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포 정문부 자제 화회성문

(숭정이년기사 십일월 십구일 동생중 화회성문)

(農圃 鄭文孚 子弟 和會成文)

((崇禎二年己巳 十一月 十九日 同生中 和會成文)

                                              崔      淳      姬  

                                                                          <文化財專門委員>  

  본 문기(本 文記)는 농포(農圃) 정문부(鄭文孚)(명종(明宗) 20, 1565∼인조(仁祖)1, 1624) 

두 자제(子弟)인 장남(長男) 대락(大樂)과 차남(次男) 대륭(大隆) 형제간(兄弟間)에 분급(分

給)된 동생(同生) 화회성문(和會成文)이다.

  농포(農圃)는 자(字)를 자허(子虛) 시호(諡號)는 충의(忠毅) 해주(海州)가 본관(本貫)이다. 

명종(明宗) 20年 2月십구일(十九日) 서울 남부(南部) 반송방(盤松坊) 남소동(南小洞)에서 출

생(出生)했다. 20세인 갑신(甲申) (1584), 8月 생원(生員) 진사(進士)의 초시(初試)에 합격(合

格)했으며 24세인 무자(戊子) (1588, 선조(宣祖) 21,)에 명경과(明經科)에 급제(及第)하 다. 

  다음해 25세 2月에 승정원(承政院) 주서(注書)에 임명(任命)되고 승정원부정자(承政院副正

字)를 거쳐 그해 10月 정자(正字)에 승진(昇進)되고 홍문관(弘文舘) 수찬(修撰)에서 사간원정

언 겸중학교수(司諫院正言 兼中學敎授)를 역임(歷任)하 으며 26세인 경인(庚寅) (1590, 선조

(宣祖) 23, )에는 지제교(知製敎)에 임명되었다. 

  다음해 신묘(辛卯) (1591, 선조(宣祖) 24, ) 함경북도(咸鏡北道) 병마평사(兵馬評事)에 임명

(任命)되었다. 선조(宣祖) 25年 (1592) 임진란(壬辰亂)을 만나 경성(鏡城)에서 유생(儒生) 이

붕수(李鵬壽) 등과 의병(義兵)을 이르켜 길주(吉州) 경성(鏡城) 임명(臨溟) 단천(端川) 등 관

북지방(關北地方) 일대(一帶)에서 혁혁(赫赫)한 전공(戰功)을 세웠다. 

  30세인 갑오(甲午) (1594, 선조(宣祖) 27)에 흥부사(永興府使)에 제수(除授)되었으며 다

음해 을미(乙未) (1595)에는 은성부사에 전직(轉職)되었다. 

  난후(亂後) 기해(己亥)(선조(宣祖) 32, )에는 장예원(掌隷院) 판결사(判決事)에서 다시 호조

참의(戶曹參議)로, 다음해 경자(庚子)(36세 선조(宣祖) 33,)에는 용양위부호군(龍驤衛副護軍)

에 전임(轉任)되었다. 43세인 정미(丁未)(1607)에 장단부사(長端府使)에 임명되었으며 다음 

무신(戊申)(1608) 2月에는 선조대왕(宣祖大王)께서 서거(逝去)하셨다. 그해 다시 안주목사(安

州牧使)에 제수(除授)되었으며 광해(光海) 2年(46세, 1610)에는 사은부사(謝恩副使)로 명(明)

나라에 다녀왔으며 돌아와 동원부사(東原府使)로 전임되고 5세인 을묘(乙卯)(1615 광해(光

海) 7,) 부총관(副總官)에서 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전직되었다. 당시(當時) 정국(政局)이 점

차 혼란해지자 조정(朝廷)의 부름에 나아가지 않던 중 59세 계해(癸亥)(1623, 인조원년(仁祖

元年)) 3月에 드디어 반정(反政)이 일어났다. 4月에 전주부윤(全州府尹)에 제수(除授)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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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다음해 (인조(仁祖) 2년, 1624) 다시 부총관(副總官)에 제수(除授)되었으나 신병(身病)으

로 나아가지 못하던 차에 10月에 무고(誣告)로 옥(獄)에 갖쳐 문초를 받다가 억울하게 세상

을 뜨게 되었다. 후에 무죄(無罪)함이 해명(解明)되었으며 좌찬성(左贊成)으로 추증(追贈)되

었다. 현종(顯宗) 때 북인(北人)들이 경성(鏡城)에 창렬사(彰烈祠)를 세워 제사(祭祀)하 다. 

