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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지 까지 양자에 한 연구는 주로 역사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다. 실제 입양의 

결정 과정, 입양을 보내는 이와 맞는 이 사이의 갈등, 그리고 입양이 된 후 생부와 

양부 두 사람의 부모를 섬겨야 하는 양자의 심리  혼란 등 다소 구체 인 문학  

근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고는 한시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난 양자의 양상

을 살펴 으로써 조선시  가족의 한 단면을 재구하 다.

재의 입양은 개 불임의 안으로 원래의 성씨와 무 하게 이루어지지만, 

에는 친족 간에 입양이 빈번히 이루어졌다. 연 계가  없는 남보다는 가족

의 범  내에 드는 친족을 선호했기 때문이었다. 입양의 과정이 무조건 순조로울 

수는 없었기에 이 문제로 가족 간의 갈등도 지 않았다. 양도 드물기는 했지만 

종종 발생했고, 어떤 사유든 그로 인한 부작용은 매우 컸다.

양자의 모든 법 인 권리나 지켜야 할 법은 양부가 우선시 되었다. 그 다고 

생부와 인연이 완 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집안 사이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었다. 두 집이 모두 정치 으로나 경제 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자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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짊어질 무게가 두 배가 되었다. 기른 정과 낳은 정 속에서 심리 인 浮游가 지속되

기도 하 으며, 어렸을 때 生父를 상실한 기억은 오래도록 아픔으로 남아 있었다.

제 핏 이지만 庶子인 자식과,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양자로 들여 嫡子가 된 

자식이 있었다. 에는 매우 빈번한 일이었지만 지 은 이 두 유형의 자식들을 

함께 갖는 일은 상식 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자와 서자를 엄격하게 

구분했고, 정이야 어떻든 간에 양자를 맞아들여 자로 삼는 경우 반드시 장자 우

를 해주었다.

주제어 入養, 罷養, 養子, 生父, 養父, 嫡子, 庶子

Ⅰ. 서론

養子는 인류의 역사와 같이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집트를 떠나 십

계명을 받은 모세는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자랐는데,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강에서 건진 아이’라는 의미이다. , �삼국지연의�에도 수많은 양자가 등

장한다. 劉備와 關羽는 각각 劉 과 關平을 양자로 두었으며, 두 명의 양

아버지 丁原과 동탁을 모두 배신했던 여포도 양자 다. 

 문인에서는 李箱(1910～1937)을 들 수 있는데, 그는 백부의 집에서 

자라 성인이 된 후 본가와 양가 두 집안의 생계를 모두 떠맡기도 했다. 라쇼

몽으로 유명한 일본의 아쿠타가와 류우노스 (芥川龍之介, 1892～1927)는 

친모의 정신병 발작으로 생후 8개월 때 외가로 옮겨 살다가 결국 외삼 의 

양자로 컸으니, 이상과 매우 흡사한 이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겠다.

入養은 자신의 친자식이 없을 경우, 남의 자식과 친자 계와 동일한 법

률 계를 맺는 것을 이르며, 收養(3세 이  입양), 侍養(3세 과 입양), 率

養, 立後, 系出, 出后 등 다양한 용어로 불렸다. 죽은 사람을 양자로 삼아 

그 자손으로 하여  를 잇게 하는 경우인 白骨養子와, 양자로 들어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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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이미 결혼을 해서 처자식이 있는 경우인 둥주리 양자라는 것도 있었

다. 그러나 양자는 통상 어렸을 때 맺어지는 것이 일반 이었으니, 생부모

의 기억이 을수록 양부모와의 생활에 응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양부모와 양자의 계가 끊어지기도 했다. 양자와

의 인연을 끊는 것을 罷養이라 하고, 양자로 所後家(양자로 들어가는 집)

에 갔던 자식이 그것을 그만 두고 生家로 돌아오는 것을 歸宗이라 했다. 

양은 나 지 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에 와서는 입양의 이유가 不姙의 안으로 축소되었지만 에는 

養子를 들이는 이유가 꽤 다양했다. 양자를 들이고 싶으면 나라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養子의 입양을 허가하는 증명서를 禮曹로부터 발  받았는데 

이것을 조의 빗기[禮斜 사]라 하고, 문서를 조하여 조의 빗기를 받

아내는 행 를 圖斜라 하며, 사의 발  사실을 연도별로 등록한 책을 �繼

後謄 �이라 한다. 中人이나 良人은 물론이거니와 奴婢들까지도 繼後와 

奉祀를 목 으로 입양했다.

통상 형제의 아들  항렬이 동일한 아이를 양자로 들 는데, 叔  는 

孫 에서는 들일 수 없었다. 드문 로 池若海가 같은 항렬인 族兄弟 사이

인 池鳳翼을 후사로 삼아 큰 문제가 되기도 했다.

원래 입양은 동성동본  近親을 상으로 했지만 차 異姓이나 遠親

까지 확 되었다. 17C부터 19C까지 입후 사례를 기록한 �繼後謄 �과 族

譜에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17C 반까지는 10  이내 동종 근친 입후

가 부분이었으나 18C를 지나 19C에 이르는 과정에서 20  이내의 입후

까지 확 되었으며 20 을 넘어 40 에 이르기까지 원친 입후의 사례도 

 증가했다.1)

 1) 박종천, ｢의례  계승인가, 사회  구휼인가? -조선 후기 立後와 入養에 한 다산의 

논의-｣, �다산학� 16권, 다산학술문화재단, 2010, 65면 참고; 崔在錫, �韓國家族制度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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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연이나 세 에 상 없이 매우 유연하게 양자를 받아들 다. 사

, 외조카, 외손자를 성씨만 바꿔 양자로 삼는 일본의 壻養子는 일제 강

기에도 일반 으로 수용되지는 않았다.2) 철 히 부계 심 사회인 우리나

라에서는 쉽게 용인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 까지 양자에 한 연구는 주로 역사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다.3) 실제 

입양의 결정 과정, 입양을 보내는 이와 맞는 이 사이의 갈등, 그리고 입양이 

된 후 생부와 양부 두 사람의 부모를 섬겨야 하는 양자의 심리  혼란 등 

다소 구체 인 문학  근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고는 한시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난 양자의 양상을 살펴 으로써 조선시  가족의 한 단면을 

재구하려 한다. 

硏究�, 一志社, 1983, 618∼625면, 635∼646면, 694∼698면. 재인용.

