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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17세기에 발생한 두 번의 예송을 통해 그 교육학적 함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조선은 성리학에 기반을 둔 통치이념을 가진 나
라 으며, 이 때문에 당시에는 ｢주자가례｣가 널리 확산되어 향력을 행
사하고 있었다. 예는 전통적인 예절의 의미를 넘어서서 문화적 관습이나 
국가 제도와 질서를 포괄하는 삶의 전 역에서 직접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이것은 성리학적 사회에 기반을 둔 예학(禮學)으로 발전하 다. 
예학은 조선의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 인간의 생활양식을 제도화하기 
위한 성리학적 행위규범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송에서 교육
학적 함의를 찾는다는 것은 예의 의미 속에 내포되어있는 심성과 행위
규범을 교육과의 관계로 파악하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7세기 조선조에서 두 차례의 예송이 일어났다. 기해년(己亥年, 1659)
에 효종이 죽자 서인은 그가 장남이 아니므로 그의 계모인 자의대비(慈
懿大妃)가 상복을 1년만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반면에 남인은 효종
이 차자 을지라도 왕이 되었으므로 자의대비는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
고 다투었다. 다시 갑인년(甲寅年, 1674)에 효종의 왕비 인선왕후가 죽
자, 서인은 자의대비가 9개월간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남인 
세력은 1년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송의 두 당파인 서인과 남인은 퇴계와 율곡의 성리학적 학문을 기
반으로 형성된 학파로서 「주자가례」와 「의례」를 각각 자신들의 학문적 
신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 왕실의 예법에 적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들은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명
분만 추구하게 되었다. 표면상으로 예송은 남인과 서인이 왕위계승과 가
문의 혈통을 하나로 보느냐 별개로 보느냐의 외적 형식에만 치우침으로
써, ‘예’의 ‘안’이 ‘밖’으로 표현된다는 ‘예의 본질’을 간과한 측면이 있
다. 그럼에도 이들이 예의 ‘밖’인 행위규범을 문제 삼은 것은,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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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 ‘안’인 마음을 반 한다고 보아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
다. 

예는 자신의 안에 들어 있는 마음, 즉 심성을 밖으로 표현해야만 완벽
해지며 어떤 형태로든 밖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심성은 곧 
행위규범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은 행위규범을 매
개로 그 안의 심성을 함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순자의 이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순자는 행위규범이 도덕적 규범뿐
만 아니라 도덕적 지식도 포함한다고 본다. 이로부터 심성은 규범과 지
식으로 함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순자에게 있어 도덕적 규범에 
부합하는 행위가 예인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도덕적 인간이나 성스러운 인간이 되고 싶어한다. 그러
나 범인은 성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여도 사심이 없을 수 없기에 그러한 
행동들이 위태로워 보일 수 있다. 누구나 완벽한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자신의 사심을 완전하게 떨쳐내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교
육은 이러한 범인들로 하여금 성인의 태도를 자신의 것으로 하기로 기
약하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교육은 바깥의 문제를 잘 해결하
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예송에 나타나는 예법을 통해 정리되는 심성이 마음
의 결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고, 교육을 통한 심성의 함양이 필요한 것
도 그 때문이다. 

주제어 : 예송(禮訟), 예(禮), 주자가례(朱子家禮), 의례(儀禮), 심성(心
性), 행위규범 (行爲規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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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선 사회는 예(禮)에 의해서 다스려진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
초기부터 유학을 국가통치 이념으로 삼아 유학적 왕도정치와 더불어 예
가 중시되었다. 특히, 주희(朱熹, 1130~1200)가 쓴 「주자가례」(朱子家
禮)는 예법의 중요한 전거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주자가례에 대한 유
학자들의 해석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송은 일차적으로 주자가
례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빚어진 논쟁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주자가례｣에 대한 상이한 해석은 성리학적 입장의 차이에서 말
미암은 것이며, 이 점에서 예송은 조선의 붕당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
될 필요가 있다(박재문, 2001: 417). 선조(宣祖, 1567~1608) 시대에서 
숙종(肅宗, 1674~1720)시대까지 약 150여 년 동안 임진왜란(1592~1598)
과 병자호란(1636)이라는 참담한 전란의 고통이 있었다. 두 차례의 대규
모 전란을 겪으면서 조선은 국가로서의 면목이 크게 손상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지배층은 성리학적 왕도정치의 실현과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
여 일부 사회적 제도개혁과 함께 예론(禮論)이 발달하게 되었다.

예는 인간이 바르게 행해야 할 행위규범에 관한 것으로서, 인간 사이
의 사회적 삶에서 지켜야 할 윤리규범이라고 볼 수 있다. 예는 일차적
으로 행위규범을 가리키지만 그 행위규범에는 심성이 가정되어 있다. 따
라서 예는 행위규범과 심성의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행위규범은 
예의 밖을 이루며 심성은 그 안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박재문, 2001: 
442~444). 예송의 당사자들은 이러한 예의 안과 밖을 이루는 심성과 행
위규범은 분리될 수 없다고 보고, 심성은 행위규범을 매체로 하여 함양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순자 역시 예는 예의나 의식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예가 최고의 사회규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순자는 ‘예라는 것은 
법도의 근본이며 여러 가지 일에 관한 규정이다’(禮者, 法之大分, 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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綱紀也, ｢荀子｣ 勸學 7)라고 말하고 있다. 예는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
한 법도요 기강으로서, 군신, 부자, 형제, 부부, 붕우 간의 관계를 확실
히 정해주는 법도이자 표준이 된다는 것이다. 순자는 예가 모든 도덕을 
포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 것이다.

순자가 생존했던 시기는 우리나라에서 예학이 발전했던 시기—두 차례
의 전란 후 사회가 혼란했던 시기—와 비슷하게도 예악제도가 붕괴되고 
왕도가 사라지는 시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순자의 예론도 당시의 사회
적 상황을 반 하고 있으며, 인간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외재적 ･ 객관
적 형태의 문제로 간주했다. 순자는 도덕성에 관한 문제를 정치적인 문
제로 전환시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조선의 예론도 순자의 예
론과 마찬가지로 혼란한 사회를 예로서 극복하려는 관점에서 발전되었
다고도 볼 수 있다(조원일, 2013: 131).

예송(禮訟)은 조선 현종 때 궁중의례의 적용문제, 특히 효종과 효종의 
비인 인선왕후 사후 자의대비의 복상(服喪)기간을 두고 서인과 남인 사
이에서 벌어졌던 두 차례의 논쟁이다. 예송은 기년복과 삼년복이 어느 
것이 옳다고 지적하기보다는 적통(嫡統)과 종통(宗統)을 별개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로 보느냐에 따른 입장 차이라고 볼 수 있다(최 성, 1995: 
220). 1차 예송은 1659년 기해예송(己亥禮訟)으로서, 효종(孝宗) 사후 
계모인 자의대비(慈懿大妃)의 상복문제가 논란의 핵심이다. 왕통으로는 
효종이 인조의 적통이었으므로 삼년복을 입어야하나, 종법상으로는 인조
의 차자이므로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된 논쟁이었다. 2차 
예송은 1674년 갑인예송(甲寅禮訟)으로 효종의 비인 인선왕후(仁宣王后) 
사후 자의대비의 상복문제가 논란의 핵심이다. 기해예송 때 문제가 되었
던 효종의 장자와 차자의 문제가 다시 표면화되면서 장자로 인정하면 
기년복(1년)을, 차자로 인정할 경우 대공복(9개월)을 입어야 한다는 의견
이 대립된 논쟁이었다. 두 차례 예송은 한편으로 ｢주자가례｣에 입각하여 
왕이든 일반 서민이든 모두에게 종법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서인과 
또 한편으로 ｢주례｣, ｢의례｣, ｢예기｣ 등의 고례에 입각하여 왕에게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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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과 똑같이 종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남인 사이의 이념적 차이에서 
비롯된 단순한 복제논쟁이 아니라, 학문과 사상을 매개로 한 일대 쟁점
이었다(박 규, 2004: 370). 다시 말하면, 예송은 누구든지 예는 동일하
게 적용해야 한다는 서인과 임금의 예는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차등적
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남인 간의 이념논쟁의 결과로 나타난 쟁점인 것
이다. 

예송에 대한 연구는 대개 정치학적, 윤리학적 논의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현상적으로는 정치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또는 도덕적 우위를 점유하여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해석하
는 관점이 우세하다. 하지만 예송에는 이러한 정치학적, 윤리학적 관점
만이 아니라 교육적 함의도 들어있다. 예송의 교육적인 면은 훌륭한 인
간으로 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목적에 충실하게 하려는 것이 예송이라
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심성과 행위규범의 관계 양상들이 어떻게 규
정되는가를 분석하여 예송―예론에 대한 논쟁―이 근본적으로 인간 심성
의 획득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교육학적 관점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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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예송의 전개과정

조선은 주자의 성리학을 바탕으로 건국하 다. 조선초기에는 고려의 
불교적 사상이 남아 있어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 으나 많은 학
자들의 연구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사상으로 자리잡아갔다. 성종 때에 
남학파가 등장하여 유학의 세력이 확대되었고, 16세기 퇴계 이황(1501~ 
1570)의 등장으로 성리학 이념은 더욱 확고해져 갔다. 이어서 퇴계의 성
리학과는 다른 관점에 서 있는 율곡 이이(1536~1584)의 등장으로 퇴계
학파와 율곡학파로 나뉘어 이론적 대립을 이루었다(금장태, 2000: 230).

조선중 ‧ 후기에의 성리학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혼란해진 
사회를 안정시킬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 고, 성리학의 이론이 
현실사회와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반성하고자 일부 남인들에 의해 새로
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기존 유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인조반정(仁祖反正) 이후 서인이 ｢주자가례｣를 근간으로 하는 김장생
(金長生, 1548~1631)이 중심되어 그의 예학을 바탕으로 정권을 집권하

다. 그 이후 김집(金集, 1574~1656), 송시열(宋時烈, 1607~1689)에게
로 그 학통을 전승하여 집권세력으로서의 정권을 이끌어 갔다. 남인은 
유학의 집권세력들에게 인정받지 못하 으므로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
었다. 그래서 서인들에 의해 결정된 복제문제에 남인들이 자신들의 예학
에 대한 근거를 들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남인이든 서
인이든 예를 중시하는 것은 같았다. 각 학파 예학의 정당성을 알리고자 
이론을 동원하여 대립한 것이다.

1. 기해예송

기해예송은 효종이 승하했을 때 장례를 주관했던 예조판서 윤강(尹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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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참판 윤순지(尹順之)가 현종에게 자의대비의 복제에 대해 물은 것이 
시작이었다. 

자의대비가 대행대왕[효종]을 위해 입을 상복의 복제가 《오례의》
에는 실려있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고, 
어떤사람은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니, 결정할 만한 근거가 없
습니다.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소서(慈懿王大妃爲大行大王喪服制 
不載於《五禮儀》 或云當服三年 或云當服朞 未有可以攷據者 請議于
大臣.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5월 5일).

당시 만 18세 던 현종은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만한 예론에 대한 지
식이 없었으므로 대신들과 유신들에게 의논하라고 명하 다. 돈녕부사 
이경석(李景奭), 의정 정태화(鄭太和), 연양부원군 이시백(李時白), 좌
의정 심지원(沈之源), 원평부원군 원두표(元斗杓), 완남부원군 이후원(李
厚源)은 다음과 같이 논의한 내용을 말하 다.

옛 예는 비록 잘 알 수 없으나, 시왕(時王)의 제도로 상고해보면 
기년복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古禮雖不能曉解 攷之時王之制 似當
爲朞年之服.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5월 5일).

또, 이조판서 송시열(宋時烈), 우참찬 송준길(宋浚吉)도 다음과 같이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 다,

고금의 예법이 이미 같지 않고, 상왕의 제도는 가벼이 논의하기 
어려운 일이니, 여러 대신들이 이미 시왕의 제도로 논의를 드렸으
니, 신들이 감히 다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古今禮律 旣有
異同 帝王之制 尤難輕議 而諸大臣 旣以時王之制爲議 臣等不敢更
容他說.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5월 5일).

현종은 삼년복이 아니라 기년복이 맞다는 대신들의 주장에 예학의 계
승자로서 학문적 권위가 있는 송시열과 송준길에게 의논하게 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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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종의 기대와는 달리 송시열과 송준길 역시 삼년복이 아니라 기년
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듯 대신들과 유신들이 모두 기년복을 주장
하고 나서자 자의대비의 복제는 기년복으로 굳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때 남인 윤휴(尹鑴)가 기년복이 아니라 삼년복이 맞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윤휴는 ｢의례주소｣(儀禮註疏)의 상복참최장(喪服斬衰章) 가씨(賈
氏)의 주(主)에 나오는 ‘장자를 위해 상복 입는 기간’ 중 ‘장자가 죽으면 
적처(嫡妻)소생의 둘째 아들을 대신 세워 역시 장자라 부른다’라는 글을 
인용하여 효종이 장자인 소현세자의 뒤를 이었기 때문에 차자가 아니라 
장자가 된다는 주장이었다. 효종이 장자가 되면 자의대비의 복제는 당연
히 삼년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에 기년복을 주장한 대신과 
유신들은 대부분 서인이었는데, 남인 윤휴가 기년복으로 결정한 것을 비
판하고 나서면서 예송은 서인과 남인의 당파간 논쟁의 성격을 띠게 되
었다.

이 소식을 들은 정태화는 송시열에게 의논했다. 이에 송시열 역시 윤
휴가 인용한 ｢의례주소｣ 가씨 주를 근거로 윤휴의 의견을 반박했다. 그
는 ｢의례주소｣ 가씨 주에 나오는 사종지설(四種之說)1) 중 ‘체이부정’(體
而不正)을 근거로 기년복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재차 밝혔다. 

예문에 천자로부터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장자가 죽어 차장자가 
후계자가 되면 그의 복도 장자와 같은 복을 입는다고 하고서 그 아
래에 또 4종의 설이 있습니다. 서자(庶子)가 승중(承重)한 경우에는 
삼년복을 입지 않는다고 하 습니다. 옛날 예문대로 말하자면 차장
자 역시 서자인데, 위아래의 말이 이처럼 서로 모순이 되고 있으며 
또 근거로 해서 정정할 만한 선유(先儒)들의 정론(定論)도 없으니, 
이것은 버리고 저것은 취할 수가 없습니다(禮有之 自天子以至士夫 

1) 의례주소(儀禮註疏)의 사종지설(四種之說)은 장손(長孫)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대
신하여 조상의 제사를 이어 받았지만 그 부모가 일찍 죽은 자식을 위해서 삼년복을 
입지 못하는 네 가지 예외 규정을 말한다. ① 큰아들의 아들이 후사를 이은 경우(正
而不體), ② 장자가 아닌 아들(庶子)이 후사를 이은 경우(體而不正), ③ 장자가 병이 
있어 제사를 받들지 못한 경우(正體 不得傳重), ④ 맏손자가 아닌 손자(庶孫)가 후사
를 이은 경우(傳重非正體)(이하 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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長子死而次適立 則其服亦與長子同 而其下又有四種之說 以爲庶子
承重 則不服三年 以古禮言之 次適亦庶子也 上下之說 自相矛盾如
此 又無先儒定論可据以爲訂者 將不可取此而捨彼矣.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5월 5일)

송시열은 사종지설을 근거로 하여 인조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그 첫째
아들인 소현세자의 아들은 적통—정(正)—이지만 인조의 뒤를 이어 왕위
에 오른 사람—체(體)—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이불체’(正而不體)이며, 효
종은 인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체(體)—이지만 인조의 적통
—정(正)—이 아닌 둘째아들이라는 점에서 ‘체이부정’(體而不正)이라는 
것이었다. 효종은 왕실의 혈통은 맞지만 서자이므로 정(正)이 아니라는 
뜻이다. 효종이 서자이기 때문에 자의대비가 삼년복을 입지 못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현세자 아들이 살아 있었기에 효종의 정통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는 발언이므로 정태화는 송시열을 만류했다. 

