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대운 제동생 화회성문

(權大運 諸同生 和會成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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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초구일 칠동생(권대운남매)화회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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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月初九日 七同生(權大運男妹)和會成文―

崔   淳   姬

〈文化財專門委員〉

(1)

  이 문기(文記)는 숙종(肅宗) 4(1678)年 9월 初九日 당시(當時) 의정부(議政府) 좌의정

(左議政)인 권대운(權大運) 칠남매(七男妹)의 화회성문(和會成文)이다.

  권대운(權大運)(1612∼1699)의 자(字)는 시회(時會) 호(號)는 석담(石潭) 본관(本貫)은 

안동(安東)이다. 예조판서(禮曹判書)인 권협(權悏)의 손(孫)이며, 사어(司禦)를 지낸 근

중(謹中)의 아들이다. 인조(仁祖) 20(1642)년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合格)되고 인조

(仁祖) 27(1649)년(年)에 별시(別試) 문과(文科)에 급제하 다. 예조좌랑(禮曺佐郞)에서 

정언(正言) 부교리(副校理) 한성우윤(漢城右尹) 호조(戶曹) 예조(禮曹) 판서(判書) 병조

판서(兵曹判書) 형조판서(刑曹判書) 한성우윤(漢城右尹)을 역임(歷任)했으며 동지사(冬

至使)로 청(淸)나라에 다녀왔다. 숙종(肅宗)이 즉위(卽位)하고 남인(南人)이 득세(得勢)

하게 되자 대사마(大司馬)에서 우의정(右議政)에 다시 좌의정(左議政)을 역임했으며 숙

종(肅宗) 6(1680)년(年) 경신출옥(庚申黜獄)1)으로 남인(南人)이 실각하자 일(迎日)에 

부처(付處)되었다가 숙종(肅宗) 15(1689)년 기사환국(己巳煥局)2)으로 풀려 나와 의정

(領議政)에 제수(除授)되었다. 당시(當時) 서인(西人)의 수인 송시열(宋時烈)을 사사

(賜死)케 하고 그 후 궤장(几杖)을 하사(下賜)받고 기노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숙종(肅

宗) 20(1694)년 갑무옥사(甲戊獄事)3) 다시 소출(削黜) 안치(安置)되었다가 숙종(肅宗) 

25(1699)년 10월(月) 23일(日)에 금양(衿陽)의 우제(寓第)에서 별세(別世)하 다. 

  이 문기(文記)는 숙종(肅宗) 4(1678)년 남인(南人)의 득세(得勢)로 의정(領議政)에 

허적(許積) 대사헌(大司憲)에 허목(許穆) 등이 조정(朝政)에 제수(除授)되고 권대운(權大

運) 당시(當時) 나이 67재(才)의 노년(老年)에 분재(分財)된 것이다. 남매(男妹)가 모두 

7남매(男妹)이며 6남(男)인 대술(大述)만이 이미 사망(死亡)하고 6남매(男妹)가 모두 생

존(生存)하여 분배(分配)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재문기(分財文記)는 분금문기(分衿文記)라고도 하며 명칭(名稱)도 받는 대상(對象)

이나 주는 여건(與件)에 따라 별급(別給) 허여(許與) 유서(遺書) 화회(和會) 등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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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름으로 불려진다. 

  화회(和會) 협의(協議) 등으로 불려지는 것은 부모(父母)가 미쳐 분배(分配)하지 못하

고 사망(死亡)한 후 재주(財主)없이 자녀(子女)끼리 서로 협의(協議) 분재(分財)할 때 통

칭(通稱)하는 것으로 이 문기(文記)도 바로 이에 해당(該當)되는 것이다. 

  규격(規格)은 가로 48.5cm 세로 324cm가 되며 일행(一行)은 약(約) 35자(字)에서 45

자(字)로 자의 배정(配定)이 일정(一定)하지 않다. 

  분재(分財) 받은 사람은 

  일녀 사간원사간 이후 처(一女 司諫院司諫 李垕 妻)

  이녀 의정부 좌의정 권대운(二女 議政府 左議政 權大運)

  삼남 행재 군수 권대윤(三男 行載寧郡守 權大胤)

  사녀 충의위 이시계 처(四女 忠義衛 李時繼 妻)

  오남 행진천현감 권대원(五男 行鎭川縣監 權大遠)

  육남 통덕랑 권대술 처 김씨(六男 通德郞 權大述 妻 金氏)

  칠녀 통덕랑 송□처(七女 通德郞 宋□妻)

등 7남매(男妹)며 출가(出家)한 일녀(一女)는 아들 선공감(繕工監) 감역(監役) 기석(箕

錫), 사녀(四女)는 훈련도감(訓鍊都監) 초관(哨官)인 아들 동명(東鳴) 그리고 칠녀(七女)

는 유학(幼學)인 아들 세익(世益)이 각각(各各) 모친(母親)을 대신하여 분급(分給)에 참

여하고 있다. 

  이와같이 노비(奴婢)나 전답(田畓)을 화회(和會)하는 문기(文記)는 전원(全員)이 빠짐

없이 참여하여야 하며 우선 초문기(草文記)4)를 작성(作成)하여 별도(別途)로 장치(藏置)

토록 되어 있다. 

  분재(分財)될 노비(奴婢)와 전답(田畓)은 모든 중자(衆子)에게 골고루 빠짐없이 급여

(給與)되어야 했으며 일반적(一般的)으로 전댁(田宅)에 관한 소송(訴訟)이 5년이 경과

(經過)하면 청송(聽訟)하지 않는데도 부모(父母) 전댁(田宅)을 합집(合執)5)한 사람에 관

(關)한 소송(訴訟)은 기한(期限)을 두지 않고 있다.6)

  본 문기(文記)에는 증정(證訂)은 없고 다만 손자(孫子)인 생원(生員) 권□(權□)이 필

집(筆執)7)을 맡고 있다. 

(2)

  이 문기(文記)는 일반(一般) 분재기(分財記)의 형식(形式)과 같으며 제일 먼저 연대

(年代)와 칠동생(七同生) 화회문기(和會文記)임을 밝히고 다음으로 분재(分財)의 사유

(事由)와 요지(要旨) 등 전반적(全般的) 개요(槪要)를 설명(說明)하고 봉사조(奉祀條) 묘

직조(墓直條)를 별기(別記)한 다음 각(各) 자녀(子女)의 장유(長幼) 서차(序次)에 따라 

노비(奴婢) 전답(田畓) 등의 수량(數量)을 기재하고 있다. 

  문기(文記) 앞 부분(部分)의 일부(一部) 마멸로 정확(正確)한 내용(內容)의 판단(判斷)

이 어려우나 전체(全體)의 개요(槪要)를 파악하기에 충분(充分)하다.

우선 「양친(兩親)의 상(喪)을 마치고 각도(各道)에 있는 노비(奴婢)와 전답(田畓)을 

법전(法典)에 따라 분배(分配)하는 것이라 전제(前提)하고 당시(當時) 부모(父母)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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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미 사망(死亡)한8) 대술(大述)(1626∼1663)이도 제동생(諸同生)과 동등(同等)하게 

분급(分給)해야 할 것이지만 분배(分配)할 전민(田民)이 모두 모주외변(母主外邊)으로 

전래(傳來)한 것으로 모주(母主)의 동복동생(同腹同生)에게도 반분(半分)해야 하며 한편 

대술(大述)에게 기탁(寄託)해 온 외삼촌(外三寸) 부처(夫妻)의 신위(神位)도 본종(本宗)

에게 반부(班祔)9)해야 하므로 「무후기물법(無後己物法)」10)으로 본다면 당연히 본손

(本孫)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지만 숙모(叔母)가 생존시(生存時)에 대술(大述)에게 의

탁(依託)하여 왔으며 누년간(累年間)이나 전민(田民)을 차지하 고 한편 모친(母親)의 

뜻도 있어 평안도(平安道) 노비중(奴婢中)에서 장실(壯實)한 사람과 신창(新昌)에 있는 

답(沓) 일석낙지(一石落只)를 떼어줄 것을 첨의(僉議)에서 결정11) 성문(成文)하는 것이

며 누락된 전민(田民)은 추후(追後) 다시 분배(分配)한다」고 명기(明記)하고 있다. 

