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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감실은 고조부모부터 부모까지 사대 신주를 모시는 의례용구로 사당 안에 배치하 다. 구조와 형태는 고려시대에 수용된

주자의『가례』의 도설에 따르면 네모반듯한 네 칸으로 구성되었다. 감실은 고조부터 아버지 대까지 사대 조상의 신주를 각 칸

마다 한 대씩을 남향으로 세워서 서쪽에서 동쪽의 순서로 안치하며 후손이 없는 조상의 신주도 함께 모셨다. 감실은 신주를

봉안하는 단순한 공간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혼이 깃든 공간이자, 가족 내 위계질서가 살아있는 공간이다.@@ 

사당 건립과 관리는 후손의 사회적 신분과 가정 경제력 등으로 일정부분 제약을 받았다. 조선시대 조정은 관직자의 품계에

따라서 조상의 봉사 대수와 건축을 제한하 기 때문이다. 관직자는 녹을 받음으로써 일정부분 경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집안이어서 사당을 건립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은 집안은 자신의 살림살이 집 한 곳에 감실을 배치하고 신주를 안치했을 가능

성이 있다.@@ 

그 과정에서 감실은 배치 장소, 크기, 구조와 형태 등이 변하는 특징을 보 다. 구조적으로 건물형상을 띤 감실은 가옥과

사당형으로 혼불멸사상과 조상관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사당 밖에 배치된 감실은 탁자를 들여놓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에서

신주를 안치할 수 있는 크기로 변하 다. 이런 감실은 이동하기 편리하고 거주공간의 너비와 높이를 고려해서 제작하 다.

감실의 변용으로 사회변화와 제도, 가정 경제력과 아주 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선 초기에는『가례』를 바탕으로 한 가묘 건립과 조상의 봉사 정책을 사대부가에서 결과가 나타났다. 서인들은 사회적, 제

도적으로 제약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정책에 부응할 수 없었다. 사당을 갖지 못하는 집안도 감실의 변용을 통해서 그들에

게 4대를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가졌다.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명분과 현실을 절충하여서 사대봉사가

보편화되는 기반이 되었다. 감실의 변용은 혈연의 정통성 찾기와 가문의 위신 노출, 사대봉사의 확산계기 마련, 신성공간화,

가정경제력 증대 등으로 사회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조선시대유교식감실(龕室)의

수용과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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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이 말은 소중히 여기는 의미

로 후손들이 조상의 신주를 극진히 모시는 행위에서 유

래하 다. “가난한집신주굶듯한다.”이말은먹을것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속뜻을 갖고 있다. 후손들은 생활

속에서신주를최고로대우해주면서도부정적인의미로

말을 주고받는다. 신주는 고대 종묘 내에 안치된 군주의

패위로나무혹은돌로만듦으로써 고대사회부터사용

되었다. 고려는 성리학과 가례를 수용하여서 조상의 신

주를 가묘에 봉안하고 살아 있는 가족처럼 모시도록 하

는정책을시행하 다. 

중국과 한국은 예로부터 조상에 대한 예를 매우 각별

하게대하 다. 제후는궁실을경 할때종묘를먼저만들

고, 대부는 필요한 기물을만들 때제기를 먼저 만들라

는가르침과왕실의제사비용은1년재정에서1/10을사용

하도록한 사실에서이를잘알수있다. 제사는왕실과

사회를안정적으로운 하는수단이었고, 그비용은왕실

안정을 위해서 지출하는 사회적, 국가적 비용이었다. 그

리고주자(朱熹, 1130~1200)의『家禮』는집을짓기전에세

칸의사당을먼저지어야한다고밝혔다.

『가례』는 사당 안에 감실을 설치하여서 조상의 신주를

모시도록하 다. 유교의례에서감실은고조부터아버지

대까지4대조상의신주를모시는공간이다. 감실은서쪽

에서 동쪽으로 4대 조상의 신주를 열향(列享)할 뿐만 아

니라 후손이 없는 조상의 신주도 부할 수 있도록 하 다.

감실은신주를봉안하는공간인동시에가족내위계질서

가 살아있는 공간임을 알려준다. 감실은 사당 등에 비치

하여서신주를보관하던의례용구이지만, 실제의례에서

활용 폭을 상당히 넓혀 갔다. 이는 후손들이 점차로 조상

을봉사하는것에대한중요성을인식하고있었다는반증

이다. 감실은 사당이 없는 집안이 조상을 봉사하는데 사

당에버금가는중요한위치를차지하 다. 

상주는 대상 후에 부제를 지낸 신주를 독( )에 넣고

다시감실에이를안치한다. 고비( )를 사당혹은감

실에 함께 함으로써 비로소 이들의 정기는 합쳐졌다.

따라서 후손들은 고비의 정기를 합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 고 그에 따라서 사당을 건립해서 감실을 제

작해서 신주를 모셨다. 신주를 조상으로 볼 때 사당은

조상이 거주하는 집이고, 감실은 조상을 머물게 하는

방이다. 

상례는 죽은 자의 지위에 따르고, 제례는 살아 있는 자

의지위에따른다 고하 다. 조선시대왕실은관직자의

품계에따라서조상의봉사대수와건축제한을두었지만

사당건립을예외로하 다. 관직자는녹을받음으로써

일정부분 경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었다. 관직을 갖고

있는후손은사당을건립할수있는최소한의자격과여건

을취득하 다. 그렇지않은후손은자신의거주공간한곳

에 감실을 마련하여서 신주를 모시기도 하 다. 사당은

사회적 신분과 가정 경제력 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야만

건립과 운 이 가능하 다. 이는 감실도 사회적 신분과

가정 경제력 등과 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해볼수있는대목이다. 

사당과 감실, 신주는 조선시대에 조상의 봉사를 정착

시키는 결정적인 공간인 동시에 용구 다. 특히, 감실은

조선후기로올수록신주를모시는의례용구로서쓰임새

와 의미가 더욱 확대되면서 강화되었다. 거주공간에 자

리를 잡은 감실은 사당 내의 감실 구조와 형태가 달랐으

며, 조선후기의조상을봉사하는현상을파악할수있는

잣대가될수도있었다. 일부연구자들은가묘와사당, 신

주와 관련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 다. 감실과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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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務印書館, 1987, 『辭源』, “古代宗廟內所設已死國君的牌位以木或石製成”

『禮記』, 曲禮, “君子將營宮室宗廟爲先…凡家造祭器爲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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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연구는 아직도 일천하다. 조선 초기 왕실은『가

례』를바탕으로해서가묘건립과조상봉사에많은관심

을 갖고 사대부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

행하 다. 서인들은 사회변화에 따른 감실의 변용으로

조상의 신주를 모실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하

다. 감실의 수용과 변용과정을 통해서 그에 따른 사회적

인의미를찾아볼수있다.@

감실의수용과정

조선 왕실은 건국 초기부터 조상에 대한 예를 최우선

으로 하 다. 왕실은 백성의 덕을 후하게 하고자 가묘

(家廟)를세우고기제(忌祭)를지내는 정책을시행하고

자하 다.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는공경에서하사(下

士)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묘를 세우고, 서인은 정침(正

寢)에서 선대의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건의로 가묘의

건립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 다. 외방(外方)은

주·부·군·현의 공아(公衙) 동쪽에 임시로 사당을 설

치하 다. 왕명을 받고 지방으로 나가는 수령이 적장자

이면 그는 신주를 받들고 부임하여서 사당에 배치하

고, 적장자가 아닌 자는 지방을 써서 예를 행할 수 있도

록하 다.