 2) 조선일보 2004년 12월 8일 “[만물상] 양자  잇기”라는 을 보면 흥미로운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 일본(日本) 자동차회사(自動車 社) 스즈키의 창업자(創業 ) 스

즈키 미치오(鈴木道雄)는 딸만 셋을 뒀다. 그는 1957년 세상을 뜨면서 회사를 맏사 에

게 물려줬다. 3  경 권은 셋째 사 가 이어받았고, 4 인 지  회장은 맏사 의 사

다. 사 들의 성(姓)은 모두 스즈키다. □ 18세기 일본 쇼군( 軍) 직속의 고 (高位) 

무사(武士)인 하타모토(旗本) 4948명(名) 가운데 4분의 1 가까운 1124명이 양자(養子)

다. 역사가 200년도 넘는 노포(老鋪)와 도자기(陶瓷器) 공방(工房)들도 서양자(壻養

子)나 양자(養子)를 들이지 않았더라면 벌써 脈이 끊겼을 것이다. 일본의 상도(商道)를 

세운 18세기 교토(京都) 거상(巨商) 이시다 바이칸(石田梅岩)에게 제자가 물었다. “친

부(親父)가 양부(養父)를 죽인다면 복수(復讐)해야 합니까?” 바이칸이 답했다. “양부

(養父)의 원수(怨讐)를 갚고 그 목을 묘당(廟 )에 바쳐야 한다.”

 3) 고민정, �朝鮮後期 家系繼承 硏究 : 立後制를 심으로�, 강원 학교 박사학 논문, 

2014; 한상우, ｢조선후기 양반층의 立後 양상과 략  繼子선택｣, �朝鮮時代史學報�

73호, 조선시 사학회, 2015; 김 래, 박희정, 미야키 이나, ｢개항기 일본인의 여행기

에 나타난 조선인식｣, �역사와 경계� 93호, 부산경남사학회, 2014.



한시에 나타난 養子의 모습  337

Ⅱ. 한시에 나타난 양자의 모습

1. 새로운 가족이 되다 –入養과 罷養-

이 몸은 아들 없고 남편도 세상 떴고 此身無子又無夫

시부모 모시다가 마침내 시어머니도 잃었네 只恃 姑竟失姑

시동생이 낳은 아이 아직은 어리니 望弟生兒兒未育

언제 나나니벌처럼 포로를 지고 올까 何時蜾臝負蒲

남들은 아들 있는데 나는 양자 구해야 하니 他人有子我求螟

병든 시아버님 길을 가며 그 얼마나 물 날까 病 登程淚幾零

밤낮으로 오직 후사 얻기만을 비셨으니 日夜祈望惟在此

어디에서 추 같은 훌륭한 아이 낳았던가 鳳雛何處生寧馨

南貞一軒, ｢시아버님이 양자를 구하러 주로 가시다[ 以求螟事行

次坡州]｣

南貞一軒(1840～1922)은 약천 남구만의 후손으로 南世元의 딸이며, 成

大鎬(1839～1859)의 부인이다. 16살에 성 호와 혼인하 으나 20세에 남편

이 죽은 뒤 따라 죽으려 해서 집안사람들이 항상 살피곤 했다. 그녀는 슬하

에 자식이 없어 族兄인 成縉鎬의 둘째 아들 台永을 양자로 삼았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아들 태 은 어머니의 시와 제문을 모아 �貞一軒詩集�을 

엮어 주었다.

자신의 소생인 자식은 없고 남편과 시어머니도 세상을 떴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박한 때, 시아버지는 주까지 양자를 얻으러 길을 떠난다. 양

자를 얻는 기쁨보다는 자신의 기막힌 처지를 비 하는 한탄이 주를 이루고 

있다. ｢鷄兒｣, ｢桃李曲｣, ｢望子曲｣, ｢螟蛉曲｣ 등의 작품에서 양자와 련

된 내용을 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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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아내가 울면서 내게 말하기를, “늙으면 구에게 의지 하겠어

요. 학생만 집 안에 가득하여 집을 둘러볼 때마다 외롭답니다. 간곡히 원했

지만 아들 갖는 일 버렸으니4), 조카가 어  螟蛉5)이 아니겠어요.”라고 

하며 아이를 데려올 마음을 정하고 날짜를 잡아 가겠다고 알렸다. 부모님이 

내 말을 들으시곤 불 히 여겨서 차마 막을 수 없었다. “거기 가나 여기 

있으나 손자는 매일반이지만 길이 멀리 막  있는 것이 걱정이 된다.” 맏형

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생각에 잠겨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아이가 어릴 

때 보내 아우가 늙는 것을 막아야지”라고 했고, 내 둘째 형님은 내 말을 

듣고 서신을 보내 자주 축하하며 말하기를 “양자는 어릴 때 들이는 것이 

좋은데, 지 은 시기가 좀 지났구나.”라고 했다. 나의 님과 아우가 한편으

로는 로하고 한편으로는 기발하게 일컬으며 “오빠 나이가 마흔인데 덜덜 

떨며 자식이 없는 것 두려워했죠. 자식이 있다고 지  남에게 다면 일이 

진실로 알기가 쉽지 않을 테지요.”6)라고 했다.

큰 형수가 아이를 품에 안으며 물을 주룩주룩 흘렸다. “아이가 비록 

겨우 젖을 끊었다지만, 어떻게 멀리 떠나 있을 수 있는 시기겠어요. 제 시숙

이라 허락하지 않을 것은 아니나, 다만 몇 해 동안만 시간 가지고 늦추고 

싶어요. 근래에는 학질을 얻어 이틀에 한 번꼴로 앓곤 합니다. 게다가 는 

몹시 가난하여 베를 모두 직  짜니, 산속 집은 매일 밤마다 흐릿한 등불이 

물 를 비추고 있습니다. 남편은 서실에 있고, 하녀는 방아를 찧으러 이웃

집으로 가죠. 오직 아이와 아이의 이가 웃으면서 품으로 고들면, 곤궁

한 근심이 그로 인해 흩어지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로 불 습니다. 

큰 아이는  자라 항상 시부모님께 머물러 있고, 비록 배 속에 아이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남자 아이인지 여자아인지 알겠어요. 지  만약에 이 

 4) 胎夢에 곰이 보이면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있다. �시경�, ｢斯干｣에 이르기를 “길한 꿈

이 무엇인가, 곰 꿈을 꾸었다네. 오직 곰 꿈이란, 남자를 낳을 상서라오.[吉夢維何 維熊

維羆 維熊維羆 男子之祥]” 하 다.

