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족당과 호칭⑩
②척당戚黨〔承前〕

■처당妻黨
남자가 아내를 얻음으로 인해서 생기

는 인척입니다. 즉 처갓집 촌수입니다.
이 또한 결혼으로 말미암는 척당이므로
상대와 이혼을 하게 되면 그 관계가 다
소멸됩니다.

•아내
통칭은 처妻이고 낮추면 마누라ㆍ집

사람ㆍ안식구ㆍ애어미 등입니다. 남에
게 말할 때는 내자內子ㆍ처실妻室ㆍ형
처荊妻ㆍ가인家人ㆍ실인室人ㆍ가권家
眷ㆍ가속家屬이라 합니다. 남의 아내를
일컬을 때는 안주인ㆍ내당內堂ㆍ실내
室內ㆍ부인夫人ㆍ영부인令夫人ㆍ합부
인閤夫人ㆍ합내閤內ㆍ합중閤中이고 스
승이나 사사師事하는 이의 아내는 사모
師母입니다. 죽으면 망실亡室 또는 고
실故室이며 족보에 쓸 때 배配라 하면
정실正室이고 실室이라 하면 측실側室
로서 첩이었습니다. 남의 아내의 병은
합환閤患이고 자기 아내의 병은 내환內
患입니다.

•첩妾
남자가 어떤 경우이든 아내가 있는데

또 아내를 얻으면 첩입니다. 이를 유처
취처有妻取妻라 합니다. 다른 말로 외
부外婦ㆍ첩부妾婦ㆍ소실小室ㆍ측실側
室 등이 있고 낮추면 곁마누라, 높이면
후실後室 정도가 됩니다.

한편‘첩’은 전자에 모든 기혼녀가 일
인칭으로 쓰면 자기를 낮추는 겸칭이었
습니다. 그래서 왕비도 임금에게 자기
를 신첩臣妾이라 했습니다. 첩으로 인
한 연척은 앞에‘첩’자를 접두하여 말
합니다. 즉 첩장인妾丈人ㆍ첩장모妾丈
母ㆍ첩처남妾妻男ㆍ첩조부모妾祖父母

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처와 첩을 합쳐
부르면 처첩이 되었습니다.

•장인丈人
아내의 아버지이며 촌수는 1촌이 되

지만 상복은 시마B麻 3월입니다. 낮추
면 가시아비이고 통상은 처부妻父이며
자칭은 외구外舅입니다. 타칭은 빙부聘
父ㆍ부옹婦翁ㆍ악부岳父ㆍ빙장聘丈ㆍ
악장岳丈ㆍ악옹岳翁ㆍ태산泰山 등이
있는데 장인을 지칭하는 말에 산이니
악이니 하는 글자가 들어가는 것은 중
국의 태산泰山에 장인봉丈人峰이 있어
서 유래한 것입니다. 장인과 사위 사이
를 옹서翁壻라 하며 전자에 남자가 재
취再娶ㆍ삼취三娶를 할 때 옹서간이 동
년배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옹
서가 서로 존대를 하였습니다.

•장모丈母
아내의 어머니로서 보통은 처모妻母

이고 낮춤은 가시어미입니다. 다른 말
로는 외고外姑ㆍ빙모聘母ㆍ악모岳母가
있습니다. 남의 장모를 빙당聘堂ㆍ악당
岳堂으로 높일 수 있고 남의 처가를 높
이면 빙택聘宅입니다.

•처백부모妻伯父母
아내의 친정 큰아버지는 처백부, 큰어

머니는 처백모이며 서로 복이 없습니
다.

•처숙부모妻叔父母
아내의 친정 작은아버지는 처숙부이

고 작은어머니는 처숙모입니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이면 지난날은 맞존대
하거나 벗하였고 그럴 때는 처삼촌妻三
寸과 처삼촌댁으로 통했습니다. 처당숙
ㆍ처이모부 또한 같습니다. 인척 촌수
는 대개 상복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
서 따르기 때문에 그러하였는데 지금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처남妻男
아내의 남자 형제 모두를 칭하는 말

입니다. 친처남親妻男ㆍ큰처남ㆍ작은
처남 등으로 칭하고 손위 처남에게는
형제의 의를 달리 맺어야 형사兄事하게
되며 이러한 손위 처남을 인형姻兄이라
합니다. 그러나 손아래 처남에게는 아
우로서 하대下待할 수가 있으며 장인이
또한 사위에게도 하대할 수가 있었습니
다. 아내의 사촌은 사촌처남이고 재종
은 재종처남, 이종은 이종처남, 외종은
외종처남, 고종은 고종처남 또는 내종
처남이 됩니다.

