 2012 ｢한국사회에서의 宗子와 宗婦｣ 한국계보연구 3, 118-119쪽.
26) 정긍식, 2021 조선시대 제사승계의 법제와 현실,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59-60쪽.
27) 김윤정, 2011 ｢18세기 禮學 연구-洛論의 禮學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103-104쪽.

28) 마르티나 도이힐러, 2018 앞의 책, 531-533쪽. 도이힐러는 別廟에 대해 조선의 독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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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들은 조선후기 불천위 종가에 대해 어떠한 합의된 개념이

나 기준이 없었음을 알려준다. 이는 고대 제후가의 종법을 사대부가에

적용시키면서 나타나게 된 불가피한 결과였다.29) 그런데 조선후기의 종

가를 불천위 조상을 모시는 집안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다. 조선의 사대

부 사회는 동고조 이하의 소종집단을 범위로 하는 주자가례식 종법을 수

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선후기 사회에서는 국법의 차등봉사 규정과

달리 주자가례에 따른 4대봉사가 일반화되어 있었다. 경국대전 봉사
조에 따르면 양반관료들도 3대 이상을 제사할 수 없었다.30) 하지만 16세

기 후반부터 주자가례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4대봉사가 행해지기 시작했고,31) 17세기 예학의 발달과 함께 당연한 것

으로 인식되어 조선후기에는 신분의 구별 없이 4대봉사가 일반화되었

다.32)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종부’라는 개념을 불천위를

모시는 집안 뿐 아니라 4대봉사 혹은 그 이상의 제사를 지내는 집안의

맏며느리를 아울러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한 제도로 파악된다고 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주자가례에 따른 4대봉사가 일반화되
어 불천위를 모실 경우 5대를 제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담론이 등장하였다. 송시열은 주자가례에 祚遷時 시조의 신주는 묘소에 보관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불천위의 신주 역시 묘소에 따로 보관하거나, 종가에 별묘를 지어서
봉안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송시열의 견해를 따라 불천위를 따로 모
시는 것이 일반화되었다.(김윤정, 2011 위의 박사학위논문, 102-103쪽.)

29) 중국 고대의 종법에서는 대종과 소종의 구분이 명확했지만, 조선에서는 이러한 조선
적 종법의 특성상 대종과 소종의 구분도 절대적이지 않았다. 특히 친족조직의 확대와
함께 내부에서 소규모 단위로 분화하는 과정을 동시에 겪었던 조선후기의 상황에서
대종과 소종은 가변적, 상대적으로 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부계친족집단의 특
정 파시조를 중심으로 형성된 대종은 더 확대된 대종친회의 범주에서 보면 소종이 되
었던 것으로, 대종가의 종손은 그 위치에 따라 소종손이 될 수도 있었다. 다만 본 논
문에서는 주자가례에 의거하여 동고조이하의 집단을 개념적으로 소종으로 정의하기
로 한다.

30) 경국대전 禮典 奉祀 “文武官, 六品以上, 祭三代, 七品以下, 祭二代, 庶人, 則只祭考
妣.”

31) 정긍식, 1996 ｢朝鮮前期 四代奉祀의 形成過程에 대한 一考察｣ 법제연구 11.
32) 정긍식, 2021 앞의 책, 150-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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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중기 총부권 논란

1) 조선전기 총부권의 내용

중국 고례상의 총부는 제사를 주관하는 주인의 처로서의 지위와 역할

에 한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중국의 총부는 주인인 남편을 도와 제사

를 받드는 역할만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죽고 나면 더 이상 총부

의 지위는 없으며, 제사는 당연히 새로운 주인과 주부에 의해 계속되게

된다. 중국의 총부는 남편의 위치를 따라 종속적으로만 규정되는 지위였

던 것이다.33) 이에 반해 조선의 총부는 남편이 아들 없이 사망한 이후에

도 총부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특히 조선전기의 총부는 입후하기 전까지

혹은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남편과 선대의 제사를 주관하면서 주인의 역

할을 할 수 있었다.

다음의 명종대 기사에서 사헌부는 중국과 다른 조선의 제도와 문물을

언급하는 가운데 조선의 고유한 총부권에 대해 논하였다.

신 등이 예문을 고찰해 보니 제사를 주관하는 자를 일러 主人이라

하고, 주인의 처를 일러 主婦라 하니, 주부는 곧 총부입니다. 이로써

보건대 남편이 죽고 아들이 없다면 그 처를 총부라고 이를 수 없음

이 분명하니, 禮官들이 경전에 의거하여 의논한 것이 합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국과 같지 않습니다. 중국에는 大

宗의 법이 있어서 남편이 죽고 아들이 없는 부인은 제사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대종의 법이 행해지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장자의 처로서 남편이 죽고 아들이 없는 자가 봉사할

33) 이순구, 1996 앞의 논문, 256-2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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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들어가 선대의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

기 때문에 그 직분이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조종조 이래로 성군과

현명한 재상들이 적지 않았지만 총부가 제사를 주관하는 것에 일찍

이 이의가 없었습니다.34)

이에 따르면, 주인의 처로서 주부의 역할만 했던 중국의 총부와 달리

조선의 총부는 장자인 남편이 후사 없이 사망한 경우에 직접 남편과 선

대의 제사를 주관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이 중국과 달리 종법

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었다. 이 때 사헌부는 조

선의 ‘冢婦主祭’는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고, 일찍이 이에 대한 이의가

없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장자인 남편이 아들 없이 사망한 이후에 총부

가 직접 제사를 주관하는 일이 오래된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의

미한다.

총부가 직접 제사를 주관한다는 것의 실제적인 내용은 退溪 李滉(1501

∼1570)이 李平叔에게 답한 편지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이

황은 도성 내 어떤 집안에서 아들 없이 남편이 죽은 경우 그 처가 신주

에서 남편을 ‘顯辟’으로 칭하는 경우가 있음을 언급하였다.35) 뒤에서 자

세히 논하겠지만 현벽은 신주에서 부인이 남편을 칭하는 호칭이다. 부인

의 입장에서 신주에 망자를 칭하는 호칭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제례에

서 부인이 초헌을 담당하면서 실질적인 주인의 역할을 했음을 뜻한다고

34) 명종실록 권17, 명종 9년 9월 27일(을축) “臣等考禮文, 則主祭者謂之主人, 主人之
妻, 謂之主婦, 主婦卽冢婦也. 以此見之, 夫亡而無子, 則其妻不可謂之冢婦也明矣. 禮官之
據經議定, 可謂當矣. 然我國則與中國不同, 中國則有大宗之法, 故夫亡無子之婦, 不得主
祭矣, 我國則大宗之法, 不行於世久矣, 長子之妻, 夫死無子者, 入居奉祀之家, 主其先世之
祭, 其來已久, 故其分亦定. 自祖宗朝以來, 聖君賢相, 不爲不多, 而冢婦主祭, 未嘗有異
議.” 조선왕조실록의 원문과 번역 모두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DB 참조(
http://sillok.history.go.kr) 이하 동일.

35) 退溪集 권37, ｢答李平叔｣ “妻存無子而夫亡, 未詳當何書, 都下有一家, 書曰顯辟, 蓋
依禮記夫曰皇辟之語也, 未知是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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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성종대의 사례는 당시에 총부주제의 관습이 당연하게 인정되고 있었던

상황을 보여준다. 1492년(성종 23년), 臨瀛大君의 장자 烏山君 李澍가 무

후로 사망하자 그 아우 定陽君 李淳이 오산군의 복을 마치기도 전에 선

대봉사를 맡고자 하여 논란이 된 일이 있었다. 이 사례는 장자가 사망한

후에 제사승계를 둘러싼 총부와 남편의 아우 사이의 갈등을 보여준다.

이러한 갈등은 경국대전 봉사조에서 규정된 兄亡弟及의 제사승계 원

칙이 총부봉사의 관행과 충돌을 일으킨 데서 비롯되었다.36) 형망제급은

적장자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경우 차자가 가계를 승계하는 방식이

다. 이는 이미 고려에서 시행되던 상속전통이었다.37) 형망제급과 총부권

의 갈등은 대체로 제사를 둘러싼 재산분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

다.38) 성종대의 이 사례에서는 오산군의 처가 살아 있어 총부로서 마땅

히 종신토록 제사를 맡아야 하는 것인데 차자가 제사를 빼앗은 것으로

의논하였다.

총부의 봉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인해 순은 ‘공손하지 못하다’, ‘예

를 따르지 않았다’, ‘어른을 받들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39)

이는 심지어 ‘丁悼’라는 그의 시호에도 반영되었다. 이순의 졸기에 따르

면, ‘일을 행하면서 공손하지 아니한 것을 丁이라 하고, 나이 중년에 일

찍 죽은 것을 悼라 한다’고 하였다.40) 성종이 거듭 시호를 고칠 것을 권

36) 경국대전 禮典 奉祀 “若嫡長子無後, 則衆子, 衆子無後, 則妾子奉祀.”
37) 고려사절요 권4, 靖宗 12년 2월 “丙戌十二年 春二月, 制, 凡人民, 依律文, 立嗣以嫡,
嫡子有故, 立嫡孫, 無嫡孫, 立同母弟, 無母弟, 立庶孫, 無男孫者, 亦許女孫.”

38) 성종실록 권35, 성종 4년 10월 28일(병술) “叔舟曰, 長子無嫡子, 則次子之子, 法當
奉祀, 然長子之妻尙在, 家舍財産, 爭相謨占, 風俗衰薄.”

39) 성종실록 권267, 성종 23년 7월 28일(병신) “誠謹來啓曰, 烏山君雖無嫡子, 其妻成
氏, 以冢婦當終身主祭, 而烏山之服未闋, 淳謀欲奪祀, 使成氏不得安其家, 故以不遜弟, 不
率禮, 不親長議之.”; 성종실록 권269, 성종 23년 9월 20일(무자); 성종실록 권269,
성종 23년 9월 21일(기축).

40) 성종실록 권264, 성종 23년 4월 23일(계해) “諡丁悼, 述事不弟, 丁, 年中早夭, 悼.
兄烏山君澍死, 無嫡嗣, 淳欲代嫡申訴, 語頗不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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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했으나 이순의 시호는 끝내 고쳐지지 않았다. 이처럼 성종대에는 형망

제급의 원칙보다 총부봉사의 관행이 더 강하게 인정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망한 장자의 처가 총부로서 종신토록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당

연했고, 이는 차자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고유의 권한이었다.

중종대 조정에서도 장자가 후사 없이 죽었어도 총부가 있으면 그가 당

연히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고 여겨졌다. 그리고 총부가 입후하지 못하고

사망한 뒤에야 차자가 승중할 수 있다고 보았다.41) 차자의 제사승계에

우선하여 총부의 주제권과 함께 남편을 위해 후사를 세우는 권한인 입후

권이 당연하게 인정되고 있었던 상황을 볼 수 있다.

남편을 여읜 맏며느리가 직접 제사를 주관할 수 있었던 조선 고유의

총부권은 종법적 가계계승 의식이 강하지 않던 조선전기의 분위기를 배

경으로 한다. 당시에는 제사를 가계계승이 아닌 사후봉양으로 여기는 관

념이 팽배했고,42) 또 고려시대 아들과 딸의 윤회봉사의 유풍으로 딸의

봉사와 재산상속이 당연시되는 분위기에서 총부는 곧 딸이나 다름이 없

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43) 총부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한편으로 총부의 주제권은 중국과 달리 엄격하고 세밀한 법의 적용을

받는 조선의 가련한 과부들을 구휼하는 방안으로서 옹호되기도 하였다.

대저 우리나라의 법은 과부를 대하는 것이 가히 엄격하고 또 세밀하

다고 할 만합니다. 중국의 성인들은 出母44)와 嫁母45)의 법을 세워

41) 중종실록 권93, 중종 35년 3월 4일(병신) “諫院啓曰, 大抵長子, 雖無後身死, 若有冡
婦, 則當爲之主祀. 冡婦未有立後而身死, 然後次子承重矣.”

42) 정긍식, 2010 앞의 논문, 93쪽.
43) 중종실록 권26, 중종 11년 10월 21일(기사) “上曰 … 然有冡婦, 乃與女子不異, 而憲
府之爲公事, 亦如是則恐後之有女子者, 皆不立後也.”

44) 친모로서 아버지에게 쫓겨난 자이다.
45) 친모로서 아버지가 죽은 뒤에 다른 사람에게 재가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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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았기 때문에 선현의 어머니 중에도 또 다른 사람에게 재가한 이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재가의 금령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종신토록

수절하느라 비록 나이 20이 못되어 굶주림과 추위에 몸이 절박해도

감히 뜻을 바꾸지 못합니다. 천하에 의지할 곳 없이 가련한 사람으

로는 과부보다 더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남편을 잃고 이미 불행

하게 되고, 아들도 없어 더 불행한데, 조금 위로될 수 있는 것이라고

는 오직 봉사할 가사가 있어 자신의 몸을 의지하고, 봉사할 전민이

있어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는 것입니다.46)

남편이 죽고 아들이 없는 총부로 하여금 봉사할 집에 들어가 제사를

주관하도록 하는 것은 엄격한 재가의 금령을 적용받는 조선의 가련한 과

부들이 목숨을 보전할 수 있게 하는 방안과 관련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재가의 금령은 경국대전에서 재가녀의 소생은 문과와 생원·진사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고,47) 동·서반의 관직에 임용하지 못하게 한 것을 가

리킨다.48) 이처럼 조선전기의 고유한 총부권은 주제권과 입후권을 그 내

용으로 하고 있었고, 특히 주제권은 조선전기의 제사 관행 속에서 국속

으로 널리 인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46) 명종실록 권17, 명종 9년 9월 27일(을축) “大抵我國之法, 待寡婦可謂嚴且密矣. 聖人
立出母、嫁母之制, 故先賢之母, 亦有再適於人者, 而我國則立再嫁之禁, 故守一終身, 雖
年未二十, 饑寒切身, 不敢改志. 天下之無告而可憐者, 孰有過於寡婦者乎. 夫亡旣不幸, 無
子又不幸, 所可小慰者, 祗有奉祀家舍, 以庇其身, 奉祀田民, 以活其命.”

47) 경국대전 禮典 諸科 “罪犯永不敍用者·贓吏之子·再嫁失行婦女之子及孫·庶孼子孫, 勿
許赴文科·生員進士試.”

48) 경국대전 吏典 京官職 “失行婦女及再嫁女之所生, 勿敍東西班職, 至曾孫方許以上各
司外, 用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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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6세기 중엽 충부주제 규제책과 비판적 논의

조선 고유의 법으로 인정되었던 총부의 주제권은 명종대 이후로 논란

거리가 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남녀윤회봉사와 외손봉사를 비롯한 고려

이래의 제사 관행이 점차 부정되어 가고, 종법적인 가묘제 등을 통해 사

대부가의 유교적 제사질서를 확립하려는 조선전기 국가의 유교화 정책과

관련된다. 사대부가의 가묘 건립은 국초부터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었지

만, 성종대에 이르러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중종대가 되어서야 전국의

사대부 사회로 확대되었다.49) 이러한 가묘제의 실천은 총부주제와 충돌

할 수밖에 없었다. 종법적인 제사의례에서 여성은 가묘를 세울 수도 없

고, 자신의 이름으로 신주에 방제할 수도 없으니, 이렇게 되면 총부로서

주제하는 것을 폐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50)

한편, 가묘를 세운 집을 둘러싼 차자와 총부의 갈등은 총부봉사에 대

한 또 다른 비판을 불러왔다. 형망제급을 적용하여 차자가 봉사하게 되

면 가묘가 있는 집은 차자에게 귀속되므로,51) 총부의 지위가 위태로워지

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아우가 형의 집을 빼앗고 형수가 하루아침에

내침을 당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52) 이에 총부는 차자에게 봉사재산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을 미리 처분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그 과

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었다. 총부가 飢寒을 핑계로 봉사재산을 함

부로 방매하여 신주를 의탁할 곳 없게 만들거나,53) 가묘를 헐어버리는

49) 박연호, 1990 앞의 논문, 175-179쪽.
50) 명종실록 권17, 명종 9년 9월 27일(을축) “今之議者曰, 冢婦雖曰可以主祭, 然神主之
傍, 不可書冢婦之名, 旣不可書冢婦之名, 則不得不以猶子之應奉祀者, 書其名矣. 旣以猶
子之名書奉祀, 而使其叔妻主祭, 則其名不正, 不可不廢冢婦云.”

51) 경국대전 戶典 田宅 “立廟家舍, 傳於主祭子孫.”
52) 명종실록 권17, 명종 9년 9월 27일(을축) “至于近年, 或可或否, 至于今日, 創改舊例,
使無子兄妻, 一朝見黜, 號泣于野, 而爲其弟者, 幸其兄之死, 又幸兄之無子, 奪兄之家, 黜
兄之妻, 談笑嬉娛, 而反自樂焉, 揆之人情, 極爲悖戾.” ; 명종실록 권19, 명종 10년 12
월 30일(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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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54) 제사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황은 그

의 배다른 맏형 李潛의 아들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잠의 처가 종가에 딸

린 토지를 자신의 두 사위에게 분급하여 온계에 있던 이씨 집안의 가묘

가 돌보는 이 없이 황폐해지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다.55)

이러한 배경에서 1554년(명종 9)에 기존의 총부권을 위축시키는 수교

가 나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모가 죽기 전에 먼저 죽은 장자의 처는 봉사할 수 없다. 부모가

이미 죽은 후 장자가 일찍이 봉사를 하고 죽은 자의 처는 자신이 죽

을 때까지 봉사할 수 있다.56)

이 수교에서 총부는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먼저 죽은 장자의 처와 부

모가 모두 사망한 후에 부모의 제사를 받들다가 죽은 장자의 처로 구분

되었고, 이 중 후자에 한해서 총부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그 자신이 살

아있는 동안 봉사권을 허용하도록 결정되었다. 이전까지 남편의 봉사여

부와 상관없이 장자의 처라면 총부로 인정하여 그 권한이 보장되었다면,

해당 수교는 총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부의 범주를 축소시킨 것이었

다. 1579년(선조 12)에 李殷輔 내외가 그들의 장자가 약관의 나이에 요

절하였기 때문에 그 처는 총부가 되지 못했다고 하면서 승중조의 전민을

차자 光榮에게 별급한다는 내용의 분재기에서는 명종 9년의 수교가 충실

하게 반영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57) 장자가 부모 생전에 사망하였

53) 명종실록 권17, 명종 9년 9월 27일(을축) “至於冢妻, 或有托稱飢寒, 放賣奉祀之物,
使其神主, 無所依托, 則該曹所陳, 極爲切當.…”

54) 명종실록 권19, 명종 10년 12월 30일(경신)
55) 朴賢淳, 1999 ｢16세기 士大夫家의 親族 秩序-李滉 집안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07, 94쪽; 마르티나 도이힐러, 2018, 앞의 책, 346쪽.

56) 受敎輯錄 禮典 奉祀 “父母未歿之前, 先死長子之妻, 不可奉祀. 父母已歿之後, 長子曾
爲奉祀而身死者之妻, 限其身沒, 仍奉其祀.(嘉靖甲寅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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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그 처는 총부로서의 주제권은 물론 그에 따른 재산권도 행사

할 수 없었다.

승중하지 못하고 사망한 장자의 처를 총부로 인정하지 않도록 한 규정

은 중국 고례의 嫡婦로 인정되는 기준에 의해서 정당화되었다. 중국 고

례에서는 승중하지 못한 남편의 처를 적부가 아닌 庶婦로 대하였다. 예
기 ｢喪服小記｣에 따르면, 적부가 시부모의 뒤를 계승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시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소공복을 입는다고 하였다. 원래 시부모는

적부를 위해서는 대공복을 입고 여타 며느리인 서부를 위해서는 소공복

을 입는데, 그 남편이 폐질이 있거나, 여타 다른 이유로 傳重할 수 없거

나, 혹은 자식 없이 죽어서 승중할 자가 없다면 적부는 시부모를 계승하

지 못한 것이 되므로, 시부모는 적부라도 서부를 위한 복을 입는다는 것

이다. 당시 조정에서는 조선의 이른바 총부를 예기에서 말하는 적부라

고 본다면,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는 경우 총부로서 봉사하지 못하는 것

은 예에 의거하면 당연하다고 여겼다.58)

그런데 명종 9년의 같은 수교에서는 총부의 조건이 되는 장자의 승중

여부에 시어머니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이 주목된다.

장자가 살아있을 때에 그 아버지가 비록 사망했더라도 그 어머니가

살아서 主婦로서 제사를 받든다면, 그 아들이 비록 순서상으로 적장

이더라도 일찍이 자기에게 대가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傳重하여 제사

를 받들었다고 가리켜 말할 수 없다. 그 아들이 그대로 후사 없이

57) 고문서집성 33-영해 재령이씨편(Ⅰ)-, 199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65-266쪽. “一子
光玉弱冠身死, 其妻未爲冢婦, 故元承重奴婢田畓乙, 得後幷以, 依大典內皃如, 傳於汝, 不
輕耕作使喚, 永傳子孫事.”

58) 명종실록 권21, 명종 11년 8월 2일(무자) “冡婦一節, 則禮記喪服小記, 嫡婦不爲舅姑
後者, 則姑爲之小功. 註舅姑爲嫡婦大功, 爲庶婦小功. 今此言不爲後者, 以其夫有廢疾, 或
他故不可傳重, 或死而無子, 不受重者, 故舅姑以庶婦之服, 服之也. 今之所謂冡婦, 卽禮之
所謂適婦也, 則夫歿無子, 不得奉祀, 據禮無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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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었다면 그 처가 비록 살아 있더라도 또한 승중하지 못한 것이니,

그 처는 총부라고 할 수 없거늘…59)

여기서 아들의 어머니인 시어머니는 살아 있는 동안 주부로 인정되었

고, 적장자인 아들의 제사승계에 영향을 미쳤다. 즉, 아버지가 사망했더

라도 어머니가 그대로 주부 역할을 한다면, 그 장자는 대를 이어 받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장자가 끝내 승중하지 못하고 어머니 생전에 죽

었다면, 그 처는 총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렇듯 명종 9년의

수교는 봉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부의 범위를 축소시킴과 동시에 총부

의 지위가 시어머니에 의해 제약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60)

남편을 여읜 총부의 주제권에 대한 비판은 이황을 중심으로 예학자들

사이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었다. 이황은 奇大升(1527∼1572)과 주고받

은 편지에서 장자가 무후로 죽었을 때 장자를 위해 후사를 세우고 가사

만 총부에게 전하는 것이 정당한 도리라고 보았다. 만약 입후를 하지 않

고 함부로 총부에게 맡긴다면 총부주제가 되는 것인데, 세상에 더러 이

런 일이 있었으나 이제 변론하는 말들이 있다고 하였다.61) 관습으로 인

정되어 오던 총부봉사가 16세기 중엽에 와서 논란이 되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기대승은 총부가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결단코 불

59) 各司受敎 禮曹受敎 甲寅十月二十三日 “…長子生時, 其父雖歿, □□□□ □(其母在
堂 以)主婦奉祀爲在如中, 其身雖序居長嫡, 未嘗歸重於己, 不可指謂傳重奉祀是㫆, 其身
旣無後身死, 其妻雖存身, 且不得承重, 其妻不可謂之冢適之婦是去乙… ” (한국역사연구
회중세2분과 법전연구반 엮음, 2002 (원문‧역주)各司受敎, 청년사, 65-66쪽.)

60) 김윤정, 2007 ｢조선전기 고부관계의 변화양상-종법의 수용과정을 중심으로｣ 민속학
연구 20, 14-15쪽. 김윤정은 중종대 후반부터 제사승계와 관련된 총부의 권한이 시
어머니에 의해 제한되는 과정을 겪었고, 명종대에 가면 장자의 처로서 누릴 수 있었
던 권리인 총부권이 시어머니의 생존여부와 아들의 유무에 따라 많은 제약을 받게 되
었다고 하였다.

61) 退溪集 권17 ｢答奇明彦-乙丑(1565)｣ “父母生存, 長子無後而死, 爲長子立後, 而傳之
長婦, 此正當道理也. 若不立後, 而謾付之長婦, 則是使冢婦主祭, 世或有此事, 而今所辨云
云者也, 如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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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다고 하면서 총부주제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총

부주제의 법은 과부가 쫓겨나는 화를 면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그 근

본이 이미 틀렸음을 지적하였다.62)

다만 이들도 장자 사후에 총부들이 하루아침에 내쫓기는 상황을 우려

하여 그들을 위해 살 곳을 마련해 주는 법이 세워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하였으나,63) 입법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조선중기의

문신 李浚慶(1499∼1572)은 아우가 비록 봉사를 담당하게 되더라도 형수

를 집에서 내쫓는 일은 부당하다고 보고, 아우가 제사를 지내는 날에만

봉사할 집에 오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64) 또 아우와 형수가 한 집

에 같이 살면서 아우는 제사만 봉행하고 가옥과 전민 등 제사와 관련된

재산은 총부가 관리하도록 하자는 견해가 있었으나,65) 중국과 달리 조선

의 집은 단일세대를 주거 단위로 하므로 아우와 형수가 함께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다.66)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선중기의 총부들은 기존의 권한을 일정 부분

포기하더라도 입후를 통해 자신의 기본적인 지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그들의 생사와도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총부들은 적극적

으로 입후를 추진하는 주체가 되었다. 실제로 중종, 명종대의 입후제 확

대 노력은 유학자들이 아닌 과부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는 같은 시기

62) 高峯全書 兩先生往復書 권2 先生前上狀 “抑冢婦主祭, 斷然不可. 今世之法, 雖爲寡
婦免遭迫逐之患, 而大本已差.”

63) 退溪集 권13 ｢答宋寡尤-言愼-庚午(1570)｣ “冢婦奉祀 … 此法固可改. 但薄俗無義,
長子死肉未寒, 或驅逐冢婦, 無所於歸者有之, 當如之何. 故今若欲改此法, 必幷立令冢婦
有所歸之法, 然後乃可.”; 高峯全書 兩先生往復書 권2 先生前上狀.

64) 東皐遺稿 권4, 獻議 ｢奉祀議｣ “至如冢婦主祀之說, 則法典所不現, 而禮記有嫡婦不爲
舅姑後之文, 則法無定著, 禮有證據, 何敢以臣之私意小識, 穿鑿於其間耶. 但其長子, 已於
父母生時, 無後而死, 其妻又無可歸之地, 而仍居父母所居之家, 則次子雖當奉祀, 而終其
身不敢迫黜其兄之妻, 而自居奉祀之家, 只於四時忌日, 來修其祭祀者, 臣於門族及世家流
風遺俗, 猶及多見矣. 獨不可據此爲例也, 伏惟上裁.”

65) 명종실록 권12, 명종 6년 8월 12일(정묘)
66) 명종실록 권17, 명종 9년 9월 27일(을축) “夫中國, 造家之制, 各爲一照, 故非徒兄弟,
至於八九代同居者有之, 我國則雖大家, 皆爲一照, 故雖兄弟, 不得同居, 其勢然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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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의 입후권과 형망제급 사이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현상을 설

명해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총부의 입후는 적장자손을 통한 제사승계

라는 종법 원칙에 적절하게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조정에 의해 보장을

받은 측면이 있었다.67)

16세기 이황과 기대승의 설은 17세기로 이어져 총부주제는 非禮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아갔다.68) 특히 朽淺 黃宗海(1579∼1642)는 총부

로서 제사를 주관하게 되었을 때 총부의 입장에서 신주를 고쳐 쓰거나,

신주에 봉사자의 이름을 쓰는 방제를 하거나, 축사를 쓰는 행위 등에 대

해 이런 이치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69) 황종해가 활동했던 시기

는 조선 예학의 대가 沙溪 金長生(1548∼1631)의 家禮輯覽이 완성되는

등 주자의 종법사상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있던 시기였다. 황종해는

영남 예학을 대표하는 鄭逑(1543∼1620)의 문인인 동시에 김장생에게도

예학을 배우면서 평생을 재야학자로서 예학에 전념한 인물이었다.70) 특

히 황종해는 제례 의식을 규정하고 각 조목마다 고증과 통론을 덧붙여

놓은 比豊門規라는 저서를 남길 만큼 제례 의절을 중시하였고, 무엇보

다 ‘敬宗’조를 따로 둠으로써 종법에 따른 종자의 지위와 권한을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71) 이런 황종해에게 있어 예법과 한참 어긋나는 부인의

제사 주관은 결코 불가한 것이었다. 조선의 국속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으

로 옹호되었던 총부의 주제권은 16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17세기를 거쳐

67) 이순구, 1996 앞의 논문; 김윤정, 2002 앞의 논문
68) 朽淺集 권4, 答問 喪禮 長子無後 次子攝祀 “禮經旣無婦人主祭之文, 退溪先生與奇高
峯往復論禮處, 明言冢婦主祭之非禮, 不啻詳悉, 國典, 決訟時, 雖有冢婦爲主之說, 不可據
此而使之主喪主祭也.”

69) 朽淺集 권7, ｢門中完議序｣ “原其先聖制禮, 則本無婦人主祭之文. … 若使冢婦主祭,
則其將改題神主曰夫高祖, 其旁題曰玄孫婦某奉祀, 其祝辭曰玄孫婦某敢昭告云云乎, 無是
理也.”

70) 이승연, 2011 ｢조선중기 주자학자 황종해黃宗海의 '가家'에 대한 인식-『비풍문규比
豊門規』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44, 345-346쪽.

71) 이승연, 위의 논문, 3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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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부정되어 갔다.

부모를 봉사하다가 사망한 장자의 처만 총부로 규정한 명종 9년의 수

교는 기존의 강했던 총부권을 제약하기 위해 총부의 개념을 축소시킨 것

이었기 때문에, 총부주제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시기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조치였다. 실제로 17세기 이후 실록에서는 총부가 직접 제사를

주관하는 사례들이 등장하지 않고, 총부의 용례도 명종 9년의 수교에 부

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병자호란 직후 청에 의해 끌려갔다가 속환

된 崔繼昌(1595∼1621)의 후처 權氏72)는 남편이 부모 생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명종 9년의 수교에서 규정한 총부, 즉 승중하고 사망한 장자의

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권씨는 속환된 이후 시댁에 의해 총부

로서 인정을 받아 집안의 제사를 받들고 시댁 식구들로부터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았다.73)

해당 수교가 이후 정식 법전에 수록되지 않았던 상황을 통해서도 후기

에는 작동하지 않았던 규정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후기 문집을

통해 17세기 이후의 총부 용례들을 살펴보면 부모 생전에 사망한 장자의

처라도 그대로 총부로 칭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흔하게 확인할 수 있다.

조선중기에 남편을 여읜 총부들의 주제권을 제한할 필요성에서 총부의

의미가 엄격하게 규정된 시기가 있었지만, 후기에는 단순 맏며느리의 의

미로 총부라는 개념이 존속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74)

72) 宋子大全 권172, ｢石洲權公墓碣銘-幷序｣
73) 현종실록 권14, 현종 8년 9월 20일(신유) “史臣曰, 寬之繼母權氏, 遘丙子之亂, 爲淸
人所執, 偸生而還, 誠有累矣. 時權氏之舅姑俱在, 寬亦成人, 寬之祖若責以大義而絶之, 使
寬不得以母之, 又以權氏死後不可入廟之意, 明白作訓, 以遺子孫, 則誰敢非之哉. 此則不
然, 權氏之生還也, 待以冡婦, 主以祀事, 使寬事之以母, 寬之叔繼雄, 事以兄嫂者, 二十餘
年矣. 及權氏之死也, 其舅已歿, 而其姑尙存, 服長婦之服, 寬服三年之喪, 少無貶損之禮.”

74) 이순구는 1996 앞의 논문, 262쪽에서 남편이 자식 없이 죽고 난 후 그 처를 총부라
고 했던 것이 일반적인 총부의 개념이라고 이해했지만, 이는 실록의 기록들에 바탕을
둔 주장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성종대 이후 실록에 나타나는 총부 관련 기
사들은 주로 논쟁거리가 되거나 분쟁에 관계된 총부들 위주로 기록이 되어있고, 이
때 문제가 된 총부들이 대부분 남편을 여의고 아들이 없는 맏며느리들이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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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후기 종부권으로의 전환

1) 총부권의 지속과 단절

16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17세기를 거쳐 점차 축소되었던 총부권은 속
대전(1746)에서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규정되었다.

장자가 무후로 사망하여 다시 다른 아들을 세워 봉사하게 한다면,

장자의 처는 총부로 논할 수 없다.【전민은 衆子의 예에 따라 분급

하고, 사당을 세운 가옥은 제사를 주관하는 자손에게 전급하여 마음

대로 파는 것을 금단한다.】75)

해당 조항은 이미 총부권이 문제시되고 있었던 1553년(명종 8)의 수교

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76) 이 수교는 다음과 같이 金錫胤·金益精 계후사

례에서 비롯되었다.

장자의 처를 비록 총부라 이르지만, 金益精이 金錫胤의 계후자가 되

었다가 석윤 처 생시에 익정이 무후로 죽어 석윤 처가 다시 金基瑞

를 계후자로 삼았다면, 조상봉사는 기서가 마땅히 주관하여야 한다.

익정 처가 어찌 총부의 이름을 빌려서 이를 다툴 수 있겠는가? 衆子

의 예로 전민을 나누어 가지면 또한 후한 뜻이다.77)

75) 續大典 禮典 奉祀 “長子死無後, 更立他子奉祀, 則長子之婦, 毋得以冢婦論.【田民,
依衆子例分給, 立廟家舍, 傳給於主祭子孫, 而擅賣者禁斷.】”

76) 受敎輯錄 禮典 立後 “長子死後, 更爲立後, 以主祭祀, 則長子之婦, 不可假冢婦之名爭
其田民, 依衆子例分給. (嘉靖癸丑承傳.)”

77) 大典詞訟類聚 禮典 奉祀 “長子之妻, 雖曰冢婦, 而金益精爲金錫胤繼後之子, 錫胤妻
生時, 益精無後身死, 錫胤妻更以金基瑞爲繼後, 則祖上奉祀, 基瑞當主之, 益精妻豈可以
假冢婦之名爭之, 其以衆子例, 分得田民, 亦是厚意. 嘉靖癸丑四月二十三日議得.” (鄭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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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정은 계후자로 석윤의 장자가 되었고, 익정의 처는 장자의 처로서

총부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시어머니인 석윤의 처가 새로 김기서를 후사

로 세우면서 익정의 처는 총부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중자로 간주되어 재

산을 나누어 갖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 때 시어머

니가 후사로 세운 김기서라는 인물이 차자인지, 집안의 다른 인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실록 기사에 한하여 본다면, 장자가 무후로 사망한 후에 제사승계자를

둘러싼 시어머니와 총부의 갈등은 중종 11년에 처음 등장한 이후로 명종

대까지 간간이 나타났다. 그 내용은 아들을 위해 집안 조카를 입후하려

는 시어머니와 딸에게 봉사권을 넘기려는 총부의 갈등 혹은 차자에게 제

사승계를 넘기려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위해 집안 조카를 입후하려는 총

부의 갈등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그 전개 양상은 처음에는 총부권이 강

하게 인정받다가 점차 시어머니에 의해 제약되어 가는 양상을 보였다.78)

명종 8년의 이 사례도 아들 없는 총부의 권한이 시어머니에 의해 제한되

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남편 사후 시어머니에 의해 차자 등 다른 아들

이 봉사자가 되면 총부는 사당이 있는 집에서 나오고 재산을 봉사자에게

넘겨야 했다.

앞서 살펴 본 명종 9년의 수교는 승중한 장자의 처로 총부의 의미를

축소시킨 법이었지만, 동시에 총부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권한이 법적으

로 보장되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명종 9년의 수교 대신 명종 8년의

수교가 정식 법전에 수록되었다는 것은 장자의 승중 여부와 상관없이 아

들 없는 맏며느리들은 그 권한이 매우 위태로워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속대전의 해당 조문에 대해서는 조선후기 총부권의 소멸이 확정된 것

植, 任相爀 [共]編著, 1999 十六世紀 詞訟法書 集成, 한국법제연구원, 30-31쪽.)
78) 김윤정, 2007 앞의 논문, 10-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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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해되어 왔다.79)

그렇지만 이러한 이해는 자칫 조선후기 맏며느리의 권한 소멸이라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 과연 장자인 남편이 죽고 아들 없는 부인들은

모두 맏며느리로서의 권한을 박탈당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

지 않았다. 그 이유는 먼저 속대전 조문에서 언급된 조건, 즉 ‘다른 아

들을 세워 봉사하게 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종법질서가 심화된

조선후기에 만연해졌기 때문이다. 조선후기에는 적장자인 종자와 그 이

외의 아들인 지자의 구분이 엄격해지면서 적장자손으로 이어지는 종통

계승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장자가 사망하면 지자가 아닌 그 처

가 종자의 빈자리를 메우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측면이 있었

다. 따라서 속대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장자의 처는 아들이

없더라도 종부로서 여전히 봉사와 입후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

다. 그렇다면 종법질서 이전 총부권의 내용을 이루었던 봉사권과 입후권

은 종법질서 이후 종부의 권한으로 ‘전환’되는 것일 뿐, 소멸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총부권에서 종부권으로의 전환,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다. 봉사에 있어서 조선전기의 총부는 본인이 사망

할 때까지 직접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조선후기의 종부는

입후가 성사되기 전까지 임시로 주관하는 것만이 허용되었고, 이마저도

소수의 사례로 나타난다. 또 입후에 있어서 총부는 비록 시어머니의 권

한에 의해 제약되어 가는 과정을 겪었지만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조선후기의 종부는 종중의 영향력 강화로 인

해 입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지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맞게 되

었다.

79) Martina Deuchler, 1992, Ibid., p. 161; 이숙인, 2008 앞의 책, 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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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계승 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총부에서 종부로의 전환이 지니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전기와 후기의 제사승계 및 입양 관념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가계계승은 부계혈통의

징표인 ‘姓’의 연속으로 인식되며, 이는 제사승계, 즉 봉사자의 연속으로

나타난다.80) 제사에 가계계승 의미가 강하게 반영된 것은 역사적 과정의

결과로서, 여말선초 주자가례 수용과 종법적 제사승계법제의 정립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81) 조선시대의 제사승계원칙은 국초부터 적장

자계승을 기본으로 했는데, 이는 부계 중심의 종통 계승, 즉 적장자인 종

자 중심의 제사승계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주자가례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82)

적장자 중심의 가족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경국대전의 가계계
승 관련 법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적장자손이 있다면 그를 통한 제사승

계가 순조롭게 이루어졌을 테지만, 문제는 적장자손에 의한 가계계승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즉 첩자만 있거나 아들이 없을 때 발생하였다. 
경국대전 봉사조와 입후조의 내용은 모두 적장자손으로의 제사승계를

기본원칙으로 하여, 적장자에 의한 봉사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마

련된 일종의 차선책이었다.83)

그러나 종법을 원리로 하는 제사의 적장자상속은 여말선초의 제사 관

행과는 상충되는 것이었다. 불교식 상제례의 영향으로 당시는 제사를 가

계계승보다 사후봉사로 여기는 관념이 일반적이었으므로, 누가 제사를

지내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84) 제사를 통한 가계계승보다는 제사 자체

80) 정긍식, 2010 앞의 논문, 70쪽.
81) 정긍식, 2001 ｢조선전기 주자가례의 수용과 제사승계 관념｣ 역사민속학 12.
82) 조선초기에 적장자 제사승계의 원칙이 확립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정긍식, 1996 앞의
박사학위논문, 159～161쪽 참조.

83) 경국대전 禮典 奉祀 “若嫡長子無後, 則衆子, 衆子無後, 則妾子奉祀.”; 경국대전
禮典 立後 “嫡妾俱無子者, 告官, 立同宗支子爲後.”

84) 朴秉濠, 1974 한국법제사고: 近世의 法과 社會, 法文社, 367-3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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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속, 즉 사후봉양이 계속되는 것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심지어는 제

향자의 노비로 사후봉사를 계속하게 하는 墓直奉祀의 관행도 성행하였

다.85) 봉사자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았기에 적장자의 지위도 중요시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자녀윤회봉사와 외손봉사, 그리고 총부의 제사

주관은 보편적으로 행해질 수 있었다.

조선전기에는 양자를 들이더라도 그 목적은 제사를 통한 가계계승보다

는 사후봉양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이 있었다. 일찍이 고려시대에는 자식

없는 사람이 夫妻 양측의 친족이나 외손, 여성 족인, 심지어는 혈연관계

가 없는 타인까지 모두 입양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였다.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점은 이러한 입양의 목적이 가계계승을 위한 것이 아니

고, 양부모에 대한 봉양과 상사, 봉사 등을 담당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이다. 이는 가계계승 관념에서 자유로웠던 고려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것

이었다.86)

조선전기의 입양은 고려시대 입양 관행의 연속선상에 있었다. 15세기

조선에서는 수양, 시양의 형태로 이성 친족 뿐 아니라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을 양자로 삼는 경우도 많았고, 그 목적은 양육, 노후봉양, 사후봉사,

재산증여, 기타 사적 이해관계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87) 제사를 가계계승

보다 사후봉양으로 여기는 관념이 강했기 때문에 세대를 나타내는 昭穆

之序에 맞지 않는 자를 입양해도 파양하지 않고, 함께 살아온 정을 고려

하여 그대로 봉사하게 하였다.88) 이는 수십촌 거리의 인물이라도 성씨가

같고 소목에 맞는 부계친 혈연을 양자로 들여 봉사손으로 삼아 그를 통

한 가계계승을 도모하였던 조선후기의 입양 관행과 명백한 차이를 보이

85) 정긍식, 2001 앞의 논문, 188쪽.
86) 박경, 2011 조선 전기의 입양과 가족제도, 혜안, 33-38쪽.
87) 박경, 2011 위의 책.
88) 정긍식, 2001 앞의 논문, 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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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었다.89) 물론 이는 종법적 가계계승 관념의 심화와 관계된다.

1437년(세종 19)의 입후법은 유교적 가족질서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서

기존의 입양 관행을 정비하고 봉사자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

고,90) 관련 내용은 경국대전 입후조에서 법문화되었다. 이를 기점으로

조선에서의 입후는 남편의 부계친족 중 소목에 합당한 支子를 입양하여

가계계승자로 삼는 것을 의미하였다.91) 그리고 이러한 입후 절차를 거쳐

입양된 양자를 繼後子로 명명하였다. 법 제정 이후에도 여말선초의 입양

관행은 지속되었지만, 16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가계계승을 위한 입후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후기로 갈수록 제사에 사후봉양보다

가계계승의 의미가 더욱 강해졌다.92)

그런데 부계친의 입후를 통한 가계계승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도 조선후

기와 이전 시기의 차이가 존재했는데, 이는 조선전기 총부의 입후권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종법적 가계계승 관념

이 확고하지 않았던 조선 전‧중기에는 가계계승에 종통보다는 가통을 잇

는다는 의미가 강했고, 또 부계친족집단으로서의 종중 혹은 문중이 발달

하기 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93) 장자인 남편이 사망하면 그 처가 총부

89) 이러한 입양 관행은 전근대 중국과도 다른 조선적 특징이었다. 중국의 異姓 입후 금
지 원칙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회에서는 사위, 외손, 인척 등의 이성 양자를 계후자로
세우는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명대로 갈수록 혈연보다 과거제 중시, 도
시화, 상업화 등으로 사회가 더욱 유연해지면서 당나라 때보다 오히려 이성양자 입후
가 증가하였다. 전근대 중국의 양자에 대해서는 Ann Waltner, 1990 Getting an
Heir: adoption and the construction of kinship in late imperial China (United
States of America: University of Hawaii Press)참조.

90) 세종실록 권77, 세종 19년 6월 3일(신유)
91) 지자는 둘째 이하의 여러 아들을 의미한다. 장자가 아닌 지자로 규정한 것은 장자는
스스로 자기의 가문을 계승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92) 정긍식, 2001 앞의 논문; 정긍식, 2010 앞의 논문.
93) 최재석은 1983 ｢朝鮮時代의 門中의 形成｣ 韓國學報 9(3)에서 문중의 개념을 부계
의 공동 조상의 제사를 위해 조직된 집단이며, 사위와 외손을 제외하고 부계의 친자
손만으로 구성되며, 자손이 없는 경우 동성동본의 아들을 입양시킴으로써 봉사를 담
당하게 하는 부계혈연집단으로 규정하였다. 16세기 이후 최초로 출현한 문중은 17세
기 이후 공동 항렬을 사용하는 8촌 이내의 조직체를 지칭하는 것이고, 이후 공동 항
렬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19세기에 이르러 동성동본이라는 최대의 집단으로 확대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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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입후권을 행사할 여지가 많았다. 반면 종법 관념이 심화된 조선후

기에는 가문의식의 성장과 함께 가문 내에서 종통의 논리가 강화되고,94)

이에 대한 남편 종중의 영향력이 강해짐에 따라 종부의 입후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구체적으로 이는 입후의 증인이 남편 부계친족집단의 門長으로 변화되

어 갔던 상황과 관련된다. 입후 사실을 국가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왕의 승인을 받아서 그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繼後立案을 받아야 했다.

최종적으로 국왕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은 부자 관계는 天性이고, 오

직 임금이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임금의 명 없이 사

사로이 부자 관계를 정할 수 없었다.95) 계후입안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생가와 양가의 소지와 함께 양쪽 집안이 계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

지를 증명하는 명문을 제출하였다.96) 이 때 중요한 지점은 그 합의를 증

명하는 증인이 夫妻 양측 친족에서 양측 문장으로, 그리고 양측 문장에

으로 보았다. 이해준은 2008 朝鮮後期 門中書院 硏究, 경인문화사에서 18세기 후반
이후 19세기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중서원’에 주목, 17세기 후반 내지 18세기에 이
르면 대부분의 사족들이 족적 기반과 혈연적 결속력을 배경으로 하는 족계나 동족마
을을 성립시켜 갔으며, 이 과정에서 동족자제의 교육을 위한 서당이나 재실과 같은
현조의 제향시설이 마련됨으로써 이후에 문중서원으로 발전하거나 그 기반을 마련하
고 있었다고 보았다.

94) 김남이, 2009 ｢18세기 喪‧祭禮 실천과 宗統의 이상-星湖 李瀷의 承重‧立後 논의를
중심으로｣ 東洋古典硏究 35, 409쪽.

