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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제165호인 오죽헌은 강원도 내에 남아있는 조선전기 가장 이른 시기 사대부 주택의 별당이다. 집의 형태적 측면은 건축사

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신사임당이 율곡 이이를 낳은 집으로 유명하다.

강릉최씨 가문에 의해 처음 지어졌으나 자녀균분상속의 관행 속에서 사위에게 상속되었고, 최종적으로 신사임당의 어머니 용인

이씨가 외손인 권처균에게 배묘조로 상속해 주었다. 권처균의 호가 ‘오죽헌’이었으므로 택호 또한 오죽헌이 된 것이다. 오죽헌은 조

선시대의 상속과 봉사관행의 변화 양상을 조망해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오죽헌이 용인이씨, 신사임당, 그리고 이이, 권처균 등 직계가 아닌 외손들과 특별한 인연이 맺어지게 되는 것은 서류부가와 친

정살이라고 하는 유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용인이씨, 신사임당은 친정인 오죽헌에서 태어나 자랐다. 용인이씨는 결혼 직후부

터 사망할 때까지 친정인 오죽헌에서 살았다. 신사임당도 결혼 후 근친을 위해 친정을 자주 오가며 생활했고, 이이를 오죽헌에서 낳

았다. 이이는 유년을 외조모 용인이씨 슬하에서 보냈고, 강릉을 떠나서도 어머니를 따라 외가를 자주 오갔으므로 외조모와의 정이 

매우 각별하여 외조모의 봉사손이 된다. 권처균이 용인이씨 배묘손이 되는 것도 아버지 권화가 데릴사위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오죽

헌은 서류부가와 친정살이라고 하는 조선전기 혼인과 생활풍속을 엿볼 수 있는 집이다.

이이가 외가로 지칭했던 강릉 북평촌 최씨마을에는 권처균의 직계손인 안동권씨 추밀공파가 세거하는 동성마을이 형성되었다. 

17세기부터는 부계친족집단을 중시하는 사회사적 변화가 일어난다. 오죽헌은 이러한 시점에 권처균에게 상속되었고, 최씨마을이

었던 죽헌동에 안동권씨 집거지인 동성마을이 만들어지는 시발이 되었다.

오죽헌은 조선전기에서 후기로 변화되는 상속·친족·혼인제도 등과 같은 사회의 변화상을 한눈에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문

화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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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강릉시 죽헌동에 소재한 오죽헌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165호로 지정되었다. 조선전기에 지어진 사대부가

의 별당이다. 강원도 내에 남아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사

대부가이다. 주심포 양식에서 익공양식으로 변해가는 건

축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어 건축사적으로도 중요한 주택이

다. 건물의 규모와 형태는 정면 3칸·측면 2칸의 팔작지붕이

다. 특히 신사임당申師任堂(1504~1551)이 율곡 이이栗谷 李珥

(1536~1584)를 낳은 집으로 유명하다. 건물을 향하여 왼쪽 

2칸은 대청, 오른쪽 1칸에 온돌방을 두었는데, 이 온돌방이 

신사임당이 이이를 낳은 몽룡실夢龍室이다.1

오죽헌은 조선전기 세종대의 문신이었던 강릉최

씨 최치운崔致雲(1390~1440)의 둘째아들 최응현崔應賢

(1428~1507)이 처음 지은 것으로 전한다.2 후술하겠으나 최

응현 이후 사위(딸)에게 2번의 상속과정을 거쳐 이이의 이

종제姨從弟인 안동권씨安東權氏 권처균權處均(1541~1620)이 

상속받은 이래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1974~1975년 오죽

헌 정화사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안동권씨 문중에서 관리

하였다. 오죽헌이라는 택호宅號가 생긴 것도 권처균이 현 오

죽헌에 살면서 집주위에 검은 대나무가 많아 자신의 호를 

오죽헌이라 한데서 유래되었다. 오죽헌은 권처균의 호 임에

도 대중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신사임당과 이이를 연상시키

는 집으로 인식되어 있다.

오죽헌의 형태는 건축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 

더불어 조선시대 상속과 친족의식 등의 사회 변화상을 읽

을 수 있는 문화유산이라는데 그 가치를 부가시킬 수 있다. 

오죽헌이 신사임당, 이이, 권처균과의 연고성을 가질 수 있

었던 것은 자녀균분상속子女均分相續, 서류부가婿留婦家(男歸

女家), 자녀윤회봉사子女輪回奉祀, 친정살이 등 조선전기를 

특징짓는 사회사적 관행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이이가 

최씨마을로 지칭했던 외가인 북평촌北坪村(현 오죽헌이 있

는 죽헌동 일대)에 권처균 직계손들의 세거지世居地인 안동

권씨 동성마을이 형성되게 된다. 16~17세기로 접어들면서 

부계친족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불균등상속, 적장자봉사 

등 친족의식과 상속제도는 변화한다. 오죽헌은 조선후기로 

이행되는 사회사적 변화시점에 권처균에게 상속되어 이후 

안동권씨 문중에서 지속적으로 소유·관리해 왔고, 최씨마

을에 안동권씨 동성마을이 형성되는 시발이 되었다. 

즉 오죽헌은 조선전기에서 후기로 이행되는 사회사적 

변화상을 모두 파악해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그

동안 오죽헌이 가지고 있는 사실史實을 종합적으로 밝힌 연

구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오죽헌 건물의 실측과 정비,3 

연혁과 현황,4 신사임당과 이이를 포함한 가계家系인물의 예

술, 학문, 사상 등을 연구하면서 오죽헌을 개략적으로 소개

하는데 그치고 있다.5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천착하여 오죽헌 상속과정의 

변화, 중심인물들의 혼인관계와 친족의식, 오죽헌을 중심으

로 그 마을에 안동권씨 동성마을이 형성되는 과정 등 오죽

헌라고 하는 문화유산이 지니고 있는 조선시대 사회사적 

변화상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연

구자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대중들이 오죽헌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본다.

1   동해로부터 검은 용이 날아와 침실 문 앞에 서리는 꿈을 꾼 다음날 이이를 낳은 방이라 하여 몽룡실이라 붙여졌다. 그래서 이이의 兒名이 ‘見龍’ 이었다.

2   일설로는 최치운이 처음 지었다고 전하기도 하나 기록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최응현의 집이었다는 것은 『율곡전서』와 『동호승람』 등의 기록에 의해 명확히 

나타난다.

3   문화재청, 2000, 『강릉 오죽헌 실측조사 보고서』; 장지정ㆍ한동수, 2013, 「박정희 대통령 재임시기의 문화정책과 문화재 정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3-1, 대한건축학회.

4   강릉시, 1998, 『강릉 오죽헌』.

5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는 『신사임당 가족의 시서화』(강원도ㆍ강릉시ㆍ관동대학교영동문화연구소, 2006), 『율곡학연구총서』(2007, 율곡학회)에 집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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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상속과 봉사제의 변화상이 담긴 

유산

조선전기의 상속방식은 자녀 간의 차별이 없는 균분상

속이 원칙이었다. 조상의 제사를 모시기 위한 승증조承重條 

를 가장 먼저 확보하고, 재산을 균분하는 것이 관례였다. 

단, 적자녀嫡子女보다 서자녀庶子女에게 적게 상속하는 차별

은 있었다.6 사위가 처가의 재산을 분급 받는 경우가 많았

고, 무자유녀無子有女의 경우 여서女壻·외손봉사外孫奉祀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7

오죽헌이 바로 이러한 조선전기 자녀균분상속의 유습

을 잘 보여주는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균분에서 적자

상속으로 분재방식이 변화하는 17세기까지 오죽헌은 딸, 즉 

사위와 외손에게 상속되어 온 집이었다.