조선 초기에 왕실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도 불구

하고 사대부들은 가묘와 제사에 대한 인식이 그리 높

지 않은 것 같다.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은 사대

부들이 봉양하는데 후덕하지만 조상을 모시는데 박하

니 옳지 않은 일이라 하면서, 죽은 자를 모시는 예 역

시 당연히 산 자를 봉양하듯 후덕하게 할 것 을 언급

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사대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는 과정에서 감실의 중요성과 활용도는 더욱 확대

되었다.

1. 감실의 다양한 활용

유교 이외에 불교와 도교, 천주교, 민간신앙에서 감실

은경배의대상이될만한존재를모시는공간또는물체

를보관하는상자로서실제생활에서더넓은의미로사용

된다. 대부분의종교는감실을자신들의실정에맞추어서

제작하고사용함으로써제한적으로사용하지않는다.@ 

불교의 감실은 불감(佛龕)이라 하여 불상과 보살상 등

을 모시는 공간으로 벽감형과 건축물형 등으로 나뉜다.

이외에도이동하기편리하도록작게만든감실을만들어

서 불상과 사리 등을 보관하 다. 불교에서 감실을 특별

히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조선시대 지공(指空)이 입적하

을 때, 사찰은 그의 법구를 우선 감실에 안치하 다.

앞에서 언급하 듯이 불교에서 감실은 불상과 보살상을

모시는데사용되었다. 때문에지공의법구를감실에안치

한 것은 상당히 특수하게 사용한 사례로 보인다. 후에

사찰은 지공의 법구를 화장하고 회암사에 부도를 설치

하고유골을안치하 다. 

도교에서는관우의상을감실에안치하 다. 감실은각

종교에서상징적인물체또는상을만들어서안치하 던

의례용 도구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감실 제도에 향

을 끼쳤을 중국 역시 감실에 관공과 불상을 모신 것으로

감실을다양하게사용한실례를살펴볼수있다.

이외에도천주교는제대와십자가, 촛대와같은제기와

빵과같은성체를보관하는상자로감실을뜻한다. 불교

와도교, 천주교 등 유교 이외의 종교에서는 감실을 보관

기능뿐만아니라예배대상으로도삼아서신도들사이에

구심적인역할과상징적인표현방식으로장식하 다. 

2. 유교식 감실의 수용과 활용

유교의 제례는 사대봉사를 대표적인 특징으로 한다.

후손들이신주를안치해서조상을숭배하는공간을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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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實錄』2卷, 1年 12月壬戌“立家廟而設忌祭者所以厚民德也”

『太祖實錄』2卷, 1年 9月壬寅“自公卿至于下士皆立家廟以祭先代庶人祭於其寢”

『太宗實錄』2卷, 1年 12月己未“外方則各於州府郡縣公衙之東假設祠堂受命出守者爲嫡長則奉神主而之任非嫡長則亦於州縣祠堂用紙牌行禮”

『朝鮮徑國典』上, 「家廟」“今士大夫多忽此厚於奉養而薄於先祖甚不可也凡事死之禮當厚於奉生者人家能存得此等事數件”

『東文選』119卷碑銘西天提納薄 尊者浮圖銘

『湛軒書』外集10卷燕記屋宅

朱禮卿, 1992, 「外裝材料를銅板으로한龕室제작연구」『건대조형연구소논문집』제1집, p.89. 14
13
12
11
10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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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단어들이여럿있다. 감실을논의하기에앞서서필자

는이들용어가갖는의미의이해를돕고자한번살펴볼

필요성이있다고생각한다. 조상을모시는공간으로매우

친숙한용어는가묘와사당이다. 주자의『가례』는조상을

모시는공간으로가묘와사당을도설로기술하 다. 

묘는 시조와 4대조의 신주를 소목의 형식을 취해서

모시는곳이다. 묘는천자와제후, 대부, 사가시조를위해

서 세우고 제사를 지낸 곳으로 시조의 신주를 가운데에,

고조와 증조, 조, 녜( )를 좌우로 나누어서 소(昭)와 목

(穆)으로 배치하 다. 시조는 남쪽으로 향하고 소는 서

쪽을, 목은 동쪽을 향하도록 하 다. 한나라 유학자

유흠(劉歆, ?~23)이 묘를 남향으로 하고 신주를 동향으로

한다는사실을주자가그대로수용하 다. 조선시대사

대부들은 자신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가묘를 적용하려고

많은노력을꾀하 다. 

주자는『가례』에서 그림과 설명을 통해서 가묘와 사당

을 기술하 다. 주자는『가례』맨 앞부분에 <가묘지도

(家廟之圖)>와<사당지도(祠堂之圖)>를배치하 다. 이는

조상을위한제례가우리가살아가는가운데가장중요한

의례라는주자의가르침으로받아들일수있다. 

가묘는 기와를 얹은 담장으로 사방을 경계 지은 후에

정남향중앙에외대문을배치하 다. 가묘는참례자들이

와가형 외대문을 통해서만 경내로 들어갈 수 있고 밖으

로나올수있는구조이다. 경내중앙에단을설치하고그

위에 건물 한 채를 배치하 다. 이 건물은 바로 침묘로

4대 조상의 신주를 모신 공간으로 후손들이 모여서 조상

을 위한 각종 의례를 진행한 곳이다. 참례자들은 동쪽과

서쪽 계단을 통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후에 밖으로

나와서 단 아래로 내려갔다. 건물 정면은 문으로 구성되

어 있는 반면에 측면과 후면은 잘 알 수 없다. 지붕은 우

진각또는팔작등입체적인형태를띠고있다. 중앙의건

물 뒤로 북쪽 담장 가까이로 단 없이 건물 한 채가 더 세

워져있다. 이건물은불천위조상의신주를모신별묘인

듯하다. 그리고 가묘 경내 밖에 사방이 개방되고 계단으

로 오르내릴 수 있는 건물 한 채가 더 세워져 있다. 이곳

은 제사를 지내기 전에 많은 후손들이 기다리는 휴식공

간으로 보인다. 경내 안은 절대적으로 정숙을 필요로 하

기 때문에 후손들이 의례가 진행되기 전에 밖에서 모이

고시간을기다리는공간으로보인다. 