95) 遜齋集 권5, ｢與尤菴先生問答｣ “答, 父子天性也, 惟人君代天理物, 故命他子, 以繼無
子之人矣, 豈可無啓下公文, 而私定爲父子乎.”; 승정원일기 정조 7년 9월 5일(계사)
“但繼後之法, 雖有父命與宗議, 未及聞官而出公文, 則猶屬倫義之未定矣. 蓋父子天性也,
惟人君代天理物, 故命他子, 以繼無子之人, 而我國繼後之法, 尤爲謹嚴, 必經禮斜, 然後始
許定倫, 何可不命於君而私爲之子乎.” 그러나 입후가 양적으로 증가했던 조선후기에는
국왕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규정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들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상우는 국가의 공적 기록인 계후등록과 사적 기록인 족보 사이에 나타나
는 정보의 간극을 통해 실제 발생한 모든 입후 사례가 계후등록에 실린 것이 아니
라는 점을 밝혔고, 이는 조선 정부가 개별 가족들의 입후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음
을 말해준다고 보았다. (한상우, 2017 ｢『계후등록(繼後謄錄)』과 족보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후기 입후의 특징｣ 古文書硏究 51)

96) 최연숙, 2005 ｢朝鮮時代 立案에 관한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37쪽,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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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남편 쪽 문장으로 변화되어 갔다는 것이다. 후기로 갈수록 ‘문장’은

남편 부계친족집단의 대표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입양을 합

의하는 과정에서 妻族이 점차로 배제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17세기

후반부터 처족의 동의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18세기 초부터는 거의 전적

으로 남편의 동성친족의 동의만 얻어 입후 절차를 밟았다. 이는 조선후

기 부계친족집단의 조직화 시기와도 일치한다.97) 입후 절차에 있어 처족

의 합의는 배제되고 남편 부계친의 영향력이 커지는 이러한 변화는 조선

후기적 특징으로, 이는 입후와 관련된 종부의 권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조선전기 총부권의 내용을 이루었던 봉사권

과 입후권은 조선후기 종부의 권한으로 전환되었지만, 그 권한의 구체적

인 내용에 있어서는 분명한 축소를 경험했다. 부계‧남계 중심의 가계계

승 질서의 강화 속에서 여성들의 입지는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후기 종부권은 총부권의 지속과 단절로 이해할 수 있

다. 장자 사후에 맏며느리가 종신토록 제사를 주관하는 일은 더 이상 일

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한 단절이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조선후기 종부들이 봉사와 입후 문제에서 축소된 형태로나마 권한을 유

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종부권’이라 명명하고자

한다. 종부권은 넓게는 봉사권과 입후권을 의미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봉사에 있어서는 입후가 성사되기 전에 임시로 제사를 주관하는 권한이

며, 입후에 있어서는 계후자 선정권과 입후 청원권, 그리고 이와 관련하

여 문제가 생겼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포함한다.98)

97) 崔在錫, 1980 ｢朝鮮時代의 養子制와 親族組織｣ 역사학보 86, 104-111쪽.; Mark
Peterson, 1974 “Adoption in Korean Genealogies: Continuation of Lineage”, Korea
Journal 14(1), p.32

98) 조선시대에 ‘종부’라는 개념이 법제적 용어가 아니었던 만큼, 여기서 말하는 ‘종부권’
이 그 자체로 법적 권리는 아니었다. 다만 종부를 비롯한 여성들의 입후권은 조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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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입후와 관련된 여성의 역할은 조선시대 입후법에 의해 일정

부분 보장되어 있는 것이었다. 경국대전 입후 절차에 따르면, 兩家의

아버지가 동의하여 관에 정장을 올려 고하도록 했고, 아버지가 사망하면

어머니가 대신하도록 하였다.99) 일차적으로 입후의 주체는 부모가 되어

야 했던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養父母를 중심으로 입후 청원이 이루

어지고 있었다.100) 해당 규정은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어머니 위치

에 있던 여성들의 입후권을 보장해주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

머니 역시 어떤 식으로든 부재한 경우에는 입후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일례로 김장생의 아들 愼獨齋 金集(1574∼1656) 사후에 그 처가 폐질에

걸려 입후할 수 없게 되자 종사가 부득이하게 그 아우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101) 조선후기에는 남편 친족에 의해 대리 청원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이는 남편을 여읜 양모의 건강 문제로 인한 부득이한 상황에서

그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양모가 직접 청원하지 않더라도 입후

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시해야만 입후가 가능하였다.102)

해당 원칙은 중국과는 다른 조선 입후법의 특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의 학자 柳重敎(1832∼1893)는 명나라의 제도는 반드시 아버지가

대 입후법에 의해 일정 정도 보장되어 있었다.
99) 경국대전 禮典 立後 “嫡妾俱無子者, 告官, 立同宗支子爲後.【兩家父同命立之, 父歿,
則母告官, 尊屬與兄弟及孫, 不相爲後.】”

100) 고민정, 2014 ｢朝鮮後期 家系繼承 硏究-立後制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67쪽; 한상우, 2017 앞의 논문, 195쪽.

101) 승정원일기 영조 26년 11월 5일(갑진) “愼獨齋夫人廢疾, 故不爲立後, 宗祀則歸於
其弟. 愼獨齋, 卽先正臣金集之號也, 以先正臣金長生之長子, 當奉祀, 而處之如此矣.” 이
사료에서 김집은 김장생의 장자로 표현되었지만, 사실상 김집은 둘째 아들이었다. 장
자인 金檃 내외가 임진왜란 때 사망하여 김장생의 종사는 김집이 담당하게 되었고,
김집이 사망한 후에는 종사가 그 아우이자 김장생의 셋째 아들인 金槃(1580∼1640)에
게로 옮겨갔다. 김집 자신의 제사는 서자로 하여금 받들게 하였다. 김반의 여섯 아들
가운데 넷이 문과에 급제하는 등, 그의 가계는 김집의 가계보다 훨씬 현달하였다. (마
르티나 도이힐러, 2018 앞의 책, 859쪽 주 52번)

102) 고민정, 2014, 앞의 논문, 79-80쪽; 최재석은 망자의 양자를 망자의 아버지가 결정하
지 않고 망자의 처가 결정하도록 한 것은 가부장권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도 보았
다. 가부장권이 강했더라면 의당 망자의 부나 조부 등이 양자를 결정해야 했기 때문
이다. (최재석, 1983, 앞의 책, 600-6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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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해 있고 아버지의 명으로 입후가 이루어졌다면, 조선의 법제는 아버

지가 사망하면 어머니가 관에 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기록하면서 중

국과의 차이를 명시했다.103) 아버지가 생존하여 그의 명으로만 입후가

가능했던 중국과 달리 조선은 어머니라도 부모 중 한 사람만 살아 있으

면 입후가 가능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입후 원칙의 차이는 곧 중

국과 조선 여성의 역할 상 차이를 만들어냈고, 조선후기에도 종부를 비

롯한 여성들이 입후에 관여하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원칙은 가문의 계후자 선정을 두고 남

편을 여읜 종부와 종중이 대립할 때 종부의 입후를 옹호하는 근거로 사

용되기도 하였다.104)

조선후기 여성의 입후권은 조선의 입후법 뿐 아니라 종가와 일반 가문

을 막론하고 사회적으로 입후가 만연해진 조선후기의 분위기 속에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례에서는 입후는 대종만 가능하고 소종은 후사가

없어도 입후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105) 대종은 君道와 같아서 비록 백대

이후라도 후사를 세워야 하지만, 소종은 祖가 위에서 신위가 옮겨지면

宗이 아래에서 바뀌니 4대 이후에는 마땅히 파해야 하기 때문이었다.106)

103) 省齋集 권45 柳氏家典 正倫理第一 “凡立後 … 必於其具父母者【皇朝制, 除大宗
外, 必父在承父之命, 方許出繼, 國典, 父沒則母告, 或因門長上言, 該曹回啓後許之.】.”
여기서 언급된 중국 제도의 내용은 명나라 丘濬이 편찬한 大學衍義補 권52 治國平
天下之要 明禮樂 家鄕之禮에 보인다.

104) 영조 24년(1748) 정몽주의 봉사손을 선정하는 문제를 두고 당시 종부 송씨와 남편
종중이 대립하자 대신들은 무릇 입후는 오직 부모의 自願에 달려 있어 타인이 억지로
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송씨의 계후자 지명권을 옹호하였다. (승정원일기 영조
24년 4월 20일(계유))

105) 의례 ｢喪服｣ “爲人後者孰後, 後大宗也. 曷爲後大宗, 大宗者, 尊之統也, 大宗者, 收
族者也, 不可以絶, 故族人以支子後大宗也.” 이에 대한 소에 “按何休云, 小宗無後當絶,
故知後大宗也.”라 하였다. 公羊傳 하휴의 註에서는 “小宗無子則絶, 大宗無子則不絶”
고 하였다.

106) 星湖全集 권38, 잡저 ｢儀禮經傳喪服志疑｣ “大宗如君道, 雖百世當立後, 至小宗, 祖
遷於上則宗易於下, 四世之後當罷者也.”; 鹿門集 권14, ｢儀禮-辛酉壬戌｣ “盖父子天倫,
不可以人力斷續, 唯大宗尊統上, 不可以絶, 故得以立後, 而至於小宗, 則五世而遷, 尊統
下, 嫡子嫡孫無後, 則只當以支子支孫承祖禰之重, 而不必爲嫡子嫡孫立後也, 此聖人用意
之至精至深處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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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자가례식 종법을 수용하고 실천한 조선에서는 대·소종 막론하

고 입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성호 이익은 후사를 세우는 것은 인륜의 중대한 변고이니 부득이한 경

우가 아니라면 굳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고, 근래 이 의리를 깨닫지

못하여 대·소종을 막론하고 모두 양자를 들여 후사를 세우는 잘못을 지

적하였다. 그는 소종의 경우 후사가 끊어지면 입후할 필요 없이 차자의

아들이 제사를 받들면 된다는 입장이었다.107) 반면 같은 상황에 대해 鹿

門 任聖周(1711∼1788) 등은 종법을 엄하게 하는 도에는 해로울 것이 없

다고 보았다.108) 무엇보다 그처럼 광범하게 입후하는 예는 국전에서 제

한하지 않았을 뿐더러, 송대 정호·정이 형제 및 주자와 같은 정주학 대

현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109) 茶山 丁若鏞

(1762∼1836)도 아버지를 계승하는 종만이 소종이고, 조부를 계승하는

종 이상은 모두 상대적으로 대종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면서,110)

조부를 계승하는 종이라면 모두 입후할 수 있다고 보았다.111) 이는 대·

소종의 구별이 엄격하지 않았던 조선후기 종가의 특성을 보여주는 동시

에, 당시의 광범한 입후 관행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한 것이라 할 수 있

다.112)

107) 星湖全集 권38, ｢儀禮經傳喪服志疑｣ “立後, 人倫之大變, 苟非不獲已者, 不必爲也.
宗雖絶, 次長之後當奉其祀, 而便成宗孫. … 後世不達此義, 無論大小宗, 皆立後則誤矣,
通典云嫡孫亡後次子之子可得傳祖重, 深得此義.”

108) 鹿門集 권14, ｢儀禮-辛酉壬戌｣ “然近世大宗之法殆廢, 以大宗之法, 移之於小宗, 行
之已久, 不害爲嚴宗法之道.”

109) 위의 글, “…且有此䟽說可據, 故程朱以來皆無異議.”; 省齋集 권45, 柳氏家典 正倫
理第一 “嫡妾俱無子, 則取族人爲後. 【古者惟大宗用此禮, 餘人之無後者, 皆祔食于其祖,
此正禮也. 然後世其法寖廣, 國典旣不立防限, 且如程朱諸先生, 任禮義之大宗者, 皆無譏
辭, 則爲人子孫而無後者, 迫於至情, 安得不遵用.】”

110) 장동우, 2000 ｢『의례』(儀禮) 「상복」(喪服) 편에 대한 다산 해석: 『상례사전』
(喪禮四箋)「상기별」(喪期別)에 나타난 종법(宗法)과 입후(立後)에 대한 해석을 중심
으로｣, 다산학 창간호, 282쪽.; 박종천, 2010 ｢의례적 계승인가, 사회적 구휼인가?-
조선 후기 입후立後와 입양入養에 대한 다산의 논의-｣ 다산학 16, 66-67쪽.

111) 與猶堂全書 3집 11권 喪禮四箋 권11 喪期別5 出後2 “小宗者, 繼禰之名, 繼祖以上,
皆大宗也. ... 大宗者, 繼祖者也, 凡繼祖之宗, 皆可以立後, 奚獨繼別者哉.”



- 55 -

그런데 조선후기에는 종가 뿐 아니라 지자들까지도 널리 입후하는 것

이 보편적인 상황이 되었다. 원래 주자가례에서는 아들이 없는 방계친,

즉 지자의 경우에는 입후를 하지 않고 소목이 같은 조상의 제사에 덧붙

여 함께 모시도록 하는 班祔의 예법을 규정했다. 이는 조선의 경국대전
에서도 법제화되었다.113) 그러나 조선에서는 16세기부터 반부를 하지

않고 망자를 위해 祭位條 등을 설정한 사례들이 존재했다.114) 나아가 17

세기 이후에는 반부의 예법이 거의 행해지지 않아 지자들도 널리 입후하

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115) 철종대에는 대여섯 집마다 한 집씩

양자가 있다고 할 정도로 입후가 널리 보편화되었다.116) 17세기 이후의

조선 사회에서는 가계계승을 필수적인 것이라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후기에 종가는 물론 지자 집안에서도 입후가 만연한 분위

기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남편을 여읜 여성들이 입후에 관여할 수 있

는 기회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조선에서는 무후자 남성이 사망한 이후

에 양자를 들이는 것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선후기 사족

부녀자의 청원 가운데 입후와 관련된 비율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117) 계

후자 선정이나 입후 논의 과정에서 조선후기 여성들의 권한 행사 정도는

감소했을지라도, 조선말까지 유효했던 입후 원칙과 입후의 사회적 보편

화는 남편을 여읜 여성들이 입후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 및 역할을 일정

112) 다만 다산은 무원칙하게 시행되던 입후의 문제들을 지적하였는데, 앞으로 아들을
둘 수 있는데도 입후하는 경우, 첩자가 있음에도 입후하는 경우, 자신의 장자를 출계
시키는 경우, 부모가 사망하여 허락을 받을 수 없는데도 양부의 말만 듣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몰래 입후하는 경우, 罷養과 次養의 문제 등을 들었다. (與猶堂全書 文集
권11, ｢立後論 1｣)

113) 경국대전 禮典 奉祀 “旁親之無後者, 祔祭.”
114) 정긍식, 2004 ｢16세기 財産相續과 祭祀承繼의 실태｣ 古文書硏究 24, 19쪽.
115) 南溪集 권51, 答問 ｢答兪濟卿問｣ “自班祔之禮不明, 而支子立後, 外孫奉祀之路遂廣.
蓋支子立後, 則儀禮惟大宗立後, 其次則貴爲大夫者, 其父爲之置後而已. 至於程子, 有大
宗後絶雖獨子當後之說, 張子又有五服之內無人, 必須疏屬爲後之說, 以至朱子又不分宗支
而幷許之, 今則因此雖少亡疏屬, 無不立後, 與禮經本意不同.”

116) 정긍식, 2021 앞의 책, 168쪽.
117) 김경숙, 2005 앞의 논문, 93쪽, 105-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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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보장해 주었다.

그 가운데서도 종부의 입후는 종가의 가계계승을 위한 종손을 세우는

문제와 관계되는 일인 만큼, 그 역할의 중요성은 일반 사족여성들에 비

해 더욱 높았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종가에서는 적장자손을 통한 가

계계승이라는 원칙이 비교적 철저히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장자가

무후로 사망한 경우에 형망제급 등의 방식보다는 입후를 선호하는 경향

이 강했다. 적어도 조선후기 의성김씨 종가의 경우에는 적장자가 일찍

죽으면 둘째 혹은 셋째 아들 등이 살아 있어도 적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계를 이어 갈 수 없었고, 후사를 들이기 전까지 길게는 30년의 공백이

걸리더라도 적장손에 의한 가계계승을 엄격하게 지키고자 하였다.118) 이

러한 상황에서는 입후 청원의 권한이 있는 종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2) 종부의 의례적 위상

조선후기 종부권은 총부권과 비교하여 실제적 권한의 축소를 겪었지

만, 그 축소된 권한 내의 종부권에 한해서는 종법적 논리 속에서 보장된

측면이 있었다. 조선전기의 총부권은 부계 의식이 강하지 않던 시대적

배경에서 딸에 상응하는 권리였다면, 종부는 종법적 구조에 의해 부여된

지위로, 이는 조선후기 맏며느리들에게 전에 없던 의례적 권한을 부여했

다. 이는 특히 종자의 처로서의 지위와 관계된다. 부계 중심의 제사승계

가 중시되고, 또 일상적으로 실천됨에 따라 자연히 제사를 지내는 종자

118) 은기수, 2004 앞의 책, 104-137쪽. 은기수는 종가에서 대를 이어갈 양자를 결정하기
까지 동생이나 조카 등이 호주가 되어 장남 가족과 함께 살다가 후사가 정해지면 나
중에 종가에서 분리되어 나갔던 점 등을 통해 조선후기 종가의 가계계승을 위해 가족
차원의 노력을 넘어선 일종의 “종족전략”이 행해지고 있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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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되어 갔다.119) 그리고 그 처는 종부로서의 위상을

획득하게 되었다. 고례에서 종자와 종부는 대종의 조상 제사를 봉행하고,

종인들을 보살피며 통솔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종족 내에서 그 지위가

특수하였고, 종인들의 추중과 존경을 받았다.120) 조선에서의 종부는 고례

의 대종부와 같은 선상에서 논의될 수는 없지만, 종자의 처로서 지니는

종부의 예제적 지위와 위상은 고례의 내용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었다.

고례에서는 종인들이 종자와 종부를 지성으로 공경하도록 했는데,121)

이는 곧 선조를 높이고,122) 종묘를 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123) 또 종자

와 종부가 죽으면 모든 종인들은 그들을 위해 齊衰 3개월의 복을 입도록

했는데,124) 이는 일반 백성들이 나라의 임금을 위해 입는 상복과 같았

다.125) 이에 대해 19세기의 유학자 省齋 柳重敎(1832∼1893)는 종자에게

君道가 있으니, 족인은 종자에 대해 신하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이해

하였다.126) 족인들은 마치 군주를 섬기듯이 종자를 공경해야 했다.

그런데 종자의 처와 관련하여 의례의 傳文에서는 종자의 어머니가

119) 조선에서 제사를 승계하는 승중장자의 위상 강화는 16세기부터 분재기에 별도로
‘봉사조’를 설정하기 시작하여 후기로 갈수록 그 설정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으로 설명
된다. 그 배경에는 의례적, 이데올로기적, 경제적 숙고의 미묘한 상호작용이 있었다.
물론 봉사조 재산은 승중자의 사유재산이 아니라 종중의 공동재산으로 운용되었으나,
이런 재정적 뒷받침이 없었다면 승중자는 가묘가 딸린 가옥에서 살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정긍식, 2004 앞의 논문; 마르티나 도이힐러, 2018 앞
의 책, 341-343쪽, 474-481쪽 참조.

120) 이영춘, 2012 앞의 논문, 123쪽.
121) 예기 ｢內則｣ “適子庶子, 祗事宗子宗婦, 雖貴富, 不敢以貴富, 入宗子之家, 雖衆車徒,
舍於外, 以寡約入.”

122) 예기 ｢喪服小記｣ “尊祖故敬宗, 敬宗所以尊祖禰也.”
123) 禮記集說大全 ｢內則｣ “嚴陵方氏曰, … 祗事宗子宗婦, 乃所以嚴宗廟而已.”
124) 의례 ｢喪服｣ 齊衰服 “丈夫婦人爲宗子宗子之母妻. 傳曰, 何以服齋衰三月也, 尊祖也,
尊祖故敬宗, 敬宗者, 尊祖之義也.”

125) 의례 ｢喪服｣ 齊衰服 “庶人爲國君.”
126) 省齋集 권23, 講說雜稿 小學說 “適子庶子祗事宗子宗婦, 宗子者主太祖之廟, 爲一族
之統者也, 猶木之有正榦而爲衆枝葉之所依附也. 古者宗子宗婦死, 一族爲之服齊衰三月,
齊衰三月者, 庶人服國君之服也, 故宗子有君道焉.”; 省齋集 권45 柯下散筆 柳氏家典
正倫理第一 “族人之於宗子, 有君臣之道, 族人旣成人, 先見宗子而後見其父母, 大宗子死
焉, 則擧族爲之服齊衰三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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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으면 종자의 처를 위해 복을 입지 않도록 하였으나,127) 종법의

부활을 주창한 북송의 장재는 이를 잘못이라고 여겼다. 장재는 종자의

처는 종자와 함께 종묘의 제사를 함께 지내는데 어찌 부부의 복제를 다

르게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족인들은 종자의 어머니가 생존해 있

더라도 종자의 처에 대한 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28) 조선후기의

학자 임성주는 혹인에게 답하는 글에서 장재의 설을 정당하다고 여겼

고,129) 星湖 李瀷(1681∼1763)도 장재의 설을 받아들여 종자는 君道와 같

아서 군주의 어머니와 처에 대해서 신하들이 모두 복을 입는다면, 종자

의 처에 대해서도 복을 입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130) 종자의 권위가

군주에 버금가는 것으로 중시되었던 만큼 종자의 처에 대해서도 합당한

대우가 필요했던 것이다.

종부의 복제 논의에서 보듯이 종부는 종자와 함께 제사를 지낸다는 점

에서 그 위상을 인정받았다. 앞에서 언급했듯 소종 중심의 종법을 기초

로 한 주자가례에서 종자와 종부는 곧 주인과 주부였다. 이는 예기
의 ‘지자는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는 구절에 의거한 것으로, 오로지 대를

이은 종자 부부만이 주인과 주부가 될 수 있었다. 또 시아버지가 돌아가

시면 시어머니는 제사를 지내고 빈객을 접대하는 일의 가사를 맏며느리

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에, 비록 시어머니가 살아 있어도 맏며느리가 주부

로서 남편과 함께 제사의 예를 지냈다. 시어머니는 의식에 참여할 때 주

부의 앞에 자리할 뿐이었다.131)

127) 의례 ｢喪服｣ 齊衰服 “丈夫婦人爲宗子之母妻. 傳曰, 宗子之母在, 則不爲宗子之妻服
也.” 傳文은 의례의 경문을 해설한 것으로, 子夏가 지었다고 전해진다.

128) 張子全書 권4 ｢宗法｣ “宗子母在, 不爲宗子之妻服非也, 宗子之妻, 與宗子共事宗廟
之祭者, 豈可夫婦異服, 故宗子母在, 亦當爲宗子妻服也.”

129) 鹿門集 권8, ｢答或人｣ “橫渠說, 恐正當. 盖承家著代, 唯以男子爲主, 婦人則只一隨
乎其夫耳. 故有嫡子, 則無嫡孫, 無嫡孫, 則亦無嫡孫婦. 初不問嫡婦之在與不在也. 然則喪
服嫡孫傳所謂孫婦亦如之, 及此傳所謂宗子之母在則不爲宗子之妻服者, 恐皆未安.”

130) 星湖全集 권42, ｢承重者之妻姑在服祖說｣; 星湖全集 권38, ｢儀禮經傳喪服志疑｣
“宗子之母在則不爲宗子之妻服也. 宗子如君道, 君之母妻皆服, 則宗子之妻似不可不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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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인이 없어서 아우가 攝主로서 대신 제사를 지내는 상황에서도

아우의 처가 감히 주부의 역할인 아헌을 행할 수 없었다. 일찍이 이황은

寒岡 鄭逑(1543∼1620)와 함께 이 문제를 논하였다. 정구는 형수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아우로서 섭주가 되었을 경우에 아헌과 종헌을 행하는

문제를 이황에게 물었다. 이황은 형수가 있으면 아우의 처가 아헌을 행

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이는 작은며느리가 맏며느리를 대신하는 혐의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아우가 초헌을 하고 형수가 아헌을 한다면,

이는 형수의 서열을 남편의 아우 다음으로 하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곤

란하다고 여겼다. 결국 이황은 이미 출계한 정구의 둘째 형이 아헌을 하

고, 정구의 처가 종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132) 이러한 이황의

설은 후대에 중요한 전범으로 자리 잡았다.133) 梅山 洪直弼(1776∼1852)

도 자신의 예설에서 아헌의 경우에는 결코 작은 며느리들이 주부를 대신

할 수 없지만, 종헌은 아헌과 달리 주부를 대신하는 혐의가 없기 때문에

형제의 부인들도 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134)

종부의 주부로서의 지위와 역할은 19세기 후반의 家典에서도 거듭 강

조되었다. 유중교는 이항로의 문인으로, 그에 관해서는 화서학파의 심설

131) 주자가례 권1 通禮 “準禮, 舅沒則姑老, 不預於祭. 又曰, 支子不祭, 故今專以世嫡宗
子夫婦爲主人主婦. 其有母及諸父母兄嫂者, 則設特位於前如此.”; 退溪集 권17, ｢答奇
明彦-乙丑｣ “父旣死則子當主祭, 子旣主祭, 子之妻爲主婦, 行奠獻, 母則傳重而不奠獻,
故曰, 舅沒則姑老, 不與於祭, 與則在主婦之前. 【內則註, 老謂傳家事於長婦也.】”

132) 退溪集 권39, ｢答鄭道可問目｣ “逑旣爲初獻, 賤婦爲亞獻, 則終獻, 仲兄爲之何如. 仲
兄以出繼之故, 今此私喪, 不得爲攝主, 所以當爲終獻. 若賤婦當避嫌於主婦, 則仲兄爲亞
獻, 賤婦爲終獻, 亦何如.”

133) 大山集 권34, ｢答權无悔問目｣ “虞祭以後初獻, 以攝子爲之, 而亞獻伯嫂爲之, 則是有
以長嫂亞夫弟之嫌, 攝婦爲之, 則是有以衆婦代冢婦之嫌, 未知何以爲之. 此有寒岡已行之
例, 就質於李先生, 只得遵用, 恐不可有他說也. 【寒岡以次子爲攝主, 故爲初獻, 西平公以
仲子出後, 故爲亞獻, 攝婦爲終獻.】” ; 梧山集 권3, ｢答洪思祖問目｣ “此禮旣有寒岡已
行之故事, 且經退溪先生勘斷, 而葛菴又引此爲答於李容全之問, 則其爲後世遵行之典明
矣.”

134) 梅山集 권14, ｢答李稚存-丙申四月｣ “凡祭祀之禮, 雖云內外親之, 無主婦者, 滌器潔
釜鼎具祭饌, 當使衆婦女爲之, 而亞獻則決不可攝行, 以嫂叔舅婦之不宜對待爲禮也, 然終
獻與亞獻不倫, 無攝主婦之嫌, 故朱先生許弟婦爲終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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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위정척사론, 그리고 음악에 조예가 깊었던 면모들이 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유중교는 종법을 중심으로 한 종중 질서를 정립하는 데도

상당한 정성과 노력을 기울인 인물이었는데, 이는 그가 남긴 ｢柳氏家典｣

과 ｢高興柳氏宗法｣ 등의 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선조를 받드

는 예와 관련해 만든 종법은 사당 안에 간직하여 영원토록 준행하도록

했고, 여러 본을 베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외우게 하며, 시집 온 며느

리들에게도 주어 익히게 할 만큼 종법을 통한 종중의 화합과 질서를 중

시하였다.135)

｢유씨가전｣에서 윤리를 바로 세우는 법[正倫理], 선조를 제사지내는 법

[奉先], 집안을 다스리는 법[御家] 등의 내용들은 대부분 주자가례를
기본으로 삼고, 종법을 그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주부와 관련된

내용에 따르면, 종자의 처는 주부가 되어 종자와 자리를 짝하고, 抗禮로

서 종사를 계승하므로, 족인들이 종자와 마찬가지로 주부를 높여야 한다

고 하였다.136) 항례로서 종사를 계승한다는 것은 제사를 함께 지내는 것

을 의미하는데, 예를 행할 때 신주를 내고 들여놓는 일, 찬을 차리고 술

잔을 따라 올리는 일, 혼령이 흠향하기를 기다리고 차를 올리는 일 등의

절차는 모두 반드시 주인과 주부가 함께 하도록 했다.137) 이러한 주부의

역할이 지니는 중요성으로 인해 종자의 처가 죽으면 종자는 설령 늙었을

지라도 다시 장가가도록 하였으니, 하루라도 주부가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138) 제사의식에서 예를 행할 때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135) 省齋集 권45, 柯下散筆 柳氏家典 奉先第二 “凡奉先之禮, 旣攷古酌今, 著爲宗法, 藏
之廟中, 永世遵行之, 又翻謄數本, 子生十歲以上, 卽授之成誦, 新婦入門, 旣見廟亦授之.”

136) 省齋集 권45, 柯下散筆 柳氏家典 正倫理第一 “凡宗子之妻爲主婦, 與宗子配位, 抗
禮以承宗事, 族人尊之, 亦如宗子, 爲之服齊衰三月.”

137) 省齋集 권45, 柯下散筆 柳氏家典 奉先第二 “行禮, 必主人主婦, 分主東西階, 以統衆
子孫男女, 如出主納主進饌獻酌侑食進茶之禮, 皆主人主婦共之.”

138) 省齋集 권45, 柯下散筆 柳氏家典 正倫理第一 “宗子妻死, 則宗子雖老, 猶改娶. 【六
十不娶大防也, 而聖人猶許宗子七十而娶, 以其不可一日無主婦也.】” 이와 관련하여 예
기 ｢曾子問｣에서는 “孔子曰, 宗子, 雖七十, 無無主婦.”고 하였고, 이에 대한 공영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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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은 밖에서 자리를 바로 하고, 주부는 안에서 자리를 바로 하여 한

집안의 식구들을 통솔하고, 주인과 주부가 서로를 대함에 예절을 다해야

했으니, 이것이 집안을 바로잡는 큰 근본이었다.139)

이처럼 조선후기의 종부는 종자의 처, 그리고 주부로서의 의례적 권한

을 부여받았고, 집안에서 족인들의 존중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 특히 종

부라는 위치에서 여성이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망은 이전 시기 총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양상과 규모를 보였다. 19세기 양반가의 한 종부는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남편의 친구와 시댁 친족, 하민들을 포함하여 250여

명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 가운데 남편의 부계친족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4대봉사를 주로 하는 해당 종가는 일 년에 무

려 30여 차례의 제사를 지냈고, 그때마다 종부들은 의식에 참여하러 오

는 남편 친족들을 대접하는 역할을 도맡았다. 그 밖에 종부는 직접 친족

들의 경조사에 참여하거나 수시로 음식과 선물을 전달하였고, 역으로 친

족들은 종부에게 인사차 방문하거나 문병을 위해 방문하였다. 이처럼 조

선후기 종부와 남편의 부계 친족들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불가분의 관

계를 맺고 있었다.140) 이러한 조선후기 종부의 관계망 양상과 규모는 종

법 질서가 종가의 맏며느리에게 부여한 의례적 위상과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소에 “若其宗子, 雖七十無妻, 猶得更聚, 故曾子問宗子雖七十無無主婦, 是必須有主婦
也.”라고 하였다.

139) 省齋集 권45, 柯下散筆 柳氏家典 御家第四 “主人正位乎外, 主婦正位于內, 以統一
家之衆, 其相對, 禮貌甚敬. … 此正家之大本也.”

140) 김현숙, 2018 앞의 책, 193-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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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종부의 봉사권과 입후권의 예학적 근거

조선후기의 종부는 종자의 처, 그리고 주부로서의 의례적 권한을 부여

받았고, 집안에서 족인들의 존중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 특히 종자의 처

로서의 위치는 종부의 봉사권과 입후권이 긍정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

했다. 이는 조선후기 관련 예학적 논의들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조선후기 부계·남계 중심의 가족질서가 강화될수록 부인은 봉사하는

의리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을 이루었다. 따라서 장자인 남편이

사망하면 그 처가 종신토록 남편과 선대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자연스러

웠던 조선전기의 총부주제와 달리, 조선후기 부인의 주제는 제한적으로

만 행해졌다. 그러나 부인의 봉사권과 관련된 논의는 19세기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었고, 특히 종손의 자리가 비어있는 경우 누가 제주하고 상

제례를 주관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단순하지만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각 입장의 주

장 및 그것의 기반이 된 명분과 논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부인봉사가 비록 예외적일지라도 쉽게 소멸되지 못하고 19세기 중후반까

지 논의되었던 이유를 해명하고자 한다.

한편, 조선 사회에서는 종법질서가 생활규범으로 정착하는 과정에서

형망제급과 입후에 대한 선호도가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16세기까지도 형망제급은 선대의 봉사를 잇는 방식이고 입후는 一身을

위해 후사를 세우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했으나,1) 17세기에 들어

서면 형망제급이 부정되고 입후가 정론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었으

며, 18세기에 이르면 입후가 정론이고 형망제급이 변례라는 것이 당연하

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2) 이러한 추세는 종부의 입후권 논의에도 그대

1) 명종실록 권15, 명종 8년 9월 11일(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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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兄亡弟及後 兄妻立後’의 문제, 즉 형

이 사망하고 아우가 뒤를 이었는데 뒤늦게 형수인 맏며느리가 입후를 했

을 경우에 누구를 봉사손으로 정할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종부

의 입후권 논의가 지닌 특징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

해 조선후기 종법적 가계계승 질서 속에서 종부에게 부여된 위치와 그에

따른 역할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2) 고민정, 2020 ｢17∼18세기 兄亡弟及의 사례를 통해 본 가계계승의 실현과정｣ 史學硏
究 140, 2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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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부의 주제와 지자의 섭사 논쟁

1) 부인주제의 근거

조선후기 부계·남계 중심의 가족질서가 강화됨에 따라 부인이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正禮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을 이루었다. 후기로

갈수록 부인은 봉사하는 의리가 없다는 유교 질서의 명제가 더욱 확고해

진 것이다. 따라서 장자인 남편이 사망하면 그 처가 종신토록 남편과 선

대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조선전기의 총부주제와 달리, 조

선후기 부인의 주제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

다.

부득이한 경우란 대체로 제사를 주관할 적장자인 종자가 아들 없이 사

망하고 입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제례를 주관할 남자 친족도

없는 경우를 의미했다. 이 경우에 종부는 계후자가 결정될 때까지 임시

적으로 제사를 주관할 수 있었는데, 이를 위해 사용된 예법이 있었다.

즉, 부인이 처로서 남편을 제사 지낼 때는 ‘顯辟’으로써 題主하고, 며느리

로서 시부모를 제사 지낼 때는 각각 ‘顯舅’와 ‘顯姑’로써 제주하도록 하였

다. 제주란 신주에 망자의 칭호와 봉사자의 이름을 쓰는 일을 말한다.

‘현벽’은 신주에서 부인이 아내로서 죽은 남편을, ‘현구고’는 부인이 며느

리로서 죽은 시부모를 칭하는 호칭이었다.

이 가운데 부인이 ‘현벽’으로 남편을 제사 지내는 일은 이황 단계에서

부터 행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황은 李平叔에게 답한 편지에서

도성 내 어떤 집안에서 아들 없이 남편이 죽은 경우 그 처가 신주에서

남편을 ‘현벽’으로 칭하는 경우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는 이 예는 예
기에 의거한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예가 자세하지 않아서 이것이 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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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겠다고 하였다.3)

이황이 이해한 대로 아내가 남편을 제사 지낼 때의 호칭에 대한 예문

은 예기에 보인다. 예기 ｢곡례｣에 “할아버지는 皇祖考라고 하고, 할

머니는 皇祖妣라고 하고, 아버지는 皇考라고 하고, 어머니는 皇妣라 하

고, 남편은 皇辟이라고 한다.”고 하였다.4) 황벽의 ‘벽’에 대해 원나라 陳

澔는 “벽은 법도이니, 아내가 법식으로 삼는 바이다.”라고 주를 달았다.5)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은 법식이 되니 ‘벽’이라고 칭한다는 것이다.

예기에서 전하는 ‘황벽’ 대신 ‘현벽’으로 칭하게 된 것은 당나라 周元

陽6)의 祭錄과 송나라 韓琦(1008∼1075)의 祭式에서부터였고,7) 그것
이 통용된 시점은 원나라 때부터였다. 원나라 大德 연간(1297∼1307)에

‘황’자가 혐의롭다는 이유로 ‘현’자로 바꾸어 통용한 것이다.8) 명나라의

丘濬(1420∼1495)은 ‘황’과 ‘현’은 모두 밝다는 의미로 그 뜻이 서로 통한

다고 하였다.9)

이렇듯 부인이 신주에서 남편을 칭하는 예법은 예기에서부터 존재

했지만, 고금의 諸儒들 중에 제사에서 이로써 일컬은 자가 없다가 당나

라 주원양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행해졌다고 이해되었다.10) 실제로 조선

후기의 부인주제 논의는 대부분 주원양의 제록에 의거하고 있었다. 주

원양의 제록에서는 부인이 아내로서 남편을 제사 지내는 법식 뿐 아

니라, 며느리로서 시부모를 제사 지내는 법식도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3) 退溪集 권37, ｢答李平叔｣ “夫存妻死, 則神主不書顯妣, 疑當云亡室. 妻存無子而夫亡,
未詳當何書, 都下有一家, 書曰顯辟, 蓋依禮記夫曰皇辟之語也, 未知是否.”

4) 예기 ｢曲禮｣ “王父曰皇祖考, 王母曰皇祖妣, 父曰皇考, 母曰皇妣, 夫曰皇辟,”
5) 위의 구절에 대한 陳澔의 주에 “辟法也, 妻所法弍也.”라 하였다.
6) 당나라 여남(汝南) 사람이다.
7) 常變通攷 권17, 喪禮 題主 ｢粉面稱顯考妣｣;星湖全集 권21, ｢答尹復春問目上-庚戌｣
8) 南塘集 권24, ｢家禮䟽義付籤｣
9) 沙溪全書 권35, ｢疑禮問解｣ 家禮圖
10) 南溪集 권52, ｢答泰徵姪問｣ “禮記雖有皇辟之說, 古今諸儒無以此爲祭稱者, 自周元陽
祭錄始有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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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상의 조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시조부모부터는 입후

가 성사되기를 기다린 후에 그 계후자로 하여금 예에 맞는 제사의식을

지내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졌다.11)

예기의 구절만을 언급하며 부인주제의 예법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을

보인 이황에 비해 김장생은 더욱 적극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장생은

주원양의 제록에 의거하여 부인이 남편의 상을, 며느리가 시부모의 상

을 주관하는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주원양의 제록에 “남자 주인이 없어서 며느리가 시부모를 제사 지

낼 경우에는 그 축사에 ‘新婦某氏祭顯舅某官封諡顯姑某氏’라고 하고,

아내가 남편을 제사 지내면서는 ‘主婦某氏祭顯辟某官封諡’라고 한다.”

고 하였으니, … ‘현벽’이라고 칭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듯하네. 방

제에 대해서는 예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글이 없네.【부인은 제사

를 받드는 의리가 없으니, 아래에 나오는 李以恂에게 답한 조항을

참고해서 보아야 한다.】12)

여기서 언급된 이이순은 자손이 없고 며느리만 남아 있는 집에서 제주

하는 예를 물었고, 김장생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부인은 봉사하는 의리가 없네. 주원양의 제록을 보면 “며느리가

시부모를 제사 지낼 경우에는 그 축사에 ‘顯舅某官封諡’라고 한다.”

11) 近齋集 권13, ｢答金城甫｣ “顯辟題主, 旣出於不得已, 而爲一時之權, 則喪畢後何可行
改題遞遷祧埋之禮乎. 周元陽祭錄, 有新婦某氏祭顯舅姑之文, 而大舅以上推不去矣, 惟當
待立後而已. 新喪神主, 姑祔於祖龕, 東壁西向, 而立後之後, 始告遷可也.”

12) 沙溪全書 권39, ｢疑禮問解｣ 喪禮 題主 妻主夫喪 “周元陽祭錄亦曰, 無男主而婦祭舅
姑者, 祝詞云新婦某氏祭顯舅某官封諡顯姑某氏, 妻祭夫曰, 主婦某氏祭顯辟某官封諡. …
稱顯辟似有據. 旁題禮無明文.【婦人無奉祀之義, 見下答李以恂條, 堂參看.】”



- 67 -

하였네. 만약 부득이한 경우라면 혹 이에 의거해서 제주해야 하지

않겠는가? 방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와 있는 글이 없네. 만약 젖

먹이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름을 정하여 곧바로 방제에 쓰면

되지, 어찌 장성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겠는가?13)

김장생은 부인은 제사를 받드는 의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부득

이한 경우에는 주원양의 제록에 의거하여 아내가 남편을, 며느리가 시

부모를 제사 지낼 수 있다고 보았다. 부득이한 경우에 제록에 의거하

여 부인의 주제를 인정한 김장생의 설은 이후 관련 논의에서 중요한 전

거가 되었다. 다만 신주에 주제자의 이름을 쓰는 방제에 대해서는 확실

한 의견을 내지 못하면서도, 만약 젖먹이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이

름을 쓰도록 제안함으로써 부인의 방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

비쳤다.

제주는 신주에 망자의 칭호와 함께 봉사자의 이름을 쓰는 것을 아울러

말한다. 즉, 신주의 앞판에 분을 발라 망자를 칭하는 속칭을 쓰는 것

과,14) 그 아래에 ‘孝子某奉祀’라고 제사를 받드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방

제를 아울러 의미한다. 김장생은 부인으로서 신주에 남편이나 시부모의

속칭을 쓸 수는 있지만, 부인을 주제자로 직접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망설이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방제는 주제자와 망자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제사승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후대 학자들의 부인주제 논의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로 사용된 것

13) 沙溪全書 권39, ｢疑禮問解｣ 喪禮 題主 妻若乳兒奉祀 “婦人無奉祀之義, 周元陽祭錄,
婦祭舅姑者, 祝詞云顯舅某官封諡云云, 若不得已或依此題主耶. 旁題亦無明文, 若有乳下
兒, 則定其名, 卽書旁題, 何必待長.”

14) 정이천의 신주 제도에 따르면 ‘屬’은 高·曾·祖·考를 말한다. ‘稱’은 벼슬 혹은 號나 行
이니, 處士와 秀才, 몇째 郞, 몇째 公 따위와 같은 것을 말한다. (주자가례 권4 喪禮
治葬)



- 68 -

은 부인주제에 대한 尤菴 宋時烈(1607∼1689)의 설이었다. 송시열은 부

인이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정례가 아닌 변례이고, 천만 부득이한데서

나온 것임을 거듭 주장하면서도,15) 부인주제는 적통을 지키는 것과 관련

이 있음을 밝혔다. 송시열은 아내가 남편을 주상하는 문제에 대한 李鳳

瑞의 물음에 부제학 金慶餘(1596∼1653) 집안의 사례를 들며 답했다. 그

는 김경여의 장손이 무후로 사망하여 마땅히 차손이 임시로 봉사를 담당

해야 하는데, 그 어머니와 형수가 살아 있어 차손이 감히 봉사하기를 거

절하자 부득이하게 그의 어머니, 즉 김경여의 맏며느리가 임시로 제사를

주관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 때 주목되는 점은 부득이한 상황에

서의 부인주제에 대해 송시열이 ‘적통을 엄중하게 하는 뜻[嚴嫡之義]’으

로 이해했다는 것이다.16)

물론 송시열은 부인으로서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못내 마음에 의심이

있으니 이황의 뜻에 따라 차자나 차손이 임시로 섭행하는 것을 최선으로

여겼지만,17) 부득이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부인주사는 종통을 중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韓汝尹에게

답한 글에서는 주원양 제록에 의거하면 그의 손자며느리가 잠시 제사

를 주관하는 것도 전혀 근거할 바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부인주

제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18) 송시열의 논의에서 부인의 주제는 종통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나름의 명분을 획득하였다.19)

15) 宋子大全 권99, ｢答李君晦｣; 宋子大全 권99, ｢答金文仲-昌錫-甲寅(1674)｣
16) 宋子大全 권119, ｢答李仲擧-鳳瑞｣ “故金副提學慶餘長孫無後而亡, 其次孫當爲奉祀,
而以其長子之妻尙在, 故其次孫不敢奉祀, 而曰兄嫂當早晩立後, 而吾遽主祀, 則是有奪嫡
之嫌, 必待兄弟生子, 而立其兄之后, 不得已其母姑主之, 此於嚴嫡之義雖得, 而但禮無婦
人主祀之義, 此愚尋常有疑於心, 而欲質於知禮者也, 今來示正與此事相符, 如或質正而得
其定論, 幸示及也, 嘗見退溪集, 有攝主之文, 旣曰攝則其弟權爲主祀, 亦無妨耶.”; 宋子
大全 권59, ｢答閔大受-丁巳三月｣

17) 宋子大全 권119, ｢答李仲擧-鳳瑞｣; 退溪集 권39, ｢答鄭道可(逑)問目｣ “然則其未
立後之前, 亦不得已權以季爲攝主, 不稱孝, 只書名稱攝而行之, 爲可.”

18) 宋子大全 권82, ｢答韓汝尹｣ “周元陽祭錄, 婦祭舅姑者祝詞云, 新婦某氏祭顯舅某官顯
姑某氏, 祭夫云, 主婦某氏祭顯辟某官, 據此則以參判公孫婦, 姑爲主祭, 不爲全無所據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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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열은 딸에게 남긴 계녀서와 손자며느리에게 남긴 편지를 비롯하여

묘표, 행장, 제문 등 여성과 관련한 많은 글을 남겼고,20) 조선 유학자들

의 여성관에 많은 영향을 준 학자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변례와 관련된

송시열의 언급은 권위를 갖게 되고, 후대의 학자들에게 기준으로 작용했

다. 예컨대 李宜朝(1727∼1805)의 家禮增解는 예경과 그 이전의 예서

에서 다뤄지지 않은 다양한 변례에 대한 송시열의 견해를 싣고 있다.21)

종통을 중시하는 맥락에서 부인주제라는 변례를 인정한 송시열의 인식

은 후대의 학자들에게 널리 영향을 미쳤다. 그의 현손 宋德相(1710∼

1783)은 부인주제에 대해 송시열과 거의 동일한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부인주제는 정례가 아니지만 차자가 혐의를 피하고자 섭주를 하지

않으려 한다면, 부인주제 역시 적통을 엄히 여기는 뜻으로서 가상하다고

여겼다.22) 차자의 탈종 혐의를 피해 적통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인

주제의 의미를 인정해준 것이다.

기본적으로 김장생과 송시열 모두 부인은 봉사하는 의리가 없음을 분

명히 하였다. 그러나 김장생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부인주제에

대해 근거가 있다고 보았고, 송시열은 그런 상황에서의 부인주제는 적통

을 엄중하게 하는 뜻이 있다며 일정한 의미 부여를 했다. 그리고 이들의

설은 이후 부인주제를 주장하는 논의들에 중요한 전거가 되었다. 이들의

논의는 종법질서의 심화 속에서도 여성의 봉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19) 김윤정 역시 주부의 봉사가 종통의 중시라는 점에서 강조되고 있었던 측면을 송시
열, 윤봉구, 정제두의 논의를 통해 살폈지만, 낙론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여성의 봉사
에 대한 비판이 강화되면서 결국 여성이 행하던 主祭의 권한이 더욱 축소되고 지자에
의한 섭행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데에 논의의 초점이 있다. (김윤정, 2011 앞의 박사
학위논문)

20) 홍인숙, 2003 ｢17세기 여성사의 문제적 인물, 尤庵 宋時烈 - 碑誌類, 祭文과 ｢우암선
생계녀서｣를 중심으로｣ 東洋古典硏究 18; 윤경희, 2012, 앞의 논문.

21) 왕화영, 2019 ｢유학의 예와 여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17세기 송시열 예학을 중심으
로-｣ 한국 철학논집 61, 27쪽.

22) 果菴集 권5, ｢答尹殷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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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고, 최대한 예에 적합하게 이를 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조선후기 세속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위해, 며느리가 시부모를

위해 제사 지내는 집안이 ‘심히 많다’고 지적되거나,23) 남자 친족이 있어

도 부인이 주제하는 일들이 보고되고 있었던 것을 보면,24) 조선후기에도

여성의 봉사는 어떤 형태로든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인의 봉

사권과 관련된 논의도 19세기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종손의

자리가 비어있는 경우 누가 제주하고 상제례를 주관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

았음을 보여준다. 이후의 절들에서는 관련 논쟁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자 한다.

본문에서 사용하는 ‘부인주제’의 개념은 부인이 신주를 쓰는 題主와 제

사를 주관하는 主祭까지 아울러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당대인들에

게는 제주가 종법과 관련하여 더 중요한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주

제는 단지 형식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포괄적인 의미로 ‘부인주제’를 사용하되, 필요에 따라 제주와 주제를 구

분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 논의의 대상이 된 여성들은 모두 맏

며느리들로, ‘冢婦’, ‘宗婦’, ‘長子之妻’, ‘長子婦’, ‘宗子之妻’ 등으로 다양하

게 표현되고 있지만, 논의되는 맥락은 모두 종통을 잇는 종자의 처와 관

련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종부로 간주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3) 性潭集 권9, ｢答洪梯-丙辰(1796)｣ “恐當據周元陽禮, 垠之內以顯辟題主, 而其稱顯舅
姑, 亦無不宜矣. 近世行此禮者甚多耳.”

24) 南溪集 권42, ｢答鄭士仰問-乙丑｣ “然今世俗必不安於諸親攝行, 而安於妻稱皇辟, 恐
難抑而行之.”; 儉齋集 권12, ｢答李生-夢彦-壬辰｣ “夢彦家祭時祝文, 前冬緬襄時甞奉
質, 而書以屬庶兄矣, 一家諸議多以攝祀爲未安, 而冢婦當主告云.”; 南塘集 권21, ｢答金
常夫-八月｣ “今世此禮見行者有三, 雖有諸子, 宗婦主祀, 以待立後一也, 獨子出繼大宗,
其父更爲立後或班祔, 如來說一也, 兄亡弟及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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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자의 처로서의 지위 강조

조선후기에는 적장자가 무후로 사망할 경우의 제사승계 방식으로 입후

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입후의 가장 큰 문제는 적장자 사후 바

로 입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한동안 종손의 자

리가 비어있게 된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입후가 성립되기 전까지 누가

임시로 상제례를 담당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었다. 바로

이 경우에 사망한 적장자의 처가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과 집안의 남자

친족이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했고, 이를 둘러싸고 여러 논의들이

전개되었다.