오죽헌은 최치운의 둘째아들 최응현이 건립하였다. 

최응현은 대사헌·형조참판·오위도총부부총관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최응현과 부인 영양남씨英陽南氏 사이에는 세

충世忠·세효世孝·세절世節·세덕世德·세도世道 5명의 아들

과 6명의 딸이 있었다.8 6명의 딸 중 용인이씨龍仁李氏 이

사온李思溫과 결혼한 둘째딸 강릉최씨에게 오죽헌이 상속

되었다. 이사온과 강릉최씨 사이에는 무남독녀 용인이씨

(1480~1569) 뿐이었다. 용인이씨는 평산신씨平山申氏 신명화

申命和(1476~1522)와 혼인하였다. 신명화와 용인이씨가 바로 

신사임당의 부모이자 이이의 외조부이다. 무남독녀였던 용

인이씨는 어머니 강릉최씨가 상속받은 오죽헌을 다시 상속

받았다.

그런데 신명화와 용인이씨 사이에도 딸 5명 외에 아들

이 없었다. 5명의 딸들은 장인우張仁友(1녀)·이원수李元秀(2

녀 신사임당)·홍호洪浩(3녀)·권화權和(4녀)·이주남李胄男(5

녀)과 각각 혼인하였다.9 오죽헌은 용인이씨가 4째 사위인 

안동권씨 권화(1518~1573)의 아들 권처균에게 물려준다. 

즉 용인이씨가 외손자에게 오죽헌을 물려준 것이다. 최응현

에서 권처균까지 오죽헌의 상속과정을 간단히 도식화 해보

면 <도표 1>과 같다.

신사임당의 어머니 용인이씨가 오죽헌을 외손인 권처

균에게 상속한 사정은 현재 강릉 오죽헌·박물관에 소장되

어 있는 「이씨분재기李氏分財記」에 잘 나타나 있다.10 「이씨분

재기」는 재주財主인 용인이씨가 살아생전인 1548년(명종 3) 

5명의 딸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준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11

「이씨분재기」에는 남편 신명화와 용인이씨 자신의 친

정 쪽에서 전래된 노비와 토지, 가옥 등을 딸들에게 나누

어 준다는 내용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에 재주인 

용인이씨가 날인하고, 사위 5명이 서압署押하였다. 이 문서

權處均

男

崔應賢(江陵)

李思溫(龍仁)

申命和(平山)

權    和(安東)

女

南氏(英陽)

崔氏(江陵)

李氏(龍仁)

申氏(平山)

도표 1.  오죽헌의 상속과정(최응현  권처균)

6   『經國大典』 권5, 刑典 私賤條.

7   문숙자, 2005,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pp79~81.

8   임호민, 2006, 「신사임당의 가계와 생애」 『신사임당 가족의 시서화』, 강원도ㆍ강릉시ㆍ관동대학교영동문화연구소, p17.

9   『국조인물고』 권45, 己卯黨籍人, 「申命和 行狀」.

10   「이씨분재기」는 권처균의 후손인 故 권용만 씨가 강릉시에 기탁한 것이다.

11   「이씨분재기」는 문서의 시작부분이 손상되어 1541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해 왔으나, 「이씨분재기」와 「李珥男妹和會文記」(보물 제477호)에 기록된 노비인 半月

ㆍ無常 등의 생년과 나이를 대조하여 연구한 결과 1548년에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전경목, 2006, 「율곡 이이 가문의 재산 형성과 관리」 『신사임당 가족의 시

서화』, 강원도ㆍ강릉시ㆍ관동대학교영동문화연구소, p.53, 주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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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배묘조拜墓條, 손자 운홍雲鴻에게 강릉 북평에 있는 와

가瓦家 1채’라는 기록이 나온다.12 여기서 운홍은 권처균을 

가리킨다. 용인이씨는 자신 내외의 묘를 돌보는 것과 묘제

墓祭를 외손 권처균에게 지낼 것을 조건으로 강릉 북평의 

기와집 1채를 별급別給해 주는데, 이 기와집이 바로 현재의 

오죽헌이다.

용인이씨는 1522년 남편 신명화가 사망하자 경기도 

지평砥平의 적두산赤頭山에 안장하였다. 신명화 사후 용인이

씨는 친정인 강릉에 내려와 여생을 보냈다. 그리고 남편 신

명화의 묘소도 현 강릉시 대전동 조산으로 이장하였다. 용

인이씨 본인도 사후 강릉 조산에 있는 남편의 묘소 뒤에 

안장되었다. 이 내용은 이이가 쓴 「외조비이씨묘지명外祖妣

李氏墓誌銘」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다음 해인 임오년(1522)에 진사(신명화)가 돌아가시니, 처음

에는 지평에 안장하였다가 뒤에 강릉 조산助山의 언덕으로 

옮겼다. 이씨는 내리 강릉에 살았으니, 이는 바로 최씨의 고

을이다. 이씨는 융경隆慶 기사년(1569) 겨울 10월 22일에 병

으로 돌아가시니 향년 90세였다. 그해 12월 8일에 조산에 

안장하였으니, 진사의 묘가 앞에 있다. 이씨는 아들은 없고 

딸만 다섯이 있으니, 맏딸은 장인우, 둘째는 주부 이원수, 

셋째는 생원 홍호, 넷째는 습독 권화, 다섯째는 이주남과 혼

인하였다. 손자들은 20여 명이나 된다. 주부는 바로 나의 

선군이다. 나로 하여금 외조부모의 제사를 맡게 하였다.13

오죽헌을 배묘조로 물려받은 권처균의 아버지 권화는 

용인이씨의 넷째 딸과 혼인하여 데릴사위로 들어갔다. 오죽

헌 근처에 집을 짓고 살면서 처가의 살림을 도맡았다. 더욱

이 권화에게 아들은 권처균 뿐이었고, 그 외에는 딸만 다섯

이었다. 그러므로 용인이씨는 강릉에 거주하면서 자신 내

외의 묘를 돌볼 수 있는 외손자 권처균에게 배묘를 맡긴 것

이다. 권화의 당시 생활 사정은 이이가 쓴 권화의 묘지명에 

잘 나타나 있다.

군은 권씨로 관향은 안동이며 집은 강릉에 있고, 휘는 화, 

자는 희혜希惠인데 정덕 무인년(1518)에 태어나서 가정 기해

년(1539) 같은 고을에 사는 신씨에게 데릴사위로 들어갔다. 

…중략… 무신년(1548)에 외조모 이씨를 가서 뵈었더니, 군

은 그때 이미 집안일을 맡고 있었고, 내외가 원만하게 아름

다웠다. …중략… 군의 크고 화려하게 지은 집 앞은 광활한 

벌판이어서 가히 번민을 씻어낼 수 있는 고로 밤에는 내가 

기거하는 곳에서 자고 낮에는 반드시 공의 집으로 갔다.14

사진 1.  「이씨분재기」, 1548, 紙本墨書, 39.5×228.4cm, 강릉오죽헌·박물관, 강원도유형문화재 제9호 

12   “拜墓條孫子雲鴻亦中江陵接北坪村伏瓦家一坐…後略…”(「이씨분재기」 102행).

