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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선시대의 가계계승은 적장자승계가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無後 등으로 

가계의 단절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양자제도이다. 

경국대전에서는 사후봉양에 바탕을 둔 봉사조와 가계계승을 목적으로 한 입후조로 

구성되어 있다. 양자는 첩자의 지위에 대해 모순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혈연을 우선

하는 방향으로 타협을 보았다. 

  법제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16세기 초까지는 가계계승을 위한 양자는 많지 않았다. 

16세기 중반부터 양자가 등장하기 시작하여 19세기에는 널리 보급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법에도 반영되었다. 16세기 중엽에 양자와 관련된 법제가 개별 분쟁을 해결

해 가면서 완비되었으며, 후기에는 절차적 규정이 보완되었을 뿐이다. 특히 사후양

자에 대한 절차규정의 정비는 양자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가계계승을 위해 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차양자나 백골양자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제사를 사후봉사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가계계승과는 무관한 양자는 

조선후기에도 상당하였다. 

  현재에는 호주와 가제도가 폐지되고 친양자제가 도입되는 등 가계계승은 임의적인 

것으로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가계계승이 15세기로 회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가계계승, 제사승계, 양자제도, 양자의 실태, 호주제도, 법과 현실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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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  論

  한국에서 家系繼承은 父系血統의 징표인 ‘姓’의 연속으로 인식되며,1) 이는 祭

祀承繼, 즉 奉祀者의 連續으로 나타난다.2) 이 점에서 부계혈통의 징표가 아닌 

‘氏’의 연속으로 가계를 계승하는 日本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가계계승의 

발현형태인 제사와 그 승계는 長子가 그의 집에서 4代祖까지의 제사를 남성들이 

주도적으로 모시며, 그 지위는 長子孫으로 연속되는 것을 이상형(ideal type)으로 

하고 있다.3) 이는 <朱子家禮>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가계계승

제도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는 고려말 조선초인 14세기말에서 15세기 초에 주

자학과 주자가례를 수용하면서이다. 

  中國의 가계계승에는 ‘嫡系主義’와 ‘輩行主義’ 두 원칙이 있다. 적계주의는 長

子孫으로 이어지고, 이들이 없는 경우에만 嫡長子孫, 同母弟, 庶子孫兄弟로 이어

지는 원칙이고, 배항주의는 兄弟로 이어지며, 兄弟世代가 다하면 다음 세대인 

손자로 이어지는 원칙이다(그림 1 참조).4) 한국에서는 三國時代나 高麗初期에 

王位繼承에서 輩行主義가 있었지만, 그 이후 왕위계승 등에서는 嫡系主義가 원

칙이었다. 그러나 嫡系主義의 例外도 存在하였다. 長子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에

는 次子의 아들이 家系를 繼承하였는데, 이를 ‘兄亡弟及’이라고 한다. 장자에서 

차자로 가계계승이 옮겨가는 것을 ‘移宗’이라고 한다(그림 2 참조).5) 

<그림 1> 家系繼承의 二原則 <그림 2> 兄亡弟及

 ①
 ┃
②ⓐ ─ ⓑ ─ ⓒ 
 ┃   ↙
③ⓓ ─ ⓔ ─ ⓕ 
  ………………

嫡系主義：① → ② → ③  ……

輩行主義：ⓐ → ⓑ → ⓒ → ⓓ → ⓔ
           ……

 ①
 ┣━━┓
 ②    ③
       ┃
       ④
  ②: 無後   

家系繼承：① → ③ → ④ ……

         (移宗)

1) 2005년 개정전 민법 제781조 “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入籍한다.” 참조.
2) 1990년 개정전 민법의 호주상속제도 및 2005년 개정전 민법의 호주승계제도 참조. 
3) 竹田 旦／康龍權 역, “韓國에 있어서의 祖上崇拜의 分割에 대하여”, 석당논총 10(동아

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소, 1985) 참조.
4) 仁井田陞, 支那身分法史(東京: 東方文化學院, 1942), 491-4面; 鄭肯植, 朝鮮初期 祭祀

承繼法制의 成立에 관한 硏究(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6), 38쪽 이하 참조.
5) 정긍식, 앞의 논문, 35-37쪽 및 55-6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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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輩行主義에서는 家系가 斷絶될 可能性은 극히 낮다. 하지만, 嫡系主義에서는 아들

만이 가계를 계승하기 때문에 가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인

위적으로 가계계승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養子制度를 마련하였다. 

  1485년(성종 16)의 ≪經國大典≫에 규정된 제사승계법제는 봉사자의 지위에 따른 

三代를 최대로 하는 差等奉祀와 적자와 첩자를 차별하며, 자손이 없는 경우에 

자기의 노비와 토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는 경우에만 입후를 허용하고, 昭穆之序에 맞는 자, 즉 아들세

대의 자를 입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朱子家禮와 唐明律 등을 참고하면서도 

조선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단순한 모방이 아닌 당시의 상황과 위정자

들의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창조적으로 규정하였다. 이 점에서 中國과 다른 차

별성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가계계승법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영역에 집중하여 연구되었으나, 

조선시대 전체를 개괄하는 연구는 오히려 부족하다. 즉 나무를 그리는데 치중

하였지, 숲 전체를 조감하지 않았다. 특히 법제의 변화와 입후의 실태를 관련

하여 고찰하지는 않았다. 본고에서는 가계계승법제의 형성과 변천을 일별하면서 

법과 현실의 상관관계를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한국 전통사회

에서 가계계승제도를 법전과 법령에서 養子制度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經國大典≫에서의 가계계승법제를 檢討하고(Ⅱ. 1) 이어서 立後의 普及과 認識

(Ⅱ. 2) 그리고 立後의 擴散에 대해 살펴본다(Ⅱ. 3). 입후의 보급과 법령의 정비의 

상호관계에 대해 검토한다(Ⅱ. 4).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論議를 整理하고, 現代 

韓國에서의 家系繼承法制의 變遷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는 것(Ⅲ)으로 마무리한다. 

II. 家系繼承의 變遷

1. ≪經國大典≫에서의 家系繼承

  조선을 건국한 신흥사대부들은 가족을 사회와 국가의 토대로 인식하여(化家

爲國), 조상에서 후손으로 연속되는 父子關係를 가족의 고갱이로 여겨 부계적 

가족질서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經國大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經國大典≫에서는 祭祀承繼에 대해 <禮典> [奉祀]條와 [立後]條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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奉祀條 : 만약 嫡長子에게 아들이 없으면 衆子가, 衆子가 그러하면 妾子가 奉祀

한다.6)

立後條 : 嫡妻와 妾에게 모두 자가 없으면 관에 신고하여 同宗의 支子를 세워 

後嗣로 삼는다.7)

  우선 봉사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적계주의에 입각한 가계계승과 예외적으로 

兄亡弟及을 규정하여 妾子보다 衆子인 次子를 우선하였으며, 衆子도 無後인 경우

에만 妾子奉祀를 허용하였다. 첩자들 사이에서는 母의 신분이 良人인 良妾子를 

모의 신분이 천인인 賤妾子보다 우선하였다.8) 그런데 立後條에서는 嫡子는 물론 

妾子까지 없어야만 立後를 허용하였다. 嫡子가 없는 경우에, 妾子는 立後條에 

따르면 父를 繼承할 수 있지만, 奉祀條에 따르면 그럴 수 없었다. 양 조문은 서로 

모순되어 분쟁으로 번져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朝鮮初期부터 妾子는 모든 면에서 많은 차별을 받았다. 우선 官僚가 될 수 

있는 文科와 生員⋅進士試에 응시할 수 없었으며, 관료가 되더라도 일정한 품계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限品敍用).9) 家門의 家系를 妾子가 繼承하는 것은 家門

의 몰락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래서 奉祀條에는 다음의 타협책이 규정되었다. 

嫡長子에게는 妾子만 있고 親同生의 아들로 後嗣를 삼으려는 자는 이를 허용한다. 

만약 자기가 妾子와 함께 小宗이 되려는 자 역시 허용한다.10)

  즉 家門의 영광을 고려하여 最近親子의 立後를 허용하였으며, 만약 부자간의 

情을 고려하여 기존의 가에서 독립하여 妾子와 함께 별도의 가를 이루는 것을 

허용하였다(그림 3 참조). 

 6) ≪經國大典≫ <禮典> [奉祀] “若嫡長子無後則衆子, 衆子無後則妾子奉祀”

 7) ≪經國大典≫ <禮典> [立後] “嫡妾俱無子者, 告官立同宗支子爲後”

 8) ≪經國大典≫ <禮典> [奉祀] “割註: 良妾子無後 則賤妾子承重, 凡妾子承重者 祭其母 

於私室 止其身”

 9) ≪經國大典≫ <礼典> [諸科] “再嫁失行婦女之子孫及庶孼子孫勿許赴文科生員進士試” 

<吏典> [限品敍用] “文武官二品以上 良妾子孫 限正三品, 賤妾子孫 限正五品, 六品

以上良妾子孫 限正四品, 賤妾子孫 限正六品, 七品以下至無職人 良妾子孫, 限正五

品, 賤妾子孫及賤人爲良者, 限正七品, 良妾子之賤妾子孫, 限正八品<兵曹同 ○二品

以上妾子孫, 許於司譯院⋅觀象監⋅典醫監⋅內需司⋅惠民署⋅圖畵署⋅算學⋅律學 

隨才用>”
10) ≪經國大典≫ <禮典> [奉祀] “割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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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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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妾子의 가계계승

      ①

      ┣━━━━━━━━━━┓

      ②                     A

      ┣━━━━━┓        ┃

妾 ┳ ③ ┳ 妻    甲         B    

   ┃    ┃       ┣━┓    ┣━┓ 

   ④    ↓      天  地      ⓐ  ⓑ 

   ↓   地  ←… 可 …┛          ┃ 

   ⑤   ⓑ  ←…… 不可 …………┛

奉祀條 1：① → ② → ③ → 天 …→ 

          兄亡弟及(移宗)

奉祀條 2：① → ② → 地 …→ 立後 

          ③ → ④ ……→     新家創設

※ 그림 5 참조

立後：① → ② → ③ → 地 … (可能)

      ① → ② → ③ → ⓑ … (不可)

  현재의 奉祀者인 長子에게 嫡子는 없고 妾子만 있는 경우, 立後條에 따르면 

妾子가 祭祀를 承繼하지만, 奉祀條에 따르면 衆子의 長子가 承繼하는 모순이 발생

하게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兩者의 立法背景이 다르기 때문이다. 奉祀條는 

兄亡弟及의 전통을 이은 것이다. ≪經國大典≫ [奉祀]條의 모태가 된 1390년(高麗 

恭讓王 2)의 [士大夫庶人祭禮]와 1397년(태조 6) ≪經濟六典≫의 <禮典> [家廟祭

禮]에도 兄亡弟及을 규정하였다.11) 