종법에 따라 종자가 절대적인 지위를 지니고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는

점에서, 종자의 처가 주제하든[女主], 아우로 대표되는 지자가 대신 봉사

하든[支攝, 男主], 모두 변례라는 점에서는 매한가지였다. 더군다나 부인

의 봉사와 지자의 봉사는 각각 여성이라는 신분적 한계와 지자에 의한

탈종의 가능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종손의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누가 상제례를 주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定論

이 없는 채로 19세기까지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었다. 물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조선후기에는 부인은 봉사하는 의리가 없다는 대명제가 분명

해짐에 따라 지자가 섭사해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지자에 우선하여 부인이 봉사해야 한다는 주장들은 조선후기 종법질서에

서 종부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비록 소수의 의견일지

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폈듯 송시열이 부득이한 경우에 일어나는 부인주제에 의미를

부여했다면, 그의 문인 金鎭圭(1658∼1716)는 지자의 섭사에 우선하여

부인주제를 주장하고 이를 합리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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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적극적으로 부인주제를 긍정하고 있었다. 여주와 지섭 논쟁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스승 송시열과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김진규는 먼저 부인주제의 근거를 자신의 선조 김장생25)이 부인주제

에 대해 ‘현벽이라고 칭하는 것도 의거할 바가 있다’고 한 설에서 찾았

다.26) 여기서 더 나아가 그는 경전의 내용을 토대로 부인주제의 정당성

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김진규는 먼저 ‘황벽’의 기원이 되는 예기 ｢곡
례｣의 내용에 주목했다. 그는 ｢곡례｣에서 부인의 남편에 대한 ‘황벽’이라

는 칭호가 직계 조상들에 대한 칭호와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 반면, 방친

의 경우에 대한 칭호는 없다는 점을 들어, 이는 곧 고례에서 부인이 남

편을 제사 지내는 것을 허용한 것이며, 부인의 주제가 방친의 섭행보다

낫다는 뜻을 내포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27)

또 김진규는 지자의 섭사를 주장하는 근거로 자주 인용되는 경전의 구

절을 역으로 부인주제를 정당화하는 예문으로 삼기도 하였다. 지자의 섭

사를 주장하는 논자들은 예기 ｢曾子問｣의 만약 종자가 타국에 있는

등의 이유로 부재하면 그 아우가 조상의 묘소를 바라보는 곳에 제단을

만들어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을 근거로 삼고는 하였다. 그런데 김진규는

같은 구절에 대해 종자가 타국으로 가게 된다면 마땅히 그 처자식을 데

리고 가는 것이니, 종자의 처인 종부도 없고 후사로 세울 아들도 없는

상황에서 아우가 제사를 지내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즉 ｢증자문｣

의 예문은 종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본 것

25) 김진규는 김장생의 현손(4대손)이 되는 인물이다. 김장생의 셋째 아들 槃의 직계 후
손으로, 槃-益兼-萬基-鎭圭로 이어진다.

26) 竹泉集 권13, ｢與再從姪天澤書｣ “周元陽所論, 雖與文公家禮, 溫公書儀等書, 不可比
而同之, 吾先祖旣採錄於喪禮備要題主祝式, 疑禮問解答姜公碩期及李以恂問, 皆考據其
說.”

27) 竹泉集 권13, ｢上從叔都正公-萬增-書｣ “曲禮皇辟之稱, 與祖宗考妣並著, 而旁親則不
與焉, 此可見禮許妻祭夫, 愈於旁親之權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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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28) 이는 종부가 있는 상황에서는 아우가 제사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김진규의 인식은 현실의 문제를 논하는 과정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형이 죽고 형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아우로서 상주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온 집안 조카 天澤에게 김진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예법과 사세로 본다면 주원양의 제록에서 말한 현벽제주에 의거하

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하지만 부인이 직접 제의를 올리기 곤란하

다면, 축문에 ‘주부 모씨가 아무개를 시켜서 한다’고 하고, 훗날 형에

게 후사를 세운 뒤에 개제하며, 이어서 마땅히 조천할 신위를 옮길

뿐이다. … 또 듣기로는 지난 번 참판 閔蓍重의 상에 차자가 제주하

여 ‘顯考’라고 신주에 쓰고 방제까지 하였다고 하는데, 대개 이 일은

절절히 미안하고 난처한 구석이 있다. 兄亡弟及의 예는 오늘날 근거

할 수 있는 바가 없고, 또 너의 도리에 있어서는 형수가 평온무사하

게 살아있으니 네 이름으로 방제하는 것이 가하겠는가? 종법이 지엄

하니 마땅히 정성껏 지켜야 하며, 혐의를 받는 때 역시 마땅히 변별

해야 한다. 일가의 어른이 비록 강제한다고 하여도 감히 봉행할 수

없는 것이니, … 부인이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비록 변례이지만 지

금 만약 현벽으로써 제주한다면 移宗의 혐의를 면할 수 있을 것이

다.29)

28) 위의 글, “曾子問所論, 則宗子之去國, 自當携其妻子以行, 旣無冢婦, 又不得立後, 則庶
子安得不祭之, 此豈宗家未毁, 冢婦尙存者之所可援例耶.”

29) 竹泉集 권13, ｢與再從姪天澤書｣ “參以禮法與事勢, 似當依周元陽祭錄所云以顯辟題
主. 而婦人若難親自奠獻, 則祝文以主婦某氏使子某爲辭, 以待他日汝兄立後而改題, 仍遷
當祧之位云爾. … 且聞曩者閔參判蓍重喪, 亦以次子題主, 遂以顯考題主, 至於旁題云, 盖
此事節節有未安與難處之端. 兄亡弟及之禮, 非今日所可援據, 而在汝之道, 當汝嫂無恙時,
其可以汝名旁題乎. 宗法至嚴, 所當謹守, 嫌疑之際, 亦宜辨別, 一家尊丈雖强之, 有不敢奉
行者. .... 婦人主祀, 固是變禮, 而然今若以顯辟題之, 則旣可免移宗之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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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는 형수가 살아 있다면 자신의 조카가 아우로서 제사를 주관할

수 없고, 형수가 남편을 위해 제주하는 것이 예법과 사세에 마땅하다고

보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먼저 형이 혼인 후 무후로 죽은 경우에 동

생이 승중하는 형망제급의 예는 더 이상 근거할 바가 없기 때문이었다.

조선전기에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형망제급의 예는 17세기 후반 경에 와

서는 非禮로 인식되고 있었다.

김진규가 내세운 더 중요한 이유로는 형수가 살아 있는데 아우로서 감

히 상을 주관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종법을 정성껏 지키는

뜻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자인 아우가 제사를 주관한다면 移宗

의 혐의가 있으니, 형수가 망자의 부인으로서 제주하는 것이 이종의 혐

의를 면하고 종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이종은

종통이 장자 계열에서 차자 계열로 옮겨지는 것을 가리킨다. 김진규는

부인주제가 변례임을 인정하면서도 지자가 분수를 범하고 혐의를 무릅쓰

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하였고,30)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종법의 의리

를 지킬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김진규는 부인주제가 천리와 인정에 마땅한 것임을 역설하

였다. 그는 남편이 죽으면 처가 남아서 가업을 유지하고 지켜 주부의 직

임을 다하고, 현벽으로 남편을 위해 제주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명분

과 실리는 물론 천리와 인정에도 합당한 것이라고 했다.31) 역으로, 다른

집에 사는 소원한 남자 친족을 억지로 구하여 그로써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 것은 명분과 실리, 천리와 인정 모두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았

30) 竹泉集 권13, ｢上從叔都正公-萬增-書｣ “登弟家奉祀事, 以顯辟題主之非禮之常, 姪亦
豈不知, 而若比於支子之犯分冒嫌則似差勝, 故前有所云云矣.”

31) 위의 글, “夫所謂禮者, 必合於天理人情, 方可行之無弊矣. 今人家夫亡而妻在, 持守家業,
以盡其主婦之職, 則以顯辟題夫主, 供其香火者, 不特名與實副, 其於天理人情, 可謂允合
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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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2) 부인주제의 설이 가례의 예법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

도,33) 그것이 천리와 인정에 합당하므로 행해도 폐해가 없다고 한 김진

규의 주장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예외적인 인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의 인용문에서도 나타나듯 김진규는 부인이 현벽으로 제주하

더라도 개제하고 체천하는 등의 세대가 바뀌는 것과 관련된 일은 종자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훗날 후사를 세운 뒤에 행하도록 하였다. 또 부

인으로서 직접 제의를 올리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축문을 통해 다른

자를 시켜서 제의를 올린다고 아뢰면 된다고 하였다. 즉, 아우가 부인을

대신하여 제사를 섭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민시중의

사례처럼 차자로서 제주하고 신주에 방제까지 한다면, 이는 섭행에서 더

나아가 ‘主祀’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의 바름을 잃는 것이라고 경

계하였다. 임시로 대신한다는 뜻의 ‘權攝’은 한 때의 제사를 섭행하는 것

을 의미할 뿐, 차자가 종통을 이어받는 형망제급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

이었다.34) 이는 다시 말하면, 아우가 명목상의 주인이 될 수는 있지만,

후사를 세우기 전까지 실질적인 주인은 종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했다.

그런데 김진규는 김장생의 현손으로, 정작 김장생 가문의 가계계승에

서는 차자로의 이종이 행해졌다는 점에서 담론과 현실의 괴리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점도 물론 담론을 다루는데 있어 염두에 두어

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김장생 가문의 경

32) 위의 글, “今人家夫亡而妻在, 持守家業, 以盡其主婦之職, 則以顯辟題夫主, 供其香火者,
不特名與實副, 其於天理人情, 可謂允合矣, 而不此之爲, 必强覓異宮踈屬之丈夫以爲之主,
則其於名實與天理人情, 果如何哉.”

33) 竹泉集 권13, ｢與再從姪天澤書｣ “周元陽所論, 雖與文公家禮, 溫公書儀等書, 不可比
而同之, … ”

34) 위의 글, “所謂權攝者, 卽一時攝行享祀之謂也, 何可以此題之主旁耶. 旣題主旁則豈不疑
於主祀耶. 閔家所行, 固未知其得禮之正, 而其闕旁題者, 想亦嫌此而然耶. 且使汝嫂幸而
不死於未立後之前, 他日汝待其立後而改旁題, 則猶可以暴汝本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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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장자 내외가 일시에 사망하여 임시로 제사를 주관할 종부도 없는

상황이었고, 부모의 부재로 후사를 들일 사람도 없었다는 특수한 현실적

상황이 존재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후에 전개된 尹鳳九(1683∼1767)의 논의는 김진규의 입론과 매우 닮

아있다. 윤봉구는 고례에는 비록 부인이 제주하는 예가 없지만, 주원양의

제록 및 김장생‧송시열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부인주제를 주장하였

다.35) 그는 특히 차자가 아닌 맏며느리가 상을 주관하고 제주하는 것이

종통을 엄중하게 하는 것이라는 송시열의 논의를 강조하면서, 종자가 사

망하고 그 처와 아우가 있다면, 아우는 탈종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감히

형망제급을 할 수 없고, 후사를 세우기 전까지 그 처가 제주하면서 종사

를 담당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36) 부인주제를 주장한 이면에는 종법이

중하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다음의 인용문에서는 그의 인식을 더 구체적

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 종자와 그의 무후한 적자가 일시에 사망하여 집

안에는 종자의 처와 며느리, 그리고 아우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누가 상

제례를 주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한 글이다.

주원양의 제록에는 남자 주인이 없다면 처 혹은 며느리가 축문을

주관하는 예가 있고, 이는 상례비요에서도 볼 수 있다. 종자의 처

는 주부이고, 며느리는 승중자의 처로, 오히려 이들이 종통을 바르게

하는 자들이니, 이들로써 잠시 제사를 주관하게 하면서 입후를 기다

35) 屛溪集 권23, ｢答宋聖休-辛未(1751)｣ “古禮雖無婦人主題之禮, 旣有周元陽祭錄, 而沙
尤兩先生亦引重於此.”

36) 屛溪集 권10, ｢與曹雲擧別紙-庚辰(1760)｣ “昔金松崖有一子, 名震粹, 官安陰縣監, 安
陰室內之喪, 長子先死, 只有其妻, 次子昌錫兄弟在, 而其主喪, 用尤菴先生說, 以長子婦主
喪題主, 蓋宗統甚嚴, 宗子雖沒, 其妻尙在, 則其弟嫌於兄亡弟及而不敢, 主題, 引周元陽祭
錄婦人主祀之禮, 亦爲主題, 以此言之, 伯氏喪, 未及立宗之前, 似當以長子婦主題矣.”; 
屛溪集 권20, ｢答玄子敬-命直-丁丑(1757)｣ “兄嫂在, 雖不書孝字, 替當宗事, 猶有嫌於
奪宗, 故必使兄嫂而當之也.”; 屛溪集 권23, ｢答宋聖休-辛未(1751)｣ “今以次子主喪,
嫌於奪宗, 則其禮不得已以冢婦主題, 次子攝事, 以待冢婦之立後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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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宗禮를 바르게 하는 것이 가하다. … 사당은 종자 부자가 일시에

모두 사망한 경우 종례가 특히 중하니 비록 다른 지손이 있어도 감

히 대신할 수 없다. 주부가 임시로 행해야 하는데 부인이 몸소 예를

행할 수 없다면, ‘차자 모로 하여금 대신 거행하게 한다’는 뜻을 갖추

어 고함이 또한 옳을 듯하다. 세속에서 혹 종자로 아들 없이 죽은

자가 있으면 그 아우 혹은 차자가 축사를 주관하고 제주와 개제를

행하는 것은 모두 玄石[박세채]과 酉峯[윤증]의 설에서 기인하는데,

이는 모두 종을 중히 여기는 예가 아니니 따를 수 없네.37)

윤봉구는 宗禮가 중하기 때문에 아우를 비롯한 다른 지손이 종사를 대

신할 수 없고,38) 종자의 처나 며느리가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거듭 주장하였다. 그는 또 아우로서 제주와 개제의 일에 관여하는 것

은 종을 중하게 여기는 예와 어긋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주장했던 박세

채와 윤증의 논의를 비판하였다. 윤봉구는 탈종의 우려가 있는 아우의

섭사보다는 차라리 종부의 지위에 있는 집안 맏며느리들로 하여금 상제

례를 잠시 주관하게 하면서 입후를 기다리는 것이 종통을 엄중히 하는

데에 낫다고 여긴 것이다.

다만 윤봉구 역시 부인이 직접 제의를 올리는 것이 곤란하다면, 차자

모로 하여금 대신 거행하게 한다는 뜻으로 사유를 갖추어 고할 것을 제

37) 屛溪集 권24, ｢答金幼道-丙戌(1766)｣ “宗統至嚴且重, 雖一時權主祀事, 題主與改題等
節, 權主者似不敢當. … 今宗子死, 無適子與適孫, 周元陽祭錄, 有無男主則妻或婦主祝之
禮, 此見備要題主祝下, 可考, 妻是主婦, 子婦是承重者之妻, 猶是正統邊人, 以此姑主之,
待立後而定宗禮可矣. … 祠堂亦以宗子父子一時俱亡, 宗禮特重, 雖有他支孫, 不敢假借,
主婦姑權宜行之, 而婦人身不得自行之禮, 使次子某替行云云之意, 具由告之, 亦似可矣.
世俗或有宗子無子而死者, 其弟或次子皆主祝, 而至於主題改題者, 此因玄石與酉峯之說云,
而皆非重宗之禮, 不可從也.”

38) 정약용은 서경 ｢周書‧洛誥｣편의 成王이 周公에게 “四方迪亂, 未定于宗禮, 亦未克敉
公功.”라고 한 구절을 해석하면서 “宗禮者, 祭禮也.”라고 하였다. 이어서 “立國之初, 宜
首定祭禮, 故王之言如此.”라고 설명하였다. (與猶堂全書 尙書古訓 卷六 洛誥) 이로써
본다면, 윤봉구가 강조한 宗禮는 올바른 제사의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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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였다. 종부가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제사를 주관하는 가운데 차자의

섭행을 허용한 것으로, 앞서 살펴보았던 김진규의 논의와 매우 닮아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종손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주와 섭사라는

두 가지 변례 중에서는 차라리 여주가 탈종의 우려 없이 종통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여겼다.

17세기 후반 霞谷 鄭齊斗(1649∼1736) 가문은 종손의 자리가 부재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정제두가 37세였던 1685년(숙종 11), 종형 寅平尉 鄭

齊賢의 차자였던 台一이 후사 없이 요절하였다. 인평위는 2남 1녀를 두

었지만, 장자인 獜祥과 딸은 어려서 사망한데 이어 차자까지 후사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인평위의 후사는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다. 당시 정제두

는 숙부로서 조카인 태일의 상례를 주관하고 있었는데, 신주를 쓰는 제

주의 절차에서 문제에 부딪혀 스승인 南溪 朴世采(1631∼1695)와 일을

의논하였다.39) 정제두는 자신이 상제례를 임시로 섭행하더라도 제주에

있어서는 입후 전까지 부인의 현벽제주를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종자가 아니기 때문이었다.40)

정제두의 입장은 집안의 남자 친족이 제주와 주제 모두를 담당해야한

다고 주장한 박세채와 충돌하는 것이었다. 박세채는 부인은 상주가 될

수 없다는 예기 ｢상복소기｣의 뜻과,41) 부인은 봉사하는 의리가 없다고

39) 김윤정, 2008 ｢霞谷 鄭齊斗의 宗法시행과 禮論｣ 인천학연구 9, 138-139쪽.
40) 南溪集 권42, ｢答鄭士仰問-乙丑(1685)｣ “從姪之喪, 其後事未定, 其喪祭之節, 齊斗等
爲之權行, 至於題主, 婦人主祀雖非正禮, 旣未立後則無他道理, 將以顯辟題主如何.”; 南
溪集 권42, ｢答鄭士仰再問｣ “題主當用諸親爲正之敎, 諸親若是宗子則可主無後之喪無
疑, 今亡者爲宗子, 諸親非宗子也, 雖可姑攝祀事, 其直主廟中之主, 則亦所不敢, 無寧用皇
辟之說如何.”

41) 예기 ｢喪服小記｣에 “대공복을 입는 사람이 상을 주관할 때에, 삼년복을 입어야 하
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를 위해 두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였고, 疏에 “죽은 사람
에게 가까운 친족이 없어 종부곤제(從父昆弟)가 그를 위해 상을 주관하는 것을 말한
다. 삼년복을 입어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처와 아들이 있다는 것
이다. 처는 상주가 될 수 없고 아들은 아직 어려 상주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대공복
을 입는 사람이 상을 주관하되, 그들을 위해 연제(練祭)와 상제(祥祭) 두 제사를 지내
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大功者, 主人之喪, 有三年者, 則必爲之再祭.” 疏: “謂死者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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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김장생의 논의를 인용하면서, 처가 있어도 다른 남자 친족이 제주하

고 섭사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42) 그러나 정제두는 그 남자

친족이 종자라면 후사 없는 상을 주관하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종자가 아니라면 섭사는 가능해도 감히 사당의 신주를 직접 주관할 수

없으니, 부인으로서 현벽제주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냈다.43) 즉, 종자

의 지위는 다른 친족이 대신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으로서, 차라리 종자

의 처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종법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정제두 역

시 기본적으로는 부인봉사에 반대하였지만, 종법은 남녀의 구분보다 종

지의 구분을 더욱 엄격하게 함으로써 지켜질 수 있다는 입장에 있었다.

이처럼 박세채와 정제두는 사승관계에 있으면서도 일상적인 예와 관련해

서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부인주제와 관련한 사제간의 견해 차이는 遂菴 權尙夏(1641∼1721)와

南塘 韓元震 (1682∼1751)의 경우에서도 살필 수 있다. 후사가 없는 자

의 상에서 부인주제를 강하게 비판했던 한원진과 달리 권상하는 종부의

주제를 옹호하는 입장에 있었다.44) 그러나 권상하는 상제례를 부인이 전

담하기보다는 초상은 형제들이 주관하고, 소상‧대상과 담제는 처가 주관

하도록 하면서 형제와 처의 역할 분담을 제안하였다.45)

권상하를 사사한 貞庵 閔遇洙(1694∼1756)도 부인주제를 주장하였는

近親而從父昆弟爲之主喪也, 有三年者, 謂死者有妻若子, 妻不可爲主, 而子猶幼少未能爲
主, 故大功者主之, 爲之練祥再祭.”)

42) 南溪集 권42, ｢答鄭士仰問-乙丑(1685)｣ “大功主人之喪, 疏曰妻不可爲主, 而子猶幼
少, 未能爲主, 問解亦曰婦人無奉祀之義. … 若只有妻則恐當用諸親題主攝行, 以待立後而
不用妻.”

43) 南溪集 권42, ｢答鄭士仰再問｣ “題主當用諸親爲正之敎, 諸親若是宗子則可主無後之喪
無疑, 今亡者爲宗子, 諸親非宗子也, 雖可姑攝祀事, 其直主廟中之主, 則亦所不敢, 無寧用
皇辟之說如何.”

44) 芸窓集권5, ｢禮說箚錄｣ “按顯辟題主, 大是禮家所譏, 而不獨金松厓家已行之矣, 黃江
蟾村亦皆以宗婦主祀爲宜云.”

45) 寒水齋集 권15, ｢答成仲擧-爾鴻-辛卯(1711)｣ “無後之喪, 只有妻與兄弟, 則誰當主喪,
妻若主喪, 祝文措語, 何以爲之耶. 無後之喪, 只有妻與兄弟, 則治喪兄弟爲之, 祥禫妻主
之, 告辭當與子告父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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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의 논의는 부인주제를 긍정한 앞의 논자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 주

목되는 지점이 있다. 김진규, 윤봉구, 정제두 등은 종부가 제주하며 실질

적 주인 역할을 하는 속에서 지자의 섭행을 인정했지만, 민우수는 지자

의 섭행마저도 종통을 어지럽힐 수 있다는 이유로 종부가 주관하는 것만

못하다고 본 것이다.46) 이는 제주 뿐 아니라 직접 제사를 지내는 일까지

모두 종부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차자에 의한 탈종의 가능성을 전면 차단

하고자 했던 입장으로 볼 수 있다. 평소에도 민우수는 종자와 지자의 차

이를 엄격하게 구분할 것을 역설하였다. 예컨대 대수가 다한 고조의 신

주를 옮김에 있어 고조의 아들은 친속이라도 지자이고, 5대손은 소원해

도 종자이니, 지자는 감히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반드시 종자의 명

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종자에게는 군주의 도가 있기 때문이었다.47)

부인주제와 관련된 논의는 여러 대의 과부들이 있다면 누가 상주가 되

어야 하는지의 문제로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권상하는 한

사대부 집안에 조-자-손 3대가 모두 죽고 계후자와 형제도 없이 다만 3

대의 과부들만 남아 있는 경우에 누가 상주가 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에

대해 세 명의 과부들이 각각 자기 남편의 상을 주관해야 한다는 설을 냈

다.48) 반면 近齋 朴胤源(1734∼1799)은 권상하의 설이 예기 ｢奔喪｣편
‘존자에게 통솔된다(統於尊)’는 뜻에 어긋나므로 과부들 가운데 가장 연

장자가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49)

46) 櫟泉集 권10, ｢答朴進士-新克-庚辰(1760)｣ “婦人題主, 昉於周元陽祭錄, 而近世如閔
掌憲丈主此禮, 以爲支子權攝, 易致亂統, 不若以宗婦主之, 待立後傳宗, 最爲簡直云, 故世
多從之.”

47) 貞菴集 권7, ｢答任仲思-庚申(1740)｣ “小宗是五世卽遷之宗也, 至於五世而親盡, 則當
移奉於高祖之子尙存者, 而移奉時高祖之子, 不敢自專, 必計會于五世孫之爲宗子者, 計者
商量之謂也, 會者理會之謂也, 所謂商量理會者, 高祖之子雖親, 支子也, 五世孫雖疎, 宗子
也, 支子有不敢自專, 必禀命於宗子, 此盖有君道故也.”

48) 近齋集 권5, ｢答洪伯應｣
49) 위의 글, “問, 一士友家, 以癘患祖子孫三代幷歿, 孫無立後處, 又無兄弟而只有三代孀婦,
其喪誰當主之. 答, 遂庵雖有三孀各主其夫之喪之說, 亦似欠統於尊之義, 孀婦之尊者當主
之.”; 예기 ｢奔喪｣편에 “무릇 상례는 아버지가 계시면 아버지가 주관하고,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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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에 대해 渼湖 金元行(1702∼1772)과 三山齋 金履安(1722∼

1791) 부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다면 승중손의 부인인 며느리가 마

땅히 상주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김원행은 부인주제는 예가 아니지만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승중손의 처를 기준으로 제주하고 주제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머니가 승중손을 제사 지낸다면 사

당의 正位에 오래도록 있었던 승중손의 신주가 ‘亡子’로 개제되어 도로

祔位로 강등될 것을 우려하였다.50) 김이안 역시 어머니가 ‘망자’로써 제

주한다면 걸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처가 상주가 되어야 한다고 보

았다. 이는 예기 ｢내칙｣편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시어머니는 늙었

으므로 가사를 맏며느리에게 전한다는 뜻에 의거한 것이었다.51)

김원행과 김이안의 주장은 종자 부재 시에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있다

면 며느리에게 예를 담당할 권한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16세기 중엽과

비교해 볼 때 고부관계의 달라진 위상을 확인시켜 준다. 앞에서 살폈듯

이 16세기 중엽에는 총부권이 시어머니의 존재로 의해 제한되어 시어머

니가 살아 있으면 며느리는 총부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52) 그

런데 18세기 김원행과 김이안의 논의에서는 시어머니가 살아 있더라도

며느리로 제주하도록 함으로써 상제례에서 며느리의 우선권을 인정하였

다. 물론 여기서의 며느리는 승중손의 부인이었고, 이 조치는 이미 사망

한 승중손의 위상을 훼손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승중손, 즉 종손의 위상

돌아가시고 형제가 동거하면 각기 그 상에 주인이 된다(凡喪, 父在, 父爲主, 父歿, 兄
弟同居, 各主其喪.)”고 하였고, 이에 대해 陳氏가 “아버지가 주관함은 존자에게 통솔되
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형제가 비록 동거하더라도 각각 처자의 상을
주관한다(陳氏曰, 父主之, 統於尊也, 父歿之後, 兄弟雖同居, 各主妻子之喪矣.)”고 했다.

50) 渼湖集 권7, ｢答玄子敬｣ “婦人題主, 終是非禮, 然必不得已而爲之, 則非承重孫之婦而
誰爲之耶. 雖有亡者之妻, 題主則恐不可不令此婦爲之, 不然而用顯辟題主之禮, 則承重孫
之主, 其在廟中之正位已久矣, 到此而將改題以亡子而還降於祔位耶, 恐不成事理.”

51) 三山齋集 권3, ｢答洪伯能｣ “前詢無後之喪, 母妻誰當爲主之說, 揆以舅沒則姑老冢婦
祭祀之義, 以妻主之爲是, 又無妻則不得已母以亡子題主, 然終多窒碍處, 莫如急急立後之
爲善耳.”

52) 김윤정, 2007, 앞의 논문, 13쪽,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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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짐에 따라 그의 처이자 한 집안의 종부가 되는 여성은 시어머니

가 있더라도 상주가 되고 제주할 수 있는 위치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는

적어도 봉사 문제에 있어서는 조선후기에 시어머니 우위의 일방적인 고

부관계가 정착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이해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부인주제와 관련된 논의는 19세기까지 면면히 이어졌다. 朴性陽(1809

∼1890)은 부인의 현벽제주에 관한 선배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면서 부

인주제를 옹호했던 권상하와 민우수의 설에 동조하는 뜻을 내비쳤다. 그

는 지자의 섭사가 종통을 어지럽히는 혐의가 있다면, 부인으로서 잠시

제주하게 하여 입후를 기다리는 것도 종통을 중시하는 뜻에 해롭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53)

다만, 이상의 논자들이 부인주제를 주장한 배경에는 부인에게 봉사하

는 의리가 있다거나, 종통과 관련하여 여성의 지위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인은 종통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지자 섭사에 비해서는 탈

종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조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 하더라

도 결과적으로 이들의 논의 속에서 종부는 종자의 처로서 지자에 대응하

여 종법을 지키는 위치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조선후

기의 부인주제는 비록 임시적인 단계일지라도, 그리고 비록 예외적일지

라도 쉽게 소멸되지 못하고 19세기 중후반까지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

이다.

3) 남녀 구분의 명분 강조

여주와 지섭 논쟁에서 대부분의 논자들은 종자가 무후로 사망하여 입

53) 芸窓集 권5, 雜著 禮說箚錄 “按顯辟題主, 大是禮家所譏, 而不獨金松厓家已行之矣,
黃江蟾村亦皆以宗婦主祀爲宜云, 第當事勢窒碍處, 或有亂統之嫌, 則姑以顯辟題主, 以待
立後, 不害爲重宗之義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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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가 성사되기 전의 상황에서 종부의 주제보다 지자의 섭사를 주장하는

입장에 있었다. 이들은 남녀 구분의 명분을 중시한 위에서 부인주제는

남자 친족이 없는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될 뿐이라고 여겼다.

지자의 섭사를 우선한 논자들은 주원양의 제록에서 부인이 아내로

서, 며느리로서 제사 지내는 경우를 언급한 내용 중 ‘남자 주인이 없는

경우’라는 대목에 방점을 찍었다. 17세기 말에 박세채는 제록의 해당

대목과 함께 상례비요의 祝文式에서 여러 남자 주인들을 열거한 뒤에

야 부인주제의 예를 기록했다는 점을 들어, 예경에서는 반드시 남자 주

인이 없는 연후에야 ‘女主’를 쓸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라고 보았다.54)

이 때 남자 주인이라 함은 부자, 조손관계 외에도 형제와 숙질을 모두

아울러 포함하는 것이었다.55) 일반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아우의 섭사가

선호되었으나,56) 가까운 남자 친족이 없다면 소원한 친족이라도 제사를

섭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57) 박윤원은 안동 김씨 가문의 독자손이 후사

없이 죽고 청상과부만 남아 있으며, 친족도 단지 소공, 시마복58)의 숙부

만 있는 경우에 누가 상주가 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에 대해 소원한 친족

이라도 남자 주인이 있으니 부인이 상을 주관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답했

다.59) 아무리 소원한 친족이라도 부인보다 우선한다는 입장이었다.

54) 南溪集 권14, ｢答閔寡悔問喪禮-壬申｣ “但禮經必無男主, 然後用女主. 備要題主祝, 亦
歷擧諸男主, 而最末始用女主名號, 此蓋一無男主, 然後用女主之證也.” 여기서 언급된 
喪禮備要 題主 祝文式에서는 아들, 손자, 조카, 아우, 남편, 형, 아버지로서 제주하는
예를 열거한 뒤에 주원양 제록의 부인제주 내용을 기록하였다.

55) 龜川遺稿 권10, 禮說 喪禮 次子奉祀 ｢與姜子猷｣; 龜川遺稿 권15, 禮說 喪禮 爲人
後禮 ｢答或人｣; 直菴集 권5, ｢與朴玄源｣

56) 南溪集 권14, ｢答閔寡悔問喪禮-壬申四月十八日｣; 龜川遺稿 권15, 禮說 喪禮爲人
後禮 ｢答或人｣; 南塘集 권17, ｢答郭季康 鎭輿-丙辰十月(1736)｣; 渼湖集 권9, ｢答朴
燦璿｣; 近齋集 권8, ｢答任穉共｣; 性潭集 권6, ｢答尹南原-爔-乙丑(1805)｣.

57) 鹿門集 권11, ｢答舍弟稺共-九月｣.
58) 망자와의 혈연적 친소 관계나 명분론적 의리 관계에 따라 상복의 형태와 복상 기간
을 다섯 등급으로 구분한 유교의 상복제도를 五服이라 한다. 오복은 斬衰·齊衰·大功·
小功·緦麻이다. 여기서의 소공과 시마는 상복을 입는 기간이 각각 5개월과 3개월인
복제로, 망자와 비교적 소원한 혈연관계를 지닌 친족을 의미한다. 조선시대 오복제도
는 경국대전 禮典 五服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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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이익도 축사를 비롯하여 제사를 주관하는 일은 시마, 단문60)의

소원한 친족이라도 남자 친족이 있다면 부인이 주관할 수 없다고 보았

다.61) 그런데 부인으로서 더욱 불가한 것은 부인의 입장에서 신주를 쓰

는 제주의 일이었다. 이익은 제록에 의거하여 부인의 제주를 일정 정

도 용인했던 김장생의 설을 비판하였다. 그는 축사와 제주는 본래 같은

것이 아님에도 김장생이 축사를 논한 제록의 내용을 들어 부인이 제주
할 수 있다는 증거로 삼은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축사는

단문의 소원한 친족이라도 모두 주관할 수 있고, 또 부득이한 사정이 생

기면 부인도 때로 주관할 수 있지만, 제주하는 일은 친형제라도 할 수

없는데, 하물며 형제의 親에 감히 비할 수 없는 부인이라면 더더욱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보았다.62)

이익은 제주하는 일과 제사 지내는 일을 엄격히 분리한 위에서 제주하

는 일은 부인은 물론 친형제도 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겼다. 제주는

종자의 고유한 권한이었기 때문이다. 제주의 법식은 단순히 신주에 쓰는

행위를 넘어 종법에 근원을 둔 것이고, 특히나 부인은 그 종법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았다. 그는 남송대 高閌(1097∼1153)의 논의를 인용하

면서 신주 윗부분에 속칭을 쓰고, 아래에 방제를 쓰는 제주의 일은 모두

宗을 중하게 여긴 것이므로, 부인이 제사를 받들더라도 감히 신주 앞면

59) 近齋集 권13, ｢答金城甫｣ “顯辟題主一節, 以沙溪所論觀之, 無男主一人然後, 方可爲
之, 雖緦小功之親, 若有男主則不可使婦人主喪也.”

60) 오복제는 8촌 이내의 친족을 규정한 복상제도이고, 상복을 입을 촌수를 벗어난 친척
을 無服親이라고 한다. 그러나 9∼10촌의 친족에게는 준상복이라고 할 수 있는 袒免
服을 입었고, 이들을 단문친이라고 한다.

61) 近齋集권13, ｢答金城甫｣ “大記云喪有無後, 無無主, 男主必使同姓, 故室中若無男主,
則大功爲之再祭, 小功爲之練, 雖袒免之遠, 亦必爲之虞祔, 不復論婦人之有無, 是婦人不
得主其祭也.”

62) 星湖全集 권39, ｢金沙溪疑禮問解辨疑上｣ “沙溪則必引此, 爲婦人題主之證, 是雖有兄
弟男主, 亦婦人主祭而題主矣, 吾未知其必得也. 彼兄弟應主其祭者, 尙不可題其主, 况婦
人之不敢比於兄弟之親者耶. 蓋祝辭與題主, 本非一般, 祝辭則袒免之遠皆可主之, 又或不
得已則婦人亦有時乎主之, 然未聞有功緦袒免者題其主, 則祝辭之不當引於題主者明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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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주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보았다.63) 고항은 신주의 제도가 종자의

법에 관계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는 신주에 방제할 때 종자의 제

사승계를 중시하여 적장손이 아니면 ‘효’자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등, 종

자의 권위를 강조하였다.64)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이익은 후사가 없다면

신주에 속칭과 방제를 쓰지 않는 것이 바른 예이지, 구차하게 부인으로

그 자리를 채워 넣는 것은 정례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65)

부인은 종법과 관계가 없다는 이익의 인식은 구체적으로 부인은 대수

가 바뀌는 일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다.66) 이러한 내용은 老

洲 吳熙常(1763∼1833)의 논의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오희상

은 부인주제가 불가한 가장 큰 이유로 여성이 改題와 遞遷의 일에 관여

하게 된다는 것을 들었다. 개제는 봉사손이 죽었을 경우 다음 봉사손의

대수에 맞추어 신주를 다시 쓰는 것을 말하며, 체천은 대수가 다한 신주

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오희상은 개제와 체천은 곧 대를 잇는 것과 관

련이 있는 것인데, 부녀로서 개제와 체천을 하며 대를 잇는 일에 관여하

는 것은 매우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보았다.67) 개제와 체천의 일은 고대

종법의 구조에서 별자의 신주는 백세가 되어도 체천하지 않지만 그 방계

63) 위의 글, “主式本於宗法, 宗法非與於婦人, 故高氏曰觀木主之制, 知宗法不可廢也, 蓋上
有屬稱, 下有旁題, 皆所以重宗也, 不然徒以奉祭奠之故, 敢題於主面, 不亦黷乎, 是故論主
式而不本於宗法者昧矣, 今婦人之奉祭奠, 何與於宗法, 而遽題於主面耶.”

64) 주자가례 권4 喪禮 及墓下棺祀后土題主木成墳 題主 “高氏曰, 觀木主之制, 旁題主祀
之名, 而知宗子之法不可廢也. 宗子承家主祭, 有君之道, 諸子不得而抗焉, 故禮支子不祭,
祭必告於宗子. … 若宗子死, 則稱名不稱孝, 蓋古人重宗子如此.”

65) 星湖全集 권39, ｢金沙溪疑禮問解辨疑上｣ “今以無後者題以無後正也, 苟以婦人塡補非
正也. 以此則有何害, 以彼則有何益. 君子行禮, 正而不苟而已矣.”; 星湖全集 권29, ｢
答趙奎輔-壬戌｣ “至於題主, 無後之主, 宜題以無後之例, 恐無屬稱旁註也.”

66) 星湖全集 권39, ｢金沙溪疑禮問解辨疑上｣ “今婦人之奉祭奠, 何與於宗法, 而遽題於主
面耶. 婦人夫死則易世, 故先祖遞遷禮也. 若使婦人亦得以題主, 而奉祀曰顯辟顯舅, 一如
男子之例, 則世疑於不易矣, 先祖疑於不遷矣, 豈其然乎.”

67) 위의 글, “大抵女主之掣碍, 不一其端, 而最是改題而稱顯辟, 大舅推以上之, 稱曾舅高舅,
則五代舅, 勢將遞遷, 是以婦女繼世而行迭遷昭穆之事, 其大家不經, 豈特稱號之無稽耶.
且聞此家有兩世孀婦而姑爲主, 萬一姑歿而婦繼, 則又不得不改題遞遷, 是連二世婦女繼序,
尤豈不萬萬難處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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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손들은 5세가 되면 옮기는 원리, 즉 “祖遷於上, 宗易於下”의 원리와

관련된다.68) 부인은 ‘종’이 되지 못하니 대수가 바뀌는 일에 관여하지 못

하는 것이다.

주자가례에서는 신주의 개제와 체천을 大祥 전날에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대상 하루 전날, 돌아가신 조부 이상에게 다른 사당으로 체

천해야 함을 술과 과일로 아뢰고, 새로 죽은 사람에게 그 사당에 들어가

야 함을 아뢰는 의식을 행한다. 제사를 주관하는 이가 아뢰는 일을 마치

면 신주를 고쳐 쓰고 서쪽으로 체천하여 동쪽의 감실 하나를 비워서 새

신주를 기다린다. 이튿날 대상을 마치고 나면 새로운 신주를 모셔 사당

에 들이게 된다.69) 이러한 일련의 의식들은 세대가 바뀌는 것과 관련되

는 것으로, 세대의 차례는 교대로 옮겨지고 소목으로 차례를 이으니 그

일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여겨졌다.70) 이처럼 종통을 계승하는 일과 직결

되는 의식을 주관하는 자는 마땅히 종자 혹은 종자의 후사가 된 자가 되

어야 했다.71) 오희상은 가례의 논의를 따라 종자의 후사를 세워 개제와

체천의 일을 행하는 것이 순리에 합당하다고 주장하였다.72)

그런데 신주를 개제하고 체천하는 일은 종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여겨

졌기 때문에 부인 뿐 아니라 지자가 섭사하더라도 감히 행할 수 없는 것

68) 李迎春, 1998 朝鮮後期 王位繼承 硏究, 集文堂, 41-42쪽.
69) 주자가례 권4 喪禮 大祥. 그런데 만년에 주자가 李繼善에게 답한 글에서는 ‘대상을
마치고 궤연을 철거하고서 祖廟에 합사하였다가 祫祭를 지내고서 체천한다’라고 함으
로써 신주의 체천은 협제 뒤에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장횡거의 ‘삼년상을 마치
면 태묘에 협제를 지내고 나서 신주를 還安할 때 신주를 체천한다’는 설에 의거한 것
이었다. 楊復은 이에 대해 ‘세대의 차례는 교대로 옮겨지고 소목으로 차례를 이으니
그 일이 지극히 중요한데, 어찌 제사지내 아뢰는 예 없이 다만 술과 과일로 아뢰고
서둘러 체천을 행할 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주자가 장재의 설을 따른 것이 ‘마음을
쓴 것이 변화에 맞으면서도 아름다워 예를 얻었다.’고 하였다. 조선의 각종 예서에서
협제는 吉祭를 의미했고, 길제를 마친 뒤에 신주의 체천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70) 위의 주.
71) 주자가례 권4 喪禮 祔.
72) 老洲集 권5, ｢答權敬之｣“依家禮大祥後吉祭前奉神主之制, 以俟異日立后, 並前代改題,
祫祭而行遞遷之事, 夫如是然後, 凡百可以稍得理順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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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73) 박윤원은 숙부가 조카상의 상주가 되는 경우를 언급하면서 한

때의 ‘權攝’이라는 점에서는 부인주제와 매한가지이므로, 상이 끝나더라

도 숙부가 체천과 개제의 예는 행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종자를 자

처하는 혐의나 다름없으니 경계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74) 결국 조상

의 신주는 무후로 사망한 장자에게 후사를 세운 후에 개제의 예를 거행

해야 했다. 박윤원의 문인 홍직필 역시 같은 뜻을 피력하면서 지자로서

종자의 예를 거행하는 것을 ‘干統’, 즉 적통을 범하는 것으로 간주하였

다.75)

한편, 자신의 스승 권상하와 달리 부인주제를 강하게 비판한 한원진은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생각하건대 부인이 감히 가사를 전담하지 못하고, 신하가 감히 군주

를 참월하지 못하는 것은 천지의 大義이다. 부인이면서 國事를 專制

한 경우는 측천무후이고, 신하이면서 임금 자리를 참람하게 차지한

경우는 王莽이다.76) 집에 남자가 있으면서 부인이 주제하는 경우도

역시 이와 같은 부류이다. 대의로써 본다면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불

73) 三山齋集 권3, ｢答洪伯能｣ “徐公家所問, 先儒皆以攝祀者, 不敢行改題遞遷爲言, 旣不
行此禮, 則吉祭自當姑停, 以待立嗣而已.”

74) 近齋集 권13, ｢答金城甫｣ “若從沙溪之意, 而亡者之叔, 主其姪之喪, 則雖與婦人主喪
不同, 亦是一時權攝者, 喪畢後, 不可行遞遷改題之禮, 蓋嫌以宗子自居也, 尤翁及陶庵之
論, 於此皆極嚴峻.”

75) 이영준, 2017 ｢梅山 禮說에 대한 一考察-『梅山先生禮說』「通禮」를 통해 본 梅山
의 宗統 傳承에 관한 인식-｣ 漢文古典硏究 34(1), 138쪽 재인용. (梅山先生禮說  
권2, 通禮 攝祀 【代宗子攝主】“以支子而爲宗子攝主者, 非經也. 然宗子死而無嗣, 又靡
所於繼絶, 則爲叔父者, 安可不以亡從子題主乎. 是爲禮窮則變, 蓋不得已也. 宗子喪畢, 禮
當改題遞遷, 旣無主人, 則非所可施. 夫改題遞遷, 非攝祀者所可議到者也. 忌墓祭當單酌
無祝, 待立嗣子, 追行祫祀, 準禮改題, 斯爲守經. 若以立後之淹遲享祀之不備, 而遽行宗子
之禮, 則不幾近於干統乎. 禮者, 所以別嫌明微, 聖哲之所兢兢也. 重宗一統, 絶覬覦而防禍
變, 萬世不易之道也. 苟體斯義, 則詎或遷就於其間哉.-答任憲晦-”)

76) 王莽은 중국의 前漢을 타도하고 임금이 된 자이다. A.D. 5년 平帝를 죽이고 嬰을 왕
위에 오르게 하여 자기는 攝皇帝가 되었다가 8년에는 스스로 新皇帝라 일컫고, 9년에
는 나라 이름을 新, 연호를 始建國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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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다.77)

한원진은 집에 남자가 있는데도 부인이 봉사하는 경우를 부인이면서

감히 나라의 일을 스스로 다스린 측천무후 및 신하이면서 감히 군주의

자리를 넘본 왕망에 비유하면서 천지의 대의를 잃은 행위나 마찬가지라

고 비판하였다. 또 다른 글에서는 신라의 선덕여왕과도 비교하면서 이는

모두 大變異에 해당됨을 역설하였다.78) 부인의 주제를 측천무후, 선덕여

왕의 예에 비유하면서 변례라고 비판하는 인식은 庸齋 金謹行(1712∼

1782)의 논의에서도 보인다.79) 이들에게 있어 부인이 직접 제사를 주관

하는 것은 신하가 군주의 자리를 넘보고, 여성이 나랏일을 넘보는 것처

럼 명분과 위계질서에 크게 어긋나는 일로 여겨졌다. 한원진에게 부인의

역할은 단지 제사와 관련된 기물을 준비하고, 제사 음식을 차리는 일로

한정되었다.80)

주자가례의 종법적 제례에서 여성이 제사를 주관하는 법은 없기 때

문에 부인의 주제는 의식을 행할 때 여러 문제들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

다. 한원진 역시 부인이 주제하게 되었을 경우 예를 행하는 과정에서 생

길 수 있는 문제들, 특히 남녀의 자리가 바뀌어 명분과 위계질서가 어그

러지는 상황을 우려하였다.

주자가례에 따르면 사당의 구조는 건물은 세 칸으로 짓고 밖에 중문
을 만들며, 중문 밖에는 세 층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계단을 만드는데,

동쪽은 阼階, 서쪽은 西階라고 한다.81) 사당의 양쪽 계단은 의식절차와

77) 南塘集 권16, ｢答沈信夫-癸亥二月(1743년)｣ “愚意婦人不敢專家, 人臣不敢僭上, 天地
之大義也, 婦人而專制國事, 武瞾是也, 人臣而僭居尊位, 新莽是也, 家有男子而婦人主祭,
亦此之類也, 斷以大義, 恐不可如是.”

78) 南塘集 권21, ｢答金常夫-八月(1745년)｣ “鄙意以爲有男子, 而婦人題主奉祀, 譬如女主
據位稱主, 如漢唐新羅事, 係是大變異, 未知其可.”

79) 庸齋集 권9, ｢答子履溫｣
80) 庸齋集 권26, 韓氏婦訓, 奉祭祀章第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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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행위에서 공간을 구분하는 중요한 경계로, 각 계단을 오르내리는 이

의 신분과 역할 등을 드러내는 위계의 좌표이기도 하다.82) 출입할 때 아

뢰는 의식에서 동쪽 계단은 오직 주인만이 이용하고, 주부와 다른 사람

들은 비록 존장이라도 서쪽 계단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83) 사당에서

참배하는 의식에서도 주인 이하 집안사람들에게 모두 정해진 자리가 있

다. 주인은 동쪽 계단 아래에서, 주부는 서쪽 계단 아래에서 조상이 모셔

진 곳을 향해 북향한다. 주인과 주부를 기준으로 족인들은 남녀, 장유에

따라 전후, 좌우에 자리가 정해진다.84) 이처럼 가례의 질서의식은 종법에

따른 위계로 이루어진 것이다.85) 주인과 주부의 동서 방위 배정은 통례

를 비롯한 나머지 四禮의 의식행사에서도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인다.86)

그런데 만약 부인이 주제하게 된다면, 부인은 주인으로서 동쪽 계단으

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부인이 동쪽 계단으로 나아가면 뭇 여성들이 그

를 따라 동쪽으로 나아가고, 諸子들이 서쪽 계단으로 나아가면 뭇 남성

들이 그를 따라 서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한원진은

이에 대해 남녀의 위치가 바뀌게 되므로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았다.87)

81) 주자가례 권1 通禮
82) 지현주, 2013 ｢『朱子家禮』에 내재된 方位觀과 秩序儀式에 관한 연구｣ 동양철학연
구 74, 129쪽.