주자는 사당 역시 가묘처럼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제

례를치루는곳으로제시하 다. 『가례』의<사당지도>는

사당과 관련한 일부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가묘

지도> 중에담장안중앙에배치된건물이침묘이지만제

례를 치루는 공간으로 사당의 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보

인다. 후손들은사당안에4대조까지신위를일렬로남향

으로 모셨다. 신주를 일렬로 모시는 방식을 열향이라고

한다. 고조고(高祖考)와고조비(高祖 ), 증조고(曾祖考)

와 증조비(曾祖 ), 조고(祖考)와 조비(祖 ), 고(考)와

비( )의 신주들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차례로 모셨다.

앞에 향안을 배치하고 두 곳의 중문(中門을 통해서 집례

자만사당을드나들수있다. 당밖에주인과주부가배위

한 것으로 보아서 주자의『가례』에 묘사된 사당 규모는

한칸반으로생각된다. 주자는사당밖에참례자의차서

를 기재하여서 후손들이 실제로 의례를 진행할 때 활용

에도움이되도록자세하게기술하 다. 

주자는 묘우가 문당(門堂)과 침실을 갖추고 담장으로

둘러 쌓여있기 때문에 옛날의 묘는 매우 커서 지금 사람

의 묘우와 같지 않았다 고 밝혔다. 주자는 자신이 살던

당시실제로집안에서건립하고관리하던가묘를참고해

18

17

16

15

『沙溪全書』25卷家禮便覽通禮祠堂

『白沙集』雜著

『白沙集』白沙別集3卷議太廟의坐向

『宣祖實錄』210卷, 40年 4月, 丙午“第慮每廟各具門堂寢室 以周垣故朱熹亦曰古所謂廟體面甚大非如今人之廟”18
17
16
15

그림 1 가묘지도 그림 2 사당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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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가묘지도>를 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에

는 송나라 시대 묘가 고대사회 묘와 비교해서 외형적으

로 상당히 변화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반대로도생각해볼수있다. 많은후손들이가묘를세우

기에 부담을 가질 수 있어서 그는 고비의 위치만을 안치

한사당을제시할수있었을가능성도있다. 

사당의 의미를 어원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사는 신

에게 빌고 제사를 지내는 의례 자체를 의미하지만, 후에

신주나위패를모신곳, 곧묘를지칭하 다. 이는어원

과신앙차원에서사당을폭넓은의례공간으로확대해석

하면서 유교의 제례공간인 가묘를 대치한 것으로 보인

다. 여말선초에 가묘와 사당의 용어 사용은 전환기에 와

있었던것같다. 사당은사찰내에 정을봉안하 던곳

으로 불묘에서 가묘로 이행되는 중간형태의 성격이 짙

다. 주자는『가례』에서 가묘와 사당을 신위를 안치한

공간으로 도설함으로써 사당이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공간으로자리를잡았다. 즉, 유교식의례공간으로자리를

잡았다. 사가(私家)의 묘에 모두 한 사당 안에 감실만을

달리하고 서쪽을 상(上)으로 하는 제도가 이를 뒷받침

하고있다.

조선 후기에 간행된『사례편람(四禮便覽』을 통해서

사당이 조상으로 모시는 공간으로 가묘를 지칭하게 된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례편람』의 <사당

전도>는사당과참례자들의의례공간, 신주(神廚)와창고

를 나타냈다. 신주와 창고는 의례에 필요한 제기, 의물과

유서(遺書) 등을 보관한 건물이다. 사당은 와가형태로 참

례자들이조계( )와서계(西階)를통해서오르내릴수

있다. 사당은 세 개의 문을 배치한 세 칸의 규모를 갖추

었다. 사당안은북쪽벽으로4대조상의신주를모신감실

네 칸을 배치하 다. <사당전도>는 감실 내에 4대 조상

신주 외에 후손이 없는 신주를 부(附)하도록 그림으로

나타냈지만별묘를배치하지않았다. 

지금까지살펴본바로후손들은사당을완전하게갖추

려면 세 동의 건물을 필요로 하 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사당을갖추지못하는집안을위해서『사례편람』은그림

으로제시한조건들을축소해서공간을마련할수있도록

하 다. 세칸의사당을한칸으로줄여서사당안동쪽과

서쪽벽아래에궤두개를놓는다. 동쪽궤는제기를, 서쪽

궤는 유서와 의물을 보관하도록 하 다. 이미『가례집람

(家禮輯覽)』과『상례비요(喪禮備要)』는 <祠堂一間圖>를

통해서그림으로축소된사당을제시하 다. 이는유학자

들이 조선사회 현실에 적합한 제례를 찾아보고자 하는

노력으로볼수있다.@@ 

일부예서들은사회적상황과현실에맞추어서사당이

기능할 수 있도록 차선책을 제시하 다. 『사례편람』이

도해한 <사당전도>는 후손이 조상에게 베풀 최선의 예

이며기본으로당연히지켜야할도리이다. 후손들은심정

적으로 동조를 하나 현실적으로 따라주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을 대비해서 유학자들은 차선책을 제시해서

대부사서인모두가조상의예를잊지않도록하 다. 예서

를 통해서 그들은 거주공간에 감실을 배치하고 신주를

안치해서 조상을 봉사하는 예도 가하다는 여지를 남겨

놓은듯하다. 

고려말에왕실은주자『가례』에의거해서대부이상은

3세까지, 6품 이상은 2세까지, 7품 이하에서 서인에 이르

기까지부모만 제사를 지내도록하며, 깨끗한 방한 칸

을선택해서각각감실을만들어서신주를간수하되서쪽

을 윗자리로 삼을 것을 결정하 다. 유교의례가 원칙적

으로 신주를 감실에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를통해서우리는감실의수용과변용을동시

에엿볼수있다.@ 

가례를 수용하면서 가묘에 배치된 감실은 입체적인

형태를띠지않았다. 사당은세칸으로짓고북벽아래에

네칸의감실을만들어서고조부모부터부모까지신주를

모셨다. 신주는 혼보로 덮은 다음 주독에 넣어서 감실에

봉안하 다. 주독은 좌식과 개식으로 구성되고 양창이

있다. 『가례』와『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가 이들 모두를

도설함으로써 주독을 실제로 사용하는 가운데 혼란을

23

22

21

20

19 

金時晃, 위의 , pp.126~127. 그는 사당의 기원을 어원적으로 살펴보았다. 중국은 고대국가시대부터 계절마다 종묘에서 제사를 지냈다. 봄에 지내는 제사를 祠, 여름에
지내는제사를 , 가을에지내는제사를嘗, 겨울에지내는제사를烝임을언급한후에사는봄제사라고밝혔다. 당은정침, 전 등제사를지내는공간으로해석하 다.@@ 

『金時晃』, 위의 , p.126. 