 5) 螟蛉: 뽕나무벌 의 유충인데, 나나니벌이 데려가 새끼로 삼는다고 한다. �시경�, ｢ 雅 

宛｣에, “뽕나무벌 의 새끼를 나나니벌이 업고 가는구나. 도 자식 잘 가르쳐 착한 

이를 닮게 하라.[螟蛉有子 蜾 負之 敎誨爾子 式穀似之]”라는 말이 보인다.

 6) �사기�, ｢范睢列傳｣에서 侯瀛이 “사람은 원래 자기를 알기 쉽지 않으나 남을 아는 것 

역시 쉽지 않다.[人固未易知 知人亦未易]”고 한 말에서 유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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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줘 버린다면 막해서 어  지낼 수 있을까요. 사내 장부는 아녀자

와는 다르니 자애롭게 베푸는 은혜로 의를 헤아려 주세요. 시숙은 일 이 

아이를 낳고 기르지 못했지만, 지극한 정을 어떻게 다 버릴 수 있답니까. 

어떻게 어린애를 빼앗아서 삼백리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말 한마디를 할 

때 두 세 번이나 목이 메니, 슬  마음을 억 를 수가 없습니다.”……7)

1704년(36살)에는 부인 韓氏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어 맏형인 蔡明胤의 

둘째 아들 膺仝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다. 채팽윤의 문집에는 양자인 응동

에 한 시가 략 48수가 남아 있다. 특히 ｢동아에 한 시[仝兒詩]｣ 65운 

130구의 長詩에는 양자를 들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족들의 갈등과 이해

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어렵게 얻은 양자에 한 아낌없는 사랑과 

애정이 드러나 있다.

채팽윤의 아내는 이미 병세가 심각해진 상태여서, 생 에 후사 문제를 

결정하고 싶어 했다. 채팽윤은 더 이상 입양 문제를 지체할 수 없다고 단

하여 실행에 옮긴다. 웬일인지 맏형 내외는 물론이고 다른 가족들 모두 입

양 문제에 해 호의 이지 않다. 입양을 보내는 당사자인 맏형과 형수가 

부정 인데다가 입양 시기까지 계속 미 지면서 기를 놓쳤다는 단이 

큰 걸림돌이 다.

구보다 심각하게 입양을 반 한 사람은 형수 다. 입양의 불가피성은 

 7) 蔡彭胤, �希菴集� 권9, ｢仝兒詩｣. : … 략… 病婦泣 余, “ 誰所依. 學子徒盈 , 

內顧終伶俜. 極願負占熊, 猶子豈祝螟” 決意取阿仝, 撰日告行程. 父母聞我 , 惻然

不忍沮. “去留俱爲孫, 所虞道脩阻” 伯氏聞我 , 沈思久無語, “欲遣兒年弱, 欲禁弟

年暮” 仲氏聞我 , 詒書亟相賀, “養兒貴在幼, 於今時亦過” 阿姊及阿弟, 一慰一稱

奇, “伯氏四十年, 凜凜懼無兒. 有子今 人, 事固未易知” 伯嫂抱阿兒, 浪浪逬涕洟. 

“兒雖甫絶乳, 詎是遠離時. 非不許吾叔, 但假數年遅. 近又被瘧疾, 二日常一祟. 况我

苦窮貧, 紡績皆親涖, 每當山齋夜, 燈照絲車. 夫子在書室, 婢去隣家. 唯兒 兒

妹, 嬉笑投懷抱, 窮 爲之散, 不飡中自飽. 兒兄則稍長, 恒留 姑許, 雖有腹中兒, 安

知男 女. 今如 此兒, 寂莫那可度. 丈夫異婦人, 慈恩酌大義. 叔甞未生育, 至情寧

盡委. 奈何奪孩提, 欲去三百里. 一語再三咽, 掩抑不能已”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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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지만 시기를 조 만이라도 늦추어주길 부탁하면서 아이가 학질을 앓

는 이라는 등 소소한 이유를 끌어다 붙인다. 어 든 입양을 보내기 싫다

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러나 채팽윤은 아주 단호한 어조로 자신이 

지  당장 양자를 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을 설명하고 온갖 만류와 설득에도 

기어코 아이를 데리고 갔다.

호서의 먼 길을 날에 다녀올 제 湖西遠涉正春時

친족들 반갑게 만나 헤어진 정 풀었지 花樹歡情慰久離

자식 있다가 이제 없음 스스로 가련하여 自憐有子還無子

그  아이 데려다가 내 아이로 삼았다네. 却使君兒作我兒

문에서 기다릴 제 노년 기쁨 더하 고 候門解助衰年喜

일과 공부 가르치며 옛 슬픔 잊었노라. 課業仍忘 日悲

물려  재산 없다 비웃지 마시게나 莫笑籝金無所遺

내 편함을 세인의 태로움과 어이 비기랴 吾安何似世人危

尹愭, ｢우리 아이[我兒]｣8)

尹愭(1741～1826)는 양자를 보내기도 하고 맞기도 했다. 자신의 친아들 

두 명  맏이인 尹翼培(1765∼?)를 양자로 보냈는데 불행히도 둘째 尹心

培(1774∼1794)가 죽고 후사가 끊기자 새로 양자를 얻어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다.9) 충청도 海美縣에서 10  족종제 尹愹의 아들 尹斗培(1786∼

1860)를 양자로 데려올 당시 윤기의 나이는 60세 고, 윤두배는 15세 다. 

늘그막에 마음 붙일 수 있는 아이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로가 되었다. 

詩題인 ｢우리 아이[我兒]｣에는 슬  마음이 그 로 담겨 있는데, 한시의 표

 8) 시의 번역은 강민정, �무명자집�, 성균 학교출 부, 2013.을 참고하되, 필자가 수정

하 다. 

 9) 그는 윤심배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心培哀詞｣라는 제목의 연작시 40수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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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이런 제목을 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7∼8구에서는 가난한 처지에도 

양자를 들여오는 겸연쩍음을 가난하면 태로움도 없다는 말로 재치 있게 

변명했다. ｢婚日見新婦有吟｣에서는 새 며느리를 맞는 감회와 손자의 출산

에 한 기 를 담기도 하 다.