  모친(母親)인 전주이씨(全州李氏)는 통훈대부행장례원사평(通訓大夫行掌隷院司評) 이

유운(李幼渾)의 따님이며 조부(祖父)인 집의(執義) 이경중(李敬中)은 계양군(桂陽君)(증 

세종의 둘째서자, 璔 世宗의 둘째庶子)의 사세손(四世孫)이 된다. 계양군(桂陽君)은 세조

(世祖)를 보좌(補佐)했으며 좌익공신(佐翼功臣) 일등(一等)에 녹선되고 세조(世祖) 측근

(側近)에서 서무(庶務) 출납(出納) 등을 맡아보기도 하 다. 모친(母親)은 선조(宣祖) 

21(1588)년(年) 출생(出生) 현종(顯宗)12(1671)년 84세로 졸(卒)하 으니 부군(夫君)인 

근중(謹中)(1586∼1650) 보다 20년을 더 형수(亨壽)한 셈이다. 

   이 문기(文記)가 작성(作成)된 것은 1678년이니 모친(母親) 사후(死後) 8년째 되는 

해가 된다. 7남매(男妹)에게 분급(分給)되는 전민(田民)은 거의가 모친(母親) 전래(傳來)

의 것으로 외가(外家)에서 분금(分衿)된 것으로 보이며 대체로 외거노비(外居奴婢)가 많

다. 각(各) 도(道)에 걸쳐 거주(居住)하고 있는 노비(奴婢)의 분포(分布)와 년령별(年齡

別) 사항은 다음과 같다. 

       봉사조(奉祀條)

     사환비 녀단(45)(使喚婢 女丹(45))

평안도(平安道)

  중화(中和)

    비 명옥일소생노 해산(25)(婢 命玉一所生奴 海山(25))

황해도(黃海道)

  봉산(鳳山)

    성일 일소생비 계생(21)(成一 一所生婢 戒生(21))

  연안(延安)

    노 검동량산이소생노 허롱(38)(奴 儉同良産二所生奴 許弄(38))

                허롱일소생노 귀천(9)(許弄一所生奴 貴天(9))

                    이소생비 귀생(6)(二所生婢 貴生(6))

    비 최덕일소생노 이석(12)(婢 崔德一所生奴 二石(12))

    비 고료지일소생비 신녀(23)(婢 古了之一所生婢 信女(23))

             이소생비 업녀(19)(二所生婢 業女(19))

             삼소생비 업립(17)(三所生婢 業立(17))

             사소생비 업(14)(四所生婢 業(14))

    비 논지일소생비 녀분(13)(婢 論之一所生婢 女分(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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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기생양산일소생비 신향(23)(奴 己生良山一所生婢 信香(23))

    비 악개삼소생노거동(37)(婢 岳个三所生奴巨同(37))

                 거동일소생노이립(6)(巨同一所生奴二立(6))

    

        묘직조(墓直條)

    노 숙(57) (奴 永叔(57))

    비 인대(60) 일소생비 여직(29)(婢 印代(60) 一所生婢 女直(29))

               이소생노 예복(24)(二所生奴 禮卜(24))

               삼소생노 예룡(19)(三所生奴 禮龍(19))

               여직일소생노 상일(4)(女直一所生奴 尙一(4))

        일녀 이후처 금(一女 李 垕妻 衿)

    사환비 일응개(使喚婢 一應个)

    노 수일(奴 守一)

    비 분덕(婢 分德)

    비 선옥(婢 善玉)

    비 몽생(婢 夢生)

    비 량금(婢 凉今)

    노 국민 양산삼소생비 시녀(미상)(奴 國民良産三所生婢 是女(未詳))

함경도(咸鏡道)

  문천(文川) 

    노 선남(35)(奴 善男(35))

평안도(平安道)

  평양(平壤)

    비 장생사소생노 자근김(10)(婢 長生四所生奴 者斤金(10))

    비 기매덕삼소생비 강덕(13)(婢 基梅德三所生婢 康德(13))

  중화(中和)

    비 명옥삼소생노 적(미상)(婢 命玉三所生奴 靈積(未詳))

  숙천(肅川)

    비 업승일소생비 춘금(2)(婢 業承一所生婢 春今(2))

  안주(安州)

    비 진옥일소생노 유상(45)(婢 進玉一所生奴 有相(45))

황해도(黃海道)

  안악(安岳)

    비 복개칠소생노 시복(7)(婢 卜个七所生奴 是卜(7))

    노 자근동양산이소생비 풍시(30)(奴 者斤同良産二所生婢 豊是(30))

              풍시일소생노 김이(14)(豊是一所生奴 金伊(14))

    노 말손이소생비 은금(16)(奴 末孫二所生婢 珢今(16))

  강령(康翎)

           모립(30)(莫立(30))

    비 을생(53)(婢 乙生(53))

53



  옹진(瓮津)

    비 난생(47)(婢 亂生(47))

  장연(長淵)

    노 이강산(47)(奴 二江山(47))

    비 일화(40)(婢 一化(40))

                         일화이소생비 순업(4)(一化二所生婢 順業(4))

  풍천(豊川)

    비 옥생(47)(婢 玉生(47))

  봉산(鳳山)

    노 상립양산칠소생(금년생)(奴 尙立良産七所生(今年生))

  연안(延安)

    비 모생일소생비 옥생(39)(婢 莫生一所生婢 玉生(39))

              옥생일소생비 일녀(15)(玉生一所生婢 一女(15))

                  이소생비 주덕(13)(二所生婢 注德(13))

                  삼소생비 업덕(미상)(三所生婢 業德(未詳))

    노 허롱삼소생노 이천(3)(奴 許弄三所生奴 二天(3))

경기도(京畿道)

  경중(京中)

    비 업이이소생비 동질덕(27)(婢 業伊二所生婢 同叱德(27))

    노 시동(미상)(奴 是同(未詳))

    노 립이(50)(奴 立伊(50))

                   립이양산일소생노 거물리(19)(立伊良産一所生奴 巨勿里(19))

                           이소생노 유세(15)(二所生奴 有世(15))

                           사소생노 유체(5)(四所生奴 有體(5))

    노 종립양산이소생노 위○(18)(奴 終立良産二所生奴 胃○(18))

  양주(楊洲)

    노 국민양산일소생비 개덕(미상)(奴 國民良産一所生婢 个德(未詳))

                  개덕삼소생비 차빙(6)(个德三所生婢 次氷(6))

  흥(永興)

    비 여화(45)(婢 女化(45))

               여화일소생비 삼화(13)(女化一所生婢 三化(13))

                   이소생노 호강(9)(二所生奴 好江(9))

                   삼소생노 호경(6)(三所生奴 好庚(6))

충청도(忠淸道)

  천안(天安)

    비 옥녀일소생노 대성(33)(婢 玉女一所生奴 大成(33))

  공주(公州)

    노 계선일소생노 일상(35)(奴 戒善一所生奴 一尙(35))

    노 천학삼소생노 소선(34)(奴 天鶴三所生奴 小先(34))

  임천(林川)

    비 금음개(39)(婢 今音个(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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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全羅道)

  임피(臨陂)

    비 윤월(46)(婢 閏月(46))

             윤월이소생노 계만(10)(閏月二所生奴 計晩(10))

                 삼소생노 일만(6)(三所生奴 一萬(6))

    노 논동(44)(奴 論同(44))

  무주(茂朱) 

    비 목단(37)(婢 牧丹(37))

            목단일소생노 경신(13)(牧丹一所生奴 庚申(13))

                삼소생비 고읍진(5)(三所生婢 古邑眞(5))

                사소생비(3)(四所生婢(3))

    비 홍춘이소생노 추일(39)(婢 洪春二所生奴 追日(39))

  흥덕(興德)

    장복(60)(長卜(60))

         이남 대운 금(二男 大運 衿)

    노 험산(奴 險山)

    비 일화(婢 一化)

    사환비 설화(使喚婢 雪花)

    비 설매(婢 雪梅)

    노 국민일소생비 모금(奴 國民一所生婢 莫今)

    비 말녀(婢 唜女)

    비 숙이일소생비 금덕(30)(婢 叔伊一所生婢 今德(30))

    노 신철(14)(奴 信鐵(14))

    노 일금(25)(奴 一金(25))

    노 흥수(60)(奴 興守(60))

    노 덕금(미상)(奴 德金(未詳))

    노 흔남(미상)(奴 欣男(未詳))

    노 예복(미상)(奴 禮卜(未詳))

함경도(咸鏡道)

  고원(高原) 

    노 정선(45)(奴 貞善(45))

            정선일소생노 응진(13)(貞善一所生奴 應進(13))

                이소생노 응민(8)(二所生奴 應民(8))

    비 선향(32)(婢 善香(32))

            선향일소생비 을진(9)(善香一所生婢 乙眞(9))

평안도(平安道)

  평양(平壤)

    비 모생일소생노 잡철(36)(婢 莫生一所生奴 雜鐵(36))