13   『栗谷全書』 권18, 墓誌銘 「外祖妣李氏墓誌銘」, “明年壬午 進士終于京城 初葬于砥平 後遷于江陵助山之原 李氏仍居于江陵 寔崔氏之鄕也 隆慶己巳冬十

月二十二日以疾終 享年九十 其年十二月八日 葬于助山 進士墓在前 李氏無男有五女 長適張仁友 次適李主簿諱元秀 次適生員洪浩 次適習讀權和 次適李

冑男 諸孫二十餘人 主簿卽珥先君也 俾珥主外祖考妣之祀” 이하 별도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율곡전서』의 원문과 번역문은 율곡학회에서 편집 간행한 『율

곡학연구총서-자료편』(2007)을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14   『栗谷全書』 권18, 墓誌銘 「習讀官權公墓誌銘」, “君 權氏 系出安東 家在江陵 諱和 字希惠 生于正德戊寅 以嘉靖己亥 作贅于同鄕申氏…中略…戊申 歸覲外

祖妣李氏 則君已克家 內外完美…中略…以君宏麗其舍 平臨迥野 可以盪煩 故夜宿所寓 晝必詣君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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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는 외조모를 뵈러 강릉에 가면 오죽헌에 머물렀

고, 근처에서 외조모의 집안일을 돌보며 살고 있는 이모부 

권화의 집을 자주 방문하였다. 또한 「외조비이씨묘지명」에 

나타나듯이 이이의 아버지 이원수는 용인이씨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용인이씨가 사망하기 전 이미 이이에게 외조부모

인 신명화와 용인이씨의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

즉 관직생활로 강릉을 벗어나 생활하고 있던 이이는 

외조부모의 봉사를 맡고, 용인이씨로부터 서울의 기와집, 

노비, 전답 등을 봉사조奉祀條로 물려받게 된다.15 그리고 강

릉에서 데릴사위를 하고 있던 권화의 아들 권처균은 배묘

를 맡고, 용인이씨로부터 지금의 오죽헌을 비롯한 재산을 

배묘조로 물려받게 되는 것이다. 이이와 권처균이 용인이

씨에게 봉사조와 배묘조로 각각 물려받은 재산을 살펴보

면 <표 1>과 같다.

표 1.  이이와 권처균이 봉사조와 배묘조로 물려받은 재산16

이이(봉사조) 권처균(배묘조)

瓦家 1坐(中部 壽進坊)

田     7卜 6束(梨川)

畓     20斗落只(砥平)

奴     3口(강릉2, 김제1)

婢     2口(강릉1, 평산1)

瓦家 1坐(江陵 北坪)

畓     2石落 5斗落只(강릉)

奴     2口(강릉1, 김제1)

婢     3口(강릉2, 김제1)

여기서 강릉 쪽의 재산은 용인이씨가 선대부터 물려

받은 것이고, 다른 지역의 것은 남편 신명화 쪽으로부터 전

래되어 온 재산이다. 「이씨분재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

이는 외가에서 또 다른 재산을 물려받았다. 강릉시 오죽

헌·박물관에 「토지매매문서」(사진 2)가 남아있는데, 이이가 

강릉 우계羽溪(현 옥계면)의 논을 권처균에게 매매한 문서이

다. 이이가 외가로부터 논 2섬지기를 물려받았으나 거주지

와 멀리 떨어져 있어 관리가 힘들어 강릉에 살던 이종제인 

권처균에게 팔은 것이다. 1579년에 이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이가 벼슬에서 물러나 해주에 기거하고 있을 때였다.

권처균은 용인이씨에게 물려받은 북평촌 기와집에 살

면서 주변에 오죽烏竹이 많이 자라는 것을 두고, 자신의 호

를 오죽헌으로 지었다. 이로 인해 북평촌 기와집의 택호도 

오죽헌이 된 것이다. 오죽헌은 권처균이 소유한 이래 1974

년까지 안동권씨 문중에서 관리해왔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1974~1975년 실시한 오죽헌 정화사업으로 인해 현

재 오죽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강릉시에서 관리하게 

되었다.17 그리고 현재도 권처균의 강릉 후손들이 신명화와 

용인이씨의 묘소를 돌보며 제사를 봉행하고 있다. 

이처럼 오죽헌은 자녀균분상속에 의해 사위(딸)에게 

상속되었고, 외손봉사의 봉사조로 상속되기도 했다. 오죽

헌이 권처균에게 상속된 이후 조선의 상속제도는 자녀불균

15 “奉祀條孫子見龍亦中京中中部壽進坊瓦家一坐”(「이씨분재기」 102행). ‘見龍’이 이이를 가리킨다.

16 박도식, 2006, 「1541년 작성된 이씨분재기 연구」 『율곡사상연구』 13, 율곡연구원, p225에서 전제.

17 강원도, 1976, 『오죽헌 정화지』, <사진 2, 3>은 이 책에서 전재하였다.

사진 2.  「  율곡유품 토지매매문서」, 1579, 紙本墨書, 68.3×38.3cm, 
 강릉오죽헌·박물관, 강원도유형문화재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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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상속으로 변화하였다. 권처균 이후 사위 쪽으로 상속되

지 않았고, 권처균의 후손인 안동권씨 문중에서 지속 관리

해 왔다. 즉 오죽헌은 조선전기부터 후기로 이행되는 상속

과 봉사관행의 전개와 변화 양상을 조망해 볼 수 있는 문

화유산인 것이다.

Ⅲ. 서류부가와 친정살이 유습의 집

성리학을 새 통치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왕조는 중국의 

고례古禮에 따른 종법적 친족제도와 부계동성친父系同姓親  

중심의 혼속婚俗 등 『주자가례』를 바탕으로 한 유교의례를 

시행하려 하였다. 당시 사회에 남아있던 고려의 불교적 관

습과 민간신앙적인 음사淫祀의 퇴치 등을 통해 사회관습

을 변화시키기 위함이었다. 태조는 즉위교서에 다음과 같

은 내용을 반포하여 국초부터 사례四禮의 보급에 힘을 기

울였다.

“관혼상제는 나라의 큰 법이니 예조에 명하여 경전을 세밀

히 규명하고 고금을 참작하여 일정한 법령으로 정하여 인

륜을 후하게 하고 풍속을 바로잡을 것이다.” 18

사진 3.  정화사업 이전의 오죽헌 전경 (1974년 11월)

사진 5.  현재의 오죽헌 모습과 주변의 오죽

사진 4.  정화사업 완료 직후의 오죽헌 전경 (1975년 5월)

18   『太祖實錄』 卷1, 太祖 元年 7月 丁未, 이하 조선왕조실록은 국사편찬위원회(http://sillok.history.go.kr)에서 제공하는 원문 텍스트 및 번역문을 활용하였음

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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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풍속도 친영례親迎禮를 행하여 시속時俗을 개정하

려고 하였다.19 그러나 이 같은 유교의례가 국가정책으로 권

장되었지만 조선전기는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고 있었기 때

문에 쉽게 적용되지 못하였다. 『세종실록』과 『성종실록』에 

당시의 혼인 성향이 잘 나타나 있다.