한직이라 성상을 가까이 모실 길 없어 閒散無由近玉階

궐문에서 옛 동료들 못 보는 신세지만 脩門不見 朋儕

복 입고 들어감 괴이타 말 것 이니 傍人莫怪朝衣入

우리 아이가 백패를 받기 때문이라오 爲是家兒受白牌

아비와 아들이 나란히 궐문 나오니 父子相隨出禁闈

지극한 임  은혜 우리만한 이 드물어라. 君恩到底似吾稀

길 가는 사람들이야 가 군지 어떻게 알랴. 路人那得分誰某

요란한 풍악 사이에 잘 데리고 돌아 왔노라. 簫鼓叢中好領歸

우리 행렬에는 풍악이 없어 다른 사람들을 해 베푸는 풍악에 끼어갔다.[吾行無 聞於他人鼓 而行]

｢방목을 발표하던 날에 궐에 들어가 익배를 데리고 돌아왔다[放榜日

入闕中 率翼兒歸]｣

67세 때 지은 작품으로, 익배가 태어났을 때 4수의 시를 짓기도 했다.10) 

익배는 윤기의 형인 尹恊에게 출계한 자식이지만 자신의 소생이었다. 출계 

후에도 지속 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아이가 과거에 합격해 궁궐에 함께 

출입하면서 감회는 더욱 복잡해졌다. 미 말직인 자신의 처지에 한 부끄

러움과 과거에 합격한 아들을 향한 자랑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흐뭇하고 

견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翼兒中司馬 吟示｣를 쓰기도 했다. 뿐만 아

10) 尹愭, �無名子集� 詩稿 제1책, ｢余今年二十有五, 而始有 璋之喜. 偶讀 詩, 有曰人

皆生子願聦明, 我被聦明誤一生, 但願孩兒愚且魯, 無灾無難到公卿, 意甚陋之. 因反

其意而步其韻, 凡四首. 聊以爲孩兒之祝辭云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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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윤기의 형 윤 이 일  세상을 떠난 탓에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상의하는 형편이었다. 1810년(70세)에 유언을 신해 ｢ 作遺戒 付翼

培｣를 지어 주기도 했다.11)

입양은 여러 사연에 의해 이루어진다. 맏아들이 죽고 양자가 될 만한 사

람이 없을 경우, 둘째 아들을 바로 장자로 삼지 않고 다시 아들을 낳을 때까

지만 맏아들과 같은 항렬의 사람을 양자로 삼는 것을 次養이라 한다. 양부

모나 양자가 원하는 경우, 양자의 인연을 끊는 罷養도 심심찮게 일어났다. 

양자인 녹 이 문 의 허락 없이 산소 자리를 팔아먹자 녹 의 모친이 찰

사에게 언단(한  청원서)을 올려 양을 청원한 도 있다.12)

尹愭는 1810년경 그의 숙부 尹光著의 후사가 되기로 했던 尹忱이 뒤에 

양자가 되기를 거부함으로써 벌어진 사건의 말을 기록한 인 ｢공충 감

사 査啓  조 서 回啓가 나온 뒤에 쓰다. 감사는 정만석이고 서는 

이면 이다.[書公忠監司査啓及禮曹判書回啓後 監司鄭晩錫 判書李勉兢

也]｣를 남긴 바 있다. 이 은 尹忱(1758～1835)이 양자 련 文記를 탈취

하여 불태운 일, 자가 아들 익배를 시켜 禮斜를 받아낸 일, 門長의 着押

이 락된 경 , 윤침의 처가 擊錚한 이유 등을 가상의 질문을 설정하여 

논리 으로 반박하는 형식을 취했다. ｢獻納을 사직하면서 견책을 청한 상

소[辭獻納兼請譴䟽]｣, ｢벗 성진태에게 보낸 편지[ 成友鎭泰書]｣ 등도 이

와 련된 이다. 

이 문제의 처리와 결 결과는 분명치 않지만 결론 으로 罷養으로 정리

된 것으로 보인다. �坡平尹氏貞靖公派世譜�에는 윤침의 이름이 없고, 윤

침의 처 해미 권씨는 安東 權氏로 되어 있으며, 尹 이 윤 의 아들로 

올라 있는 것으로 보아 윤침이 양된 후 윤경을 양자로 삼은 듯하다.13)

11) 박동욱, ｢커다란 돌멩이 그 가 내 가슴에 던져 놓았나 –윤기-｣, �문헌과 해석� 75집, 

문헌과 해석, 2016.

12) 서울신문, 2016. 04. 2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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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루 부러져 부채 이미 버려졌는데 折柄扇已廢

먼지 털어내니 그림은 볼 만하다시네. 拂塵畵可別

그  지  푸른 구름 로 올라 있는데 君今靑雲上

어  버려진 물건을 불 히 여기시나 那能憐棄物

沈翼雲, ｢金禮部(김상복을 가리킴)와 함께 손잡이가 부러진 부채를 읊

다[同金禮部題折柄畵扇]｣

이 시는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  김상복에 

한 고마움을 담고 있다. 그는 왜 이 게 고단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을

까? 양자 문제가 한 개인의 운명을 완 히 바꾸어 놓기도 하 으니, 바로 

沈翼雲(1734∼1783)의 경우가 그러하다. 심익운은 26세에 과 장원을 차지

하여 낭서직을 받지만 沈益昌(1652∼1725)의 손이라는 이유로 서용되지 

않는다. 심익창은 조 독살 사건과 연 되어 역 이 된 인물이다. 심익창의 

손자 沈師淳에게 심익운의 아버지 沈一鎭이 양자로 간다. 후에 아들의 장래

를 걱정한 심일진이 서를 써서 양부 심사순에게 양을 청했고, 심익운은 

斷指를 시도했다. 자식이 부모에게 양을 청한 유의 일이 벌어진 셈이니 

그 순간부터 불운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조

의  밖에 난 심익운, 심상운 형제는 평생 불우하게 살아가게 된다.14)

13) 이 문제는 윤기의 번역본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14) 심익운에 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참고가 된다. 김철범, ｢지산 심익운의 삶과 문학｣, 

�한국의 경학과 한문학�, 태학사, 1996; 안 회, ｢좌 한 혼의 독설 - 沈翼雲의 소품｣, 

�문학과 경계�, 문학과경계사, 2002; 박동욱, ｢그 많은 하루의 시간들을 어이 할까?｣, 

�문헌과 해석� 51집, 태학사, 2010; ｢沈翼雲의 �百一年集� 硏究｣, �어문연구� 제16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4; ｢네가 줬던 그 책을 차마 펴지 못하네 –심익운-｣, �문헌과 