    노 순학일소생비 장생(51)(奴 順鶴一所生婢 長生(51))

           장생이소생노 동론(23)(長生二所生奴 同論(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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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소생노 □뢰(15)(三所生奴 □賴(15))

    비 애상일소생비 옥생(55)(婢 愛尙一所生婢 玉生(55))

  중화(中和)

    노 돌한량산소생노 동지(40)(奴 乭漢良産所生奴 冬至(40))

    노 말종양산이소생비 모금(15)(奴 末終良産二所生婢 莫今(15))

    비 가지개삼소생비 대생(26)(婢 加地个三所生婢 大生(26))

    비 일생(16)(婢 一生(16))

    비 논생일소생(병인)(婢 論生一所生(病人))

    비 근개이소생비 명옥(55)(婢 近个二所生婢 命玉(55))

황해도(黃海道)

  풍천(豊川)

    옥생이소생비 순향(8)(玉生二所生婢 順香(8))

        사소생비(금년생)(四所生婢(今年生))

    노 남손(50)(奴 男孫(50))

  연안(延安)

    비 여생일소생노 걸이(25)(婢 女生一所生奴 傑伊(25))

           이소생노 준건(7)(二所生奴 俊建(7))

    비 고료지오소생비 신덕(8)(婢 古了之五所生婢 信德(8))

    비 운화삼소생비 막덕(30)(婢 云化三所生婢 莫德(30))

    노 승백(22)(奴 承白(22))

  황주(黃州)

    노 산개시양산일소생비 선화(25)(奴 産个屎良産一所生婢 仙花(25))

             선화일소생비(금년생)(仙花一所生婢(今年生))

경기도(京畿道)

  경중 (京中)

    비 업이이소생노 규세(18)(婢 業伊二所生奴 揆世(18))

  교하(交河)

    일상일소생노 강상(29)(一尙一所生奴 江狀(29))

    비 신향(25)(婢 信香(25))

  강화(江華)

    노 유길일소생노 승덕(20)(奴 有吉一所生奴 承德(20))

           이소생비 승옥(12)(二所生婢 承玉(12))

  공주(公州)

    노 천학일소생노 소남(49)(奴 天鶴一所生奴 小男(49))

           이소생비 소녀(41)(二所生婢 小女(41))

    노 소선일소생비(3)(奴 小善一所生婢(3))

    노 계선(66)(奴 戒善(66))

    노 생이일소생비 애숙(54)(奴 生伊一所生婢 愛叔(54))

  옥천 (沃川)

    노 승수(46)(奴 承守(46))

           승수이소생노 태선(18)(承守二所生奴 太善(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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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소생비 태녀(16)(三所生婢 太女(16))

    비 오녀(25)(婢 五女(25))

    비 흥녀삼소생노 리금(18)(婢 興女三所生奴 里金(18))

  임천(林川)

    금음개이소생비(4)(今音个二所生婢(4))

  홍주(洪州)

    노 막춘(37)(奴 莫春(37))

전라도(全羅道)

  임피(臨陂)

    비 윤월일소생비 검정(27)(婢 閏月一所生婢 儉丁(27))

  흥양(興陽)

    비 옥오소생노 봉선(12)(婢 玉五所生奴 奉先(12))

       삼남 대윤 금(三男 大胤 衿)

    비 유련개시사소생비 대생(45)(婢 流連个屎四所生婢 大生(45))

    노 자근동삼소생노 장금(27)(奴 者斤同三所生奴 長金(27))

함경도(咸鏡道)

  문천(文川) 

    노 건(16)(奴 建(16))

  흥(永興)

    비 운향(47)(婢 云香(47))

           운향일소생노 소진(5)(云香一所生奴 小進(5))

               이소생노(금년생)(二所生奴(今年生))

평안도(平安道)

  평양(平壤)

    비 운업(10)(婢 云業(10))

    비 여상일소생노 모이산(10)(婢 女上一所生奴 毛伊山(10))

    비 막돌삼소생노 수리산(30)(婢 莫乭三所生奴 愁里山(30))

    노 파회일소생비 돌생(43)(奴 破會一所生婢 乭生(43))

           삼소생노 계일(35)(三所生奴 戒一(35))

    노 망산일소생비 녀상(55)(奴 亡山一所生婢 女上(55))

  중화(中和)

    노 말종이소생노 막금(18)(奴 末終二所生奴 莫金(18))

    노 돌한육소생비 논생(30)(奴 乭漢六所生婢 論生(30))

           논생일소생노 논립(미상)(論生一所生奴 論立(未詳))

               사소생노 논향(〃)(四所生奴 論香(〃))

    비 명옥일소생비 종달(38)(婢 命玉一所生婢 從達(38))

            종달일소생노 오장(3)(從達一所生奴 五壯(3))

                이소생노 자운(1)(二所生奴 自云(1))

    노 용산일소생비 용생(미상)(奴 龍山一所生婢 龍生(未詳))

  숙천(肅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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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흔남일소생노(미상)(奴 欣男一所生奴(未詳))

  정주(定州)

    노 막숭삼소생비 명덕(27)(奴 莫崇三所生婢 命德(27))

    노 말손이소생노 민선(12)(奴 末孫二所生奴 珉善(12))

    비 단춘삼소생 선이(10)(婢 丹春三所生 善伊(10))

  용강(龍崗)

    비 태금일소생노 수온(66)(婢 太今一所生奴 秀溫(66))

           수온이소생노 만손(25)(秀溫二所生奴 萬孫(25))

               삼소생비 만생(23)(三所生婢 萬生(23))

               사소생노 개을멱(15)(四所生奴 開乙覓(15))

    비 애춘삼소생비 한생(30)(婢 愛春三所生婢 漢生(30))

  삼화(三和)

    노 금남이소생노 논동(36)(奴 金男二所生奴 論同(36))

황해도(黃海道)

  안악(安岳)

    노 막복일소생비 금옥(30)(奴 莫卜一所生婢 今玉(30))

  장연(長淵)

    비 일화일소생노 순천(6)(婢 一化一所生奴 順天(6))

  풍천(豊川)

    비 옥생이소생노 지손(13)(婢 玉生二所生奴 枝孫(13))

  봉산(鳳山)

    노 상립삼소생비 상금(16)(奴 尙立三所生婢 尙今(16))

           사소생비 상덕(12)(四所生婢 尙德(12))

  연안(延安)

    비 임신(42)(婢 壬申(42))

            임신일소생비 신향(25)(壬申一所生婢 信香(25))

                이소생노 기현(16)(二所生奴 己玄(16))

                삼소생노 병진(13)(三所生奴 丙辰(13))

    비 막덕일소생비 기녀(미상)(婢 莫德一所生婢 己女(未詳))

  황주(黃州)

    비 산개(20)(婢 産个(20))

경기도(京畿道)

  경중(京中)

    육월이소생비 원길(26)(六月二所生婢 元吉(26))

  흥(永興)

    비 운향(47)(婢 云香(47))

            운향일소생노 소진(5)(云香一所生奴 小進(5))

                이소생노(금년도)(二所生奴(今年度))

    비 원향(30)(婢 元香(30))

충청도(忠淸道)

  천안(天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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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옥녀이소생노 태운(13)(婢 玉女二所生奴 太云(13))

  공주(公主)

    비 소녀일소생노 가응어리(12)(婢 小女一所生奴 加應於里(12))

           이소생비 열이(10)(二所生婢 烈伊(10))

           삼소생비(3)(三所生婢(3))

    노 천학사소생노 말선(30)(奴 天鶴四所生奴 唜善(30))

전라도(全羅道)

  임피(臨陂)

    비 일료개(53)(婢 日了个(53))

           일료개일소생노 복남(30)(日了个一所生奴 卜男(30))

                 이소생비 복녀(26)(二所生婢 卜女(26))

                 삼소생비 명녀(23)(三所生婢 命女(23))

  흥양(興陽)

    비 옥대(52)(婢 玉代(52))

            옥대삼소생노 철남(24)(玉代三所生奴 鐵男(24))

                사소생노 봉선(20)(四所生奴 奉先(20))

    비 봉화삼소생노 봉이(46)(婢 奉化三所生奴 奉伊(46))

  무주(茂朱)

    노 의일(44)(奴 義一(44))

    비 목단이소생비 고읍덕(7)(婢 牧丹二所生婢 古邑德(7))

       사녀 이시계 처 금(四女 李時繼 妻 衿)

함경도(咸鏡道)

  고원(高原)

    비 기업이소생노 태준(11)(婢 己業二所生奴 太俊(11))

  문천(文川)

    노 송이(50)(奴 松伊(50))