  名分的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처첩을 분별함에도 불구하고 첩자도 부의 親子

임은 분명하므로 먼저 功臣田의 상속을 첩자에게 허용하였다.12) 그런데 1434년

(세종 16)에 공신첩자의 공신지위의 承繼와 관련하여 妾子는 미천하기 때문에 

兄亡弟及을 확인하여 첩자의 宗親府 入屬을 금지하였다.13) 

  1473년(성종 4)에 [奉祀]條를 근거로 妾子의 奉祀權-직접적인 이유는 재산-을 

탈취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趙邦霖의 4촌 동생인 趙傅霖은 조방림의 첩자 福海의 

奉祀權을 탈취하려고 하였다(그림 4 참조).14) 妾子의 奉祀權을 부정하는 논의의 

근거는 [奉祀]條와 嫡庶間의 명분 그리고 家門의 지위의 유지이었다. 반대측의 

논거는 宗支의 名分을 嫡庶의 구분보다 우선하고 또 公私를 분리하며, 立後를 

11) 정긍식, 앞의 논문, 86-92쪽 참조.
12) ≪經國大典≫ <戶典> [田宅] “○嫡室無子孫者 傳良妾子孫, 無良妾子孫 則賤妾子孫 承

重者 只給祭田三十結 其餘屬公”; 정긍식, “朝鮮前期 功臣地位의 承繼”, 서울 학교 

법학 43-2(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2), 276-282쪽 참조.
13) ≪世宗實錄≫ 세종 16년 4월 16일[계해]. 이하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는 국사편찬위원회

에서 제공하는 Web-Db[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최종접속일 2010. 6. 16]를 

이용하였다.
14) ≪成宗實錄≫ 성종 4년 10월 1일[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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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아 絶祀가 발생하는 현실이었다. 성종이 위 ≪經國大典≫의 규정과 같이 

적서의 명분을 중시하여 최근친을 입후하든가 아니면 친부가 첩자와 함께 독

립하여 별종을 이루는 타협책을 제시하여 결정되었다. 

<그림 4> 趙邦霖 家系圖

趙光甫 ━┳━ 完球⋅完壁

         ┣━ 完瑾 ━━ 邦霖 ━━ 福海<妾子>

         ┗━ 完璇 ━━ 傅霖

  ≪經國大典≫의 규정은 兄亡弟及을 부인하고 立後를 규정한 점에서 宗法的 祭

祀承繼가 진전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立後의 대상을 친동생의 자로 한정하였

고 또 현재의 奉祀者가 妾子와 함께 일파를 만드는 것을 인정한 면에서는 한

계가 있다.15) 

  [立後]條는 1437년(세종 19)에 “입후법이 갖추어지지 않아 繼嗣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오래된 家門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기”16) 때문에 家門의 系統과 宗統

을 분명히 하여 家族秩序, 나아가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에서 古制를 참조

하여 정비되었다.17) 이는 [봉사]조와는 달리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이상적

인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妾子가 존재하는 조선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時王之制인 ≪大明律≫을 비롯한 중국의 제도를 참작하여 제정하였기 때문에 

[奉祀]條와의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고, 이는 宗法的 養子制度가 보급되면서 문

제로 되었다. 

  현실의 제사를 염두에 둔 [奉祀]條에서는 衆子로 자식이 없이 사망한 사람의 

祭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衆子로서 아들이 없으면 昭穆이 같은 조상에게 덧붙여 奉祀한다.18)

士大夫로 자식이 없는 자가 自己의 노비로 墓直으로 삼아 祭享을 받으려는 자는 

財主인 그의 뜻에 따르되 官署文記19)로 하며, 大夫는 6구, 士 이하는 4구로 제한

15) 이상은 鄭肯植, 앞의 논문, 170-176쪽 참조.
16) ≪世宗實錄≫ 세종 19년 6월 3일[辛酉] “我朝自來, 立後之意不明, 繼嗣不正, 世臣舊義

漸就衰微.”
17) 鄭肯植, 앞의 논문, 192-194쪽 참조.
18) ≪經國大典≫ <禮典> [奉祀] “○旁親之無後者 祔祭”
19) 官署文記: 本人 外에 親戚이나 現職官吏가 證人이나 作成者로 2-3人이 關與한 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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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20)

  立後는 가계계승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계계승을 해야 할 長子만 할 수 

있으며, 衆子는 그럴 필요가 없다. 하지만 衆子에 대해서도 제사가 없을 수 없

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각각 昭穆21)이 같은 조부나 조모의 제사에 덧붙여 

지내는 ‘傍親班祔’를 인정하였다. 조상에게 덧붙여서 제사를 받는 반부가 아니

라 독립된 자기만 제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봉사자의 관직에 따른 차등봉사22)

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墓直奉祀’를 허용하였다. 

  ≪經國大典≫에 규정된 가계계승 관련 조문은 [奉祀]條와 [立後]條이다. 전자는 

적계주의와 兄亡弟及의 전통을 이어면서 개별사건을 해결하면서 규정되었으며, 

후자는 名門世家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의도적으로 제정되었다. 현재의 봉사

자에게 嫡子는 없고 妾子만 있는 경우에는 서로 모순이 있으며, 두 조문 사이

의 갈등은 입후가 사회에 보급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는 새로운 법령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2. 立後의 普及과 認識

  1) 家廟相續과 立後法의 强化

  조선초기 주자가례를 보급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었는데, 가장 핵심

적인 것은 ≪경국대전≫에 수록된 1429년(세종 9)에 “家廟가 있는 家屋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손이 독점적으로 상속하도록 한 수교”이다.23) 이 수교를 둘러쌓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앞서 본 趙邦霖 사건이 그 일례이다(그림 4 참조). 

  이 수교는 兄亡弟及으로 次子가 봉사를 하고 동시에 가옥을 상속받을 때, 장자

의 遺妻나 딸의 생존이 문제로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1556년(明宗 11)에 다음과 

같은 수교가 나왔다. 

이다. 
20) ≪經國大典≫ <禮典> [奉祀] “士大夫無子女 欲以奴婢墓直 主祭者, 從財主之意 署文記 

使奉其祀, 大夫六口 士以下四口”
21) ‘昭穆’은 원래 宗廟에서 位牌를 안치하는 순서로, 중앙에 始祖의, 좌측에 2世, 우측에 

3世의 순서로 位牌를 모시는데, 좌측을 “昭”, 우측을 “穆”이라고 한다.
22) ≪經國大典≫ <禮典> [奉祀] “文武官六品以上 祭三代, 七品以下 祭二代, 庶人 則只考

妣 <割註: 宗子秩卑 支子秩高 則代數從支子>”
23) ≪世宗實錄≫ 세종 9년 2월 10일[무진]; ≪經國大典≫ <戶典> [田宅] “立廟家舍 傳於主

祭子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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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년(명종 11) 1월 2일의 전교: 형망제급으로 차자가 봉사하게 되면 차자는 

마땅히 사당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장자의 딸 등은 살 

곳이 없게 되어 온당하지 않다. 차자가 전에 살던 집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집

이라면 장자의 딸에게 바꾸어주어 살 곳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情誼에 합당하며, 

또 집을 차자에게 주지 않기 위해 사당을 허무는 폐단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가묘가 있는 장자의 집을 장자가 직접 재력을 들여 개조하였다면 차자에게 바

꾸어주는 것은 부당하다. 이를 영구의 법으로 한다.24)

  즉, 차자가 조상전래의 가옥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장자의 유처 등에게 그 가

옥을 주도록 하였고, 만약 장자가 직접 가옥을 마련하였으면 長子의 유처 등이 

그대로 거주하도록 하였다. 물론 유처나 딸은 [媤/祖]父母의 다른 재산을 상속

할 수 있다. 다만 유처는 생존하는 동안만 사용할 수 있고, 사후에는 남편의 4촌 

이내 친족[使孫]이 상속을 하였다. 그러나 이 수교나 이와 유사한 수교25)는 이

때에만 등장하였을 뿐 그 후로 더 이상 나타나지도 않고 또 ≪續大典≫에도 수록

되지 않았다. 결국 가묘 소재 가사는 제사주재자가 독점적으로 상속하는 ≪經國

大典≫의 규정은 형망제급에 따른 장자의 유가족의 생계를 고려한 이 수교에도 

불구하고 준수된 듯하다. 

  따라서 아들이 없는 장자의 유처는 입후를 하지 않으면 家屋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 그런데 조선중기까지는 남편이 사망한 후에 그 처가 冢婦26)로서 남편과 

그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관행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는 예⋅법의 원칙과는 

모순이 된다. 兄亡弟及에 따르면 衆子가, 만약 입후를 하게 되면 繼後子가 제사를 

승계하고 나아가 가옥을 상속하게 된다. 1553년(명종 8)의 수교에서는 “長子가 

죽은 후에 다시 立後하여 祭祀를 주재하면 長子의 처는 冢婦의 명분으로 재산을 

다툴 수 없고 衆子의 예에 따라 분급한다.”27)라고 하여 冢婦奉祀의 관습보다 

24) ≪各司受敎≫ <漢城府受敎> §159 “○丙辰正月初二日 承傳內 長子無子 次子奉祀 則

當入處有祀堂家舍是在果 其長子女息無所於歸 而次子曾居家舍元係祖先傳給之物

是去等 換給長子女 俾無失所 甚合於情義叱分不喩 亦無撤毁祀堂 唯只曾傳長子之家 

已爲頹落 自備材力改造 則換給不當 自今以後 永爲恒式 嘉靖丙辰四月初九日”; 마지

막의 “嘉靖丙辰四月初九日”은 衍文인듯하다. 申瀿의 ≪大典詞訟類聚≫에는 이 부분

이 없다. 鄭肯植⋅任相爀 編, 16世紀詞訟法書集成(한국법제연구원, 1999), 238쪽. 이탤

릭체 부분은 이두이다. ≪各司受敎≫와 ≪受敎輯錄≫ 및 ≪新補受敎輯錄≫의 “§”와 다음의 

숫자는 전체의 일련번호이다. 
25) ≪各司受敎≫ <漢城府受敎> §159 및 ≪受敎輯錄≫ <禮典> [立後] §374, §375, §376 참조. 
26) ‘冢婦’는 사전적 의미는 맏며느리이며, 祭祀節次에서는 亞獻을 하는 등의 권한이 있었다. 
27) ≪受敎輯錄≫ <禮典> [立後] §368 “長子死後 更爲立後 以主祭祀 則長子之婦 不可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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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인 입후가 우선함을 선언하였다. 이듬해에는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먼저 

죽은 長子의 처는 奉祀할 수 없고, 부모가 죽은 다음에 奉祀하다가 사망한 長

子의 처는 살아 있는 동안 奉祀한다.”28)라고 하였다. 즉 생전에 제사를 거행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총부가 살아 있는 동안만 봉사하고 재산을 사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여 생전에 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망제

급에 따라 총부의 봉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총부법은 ≪續大典≫에

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長子가 아들 없이 죽어 다시 다른 아들을 세워 奉祀를 하면 長子의 아내는 冢婦

로 논할 수 없다. <할주: 田民은 衆子의 에에 따라 분급하며 가묘가 있는 집은 

주제자손에게 전급하며 함부로 매매하는 것을 금단한다.>29)

  冢婦奉祀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인용이 되었으며, 결국 財産相續과 관련하여 

立後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특히 법전에 규정된 兄亡弟及이 사라지고 

立後가 강화되어 宗法과 이에 터 잡은 입후가 확산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

였다.30)

  2) 立後와 親子의 出生

  입후는 조선의 사정을 고려한 입법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사건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수교로 정립되었다. 