해석� 68집, 태학사, 2014; 김우정, ｢심익운의 <說文>과 산문세계｣, �한문교육연구� 35

집, 한국한문교육학회, 2010; 심의식, ｢沈翼雲시의 구 양상 분석｣, �한문고 연구� 23

권, 한국한문고 학회, 2011; 박경 , ｢심익운의 시문학 연구｣, 이화여자 학교 석사학

논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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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낳은 정과 기른 정 –生父와 養父-

…… 한 양부가 양자에 한 것이나 양자가 양부에 한 그 은정은 같

습니다. 양자는 이미 생부를 버리고 양부를 아버지로 삼았는데, 양부만 친

아들을 버리고 양자를 嫡子로 삼을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만약 양부가 친

아들을 버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면, 양자가 생부를 버리는 것은 더욱 도

리가 아니니, 성인이 어  를 마련하고 법을 만들어 만세에 했겠습니

까. 양자는 생부를 버릴 수 있는데, 양부는 친아들을 버릴 수 없다면, 이는 

천하에 다만 인자한 아버지만 있고 효도하는 아들은 없는 것이니, 어  天

理와 人情의 본연인 것이겠습니까.

더구나 부자와 군신이 人倫의 큰 도리가 되는 것은 꼭 같습니다. 그러므

로 부자의 은정이 하지 않으면 군신의 의리가 밝지 못할 것입니다. 신하

가 임 을 섬기는 데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두 마음

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지  양부가 된 자의 뜻이  아들은 친아들이 아니

니 내가 만약 아들을 낳는다면 당연히 양부자의 인연을 끊을 것이라 생각

하거나,  양자된 자도  양부는 친아버지가 아니니  양부가 만약 아들

을 낳는다면 나는 당연히 물러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양부와 양자는 두 

마음을 품고 서로 해치게 되며 구차스럽게 임시로 합친 것이니 그 家道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禮에는 양부자의 인연을 끊는다는 이 없고, 

그 논조에는 남의 양자로 간 사람과 시집간 딸은 모두 생부모의 복을 한 

등 을 낮추어서 입도록 되어 있는데, ‘딸이 媤家에서 내쫓기면 출가 이

로 복을 입는다’는 은 있어도, 아들은 양자 이 로 복을 입는다는 의

논은 없으니, 양부자의 인연을 끊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로써 

명백합니다. 성인이 를 마련한 본뜻은 실로 세속의 常情으로 헤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세속 상정의 폐단을 로써 막을 수 없다면 세상을 

크게 문란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이, ｢養子를 세우는 데 한 의논 1 

계미년(1571, 선조4)｣15)

15) 李珥, �栗谷全書� 권8, ｢立後議一｣. 시의 번역은 한국고 종합 DB에 게재되어 있는 

�율곡 서�의 번역을 참고하되, 필자가 수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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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후사가 없어 양자를 얻었는데 뒤에 친자식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에는 이럴 때 양자를 양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러나 조선시 에

는 이러한 경우라도 양자를 長子의 지 에서 끌어내리지 않았다. 양자를 

다시 생부모에게 돌려보내게 되면 생되는 여러 문제가 여간 복잡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 양자를 간 아들이 생부모의 상을 당했을 때 삼년복을 낮추

어 기년을 입는 것을 降服이라 했으니, 이 게 양부모와 생부모와의 계에 

해 정확하고 엄격한 원칙이 세워져 있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양자를 가

는 순간 완 히 그 집 자식이 되는 것이고, 생부모와는 천륜마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 인 도리를 소홀히 하지는 않은 것이다.

마음 슬퍼 멀쩡할 때 헤어지지 못하 고 心悲不敢醒時別

술에 취해 헤어진 뒤 깨어나니 더 슬 네. 醉別醒來只益悲

성 의 높은 , 성 안의 나무와 城上高樓城裏樹

일 이 강 건  때 머리 돌려 이별도 못하 네. 未曾回首過江時

李忠翊, ｢갑산과 헤어지며[別夷山]｣

李忠翊(1744～1816)16)은 생부와 양부 모두와 평생 깊은 계를 유지했

다. 생부는 李匡顯이었으나 從父인 李匡明의 양자로 가게 된다. 1755년(이

충익의 나이 12세)에 생부와 양부 모두 乙亥獄事에 연루되어 이 은 嶺

南 機張으로, 李匡明은 甲山으로 유배되었다. 이때부터 남북으로 오가며 

20년 동안 두 아버지를 모셨으니, 문집에 남아 있는 시에 기행시가 유독 

많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다. ｢題紀行詩卷｣에서는 이때의 고생을 으

며 紀行詩가 천 수라 하더라도 刪削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16) 그에 한 연구로는 다음 논문이 참고가 된다. 유호선, ｢椒園 李忠翊의 삶과 詩世界 

硏究｣, �한국인물사연구� 17권, 한국인물사연구소, 2012.; 윤재환, ｢椒園 李忠翊家의 시

세계를 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35권, 민족문학사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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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명 이고 아비 수명 늘려주소서 减己年壽增親壽

아비 받는 고통일랑 제가 신 받게 하소서 親所受苦己代受

제불께서는 유심한지 무심한지 모르오나 不知諸佛有心不

부처님께 조아려 간청 오래 올립니다. 稽首蓮臺陳請久

｢비원[悲願]｣

생부 이 이 죽기 바로  해(1775년으로 추정) 으니 병세가 매우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 수명을 여서라도 아버지의 수명을 늘려 보고 

싶은 마음이었고, 아버지가 받는 통증까지도 기꺼이 신 받고자 했다. 그

가 할 수 있는 것은 부처에게 아버지를 살려 달라 간 히 기도하는 것뿐이

었지만, 그의 바람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1776년(33살)에 생부 이 이 유배지에서 세상을 뜨자 果川에서 임시

로 장사지냈다가 이듬해에 江華로 移葬했다. 1777년(34살)에는 양부를 

양하기 해 沁都에서 甲山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1778년(35살) 양부마

도 세상을 뜨고 말았다. 이때 지 사람인 康泰雍의 도움을 받아 葬事를 

무사히 치르고, 뒤에 ｢記康泰雍事｣를 짓기도 했다. 두 분의 아버지가 세상

을 떠난 뒤 여기 기 떠도는 힘겨운 생활을 하다 만년에는 강화도로 이주한 

뒤에도 끼니를 걱정할 지경에 이르 다. 그는 두 명의 아버지를 모시느라 

끝내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 채 평생 고단한 삶을 살았다.