    노 운길(30)(奴 云吉(30))

    비 합이(30)(婢 合伊(30))

  흥(永興)

    비 원향일소생(금년도)(婢 元香一所生(今年度))

평안도(平安道)

  평양(平壤)

    비 여상이소생비 향월(8)(婢 女上二所生婢 香月(8))

    비 옥생이소생비 초옥(20)(婢 玉生二所生婢 草玉(20))

  중화(中和)

    비 논생오소생노 일선(10)(婢 論生五所生奴 一善(10))

  숙천(肅川)

    비 계합일소생노 남이(10)(婢 戒合一所生奴 男伊(10))

    노 천남일소생노 고자(13)(奴 天男一所生奴 高者(13))

    노 금남이소생비 기매덕(미상)(奴 金男二所生婢 基梅德(未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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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매덕일소생비 향매(15)(基梅德一所生婢 香梅(15))

                   이소생노 논금(7)(二所生奴 論金(7))

  안주(安州)

    비 금옥일소생노 사남(6)(婢 今玉一所生奴 四男(6))

           이소생비 사향(3)(二所生婢 四香(3))

    노 생남삼소생비 매선(25)(奴 生男三所生婢 梅仙(25))

  용강(龍崗)

    비 검정(7)(婢 儉丁(7))

  삼화(三和)

    노 김남사소생노 막남(7)(奴 金男四所生奴 莫男(7))

황해도(黃海道)

  안악(安岳)

    비 복개(60)(婢 卜个(60))

  강령(康翎)

    비 연개(44)(婢 連个(44))

    비 갑녀(30)(婢 甲女(30))

  풍천(豊川)

    노 순홍(28)(奴 順弘(28))

  봉산(封山)

    비 금합사소생비 막시(19)(婢 今合四所生婢 莫是(19))

    노 상립이소생노 상남(17)(奴 尙立二所生奴 尙男(17))

           오소생노 호일(9)(五所生奴 好一(9))

    노 생수(13)(奴 生守(13))

    비 계향일소생노 귀 (22)(婢 桂香一所生奴 貴英(22))

    비 용학일소생노 고자(40)(婢 龍鶴一所生奴 高者(40))

  연안(延安)

    비 임신일소생비 순향(19)(婢 壬申一所生婢 順香(19))

    노 거동이소생비 이녀(2)(奴 巨同二所生婢 二女(2))

    비 춘금일소생비 기향(37)(婢 春今一所生婢 己香(37))

           이소생비 매향(29)(二所生婢 梅香(29))

                 기향일소생노 유선(16)(己香一所生奴 有善(16))

                 매향일소생노 립(4)(梅香一所生奴 永立(4))

  황주(黃州)

    비 언개삼소생비 논월(12)(婢 彦个三所生婢 論月(12))

    비 업이이소생비 향이(16)(婢 業伊二所生婢 香伊(16))

  해주(海州) 

    노 지돌(40)(奴 之乭(40))

    노 진선(45)(奴 進善(45))

  우봉(牛峯)

    비 애금삼소생노 선(17)(婢 愛金三所生奴 英先(17))

           사소생비 덕(14)(四所生婢 英德(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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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소생비 계상(10)(五所生婢 戒尙(10))

경기도(京畿道)

  경중(京中)

    비 업이(44)(婢 業伊(44))

  양주(楊洲)

    비 강덕이소생노 석 (10)(婢 康德二所生奴 石英(10))

  통률(通律)

    노 선이(36)(奴 先伊(36))

충청도(忠淸道)

  공주(公主)

    비 숙이일소생비 갑신(36)(婢 叔伊一所生婢 甲申(36))

           이소생노 박연(28)(二所生奴 朴連(28))

    노 점이(35)(奴 點伊(35))

           점이일소생노(6)(點伊一所生奴(6))

  옥천(沃川)

    비 흥녀일소생비 경녀(34)(婢 興女一所生婢 庚女(34))

                경녀일소생비(10)(庚女一所生婢(10))

                    이소생(3)(二所生(3))

전라도(全羅道)

  임피(臨陂)

    윤금(32)(閏今(32))

  흥양(興陽)

    비 육월(48)(婢 六月(48))

    비 옥대이소생노 이찰(26)(婢 玉代二所生奴 李札(26))

  전주(全州)

    노 계업(70)(奴 戒業(70))

  부안(扶安)

    노 모리금(55)(奴 毛里金(55))

    노 세장(53)(奴 細長(53))

    노 득정(49)(奴 得貞(49))

             오남 대원 금(五男 大遠 衿)

함경도(咸鏡道)

  고원(高原)

    운선(30)(云善(30))

    비 선향이소생노 상은(5)(婢 善香二所生奴 尙恩(5))

  문천(文川)

    노 만득(37)(奴 晩得(37))

    비 옥선(24)(婢 玉仙(24))

  흥(永興)

    비 여화사소생노(3)(婢 女化四所生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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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도(平安道)

  평양(平壤)

     노 파회이소생비 계생(미상)(奴 破會二所生婢 戒生(未詳))

     노 망산이소생노 벌어지(40)(奴 亡山二所生奴 伐於之(40))

     노 순학삼소생비 논생(40)(奴 順鶴三所生婢 論生(40))

     비 장생사소생노 경남(6)(婢 長生四所生奴 敬男(6))

     비 기매덕삼소생노 언립(4)(婢 基梅德三所生奴 彦立(4))

     비 막돌일소생노 논금(50)(婢 莫乭一所生奴 論金(50))

     비 (모)소생노(금년생)(婢 (某)所生奴(今年生))

  중화(中和)

    노 돌한육소생노 흔복(35)(奴 乭漢六所生奴 欣卜(35))

    비 유련개시일소생노 효남(40)(婢 流漣个屎一所生奴 孝男(40))

               삼소생노 대복(30)(三所生奴 大卜(30))

    노 망산이소생노 후손(40)(奴 亡山二所生奴 後孫(40))

    노 말종이소생노 망금(55)(奴 末終二所生奴 亡金(55))

    비 논생사소생비(병인)(婢 論生四所生婢(病人))

  안주(安州)

    비 매산일소생노 준선(5)(婢 梅山一所生奴 俊先(5))

           이소생비(3)(二所生婢(3))

  정주(定州)

    명옥(命玉)

    비 춘일소생비 여절(婢 永春一所生婢 女節)

  용강(龍崗)

    흔손(欣孫)

    노 한손(43)(奴 漢孫(43))

황해도(黃海道)

  안악(安岳)

    비 복개삼소생비 분질개(35)(婢 卜个三所生婢 焚叱个(35))

           사소생비 분독지(25)(四所生婢 焚獨只(25))

           오소생비 가료시(16)(五所生婢 加了時(16))

           육소생비 흔함(14)(六所生婢 欣含(14))

  봉산(鳳山)

    비 장개시(50)(婢 長个屎(50))

  연안(延安)

    비 최덕(41)(婢 崔德(41))

    비 고료지(5)(婢 古了之(5))

    비 논지(41)(婢 論之(41))

            논지일소생노 성진(7)(論之一所生奴 成進(7))

                삼소생비 천안(3)(三所生婢 天安(3))

경기도(京畿道)

  경중(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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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생일소생비 녀인(미상)(婢 英生一所生婢 女仁(未詳))

           이소생비 막이(미상)(二所生婢 莫伊(未詳))

                 여인일소생비 이(미상)(女仁一所生婢 英伊(未詳))

                     이소생노 천석(〃)(二所生奴 千石(〃))

                     삼소생비 귀 (〃)(三所生婢 貴英(〃))

                     사소생비 말 (〃)(四所生婢 末英(〃))

                     오소생노 억석(〃)(五所生奴 億石(〃))

    비 원향(22)(婢 元香(22))

  양주(楊洲) 

    비 시덕일소생노 연이(15)(婢 屎德一所生奴 連伊(15))

충청도(忠淸道)

  천안(天安)

    비 선개일소생노 일선(46)(婢 善个一所生奴 一善(46))

           이소생비 옥녀(〃)(二所生婢 玉女(〃))

           사소생노 정선(〃)(四所生奴 丁善(〃))

           오소생노 말선(〃)(五所生奴 唜善(〃))

           육소생노 막선(25)(六所生奴 莫善(25))

           칠소생노 종선(미상)(七所生奴 終善(未詳))

    비 옥녀삼소생비 태녀(미상)(婢 玉女三所生婢 太女(未詳))

           사소생노 순이(5)(四所生奴 順伊(5))

  공주(公主)

    비 숙이(30)(婢 叔伊(30))

  옥천(옥천)