예가 비록 그러하다 하더라도 소현에게 지금 아들이 있는데, 누
가 감히 그 설을 인용하여 예를 논의하는 증거로 삼겠습니까? 예경
(禮經)의 깊은 뜻은 나는 깜깜합니다만, 국조 이래로는 아버지가 아
들 상에 모두 기년복을 입었으니, 내 뜻은 국제(國制)를 쓰고자 할 
따름입니다(禮雖如此 昭顯今有子 s敢以此說 爲議禮之證乎 禮經奧
義 吾固昧昧 國朝以來 父於子喪 皆服朞年 嘗聞之矣 吾意欲用國制
耳 현종실록 1권, 현종 즉위년 5월 5일).

정태화는 조선의 정치이념과 제도의 터전이 되는 ｢경국대전｣에 근거
하여 송시열의 주장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에 
송시열도 ｢대명률｣(大明律)의 복제 조항도 ｢경국대전｣과 같은 복제가 기
록되어 있다며 정태화의 견해에 찬성을 하 다. 결국 논란을 피하고자 
공식적으로는 사종지설이 아니라 ｢경국대전｣―국제―에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장자 ･ 차자 구분없이 모두 기년복을 입는다’는 것을 근거로 자의
대비의 대행대왕—효종—을 위한 복제를 기년복으로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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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의대비의 복제가 기년복으로 결정되고 1년이 다 지나가던 
시점인 현종1년(1660) 3월 남인인 사헌부 장령 허목(許穆)이 장문의 상
소를 올려 자의대비 복제문제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하 다. 허목은 
자의대비의 복제가 당연히 삼년복일꺼라 생각했는데 시골로 돌아온 후 
대신들이 의논한 이어시(移御時)의 절목(節目)을 보고 나서야 뒤늦게 기
년복인 것을 알고 이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그는 앞서 윤휴가 근
거로 내세웠던 ｢의례주소｣ 가씨 주의 ‘장자가 죽으면 적처(嫡妻)소생의 
둘째 아들을 대신 세워 역시 장자라 부른다’는 내용을 내세워 삼년복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례(儀禮)》 주소의 상복참최장(喪服斬衰章)에는 부모가 장자를 
위하여 입는다라고 했고, 전(傳)에는 ‘왜 삼년을 입는 것일까? 조상
에 대해서 정체(正體)이기 때문이며 장차 전중(傳重)할 것이기 때문
이다’라고 하 습니다. 정현(鄭玄)은 이르기를, ‘적자(嫡子)라고 말
하지 않은 것은 위아래로 통하는 것이요. 또한 장자로 적자로 세운 
것을 말한다’하 고, 해석에, ‘장자라고 말하면 그는 위아래로 통하
나 적자라는 호칭은 오직 대부(大夫) · 사(士)에게만 해당되지 천자
(天子)와 제후(諸侯)에게는 통하지 않으며, 또 태자(太子)라고 말하
여도 역시 위아래로 통하지 않는다. 또 맏이를 적자로 세운다고 말
한 것은 적처(敵妻)가 낳은 자식은 모두가 적자라 하니, 만약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가 낳은 둘째 아들을 맏이로 세워 또한 장자하
고 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만일 적자라고 한다면 오직 첫째 
아들에게만 해당되지만, 장자라고 말하면 적통을 장자로 세운다는 
것을 통하기 때문이다’하 습니다(《儀禮注疏喪服斬衰章》 父爲長子
傳曰 何以三年也 正體於上 又乃將所傳重也 鄭玄曰 不言嫡子 通上
下也 亦言立嫡以長 釋曰 言長子則通上下之號 惟據大夫士 不通天
子諸侯 言太子亦不通上下 亦言立嫡以長者 欲見嫡妻所生 皆名嫡子 
第一子死也 則取嫡妻所生第二長者立之 亦名長子 若言嫡子 唯據第
一者 若言長子 通立嫡以長故也. 현종실록 2권, 현종 1년 3월 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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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라고 말하면 그는 위아래로 통하는 호칭’이라는 말은 장자가 맏
아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후사를 이은 사람을 뜻한다는 의미로, 
적자라는 칭호는 사대부에게나 통하는 말이지 임금에게는 통하지 않는 
말이니 장자와 서자, 또는 적자와 구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말이었기에 
자의대비의 기년복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점이라 생각하는 것이었다(이덕
열, 2000: 168). 

또 허목은 적자에서 적자로 이어졌을 때는 정체(正體)라 하여 삼년복
을 입을 수 있고, 중자(衆子)로서 계통을 이은 자도 같은 삼년복을 입을 
수 있으나 서자(庶子)를 세워 후사를 삼았을 때는 체이부정(體而不正)이
라 하고 삼년복을 입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첩이 낳은 자식이기 때문이
라 생각했다. 이것은 서자의 해석적 차이로 송시열이 말한 서자는 적장
자 이외의 아들인 중자(衆子)의 개념을 말하 지만, 허목은 송시열이 말
한 서자의 의미를 첩자(妾子)의 개념으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소현(昭顯)이 이미 세상을 일찍 뜨고 효종이 인조의 둘째 장자로
서 이미 종묘를 이어 받았으니, 대왕대비께서 효종을 위하여 자최 
삼년을 입는 것은 예로 보아 의심스러울 것이 없는데, 지금 강등을 
하여 기년복으로 한 것입니다. (중략) 지금 효종은 대왕대비에게는 
이미 적자인 것이고 또 조계(祖階)를 밟아 왕위에 올라 존엄한 ‘정
체’인데, 그의 복제에 있어서는 ‘체이부정’으로 삼년복을 입을 수 
없는 자와 동등하게 되었으니,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한 일인지 신으
로서는 모를 일입니다(昭顯旣早世 孝考以仁祖第二長子 旣已承宗廟 
大王大妃爲孝考齊衰三年 禮無可疑者也 今降爲期年之制 (中略) 今孝
考於大王大妃 旣爲嫡子 而又踐祚卽位 當正體之尊 而其服則與體而不
正 不得三年者等 臣不知何所據也. 현종실록 2권, 현종 1년 3월 16
일).

허목은 맏아들이 죽어 둘째 아들이 승중하면 그가 장자가 되는 것이
라 생각하기 때문에 첫째인 소현(昭顯)이 이미 세상을 일찍 뜨고 둘째인 
효종이 이미 종묘를 이었으니, 효종은 장자이고 또 임금이니 대왕대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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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허목의 상소가 올라오자 현종은 대신
들과 유신들에게 다시 의논하게 하 는데, 기년복을 주장한 송시열이 시
골에 내려가 있었으므로 송준길이 나서서 허목의 의견에 반박했다. 

《의례(儀禮)》에서, ‘아버지가 장자(長子)를 위하여’라고 한 것은 
위아래를 통틀어 한 말입니다. 만약 허목의 말대로라면 가령 대부･
사의 적처(適妻) 소생이 10여 명인데, 맏아들이 죽으면 아버지가 
그를 위해 삼년복을 입어 주고, 둘째 아들이 죽으면 또 삼년복을 
입고, 불행히 셋째가 죽고 넷째가 죽고 다섯째 여섯째가 죽더라도 
그 아버지는 모두 삼년복을 입어야 하는데, 아마 예의 뜻이 결코 
그러하지 않을 듯합니다. 또한 주소에 이미, 둘째 적자(嫡子) 이하
는 모두 서자(庶子)라고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놓았고, 그 아래는 
대문에 ‘체(體)이지만 정(正)이 아니라고 한 것은 바로 서자로서 후
사를 이은 자를 말한다’하 는데, 허목은 이 ‘서자’를 꼭 첩의 자식
으로 본 것입니다. 과연 그러하다면 주소를 낸 이의 말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게 되니, 그러한 이치는 없을 것 같습니다(《儀禮》父爲
長子 通上下而言者也 若如穆之說 則設令大夫士適妻所生有十餘子 
而第一子死 其父爲之服三年 第二子死 其父又服三年 不幸而第三死 
第四第五六死 皆爲之服三年 竊恐禮意 決不如此也 註疏旣明言第二
嫡子以下 通謂庶子之義 而其下文 謂體而不正 卽庶子爲後者也 此
庶子 穆必以妾子當之 果爾則疏家之說 前後自相逕庭 似無是理. 현
종실록 2권, 현종 1년 3월 21일).

송준길은 자의대비가 이미 소현세자를 위해 기년복을 입었으므로 효
종을 위해 다시 삼년복을 입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체(體)이지만 정
(正)이 아닌 것’이라는 거 다. 또 서자는 둘째 적자 이하를 가리키는것
이지 첩자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허목은 송준길의 상소를 
보고 다시 상소를 올려 자신의 의견을 다시 주장했다. 

신이 말한 것은 ‘적통은 장자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자
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는 까닭은 위로 쳐서 정체(正體)이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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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 전중(傳重)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맏아들이 죽으면 적처 
소생인 둘째를 후사로 정하고 역시 장자라고 명명하며 그의 복이 
참최삼년(斬衰三年) 조항에 있지만, 그가 말한 ‘맏아들을 위해서 삼
년복을 이미 입었으면 둘째 장자를 위해서는 삼년복을 입지 않는
다’는 기록은 경전(經傳)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맏아들부
터의 다섯째 여섯째까지도 모두 삼년복을 입어야 할 것인가?’라고 
한 말의 뜻은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할아
버지 · 아버지의 뒤를 이은 ‘정체’에 있는 것이지, 꼭 맏아들을 위해 
참최삼년을 입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臣所言者 立嫡以長 之義
也 所以爲長子三年者 以正體於上 又以其所傳重也 第一子死 而立
嫡妻所生第二長者 亦名長子 而其服在斬衰三年條 則所謂旣爲第一
子服斬 則爲第二長者 不服三年之文 經傳不見 自第一子至於五六 
而皆服三年之喩 臣不知其所謂也 所重者 爲繼祖禰之正體也 非爲第
一子斬也. 현종실록 2권, 현종 1년 4월 10일).

먼저 죽은 아들이 삼년복을 입는 것은 장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할아
버지 ‧ 아버지의 뒤를 이은 정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할아버지 ‧ 아버
지의 뒤를 이은 정체인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몇 번째 아들인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효종이 인조의 적자로서 종묘를 
이어받고 일국의 임금이 되었는데도 그의 상에 삼년 복제를 쓰지 않고 
강등하여 기년(1년)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다. 허목은 ｢의례
주소｣의 장자를 위한 상복도와 적자･서자의 구별 도표를 작성하여 상소
에 첨부하여 올리면서 삼년복을 입지 못하는 사종지설을 비롯한 여러 
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대왕대비의 복제가 삼년복이 되어야 한
다는 점을 주장하 다.

이 상소를 접한 뒤 현종 역시 대왕대비의 복제가 기년복으로 결정된 
것이 석연치 않았다. 그리고 돈녕부사 이경석(李景奭), 의정 정태화
(鄭太和), 좌의정 심지원(沈之源), 원평부원군 원두표(元斗杓) 등도 허목
의 말이 정당한 논리라는 생각과 함께 대왕대비의 복제에 문제가 있음
을 인식하 으나 시의(時儀)에 저촉될까 두려워서 한 사람도 변론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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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자신들의 예법에 대한 학문의 견해가 깊지 못함을 내세워 자신들
의 견해보다는 예법에 밝은 신하에게 다시 물어보고 처리하는 것을 권
하 다. 송시열은 다음과 같이 허목의 상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
다.

이번 허목의 상소에서 비록 많은 증거를 대고 있으나 중요한 점
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장자가 죽으면 둘째를 세워 
장자라 하며 참최를 입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자를 세워 후
사를 삼는 경우 삼년복을 입지 못하는 까닭은 첩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의심스러워 알고 싶어 하던 바가 바로 이 점이고, 
허목이 분명하게 증거를 삼은 것도 이 점에 있습니다. 이야말로 어
리석은 신이 의심과 의혹을 풀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이보다 
더 다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今者許穆之疏, 引證雖多 然其緊
要只有二叚 其一 長子死 立第二長者 亦名長子而服斬也 其二 立庶
子爲後 不得爲三年 妾子故也 臣之所嘗疑而欲知者 正在於此 而許穆
之所以爲明證者 亦在於此 此實愚臣解疑辨惑之時也 幸孰大焉? 현종
실록 2권, 현종 1년 4월 16일.)

송시열은 예법에 대한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생각 보다는 자신
의 의심과 의혹을 풀 수 있어 다행이라 여겼다. 허목의 설은 ‘장자가 죽
으면 둘째 장자를 세워 장자라 하여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과 ‘서
자는 첩자라는 것’이었고, 송시열의 설은 ‘장자가 죽어서라는 말은 그 
죽은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 수 없는데, 이미 성인이 된 뒤에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아버지가 이미 그를 위해 삼년복을 입었는데, 또 
다음 적자를 세워 장자라 하다가 그가 죽으면 또 삼년복을 입을 수 없
다’는 것이었다. 송시열은 허목의 설이 ‘종통은 중복될 수 없고 참최(삼
년복)은 중복되게 입을 수 없다’는 의리(義理)에 어긋나며, 또 ‘서자를 
첩자’로 본 것은 허목이 지어낸 말이라고 주장하 다. 그러면서 송시열
은 자의대비가 이미 소현세자 상에 인조 대왕과 함께 기년복을 입었으
므로 효종의 상에는 기년복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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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송시열과 허목의 반박이 한두 차례 진행되었으나 결국 서인 
대신들이 송시열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자의대비의 복제는 원래대로 기
년복으로 결정되었다. 자의대비의 복제문제 종지부를 찍었다고 여기고 
있던 차인 현종 1년(4월) 윤선도(尹善道)가 허목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송시열의 설은 틀렸다고 장문의 상소를 올렸다.