  본 문기(本 文記)는 농포(農圃) 별세(別世) 7年 후(後)인 인조(仁祖) 7年 기사(己巳)(1629) 

그의 자제(子弟)인 두 형제간(兄弟間)에 분재(分財)한 전민화회성문(田民1)和會成文)이다. 이 

문기(文記)는 부친(父親)의 유언(遺言)에 따라 형제(兄弟) 다 함께 진주(晉州)에 내려와 그곳

에 정착(定着)하여 거주(居住)하면서 전래매득(傳來買得)한 전답(田畓)과 노비(奴婢)를 분재

(分財)한 것이다. 

  분재기(分財記)는 대체로 가장(家長)인 조(祖)나 부(父)가 재주(財主)로 되는 것이 상례(常

例)로 되어있다. 그러나 조(祖) 부(父) 모두 미분재전(未分財前)에 사망(死亡)했을 때는 모

(母)가 재주(財主)가 되기도 한다. 부모(父母) 모두가 사망(死亡)하고 동생(同生)들 간에서만 

분금(分衿)할 때는 이를 화회성문(和會成文) 또는 화의명문(和議明文)등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 

  분재기(分財記)의 명칭(名稱)도 일정(一定)하지 않으며 분금기(分衿記) 별급기(別給記) 허

여문기(許與文記) 허급문기(許給文記) 금득문기(衿得文記) 화회성문(和會成文) 또는 명문(明

文) 유서(遺書) 등 여러 명칭(名稱)으로 불려지고 있다.

  이러한 명칭(名稱)은 분급(分給) 받는 대상(對象)이나 받는 여건(與件)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령 특정(特定)한 개인(個人)에게 주어질 때는 별급기(別給記) 부모(父母)가 자녀(子

女)에게 분급(分給)할 때는 허여문기(許與文記) 금득기(衿得記) 등이 쓰이며 양친(兩親) 사망

(死亡)후 동생간(同生間)에서만 합의(合議), 분금시(分衿時)는 화회(和會) 또는 화의문기(和議

文記) 등으로 불려지는 것이다. 본 문기(本 文記)는 양친(兩親) 사후(死後) 형제(兄弟)만이 

분재(分財)한 것으로 화회성문(和會成文)이라 이름한 것이다. 분금서식(分衿書式)은 대체로 

남녀(男女) 구별(區別)없이 생년순서(生年順序)에 따라 전민(田民) 등을 기재(記載)한다. 승

중자(承重子)에게 주어지는 봉사(奉祀) 제사조(祭祀條)의 전민(田民)은 서두(序頭)에 기술하

는 분재사유(分財事由) 다음으로 기재(記載)하기도 하며 때로는 승중자(承重子) 분배(分配)

다음에 기재(記載)하기도 한다. 장유(長幼)의 서차(序次)에 따라 분재(分財)가 끝나면 문기말

(文記末)에 장유서열(長幼序列)에 따라 착명(着名) 수결(手決)한다. 출가(出嫁)한 여식(女息)

의 경우에는 모씨(某氏)의 부인(夫人)임을 밝히는 묵인(墨印)을 찍게 되어있다. 

  본 문기(本 文記)에서는 증(證)․필(筆)등의 입회(立會)없이 형제(兄弟)만이 분재(分財)한 

것으로 형(兄)은 생원(生員)으로 당시 나이 44세 동생  대륭(大隆)은 31세 유학(幼學)으로 

함께 진주(晉州)에서 거주(居住)하다가 이때에 와서 분급한 것이다.

  서두(序頭)에는 오형제(吾兄弟)가 화의(和議) 평균분급(平均分給)하는 것이라 했으며 양친

(兩親) 생시(生時)에 친득(親得)한 노비(奴婢)는 분금수(分衿數)에 포함(包含)치 않고 신노비

(新奴婢2))는 가내(家內) 노비(奴婢)가 부족(不足)하기 때문에 분재시(分財時)에 충수(充數)하

여 분급(分給)하며 봉사조(奉祀條)는 대전(大典)에 의(依)해 분배(分配)하는 것이라 전제(前

提)하고 있다. 

  일반적(一般的)으로 전답(田畓)에 있어서 전(田)은 밭을 말하는 것으로 1일경(日耕)을 표

1) 田民: 田畓과 奴婢

2) 新奴婢: 新奴婢에 대한 定義는 成宗實錄 第56卷 六年 6月 甲辰條에 「婚姻時必有新奴婢 此父母新給奴婢也」라 

한 것으로 보아 女子가 出嫁할 때 親父母로부터 贈與한 奴婢를 指稱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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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하고 있으며 답(畓)은 수전(水田)을 말하며 두락(斗落)을 단위(單位)하고 있다. 일일경(一

日耕)이란 소 한 마리가 하루에 경작(耕作)하는 면적(面積)을 말하며 일두락(一斗落)이란 인

(籾)(정조(正租)) 일두(一斗)를 심을 수 있는 수전(水田)의 면적(面積)을 말한다. 그 밖에 부

(負)(복(卜)) 속(束) 등 결부제(結負制)를 사용(使用)하기도 한다. 이 결부제(結負制)는 조세

부담(租稅 負擔) 면(面)에서 산출(算出)되는 면적 단위(面積 單位)로서 백부(百負)는 일결(一

結) 일부(一負)는 십속(十束)이 된다. 일결(一結)은 육등(六等)으로 나누어지며 그 면적(面積)

은 다음과 같다.