朱雄英, 1985, 「家廟의設立背景과그機能」『역사교육논집』제7집, p.48. 

『孝宗實錄』1卷, 卽位年 6月壬子“今公私之廟, 皆爲同堂異室, 以西爲上之制”

『高麗史』第63卷志第17卷禮5 吉禮小祀大夫士庶人祭禮“恭讓王二年二月判大夫以上祭三世六品以上祭二世七品以下至於庶人止祭父母”23
22
21
2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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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하 을뿐만아니라감실의역할도겸하 다. @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 가묘 건립을 줄기차게 논의하

면서도 가정 경제력이 여의치 않은 집은 예외 규정으로

적용하 다. 가정 경제력이 넉넉하지 못한 집은 집안에

정침을 깨끗이 한 후에 신주를 모시도록 하 다. 신주를

모시는 공간을 사당에만 국한시키지 않음으로써 왕실은

사대봉사 정책을 원활하게 마무리 지으려 노력하 다.

또한 사당을 지을 수 있다하더라도『가례』가 제시한 그

대로 지을 수 없는 집은 세 칸에서 한 칸으로 줄여서 지

을 수 있도록 하 다. 왕실은 사대봉사의 정책을 수행하

는 과정에서 현실과 명분을 모두 총족시키고자 노력을

아끼지않았다. 

세종 대에 일부 대신들은 왕실에서 감실을 없애자는

논의를 시작하 다. 결국 예조는 원묘(原廟)제도를 논

의한 결과 후침(後寢) 다섯 칸을 지어서 매 칸마다 벽감

(壁龕)을 만들어서 신주를 모시지만, 전전(前殿)은 감실

을만들지않고세칸을통하도록한후에태조를비롯해

서 소(昭)와 목(穆)으로 모셨다 고 보고하 다. 그러나

문소전(文昭殿)으로의 이안의주(移安儀註)에 따르면 후

전(後殿)에 북쪽 가까이 한 가(架)에다 칸마다 감실을 만

들고, 태조를 서쪽에, 태종을 다음에 모시되, 자리는 모

두남향으로한반면에전전의북쪽벽밑에남향으로한

감실을만들어태조를모시고, 동쪽에소를, 서쪽에목으

로 한 후에 동쪽 벽 밑에 북쪽 가까이 서향으로 한 감실

을만들어태종을모시고자하 다.

사당이 없는 집은 사랑방이나 대청 한 쪽에 감실을 만

들어서 신주를 모셨다. 감실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사대

조상의 신주를 안치하 을 뿐만 아니라 후손이 없는 조

상의 신주도 부하 다. 이는 이서위상제(以西爲上制)와

소목제도의 이중적인 결합으로 볼 수 있다. 친족과 부자

의 근원, 친소를 구별하는 양식으로 사회적 위치의 구분

과 물리적 공감의 분리가 결합된 것으로 방위법칙에 따

른소목현상으로볼수있다.

왕실은관직에있는자를중심으로해서사당을설치하

도록하 다. 이는양반중심으로사당을건립하여서조상

의 신주를 모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인은 사당을 지을 수 없는 사회적 신분으로 제도적인

제한을받았다. 그리고그들은가정경제력이부족한현실

적인 이유로 사당을 지을 수 없었다. 서인은 건축 제한

으로사당을지을수없었을뿐만아니라경제적으로사당

을 지을만한 여력이 없었다. 아무리 살림집을 마련하기

전에사당을건립하라는지침을마련하 지만제도적으로

거주공간의규모를제한해놓고사당을마련하라는정책

은 일정부분 모순되어 있다. 사당을 별도로 지을 수 없는

집안은 사회적 제약과 현실적인 가정경제상황으로 살림

집의 한 공간에 감실을 마련하여서 신주를 모셨다. 감실

에신주를모시는집안역시흔히볼수있는것은아니다.

서인은 감실을 마련하여서 사대봉사한다는 사실 자체도

실제로여의치않은살림살이 기때문이다.@@ 

감실의구조와형태

가묘와사당, 신주와독( )은『가례』의도설을통해서

그외양을알수있지만감실의구조와형태를상세히알

수없다. 『가례』는<사당지도>를통해서신주를모시는데

감실을사용하 다는사실을암시하고, <통례>를통해서

감실의구조와쓰임새를정확하게설명하 다. 『가례집람』

과『상례비요』는 <사당감실지도(祠堂龕室之圖>를 통해

서 사당 내에 배치된 감실을 자세히 묘사하 다. 도설을

통해서 조선시대에 후손들이 사당 내에 배치한 감실의

구조와형태를파악할수있다.

조선중후기로접어들면서점차로조상의신주를모시는

공간을사당에만한정하지않는실제사례는감실을통해서

알 수 있다. 후손들은 조상의 신주를 산 자의 거주공간에

서도모시기시작하면서감실을적극적으로활용하 다.

감실을활용한신주모시기방식은사당안과동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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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宗實錄』56卷, 14년 6月辛丑@ 

『世宗實錄』57卷, 14年 8月壬寅@@ 

『世宗實錄』60卷, 15年 5月甲寅

지현주, 2011, 「昭穆制度의의례적구조와기능」『한국민족문화』39, 부산대한국민족문화연구소, p.34. 

석대권, 2003, 「제례를통해본종교적관념의변화」『비교민속학』24집, 비교민속학회, p.155. 

@@@ 석대권은현재사당을갖고있는집안이대개종가들이라는사실을그예로들고있다. 배 동은이에대해서우리나라종가는정확히말해서파종가라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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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실은고조고비와증조고비, 조고비, 고비의신주를순서

대로모셨다. 감실은외형적으로와가와주독, 벽감형태를

띠고봉사하는조상의대수에따라서문의숫자가달랐다.

감실은형태와구조면에서다양함을보여주었다.