  宗親이 1472년(성종 3)에 45세가 지났어도 아들이 없어서 禮曹에 보고하여 

조카를 繼後子로 삼았는데, 3년 후에 妾子가 출생하였다. 8년 후에 계후자를 

罷繼하고 첩자를 後嗣로 삼았다. 당시 이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적서의 名分보다 친부자의 血緣을 훨씬 더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1524년

(중종 19)에 繼後立案을 받은 후 부가 사망하자 첩자와 계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입후하였으면 부자의 情理가 정해졌기 때문에 계후자가 봉사해야 

冢婦之名 爭其田民 依衆子例分給[嘉靖癸丑承傳]”
28) ≪受敎輯錄≫ <禮典> [立後]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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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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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割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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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李舜九, “朝鮮中期 冢婦權과 立後의 强化”, 古文書硏究 9⋅10(韓國古文書學會,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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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주장과 혈육인 첩자가 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었다.31) 그리고 

1553년(명종 8)에 입후를 한 후, 後妻가 아들을 출산하자, 처가 파계를 요청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禮曹에서는 이를 허락하였으나 司憲府에서는 계후로 이미 

부자가 되었으니 파계를 금지할 것을 청하였다. 결국 ≪大明令≫32)에 따라서 파

계를 금지하되 후처에게서 태어난 친자를 장자로 삼아 봉사하도록 하고 계후

자는 중자로 삼았다. 이 결정은 ≪受敎輯錄≫33)에 간략하게 수록되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계후자가 아닌 어린 친자를 장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는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다. 

  1580년(선조 14)에 유사한 사건이 재론되었다.34) 결론은 앞과 같았지만, 입후의 

의미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司諫院에서는 義理論에 바탕을 두고, 부자의 

의리는 임시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繼後子가 이미 生父에 대해 降服하였는데, 

양부를 봉사를 하지 않으면 계후자는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 되기 때문에 반대

하였다. 또 李珥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였다. ① 의리로 맺어진 부자관

계는 군신관계처럼 부정할 수 없는 점, ② 服制에도 계후자는 생부에 대해서 

降服하고 出嫁女도 친부모에 대해서 강복하나 친정으로 돌아오면 還服하는데, 

파계에 대해서는 환복하는 규정이 없는 점, ③ 大明令의 규정은 재산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繼後子를 衆子로 삼는 규정이 아닌 점, ④ 親子奉祀는 經義이고 繼後

31) 朝鮮王朝實錄에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데, 첩자봉사로 귀결된 듯하다. 
32) ≪大明令≫ <戶律> “無子者 許令 同宗昭穆相當之姪 承繼 先儘同父周親 次及大功小

功緦麻 如俱無 方許 擇立遠房及同姓 爲嗣 若立嗣之後 却生親子 其家産如元立均分 

…”. ≪大明令≫은 明 최초의 법전으로 吳王 元年에 찬정되어 이듬해인 洪武 元年

(1368)에 반포되었다. 자세한 것은 정긍식, “조선전기 중국법서의 수용과 활용”, 서울

학교 법학 50-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46쪽 참조.
33) ≪受敎輯錄≫ <禮典> [立後] §366 “立後한 후에 친자를 낳으면 친자가 祭祀를 받들고 

繼後子는 衆子로 되며, 罷繼하지는 못한다[1553년; 명종 8](立嗣之後 却生親子 則子

當奉祭祀 以繼後子論以衆子 毋得紛紜罷繼[嘉靖癸丑 承傳]”; ≪各司受敎≫ <禮曺受

敎> §48. 
34) 이 사건의 당사자는 柳師尙인데, 이미 1563년(명종 18)에 논의되어 결론이 났는데, 선조

대에 재론된 것이다. 1563년의 수교는 申瀿의 ≪大典詞訟類聚≫에만 소개되어 있으며, 

그의 의견도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鄭肯植⋅任相爀 編, 앞의 책, 257-258쪽).

“○大明會典內, 若立嗣後 却生子則親子當奉祀, 而繼子與親子義同兄弟 論以衆子爲

例是白昆, 向前柳師尙上言議得, 其妾子通奉祖先之祀何如, 啓依允. 嘉靖癸亥十二月

十六日 承傳. 按此 柳師尙繼后子論以衆子例云, 柳師尙正妻生存時, 依法同議作繼后, 

妻死後, 作妾生子, 以依大明會法, 親子奉祀, 以繼后子爲衆子論云.  繼后子以妾子班 論

以衆子耶 妾子陞嫡子班 論以衆子耶. 分財時以嫡論 則正妻己物 嫡妾子平分耶. 差等而

分之 則有女嫡母己物例, 毋過三口分給耶. 議得辭緣莫適所從 更爲議得定規 後用之無患

矣. 此私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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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奉祀는 權道인데, 권도인 경우에 경의를 따를 수 없는 점, ⑤ 중국의 刑律, 

즉, 대명률만 수용하였기 때문에 다른 율령, 즉 大明令까지 모두 따를 필요는 

없는 점 등을 들었다.35)

  이상의 사례에서는 첩자봉사와 입후봉사는 처음에는 당연히 파계하여 妾子

奉祀를 인정하는 것에서 罷繼 여부의 논란을 거쳐 첩자가 봉사하되 파계를 금

지하고 繼後子는 중자로 삼는 것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名分的 부자

관계를 맺는다는 입후의 의미를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해한 것에 힘

입은 것이다. 

  입후는 의리상의 부자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조대 

崔鳴吉은 처음으로 친자가 출생하여도 계후자가 봉사하였다.36) 첩자봉사법은 

1699년(현종 10)에 재론37)된 후 계후자가 봉사하도록 ≪續大典≫에 규정되었다.38) 

조선후기에 名分을 중시하는 입후가 확립되어 실제 첩자를 두고도 입후를 하는 

예가 많아져서 첩자의 제사승계권은 거의 박탈되었다.39) 그렇지만 평민들은 친

자가 태어나면 양자에게 재산을 주고 파계하거나 친자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 

관습이라고 한다.40)

  이 논의에서 초기에는 血緣論에 입각하여 친자를 봉사자로 삼고 양자를 罷

繼하였으며, 그 다음 단계에서는 罷繼는 하지 않고 나이가 어린 친자를 長子로 

擬制하여 奉祀者로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繼後子가 奉祀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

다. 이는 명분상의 친자관계를 맺는 立後의 의미를 점차 이해해가는 과정이

다.41)

35) 李珥, <立後義>, �栗谷全書�(成大 大同文化院 影印本, 1971), 173-4쪽. 
36) ≪增補文獻備考(中)≫ ｢禮考｣ [立後], (國學資料院 影印本, 1993), 86쪽.
37) ≪受敎輯錄≫ <禮典> [立後] §370 “이미 繼後子가 있는데 자기의 친자로 祭祀를 주재

하게 하는 것은 예제와 크게 어긋나니 다시 制度를 정하라(旣有繼後子 而使己出主祭 

大有乖於例題 更爲定制釐整: [康熙己酉 承傳]).”
38) ≪續大典≫ <禮典> [奉祀] “아들이 없어 입후를 한 자가 이미 입안을 받았으면 비록 후에 

아들을 낳더라도 마땅히 둘째가 되며 입후자가 봉사한다(凡無子立後者 旣已呈出立案 

雖或生子當爲第二子 以立後者 奉祀).”
39) 조선후기에는 적서간의 제사승계분쟁에서 첩자봉사의 증거가 분명한 경우에는 첩자손이 

승소하였지만 대개는 첩자손이 패소하였다. 
40) 1905년에서 1910년 사이에 일본인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龍川, 鏡興 등에서는 이 

경우에 양자를 파양하거나 파양하지 않더라도 친자를 奉祀者로 삼는 것이 관습이라고 

한다. 정긍식 역, 국역 습조사보고서(개역판: 한국법제연구원, 2000), 336쪽 참조. 
41) 이상은 정긍식, “16세기 첩자의 제사승계권”, 사회와 역사 53(한국사회사학회,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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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血緣的 立後와 名分的 立後

  앞서 본대로 첩자는 가계계승에서 모순적 위치에 있다. 우선 부의 혈육이라는 

점에서는 강점이지만, 신분이 미천하는 것은 약점이다. 이는 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혈육이라는 점에서는 이끌리지만, 家門의 쇠락을 가져올 수 있

다는 점에서는 꺼리게 된다. 그래서 ≪經國大典≫에서는 최근친자의 입후와 함께 

부가 친자인 妾子와 같이 독립하여 別宗이 되는 것을 허락하였다. 

  ≪經國大典≫에서는 첩자가 있는 경우는 물론 없는 경우에도 近親者만의 立後

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大典後續錄≫에서는 “무릇 後嗣가 없는 嫡長子가 同宗의 

近親으로 후사를 세우되 자기가 따로 支派를 만들려고 하면 비록 遠親이라도 

허용한다.”42)라고 하여 예외를 인정하였다.43) 이는 계속 확인되고 있다. 1536년

(중종 31)에는 “적자가 없고 첩자만 있는 경우에 적족의 원친자로 입후를 하면 

첩자가 있는 자는 無後와 같으므로 경국대전에 따라 적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

어야 繼後를 허용한다.”44)라고 하였다. 1553년(명종 8)에는 “嫡長子에게 妾子가 

있으면 동생의 아우가 아니면 立後하지 못한다.”45)고 하여 분명히 하였다. ≪續

大典≫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무릇 嫡長子가 없는 자는 동종의 근친으로 後嗣를 

삼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46) 다만 1556년(명종 11)에는 재상 등에

게 국왕이 특별히 허가한 경우에는 원친의 立後를 허용하였다.47) 

  근친입후에 대해서는 공식유권해석집인 ≪經國大典註解≫에서는 그 이유를 다

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적장자의 적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어야 후사를 세우는데, 반드시 친아우의 

아들로 후사를 삼는다. 그런 다음에야 할아버지 이상의 제사를 모실 수 있다. 