  일등지(一等地)      삼(三).  ○이오(二五)○평(坪)

  이등지(二等地)      삼(三).  오오팔팔평(五五八八坪)

  삼등지(三等地)      사(四).  삼이일사평(三二一四坪)

  사등지(四等地)      오(五).  사구구구평(四九九九坪)

  오등지(五等地)      칠(七).  오육이오평(五六二五坪)

  육등지(六等地)      일이(一二).  일(一)○○○평(坪)이 된다.

  이 수자(數字)에 따라 계산(計算)한다면 일결(一結)은 삼(三), 사십두락(四十斗落)이 되며 

일두락(一斗落)의 면적(面積)은 구십(九十)에서 삼백오십평(三百五十坪) 정도(程度)가 되며 

평균(平均)한다면 백오십평(百五十坪) 정도(程度)에 해당(該當)된다.3)

  본 문기(本 文記)에서는 전(田) 답(沓) 다 함께 두락(斗落)을 대부분(大部分) 사용(使用)하

고 있으며 그 외로 부(負) 속(束) 등 결부(結負)제(制)도 혼용(混用) 사용(使用)되고 있다. 

  전답(田畓)에는 소재(所在) 및 위치(位置)를 들고 자호(字號)를 기재(記載)했으며 끝으로 

전답(田畓)의 면적(面積)을 명시(明示)하고 있다. 자호(字號)란 토지(土地) 오결(五結)마다. 

천자문(千字文)의 순서(順序)에 따라 토지(土地)에 붙여주는 것을 말한다.4)

  분급(分給)된 전(田) 답(畓)의 수량(數量)을 열거(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대 금(大榮衿)

전(田)

  장박지(長朴只)              단자전(短字田)              삼십사복칠속(三十四卜七束)

  대야창선구라(大野昌善仇羅)  기자칠전(器字七田)          오두락(五斗落)

  감산처매득(甘山處買得)      장박지하원전(長朴只下員田)  이십두락(二十斗落)

  권식전매득(權栻前買得)      장박지전(長朴只田)          십오두락(十五斗落)

  권식전매득(權栻前買得)      문래지변전(門來地邊田)      이십두락(二十斗落)

  천명처매득(千命處買得)      대평림변원전(大坪林邊員田)  십오두락(十五斗落)

                             용제원전(龍祭員田)           십두락(十斗落)

  금이처매득(金伊處買得)      섭천리사여래(涉川里沙如來)   이십두락(二十斗落)

                             원전(員田)

  화동개처매득(火同介處買得)  미륵동원전(彌勒洞員田)      사두락(四斗落)

  천세처매득(千世處買得)      섭천리사여래(涉川里沙如來)  십두락(十斗落)

                             원전(員田)

  이은종처손씨(李殷宗妻孫氏)  형자전(馨字田)  두(豆)      일두락(一斗落)

  전매득(前買得)

3) 周藤吉之: 朝鮮後期 田畓文記に關する硏究 p.4∼5, 1937, 歷史學硏究 第 7卷 7, 8, 9, 號

4) 一字號: 千字文의 자順 卽 五結이 되면 天․地․玄․黃……등 一字號로서 地番의 順序를 表示한다. 大典會通, 

권 2, 戶典條 p.160. (韓國古典國譯叢書 第 1輯, 高麗大學校出版部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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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종처매득(李繼宗處買得)  예자전(禮字田)              일일경(一日耕)

  진주노말응오(晉州奴末應五)  대평창선구라(大坪昌善仇羅)  십두락(十斗落)

  리(里)                      전(田)

  주현택전동변고비춘대(珠峴宅前東邊故婢春代)……세덕근등소거가기전(世德斤等所居家基

田) 오두락(五斗落)으로 밭의 총(總) 면적(面積)은 135두락(斗落)에 34복(卜) 7속(束) 그리고 

일일경(一日耕)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답(畓)의 면적(面積)은

  수문평(水門坪)              조자(調字)      십육답(十六畓)        팔복팔속(八卜八束)

  마료포(亇了浦)              괵자(虢字)      십육답(十六畓)        삼두락(三斗落)

  마료포(亇了浦)              폐자(弊字)      이십사답(二十四畓)    육복육속(六卜六束)

  마료포(亇了浦)              이십답(二十畓)  십구복오속(十九卜五束)