83) 주자가례 권1 通禮 “凡升降, 惟主人由阼階, 主婦及餘人, 雖尊長, 亦由西階.”
84) 주자가례 권1 通禮 “主人以下盛服, 入門就位, 主人北面於阼階下, 主婦北面於西階下.
主人有母, 則特位於主婦之前, 主人有諸父諸兄, 則特位於主人之右少前, 重行西上. 有諸
母姑嫂姊, 則特位主婦之左少前, 重行東上. 諸弟在主人之右少退, 子孫外執事者, 在主人
之後, 重行西上. 主人弟之妻及諸妹, 在主婦之左少退, 子孫婦女內執事者, 在主婦之後, 重
行東上.”

85) 지현주, 2013, 앞의 논문, 133-135쪽.
86) 지현주는 이러한 방위 배정에 대해 종법의 위계라는 설명에서 나아가 천체운행현상
에서의 일주운동으로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주인과 주부 혹은 주인과 빈객이 각각
동쪽과 서쪽에서 서로 향하여 마주하는 원리는 동쪽에서 서향하고 또 서쪽에서 동향
하여 운행하는 별들의 일주운동을 본뜬 것이다. 따라서 의식에서 동쪽의 주인과 서쪽
의 주부는 서로가 대등한 질서의식 위에 있기에 서로 마주 향한다. 다만, 종법에서 중
요한 종자의 자리를 시간적으로 이른 시기에 볼 수 있는 방위, 즉 동쪽을 주인의 방
위로 정함으로써 위계질서를 만든 것이다.(지현주, 2013, 위의 논문, 139쪽.)

87) 南塘集 권16, ｢答沈信夫-癸亥二月(17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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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한원진은 적자가 자식 없이 사망하였으면 차자가 임시로 봉사

하고 제주하다가 적장에게 후사가 세워지면 종사를 돌려주는 것이 이치

에 마땅하다고 여겼다. 이는 예를 행할 때도 편안하다고 보았는데, 차자

가 주제하여 초헌을 마치고 동쪽 자리에 서고, 차자의 부인이 아헌을 마

치고 서쪽 자리에 서되 장자부가 차자의 부인 위쪽에 자리하면, 각자의

자리와 명분에 질서가 잡혀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88)

남녀 구별의 명분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맥락에서 부인봉사를 반대한

한원진의 인식은 거의 한 세기 뒤에 등장한 오희상의 논의에서도 보인

다. 오희상은 부인의 주제와 지자의 섭사 모두 변례에 해당하지만, 부인

주제는 변례 중의 변례임을 들어 지자의 섭사를 주장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남녀는 건곤의 大位가 있고, 적자와 지자는 종통의 大分이 있

는데, 종통에 있어 지자와 적자의 구분이 비록 엄하더라도 남녀의 위치

를 구별하는 것을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89) 그는 종자가

후사 없이 죽었다면 예기 ｢奔喪｣편의 ‘친분이 동등하면 연장자가 주관

한다(親同則長者爲主之)’는 예를 따라 남자 친족 중에 최장자가 임시로

제사를 행하다가 입후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에 있었다.

다만 부인주제에 우선하여 지자섭사를 주장한 논자들이라도 이 역시

정례가 아니고 부득이한데서 나오는 것임을 인정하였고,90) 여기서 비롯

될 수 있는 탈종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를 우려하여 박윤원은

지자의 섭사를 주장하면서도 집안 내 모든 일은 맏며느리가 주관하게 하

88) 위의 글, “婦人旣主祭, 則當爲初獻, 而諸子亞獻, 則是嫂叔共事, 而有內外官之嫌, 若引
此而諸子不得奠獻, 則亦非人情也, 婦人主祭者, 仍就西階之位, 則豈有主祭而在西階之賓
位者也, 若就東階之位, 而衆婦女隨之, 諸子就西階之位, 而衆男子隨之, 則男女易位, 又不
可之大者也, 次子主祭初獻而仍在東位, 次婦亞獻而乃在西位, 嫡長婦位於次婦之上, 則位
序名義, 秩然不亂.”

89) 老洲集 권5, ｢答權敬之｣ “夫男女者, 乾坤之大位也, 支嫡者, 宗統之大分也, 大分雖嚴,
大位固不重歟, 以此較彼, 支子之攝祀, 猶可謂變之常也, 女主之繼世, 實爲變之變也.”

90) 龜川遺稿 권10, 禮說 喪禮 次子奉祀 ｢答羅顯道｣ “ … 見此則可知嫡孫亡而無後, 次
孫固當主祭, 雖然, 次孫主祭, 亦非正禮, 本出於不得已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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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91) 이를 통해 섭주가 된 차자의 권한을 제한하고 맏며느리의 지위

를 인정하고자 한 것이다.92) 그는 나아가 남자 친족이 없는 상황에서 부

득이하게 현벽제주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혹자가 우

제와 졸곡까지는 주부가 주관하더라도 부제는 집안의 門長이 담당해야

하지 않겠냐고 묻자 박윤원은 부제 또한 주부가 주관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답했는데, 이는 그녀가 ‘종자의 부인’이기 때문이었다.93) 지자의 섭사

를 우선하는 입장에서도 종부는 종자의 처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부득

이한 상황에서 부인주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였다.

지자의 섭사 논의는 탈종의 가능성을 최대한 없애는 방향으로 전개되

었다. 조선의 섭주봉사는 대체로 이황이 정구에게 답한 설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다. 이황은 주자가 李繼先에게 답한 내용에 의거하여 장자가

무후로 죽고 아직 입후하지 않았을 때, 임시로 아우를 섭주로 삼아 봉사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아우를 섭주로 삼되 제사 지낼 때 축문에는

‘효’를 칭하지 않으며 이름만 쓰고, ‘섭’을 칭하여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

였다. 즉, 종자가 아직 후사를 세우지 않았으면 아우 자신이 섭주가 되었

다는 뜻을 처음 제사 때 고해야 하며, 축문에는 다만 ‘제사를 섭행하는

아무개(攝祀事子某)’라고 쓸 뿐이었다.94)

이황의 설은 후대에까지 널리 영향을 미쳤다. 송덕상은 차자를 섭주하

게 하되 제주와 방제, 축문에 ‘효’자를 없애야 한다고 했고,95) 한원진도

91) 近齋集 권8, ｢答任穉共｣ “次適之禮弟及終是重難, 則攝主似勝於婦人奉祀, 周元陽祭
錄, 雖爲沙翁所取, 終非禮之正也, 次子攝主, 不爲旁題, 家中凡事, 長婦主之, 用意宛轉,
行之似可無弊.”

92) 김윤정, 2011 앞의 박사학위논문, 114쪽.
93) 近齋集 권11, ｢與吳士執｣ “祔祭, 不必門長主之, 愚意不但虞卒, 雖祔祭, 主婦亦當主
之, 蓋身爲宗子之婦故也.”

94) 退溪集 권39, ｢答鄭道可(逑)問目｣ “然則其未立後之前, 亦不得已權以季爲攝主, 不稱
孝, 只書名稱攝而行之, 爲可. … 宗子未立後, 己爲攝主之意, 當告於攝行之初祭, 其後則
年月日子下, 只當云攝祀事子某敢告于云云.”

95) 果菴集권5, ｢答尹殷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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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자가 임시로 제사를 주관하되 제주할 때 ‘효’자를 지우고, 또 ‘봉사’ 대

신에 ‘섭사’로 칭해야 한다고 보았다.96) 陶菴 李縡(1680∼1746) 역시 차

자가 섭주함에 있어 ‘효’자와 ‘봉사’라는 글자를 쓰지 않도록 하였다.97)

龜川 李世弼(1642∼1718)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고례에서 근거를 찾았

다. 예기 ｢증자문｣에서 증자는 종자가 없을 때 지자가 제사를 지낼 수

있는지를 물었고, 공자는 종자가 죽었으면 지자가 묘에 고한 뒤 집에서

제사를 지내되, ‘효’자를 칭하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이에 대해 정현은

‘효’는 종자의 칭호라고 주를 달았다. 이세필은 이들의 설에 의거하여 지

자가 비록 봉사하더라도 제주와 축사에서는 모두 ‘효’자를 지우는 것이

탈종의 혐의를 멀리하고 종통을 중시하는 뜻이라고 보았다.98) 이들의 논

의는 모두 차자의 섭사와 형망제급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한 것으로, 차

자의 섭사는 승중이 아닌 섭행이라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것

이다.99)

이상에서 종자가 무후로 사망하여 종손을 입후하기 전의 상황에서의

부인의 주제와 지자의 섭사 논쟁을 살펴보았다. 논쟁의 결과는 크게 지

자섭사를 우선하는 입장과 부인주제를 우선하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문인들은 지자의 섭사를 우선하는 입장에서 부인주제는 상제례

를 주관할 유복친의 남자 친족이 없는 아주 부득이한 상황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부인은 봉사하는 의리가 없다는 대전제와 함께

남녀의 바른 위치와 명분을 엄중하게 여겼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지자의

96) 南塘集권17, ｢答郭季康-鎭輿-丙辰十月(1736년)｣ “今姑以次子主祀, 而題主去孝字,
不稱奉祀而稱攝祀, 題主畢, 以今姑攝祀, 以待長房立嗣, 復還宗事之意告之, 恐或得宜.”

97) 三山齋集 권4, ｢答朴漢欽｣
98) 위의 글, “曾子問, 孔子曰, 若宗子死, 告於廟[墓]而祭於家, 宗子死, 稱名不稱孝. 鄭註曰,
孝宗子之稱, 不敢與之同其辭, 但言子某薦常事. 然則次孫雖奉祀, 題主及祝辭, 皆去孝字,
以存遠嫌重宗之義。實合於禮意也.”; 龜川遺稿 권23, 禮說 喪禮 題主 ｢與朴學而-泰成
｣

99) 김윤정, 2011 앞의 박사학위논문,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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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종 가능성을 우려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는데 상당한 고

심을 하였다.

이에 반해 부인주제를 우선하는 입장은 남녀의 구분보다 종자와 지자

의 구분을 중시하였고, 이를 통해 종통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 있었다.

그리고 종자를 통한 종통의 계승은 지자가 아닌 종자의 생존해 있는 처,

즉 종부를 통해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다. 이러한 논리 속에서

이들은 탈종의 우려가 있는 지자의 섭사보다 종자의 처를 통한 부인주제

가 낫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논의 속에서 종부는 종자의

처로서 지자에 대응하여 종법을 지키는 위치를 얻게 되었다.

관련 논쟁에서 대부분의 논자들이 지자의 섭사를 주장했고, 또 탈종의

우려 없이 이를 행하기 위해 여러 정교한 예설들이 제시되었던 것으로

보아, 당시 사회에서는 후사를 들이기 전까지 지자섭사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일찍이 조선중기를 기점으로 총부의 주

제권이 논란거리가 되면서 축소되어 갔던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여주는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만 행해지는 것이 되었다. 그럼에도 지자의 섭사에

우선하여 부인주제를 주장한 논의들은 종법질서 속에서 종부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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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망제급 이후 종부가 입후하는 문제

1) 조선중기 형망제급의 우세

17세기 이후 맏며느리의 입후권 논의는 ‘兄亡弟及後 兄妻立後’의 문제,

즉 형망제급으로 차자가 봉사손이 되었는데 뒤늦게 형수인 맏며느리가

입후를 하였을 경우에 누구를 봉사손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심

으로 이루어졌다. 이 문제는 일찍이 중종대부터 명종대까지 이어진 茂山

君 李悰의 봉사손 분쟁에서 대두된 문제였다. 조선후기 관련 논의의 성

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산군의 봉사손 분쟁을 둘러싼 논의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중종, 명종대에는 장자가 무후로 사망한 경우에 제사승계 방식을 둘러

싸고 총부의 입후권과 형망제급 사이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중종대를 거쳐 명종대까지 논란이 됐던 무산군의 봉사

손 문제를 들 수 있다. 무산군은 성종의 서자로, 그의 장자 龜壽가 무후

로 죽자 그 어미 申氏가 상언을 통해 차자 眉壽로 하여금 작위를 이어받

고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 그런데 1540년(중종 35) 사간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를, 장자가 후사 없이 죽었어도 그의 처 安氏가 총부로서 살아

있기 때문에, 안씨가 봉사하다가 입후하지 못하고 죽은 뒤에야 차자가

승중할 수 있다고 하였다.100) 그러나 차자가 작위를 이어받은 전례가 있

고, 또 경국대전을 따라야 한다고 한 이조의 회계에 의거하여 사간원

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1) 여기서 언급된 경국대전의 조항은

100) 중종실록 권93, 중종 35년 3월 4일(병신) “大抵長子, 雖無後身死, 若有冡婦, 則當
爲之主祀. 冡婦未有立後而身死, 然後次子承重矣. 今者茂山君長子永善君身死, 未過三年,
又有冡婦, 而因其母上言, 次子永川正眉壽, 承襲封君, 非徒不合於情法, 如此人心巧詐之
時, 覬覦奪嫡之風, 恐不能禁也. 且眉壽謀欲奪嫡, 以躋崇秩, 敎誘其母, 違法上言, 至爲非
矣. 請速改正, 推考治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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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가 아들 없이 사망하면 중자가 봉사하도록 규정한 봉사조를 의미하

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차자 미수가 봉사손이 되면서 총부 안씨는 박대를 당하여 생존

이 어려워지는 문제에 봉착하였다. 10여 년이 지난 1550년(명종 5), 사간

원이 미수의 패려함을 지적하면서 사건은 다시 수면위로 올랐고,102) 바

로 다음 해에 총부 안씨가 남편의 조카를 입후하여 선대봉사를 맡기고자

하면서 무산군의 봉사손 문제가 조정에서 재론되기에 이르렀다. 이미 형

망제급으로 차자가 봉사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총부가 입후를 하는 경

우에 누가 봉사손이 되어야하는지의 문제였다. 당시 논의의 대세를 이룬

의견은 이미 차자가 승습봉사하게 하였으니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었

다.103) 이들은 형망제급의 법은 고금 상하에 공통된 의리이며, 우리나라

에서도 법전에 실린 예법이니, 이를 위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04)

적장자손을 통한 가계계승이라는 종법의 원리에 따라 총부 안씨가 세운

후사로 하여금 종통을 잇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소수의 의견이

었다. 바로 이 지점이 뒤에서 살펴 볼 조선후기 관련 논의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점은 조선중기 총부의 입후권이 종법

의 차원에서 주장된 측면도 있었지만, 총부권을 중시해오던 조선의 국속

을 유지해야한다는 점에서 옹호된 측면이 강했다는 것이다. 1552년(명종

7), 呂希寧의 장자 呂孟溫이 후사 없이 죽고 차자도 죽었는데, 차자의 장

자 文望이 봉사를 받들려고 하자 맹온의 처, 즉 총부가 반대하며 남편의

101) 위의 글. “答曰, 觀申氏上言, 其大意, 謂長子無後身死, 雖有冡婦, 次子承襲有例云, 而
歷擧已前承襲之人. 吏曹回啓, 以爲依大典云, 若是違格, 則該曹當防啓矣. 今如改正, 則前
後有異, 法例則予未詳知, 該曹豈不審察而啓之乎.”

102) 명종실록 권10, 명종 5년 12월 2일(신유)
103) 명종실록 권12, 명종 6년 8월 1일(병진); 명종실록 권12, 명종 6년 8월 12일(정
묘)

104) 명종실록 권12, 명종 6년 8월 12일(정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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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아우의 아들을 후사로 삼아 선대봉사를 지내고자 한 사례가 있었

다. 이 때도 형망제급과 총부의 입후권을 둘러싸고 조정에서 논의가 팽

팽했는데, 특히 사간원은 우리나라 총부법은 사세상 고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총부의 입후권을 주장했다.105) 국속이 된 우리나라 고유의 총부

법을 강조하면서 총부의 입후권을 지지한 것인데, 이는 조선후기의 관련

논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논리였다.

16세기 중엽 무산군과 여희령의 사례 모두 총부의 입후권을 우선하는

쪽으로 판결이 났고, 기존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귀결에 더 주목하여 의

미 부여를 하였다.106) 하지만 논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총

부의 입후권보다 형망제급을 지지하는 입장이 우세했던 분위기를 포착할

수 있다. 이는 아직까지 종지의 구분이 엄중하지 않았던 상황, 적장자손

의 제사승계를 기본으로 하는 종법질서가 심화되기 전의 상황을 반영한

다고 볼 수 있다.

무산군 사례에서 형망제급을 주장했던 이조판서 윤개가 ‘적통의 후사

는 본디 중하지만, 끊어진 것을 잇는 것 또한 큰 일’이라고 한 것이

나,107) 좌찬성 신광한이 적통을 장자로서 세우는 것은 春秋 大一統의
뜻이지만 형망제급의 법 또한 있으니, 형이 후사 없이 죽으면 아우가 당

연히 제사를 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도 이를 알 수 있다.108) 장자

105) 명종실록 권13, 명종 7년 4월 2일(갑인) “諫院啓曰, 我國冢婦之法, 勢所難改, 故去
丁未年, 因大司諫尹春年, 蒙祖母之喪, 擧朝議之, 立後之權, 專在冢婦, 而春年之事, 則他
無可以繼後之人, 故特許代喪, 而其他別有可爲繼後之人, 則使冢婦, 隨意繼後, 以重其權,
此廷議之已定者也. 前年又因永川君眉壽之事, 更議而定之, 許令永善君龜壽之妻, 已取扶
安正碩壽之子爲後. 今者呂文望之事, 正如此事, 而大臣議以文望當服其喪. 三年之喪, 人
道之大禮, 國有定法, 而大臣因一己之見, 欲改已定之法, 極爲未便. 請令文望, 勿服祖母之
喪, 以重我國冢婦之權.”

106) 이순구, 1996, 앞의 논문, 269-270쪽; 김윤정, 2002, 앞의 논문, 116쪽; 박경, 2011, 앞
의 논문.

107) 명종실록 권12, 명종 6년 8월 12일(정묘) “嫡嗣固重, 而繼絶亦大.”
108) 위의 글. “立嫡以長, 春秋大一統之義, 而又有兄亡弟及之文, 所謂兄亡者, 長子旣亡而
無後者也, 弟及者, 兄旣亡而無後, 則弟當奉其祀也, 弟存則未有舍其弟, 而及姪之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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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통을 계승하는 일의 중요성은 인지하면서도 형망제급의 법을 적용

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적장자가 무후로 사망한 경우

에 혈맥의 친소를 따져 제사를 상속시켜야 한다는 조선전기의 사회통념

이 여전히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109)

이러한 분위기는 동시기 柳淵 집안의 가계계승에서도 살필 수 있다.

더욱이 이 집안과 관련하여 발생한 獄事는 형망제급의 위협에 총부가 어

느 정도로 절박하게 대응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서 단연 주목할 만하다.

유연 옥사에 대해서는 실록에는 간단하게만 언급되어 있으나, ｢柳淵傳｣

을 통해 구체적인 갈등 내용과 전개 양상, 인물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110) ｢유연전｣은 1564년(명종 19)에 발생한 유연 옥사를

바탕으로 하여 白沙 李恒福(1556∼1618)이 1607년(선조 40)에 저술한 것

이다.111) 실록과 ｢유연전｣의 기록을 통해 사건의 대강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112)

주인공 유연은 대구에 살던 柳禮源의 셋째 아들로, 장자는 治, 차자는

游이다. 이 집안에서는 장자 치와 그 부인이 사망하자 차자인 유가 가계

를 계승하게 되었다. 장남 부부가 아들 없이 죽었지만 유예원은 이들을

109) 박연호, 1990, 앞의 논문, 187쪽.
110) ｢유연전｣은 김태준의 조선소설사(1933)에서 公案 소설로 취급된 이래 공안소설
혹은 송사소설 등으로 불리며 소설로서의 문예적 성취에 주목한 문학사 연구들이 지
배적이었다. 그러나 김영연은 ｢유연전｣이 애초부터 법적 분쟁을 둘러싸고 발생한 주
장을 관철하기 위해 쓰인 것인 만큼, 문학 텍스트보다는 법적 주장을 담은 글, 즉 법
적 기록(legal record)으로 간주하여 분석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김영연, 2018
｢「이생송원록」을 통해 본 「유연전」과 유연 옥사 담론｣ 국문학연구 38, 210쪽)
나아가 ｢유연전｣을 역사학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유연 사건을 16세기
사회상과 정치세력의 변화 속에서 살핀 연구가 있다. (권내현, 2020 ｢역사학의 관점에
서 본 16세기 유연 사건｣ 민족문화연구 88; 권내현, 2021 유유의 귀향, 조선의 상
속, 너머북스)

111) ｢유연전｣의 집필 동기는 주인공 유연의 억울한 獄死를 기리고, 사법절차의 하자에
대한 규탄을 통해 이후 목민관들에게 올바른 獄事를 이루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고
이해된다. (박성태, 2006 ｢『유연전』에 나타난 가정 갈등 양상 연구｣ 人文科學 37,
104-105쪽; 112-113쪽.)

112) 白沙集 권16, ｢柳淵傳｣. 번역본은 박희병‧정길수 편역, 2018 ｢유연전｣ 봉이 김선
달, 돌베개, 135-164쪽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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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양자를 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무후한 장자에게 양자를 세우

는 것보다 차자가 가계를 계승하는 형망제급이 자연스러웠던 16세기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사건의 시작은 유연의 형 유유가 가출하면서부터다. 아버지 예원은 5

년 동안 유유를 찾아 헤맸으나 끝내 찾지 못한 채 사망하였고, 유연은

무후한 형을 대신하여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 그 후 유연

의 자형인 李禔와 고종사촌 매형인 沈嶐, 그리고 유유의 처 伯氏는 유연

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형을 죽였다고 모함하였고, 결국 유연은 奪嫡

을 꾀하여 형을 해친 죄로 처형되었다.113) 그런데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후에 유유가 살아있다는 설이 제기되었고, 죽은 줄 알았던 유유가 실제

로 나타나면서 유연을 모함한 이지와 심륭, 그리고 형수의 죄상이 드러

났다. 이에 따라 1580년(선조 13) 다시 열린 재판에서 유연은 신원되고

이지 등은 처벌을 받게 되었다.114)

유연 옥사에는 위에서 언급된 인물 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 만

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갈등은 유연

과 형수 백씨의 대립이다. 원래 총부는 장남 치의 부인이었지만 그녀는

유유의 가출 이후 사망하였다.115) 중종대의 기록을 보면 “장남이 아들

없이 아내와 함께 죽었을 때는 차남의 아내가 장남의 아내를 대신해서

총부가 되어 조상의 제사를 받든다.”라는 내용이 있다.116) 이를 따른다면

113) 명종실록 권30, 명종 19년 3월 20일(임술)
114) 선조실록 권14, 선조 13년 윤4월 10일(무신). 범죄의 주모자에 대해서는 이항복이
저술한 ｢유연전｣과 바로 직후에 저술된 權得己(1570∼1622)의 ｢이생송원록｣이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유연전｣은 이지를 주모자로 본 반면, ｢이생송원록｣은 다른 등장인물
인 채응규를 문제 삼고 이지에게는 면죄부를 주었다. 이항복과 권득기가 상반된 관점
에서 사건을 기록하게 된 경위와 배경에 대해서는 권내현, 2021 앞의 책, 211-229쪽
참조. 이 가운데 이지를 사건의 주범으로 보는 이항복의 ｢유연전｣이 더 많은 호응을
얻게 되었는데, ｢유연전｣과 ｢이생송원록｣의 경합에서 ｢유연전｣의 담론이 채택되는 과
정에 대해서는 김영연, 2018 앞의 논문 참조.

115) 권내현, 2020, 앞의 논문, 157쪽.
116) 중종실록 권41, 중종 15년 12월 22일(병오) “淑曰, 長子無子, 幷其妻而俱沒, 則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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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유치 내외가 사망한 상황에서 총부는 유유의 부인 백씨가 된다. 그

러나 백씨의 남편은 가출로 부재한 상황이고 뒤를 이을 아들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아우 유연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장례를 치렀으

니 유연이 다시 형망제급에 따라 제사를 승계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

게 된다면 백씨는 총부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고, 가옥과 승중 재산도 유

연에게로 옮겨갈 것이었다.117) 이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마침 이지, 심

륭은 유연을 제거할 음모를 꾸몄고, 백씨는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

해 이에 가담하였던 정황이 포착된다.

그런데 이 때 주목되는 지점은 백씨가 이들의 음모를 묵인해 준 정도

가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유연과 갈등을 일으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유연의 공초에 따르면, 백씨는

유연이 형을 죽인 죄를 덮어씌우는 데 앞장섰고, 이지, 심륭은 오히려 멀

리서 응원하는 모양새를 보였다.118) 또 백씨는 관아에 남편의 ‘불량한’

아우 유연이 형의 재물을 탐하여 살해하고 흔적을 없앴으니, 그의 죄를

논하여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밤낮으로 거듭 호소하였다.119) 이러한 백씨

의 고소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연은 형을 살해한 강상죄인으로 몰려

서울로 압송되었고, 결국 능지처참을 당하였다. 그리고 그 후 백씨는 남

편의 서자로 알려진 인물을 데려와 자신을 봉양하도록 했는데, 아마도

그를 통한 제사승계를 도모하여 총부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고자 했던 것

으로 생각된다.

｢유연전｣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허구적 요소가 가미

되었을 테지만, 작품에서 그려진 백씨와 유연의 갈등은 16세기 중엽에

子之妻, 亦當代長子之妻, 而爲冢婦奉先祖也.”
117) 권내현, 2021, 앞의 책, 151-156쪽.
118) 박희병‧정길수 편역, 2018 앞의 책, 145쪽.
119) 위의 책, 140-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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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게 나타나던 총부권과 형망제급의 대립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

로 판단된다. 그리고 당시 형망제급이 우세했던 분위기 속에서 총부인

여성이 그 상황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했는지의 일단을 보여

주는 사례로서 주목된다.

2) 조선후기 종통을 지키는 종부의 위치

조선후기의 ‘兄亡弟及後 兄妻立後’ 문제는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논의

의 분위기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조선후기로 갈수록 대현들을 중심으

로 형망제급이 고례에 어긋난다고 비판되면서 입후 봉사가 선호되어 갔

고, 그 과정에서 맏며느리의 입후권은 종법의 논리 속에서 더욱 정당화

되는 모습을 보였다. 사료에서 맏며느리들은 ‘冢婦’, ‘長子妻’, ‘長子婦’,

‘宗婦’, ‘宗子婦’, ‘宗子之妻’ 등으로, 혹은 아우에 대하여 ‘兄妻’, ‘長嫂’ 등

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었다. 그러나 전술한 조선후기 부인주제 논의

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논의되는 맥락은 모두 종통을 잇는 종자의 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을 종부로 간주해도 무방할 듯하다.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한 김장생의 논의를 살필 수 있다. 趙希逸(1575∼

1638)은 부모 사망 전에 큰 형, 작은 형이 모두 먼저 죽어 자신이 父와

祖母의 상에 상주가 되어 제주하였는데, 이제 와서 큰형수가 입후를 통

해 제사를 받들고자 한다며 김장생에게 그 가부를 물었고,120) 김장생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120) 疑禮問解 通禮 宗法 ｢兄亡弟及後兄妻立後｣ “問, 孤哀不幸, 父母未歿之前, 伯仲兩
兄先死, 後四年先君卽世, 親朋皆以孤哀主喪神主旁題, 亦以孤哀名書之, 後三歲, 祖妣繼
歿, 孤哀亦服喪, 神主題名亦如之, 今長嫂欲取孤哀之子, 或舍弟之子, 爲後而奉大宗, 爲孤
哀及舍弟者, 當聽從其言, 而一以遠嫌爲重歟, 幸願指敎.(趙正郞希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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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례에는 반드시 장손으로 승중을 하게 되어 있으나 송나라 때에 와

서 장자가 죽을 경우 조카를 쓰지 않고 차자를 썼으니, 이는 고례가

아니다. 정명도가 죽은 뒤에 정이천이 아버지 太中大夫의 제사를 주

관한 것은 당시의 제도이기는 하나 예법에는 맞지 않는 일이었다.

후에 명도의 손자 昻과 侯師聖 등이 宗祀를 논의한 사실이 二程全
書에 보인다. 우리나라는 고종법만을 썼으니, 장자의 처가 후사를

세울 경우 이는 아들이 없다가 아들을 둔 것이므로 그가 제사를 받

들어야 한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장자의 처가 아들이 없어서

이미 차자에게로 종사를 옮긴 이상, 이제 와서 후사를 세운다면 반

드시 분쟁의 소지가 있을 터인데, 國典의 舊禮는 어떻게 되어 있는

지 모르겠다.121)

김장생은 송나라 정호‧정이의 사례를 들면서, 장자인 정호가 사망한

뒤 장손이 아닌 차자 정이가 아버지의 제사를 주관한 것은 고례가 아니

라고 비판하였다. 그가 이해한 고례의 종법은 차자가 아닌 장손이 승중

하는 것으로, 장자의 처가 후사를 세운다면 그 계후자가 장손으로서 봉

사하는 것이 마땅했다.122) 차자의 형망제급에 우선하여 장자의 처로서

121) 위의 글, “答, 古禮, 必以長孫承重, 至趙宋, 長子死則不用姪, 用次子, 非古禮也. 明道
歿後, 伊川主太中之祀, 亦時王之制, 而不合於禮也. 後來明道之孫昻與侯師聖等, 論宗祀,
見二程全書. 我國專用古宗法, 長子妻立後, 則是無子而有子, 當奉祀也. 又反思之, 長子妻
無子, 已移宗於次子, 到今立後, 必有辨爭之端, 未知國典舊例之如何也.”

122) 김장생은 송나라 정호‧정이의 사례를 들어 조희일 집안의 사례를 논하고 있지만,
정이는 죽은 형 정호에게 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버지를 봉사한 경우라
면, 조희일의 사례는 종통을 계승할 적손이 없어서 차자가 봉사한 경우로서 양자는
분명한 차이를 갖는다. 조선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형망제급은 조희일의 경우처럼 장
자에게 종통을 계승할 적자가 없어 차자가 제사를 계승하는 경우의 것이었다. 그럼에
도 김장생을 비롯한 조선의 예학자들은 중국의 형망제급과 조선의 그것을 혼용하면서
논의를 전개했다. 전자는 제사승계에서 적손보다 차자를 우선하는 殷代의 상속법으로
서, 적손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장자에 이어 같은 항렬인 형제에게 제사를 상속시킨다
는 점에서 輩行主義라 할 수 있다. 반면 후자는 기본적으로 적장자‧적장손에게 제사
를 전하되, 적장손이 없을 때 비로소 형제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嫡系主義라 할 수 있
다. 이에 대해서는 김윤정, 2002, 앞의 논문, 122-1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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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의 입후권을 인정해준 것으로, 이는 종법의 嫡嫡相承 원리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다만 김장생은 형망제급으로 차자에게 종사를 옮긴 이후

에 뒤늦게 종부가 입후한 경우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송시열 역시 형망제급에 우선하여 종부의 입후권을 인정하였다. 송시

열은 형망제급 또한 正禮라고 여기면서도, 종부가 아직 살아 있다면 그

가 입후하여 제사를 주관하게 함이 마땅하다고 보았다.123) 그는 종부가

살아 있으면서 입후하고자 한다면 남편의 아우는 제사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거듭 분명히 하였고,124) 이는 종법이 지엄하다는 이유로 정당화

되었다.125) 이러한 대현들의 논의는 형망제급이 입후로 대체되어 가는

것에 대해 이론적인 명분을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종부의 입후권은

더욱 확고하게 보장되어 갔다.

형망제급 이후에 종부가 뒤늦게 후사를 세운 경우의 문제에 대해 주저

하는 모습을 보인 김장생에 비해 후대의 박세채는 더욱 적극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박세채는 장자가 후사 없이 죽어서 차자가 비록 아버지의 명

으로 승중했더라도, 후에 장자의 처가 후사를 세우면 종사를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126) 그런데 장자의 처는 선친의 유명을 훼손하

123) 宋子大全 권59, ｢答閔大受-丁巳三月｣ “兄亡弟及, 自是不易之正禮, 但以伯氏家言之,
則冢婦尙在, 而當復立後主祀矣.”

124) 宋子大全 권99, ｢答李君晦｣ “禮經有兄亡弟及之文, 兄死無後則其弟代之, 一如其兄
之爲, 不可以攝言之也, 攝者, 主喪者幼未能將事, 或有疾病, 則他人假其名而行之之謂也,
若兄亡弟及則其弟正爲主人矣, 與此不同矣, 但兄妻在而欲立後, 則其弟難於遽行主人之事
也.”

125) 宋子大全 권99, ｢答金文仲-昌錫-甲寅｣ “蓋近世宗法至嚴, 有長子妻則待其立後承宗,
而不敢遽從兄亡弟及之文矣.”

126) 常變通攷 권1, 通禮 宗法 ｢兄亡弟及後兄妻立後｣ “問, 人有長子無後, 次子以父命承
重, 後長子婦立後, 似當還宗, 而彼之奉祀, 本承先人之意, 有難輕改. 又長子婦曰, 吾之爲
此, 只欲承亡夫之祀, 豈敢毁先人之遺命. 次子之子曰, 伯父早歿, 祖父雖以家君奉祀, 而今
伯母立後, 則當奉祀. 二人固讓, 未知以爲處. 南溪曰, 昔有問夷齊當立之義於晦庵, 答曰
看來叔齊雖以父命, 終非正理, 恐只當立伯夷, 曰伯夷終不肯立奈何, 曰國有賢大臣, 則必
請於天子而立之, 不問其情願矣. 雖二子立得都不安, 以正理言之, 伯夷稍優. 然則今日之
義, 乃是門長事也, 具其本末告廟還宗, 終似得禮, 未知如何.” 박세채의 답변 내용은 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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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기 위해, 차자는 탈적의 혐의를 피하기 위해 서로 사양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때 박세채는 중국 고대 伯夷‧叔齊의 왕위계승에 대한 주희

의 평을 전거로 삼아 해결책을 제시했다. 백이‧숙제의 부친은 셋째 아들

숙제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으나 부친이 사망한 후 숙제가 첫째인 백이

에게 왕위를 양보하였고, 백이는 부친의 뜻이라며 결코 사양하였다. 이에

대해 주희는 셋째인 숙제가 계승하는 것은 비록 아버지의 명이라고는 하

지만 결코 올바른 이치가 아니라고 하였고, 백이가 끝내 사양할 경우에

대해서는 나라에 어진 대신이 있다면 반드시 천자에게 청하여 세우는 것

이지 그의 사정이나 소원은 묻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박세채는 이러

한 주희의 설에 의거하여 장자의 처가 끝내 사양하더라도 종사를 돌려주

는 것이 예법에 마땅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형망제급 이후에 종부가 뒤늦게 후사를 세우더라도 종사를 돌려줘야

한다는 박세채의 주장은 같은 문제에 대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 한 세

기 이전의 김장생과 비교하면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었다. 이

러한 차이는 형망제급을 인식하는 서로 다른 방식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김장생 단계에서는 형망제급을 차자가 승중하여 종통이 이미 옮겨

진 상태로 이해했다면,127) 박세채에게 있어 형망제급은 종통을 이어받는

승중이 아니라, 적손의 입후를 기다리는 동안에 잠시 제사를 맡는 섭사

를 의미했다. 형망제급으로 인한 차자봉사는 한 때의 사세로 인해 행해

지는 것일 뿐이었다.128)

溪集 권38, ｢答成子章問｣에 보인다.
127) 疑禮問解 通禮 宗法 ｢兄亡弟及後兄妻立後｣ “又反思之, 長子妻無子, 已移宗於次子,
到今立後, 必有辨爭之端, 未知國典舊例之如何也.”

128) 南溪集 권38, ｢答成子章問｣ “此段所疑, 已見沙溪問解, 旣云長子妻立後則當奉祀, 又
云未知國典舊例之如何, 蓋愼重之道也. 愚謂父雖未達異日必當有立後之義, 而徑用次子奉
祀, 次子亦未達今日姑爲攝主之義, 而遽承先人遺命, 然此皆似出於一時事勢, 非甚有固必
之意也.”; 南溪集 권17, ｢答李季通問｣ “殷人立次子, 周人立嫡孫, 雖曰俱是古制, 而禮
經必以長嫡爲主, 今之繼後, 亦必不得不同貫, 其重可知已, 以此推之, 無嫡孫而有次子者,
自當以次子姑使攝主喪祭, 以待他日嫡孫立後, 而始爲承重奉祀之人, 乃不易之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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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중은 제사승계 및 종통의 귀속을 통해 재산과 지위에 관한 모든 권

한을 부여받는 것이지만, 섭사는 자신이 비록 제사를 지내더라도 일시적

인 것에 불과하여 제사승계에 의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따라서 나

중에 적당한 입후 대상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자신은 宗의 대수에서 제외

되고 종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129) 박세채의 인식은 입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형망제급이 점차 섭주봉사의 의미로 축소되어 입후 시행에 보

조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던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130)

17세기의 대현들은 기본적으로 형망제급에 우선하여 종부의 입후를 주

장했고, 후대로 갈수록 형망제급이 되었더라도 종부가 후사를 세우면 종

통을 돌려줘야 한다는 논의가 대세를 이루었다. 앞서 살폈듯이 윤봉구는

종통을 중시하는 뜻에서 부인주제를 주장했는데, 종부의 입후도 같은 맥

락에서 적극 옹호되었다. 이는 18세기 중엽 그가 文靖公 尹斗壽(1533∼

1601)의 봉사손 문제를 다룬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두수의 5대

봉사손 得仁의 장자와 장손이 모두 사망하여 종사가 끊길 위기에 놓이자

득인은 집안사람들과 의논하여 차손 光烈을 형망제급의 예에 따라 봉사

손으로 삼은 일이 있었다.131) 이에 대해 윤봉구는 득인의 장손은 비록

요절하였지만 그 처는 아직 살아 있고, 예율로 보면 마땅히 그가 입후할

수 있으니, 집안의 종통이 끊어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어서 그는 종법이 매우 중한데 애초에 광열을 형망제급의 예에 따라

봉사손으로 삼은 것은 시왕지제에 어긋나는 것이었으며, 이제라도 종부

가 입후를 하는 것이 종통을 지키는 것이자 예의와 법리에도 마땅한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132) 윤봉구는 종부가 생존해 있으면 형망제급의 예를

129) 김윤정, 2002, 앞의 논문, 127쪽.
130) 김윤정, 2011, 앞의 박사학위논문, 110-114쪽.
131) 屛溪集 권16, ｢答尹景孺-汲-辛未｣ “汲五代祖文靖公奉祀孫得仁喪其長子泰東, 泰東
有二子, 而其長纔娶旋夭, 其弟光烈亦未有子, 得仁曰, 吾死則宗祀絶矣, 仍與爲文靖孫者
議, 依兄亡弟及之文, 以光烈爲適而奉先祀, 其後得仁沒, 而其母又沒, 光烈連服承重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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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133) 이미 형망제급으로 아우가 뒤를 이었

더라도 종부가 입후하여 그에게 종사를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

에 있었다.

형망제급 후에 형수가 후사를 세운 경우의 문제는 18세기를 거쳐 19세

기에도 지속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유장원은 常變通攷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중국의 형망제급 사례를 비판하고, 종부가 세운 후사가 아

들이 되어 승중해야 한다고 했던 김장생의 설과 아버지의 명으로 차자가

승중했더라도 종부가 후사를 세우면 종사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던

박세채의 설을 인용해 두었다.134) 상변통고의 요점만을 추려서 정리한

朴宗喬(1789∼1856)의 예서 喪變纂要에도 해당 내용이 실려 있다.135)
관련 내용은 조선후기 家典에도 실리면서 일상생활의 예법으로 자리

잡은 모습을 보였다. 19세기 후반의 유중교는 ｢柳氏家典｣에서 만약 종자

가 후사 없이 죽고 종부와 그 아우가 있다면, 아우는 단지 임시로만 제

사를 지내면서 종부가 입후하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덧붙여

유중교는 宗이 다 끊어지지 않았는데 아우가 갑자기 자신을 봉사손으로

세우면 탈종의 죄가 있게 되니 깊이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136) 이 때 종

이 다 끊어지지 않았다고 한 것은 종자의 처가 아직 살아 있어 종손을

들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종부는 종자의 처로

서 사망한 종자 계열을 대표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132) 屛溪集 권16, ｢答尹景孺-汲-辛未｣ “尹淸州之長孫雖夭, 而其妻尙在, 則在禮律, 猶可
立後, 本不可謂宗統已絶矣. 宗法甚重, 當初兄亡弟及, 實違於時王之制, 到今宗婦立後, 則
宗統自在於此, 揆諸禮義法理, 誠無可疑.”

133) 屛溪集 권26, ｢答李穉謙-戊寅｣ “宗子婦生存, 則不可用兄亡弟紹之禮, 以第二子主題
者, 已失之矣.”

134) 常變通攷 권1, 通禮 宗法 ｢兄亡弟及後兄妻立後｣
135) 喪變纂要 권1, 通禮 宗法 ｢兄亡弟及後兄妻立後｣
136) 省齋集 권45, 柳氏家典 正倫理第一 “若宗子無後而死, 族人無可爲後者, 而有親弟焉,
則族人會議, 用兄亡弟及之例, 立之爲宗子, 若立後有可望, 或宗子之妻在焉, 則皆不敢用
此例, 權主宗事以竢之. 【先主傍題以權奉, 自稱不以孝. 盖宗未盡絶, 遽自立焉, 則有奪宗
之罪, 宜深戒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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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직필은 1815년(순조 15)에 쓴 글에서 종부가 있다면 그가 입후하여

종통을 잇게 해야 하고 감히 형망제급의 법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했던

송시열의 설을 정론으로 여겼다. 나아가 아우가 형수의 존망을 헤아리지

않고 형의 뒤를 이어 전중하는 것은 승중을 제멋대로 하는 것이자 탈적

의 혐의가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137) 홍직필은 형망제급의 예가 국

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종법의 지엄한 뜻으로 헤아려 본다면 적장자

에게 후사를 세우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다. 만약 형망제급의 예를 적

용한다면 성인이 되기 전에 죽은 자에게만 적용해야 하고, 이미 장가든

자에게 후손이 없다고 하여 후사를 끊어버리는 경우는 적자로서의 중함

을 잃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38) 종법에 따라 적장자 중심으로 적

통을 이어야 한다는 홍직필의 확고한 인식과 이를 기반으로 종부의 입후

를 주장했던 논리를 파악할 수 있다. 종자가 부재할 경우 적장자 중심의

종통은 입후권을 지닌 종부에게 달려 있었다.

그런데 정작 김장생은 장자를 위해, 우암은 큰형을 위해 양자를 세우

지 않고 아우에게 전중하였음이 주목되는데, 이들의 경우는 입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김장생의 경우, 임진년 5

월에 장자 檃과 그 처 陰城朴氏가 일시에 왜적에게 피살당했고, 이 때

이들의 세 살 난 아들도 함께 사망하였다.139) 송시열의 경우, 1627년(인

조 5) 3월에 큰형 宋時熹가 26세의 나이로 호란에 순사하고, 형수 金氏

137) 梅山集 권12, ｢答李汝弘-乙亥七月｣ “尤翁有訓兄妻在而欲立后, 則其弟難行主人之
事, 又云近世宗法至嚴, 有長子妻則立後承宗, 而不敢從弟及之文, 愚則常以尤翁說爲正,
當不計兄妻之存亡, 而立兄之后傳祖之重, 何可擅自承重, 不恤奪嫡之嫌耶.”

138) 梅山集 권7, ｢答鏡湖李公-甲子正月｣ “沙溪之爲長子, 尤菴之爲伯兄, 不立其後而傳
重於次嫡何哉, 嫡妾無子則稽國典而不悖, 宗法至嚴則質禮經而當然, 且殷及之禮, 當用於
未成人而死者, 若旣娶者以無後而絶其嗣, 則惡在其爲適子之重哉, 恐不當以大賢家法而效
之, 未知如何.”

139) 沙溪全書 권43, 附錄 ｢年譜｣ “壬辰五月聞長子檃及婦喪, 長子檃在京避賊, 東出至忘
憂里, 與妻陰城朴氏俱遇賊被害, 且失三歲兒, 庶弟燕孫以嶺伯金睟幕裨, 擊倭力戰而死.
時先生坐衙, 輒覺終日悲楚, 疑其有凶, 後乃果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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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남편을 잃은 모진 슬픔에 같은 해 11월에 갑자기 죽었다. 이들에게는

아들이 없었다.140) 이처럼 김장생과 송시열 집안의 경우 장자 내외가 일

시에 사망하여 후사를 들일 사람이 없었다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했다.

홍직필은 제자 任憲晦(1811～1876)에게 쓴 편지에서 옛 법에는 반드시

양자를 보내는 자와 받는 자가 모두 생존해 있어야 후사를 세울 수 있는

데, 사계 선생의 장자 내외가 모두 죽어 양자를 받을 자가 없었기 때문

에 후사를 세우지 못하고 차자인 김집에게 전중한 것이었음을 설명하였

다.141) 경국대전에서는 뒤를 이을 아들이 없는 부모가 직접 청원하도

록 되어 있었고, 당시까지는 아직 한쪽 부모가 모두 사망했을 경우의 입

후에 대한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142) 부득이하게 차자인 김집

에게 종통을 이종했던 것으로 보인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어진 ‘兄亡弟及後 兄妻立後’ 논의에서는 대체

로 종법을 중시하는 뜻에서 형망제급이 된 이후라도 종부의 입후를 통한

가계계승을 주장하였다. 앞 장에서 살폈듯이 부득이한 경우에만 부인주

제를 용인했던 김장생과 송시열은 물론, 부인주제를 강하게 반대했던 논

자들도 종부의 입후를 통해 종통을 이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

다. 부인은 봉사하는 의리가 없다는 예의 원칙상 종부가 임시로라도 제

사를 지내는 것은 부담이 되었지만, 종부가 입후하여 적손을 세우는 일

140) 宋子大全 권201, ｢伯氏學生公墓表｣ “年廿六, 遊關西, 虜至, 猝遌數十百騎, 奮身獨
戰, 竟被害, 實天啓丁卯三月六日也. … 配金氏, 新羅金傅王之裔, 父忠義衛聲振, 性貞淑,
至是哀毀甚至, 其十一月廿九日, 遂卒, 卽合葬焉, 無子.”