1. 사당 안에 배치된 감실

초기 감실은 단순한 형태로서 사당 안에 네 칸의 경계

를 짓는 방식이었다. 사당 내부를 네 구역으로 경계를 구

분지어서각칸에1대씩4대까지신주를모심으로써감실

의 기능을 수행하 다. 감실은 사당 안 북쪽 가까이 하

나의도리(一架)로네칸의감실을만들고그안에탁자를

각각하나씩배치하 다. 감실을배치하기위해서북쪽

벽에거의붙이다시피할정도로공간을확보하는방식을

취하 다. 대종(大宗)과 고조를 잇는 소종(小宗)은 고조

신주를 서쪽에, 증조 신주를 다음, 조 신주를 증조 다음,

부 신주를 조 다음에 위치시켰다. 증조를 잇는 소종은

고조자리를비우고증조부터부까지앞의설명대로신주

를 위치시켰다. 조를 잇는 소종은 고조와 증조 자리를 비

우고 조와 부의 신주를 위치시켰다. 부를 잇는 소종은 고

조와 증조, 조의 자리를 비우고 부의 신주만을 위치시켰

다. 사당 내에 벽감의 설치는 예서의 이념을 지키고자 한

측면을보여준다.@

『상례비요』는『가례』의 <사당지도>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 감실의 구조와 형태를 잘 알 수 있다. 『상례

비요』는서쪽부터고조감과증조감, 조감, 녜감을구체적

으로 표기하여서 감실의 구조와 형태, 쓰임새를 정확히

알수있도록하 다. 그리고감실안에탁자를놓고그앞

에발을친장면을그림으로묘사하여서전체적인외양을

알수있다. 

감실은전체적으로하나의골격을형성하며판재로경

계를지어서네칸을만들었다. 즉, 한칸씩칸막이로분리

해서독립적인공간을마련하 다. 감실은세대와공간을

각각 분리한 구조적인 특징을 띠지만 네모 반듯 하여서

입체적인 형태를 보이지 않는다. 탁자와 신주를 모시기

때문에서 감실은 규모면에서 대형이다. 감실은 전면을

개방하는대신에발로앞을가렸다. 조상들은후손들을

항상 바라볼 수 있고, 후손들은 조상을 언제라도 찾아뵐

수 있는 나름의 특징 있는 구조를 보인다. 조상과 후손은

항상낯이설지않은관계를유지할수있도록하 다.@ 

상당수의 종택은 실제로 사당 안에 감실을 사용하지

않고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있다. 사당 안에 감실을 사용

32

31

30

29

그림 3『상례비요』의 <祠堂龕室之圖>

사진 1 동춘당 종가 감실33

『家禮』, 通禮, “爲四龕以奉先世神主”

『家禮』, 通禮, “祠堂之內以近北一架爲四龕每龕內置一卓”

『家禮』, 通禮, “大宗及繼高祖之小宗則高祖居西曾祖次之祖次之父次之”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祭具에 나타난 木漆工藝』, p.64. 경남 진주시 지수면 청원리 載寧 李氏 종택은 발대신에 휘장으로 감실 앞면을 가리었다. 재령 이씨는 문화
재연구소가조사할당시로부터 50여 년 전에사당을다시 l건립하 다고한다. 필자는 재령이씨가사당을다시건립하면서발대신에휘장을사용한것으로생각한다.@@@ 

국립민속박물관, 위의 책, p.102 인용33

32
31
3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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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신주를모시는종택은선반과교의를사용하 다.

종택은선반처럼벽면에기대어설치한단위에또는벽에

기대놓은교의위에감실을배치하 다. 경남함양군안의

면 함양 박씨 사당 지족당(知足堂)은 선반 위에 양 끝에

봉두를조각해서부착한감실을안치한후에조상의신주

를 모셨다. 경북 경주시 강동면 경주이씨 사당 무첨당

( )은 교의 위에 주석 장석과 격자문에 주칠을 한

감실을 배치한 후에 신주를 모셨다. 어떤 종택은, 예서가

제시한 것처럼, 사당 안에 단을 설치한 후에 각각의 신주

마다칸막이로구획해서모셨다.@ 

사당안에배치되어있는감실은상자형과보전형, 가옥

형세가지형태를띠고있다. 세형태의감실은『가례』와

『국조오례의』, 각종예서에기술된독식과유사한형태를

취하고 있다. 상자형은『가례』와『국조오례의』의 독식과

보전형은『사례편람』의 창독형과 유사하다. 이러한 구조

와형태의감실은신주를보관하는주독의역할과주독을

보관하는감실역할을병행하 다.

첫 번째로 상자형을 기본으로 하고 격자문살의 문, 안

상문(眼象文)의 새김, 특히예술적인 조각의마대를 통해

서장인의뛰어난손기술을엿볼수있다. 두번째로기단

위에보전을앉힌모양으로모임지붕의형식을취한감실

을볼수있다. 이감실은상당히호화롭고고급스러워보

인다. 세 번째로 팔작지붕의 목조가옥 형태를 취한 감실

이 있다. 전남 해남의 윤씨 고택의 감실은 팔작지붕과 망

와, 부연의 처마, 완자문살의 문, 주석 장석 등 완전한 목

조가옥형식을취한반면에마대는평이하다. 경남함양군

지곡면 하동 정씨 종택의 불천위 감실은 가옥과 사당을

혼합한 형식을 띤다. 이 감실은 전면의 되붙임의 구조적

인특징을보이면서팔작지붕과띠살문양의문, 주석장석

부착, 난간등으로꾸몄다. 그리고이감실은전면에기둥

두개를배치하여서한칸반의사당크기를연상케한다.@

다음은 2단의 기단 위에 세워진 전형적인 사대부 집안의

감실이다. 짧고굽은앙가발다리와투공한안상문안쪽

에 판재를 겹으로 대어 마치 음각한 양식을 표현한 가늘

어지는쇠시리기법, 밝은주칠색등은감실의제작시기가

오래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감실은 앞에서 분류한 보전

형으로서 사대봉사를 하는 네 개의 감실 중에 하나인 것

으로 보인다. 감실을 네 개 제작해서 고조고비에 고비에

이르기까지각각안치하 을것으로보인다.@@ 

2. 사당 밖에 배치된 감실

가묘를설치해서조상의신주를모셔서봉사하는것은

조선 왕실이 추구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표 다. 조선

왕실은사당밖에감실을설치해서신주를배치할수없는

집을 위해서 차선책을 제시하 다. 도성 안은 집이 협착

하여 사당을 설치하기가 어려우니, 별도로 궤( )하나를

만들어서 신주를 넣고 깨끗한 방에다 두게 하여 간편한

방식을따르도록한 사실에서이를엿볼수있다. 양반

이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3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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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 『祭具에나타난木漆工藝』참조

최순권, 2001, 「신주고」『생활문물연구』2,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2007, 『나무의방』, p.150, p.189. 

『太宗實錄』2卷, 1年 12月己未, “且都城之內室宇逼側難以置廟別爲一 以藏神主置於淨室以從簡便”37
36
35
34

그림 4 하회유씨 충효당 감실 그림 5 의성김씨 증조감실 그림 6 해남윤씨 고산고택 감실 사진 2 감실은행나무(48.0×29.7×62.8㎝,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이하로서집이가난하고터가좁아서가묘를세울수없는

자에게는, 육전(六典)을좇아서정결한방한칸을골라서

제사를지내도록하 다. 경제육전은공경대부(公卿大

夫)에서서인(庶人)에이르기까지가묘를세워때때로제

사를지내도록하 으며, 이를어기는자는불효로논죄한

다고제시하 다. 