송시열의 논의에, 장자가 성인이 되어 죽은 것을 두 번 세 번 말
했는데, 그가 가장 요점을 두고 단정한 말은 ‘장자가 비록 성인이 
되어 죽었더라도 그 다음들을 모두 장자로 명명하고 참최를 입는다
면 적통(嫡統)이 존엄하지 못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의 말이 꼭 성
인이 되어 죽은 것에 비중을 두는 뜻은, 성인이 되어 죽으면 적통
이 거기에 있어 차장자가 비록 동모제(同母弟)이고, 비록 이미 할아
버지와 체가 되었고, 비록 이미 왕위에 올라 종묘를 이어받았더라
도 끝까지 적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니, 그 말이 사리에 어긋나
지 않습니까? (중략) 차장자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하늘의 명
령을 받아 할아버지의 체로서 살림을 맡은 뒤에도 적통이 되지 못
하고 적통은 오히려 타인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게 가세자(假世子)
란 말입니까? 섭황제(攝皇帝)란 말입니까?(時烈之議 稱長子成人而
死者 至再至三 而其緊要斷定之a曰 ‘長子雖成人而死 而次長皆名
長子而服斬 則嫡統不嚴’ 云 其言蓋是必欲歸重於成人而死者 其意
蓋曰 成人而死 則嫡統在於此 次長雖本同母也 雖己與祖爲體也 雖
已踐其位 承宗廟也 終不得爲嫡統也 此言不亦悖理乎 (中略) 次長承
父詔受天命 體祖主器之後 猶不得爲嫡統 而嫡統猶在於他人 則是假
世子乎 攝皇帝乎. 현종실록 2권, 현종 1년 4월 18일).

이는 허목이 말한 것과 같이 장자인지 차자인지의 순서가 중요한 것
이 아니라 적통을 이은 것이 중요한 것이었다. 즉, 효종이 인조의 적통
을 이은 임금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다. 복제 문제뿐만 아니라 효종
의 정통성까지 거론하며 상소문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여 송
시열과 송준길을 강하게 비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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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견묘의 충정을 이기지 못하여 오직 군부와 종묘 사직이 있
음을 알고 자신이 있음을 생각지 않았기에 시대의 저촉을 범해가면
서 바른말을 올리는 것이니,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사람으로 
하여 말까지 폐기하지는 마소서. 신은 이 상소가 받아들여지느냐 
않느냐와, 이 말대로 실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주세(主勢)가 굳건
하고 못하는 여부와, 국조(國祚)가 연장되고 안 되는 여부를 점칠 
것입니다(臣不勝畝忠 只知有君父 有宗社 而不知有 一身 犯時諱而
進危言 伏願聖明 不以人廢言也 臣以此疏之入不入 此言之行不行 卜
主勢之固不固 國祚之延不延也 현종실록 2권, 현종 1년 4월 18일).

윤선도의 상소를 본 서인들은 윤선도가 예를 논의한다는 핑계로 마음 
씀씀이가 음흉하 고, 어지러울 정도로 남을 속이고 허풍을 치면서 조금
도 거리낌이 없다면서 호되게 물리쳐 달라 요청하 다. 이에 현종은 그
의 상소문을 도로 내주라 명하면서 중한 법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나 죄
주지 못할 사정이 있으니 가벼운 법을 적용하여 관직을 삭탈하고 시골
로 내쫓으라고 명하 다. 결국 윤선도의 상소는 불태워지고 시골로 유배
되었다. 윤선도의 상소는 학술적 논쟁으로 시작된 대왕대비의 복제에 대
한 예송이 당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기해예송은 송시열과 서인들
의 승리로 처음 결정된 대로 기년복으로 국상이 마무리되었다.

2. 갑인예송

2차 예송으로 불리는 갑인예송은 1674년(현종15년)에 효종의 비인 인
선왕후(仁宣王后)의 사망 후 자의대비의 복제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
란이다. 기해예송 때 ｢경국대전｣에 근거하여 효종의 복상을 기년복으로 
한 것이기에 효종의 장자 · 차자 문제가 애매하게 처리되었으나 인선황후
의 복상 문제는 효종을 장자로 보면 큰며느리이므로 기년복을 입어야 
하고 효종을 차자로 보면 둘째 며느리이므로 대공복(9개월)을 입어야 했
다. 그렇기에 효종을 장자로 볼 것인지 차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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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시 표면으로 떠오를 수 밖에 없었다.
예조에서는 처음에 기년복으로 정해서 올렸고 현종도 이의가 없어 그

대로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예조에서 처음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스
스로 인정하고 기년복에서 대공복으로 수정하면서 2차 예송이 시작되었
다. 처음 예조에서는 효종의 비인 인선왕후의 상에 대하여 기해년에 송
시열이 근거를 내세웠던 ｢경국대전｣을 근거로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송시열은 효종을 차자라 여겼지만 논쟁을 피하고자 장자 ･
차자 구분없는 ｢경국대전｣을 근거로 한 것이었기에 송시열과 뜻을 같이 
하는 선비들은 그 점을 상기하고 인선왕후에 대한 복상을 장자처(長子妻)
로 대우하여 기년복으로 결정하는 것에 반발하 고 이조판서 조형 등은 
기해년의 국상의 복제의 근거가 된 ｢경국대전｣의 중자처(衆子妻)의 복에 
따라 대공복으로 절목을 고친 것이었다. ｢경국대전｣ 오복(五服)에 보면 
아들이 먼저 죽었을 때 장 · 차자의 구별 없이 부모는 기년복을 입고, 맏
며느리인 장자처(長子妻)의 경우는 기년복, 기타 며느리인 중자처(衆子
妻)는 대공복을 입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기해년의 복제를 정할 때 송시
열이 의견을 수합하여 ｢경국대전｣을 근거하여 기년복으로 정한 것으로 
하 으나 사실상은 효종을 왕의 신분이되 장자가 아닌 차자라고 본 것
이다.

이에 현종은 단순한 잘못으로 여기고 담당자를 처벌하라는 명을 내리면
서 자의대비의 복제는 대공복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7월 
대구 유학 도신징(都愼徵, 1604~1678년)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논
쟁이 시작되었다.

대왕대비께서 인선왕후를 위한 복을 입는데 있어, 처음에는 기년
복으로 정하 다가 나중에 대공복으로 고쳤는데 이는 어떤 전례를 
따라 한 것입니까? 대체로 큰아들이나 큰며느리를 위해 입는 복은 
모두 기년복으로 하는 것이 국조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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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해년 국상 때에 대왕대비께서 입은 기년복의 제도에 대해
서 이미 ‘국조 전례에 따라 거행한다’고 해놓고서, 오늘날 대공복은 
국조 전례에 벗어났으니, 왜 이렇게 전후가 다르단 말입니까?(大王
大妃 爲仁宣王后之服 初定朞年 而追改以大功 是遵何典禮也 夫長
子與長婦之服 俱爲期年之制 是國朝經典之所載者 而己亥大喪時 大
王大妃期年之制 旣曰擧行國典 而今日大功之服 又出於國制之外 是
何前後之有異也 현종실록 22권, 현종 15년 7월 6일).

도선징은 효종의 복상문제 때에는 「경국대전」을 근거하면 인선왕후를 
위한 자의대비의 복제가 장자부 복인 기년복이 되어야 하는데 대공복으
로 결정한 것의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 다. 도신징은 
기해년 때 효종을 장자로 대우해서 기년복이라 해놓고 효종의 비인 인
선왕후는 차자부로 대우해서 대공복으로 결정한 것은 전후가 맞지 않는
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서인이 기해년에 있었던 효종의 국상 때 ‘체이부
정’을 피하기 위해 「경국대전」을 근거로 장자와 차자 구분 없이 기년복
이라 했던 것이 사실은 효종을 차자로 여긴 것이라 스스로 인정하는 결
과를 가져왔다. 현종은 도신징의 상소를 보고 대신들을 불러 대왕대비의 
복제를 기년복에서 대공복으로 바꾼 이유를 묻자 김수흥은 기해년에 효
종을 위한 복상을 기년복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대공복이라 바꾼 것이라 
답하 다. 이는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효종을 차자로 여긴 것이
라고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때는 고례를 사용하지 않고 국제를 섰다는 것은 알겠는데, 만
약 그렇다면 오늘날 대공복으로 정한 것 역시 국제에 따라 정한 것
인가?(其時則不用古禮 而用國朝禮者可見 若然則今日大功之制 亦是
國制耶. 현종실록 22권, 현종 15년 7월 13일.)

현종이 이번 대공복 역시 기해년과 같이 「경국대전」에 따른 것인지를 
궁금해 했다. 김수흥은 기해년 당시 송시열의 의견은 고례는 마땅히 이
러하지만 또한 「경국대전」을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하 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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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김수흥의 답변은 현종으로 하여금 의문을 들게 하 다. 고례의 기년
복은 장자가 아니라 차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현종은 
이번 국상에 고례와 「경국대전」으로 한다면 각각 어떤 복을 입어야 하
느냐며 다시 묻자 김수흥은 고례를 따르면 대공복, 「경국대전」을 따르
면 기년복이라 답하 다. 현종의 질문에 기해년에는 「경국대전」을 근거
로 하여 기년복이라 해놓고 사실상 이번 국상을 고례를 근거로 하여 대
공복으로 결정한 것이라 말한 것과 같았다. 현종은 기해예송 때는 ｢경
국대전｣을 근거로 하고 이번 국상에서는 고례를 근거로 한 것에 의문을 
가졌고 이에 김수흥은 기해년에는 고례와 ｢경국대전｣를 참고해 인용하

다며 변명하기 급급하 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대공복은 국제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단 말인
가? 이건 놀라운 일이다. 기해년에 사용한 것은 시왕의 제도 지 
고례가 아니다. 만일 기해년에 고례와 국제를 참작해 사용하 다고 
한다면 오늘날 대공복은 국제에서 무엇을 참작한 것인가? 내 실로 
이해가 안 간다(然則今日大功 與國制何如 此可駭也 己亥年所用 乃
是時王之制 非古禮也 若曰 己亥年參用古禮及國典 則今日大功 有
何參酌於國典 予實未曉也. 현종실록 22권, 현종 15년 7월 13일). 

현종의 의문에 민유중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 다.

국제가 우연히 이와 같았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당시에 대신들
이 논의할 때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시행한 것은 고례대
로만 하 을 뿐입니다(國制偶然如是 故當初大臣收議 亦如是 然其
時行之者 只以古禮矣. 현종실록 22권, 현종 15년 7월 13일).

현종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고례대로라면 기해년에 효종에 대한 장자복
은 어떤 것인지 묻자 김수홍은 삼년복이라 답하 다. 기해년 복제 때 
서인들이 겉으로는 「경국대전」을 근거로 장자 ･ 차자 구분없이 기년복으
로 했다면서 사실상은 효종을 차자로 생각하여 기년복으로 결정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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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김수흥을 비롯한 서인들의 대답은 현종의 질문이 거듭할수록 궁색
해질 뿐이었다.  

송시열이 논의하기를, ‘효종대왕은 인조대왕의 서자라 해도 괜찮
다’고 하 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허목이 상소를 올려 《의례》 경전
의 말로 다투었던 것입니다(宋時烈收議以爲 孝宗大王 不害爲仁祖
大王之庶子云 故許穆上疏 以《儀禮》經傳之言 爭之矣. 현종실록 22
권, 현종 15년 7월 13일).

김수흥은 송시열이 효종을 서자로 보았고 이를 허목이 이의를 제기하
던 기해년의 일을 다시 아뢰었다. 

기년복을 만약 대공복으로 고치려 하 다면 반드시 고사를 분명
하게 인증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해년 일을 끝내 상고해 내지 
않고서 대충 고쳐서 들 으니 이게 무슨 도리인가? 그리고 기해년
에 복제를 의논하여 정할 때 논의가 많긴 하 으나, 나는 아무개의 
논의에 의거해서 시행할까 생각했다. 그 사람의 논의가 바야흐로 
국가에 쓰이는 말이 될 것이니, 예조는 자세히 상고했어야 할 것이
다(朞年之服 若改以大功 則必以古事分明引證可也 而己亥之事 終
不考出 泛然改入 此何道理 且己亥服制議定時 論議雖多 予以爲 依
某議施行 則其人之議 方爲國家所用之言 禮曹6攷可也. 현종실록 
22권, 현종 15년 7월 13일).

현종은 기해년의 일을 자세히 살펴보고 증거를 가지고 고쳐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대공복으로 고친 예조판서 조형의 실수를 꾸
짖고 예조뿐만 아니라 육경, 삼사장관 등의 대신들이 참여하여 다시 의
논하라고 명하 다. 현종의 명에 따라 판중추부사 김수항, 의정 김수
흥, 호조판서 민유중, 병조판서 김만기, 이조판서 홍처량 등의 대신들이 
빈청에 모여 의논한 후 다음과 같이 계사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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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에 국상이 난 처음에 복제응 의논하여 정할 때 대신과 유
신이 드린 논의 가운데에도 시왕의 제도만 말하 지 장자 ･ 서자를 
구별하여 논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고 난 뒤부터 비로소 장자 ･ 서자의 말이 있게 되어 논의가 분분
하여져 여러번 논의를 수렴하 으나 결국 국제에 따라 기년복으로 
결정하여 시행하 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여러 신하가 드린 
의논 가운데 비록 삼년의 제도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장자 ･ 서
자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장자를 위해서는
삼년복을 입고 중자를 위해서는 기년복을 입는 것은 고례이고, 장
자와 중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년복을 입는 것은 국제입니다. 
당초 정한 바는 비록 국제를 사용하 으나, 그 뒤에 여러 신하들이 
논의한 것은 고례[의례]대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기년복을 시행하 기 때문에 안팎의 사람들이 모두 ‘삼년복을 시행
하지 않고 기년복을 시행한 것은 중자에게 입어 주는 고례에서 나
온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이번에 해조(5曹)에서 바로 대공복으
로 표지를 붙인 것 역시 이런 뜻에서 나온 것이고 이 밖에 다른 증
거를 댈 만한 일이 없습니다(己亥國恤初議定之時 大臣 儒臣獻議中 
亦稱時王之制 又無長 庶論別之a矣 自有三年之議 始以長子 次子
之說 論議紛紜 累度收議 終以國制 朞服定行 而最後諸臣獻議中 雖
以三年制爲言 長 庶一款 皆不擧論矣 大槪爲長子三年 爲衆子朞年 
卽古禮 而不分長 衆 皆服朞年 乃國制也 當初所定 雖用國制 其後
諸臣之所爭者 古禮 而仍行朞制 故中外之人 皆以爲 不行三年 而爲
朞年者 出於古禮服衆子之制也 今此5曹之直以大功付標者 亦出於
此 此外無他可據之事. 현종실록 22권, 현종 15년 7월 13일).

대신들이 모여 의논하여 올린 계사는 기해년에 기년복으로 정한 상황
만을 설명할 뿐이었다. 정작 현종이 듣고자하는 이번 국상에서 대왕대비
가 기년복을 입어야 하는지 대공복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
거를 제시하지 못하 다. 현종은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다시 
의논하게 하 다. 그러나 다시 올린 계사 역시 마음에 들지 않자 현종
은 좌부승지 김석주를 불러 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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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자를 위해서 기년복을 입는 일이 비록 고례라고 하나 장자와 
중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년복을 입는 것이 국제다. 그래서 기
해년 복제를 두고 ‘나는 국제를 사용한 것’이라 하고, 여러 신하들
은 ‘고례를 참작해 사용한 것’이라 하다가 상고해 보니, 조정에서 
정한 것은 과연 국제 다. 그런데도 빈청에서 올린 계사에서는 감
히 ‘비록 국제를 썼다 해도 그 뒤 여러 신하들이 논쟁한 바 고례대
로 하자고 하 다’고 하면서 조정에서 정한 예를 위주로 하지 않고 
도리어 조정에서 채용하지 않았던 여러 사람들의 논의가 분분한 말
을 중하게 여겨 장자와 중자를 나누어 의논하여, ‘바로 표지를 붙
이자고 청하 던 것도 여기에서 기인한 것이다’고 결론을 내렸다. 
해조(5曹)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으며 빈청도 어떻게 감
히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爲衆子朞年 雖曰古禮 不分長 衆 皆服
朞年 乃是國制 故己亥服制 予則曰用國制 諸臣則曰參用古禮云 及其考
出 則朝家所定 果是國制 而賓廳啓辭 乃敢稱以雖用國制 其後諸臣所爭
者古禮 不以朝家所定爲主 反以朝家所不採 聚訟紛紜之a 爲歸重長子 
衆子 分而議之 結之以直請付標 亦出於此云 5曹何敢如是 賓廳亦何敢
如是也. 현종실록 22권, 현종 15년 7월 14일).