    비 흥여소생비 정녀(미상)(婢 興女所生婢 丁女(未詳))

  홍주(洪州)

    노 말충(54)(奴 唜忠(54))

    비 주화(47)(婢 柱花(47))

전라도(全羅道)

  임피(臨陂)

    노 인업(52)(奴 仁業(52))

  부안(扶安)

    비 개랑일소생비 장덕(5)(婢 開朗一所生婢 璋德(5))

  해남(海南)

    노 득한(47)(奴 得漢(47))

        육남 대술 금(六男 大述 衿)

평안도(平安道)

  평양(平壤)

    비 옥생소생비 옥선(23)(婢 玉生所生婢 玉仙(23))

    비 애상일소생비 득생(30)(婢 愛尙一所生婢 得生(30))

    비 장생일소생비 업승(30)(婢 長生一所生婢 業承(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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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옥지일소생비 순향(30)(婢 玉只一所生婢 順香(30))

    비 애상삼소생노 두견(30)(婢 愛尙三所生奴 杜鵑(30))

  삼화(三和)

    노 금남삼소생노 논산(15)(奴 金男三所生奴 論山(15))

황해도(黃海道)

  안악(安岳)

    비 복개소생노 이김(35)(婢 卜个所生奴 李金(35))

    비 언개일소생노 생남(30)(婢 彦个一所生奴 生男(30))

  봉산(鳳山)

    비 금학일소생비 아당(25)(婢 今鶴一所生婢 阿堂(25))

    비 금학소생노 돌무적(31)(婢 今鶴所生奴 乭無赤(31))

    비 유연개시일소생노 정김(30)(婢 流連个屎一所生奴 定金(30))

               삼소생노 동질금(26)(三所生奴 同叱金(26))

    비 근개시오소생노 막동(25)(婢 近个屎五所生奴 莫同(25))

  해주(海州) 

    노 돌김(60)(奴 乭金(60))

              칠녀 송□처금(七女 宋□妻衿)

함경도(咸鏡道)

  고원(高原)

    비 기업(30)(婢 己業(30))

           기업일소생노 태경(13)(己業一所生奴 太庚(13))

               삼소생노(3)(三所生奴(3))

    비 운향일소생비 환생(5)(婢 云香一所生婢 還生(5))

  문천(文川)

    노 원길(50)(奴 元吉(50))

평안도(平安道)

  평양(平壤)

    비 논금일소생노 논복(5)(婢 論今一所生奴 論卜(5))

           이소생노 조금사(3)(二所生奴 租今舍(3))

    비 옥생일소생비 계옥(12)(婢 玉生一所生婢 戒玉(12))

    노 순학이소생비 논생(미상)(奴 順鶴二所生婢 論生(未詳))

             논생삼소생비 귀향(11)(論生三所生婢 貴香(11))

    비 득생소생비 운향(3)(婢 得生所生婢 云香(3))

  중화(中和)

    노 말종삼소생노 흔동(11)(奴 末終三所生奴 欣同(11))

           사소생 봉선(5)(四所生 奉先(5))

    비 용생사소생비(금년생)(婢 龍生四所生婢(今年生))

    비 태금일소생비 말종(50)(婢 太今一所生婢 末終(50))

  숙천(肅川)

    노 천금일소생비 옥절(30)(奴 天金一所生婢 玉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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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흘리금일소생노 흔금(40)(奴 迄里金一所生奴 欣金(40))

             이소생비 계합(30)(二所生婢 戒合(30))

             삼소생비 업생(26)(三所生婢 業生(26))

  안주(安州)

    노 차선(31)(奴 次善(31))

    노 유상일소생노 상건(13)(奴 有尙一所生奴 尙建(13))

    노 생남일소생비 여선(32)(奴 生男一所生婢 女仙(32))

    비 애상이소생비 단춘(40)(婢 愛尙二所生婢 丹春(40))

    노 막복일소생노 금금(40)(奴 莫卜一所生奴 今金(40))

    노 성립사소생노 말손(45)(奴 成立四所生奴 末孫(45))

  삼화(三和)

    노 금남삼소생노 논산(40)(奴 金男三所生奴 論山(40))

황해도(黃海道)

  안악(安岳)

    비 복개육소생비 흔시(11)(婢 卜个六所生婢 欣時(11))

  풍천(豊川)

    비 옥생삼소생비 돌합(5)(婢 玉生三所生婢 乭合(5))

  봉산(鳳山)

    비 명생(미상)(婢 命生(未詳))

    노 상립(〃)(奴 相立(〃))

           상립오소생비(6)(相立五所生婢(6))

               육소생비 최(미상)(六所生婢 崔(未詳))

    비 근개시소생비 계향(50)(婢 近个屎所生婢 戒香(50))

    가지개소생노 자근금(25)(加地个所生奴 者斤金(25))

  연안(延安)

    노 기생이소생비 문향(14)(奴 己生二所生婢 文香(14))

           삼소생비 무엽(9)(三所生婢 舞葉(9))

    비 임신(40)(婢 壬申(40))

            임신이소생노 임립(17)(壬申二所生奴 壬立(17))

                삼소생비 순녀(9)(三所生婢 順女(9))

  우봉(牛峯)

    비 애금(48)(婢 愛今(48))

            애금일소생노 귀 (22)(愛今一所生奴 貴英(22))

                이소생노 귀선(20)(二所生奴 貴善(20))

  강서(江西)

    비 춘월일소생노 향재(7)(婢 春月一所生奴 番再(7))

경기도(京畿道)

  경중(京中)

    노 립이삼소생노 유독(7)(奴 立伊三所生奴 有毒(7))

충청도(忠淸道)

  공주(公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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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말선일소생비 소진(12)(奴 唜善一所生婢 小眞(12))

           이소생비(3)(二所生婢(3))

    비 (모)소생노 생이(5)(婢 (某)所生奴 生伊(5))

  옥천(沃川)

    노 대명(37)(奴 大命(37))

  임천(林川)

    금음개일소생비 애금(9)(今音个一所生婢 愛今(9))

  한산(韓山)

    비 애숙이소생비 잉녀(15)(婢 愛叔二所生婢 芿女(15))

전라도(全羅道)

  흥양(興陽)

    비 옥대일소생노 유상(29)(婢 玉代一所生奴 有想(29))

  무주(茂朱)

    노 춘상(45)(奴 春尙(45))

    노 승길(47)(奴 承吉(47))

    비 말녀(40)(婢 唜女(40))

  부안(扶安)

    동이사소생비 개랑(44)(同伊四所生婢 開朗(44))

  해남(海南)

    후지일소생노 방마적(39)(後之一所生奴 方馬赤(39))

        이소생비 오엽(33)(二所生婢 五葉(33))

        삼소생노 유현(30)(三所生奴 有賢(30))

  이상(以上)이 봉사(奉祀) 묘직조(墓直條) 그리고 칠남매(七男妹)에게 분배(分配)된 솔

거노비(率居奴婢) 및 각도(各道)에 거주(居住)하고 있는 외거노비(外居奴婢) 분포(分布) 

상황이다. 이들 노비(奴婢)는 각자(各者)에 따라 지역(地域)의 차이(差異)는 있으나 대체

로 강원도(江原道) 경상도(慶尙道)를 제외(除外)하고 전국(全國) 각도(各道)에 산재(散

在) 거주(居住)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조(朝鮮朝)에 있어 노비(奴婢)는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으로 구분(區分)하 으

며 공천(公賤)이란 사노비(私奴婢)(국가(國家)에서 사찰(寺刹)에 사여(賜與)한 노비(奴

婢)) 내노비(內奴婢)(내수사(內需司)에 소속된 노비(奴婢)) 관노비(官奴婢)등 공사(公事)

에 관여하는 노비(奴婢)를 말하며 사천(私賤)이란 개인(個人)이 소유(所有)하는 노비(奴

婢)로서 사노비(私奴婢) 반노비(叛奴婢) 등을 말한다. 이들 개인(個人)이 소유(所有)하고 

있는 노비(奴婢)는 자신(自身)이 직접 거느리고 있는 노비(奴婢)를 솔거노비(率居奴婢)

라 하며 이들은 노주(奴主)에게 의식(衣食)을 의지(依支)하는 대신 제반(諸般) 노력(勞

力)을 무상(無償)으로 제공(提供)하 으며, 한편 노주(奴主)의 수요(需要)에 과잉(過剩)

되는 경우에는 별개(別個)의 독립(獨立)된니 가구(家口)를 이루어 타처(他處)에 거처하

으니 이를 외거노비(外居奴婢)라 하 다. 이들 외거노비(外居奴婢)는 노주(奴主)의 필

요(必要)에 따라 솔래(率來)하여 부릴 수 있었으나 지역(地域)에 따라 제한을 받기도 하

다.12)