우의정 맹사성孟思誠, 형조판서 김자지金自知, 예조판서 신상

申商, 참의 고약해高若海 등이 모두 아뢰기를 “우리나라에서

는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기 때문에 같은 어머니의 자손

이 함께 한 집에서 거처하면서 서로 더불어 친애親愛하니 

풍속이 매우 후합니다.” 20

사간 김심金諶, 장령 봉원효奉元孝가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풍속은 처가에서 처가살이를 하게 되면 아내의 부모 보기

를 자기의 부모처럼 하고 아내의 부모도 역시 사위를 자기

의 자식과 같이 봅니다.” 21

이처럼 조선전기에는 국초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주자

가례』를 바탕으로 한 혼인제도인 친영이 정착되지 못하고, 

남녀가 결혼하여 일정기간 처가에서 자식을 낳고 생활하다

가 남자의 집으로 가거나, 임신했을 때 친정에서 자식을 낳

아 일정기간 길러서 다시 시집으로 돌아가는 서류부가의 

풍습이 지속되었다. 혼인은 딸을 출가시킨다는 의미보다는 

사위를 영입한다는 뜻을 더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22 신사

임당이 친정인 오죽헌에서 이이를 낳고 양육하였던 것도 당

시 서류부가의 유습 때문이다.

오죽헌은 신사임당 이전부터 서류부가의 유습을 지니

고 있던 집이었다. 신사임당의 어머니 용인이씨는 외조부인 

최응현의 집에서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는 용인이

씨의 아버지 이사온이 장인인 최응현의 집인 오죽헌에 서

류부가 했기 때문이다. 용인이씨는 외조부의 집에서 유년을 

보내고 이사온이 살고 있던 서울에서 장성했다. 이사온은 

생원으로서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23 이사온은 용인이씨

가 장성할 무렵 아예 서울에서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처가

인 강릉에 내려와 살았다. 용인이씨는 강릉에서 살다가 신

명화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서 거처를 다시 서울로 옮겼다. 

이러한 내용은 이이가 쓴 외조모 「이씨감천기李氏感天記」에 

잘 나타나 있다.24

용인이씨는 90세까지 장수하였는데, 그의 삶에서 특

이한 점은 신명화와 결혼을 한 이후에도 여생을 대부분 친

정인 강릉 오죽헌에서 보냈다는 것이다. 신명화는 1516년

(중종 11)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기묘명현己卯名賢에 해당되기는 하나 기묘사화의 화는 면한 

인물이었다.25 용인이씨는 신명화와 결혼 후 1504년 친정인 

강릉에서 둘째딸인 신사임당을 낳고 서울로 갔다. 신명화 

또한 처가인 강릉에서 서류부가 한 것이다. 그러나 용인이

씨는 강릉에 계신 어머니 강릉최씨가 병을 얻자 남편과 시

어머니 홍씨에게 허락을 받고, 1505년 두 딸을 데리고 다

시 친정인 강릉으로 내려와 어머니의 병간호를 했다. 남편 

신명화가 강릉에 있는 자신을 찾아와 서울로 돌아가자고 

했으나, 남편에게 어머니의 병이 호전되지 않아 계속 모셔

19 『太宗實錄』 卷14, 太宗 7年 7月 甲子; 『世宗實錄』 卷64, 世宗 16年 4月 甲子.

20 『世宗實錄』 卷40, 世宗 10年 閏4月 乙酉.

21 『成宗實錄』 卷206, 成宗 18年 8月 癸酉.

22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는 남자가 ‘娶妻’ 하는 것을 ‘杖家간다’, ‘杖家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과 동의어인 ‘入丈’이란 용어는 조선시대 親迎禮

와 상반되는 뜻으로 쓰였다(이수건, 1991, 「조선전기의 사회변동과 상속제도」 『역사학보』 129, 역사학회, pp29~30).

23   『栗谷全書』 권18, 墓誌銘 「外祖妣李氏墓誌銘」, “李氏 龍仁望族也 有諱有若 位三水郡守 生諱益達 位全羅道兵馬虞候 生諱思溫 以生員不仕 娶崔參判諱應

賢之女”.

24   『栗谷全書』 권14, 雜著 「李氏感天記 癸丑」, “進士申公妻李氏 成均生員諱思溫之女也 生長于外祖參判崔公諱應賢之第…中略…旣長 父生員率歸臨瀛居焉 

自適進士之後 進士之親在漢城 故歸侍舅姑”.

25   『栗谷全書』 권18, 行狀 「外祖考進士申公行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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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겠다는 허락을 받고 친정에 계속 머물렀다. 이사온과 강

릉최씨 사이에는 자식이 용인이씨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용인이씨의 어머니 최씨는 1521년 사망하였다. 용인이씨는 

남편과 떨어져 강릉에 살면서 16년간 어머니 최씨를 간호

했다.26 그리고 어머니 최씨가 사망한 1년 뒤인 1522년에는 

남편 신명화가 사망하였다. 용인이씨는 신명화 사후 1569

년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친정인 강릉에서 여생을 모두 보

냈다.

신사임당도 아버지 신명화가 서류부가 하여 강릉에

서 태어났다. 어머니 용인이씨가 줄 곳 강릉 친정살이를 하

였으므로 이원수와 혼인하기 전까지 강릉에서 살았다. 신

사임당은 1522년 이원수와 혼인한 후 2년간 친정인 강릉

에 머물렀다. 신사임당은 1524년 남편을 따라 서울로 올라

가 파주 율곡리를 왕래하면서 시집살이를 하였다. 그러나 

홀로계신 어머니 용인이씨를 위해 친정인 강릉에 근친覲親

와 있기도 했으며 남편과 평창군 봉평蓬坪에서 살기도 했

다. 이 시기인 1536년 강릉 오죽헌의 몽룡실에서 셋째 아들

인 이이를 낳았다. 이러한 내용은 이이가 쓴 신사임당의 행

장인 「선비행장先妣行狀」에 잘 나타나 있다.27

이이는 이모부 권화의 묘지명을 쓰면서 1541년 어머

니 신사임당을 따라 강릉에서 서울로 갔다고 적고 있다.28 

신사임당은 결혼 직후에도 근친과 출산을 위해 친정인 오죽

헌에 자주 머물렀던 것이다. 그리고 오죽헌에서 1536년 이이

를 낳아 키우다가 1541년 서울로 돌아갔다. 이때 홀어머니 

용인이씨를 강릉에 두고 서울로 가는 심정을 읊은 시가 유

명한 「유대관령망친정踰大關嶺望親庭」이다. 이이가 쓴 「선비행

장」에 기록되어 있는 전문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 뒤에 자당께서 임영臨瀛(강릉)으로 근친을 가셨는데, 돌

아오실 때에 자친과 울면서 작별을 하고 대관령 중턱에 이

르러 북평 땅을 바라보고 백운白雲의 생각을 견딜 수 없어 

가마를 멈추고 한동안 쓸쓸히 눈물을 짓고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늙으신 어머님 임영에 두고(慈親鶴髮在臨瀛)

서울 향해 홀로 가는 이 마음(身向長安獨去情)

고개 돌려 북촌 바라보니(回首北坪時一望)

흰 구름 날아 내리는 저녁 산만 푸르네(白雲飛下暮山靑)

한성에 이르러 수진방에서 살았는데 이때에 홍씨는 늙어

(때는 신축년(1541)) 집안일을 돌보지 못하였으므로 자당이 

맏며느리 노릇을 했다.29

신사임당은 결혼직후 친정을 자주 오가며 생활한 것이

다. 1541년 서울로 올라가 수진방壽進坊30에서 10년 간 살다

가 1551년 봄 삼청동三淸洞에 이사하여 어머니 용인이씨 보

다 먼저 사망하였다.31 신사임당 사후에도 용인이씨 슬하에

서 유년을 보낸 이이가 외조모를 보기 위해 강릉을 오갔다.