사당을 별도로 마련하지 못하는 집안은 거주공간에

감실을마련하고배치하여서조상의신주를모셨다. 그들

은 감실을 사당으로 간주하여서 대체로 집의 형상으로

하고 한 칸에서 네 칸짜리로 제작하 다. 네 칸의 감실은

이서위상제(以西爲上制) 원칙에 따라서 서쪽에서 동쪽

으로 고조고비, 증조고비, 조고비, 고비 순으로 신주를

모셨다. 후손들은자신의현실적인상황을감안하여서집

의 형상을 띠거나 벽감 등 감실을 간소하게 제작하면서

사당안의정형적인감실을변형시켰다. 

감실은외형적으로한칸에서네칸의방으로구성되어

있다. 한 칸짜리 감실은 조상의 신주를 한 대만을 봉사하

다. 네칸짜리감실은고조에서부모까지4대를봉사를

하기위한것이다. 두칸과세칸의방으로구성된감실은

2대와 3대를 봉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예경(禮經)』과『가례(家禮)』가 제시하는 내용을 좇았기

때문에 가능하 다. 대부 이상은 3세(世)까지 제사를,

6품이상은2세까지제사를, 7품이하에서서인에이르기

까지 부모 제사를 지내도록 하 다. 사회적 신분과 관

직자의품계는감실의구조와형태를다르게제작하는기

준이 되었다. 네 칸짜리 감실은 조선시대 양란 이후에 제

작되어서 신주를 모신 사례가 눈에 띈다. 조선 중기를

넘어서면서 사대부 집안은 사대봉사를 확립함으로써 네

칸의감실을사용하 다. 

형태별로 집의 형상을 띤 감실과 벽에 부착한 감실이

있다. 집의 형상을 띤 감실은 이동이 가능하여서 실용성

이 매우 돋보인다. 집의 모습은 사당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맞배으로정면네칸과측면한칸반의규모이고

누정처럼난간이있으며단청을하 다. 사당을맞배지붕

으로꾸민것은매우이색적이지만조상의상징적인위엄

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면 협칸의 안쪽은

그림을 그려서 마감하 다. 단청을 함으로써 이 감실은

종교적인 시설물로서 예경감을 준다. 기둥과 기둥머리,

창방, 창방 뺄목, 계풍, 부연 등 부재에 각종 그림과 기하

학적인문양을그렸다. 좌우벽면에그려진모란그림이눈

에띈다. 난간을짜임으로결구하여서산자의거주공간과

같이꾸며서 혼불멸사상을암시한다.@ 

흔히 벽감으로 부르는 벽에 부착하는 감실이 있다. 벽

에부착하는감실은건물에부착된경우와부착되지않고

일정부분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벽에

부착하 건부착하지않았건집의형상을띤감실과비교

해서이동성이부족한편이다. 벽감은건물형감실과비교

해서구조적으로나형태적으로단순한미를보인다.@ 

감실은반드시4대를모시지않고1대, 2대, 3대를모신

경우가 있다. 3대를 모신 것으로 추정되는 감실을 먼저

42

41

40

39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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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宗實錄』11卷, 6年 6月丁卯, “然其間三品以下家貧地隘不能立廟者許從六典, 擇淨室一間以時致祭”

『世宗實錄』44卷, 11年 4月 7日, 壬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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祭考 ”

『明齋遺稿』32卷牛溪書室

배 동, 위의 , p.135.42
41
40
39
38

사진 3 사당형 감실(183×81×96cm, 소나무 오동나무,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사진 4 가옥형 감실(소나무, 100.0×30.0×55.0㎝, 온양민속박물관 소장)



65 Park, Jong Min 조선시대 유교식 감실(龕室)의 수용과 변용

살펴보자. 이감실은와가형으로팔작지붕을하고있으며

문이 세 쌍이 달려 있는 것으로 보아서 신주를 증조고비

에서 고비까지 모신 것으로 생각된다. 사대봉사를 할 수

있도록 네 칸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감실은

삼대를 모실 수 있는 것이 매우 이색적이다. 왼쪽과 중앙

문은 왼쪽으로, 오른쪽 문은 오른쪽으로 여닫을 수 있도

록 하 다. 뒷면과 측면은 판자로 기둥과 짜임으로 결구

하 다. 문이세곳에설치되어있어서정면세칸건물로

볼수있으며삼대조상까지모신것을일단말할수있다. 

이익(李瀷, 1681~1763)은가례가제후의예법으로시대

에 맞지 않아서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 고 하 으며

노수신(盧守愼, 1515~1590)과 이이(李珥, 1536~1584)는

이미 3대를 봉사하 다. 삼대봉사를 하는 신주를 모신

감실이반드시잘못된것만은아니었다. 

그런데 이 감실은 판자로 막아서 방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부가 트여 있다. 이는 감실 구조와 예서의 기술

을 관련지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내부가 막혀

있어서세칸의방이있다면3대조상의신주를모셨다고

확정할 수 있다. 그런데 내부가 전체적으로 개방되어 있

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쪽문으로 고조고비

와중앙문으로증조고비와조고비, 동쪽문으로고비의신

주를 배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방법

으로 한다면 후손은 4대 조상의 신주를 모실 수 있다. 왜

냐하면『가례』와여러예서에도설한가묘와사당그림은

정면세칸건물에문이세곳에부착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4대조상의신주를모시도록하 다. 집의형상

을사당으로간주하면감실이문이세칸짜리라하더라도

4대조상의신주를충분히모실수있다고생각한다. 세대

별로 구획된 칸막이가 없으며 오직 세대별로 다른 문을

사용하도록한감실도있다.

예서에서 규정하는 사당에 설치하는 것과 다른 약식

건물 형태를 띤 감실도 있다. 이 감실은 내부 세 칸으로

구분되어있어앞쪽에쌍여닫이살창을부착하여여닫을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형태의 감실은 주로 기호지역

에서발견되며, 사당이없는집의사랑방혹은대청의시

위에올려놓고신주를모셨던것으로보인다.

현대에들어와서가옥을신축하면서감실을마련한집

안도 있다. 그 집안은 개인적으로 사당을 짓기에 시대의

흐름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축비용에 부담이

있어서가옥을신축할때대청북쪽벽, 즉대청에서뒷마

당으로 나가는 문 위에 감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신주를

모셨다. 이런 형태의 감실은 건물에 완전하게 부착된 벽

감형을띤다. 

이숭령(李崇寧) 은 1963년 가옥을 신축할 때 건축물

에 감실을 완전히 부착하여서 사대 조상의 신주를 모셨

다. 그는 대청 문 위에 네 칸의 감실을 만들어서 각 실마

다 고조고비와 증조고비, 조고비, 고비의 신주를 모셨다.