  솔거노비(率居奴婢)가 신역(身役)을 제공(提供)하는 대신에 16세 이상(以上) 60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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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以下)의 외거노비(外居奴婢)는 매년(每年) 노(奴)는 면포(綿布) 이필(二匹) 비(婢)일 

경우에는 면포(綿布) 일필반(一匹半)을 주인(主人)에게 바치게 되어 있었으며13) 이를 노

비공(奴婢貢) 또는 노비신공(奴婢身貢)이라 하 다. 이와 같이 노비신공(奴婢身貢)은 연

령(年齡)에 제한을 두었으나 한편 일가(一家)의 노비수(奴婢數)나 사정에 따라 차이(差

異)를 두기도 하 다.14) 노비(奴婢)의 소생(所生)은 대대(代代)로 법(法)의 규정(規定)에 

따라 세습되어 노주(奴主)의 상속물로 계승되었으며15) 노주(奴主)의 필요(必要)에 따라 

매매 기증 공출(供出) 등 자유(自由)롭게 처분되었으니 16세 이상(以上) 50세 이하(以

下)의 장실(壯實)한 노비(奴婢)의 가격(價格)은 저화(楮貨) 사천장(四千張) 15세 이하(以

下) 51세 이상(以上)의 노비(奴婢)는 저화(楮貨)16) 삼천장(三千張)으로 경국대전(經國大

典)에 규정(規定)되어 있으나 시대(時代)나 지역(地域) 매매자(賣買者)의 사정에 따라 

가격(價格)이 일정(一定)치는 않았다. 

  분배(分配)된 노비수(奴婢數)를 보면 봉사조(奉祀條)로 노(奴) 7명(名) 비(婢) 8명(名) 

총(總) 15명이 분급(分給)되었으며 1명의 사환비를 제외(除外)한 나머지 14명은 외거노

비(外居奴婢)에 속한다. 

  연령(年齡)은 6세에서 45세 까지며 노(奴)는 16세 이하(以下) 3명 이상(以上)이 4명, 

비(婢)는 16세 이하(以下) 3명 이상(以上)이 5명으로 나타나 있다. 

  봉사(奉祀)는 종자(宗子)인 적(嫡) 장자(長子)가 맡으며 만일 적장자(嫡長子)에게 후사

(後嗣)가 없으면 중자(衆子)가 맡고 중자(衆子)가 무후(無後)하면 처자(妻子) 등 순(順)

으로 봉사(奉祀)토록 법전(法典)에 명기(明記)되어 있다.17)

  묘직조(墓直條)로 분급(分給)된 노비(奴婢)는 노(奴) 4명 비(婢) 2명 총(總) 6명이다. 

부모(父母)를 중심하여 그의 소생(所生) 3명 그리고 장녀(長女) 소생(所生)등 일가족(一

家族)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령(年齡)은 4세에서 60세 까지며 4세인 장녀소생(長女所生) 상일(尙一)을 제외(除

外)하고 19세에서 60세 이하(以下)의 연령(年齡)에 속한다. 

  거주지(居住地)는 명확(明確)하지 않으나 묘위전(墓位田)이 부평(富平)에 있으며 당시

(當時) 부평(富平)에 권씨가(權氏家)의 선 (先塋)이 있는 것으로 보아18) 부평(富平)에 

거주(居住)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녀(一女)인 사간(司諫) 이후(李垕)(1611∼1668)처(妻) 몫으로는 새로 취득(取得)한 

신노비(新奴婢) 13명 금득(衿得) 노비(奴婢) 45명으로 총(總)58명이 분급(分給)되었다. 

노(奴) 28명 비(婢) 29명 미상(未詳)1명이다.

  솔거노비(率居奴婢)로는 비(婢) 6명 노(奴) 1명이며 그밖에 모두가 외거노비(外居奴

婢)에 속한다. 외거노비(外居奴婢) 51명 중 노(奴) 28명 비(婢) 23명이다.

  연령(年齡)은 1세에서 60세 까지며 노(奴)는 15세 이상(以上) 13명, 16세에서 60세까

지 13명 그밖에 2명은 미상(未詳)이다. 비(婢)는 15세 이하(以下) 9명, 16세에서 47세까

지 12명 연령미상(年齡未詳)이 2명이다. 

  이남(二男) 대운(大運)(1612∼1699)몫으로는 신노비(新奴婢) 13명 금득노비(衿得奴婢) 

45명 총(總) 58명이다. 이 중 신노비(新奴婢) 13명(노(奴) 7 비(婢) 6)은 솔거노비(率居

奴婢)로 보인다.

  58명 중 노(奴) 26명, 비(婢) 30명이며 미상(未詳) 2명이다.

  연령(年齡)이 확실한 노비(奴婢)는 45명으로 노(奴) 22명 비(婢) 23명이며 1세에서 66

세까지로 나타나 있다. 노(奴) 22명중 15세 이하(以下) 7명 16세에서 60세까지 14명,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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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1명이며 비(婢)는 15세 이하(以下) 8명 15세에서 55세 이하(以下) 15명이며 13명은 

연령미상(年齡未詳)이다.

  삼남(三男) 대윤(大胤)(1615∼1693)은 음보(蔭補)로 포천(抱川) 재녕(載寧)등 군수(郡

守)를 거쳐 도정(都正)을 지냈다. 본 문기(文記)는 재녕군수(載寧郡守)로 있을 때의 분

재기(分財記)다. 취득(取得)한 노비(奴婢)는 신노비(新奴婢) 13명 금득노비(衿得奴婢) 45

명이며 총수(總數) 58명이다.

  솔거노비(率居奴婢)는 노(奴) 비(婢) 각각(各各) 1명이며 그밖에 56명 전부가 외거노

비(外居奴婢)에 속한다. 노(奴) 28명 비(婢) 27명이며 1명은 미상(未詳)이다. 연령은 노

(奴) 28명중 15세 이하 12명, 16세에서 46세까지 13명이며 66세 1명이 있고 비(婢)는 

27명 가운데 15세 이하 5명 16세에서 53세까지 9명 연령미상(年齡未詳)이 3명이다. 

  사녀(四女) 충의위(忠義衛) 이시계처(李時繼妻) 몫은 신노비(新奴婢) 13명 금득노비

(衿得奴婢) 45명이며 총수(總數) 58명이다. 전부(全部)가 외거노비(外居奴婢)로 보이며 

노(奴) 32명 비(婢) 24명이며 미상(未詳) 2명이다.

 연령(年齡)은 노(奴) 34명 중 15세 이하 12명 16세에서 60세까지 19명이며 1명은 70세 

그리고 미상(未詳) 2명이다. 비(婢) 24명중 15세 이하 10명, 16세에서 48세까지 13명이

며 미상(未詳)은 1명이다.

  오남(五男) 대원(大遠)(1624∼1690) 또한 음보(蔭補)로 진천현감(鎭川縣監)에 제수되

었을 때의 문기(文記)다. 분급(分給)된 노비(奴婢)는 신노비(新奴婢) 13명 금득노비(衿得

奴婢) 45명으로 노비(奴婢) 총수(總數) 58명이다. 노(奴) 29명 비(婢) 27명이며 미상(未

詳)이 2명이다. 모두가 외거노비(外居奴婢)며 29명의 노(奴) 중에 15세 이하(以下) 9명, 

25세에서 55세까지 14명 그 밖에 6명은 미상(未詳)이다. 27명의 비(婢) 중에 15세 이하

(以下) 6명 22세에서 50세까지 11명이며 그 밖에 10명의 연령(年齡)은 미상(未詳)으로 

나타나 있다. 

  육남(六男) 대술(大述)(1626∼1663)은 통덕랑(通德郞)을 지냈다. 분급(分給) 당시(當

時) 이미 사망(死亡)하 으니 후부인(後夫人) 순천(順天) 김씨(金氏)가 분재(分財)에 참

여(參與)하고 있다. 전부인(前夫人) 전주이씨(全州李氏)의 소생(所生)으로 일녀(一女)가 

있을 뿐 후부인(後夫人)에게 소생(所生)이 없다. 분급(分給)된 노비(奴婢)는 모두 신노비

(新奴婢) 13명이다. 노(奴) 8명 비(婢) 5명이며 연령(年齡)은 25세에서 60세까지의 장실

(壯實)한 노비(奴婢)만을 가려 분급(分給)하고 있다. 