141) 梅山先生禮說 권1, 通禮 出後 ｢與受者俱存乃可立後｣ “古法必有與者受者, 然後乃可
立後, 沙翁長子夫妻俱沒, 無受之者, 故不得立後, 而傳重於愼齋矣. 愼齋又無嫡子, 故仍傳
重於其弟參判公槃之長子.-答任憲晦-”

142) 1765년(영조 41)에 이르러서야 한쪽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라도 특별히 입후할
수 있도록 하는 수교가 내려졌다. 승정원일기 영조 41년 5월 16일(경인) “噫, 繼人
之後, 亦九經之義, 而凡上言回啓時, 若一邊父母俱無, 以情雖可矜置之回啓, 必下特許立
后之判付, 情雖可矜四字, 可謂本回啓之肯綮. 頃年混爲踏下, 追奏施行, 不若此, 其人不能
立後矣. 此後雖若此者, 禮曹回啓中, 必曰情雖可矜, 一邊父母俱無, 事當勿施, 而乙酉五月
十六日筵中, 此後此等人, 特許立後事有敎, 依受敎, 特爲立後之意, 回啓事, 捧承傳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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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종법적 가계계승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중기에도 총부의 입후권이 적장자 가계계승이라는 종법 원칙에 부

합한다는 이유로 형망제급보다 우선시되는 논의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는 형망제급을 주장하는 쪽에 비해 소수의 의견에 불과했다. 그리고 당

시 총부의 입후권은 종법적 논리보다는 총부권을 중시해오던 조선의 국

속을 함부로 고칠 수 없다는 이유가 더욱 강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총부

권의 또 다른 축을 이루었던 봉사권은 고려 이래의 제사 관행과 국속의

차원에서만 긍정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에 반해 조선후기 종부의 봉사권과 입후권 논의는 종법의 논리 속에

서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전과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 즉, 종법적 가

계계승을 중시하는 맥락에서 종자의 처라는 종부의 예적 지위와 그에 따

른 역할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총부에서 종부로의 전환을 거치면서 봉사

와 입후 문제에서 종부의 실제적 권한과 입지는 축소되었지만, 그 축소

된 범위 내에서의 종부권은 종자와 지자의 구분을 강조하는 종법의 논리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하게 지지받는 모습을 보였다. 후기로 갈수록 종

자와 지자의 구분이 엄중해지고, 지자의 탈종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종자의 처라는 종부의 위치와 그에 따른 역할은 지자로

부터 종통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간주된 측면이 있었다. 이로

써 본다면 조선후기 관련 예학적 논의 속에서 종부는 지자에 대하여 종

자 계열을 대표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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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계계승 분쟁과 종부의 입후권

조선후기 사회에서는 가계계승을 위한 입후가 양적으로 증가한 만큼

다양한 형태의 입후분쟁들이 발생했다. 이 중에서 본고는 종부와 관계된

분쟁 사례들에 주목함으로써 가계계승 과정에서 종부권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과부는 종법질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잇는

매개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해야 했고, 그 대가로 그 계승관계에 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아들이 없는 과부들은 입후를 통해 아들

의 어머니라는 지위를 획득하고자 했다. 이 가운데서도 종부는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을 잇는 것을 넘어 종가의 종통을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

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종부들은 특히 입후를 통해 종법적 제사승

계의 틀 안에서 자신의 입지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 그러기 위해 부단

히 노력했다. 종부가 개입된 대부분의 분쟁들이 입후와 관련된 문제였다

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이 글에서는 종부와 관련된 분쟁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종부들이 가계

계승과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삶을 꾸리거나 영역을 확보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 종법적 가계계승 질서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종부들이 그 질서에 협력하거나 기여했다면 그들

이 그렇게 해야 했던 구체적인 맥락과 내용은 무엇이었고, 그 질서는 역

으로 종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검토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부라는 위치에서 여성들이 마주할 수 있었던 갈등 상황들을 유형

화하고, 각각의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종부의 행위성과 목소리를 집중적

으로 조명함과 동시에 해당 분쟁에 대한 국가의 처분 및 그 기저에 깔린

인식을 검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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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후를 둘러싼 주도권 분쟁

1) 종부와 생가

남편을 여의고 아들도 없는 종부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입지 확보를 위

해 집안의 가계계승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단적인 예로 19

세기 후반 한 종가의 2대에 걸친 두 며느리들이 남편이 무후로 사망하자

七去의 사유를 빌미로 본가로 돌려보내지는 일들이 존재했던 것을 고려

하면,1) 종가의 종부라도 아들이 없다면 그 지위는 위태로울 수 있는 것

이었다. 따라서 아들도 없이 과부가 된 종부들 가운데는 가계계승 문제

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이들이 있었고, 이 경우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었다.

조선후기 종부를 둘러싼 가계계승 분쟁은 크게 입후 내에서의 분쟁과

종부의 지위 자체를 위협하는 가계계승의 여러 이변들에 대한 대응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종부들은 遠親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후사를

들이고자 생가 혹은 종중과 갈등을 빚었다. 이는 입후라는 제사승계 방

식을 둘러싼 주도권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먼저

종부가 입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養母로서 생가와 갈등을 빚은 경우를

1) 19세기 후반 鄭蘭宗(1433∼1489)의 불천위 제사를 모시는 東萊鄭氏 종가의 일이다. 당
시 종손이었던 學黙은 그 아들 圭奭이 무후로 사망하자 悳鎭을 후사로 들였는데, 덕
진 역시 무후로 요절하였다. 당시 규석의 처 漢陽趙氏와 덕진의 처 淸州韓氏는 생존
해 있었다. 학묵-규석-덕진으로 이미 종통이 정해졌는데, 종중에서는 새로 학묵에게
계후자를 들이고(학묵은 당시 생존해 있었다.), 한양조씨와 청주한씨는 칠거의 사유를
들어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조씨의 본가에서 반발하
여 정씨 종가와 갈등을 빚게 되었고, 종가에서는 물질적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일을
무마하였다. (허원영, 2007 ｢한말 한 종가의 입후(立後)를 둘러싸고 발생한 사건들-동
래정씨(東萊鄭氏) 정란종(鄭蘭宗) 종가의 고문서 자료를 통한 재구성｣ 사회와 역사  
75) 다만 이러한 일이 일반적이었는지, 예외적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례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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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경국대전의 입후 원칙에서는 양쪽 부모의 동의하에 입후

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는 경국대전 입후조의 규정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입후가 허가되고 계후입안이 발급되었지만, 규

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국왕이 해당 입후를 허가할 경우에 계후

입안이 발급되기도 하였다. 즉, 국왕의 특별한 허가가 있으면 여타의 입

후와 동일하게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특별 계후의 비중은 조선후기로 갈수록 일반 계후에 비해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2) 특별 계후는 입후 절차나 입후 대상 등의 조

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또는 왕실이나 공신‧대현 가문의 후사 문제와

관계된 경우에 이루어졌는데,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입후

의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경우였다.3) 대표적으로 양쪽 집안의 동의가 이루

어지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양가의 동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한쪽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양쪽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그리고 생가가 반대하는 경우로 나눠질

수 있다.4) 후기로 갈수록 입후가 증가함에 따라 한쪽 내지 양쪽 부모의

사망으로 입후의 절차를 규정대로 지키지 못해도 왕의 특명으로 입후가

성립되는 일은 관례를 넘어 법적으로 용인되기에 이르렀다.5) 18세기 중

엽 이후에는 부모의 사망과 관련된 경우는 왕의 특별한 재가 없이도 일

반적인 계후와 마찬가지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생가의 동의를 얻지 못한

2) 고민정, 2017 ｢繼後立案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입후 양상에 관한 연구｣ 태동고전연구
 38, 168쪽.

3) 위 논문, 169쪽.
4) 고민정, 2014 앞의 논문, 219-220쪽.
5) 1765년(영조 41)에 한쪽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특별히 입후할 수 있도록 하는
수교가 내려졌고, 이는 대전통편에 그대로 수록되었다.(大典通編 禮典 立後 “情理
可矜, 則或因一邊父母及門長上言, 本曹回啓, 許令立後.”) 나아가 대전회통 단계에서
는 양쪽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에까지 입후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大典會通 禮典
立後 “一邊或兩邊父母俱死, 而拘於常規, 不得登聞者, 本曹論理草記.”) 16세기 중엽 이
후로 입후가 확산되면서 관련 규정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서는 정긍식, 2010
앞의 논문, 82～8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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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국가에서 특명으로 입후를 허락하더라도 생가에서 끝내 반대하면

입후가 쉽게 성립되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아무리 왕명이라 하더라도 천

륜은 억지로 정할 수 없고, 양가와 생가가 아들을 주고받는 합의를 거친

이후에 왕명을 받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었다.6)

계후등록은 예조에서 입후 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대체로 일반적인 계후 사실을 수록한 繼後謄錄과
특별한 계후 사실 및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어 조정에서 논의된 계후 사

례들을 주로 수록한 別繼後謄錄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별계후등록
에는 생가 및 양가 부모 사망과 관련된 기사 수가 전체의 64％에 달하

면서 여타의 특별 계후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7) 그

나머지의 대다수는 생가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였다.

남편을 여읜 종부들이 양모로서 생가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국왕

의 특명을 요구했는데, 이 때 이들은 남편이 사대봉사자 혹은 누대봉사

자임을 강조하거나,8) 종친 가문 종부의 경우에는 ‘宗姓家’의 절사를 막는

것이 급하다고 호소하면서 국왕의 특명을 요청하였다.9) 국왕에 의해 특

별히 입후가 허락된 경우에는 특은을 입은 것이므로 후일에 사정이 생기

더라도 다시 되돌리거나 파양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여겨졌다.10) 그렇지

만 생가에서 끝내 반대하는 경우에는 특명이 거둬지기도 하였다.

6) 謙齋集 권34, 收議 “其母又不肯許與, 則天倫重事, 恐未可勒定.”; 승정원일기 영조
3년 11월 25일(정축) “父子人倫之重, 君上何可强迫爲之.”; 영조실록 영조 36년 4월
20일(갑오) “夫王者, 雖云造命, 有與受然後, 與者承王命, 以其子爲某之子, 受者承王命,
受某人子爲其子, 卽禮也.”

7) 고민정, 2014, 앞의 박사학위논문, 69쪽.
8) 별계후등록 권7 42a-b(1718년 德恒 처 鄭氏); 별계후등록 권8 72b(1741년 李光臨
처 姜氏); 별계후등록 권8 76b(1741년 李泰重 처 金氏)

9) 별계후등록 권8 63b-64a(1741년 李應昌 처 朴氏). 李應昌은 정종의 4남인 宣城君
李茂生의 8대 적장손으로 그 처 박씨는 불천위 종가의 종부가 된다.

10) 별계후등록 권9 28a-b(1750년); 별계후등록 권9 53a(1752년) 여기서는 이미 특명
으로 입후가 되었다면 입후를 청원하며 올린 상언이 거짓인 게 판명 나도 파계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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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생가라 함은 부모를 넘어 직계 형제까지도 포함되었다. 한 예로

1720년(경종 즉위년) 태종의 11녀 靜淑翁主의 봉사손 문제를 들 수 있

다. 정숙옹주의 6세 봉사손 尹宏은 11세 된 아들을 두고 사망하였는데,

그 아들마저 요절하면서 공주의 제사를 받들 후손이 끊기게 되었다. 이

에 윤굉의 처는 남편의 9촌 조카 尹尙遜을 후사로 들이고자 문장에게 허

락을 구하였으나 문장은 생가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의논할 데가 없으니

사사로이 허락할 수 없다며 거절하였다. 그러자 윤굉의 처는 종친부를

거쳐 국왕에 특명을 요청했고, 상손의 입후를 특별히 허락받았다.11) 그런

데 상손의 생가에서 그 형들이 상손의 계후를 반대하며 연달아 격쟁‧격

고를 하였고,12) 결국 1727년(영조 3) 조정에서는 생가에서 허락하지 않

아 법전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다시 파양을 명하였다.13) 이 사례에서는

문장이 반대하자 직접 종친부를 거쳐 국왕에 입후의 특명을 요청했던 종

친가 종부의 모습과 특명으로 입후가 허락되었더라도 생가에서 끝내 반

대를 하면 파양에 이르렀던 모습 등을 살필 수 있다. 종친의 후사와 관

련된 문제라 하더라도 생가에서 반대하면 국왕이 억지로 천륜의 관계를

맺어주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양모로서 생가와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사례는 淑明公主(1640∼1699)

의 종부 全州李氏에게서 살필 수 있다. 이씨는 생가의 반대에도 불구하

고 자신이 원하는 후사를 들이고자 하면서 생가와의 갈등이 고조되었고,

이러한 갈등은 쉽게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장장 3년에 걸쳐 조정에서 논

의되었다.14)

숙명공주는 효종의 3녀로 청평위 沈益顯을 남편으로 맞았고, 소생으로

11) 승정원일기 경종 즉위년 9월 3일(정묘)
12) 승정원일기 경종 즉위년 10월 1일(갑오); 경종 즉위년 12월 26일(무오)
13) 승정원일기 영조 3년 11월 24일(병자)
14) 관련 내용은 김보람, 2020 ｢18세기 총부의 입후권: 숙명공주의 봉사손 선정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92, 236-251쪽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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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沈廷輔와 沈廷協 2남을 두었다. 전주이씨는 장자 심정보의 두 번째

아내로 판돈녕부사 李正英의 딸이다. 심정보 내외에게는 아들이 없어 5

촌 조카 沈師淳을 양자로 삼았다. 그런데 심사순이 아들 없이 요절하고

심정보도 얼마 후에 사망하게 되었다.15) 그로부터 두 달 뒤인 1727년(영

조 3) 10월, 심정보의 처이자 종부 이씨가 공주의 봉사손을 입후하는 문

제로 당직청에 언서로 된 상언을 올리면서 사건이 시작된다.16) 이 상언

에서 이씨는 심정보와 26촌 거리의 친족인 沈泰賢 집안에서 공주의 봉사

손을 구하고자 하였다. 처음에는 次養子로 심태현을 지목했으나, 사순의

처가 아직 살아 있으니 사순에게 후사를 들여야 한다는 논의가 강하자

나중에는 養孫으로 심태현의 아들을 지목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기록에

서 사순의 처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이씨의 요구 가운데 문제가 된 사안 중 하나는 입후 절차에 관한 것이

었다. 다른 사례들을 통해 볼 때 養家에서 국왕의 특명을 요구한 경우는

생가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면, 생가와 합의를 시도해보았으

나 생가에서 끝내 허락하지 않은 경우였다. 그런데 이씨는 생가와의 합

의도 시도해보지 않은 채 독단으로 입후를 결정하고 상언을 통해 특명을

구했다는 점에서 입후 절차를 처음부터 어긴 셈이었다. 이는 곧장 여러

조정 대신들의 비판을 받았다. 판의금 沈壽賢은 “지금 상대 집안 父兄에

게 상의하지도 않고 갑자기 한 장의 상언을 올려 대를 이으려고 한 것은

참으로 뜻밖”이라며 이 일은 결코 부당한 일이라고 하였다. 좌의정 趙泰

億은 “양가가 소상하게 의논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곧장 상언을 올렸으니

일이 지극히 괴이하다”고 하였으며, 영중추부사 李光佐 역시 “본가에 묻

지도 않고 강제로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17) 이처럼 의

15) 승정원일기 영조 3년 8월 3일(병술)
16) 승정원일기 영조 3년 10월 5일(정해)
17) 승정원일기 영조 3년 10월 6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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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하는 자들 모두 이씨가 생가와 상의 없이 독단으로 입후를 결정하여

상언을 올린 것의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이씨가 상언을 올린 지 이틀 만에 심태현의 노모이자 증좌찬성 沈涑의

처 卞氏는 26촌 거리나 되는 먼 친족에게 자신의 아들을 양자로 보낼 수

없다는 내용의 반박하는 상언을 올렸다. 변씨는 팔순이라는 나이에 “생

사를 헤아리지 않고 병든 몸을 들것에 실은 채 세 차례 궐 밖에 나아가

직접 호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씨와 대립각을 세웠다.18) 변씨의 호소

는 입후 관련 공식문서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따라서 기왕에 거의 주목

되지 않았던 생모의 입장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

후로 이씨와 변씨는 입후를 둘러싸고 양모와 생모의 입장에서 여러 차례

상언을 번갈아 올리면서 공방을 벌였다.

靑松沈氏 심정보와 심태현 집안은 이미 12대조에서 沈德符의 넷째 아

들 沈澄의 仁壽府尹公派와 다섯째 아들 沈溫의 靑川府院君派로 종파가

나뉘어져 그 사이의 거리는 26촌이 된다. 변씨는 상언에서 심정보의 더

가까운 친족들 수십 명을 나열하면서 이들 중에 후사로 삼을 만한 자들

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지난 왕조에서 분파되어 성만 같지

촌수도 알 수 없어 길 가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자를 후사로 삼으려는

이씨의 행위를 비판하였다.19)

26촌의 먼 친족을 후사로 들이려는 이씨의 행위는 조정 대신들에 의해

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의견을 나눈 심수현, 조태억, 이광좌,

18) 승정원일기 영조 3년 11월 24일(병자)
19) 승정원일기 영조 3년 11월 8일(경신); 승정원일기 영조 3년 11월 13일(을축) “一
時來呈貞敬夫人卞氏單子內, 師周呈單, 專事誣罔, 生存無故之人, 或云已死, 或云出繼, 或
云病廢, 而廷瑞·廷琦·廷佑等各有二子, 而俱謂之只有長子一人, 況且廷輔五寸姪師哲, 有
二子, 其一家諸議, 皆屬於此, 而李氏終始掩置, 捨其同堂至親, 不欲立其子之後者, 是豈人
情天理之所忍爲者耶. 其所告十三人, 終不敢盡諱, 則乃托以皆以遠族, 流落鄕曲, 聲聞不
通, 此皆廷輔十寸或十二寸兄弟之間, 而謂之寸數疏遠, 今反越侵於自前朝分派路人, 不記
寸數之姓同者, 此果事理之近似者耶. 且廷輔十一寸姪前掌令沈㙉之群從兄弟, 各有二三子,
廷輔十寸廷烈, 有五子, 復熙有三子, 長子重夏身死, 其弟重殷·重周, 俱爲司馬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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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판서 李㙫 등은 기본적으로 먼 친족을 후사로 삼는 것에 대해 부정

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심수현은 심태현의 8촌 형 되는 인물로, 심정보

집안에 대해 동성이라고는 하지만 종파가 매우 멀고, 평소에도 동종으로

대하지 않았으며, 같은 파의 자손들도 많이 있으니, 심태현을 양자로 보

내는 일은 부당하다고 여겼다. 조태억과 이광좌 역시 종파가 너무 멀다

는 것에 동의했고, 심정보와 사촌지간이 되는 이집조차 심정보의 근친

가운데 사람이 없지는 않을 것이니 심태현을 후사로 삼는 일은 부당하다

는 뜻을 표명하였다.20)

조선전기부터 입후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근친을 우선하였다.21) 그러나

경국대전 입후조에 관련 규정이 실리지 않아 여러 법적 분쟁들이 발

생하자 1543년(중종 38)의 대전후속록(이하 후속록)에서 동종근친을

입후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하게 명기하였다.22) 후속록에서는 ‘무릇

적장자가 후사가 없는 경우에는 동종의 가까운 친척으로 입후하되, 자신

이 별도의 宗이 되려고 하면 먼 친척이라도 허용한다’고 규정하였다.23)

별도의 종을 세우지 않는 이상 입후의 기본 원칙은 동종의 근친을 후사

로 들이는 것이었다.

1555년(명종 10)의 경국대전주해에서는 ‘반드시 아우의 아들로 후사

를 삼은 뒤라야 조부 이상의 선조 제사를 받들 수 있고, 동종 지자를 후

사로 삼았더라도 조부 이상의 제사는 받들지 못한다’며 선대봉사를 위한

입후의 범위를 더 명확히 하였다.24) 조부 이상의 제사는 반드시 혈연적

20) 승정원일기 영조 3년 10월 6일(무자)
21) 박연호, 1990 앞의 논문, 186쪽, 191쪽.
22) 마르티나 도이힐러, 2003 앞의 책, 207-210쪽.
23) 大典後續錄 禮典 立後 “凡嫡長子無後者, 以同宗近屬立後, 欲以身別爲一宗, 則雖疎屬聽.” 16
세기의 관료 申繁은 大典詞訟類聚에서 “‘近屬’이란 조부를 같이하는 자이고, ‘雖疎’이란 증조
부를 같이하는 자이다.(近屬同祖, 雖疎同曾祖.)”라는 의견을 냈다. (정긍식 등 편저, 1999, 앞
의 책, 37쪽.)

24) 經國大典註解 禮典 立後 “嫡長子, 嫡妾俱無子而立後者, 必以弟之子爲後, 然後得奉
祖以上之祀. 同宗支子, 雖得爲後, 不得奉祖以上之祀, 蓋先祖不可捨己孫, 而享於兄弟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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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장 가까운 동생의 아들, 즉 친조카가 지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親孫에 親祖인 관계여야 派傳의 바름과 天屬의 중함이 이루어지

기 때문이었다. 사촌 이상 형제의 아들로 봉사하게 할 경우 파전과 천속

이 달라져서 선조는 편히 흠향하지 못하고 손자도 봉향하는 것이 부당하

다고 여겨졌다.25)

입후에 대한 동종근친의 원칙은 이후 속대전에 명문화됨으로써 조

선후기에도 견고한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26)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

하고 후기로 갈수록 입후의 범위는 확대되었다. 하지만 조선후기에도 여

전히 계후자 선택 시 일차적인 대상이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형제의

아들로, 입양의 범위는 혈연적 친소성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

다.27) 이러한 상황에서 근친이 있는데도 26촌 거리의 심태현을 후사로

삼고자 했던 이씨의 요구는 입후 원칙은 물론 당시의 사회 분위기와도

한참 어긋나는 것이었다.

이씨가 26촌 거리의 먼 친족인 심태현 집안을 끈질기게 고집한 의도에

대해 예조판서 이집은 이씨가 심정보의 근친들을 모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먼 친족에서 구하는 것이라고 짐작하였다.28) 그 중에서도 기필코

심태현으로 후사를 삼으려 했던 것은 좌의정 조태억의 짐작대로 심태현

이 등제하여 벼슬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29) 심태현은 1725

년(영조 1) 문과에 합격하여 당시에는 세자시강원 兼說書의 직을 역임하

孫也. 無弟之子者, 不在此例.”
25) 명종실록 권13, 명종 7년 7월 16일(병신) “禮曹啓曰, 參詳大典本意, 奉祀則不得已取
弟之子爲後者, 親孫於親祖, 傳派正而天屬重, 己雖無子, 同産之子, 無異己出, 不如是, 雖
堂兄弟之子, 其祖孫, 又非正屬, 祖不安就食, 孫不當奉享也.”

26) 속대전 禮典 立後 “凡嫡長子無後者, 以同宗近屬, 許令立後.”
27) 권내현, 2008 ｢조선후기 입양의 시점과 범위에 대한 분석｣ 대동문화연구 62, 62-63
쪽; 한상우, 2015 ｢조선후기 양반층의 立後 양상과 전략적 繼子 선택-安東金氏文正公
派, 延安李氏館洞派, 眞城李氏退溪후손들을 중심으로｣ 朝鮮時代史學報 73, 298-299
쪽.

28) 승정원일기 영조 3년 10월 6일(무자)
29) 승정원일기 영조 3년 10월 6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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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다. 무엇보다 청송심씨 가문 내에서도 심태현이 속한 종파가 가

장 번창한 종파로 이름나 있었다. 심정보와 심태현 집안은 이미 12대조

에서 심징의 인수부윤공파와 심온의 청천부원군파로 종파가 나뉘어졌다.

이 때 갈라진 7계파 중 심징과 심온의 자손들이 크게 번창하였는데, 특

히 심온의 후손들 중 삼정승을 지낸 자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가장 현달

한 종파로 이름을 떨쳤다. 심태현은 바로 이 종파에 속한 인물로 당장

그의 친형인 沈宅賢은 당시에 이조판서를, 8촌 형 심수현은 우의정을 역

임하고 있었다. 결국 이씨가 심태현 집안을 고집했던 데에는 심태현 집

안의 사회적 지위가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되며, 아울러 그에 따른

경제적 혜택까지 기대했을 것으로 보인다.30)

그런데 이씨의 입장은 남편 종중과도 대립되는 것이었다. 변씨의 상언

에 따르면, 심정보 종중은 5촌 조카의 아들을 입후하고자 하였으나 이씨

가 시종 숨겨 두면서 후사로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후사를 둘러싼 이씨와 남편 종중의 대립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먼 친족을 들이고자 한 것은 이씨 개인의 뜻으로 볼 여지가

크다. 이는 좋은 조건의 후사를 들이는 일이 시집에서 여성의 입지를 안

정적으로 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생모 변씨가 아들의 출후를 강력하게 반대한 또 다른 배경으로는 가까

운 친족이라도 아들을 후사로 보내지 말도록 한 남편의 유명이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아들 중 한 명을 이미 숙부의 후사로 보냈는데, 남

편이 임종 시에 변씨에게 당부하기를, ‘형제에게 아들 하나를 허여한 것

은 일의 형세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니, 내가 죽은 뒤에 가까운 친

척 사이라도 혹 후사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나의 유명이라 하고 절대

다시 허락하지 말라’라고 하였다고 한다. 변씨는 남편의 유명을 평생 명

30) 김보람, 2020 앞의 논문, 2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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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면서 ‘쇠와 돌은 갈라질지언정 이 마음은 변할 수 없으며, 도끼에 맞

아 죽을지언정 이 마음은 빼앗을 수 없다’며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

다.31) 많은 경우 분쟁의 당사자들이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술하

였음을 때, 이러한 변씨 측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 변씨가 아들의 출후를 막기 위해 남편의 유훈을 가탁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8세기 중반의 한 여성은 남편의 유명을

가탁하여 남편 12촌 형의 아들을 후사로 청하는 상언을 올렸으나, 생부

의 진술로 그가 거짓 상언을 올린 것이 밝혀졌다.32)

그러나 생가의 입장에서는 이미 출계시킨 아들이 있다면 나머지 아들

을 또 출계시키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후반, 3명의 아들을 둔 여성이 이미 아들 한 명을 출계시킨 상황에서 또

다른 아들의 출계 요청을 받자 생가의 절사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

명한 사례가 있었다.33) 따라서 변씨가 비록 남편의 유명을 가탁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아들 한 명을 출계시킨 상황에서 나머지 아들까지 출계시

31) 승정원일기 영조 3년 11월 24일(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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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或有求後者, 以吾遺命, 切勿復許, 丁寧此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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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雖有强嗣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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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尤豈有可論者乎. 臣母自遭此變, 以搥胸號天, 惟以一死爲期, 其所
自矢之言, 曰顧以八耋未亡之身, 平生銘佩者, 只此亡夫之一言, 金石可泐, 而此心不可變
矣, 斧越可蹈, 而此心不可奪矣.”

32) 별계후등록 권9 47b-48b(1751년 통덕랑 宋洙明 처 李氏)
33) 승정원일기 영조 47년 9월 19일(병진) “弘淳曰, 前郡守李謙鎭, 以其無子, 願取其八
寸兄故縣監廷鎭第三子霽爲後上言, 而啓下該曹, 覆啓蒙允矣. 廷鎭妻趙氏今又上言, 陳其
不可許與之意, 至曰, 雖有三子, 而一子則出後其伯父, 奉其祖祀而無子, 次子卽主其禰祀
者而又無子, 霽有子, 他日祖禰兩祀之托, 專在於此, 決不可許其出後於人云. 論其情理, 似
不可歸之於猥濫之科, 而旣有當初判付, 臣曹有不敢擅便, 敢此仰達矣. 上曰, 大臣之意, 何
如. 領議政金致仁曰, 臣常以爲, 得子者之悲, 有甚於與子者之情, 而以禮律言之, 非大宗與
勳臣大臣奉祀有關係者, 則父母之所不許, 不可强令出後, 此爲難處矣. 上曰, 於此於彼, 非
强迫者, 依趙氏上言, 前判付勿施.” 당시 대신들의 의견은 아들 얻는 자의 슬픔은 아들
주는 자의 사정보다 더 심하다고 하면서 생가보다 양가의 사정을 더 딱하게 여겼다.
그러나 생가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억지로 후사로 보낼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하며 결국
생모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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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일은 상당히 꺼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생가에 맞서 자신이 원하는 후사를 들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이씨가 사용한 전략은 효종의 외손며느리라는 자

신의 특수한 지위를 내세우고, 공주의 제사를 받드는 일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들어 국왕의 특명을 받아내는 것이었다. 영조는 애초에

차양자를 청한 이씨의 요구는 불허했지만, 이씨가 다시 심태현의 아들

심륜을 양손으로 청했을 때는 정리가 가련하다고 하며 특별히 입후를 허

락해 주었다.34) 법전에서 제시한 입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나 국왕

의 특명으로 입후가 성립되는 일은 종실을 비롯한 상층가문의 특별한 사

례들을 제외하고는 희소한 편이었다.35) 이를 고려하면, 이씨는 효종의 외

손며느리이자 종실 가문의 종부라는 자신의 지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국왕의 특명을 받아내고자 했고, 이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태현의 아들을 양손으로 삼을 것을 허락한 영조의 특명에도

불구하고 심태현은 이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이씨와 생가의 입후 분쟁

은 생모인 변씨와의 대립에서 심태현과의 대립으로 바뀌어 새롭게 전개

되면서 점점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였다. 심태현은 이씨의 소행을 ‘인륜의

망측한 변고’, ‘悖亂’ 등 강한 어조로 비판하였고, 이씨가 자신의 집안을

위협하고 핍박하니 그 아들들은 이를 갈며 이씨를 원수로 여기면서 ‘백

세의 원수로다, 그 살이라도 먹고 싶구나.’ 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였다고

하는데서 이씨와 심태현 집안 사이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36)

34) 승정원일기 영조 4년 2월 29일(경술)
35) 고민정, 2016a ｢조선후기 연좌제 운영을 통해 본 罷繼의 양상과 가계계승｣ 史學硏
究 124, 67-68쪽.

36) 승정원일기 영조 4년 2월 29일(경술) “當初李氏所爲之悖亂, 已不可勝言, 而前後相
持, 必欲務勝, 其間威脅逼辱之擧, 罔有紀極. 臣之老母驚遑痛迫, 叩心抆血, 惟以一死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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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의 특명에도 심태현은 거듭 倫常의 중요성과 국법의 지엄함을 강

조하면서 아들을 보내지 않았고, 그 후로 1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 때 주

목되는 것은 영조의 달라진 입장이었다. 영조는 심태현도 고집을 부리고

있지만 이씨 측에서 기필코 후사를 삼으려 하는 것도 윤리에 맞지 않는

다고 보고, 그 당시 심륜을 이씨에게 보내라고 했던 판부를 말소할 것을

명하였다.37) 1년 전만 해도 공주의 제사를 이어가는 일이 시급하고 이씨

의 사정이 가련하다는 이유로 입후를 특별히 허락하고, 심지어는 종실

가문의 종부인 이씨를 모욕한 것이 일의 체모에 있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심태현을 잡아 추고하라고까지 하였다면,38) 이제는 이

씨가 기필코 심태현 집안에서 후사를 삼으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

는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사실 영조는 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주 봉사와 천륜이라는 문

제 사이에서 고민하며 여러 번 입장을 번복하였다. 한편으로는 공주 봉

사를 이어나가는 일이 시급하니 특명으로라도 입후를 성사시키려 하면서

도, 또 한편으로는 부자관계라는 중요한 인륜을 임금이 억지로 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영조는 생가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주의 봉사보다 부자 사이의 천륜을 더 중시하는 모습

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전술한 태종의 서녀 정숙옹주의 후사 문제에

서 내린 판결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생가에서 끝내 반대하면 국왕이라

도 억지로 천륜의 관계를 맺어주기란 힘든 일이었다.

숙명공주의 종부 이씨의 사례는 불천위 종가의 한 종부가 입후를 둘러

期, 臣爲人子, 遭此窮天極地所無之變怪, 顧其痛恨罔措之心, 當復如何. 臣之諸子, 目覩此
狀, 莫不切齒仇視, 奮臂詬罵, 斥呼廷輔之妻, 必曰百世之讎怨, 欲食其肉之說, 不絶於口,
此雖年少輩憤激之致, 而亦人情之所當然也.” 영조는 심태현이 이처럼 이씨를 모욕하는
말들을 했다는 이유로 그를 의금부로 잡아다 신문하여 처리할 것을 명하였다.

37) 승정원일기 영조 5년 9월 21일(임진)
38) 승정원일기 영조 4년 2월 29일(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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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고 생가와 어떤 갈등을 빚게 되었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전략과 논리를 사용했는지 등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된다.

종부들 가운데는 원하는 후사를 들이기 위해 거짓 상언을 올려 입안을

받아내는 데까지 나아간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18세기 중엽 陽川許氏 집안의 종부 許燮의 처 金氏의

사례를 들 수 있다.39) 남편을 여읜 김씨는 생가의 동의를 받지 않음은

물론 남편 문중과도 의논하지도 않고 몰래 정장을 올려 계후입안을 받아

냈다. 김씨의 일은 생모 安氏의 소지를 통해 드러났다. 양부와 생부는 사

촌지간이었다. 이 분쟁에서 문제가 된 것은 촌수가 아니라 계후자의 나

이였다. 김씨가 요청한 인물인 許愈는 안씨의 셋째 아들로, 그는 허섭과

동년생인 데다가 심지어 김씨보다는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되면 양부와

양자는 동갑이 되고, 양모가 양자보다 더 어린 상황이 되는 것이었다. 김

씨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였는지 허유의 나이를 속여서 입안을 받아

낸 것이다.

생모 안씨는 김씨의 소행이 의리에 어그러지고 倫紀를 해친다고 비판

하였다. 더욱이 허섭이 사망하기 전에 문중과 입후를 의논할 때 나이 문

제로 인해 허유는 일찍이 입후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제 와서 김씨가

독단으로 일을 꾸몄다고 호소하였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씨는 남편과

문중의 뜻도 어긴 것이 된다. 끝으로 안씨는 생가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는 입후법을 들어 자신은 허유의 출계를 허락하지 않았으니 허유를 파양

시킬 것을 청하였다.40)

39) 許燮은 許㝡의 적장자이다. 증조부 許珽(1621∼？)은 승지와 부윤을, 고조부 許啓
(1594∼?)는 예조참판 등을, 5대조 許徽(1568∼1652)는 정승직을 역임했다. 허섭은 고
위직을 다수 배출한 현달한 가문의 적장손이었다는 점에서 소종의 종자로 볼 수 있으
며, 그의 처 김씨는 종부라고 할 수 있다. (國朝人物考 권36 許徽; 萬家譜 13책
陽川許氏)

40) 별계후등록 권8 101a-102a “呈長湍居故進士許煜妻安氏所志內, 女矣家翁同姓四寸弟
許燮妻金氏亦, 其矣夫喪出出之後, 女矣第三子愈乙, 以兩家同議樣, 誣呈本曹, 潛出禮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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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문중 몰래 일을 꾸몄다는 안씨의 주장은 사실로 판명 났다. 당

시 허씨 집안의 문장이자 허섭의 7촌 숙부는 김씨가 올린 소지와 입안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하는 단자를 올렸다. 그에 따르면, 자신의 조카 허섭

이 불행히 단명하여 문중에서 계후할 만 한 자를 구하여 절사를 막고자

하였으나, 소목에 맞는 허유는 그 나이가 문제가 되어 법례에 어긋나는

것으로 의논하였다. 그런데 허섭의 처 김씨가 연소한 부인으로서 사속에

밝지 못해 문족에게 고하지도 않고 함부로 정장을 올려서 입안을 도출해

냈다는 것이다.41)

이 모든 일을 인정하면서 허섭의 처 김씨는 다음과 같은 함사를 올렸

다.

저의 운명이 기구하여 남편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고, 또 대를

이을만한 조카도 없어 끝없는 비통함이 더욱 절실하였습니다. 가까

운 친족 중에 소목에 맞는 자는 오직 허유 뿐이었으나 나이가 사망

한 남편과 같아서 경솔하게 의논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정리의 절

실함이 급박하였습니다. 또 생가와 사는 곳이 조금 멀어서 생가에

알려 의논하지 못하고 정장을 올려 입안을 받았습니다. 이제 일가의

여러 의논들이 모두 그르다고 여길 뿐 아니라 생가에서 정소하였으

니, 제가 일을 처리함에 경솔하게 앞질러 하였습니다. 전례대로 처리

… 而同許燮與女矣第三子愈, 俱是癸巳生, 而許燮之妻金氏, 乃丁酉生也, 年齡如是僞冒,
則大悖義理, 有傷倫紀, 法不當爲後. … 許燮將死之時, 其家人以後嗣爲問, 而語及女矣第
三子, 答以年旣與吾同庚世, 豈有同年生父子云云而逝. 且知禮諸人之議, 皆以爲年歲如此,
則大乖法例. … 女矣身, 旣已指天失心, 萬無許給之理是如, 寧誣罔天聽之罪, 及生家不許
者罷繼之規, 昭至法典乙仍于, 同彼家所授立案粘連, 仰訴急速入啓罷養以正倫紀事.”

41) 별계후등록 권8 102a-b “門長留學許宰呈單內, 矣七寸姪許燮不幸短折, 後事凄涼, 則
自門中當求可繼者, 俾少絶祀, 而至於許愈, 雖是五寸親, 與亡人同年生, 則於禮於法, 俱不
當議論是去乙, 許燮之妻金氏, 以年少婦人, 未曉事俗, 不告於門族, 不議於本家, 輕先冒
呈, 圖出立案, 矣身雖曰門長, 元無問議之事, 故全不知有此謬擧, 矣之身, 旣無干涉着名之
事, 則所志立案虛僞的實是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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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소서.42)

김씨는 독단으로 후사를 결정하고 거짓으로 정장을 올린 일을 모두 인

정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남편도 사망하고 대를 이을 아들

도 없는 끝없는 비통함, 그리고 정리의 절실함이 급박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과부가 된 여성이 아들을 구하는 일에 얼마나 절실하였는

지를 보여준다. 결국 허유는 법에 따라 파양되고, 입안은 말소되었다. 다

만 김씨가 ‘무식한 부녀’로서 입안을 도출해낸 죄는 깊게 책망할 수는 없

으니 잠시 보류하도록 하였다.43)

원칙적으로 계후입안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생가와 양가의 소지와 함

께 양쪽 집안이 계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하는 명문을 제

출하였고, 예조에서는 두 집안의 호구 조사와 소지에 대한 사실 여부 조

사를 통해 계후사실이 적법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었

다.44) 입안을 받는 절차가 이처럼 까다로웠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여성

들은 국왕에 직접 상언하는 방식을 통해 입안을 발급받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45) 그러나 이후에라도 계후 사실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

면, 여성들이 거짓으로 발급받은 입안은 즉시 말소되었다.

42) 별계후등록 권8 102b “故學生許燮妻金氏緘辭內, 女矣身賦命奇窮, 家翁一朝奄忽, 又
無一生之繼姪, 益切罔極之痛. 至親中昭穆當序者, 只是許愈, 而年歲旣與亡夫相等, 則有
難輕議, 而急於情理之痛迫. 且緣所居之稍遠, 果未及通議於本家, 呈出立案矣. 到今一家
諸議, 皆以爲非哛不喩, 生家有此呈訴之擧, 女衣身處事, 輕先之失 … 依例處之.”

43) 별계후등록 권8 102b-103a “立後之法, 何等重事, 而金氏之不議於門長, 亦不受諾於
生家, 以其年歲不相當之人, 有此潛出禮斜之擧者, 極爲可駭, 旣已綻露之後, 不可仍置, 上
項許燮繼後子許愈身乙, 依法罷養, 立案乃葉作爻周爲白乎㫆, 其圖出之罪, 無識婦女, 不
是深責, 今姑安徐何如.”

44) 최연숙, 2005 앞의 박사학위논문, 137쪽, 146쪽.
45) 상언을 통해 계후를 청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후입안의 발급절차와는 달랐는데, 17
세기의 사례에서는 상언한 인물을 직접 나오게 하여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을 뿐이었
다.(최연숙, 위의 논문, 146-148쪽)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직접 나오도록 하지 못했
기 때문에 여성들로서는 상언을 통해 입안을 발급받는 일이 더 수월하게 여겨졌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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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 본 여성들은 입후를 둘러싸고 생가와 갈등을 빚는 동시

에 남편 종중과도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종부라는 특성에서

비롯된 입후분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종부의 아들을 들이는 문제

는 종중에게는 곧 종통을 이어갈 종손을 들이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는

여성 개인은 물론 개별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종부와 종중

의 이해관계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 갈등 상황은 불가피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종부와 종중

조선후기 종중의 발달과 함께 입후와 관련된 사항은 종중 내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제도적인 절차를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

나 종손을 들이는 문제는 종중의 일이기도 했지만, 아들을 들이는 문제

라는 점에서 부모의 일이기도 했다. 따라서 종중 내에서 합의를 했더라

도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父가 사망한 경우에는 母인 종부에게

입후에 관한 최종 허락을 맡아야 했다.

기본적으로 종가의 입후는 먼저 종중의 공론이 형성된 후에 부모의 허

락을 받는 절차를 거쳐 입후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조선후기

입후 사례들에서는 대부분 종부가 남편 종중과의 상의를 통해 후사를 결

정한 후에 청원을 진행하고 있었음을 볼 때, 입후 문제에서 종부가 공론

을 따라가는 모습이 일반적이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입후를 둘러

싸고 중중과 종부가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했

다. 이 글에서는 비록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을지라도 입후를 둘러싸고

종중과 종부가 오랫동안 갈등을 이어갔던 사례들에 주목하여 그 양상과

의미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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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와 종중 간 입후분쟁의 대부분은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친족을

후사로 들이고자 한 종중과 촌수가 멀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후사를 들이

고자 한 종부 사이에서 일어났다.46) 앞서 살펴본 숙명공주의 종부 전주

이씨의 사례에서도 6촌 거리의 친족을 후사로 들이고자 했던 종중과 20

촌 이상의 친족을 후사로 들이고자 했던 이씨의 갈등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이씨는 결국 종중과 상의 없이 독단으로 입후를

청원하면서 국왕의 특명을 요구하였고, 이는 종인들의 비난을 사기에 충

분했다. 이씨가 끈질기게 먼 친족을 후사로 들이고자 했던 이유는 해당

종파가 지닌 사회적‧정치적 지위 때문이었음을 살펴보았다.

19세기에는 한 종부가 남편의 친조카를 후사로 세우려는 종중의 의견

에 반대하며 먼 친족에서 후사를 구하고자 하여 종중과 종부가 합의를

보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후사 없이 신주에서 방제를 없애고 告祝의 절

차를 폐한 채로 제사를 진행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李顯運은 장자의

부인이 종부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며 비판하였지만,47) 결국에는

후사 없이 제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아, 종부가 어머니로서 끝내 입후

를 허락하지 않으면 후사는 정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입후를 둘러싸고 종부와 종중이 지난한 대립을 이어갔던 대표적인 사

례로는 영일정씨 圃隱 鄭夢周(1337∼1392) 집안의 종부 恩津宋氏를 들

수 있다. 송씨의 남편은 정몽주의 13세 봉사손으로 입후된 鄭道濟(1691

∼1718)이다. 정도제와 송씨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계후자를

46) 조선후기 종통을 잇기 위한 계후자를 입후하는 것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지만, 남송
시대 과부들과 죽은 남편의 친척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논쟁도 양자 채택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당시 중국의 법이나 관습은 가까운 부계 친척
을 양자로 채택할 것을 선호했으나, 과부들은 좀 더 먼 친척들이나 또는 심지어 낯선
사람을 양자로 삼기를 선호하였다. 패트리샤 이브리 저/배숙희 역, 2009 송대 중국여
성의 결혼과 생활(Ebrey, Patricia, 1993 The Inner Quarters-Marriage and the
Lives of Chinese Women in the Sung Perio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한국학술정보, 297쪽.

47) 聾齋集 (古819.53-Y56n) 권2, ｢答以無旁題之人仍廢立主告祝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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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야 했는데, 이 문제를 두고 집안의 의견이 갈려 3년 동안이나 결정

을 내리지 못했다. 구체적으로는 남편을 여읜 종부 송씨와 정씨 종중이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48) 그 갈등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1745년(영조 21) 종부 송씨는 예조에 언문 단자를 올려 鄭志式의 셋째

아들로 입후를 청했다. 해당 집안은 도제와 30여 촌 거리의 먼

친족이었다. 그런데 송씨의 청원은 정씨 종중의 僉議에 반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영의정 김재로가 영조에게 아뢴 내용이다.

종부가 언문으로 정장을 올려서 鄭志式의 셋째 아들을 입후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씨 집안 종인들은 몇 해 전에 명이 내려졌

을 때에 諸宗이 이미 한 곳에 모여 의논을 거듭한 끝에 종가의 가까

운 친족 중에 한 아이를 택정해서 문서를 만들어 두고 제종이 각각

착압을 하였습니다. 그 아이의 나이는 9세, 인물 또한 매우 훌륭하

고, 용인에 살고 있습니다. 종부가 그를 일찍이 한 번 보지도 않고

이내 30여 촌의 동성으로써 입후를 청한 것은 그의 나이가 조금 더

많고 족인 중에 조금 더 번성했기 때문에 취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

다.49)

다음은 정씨 종중에서 올린 상소의 일부이다.

지금 송씨가 아들로 취하고자 하는 자는 諸宗의 본의와 크게

48) 승정원일기 영조 22년 7월 5일(기해)
49) 승정원일기 영조 21년 10월 18일(병진) “在魯曰, … 其時禮判所達, 則因宗婦諺文呈
單, 請以鄭志式第三子立後, 而鄭家諸宗人, 則以爲前年成命之下, 諸宗卽已聚會一處, 反
復論確, 擇定宗家近族中一兒, 成置文書, 諸宗各各着押. 而其兒年今九歲, 人物亦甚佳, 方
在龍仁, 宗婦未嘗一見, 而乃以近三十寸之同姓請立者, 似取其年稍長族稍盛云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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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긋남이 있습니다. 신 등은 그 사실을 대충 급하게 써서 임금의

처분을 입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 도제가 다시

종가로 입후된 후에 제종이 종가에 모두 모여 종손의 입후를

의논하였는데,50) 그 때 종파의 가까운 친족 중에 소목에 합당한

자는 단지 유학 鄭鎭 집안 밖에 없었습니다. 고로 신 등은 국전의

근친을 입후해야 한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진의 자손인 二甲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송씨가 홀연히 다른 뜻이 생겨

이갑이 이미 역질을 앓았는데도 앓지 않았다고 하거나, 9세의

아이를 갓난아기라고 하면서, 종중에게 숨기고 몰래 예조에 정장을

올려 전참봉 志式의 셋째 아들을 입후하겠다는 뜻을 임금께

전달하였습니다.51)

이상의 사료들을 통해 입후를 둘러싼 송씨와 정씨 종중 사이의 갈등을

확인할 수 있다. 종인들은 종가에 모여 근친 중에 소목에 합당한 자로서

9세의 아이를 종손으로 정하여 문서까지 만들어 두었다. 그러나 송씨는

이러한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종중과의 합의도 쉽지 않아 보이자,

몰래 예조에 정장을 올려 자신이 원하는 인물의 입후를 청했던 것이다.

송씨가 30여 촌이나 되는 먼 친족인 지식의 아들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서 종인들은 지식의 아들이 이갑보다 더 나이가 많고, 또 족인 중에 조

금 더 번성하였기 때문이라고 짐작하였다. 원친이라도 현달한 가문의 인

물로 입후를 추진함으로써 그 가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혜택을 얻

50) 정몽주의 13세 봉사손으로 입후된 정도제는 사망한 이후에 罷繼와 재입후 등의 일을
겪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51) 승정원일기 영조 24년 4월 12일(을축) “今宋氏之取以爲子者, 大有違於諸宗之本意.
臣等不得不略暴其事實, 冀蒙聖明之處分焉. 年前道濟還入之後, 諸宗齊會宗家, 議立宗孫,
而其時宗派至親中, 昭穆可繼者, 只有幼學臣鎭之家, 故臣等, 謹依國典, 近屬立後之文, 以
鎭之孫二甲, 完定矣. 不意宋氏, 忽生異意, 乃以二甲之已疫, 謂以未疫, 又以九歲之兒, 謂
在襁褓, 牢諱諸宗, 暗呈禮曹, 以前參奉臣志式第三子立後之意, 轉達天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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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했던 모습은 앞서 살펴본 종부들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종부가 근친을 두고 원친을 원했던 또 다른 이유로는, 남편이 없는 상

황에서 가까운 시집 식구들의 간섭에서 벗어나 종가에서 종부로서의 굳

건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19세기 호남의 대표 가문인

해남윤씨가의 8대 종손 尹光浩의 부인 廣州李氏(1804∼1863)는 평소에도

시숙들과 경제적 갈등을 빚고 있던 상황에서 이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자

유롭기 위해 먼 친족에서 양자를 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당시까지 해남

윤씨가에서 이루어진 입후는 모두 지친간에 이루어졌지만, 이씨는 시숙

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멀리 충청도에 살고 있던 일가 중 십촌이 넘는 조

카를 데려와서 양자로 삼았다. 실제로 이후로 종가에서 이씨의 영향력은

점점 켜져 갔고 시숙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52) 이러한 종부의 입후 경향은 이미 조선중기 총부의 입후에서

나타나던 모습이었다. 형망제급과의 갈등이 빈번했던 중종, 명종대에 총

부는 차자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해 친조카가 있는데도 소원한 친족을 입

후하고자 했고,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만큼 종종 나타나던 현상이

었다.53)

정씨 종중이 짐작했듯 송씨가 계후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나이도 중요

한 고려 요소가 되었다. 조선후기에는 어린 계후자를 입후한 종부가 족

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했던 경우들이 존재했다. 또 이미 장성한 친족을

입후하고자 근친이 아닌 원친에서 계후자를 구한 종부들의 사례가 있었

음을 고려하면,54) 송씨가 계후자의 번성함 뿐 아니라 나이까지 고려했을

52) 이현주, 2018 앞의 논문, 404-406쪽; 조혜란, 2007 ｢｢규한록｣, 어느 억울한 종부의 자
기주장｣ 여성이론 16, 155-157쪽.