•처형제妻兄弟
아내의 자매입니다. 손위는 처형妻兄

이고 손아래는 처제妻弟인데 이를 처자
매 또는 외자매外B妹라고도 합니다.
처형은 나를 동생의남편 또는 제부弟夫
ㆍ제랑弟郞이라 하고 처제는 나를 형부
兄夫ㆍ형랑兄郞이라 하며 비교적 내외
법이 엄하지 않아 옛적에도 서로 면대
하고 부르며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처수妻嫂
처남의 아내로서 처남의댁이라 했습

니다. 큰처남의댁ㆍ작은처남의댁ㆍ사
촌처남의댁 등으로 지칭하되 내외법 때
문에 친압親狎하지 않고 이칭도 없습니
다.

•동서同壻
처형제의 남편이며 연치에 따라 평교

平交합니다. 별도의 의를 맺지 않고는
서로 형사兄事하지 않습니다. 여동서女
同B는 남편의 나이에 따라 형제가 정
해지지만 남동서男同壻는, 가령 처형의
남편이 나보다 어린데 형사하는 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때
문에 다툼이 일기도 하고 있습니다.

•처질妻姪
처남의 자녀로서 처조카입니다. 그아

내는 처질부妻姪婦, 처남의 딸은 처질
녀妻姪女, 처질녀의 남편은 처질서妻姪
壻입니다. 그 다음은 처당질ㆍ처재종질
ㆍ처외종질ㆍ처내종질등이 있습니다.

그밖에 처남의 손자는 처종손妻從孫
이고 아내의 외가는 처외가로서 처외조
부모ㆍ처외삼촌 등이 되고 처외외가ㆍ
처진외가 등은‘사돈의 8촌’에 드는 남
남입니다. 그리고 사돈의 8촌 안에서 거
의 통혼通婚을 못할 인척이 없다고 보
면 되겠습니다.

92 0 0 8년 3월 1일 토요일 제111호

六 禮 문 답
여섯가지 생활 예절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는대로 대답해 드립니다.

淳昌의 기후와 토양이 숙성해내는
순창전통진상식품 고추장·된장·청국장
순창읍 가남리 佳岑의 名家

대부분의소비자는전통숙성품과양조품을잘식별하지못합니다.
*양조고추장과된장은값싼외국농산물에발효균을투입하여강제숙성시켜색소
나조미료를첨가하고방부제를넣거나멸균작업을통해대량생산유통시키므로원
가가3 , 4배싸고수년이지나도부풀거나변질되지않습니다.
*전통숙성고추장과된장은우리농산물을원재료로6개월이상햇빛으로자연숙
성시켜일체의이물질을첨가시키지않아유익한균이살아숨쉬는가내수공업식소
량생산품입니다.

대표權文吉
전북순창군순창읍가남리260 우5 9 5 - 8 0 1
공장: 순창군순창읍백산리2 6 5 - 3 6
전화: 063)653-2117-8
전송: 063)653-6117
휴대전화: 017-311-2117
전국어디에계신족친께서나주문하시면성심으로응하겠습니다.

永嘉言行錄
一擧에망라 照明되는 安東權氏 1천년의 長江大河파노라마!

始祖 太師公에서부터秋淵權 公에

이르기까지 1 8 1 6인顯祖의 實記列傳 집대성!

難解하기 그지없는 先祖의

詩文과金石文·狀記文등의 완벽한 國譯과

총 3 2 7 0여 면, 원색사진판4 2 4면에

원고지2만여 장의내용으로

인쇄출판문화의첨단기술을총동원한최고급 寶藏本

安東權氏大宗報社 서울分社
서울 종로구 필운동 2 8 8 - 1

전화( 0 2 ) 7 2 3 - 4 4 8 0

權正植·權五焄
叔姪兩代3 0년에걸쳐刻苦로이루어진

韓國은 물론세계初有의紀傳體氏族全史

全3卷2 0만원

오늘날貴宅은家庭敎育에自信이있습니까? 이책은우리權門의庭訓을代行하고자나왔습니다.

安東權氏一千年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