  칠녀(七女)인 통덕랑(通德郞) 송□(宋□)의 처(妻) 몫으로 신노비(新奴婢) 14명 금득

노비(衿得奴婢) 44명 총(總) 58명이다. 노(奴) 26명 비(婢) 31명이며 미상(未詳) 1명 모

두 외거노비(外居奴婢)에 속한다.

  연령(年齡)은 노(奴) 26명 중 15세 이하(以下) 8명, 17세에서 50세까지 17명이며 1명

이 미상(未詳)이다. 비(婢)는 31명중 15세 이하(以下) 15명, 26세에서 44세까지 12명이

며 4명이 연령미상(年齡未詳)이다.

  이상(以上) 칠남매(七男妹)에게 분배(分配)된 노비(奴婢)의 개황(槪況)이다. 분배(分

配)된 노(奴)와 비(婢)의 수(數), 연령별(年齡別) 차이(差異)에서 각자(各者)에게 주어지

는 노비수(奴婢數)를 추산(推算)한다면 다소(多少)의 우열(優劣)이 있겠으나 육남(六男)

인 대술(大述)에게 분급(分給)된 13명을 제외(除外)하고 동생간(同生間)에 하나같이 58

명의 노비(奴婢)가 급여(給與)되었다. 이들 칠남매(七男妹)와 봉사(奉祀) 묘직(墓直)에게 

주어진 노비(奴婢)의 총수(總數)는 3백8십2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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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으로 칠남매(七男妹)에게 주어진 전답(田畓)의 분급(分給) 사항은 다음 표(表)와 

같다.

<표. 칠남매에게 주어진 전답의 분급사항>

  상기(上記) 표(表)에서 본다면 우선 노비(奴婢)가 각도(各道)에 산재거주(散在居住)하

고 있는데 비(比)해 전답(田畓)은 주(主)로 기전지방(畿甸地方)과 충청도(忠淸道)에 있

는 신창(新昌)에만 집중(集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비(奴婢)의 분포(分布)상황과 

전답(田畓) 소유지(所有地)를 대조한다면 소속된 노비(奴婢)가 직접 전답(田畓)을 경작

(耕作)한 것은 아닌 듯 하며 부평(富平)의 묘전(墓田)을 제외(除外)하고는 거의 전답소

유지(田畓所有地)와 노비거주지(奴婢居住地)가 각각 다름을 알 수 있다. 

  전답(田畓)에 있어 전(田)은 한전(旱田)을 말하며 답(沓)은 수전(水田)을 말하는 것으

로 본(本) 문기(文記)에서는 답(沓)의 면적(面積)은 두락(斗落)과 결부법(結付法)인 복

(卜)(부, 負)․속(束) 등을 사용하고 잇으며 한전(旱田)인 전(田)에서는 가리(경, 耕) 또

는 복(卜) 속(束)등을 겸용(兼用)하고 있다. 이곳에서 부평(富平) 강화 등지(江華等地)의 

한전(旱田)은 가리(경, 耕)를 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양구(陽口) 가평(加平) 등지의 한전

(旱田)은 결부법(結付法)인 복(卜)․속(束)으로 표시(表示)하고 있다. 

  결부(結負)란 토지(土地)의 면적(面積)과 그 토지(土地)에서의 수획고(收獲高)를 표준

으로 산정(算定)하는 이중적(二重的)인 계량법(計量法)으로 토지(土地)의 비척(肥瘠)에 

따라 소출(所出)되는 량(量)을 규준(規準)한 것으로 십파(十把)를 일속(一束), 십속(十

束)을 일부(一負) 백부(百負)를 일결(一結)로 계산(計算)하 으니 일결(一結)에 대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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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面積)은 일정(一定)하지가 않았다. 조선조(朝鮮朝)에서는 토지(土地)의 비척(肥瘠)에 

따라 육등(六等)으로 나누고 20년마다 한번씩 측량(測量)하여 성적(成籍)을 만들어 본조

(本曹)나 본도(本道) 본읍(本邑)에 비치(備置)하 다.19) 그러므로 같은 결수(結數)라 할

지라도 전토(田土)의 비척(肥瘠)에 따라 수확(收穫)이나 면적(面積)에 차이(差異)를 나

타내고 있다.20) 

  년풍(年豊)일 때 각등(各等)의 일결(一結)의 전토(田土)에서 소출(所出)되는 곡물은 

               미(米)     황두(黃豆)(대두, 大豆)         속(粟)

일등전(一等田)   사십석(四十石)         사십석(四十石)        이십석(二十石)

이등전(二等田)  삼십사석(三十四石)      삼십사석(三十四石)    십칠석(十七石)

삼등전(三等田)  이십팔석(二十八石)      이십팔석(二十八石)    십사석(十四石)

사등전(四等田)  이십이석(二十二石)      이십이석(二十二石)    십이석(十二石)

오등전(五等田)  십육석(十六石)          십육석(十六石)        팔석(八石)

육등전(六等田)  십석(十石)              십석(十石)            오석(五石)21)

으로 소출(所出)에도 등급(等級)에 따라 많은 차이(差異)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미(米)

와 황두(黃豆)의 소출(所出)은 같으며 속(粟)은 그들 소출(所出)의 반(半)으로 계산(計

算)하고 있다. 

  두락(斗落)은 「마지기」라고도 하며 수전(水田)인 답(畓)에 도(稻)를 종묘(種苗)할 수 

있는 면적(面積)을 규준(規準)한 것으로 일두락(一斗落)을 단위(單位)로 하며 일두(一

斗)의 종(種)을 심을 수 있는 면적(面積)을 말한다. 일두락(一斗落)은 평균(平均) 백평

(百坪)에서 삼백평(三百坪)까지로 같은 두락(斗落)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평수(坪數)에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석(一石)은 이십두(二十斗)가 됨으로 일석낙지(一石落只)는 이십두락지(二十斗落只)

가 된다. 

  결수(結數)와 경(耕)(가리)와의 산법(算法)은 일정(一定)하지 않아 동(董) 월(越)의 조

선부(朝鮮賦)에 「이결대묘(以結代畝) 오경사일자(午耕四一者) 내수사두지조(乃輸四斗之

租)」라 하 고 다시 「진일오지경(盡一午之耕) 경사일지자위일결(耕四日之者爲一結)」

라 하 으니 이를 규준(規準)한다면 사일경(四日耕)이 일결(一結)이요 일일경(一日耕)은 

약(約) 이십오부(二十五負)(복, 卜)에 해당되는 셈이다.

  혹(或)은 일일경(一日耕)은 약(約) 육백평(六百坪) 내외(內外)가 된다고 하 다.22)

  인조조(仁祖朝)의 이조참판(吏曹叅判) 조익(趙翼)은「일결지지(一結之地) 가종도(可種

稻) 삼사십두(三四十斗) 토옥년풍(土沃年豊) 즉가출곡사오십석(則可出穀四五十石) 상전

중세(常田中歲) 즉가출이삼십석(則可出二三十石) 토척년흉(土瘠年凶) 즉혹불만일(則或不

滿一) 이십석(二十石)」23)이라 하여 일결(一結)에 도(稻) 삼사십두(三四十頭)를 가종(可

種)할 수 있다 하 으니 이를 규준(規準)한다면 일결(一結)은 삼사두락(三四斗落)이 되

는 셈이다.

  이와같이 두락(斗落)이나 결(結)․경(耕) 등의 면적단위(面積單位)는 저마다 규준(規

準)이 다르므로 서로간의 비교(比較)되는 면적(面積)을 산출(算出)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본(本) 문기(文記)의 도표(圖表)에서는 표시(表示)된 전답(田畓)의 면적(面

積) 두락(斗落) 결부법(結付法)인 결(結)․복(卜)․속(束) 그리고 가리(경, 耕) 등을 제

시(提示)된 그대로 표기(表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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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간(同生間)에 주어진 전답(田畓)과 노비(奴婢) 수(數)는 그간 발표된 충무공(忠武

公) 이순신(李舜臣) 종손(宗孫)의 동생화회(同生和會) 성문(成文)이나 율곡(栗谷) 이이

(李珥) 남매간(男妹間)에 주어진 분재기(分財記)와 비(比)한다면 훨씬 많은 전민(田民)

이 급여(給與)되었음을 알 수 있다.24)

  우선 봉사조(奉祀條)로 주어진 전답(田畓)은 상기(上記) 이가(二家)의 사례(事例)에서 

각자(各者) 동생(同生)에게 주어진 량(量)보다 봉사조(奉祀條)로 주어진 량(量)이 적은

데 비(比)해 이 문기(文記)에서는 더 많은 량(量)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장자(長子)인 대운(大運)이 좌의정(左議政)이란 중임(重任)을 맡고 있었으며 선조(先祖)

인 협(悏)․상(常) 등을 위시하여 종형(從兄)인 대임(大任)(1595∼1645) 호조판서인 종

제(從弟) 대재(大載)(1620∼1689)등 일문(一門)에 많은 인재(人才)가 배출(輩出)되는 전

성기(全盛期)로서 봉사(奉祀)에 보다 많은 경비가 소요됐을 것으로 본다.