42) ≪大典後續錄≫ <禮典＞ [立後] “凡嫡長子無后者, 以同宗近屬立后. 欲以身別爲一宗, 則

雖踈屬聽”
43) 申瀿은 ≪大典詞訟類聚≫에서 “가까운 친속은 같은 할아버지(3촌), 먼 친속은 같은 증조

부이며(5촌), 7촌과 9촌은 국왕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近屬同祖, 踈屬同曾祖. 七寸⋅

九寸, 特蒙後爲之)라고 해석하였다(鄭肯植⋅任相爀 編, 앞의 책, 261쪽).
44) ≪受敎輯錄≫ <禮典> [立後] §364 “無嫡子而有妾子 以嫡族之疎遠者爲後 則有妾子者 

與無後同 依大典 嫡妾俱無子者 乃許繼後” 
45) ≪受敎輯錄≫ <禮典> [立後] §367 “嫡長子有妾子 非同生之子 勿許爲後” 
46) ≪續大典≫ <禮典> [立後] “凡嫡長子無後者 以同宗近屬 許令立後”; 이 규정을 “무릇 

嫡長子가 無後한 경우에는 同宗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뒤를 잇게 하는 것을 허용한

다.”라고 번역하여, 조문이 성립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47) ≪受敎輯錄≫ <禮典> [立後] §369 “嫡長子無後 妾子奉祀之法 依癸丑年議得施行 議得

前立後者 勿改 雖在癸丑年立法後 如有宰相之人上言 特蒙判下者 勿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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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족의 중자가 비록 후사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할아버지 이상의 제사는 모실 수 

없다. 대개 조상은 자기의 손자를 버려두고 형제의 손자에게서 제향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친아우에게 아들이 없으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48)

  이러한 주해 편찬자의 입장과 설명은 혈통의 연결, 즉 자기와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있는 직계손으로부터 제사를 받는 것을 중시하여 근친의 立後를 우선한 

것이다(그림 5 참조). 이 설명은 血緣論에 입각한 것으로 입후한 후에 친자가 

출생하였을 때 친자를 계후자보다 우선하는 사고와 일맥상통한다.49) 

<그림 5> 근친의 입후

曾祖  ①

      ┣━━━━━━━━━━━━━━┓

      ┃                            ┃

  祖  ②                            A  

      ┣━━━━━━━━━┓         ┃  

      ┃                  ┃         ┃

  父  ③                  甲          B

      ┣━━━━┓        ┃         ┃

      ┃        ┃        ┃         ┃

  己  ④        ⑤        乙          C

      ┃        ┣━┓    ┣━┓     ┣━┓

      ┃        ┃  ┃    ┃  ┃     ┃  ┃

      ↓        ⑴  ⑵     天  地     ⓐ  ⓑ 

  子  ⑵    ←………┛        ┃         ┃

      地    ←……………………┛         ┃

      ⓑ    ←…………………………………┛

       系            出         出           出

④: 無後  

   順序: ⑵ → 地 → ⓑ 

48) ≪經國大典註解≫ <禮典> [立後] “立同宗支子爲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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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盖先祖不可

捨己孫 而享於兄弟之孫也 無弟之子者 不在此例”; 鄭肯植 외 역주, 譯註 經國大典註解

(한국법제연구원, 2009), 58쪽.
49) 血緣을 중시하는 것은 公主나 翁主가 사망하였을 때 남편인 駙馬의 재혼을 금지하고 

立後만 허용한 수교에서도 알 수 있다. 재혼을 금지한 이유는 출생자가 친모를 우선

하고 공주를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만약 妾子가 奉祀를 하게 되면 공주의 격은 더욱 

떨어지게 된다. 이는 1561(명종 16)에 수교로 나와 ≪續大典≫에 그대로 수록되었다. 

≪續大典≫ <禮典> [立後] “駙馬無子者 同宗支子立以爲後 勿令再娶”



82   �서울대학교 法學� 제51권 제2호 (2010. 6.)

  위에서 본 것처럼 가계계승에서 혈연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奉祀]條의 

입법취지에 대한 이해에 있다. 1553년(명종 8)의 수교가 나온 사건의 처리과정

에서 이를 찾을 수 있다. 

  첩자만 있는 자가 5촌조카(종질)을 입후하였으나 그 繼後子가 사망하였다. 

養父 사후에 그의 처가 다시 다른 종질을 입후하였고, 첩자와 제2차 계후자가 

양부의 재산을 다투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첩자가 승소하였다. ‘첩자의 제사

승계권’을 인정하는 주장의 근거는 “父子血統의 연속, 父命의 확립과 母의 專橫

防止, 妾子와 繼後子 간의 紛爭防止”이며, 이에 대해 ‘계후자의 제사승계권’을 

인정하는 주장의 근거는 “입후와 적서의 名分, 적법절차에 따른 국왕의 재가”

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논변에서 주목할 점은 奉祀와 立後에 대한 해석이다. 

‘奉祀’는 “조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상의 제사를 첩자가 승계할 수 없으며, 

비록 遠親이더라도 嫡孫이 승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名分論的 해석이다. 

이에 대한 혈연론적 반박은 “傍系孫은 조상을 봉사할 수 없고, 直系孫만이 봉

사할 수 있기 때문에 妾子가 승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 주장은 각각 혈통

론과 명분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명분론은 입후의 의미에 대한 이해와 朱子家

禮의 실천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罷繼를 불허하되 繼後子를 衆子로 삼고 妾子

奉祀를 허용한 결론은 名分論者에 대한 血統論者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50) 

3. 立後의 社 的 擴散

  1) 死後養子의 擴散

  가계계승에 대한 개별수교는 16世紀 중엽, 특히 명종대에 집중적으로 나왔

다. 이는 16세기 중엽을 계기로 입후가 사회 전반에 확산됨을 의미한다. 여기

에서는 확산의 과정을 절차규정의 정비 등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經國大典≫에는 “兩家 부모가 함께 허락하여 계후자로 삼으며 父가 없으면 

母가 관에 신고”하도록 절차를 규정하였다.51) 따라서 兩家의 부 또는 모가 모두 

생존해야만 입후를 할 수 있다. ≪經國大典≫에는 同宗支子만을 입후할 수 있도

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장자나 독자는 계후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生家가 絶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1554년(명종 9)의 

수교에서는 “罷繼와 양가의 再立後를 허용하였으며, 만약 친부모가 모두 사망

50) 정긍식, 앞의 논문 참조. 
51) ≪經國大典≫ <禮典> [立後] “嫡妾俱無子者 告官立同宗支子 爲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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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입후를 할 수 없으면 傍親班祔의 예”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이는 ≪續大典≫

에 그대로 수록되었다.52) 

  입후가 널리 이루어짐에 따라 1680년(肅宗 6)에는 지방에서의 절차를 규정하

면서 동시에 친가나 양가 어느 한쪽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立後를 

허용하지 않았다.53) ≪續大典≫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동종의 長子로 後嗣를 삼

거나 어느 한쪽의 부모가 모두 죽었으면 立後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

였다.54) 

  ≪續大典≫에 따르면 부모가 모두 죽은 후의 사후양자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법의 원칙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후양자가 많이 존재한 듯하다. 兩家 부모 

생전의 양자는 당사자들이 所志를 제출하고 예조에서 적법 여부를 조사하여 

立案을 발급하면 된다. 그러나 사후양자는 국왕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다. 사후

양자의 절차는 대개 당사자들이 애절한 사정을 호소를 하고 이에 대해 국왕이 

矜恤히 여겨 승인하는 방식이었다. 일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조의 점련계목: 지난 번 유학 이효원은 (상언을 한 후) 기한 내에 출두하였으며, 

호구단자를 제출하여 조사하니 호적대장에 등재된 것이 분명합니다. 상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사위 유학 정재중이 적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어서 그 동

생인 정재후의 차자 정극선을 양가가 동의하여 이미 계후자로 삼기로 합의하였

습니다. 그런데 재중 부처가 모두 사망하였기에 저희 조[예조]에서는 관례에 따

라 임금님께 보고할 수 없으므로, 天恩을 입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가 아우의 아들로 후사를 삼는 것은 법적으로나 관례적으로 당연하여 원하는 

대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한 듯하지만, 한쪽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는 상규와 다

르므로 예조에서 감히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므로 상재를 청합니다. 

비답: 원하는 대로 시행하라.55)

52) ≪受敎輯錄≫ <禮典> [奉祀] §372, ≪續大典≫ <禮典> [立後] “爲人後者 本生父母絶嗣 

則罷繼歸宗 許其所後家 改立後 <割註: 若所後父母已死 不得改立後 則從旁親班祔之

例 權奉其神主 俾不絶祀>”
53) ≪新補受敎輯錄≫ <禮典> [立後] §486 “外方之人 願爲立後者 先爲呈狀於本道監司 監

司送於禮曺 或以同宗之長子 及獨子爲後者 一邊父母俱歿 則有違法例 竝勿聽理 作

木則每一名 正木五疋 或錢五兩[康熙庚申 承傳]”
54) ≪續大典≫ <禮典> [立後] “以同宗之長子 爲後者 及一邊父母俱沒者 竝勿聽”
55) ≪承政院日記≫ 현종 9년[1668] 12월 5일[기사] “○禮曹粘目, 向前幼學李孝元, 限內現

身, 戶口現納入籍的實是白在果. 觀此上言, 則爲 ‘其女婿幼學鄭載重, 嫡妾俱無子, 其

同生兄載厚次子京先, 兩家同議, 已定繼后, 而載重夫妻, 俱歿. 該曹, 不得循例入啓是

如, 冀蒙天恩’ 爲白臥乎所. ‘無子之人, 取其兄弟之子爲後, 法例當然. 似當依願施行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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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당사자는 ≪經國大典≫의 규정에 합당하게 양자를 선정하였으나 예조의 입안을 

받기 전에 양부모가 사망하였고, 따라서 예조에서는 계후입안을 발급해주지 않

았다. 이에 대해 장인이 상언을 하여 다시 처리하였는데, 예조에서는 법과 관

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계후입안을 발급하지 않았고, 그래서 신청자는 국왕의 특

별한 재가를 바랐으며, 국왕은 이를 허용하였다. 이렇게 ≪經國大典≫의 규정과 

어긋나는 사후양자는 왕명으로 특별히 허용하는 것이 거의 관례로 되었다. 관

례는 사실을 넘어서 규범의 차원으로 승화되는 것이 상례이다. 다음 기사는 이

러한 현상을 잘 보여준다. 