 
대신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의 주장만 반복했다. 그러자 현종은 해조에서 한 잘못은 너무나 
명백한데도 잘못을 벌하려고 하지는 않고 오히려 비호하려는 대신들을 
질책했다. 그 이후에도 몇 차례의 빈청회의를 하 으나 대왕대비의 복제
가 기년복인지 대공복인지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 다. 현
종은 기해년 때는 장자와 중자를 구분하는 말이 없었으므로 결국 ｢경국
대전｣에 따라 정하 는데 갑자기 중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못마땅했
다. 그리고 현종은 대신들이 이번 대왕대비의 복제를 기해년 복제 때 
같이 ｢경국대전｣을 근거로 기년복으로 수정하지 않는 것이 불만이었다. 

기해년에 상복 제도를 의논하여 정할 때 장자와 중자에 대한 설
은 듣지 못하 고 다만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소에 대해 복계하
여 의논을 수렴할 때 비로소 이러한 말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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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채용해 시행한 일이 아니었으며, 지금에 이르러 상복 제도
를 의논해 정할 때 중자와 서자에게는 대공복을 입어 준다는 설이 
처음 나왔다. 《대전》 오복조에 대통을 계승한 건에 대해서는 언급
이 없으니 시왕이 제정한 예라 하더라도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교에만 핑계대면서 《예경》을 참조하지 않았으니 오늘날 
회의한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에 대해 다시 자세히 살펴서 의
논하여 아뢰라(己亥服制 議定之時 未聞有長 衆之說 但於當服三年
之疏 覆啓收議之時有之 而此非朝家採施之事 到馬服制議定時 始有
衆 庶大功之說 《大典》 《五服條》 無承統一款 則雖曰時王制禮 乃未
備之處 諉之下敎 而不爲參考禮經 今日會議之意安在 以此更爲6審
議啓. 현종실록 22권, 현종 15년 7월 14일).

현종은 다시 대신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굽힐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기해년 복제를 주도한 서인들은 기해년 때의 자신들의 주장을 바꿀 수
가 없었다. 그러나 효종은 장자의 예에 따라 기년복으로 결정하고 부인
인 인선왕후는 중부의 예에 따라 대공복을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결국 서인들은 효종을 장자가 아니라 서자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그
들은 ‘체이부정’을 근거로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김수흥 등 대신들은 이제까지는 ｢경국대전｣에 따라 하라는 것으로 여겨 
고례를 참고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고례의 ｢의례｣를 자세하게 검토하

다고 하면서 현종에게 자신들의 의논을 아뢰었다.

아버지가 장자를 위해서라는 대목의 주소에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한테서 난 둘째 아들을 세워 또한 장자라고 한다’라고 했습니
다. 이를 보면 적처한테서 난 아들로서 승중한 사람을 통틀어서 말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아래 또 ‘비록 장자라 하더라도 삼년복을 
입을 수 없는 네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 는데 ‘세 번째가 체이부
정이니, 서자를 세워 후사를 세운 경우이다’라고 하 습니다. 서자
에 대해 풀이하기를 ‘서(庶)라는 것은 동떨어지게 분별한 것이다. 
대개 서자는 첩에게서 난 자식을 부르는 호칭이긴 하지만 적처한테
서 난 둘째는 중자인데 여기서는 다 같이 서자라고 불렀다. 장자와 



- 22 -

동떨어지게 구분하기 때문에 첩에게서 난 자식과 같이 부른 것이
다’ 하 습니다. (중략) 또 적부(嫡婦) 조항의 주소에 ‘무릇 부모가 
자식에게 있어서,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있어서 장차 적자에게 대를 
물려 줄 수 없게 되었거나 장차 대를 물려 줄 자가 적자가 아닐 경
우에는 복을 모두 서자나 서부(庶婦)처럼 입어 준다’ 하 습니다. 
이 여러 조목에 논한 것을 가지고 반복 참작해 보면 이번 상복 제
도를 국가 전례의 대공복으로 사용한 것은 《예경》의 뜻에 어긋나지
는 않은 것 같습니다(父爲長子 註疏有曰 第一子死 則取嫡妻所生第
二長者立之 亦名長子 泛觀乎此 則似若嫡妻所生之承重者 通謂之長
子 而其下又言 雖長子 不得三年有四種 其三 則體而不正 立庶子爲
後是也 其釋庶子以爲 庶者遠別之也 蓋庶子 妾子之號 適妻所生第
二者 是衆子 今同名庶子 遠別於長子 故與妾子同號也 (中略) 又適
婦條註疏有曰 凡父母之於子 舅姑之於婦 將不得傳重於適及將所傳
重者 非適服之皆如庶子 庶婦也 就此諸條所論 反覆參互 則馬此服
制之用國典大功者 似不悖於禮經之意. 현종실록 22권, 현종 15년 7
월 15일).

김수흥 등의 주장은 고례를 근거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달라지
지 않고 효종은 인조의 적통을 물려받은 장자(張子)가 될 수 없으니 이
번 인선왕후의 상에 자의대비의 복제는 대공복이 맞다는 것이었다. 이들
은 효종을 ‘서자’이며 ‘체이부정’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이는 현종의 왕
통에 대한 부정의 의미도 담겨 있었으므로 현종은 선왕(효종)의 은혜를 
입은 대신들이 선왕을 ‘체이부정’으로 보는 것에 무척 격분하 다.

가공언(賈公彦)의 소(疏)에 이미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가 낳
은 둘째 아들을 후사로 세워 장자라고 한다’라고 했다. 경들은 오
늘날 이것을 끌어다가 [후사로 세워진 장자는] 종묘를 맡을 수 없
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종묘를 맡을 수 없다’고 말하
는 것은 살아 있는 사람을 염두에 둔 것이고 ‘후사로 세우면 또한 
장자라고 부른다’고 말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런데 경들은 이치에 맞지 않는 설로 예법이라고 정하여 선왕을 
체이부정이라 하 으니 임금에게 박하고 어디에다 후하게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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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인가. 더없이 중한 예를, 결코 촉탁받아 한 의논을 가지고 정
제(定制)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애당초 국가 전례에 정해진 기년복의 
제도에 따라 정하여 행하라(賈疏旣曰 第一子死 則取適妻所生第二
長者立之 亦名長子 云 卿等今日 引證於不堪主宗廟之人 不堪主宗
廟者 謂生者也 立而亦名者 謂死者也 卿等以如此不近理之悖說 定
爲禮律 指先王以體而不正 可謂薄於君 而厚於何地耶 莫重之禮 決
不可以附托之論斷爲定制 依當初國典朞年之制定行. 현종실록 22권, 
현종 15년 7월 15일).

현종은 대신들이 끝까지 자신의 의견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자 왕의 
권한으로 기년복으로 결정하 다. 현종이 인선왕후의 초상의 복제를 대
공복이 아닌 기년복으로 바꾼 것은 물론 기해예송 때부터 마무리 짓지 
못한 효종의 정통성 문제까지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의 예송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남인은 효종을 차자지만 인
조의 적통으로 왕위를 이은 것이므로 장자로 보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서인은 효종은 인조의 차자로서 왕위를 이은 것이므로 왕이라도 종법상 
차자이므로 효종을 차자로 보는 입장이었다. 이는 왕권에 대한 남인과 
서인의 관점은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인은 왕과 신하 
사이의 차이를 명백히 하려고 했다. 왕의 상복에 대해서는 신하들이 속
해 있는 사대부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 다. 왕권
의 절대성을 남인들은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그에 비해서 서인은 왕권
을 신권과 구분되는 별도의 권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왕은 사대
부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을 뿐이라 생각했다. 이 해석들은 예송에 관한 
정치적 해석이다. 그러나 예송의 해석하는 또 다른 방법에는 정치적 해
석만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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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예송의 교육학적 함의

지금까지 조선시대 예송의 근본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기해예송과 갑
인예송의 발단과 그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예송이 일어난 시기에는 사
대부와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는 ｢주자가례｣에 따라 가정의례를 시행해 
왔고, 왕가에서는 ｢국조오례의｣에 따라 시행했지만 ｢국조오례의｣에 없는 
부분은 ｢주자가례｣나 고례―특히 ｢의례｣―를 참조하 다. 효종과 자의대
비 같은 상황의 내용은 ｢국조오례의｣에 없는 부분이었다. ｢의례｣나 ｢주
자가례｣에는 어머니가 장자를 위해서는 삼년복, 중자를 위해서는 기년복
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경국대전｣이나 ｢대명률｣에는 ‘어머니는 장자나 
차자의 구별없이 모두 기년복을 입는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서인은 효
종이 인조의 장자로 왕위를 이은 것이 아니었으므로 종법에 따라 ｢주자
가례｣의 내용—장자를 위해서는 삼년복, 중자를 위해서는 기년복—대로 
효종에 대한 복상을 중자를 위한 기년복으로 정하고자 하 다. 하지만 
효종의 정통성 문제가 논란으로 제기될 수 있었기에, 그 점을 피하고자 
서인은 ｢주자가례｣를 참조하면서도 정작 ｢경국대전｣의 내용—장자 ･ 차
자 구분없이 모두 기년복을 입는다는 것—을 근거하여 기년복을 주장하

다(고성윤, 2017: 232).
예송은 정치권력의 당파적 성격도 있지만 ｢주자가례｣를 기준으로 삼

아서 가례를 의례의 보편적 원리로 확립하려는 서인과 ｢주자가례｣와 더
불어 고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조오례의」 등 국조례—임금의 禮
—와 가례—사대부의 禮—의 차이를 뚜렷이 하고자하는 남인의 갈등으로
도 볼 수 있다(금장태, 2000: 274). 서로 다른 예학적 입장을 도덕적 토
대와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학은 17세기부터 18세기 초 ‘예학시대’(禮學時代)라고 불릴 만큼 많
은 학자들이 나타나서 학파를 형성하게 되었다. 예학은 성리학을 바탕으
로 발전하 으나 17세기 후반에는 성리학과 별개의 학문처럼 여겨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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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 하지만 성리학과 예학은 서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관
계에 있다. 예는 사회의 객관적 규범으로서, 성리학은 예를 통하여 인간
의 사회적 관계를 규제화하는 성리학적 규범을 제시하 다. 예학은 임진
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문란해진 조선의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고 인간의 
생활양식을 제도화하는 성리학적 행위 규범에 관한 것이었다(박재문, 
2001: 441~442).

1. 「주자가례」의 상이한 해석

「주자가례」는 중국 남송의 주희(朱熹, 1139~1200)가 편찬한 의례서로
서, 가정에 필요한 생활 의례에 관한 책이다. 「주자가례」는 「가례」, 「문
공가례」, 「주문공가례」 등으로도 불린다. 중국의 전통적인 예법 제도는 
주나라 때 마련된 이념과 체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는 국가 전례
를 중심으로 천자와 제후 및 귀족사회의 의례를 제도화한 것이었다. 한
나라에 와서 유교경전이 정착되고 관혼상제(冠婚喪祭)에 관한 이해가 깊
어지면서 가례(家禮, 四禮)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후한 때 정현(鄭玄)
이 「의례」(儀禮), 「주례」(周禮), 「예기」(禮記)에 주를 달아 의례3서(儀禮
三書)로 정리하여 고전 예학의 기초를 다졌다. 의례3서와 같은 예서(禮
書)에는 왕과 제후들 같은 국가적으로 높은 지위의 사람들만을 위한 예
의 형식이 있었으며, 사대부와 같은 양반 이하의 계급에 관한 예의 형
식은 없었다. 중국의 송나라 시대에 이르러 귀족 사회가 해체되고 사대
부들의 세력이 중국사회의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예제에 있어서도 기존
의 왕조례(王朝禮)와 구별되는 사대부 계층의 예속(禮俗)이 정리되기 시작
했다. 이를 정리한 것이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의 ｢서의｣(書儀)와 주
희의 가례 다. 

「주자가례」는 모친상을 당한 주희가 상(喪)･장(葬)･제례(祭禮)의 문제점
을 느끼고 상장제례(喪葬祭禮)를 정리하여 여기에 관례(冠禮)와 혼례(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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禮) 부분을 보충하여 실용화할 수 있는 가례를 완성한 것이다. ｢주자가
례｣는 고례의 취지를 계승하면서도 당시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일반 
백성의 예를 위한 것이었다. ｢주자가례｣는 사마광의 ｢서의｣를 주로 참고
하 으나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옛 예법의 근거가 결여된 부분, 옛
것에 어긋나 수정해야 할 부분은 ｢의례｣에 근거하여 수정을 가하 다. 
주희가 사마광의 ｢서의｣ 예법이 가장 뛰어나고 여긴 것 또한 ｢서의｣가  
｢의례｣에 근거하 기 때문이다(노인숙, 2020: 200).

｢주자가례｣는 관혼상제의 의장이나 절차를 ｢의례｣나 ｢예기｣ 등의 예
서에 비해 매우 간략하게 기술했다. 그리고 주자가례의 중요한 특징은 
예가 왕이든 사대부이든 신분 차별 없이 모든 사회 계층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성을 띤다는 것에 있다. 또, 종법의 원리를 강조하여 가족의 
윤리와 종족의 결속을 중시하 고, 그 내용면에서도 주희의 주관된 견해
보다는 예 전체의 체제와 일관된 원칙과 통일성을 중시하 다(임민혁, 
1999: 19~21). ｢주자가례｣는 4권, 5권 7권으로 된 다양한 판본이 있으
며, 내용은 가례도설(家禮圖說), 가례서(家禮序), 통례(通禮), 관례(冠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로 구성되어 있다. 