1568년(선조 1) 이이는 이조좌랑으로 재직할 때 외조

모 용인이씨가 편찮다는 전갈을 받고 간병을 위해 벼슬을 

26   『栗谷全書』 권14, 雜著 「李氏感天記 癸丑」, “進士之親在漢城 故歸侍舅姑 于時李氏母崔氏疾病 李氏遂告辭于始洪氏 東還侍病親調寒煖 嘗藥以進 愁容慼

顏 夜不就寢 竭力致孝 有女數人 訓之有方 以故夙著鄕譽 進士之來也 輒欲同歸漢城 李氏涕泣曰 女有三從之道 不可違命也 雖然 妾之父母 今已俱老 妾是

獨女 一朝無妾 則父母奚託 況萱堂久病 不絶湯藥 何忍棄別乎 妾之長慟血泣 只爲此也 今欲一言以稟於君 君往京師 妾在鄕村 各侍老親 於意何如 進士亦

感涕 遂從其言 正德辛巳 李氏母崔氏卒…中略…伉儷之情 非不篤厚 而乃以侍親之故 異居十六餘載”.

27 『栗谷全書』 권18, 行狀 「先妣行狀」, “慈堂以弘治甲子冬十月二十九日 生于臨瀛 嘉靖壬午 適家君 甲申 至漢城 其後或歸臨瀛 或居蓬坪(地名) 辛丑還漢城”.

28 『栗谷全書』 권18, 墓誌銘 「習讀官權公墓誌銘」, “珥年四歲 猶記其時事 辛丑 珥隨親入漢中”.

29   『栗谷全書』 권18, 行狀 「先妣行狀」, “後慈堂歸寧于臨瀛 還時 與慈親泣別 行至大嶺半程 望北坪不勝白雲之思 停驂良久 悽然下淚 有詩曰 慈親鶴髮在臨瀛 

身向長安獨去情 回首北邨時一望 白雲飛下暮山靑 到漢城 居于壽進坊 時洪氏年老[時辛丑歲] 不能顧家事 慈堂乃執冢婦之道”.

30 현 종로구 수송동과 청진동 일대.

31 『栗谷全書』 권18, 行狀 「先妣行狀」, “辛亥春 遷于三淸洞寓舍…中略…及十七日甲辰曉 奄然而卒 享年四十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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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고 강릉으로 갔다. 이때 간원諫院에서 외조外祖를 보살

피기 위해 직책을 버리고 가는 것은 법전에 실려 있지 않아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이를 파면시킬 것을 건의

하였다. 그러나 선조는 외조모를 위하는 것도 효행이라 하

고 파면하지 않았다. 다음 해인 1569년 이이에게 다시 홍문

관 교리직이 제수되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두 번이나 

사퇴의 소疏를 올렸다.

생각하옵건대, 소신은 갓난 아이 적 강릉 외가에서 자랐는

데, 외조모 이씨께서 쓰다듬고 안아주며 자상히 돌봐 주시

는 지극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신은 일찍이 어머니

를 잃었기 때문에 그 분을 어머니처럼 받들었고, 외조모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신을 자식처럼 의지하시며 뒷날의 

일을 의탁하셨습니다. 명목은 비록 외조모와 외손이라 하

지만 정은 사실 모자입니다. 외조모께서 오래 나이가 아흔

으로 사실 날도 머지않았고 병이 떠나지를 않아 오랫동안 

병석에 계십니다. 신은 벼슬에 매여 있어 찾아뵐 길이 없으

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운명이라도 하시는 날이면 영원히 지

울 수 없는 아픔이 될까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병환을 

핑계로 일을 그만두고 허겁지겁 강릉으로 돌아와 간병하며 

시중을 들었는데, 외조모님의 거동이 사람의 도움을 필요

로 하여 근근이 부지하시니 마침내 이대로 타계라도 하시

어 다시 회생 되지 못하게 될까 염려되어 차마 곁을 떠나지 

못한 채 아직도 서울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32

신의 외조모는 신에게 한없는 은혜가 있어 실은 친어머니

와 같으며 노년에도 자식이 없어서 오직 신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 조모님을 뵙는 일은 법전에도 실

려 있지 않으니 만일 신이 서울에서 벼슬자리에 있게 된다

면 이것은 곧 외조모와 영원히 결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이가 이미 많으신 데다 병환이 떠날 날이 없고, 누런 머리

는 다 빠지고 검버섯이 등에 가득 났으며 가는 숨만이 실

처럼 끊이지 않고 있으니 돌아가실 날도 아침이 아니면 저

녁인 형편입니다. 부인의 성정이 편벽되어 신을 사랑하심이 

너무 지나쳐 신이 만약 서울에 있게 된다면 신을 생각하느

라 병환이 더해질 것입니다. 이번 신이 소명을 받았을 적에

도 다시 만나지 못할까 두려워 옷자락을 부여잡고 흐느끼

셔서 슬퍼하심이 곁의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신은 운

수가 불길해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오직 외조모한분만 계

신데 또 높은 嶺(대관령)을 사이에 두고 있으니 신이 무슨 

심사로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중략 … 신이 사직 

하려는 것은 본시 능력을 헤아리고 분수를 생각한 탓도 있

지만 외조모님께 부양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33

1568년 이미 외조모 간병을 위해 이조좌랑직을 그만두

고 강릉에 와있는데, 다음해 다시 교리직이 제수되자 두 번

에 걸친 사퇴의 소를 올린 것이다. 사퇴의 사유는 강릉에 있

는 90세 외조모의 병간호를 위한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어

릴 적에 강릉 외가에서 자라 외조모의 은혜와 사랑을 지극

히 받았다는 것이다. 비록 외조모이긴 하나 정은 모자지간

과 같으니 오늘 내일 생사의 기로에 있는 외조모를 두고 차

마 상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이와 외조모간의 정이 매우 

극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이는 이 시기 녹봉을 받지 

못하면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 힘들 정도로 집안형편이 어려

웠다.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조모를 위해 벼슬에서 물러나 

있었던 것이다. 결국 1569년 용인이씨는 사망하였다. 선조가 

32   『栗谷全書』 권3, 疏箚 「辭校理疏 己巳」, “伏以小臣襁褓之時 鞠于江陵外家 外祖母李 撫抱顧復 恩愛備至 臣早失恃 奉之爲母 祖母無男 倚之爲子 身後之事 

悉託於臣 名雖祖孫 情實母子 祖母今年九十 日迫桑楡 病不離身 沈綿牀席 臣縻王爵 覲省無路 深恐一朝奄忽 永爲終天之痛 玆用移疾謝事 狼狽東歸 庶及

救藥 而祖母動止須人 氣息奄奄 恐遂澌盡 生意不回 不忍離側 尙未還京”.

33   『栗谷全書』 권3, 疏箚 「辭校理仍陳情疏」, “臣之外祖母 於臣有罔極之恩 實同親母 老而無子 惟臣是賴 而歸覲祖母 不載法典 使臣就列于京 則是與祖母永

訣也 祖母年紀已極 疾病纏綿 黃髮種種 鮐文滿背 奄奄氣息 不絶如綫 言善之期 匪朝伊夕 婦人性偏 愛臣過酷 臣若在京 憶念增疾 今臣之被召也 恐其不復

相見 牽裾哽咽 哀動傍人 臣生不辰 早失父母 惟一祖母 又隔嶺嶠 臣獨何心 能不悲哉…中略…臣之辭職 固是量能度分 而亦爲祖母之無養也”.