53) 중종실록 권62, 중종 23년 7월 3일(임신); 명종실록 권13, 명종 7년 7월 16일(병
신)

54) 1753년(영조 29) 晉安尉 柳頔(1595∼1619)의 봉사손과 관련된 문제로, 柳庭說의 처이
자 종부 許氏는 이미 장성한 친족을 입후하고자 근친이 아닌 원친에서 계후자를 구하
였다.(승정원일기 영조 29년 6월 19일(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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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영조는 정씨 종중과 종부가 다시 합의하여 계후

자를 지명하고 예조에 정장을 올릴 것을 명하였다.55)

해가 지나도록 이들은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하다가 1746년(영조 22)

에 송씨가 한 발 물러나서 도제의 15촌 조카인 亮采를 후사로 정한다는

뜻으로 정장을 올렸다.56) 그런데 양채는 한 집안의 장자였고, 더군다나

그의 증조 행부호군 鄭纘述은 종중의 뜻이 다른 인물에게 있는 것을 알

고 증손의 출계를 꺼려하는 상황이었다.57) 입후 원칙상 그 대상은 한 집

안의 장자가 아닌 지자여야 했는데,58) 장자는 그 가문의 대를 이어야 했

기 때문이다.59) 송씨는 양채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생가에서 꺼려하

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리하게 입후를 청하였던 것이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역시 양채 집안의 정치사회적 번성함이 주된 이유

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8세기 이후 포은가는 무려 40명의 무과급제

자를 배출하며 무반가문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양채의 선대가 이러한 흐

름을 주도하였다. 양채의 고조 鄭德徵은 비록 무장이었지만 이재로부터

‘儒將의 풍도를 지낸 인물’로 평가되었고, 증조 정찬술은 영조대 어영대

55) 승정원일기 영조 21년 10월 18일(병진)
56) 승정원일기 영조 22년 7월 5일(기해)
57) 승정원일기 영조 22년 7월 5일(기해)
58) 경국대전 禮典 立後 “嫡妾俱無子者告官, 立同宗支子爲後.” 동종지자를 대상으로 한
다는 입후 규정은 의례에 근거한 것이었다. (세종실록 권77, 세종 19년 6월 3일
(신유) “古人無繼祀者, 以族人之子立後, 其法尙矣. 稽諸古典, 儀禮喪服傳曰, 何如而可爲
之後, 同宗可也, 何如而可以爲人後, 支子可也. 疏曰, 適子當家, 自爲小宗, 不可後於他,
故取支子, 支子則第二以下庶子也.” )

59) 의례에서 동종, 즉 부계 동성 친족을 첫째 조건으로 한 것은 계후자가 해당 가문
을 계승하는 고유의 역할 외에도 족인들을 거두고 모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
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조건으로 장자가 아닌 지자로 규정한 것은 장자는 스스로 자
기의 가문을 계승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儀禮注疏 喪服 “爲人後者. 傳
曰, 何如而可爲之後, 同宗可也. 何如而可以爲人後, 支子可也. 疏, 以其大宗子當收聚族
人, 非同宗則不可, 謂同承別子之後, 一宗之内, 若別宗同姓, 亦不可, 以其收族故也. 又云
何如而可以爲人後問辭, 云支子可也荅辭, 以其他家適子當家, 自爲小宗, 小宗當收斂, 五
服之内亦不可闕, 則適子不得後他, 故取支子. 支子則第二巳下, 庶子也. 不言庶子, 云支子
者, 若言庶子, 妾子之稱, 言謂妾子得後人. 適妻第二巳下子不得後人, 是以變庶言支, 支者
取支條之義, 不限妾子而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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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수어사를 지낸 이름난 무장이었다. 따라서 정덕징에서 정찬술로 이

어지는 가계는 당대 굴지의 무반 명가로서 문호가 크게 신장되어 있었

다.60) 영의정 김재로는 13세의 양채를 도제의 후사로 정한다면 따로 섭

사를 행하지 않고 즉시 봉사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양채의 입후를 주

청하였다.61) 영조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양채를 도제의 계후자로 인정

하는 입안이 발급되었다.62)

그러나 입후를 둘러싼 송씨와 종중의 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

년이 지난 1748년(영조 24), 용인에 거주하는 정씨 종인 45인이 앞선 송

씨의 행위를 비판하면서 도제의 후사를 다시 정해 예법이 바른 데로 돌

아가게 하고, 宗議가 뜻을 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린

것이다.63) 종중은 송씨가 문중의 公議를 거스르고 또 다시 15촌 거리의

원친을 입후한 일에 대해 오직 상대 집안의 빈부만을 중요하게 여겨 일

신의 사욕을 좇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64) 무엇보다 송씨가 입후

한 양채 집안은 촌수의 원근은 논하지 않더라도 종가와 오랜 기간 적대

관계에 있던 집안임을 강조하였다. 종중에 따르면 일찍이 종손이었던 鄭

鎬가 그 조부를 매장할 때에 양채의 조부가 장지에 훼방을 놓은 일이 있

었던 후로 대대로 원수 집안이 되었다. 그런 집안의 후손을 계후자로 삼

는다면 천리가 무너지고 도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65)

60) 김학수, 2012 ｢18세기 圃隱家門 繼後의 정치사회적 의미｣ 포은학연구 10, 236쪽;
鄭萬祚, 1996 ｢朝鮮時代 龍仁地域 士族의 動向｣ 韓國學論叢 19, 98-99쪽.

61) 승정원일기 영조 22년 7월 5일(기해)
62) 승정원일기 영조 22년 7월 27일(신유)
63) 승정원일기 영조 24년 4월 12일(을축)
64) 위의 글, “宋氏猶持偏見, 上不體聖敎, 下不顧宗議, 只以貧富取捨之計, 躬進於大臣門外,
潛呈諺單, 願以兵使臣纘述曾孫八賢爲後, 而至以十五寸之疏遠者, 瞞告以寸內, 則其方之
欺, 君子之所不免. … 而況當初二甲議立之日, 宋氏旣無異議, 纘述亦爲同參於完議之中,
則一門之公議可知, 而今者宋氏, 更獨何心, 只循一己之私, 不議諸宗, 暗地粧撰, 有此捨近
取遠之擧, 使聖朝崇賢之德, 私門承宗之重, 不得至當之歸, 臣等之痛惋, 爲如何哉.”

65) 위의 글, “至若八賢[亮采], 毋論寸數之遠近, 均是先祖之子孫, 則臣等何必欲罷於旣定之
後, 而八賢之祖鍵, 曾於宗孫鎬之窆其祖父也, 沮戲葬地, 仍成世讎, 宗誼旣絶, 則旣絶之
後, 取其孫爲子者, 天理斁矣, 人道喪矣. 婦人之事, 雖不足責, 而道濟父若祖三代之靈, 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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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종중의 상소를 통해 송씨와 시어머니 朴氏와의 갈등도 드러났다.

박씨는 송씨에게 편지를 써서 만류하기를, “너는 종중의 첨의를 무시하

고 시가의 오랜 숙원도 잊고 무리하게 양채를 취하고자 하지만, 양채는

결코 우리 집 가묘에 들일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66) 그러나 이와 같은

시어머니의 만류도 송씨를 막지는 못했다. 시어머니의 뜻을 어기면서까

지 일을 강행했던 송씨의 태도는 종중의 비난을 사기에 충분했다. 송씨

에게는 시어머니에 대한 며느리의 도리보다 종부로서의 입지와 종손의

어머니로서 누리는 지위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영조는

대신들로 하여금 일을 의논하도록 하였는데, 이 때 의견을 나눈 대신들

모두 송씨의 입후를 지지했다.

송씨의 입후는 먼저 입후법의 제도적 차원에서 옹호되었다. 좌의정 조

현명은 입후라는 것은 오직 그 부모의 自願에 달려 있는 것이지 타인이

억지로 정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면서 종부 송씨에게 계후

자 결정에 대한 권한이 있음을 주장하였다.67) 아무리 종중이 첨의를 통

해 종손을 입후하는 문제에 대해 공론을 형성했더라도, 부모의 허락, 여

기서는 종부의 허락이 없으면 억지로 후사를 결정할 수 없었다.68)

더욱 중요한 것은 송씨의 입후가 지손에 의한 탈종을 경계하는 차원에

서 옹호되었다는 점이다. 영의정 김재로는 종중의 상소가 매우 근거 없

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기왕에 정해진 양채의 입후를 옹호하였는데, 특

히 그는 종중이 9세의 어린아이를 후사로 정하려고 한 것에 대해 섭사를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즉, 종중에서 아직 종사를 담당하지 못

하는 나이의 인물을 후사로 정해놓고 다른 지손이 섭사를 행하게 된다

果享嫌家兒之祀耶.”
66) 위의 글, “是以道濟生母朴氏, 抵書于宋氏曰, 汝棄宗中之僉議, 忘舅家之宿怨, 强取八賢,
而八賢決不可入吾家家廟云.”

67) 위의 글.
68) 승정원일기 영조 24년 6월 10일(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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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는 탈종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송씨의 처지가 위

태로워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김재로는 송씨

의 처지가 매우 가련하다고 여겼다. 반면 송씨가 지목한 양채는 사람됨

이 훌륭할 뿐 아니라 나이가 13세로 스스로 종사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

에 일전에 그의 입후를 주청한 것이라고 하였다.69) 송씨가 종중이 정한

인물보다 연장자이자 병을 이미 앓은 자를 후사로 얻고자 하는 것은 인

정과 사리 모두에 합당한 것이었다.70) 나아가 김재로는 종중이 그 계책

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미 지난 산송 일로 양채를 협박하고, 또 절기 제

사 때에는 종중의 존장이 스스로 헌작함으로써 종손인 양채가 예를 행하

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등, 종중의 그릇된 행태들을 연이어 지적하였다.71)

대신들의 의견에 따라 영조는 정몽주라는 대현의 봉사손은 촌수의 멀

고 가까움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를 택해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냄으로

써 송씨의 입후를 옹호하였고, 종중의 상소는 퇴척할 것을 명하였다.72)

이러한 처분에는 송씨가 송시열의 후손 宋漢源의 딸로서 지니는 위상이

라는 요소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73)

이와 유사한 논리로 종부의 손을 들어준 처분은 18세기 중엽 光城府院

君 金克成(1474∼1540)의 불천위 제사를 모시는 광산김씨 종가에서 입후

를 두고 벌어진 종부와 종중의 갈등에서도 확인된다. 김극성은 중종반정

에 가담하여 정국공신으로 녹훈된 인물이다. 사건의 내막은 자세하지 않

69) 승정원일기 영조 24년 4월 20일(계유)
70) 승정원일기 영조 24년 6월 10일(계해)
71) 승정원일기 영조 24년 4월 20일(계유)
72) 승정원일기 영조 24년 4월 20일(계유)
73) 조선후기에는 포은 정몽주 종가와 은진송씨의 통혼관계가 주목된다. 송시열과 정몽
주의 11세손 정찬휘 사이의 학연은 혼맥으로 확대되어 송시열의 증손 宋會源은 정찬
휘의 사위가 되었고, 從孫 宋慶錫은 정찬휘와 사돈을 맺었으며, 증손 宋漢源은 정호와
사돈을 맺는 등 연혼‧중혼 관계가 형성되었다. 또 정몽주의 13세손 鄭道濟의 둘째 사
위 任時五는 혈통상 송시열의 외손이었고, 도제의 처 은진송씨는 송시열의 증손 송한
원의 딸이었다.(김학수, 2012 앞의 논문, 225쪽, 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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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당시 보령에 살던 광산김씨 종중은 종부 李氏가 이미 특명으로 입

후하여 13년간 종사를 담당한 종손을 파양하고 다른 혈손을 봉사손으로

세워달라는 상언을 올렸다.

사건의 조사를 담당한 충청도 감사는 이씨의 입후가 이미 적법한 절차

를 거쳐서 성립된 것인데 종중이 말꼬리를 잡고 권력을 부린다고 보았

다. 그는 이씨가 종부로서 종가의 가사를 주관하고 있다면,74) 입후의 일

은 조정에서도 억지로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세웠다. 무엇보다 이씨의

입후로 인해 모자의 천륜이 지극해졌고, 김씨 가문의 宗嗣가 정해졌는데,

종인들이 종부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상언을 올린 것은 실로 탈종의 뜻

이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75) 이미 정해진 종손을 바꾸는 것은 모자 관계

의 천륜을 끊는 일이자 종가의 종통을 빼앗는 탈종의 일로 간주된 것이

다. 예조 역시 종인들의 상언은 탈종하고자 하는 계책으로 그 정상이 매

우 놀랍다고 하였고, 이들이 임금을 기만하고 윤기를 어지럽힌 죄를 다

스리도록 하여 영조의 윤허를 받았다.76)

조선후기에 입후를 두고 벌어진 종부와 종중의 갈등은 경우에 따라서

는 몇 해가 넘도록 끈질기게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종가의 입후에

있어 종중의 공론 뿐 아니라 종부의 합의가 필수적이었음을 시사한다.

74) 과부가 가사를 주관한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집안의 일을 맡아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집안의 살림을 맡는다는 것, 곧 죽은 남편을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정지영, 2015 앞의 책, 266쪽.) 이
와 관련하여 조선시대 분재기 기록들에서는 남편이 죽은 뒤 그 처가 母로서 財主가
되어 재산을 자녀들에게 分財하는 경우들이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文叔子, 2000 ｢朝
鮮前期의 財産相續｣ 韓國精神文化硏究院 박사학위논문 65～68쪽 참조.

75) 별계후등록 권8 99a-100a “公洪監司回移內 … 以爲光城宗孫金冑慶妻李氏, 以啓彦
爲子者, 至於九年, 且服其兩世喪之後, 以生家無後, 還宗之意罷養, 則金重晉等, 以此執言
之欛柄. 而當初李氏之取養啓暘, … 上特許立後, 重晉等之無禮斜云者, 誠爲無據是乎㫆
… 李氏旣以宗婦, 主張家事, 則立後一款, 非朝家之所可勒令變易. … 其母子之天倫至矣,
金家之宗嗣定矣, 而彼重晉等, 不念宗婦之義, 尊有此上言 … 奪宗之意是如.”

76) 별계후등록 권8 100a “李氏旣罷啓彦, 改以啓暘立後, 克盡母子之道者, 已至十三年之
久, 則到今金重晉等之, 爲啓彦申卞, 構誣上言, 淸罷已繼之啓暘, 改立血孫云者, 必欲有奪
宗之計, 其爲情狀, 極可駭, 上言內辭緣, 勿施爲白乎㫆, 金重晉等, 誣罔天聽, 乖亂倫紀之
罪, 令本道科治何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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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종부들은 종중의 공론을 따랐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더

나은 조건의 후사를 통해 시집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했던 종부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이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이 여성들은 종중 몰래 국왕에게 거듭 상언을 올리는 대담함

을 보이거나, 직접 대신의 집 앞에까지 가서 입후를 요청하는 등,77) 자신

들이 원하는 입후를 성사시키고자 노력했다. 조선후기 종중의 발달과 함

께 가문의 중요한 결정들은 종중 남성들의 주도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여

겨졌던 통념과 달리, 종부의 위치에 있었던 여성들이 입후에 영향력을

행사한 지점은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종부와 종중의 갈등에서는 모두 종부의 뜻대로 일이

처리되었다. 국가의 처분에서 종부는 아들을 들이는 입후 문제에서 최종

결정권을 지니고 있는 존재로 여겨졌다. 그리고 이와 대립각을 세우는

종중은 종부의 입후를 방해하는 세력으로, 탈종의 뜻이 있는 것으로 간

주되었다. 종부의 입후는 모자관계를 맺는데 있어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

해야 한다는 이유 뿐 아니라, 종중에 의한 탈종을 경계하기 위한 맥락에

서도 옹호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앞서 살펴봤던 지자의 탈종을

경계하는 맥락에서 형망제급에 우선하여 종부의 입후권을 강하게 지지했

던 조선후기의 예학적 논의와도 상통한다. 국가와 문인들이 우려하였던

종부에 대한 지손의 탈종 위협은 실제 현실에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었

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77) 승정원일기 영조 24년 6월 10일(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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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부 지위의 박탈 위협에 대한 대응

1) 탈종 위협

입후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인 종부들이 있었다면, 또 다른 한편에서

는 탈종, 종손의 파양, 이종, 첩자계승 등 종부로서의 지위 자체를 위협

하는 가계계승의 여러 이변들에 대응하여 자신의 입지를 지키고자 고군

분투했던 종부들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눈에 띄게 많이 나타나

는 내용은 종부가 지손의 奪宗 위협에 대응하거나 차자에게로 移宗된 종

통을 되찾기 위해 입후권을 행사하는 것이었다.

남편이 부재하고 아들도 없는 경우에 종부들은 남편 족인들로부터 탈

종의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사가의 일반 맏며느리들도 종종

봉사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지손의 탈종 위협에 직면했고, 그 과정에서

음행이라는 무고를 당하거나 집에서 쫓겨나는 등의 수모를 겪어야 했다.

18세기 전반 전라도 茂長에 살던 양반 金重行의 맏며느리 鄭氏는 시동생

들에 의해 음행을 했다는 무고를 당했는데, 이는 시동생이 자신의 손자

를 종손으로 세워 탈종을 꾀하려는 계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일이 탄

로 나게 되면서 시동생들은 장형과 유배형에 처해졌다. 당시 조정에서는

이들의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같다는 논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지

손의 탈종죄는 엄중하게 다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78) 또 다른 사례로,

18세기 후반 선산에 살았던 朴慶信의 처이자 맏며느리 李氏는 남편의 친

조카를 계후자로 삼은 지 이미 오래된 시점에서 남편의 다른 아우 朴慶

一이 봉사 재산을 탐하여 형수인 이씨를 위협하고 집에서 쫓아내기까지

하였고, 자신의 아들을 형의 후사로 대신 세우고자 하였다.79) 이 사례에

78)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4월 10일(갑술);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11월 8일(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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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박경일은 유배형의 처분을 받았다.

탈종의 위협과 그로 인한 수난은 종가의 맏며느리인 종부들에게도 예

외는 아니었다. 淸陰 金尙憲(1570∼1652)의 불천위 제사를 받드는 19세

기 초 안동김씨 종가의 종부 全州李氏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일찍이 金

建淳(1776∼1801)은 金履鐸의 양자로 들어가 김상헌의 7대 봉사손이 되

었는데, 1801년(순조 1) 중국인 천주교 신부 周文謨 등과 왕래한 邪學 죄

인으로 체포되어 파양되기에 이르렀다.80) 봉사손이었던 김건순이 파양되

었으니 새로이 봉사손을 입후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남편 김이탁을 여

읜 종부 이씨의 일이 되었다. 그런데 시동생 金履鈺이라는 자가 종가의

재물을 탐내어 이씨가 양자 김건순과 함께 사학에 물든 행적이 있다는

소문을 도처에 퍼뜨렸고, 며칠 사이에 헛소문이 꼬리를 물고 번져 심지

어는 이씨가 주문모와 왕래했다는 주장이 생기기에 이르렀다. 이는 종부

를 무함하여 입후를 방해함으로써 그 자신이 제사의 섭행을 점하려는 계

책에서 나온 것이었다.81)

종부의 무함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입후를 성사시키는 데 있어 굉장한

방해요소가 되었다. 김건순을 파양한 뒤 종중에서는 즉시 함양 군수 金

履錫의 셋째 아들 金勉淳을 후사로 세우기를 의논해 정하여 입안을 받고

자 하였다. 그러나 생가에서는 이씨가 무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세상이

분명히 알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후사를 세우는 일을 의논할 수 있다고

하면서 쉽게 승낙하지 않았다.82) 상황이 이렇게 되자 종인들은 종부 이

79) 승정원일기 영조 46년 5월 13일(기축); 승정원일기 영조 46년 5월 14일(경인)
80) 순조실록 권2, 순조 1년 3월 27일(계묘)
81) 일성록 순조 1년 5월 22일(정유) “開城留守金文淳等聯疏請宗家入後履鈺正罪賜批.
聯疏略曰, … 履鈺爲名者, 平生伎倆陰險詭悖, 欺人取財, 視爲能事. 及夫建淳事出, 而謂
此時可乘, 做出白地無根之說, 慘誣宗婦李氏, 謂其與養子, 同有染汚之迹, 潛入城闉到處
傳播, 數日之間, 以訛傳訛, 至有洋往來之說. 蓋其設心, 專出於沮戱立後, 圖占攝祀之計,
豈有若是之凶且憯者哉.”

82) 위의 글, “建淳罷養之後, 宗中卽以咸陽郡守金履錫第三子勉淳, 議定立後, 欲爲禮斜矣,
履錫以爲, 履鈺構誣之後, 聽聞駭惑, 今使一世之耳目, 曉然知李氏之被誣然後, 方可議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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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倫常과 크게 관계된 김이옥의 죄상을 밝혀주

기를 청하는 연명상소를 올렸다.83) 이로 인해 김이옥은 3천리 유배형에

처해지게 되었다.84) 유배형은 극형인 사형에 버금가는 매우 엄한 형벌이

었다. 특히나 유배형 가운데서도 최고형인 3천리에 처해졌다는 사실은

그의 죄상이 상당히 무겁게 다루어졌음을 알려준다.85)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김면순은 결국 김건순을 대신하여 김상헌의 7대 봉사손이 되었

다. 이렇듯 지손에 의한 종부의 무함은 종가의 가계계승을 방해하는 중

대한 요소가 되었고, 이는 종가에서 국가의 처분을 요하는 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상당히 엄중하게 치러졌음을 알

수 있다.

지손이 종가의 종부를 쫓아내고서 종통을 차지한 일은 일반 사가의 경

우에 비해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졌던 사안으로, 그 일은 아무리 오랜 시

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문제적인 사안으로 거론되면서 가계계승 분쟁에서

주요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율곡 이이의 불천위 종사를 받드는 덕수이씨

종가에서 벌어진 분쟁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 후반 경 이

이의 봉사손 李繼가 아들 없이 요절하면서 일련의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이 문제들은 한 세기도 더 지난 19세기 전반에 이이의 9세손 유학 李源

培가 올린 擊錚原情으로 대두되었다.86)

1823년(순조 23) 4월, 해주에 사는 이원배가 올린 원정의 내용은 다음

後之擧, 而屢日相持, 尙未許諸日.”
83) 일성록 순조 1년 5월 22일(정유)
84) 일성록 순조 1년 7월 4일(무인) “秋曹以罪人金履鈺, 慶源府流三千里.”
85) 유형은 2천리, 2천5백리, 3천리의 세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大明律直解 五刑
名義 “流者, 自二千里至三千里爲三等, 每五百里爲一等加減.”

86) 原情은 개인이 원통하거나 딱한 사정을 국왕이나 관부에 호소하는 문서이다. 국왕에
게 올리는 문서는 擊錚原情이라고도 하는데, 개인이 억울한 사정을 국왕에게 진달하
기 위하여 出駕途上에 징을 쳐 하문을 기다려 올리는 문서이다. 격쟁원정의 주를 이
루는 것은 선조의 원통함을 풀기 위한 일, 伸雪된 후 관작을 회복하는 일, 족인의 아
들을 후사로 세우는 일 등이다. (崔承熙, 2008(6쇄), 韓國古文書硏究, 知識産業社,
3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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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저는 선정신 문성공 이이의 9세손인데, 동당 내에서 별안간 탈종의

변을 당하였습니다. 문성공은 적자가 없어서 소실의 아들 고 교관

李景臨이 제사를 받들어 손자 고 참봉 李穧와 증손 고 별제 李厚蒔

에 이르렀습니다. 이후시의 아들은 李繼인데 이계가 진사에 합격하

였으나 아들이 없이 일찍 죽자, 이계의 처 朴氏가 이계의 4촌 아우

李綸의 아들 李一興을 후사로 삼았습니다. 숙종 갑자년(1684)에 선정

의 봉사손을 錄用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이 때에 이계의 6촌 형 李

綖이 선정신 문순공 박세채의 문하에 출입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

심 宗嫂는 미약하고 양자는 어리니 벼슬길을 도모하겠다고 작정하고

서, 은밀히 일가 李紳을 사주하여 선비들의 집을 두루 찾아다니며

도처마다 ‘문성공의 증손 이계가 아들 없이 죽었는데, 그의 아들과

조카 항렬에는 봉사손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다’고 떠들게 하고,

이어 이연이 봉사손에 합당하다고 역설하게 하였습니다. 대체로 이

연의 뜻은 宗嫂와 宗姪을 제거한 연후에야 계획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흥이 후사가 된 사실을 숨겼던 것입니다. 박세채

와 송시열이 모두 그 말을 듣고 이연이 비록 支派이기는 하나 본종

에 사람이 없으니, 선대제사를 임시로 받들게 할 만하다고 여겼습니

다. 송시열이 마침내 그러한 뜻을 고 상신 金壽興 형제에게 서신으

로 전했고, 그들이 바로 연석에서 아뢰어 이연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종사를 받들게 하였습니다.87)

87) 순조실록 권26, 순조 23년 4월 9일(무신) “李源培以爲, 渠卽先正臣文成公李珥之九
世孫也. 同堂之內, 橫遭奪宗之變, 文成公無嫡嗣, 以側室子故敎官景臨承祀, 而至孫故參
奉穧, 曾孫故別提厚蒔. 厚蒔有子曰繼, 繼擧進士, 死而無子, 繼之妻朴氏, 取繼之四寸弟綸
之子一興爲後, 而肅廟甲子, 有先正祀孫錄用之命, 是時繼之六寸兄綖, 出入於先正臣文純
公朴世采之門下. 暗揣宗嫂微弱, 螟嗣未冠, 圖占入仕之路, 陰囑族人李紳, 歷謁儒門, 到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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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배가 올린 원정의 요지는 자신의 선조이자 이이의 현손 이계의 빼

앗긴 종통을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르면, 당시 종자였던

이계가 아들 없이 죽자 그의 처 종부 密陽朴氏가 남편 4촌 아우의 어린

조카 李一興을 후사로 삼았다. 1683년(숙종 9)의 일이다.88) 다음 해에 이

이의 봉사손을 녹용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마침 이계의 6촌 형 이연이

당시 박세채의 문하에 드나들면서 이 소식을 접하였다.89) 이연은 종가의

형수[宗嫂] 박씨는 미약하고, 후사로 들인 일흥은 나이가 어린 것을 틈타

본인이 봉사손이 되어 녹용을 받기 위한 계책을 세웠다.90) 이연은 일가

사람을 동원하여 박씨가 일흥을 계의 후사로 세웠다는 사실 자체를 은폐

하고서는 일가의 조카 항렬 중에는 계의 후사로 세울 만한 인물이 없으

니, 본인이 봉사손에 합당하다며 여기저기 말을 퍼뜨리고 다녔다. 그 과

정에서 이연은 계의 6촌 형임에도 나이를 속여 자칭 6촌 동생이라고 하

면서 형망제급의 예를 쓰고자 하였다.91)

박세채와 송시열 등은 이계의 후사로 세울만한 인물이 없다는 이연의

말을 믿고서는 율곡의 종사가 끊길 것을 우려하였고, 이연의 뜻에 따라

그가 형망제급의 예로 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다. 송시열은 이연

揚言曰, 文成公宗孫李繼身死而無子, 其子姪行中, 無可立後者云, 而盛稱綖之可合奉祀.
蓋綖之意, 必欲除去宗嫂宗侄然後, 可以售計, 故掩置一興之爲嗣也. 朴世采及先正臣文正
公宋時烈, 皆聞其言, 以爲綖雖支派, 本宗旣無人, 可使權奉先祀, 宋時烈遂以此意, 往復於
故相臣金壽興兄弟, 仍卽筵白, 而除綖初仕, 俾奉其宗祀云.”

88) 이원배의 원정 이후 같은 해 9월에 올라온 이원배의 從祖 李希祖의 상소 내용에 의
거하여 관련 내용을 보충하였다. 이하 동. (승정원일기 순조 23년 9월 21일(병술)
“… 繼之立後, 在於肅廟朝癸亥之歲 … ”)

89) 위의 글, “繼之立後, 在於肅廟朝癸亥之歲, 而翌年甲子, 自朝家有先正祀孫錄用之命, 是
時繼之六寸兄綖, 出入於先正臣文純公朴世采之門, 適聞有錄用之命.”

90) 이희조의 상소에 따르면 당시 병든 박씨와 나이가 어린 아들이 서로 의지하여 살았
고, 선정신의 종사는 실같이 가늘면서도 끊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위의 글, “而病母
弱子, 相依爲命, 先正宗祀, 不絶如縷.)

91) 위의 글, “而綖又詐減其年, 自稱繼之再從弟, 欲援兄亡弟及之禮, 當時諸賢, 亦豈料綖之
設計, 如是陰巧, 畢竟紊亂其宗統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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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박세채의 문인이기 때문에 그의 말이 믿을 만하다고 여겨 그 집안의

입후 여부를 자세히 탐문하지 않았다.92) 1685년 1월, 송시열은 연을 후

시의 계후자로 세워 이이의 봉사손으로 삼을 것을 도모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도제조 김수흥(1626∼1690)에게 보냈고,93) 김수흥은 바로 다음

달에 이 같은 내용을 아뢰어 숙종의 윤허를 받았다.94) 1685년 2월의 일

이다. 이로써 연은 이이의 봉사손이 되었고, 그로부터 6, 7대를 걸쳐 연

의 후손들이 이이의 종사를 받들며 1백 40여 년을 이어온 시점에서 계의

후손인 이원배가 이연의 탈종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다음 <표 1>은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이이 후손가의 계보이다.95)

92) 위의 글, “蓋懷德, 距海州甚遠, 世采所居, 稍近海州, 而綖又其門人, 故時烈謂其言可信,
不復詳探其立後與否.”

93) 宋子大全 권53, ｢答金起之-乙丑正月二十日｣ “復竊有所稟, 栗谷先生祀已絶矣, 古稱
大賢之後陵遲, 今則不但陵遲而已, 天道茫茫, 孰能究知哉. 厚蒔之子繼又無子而死, 其妻
雖在, 無可繼後者, 蒔之從弟厚樹次子名綖, 年已長, 而族黨稱其可人, 若以此嗣蒔, 使與繼
爲兄亡弟及之變禮, 而奏授之官, 則綖亦先生血屬, 於情於義甚便, 而第念今日誰可任此者.
執事若與老峯光城相議, 陳啓於前席, 則必可得矣, 如不以爲不可, 則速圖之望也.”

94) 숙종실록 권16, 숙종 11년 2월 10일(경자) “都提調金壽興, 陳文成公李珥奉祀孫厚蒔
夫妻俱沒, 其子亦死, 以厚蒔之從兄厚樹子綖, 立後之意, 上允之.”

95) 여기서 나타나는 敍五는 일흥이 일찍 사망하자 계의 후사로 다시 입후된 인물이다.

<표 1> 율곡 이이 후손가의 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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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의 9세손 이원배는 당시 이계 집안의 종손으로, 이이의 종통이 본

인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원배의 주장은 그 당시

제현들이 논의한 내용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있고, 또 연의 후손들이 이

미 백 년이 넘도록 종통을 계승해 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

다.96)

이원배의 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해 9월, 이원배의 從祖父이자

계의 증손인 李希祖가 빼앗긴 이이의 종통을 돌려받길 원한다는 같은 내

용으로 상소를 올렸다.97) 무엇보다 그는 상소에서 자신의 증조모이자 당

시의 종부였던 박씨가 당했던 수모와 그 원통함을 강조하였고, 이를 근

거로 종통의 귀속을 주장하였다. 관련 내용은 박씨가 죽기 전에 자신이

당했던 원통한 정상을 기록해 둔 諺書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희조에 따르면, 박씨가 어린 나이의 일흥을 후사로 세운 뒤에 이연

과 그 무리로부터 위협을 당하였는데, 일개 과부로서 어찌할 수 없는 형

편이어서 일흥이 장성하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일흥

이 갑자기 죽자 박씨는 일흥의 아우 敍五를 다시 후사로 삼았다. 이연

등은 서오가 뒷날의 근심이 될까 두려워하여 종자였던 계의 신주를 가묘

에서 내치고, 종가의 형수인 박씨도 가묘가 있는 집에서 쫓아내기에 이

르렀다. 박씨는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과부로서 남편의 신주를 가슴에

품고, 등에는 어린 양아들을 업고서 통곡을 하며 집을 나가게 되었고, 村

舍에 기거하며 품팔이와 직조로 삶을 이어갔다고 한다. 이희조는 자신의

증조모 박씨가 겪은 수모에 대해 천리와 인륜의 어그러짐이 이와 같이

심했다고 토로하였다.98)

96) 순조실록 권26, 순조 23년 4월 9일(무신) “禮曹…當初李綖入系奉祀之時, 先正臣宋
時烈, 朴世采, 故相臣金壽興, 金壽恒, 李端夏, 相議建白, 前後事實, 俱載於公私文蹟, 則
今於百有餘年六七代相承之後, 李源培之歸正云云, 有不可容議於其間, 請竝置之.”

97) 승정원일기 순조 23년 9월 21일(병술)
98) 위의 글, “繼妻則迫於綖黨之威䝱, 一介寡婦, 勢無奈何, 只待一興之長成矣. 未幾一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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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조의 주장을 따른다면 당시 이연의 의도는 형망제급의 예로써 임

시로 선대제사를 받드는 것을 넘어, 이이의 종통을 탈취하여 그에 수반

되는 관직과 재산을 얻기 위함, 즉 탈종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박씨가 후사를 세운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숨기고 다니다가, 끝내는

탈종의 계책에 방해되는 종부를 가묘가 있는 집에서 내쫓아버렸던 행위

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일이 발생한 17세기 후반의 단계에서는 종자가 무후로 사망한 경우에

차자가 대신 승중하는 형망제급의 예에 우선하여 사망한 종자의 처가 후

사를 세워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후사가 너무 어리거나,

후사로 세울 만한 인물이 없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만 차자를 비롯한

지자가 잠시 제사를 맡아 섭행하는 것이 용인될 뿐이었다. 차자는 종부

가 입후하기 전까지 임시로 제사를 섭행하는 것만이 가능한 분위기가 되

었던 것이다. 이희조가 “종부가 후사를 세워 그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人家에서 행해지는 일상의 예법”이라고 한데서 이러한 분위기

를 엿볼 수 있다.99)

당시 박씨가 후사로 세운 일흥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연이 지자로

서 일흥이 장성할 때까지 임시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권도로서 용인되는

것이었다. 이희조도 당시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연이 제사를 섭행하는

일은 비록 권도에서 나온 것이지만 의리는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종

부가 가문을 지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했고, 종부가 후사로 세운 일흥이

장성하면 종사를 그에게 돌려주어야 했다.100) 이는 송시열이 당시 김수

頃刻暴死, 莫知其故, 而不敢出一言, 又取一興之弟敍五爲嗣. 綖等終恐爲後日之慮, 黜繼
之神主於家廟, 而驅逐繼妻不許居接, 㷀㷀孤嫠, 胸抱神主, 背負螟嗣, 痛哭出門, 寄寓村
舍, 傭織爲生, 天理人道之乖錯, 已無可言.”

99) 승정원일기 순조 23년 9월 21일(병술) “宗婦立嗣, 以待其長成, 此乃人家之常禮, 而
爲其夫黨六寸者, 逐出數十年主祀之宗嫂, 而突入據長子之位, 此亦何禮.”

100) 위의 글, “家運不幸, 孤寡持門, 綖之攝奉先祀, 固出於一時之權道, 而義理者, 天下之至
正也, 爲綖之道, 固當待嗣兒之成人, 還其宗祀, 而當時諸賢之本意, 亦如此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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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계의 처가 입후한다면 연이 종사를 계후자에게

로 돌려주고, 그 자신은 이후시의 차자가 되면 무방하다”고 말한 것에

의거한 것이었다.101) 이연 역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계

의 후사가 장성한 후에 종사를 돌려달라고 할 것을 두려워하여 훗날 원

통함을 호소하는 단서를 끊고자 계의 신주와 함께 박씨 모자를 모두 내

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102)

이원배와 이희조의 주장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시 의견을 나눈 제현들이 나중에서야 이이 집

안에 계의 후사로 세울 만한 아들 항렬의 인물이 있음을 듣고는 당혹스

러움을 표하며 서로 서신을 주고받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103) 이들이 이

이 집안의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연의 입후를 추진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연이 이미 국왕의 명으로 후사가 되었으

니 당장에 고치기는 난처한 점이 있고, 이후 계의 처 박씨가 후사를 들

이면 그 때 종사를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을 모았다.104)

101) 위의 글, “是以宋時烈, 最初與相臣書, 有曰綖之代繼, 便是兄亡弟及之禮, 繼妻如果立
後, 則綖也歸其宗祀於所後, 而渠仍爲厚蒔之次子無妨云, 此實出於參酌經權, 百世不易之
正論也.” 이 내용은 宋子大全 권53, ｢答金起之-乙丑四月二十七日｣에 보인다.

102) 승정원일기 순조 23년 9월 21일(병술) “綖於是, 又恐一興長成之後, 據此議還宗, 乃
僞作繼妻之諺單, 極其辭意之乖悖, 欲使得罪於儒賢, 以絶日後鳴冤之端.”

103) 退憂堂集 권9, ｢與朴和叔-世采｣ “況聞應爲繼之後者, 有十歲八歲兒云, 甚恨其宗人
之初不詳審, 不言此兩兒之有無, 以致如此, 極可歎也.”; 南溪集 권4,｢答金起之別紙｣
“於十一歲七歲者猶在, 歷擧商論之地, 不爲並言, 卒被某人乘間巧中之讒, 誠亦可駭矣. 然
於其間已果得命, 立綖爲厚蒔後, 以承先祀, 則倫序的當, 事理明允.”

104) 退憂堂集 권9, ｢與朴和叔-世采｣ “將此曲折, 書稟於尤翁, 則尤翁所答, 以爲當初固已
慮此於日後, 而不料今日已如許也, 然李綖之繼厚蒔, 旣是上命, 則難可變動, 一也, 父子大
倫。旣定而旋改, 二也, 旣繼厚蒔而代繼也, 則便是兄亡弟及之正禮, 繼妻如果立後, 則綖
也歸其宗祀於所後, 而渠仍爲厚蒔次子, 亦無所妨云云. 此書中旣有上命, 而父子大倫旣定
旋改之不可者誠然, 而繼妻立後之後, 歸其宗祀, 則自當如是, 更無他道理矣.” 이 내용은
宋子大全 권53, ｢答金起之-乙丑四月二十七日｣에 보인다. 다만 송시열은 가장 나중
의 입론에서 “처음에 이연과 이계의 나이를 알지 못하고 으레 연의 나이가 계보다 적
다고 생각하여 계가 장자가 되기 때문에, 일찍이 계의 처가 후사를 세우면 선대의 제
사를 다시 받들어야 한다는 품의가 있었던 것이네. 지금 듣건대 연이 계보다 나이가
많다고 하니, 연이 곧 종자가 되고 계의 처는 비록 후사를 세웠다 하더라도 자연 別
宗이 되어야 마땅하네.”라며 이전의 입론과는 다른 견해를 세웠다.(“惟當初不知綖繼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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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계의 후손들은 당시 종부가 당했던 수모와 원통함을 강조하면

서 그 때 이래로 무너진 종통을 바로잡고, 이이의 불천위 제사를 지금이

라도 자신들에게 돌려줄 것을 호소하였다. 한 세기도 더 지난 시점에서

종부가 겪은 수모를 가계계승 분쟁의 중요한 근거로 내세운 것은 종부라

는 자리의 무게감이 있었기에, 그만큼 설득력을 지닐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앞서 살폈듯 종부를 무함하여 탈종을 꾀한

죄는 유배형 가운데서도 최고형에 처해졌을 만큼 엄중하게 다루어졌다.

그렇지만 이원배 등의 호소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의 주장

에 대응하여 연의 후손이자 이이의 10세손이었던 李鎔의 반발 상소가 올

라왔고,105) 조정에서도 이미 백여 년이 지난 일로 인해 종사를 바꿀 수

없다는 의견이 대세였다.106) 이에 순조가 이이의 종사를 그대로 둘 것을

명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107) 비록 계의 후손들에게로 이이의 종통

이 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문제제기에 있어 박씨가 남긴 언서가

歲, 以爲綖少於繼而繼爲長子, 故曾有繼妻立後, 則還奉先祀之稟矣. 今聞綖長於繼, 則綖
也仍爲宗子, 而繼妻雖或立後, 自當爲別宗矣.”) 송시열의 바뀐 견해에 대해 이희조는
이연이 교묘한 수를 썼기 때문이라고 보고, 처음의 입론에 따라 박씨가 세운 후사에
게 종통을 돌려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시열이 이연의 나이에 대해 혼란스러
운 모습을 보이는 대목은 당시 이연이 나이를 줄이기도 늘리기도 하면서 현인들을 속
이는 일이 허다했다는 이희조의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105) 순조실록 권26, 순조 23년 4월 9일(무신)
106) 승정원일기 순조 23년 10월 12일(정미)
107) 승정원일기 순조 23년 10월 12일(정미). 고종대에도 이연의 후손인 李敏道가 이이
의 봉사손이었다.(승정원일기 고종 1년 1월 21일(계해)). 조선시대에는 이처럼 이연
의 후손들이 이이 봉사손의 지위를 누리며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이이의 봉사손 분
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근대시기까지 이어지면서 지속되었다. 1917년 계의 후손 李
希鏞(1901～1928)이 이연의 8대손 李鍾文(1868～1945)을 상대로 본인이 이이의 봉사
손임을 주장하는 소를 해주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이를 둘러싼 다섯 차례의 재판
끝에 1922년 (조선)고등법원은 이연의 후손을 이이의 봉사손으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공식적인 해결과는 무관하게 종중에서는 2001년 간행한 增補 第九刊 德水李氏世譜
에서 이계의 후손을 편입하여 종중의 통합을 달성하였다. 조선시대에 발생하여 근현
대까지 이어졌던 해당 분쟁에 주목하여, 사법제도의 변혁에 따른 동일한 분쟁을 처리
하는 과정의 차이, 그리고 종중에서 자체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 등에 대해서는
정긍식, 2021 ｢문성공 율곡 이이의 종손권 분쟁에 대한 고찰－(조선)고등법원
1921.5.20. 선고 대정10년민상제5호 및 1922.6.20. 선고 대정11년민상제184호 판결을
대상으로－｣ 法史學硏究 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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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는 점은 중요하게 지적될 필요가 있다.

한편, 박씨의 언서에는 이연의 탈종 위협에 박씨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에 대한 기록도 남겨져 있다. 이에 따르면 박씨는 집에서 쫓겨난 후에

남편과 아들 모두 종손이 된 인물인데 불천위 조상의 종통이 하루아침에

남편의 육촌 형에게 넘어갔다며 밤낮으로 하늘에 호소하며 매우 원통해

하였다. 박씨의 종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박씨는

마침내 두 번째 후사로 들인 서오를 데리고 힘겹게 몸을 이끌며 서울로

가 격쟁을 통해 원통함을 호소하려 하였으나, 이연의 무리가 쫓아와 온

갖 방법으로 저지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고, 결국 곤욕을 당하며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한다.108) 박씨는 비록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지손의 탈종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언서

의 기록을 남김으로써 남편의 후손들로 하여금 탈종의 일을 널리 알게

하고, 나아가 뒤늦게나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주었다.

이상의 사례들을 통해 종손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자의 탈종 위협에 쉽

게 노출되었던 종부들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종부가 종자의 처

라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직면할 수 있는 위협이었다. 종부가 종자의

처로서 살아있어 그가 입후를 한다면 종가의 종통은 끊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지자의 탈종 위협이라는 상황에서 종부는 종자 계열

을 대표하는 자로서 종통을 지켜야 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며, 이

에 따라 갖은 수모를 겪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박씨를 비롯한 종부들은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

108) 승정원일기 순조 23년 9월 21일(병술) “而敍五旣長之後, 繼妻日夜呼天曰, 吾夫乃
吾舅所生子也, 生而爲奉祀之宗孫, 沒而神主見黜於家廟, 此何變也. 今以敍五, 爲吾父之
子, 則敍五卽宗孫也, 百世名祖之統, 一朝見奪於亡夫之六寸兄, 古今天下, 寧有是乎. 遂携
敍五, 匍匐上京, 欲爲擊錚呼冤之擧, 綖之群兄弟, 追至中路, 百端禁沮, 使不得前進, 故被
驅還鄕. 而宗族及士林, 間或有歸正之論, 則綖黨拔劍畫地, 勢甚凶惡, 故人不敢開口, 及繼
妻死後, 篋有諺書, 備述當時哀冤之狀, 見之者至今流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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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호소하는 등 탈종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했다. 유사한 예로 18세기 말

충청도 藍浦縣에 살던 임씨 가문의 종부 任錫道의 처 金氏의 경우,109)

남편을 여의고 이미 계후자를 들였는데 시오촌 任思行이라는 자가 종손

자리를 탈취하여 종가의 전택과 기물을 차지려고 하자 원통함을 이기지

못해 예조에 몇 차례 정장을 올린 예가 있다. 김씨의 정장으로 인해 탄

로 난 임사행의 죄는 유배형에 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110)

이와 같이 탈종의 죄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 국가는 그 죄를 엄중하

게 다스림으로써 종부의 지위를 보호해주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지

배질서를 강화하는 데 협조하거나 또는 순응한 경우, 그 여성에 대해서

는 보호와 존중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탈종에 대응하여 적장자

중심의 종법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한 종부들은 보호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성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누군가의 부인이

되는 것이었음을 고려하면,111) 종부는 종자의 처라는 위치에서 지자에

대응하여 종법적 가계계승 질서를 지키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그 질서 내

에서 자신의 입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

2) 이종과 파양

조선후기로 갈수록 적장자로 이어지는 가계계승이 실현되기 어려울

때는 입후의 방식으로 가계를 이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여전

히 情理를 고려하여 승중을 위한 형망제급, 즉 移宗을 선호하는 분위기

109) 임씨 집안의 자세한 가계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사료상 가문의 봉사손은 ‘宗孫’,
그 처 김씨는 ‘宗婦’로 칭해지고 있고, 이외에 종중, 봉사조 祭田 등의 존재로 미루어
보아 이 집안을 종가로 이해해도 무방할 듯하다.

110) 無名子集 文稿 4책, ｢以任哥養子事報禮曹狀｣. 저자 尹愭가 1797년(정조21) 5월∼8
월에 남포현감으로 있을 때 발생한 일을 예조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이다.

111) 정지영, 2015, 앞의 책,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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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속되었다. 이종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종통을 옮긴다는 말인데,

장자 계열로 이루어지던 가계계승이 불가피한 일로 인하여 차자 계열로

옮겨지는 것을 뜻한다.112) 18세기 부안에 세거하던 청호고씨는 적장손이

무신란에 연루되어 적장의 지위가 박탈되면서 종통이 차자에게로 옮겨

지는 사례가 있었다.113) 이 사례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보

통은 장자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계후자로 세울 마땅한

인물이 없거나, 집안 어른이 정리를 고려하는 경우에 이종이 행해졌다.

이 때 종부가 생존해 있다면, 이종은 종부의 입후권과 갈등을 유발할 소

지가 다분했다. 이 경우에 종부들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고, 그 논리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자.