주희는 시대상황이 중요하므로 성현이 예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고례를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 여기고 현실에 맞는 예의 필요
성을 강조하 다. 그래서 예의 대중적인 보급을 위해 시대에 알맞으면서 
간단명료하며 모두가 행할 수 있는 예를 만들고자 한 것이었다. 이런 
주희의 생각은 ｢주자가례｣의 서문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무릇 예에는 근본과 문식이 있다. 집에서 베亦는 것으로부터 말
하면 명분을 지키는 것과 사랑하고 공경하는 진실한 마음이 그 근
본이다. 관혼상제의 의장과 도수는 그 문식이다. 그 근본은 집에서 
매일 행해야 될 일상의 예법이니, 진실로 하루라도 닦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문식은 모두 인간의 도리의 처음과 끝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다. 비록 그것을 행하는 때가 있고 그것을 베풂에 장소가 있지
만 평소에 명확하고 강론하고 익숙하게 익히지 않으면 일이 닥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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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절도에 맞고 올바르게 대처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하루라
도 예를 강론하고 익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凡禮 有本有文 自
其施於家者言之 則名分之守 愛敬之實 其本也 冠婚喪祭儀章度數者 
其文也 其本者有家日用之常禮 固不可以一日而不修 其文又皆所以
紀綱人道之始終 雖其行之有時 施之有所 然非講之素明 習之素熟 
則其臨事之際 亦無以合宜而應節 是不可一日 而不講且習焉也, ｢朱
子家禮｣ 家禮序).

「주자가례」는 우리나라에 고려 말 성리학과 함께 들어온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고려 말 안향(安珦, 1243~1306)이 충렬왕(忠烈王, 1236~1308) 
때 원나라에서 유학을 공부하고 ｢주자전서｣(朱子全書)를 가지고 들어오
면서부터 성리학이 전래되었다.2) 고려 말 불교에 대한 거센 반발과 불
만이 강해지면서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신진사대부가 등장하 다. 이들
은 불교 의식을 버리고 가례를 생활의 준거로 삼으며 주자학을 새로운 
개혁과 사회질서를 추구하는 이념으로 받아들 다.

조선 초 성리학자들은 정책을 통해 고려의 불교적 예속(禮俗)을 청산
하고 성리학적 예속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했다. 주희의 「가례」 실시가 
두드러진 사례이다(윤사순, 2010: 28). 조선 초기에는 예제(禮制)를 국가
제도의 정비와 사회 통치를 위한 기본정신으로 삼아 집권체제를 강화하
려고 하 다. 국가가 사대부 관료들에게 가례의 중요성과 함께 실천을 권
장해 잡과 중 하나인 이과(吏科)의 시험 과목에 가례가 포함되었다. ｢경

2) 안향이 1290년(충렬왕 16)에 원에서 「주자전서」를 필사하여, 돌아와 주자학
을 연구하 다는 기록이 있다. 안향연보에 보면 안향이 중국에 머물면서 직
접 주자서를 베껴 쓰고, 공자와 주자의 초상화를 모사하다. 그 당시 주자서
가 세상에 성행하지 않았는데, 선생은 이를 처음 보고서 마음속으로 매우 
좋아하고 공문(孔門)의 정맥임을 때달았다. 이에 주자서를 직접 쓰고 공자와 
주자의 초상을 모사하 다. 이로부터 주자서를 연구하여 깊이 박문약례(博
文約禮)의 공부를 이루었다(高麗 忠烈王 16年晦 庚寅, 軒安珦留中國 手寫
朱子書 摹寫孔子朱子眞像 時 朱子書未及盛行於世 先生始得見之 心自篤好
知爲孔門正脈 手錄其書 摹寫孔子朱子眞像而歸 自是講究朱書 深致博約之
功, 「安珦年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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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대전｣ 예전에 보면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예문관의 봉교(奉敎)이하 권원이 성균관, 승문원, 교서관의 7품이
하 관원 및 감찰(監察)과 함께 경국대전과 주자가례를 강독하게 한 
뒤에 녹명(錄名)하고, 예조에서 시취()取)한다(藝文館奉敎以下官 同
成均館 · 承文院 · 校書館七品以下官及監察 講經國大典·家禮臨文 錄
名 本曹)取, 「經國大典」 禮典, 諸科 式年文科覆)).

하지만 가례는 조선의 농업경제와 사대부 사회가 성장하고 난 후인 
16세기에 와서 연구 · 발전되었고 생활화되었다. 17세기에 이르러 김장
생, 정구, 송시열, 허목 등의 예학에 정통한 성리학자들이 나오면서 가
례의 연구도 더욱 심화되어 갔다. 왕조례가 왕과 사대부 사이의 신분적 
차이를 예제에까지 적용하여 왕에게 적용되는 예와 사대부에게 적용되는 
예의 차이를 강조한 반면에 가례는 그 차이를 부정하여 왕에게 적용되는 
예와 사대부에게 적용되는 예의 동일성을 강조한다. 가례의 이러한 경향
은 예를 조선 모든 사회계층에 보급하는 효과를 거두었지만 왕의 예와 
사대부의 예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차이를 간과한 면이 없지 않았다. 

예송이 일어날 당시에 예학의 두 학파인 서인과 남인은 성리학을 바
탕으로 주자의 ｢주자가례｣를 수용하고 발전시킨 것은 기본적으로 같았
으나 그 성격은 차이가 있었다. 서인의 경우에는 주자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하여 ｢주자가례｣의 내용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반면 남인은 주자학
도 중요시 하지만 ｢주자가례｣의 근거가 되는 ｢의례｣에 대한 새로운 해
석을 시작하 다. 자의대비의 복제문제는 이러한 두 학파의 예학에 대한 
입장 차이를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복상문제가 발생할 당시는 ｢주자가례｣에 따라 가례의 준칙이 확립되
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주자가례｣는 일반인에게 적용되
는 사대부의 예 고, 왕가에서는 조선 초기에 완성한 왕조례인 ｢국조오
례의｣를 근거로 의례문제를 적용하 다. 하지만 ｢국조오례의｣와 ｢경국대
전｣은 모든 의례문제를 적용하기에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모두 만족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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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 다. 이에 예에 관한 경전 주석의 해석을 바탕으로 가장 적실
한 예가 어떤 것인가를 찾아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논의되고 있
는 선례를 근거로 하여 가장 적절한 판단이 필요했기에 ｢주자가례｣나 고
례—특히 ｢의례｣—를 참조하 다. 효종과 같은 상황도 ｢국조오례의｣에는 
없는 내용이었다. 효종이 인조의 장자로서 왕위를 이었다면 아무런 문제
가 되지 않았겠지만 효종은 인조의 차자로 대통을 이었고, 인조의 첫째
인 소현세자의 사망 당시 이미 인조와 자의대비가 ｢국조오례의｣에 따라 
기년복으로 복상을 하 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상복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조오례의｣ 흉례
(凶禮)조에서는 장자 · 중자의 언급함이 없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기년
복을 입는다’(母爲子服朞)라고 되어있다. 이 ｢국조오례의｣를 따르면 자의
대비는 효종을 위하여 기년복을 입어야한다. ｢경국대전｣ 오복(五服)조에
도 부모의 자식에 대한 복은 기년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국대전｣
을 따르면 자의대비는 마찬가지로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 그러나 고례인 
｢의례｣ 상복편(喪服篇)에서는 ‘어머니는 장자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고 
중자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는다’(母爲長子齊衰三年, 衆子朞)로 되어있
고, 마찬가지로 ｢주자가례｣에서도 장자(長子)가 죽으면, 그 어머니는 삼
년복을 입고, 차자(次子) 이하 아들이 죽으면 기년복을 입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의례｣와 ｢주자가례｣에 의하면 자의대비는 효종이 중자—차자
—이면서 장자의 역할을 하는 왕통을 이어 받았다는 점에서 그를 위하
여 삼년복을 입을 수도 있고 기년복을 입을 수도 있다.

먼저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관점에서는 효종은 비록 왕통
을 이었지만 그 출생으로 보아 여전히 차자로 취급된다. 이 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서인이다. 더구나 서인이 자신의 관점을 견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주자가례｣는 왕과 사대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예
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것이 서인에게 호소력을 가진 것임에 틀림없다. 
왕도 사대부의 예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왕의 특수한 위치를 
고려한다면 왕위를 정상적인 절차로 이어받은 사람은 차자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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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 관점에 서서 자의대비의 상복을 결정하고
자 한 것이 남인의 입장이다. 남인이 보기에 왕에게 적용되는 예법은 ｢주
자가례｣의 원천이 되는 ｢의례｣에 근거하여야 한다.

남인이 근거로 내세웠던 ｢의례｣의 해석에 있어서도 남인은 서인과 견
해 차이를 보인다. 남인과 서인의 대립되는 의견은 효종을 장자로 보느
냐 아니면 차자로 보느냐는 것이었다. 남인은 ｢의례주소｣ 삼복장의 ‘적
처 소생이면 모두 적자로 명명한다’(嫡妻所生 皆名嫡子)라는 구절을 들
어 첫째 적자가 죽으면 둘째 적자가, 둘째 적자가 죽으면 셋째 적자가 
장자가 되므로 효종은 첫째 적자인 소현세자가 죽어서 둘째 적자로서 
장자가 된 것이므로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견해를 견지하 다. 

그러나 서인은 ｢의례주소｣에 ‘천자로부터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장자가 
죽고 차장자가 후계자가 되면 장자와 같은 복을 입는다’고 하 지만 그 
아래 사종지설(四種之說)에 관한 내용이 덧붙여 있는 것을 근거로 내세
웠다. 사종지설은 장손(長孫)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조상의 
제사를 이어 받았지만 그 부모가 일찍 죽은 자식을 위해서 삼년복을 입
지 못하는 네 가지 예외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큰아들의 아들—손자
—이 후사를 이은 경우(正而不體), 장자가 아닌 아들(庶子)이 후사를 이
은 경우(體而不正), 장자가 병이 있어 제사를 받들지 못한 경우(正體 不
得傳重), 맏손자가 아닌 손자(庶孫)가 후사를 이은 경우(傳重非正體)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체’(體)는 부자관계를 의미하고 ‘정’(正)은 적자 ·
적손을 의미하고 ‘부정’(不正)은 서자 · 서손을 의미한다. 서인들이 이 네 
가지 규정 중 효종은 서자이므로 장자가 아닌 아들이 후사를 이은 경우
인 ‘체이부정’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인조의 첫째 아들인 소현세자가 아
들을 남기고 죽었으니 효종은 장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의대비의 효종
을 위한 복제는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견해 다. 

이처럼 남인은 첫째아들이 죽으면 적처 소생인 둘째 아들을 장자라 
하고 삼년복을 입는다는 관점에서, 서인은 서자는 장자를 위한 삼년복을 
입을 수 없다는 관점에서 관련 내용들을 해석하는 차이를 나타냈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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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적자 중에서 장자가 된 자들은 모두 삼년복의 대상이 될 수 있으
며 후사를 잇는 것이 중요하므로 후천적으로라도 장자가 되면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인은 적통은 세대마다 오직 한 명만 
존재한다고 보았다. 적장자가 죽었다면 그 다음 적장자의 계승자는 그의 
아들이어야 하므로 소현세자의 아들이 적통이지 효종이 적통이 될 수 
없다는 견해 다(손애리, 2010: 272). 

남인과 서인의 이 견해 차이는 장자의 ‘상대성’과 ‘절대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손애리, 2010: 271). 남인은 장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장자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 서인은 장자인 사람은 사후에도 장자로 취급
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한다. 그러나 장자의 절대성을 내세우는 서인의 
관점은 왕의 절대적 권위에 대해서는 그와는 다른 관점을 취하 다. 장
자의 절대성을 취한다면 왕에 대해서도 장자로서 왕이 되었든 차자로서 
왕이 되었든 왕은 왕이라는 관점을 취해야 한다. 그러나 서인은 왕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이하 참조).

기해예송이 일어나고 15년 후 효종의 비—인선왕후—의 죽음으로 벌
여졌던 갑인예송 역시 효종을 장자로 보느냐 차자로 보느냐가 주된 쟁
점이었다. 효종을 장자로 볼 것인가 차자로 볼 것인가에 따라 인선왕후
를 위한 복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갑인예송 때의 인선왕후의 복상문제
는 기해예송의 문제점을 확연히 드러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해년에 
효종을 위한 자의대비의 복상은 ｢경국대전｣을 근거로 효종이 장자인지 
차자인지 상관없이 기년복으로 결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허목의 상소로 
시작된 효종이 장자인지 차자인지에 대한 남인과 서인의 논쟁은 어느 
것이 옳은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서인의 주장대로 기년복으로 마무리되
었다. 그렇게 정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넘어갔던 효종의 종법상의 신분 
문제가 갑인예송 때의 인선왕후의 복상문제로 부각되었다. 

며느리에 대한 상복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국대전｣에는 아들은 장
자와 차자 구별없이 기년복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며느리복은 장
자처는 기년복으로, 중자처는 대공복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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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에는 아들의 경우는 장자는 삼년복으로 차자는 기년복으로 규정
되어 있고, 며느리의 경우는 장자처는 대공복으로, 중자처는 소공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들에 대한 복상과는 달리 며느리에 대한 복상은 ｢의
례｣에서 뿐만 아니라 ｢경국대전｣에서도 장자처와 중자처의 복상이 다르
게 규정되어 있었다. 효종을 장자로 본다면 인선왕후의 복제는 ｢경국대
전｣을 근거로 하면 기년복, ｢의례｣를 근거로 하면 대공복이어야 하고 효
종을 차자로 본다면 ｢경국대전｣을 근거로 하면 대공복, ｢의례｣를 근거로 
하면 소공복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효종의 장자와 차자의 구별하는 일은 
불가피하게 된 것이었다. 

인선왕후가 죽자 처음에는 효종의 전례와 마찬가지로 ｢경국대전｣에 근
거하여 장자처의 복인 기년복으로 정해지는 듯하 다. 그러나 기해예송 
당시 ｢의례｣의 ‘체이부정’을 근거로 효종이 차자라는 견해를 버리지 않았
던 서인은 처음 논의된 기년복이라는 의견을 뒤집고 대공복이 맞다는 의견
을 내세웠다. 이러한 서인의 주장은 기해예송 당시에 표면적으로는 장자 ·
차자 구분없이 기년복이라는 ｢경국대전｣에 근거한다고 내세웠지만 사실은 
효종을 차자로 보고 기년복이라 한 것을 드러낸 것이었다. 왕의 예와 사대
부의 예가 같기에 왕도 사대부의 예에 따라야 한다고 여긴 서인은 차자
는 왕이라도 차자라고 보았기에 당연히 효종을 차자로 보고 인선왕후의 
복제를 중자처의 복인 대공복으로 주장한 것이다. 반면, 남인은 효종이 
장자인지 차자인지는 상관없이 인조의 뒤를 이어 왕통을 이어받은 왕이기
에 왕가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므로 남인들의 입장
에서는 대공복을 인정할 수 없었다. 서인들은 ｢의례｣를 근거로 대공복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변명도 하 지만 기해년에는 ｢경국대전｣을 근거로 하
기에 갑인년에 ｢의례｣를 근거로 했다는 것은 인정받을 수 없었다.