(4)

  이상(以上) 권대운(權大運) 제동생(諸同生)에게 주어진 노비(奴婢)와 전답(田畓)을 살

폈거니와 이보다 18년(年) 앞선 1661년(年) 이순신(李舜臣) 직손(直孫)의 분재기(分財

記)와 백여년(百餘年) 앞선 1566년 율곡(栗谷) 남매간(男妹間)의 분재기(分財記)와 비

(比)한다면 전답(田畓)의 분배(分配)는 우선 이순신(李舜臣) 종손(宗孫) 지백(之白)에게 

주어진 양(量)보다 좀 못 미친 듯 하나 노비(奴婢)는 10여명이 많고 율곡(栗谷) 남매(男

妹)에게 결여(結與)된 전민(田民)과 비(比)한다면 노비전답(奴婢田畓) 공(共)히 월등하게 

많을 양(量)을 분배(分配)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분재기(分財記)에 나타난 사실은 당시(當時) 사대부가(士大夫家)에서는 경

제적(經濟的) 여건(與件)이나 가족(家族)구성 가풍(家風) 등을 아울러 규지(窺知)할 수

가 있는 것이다.

  17세기말(世紀末)의 대구지방(大邱地方)의 예(例)를 본다면 전인구(全人口)의 7.4%가 

양반(兩班)이며 49.5%가 상민(常民) 그밖에 43.1%가 노비(奴婢)에 속한다25) 하 으니 

양반(兩班) 일인당(一人當) 노비수(奴婢數)는 6명이 좀 넘지만 노비중(奴婢中)에는 상당

수(相當數)의 관노(官奴)가 있으므로 실제(實際) 양반(兩班) 개인(個人)의 소유(所有)는 

이보다 적은 수(數)가 될 것으로 본다. 이들 노비(奴婢) 중에는 28.7%가 주가(主家)에 

종속(從屬)되고 나머지 71.3%가 독립호(獨立戶)를 이룬 외거노비(外居奴婢)로 추산(推

算)하고 있다.26)

  분재기(分財記)란 대체로 소수(少數) 지배층(支配層)인 양반(兩班) 사대부가(士大夫

家)의 상속문서(相續文書)로서 이것만으로 당시(當時) 사회(社會) 제상(諸相)을 규명하

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들 소수의 양반층(兩班層)이 사회(社會)를 움직이는 주도적(主導

的)인 역할(役割)을 맡고 있어 이들이 사회(社會)에 미치는 향은 다대(多大)한 것이

다. 분재기(分財記)는 그들 사생활(私生活)에 관련된 일부(一部) 문서(文書)이긴 하나 그

들의 재산소유(財産所有)에 대한 전반적(全般的)인 상황 즉 전민(田民)(전답, 田畓 노비, 

奴婢)의 취득(取得) 경위 등 사실은 한편 사회(社會) 전반(全般)의 양상(樣相)을 도출(導

出)하는데 보다 중요한 자료(資料)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간 여성(女性)에게 폐쇄(廢鏁)된 사회(社會)로만 알려졌던 조선조(朝鮮朝) 

사회(社會)에서 분재기(分財記)에 나타난 여권(女權)은 상당(相當)한 비중(比重)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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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우선 상속(相續)에 있어 출가(出嫁)한 후에도 아들 못지않게 재산(財産)을 상속(相續)

받았으며 상속된 전민(田民)은 법적(法的)인 보호(保護)를 받고 전래(傳來) 본인에게 관

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여성(女性)의 재산상(財産上)의 권한(權限)은 한편 

부녀자(婦女子)가 가족(家族)에 있어 내재적(內在的)인 확고한 힘이 작용(作用)하고 있

음을 시사하는 것이요 소위(所謂) 개방(開放)된 오늘날의 사회제도(社會制度)에서도 얻

기 힘든 재산상(財産上) 특권(特權)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비단 분재기(分財記) 뿐 아니라 여타(餘他) 문서(文書)27)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 그간 일부(一部) 왜곡(歪曲)되어온 조선조(朝鮮朝) 여성사(女性史)의 

재정립(再定立)이 시급(時急)한 것으로 본다. 

〈도판(圖板)〉                    

화회성문(和會成文)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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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회성문(和會成文) (2)

화회성문(和會成文) (3)

  〈주(註)〉

1) 南人 일파가 정치적으로 대거 실각하고 대신 西人이 득세함.
2) 肅宗 15년 昭儀 張氏(禧嬪)의 소생을 世子로 삼으려는 肅宗에 반대한 宋時烈등 西人이 이를 지지한 南人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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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배 당한 일 
3) 少論의 金春澤 등이 肅宗 廢妃인 閔氏의 복위운동을 일으키자 南人 閔黯 등이 少論 일파를 제거하려다 실패. 南

人이 禍를 당했음.
4) 文記에 關聯된 사람을 署名은 하지않고 내용만을 기록한 것.
5) 父母로부터 諸子女가 遺産을 分割 相續치 않고 長子가 全財産을 독점하는 것.
6) 經國大典 戶典 田宅條
7) 證 筆을 갖추게 하되(族親과 顯官中 二三人)同生으로 文記를 手書한 것은 갖출 必要가 없다.
8) 安東權氏世諸에 따르면 父親 謹中은 宣祖19(1586)年 出生 孝宗1(1650)年에 卒했으며, 母親 全州李氏는 宣祖

21(1588)年 出生 顯宗 12(1671)年 卒하 다 하 으니 父親은 大述에 앞서 死亡했음을 알수 있다. 
9) 無子로 죽은 사람의 神主를 宗家 家廟에 班次 祔奉하는 것.
10) 安東權氏 世譜에 依하면 大述에게는 前妻 所生으로 一女만 있을 뿐 後嗣가 없다. 
11) 子女가 死亡하고 子孫이 없는 者에게는 分給하지 않되 그의 妻가 守信하면 給與한다.(續大典)
12) 京人과 他道人의 北道奴婢는 身貢만을 收納할 뿐 率來하여 부리지 못하며 關西도 이와같다(刑典 私賤條. 대전

회통)
13) 經國大典 戶典 徭役條
14) 奴婢年十五以下 六十以上者 篤疾者所生 三口以上 貢役者 免貢役 所生五九以上貢役 及年七十以上 而所生三口以

上 貢役者 免一口....

(文獻備考 戶口考二 附 奴婢條)
15) 公私賤娶 自己婢所生 給己之官主 娶妻婢所生 給妻之官主 若娶良妻 而又娶基良妻之婢所生 給己之官主 若基良妻

有他夫並産子女 則給子女(經國大典 刑典 賤娶婢産條)
16) 楮貨一張의 價格은 米一斤으로 計算한다(經國大典刑典 私賤條)
17) 經國大典 禮典 奉祀條
18) 安東權氏 樞密公波 譜書
19) 經國大典 戶典 量田條
20) 一等 田尺長 准周尺四尺七寸七分五釐 二等 五尺一寸七分九釐 三等 五尺七寸三釐 四等 六尺四寸三分四釐 五等 

七尺五寸五分 六等 九尺五寸五分

21) 韓國土地制度史下 1970年刊 千寬宇著. 韓國文化史大系Ⅱ P.492
22) 朝鮮 不動産用語略解 朝鮮總督府月報 第一卷 第 7號(明治 44年 12月 所載)
23) 文獻備考 田賦考
24) 順治 18년(1661)의 李舜臣 宗孫에게 分配된 分財記에서는 奉祀條로 奴婢 7명 畓 21斗落 田 三日耕이 給與되고 

長子인 之白몫으로 奴婢 34명 畓 82斗落 田 7日耕이 주어졌다.

  嘉靖 45年(1661) 栗谷 諸同生 和會文記에서는 奉祀條로 奴婢 3명. 瓦家 一坐 畓 14卜 8斗落 田 7卜이며 長子인 

璿에게 分給된 田民은 奴婢 18명. 畓 15斗落. 전 一日耕일 分配되었다. 
25) 四方博著. 李朝人口에 關한 身分階級的觀察. 朝鮮經濟의 硏究 第三.
26) 상동
27) 拙稿. 民族文化 제 5집, 1979年 民族文化推進會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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