1718년(숙종 44) 沈氏 집안의 종부 이씨는114) 불행히도 그 남편이자

종손 沈澳가 사망하여 일찍 과부가 되었고, 하나뿐인 아들도 후사 없이

사망하였다. 이씨는 죽은 아들을 위해 계후자를 세우고자 하였으나 당시

살아있던 시조부의 반대에 부딪쳐 불발되었다. 시조부는 이씨가 만약 손

자를 세운다면 자기 부모, 즉 이씨에게는 시증조부모가 5대가 되어 체천

당하게 되는데, 이는 정리에 불편한 바가 있다고 하면서 종통을 심오의

동생 沈潛에게로 이종시킨 것이다. 이로써 심잠이 봉사손이 되었다. 그

후에 잠 역시 독자를 잃고 자신도 죽을병에 걸리자 11촌의 10세 족손을

자기 죽은 아들의 후사로 삼았다.

이씨는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씨는 심오의 형제는 4

112) 고민정, 2019 ｢조선 후기 사족 家系의 계승방식에 관한 연구｣ 古文書硏究 55, 201
쪽.

113) 고민정, 위의 논문, 200-201쪽.
114) 사료상에서 이씨는 ‘총부’로 표현되고 있다. 당시 이씨의 시조부는 살아있는 상태였
기 때문에 그 남편 심오는 승중하지 못하고 사망한 종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본다면, 조선후기에는 승중한 장자의 처만을 총부로 규정한 명종 9년의 수교가 제대
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당시 심씨 집안은 4대봉사를 지내던 종
가였다는 점에서 이 때의 총부는 종부와 그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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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 친조카들이 많은데, 잠이 ‘촌외’의 먼 족손을 봉사손으로 세워 누

대종사를 촌외의 낯설고 먼 인물에게 돌아가게 만들었다고 비판하였

다.115) 통상적으로 동고조 8촌까지를 친족 범위의 하나로 상정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11촌의 족손은 촌외의 낯선 인물로 여겨질 수 있었다. 무엇

보다 이씨는 자신과 잠은 아들과 손자가 없다는 점에서는 피차 마찬가

지이지만, 종자와 지자의 경중에 있어서는 다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

다.116) 이는 종부가 스스로를 적장 계열로 자리매김 한 것으로, 지자에

대응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논리였다고 할 수 있다.

잠에 대응하여 이씨는 다시 남편의 친조카를 계후자로 세워 선대제사

를 받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씨의 시도는 생가의 반대로 인해

또 한 번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다. 통상적인 입후 절차가 어렵게 되자

이씨는 여러 차례의 격쟁을 통해 국왕의 특명을 요청하는 방법을 택했

다. 이씨가 올린 소지를 통해 격쟁의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저의 남편은 종손인데 일찍 죽고, 독자 역시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종사가 남편의 동생 잠에게로 이종되었다가 잠 또한 그 독자를 잃

자, 11촌 족손을 그 아들의 후사로 세웠습니다. 아들 없고 손자 없는

것은 잠이나 저나 피차 같거늘, 저는 본디 총부로서 이제 죽은 남편

의 친조카를 후사로 삼아 혈속을 잇고 선대제사를 받들게 하고자 하

니, 이는 법례에 당연한 바입니다. 고로 두 차례 격쟁을 하였습니다.

이제 성상께서 판부를 특별히 내리셔서 의지할 곳 없는 사람으로 하

115) 별계후등록 권7 39a-39b “私婢鳳業擊錚原情內辭緣, 則其矣上典卽沈氏冢婦, 不幸早
寡, 又喪獨子, 寄於私情, 不無立孫之意, 其矣外上典祖父, 言於矣上典曰, 汝若立孫, 則我
父母祠堂, 當遞遷, 情理有所不忍是如爲白遣, 仍爲移家於次孫潛是白如乎, 潛遭疾臨歿之
時, 卒取十一寸族孫十歲兒, 爲其亡子之後是白乎所, 上典之兄弟四人, 血孫頗多是白去乙,
累代宗祀, 遽歸於寸外冷遠之人.”

116) 위의 글. “以宗事言之, 則無子無孫, 彼此無異, 宗子支子, 輕重有別, 宗子取親姪爲子,
以承先祀可乎, 支子取遠族爲孫, 不遵遺意, 以承祀可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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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끊어진 것을 잇는 기쁨을 얻게 하소서.117)

사료 상에서 이씨는 ‘총부’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종부와 그 의미

가 혼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이씨는 시동생 잠에 대응

하여 자신의 종부로서의 지위를 강조하였고, 또 11촌의 먼 족손을 세우

려는 잠과 달리 자신은 남편과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조카를 입후

하려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씨의 전후 격쟁에 대해 예조는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예조는

잠은 이미 아들 없이 사망하였고, 이씨는 심씨 가문의 종부로서 생존해

있으니, 이씨가 친조카 중 한 명을 취하여 후사로 세우는 것은 정리와

법례에 당연하다고 보았다.118) 예조는 이씨의 청을 특별히 들어줄 것을

아뢰었고, 이를 윤허하는 국왕의 판부가 내려졌다.119) 결국 이씨의 입후

가 인정되어 계후입안이 발급되었고, 이로써 종사는 다시 적장 계열로

돌려지게 되었다. 일련의 상황들 속에서 이씨는 여러 차례 어려움에 봉

착하였지만, 종자와 지자의 분별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종부로서의 지위

를 내세우거나, 동종근친의 입후 원칙 등을 근거로 하여 종사를 적장 계

열로 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차자에게 이종된 종통을 다시 돌리고자 했던 종부의 노력은 거짓 상언

을 올리는 시도로까지 나타났다. 1742년(영조 18) 학생 李慶相의 처 全

氏가 올린 상언에 따르면, 남편 이경상은 2대 종손이 되었는데 불행히도

무후로 일찍 사망하여 조상의 신주를 5촌 조카 水使 李守身의 집에서 임

117) 별계후등록 권7 41a-41b “故學生沈澳妻李氏所志內, 矣夫以宗孫早歿, 獨子亦無後身
死, 宗事移宗於亡夫弟潛是如可, 潛亦喪其獨子, 取十一寸族孫, 爲子立後, 而無子無孫, 彼
此無異, 則女矣身, 本以冢婦, 今欲取亡夫之親姪爲後, 以繼血屬, 以承先祀, 法例當然, 故
兩次擊鼓, 蓋出於此, 而今者日月照臨, 特賜別判付, 使其無告之人, 得有繼絶之喜.”

118) 별계후등록 권7 39b-40a “取考前後擊錚供辭, … 潛旣無後身死, 李氏本以沈家冢婦,
今方生存, 而且有親姪子諸人, 李氏欲爲取, 而立後者, 自是情理法例之所當然.”

119) 별계후등록 권7 41b-4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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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받들게 되었다. 시간이 지난 후 고령의 나이에 접어든 전씨는 자신

이 죽기 전에 남편에게 후사를 들여 조상 제사를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이

인정과 예에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남편의 사촌형 李寅相의 둘째 아들

淑身을 계후자로 삼게 해 줄 것을 청하였다.120)

그런데 남편 이경상의 또 다른 사촌형제 전 현감 李寯相은 전씨가 ‘죽

음을 눈앞에 둔 노망난 부인’으로서 임금을 기만하고 있다고 반박하였다.

그에 따르면, 전씨가 5촌 조카로 주장했던 이수신이 사실은 친조카였다.

경상이 아들 없이 죽은 후에 일가의 어른과 전씨의 시어머니가 상의하여

형망제급의 예에 따라 경상의 아우 夢相으로 봉사하도록 했고, 몽상이

죽은 후에는 그 아들 수신이, 수신이 죽은 후에는 계후자로 들인 永輔가

봉사하여 이미 3대가 지났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죽음을 눈앞에 둔 전씨

가 선대에 이미 정해진 처분을 무시한 채 그들이 ‘임시로 제사를 받든다’

고 말하거나, 친조카인 수신을 5촌 조카라고 속이는 등 임금을 기만했다

고 비판하였다.121)

조정에서는 이들의 말이 상반되어 사정을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몽상

이 제사를 지낸 지 3대나 지났으니 전씨의 주장처럼 한때의 權奉이라고

는 볼 수 없고, 다시 경상에게로 종통을 옮길 단서도 없으니, 시행하지

말도록 하였다.122) 전씨와 이준상의 단자는 그 내용에서 서로 어긋나는

지점들이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종손이 아들 없이 사망한 후에

120) 별계후등록 권8 86a-86b “觀此上言, 則其矣亡夫李慶相, 爲二代宗孫, 不幸早歿, 而
嫡妾具無子女, 舅祖神主, 姑爲權奉于亡夫從姪故水使李守身之家是白如乎, 女矣身未亡之
前, 爲亡夫立後, 不絶先祀者, 情禮當然. … 亡夫四寸兄李寅相之第二子淑身, 定爲亡夫繼
子, 成給立案事, 特蒙天恩爲白良結, 有此呼籲.”

121) 위의 글, 86b “前縣監李寯相單子內, 以爲矣四寸慶相 … 無後身死之後, 一家宗丈, 相
議于慶相之母, 以慶相同生弟故府使夢相奉祀, 寔遵兄亡弟及之例, 夢相死後, 其子守身奉
祀, 守身死後, 繼子永輔死後, 已歷三世, 則今此全氏, 以垂死老妄之婦人, 不顧先世已定之
處置, 至謂之權奉祠宇, 而親姪謂之從姪, 有此誣妄天聽之擧, 人家妄恠, 寧有是哉.”

122) 위의 글, 86b-87a “上項全氏上言及李寯相呈單之言, 如是相反, 雖未知曲直之如何是白
乎乃, 自夢相主祀至於三代之久, 則不可謂之一時權奉, 而無端移宗, 全氏上言內辭緣, 置
之何如, 啓依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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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통이 차자에게로 이종된 지 3대나 지난 시점에서 종부 전씨가 다시 남

편에게 후사를 세워 종통을 이어가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준상의 말을

따른다면, 전씨는 친조카인 수신을 5촌 조카로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입

후 청원을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비록 전씨의 입후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차자에게 이종된 종통을 다시 적장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던 종부의 모

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이씨와 전씨 모두 종손이었던 남편을 여의고 아들도

없는 상황에서 시댁 어른의 결정으로 종통이 차자에게로 이종되면서 이

들 종부들이 바라던 입후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씨의 경우 시조부에

의해, 전씨의 경우 일가 어른과 시어머니에 의해 차자로의 이종이 결정

되었는데, 그 시점은 모두 17세기 후반 경으로 추정된다. 당시는 형망제

급을 통한 승중이 점차 부정되어 가면서, 형망제급은 단순 섭주봉사의

의미로 축소되어 입후 시행에 보조적인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

졌다. 그러나 실제 사대부 가문들에서는 이처럼 정리와 인정을 고려하여

여전히 형망제급을 통한 승중, 즉 이종이 행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

은 적장자 중심의 가계계승이 뿌리내렸다고 하기 어려운 당시의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차자에게 이종이 되고 나서도 기존의 종부들은 입

후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씨와 전씨는 이종이 결정된 시

점에 바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못하였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격쟁이나 상언을 통해 입후를 청원하여 종통을 되돌리고자 하였다. 그

시점은 모두 이종을 추진했던 집안 어른이 사망한 이후였다. 이종이 되

면 종부였던 여성들은 더 이상 종부로서의 권위를 누리지 못함은 물론,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종부들은 이

종이 되고 많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종통을 적장에게로 돌려 종부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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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회복하고자 했다. 전씨의 경우는 고령의 나이인 자신을 봉양하고

사망 후에는 제사를 받들 사람도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후기

신씨 집안의 며느리가 남편을 따라 죽는 殉節을 앞두고 시부모에게 남긴

한글 유서에서 남편을 위한 입후를 거듭 부탁했던 일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123)

무엇보다 이종에 대응하여 입후를 청원하는 과정에서 종부들이 사용한

논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씨와 전씨 모두 종자와 지자의 구별을 강

조하는 속에서 이씨는 종자의 처로서 자신의 종부로서의 지위를, 전씨는

지자의 봉사는 임시로 제사를 받드는 權奉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

했다. 사실 이들이 사용한 논리는 Ⅱ장에서 살펴 본 종부의 입후권 논의

에서 형망제급이 이루어진 후라도 종부가 후사를 세우면 그에게 종사를

돌려줘야 한다는 지배 담론의 논리와 부합하는 것이었다. 종자의 처로서

종부가 입후하여 적손을 세우는 일은 종법적 가계계승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지자는 단지 그 공백기를 메우는 역할만이 허용되었다. 물론

이 여성들이 종법의 논리를 표방한 이면에는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존재

하고 있었다.124)

한편, 계후자로 종손이 된 남편이 파양되는 일 또한 이종과 마찬가지

로 종부의 지위가 박탈되는 현상을 초래했고,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종부들은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대표적으로 앞서 언급된 정

123) 홍인숙, 2019 ｢조선후기 순절 여성 신씨부 한글 유서 재론-유서 정보의 재구성 및
글쓰기의 의도와 목적을 중심으로｣ 古文書硏究 54, 275-278쪽. 이 연구에서는 입후
를 둘러싼 며느리와 시댁의 갈등적인 대립 구도에 대해 “입양의 법적 권한 및 주도권
을 둘러싸고 며느리의 법적 권한과 시부의 관행적 권한이 충돌하는 장면”이라고 보았
다.

124) 조선후기의 법적 공간에서 여성들이 현실적인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유교적 수사법
을 활용했던 모습에 대해서는 김경숙, 2018 ｢조선시대 決訟立案과 여성의 소송 주체
성｣ 韓國史論 64; 김지수 저, 김대홍 옮김, 2020 정의의 감정들-조선 여성의 소송
으로 본 젠더와 신분, 너머북스 (Jisoo M. Kim, 2015 The emotions of justice:
gender, status, and legal performance in Choso ̆n Korea,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154 -

몽주 종가의 종부 은진송씨를 들 수 있다. 조선후기 정몽주의 가계계승

은 꽤 오랜 시간에 걸쳐 계후와 파계, 재입후로 이어지는 난맥상을 보이

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125) 그리고 문제가 된 인물은 바로 송씨의

남편 정도제였다.

숙종연간에 접어들면서 정몽주의 직계 자손, 즉 종손의 거듭된 단명과

무후가 반복되면서 가세가 크게 위축되었고, 숙종 후반기에 접어들면 종

통의 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이 반복되기에 이르렀다. 11세손 鄭纘光(1650

∼1676)에서 14세손 鄭亮采(1734∼1811)까지 4대 동안 무려 3차례의 입

후가 이루어진 점에서도 가계계승상의 어려움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정찬광의 장자 鄭鎬는 39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그의 독자는 유약하여

요절하였다. 이에 1710년(숙종 36) 숙종은 특명으로 정호의 아우 鄭錫의

독자 鄭道濟(1691∼1718)를 정호의 계후자로 삼아 정몽주의 종통을 잇게

했다.126)

다음의 <표 2>는 당시까지의 상황을 보여주는 정몽주 후손가의 계보

이다.

125)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룬 김학수의 연구는 포은가의 가계계승에 서인 기호학파의
중진들이 깊이 개입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포은가의 계후가 家的 영역에서 하
나의 정치사회적 현안으로 확대되었음을 주장하였다. 김학수, 2012 앞의 논문.

126) 숙종실록 권48, 숙종 36년 2월 30일(을축).

<표 2> 정몽주 후손가의 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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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는 夏濟가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도제는 한 집안의 독자였다.

입후의 원칙상 한 집안의 장자, 더욱이 독자는 본가의 대를 이어야 했기

때문에 입후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정몽주와 같은 대현의 경우 국왕의

특명으로 독자의 계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실제로 독자의 입후는 그

청원 자체가 매우 드물었고, 독자의 입후가 이루어졌던 가문들은 대체로

공신 및 명신 가문이었다.127) 이렇게 하여 도제는 국왕의 특명으로 정몽

주의 13세 봉사손이 되었다. 그러나 도제는 입양된 지 8년만인 1718년

(숙종 44)에 28세의 나이로 후사 없이 사망함으로써 상황이 다시 악화되

었다. 도제의 사망으로 그 생부인 정석이 무려 18년간 종사를 임시로 설

행하면서도 끝내 도제의 후사를 결정짓지 못한 채 1736년(영조 12) 사망

하였다.

정석도 사망하여 대현의 종사가 거의 끊어질 지경에 이르자 좌의정

김재로는 도제를 파계하여 본가로 돌려보내고, 도제 사망 이후에 출생한

아우 하제를 새로이 정몽주의 봉사손으로 세울 것을 주장하였다. 그

역시 이미 사망한 도제를 파계하는 일은 변례에 해당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사세와 정리상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았다.128) 파계는

입후를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입후에 의해 맺어진

의리적 부자관계를 그 이전의 상태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인륜과 관계된

문제였다. 때문에 국가는 이미 형성된 부자관계를 파기시키는 파계에

대해 항상 조심스러운 입장에 있었고, 이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129)

127) 고민정, 2014 앞의 박사학위논문, 113-114쪽.
128)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6월 10일(계유) “在魯曰, … 今聞錫又身死, 大賢宗嗣, 幾至
滅絶, 鎬之妻, 獨守影堂, 窮不自存. 而鎬之母, 時在鄕曲, 年今九十, 自錫死後, 奄奄垂盡
云, 聽聞所及, 誠甚矜慘, 揆以禮律, 今當立道濟之後, 以主其祀, 以養其老, 而遍求其同宗,
元無昭穆可繼之人, 勢將更以錫之子, 立鎬之後, 而錫死之後, 只有一子夏濟, 年甫十三云.
今當以夏濟, 定爲鎬之後, 而錫之無後, 亦甚可矜, 前繼子道濟則還歸本家, 使之繼錫之後,
似合情禮. 聞宗中長老, 如右贊成鄭齊斗諸人之議, 皆然云, 而先賢立後, 事係重大, 且其再
度立後與道濟罷歸, 俱是變禮, 故敢此仰達, 特令該曹査問其門長, 成給立案, 仍命依前付
料, 待年除職, 則其於聖朝崇賢之典, 遵先之道, 實爲有光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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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입후로 인해 생가의 후손이 끊어지는 것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미 성립된 입후를 파계한 뒤 계후자를 생가로 돌려보내

제사를 봉행하도록 한 罷繼歸宗의 법은 명종대 수교로 제도화되었고,130)

이는 속대전에 그대로 실렸다.131)
하지만 이 규정은 당사자가 생존한 상태에서의 파계귀종을 뜻하는

것이지, 도제처럼 이미 사망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은 아니었다. 영조는

정씨 가문 문장에게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고, 당시

문장이었던 정제두는 소장을 올려 정상을 진술하면서 김재로의 의논과

같이 도제의 파계귀종과 하제의 계후입안의 발급을 요청하였다. 결국

영조의 윤허가 내려졌고, 이에 따라 하제의 계후입안이 발급되었다.132)

이미 사망한 도제는 파계되어 본가로 돌려 보내지고, 하제를 정몽주의

봉사손으로 삼는 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그로부터 6년 후, 하제가 19세의 나이로 후사 없이 사망하면서 또

다시 대현의 종사를 의탁할 곳이 없게 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정호의

從弟 鏶이 섭사하되, 나중에 적당한 인물을 입후하여 봉사하도록 하자는

방안이 마련되었다.133) 이때부터 포은가에서는 정몽주의 봉사손을

택정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해졌고, 심지어 1736년에 정해진

계후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그 기폭제가 된 것은 바로 정도제의 차녀 정씨의 상언이었다.134)

129) 고민정, 2014 앞의 박사학위논문, 153쪽.
130) 受敎輯錄 禮典 奉祀 “爲人後者, 本生父母絶祀, 則依法歸宗, 許立後家改立. 若其父
母已死不得改立, 則從旁親例班祔, 俾不絶祀. 嘉靖甲寅承傳.(1554, 명종 9년)”

131) 속대전 禮典 立後. 본가를 중시하여 파계하도록 한 규정이 속대전에서도 지속
되었다는 것은 조선후기까지도 제사승계에 오로지 가계계승의 관념이 정착되지 않았
음을 의미한다.(정긍식, 1996 앞의 박사학위논문, 205쪽.)

132)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6월 22일(을유); ‘乾隆元年六月日禮曺立案’(1736. 鄭夏濟繼
後立案)(김학수, 2012 앞의 논문, 229-231쪽 재인용)

133) 승정원일기 영조 19년 2월 5일(기축); 별계후등록 권8, 94b-95a.
134) 김학수, 2012 앞의 논문, 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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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년(영조 19), 정씨는 상언을 통해 애초에 도제가 사망한 후에 그

후사로 세울 만한 인물이 있었는데도 정석이 섭사한 일, 정석이 사망한

후에는 또 소목에 맞는 계후자가 없다고 ‘소홀하게 억단을 하여’ 결국

도제가 파계를 맞게 된 일들을 비판하였다. 특히 종자였던 도제를

파계하고 하제를 다시 봉사손으로 세운 1736년의 조치는 실로 인정과

천리에 부당하며, 윤리와 기강의 큰 변괴라고 맹비난하였다.135) 정씨는

도제와 하제 모두 계후자로서 후사 없이 사망했으므로, 최초의 主祀者,

즉 도제에게 후사를 세우는 것이 예의에 당연하다고 호소하였다.136)

마침내 영조는 이전대로 도제를 다시 종손으로 세워 그에게 후사를

세울 것을 명함으로써 논란을 마무리 짓게 된다. 영조는 1736년 당시에

장자인 도제를 파양하고 차자인 하제를 후사로 세운 조치에 대해 차례의

순서가 전도됨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대현의 종사를 잇는 일이 더욱

중대했기 때문에 내린 조치였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제 도제와 하제

모두 사망하였으니, 하제는 생가로 돌려보내고 도제를 다시 종손으로

삼아 그에게 후사를 세워 대현의 종사를 잇도록 명하였다.137) 도제와

하제에 대한 이 조치는 바로 이듬해에 편찬된 春官志에 실려

‘장자로서 출계한 자, 차자로서 출계한 자 모두 무후하면 마땅히

장자로서 출계한 자의 후사를 세운다’는 계후 원칙이 추가적으로

마련되는 기준이 되었을 만큼 중요한 결정으로 남았다.138)

135) 별계후등록 권8 109b-110a “幼學任時五妻鄭氏上言, … 其矣父道濟, 又無子而死,
是宜復立道濟之後, …, 宗族中可取而爲後者, 不無其人, 而與受之際, 推託遞遷, 以至數十
年是白如可, 其矣祖父錫, 又不幸身死之後, 其從弟鏶, 有何意息, 而不告於門長, 不謀於宗
族, 率爾臆斷, 謂無昭穆可繼於道濟者是如, 遂至上達天聽, 還罷, 三十年, 主宗之人, 於身
死之後, 而復立道濟之弟夏濟爲宗子是白置, 道濟之死後罷繼, 實是人情天理之所不當, 所
不忍而倫紀之大變怪也.”

136) 별계후등록 권8 112b “兄弟均爲無後之人, 則以立最初主祀者之後者, 禮意當然.”
137) 승정원일기 영조 19년 9월 25일(갑진) “上曰, 承旨書之, 仍口呼曰, 往者更以夏濟立
後者, 非不知其序之倒次也, 蓋爲大賢重立後之意, 而今則道濟夏濟俱無, 雖曰顚倒, 大賢
承重, 體重, 捨長繼次, 於義反輕, 以道濟仍前立後於鄭鎬. 王者之道, 繼絶爲先, 以夏濟歸
其本生, 其令立後, 問于鎬家, 特立道濟之後, 以繼大賢之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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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주의 종통이 다시금 장자 계열인 도제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차녀 정씨가 올린 상언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정씨의

배후에는 그녀의 어머니이자 도제의 처인 종부 송씨가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다. 즉 송씨가 딸을 시켜 종중에 일을 숨기고 몰래 상언을 올리게

하여 도제의 罷歸本宗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게 한 것이다.139)

정씨의 상언을 통해 도제의 후사를 세우려는 시도가 두 차례 불발된

정황을 포착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도제가 1718년에 후사 없이 사망한

이후로, 정씨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족인 중에 도제의 후사로 세울만한

자가 없지 않았는데, 후사를 주고받고자 할 때 미루어 핑계 대면서

정석에게로 신주를 옮겼다’고 설명하였다.140) 두 번째는 1736년에 정석이

사망한 이후로, 정씨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그 從弟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문장이나 족인들과 의논하지도 않고 도제의 후사로

세울만한 자가 없다고 억측 판단하여 국왕께 진달하였고, 이에 도제가

파양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하였다.141)

父가 사망하면 母에게 입후권이 있음을 고려할 때, 당시 도제의

후사를 세우려는 시도는 종부였던 송씨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

시도가 특정 종인들에 의해 여러 차례 제지당했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138) 春官志 권2, ｢繼後｣ “長系子次系子, 俱無後, 宜立長系子之後. ○任時五妻鄭氏上言
以爲, 其父道濟, 卽縣監鍚之子也, 錫之兄縣監鎬, 以文忠公鄭夢周之宗孫, 無後而死. 肅宗
命以道濟爲其後, 道濟又無後, 而錫之從弟鏶, 不立道濟之後, 瞞告于朝, 復立道濟之弟夏
濟爲鎬子, 又謂錫不可無後, 罷道濟之出系, 歸于本宗. 今夏濟又無子而死, 道濟夏濟, 均之
爲無後身死, 而道濟之旣骨後罷系, 旣是失着. 乞因道濟之出系, 而擇立宗中昭穆可繼之人.
上曰, 往者, 更以夏濟立後者, 非不知其序之倒次也, 蓋爲大賢重立後之道, 今夏濟道濟, 俱
無後, 舍長繼次, 於義反輕, 爲道濟立後, 夏濟歸其本生.”

139) 승정원일기 영조 24년 4월 12일(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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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專在夏濟, 而道濟妻宋氏, 全昧事理, 使其女幼學臣任時五妻, 隱
諱宗中, 潛自上言, 以其夫之罷歸本宗, 縷縷呼冤.”

140) 별계후등록 권8 110a “其矣父道濟, 又無子而死, 是宜復立道濟之後, …, 宗族中可取
而爲後者, 不無其人, 而與受之際, 推託遞遷.”

141) 위의 글, “又不幸身死之後, 其從弟鏶, 有何意息, 而不告於門長, 不謀於宗族, 率爾臆
斷, 謂無昭穆可繼於道濟者是如, 遂至上達天聽, 還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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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결국 송씨의 입후 시도는 실패했고, 이는 그 남편의 파계로

이어지게 되었다. 종손인 남편이 파계되었다는 사실은 곧 송씨가

종부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송씨는 딸로 하여금 상언을 올리게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도제는 종손의 지위를, 송씨는 종부로서의 지위를 다시금 획득하게

되었다.

종손이었던 남편이 파양되자 상언을 통해 다시 계후를

성사시키고[還繼], 남편에게 후사를 들여 종통을 이어갔던 종부의

구체적인 실상은 晉安尉 柳頔(1595∼1619)과 貞正翁主(1595∼1666)의

봉사손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적은 선조의 여덟 번째 서녀

정정옹주와 혼인하여 진안위에 봉해졌다. 유적이 후사 없이 사망하고,

이듬해에 시어머니 韓山李氏도 세상을 뜨자, 옹주가 직접 정성을 다해

장례와 제사를 치렀다. 그리고 이후 남편의 친조카 命全을 계후자로

들였다. 명전은 1662년(현종 3)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3년 만에 세상을

떠났고, 곧이어 정정옹주도 사망하였다. 명전에게는 아들 栽와 손자

慶胤이 있어 이들이 귀주의 봉사를 이어가게 되었다.142)

그런데 진안위의 적장증손이 되는 경윤에게는 딸만 있어 친조카 默을

양자로 들였으나, 묵 역시 후사 없이 부처 내외가 사망하였다. 그러자

경윤은 다시 묵을 위해 7촌 조카 庭說을 양손으로 들였고, 이후 경윤이

사망하자 정설은 적손으로서 조부를 위해 승중상의 복을 입었다.143)

경윤 이래로 입후를 통해 근근이 이어져갔던 귀주봉사는 정설 또한

142) 연려실기술 권12, ｢宣祖朝故事本末｣; 星湖全集 권58, ｢晉安尉柳公神道碑銘-幷序
｣

143)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입후를 청원해야 했지만, 아들 내외가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경윤이 죽은 아들 내외를 대신하여 손자 항렬을 입후하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이
러한 조부에서 손자로의 계승은 ‘嫡孫承重’으로 정의될 수 있다. (고민정, 2014 앞의
박사학위논문, 160-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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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후로 요절하게 되면서 종사가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다.144) 다음의 <표

3>은 당시 진안위 후손가의 계보이다.

경윤-묵-정설로 진안위의 종통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승계라면 정설에게 후사를 들여 귀주의 봉사를 이어가야 했다. 더군다나

정설의 처이자 당시의 종부인 許氏는 생존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후의 상황은 묵과 정설이 파양되고, 경윤의 양자를 새로이 들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경윤의 처 洪氏가

있었다. 홍씨는 1746년(영조 22) 상언을 통해 정설의 조카 항렬 중에는

후사로 삼을만한 자가 없다고 하면서 남편의 11촌 조카 爟을 경윤의

후사로 들이게 해달라고 청했고,145) 이는 영조의 윤허를 받았다. 이미

사망한 묵과 정설이 파계되어 본가로 돌려보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만으로도 시조모 홍씨와 종부 허씨의 갈등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정설이 사망한 후에 고부간에 이견이 있어 서로 언성이

높아졌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146) 입후 주도권을 둘러싼 시조모

144) 승정원일기 영조 29년 6월 14일(무술)
145) 위의 글, “禮曹判書洪鳳漢所啓, 宣廟朝駙馬晉安尉柳頔, 嫡長曾孫慶胤無後, 以其同生
弟之子默爲後矣, 默又無子, 而夫妻俱歿, 慶胤又取默之七寸姪庭說, 爲默之養子, 其後慶
胤身死, 庭說服承重喪, 又無子而夭歿, 柳家不立庭說之後, 謂以庭說子行, 無可繼之人, 而
貴主奉祀, 將至廢絶, 遂呈上言, 其養子默及養孫庭說兩代, 無端罷養, 改以慶胤十寸之子
爟, 爲養子云.”

146) 위의 글, “當初柳家, 更議立後時, 姑婦異議, 辭說互騰.”

<표 3> 진안위 유적 후손가의 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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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와 종부 허씨 간 갈등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홍씨는 자신에게

양자를 새로 들이고자 일을 도모하였고, 허씨는 종손인 남편에게 양자를

들여 종부의 지위를 이어가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유씨 종중의 문장을

포함한 종인들은 홍씨와 허씨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147) 이는 종가의 후사를 들이는 문제에 있어 여성들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결국 시조모 홍씨의 뜻에 따라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허씨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허씨는 몇 년이 지난 1753년(영조 29)에

상언을 통해 다시 문제를 제기하였다.148) 종손인 정설의 파양은 곧

허씨의 종부로서의 지위 박탈과 위태로운 입지를 불러왔을 터, 허씨는

상언에서 倫紀를 강조하고 匹婦로서의 원통함을 적극 호소하면서 그

남편의 후사를 세워 진안위의 봉사를 다시 이어가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149) 허씨가 상언을 올린 시점은 시조모 홍씨가 사망한

이후로, 그는 홍씨가 사망한 이후에야 비로소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정의 논의에서 대부분의 대신들은 홍씨가 후사로 세운 관은

파양하고, 묵과 정설은 다시 경윤을 잇게 하여, 허씨로 하여금 정설의

후사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부자의

147) 당시 홍씨가 올린 상언과 관련하여 예조가 유씨 가문의 문장에게 일을 묻자, 柳慶
種은 홍씨의 입후가 부득이한데서 나왔다고 하면서 홍씨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묵과 정설이 이미 입후되었으니 倫序를 다투는 우환을 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처럼 문장의 말이 불분명하여 예조에서 처리하기 어려워 오래도록 결정하지 못했다
고 한다. (위의 글, “該曹問于其門長, 則幼學柳慶種呈單內, 今此洪氏之欲別爲立後, 雖
出於萬不得已, 然默之兩世, 果或立後, 則倫序爭競之患, 未保其必無者, 果如大臣獻議中
所慮, 則似此莫重之事, 私門安敢以一人一言, 有所硬定乎. 自朝家歸一處置, 然後私家奉
而遵行而已. 至於庭說姪行有無, 目今爲庭說十四寸兄弟行者, 數人有之, 皆無長成生子之
人. 若又廣覓遠宗, 則或有與否, 未能詳知, 惟在本曹商量處分云云. 門長之言, 甚不分明,
故該曹難處, 經年未決矣.”)

148) 승정원일기 영조 29년 5월 21일(병자)
149) 승정원일기 영조 29년 6월 14일(무술) “今者庭說之妻, 又爲上言, 沒其中間默還歸
本宗之狀, 又不言庭說姪行到今有可立後者與否, 而泛請俾正倫紀, 以暴匹婦之冤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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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륜이 이미 정해졌으면 결코 경솔히 끊을 수 없는 것인데, 애초에 묵과

정설 兩代를 무단으로 파양한 것은 법례에 크게 어긋난 조치였다고 입을

모아 비판하였다. 묵은 경윤에게, 정설은 묵에게 부자와 조손이라는

倫義가 이미 정해졌고, 또 종손으로서의 역할도 다 했는데, 사망 이후에

황급히 파양한 것은 매우 경솔한 조치였다는 것이다.150)

영조는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관은 본종으로 돌려보내고, 묵과 정설은

종가로 還繼하여 정설의 처로 하여금 입후 봉사를 하도록 하였다.

시조모 홍씨와 종부 허씨의 갈등에서 종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와

동시에 영조는 倫序가 중한데도 집안의 난리를 관망하기만 했던 문장의

죄를 다스리도록 하였다.151)

이후 허씨는 남편의 26촌 형의 아들을 후사로 들이는 입안을

발급받았다. 상당히 먼 촌수의 조카를 들인 것에 대해서는 귀주봉사는

일이 시급하여 어린 자를 취하는 것은 곤란하고, 장성한 자를 구하려니

먼 친족에게서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였다.152) 결과적으로 허씨는

파양된 남편의 계후를 다시 성사시키면서 종부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관련 논의에서 영중추부사 김재로만이 허씨의 입후를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했는데, 그의 논의에서 주목되는 점은 묵이 파양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묵의 파양은 생가 누이 柳氏의 상언에 의한

것이었다. 묵의 생부 慶弘은 양부의 아우였다. 묵은 경홍의 독자로

원칙상 입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했지만, 종가의 절사를 막기 위해

150) 승정원일기 영조 29년 5월 21일(병자); 승정원일기 영조 29년 6월 14일(무술);
晉菴集 권5, ｢晉安尉奉祀孫立後議｣

151) 승정원일기 영조 29년 6월 14일(무술) “傳曰, 倫序至重, 豈若是紊亂乎. … 爟則歸
本宗, 默與庭說還繼, 而往者禮曹之無端許爟代立, 已涉非矣, 而默之歸本宗, 亦涉不察. 其
中有已故重臣, 雖不飭身, 爲門長觀望其亂, 推托該曹, 人皆若此, 國何以信門長而正倫序
乎. 令該曹科治, 亦令禮曹, 問于庭說妻, 其後卽爲立案成給, 以繼奉祀以聞.”

152) 승정원일기 영조 29년 12월 11일(신묘); 별계후등록 권9 70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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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형에게 입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관이 경윤의 양자로

입후되고 난 후인 1749년(영조 25), 묵의 누이 유씨가 자신의 아버지

제사를 맡길 데가 없으니 이미 사망한 묵을 본가로 귀종시켜 그에게

후사를 들여 아버지의 제사를 받들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대로

시행되었다.153) 김재로는 묵의 파양은 생가가 절사에 처하면

파계귀종하라는 법에 의거한 것이니 무단으로 파양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이미 묵을 귀종시켜 그에게 입후하여 생부의 제사를 잇게

하였다면 고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지점은 혼인한 여성이 친정의 후사나 제사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조선후기에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시집간 딸이 친정 부모의 절사를 막기 위해 입후를 대리 청원한

사례들이 많았는데, 특이점은 사위의 청원보다 딸의 청원이 월등히

높았다는 것이다.154) 딸이 단순히 입후를 대리 청원한 경우들 뿐 아니라,

위 사례처럼 친정아버지의 제사를 위해 이미 출계한 형제의 파계귀종을

청한 여성, 친정의 가계계승이 다른 족인으로부터 탈종 위협을 당하자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여성들이 존재했다.

일례로 1748년 유학 柳萬華 처 金氏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김씨의

친정 부모 생시에 장남 衡祐 내외가 무후로 사망하자 부모님은 차자의

둘째 喜乭을 키워서 장남의 계후자로 삼고자 하였다. 그런데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김씨가 대신 희돌의 입후를 청원하려 할 때, 김씨의 4촌

衡一이 갑자기 자신의 아들을 형우에게로 입후시켜 승중을 꾀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김씨는 원통함을 표출하며 부모 생시에 키운 혈손인

153) 승정원일기 영조 29년 6월 14일(무술) “又其後己巳年, 默之本生妹李匡煥妻上言,
以默之生父慶弘, 只有一子默, 而其兄慶胤無嗣, 故取默爲後, 竝奉兩家祀矣. 今默, 旣爲班
祔, 則慶弘之祀, 將無可付之地, 乞依法典, 許令默罷養歸宗, 俾得立後, 以繼其父將絶之祀
云, 則禮判柳儼, 覆達依施矣.”

154) 고민정, 2014 앞의 박사학위논문,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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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돌을 봉사손으로 삼고, 형일의 탈종하려는 죄를 엄하게 다스려 줄

것을 호소하는 소지를 올렸다.155)

이렇듯 조선후기에도 기혼 여성들은 친정의 가계계승에 관심을

지니면서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응했는데, 그 바탕에는 그들도

여전히 친정 가문의 구성원이라는 의식이 있었다. 이는 17세기 말 유학

趙持元의 처 草溪 鄭氏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씨는

조선중기의 문신 鄭曄(1563∼1625)의 증손녀였다. 정씨는 친정 가문의

제사가 무책임하게 달아난 양동생에 의해 단절될 위험에 처하자 자신이

임시로라도 가문의 신주를 돌볼 수 있게 해줄 것을 청원하면서, 자신이

정엽의 남아있는 유일한 직계 혈손임을 강조하였다.156) 이처럼 기혼

여성들이 친정의 가계계승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모습들은 흔히

‘시집살이’로 축약되는 조선후기 부인들의 삶, 즉 시집에 종속되어

친정과는 거의 단절된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는 통념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157)

155) 별계후등록 권9 12b-13a.
156) 1689년 유학 趙持元의 처 草溪 鄭氏가 올린 한글 소지에 따르면, 정씨의 친정아버
지가 무후로 사망하여 鄭日宰가 양자로 입양되었는데, 정일재는 극도로 무책임하여
계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 그는 방탕하여 상속받은 가산을 모두 탕진하
였다. 게다가 呂必周라는 자에게서 많은 돈을 빌렸는데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가옥
마저 여필주에게 넘어가고 말았다. 그러자 정일재는 신줏단지를 버려두고 무책임하게
사라져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씨는 자신이 정엽의 남아 있는 유일한 직계 후손
임을 강조하면서 정일재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가문의 신주를 돌볼 수 있도록 허락
해달라는 소지를 올렸다. 예조는 정씨의 원통함에 동조하면서 가문의 제사를 자기 재
산으로 지내려는 정씨의 노력은 칭송했지만, 딸이 신주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는 종손
을 방해한다는 혐의가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씨의 바람이 이루어졌는지
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1708년 정일재를 파양하고, 문관 鄭啓章을 정엽의 새로운
봉사손으로 정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숙종실록 권46, 숙종 34년 8월 20일) 이 때
정일재의 파양을 주도한 인물이 정엽의 외손들이었던 것으로 보아 정씨의 영향력이
개입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나 확실하지는 않다. 정씨가 올린 한글 소지에 대해서는 안
승준, 1999 ｢1689년 정씨부인이 예조에 올린 한글 소지｣ 문헌과 해석 가을호 참조.

157) 하여주는 2019 ｢조선후기 양반여성의 친정가문 일원의식 고찰｣ 朝鮮時代史學報 
89에서 17세기∼20세기 초 양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묘지문‧제문‧행장류 분석을 통해
딸과 며느리의 경계에 있었던 조선후기 여성들의 친정가문 일원의식을 고찰하였다.
이에 따르면 여성들이 시집에서 孝婦로서 복무한 대가로 받은 권리와 (시)어머니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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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 본 사례들은 이종과 다시 되돌림, 입후와 재입후, 파계

와 환계 등 상층 가문의 복잡한 가계계승 양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과

정에서 종부의 위치에 있었던 여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깊이 개입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이 여성들은 모두 집안 어른에 의한 이종 혹

은 종손의 파계로 인해 종부로서의 지위 박탈이라는 위태로운 상황을 경

험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국가에 문제제기를 하였

고, 그 결과 잠시 잃었던 종부의 지위를 다시금 획득하게 되었다. 차자로

의 이종과 종손의 파계는 앞서 살펴본 탈종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지배층

이 추구해 나간 종법적 가계계승 질서에 어긋나는 승계방식이었다. 결과

적으로 이 여성들은 종법적 가계계승 질서를 확산시키는데 있어 일정한

기여를 하였던 것이고, 그 대가로 안정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3) 첩자 계승

종가에서의 첩자계승은 종부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

로 작용했다. 조선시대 첩자계승은 경국대전 단계에서부터 법적으로

인정된 계승형태였다. ｢봉사｣조에서는 ‘적장자가 무후하면 중자가, 중자

가 무후하면 첩자가 봉사한다’고 하였고,158) ｢입후｣조에서 규정한 입후할

수 있는 자의 요건은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는 자’였다.159) 이는

적자는 물론 첩자까지 없어야만 입후를 허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

누린 권력은 친정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 연구에서
다룬 일부 기록 가운데 친정부모 사후 형제가 없는 경우에 여성들이 직접 상장례와
제사를 주관하거나, 친정 가문의 후사를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던 모습들이 나타
난다는 점이 주목된다.

158) 경국대전 禮典 奉祀 “若嫡長子無後, 則衆子, 衆子無後, 則妾子奉祀.” 중자에게도
후사가 없어야 첩자가 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의 확립 배경에 대해서는 정긍식, 1996
앞의 박사학위논문, 174～175쪽 참조.

159) 경국대전 禮典 立後 “嫡妾俱無子者, 告官, 立同宗支子爲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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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부터 서얼층에 대한 과거 응시 제한과 限品敍用 등의 제도적인 차별이

가해지면서,160) 첩자에 의한 봉사를 기피하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었다.

서얼에 대한 청직 임용이 제한되어 있는 조선 사회에서 첩자로 집안의

대를 잇는 것은 가문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적장자에게 첩자만 있는 경우에 동생의 아

들에 한해서 후사로 삼기를 원하는 자는 들어주고, 자신과 첩자가 별도

의 일파가 되고자 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보충조항이 마련되었다.161) 이

에 따라 첩자는 자기 제사만 받들게 하고, 선대의 제사는 次嫡에게 옮겨

받들게 하는 방식이 선호되기도 하였다.162) 실제로 조선후기에는 이러한

방식이 사대부가의 관행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

었고, 조정에서는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이 관례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163)

이처럼 조선시대 첩자의 가계계승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방향으

로 전개되었다. 첩자가 있어도 적자를 입후하여 가계를 이어가게 하려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17세기 이

후 여러 가문들의 입후 청원에서 나타나며, 이들은 왕의 특별한 허가에

의해 용인되었다.164) 또 경국대전에서는 첩자만 있는 경우 동생의 아

들에 한해서 입후를 허락했지만, 후기로 갈수록 법전에서 규정된 대상보

160) 배재홍, 1998 ｢朝鮮時代 庶孼 差待論과 通用論｣ 복현사림 21(1), 1026-1034쪽.
161) 경국대전 禮典 奉祀 “嫡長子只有妾子, 願以弟之子爲後者聽, 欲自與妾子別爲一支,
則亦聽.”

162) 明齋先生疑禮問答 권1 宗法 “人家或有以妾子奉祀者, 或有舍妾子而立後者, 或有以
妾子只奉己祀爲一支, 而祖以上祀, 則移奉於次子者, 惟在其家長之處置而已. 然有妾子,
則不立後以妾子奉祀者, 禮之正也, 下二款, 則國俗也.”; 김장생의 아들 愼獨齋 金集
(1574∼1656)은 서자에게 자기 봉사를 지내도록 하면서도 종통은 次嫡에게 이종했다.
김집의 사례는 서자의 종법적 지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서자는 아버지에
대한 봉사 권한만 갖는다는 근거로 작용하였다.(김윤정, 2011 앞의 박사학위논문, 142
쪽)

163) 별계후등록 권5 53a (1691년)
164) 고민정, 2014 앞의 박사학위논문,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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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허용대상이 넓어졌다.165) 이는 첩자에 의한 가계계승을 기피하는 사

회 흐름과 궤를 함께 한다. 더군다나 격이 높은 가문일수록 그 자손과

일족이 사회적 지위가 낮은 첩자로 봉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

다고 보았다. 일례로 17세기 후반 李穆(1471∼1498)의 후손들이 첩자만

있어 입후를 요청하자 조정에서는 고조 이목은 先賢으로 충현서원에 배

향되었고, 증조 李世章은 청백리로 현록되었으니, 국가에서 선현과 청백

리를 대우하는 것은 여타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면서 입후를 특별히

허가해주었다.166) 적장자손에 의한 종통 계승을 중시하는 종가의 경우라

면 그 격을 지키기 위해 첩자계승을 기피하는 경향이 더욱 강했을 것이

다.

그러나 첩자 또는 계후자에 의한 가계계승은 해당 가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167) 입후를 선호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첩자로

가문을 계승하게 하려는 현상은 지속되었다. 첩자계승은 법적으로 인정

된 권리였기 때문에 별도의 허락이나 입안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었지

만,168) 첩자의 계승권이 적손에 의해 침탈되어 봉사쟁송으로 확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자 이를 보호하고자 국가에 承嫡立案을 요청하는 모습들

도 나타나게 되었다.169)

165) 고민정, 2016b ｢17세기 입후의 요건과 첩자계승｣ 한국학 39(3), 188쪽.
166) 별계후등록 권3 (1679년) (고민정, 위 논문, 182쪽 재인용)
167) 明齋先生疑禮問答 권1 宗法 “人家或有以妾子奉祀者, 或有舍妾子而立後者, 或有以
妾子只奉己祀爲一支, 而祖以上祀, 則移奉於次子者, 惟在其家長之處置而已.”

168) 예조의 승인을 받아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었던 입후와 달리 서자를 승중자로
격상시키는 일[承嫡]은 관의 인가가 필요 없는 행위였다. 그러나 법의 보호 없이 상당
한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젊은 서자는 후계자 자격을 빼앗길 위험을 안고 있었다. 이
런 위험은 승적에 대한 국가의 재가를 받으려는 청원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에 반영되
어 있다.(마르티나 도이힐러, 2018, 앞의 책, 493-497쪽.)