서인은 기해예송 때는 ｢의례｣의 ‘사종지설’까지 언급하면서도 효종이 
장자인지 차자인지의 논쟁을 피하고자 ｢경국대전｣을 근거로 기년복으로 
결정하 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아들의 상복은 장자·차자 구분없이 기
년복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서인이 효종을 장자로 간주한 것인지 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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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한 것인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갑인예송 때는 ｢경국대전｣과 
｢의례｣의 며느리에 대한 복의 규정은 장자부와 중자부가 구분되어 있었
기에 어느 것을 근거로 해도 효종을 장자로 인정하는 것인지 차자로 인
정하는 것인지를 확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남인과 현종의 입장에서
는 기해예송 때에 ｢경국대전｣에 근거하여 기년복이라 하 기에 당연히 
효종을 장자로 보고 기년복이라 결정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갑인예송으로 인해 서인이 효종을 차자로 본 것이 명확해지자 현종은 효
종의 적장자로 왕위에 오른 자신의 종통마저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었다. 이에 현종은 효종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해 왕의 직권으로 기년
복으로 결정하 다. 인선왕후의 복상문제는 효종의 복상 때와 마찬가지
로 서인과 남인의 견해 차이도 있지만 서인과 왕인 현종의 대립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의 유학자들은 ｢주자가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예법서
와 ｢국조오례의｣와 같은 제도들을 각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내용들을 
찾아 그 전거로 내세웠다. 사대부의 예법이나 왕가의 예법 어느 하나만
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예법을 상황에 따라 적용시켰다고 할 
수 있다. 표면상 서인과 남인은 ｢주자가례｣와 고례—｢의례｣—를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인과 남인 모두 주희의 성리학을 이어받고 있
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점에는 의문이 없지 않다. 차라리 서인과 남인 
모두 ｢주자가례｣를 따르되 그 원천이 되는 ｢의례｣와의 관련을 문제 삼
았다고 보아야 한다. 말하자면 서인과 남인은 ｢주자가례｣가 ｢의례｣와 맺
는 관련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주자가례｣의 예법에 의하면 장자가 죽
으면, 그 어머니는 삼년복을 입고, 차자 이하 아들이 죽으면 기년복을 
입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자가례｣의 원천이 되는 ｢의례｣의 예법도 어머
니는 장자를 위하여 삼년복을 입고 중자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도록 규
정되어 있다. 남인의 ｢의례｣의 해석에 의하면 효종은 차자이지만 왕통을 
이었으므로 장자로 보아야하며 따라서 효종을 위한 상복은 삼년복이어
야 한다. 실지로 ｢의례｣에는 ‘천자로부터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장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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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 차장자가 후계자가 되면 장자와 같은 복을 입는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서인은 이 ｢의례｣의 예법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서인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 ｢의례｣의 예법에 주석으로 덧붙여져 있는 ‘사종
지설’, 그 중에서도 ‘체이부정’의 예법이다. 체이부정의 예법에 의하면 
효종은 ‘체’—부자관계—는 맞지만 ‘정’—적자 · 적손—이 아니며 따라서 
효종을 위한 상복은 기년복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예송의 두 당사자인 
서인과 남인은 ｢주자가례｣의 해석에 의존하되 그 원천이 되는 ｢의례｣의 
예법을 상이하게 해석한다. 예송은 한편으로 ｢주자가례｣와 또 한편으로 
그 원천이 되는 ｢의례｣의 예법에 관한 해석 차이로 빚어진 논쟁이라고 
볼 수 있다.

2. 예법과 붕당

지금까지 ｢주자가례｣와 그 원천이 되었던 ｢의례｣의 해석으로 나타난 
예송의 예학적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예송은 예학적 내용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예송은 단순한 복상문제로 벌어졌던 학문적 논쟁이 아
니라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중요한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더 중요한
지에 대한 예의 적용을 둘러싸고 벌어진 서인과 남인 사이의 정치적 논
쟁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 예송은 표면적으로는 효종의 상에 삼년복을 
입을 것인지 기년복을 입을 것인지 그리고 인선왕후의 상에 기년복을 
입을 것인지 대공복을 입을 것인지의 문제 지만, 근본적으로는 17세기 
서인과 남인으로 분류되는 세력들이 예의 적용을 두고 학문적 기반 위
에서 자신들의 견해의 정당성을 주장한 정치적 전례논쟁이었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도 말아야 한
다’(非禮勿視 非禮勿聽 非禮勿言 非禮勿動)는 공자의 말처럼 예를 절대
시하여 예를 바르게 행해야 군자이고 예를 바르게 행하지 못하면 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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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여기며 예를 통해 사회를 통합･조화시키고자 하 다. 자신의 수
양을 바탕으로 인격의 완성을 이룬 다음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는 논리
로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으로 분류되고 그 분류에 따라 군자는 군
자끼리 소인은 소인끼리 함께 친하게 된다. 소인으로 분류되어 군자의 
무리로부터 배척되어 그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은 자기의 인격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는 것이라 여기고 반발을 일으키게 된다. 이에 선비
들 사이에 붕당이 생기게 되며 이러한 대립이 당쟁으로 연결된다(현상
윤, 2010: 267). 

구양수(歐陽修, 1007~1072)의 ‘붕당론’(朋黨論)에 보면 ‘군자는 군자와 
더불어 도를 함께 함으로써 붕당(朋)을 이루고, 소인은 소인과 더불어 
이익을 같이 함으로써 붕당를 이룬다’(君子與君子以同道爲朋 小人與小
人以同利爲朋)로 군자의 붕당과 소인의 붕당을 설명하고 있다. 군자는 
자신을 수양하며 도(道)를 같이하여 서로 이롭게 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자 하는 인간이라면 소인은 이익을 목적으로 모여 그 이익을 같이 할 
때는 한 무리를 이루었다가 이익이 없어지면 서로 멀어지고 이익을 먼
저 얻고자 다투는 인간으로 설명하고 있다. ‘붕당론’에는 완전한 군자와 
완벽한 소인이 있는 것처럼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군자와 소인의 모습
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군자라고 불리는 선비는 학문을 통하
여 자신을 수양하여 같은 학문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끼리 무리를 이루
어 자신의 부귀 화보다는 추구하는 도(道)와 의(義)를 세상에 펼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한 선비라 하더라도 그 역시 완벽한 인간이라고 할 
수 없기에 이익을 전혀 외면할 수는 없다. 각각의 인간에게는 군자와 
소인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박재문, 2000a: 14). 

조선시대의 성리학자들의 붕당을 통한 당쟁은 관직에 나가기 위한 수
단으로도 보지만 성리학의 이론적 발전과 그에 따른 정치이념의 대립—
학파 간의 이론적 대립—에 있다고 본다(박재문, 2000a: 5). 조선의 붕당
은 1575년(선조 8년)에 관리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정5품 이조전랑(吏曹
銓郞) 자리를 두고 심의겸(沈義謙, 1535~1587)과 김효원(金孝元,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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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이 대립하면서 서인과 동인으로 갈라진 것이 그 시작이었다. 서인
은 기호학파로 율곡 이이(李珥, 1536~1584)와 우계 성혼(成渾, 1535~ 
1598)의 제자들과 서울, 경기, 충청, 전라 지역의 선비들이 속해 있었
다. 서인은 ‘군’(君)과 ‘신’(臣)을 규제하는 ‘리’(理)는 원래 있는 것이 아
니며 ‘군’과 ‘신’이 생겨나면서 그 둘 사이의 관계를 규제할 원리가 필
요함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 여겼다. 동인은 남학파로 퇴계 이황(李滉, 
1501~1570)과 남명 조식(曺植, 1501~1572)의 제자들로 안동 지방과 지
리산 지역의 젊은 선비들이 속해 있었다. 동인은 ‘군’과 ‘신’이 있기 전
에 ‘군’과 ‘신’을 규제하는 ‘리’가 있다고 여겼다. 서인과 동인은 지역적
으로도 대립이었지만 학문적으로도 대립과 갈등이 나타났다.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진 것은 표면적으로는 선조의 왕세자 책
봉 문제 지만 학문적으로는 퇴계의 학문과 남명의 학문의 차이 때문이
라고 볼 수 있다. 퇴계는 주로 순수한 학문적 관심에서 성리학의 이론 
공부에 심취했던 반면 남명은 이론 논쟁을 비판하면서 실천 문제에 관
심을 집중했으며, 노장 사상과 같은 이단에 대해서도 포용적이었다. 퇴
계의 문인들은 자기들 의견 이외의 다른 이들의 의견도 긍정적으로 받
아들이고, 서로 간의 시비 분별을 엄격히 하기보다는 정국의 안정을 위
해 서로 협조하는 것을 더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는 온건파 다면 남명
의 문인들은 개방적이고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강경파
다. 이러한 학문적 차이로 인하여 동인은 퇴계의 문인은 남인으로 남명
의 문인은 북인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이후 북인들은 자신들의 개방적이
고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학풍으로 인해 현실의 추세에 따라 움직이면서 
스스로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결과로 나타났다(박재문, 2000a: 24~25).

서인과 남인 역시 문묘제사(文廟祭祀)와 예송(禮訟)이라는 사건으로 
각 붕당의 견해 차이를 나타나게 되었다. 문묘제사 문제는 성리학을 기
반으로 하는 이들에게는 중요한 문제 다. 문묘에는 공자를 비롯하여 유
학에 공을 세운 인물들을 배향하는 곳으로 문묘에 종사되는 것은 그 인
물의 학문적 성과나 그의 업적, 인품 역시 인정받는 것이니 그 인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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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나 후손까지 광을 누리는 것이었다. 인조반정 다음 해인 1624년
(인조 2년)에 서인이 주도하여 율곡 이이를 문묘에 배향하자는 의견을 
건의했고, 1635년(인조 13년)에는 송시형(宋時瑩) 등의 유생들이 우계 
성혼도 이이와 함께 종사를 건의했다. 그러나 인조는 ‘두 사람의 평판에 
논란이 있다’고 하여 허락하지 않았고 남인들은 이이가 젊은 시절에 잠
시 불교에 빠진 전력을 들어 이단(異端)에 빠진 학자라는 점을, 성혼은 
임진왜란 때 선조가 피난길에 그의 집 앞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임
금을 호위하지 않았던 것을 구실로 반대하 다(허권수, 2013: 83~86).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 문제는 서인과 남인들 간의 논쟁으로 50여년
간 지속되었다. 결국 남인들의 세력이 무너지고 난 1682년(숙종 8년)에 
서인들의 뜻대로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가 이루어졌다. 

예송은 서인과 남인이 예를 당쟁의 ‘도구’로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대
립한 사건이었다. 예송은 효종이 죽자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의 복상 
기간을 두고 벌어졌던 기해예송을 시작으로 효종의 비인 인선왕후의 죽
음 후 자의대비의 복상 기간을 두고 벌어졌던 갑인예송까지 왕실의 복
제 문제를 두고 벌어졌던 예에 대한 논쟁이었다. 서인이나 남인에게는 
정권을 잡기 위한 정치적 욕구도 있었기에 그들이 각자 자신들의 견해
를 주장하는 데는 예의 근거—명분—가 필요했다. 서인과 남인이 내세운 
예의 근거가 서로의 학문적 견해와 정치적 욕구에 따라 달랐던 것이 예
송의 원인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윤사순, 2010: 119~120). 

조선은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건국되었기에 사대부는 물론 일반 백성
까지 유교의 의례 규범이 시행되었다. 조선의 ｢국조오례의｣를 편찬하여 
왕실과 사대부 ･ 일반 백성까지 준수해야 할 규범들을 포괄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조오례의｣는 사대부와 일반 백성의 다양한 의례 절차를 모두 
수용할 수 없었기에 사대부와 일반 백성들은 ｢주자가례｣와 예전부터 내
려오는 민간의 예속으로 각 집안의 예절 규범으로 삼았다.3) 16세기 정

3) 예송의 주된 쟁점을 왕가의 예법을 적용할 것인가 사대부의 예법을 적용할 
것인가에서 찾는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이 관점을 왕가의 예법이 사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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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등장한 사림(士林)들이 ｢국조오례의｣보다 ｢주자가례｣나 고례를 더 
강조하면서 의례의 시행과정에서 대립의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일
부 예학자들은 왕실에까지 ｢주자가례｣의 적용을 주장하 다. 이는 왕실
과 사대부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 예의 
적용에 있어서 신분의 차이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견해 차이는 
왕실만의 의례를 고집하는 예학자들과 왕실에서도 사대부와 일반 백성
과 마찬가지로 ｢주자가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예학자들의 대립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는 각 붕당의 정치적 입장과 결부되어 예송
으로 연결되었다.

그렇기에 예송은 예법의 적용에 따라 나타나는 남인과 서인의 대립과 
갈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성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예법이 시대가 흐
르면서 초기에 만들어 놓은 국가의 전례는 미세한 부분의 구체적 규정
에까지 적용시키지 못하 다. 국가전례가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떤 
예법을 적용시켜야 하는가를 두고 서인과 남인의 견해 차이가 예송이었
다. 남인은 고례에서 적절한 사례를 찾아 그 전거로 삼았다. 예송의 과
정에서 보면 남인들이 전거로 삼고 있는 고례는 ｢의례｣로 보이지만 남
인들 역시 성리학을 받들고 있기에 고례의 속에 ｢주자가례｣도 포함되어 
있다. 서인은 ｢주자가례｣를 조선의 예법의 중심으로 보았다. 서인에게 
예법은 고례를 적용하는 것뿐 아니라 시대의 고유한 관습과 풍속도 고
려하는 것이다(윤천근, 2008: 55~59). 

이러한 서인과 남인의 대립은 누가 정권의 중심에 있었느냐에 따라 
결과에 향을 주었다. 당시 서인들은 권력의 중심에 있었기에 신권의 
강화를 위해 왕과 신하를 동일한 위치에 놓고자 하 다. 반대로 남인들
은 권력의 중심에 나가기 위해 왕의 힘이 필요하 으므로 왕권의 강화

예법과 별도로 성립해야 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왕가의 예법의 경우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군신으로 해석할 것인지 혈육관계로 볼것인가라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신복룡, 2010: 27). 그러나 예송의 진정한 의의는 군신
관계에서 왕의 위치에서 모색되어 있다. 이 점은 서인과 남인 모두에게 적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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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왕을 신하와 다른 우월한 위치의 존재로 인정하 다. 이러한 
관점이 두 차례의 예송에서 서인은 기년복과 대공복을 남인은 삼년복과 
기년복을 주장한 정치적 견해로 나타난 것이었다. 서인은 ‘리(理)’와 ‘기
(氣)’가 대등하다고 보았기에 왕도 사대부와 같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남인은 ‘리’가 먼저고 ‘기’가 따른다는 것으로 보았기에 왕의 움직임을 
신하가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왕과 신하의 예가 다르다고 보았다. 
서인은 왕의 절대적 권위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에 남인은 왕의 절대적 
권위을 인정한 것이었다. 

3. 예의 의미와 그 획득

예의 의미는 허신의 ｢설문해자｣에 ‘예는 실천하는 것이다. 신을 섬겨
서 복을 받는 것이다. 자형은 시와 풍으로 구성됐으며 풍은 또 표음부
를 나타낸다’(禮 履也 所以事神致福也 从示 从豊 豊亦聲)로 설명되어 
있다. 예는 시(示)와 풍(豊)이 조합된 글자로 제기에 제물을 담아 신에게 
바치는 ‘인간의 정성(豊)’과 그에 대해 복을 내려주는 ‘신의 계시와 강복
(示)이 서로 교환되는 의례적 실천, 제사에서 유래되었다(fingarette. 
1972/1993). 이는 예가 제사의 의례적 실천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예는 합리적 소통을 규범적 차원에서 정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례적 경건성과 내면의 정성이 인간관계에서도 발휘되는 것을 의미한
다. 예는 유교 경전부터 신에게 드리는 제례의 뜻으로 쓰고 있다. 그런
데 제례는 신을 받드는 의례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
는 모든 의례에 중심이 된다(박종천. 2011: 64~65). 