이 시는 양부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 시신을 고향으로 옮기며 갑산과 이

별할 때의 심정을 담고 있다. 술기운을 빌어 갑산 땅을 떠났지만 술에서 깨

어나니 서러운 마음이 한꺼번에 려온다. 아마도 두 부친을 잃은 슬픔과 

의무를 다한 홀가분함, 생부와 양부의 유배지를 오가며 흘려보낸 자신의 청

춘에 한 서러움이 한데 뒤엉킨 복잡다단한 감정을 느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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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살에 고아 되어 한 올의 실처럼 태롭더니 四歲孤兒危一縷

천 층의 도 에 몇 번이나 부침했나. 千層浪上幾沉浮

하늘이 남모르게 보우함이 아니었다면 如非騭佑冥冥裏

어이 삶을 보 하여 흰머리에 이르 을까. 那得生全到白頭

[2]

어릴 때 한바탕 꿈 무도 희미하여 兒時一夢太依俙

생 에 다시 그 꿈꾸기만을 원하네. 只願生前更夢之

먼 훗날에 승에 가서 恐於他日九原下

부자가 서로 도 몰라볼까 두렵네. 父子相見不相知

李亮淵, ｢나는 신묘년에 태어나 갑오년에 고아가 되었다. 연월일을 살펴

서 민천에 성묘를 하게 되었는데 도 에 슬 게 읊어 스스로 일곱 자의 말

을 완성하게 되었다[余以辛卯生, 甲午孤. 趂察年月日, 省楸黽川, 途中悲

吟, 自成七字語]｣

李亮淵(1771∼1853)17)의 생부는 李商雲이다. 산운의 나이 4세에 세상

을 떴지만 생부는 언제나 각별한 기억으로 남았다. 아버지에 한 깊은 그

리움과 상실에 한 통 한 감정은 ｢本生先 泥軒府君行狀｣과 ｢題本生

先人 本生 氏書後｣, ｢歸川山所 茶禮祝文｣에 잘 드러나 있다. 특히 ｢本

生先 泥軒府君行狀｣에는 생부에 한 상실의 아픔이 곡진하게 표 되어 

있다. 생부의 사망 이후 李義存에게 양자로 갔지만 불행하게도 양부 역시 

산운의 나이 13세에 세상을 떠났다. 이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池谷에 

있는 先塋에 장례를 지낸 뒤 옛 여막으로 가서 어른처럼 상제 노릇을 하며 

날마나 묘소를 돌보고 참배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13세의 어린 나이에 

17) 박동욱, ｢山雲 李亮淵의 詩世界 硏究｣, 한양 학교 석사학 논문, 2000. 이 논문에 이

양연의 생애와 시 세계가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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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부와 양부 모두를 잃어버린 일은 양을 당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충격을 

주었다. 생부와의 기억은 모질고도 길었다. 의 시에서 어린 시  생부를 

잃은 상실감이 晩年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 없이 살

았던 세상살이가 외롭고 고단했노라 장탄식하면서 무도 짧았던 생시의 

기억으로 승에서 재회해도 알아보지 못할까 두렵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선  묘소 작별하고 산 앞을 내려오니 別來先墓下山前

두 에 물  샘물을 이루었네. 雙眼漣漣淚作泉

산을 돌아보니 곳곳에 서 픔 더해지고 回山處處倍悽愴

자주 백운산을 돌아보자 마음이 슬퍼지네. 頻顧白雲心黯然

李漵, ｢백운산 선 에 작별하다 [자주: 생부모의 묘소가 백운산 아래에 

계시다. 작은 지명은 오산 무수막이라 한다] 別白雲山先塋 [自註 生父

母墓在於白雲山下, 地名黔吾山無 幕]｣

李溆(1662∼1723)의 경우는 매우 독특한 사례로 꼽힌다.18) 6살에 모친

상을 당하고 외가에서 지내다가 외조모가 세상을 떠난 뒤 계부 李明鎭에게 

가서 살았고, 부친이 재혼한 뒤 다시 본가로 돌아왔다. 10살에는 19세로 요

한 숙부 李周鎭의 양자가 되어 서울 明禮洞에서 양모 윤씨와 함께 살았

다. 19살에는 생부가 晉州牧使로 강등되었다가 경신 출척으로 삭탈 직

되자 마포 西湖의 玄石村에서 함께 살게 된다.19) 양모가 생존해 있었지만 

본생부모를 모시고 사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일반 인 상식과는 다르게 양부모와 본생부모와의 사이에 왕래는 어렵지 

18) 이서에 해서는 윤재환이 여러 편의 논문을 쓴 바 있어 참고가 된다.

19) 이때 다음과 같은 시를 남기기도 했다. 이서, ｢次唐音 [自註 庚申九月, 陪本生父母寓

居麻浦]｣: 家近桃花洞, 林間細路斜. 蕭蕭江上雨, 鷗鷺占寒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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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유한 의 伯氏인 兪漢邴(1722∼1748)이 부친의 居喪 에 병을 

얻어 요 하고 後嗣가 없게 되자 유만주가 백부의 양자로 입 되었다. 실제

로는 유한 이 홀로 된 형수 淸州 韓氏를 한 집에서 부양하 기에 만주는 

부친을 모시고 살며 양모 청주 한씨와 생모  安氏 두 어머니를 섬겼던 

셈이다.20)

이서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불과 한 달만인 1680년 10월에 생부가 

金錫胄 등 서인의 상소로 인해 평안도 雲山으로 유배되었다가 1682년 6월

(21살)에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고, 1706년 10월에는(45살) 양모 평윤씨의 

상을 당했다. 의 시는 본생부모의 무덤에 갔다가 느낀 소회를 담고 있

다.21) 부모를 잃은 망극한 아픔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양부 사망 이후 양자

로 가게 되었기에 양모와는 실제로 얼마나 각별한 정을 갖고 함께 생활했는

지 분명치 않다. 하지만 양자로 간 후에도 본생부모와의 천륜만큼은 슬하에

서 자란 자식들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었다.

3. 핏줄 보다 더한 인연 –庶子와 養子-

가까운 이별도 무나 그리운데 近別已

멀리 이별하게 되면 늘 생각나겠지. 遠別長懸懸

나는 늙고 만 남았으니 吾 只有汝

우리 가문 에게 의지해 하리. 門戶憑汝傳

조상 업  잇는 데 네 문장 원했고 繩祖願汝文

부모 이름 드러냄에 네 명함 기원했네. 顯親祈汝賢

20) 유만주는 청주한씨(1720∼1809)와 순흥안씨(1733∼1821)를 각각 大闈와 上闈라 불

다. 김하라, �兪晩柱의�欽英�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2011, 16면 참고.