  동물곡(冬勿谷)              취자(聚字)      삼십답(三十畓)         칠두락(七斗落)

  용산장항형자(龍山獐項衡字)                  십오답(十五畓)         육두락(六斗落)

  섬석처매득(暹碩處買得)      헐실지(歇失只)  삼두락(三斗落)

                             원답(員畓)

  섬석처매득(暹碩處買得)      동원(同員)      사두락(四斗落)

  박승명처매득(朴承明處買得)  유교대(柳橋大)  오두락(五斗落)

                             노구변(路區邊)

  박승명처매득(朴承明處買得)  유교대(柳橋大)  일두락(一斗落)

                             노구변(路區邊)

  박승명처매득(朴承明處買得)  소율곡(小栗谷)  육두락(六斗落)

                             답(畓)

  망음처매득(望音處買得)      정촌미(鼎村彌)  팔두락(八斗落)

                             륵동답(勒洞畓)

  강종처매득(姜宗處買得)      기원답(技員畓)  이십두락(二十斗落)

  흔세처매득(欣世處買得)      저동답(猪洞畓)  삼두락(三斗落)

                             상변(上邊)

  금득수처매득(金得水處買得)  소촌사(召村沙)  십두락(十斗落) 

                             평원삼(坪員三)

                             작답(作畓)

  금희처매득(金希處買得)      약기동(若期洞)  오두락(五斗落)

                             답(畓)

  금희처매득(金希處買得)      동  원(同 員)   삼두락(三斗落)

  토세처매득(土世處買得)      정촌미(鼎村彌)  육두락(六斗落)

                             륵동전(勒洞前)

                             왜평원(倭坪員)

                             답(畓)

  토세처매득(土世處買得)      정촌미(鼎村彌)   왜평원답(倭坪員畓)  칠두락(七斗落)

                             륵동전(勒洞前)

  천손처매득(千孫處買得)     금천북(衿川北)  원기원(遠技員)  임자(臨字)  삼십두(三十斗)

                             면(面)          복재(伏在)      답(畓)      락(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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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인복처(田仁福處)         이씨전(李氏前)  풍자답(風字畓)  십사두락(十四斗落)

                             매득(買得)    

  이경서처매득(李慶瑞處買得) 심자답(深字畓)                 이십두락(二十斗落)

  이위처매득(李渭處買得)     평답(坪畓)      서변일(西邊一)  일석락지(一石落只)

                                            거리(巨里)

  이□처매득(李□處買得)       심자답(深字畓)                 오십팔두락(五十八斗落)

  이계종처매득(李繼宗處買得) 리자(履字)      진전답(陳田畓)  칠두락(七斗落)

  수전(水田)인 답(畓)은 총(總) 249두락(斗落)과 34복(卜) 9속(束)이 된다. 

  다음으로 승중자(承重子)에게 분급(分給)되는 봉사조(奉祀條)의 전답면적(田畓面積)을 본

다면

전(田)

  정소사처매득(鄭召史處買得)  갈우전(葛隅田)  십이묘(十二?)  십삼두락(十三斗落)

  심 처매득(沈詠處買得)  갈우전(葛隅田)    십두락(十斗落)

  대야장박지(大野長朴只)  능자(能字)  칠전(七田)  이십팔복(二十八卜)

  전(田)은 이십삼두락(二十三斗落)과 이십팔복(二十八卜)이 된다. 

  봉사조(奉祀條) 답(畓)은 

답(畓) 

  소촌사월(召村沙月)      의자(宜字)       십사답(十四畓)              삼두락(三斗落)

  섭천리(涉川里)        효자문원답(孝子門員畓)                        사두락(四斗落) 

  최신 처정씨전매득(崔新寧妻鄭氏前買得)  비석동답(碑石洞畓)           삼두락(三斗落)

  최신 처(崔新寧妻)  정씨전매득(鄭氏前買得)  비석동답(碑石洞畓)       이두락(二斗落)

  풍손처(豊孫處)  매득(買得)  비석동답(碑石洞畓)                       삼두락(三斗落)

  김소사처매득대저동(金召史處買得大猪洞)                               오두락(五斗落)

  화동개처매득정촌미륵동답(火同介處買得鼎村彌勒洞畓)                   삼두락(三斗落)

  정기남처매득금천원지항복재심자답(鄭起男處買得衿川遠枝項伏在深字畓)  십이두락(十二斗  

                                                                                  落)

  이민처매득원지항사자답(李慜處買得遠枝項斯字畓)                       사두락(四斗落)

  답(畓)의 총수(總數)는 39두락(斗落)이 된다.

  동생인 대륭(大隆) 몫으로 분금(分衿)된 전답(田畓)의 분급량(分給量)은 다음과 같다.