34 전경목, 앞의 논문, pp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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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를 윤허하지 않았고, 외조모가 사망하자 이이는 1570년 

교리직에 다시 제수되었고, 교리직 수행을 위해 서울로 갔다.

이처럼 외조모 용인이씨에 대한 이이의 애정은 각별

하였다. 이이는 오죽헌에서 태어나 외조모 슬하에서 유년을 

보내고, 1541년 서울로 갔지만 그 후에도 외가인 강릉을 끊

임없이 오갔다고 자술하고 있다.35 특히 이이가 어릴 적 어

머니 신사임당이 근친을 위해 강릉을 자주 오갔을 때 함께 

다녔고, 신사임당이 이이의 나이 16세에 일찍 사망하여 외

조모에 대한 애정이 더욱 각별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오죽헌은 서류부가와 친정살이라고 하는 조선

전기의 사회 유습을 보여주는 집이며 이로 인해 신사임당, 

그리고 용인이씨의 직계가 아닌 외손이었던 이이, 권처균 

등과 특별한 인연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Ⅳ.   죽헌동 안동권씨 동성마을 형성 

시발의 집

이이는 외가가 있는 강릉 오죽헌의 북평촌을 최씨마

을로 기록하고 있다.36 이이가 강릉을 오갈 당시 북평촌은 

강릉최씨의 세거지였다. 북평촌은 현재 오죽헌을 중심으로 

한 죽헌동 일대이다. 죽헌동은 1914년 강릉군 정동면丁洞面

의 1개리에 포함되어 있었고, 이후 강릉시에 편입되어 죽헌

동이 되었다. 오죽헌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죽헌’이라 했다. 

그런데 최씨마을인 죽헌동에는 안동권씨 집거지인 동성마

을이 형성되었다. 1930년 조선총독부 촉탁 젠쇼에이스케 

(善生永助)가 조사한 『생활상태조사生活狀態調査 - 강릉군 

江陵郡』에 의하면, 정동면 죽헌리에 안동권씨 동성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이 동성마을의 규모

는 40가구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7 

이는 앞서 살핀바와 같이 오죽헌을 권처균이 소유한 이래 

안동권씨 직계자손에게 상속되었고, 죽헌동에 안동권씨들

의 세거지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권처균이 오죽헌을 상속받고 거처하는 16~17세기는 조

선전기 서류부가·자녀윤회봉사·자녀균분상속 이 3자를 특

징으로 하는 가족 및 상속제도 등 친족의식이 변화되고 종

법적 유교의례가 정착되는 시기이다. 향촌사회에서 사대부

들이 사회·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점차 같은 조

상의 후예들로 구성되는 친족결합을 통해 동성마을을 발달

시켜 나갔다. 특히 16세기에 들어와 소위 사림파로 지칭되는 

신진사류新進士類들은 성리학을 심화시켰다. 그들 중심의 향

촌질서 재편과 지배력 강화를 도모하는 과정을 통해 사대부

는 물론 일반민에게까지 『주자가례』가 보다 폭넓게 확산되

어 갔다. 사림의 정치·사회적인 지위가 상승되고, 이와 함께 

성장하는 자신들 가문의 동질성이나 이족吏族·서민庶民에 

대한 관습적·문화적 차등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통해 『주자

가례』가 가문단위의 생활규범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38

이 같은 예학이 더욱 심화되는 시기는 임진왜란과 병

자호란 후 정계가 대립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핵심으로 

등장한 예론禮論·예제禮制와 관련된 문제들이 제기되는 17

세기 초·중엽으로 보고 있다.39 예학의 심화는 무엇보다도 

35 『栗谷全書』 권18, 墓誌銘 「習讀官權公墓誌銘」, “珥年四歲 猶記其時事 辛丑 珥隨親入漢中 戊申 歸覲外祖妣李氏…中略…厥後 珥往來不輟”.

36 『栗谷全書』 권18, 墓誌銘 「外祖妣李氏墓誌銘」, “李氏仍居于江陵 寔崔氏之鄕也”.

37 임호민 역, 2002, 『강릉생활상태조사』, 강릉문화원, 2002, p.129(善生永助, 1930, 『生活狀態調査其三江陵郡』, 조선총독부). 

38 고영진, 1992, 「朝鮮中期 禮設과 禮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43; 이해준, 1996, 『조선시기 촌락사회사』, 민족문화사, p.279.

39   예학의 심화는 임진왜란 때 戰功을 세운 北人이 광해군 즉위 후 大北정권을 구성하였을 때 南人과 西人이 廢母殺弟 라는 綱常 윤리를 내세워 대북정권을 무

너뜨리는 시기를 거친다. 성리학적 이념과 현실정치를 논리적으로 결합시켜 국내적으로는 ‘禮治’, 대외적으로는 華夷論에 입각한 ‘北伐大義論’으로 집권세력

의 명분축적과 명분차이에 의한 노선대립으로 일어난 두 차례의 禮訟論爭의 과정을 거치면서 심화 정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기존 성리학적 예제의 

보급과 정착시기를 17세기를 기점으로 하는 학계의 일반적인 이론이다(정옥자, 1989, 「17세기 사상계의 재편과 禮論」 『한국문화』 10, 규장각한국학연구소; 

지두환, 1982, 「조선초기 주자가례의 이해과정」 『한국사론』 8,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고영진, 1989, 「15~16세기 朱子家禮의 施行과 그 意義」 『한국사론』 2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74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8. No. 2

조선전기 부변父邊과 모변母邊을 다 같이 중요시하던 양변

적 가족체계를 무너뜨리고 전통적인 유교의례라고 하는 가

부장·적장자 중심의 부계 친족체제를 정착시켰다.

『주자가례』에 의해 제기된 기제忌祭나 시제時祭는 예속

뿐만 아니라 당내堂內와 문중을 형성하는 기본원리가 되었

고, 적장자 중심의 종법적 가족질서를 확립시켰다. 이는 조

선후기 활발히 제작되었던 각 가문의 족보에서 외손의 범

위가 축소되고 자녀의 연령순에서 선남후녀先男後女로의 기

재방식 전환, 항렬자行列字 사용범위 확대 등의 사례에 나타

난다.40 이러한 친족의식의 변화는 장자우대 불균등 상속

을 확립시키고, 제사의 자녀윤회나 외손봉사를 크게 위축

시켰다.41 한편 양자제도도 부계중심으로 변화하여 형제자

매가 자녀의 공급원이 되었던 것이 형제로 위축되면서 부

족한 양자를 부계원족父系遠族에서 구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전기와 같이 내·외친이 동일시되는 친족의식과 

자녀균분상속이라는 분재방식의 관행 속에서는 한 마을에 

이성異姓인 사위·외손이 함께 거주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므로 특정 성씨가 그 마을에서 사회·경제적 기

반을 주도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조

선후기 부변을 중시하는 친족제도와 봉사위 지급에 따른 

적장자 우대라는 상속제의 변화는 특정 성씨 가문이 마을

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 성씨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는 

결과를 낳았다.42 이 과정에서 전 시기처럼 이해를 같이하

던 이성친족이나 방계친족의 지위는 감소되기 마련이었고, 

부계 친족원리의 강화로 인해 종계宗系와 방계傍系를 서열화

하고 직계원리를 더욱 강화시켰다.