상언에 대해 回啓할 때에, 만약 한쪽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비록 인정으로는 

불쌍하지만 (계후입안을 발급하지 않고) 둔다는 회계로 반드시 특별히 입후를 

허용하는 판부를 내렸는데, “정은 비록 불쌍하지만(情雖可矜)” 이 구절은 본 회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입후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후 비록 이와 같은 자는 예조의 회계 중에 반드시 “비록 인정

으로는 불쌍하지만 한쪽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사리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라

고 한다. 오늘 경연에서 이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입후를 허용하

라는 전교가 있었고, 수교에 따라 특별히 입후를 허용하는 뜻으로 회계를 하였

으니 전교를 받들어 시행하라.56)

영조: 지금 홍명원 처 류씨의 상언을 들으니 입후이다. 무릇 양가 부모가 모두 

사망하였다는데, 상언에서는 “비록 불쌍하지만 국전과 관계되므로 예조에서 거

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모두 특별히 입후를 허용하라. 근래에 이미 제도를 정

하였는데, 하물며 이 사람에 대해서이겠는가? 어찌 회계를 기다리는가? 특별히 

입후를 허용하는 것을 예조에 분부하라.57)

  즉 영조 40년대에 한쪽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후입양을 

白乎矣, 一邊父母, 旣已俱歿, 事異常規. 臣曹不敢擅便, 上裁, 何如?’ 啓, ‘依願施行’”. 

≪承政院日記≫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Web-Db[http://sjw.history.go.kr; 최종접속

일 2010. 6. 16]를 활용하였다.
56) ≪承政院日記≫ 영조 41년[1765] 5월 16일[경인] “(전략) 而凡上言回啓時, 若一邊父母

俱無, 以情雖可矜置之回啓, 必下特許立後之判付, 情雖可矜四字, 可謂本回啓之肯綮.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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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承政院日記≫ 영조 49년[1773] 8월 15일[신축] “上曰, 今聞洪命遠妻柳氏上言, 卽立後

事也. 凡與受無人者, 上言前則其雖可矜, 係關國典, 該曹請勿施. 而皆特許立後, 近者

已爲定制, 況此人乎? 何待回啓? 特許立後事, 分付該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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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명으로 특별히 허용하는 수교가 성립되었다.58) 이는 1785년(정조 9)에 편찬된 

≪大典通編≫에 門長과 함께 청원할 수 있는 것을 추가하여 그대로 수록되었다.59) 

  예외적으로 한쪽 부모가 구몰한 것에 대해 사후양자를 허용한 것은 양가 부

모가 구몰한 경우까지 확대되었다. 다음은 그 예이다.

임한호의 보고: 예조에서는 “황주 유학 황보명이 ‘재종조부 위가 적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어 그의 동성6촌 형의 제2자 화를 입후하려고 해서 양가의 동의를 받고 

문서까지 작성하였는데, 예조의 입안[禮斜]을 받기 전에 양가 부모가 모두 사망

하여 현재에 상규에 구애되어 입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정식에 따라 초기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지를 올렸습니다. 대신들이 경연에서 보고하기를 양가가 

주고받은 문적이 증거로 있는데 임금께 보고하지 못한 것은 예조에서 초기로 

처리하라는 윤허가 있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문장 황보명의 호소가 이와 같으니 

대신들의 결정에 따라 입후를 허용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순조: “허락한다.”60)

  이러한 사후양자는 순조대 이후 널리 인정된 듯하다.61) 이러한 현실을 반영

하여 1865년(고종2)에 편찬된 ≪大典會通≫에서는 양가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도 

立後를 허용하였다.62) 그리고 ≪承政院日記≫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전의 내용을 

58) ≪承政院日記≫ 정조 8년[1784] 9월 27일[기묘] “○李時秀, 以禮曹言啓曰, 觀此洪州幼

學韓光瑋上言, 則其同姓三寸姪永裕, 無後身死, 以其同姓十四寸弟性裕第二子再錫欲

爲立後, 而未及禮斜之前, 永裕夫妻俱歿, 受者無人, 不得循倒呈狀, 禮斜令該曹稟處爲

言矣. 情雖可矜, 一邊父母俱無, 事當勿施, 而此後此等人, 特許立後, 旣有受敎, 以韓

再錫, 特爲立後於韓永裕, 何如? 傳曰, 允.”(강조하는 필자)
59) ≪大典通編≫ <禮典> [立後] “情狀이 가련한 경우에는 혹 한쪽 父母와 門長이 임금에게 

상신하여 禮曹에서 回啓하게 되면 立後를 허용한다(情理可矜則 或因一邊父母及門長

上言 本曹回啓 許令立後).”
60) ≪承政院日記≫ 순조 4년[1804] 4월 12일[경오] “○林漢浩, ‘以禮曹言啓曰, ｢卽接黃州

幼學皇甫明呈狀, 則{以爲再從祖慰, 嫡妾俱無子, 以其同姓六寸兄壎第二子鏵, 欲爲繼

後, 兩家同議與受, 至成文蹟, 而未及禮斜之前, 生養家父母, 俱爲作故, 到今拘於常規, 

不得循例立案, 依定式草記稟處事, 呈狀}矣. 因大臣筵達, 兩邊與受文蹟, 明有可據, 

而不得登聞者, 許令該曹論理草記事, 允下.｣ 而門長皇甫明所訴旣如此, 依大臣筵奏定

式, 皇甫壎第二子鏵, 立爲皇甫慰之後, 何如?’ 傳曰, ‘允.’”
61) ≪承政院日記≫에서 “拘於常規 草記稟處”로 검색한 결과, 순조 4년에서 순조 9년까지 

모두 67건이 검색되는데, 이중 17건이 兩家 父母가 俱沒이며, 나머지는 한쪽 부모가 

구몰한 경우이다. 
62) ≪大典會通≫ <禮典> [立後] “한쪽 또는 양쪽 부모가 모두 죽어서 常規에 얽매여 임금

에게 立後를 상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禮曹에서 입양할 수 없는 이유를 쓴 文書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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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고종 2년[1865] 8월 21일[계축] “○禮曹啓曰, ‘卽接安岳幼學姜志日所志, 則以爲族

兄浩益, 嫡妾俱無子, 以其同姓十八寸弟有大第二子齊爀, 欲爲繼後, 兩家諸族, 相議

完定, 而生養父母, 俱爲作故, 拘於常規, 不得循例禮斜, 依定式, 草記稟處事呈狀矣. 

凡係繼宗立後, 兩邊與受, 明有可據, 而不得登聞者, 許令該曹, 論理草記事, 曾有筵

奏定式, 而門長姜志日所訴旣如此, 姜有大第二子齊爀, 立爲姜浩益之後, 何如?’ 傳

曰, ‘允.’”(강조는 필자) 

고종 3년[1866] 2월 18일[무신] “○宋熙正, 以禮曹言啓曰, ‘卽接槐山幼學韓在謩

所志, 則以爲同姓七寸叔孝連, 嫡妾俱無子, 以其同姓六寸弟孝新第三子光謩, 欲爲

繼後, 而兩家諸族, 相議完定, 而生養父母, 俱爲作故, 拘於常規, 不得循例禮斜, 依

法典, 草記稟處事呈狀矣. 凡係繼宗立後, 兩邊與受, 明有可據, 而不得登聞者, 許令

該曹, 論理草記事, 載在法典, 而門長韓在謩所訴旣如此, 韓孝新第三子光謩, 立爲韓

孝連之後, 何如?’ 傳曰, ‘允.’”(강조는 필자)63)

  위 두 기사를 비교하면 기본적인 형식은 거의 같으며, 특별히 입후를 허용하는 

근거가 ≪大典會通≫ 반포 전에는 “定式”에서 후에는 “法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러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19세기부터는 사후양자가 당연히 인정되었고 따

라서 입후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 

  立後는 擬制的인 親子關係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財産相續 등 분쟁이 발생

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經國大典≫에서는 쌍방 부모의 합의와 공식적

인 증명인 立案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64) 그러나 家系繼承 관념의 강화와 立

後의 확산으로 쌍방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까지 立後를 확대하였는데, 이는 

韓國社會에 宗法的 家系繼承이 뿌리내렸음을 의미한다. 

하여 임금에게 올린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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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핵심적인 내용은 당사자 부분을 제외한 “欲爲繼後”에서 “曾由筵式[載在法典]”까지 

이다. 번역은 다음과 같다. “입양을 하려고 양가의 여러 친족이 모여 상의하여 정하였

는데, 양가의 부모가 모두 죽은 까닭에 법에 구애받아 예조의 입안을 발급받을 수 없

습니다. 그래서 정식[법전]에 따라 초기로 처리해주실 것을 올립니다. 무릇 입양하여 

가를 계승하는 것은 양가가 합의한 증거가 분명히 있고, 임금에게 올리지 못한 자는 

사리를 갖추어 초기로 처리하라는 것은 일찍이 상주하여 재가를 받은 정식[법전]이 있

습니다. (하략)”. 
64) ≪大典會通≫에서는 3년마다 호적을 작성할 때와 과거합격자를 발표할 때에, 立後를 관

장하는 예조의 繼後謄錄과 대조하여 입안을 받지 않고 立後를 하였으면 처벌하고 그 

호적과 과거합격을 무효로 하였다. ≪大典會通≫ <禮典> [立後] “每式年成籍時及科擧

出榜後 考較本曹文書 私自立後者論罪 帳籍勿施 科榜拔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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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變例的 養子

  입후는 인위적으로 부자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의 세대가 같아

야 한다. 그래서 ≪經國大典≫에서는 “尊屬과 兄弟 및 孫子는 서로 後嗣가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65) 그러나 현실에서는 적합한 입후대상을 찾기가 어려우

며, 立後가 확산된 후기에는 더욱 그러하였다.66) 이 때문에 변례적인 次養子와 

白骨養子 또는 神主養子의 관습이 발생하였다. 