전(田)

  장박지(長朴只)   단자(短字)  대로동변전(大路東邊田)  삼십사복칠속(三十四卜七束)

  순지변(蓴地邊)   막자(莫字)  십사전(十四田)          이십칠복팔속(二十七卜八束)

  김봉희처매득(金奉希處買得)  대평라가리(大坪羅可里)   삼십오두락(三十五斗落)

                             원전(員田) 모(牟)

  권식처매득(權栻處買得)      순지변전(蓴地邊田)       삼십두락(三十斗落)

  최 처매득(崔英處買得)      갈우원전(葛隅員田)       사십두락(四十斗落)

  최신녕처정씨전매득비석동전(崔新寧妻鄭氏前買得碑石洞田)  이두락(二斗落)

  풍손처매득(豊孫處買得)  비석동전(碑石洞田)              삼두락(三斗落)

  봉상처소봉평정지전(奉常處所捧平正旨田)                  팔두락(八斗落)

  저동복노막실전(猪洞伏奴莫失田)                          칠두락(七斗落)

  주현택전동변(珠峴宅前東邊) 고비춘대(故婢春代)…노원석(奴元石) 점산소(占山所) 평정(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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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

  지전(旨田)                                              팔두락(八斗落)

  저동복노(猪洞伏奴)  막실전(莫失田)                      칠두락(七斗落)

  주현택전동변고비춘대(珠峴宅前東邊故婢春代)…노원석점산(奴元石占山)…등(等)

  소거가기전(所居家基田)                                 이두락(二斗落)

  동문외노라근내전(東門外奴羅斤乃田)                     삼두락(三斗落)

  이은종처손씨전(李殷宗妻孫氏前) 매득전가전최하전(買得田家前最下田) 태(太) 사두락(四斗

落)

  이은존처손씨전(李殷宗妻孫氏前) 매득전가전당하전(買得田家前堂下田) 두(豆) 일두락(一斗

落)

  이은종처손씨전(李殷宗妻孫氏前) 매득전가전최상전(買得田家前最上田) 모(牟) 이두락(二斗

落)

  이계종처매득거석거리(李繼宗處買得擧石巨里)  간자전(簡字田)  반일경(半日耕)

  차남(次男)에게 주어진 밭(전(田))은 총(總) 152두락(斗落), 62복(卜) 5속(束), 과 반일경(半

日耕)이 된다. 

  다음 대륭(大隆) 몫으로 주어진 답(畓)의 양(量)은 

답(畓)

  진주 선(晉州永善)  건자(建字)  십오답(十五畓)      구복삼속(九卜三束)

  진주 선(晉州永善)  건자(建字)  삼십팔답(三十八畓)  이복구속(二卜九束)

  진주 선(晉州永善)  건자(建字)  이십일답(二十一畓)  이복육속(二卜六束)

  진주 선(晉州永善)  입자(立字)  십이답(十二畓)      칠복일속(七卜一束)

  진주 선(晉州永善)  입자(立字)  십육답(十六畓)      이복팔속(二卜八束)

  진주 선(晉州永善)  덕자(德字)  십답(十畓)          십팔복육속(十八卜六束)

  진주 선(晉州永善)  표자(表字)  삼십답(三十畓)      육복(六卜)

  약기동무부금(若期洞無賦金)  수자(樹字)  오십팔답(五十八畓)          십삼복(十三卜)

  약기동무부금(若期洞無賦金)  수자(樹字)  사십답(四十畓)            이복오속(二卜五束)

  금등을어습전동하로변적자칠십이답(金等乙於濕田洞下路邊籍字七十二畓) 이두락(二斗落)

  금등을어습전동하로변적자팔십일답(金等乙於濕田洞下路邊籍字八十一畓) 이두락(二斗落)

  금등어습전동하복(金等於濕田洞下伏)     무자반답(無字反畓)           일두락(一斗落)

  금등어우봉동(金等於牛峰洞)             신자십답(愼字十畓)           삼두락(三斗落)

  군기원(裙岐員)                         심자이십일답(深字二十一畓)   칠두락(七斗落)

  읍내치부비(邑內治阜婢)   용개답(龍介畓)                             이두락(二斗落)

  신탄처매득(信呑處買得)   율곡원답(栗谷員畓)                         십두락(十斗落)

  박승명처매득(朴承明處買得)   유월변산하답(柳越邊山下畓)             육두락(六斗落)

  섬석처매득(暹碩處買得)       소율곡답(小栗谷畓)                     육두락(六斗落)

  이금처매득(李金處買得)       미륵원답(彌勒員畓)                     팔두락(八斗落)

  김돌처매득(金乭處買得)       두골나평함박지원답(頭骨羅坪咸朴只員畓) 육두락(六斗落)

  백상처매득(白祥處買得)       함박지원답(咸朴只員畓)                 십두락(十斗落)