이렇듯 부계 친족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후기 친

족의식과 상속제도의 변화는 경제적 기반유지와 족적 결속

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한 문중의식 확대의 외형적 형태

는 동성마을의 형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오죽헌은 

이러한 조선후기로 이행되는 사회사적 변화시점에 권처균

에게 상속되었고, 최씨마을이었던 북평촌에 안동권씨 집거

지인 동성마을이 형성되는 시발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조선전기 균분상속의 관행에 따라 사위·외손에게도 상속

되어 왔던 오죽헌은 권처균 이후 상속제의 변화로 이성異姓

에게로 한 번도 상속되지 않고 안동권씨에게로만 상속되어 

왔던 것이다.

죽헌동 안동권씨 동성마을을 형성한 분파는 추밀공

파樞密公派이다. 그러므로 죽헌동의 안동권씨 추밀공파의 지

파支派 이름은 죽헌파竹軒派이다. 추밀공파가 강릉에 세거하

게 된 것은 안동권씨 시조 권행權幸의 19세손 권송權悚의 입

향入鄕부터이다. 권송의 부친은 강원도관찰사를 지낸 윤綸이

고, 무공랑務公郞으로 선원전璿源殿 참봉을 지냈다. 누이가 

연산군의 후궁인 숙의淑儀로 들어가자 외척이라는 혐의를 

받기 싫다하여 벼슬을 버리고 형 구懼가 부사로 있던 강릉

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죽헌동 일대에 정착하여 살게 되면서 

후손들이 강릉의 안동권씨 일가를 이루게 되었다. 권구의 강

릉부사 재임 시기를 고려할 때 권송의 강릉 입향은 1490년

대로 추정하고 있다. 권송의 부인은 평해군수를 지낸 삼척심

씨 산보山甫의 딸이다. 슬하에 진璡·수璲·련璉 3남을 두었다.

권송의 셋째아들 권련이 권화의 아버지이다. 즉 오죽

헌 권처균의 조부가 된다. 호는 명암鳴岩이고 자는 언기彦器

이다. 1519년(중종 14)에 사마司馬 양시에 장원 급제하여 진

사가 되자, 강원도관찰사의 천거로 강릉대도호부 교수敎授

에 택차되었다. 그 후 전교로 왕자사부王子師傅·세마洗馬·참

봉 등을 하명 받았으나 당시 좌의정 김안노金安老의 전횡을 

싫어하여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은거했다. 후손들이 대전동 

태장봉 기슭 우럭바위에 누정을 세우고 권련의 아호를 붙

여 ‘명암정鳴巖亭’이라 하였다. 부인은 안성이씨安城李氏 진사 

석진碩眞의 딸이며, 슬하에 임任, 청淸, 화和, 시時 4남을 두었

40 최재석, 1979, 「조선시대 族譜와 동족조직」 『역사학보』 81, 역사학회, pp.47~57.

41   이수건은 균분상속제가 사족들의 통혼권을 통한 경제적 기반을 확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지속적인 균분상속은 사족의 재산소유를 영세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17세기 중엽이후 장자우대 불균등상속의 확립은 이에 대한 대응 현상으로도 파악하고 있다(이수건, 앞의 논문, pp.58~62).

42 정진영, 1999,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pp.34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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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형인 권수가 아들이 없자 셋째아들 권화가 양자

로 들어갔다.43

권화의 호는 무진정無盡亭, 자는 희혜希惠이다. 습독관

習讀官을 거쳐 통정대부 공조참의를 지냈다. 앞서 살핀바와 

같이 신사임당의 동생과 혼인하여 데릴사위로 들어갔다. 오

죽헌 근처에 집을 짓고 생활하였다. 사망 후 장인·장모인 

신명화와 용인이씨의 묘소가 있는 대전동 조산에 부인과 

함께 안장된다.44 묘지명은 이이가 지었다.

이후 권처균의 직계가 오죽헌을 중심으로 죽헌파를 

이루고 죽헌동에 동족마을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권청의 직

계는 대전파를 이룬다. 권련의 4남 중 권화는 권수의 양자

로 들어가고 권임과 권시는 후계가 없었다. 그러므로 권청

의 4남인 처공處公·처평處平·처정處正·처직處直에 의해 후계

가 이어진다. 즉 강릉 추밀공파의 자손들은 모두 권련의 직

계 후손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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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안동권씨 추밀공파 강릉분파도

43 박도식, 2013, 『강릉의 동족마을』, 강릉문화원, pp.86~90. <도표 2> 추밀공파 강릉분파도도 이 책에서 전제하였다.

44 『栗谷全書』 권18, 墓誌銘 「習讀官權公墓誌銘」, “鬱鬱兮助山 是君之幽宮”.

사진 6.  조산 권화 묘지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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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권처균은 정시庭試에 수석으로 올랐으나 許筠

(1569~1618)이 권처균은 율곡 이이의 무리라 하면서 조정

에 글을 올려 관로를 저지하였다. 이로 인해 권처균은 세상

을 개탄하면서 과거를 단념하고 벼슬을 구하지 않았다. 그

럼으로 상경하지 않고 사망하기 전까지 강릉에 계속 거주 

하였다.

권화를 비롯한 안동권씨 선영先塋은 죽헌동과 붙어있

는 대전동 조산 내에 자리하고 있다. 조산은 원래 최치운 

가문의 선영이다. 지금까지도 조산 대부분을 강릉최씨 후

손이 거주하며 재실을 지어 관리하고 있다.45 조산에는 강

릉최씨 필달계必達系의 삼현으로 불리는 최치운·최응현·

최수성崔壽峸(1487~1521)의 묘소가 있고, 삼현비각三賢碑閣

이 건립되어 있다. 최치운 신도비는 1888년, 최응현 신도비

는 1678년, 최수성 신도비는 1957년에 각각 건립되었다. 조

산 내 일부가 현재 안동권씨 선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다. 신명화와 용인이씨, 권화의 묘소와 함께 안동권씨 재실

이 건립되어 있다. 즉 조산은 강릉최씨와 안동권씨 선영이 

함께 있는 형국이다. 이밖에도 대전동에는 권화의 친부인 

권련을 모시는 재실도 건립되어 있다.

조산에 강릉최씨·안동권씨의 선영과 재실·비각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것은 신사임당의 어머니 용인이씨가 남편 신

명화의 묘소를 외조부 최응현의 묘소가 있던 조산에 이장

한데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본인도 신명화의 묘소 뒤에 묻

히고, 외손 권처균에게 배묘를 맡기므로 조산에 안동권씨 

선영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권처균의 아버지인 권

화 또한 조산에 안장된 것이다.

45   2015년 2월 18일 필자가 조산을 현지답사 할 당시 조산의 강릉최씨 선영을 관리하며 거주하고 계신 최경순 선생님의 현지안내와 설명 등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혀두며 지면을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한다.