감실은 네 칸의 실을 막아서 독립공간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각칸은한쌍의여닫이문을부착하여서좌우양손

으로개폐할수있다.@ 

감실을 사당 밖 거주공간에 배치해서 신주를 모시는

데여러이유가있었다. 감실을거주공간에배치하는배

경으로경제적인이유와일련의사건을들수있다. 예서

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장소가 협소한 경우에 간편한

방식을 제안하면서 신주를 모시는 방법을 권하 다. 그

리고 화재로 사당이 소실되어서 감실과 신주를 새로 제

작해서 거주공간에 모신 경우도 있다. 후손은 화재를

당한 이후에 사당을 짓지 못해서 신주를 거주공간에 계

속해서 모셨다. 비록 사당에 모시지 못하고 거주공간에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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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벽감(104.0×23.0×51.0cm,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권오 , 2010, 「조선조士大夫祭禮의원류와실상」『民族文化論叢』第46輯, 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p.471. 

『권오 , 위의 , p.460. 

『배 동, 위의 , p.139.

충남예산군덕산면시량리거주

배 동, 위의 , p.137. 47
46
45
44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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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를 모시더라도 그들은 반드시 명분과 격식을 갖추

어서 예를 올렸다. 별도의 사당을 세우지 못했을 지라도

후손들은 조상을 어떤 형태로든 살아있는 후손들의 일

상적 살림살이와 구분하면서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하 다.

감실의구조와형태는일련의상황이전개되는과정에

서변화하 다. 당시사회적, 개인적으로처한상황은감

실의 변용 요인으로 작용하 다. 실제로 조선 후기에 들

면서 감실은 사당 안의 것보다 입체적인 형태로 제작해

서활용되었다.@@@

감실변용의사회적의미

감실은사당안보다밖에신주를모실때, 활용도와중

요성이 매우 높았다. 사당 밖은 후손들의 거주공간일 수

밖에 없었다. 이 공간은 후손들이 살림살이를 하는 곳으

로 외부인에게 불가피하게 노출될 수 있다. 감실은 사당

안에배치되어있을때와비교해서거주공간에배치됨으

로써 구조와 형태적으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감실의 의의는 조선 후기의 변용에서 찾

을수있다. 후손들은자신의관직의품계에따라서조상

봉사 대수를 제한받았다가 점차로 사대를 모시게 되었

다. 대수를 차등하는 조상 봉사에서 사대봉사로의 변화

는 나름의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으며 감실의 구조와 형

태를바뀌게하는동인이되었다.@ 

17세기이후에종법사상에기초한종가가성립하고출

현하여서 18세기부터 주자『가례』의 대부와 사, 서인은

구분 없이 사대를 봉사하 다. 주자『가례』를 수용한

이후 16세기까지 초기 성리학 정착 초기이므로 불천위

조상이적었을뿐만아니라사대봉사가제대로정착되지

않았다. 사대봉사가보편화되기시작한18세기에이르러

서사당을별도로지을수없는집안을중심으로해서감

실을 거주공간에 배치해서 신주를 모셨다. 시간이 지날

수록 사당이 아닌 거주공간에 감실을 배치하고 신주를

모시는 집안이 점점 증가하 다. 이 과정에서 감실은 구

조와 형태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 사대

를봉사할수있는보편화의기반을구축하 다.@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변용에 따라서 감실은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첫 번째로 감실은 조상모시기와

혈연적으로정통성을확립하고자한측면이다분히있다

고 볼 수 있다. 조상에 대한 존숭차원과 파종(派宗)의 정

통성을 혈연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사당을 건립하 듯

이 대부분의 집안들은 사당이 가진 동일한 목적으로

감실을 제작하여서 자신들의 조상 신주를 모셨다. 조상

의존중은‘예’차원에서의미를, 파종가의정통성은매우

현실적인의미를지니고있었다. 

두 번째로 감실은 가문의 위신 노출과 같은 현실적인

면을간과할수없다. 후손들은최소한의사당을건립하

려해도건물한동을별도로마련해야했다. 그들은하나의

건물을 세우려면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조상

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가정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집안이개별적으로사당을짓는다는것은부담을가질수

밖에없다. 특히『가례』와여러예서가제시하는대로사당

을마련하려면하나의권역을형성하는것이므로자신의

경제적인 현실과 매우 동떨어질 수 있다. 꽤 높은 벼슬을

하지 않는 이상, 한 집안이 사당을 지을만한 경제력을

갖춘다는것은쉽지않은일이다. 따라서후손은사당하나

만을갖추고있다는자체만으로도가문의위신을표출할

수있었다. 정치사회적인신분이양반이라하더라도경제

적인 지위와 불일치한 현실 위에서 그들이 사당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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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동, 위의 , p.137. 

배 동, 위의 , p.126. 

배 동, 위의 , p.1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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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6 이숭령 감실과 신주(2005년 10월 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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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련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후손들은사당의관리비용도생각하지않을수없다. 장기

적인 사당의 관리비용은 그들에게 건립비용 못지않게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필요에 의해서 사당을

세워만놓고제대로관리하지못하면후손은조상들을뵐

면목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조상을 모시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의 처지와 현실을 인정

하면서도명분을유지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 다. 감실

을거주공간에별도로마련함으로써경제적으로풍족하지

않은집안은조상의신주를안전하게모실수있었다. 감실

은결국조상을욕보이지않고후손으로서최선을다해서

예를갖춘나름의의의를지니고있다.

세 번째로 많은 집안이 효의 실천도구로서 감실을 운

용하면서사대봉사의확산계기를마련하 다. 사당이없

는 집안의 감실은 조선시대에 조상을 사대봉사 하는 문

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 다. 그들은 반드시 사

당을 짓지 않아도 사대를 봉사할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챙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정경제력이 미흡하

여도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 한 곳을 정해서 감실을 마련

한 후에 신주를 보관할 수 있어서 대부분의 집안은 사대

봉사가 가능하 다. 감실은 누구든지 조상의 사대를 봉

사할 수 있는 발판을 확실하게 마련해 주었다. 사대봉사

의 확산계기 마련과 그로 인한 보편화의 달성은 감실의

변용이갖는가장큰의의이다. 일찍이왕실은조선초기

부터 효를 실천하는 자에게 조세의 반을 감면하는 정책

을시행하면서조상모시기를으뜸으로제시하 다.@ 

네번째로감실을거주공간에배치함으로써조상 혼

이 위치한 일부 공간은 속(俗)에서 정화된 성(聖)의 공간

으로 변화하 다. 조선 초기에 사당은 거주공간과 별도

의 건물로서 관직에 있는 자 중심으로 설치하도록 하

다. 가묘를건립하고자하는정책추진의주요대상을일

차적으로관직자 기때문에양반을중심으로가묘를건

립하고자 한 정책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후

손의 관직 품계와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봉사할 조상의

대수를 다르게 하는 나름의 가묘 설립의 원칙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사당을 지을 수 있는 집안의 후손들은 거주