  흔세처매득(欣世處買得)       저동답하변(猪洞畓下邊)                 이두락(二斗落)

  모로동처매득함박지원답(毛老同處買得咸朴只員畓)                      이두오(二斗五)

                                                                      승낙(升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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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개처매득남도용곡원답(曾介處買得南道龍谷員畓)                      구두락(九斗落)

  선복재노분세답(永善伏在奴分世畓)                                  미상(未詳)

  금천북면원지항복재신광뇌처매득심(衿川北面遠枝項伏在申光ꜹ處買得深)  십두락(十斗落)

  자답(字畓)

  천손처매득(千孫處買得)       임자답(臨字畓)                       이십두락(二十斗落)

  이계종처매득(李繼宗處買得)   심자답(深字畓)                       이십두락(二十斗落)

  이위처매득유리평사자답동변(李渭處買得柳里坪斯字畓東邊)           이석락(二石落)

  경응길처한씨전매득심자답(慶應吉妻韓氏前買得深字畓)               육두락(六斗落)

  노성처매득(盧誠處買得)       사자답(斯字畓)                       삼두락(三斗落)

  이계종처매득(李繼宗處買得)   부자답(簿字畓)                       삼두락(三斗落)

  답(畓) 총 면적(總 面積)은 64복(卜) 8속(束)과 158두락(斗落)5승락지(升落只)가 된다.

  각자(各者)에게 주어진 전(田) 답(畓)의 수량(數量)을 정리(整理)해 보면 

  장남(長男) 대 (大榮)의 전(田) 답(畓) 면적(面積)은 

  전(田) 135두락(斗落) 34복(卜) 7속(束), 일일경(一日耕)

  답(畓) 249두락(斗落) 34복(卜) 9속(束) 

  차남(次男)인 대륭(大隆)에게 분금(分衿)된 전(田) 답(畓)은 

  전(田) 152두락(斗落) 62복(卜) 5속(束), 반일경(半日耕)

  답(畓) 158두락(斗落) 5승락(升落) 64복(卜) 8속(束).

  봉사조(奉祀條)의 전(田) 답(畓)은

  전(田) 23두락(斗落), 28복(卜)

  답(畓) 39두락(斗落)으로 각각(各各) 분금(分衿)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기(前記)한 결부수(結負數)에 따라 일일경(一日耕)을 산출(算出)한다면 사백팔십평(四百

八十坪) 내지 오백팔십평(五百八十坪)으로 이 두 평수(坪數)를 평균(平均)하면 일일경(一日

耕)은 약(約) 오백삼십평(五百三十坪)으로 두락(斗落)으로 환산(換算) 평당(坪當) 백오십평

(百五十坪)을 규준(規準)하여 3.5두락(斗落) 정도(程度)가 된다. 

  결부(結負)는 1결(結)이 삼십내지(三十乃至) 사십두락(四十斗落)이 됨으로 평균(平均)하여 

삼십오두락(三十五斗落)을 규준(規準)할 수 있다. 

  장남(長男)의 전(田) 34복(卜) 7속(束)은 1결(結)(삼십오두락(三十五斗落))의 삼분지일(三分

之一)이 좀 넘는 면적(面積)으로 약(約) 13두락(斗落) 가량이 되며 답(畓) 34복(卜) 9속(束)도 

13두락(斗落)으로 계산(計算)하고 일일경(一日耕)을 3.5두락(斗落)으로 계산(計算)한다면 장

남(長男)의 전(田)․답(畓)의 총수(總數)는 두락(斗落)으로 환산(換算)하여 전(田)의 면적(面

積)은 151.5두락(斗落)이되며 답(畓)의 면적(面積)은 262두락(斗落)이 된다. 차남(次男)은 전

(田)62복(卜) 6속(束)을 두락(斗落)으로 환산(換算)하여 1결(結)의 3분지이(分之二)가 못미치

는 약(約) 23두락(斗落)이 되며 반일경(半日耕)을 1.7두락(斗落)으로 계산(計算)하고 답(畓) 

64복(卜) 8속(束)을 약(約) 25두락(斗落)으로 계산(計算)한다면 전(田)의 총면적(總面積)은 

176.7두락(斗落)이 되며 답(畓)의 면적(面積)은 185두락(斗落) 5승락(升落)이 된다. 봉사조(奉

祀條)의 전답(田畓)은 28복(卜)을 약(約) 9두락(斗落)으로 환산(換算)한다면 전(田) 32두락(斗

落)과 답(畓) 39두락(斗落)이 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밭(전(田))은 차남(次男)인 대륭(大隆) 몫이 약(約) 25두락(斗落)

이 많으며 답(畓)은 장남(長男) 대 (大榮)이 76여두락(餘斗落)이 많아 전(田) 답(畓) 총 면

적(總 面積)을 합산(合算)하여 장남(長男)이 50여두락(餘斗落)이 많이 분금(分衿)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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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노비(奴婢)는 어느 누구의 몇 소생(所生)임을 밝히고 이름과 연금(年今)을 명시(明示)하고 

있다. 연령(年令)은 간지(干支)와 몇 세(歲)임을 동시(同時)에 수자(數字)로 밝히고 있기도 

하나 본 문기(本 文記)에서는 간지(干支) 만으로 표시(表示)되고 있다. 양산소생(良産所生)이

란 양인(良人)과의 사이에서 소생(所生)된 노비(奴婢)를 말 하는 것이다. 