사진 7.  조산 강릉최씨 선영과 재실

사진 8.  조산 강릉최씨 삼현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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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강릉의 안동권씨는 과거합격자 배출과 지역 대

성大姓이자 재지사족在地士族인 강릉최씨·강릉김씨와의 통

혼通婚을 통해 가문의 세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

에 이성異姓의 터전에 동성마을 형성이 가능하기도 했던 것

이다. 조선시대 강릉에 거주했던 이거移居성씨 중 안동권씨

는 사마시司馬試에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가문이기도 

하다.46 그리고 대전동에는 1803년(순조 3)에 건립된 안동

권씨 수성각樹聲閣이 있는데, 권씨 집안의 효자와 열녀비를 

보존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열녀비 2기, 효자비 1기, 열녀 

명정판命旌版 1개를 안치하였다. 이 중 열녀비 2기는 임진왜

란을 겪는 동안 정절을 지킨 권처평權處平의 처 강릉최씨와 

권처진權處眞의 처 강릉김씨의 열녀비이고, 효자비 1기는 권

처평의 아들로서 자결한 어머니를 장사지내고 3년 동안 시

묘살이를 한 권덕유權德裕의 효행을 기리는 비이다. 여기서 

안동권씨는 일찍부터 지역의 재지사족인 강릉최·김씨와 

통혼관계를 맺어 오면서 죽헌동과 대전동 일대에 거주해 

왔던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조선전기 이이가 강릉최씨 마을로 지

칭했던 북평촌인 죽헌동에 안동권씨 동성마을이 형성되고, 

죽헌동과 연접해 있는 대전동의 선영까지 함께 쓰면서 최·

46 이상균, 2008, 「조선시대 강릉지방 사족의 동족마을 형성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0~21.

사진 9.  조산 안동권씨 선영

사진 10.  조산 신명화·용인이씨 묘소와 안동권씨 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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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가 서로 혼재되어 집거해 왔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

는 것이다. 현재까지도 신명화와 용인이씨의 묘제는 안동권

씨 문중에서 봉행하고 있다.

이처럼 오죽헌은 강릉최씨 가문에 의해 건립되어 조

선전기와 같이 내·외친이 동일시되는 친족의식과 자녀균분

상속·윤회봉사의 관행 속에서 사위·외손에게도 상속되었

다. 그러나 권처균이 소유한 이후 타 성씨로 상속되지 않았

으며, 조선후기 친족의식의 변화를 통해 오죽헌을 중심으로 

한 지금의 죽헌동에 안동권씨의 집거지인 동성마을이 형성

된 것이다. 오죽헌은 죽헌동 안동권씨 동성마을을 만들어

낸 시발이 된 것이다.

Ⅴ. 맺음말

오죽헌은 강원도 내에 남아있는 조선전기 가장 이른 

시기 사대부가이다. 건축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신사임당이 율곡 이이를 낳은 집으로 유명하다. 지금까지 

오죽헌 상속과정의 변화, 중심인물들의 혼인관계와 친족의

식, 오죽헌을 중심으로 한 마을의 변화 등 오죽헌이 내포하

고 있는 사회사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오죽헌은 강릉최씨 가문에 의해 처음 지어졌다. 자녀

균분상속의 관행 속에서 사위에게 2차례 상속되었고, 신사

임당의 어머니 용인이씨가 배묘조로 외손인 권화의 아들 

권처균에게 상속해 주었다. 권처균의 호가 ‘오죽헌’이었으므

로 택호 또한 오죽헌이 된 것이다. 권처균에게 오죽헌이 상

속된 이후 조선의 상속제도는 자녀불균등 상속으로 변화

하였다. 권처균 이후 타 성씨에게 상속되지 않았고, 후손인 

안동권씨 문중에서 지속 관리해 왔다. 오죽헌을 통해 조선

전기부터 후기로 이행되는 상속과 봉사관행의 변화 양상을 

조망해 볼 수 있다.

오죽헌이 용인이씨, 신사임당, 그리고 이이, 권처균 등 

직계가 아닌 외손들과 특별한 인연이 맺어지게 되는 것은 

서류부가와 친정살이라고 하는 유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

능했다. 신사임당과 어머니 용인이씨는 친정인 강릉에서 태

어나 자랐다. 용인이씨는 결혼 직후부터 사망하기 전까지 

오랜 기간 친정인 오죽헌에서 살았다. 신사임당도 결혼 후 

친정을 자주 오가며 생활하였고, 이이를 오죽헌에서 낳았

다. 이이는 유년을 외조모 용인이씨 슬하에서 보내고, 친정

에 근친가는 어머니를 따라 강릉을 자주 오갔으므로 용인

이씨와의 정이 매우 각별하였다. 이런 연유로 외조모의 봉

사손이 된다. 즉 오죽헌은 서류부가와 친정살이라고 하는 

조선전기 혼인과 생활풍속을 엿볼 수 있는 집이다.

이이가 외가로 지칭했던 강릉 북평촌 최씨마을에는 

권처균의 직계손인 안동권씨 죽헌파가 세거하는 동성마을

이 형성되었다. 17세기부터는 부계 친족집단을 중심으로 하

는 불균등상속, 적장자봉사 등 친족의식과 상속제도가 변

화한다. 이러한 변화는 문중의 경제적 기반유지와 족적 결

속력을 강화시켰다. 문중의식 확대의 외형적 형태는 동성마

을의 형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오죽헌은 이러한 조선후기로 

이행되는 사회사적 변화시점에 권처균에게 상속되었고, 최

씨마을이었던 죽헌동에 안동권씨 집거지인 동성마을이 형

성되는 시발이 되었다.

이처럼 오죽헌은 조선전기에서 후기로 변화되는 상

속·친족·혼인제도 등과 같은 사회의 변화상을 한눈에 읽

어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인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문화유산의 사실史實적 가치를 연구하는 방법을 제시

하고, 그간 연구가 미진했던 오죽헌의 역사적 의미를 밝히

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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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e Sang Kyun
Gangwon Province

The social historic meaning of Gangneung-
Ojukhen in Joseon Dynasty

The Treasure No.165 of Ojukhen is a separate house(別堂) which was still remained as a gentry house in the 

earliest day. The formative aspects have the important meaning as the 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Specially the 

place is famous for Shin, Saim-dang(申師任堂) gave birth to Yulgok(栗谷) Yi, I(李珥).

The house was built by one’s family of Gangneung Choi clan(江陵崔氏) but Son-in-law inherited the house 

because there was the practice of inheritance by equal distribution and the mother of Shin, Saim-dang, Yongin Lee 

clan(龍仁李氏) inherited Gwon, Cheo-kyun(權處均) who was her hrandson under the condition of looking after the 

tomb. The reason why house name was Ojukhen is that Gwon, Cheo-kyun’s another name is Ojukhen. Ojukhen is 

cultural properties which showed the change of practicing inheritance and ancestral rites.

Ojukhen has the special relationship of one’s grandson and did not have such of immediate family. This is 

because there were customs husband had to go to married woman’s house and live there during short time. Yongin 

Lee clan and Shin, Saimdang has lived in the Ojukhen. Yongin Lee clan lived there after marrying. Shin Saim-

dang also spent a time of living her house after marrying and his son(Yi, I) was born in the place. Yi, I spent their 

time under Yongin Lee clan and one’s mother’s parents. Therefore he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his maternal 

grandmother. This is why his maternal grandmother became a descendant offering sacrifice to his ancestors. The 

reason why Gwon, Chen-kyun looked after the tomb of Yongin Lee clan was also Gwon, Hwa(權和) became son-

in-law who lives with his wife’s family. Ojukhen is the showcase of finding the marriage and living manag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most village of Buk-Pyeong(北坪村) in the Gangneung called by Yi, I’s one’s mother’s parents’ home. Since 

after, the place was changed as the clan village immediate family of Andong Kwang clan(安東權氏) of Gwon, Cheo-

kyun of Chumilgong family(樞密公派). After 17C, there were social historic changings focused on relative group. 

Ojukhen was the start of changing the clan village. 

Ojukhen is cultural properties which showed inheritance, relative, marriage in the turning point of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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