  차양자는 숙종 연간에 발생한 것으로 조카항렬자 중에 마땅한 자가 없으면 

일단 兄弟行列者로 입후하여 그가 일단 제사를 승계한다. 그 다음에 아들을 출산

하면 그 아들을 제사승계자로 삼으며 그의 父인 차양자는 別宗이 되게 하는 

것이다. 백골양자는 孫行列者를 양자로 삼기 위한 방법인데, 손자를 직접 입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손항렬자의 부를 입후하는 것으로, 죽은 사람을 입후하는 

것이기 때문에 神主養子라고도 한다(그림 6, 7 참조). 이는 물론 위법이지만 사실상 

지속하였는데, 조선후기에 마땅한 자를 입후하기가 어렵고 또 가계계승이 얼마나 

절실하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次養子 <그림 7> 白骨養子

[1] 입후

 祖   ①             ①` 

      ┃             ┃

 父   ②             ③  [兄弟]

      ↓             ┃

 子   ③ ←……………┛

 祖   ①       ①`     ①``

      ┃       ┃      ┃

 父   ②       ②`     ②``

      ┃       ┃      ┃

 子   ③  ←    ③   ⓐ … ⓓ 

      ┃       ┃    × … ×

 孫   ④       ④
      系       出

형식적 대상: 자 항렬인 亡者 ③

실질적 대상: 손 항렬인 生者 ④

※ 적격인 ⓐ…ⓓ를 立後하지 않음 

[2]계후자의 친자출생

祖   ①

     ┃

父   ②

     ┃

子   ③

     ┃

     ④ (出生)

[3] 계후자의 파양

 祖   ①

      ┃        別宗

 父   ②         ③

      ┃     ↗↓

 子   ④   ③    ⓐ

       ↑     罷    ↓
      ④    養

65) ≪經國大典≫ <禮典> [立後] “尊屬與兄弟及孫 不相爲後”
66) 家族週期의 관점에서 東萊鄭氏派譜를 분석하여 朝鮮後期의 養子實態를 고찰한 服部

民夫에 따르면 27대에서는 養子률이 24.8%에 달한다고 한다. 服部民夫, “朝鮮時代後

期의 養子收養에 關한 硏究”, 韓國學報 11(一志社, 1978)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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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양자는 生家의 長子나 獨子가 아니어야 한다. 이는 생가의 절사를 막기 

위한 조처였다. 그러나 후기에는 종가를 중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장자는 물론

이고 독자까지 입후하였다. 이는 법률상 금지되었기 때문에 호적까지 위조하여 

감행하였다.67) 이러한 관습이 발생한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제사와 가계계

승을 중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증거이다.68) 

  3) 非宗法的 養子

  제사승계나 가계계승과 전혀 무관한 양자로 혈연의 제한을 받지 않거나(異姓

養子) 동성자라도 가계계승 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양자가 평민층에는 성행하였

다. 이를 法外養子라고 한다. 

  법외양자에는 收養子와 侍養子가 있다. 수양자는 이성자 등을 3세 전에, 시

양자는 3세가 넘은 사람을 길러 자식을 삼는 것이다. 收養子는 禮와 法으로는 

금지되었지만, 널리 존재하였다. 특히 일찍 홀로된 부녀자가 친정이나 시집의 

조카를 길러 사실상 자식으로 삼았다. 收養子는 친자식이 없으면 ≪經國大典≫에서 

‘同己子’라고 하여 친자녀와 같은 대우를 받았다.69) 그리고 수양자는 생전의 

情誼로 수양부모의 제사를, 생전에 정이 얕은 계후자보다 더 정성스럽게 거행

하였을 것이다. 

  초기에는 입후가 널리 보급되지 않고 수양자나 시양자로 대신하였다. 아들이 

67) 전라북도 부안에 세거한 우반 김씨의 사례를 제시한다. 대표적 인물인 金守宗(1671∼

1736)은 金命說의 차자 문(㻊)의 장자이었다. 전주에서 부안으로 이주한 金璠은 김수

종보다 12살이나 많은 서자 守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675년(숙종 1)에 김수종을 

입양하고, 立案까지 받았다. 그런데 예조입안에는 적첩 모두 아들이 없으며 또 김수종을 

次子라고 하고 있다. 이는 적자로 가계계승을 위해서 호적을 위조하여 출생순서를 바

꾸는 등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것이다. 김수종을 입양한 후 양모가 죽자 김번은 재혼

하였고, 再娶에서 적자 2명과 서자 1명을 더 낳았다. 김번은 자기의 제사를 친자가 지

내기를 원했으나 김수종을 돌려보낼 수도 없었으며 또 亡弟인 김문과 과부인 제수씨

에게도 미안하였다. 결국 김문은 그의 친자인 守昌을 망제에게 出系시켰다. 전경목, 

우반동과 우반동 김씨의 역사(전주: 신아출판사, 2001), 143-159쪽 참조. 
68) 1785년에서 1844년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書式集인 ≪儒胥必知≫에 族

人의 아들을 立後하기 위해 올리는 陳情書인 <以族人之子 立後事原情>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70세인 사람이 8代祖에서 갈라진 15촌 조카의 立後를 허락해줄 것을 

地方守令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는 朝鮮後期 立後의 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경목 

외 옮김, 儒胥必知(사계절, 2006), 156-161쪽 참조. 
69) ≪經國大典≫ <刑典> [私賤] “○無子女養父母奴婢 [養子女] 七分之一 三歲前則全給”, 

“○用祖父母以下遺書 <(중략) ○三歲前養子女, 承重義子, 卽同親子女, 雖遺書有勿與

他之語, 勿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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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지만 굳이 입후를 하지 않고 조카를 수양하여 제사 등 후사를 맡긴 예도 있

다. 입후가 보편적으로 되면서 수양자와 시양자는 양반층에서는 사라졌으나 평

민층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후기에도 서민들은 동성자을 고집하지 않고 

수양자나 시양자를 맞아 아들처럼 지내고 후사를 맡겼으며, 거의 예외 없이 아

들이 없는 사람이 이를 활용하였다. 수양자나 시양자를 맞이할 때에도 입후와 

같이 입안을 받았는데, 관에서도 발급을 하였고, 그 기록인 ≪法外繼後謄錄≫이 

있다.70) 그러나 수양자의 관습은 1909년 8월 平壤控訴院의 照會에 대해 法典調

査局이 “3세 이하의 자는 收養子로 할 수 있고, 수양자는 상속인으로 할 수 없

다.”라고 한 回答에 따라 부정되었다.71)

4. 입후의 실제와 법제의 변화

  家系繼承 法制의 변화, 특히 그 핵심인 養子制度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朝鮮

時代 養子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

한 科擧合格者의 身上明細를 수록한 司馬榜目에서 養子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현존하는 司馬榜目을 분석한 결과는 <부표>와 <그래프>와 같다.72) 

  전시대에 걸친 특징은 16世紀 초반까지는 비율이 0.5%미만으로 아주 낮다가 

중반인 明宗代에 3.77%로 상승하였다. 다시 17世紀 중반인 仁祖와 孝宗代에 높

아진 후 점차적으로 비율이 상승하며, 18世紀 초반인 경종대에 10.31%를 기록

한 이후 순조대에는 15.00%를 기록하고, 철종대에는 최정점으로 16.89%의 비

율을 보이고 있다. 

  입후와 관련된 수교는 명조대에 집중적으로 등장하였고, 이후 현종, 숙종대

70) 朴秉濠, “異姓繼後의 實證的 硏究”, 韓國法制史攷 (法文社, 1974) 참조.
71) “7. 入養에 관한 건: 양자는 상속을 위해서 한다. 또한 양자로 될 수 있는 자는 남계

의 동일혈족에 한하는 것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다. 그렇더라도 3세 이하의 기아를 수

양하여 수양하는 자의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 그것을 ‘收養子’라고 한다. 수양자는 

상속인으로 할 수 없다.” 朝鮮總督府 中樞院 편, 民事慣習回答彙集 (朝鮮總督府 中樞

院, 1933), 13-15面 참조. 
72) 朝鮮時代의 과거는 지방 鄕試合格者들이 生員⋅進士試에 응시할 수 있으며, 生員⋅

進士들이 文科에 응시하고, 최종적으로 국왕이 주관하는 殿試를 보아야 한다. 生員⋅

進士試의 정원은 각각 100명이며, 동시 응시와 합격이 가능하다. 朝鮮時代 과거는 

1393년(태조 2)에 처음 시행되어 1894년(고종 31)에 폐지되어 502년 간 총 230회 시행

되었고 전체적으로는 81% 정도의 방목이 남아 있다. 응시자가 국가에 제출한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가장 신빙성이 높다. 자세한 것은 崔珍玉, 朝鮮時代 生員進士 硏究 

(集文堂, 1998)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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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각각 1개, 2개의 수교가 나왔으며 정조대의 ≪대전통편≫과 고종대의 ≪대전

회통≫에는 근거수교를 확정할 수 없는 조문이 추가되었다.73) 

  입후 등 가계계승과 관련된 명종대의 수교는 이때부터 비로소 입후가 나타

나면서 ≪경국대전≫에서 상정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경국대전≫에는 기본적인 것만 규정하였을 뿐, 세부적인 것

은 규정할 수 없었다. 이후의 과정은 입후를 하면서 야기되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예⋅법과 전래의 관습을 조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

기 조선사회 전반에 양자제도가 널리 확산되었다.74) ≪경국대전≫의 엄격한 입후

요건 하에서 양자가 전체 생원⋅진사시 합격자의 10∼17%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 결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는 특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18世紀 초반 이후의 10%대 이상의 양자는 ≪경국대전≫에서 

인정하지 않은 사후양자를 일반적으로 가능하게 한 법적 조처가 있었기 때문

에 가능하였다. 특히 양가 부모가 구몰하여도 문장의 신청만으로 입후를 허용

하였기 때문에 철종대 14년 동안 약 1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75)

  위 사실을 종합하면 즉 16세기에 비로소 養子制度가 사회에 보급되기 시작

하여 19세기에는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76)

73) ≪속대전≫의 봉사조와 입후조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鄭肯植, “≪續大典≫의 位相에 대한 

小考 -‘奉祀 및 立後’條를 對象으로-”, 서울 학교 법학, 46-1(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참조.
74)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집단이 제한적이지만, 19세기 양자의 비율이 15%, 16.9%는 6

가구 중에 1가구는 양자임을 의미하는, 아주 높은 수치이다. 그리고 조선후기에는 신

분제도와 과거제도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표본의 오류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19세기에 

양자가 확산되었다는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崔在錫, “養子制와 親

族”. 韓國家族制度史硏究 (一志社, 1983), 604쪽.
75) 인조와 효종대의 높은 비율은 전후의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며, 고종대의 약 13%의 비

율은 합격자가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76) 이상은 정긍식, “전기자료에 나타난 16세기 양자의 특징: 司馬榜目의 분석”, 국제․지역

연구 12-4(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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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家系繼承의 變化와 그 意味

  위에서 조선시대 가계계승법제의 변천을 살펴보았다. 현실에서의 가계계승과 

변화의 동인 등을 검토한다. 

  16세기 중엽까지는 법과 현실은 달랐다. 제사는 여러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봉행하는 諸子女輪回奉祀가 조선전기까지의 관행이었고, 대상은 친조부

모뿐만이 아니라 外祖父母까지이었다. 이러한 관행은 우선 중국과 달리 大宗法

이 확립되지 않은 가족제도의 차이에서 기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男女均分

相續도 중요한 이유이다. 부모로부터 혜택인 재산을 물려 받으면 의무인 제사도 

같이 봉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입후를 하지 

않고 딸과 그 자식이 봉사하는 外孫奉祀도 성행하였다. 이는 남녀균분상속과 

함께 남자가 처가살이하는 率壻婚俗의 혼인관행에 기인한다. 또한 자녀가 없으

면 異姓者를 길러 제사를 부탁하기도 하였다(收養⋅侍養奉祀). 그리고 남편이 

사망한 후에 그 처가 남편과 그의 조상제사를 모시는 ‘冢婦法’이 존재하였다. 