  형제(兄弟)와 봉사조(奉祀條)에 분급(分給)된 노비(奴婢)는 다음과 같다.

  장남(長男) 대 (大榮) 금(衿)

  노(奴)

  노(奴) 비응귀(婢應貴) 양산(良産) 일소생노(一所生奴) 응천(應千) 신사생(辛巳生)(39세)

  비(婢) 잠진(潛眞) 일소생노(一所生奴) 진남(晉男) 신묘생(辛卯生)(29세)

  횡성노(橫城奴) 봉선양산(奉善良産) 이소생노(二所生奴) 구가김(仇加金) 을사생(乙巳生)(25

세)

  비복생(婢伏生) 일소생노(一所生奴) 사경(四更) 정묘생(丁卯生)(53세)

  노한수양산(奴漢守良産) 육소생노(六所生奴) 득이(得伊) 을묘생(乙卯生)(15세)

  비석음진(婢石音眞) 일소생노(一所生奴) 경록(景祿) 무오생(戊午生)(12세)

  노응인(奴應仁) 계해생(癸亥生)(67세)

  비금춘(婢今春) 일소생(一所生) 양립(良立) 임술생(壬戌生)(18세)

  비금생(婢今生) 이소생노(二所生奴) 천동(千同) 병인생(丙寅生)(4세)

  노문덕(奴文德) 정유생(丁酉生)(23세)

  비의진(婢義眞) 일소생노(一所生奴) 대봉(大奉) 병신생(丙申生)(24세)

  비언춘(婢彦春) 사소생노(四所生奴) 오십동(五十同) 정사생(丁巳生)(13세)

  노(奴) 춘매(春每) 기묘생(己卯生)(50세)

  연풍비(延豊婢) 금종(今終) 삼소생노(三所生奴) 충모(忠謨) 계축생(癸丑生)(17세)

  매득노(買得奴) 봉춘양산(奉春良産) 일소생노(一所生奴) 김이(金伊) 병신생(丙申生)(34세)

  노(奴) 막실양산(莫失良産) 사소생노(四所生奴) 뿐동(Ꝣ同) 정미생(丁未生)(23세)

  노(奴) 응천양산(應千良産) 일소생노(一所生奴) 응림(應林) 기해생(己亥生)(30세)

  횡성비(橫城婢) 막개(莫介) 일소생(一所生) 금년생(今年生)

  친득비(親得婢) 연천이소생노(連千二所生奴) 연손(連孫) 계묘생(癸卯生)(37세)

  노한수양산(奴漢守良産) 오소생노(五所生奴) 춘김(春金) 기유생(己酉生)(20세)

  비연천(婢連千) 일소생노(一所生奴) 봉선(奉先) 을미생(乙未生)(35세)

등(等) 노(奴)는 21구(口)가 있다. 

  비(婢)

  비의진(婢義眞) 사소생비(四所生婢) 곳덕(蒊德) 병오생(丙午生)(24세)

  비필대(婢畢代) 삼소생비(三所生婢) 한춘(漢春) 무신생(戊申生)(22세)

  비곳덕(婢蒊德) 일소생비(一所生奴) 고온개(古溫介) 병인생(丙寅生)(4세)

  노고공(奴古公) 양산(良産) 일소생비(一所生婢) 기옥(己玉) 계사생(癸巳生)(27세)

  비한춘(婢漢春) 일소생비(一所生奴) 애향(愛香) 병인생(丙寅生)(8세)

  노막실양산(奴莫失良産) 이소생비(二所生婢) 금춘(今春) 무술생(戊戌生)(32세)

  비금춘(婢今春) 이소생비(二所生婢) 양춘(良春) 갑자생(甲子生)(6세)

  비금춘(婢今春) 삼소생비(三所生婢) 소사(召史) 무진생(戊辰生)(2세)

  노막실(奴莫失) 삼소생비(三所生婢) 금생(今生) 신축생(辛丑生)(2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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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생(婢今生) 일소생비(一所生婢) 삼분(三分) 신유생(辛酉生)(9세)

  노식문양산(奴食文良産) 삼소생비(三所生婢) 두지(豆之) 계해생(癸亥生)(7세)