169) 承嫡은 서자로서 적자가 되어 가계를 계승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은 적서구분을 중
요시하여 첩자를 계승자로 정한 후라도 적자손에 의해 그 계승권이 침탈당하는 경우
가 빈번하였다. 이에 계후자가 국가로부터 계후입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첩자가
가문을 계승할 경우 承嫡立案을 받아 그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였다. 별계후등록에
는 17세기 중후반과 18세기 중엽, 국가에 첩자의 승적을 요청한 사례들이 보인다. 이
에 대해서는 고민정, 2016b 앞의 논문, 188-190쪽 참조. 일찍이 박병호는 1843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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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7세기 이후에도 첩자의 가계계승을 옹호하는 논설들이 존재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明齋 尹拯(1629∼1714)은 가계계승이 가문의 재량

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면서도, 첩자가 있다면 그가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 예의 바른 도리라고 보았다.170) 홍직필은 예설에서 적서구별

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없는 족인을 양자로 들이

기보다는 핏줄이 직접 닿아 있는 서자를 후사로 세우는 것이 국법에서도

허락하는 바이고, 예경에도 근거가 있는 바이며, 인정에도 부합하는 바임

을 들어 그 타당함을 밝혔다.171) 정약용은 庶子承統은 천리라고 주장하

면서, 첩자가 있는데도 입후하는 것은 천륜을 상하게 하고 인간의 도리

를 깨뜨리는 것임을 지적하였다.172) 실제 가계계승 분쟁 사례들에서도

첩자계승이 입후로 자연스럽게 대체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운 모습들이 나

타나는데, 그 과정에서 가문 내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등 상당한 긴장

과 갈등이 수반되었다.173)

이와 관련된 갈등 가운데 입후를 도모했던 적처와 첩자계승을 도모했

던 첩 사이의 갈등이 주목된다. 일반 사대부 가문에서는 첩자를 후사로

삼으라는 남편의 유언을 저버리고 입후를 추진한 적처의 모습들을 확인

할 수 있다.174) 적처의 입장에서는 입후를 통해 양자를 들이는 것이 첩

1894년 사이의 입후와 승적을 기록한 收養承嫡日記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의하면,
52년 동안의 입양과 승적의 총 건수는 776건으로, 승적건수가 입양 건수보다 157건이
더 많았다. 특히 고종연간에는 승적건수가 입양건수의 3배에 달했는데, 이에 대해 박
병호는 19세기 말 혈육인 서자를 후사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음을 보여주
는 동시에 당시 사회가 무질서하여 서얼을 구실 삼은 상속재산의 침탈이 심했던 사회
상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승적건수는 전라도와 평안도에서 특별히
많았으며 경상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에 대해서는 박병호, 1974 앞의 책,
383-385쪽 참조.

170) 明齋先生疑禮問答 권1 宗法
171) 梅山先生禮說 권1 通禮·宗法 ‘庶子承嫡’. 이영준, 2017 앞의 논문, 155쪽.
172) 喪禮四箋 권11, ｢喪期別｣ 권6 “庶子承統, 天理則然, 而我邦卑庶太甚, 雖才德竝隆,
不許淸官, 於是庶子盈庭, 而必取族人之子, 以爲人後, 傷天彝而斁人紀, 未有甚於此者也.”

173) 고민정, 2016b 앞의 논문, 196쪽.
174) 승정원일기 현종 8년 5월 13일(병진); 별계후등록 권1 55a. 17세기 중엽 申景洙
의 처 柳氏는 첩자를 후사로 세우라는 남편의 유언을 저버리고 먼 족인의 아들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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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서자와는 확실한 차별성을 가지면서 시집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

히 하는 방법이었다.175) 더군다나 종가의 종부에게 있어 이 문제는 첩에

대해 적처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것을 넘어, 종가의 맏며느리 지위를 지

키는 문제와 관련되었다. 물론 종가의 경우에 첩자계승의 사례를 찾아보

기란 쉽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이 격이 높은 가문일수록 첩자계승을 기

피하는 경향이 더욱 강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한 불천위

종가의 종부가 첩자계승과 관련하여 분쟁을 빚었던 사례는 주목할 만하

다.

崇善君 李澂(1639∼1690)을 받드는 종가의 일이다. 숭선군 이징은 인

조의 서자로, 1648년 申翊全의 딸 平山申氏와 혼인하였고, 슬하에 2남 4

녀를 두었다. 장남 東平君 李杭은 1687년 숙종의 특명으로 혜민서 제조

가 되었고, 여러 차례 동지사, 주청사, 사은사 등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701년 신사의 옥이 일어나 희빈 장씨가 사사되었는데, 이항은 평소 장

씨 일가와 친하게 지내면서 사건에 연루된 죄로 절도에 유배되었다가 사

사되었다. 이항의 장남이 바로 潘陽都正 李炤(1686∼1739)였다. 숙종은

평소 당숙인 이항을 신임하고 아꼈기 때문에 전례를 깨뜨리고 그의 아들

이소에게는 연좌율을 적용하지 말라는 특명을 내려 멸문지화를 면하게

하였다.176) 이소에게는 정실부인이자 종부 蔚山朴氏, 양첩 莫禮, 천첩 草

貞이 있었다. 초정은 본래 숭선군의 방자 나인으로서 소의 첩이 된 인물

사로 취했다가 일이 밝혀지자 입후가 취소되는 판결이 내려졌다.
175) 서자에 의한 가계계승을 우려하여 서둘러 입후를 추진했던 적처의 모습은 이미 16
세기 중엽 李彦迪의 처 咸陽朴氏에게서 보인다. 이언적이 중종의 계비를 폐출하려 했
다는 음모에 연루되어 江界에 유배되었을 때, 그 처 박씨가 이언적 집안을 대표하여
입후를 주도했다. 박씨는 李全仁이라는 인물이 이언적의 서자로 판명 나자 서둘러 남
편 친족과 의논하여 남편 從弟의 아들 중에 李應仁을 양자로 삼았다. 그리고 바로 자
신의 조카딸과 응인을 혼인시켰는데, 이는 자신 소유의 재산이 남에게 가지 않고 집
안의 혈족에게 상속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부인의 재산권이 상대적으로 강
했던 조선중기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이순구, 2015 앞의 논문,
58-61쪽 참조.

176) 숙종실록 권35, 숙종 27년 11월 8일(신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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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77) 박씨와의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고, 다만 양첩자 城과 堡, 천

첩자 仁命과 景命을 두었다.

1739년 이소가 사망한 직후에 종부 박씨는 남편의 16촌 동생의

둘째아들 李坰을 계후자로 삼게 해달라는 소지를 올렸고, 예조에서는

양가의 동의 및 문장의 동의를 확인하여 계후입안을 발급해 주었다.178)

그런데 당시 박씨는 20여 년 동안 남편에게 소박을 당한 상태였기에,179)

남편이 사망한 직후에 돌아와서 입후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소가

살아 있을 때에 박씨를 소박하고 천첩인 초정에게 가사를 전담시켰다는

것으로 보아,180) 이소는 천첩인 초정을 가장 애정하고 아꼈던 듯하다.

이소 사망 후에 박씨가 서둘러 돌아와서 ‘기어코’ 입후를 진행했던 것은

숭선군 가문 종부로서의 입지를 되찾기 위한 의지의 산물일 뿐 아니라,

종가의 제사를 받드는 일은 체모가 중요하므로 천첩의 소생으로 승적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181) 남편의 관심을 독차지한 인물은

초정이었으므로 천첩인 초정의 소생이 봉사손이 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초정의 자녀들은 천첩 소생이라도 종친 시마 이상친의 첩자녀였기

때문에 천인이 아닌 양인으로 간주되었고,182) 따라서 별도의 속량 과정

없이 승적이 가능했다.

그런데 종부 박씨만큼이나 초정도 자신의 아들을 통한 제사승계에

관심을 가진 듯하다. 박씨에 의한 입후가 인정되고 몇 년 후에 초정은

이경의 파양을 요청하기 위해 신문고를 치거나,183) 얼굴을 가린 채

177) 영조실록 권76, 영조 28년 4월 18일(기유)
178) 1739년 李炤 妻 蔚山朴氏 繼後立案 (공주 전주이씨 숭선군파 종가 전적)
179) 영조실록 권76, 영조 28년 4월 18일(기유)
180) 영조실록 권76, 영조 28년 4월 19일(경술)
181) 영조실록 권76, 영조 28년 4월 19일(경술) “坰供, … 臣養母以爲奉祀體重, 不可以
賤産承嫡, 必欲立後.”

182) 경국대전 刑典 賤妻妾子女 “宗親緦麻以上外姓小功以上親賤妾子女, 竝從良, 無贖身
立役.”

183) 영조실록 권76, 영조 28년 4월 19일(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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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시 제조 密昌君 李樴(1677∼1746)184)의 집에 단자를 올리는 등,

아들의 승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이에 이직은 조정에서 처리할

일이고 종부시에서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초정은 중문에 서서

반나절을 버티다가 겨우 돌아갔다고 한다.185) 초정으로서는 20여 년

동안 소박당한 적처 박씨가 돌연 나타나서 동종의 다른 인물로 입후를

추진한 것이 꽤나 당혹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박씨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아들을 승적시켜 가계계승을 이어나가게

되었을 터이니 말이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1746년(영조 22)에는 초정의 아들들이 창경궁

춘당대 아래에 엎드려 호소하는 일이 있었다.186) 이에 대해 驪善君

李壆은 그들이 감히 奪嫡의 뜻을 품고 상언과 격쟁을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뜻이 극히 외람되다고 비난하였다. 이어서 서자로서

적자를 능욕한 죄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선군은 이소의

친조카 되는 인물이다.187) 이들의 논의에 앙심을 품고 초정은

1752년(영조 28) 여선군을 무함하는 내용의 투서를 작성하는 데

가담하기에 이르렀다.188)

투서 사건은 이소의 이종사촌 되는 인물인 李亮濟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양제는 바로 초정과 그의 아들들 배후에 있던

인물이었다.189) 수년전 초정의 아들들이 땅에 엎드려 호소한 일은

184) 선조의 일곱째 아들인 仁城君의 증손이다.
185) 승정원일기 영조 28년 4월 23일(갑인) “樘曰, 極爲奸惡矣. 年前稱以炤之少室, 蒙頭
呈單于小臣兄家, 而辭意則破養事也. 臣兄以朝家處分之事, 非宗簿所可知言之. 厥女立於
中門, 半日相持, 臣兄則敬而遠之.”

186) 승정원일기 영조 22년 윤3월 4일(경자)
187) 위의 글.
188) 영조실록 권76, 영조 28년 4월 17일(무신) “亮濟供, 臣果以私嫌陷人惡逆, 更無可達
矣, 驪善君不善奏達於炤子伏地時, 使炤之子孫, 不得支保, 故深懷悲痛, 投書中欲驅驪善
於極惡之科, 而有躍然等語矣.”; 영조실록 권76, 영조 28년 4월 19일(경술) “坰供…其
母日月, 做出駭惡之事, 如是不順, 故發惡之際, 亦以爲某年伏地事, 爲驪善沮格不成, 甚矣
驪善之巧惡也, 用心如此, 故其所殘敗如彼云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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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의 지휘를 받은 것이었다.190) 이소가 유배지에 있을 때191) 양제에게

서신을 보내 자신이 죽은 뒤에 고향에서 장례를 치러 줄 것과 후사를

세워 줄 것을 부탁할 만큼 이소와 양제는 친밀한 사이였다.192) 특히

이소가 초정을 각별히 아꼈던 만큼, 양제는 이소의 부탁을 받아 초정의

아들들을 어릴 때부터 글을 가르치면서 돌봐주었다.193) 더 나아가

양제는 이소의 부탁이라며 천첩소생을 승적시키고자 하였는데, 바로

여기서 양제와 초정의 이해관계가 합치하게 된다.

한편, 초정과 대립각을 세웠던 박씨 편에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양제의 동생 經濟이다. 경제는 박씨의 ‘私人’194),

‘差人’195)이라고 표현되는 인물로, 박씨가 입후를 추진할 때 경을 주선해

주면서 도움을 준 인물이었다.196) 양제와 경제는 형제지간이면서도 각각

다른 입장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197) 여기서 살필 수 있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外族인 양제와

경제가 이소 집안의 가계계승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18세기의 한 가문이 부계친이 아닌 외족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이와 같이 갈등 구도가 선명했던 만큼 초정과 박씨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진술이 엇갈렸다. 초정에 따르면, 이소가 죽은 후 20여 년

189) 승정원일기 영조 28년 4월 18일(기유)
190) 승정원일기 영조 28년 4월 18일(기유) “而仁命·顯命之往年伏地, 亮濟之指揮也.”
191) 이소는 1728년(영조 4) 역적 이항의 아들인 이유로 절도에 유배되었다.(승정원일기

 영조 4년 3월 22일(임신); 승정원일기 영조 4년 4월 1일(신사)
192) 영조실록 권76, 영조 28년 4월 17일(무신) “亮濟供 … 臣與崇善之孫炤爲姨從, 炤
在謫時, 移書於臣, 使於身死後返葬, 立後, … ”

193) 영조실록 권76, 영조 28년 4월 18일(기유); 영조 28년 4월 19일(경술)
194) 승정원일기 영조 28년 4월 18일(기유)
195) 승정원일기 영조 28년 4월 19일(경술)
196) 영조실록 권76, 영조 28년 4월 18일(기유); 영조실록 권76, 영조 28년 4월 19일
(경술)

197) 영조실록 권76, 영조 28년 4월 18일(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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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소박 받은 박씨가 돌아와서 자기 母子의 의복과 집물, 전지 등을

모조리 빼앗고, 양첩 막례와 함께 자신을 쫓아냈다고 하였다. 초정은 그

길로 아이들과 함께 가평에 사는 양제의 집에 가서 몸을 의탁하여

살았다고 한다.198) 초정은 또 말하길, 자신의 자식 한 명이 죽었을 때

박씨에게 장례비용을 요청하는 노복을 보냈으나 거절하면서 쫓아냈다고

하였다.199) 초정의 진술을 따르면 박씨는 인정사정도 없는 매몰찬

정실부인의 이미지로 그려진다.

그러나 박씨의 양자인 이경의 진술은 이와 사뭇 달랐다. 경에 따르면,

이소가 사망한 뒤에 박씨는 초정에게 집을 마련해 주고 보령에 있는

전토도 주면서 한결같이 초정의 뜻대로 하여 분가시켰다. 그리고 오히려

양제가 초정 아들의 교육을 위해 그 집에 머물렀다고 하였다.200) 이경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박씨는 첩에게 토지와 집을 마련해 주면서 최대한

첩과의 분쟁을 피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초정과 경의 진술이

상반되지만, 경의 진술이 더욱 자세하고 전후 맥락에 부합하는 점,

그리고 이후에 초정의 진술이 거짓으로 탄로 난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경의 진술이 사실에 더 가까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경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계해년[1743]에 경명의 어미[초정]가 신문고를 쳐서 신의 파양을

청하여 예조에 내렸으나 오랫동안 미결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양제가

식량과 잡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명의 어미를 사주하여 보령의

198) 영조실록 권76, 영조 28년 4월 18일(기유) “己未炤死, 其妻朴氏以二十年踈逐之身,
來到喪次, 臣之母子衣服什物田地, 盡奪而逐出. 而臣夫生時, 托孤於亮濟, 而亮濟間常率
往臣三子敎以文字, 故臣果率臣子, 往接於加平 亮濟家矣. … 臣夫又有一妾, 卽莫禮, 生
二子, 炤死後, 莫禮與臣一倂見逐.”

199) 위의 글, “臣一子死後, 始送亮濟家一奴, 請得葬需於朴氏, 則不給而逐送之.”
200) 영조실록 권76, 영조 28년 4월 19일(경술) “臣父死後, 臣母買給庶母之家, 且給保寧
田土, 一從其言析居, 而亮濟托以景明輩敎學, 留住景明之家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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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토를 다 팔도록 하고, 신의 양모에게 본문기를 내달라고

청하였으나 신의 양모가 그가 팔아서 써버릴까 걱정하여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또 날조하여 형조에 정소하였으므로

신의 양모가 결국 내주어 버렸습니다. 서모[초정]는 이로부터 발길을

끊고 신의 집에는 오지도 않았으며, 이어 집까지 팔고 이양제를

따라 가평으로 갔습니다. 지난 섣달에 신의 양모가 죽은 후에 경명

母子가 와서 전토와 노비를 나누어 주기를 청하였으나 봉사조의

재산만 있었기에 아직까지 나누어 주지 못하고 그대로 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201)

경의 파양이 뜻대로 되지 않자 초정과 양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가계계승 문제에 관여했던

배경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양제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초정에게 보령의 전토를 팔게 하고, 나아가

박씨에게서 토지 관련 문기를 기어이 받아내었다. 그리고 초정은 전토에

이어 집까지 팔고 양제를 따라 가평으로 가게 되었다.

투서에 대한 친국 과정에서 초정은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결국 “양자의

일로 원한을 품고 여선군을 무함하였다”고 자복하였다.202) 초정과

양제는 서로 편지를 왕래하면서 음모를 꾸몄고,203) 초정의 아들 경명이

중간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204) 이러한 음모 끝에 여선군을

201) 위의 글, “癸亥, 景明母擊鼓請罷養, 啓下禮曹, 久未決. 故亮濟爲其留糧與糜費, 嗾景明
之母, 盡賣保寧田土, 請其本文記於臣母, 臣母慮其賣用不給之, 則彼又搆呈刑曹, 故臣母
果爲出給矣. 庶母自此絶迹, 不來於臣家, 仍賣其家舍, 隨亮濟往加平. 去臘月, 臣母死後,
景明母子上來, 請分田民, 而只有奉祀條, 故姑未分柝, 仍爲同居.”

202) 영조실록 권76, 영조 28년 4월 19일(경술) “上曰, 草貞未免亂招矣. 更問, 草貞供,
臣含憾於養子之事, 果爲誣陷矣.”

203) 영조실록 권76, 영조 28년 4월 18일(기유); 영조 28년 4월 18일(기유)
204) 영조실록 권76, 영조 28년 4월 18일(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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惡逆으로 무함하는 투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205) 특히 이 투서에는

점술서, 기도문, 卜書 등 잡술서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고 하는데,206)

실제로 양제는 점책과 점돈[占錢] 등 점을 치는 일에 많은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207) 이러한 이유로 이 투서는 ‘妖書’라고 불리며 조정의

비난을 받았다. 다음은 영조가 여러 죄인들을 친국하면서 한 말이다.

무신년 이후로는 이번과 같은 妖書 사건이 있지 않았으니 내 생각에

는 저주가 있지 않았나 의심된다. 초정은 바로 이항의 며느리요, 이

소의 첩인데, 이항은 그 법을 중국에서 배워 와서 신사년의 변고가

있게 된 것이다. 이소가 아들을 이인명·이경명·이현명·이문명으로 이

름을 지은 것도 나라를 원망함을 잊지 않겠다는 뜻이다. 처음에는

이양제가 다만 4촌의 첩과 함께 음모를 꾸미지 않았으리라고 여겼는

데 이제 사실이 탄로되었으니, 이런 뒤에는 그 여타의 것은 알 만하

다.208)

영조는 이번 요서 사건으로 신사년(1701)의 변고를 떠올리면서 당시

이항이 일으킨 각종 저주와 흉모는 중국에서 배워왔을 것이라 하였다. 
승정원일기에는 바로 이어서 “초정이 반드시 이를 전수받았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209) 즉, 이번에 초정이 꾸민 요사스러운 술법

205) 승정원일기 영조 28년 4월 25일(병진) “天輔曰, 臣自初所疑有三. 前後之投書, 似出
二手者一也, 捕廳之納招, 容易承款者二也, 雖曰血誠, 草貞疾怨驪善, 而至爲此妖惡之事
者, 不近人情, 三也.”

206) 승정원일기 영조 28년 4월 23일(갑인); 승정원일기 영조 28년 4월 25일(병진)
“上曰, 其文書中多雜書云, 然耶. 聖應曰, 雜方書與祈祝祭文卜書甚多矣. 上曰, 大抵怪
矣.”

207) 영조실록 권76, 영조 28년 4월 21일(임자)
208) 위의 글, “戊申以後未有如今番妖書者, 予心疑其有咀呪矣. 草貞是杭婦炤妾, 而杭得其
法於中國而來, 有辛巳之變. 炤之子以仁明景明顯明文明爲名者, 不忘怨國之意也. 初疑亮
濟只以四寸之妾, 不可同作陰謀矣, 今果綻露, 如此之後, 其他可知也.”

209) 승정원일기 영조 28년 4월 21일(임자) “今此草貞, 必有傳授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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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아버지 이항에게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본 것으로, 초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역적 집안의 첩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전제되어 있었다. 위

사료에 등장하는 이소의 천첩자 이인명과·이경명, 이들의 동복형제 이현

명·이문명 네 명의 이름이 모두 조정 대신들의 이름과 같아서 괴이하다

고 여겨졌는데,210) 이에 대해 이소가 나라를 원망하는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명을 했을 것임이 지적되었다. 네 명의 대신들이란

이소의 절도 정배를 주장하며 배척했던 소론 계열의 宋寅明(1689∼

1746), 趙景命(1674∼1726), 趙顯命(1690∼1752), 趙文命(1680∼1732)을 지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211)

약 7일 동안 행해진 친국 과정에서 양제와 초정은 물고되었고,212)

초정의 아들들은 모두 섬에 정배되었다.213) 박씨의 양자 이경에

대해서는 고한 내용이 진실 되고, 사건에 관계된 일이 없으며, 또 왕자의

제사를 받드는 봉사손이기 때문에 특별히 놓아 보냈다.214) 이 사건에

대해 사관은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대체로 이 옥사는 극히 요사스러웠다. 일이 투서에서 발단하였는데

그 공초에 나온바 저주와 흉물을 묻은 등의 정상과 나라를 원망하고

사람을 무함한 말들이 여러 죄인의 공초 중에서 모두 나왔었다.

그러나 임금이 문목 이외의 고발은 모두 쓰지 말라 하였고, 옥사가

극비에 부쳐지고 문자도 전하는 것이 없으니, 사람들이 자세한

210) 승정원일기 영조 28년 4월 18일(기유) “上曰, 坰則誰也. 泰紹曰, 炤之養子. 而炤之
妾子四人, 城與堡, 是良妾子, 仁命景命, 賤妾子也, 又有文命顯命, 皆景命同腹兄, 而炤死
後亦死云矣. 彦儒曰, 四人之名, 皆與大臣同名, 甚可怪也.”

211) 영조실록 권16, 영조 4년 3월 22일(임신); 영조실록 권22, 영조 5년 4월 30일(갑
진)

212) 영조실록 권76, 영조 28년 4월 22일(계축); 영조실록 권76, 영조 28년 4월 26일
(정사)

213) 영조실록 권76, 영조 28년 4월 26일(정사)
214) 영조실록 권76, 영조 28년 4월 19일(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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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막을 알 수가 없었다.215)

이 사례에서 본고가 주목하는 지점은 불천위 종가의 한 종부가

20여년을 소박맞은 후에라도 종부로서의 입지를 되찾기 위해 첩자계승에

대응하여 서둘러 입후를 추진했던 모습이다. 박씨는 첩에 대하여

적처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것을 넘어, 종가의 맏며느리라는 위치를

다시금 회복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서둘러 돌아와 입후를 추진했고,

결국 그의 뜻대로 일이 처리되었다. 박씨의 행위에는 경제적 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했던 듯하다. 조선에서 과부가 가산관리와 처분 등 집안

살림을 주관할 수 있는 권리는 대체로 아들이 있을 때에만 확보될 수

있었다.216) 박씨는 이경을 양자로 들여 ‘아들의 어머니’라는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남편 집안에 남겨진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다. 이는 박씨가 초정 등에게 집과 토지를 마련해주었다는 대목을

통해 알 수 있다. 초정의 아들인 경명이 첩자로서 이소의 대를 이었다면

박씨는 가산관리의 권한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217)

종가에서의 첩자계승은 그 체모상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었고, 이에

국가에서도 첩자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입후를 특별히 허락했다.

종부 박씨는 이러한 점을 이해한 위에서 ‘종가의 제사를 받드는 일은

체모가 중요하므로 첩의 소생으로 승적할 수 없다’는 논리로써 입후를

청원하여 설득력을 높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례에서는 아들의

승적을 위해 역모사건에 가담하는데 까지 이른 한 비첩의 적극적인

215) 영조실록 권76, 영조 28년 4월 26일(정사) “蓋此獄, 極其妖詐. 事發於投書, 而其供
辭所出, 咀呪埋凶等情節, 怨國誣人之說, 俱出諸罪人供中, 而上命問目外所告者, 竝勿書,
獄旣嚴秘, 文又不傳, 人莫得以知其詳也.”

216) 이미 조선전기부터 ‘남편의 부인’으로서 부부가 동등하게 가질 수 있는 재산권은 약
화되고, ‘아들의 어머니’로서 여성의 지위가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서는 조은,
2000 앞의 논문 참조.

217) 정지영, 2015 앞의 책, 266-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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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도 살필 수 있었다. 첩은 적처와는 또 다른 위치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가계계승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종부와 관련된 조선후기 가계계승 분쟁의 양상과 그 의미를

검토해 보았다. 남편을 여의고 아들도 없는 종부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입지 확보를 위해 집안의 가계계승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종부들이 연관된 가계계승 분쟁은 크게 입후를 둘러싼 주도권 분쟁과 탈

종, 이종, 종손 파양, 첩자계승 등 종부로서의 지위 자체를 위협하는 계

승방식과의 분쟁으로 나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종부들은 좋은 조건의 아들을 후사로 들이기 위해 養母로

서 생가와, 종손의 母로서 남편 종중과 갈등을 빚었다. 이는 기왕의 종부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다. 후자의 경우 종부들은 자신들의

지위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들에 대응하여 그 지위를 지키거나, 혹은 잃

었던 지위를 되찾기 위해 입후권을 행사하면서 고군분투했다. 종부의 지

위는 일반 사가의 맏며느리보다 훨씬 무게감 있는 자리였던 만큼, 종부

들은 관련 위협들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

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적장자계승 이외의 여러 계승 형태들

에 직면하여 지손, 시댁어른, 혹은 첩과 갈등하였고, 그 과정에서 종자와

지자의 구별 등의 종법적 논리를 구사하면서 자신들의 입후를 정당화하

였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집안에서는 적통을 지키

는 존재로, 사회적으로는 종법적 가계계승 질서의 확산에 기여, 협력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대가로 국가와 지배층의 보호와

존중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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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논문은 조선후기 종법적 가계계승 질서와 종부의 관계를 관련 예학

적 담론과 실제 종부들이 개입한 가계계승 사례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

다.

조선시대의 맏며느리는 그 개념과 역할, 지위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맏며느리를 칭하는 총부와 종부는 그 의미가 혼용되는 것으로

설명되고는 하지만, 총부는 총자의 처이고, 종부는 종자의 처로, 이들은

그 성격에 따라 엄밀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 조선에서 총부는 종법적

의미가 반영되지 않은 일반 맏며느리를, 종부는 종법적 의미가 반영된

종가의 맏며느리를 의미했다. 종부는 주로 종법질서가 심화되고 종가가

발달한 조선후기의 맏며느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조선의 사대부 사회

는 소종을 중심으로 한 주자가례식 종법을 수용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종

가를 고례의 종법에 따라 불천위를 모시는 집안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

다. 따라서 조선의 종부는 불천위를 모시는 집안 뿐 아니라 4대봉사 혹

은 그 이상의 제사를 지내는 집안의 맏며느리를 아울러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종법질서 이전 총부권의 내용을 이루었던 봉사권과 입후권은 종법질서

이후 종부의 권한으로 전환되었다. 이 때의 권한은 모두 적장자인 남편

이 사망하고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의 권한을 말한다. 총부권에서 종부권

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조선후기의 맏며느리들은 기존 권한의 축소를

경험했다. 봉사에 있어서 조선전기의 총부는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직접

남편과 선대의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조선후기의 종부는 입

후가 성사되기 전까지 임시로 주관하는 것만이 허용되었고, 이마저도 소

수의 사례로 나타난다. 또 입후에 있어서 총부는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 180 -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조선후기의 종부는 종중의 영향력 강

화로 인해 입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지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조선시대 맏며느리 권한의 변화는 후기로 갈수록 제사와 입양

에 가계계승의 의미가 강해지고, 가계계승 과정에 부계친족집단의 영향

력이 강해졌던 시대적 변화와 궤를 함께한다. 부계·남계 중심의 종법 질

서가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여성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

그렇지만 조선후기에도 봉사권과 입후권을 내용으로 하는 종부권은 축

소된 형태로나마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총부권의 지속과 단절로 이

해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축소된 범위 내의 종부권에 한해서는 종자

와 지자의 구분을 강조하는 종법적 논리 속에서 확고하게 보장된 측면이

있었다. 이는 종법적 구조에 의해 부여된 종부의 지위가 조선후기 맏며

느리들에게 전에 없던 의례적 권한을 부여한 것과 관련되었다. 후기로

갈수록 적장자인 종자의 위상이 강화되는 흐름과 함께 맏며느리들은 종

자의 처 및 주부로서의 의례적 권한을 부여받았고, 집안에서 족인들의

존중을 받는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특히 종자의 처로서의 위치는 조선후기 예학적 논의들에서 종부의 봉

사권과 입후권이 긍정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부인이 제사를 주관

하는 부인봉사는 16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하여 이에 대한 비판적 예론이

더욱 심화되는 17세기를 거치면서 점차 부정되어갔다. 부인은 봉사하는

의리가 없다는 유교 질서의 명제가 더욱 확고해진 것이다. 따라서 장자

인 남편이 사망하면 그 처가 남편과 선대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당연시

되었던 조선전기의 총부봉사와 달리, 조선후기 종부의 봉사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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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법적 제사의례를 중시했던 김장생과 송시열은 부인에게 봉사하는 의

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김장생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일어나

는 부인주제에 대해 근거가 있다고 보았고, 송시열은 그런 상황에서의

부인주제는 적통을 엄중하게 하는 뜻이 있다며 일정한 의미 부여를 했

다. 이들의 논의는 종법질서의 심화 속에서도 여성의 봉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를 최대한 예에 적합하게 행하고자 하는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부인의 봉사권과 관련된 논의는 19세기

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었는데, 특히 종손의 자리가 비어있는 경우 누

가 제주하고 상제례를 주관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들이 존재

했다는 사실은 상황이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종자의 처인 종부가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女主]

과 집안의 남자 친족이 섭행해야 한다는 입장[支攝] 간의 논쟁을 살펴보

았다. 종법에 따라 종자가 절대적인 지위를 지니고 제사를 주관해야 한

다는 점에서, 종자의 부인이 임시로 주제하든, 아우로 대표되는 지자가

임시로 주제하든, 모두 변례라는 점에서는 매한가지였다. 더군다나 부인

의 봉사와 지자의 봉사는 각각 여성이라는 신분적 한계와 지자에 의한

탈종의 가능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논쟁의 결과는 크게 지자섭사를 우선하는 입장과 부인주제를 우선하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대부분의 논자들은 지자의 섭사를 우선하는 입장에

서 부인주제는 상제례를 주관할 유복친의 남자 친족이 없는 아주 부득이

한 상황에서만 행해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부인은 봉사하는 의리

가 없다는 대전제와 함께 남녀의 바른 위치와 명분을 엄중하게 여겼다.

대표적으로 남당 한원진은 부인이 직접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신하가 군

주의 자리를 넘보고, 여성이 나랏일을 넘보는 것처럼 명분과 위계질서에

크게 어긋나는 일로 보았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지자의 탈종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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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내는데 상당한 고심을 하였다.

이에 반해 부인주제를 우선하는 입장은 남녀의 구분보다 종지의 구분

을 중시하고, 이를 통해 종통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에 있었다. 그리고 종

자를 통한 종통의 계승은 지자가 아닌 종자의 생존해 있는 처, 즉 종부

를 통해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다. 이들은 탈종의 우려가 있는

지자의 섭사보다 종자의 처를 통한 부인주제가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이들이 부인주제를 주장한 배경에는 부인에게 봉사하는 의리가 있

다거나, 종통과 관련하여 여성의 지위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인은

종통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지자 섭사에 비해서는 탈종의 위험이 없

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조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

로 이들의 논의 속에서 종부는 종자의 처로서 지자에 대응하여 종통을

지키는 위치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 조선후기의 부인주

제는 비록 임시적인 단계일지라도, 그리고 비록 예외적일지라도 쉽게 소

멸되지 못하고 19세기 중후반까지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종부의 입후권과 관련한 조선후기의 논의는 ‘兄亡弟及後 兄妻立後’의

문제, 즉 형망제급으로 아우가 종통을 이었는데 뒤늦게 형수인 맏며느리

가 입후를 하였을 경우에 누구를 봉사손으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를 중심

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논의에서는 대부분 종법을 중시하는 뜻에서

형망제급이 된 이후라도 종부의 입후를 통한 가계계승을 주장하였다. 부

인주제를 강하게 반대했던 논자들도 종부가 입후하여 종통을 이어야 한

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조선중기에도 총부의 입후권이 적장자를 통한 가계계승이라는 종법 원

칙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형망제급보다 우선시되는 논의들이 있었다. 그

러나 이는 형망제급을 주장하는 쪽에 비해 소수의 의견에 불과했다. 그

리고 당시 총부의 입후권은 종법적 논리보다는 총부권을 중시해오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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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국속을 함부로 고칠 수 없다는 이유가 더욱 강조되는 모습을 보였

다. 총부권의 또 다른 축을 이루었던 봉사권은 고려 이래의 제사 관행과

국속의 차원에서만 지지받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에 반해 조선후기 종부의 봉사권과 입후권 논의는 종법의 논리 속에

서만 이루어졌다는 중요한 차이를 보였다. 즉, 종법적 가계계승을 중시하

는 맥락에서 종자의 처라는 종부의 예적 지위와 그에 따른 역할이 강조

되었던 것이다. 총부에서 종부로의 전환을 거치면서 봉사와 입후 문제에

서 종부의 실제적 권한과 입지는 축소되었지만, 그 축소된 범위 내에서

의 종부권은 종자와 지자의 구분을 강조하는 종법의 논리에 의해 오히려

더 단단하게 지지받는 모습을 보였다. 후기로 갈수록 종자와 지자의 구

분이 엄중해지고, 지자의 탈종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종자의 처라는 종부의 위치와 그에 따른 역할은 지자로부터 종통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간주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예학적 담론의 분위기는 조선후기 종부와 관계된 가계계승 분

쟁과 그에 대한 국가의 처분에서도 확인된다. 남편을 여의고 아들도 없

는 종부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입지 확보를 위해 집안의 가계계승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종부

들이 있었고, 이 경우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었다. 종부와 관계된 분쟁은

주로 입후와 관련된 문제였다. 父가 사망하면 母가 대신 입후를 청하도

록 한 입후제의 원칙과 입후의 사회적 보편화는 남편을 여읜 조선후기

여성들이 입후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 및 역할을 일정 정도 보장해 주었

다. 특히 종부의 입후는 종가의 가계계승을 위한 종손을 세우는 문제와

관계되는 일인 만큼, 그 중요성은 일반 사족여성들에 비해 더욱 높았다

고 할 수 있다.

종부가 개입된 가계계승 분쟁은 크게 입후를 둘러싼 주도권 분쟁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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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로서의 지위 자체를 위협하는 계승방식과의 분쟁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종부들은 遠親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후사를 들이고자 생가

혹은 종중과 갈등을 빚었다. 먼저 종부들은 養母로서 생가의 거듭된 반

대에도 불구하고 좋은 조건의 후사를 들이기 위해 끈질기게 상언을 올려

국왕의 특명을 요구했다. 생가의 합의 없이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계

후입안을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은 국왕에 직접 상

언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가운데 일부 여성들은 거짓 상언을 올려서 입

안을 도출해내기도 했다.

본고에서 검토한 사례들에서 생가와 갈등을 빚은 종부들은 동시에 남

편 종중과도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종부라는 특성에서 비롯된

입후분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종부의 아들을 들이는 문제는 종중

에게는 곧 종통을 이어갈 종손을 들이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는 여성 개

인은 물론 개별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조선후기 종중의 발

달과 함께 입후와 관련된 사항은 종중 내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제도적인 절차를 따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본적으로 종중과 종부

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했다. 대부분의 경우 종부가 종중의 공론을 따르

는 모습을 보였지만, 간혹 양자의 이해관계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 갈

등은 불가피했다. 이들의 갈등은 주로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친족을

후사로 들이고자 한 종중과 촌수가 멀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후사를 들이

고자 한 종부 사이에서 일어났다. 즉, 더 좋은 조건의 후사를 들여 자신

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했던 종부들이 존재했던 것이다.

종부와 종중의 갈등은 경우에 따라서는 몇 해가 넘도록 끈질기게 지속

되었다. 그 과정에서 종부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다. 이 여성들은 종중 몰래 국왕에게 거듭 상언을 올리는 대담함

을 보이거나, 직접 대신의 집 앞에까지 가서 입후를 요청하는 등,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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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하는 입후를 성사시키고자 노력했다. 조선후기 가문의 중요한 결정

들은 종중 남성들의 주도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여겨졌던 통념과 달리, 종

부의 위치에 있었던 여성들이 입후에 영향력을 행사한 지점은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고에서 다룬 종부와 종중의 갈등에서는 모두 종부의 뜻대로 일이 처

리되었다. 국가의 처분에서 종부의 입후는 모자관계를 맺는데 있어 어머

니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 뿐 아니라, 종중에 의한 탈종을 경계

하기 위한 맥락에서도 옹호되었다. 이는 지자의 탈종을 경계하는 맥락에

서 형망제급에 우선하여 종부의 입후권을 강하게 지지했던 조선후기의

예학적 논의와도 상통한다.

입후를 둘러싸고 주도권 분쟁을 벌인 종부들이 있었다면, 또 다른 한

편에서는 탈종·이종·종손의 파양·첩자계승 등 종부로서의 지위 자체를

위협하는 가계계승의 여러 이변들에 대응하여 자신의 입지를 지키고자

고군분투했던 종부들이 있었다.

종손이 부재한 상황에서 종부에 대한 지자의 탈종 위협은 현실에서 빈

번하게 나타났다. 이는 종부가 종자의 처라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직

면할 수 있는 위협이었다. 종자의 처로서 종부가 살아있으면서 입후를

한다면 적장자의 종통은 끊어지지 않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지자의

탈종 위협이라는 상황에서 종부는 종자 계열을 대표하는 존재로 자리매

김하게 되며, 이에 따라 갖은 수모를 겪을 수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종

부들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였다. 이로

인해 탈종의 죄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에 국가는 그 죄를 엄중하게 다스

림으로써 종부의 지위를 보호해주었다. 종부는 지자에 대응하여 종법적

가계계승 질서를 지키는데 기여했기 때문에 지배층의 보호를 받을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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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들은 또 차자로의 移宗이나 사망한 종손 남편의 罷繼로 인해 종부

지위 박탈이라는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자 이에 대응하여 국가에 문제

제기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종부들은 종자와 지자의 구별 등 종법질서

에 부합하는 논리들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주장에 타당성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종부의 손을 들어준 처분으로 인해 종통은 적장에게로 다시 돌

려졌고, 여성들은 잠시 잃었던 종부로서의 지위를 다시금 획득하게 되었

다. 이에 종부들은 종가의 맏며느리이자 종손의 어머니라는 지위 및 그

에 수반되는 의례적 위상과 경제적 권익을 지킬 수 있었다. 차자로의 이

종과 종손의 파계는 지손의 탈종과 마찬가지로 국가와 지배층이 추구해

나간 종법적 가계계승 질서에 어긋나는 승계방식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여성들은 종법적 가계계승 질서의 확산에 기여, 협력하는 존재로 자리매

김하게 되었고, 그 대가로 안정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

들은 종부들이 당시의 지배적인 가계계승 질서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종가에서의 첩자계승은 종부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했다. 이와 관련하여 첩자계승을 도모했던 첩과 그에

대응하여 입후를 도모했던 종부의 갈등에 주목했다. 종부에게 있어 이

문제는 첩에 대해 적처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것을 넘어, 종가의 맏며느

리이자 종손의 어머니로서의 지위를 확실히 하는 문제와 관련되었다. 20

여 년을 남편에게 소박당했던 한 종부가 남편 사망 직후에 서둘러 돌아

와 입후를 추진했던 사례는 첩자계승에 대하여 종부가 얼마나 절실하게

대응했는지를 보여준다.

종부가 관계된 조선후기 가계계승 분쟁들은 남성 중심적, 부계집단 중

심적 시각에서 가려져 있던 가계계승과 여성의 관계를 드러내 주었다.

특히 남편을 여의고 아들도 없는 종부들이 자신의 생존과 입지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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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계계승 문제에 개입하고 있었

는지 살필 수 있었다. 종부들은 기왕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서

생가 혹은 종중과 갈등을 빚는 한편, 자신들의 지위 자체가 위협받는 상

황에 처하여 그 지위를 지키거나 잃었던 지위를 되찾기 위해 지손, 시댁

어른, 혹은 첩과 갈등을 빚었다. 종부의 지위는 일반 사가의 맏며느리보

다 훨씬 무게감 있는 자리였던 만큼, 종부들은 이러한 위협들에 더욱 적

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했다.

다양한 사례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선후기에도 여전히 사세와 정리

를 고려하여 차자로의 이종이나 첩자계승이 선호된 모습들을 포착할 수

있었다. 또 기혼 여성들 중에는 단순히 친정 부모를 위해 입후를 대리

청원한 경우 뿐 아니라, 친정의 가계계승이 다른 족인에 의해 탈종 위협

을 당하자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선 여성들도 존재했다. 나아가 가계

계승 문제를 두고 부계친이 아닌 외족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영향

을 주고받는 모습들도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두 조선후기 적장자

중심의 가계계승이나 부계질서가 완전히 정착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

다. 종법적 가계계승 질서는 조선후기에도 여전히 구축되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본 논문은 조선후기 종부들에 주목하여 생존을 위해 가계계

승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 나아가 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종법적 가계계승 질서를 확산시키

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했던 여성들을 조명하였다. 논문에서 주목한 종

부들은 주로 양반 가문의 여성들이다. 19세기로 갈수록 종법질서에 기반

을 둔 양반층의 가족 문화가 하층 신분에게로 서서히 확산되면서 일부

평민층에서도 가계계승을 위한 입후 사례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218) 추후에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 또 본문에서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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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입후분쟁의 사례들은 분쟁의 실상과 종부 개인의 행위 및 의도를

중심으로 정리, 분석되었기 때문에 각 사례의 지역별, 시기별 특성에 대

해서는 치밀하게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 역시 앞으로의 연구과정을 통해

보충해나가고자 한다.

이와 같은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종법질서가 강화되어가는

속에서 그 흐름을 이해하고 그것에 공모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며

살아나간 조선후기 여성들의 모습들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선후기 사회에서 가계계승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으로, 이는 해당 친족집단 전체의 문제였으며, 나아가 종법질서의 유지

라는 측면에서 국가적 문제이기도 했다. 이에 한 가문의 가계계승에 깊

이 관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여성들은 해당 부계 친족집단 내의 구성

원으로서는 물론, 종법적 가계계승 질서를 만들어가는 데도 일정한 기여

를 하며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218) 권내현, 2009 ｢조선후기 입양의 확산 추이와 수용 양상｣ 역사와 현실 73,
221-2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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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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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J ongbu in Late Jose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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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uccession

order based on agnatic principle and jongbu, the eldest

daughter-in-law from the head family. From the beginning of the

Joseon Dynasty, family succession meant succession of ancestral

rituals by the direct lineal descendant, the primary eldest son. As the

concept of patrilineal order grew stronger with time, the importance

of continuing one’s line through ancestral rituals rose accordingly.

This trend is demonstrated in the fact that adopting an agnatic

nephew started to spread in families without male offsprings from

mid-16th century and became a prevalent phenomena in late Joseon

society.

As the primary eldest son emerged as the main inheritor in rituals

and family property, the position of his wife, the eldest

daughter-in-law, began to hold more importance. In particular, jong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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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granted much ceremonial rights and respected by her husband’s

family as the wife of the lineage heir from the head family. Jongbu

was a concept largely included in the term chongbu, which referred

to those daughter-in-laws in general, but it was also a concept that

was distinct from chongbu in that it was a position granted by the

patrilineal structure. Thus, the term jongbu was widely used in late

Joseon society. Jongbu’s main rights and duties included preparing

for and assisting her husband in ancestral rites and serving the

guests who regularly visited the head family. In this respect, jongbu

was equivalent to jubu in the Family Rites of Zhu Xi.

However, the role of jongbu went beyond assisting her husband in

rituals and serving the guests. When widowed, sh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family succession, especially in ancestral rites and

adoption. This was a legacy of chongbu’s customary privileges in

early Joseon, when chongbu whose husband had died without male

issue had important prerogatives in succeeding to the line’s ritual

heirship and designating an heir to her late husband. In this regard,

the rights of chongbu in the earlier period were carried over to

jongbu, but with clearly different degrees.

In terms of rituals, while chongbu in the early period was able to

preside over the ancestral services on behalf of her late husband for

the rest of her life, jongbu in the later period was only allowed to be

a ritual host temporarily, and even this rarely happened. In terms of

adoption, the rights of jongbu declined compared to that of chongbu

with the growing influence of the patrilineal descent group i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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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er.

However, what is important is that even in the late Joseon society,

jongbu’s rights represented by the right to perform the ancestral

services and select an heir to her late husband continued, although

with reduced authority. Moreover, the rights of jongbu were strongly

guaranteed by the logic of lineage principles. In particular, the

position of jongbu as the ‘wife of the lineage heir’ served as an

important basis for protecting her rights in ritual and adoption.

In a Confucian Joseon society, women were largely excluded from

performing a ritual practice herself as it hindered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atrilineal principles. But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was a debate over who should preside over the ancestral rites

in the absence of the lineage heir, the widowed jongbu or other male

relatives from the lineage, this issue was not as simple as it seems.

Most scholars in the past believed that women could be a ritual host

only in inevitable circumstances, where there exists no close male

relative to the deceased heir. They strongly adhered to the gender

hierarchy between men and women and their appropriate position and

roles in a Confucian society.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 group of scholars who viewed the

distinction between lineal and collateral descent to be more important

than gender. They believed that the main line should be maintained

through the direct lineal descent, which, in the absence of the lineage

heir, could be represented by the still-living wife of the late heir, the

jongbu, rather than any other male collateral relative who posses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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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l of claiming the position of the heir. Eventually, jongbu was

granted a position of preserving the direct descent line in response to

the collateral agnate.

This same logic was applied to the discussion of advocating

jongbu’s adoption over fraternal succession of the ritual heirship when

the lineage heir died without a son. Even when jongbu adopted a son

long after the younger brother’s succession to the line, it was

desirable that the main line of descent be restored to the adopted son.

As seen in scholarly discussions, jongbu’s ritual and adoption rights

were endorsed in the context of emphasizing family succession based

on lineal principle. More specifically, the position of jongbu as the

wife of the lineage heir and its accompanying role were viewed as

the most compelling way to preserve the lineal succession of one’s

descent group.

Meanwhile, widowed jongbu without male offspring showed great

interest in the matter of family succession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heir positions and lives. Among them, women who pursued

their interest were more deeply involved in the issue, and further

could be embroiled in a conflict with her husband’s lineage members.

On one hand, jongbu often opted for an adoption from a family

with higher social status and more political power, albeit from

husband’s distant relative, which triggered a conflict with both the

candidate’s family and the husband’s clan. Adoption in a descent

group’s main house was not simply an issue of adopting a son for

the widowed jongbu, but it meant establishing a lineage heir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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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re descent group, which made it a contentious issue.

Although the descent group in late Joseon society were entrusted

with many important matters in the lineage, the jongbu’s consent was

essential in the adoption matter according to a rule that required

parents to have the final say in adopting a son. In most cases,

jongbu would follow the public opinion of the clan. But conflicts were

inevitable when the interests of the two parties clashed, and in some

cases, the conflicts escalated into disputes that required the state’s

resolution and continued for several years.

Mostly, it was jongbu who won the case. Jongbu’s adoption was

endorsed according to a norm that the mother’s decision should be

respected in establishing a mother-son relationship and in the context

of securing the lineal succession against the husband’s collateral kin.

It is important to point out the important role jongbu played in the

adoption issue, which was considered to be mainly the arena of male

descent group members in late Joseon society.

On the other hand, jongbu struggled to secure their place as the

eldest daughter-in-law in her husband’s head family against many

situations that could expel them from their secure positions, such as

the threat of the collateral agnate claiming the position of a ritual

heir, fraternal succession, dissolution of her late husband’s adoption,

and succession by the secondary son. In such circumstances, jongbu

actively petitioned the state presenting herself as the only remaining

representative of the direct line of descent on behalf of her late

husband. Their logic was consistent with the state’s pursui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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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lineal principles in family succession, which led jongbu to win

the case. In this regard, whether intended or not, those jongbu

contributed to sustaining or reinforcing the descent-line principle,

which enabled them to enjoy a stable position.

Exploring how deeply jongbu were involved in the matter of family

succession and how actively they interacted with the descent-line

order revealed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women and the

dominant patrilineal order in late Joseon society.

Keywords : Eldest daughter-in-law from the head family,

Family succession, Ritual rights, Adoption rights, Dispute over

family succession, Descent-lin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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