명종 연간에 이러한 관행이 논란이 되었지만 고쳐지지는 않았고, 지역과 신분

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기간 존속하였다. 

  이러한 관행은 이념적으로는 주자학에 대한 이해의 심화 및 주자가례의 실

천과 현실적으로는 삶의 터전이 바뀜에 따라 변하기 시작하였다. 전자는 國典

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후자는 혼속의 변화이다. 결혼 후 남

자가 여자집에 거주하는 ‘率壻婚俗’은 조선초기부터 親迎禮로 바꾸려는 논의가 

있었다. 명종대에 솔서혼속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결혼후 남자가 처가에 머무

르는 기간이 단축되는 半親迎禮가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父系集團居住地가 형성

되면서 친손와 외손의 구별, 즉 內外觀念이 탄생하였다. 그 결과 제사승계에서 

딸과 외손이 배제되고 그 대가로 딸들은 상속에서 차별을 받았으며, 제사는 諸

子輪回奉祀로 되었다. 

  두 차례의 전쟁을 거친 후 붕괴된 이전의 향촌사회의 질서를 가문을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하였다. 또 신분제의 붕괴로 양반층이 급속하게 늘면서 양반사회 

내부의 계층분열도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조선후기 향촌사회에서는 

가문이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가문의 위상은 “奉祭祀 接賓客”이라는 사대부의 

기본적 임무의 이행이 결정적 요인이었다. 入鄕祖에 대한 祭祀는 조상에 대한 

추숭을 넘어서 향촌사회에서의 정치적⋅사회적 위상과 직결된다. 이를 위해서

는 경제적 기반이 확립되어야 한다. “9대 독자 9대 만석군”이라는 말이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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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균분상속은 재산의 영세화와 나아가 향촌사회에서 가문의 위상을 격

하시키게 된다.77) 따라서 법전에 규정된 균분상속을 회피할 수 있는 묘안을 찾

아야 한다. 그것은 제사를 위해 설정한 奉祀條의 활용이다. 1/5인 법규정 이상

으로 봉사조를 설정하였다. 또 봉사조는 제향선조별로 설정되는데, 조선후기에

는 4代奉祀의 보급과 함께 相續財産에서 奉祀條가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나게 되

었다. 奉祀條는 제사를 승계하는 長子가 관리하게 하여 사실상 재산의 長子 單

獨 내지 優待相續과 함께 제사의 長子單獨承繼를 실현하였다. 그리고 가문이 중

시되면서 입후는 사회 전체로 확산되었다.78) 나아가 ≪經國大典≫와는 달리 長子

만이 아니라 차자도 널리 입후를 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은 거칠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념의 변화, 

거주지의 변화와 이에 따른 부계친족집단의 형성, 친근감의 차이에 따른 여성의 

家系繼承에서의 배제와 남녀상속의 차별, 향촌사회의 분화와 가문의 중시 그리고 

長子의 단독가계계승의 경로를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선후기에는 

가계계승이 중시되어 입후가 널리 보급되었고 그 결과 원친까지 입후의 대상이 

확대되고 절차규정이 정비되었다.79) 

  그러나 조선후기까지 가계계승과 관련이 없는 입후와 제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제사에 대한 관념의 차이에서 연유하였다. 선초에 종법에 바탕을 

둔 祭祀承繼制度는 제사를 망자에 대한 死後奉養으로 여기는 기존의 관념에 家

系繼承의 의미가 부가되었다. 그 결과 ≪經國大典≫의 奉祀條와 立後條는 별개로 

77) 茶山 丁若鏞(1762-1836)은 財産이 零細한 19世紀初의 상황에서 均分相續 때문에 유

력한 家門에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재산의 長子單獨相續을 주장하였다(≪牧民心書≫ 

<刑典> [聽訟(下)]).
78) 鄭肯植, “朝鮮中期 祭祀承繼의 實態 ―安東 周村 眞城李氏家門의 例―”, 金仁杰 外, 

朝鮮의 政治와 社  (集文堂, 2002); 정긍식, “종법적 제사승계와 가족의 변화”, 金弼

東 外, 韓國社 史硏究 (나남, 2003) 참조.
79) 立後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經國大典≫에 규정된 兄亡弟及은 朝鮮後期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長子가 결혼 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존재하였다. ≪經國大典≫ 

<禮典> [五服]條에서는 未成年으로 死亡한 경우에 대해 服制를 規定하고 있다(三殤). 

그러나 부모보다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불효라고 여겼다(≪太宗實錄≫ 태종 7년[1407] 

5월 22일[을해]; ≪成宗實錄≫ 성종 6년[1475] 6월 27일[갑진]). 실제로 이들에 대해서는 

服喪을 하지 않았고, 또 이들은 族譜에도 기재되지 않았다. 滋賀秀三은 미혼녀는 자

연적 의미에서 父宗家에 그치고 사회적 의미에서는 宗상 소속이 없는 존재이며, 여자는 

결혼을 통해 종의 소속관계를 결정하여 취득한다고 보았다(滋賀秀三, 中國家族法の原理 

[東京: 創文社, 1967], 462-5면.) 이를 유추하면 미성년자 즉, 혼인 전에 사망한 자는 

생물학적으로는 출생하였지만 사회적으로 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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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되어 입후대상자를 최근친으로 제한하거나 원친인 경우 양부와 그 조상을 

분리하였다. 제사를 사후봉양으로 여기는 관념은 종법적 제사승계관념이 정착한 

조선후기에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가계계승과 무관한 법외양자가 존속하였으며, 

이는 정조대의 左議政 金熤이 “奉祀는 香火를 일컫는 것이고, 繼後는 그 차례를 

잇는 것을 일컫는 것인데, 간혹 사대부와 庶人家에서 다만 祭祀만 받들고 차례를 

잇지 않는 예가 있다.”80)고 한탄한 것에서 알 수 있다.81) 

  조선시대 제사의 의미는 전기에서 후기로 가면서 변화되었다. 16세기 중엽까

지는 제사에 가계계승보다는 사후봉양의 의미가 강하였다. 그래서 명분보다는 

혈연을 강조한 수교가 등장하였고, 후기로 갈수록 死後奉養의 의미는 쇠퇴하고 

家系繼承의 의미가 전면에 등장하였다. 이는 16세기 중엽 이후에 나온 수교에 

반영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속대전≫에 반영되었고, 이후 ≪대전통편≫와 ≪대전

회통≫에는 사후양자와 절차규정만 추가되었다.82) 따라서 16세기 중엽은 한국사

회에 종법적 가계계승, 즉 현재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제사승계, 나아가 

부계가계계승과 가부장제가 한국에 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IV. 結  論

  위에서 조선시대 법제를 중심으로 父系血統 중심의 家系繼承制度가 정착하는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았다. 

  ≪經國大典≫ 봉사조와 입후조에서 제사승계를 통한 가계계승을 규정하였는데, 

전자는 고려 이래의 慣習을 성문화한 것이며, 후자는 명문가를 확립하려고 의

도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양자는 특히 妾子의 지위에 대해 서로 모순되었다. 

그러나 주자가례에 입각한 ≪경국대전≫의 가계계승제도는 법적으로는 정립되었

지만, 현실에는 관행에 따른 가계계승이 주류를 이루었다. 

  16세기 중엽 주자가례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토대로 개별사건을 해결하면서 

가계계승법제는 구체화되어 갔다. 먼저 가묘 소재 가사의 祭祀主宰者 독점상속과 

80) ≪正祖實錄≫ 정조 10년[1786] 12월 28일[丁卯] “奉祀奉其香火之謂也, 繼後繼其倫序之謂

也, 士庶之家 或有只奉其祀 而不繼其序者.”
81) 鄭肯植, “조선전기 朱子家禮의 受容과 祭祀承繼 觀念”, 역사민속학 12(韓國歷史民俗

學會, 2001) 참조.
82) 鄭肯植, 앞의 “≪續大典≫의 位相에 대한 小考 -‘奉祀 및 立後’條를 對象으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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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立後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첩자의 奉祀, 입후 후 친자의 

출생과 관련하여 名分的 立後보다는 血緣的 立後가, 祭祀承繼의 의미가 가계계

승보다는 사후봉양적 관념이 더 강하였다. 그러나 주자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

지면서 名分的 父子關係를 맺는다는 입후에 대한 이해도 진전되었다. 

  가계계승과 관련된 법령은 개별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16세기 중엽에 대

부분 정립되었고, 이는 ≪經國大典≫ 이후의 법령을 정리한 ≪續大典≫에 반영되었

다. 그리고 17세기 이후에는 사회적으로 입후가 퍼지기 시작하여 18세기 초반

에는 널리 확산되었다. 그래서 사후양자에 대한 규정이 보충되었고 나아가 예

와 법으로는 허용되지 않은 차양자와 백골양자 등 변례적 양자제도가 등장하

였다. 그러나 종법적 입후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收養⋅侍養奉祀 등 

비종법적 양자가 사회 저변에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사를 가계계승

이 아닌 사후봉양으로 여기는 관념 때문이었다. 

  조선시대에 형성⋅확립된 종법적 제사승계에 근거한 가계계승은 한낱 과거

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현대를 지배하고 있다. 父系男孫으로 이어지

는 제사를 통해 家系를 繼承한다는 의식은 20세기 전반 植民地 支配를 통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19세기 이후의 조선사회에는 嫡長子가 제사를 승계하고 재산

을 거의 독점적으로 상속하는 관행이 자리를 잡았다. 식민지기에는 이를 조선

의 ‘慣習’이란 명목으로 존중하고, 朝鮮高等法院 判決을 통하여 규범으로 만들

었다.83) 1958년에 제정된 民法에서는 父系血統主義에 입각하여 장남으로 이어

지는 ‘家’와 ‘戶主制度’를 규정하였다. 민법에서는 ‘家’를 “戶主와 가족으로 구

성”하고, ‘戶主’는 “一家의 系統을 繼承한 者 등”으로 정의하였으며, 戶主를 통

한 家의 繼承을 위한 장치인 養子制度, 壻養子, 死後養子를 마련하였고, 戶主承

繼를 강제하였다. ‘家’의 徵標로 姓과 本貫을 규정하고, 子는 원칙적으로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妻는 夫家에 入籍하도록 하였다. 1958년 民法에 규정된 

家와 戶主制度는 조선말기에 사실적으로 존재하는 家系繼承慣習을 식민지기에 

‘傳統’이라는 명분으로 관습으로 미화하고 규범으로 승화시킨 것을 그대로 수

용한 것이다. 