21) 아버지 무덤을 찾은 슬픔을 은 시도 한 편 더 남아 있다. 이서, ｢省掃生父墓所｣: 墳前

再拜跪, 感淚千行落. 生時有此辰, 定必欣欣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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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할 때 가르치는 훈계 있으니 別時有敎誡

스스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能自不忘旃

먼 연나라 달이 세 번 승달 되어야만 遼燕月三弦

사신의 수 가 그제야 돌아오겠다 말했지. 使車始 還

말 에서 갑자기 꾸었던 꿈에 馬上忽焉夢

네가 와서 내 앞에 있더구나. 汝來在我前

모든 집안 평안하다 말을 하면서 爲 盡室安

기뻐서 웃는 몸가짐도 허물되지 않았네. 歡笑 不

어느 날에 돌아와서  가르쳐 何當歸敎汝

네가 경서 공  할 수 있을까. 俾汝一經

蔡濟恭, ｢아침에 양수하의 가게를 떠났다. 가는 길이 십 수리가 될 만하

여 가마 속에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꿈에 아들 홍원을 보았다. [을묘에 날씨

가 개었는데 동 역에서 잤다][朝發兩水河店. 行可十數里, 轎中乍睡, 夢

見兒子弘遠. [乙卯 晴 宿東關驛]]｣

두 부인에게 자식이 없자 伯從祖 明胤의 손자이자 縣監 敏恭의 아들인 

蔡弘遠(1762～?)22)을 양자로 삼는다. 홍근, 홍신을 말년에 얻었지만 끝까

지 그의 곁을 지킨 자식은 홍원이 유일했다. 채제공은 아들인 그에게 여러 

편의 시를 남겼는데, 이 작품은 언제인지 분명치 않지만 채제공이 사신으로 

갈 때  것으로 보인다. 자식에 한 그리움이 주된 정조를 이루고 있지만 

가문의 를 훌륭하게 이어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채홍원은 沒年조차 분명치 않고 노론의 고문으로 죽었다고도 하나 확실

22) 蔡弘遠(1762～?): 자는 邇叔이다. 1792년 式年文科에 제, 1796년 이조참의를 거쳐 

이듬해 승지가 되었으나 1801년 垂簾聽政을 하게 된 왕 비 貞純王后 김씨의 時派

에 한 탄압이 심하여 직, 유배되었다. 일 이 丁若鏞․李儒修․韓致應․尹持訥 

등의 학자․문인들과 竹欄詩社를 맺어 교유하며 문명을 떨쳤다. 특히 다산과 친했던 

사이로 다산의 문집에는 그에 한 여러 편의 시와 편지가 남아 있다. 정조의 명으로 

남 출신 450여 명을 수록한 �嶺南人物 �를 편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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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않다. 그러나 아버지 사후에 모진 세월을 겪었던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정조는 채제공의 뇌문을 지으면서 “친히 오백여 마디의 말로 뇌문을 짓노

라. 평소의 일을 두루 서술하니 나의 에 부끄러움이 없네. 아들 홍원에게 

이르노니 선친을 더럽히지 말고 한결같이 따를지어다.[親製誄文, 五百餘

. 歷鋪平素, 予筆無愧. 寄語弘遠, 毋忝毋貳.]” 라고 했다. 그가 정조의 

바람처럼 아버지의 유지를 잘 받든 훌륭한 인물로 살았는지 평가를 내리기

는 쉽지 않지만 아버지에게 를 끼칠만한 일을 하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홍근은 겨우 나이 여섯 살이나 謹也纔六歲

벌써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었지. 已能愛其父

아비와 떨어진 지 닷새도 안 돼 離父未五日

얼마나 울었는지 알 수가 없네. 啼泣不知數

노새 새끼 한 마리 빌려서 타고, 借騎一驢兒

동쪽으로 15리쯤 나왔었지. 東出十五里

약한 허리 안장을 버틸 만했으니 弱腰能勝鞍

한 기이한 일이 될 만하 네. 亦足爲奇事

소매 속에 밤을 잘 간직했다가, 勤護袖中栗

무릎 꿇고 내 앞에 밤을 올리고, 跪膝獻我前

펄쩍펄쩍 뛰면서 방 안 보다가, 踴躍覽室宇

뜰 내려와 달려가다  넘어졌네. 下堦走且顚

편편한 돌을 이미 더듬고 나서, 盤石旣自探

연못을 차례 로 돌아다니며 蓮塘次第廵

뚜렷하게 옛 이름 기억을 하고, 歷歷記 名

재잘재잘 지난 해 일도 얘기하니, 喃喃話前年

귀하고 천함 비록 다르다 하나, 貴賤雖云異

지극한 애정은 어  간격 있겠나. 至情何間焉

네가 이 세상에 나면서부터, 自汝墮地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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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품 떠난 것이 오늘 밤 처음이니, 離母始今夕

삼가서 한밤 에 울지 말거라. 愼勿夜中泣

아비 곁이 어미 곁보다 나을 터이니 父側勝母側

｢홍근이 온 것이 기뻐서[喜弘謹至]｣

비록 측실에게 난 자식이었지만 56세에 어렵게 얻은 귀하고 소 한 핏

이었다. 아버지와 떨어진 지 닷새도 안 되어 보고 싶다며 얼마나 울고 보챘

으면 고작 6살 어린 아이를 노새에 태워 보냈을까? 아버지에게 주려고 챙겨 

온 밤을 오자마자 건네주고는 천방지축 이곳 곳을 돌아다니며 아는 척을 

하는 걸 보니, 아마도 이런 일이 자주 있었던 모양이다. 반갑긴 하지만 오늘

이 제 엄마 품을 떠난 첫날이라 행여나 녁에 엄마 생각이 나서 울지나 

않을까 걱정이 된다. 부자간의 두터운 정이 물씬 느껴지는 작품이다. 이때

만 해도 그의 곁에는 아들 홍근과 홍신이 함께 하고 있었다.