예는 일상생활의 행위양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모든 제도와 법률, 
관습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관계와 사건, 행동과 표현 등 삶
의 전 역에서 예라는 이름으로 총괄되어 있다(한형조, 2002: 16). 예
는 전통적인 예절의 의미를 넘어서 문화적 관습이나 국가를 다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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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질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제도는 예에 있고, 문위는 
예에 있다. 이를 행하는 데에는 그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制度
在禮 文爲在禮 行之其在人乎, ｢禮記｣ 仲尼燕居篇)에서 알 수 있듯이 제
도는 예와 접한 관련이 있다. 예에 의해서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예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시대를 초월한 절대적 가치를 담아내
면서도 그 형식은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 왔다. 예는 하늘에 제사를 지
내는 것에서 시작하여 국가통치의 기본사상과 유학의 사상으로까지 발
전하면서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예의 의미는 안과 밖의 
두 요소로 설명될 수 있다. 처음부터 사상으로 발전될 때까지 변하지 
않는 예의 내적 의미—예의 안—와 당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예의 외
적 의미—예의 밖—가 그것이다(박재문, 2000b: 83~85). 

예의 ‘안’의 의미는 공자의 인(仁)에 대한 설명으로 알 수 있다. 공자
는 인의 실현은 바로 예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 다. ‘자기의 
욕심을 누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克己復禮爲仁, ｢論a｣ 顔淵 
1)에서 알 수 있듯이 예는 자기 스스로 욕심을 이기는 것이니, 남이 아
닌 자기 자신에게 달린 문제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자
의 설명은 예가 인과 다르지 않은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도 말아야 한다’(非禮勿視 非禮勿聽 非禮勿
言 非禮勿動, ｢論a｣ 顔淵 1)는 것처럼 자신의 욕심을 극복하여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을 모두 예에 부합하게 되면 인을 행하는 것이 
된다. 예의 ‘안’의 의미는 자신 안에 들어 있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다.

예의 ‘안’에 들어 있는 의미는 예의 ‘밖’으로 표현되어야 완벽해지며 
어떤 형식으로든지 ‘밖’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된다. 예의 의미를 ‘밖’
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은 상대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말한
다. 누구나 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부자유친(父
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유유신(朋友有信)의 오륜(五倫)은 예의 ‘안’의 의미를 ‘밖’으로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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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표현방식이며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관계개념이
다. 예를 타인의 관계 방식—효(孝), 충(忠), 의(義), 신(信)—을 규정하며 
그 관계를 맺는 능력은 바로 그 인간의 수양의 수준을 반 한다. 이처
럼 인간의 삶의 기준이 되는 예를 따라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
계’를 맺고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의 ‘밖’은 인간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학습의 결과이며 인간관계에 향을 미친다(박재문, 
2001: 448).

예의 ‘안’의 의미는 사욕을 줄이거나 억제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사
상으로 발전될 때까지 변하지 않고 모든 시대와 사람에 해당되지만 예
의 ‘밖’의 의미는 각 시대와 나라별로 표현되는 문화의 형식에 따라 다
를 수 있다. 예의 ‘밖’의 의미는 시대와 나라에 따라 예의 ‘안’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르게 표현되는 것이다(박재문, 2000: 110). 그러므
로 예의 ‘안’과 ‘밖’의 관계는 따로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예의 ‘안’
이 예의 ‘밖’으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
다. 

예송은 예의 ‘안’과 ‘밖’의 의미 중에 ‘정명’(正名)을 추구하는 예의 
‘밖’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예를 의(義)의 궁극적인 실현방법으로 본 것
이다. 그러므로 예의 표현은 종법 질서 내지 사회정의를 드러내는 의미
를 갖는다. 두 차례에 걸친 복상문제는 왕통과 종통을 하나로 보느냐 
아니면 별개로 보느냐의 문제 다. 삼년복과 기년복 모두 ｢의례｣에 근거
하 지만 남인은 왕통과 종통을 하나로 보고 왕권의 존엄성을 확인하려
고 했던 반면 서인은 왕이라는 특수성보다는 종법질서의 원칙에 충실하
려한 것이다. 표면상 예송은 남인과 서인이 왕통과 종통을 하나로 보느
냐 별개로 보느냐의 문제로 외적 형식에만 치우쳐서 예의 ‘안’이 ‘밖’으
로 표현된다는 예의 본질을 간과한 면이 없지 않다(박재문, 2001: 451~ 
452). 그러나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인과 남인이 예의 ‘밖’인 행
위규범을 문제 삼은 것은 그것이 예의 ‘안’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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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 ‘안’이 ‘마음’을 가리키며, 예의 ‘밖’은 이 마음을 표현이 하는 
것이라면 예의 ‘안’은 심성으로, 예의 ‘밖’은 행위규범으로 설명될 수 있
다. 심성은 행위규범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육은 행위규
범을 매개로 그 안의 심성을 함양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예에 
나타난 교육의 내용은 맹자와 순자의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순자에 
의하면 예는 문물제도의 형태로 마음 바깥에 존재한다. 이것은 곧 학생
에게 내면화되어야 할 내용은 마음 안에 있다기보다는 마음 바깥에 객
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은 자신의 바깥
에 존재하는 교육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기 위하여 배움을 다하
는 존재인 것이다. 반면에 맹자에 의하면 예는 인과 동일한 형태로 마
음 안에 존재한다. 이것은 학생이 애써 내면화해야 할 대상이 이미 마
음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생은 교육을 통해 아
직 배우지 않은 것을 획득하는 것이므로 맹자의 견해는 학생이 아닌 교
사의 입장으로 볼 수 있다. 가르쳐야 할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인 
교사의 마음 안에 교육내용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순자와 
맹자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학생은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을 충실히 배워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은 교사라는 구현체를 통해 교사가 가지
고 있는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
육의 일차적 목적은 훌륭한 교사를 키워내야 하는 일이며, 교사는 학생
을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길러냄으로써 교육내용으로서의 예가 세대에
서 세대로 이어지는 과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박종덕, 2000: 
171~175).

순자에 의하면 행위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남겨놓은 공적 전통
을 뜻한다. 그리고 공적 전통에는 도덕적 규범뿐만 아니라 도덕적 지식
까지 포함된다. 결국 심성은 규범과 지식에 의해서 함양된다고 볼 수 
있다. 순자의 관점에서 심(心)은 육체와 감각기관의 주재자일 뿐아니라 
의식의 주재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순자에게 심성의 관계는 ‘심으로 성
을 다스리는’(以心治性) 관계라고 설명될 수 있다. 순자의 심은 인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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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고, 사고할 수 있으며 선택할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것으로 사고
와 인식을 위주로 하는 이지심(理智心)을 말한다. 이지심의 명석한 판별
은 시비(是非)를 결정하고 의문을 해결할 뿐 아니라 악한 본성을 다스릴 
수 있다. 따라서 심의 인지 작용은 순자 사상에서 악에서 선을 행하도
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심으로 성(性)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지심 자체
로 성을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예의(禮儀)를 통하여 다스린다는 것이
다(蔡仁厚, 1994/2000: 251~252). 순자는 예의야말로 도덕적으로 완벽
한 질서를 구가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이고도 실행 가능한 규범이라고 
말한다. 순자는 무질서한 사회적 혼란을 외재적 사회규범을 통해 질서 
있는 사회로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순자는 심성의 그 획득 문제를 그 방면의 측면에서 분명히 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성의 개념을 충분히 밝혀 주지 못한다. 바로 
이 점에서 순자는 맹자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순자가 말하는 심과 맹자가 말하는 심은 다르다. 맹자가 말하는 
인의지심(仁義之心, 四端之心 · 不忍之心 · 良心 · 本心)은 도덕심이
며, 도덕주체(德性主體)이다. 그러나 순자가 말하는 심은 사고하고 
분별하는 심으로서 인지심(認知心)이며, 인지주체(知性主體)이다. 
맹자는 인으로 심을 인식했고(以仁識心) 순자는 지식으로 심을 인
식하 다(以智識心)(蔡仁厚, 1994/2000: 89). 

맹자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성이지 심이 아니다. 맹자의 
성은 도덕적 가치와 행위를 알아보고 따를 수 있는 도덕적 근거가 된
다. 그러므로 맹자에게 심은 성이 이끌고자 하는 대로 따라오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순자의 성은 악한 것이므로 도덕적 근거가 없다. 선(善)
을 실현하기 위해서 의존하는 것은 오직 심인 것이다. 심은 도(道)를 알
아볼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악한 성을 교
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이광 , 2017: 63). 

순자도 맹자도 예의는 성인이 만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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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예의와 법도를 만든 근거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고 보
았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 본심과 인의예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성인이 예의를 만드는 것 역시 마음이 똑같이 그러한 것을 먼저 깨닫고 
인의지심(仁義之心)을 따라 만든 것이며, 똑같이 가지고 있는 도덕 심성
에 근거하여 만드는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순자는 비록 예의를 배워서 
알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의 본성 속에 이미 
이러한 것이 없으므로, 가능성은 있지만 반드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
라고 보았다(蔡仁厚, 1994/2000: 87~88). 

예송에는 성리학자들의 그 나름의 교육적 의도가 있었다. 심성의 정치
가 그것이다. 왕이 함양하는 심성은 사대부는 물론이요, 일반 백성에까
지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중용 2장 군자와 범인의 연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자가 말하 다. 군자는 중용에 합치되고 소인은 중용에 위배된
다. [여기서 ‘합치된다’든가 ‘위배된다’는 말은 다음과 같은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군자도 소인도 모두 중용을 따르지만] 군자에 
있어서 중용은 그의 인간됨 그대로 행동하면서도 경우에 적절하게 
부합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반면에, 소인에게 있어서 중용은 그의 
인감됨 그대로 행동하면서도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
다(仲尼曰 君子中庸小人反中庸 君子之中庸也 君子而時中 小人之
中庸也 小人而無忌憚也. ｢中庸｣ 2章).

성인은 자신과 그 바깥의 세계가 둘이 아니며, 그 점에서 그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모두 미발의 표준 그대로이다. 성인은 주체와 대상의 구분
을 벗어나 있으므로 ‘경우에 적절하게 부합하는 것’(時中)이라고 한 것
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동하여도 부합하는 행동을 한다. 반면에, 범
인은 표면상 성인과 마찬가지로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사심(私心)이 없을 수 없기에 이리저리 둘러대고 꿰맞추는 일
을 하게 된다. 비록 성인과 동일한 여정에 서 있지만, 성인을 닮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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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서 있는 만큼, 그의 거리낌 없이 하는 행동은 언제나 위태롭게 
보이는 것이다(박종덕, 2010: 98). 교육은 범인으로 하여금 성인의 태도
를 자신의 것으로 하여 성인과 동일한 상태가 되기를 기약하는 위이
다. 범인은 치곡(致曲)―성인의 성(c)을 갖추기 위하여 인위적 노력을 기
울이는 것―을 하는 매 순간마다 성인의 성이 나타내는 태도를 다소간 
실현하고 있다고 보지 않으면 안된다(박종덕, 2010: 89). 이 일이 반복적
으로 오랜동안 지속될 때, 마침내 범인은 성인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성인은 인을 완성하고 하늘의 도를 체득하여 문명과 규범을 세운 사
람을 의미하며 인간의 전형이 되고 그의 무한한 덕은 백성들의 추종을 
받게 된다. 성인은 이상적 인간상으로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며 최고
의 정치적인 지위를 부여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성인은 내면적으로는 성
스러운 덕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밖으로 왕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위대한 덕을 베풀다 보니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왕으로 추대한다는 것이
다. 자기를 수양하여 덕을 닦으면 외적으로 남을 다스리는 지위로 나아
가게 되는 것이므로 성인은 내적으로는 인의의 덕을 갖추고 세상과 나
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능력을 타고나서 외적으로는 사람을 다
스리는 왕이 되는 것이다(박미라, 2001: 227~229). 

예송의 당사자인 서인과 남인은 국가 통치의 한 부분—정치—를 맡으
면서 자신의 정치가 백성들에게 향을 준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명확히 
알고 있었다. 서인은 왕가의 예법과 사대부의 예법은 동일하다고 보았
다. 이는 서인이 왕도 사대부이며 사대부를 대표할 뿐이라고 생각한 것
이다. 반면에, 남인은 왕가의 예법과 사대부의 예법은 다르다고 보았다. 
왕은 사대부가 따라야 할 표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사대부와 결코 동
격(同格)의 존재일 수 없으며 왕은 사대부와 상이한 이격(異格)의 존재
인 것이다. 이는 범인이 성인의 모습을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왕과 사대부를 동격화하려는 서인은 자신들이 성인의 모습
을 갖추었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범인은 성인을 결코 성인과 동격
화될 수 없다. 그들은 성인으로 가기 위해 미발의 표준을 획득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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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거쳐야 한다. 
교육은 인간이 따라야 할 일체의 표준―중용의 용어로 말하여 ‘미발의 

표준’―을 함양하는 과정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교육은 바깥의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보기 위한 것
이다. 미발의 표준은 표현되기 이전의 것이고 교과의 언설은 미발의 표
준이 표현되어 있는 대표적인 것에 해당된다. 교과의 내면화는 언설이 
아닌 마음의 형태가 미발의 표준으로 우리의 마음에 자리잡게 된 것을 
가리킨다. 교과의 내면화는 미발의 표준이 표현되어 있는 교과의 언설을 
배움으로써 바로 그 미발의 표준을 실현하는 것이다(박종덕, 2010: 
90~91). 이와 같이 예법을 통해 정리되는 심성이 백성의 마음의 결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백성들이 어떤 마음의 결을 가지고 사는가는 한 국
가의 통치양상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 것이다. 예송은 심성의 함양이 왕
의 통치에 향을 준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보기 드문 훌륭한 논쟁이
다.



- 47 -

Ⅳ. 요약 및 결론

예는 인간사회의 기본 질서로서 보편적이면서도 사회가 처한 문화적 
역에 따라 상대적 특수성을 갖게 된다. 예는 도덕과 법의 중간적 위

치에 있는 것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유교 문화권에서는 큰 권위를 갖고 
발달하게 되었다(허권수, 2013: 2). 조선은 유교적 국가로서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교적 규범과 관행을 정리하고 새로운 행위규범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하 다. 16세기 성리학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더불어 퇴계와 율
곡의 독자적인 성리학 해석을 통한 이론적 논쟁의 단계에 이르게 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학파가 성립되어 체계적인 학문발전이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성리학적 인식 기반의 확대는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운 의 원
리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기울여져 예학(禮學)을 성립시키
게 되었다. 예학 성립은 예의 이념에 대한 이론적 인식을 보다 심화시
켰고, 이로 인해 초기 형식적이고 타율적으로 지켜지던 객관적 윤리규범
인 예가 자율적이고 자각적인 윤리의식에 바탕을 두게 되었다. 예에 대
한 실천적 관심이 17세기 왕실의 복제문제를 계기로 표출되면서 예송으
로 발전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황원구, 1963: 240~242).