  민법 제정 당시와 그 이후,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폐지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83) 1912년에 제정된 朝鮮民事令에서는 일본의 민법 등을 朝鮮에 依用하면서, 親族相續에 

대해서는 朝鮮의 慣習을 法源으로 인정하였다(제11조). 이후 몇 차례 朝鮮民事令이 

개정되어 절차법적인 일본민법의 의용범위가 확대되었다. 다만 1939년의 改正(1940년 시

행)에서는 異姓養子와 壻養子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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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호주제도는 몇 차례의 부분적인 수정은 있었지만 본질적인 내용과 형식은 

개정되지 않은 채, 2007년까지 존속하였다.84) 폐지의 직접적인 계기는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戶主制가 헌법의 兩性平等에 위배한다”고 결정한 것이다(헌법

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 등 결정). 이에 따라 2005년에 민법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하였다. 핵심적인 내용은 가와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종래 父系血統主義를 고집한 子의 姓과 本을 부부의 협의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모나 새아버지의 그것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85) 그리고 2008년 11월 

20일 大法院 全員合議體에서는 종래 “嫡長子가 우선적으로 담당한 부모의 제사를 

자녀들이 협의에 의해서 주재자를 결정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남계

후손이 없으면 長女가 담당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판결).86) 

  2005년 민법의 개정(2008년 1월 1일 시행)과 위 판결로 이제 한국에서는 부계

남손만이 가계를 계승할 수 있는 제도는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졌다. 이제 가계

계승은 법이 아닌 관습의 영역, 즉 개인 내지 부부의 자율로 돌아갔다. 그리고 

친양자제도의 도입에 따라 부계혈통 이외의 자를 입양하여 친자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2005년 개정 민법 제908조의2 이하). 이 친양자제도는 조선전기의 수양

자와 유사하다. 결국 현재의 가계계승은 다시 15세기로 회귀하였다. 새로운 가

계계승의 지혜를 역사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84)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戶主는 실질적인 권리는 박탈되고, 戶籍簿의 冒頭에 기재되는 

형식적 존재로 되었다. 
85) 정긍식, “한국의 호주제도에 대한 역사적 성찰”, 아세아에서 식민지의 정치  유산(서울

대학교 역사연구소, 2009) 참조. 
86)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亡人이 法的 配偶者와 子女(甲)를 出産한 다음 事實上 離

婚을 하고 事實婚의 配偶者와 살면서 자녀(乙)를 출산하였다. 亡人이 사망하면서 嫡

子인 甲이 아닌 妾子인 乙에게 본인의 祭祀를 부탁하였다. 이에 대해 甲이 乙을 상대로 

遺體引渡 등을 청구한 사건이다.
*

 결론은 甲이 승소하였다. 이 판결의 취지는 종전의 

판례와 같지만, 子女들이 協議하여 祭祀主宰者를 결정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嫡庶를 구분하지 않고 아들, 딸의 순서로 祭祀主宰者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선언한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딸이 祭祀를 주재할 가능성은 낮다. 13명

의 大法官 중에서 4명의 反對意見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을 기약한다. 

   * 현재 韓國에서는 祭祀主宰者의 地位를 確認하는 訴訟은 法律上의 確認의 利益이 

없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遺體나 墓地 등을 訴訟目的으로 해야 한다. 

朝鮮高等法院도 1933년까지는 奉祀權과 祭祀相續의 法的 性格을 인정하였으나, 이후 

단순한 道德的 義務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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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와 <그래프>

<부표> 조선시대 양자 추이
*

王 代(西紀; 在位期間) 回數 總人員 兩試 實人員 養子 比率(%)

太宗(1400~1418; 18)

世宗(1418~1450; 32)

睿宗(1468~1469;  1)

成宗(1469~1494; 25)

燕山(1494~1506; 12)

中宗(1507~1544; 39)

明宗(1545~1567; 22)

宣祖(1567~1607; 40)

光海(1608~1623; 15)

仁祖(1623~1649; 26)

孝宗(1649~1659; 10)

顯宗(1659~1674; 15)

肅宗(1674~1720; 46)

景宗(1720~1724;  4)

英祖(1724~1776; 52)

正祖(1776~1800; 24)

純祖(1800~1834; 34)

憲宗(1834~1849; 13)

哲宗(1849~1863; 14)

高宗(1863~1894; 31)

 1

 1

 1

 3

 4

10

 7

14

 7

11

 5

 7

27

 4

24

11

18

 8

 6

17

   99

  198

  200

  469

  780

 2,001

 1,397

 3,998  

1,390

 2,189

  999

 1,392

 5,401

  788

 4,795

 2,263

 3,601

 1,601

 1,261

 7,027

․

․

 50

117

100

311

283

293

124

212

112

 99

448

 51

221

 92

 80

 12

  6

 26

   99

  198

  150

  352

  680

 1,690

 1,114

 3,705

 1,266

 1,977

  887

 1,293

 4,953

  737

 4,574

 2,171

 3,521

 1,589

 1,255

 7,001

 ․

 ․

 ․

 1

 ․

 8

 42

 84

 42

107

 59

 64

350

 76

496

265

528

227

212

901

․

․

․

 0.28

․

 0.47

 3.77

 2.27

 3.22  

 5.41

 6.65

 4.95

 7.07

10.31

10.84

12.21

15.00

14.29

16.89

12.87

合    計 186 40,649 2,637 38,012 3461 평균: 9.11

<그래프> 조선시대의 양자추이(司馬榜目 分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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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긍식, “전기자료에 나타난 16세기 양자의 특징: 司馬榜目의 분석”, 107-8쪽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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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

1. 

  이 논문은 2009년 3월 21일 日本 東京外國語大學에서 개최된 국제심포지움 

“問題로서의 ｢家｣再論 -存續裝置로써의 養子시스템, 比較史的 視點에서-”에서의 

발표문을 수정한 것이다. 이 심포지움은 吉田ゆり子(東京外國語大學 교수)의 사회

로, 臼井佐知子(東京外國語大學 교수)의 “중국에서의 양자 -명청시대의 법⋅제도와 

그 실태-”, 문숙자(당시 국사편찬위원회 연구원)의 “조선시대의 가계계승과 양자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大森英子(多摩大學 교수)의 “江戶時代의 大名相續”의 

발표가 있었으며, 柳谷慶子(聖和學園短期大學 교수), 粟屋利江(東京外國語大學 교

수)의 토론이 있었다. 

  이 심포지움에서 한중일의 가계계승과 양자제도가 중심이었지만, 특히 일본의 

특이성이 새로왔다. 익히 알고 있는 것 외에도 일본은 宮女 등이 家를 창립하여 

가계를 계승시킬 수 있은 점 등이다. 특히 粟屋利江 교수는 마누법전을 중심으

로 인도에 대해 보고를 하였는데, 비교법사적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가

장 인상에 남는 것은 많지 않은 청중이었는데도 이슬람지역 전공자, 남아메리

카지역 전공자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시야를 全地球的으로 확대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다양성은 주최가 東京‘外國語’大學이기 때문이겠지만, 지역전공자들이 함

께 모여 토론하는 것 자체가 부러웠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연구가 활성화되고 

그 영역에서 법학과 법사학이 중추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2. 

  심사과정에서 본고의 목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유익하고 핵심적인 지적

이 있었다. 즉 “시대적 흐름의 통관을 목표로 삼았다면, … 필자 나름의 역사

적 시각, 혹은 … 분석시각 내지 분석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의 “가계계승법제가 ‘다시 15세기로 회귀하였다’고 한 대목은 15세기

와 현대 한국 사이의 현상적 유사성만인지 아니면 개인과 가(족)의 존재방식과 

상호관계의 사적인 전개에 대한 文化構造的 인식 내지 평가를 전제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궁극적으로 어떤 ‘고유’의 가(족) 질서와 관

념, 종법적 가(족)의 그것, 근대민법 내지 일본민법의 가와 호주제의 사이의 차

이 및 유사성의 이론적 설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는 현재로서는 그대로 답하기에는 너무나 큰 주제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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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며, 다만 여기서는 필자의 단견을 언급하여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함께 

공유하기로 한다. 큰 흐름으로 보면 고려 이래의 兩系的⋅兩側的 (bilateral) 가족

구조가 주자학의 이념과 주자가례의 실천에 따라 單系的으로 변하였다. 그 과정

에서는 개인의 존재, 나아가 자유가 어떻게 변하였는가? 그리고 식민지를 거친 

후 가제도-호주제도가 등장하면서 개성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밝히려는 것이다. 

결국 역사에서 개인의 존재와 자유가 변해가는 궤적을 그리려는 것이다. 그리고 

15세기와 현재는 표면만이 아니라 근저도 유사성이 있다. 즉 15세기에는 가족의 

속박을 받지 않은 개인과 자유가 있다면, 현재는 가족의 속박에서 벗어난 개인과 

자유가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고 획득하려는 존재이며, 

역사는 자유와 통제가 씨줄과 날줄이 되어 한 폭의 베를 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 한국법사에서 ‘자유와 통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朴秉濠, 

“법발전에 있어서의 자유와 통제 -한국의 경험에서-”, 법학논집 2-1,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이 논문은 필자의 스승이신 영산 박병호 선생님께서 정년퇴임 후 

연구를 회고하시면서 화두로 던지신 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화두

에 대해 구체적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있다. 

투고일 2010. 5. 17     심사완료일 2010. 6. 7     게재확정일 2010.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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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Legal System of Succession of Family 

in the traditional Korean society

Geung Sik Jung*

87)

  It is a principle for the eldest son to succeed a family in the traditional Korean 

society. Because he had no sons, he should have a risk that his family died 

away. A adoption is a legal apparatus to prevent that risk. Laws concerning 

succession of a family were consisted of two articles in Kyungkuktaechun(經國大

典). One is Ancestor-Worship[Bongsa, 奉祀] which was formed in the ground of 

serving the dead, and the other is Adoption(Yiphu, 立後] to succeed family. The 

contradiction and problems in them were solved and compromised to regard 

kinship than justification. In the 15th century the laws of adoption were 

established, but it was not popular to early the 16th century. In the middle 16th 

century it was extended and highest to about 16% in the 19th century. These 

facts were reflected in laws. In middle 16th century, laws of adoptions were 

prepared and enacted by solving many problems in related of succeeding a 

family and adoptions and properties. And after the 17th century, procedural 

regulations were supplemented. Specially, procedural regulations about posthumous 

adoption were impacted in universalization of adoption. And in these circumstance, 

non-legal adoptions were emerged in the high society. But in the low society, 

adoptions unrelated succession were lasting to the early 20th century, because 

they thought ancestor-worship as serving them after death.

  Today, the head of family[Hoju 戶主] and Ie-System[家制度] were abrogated 

and adoption unrelated blood and family was introduced in the Korean Civil 

Code. So the succession of family is not compulsive and free. Korean history 

goes back to the 15th century in the succession of family.

Key words: Succession of Family & Ancestor-Worship, Laws and Historical Facts 

of Adoption, the Head of Family, Relation of Laws and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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