하는 일정공간을 정한 후에 깨끗이 정리하고 감실을 마

련하여서 조상의 신주를 모시기 시작하 다. 이는 가묘

가 조상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생자 중심의 사회적 공

간임도 아울러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감실의 거주

공간으로의 이동은 죽은 자의 혼과 산 자가 함께 살림

살이집에 공동으로 거주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조

상을 모시는 공간은 사당과 같은 의미로서 성화된 공간

과함께조상과후손의공간의공유성도있다하겠다.@ 

다섯 번째로 감실은 사회적 신분, 가정 경제력 규모와

일정부분 상호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조선 왕실은 관직

자의 품계에 따라서 건축을 제도적으로 제한하 다. 경

제적으로여유있는집안이라하더라도관직자로서품계

가 낮은 집안은 제도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급관직자들은사당을지을수있는터를확보

할수없다. 왕실은사대부중심으로사당을지어서사대

봉사를 하도록 하 다. 또한 사회적 신분이 높은 집안이

라고 해서 모두가 사당을 지어서 신주를 모신 것은 아니

었다. 그들은 사당을 지어서 제도적으로 신주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신들의 현실을 감안하여서 감실만을

마련하기도 하 다. 사당을 지을 수 있는 집안은 사회적

신분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한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했다. 사당 내에 4대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것은

사회적 신분과 제도, 가정 경제력 모두 갖추어야만 가능

하 다. 서인은사당을지을수없는사회적제도와함께

현실적으로 가정 경제력이 뒤따라 주지 않았다. 따라서

여건상사당을별도로지을수없는집안은감실을별도

로 거주공간에 배치하고 신주를 모셨다. 감실에 신주를

모시는 집안 역시 실제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익은사서가가벼슬이있고없고를떠나서사대봉사를

하는 것이 녹이 없는 자로서 감당할 수 없으니 현실적으

로 적절하지 않으니 서민을 위한 가례를 만들자 고 한

주장하 다. 이익의 주장은 사당 건립과 사대봉사, 감실

이 해당 주체의 가정경제력과 매우 접한 관계가 있었

음을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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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실은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의례용구이자, 그들의

혼을 위한 공간이다. 주자의『가례』가 도설로 기술한

구조와형태는우리나라감실역사를알게해준다. 감실

은 고조부터 아버지 대까지 4대 조상의 신주를 모신다.

감실은 4대 조상의 신주를 남향으로 세워서 서쪽에서 동

쪽의 순서로 안치하며 후손이 없는 조상의 신주도 부하

다. 감실은 신주를 봉안하는 단순한 공간에서 벗어나

가족내위계질서가살아있는공간이다.@@

조선시대 왕실은 관직자의 품계에 따라서 조상의 봉사

대수와 건축 제한을 하 다. 관직자는 녹을 받고 양반은

일정부분경제적인안정을취할수있는집안이어서사당

을 건립할 수 있는 사회적 신분과 여건을 취득한 반면에

그렇지않은집안은자신이거주하는공간한곳에감실을

배치하 다. 사당은후손의사회적신분과가정경제력등

제반여건이갖추고있어야만건립과운 이가능하 다. 

그과정에서감실은기능이쉽게변하지않았지만배치

장소, 크기, 구조와형태등이변하 다. 특히, 거주공간의

한 부분에 배치된 감실의 변용이 가장 눈에 띈다. 감실은

1대씩 또는 3대, 4대 조상의 신주를 함께 모시는 구조와

형태로 다양해졌다. 건물형 감실은 가옥과 사당형으로

사당을갖지못한집안에서조상의신주를모시는공간임

을 알 수 있다. 이들을 통해서 조선시대 후손들의 조상관

의 양상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감실은 탁자가 들어갈

만한 크기에서 신주를 안치할 수 있는 크기로 변하 다.

그것은이동하기편리하고거주공간의너비와높이를고

려해서 제작한 크기이다. 감실의 변용은 사회변화와 제

도, 가정경제력과아주 접한관계가있다.@@@@@ 

조선초기부터왕실은『가례』를바탕으로한가묘건립

과 조상의 봉사 정책을 시행하 다. 서인들은 사회적, 제

도적으로제약을받음으로써실질적으로이들정책을수

용할 수 없었다. 조선 중후기로 접어들면서 대부분의 그

들도 명분과 현실을 절충하여서 4대를 봉사함으로써 다

양한 구조와 형태로 감실을 제작하여서 조상의 신주를

모셨다. 그들의조상모시기는감실의변용을자연스럽게

가져왔다. 왕실은 조선 초기부터 일관되게 시행하 던

사대봉사의 확산계기를 마련하 다. 감실의 변용은 혈

연의 정통성 찾기와 가문의 위신 노출, 사대봉사의 확산

계기 마련, 신성공간화, 가정경제력 증대 등으로 사회적

의미를함축하고있다고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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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Gamsil is an ritual instrument which enshrine the ancestral tablets of four lines from late great-great-grandfather
and grandmother to late father and mother. This has their soul. Juja's 『Garye』informs its structure pattern. It is placed
in Sadang and@ takes the form of a perfectly square box. It partitions four rooms and enshrine an ancestral tablet room
by room. They get the ancestral tablets line up from west to east. And they also enshrine the ancestral tablets without
his descendant together in Gamsil. A Gamsil is a space to enshrine the ancestral tablets and to place an order within a
family. 

A social status and A family economic power become a standard in making and managing Sadang. Kingdom in
Joseon period limited the ancestral tablets considering of his degree of official rank which descendant enshrined. A
official servant can be stable economically in getting a stipend and build sadang in the house. While household a little
in economic@ enshrine the ancestral tablets at a Gamsil placed at the a space of private home.@ 

His personal circumstances make size and pattern, place change in relation to Gamsil.@ A Gamsil looks like house in
structure and pattern. It has the immortality of the soul.@ And it changed from a table size to a ancestral tablet size. This
Gamsil is comfortable to move and is made considering of the width and height of household. The transition of Gamsil
means institutions is in close to a family economic power in social change.

Kingdom in Joseon early period makes a policy of a Gamyo's build and an ancestral enshrine in basement of Juja's
『Garye』. The transition of Gamsil@ gave a common people limitted socially and institutionally the service of late four
lines. Most of people enshrine the ancestral tablets of their four lines in approaching of@ in the late of Joseon Dinasty.
They compromise on their reality and cause. 

The transition of Gamsil implied many different things in social ; the authenticity search and a dignity expression of
his family, the foundation for the diffusion of an ancestral service, a space sharing with ancestor and descendent, the
increment of a family economic powe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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