채제공은 同福 吳氏 吳弼運의 딸을 첫 번째 아내로 맞았지만 후사가 없

어서 蔡弘遠(1762∼?)을 양자로 삼았다. 그 다음 安東 權氏 權尙元의 딸

을 두 번째 아내로 삼았지만 역시 후사가 없었다. 그 뒤 뒤늦게 측실에게서 

제 핏 인 蔡弘謹(1775∼1792)과 蔡弘愼(1779∼1786) 두 아들을 얻었지

만, 불행하게도 두 아이는 모두 일  세상을 떠났다. 채홍원은 자 지만 

자신의 소생이 아니었고, 채홍근은 서자 지만 자신의 소생이었다. 그래서

인지 채홍근에 한 정이 각별하여 채제공의 문집에는 유독 이 아들에게 

남긴 시문이 많다.

자신의 피붙이인 서자가 있어도 피한방울 섞이지 않은 양자를 자로 들

이는 경우는 드물지 않았다. 그만큼 서의 구분은 엄격했다. 李彦迪은 소

실과의 사이에 난 아들 李全仁(1516∼1568)23)이 있었지만, 뛰어난 학행과 

23) 李全仁(1516∼1568): 본 은 驪州. 자는 敬夫, 호는 潛溪이다. 1547년에 회재 선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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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심을 갖춘 아들이었음에도 끝내 아버지의 를 잇지는 못했다. 5  조카 

李應仁24)을 양자를 삼았으나 이 다 할 행 을 남긴 것이 없다.

김정희는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아들은 金商懋25)와 側室 소생 金商

佑이고, 사 는 李友秀이다. �阮 全集�에는 5통의 편지가 실려 있다.｢우

아에게 써서 보이다[書示佑兒]｣는 雜著에 수록된 이기는 하나 편지와 다

를 바 없다. 양자인 김상무에게 보낸 편지가 3통이고, 서자인 金商佑에게 

보낸 편지가 2통이다. 두 사람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극명한 차이를 보인

다. 김상무에게는 안부와 당부의 말을 하나하나 챙겼지만 김상우에게는 그

림과 씨에 한 이야기를 건조하게 써 내려 갔다. 지 의 으로는 이

해하기 힘들다.

이러한 풍습은 구한말에 들어서도 유효했다. 李鎬俊(1821～1901)은 서

자 李允用(1854～1939)이 있었지만 매국노 이완용을 양자로 들이기도 했

다. 이호 은 이완용의 친아버지 이석 과 32 이나 되는 먼 친척이었다. 

Ⅲ. 결론

재의 입양은 개 불임의 안으로 원래의 성씨와 무 하게 이루어지

지만, 에는 친족 간에 입양이 빈번히 이루어졌다. 연 계가  없

는 남보다는 가족의 범  내에 드는 친족을 선호했기 때문이었다. 입양은 

乙巳士禍(1545)의 여 인 良才驛壁書 사건으로 강계로 유배되자, 이 인은 직  유배

지로 내려가 정성을 다하여 부친을 양하 다. 회재 선생이 폄  당한 지 7년 만에 

죽자, 를 다하여 居喪을 하 다. 그와 아버지 사이의 숨겨진 이야기가 �記聞叢話�에 

실려 있다. 서로 �關西問答 �과 �潛溪李先生遺稿�를 남겼다.

24) 李應仁(1535∼1592): 자는 敬而이고 호는 守菴이다.

25) 金商懋(1819～?): 자는 景德이고 추사의 養嗣子로 生父는 추사의 12 인 泰喜이다. 

1858년 生員, 參奉을 지내다가, 秋史가 제주도에 유배된 다음해인 1841년에 입양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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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없는 경우 주로 형제 사이에 이루어졌다가 차 遠親으로 확 되었

다. 입양의 과정이 무조건 순조로울 수는 없었기에 이 문제로 가족 간의 갈

등도 지 않았다. 보내야 한다는 당 와 보낼 수 없다는 거부감이 충돌할 

수밖에 없으니 아무리 여러 명의 자식이 있다 해도 제 자식을 남에게 보내

는 일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양도 드물기는 했지만 종

종 발생했고, 어떤 사유든 그로 인한 부작용은 매우 컸다. 양을 당하는 

아이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고, 장성한 아들이 양을 신청하면 

人倫을 배한다는 역풍을 맞기도 했다.

양자의 모든 법 인 권리나 지켜야 할 법은 양부가 우선시 되었다. 그

다고 생부와 인연이 완 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집안 사이를 자유롭

게 왕래할 수 있었다. 두 집이 모두 정치 으로나 경제 으로 어려움을 겪

을 경우에는 자식으로 짊어질 무게가 두 배가 되었다. 기른 정과 낳은 정 

속에서 심리 인 浮游가 지속되기도 하 으며, 어렸을 때 生父를 상실한 

기억은 오래도록 아픔으로 남아 있었다.

제 핏 이지만 庶子인 자식과,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양자로 들여 嫡

子가 된 자식이 있었다. 에는 매우 빈번한 일이었지만 지 은 이 두 

유형의 자식들을 함께 갖는 일은 상식 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자와 서자를 엄격하게 구분했고, 정이야 어떻든 간에 양자를 맞아들여 

자로 삼는 경우 반드시 장자 우를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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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cription on an Adopted Child in Chinese Poem

26)Park, Dong-uk*

The existing studies on adopted children up to now were mainly related to 

the history field. A more detailed approach in literary aspects has not been 

sufficiently implemented including the process of deciding to adopt, conflicts 

between related parties, and the psychological conflicts of an adopted child who 

had to deal with both a biological father and an adoptive father after adoption. 

This paper reconfigures an aspect of a family in the Chosŏn period by 

investigating various description of adopted children in a Chinese poem. 

All legal rights with which adopted children should comply gave priority to 

the adoptive father. However, the relationship with a biological father was not 

completely separated and both families visited each other. When both families 

suffered from political or financial difficulties, the responsibility of the adopted 

child as the child of both families was doubled. Psychological instability was 

continued between the foster parents and natural parents in some cases. The 

memory losing a biological father remained as a painful experience for a long 

time.

One specific case shows a child of a concubine who was related to her by 

blood yet was illegitimate, and an adopted child who was not related by blood 

but became the legal child. While it was very frequently found in the past, it 

is not realistic to have two such kinds of children now. In the past, a father 

strictly differentiated a between the child of a wife and the child of a concubine, 

and treated an adopted son as the first son when he was adopted as the legal 

son, regardless of blood relation. 

[Key words] Adoption, Dissolution of Adoption, Adopted Child, Biologital Father, 

Adoptive Father, Child of a Wife, Child of an Concu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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