예법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된 근거로 예서가 완전하게 모든 예의
절차를 모두 갖추고 있지 못한 불비성(不備性)과 사례에 따라 예의 시의 
적절한 적용의 적실성(適實性)에서 찾을 수 있다(정병련, 1997: 324). 
예법은 옛날에만 있어 왔던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환경에 대처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예법은 현실에 완전 적용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는 항상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고 이러한 불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선례를 만드는 일을 겪
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송은 효종이 적손인 소현세자 아들을 제쳐두고 
차자로써 왕위에 오른 것―효종의 종법상의 지위―이 문제 다. 조선시
대 국가와 왕실의 여러 행사에 대한 의식 절차를 정리한 ｢국조오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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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선시대 법전의 하나 던 ｢경국대전｣에는 효종과 같은 구체적인 상
황을 정리한 내용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서인과 남인은 일반인에게도 
적용되는 사대부의 예법인 ｢주자가례｣나 그 원천이 되는 ｢의례｣의 내용
을 전거로 가장 적실한 사례가 어떤 것인가를 찾아야 했다. 이를 위하
여서는 이미 논의되고 있는 선례를 참조하여 가장 적절한 판단이 필요
했다. 이러한 상황들이 서인과 남인의 예론 차이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서인과 남인의 예론에 대한 차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주자가
례｣는 ｢의례｣를 비롯한 고례에 대한 절대적 해석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
다. 예에 관한 해석은 시대적 상황과 형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밖
에 없다. 서인은 이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결과 서인은 의례에 대한 
주희의 해석―｢주자가례｣―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 다. ｢주자가례｣
는 사대부에게만 아니라 왕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남인은 
주희의 ｢주자가례｣는 고례에 관한 다양한 해석 중에서 탁월한 것을 인
정하면서도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신봉하지 않았다. ｢주자가례｣는 사
대부에게만 적용되고 왕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주
자가례｣는 ｢의례｣에 근거하여 지어진 책이다. 그러므로 결국 서인과 남
인의 대립은 ｢주자가례｣가 ｢의례｣의 정신을 얼마나 잘 살려내고 있는지
에 대한 논쟁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예송은 효종과 인선왕후의 사후에 자의대비가 어떤 복상을 입어야 하
는가의 문제이다. 효종을 장자로 보느냐 차자로 보느냐가 주된 쟁점이
다. ｢주자가례｣의 예법에 의하면 장자가 죽으면, 그 어머니는 삼년복을 
입고, 차자 이하 아들이 죽으면 기년복을 입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자
가례｣의 원천이 되는 ｢의례｣의 예법도 어머니는 장자를 위하여 삼년복
을 입고 중자를 위하여 기년복을 입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의례｣
에는 ‘천자로부터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장자가 죽고 차장자가 후계자가 
되면 장자와 같은 복을 입는다’라고도 되어있다. 이에 남인은 효종은 차
자이지만 왕통을 이었으므로 장자로 보아야하며 따라서 효종을 위한 상
복은 삼년복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인은 ｢의례｣의 예법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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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으로 덧붙여져 있는 ‘사종지설’, 그 중에서도 ‘체이부정’을 근거로 하
여 효종은 ‘체’—부자관계—는 맞지만 ‘정’—적자 · 적손—이 아니며 따라
서 효종을 위한 상복은 기년복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예송의 두 당사
자인 서인과 남인은 ｢주자가례｣의 해석에 의존하되 그 원천이 되는 ｢의
례｣의 예법을 상이하게 해석했던 것이다. 

서인은 왕의 예를 사대부의 예와 동일시하여, ｢주자가례｣에 입각한 종
법질서의 원칙에 충실하 다. 왕의 예와 사대부의 예를 동일시한 서인의 
예 관념의 성리학적 배경은 이황과 기대승의 사단칠정논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단칠정논변은 삶의 표준에 해당하는 사단의 절대적 지위를 
두고 벌어진 논쟁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박종덕, 1996: 140~142). 이 논
쟁에서 이황은 사단의 절대성을 확립하고자 하지만 기대승은 그 점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기대승은 칠정의 기 작용이 중절(中節)해서 선을 이
룸에는 성인(聖人)과 일반대중이 ‘매한가지임’을, 곧 선한 특성의 사단도 
이와 다르지 않음을 역설했다. 기대승을 이어받은 이이와 그 계열의 서
인은 사단칠정논변에서 사단은 칠정 속에 있으면서 칠정에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요시했고 그에 따라 이 같은 기 작용을 중요시했
다. 그리고 성인과 일반대중의 동일성은 왕과 사대부의 동일성으로 귀결
된다고 생각했다. 반면에 남인은 왕의 권위를 격상시키려는 의도, 곧 종
통과 왕통을 하나로 하려는 의도에서 그 예를 사대부의 예와 다른 예로 
특수화하려 한 성격을 띠었다. 남인에게 있어서 왕의 예와 사대부의 예
의 차별은 주희와 이황의 리(理) 사고에서 찾을 수 있다. 이황의 ‘이귀
(理貴), 기천(氣賤)’ 또는 ‘이는 물[氣]에 명을 내리되 물에서 명을 받지 않
는다’(理命物而不命於物)는 이기관이 적용되어야 한다(윤사순, 2010: 134~ 
135). 이와 같이 당시의 성리학자들이 인간의 본성인 리는 사회적 혹은 
혈연적 관계 질서 속에 있을 때 드러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질서에 
집착할 수 밖에 없었다. 다시 말하면 질서 유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자
신들의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신념을 표출해 낸 동
기가 바로 상복 문제 고, 상복을 통해 형이상의 범주로서의 예―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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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밝히고자 한 것이 바로 예송이었다(천병돈, 2006: 217). 
예송과 같이 왕의 예와 사대부의 예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느냐의 문제

는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795년 정조가 어머니인 혜경궁 홍
씨의 회갑을 맞아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화성의 현륭원―에 가는 행
차에서 예 적용에 대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원행을묘정리의궤｣에 
포함되어 있는 화성원행반차도에서 정조와 혜경궁 홍씨의 위치로 왕의 
예와 사대부의 예에 대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왕의 예법대로라면 당
연히 정조는 맨 앞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대부의 예법으로 본다면 
어머니인 혜경궁 뒤에 정조가 따라가야 한다. 화성원행반차도의 국왕행
차 행렬을 보면 정조의 지혜가 엿보인다. 화성원행반차도를 살펴보면 앞
에 왕의 가마인 정가교(正駕轎)가 있고 그 뒤에 앞뒤 두 마리 말이 끄는 
혜경궁의 가마인 자궁가교(恣宮駕轎)가 있고 그 뒤에 좌마(坐馬)가 있다. 
원래의 왕의 행차라면 정조는 정가교에 타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정조
는 정가교에 타고 있지 않았다.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을 직접 모시기 
위해 정가교는 빈 가마로 앞에 두고 뒤쪽의 좌마를 타고 자궁가교를 뒤
따르고 있었다. 정조는 두 가지의 예법 모두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사
실상 정조는 뒤쪽의 말을 타고 있었으나 행렬 맨 앞에 왕의 가마를 배
치해서 왕의 예도 지킨 것이고 어머니의 뒤를 따른 것으로 사대부의 예
도 지킨 것이다. 이 사례를 통해 예송의 서인과 남인의 복상문제로 대
립한 것이 무의미한 것이었냐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예의 적용
을 위해 대립했던 서인과 남인의 대립은 결코 무의미하지는 않다고 본
다. 이전에 예송과 같은 예법 적용의 문제가 있었기에 훗날 정조가 이
런 예의 적용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한다. 

예의 의미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하지 않는 예의 내적(內的) 의미―
예의 ‘안’―와 당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예의 외적(外的) 의미―예의 
‘밖’―로 설명할 수 있다(박재문, 2000: 85). 예의 ‘안’의 의미는 사람들
의 사욕을 줄이거나 억제한다는 점에서 모든 시대와 사람에 해당되고 
예의 ‘밖’의 의미는 시대와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 형식이 다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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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예의 ‘밖’의 의미는 시대와 나라에 따라 예의 ‘안’의 의미
를 달리 표현하여 예의 ‘안’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측
면으로 볼 때 예의 ‘안’의 의미와 예의 ‘밖의’ 의미는 어느 쪽도 소홀함
이 없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져야 한다(p.110). 

예송은 예의 ‘안’과 ‘밖’의 의미 중에 ‘정명’(正名)을 추구하는 예의 
‘밖’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예를 의(義)의 궁극적인 실현방법으로 본 것
이다. 그러므로 예의 표현은 종법 질서 내지 사회정의를 드러내는 의미
를 갖는다. 표면상 예송은 남인과 서인이 왕통과 종통을 하나로 보느냐 
별개로 보느냐의 문제로 외적 형식에만 치우쳐서 예의 ‘안’이 ‘밖’으로 
표현된다는 예의 본질을 간과한 면이 없지 않다(박재문, 2001: 451~ 
452). 그러나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서인과 남인이 예의 ‘밖’인 행
위규범을 문제 삼은 것은 그것이 예의 ‘안’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는 행위규범과 심성의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행위규범과 심성은 
순자의 사상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순자는 무질서한 사회적 혼란의 
원인을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찾았다. 순자는 도덕적 본성은 선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 노력의 산물로 보았다. 순자는 기질을 다스
리고 심을 함양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기질을 다스린다는 것은 본성으로
부터 드러나는 욕망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며, 심을 함양한다는 것은 도
덕적 행위가 가능하도록 올바로 사려하고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
는 일을 말한다. 순자에게 심은 인식(知)과 사려 분별(慮)이라는 지적 능
력을 포함하고 있는 동시에 악으로 규정한 본성과의 관련성 속에서 고
유한 지적 능력을 통해 성을 변화시키는 주체인 것이다(윤지원, 2012: 
35). 순자에게 도덕적 기준 혹은 규범에 부합하는 행위는 바로 ‘예’이다. 
순자는 ‘예’야 말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악을 줄이고 선을 증진시
키는 가장 합리적인 규범체계라 여겼던 것이다(윤태양, 2015: 201).

예송은 절대적 권위의 인정 여부를 두고 서인과 남인의 대립으로 나
타났던 사건이었다. 서인은 왕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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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남인은 왕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한다. 이 논점은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교과-교육내용-의 절대성과 교사의 절대성으로 귀결된다. 이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군사부일체’
는 임금과 스승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동일한’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명백히 공경의 대상이 되는 아버지와 임금의 존재
를 빌어 교사에 대한 지극한 경외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 또한 교사가 절대적 존경의 대상으로 받들어진 것은 교사가 전수하
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 교사가 하는 일은 어떤 형태로든지 임금과 부모
가 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 교사에 의하여 전수되는 것은 임금과 부모가 
하는 일의 의미에 해당한다. 교사가 전수하는 내용은 각 개인이 수행하
는 제반활동의 의미의 집적체이며, 그 내용이 절대적인 것인 만큼 교사
에 대한 존경 또한 절대적인 것이다. 교육내용은 그것을 배우기 전에는 
그 중요성과 가치를 알기 어려우며, 바로 그 점 때문에 것일수록 교사에 
대한 절대적 존경과 신뢰는 반드시 필요하다(박종덕, 1995: 37~38).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그림자조차도 
밟지 못할 만큼 스승을 존경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교사의 절대적 권위
를 인정하고 교육내용에 절대적 신뢰를 가지라는 의미일 것이다. 예전의 
사제 관계는 존경과 신뢰로 맺어져 있었기에 스승의 권위가 높았던 것
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요즘의 교육 현장의 분위기로 보면 이 말
은 스승과 거리를 두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 스승과 제자는 서로 
친 하게 교감을 나누어야 한다. 부모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교감
의 정도와 방법은 다를지언정 스승에 대한 존경과 신뢰, 그리고 교육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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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educational 
contents implied in the two ritual-debate(禮訟) that occurred in 
the 17th century Joseon. Joseon was a country with a governing 
ideology based on Neo-Confucianism, which led to the widespread 
spread of Zhu-zi ’s family ritual(朱子家禮, Zhuzijiali)  at that 
time and exerted influence. The Rites goes beyond the meaning 
of traditional etiquette, and operates directly in all areas of life 
that encompass cultural customs or state institutions and order, 
which have developed into the study of the ritual (禮學) based 
on Neo-Confucian societies. The study of the ritual  became 
the canon of Neo-Confucian behavior to stabilize the social 
order of Joseon and institutionalize the human lifestyle. Therefore, 
seeking educational implications of ritual-debate is thought to 
elucidate the relation of education to not-yet-manifested-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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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orms of human behavior implicit in the meaning of 
ritual.

In the 17th century Joseon Dynasty, there were two cases of 
ritual-debate. When King Hyojong died in 1659, Seoin insisted 
that he was not the eldest son, so his stepmother, Ja-eui Daebi 
should wear mourning clothes for only one year. On the other 
hand, Namin argued that Ja-eui Daebi should wear three-year 
clothes because he became the king even if he was the second 
son. When Queen Inseon of King Hyojong died in the year of 
Gapin (1674), Seoin insisted that queen Jo Daebi should wear 
mourning clothes for nine months, but the forces of others 
that she should wear mourning clothes for one year. 

The two factions of ritual-debate, Seoin and Namin, were 
based on the Neo-Confucian scholarship of Toegye and Yulgok. 
They interpreted Zhu-zi ’s family ritual and The Ritual(儀禮) 
differently depending on their academic beliefs and applied 
them to Neo-Confucian rites. In the process, however, they 
only sought practical justification for expanding their political 
power. On the surface, Ritual-debate is biased only in the 
external form of whether Seoin and Namin view the lineage of 
the throne and the family as one or separate, overlooking the 
essence of ritual that internal aspect of ritual-debate is 
expressed as external aspect. Nevertheless, it can be thought 
why they debate the topic of the code of conduct, external 
aspect of the ritual, and the mind, internal aspect of that.

The Ritual is that one must express one's inner mind, the 
mind outwardly to be perfect and in some form to be outward. 
This can be seen as a code of conduct. Accordingl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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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be said to be a process of cultivating one's inner spirit 
through the medium of conduct norms. This relationship can 
be seen through the theory of Xunzi. Xunzi believes that codes 
of conduct include moral knowledge as well as moral norms. 
From this one can say that the mind can be cultivated by 
norms and knowledge. For Xunzi, an act that conforms to 
moral norms is the Ritual.

Everyone wants to be a moral man or a holy man. However, 
such actions can be seen as jeopardized because ordinary 
persons cannot be selfless even when they act as saint. Not 
everyone is a perfect human being. So it doesn’t completely 
shake off its own feelings. Therefore, education can be seen a 
means that makes the ordinary persons have the attitudes of a 
saint as their own. Like this, education is not about solving 
problems well outside, but about reflecting on one’s mind.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spirit cultivated through the 
example shown in ritual-debate determines the tracks of the 
mind, and that is why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the mind 
through education. 

Key Words : Ritual-debate(禮訟), Ritual(禮, Li), Zhu-zi ’s family 
ritual(朱子家禮, Zhuzijiali), The Ritual(儀禮), not-yet- 
manifested-mind(心性), norms of human behavior
(行爲規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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