  비문금(婢文今) 갑술생(甲戌生)(59세)

  비문금(婢文今) 일소생비(一所生奴) 말춘(唜春) 갑진생(甲辰生)(26세)

  비의진(婢義眞) 임술생(壬戌生)(68세)

  함평비춘금(咸平婢春今) 삼소생비(三所生婢) 춘덕(春德) 임자생(壬子生)(18세)

  비연천(婢連千) 삼소생비(三所生婢) 장개(長介) 정미생(丁未生)(23세)

  노한수양산(奴漢守良産) 사소생비(四所生婢) 춘화(春花) 정미생(丁未生)(23세)

  노말년(奴唜年) 삼소생비(三所生婢) 귀덕(貴德) 임신생(壬申生)(58세)

  비막지(婢莫只) 이소생비(二所生婢) 김이개(金伊介) 임인생(壬寅生)(29세) 

비(婢)는 19구(口)가 된다. 

  차자(次子)인 대륭(大隆)의 노비(奴婢) 분급수(分給數)는 

노(奴)

  신노비(新奴婢) 기옥(己玉) 일소생노(一所生奴) 승립(勝立) 임자생(壬子生)(18세)

  창원비(昌原婢) 목료지(目了之) 사소생노(四所生奴) 이년(二年) 기유생(己酉生)(21세)

  비언춘(婢彦春) 일소생노(一所生奴) 종동(種同) 신축생(辛丑生)(30세)

  비목정지(婢目丁之) 칠소생노(七所生奴) 최복(崔福) 정사생(丁巳生)(13세)

  비섬진(婢暹眞) 삼소생노(三所生奴) 난상(難上) 무진생(戊辰生)(2세)

  비막근(婢莫斤) 일소생노(一所生奴) 춘세(春世) 계유생(癸酉生)(47세)

  노막실(奴莫失) 갑자생(甲子生)(66세)

  비금진(婢今眞) 일소생노(一所生奴) 선생(先生) 병진생(丙辰生)(13세)

  비금진(婢今眞) 이소생노(二所生奴) 개부리(介夫里) 계해(癸亥)(7세)

  비개진(婢介眞) 일소생노(一所生奴) 인남(仁男) 병인생(丙寅生)(3세)

  노식문(奴食文) 이소생노(二所生奴) 모생(毛生) 갑인생(甲寅生)(16세)

  비말춘(婢唜春) 일소생노(一所生奴) 춘남(春男) 계해생(癸亥生)(7세)

  비말춘(婢唜春) 이소생노(二所生奴) 춘개(春介) 병인생(丙寅生)(4세)

  노다물사리(奴多勿沙里) 양산삼소생노(良産三所生奴) 은석(銀石) 갑술생(甲戌生)(56세)

  비의진(婢義眞) 이소생노(二所生奴) 대홍(大洪) 무술생(戊戌生)(32세)

  매득노(買得奴) 봉춘(奉春) 병인생(丙寅生)(4세)

  노어응복양산(奴於應福良産) 이소생노(二所生奴) 응용(應龍) 정유생(丁酉生)(33세)

  광비석을서비(靈光婢石乙西非) 삼소생노(三所生奴) 점진(點眞) 임자생(壬子生)(18세)

  노분세(奴分世) 무진생(戊辰生)(62세)

  비인이(婢仁伊) 이소생노(二所生奴)…(연령미상(年令未詳))

  비필대(婢畢代) 이소노(二所奴) 한손(漢孫) 을사생(乙巳生)(25세)

  노봉세양산(奴奉世良産) 일소생노(一所生奴) 안손(安孫) 무신생(戊申生)(22세)

  분금노(分衿奴) 한수양산(漢守良産) 일소생노(一所生奴) 계용(溪用) 정유생(丁酉生)(33세)

  노(奴)의 분금수(分衿數)는 23구(口)가 된다.

  비(婢)

  비막지(婢莫只) 일소생비(一所生婢) 서음진(西音眞) 기해생(己亥生)(30세)

  비필대(婢畢代) 일소생비(一所生婢) 한매(漢梅) 임인생(壬寅生)(28세)

  연풍노춘년양산(延豊奴春年良産) 일소생비(一所生婢) 춘시(春時) 갑신생(甲申生)(4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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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섬진(婢暹眞) 이소생비(二所生婢) 난금(難今) 갑자생(甲子生)(6세)

  노막실(奴莫失) 일소생비(一所生婢) 금진(今眞) 병신생(丙申生)(34세)

  비금진(婢今眞) 삼소생비(三所生婢) 후진(後進) 을축생(乙丑生)(7세)

  노막실(奴莫失) 오소생비(五所生婢) 개진(介進) 신해생(辛亥生)(19세)

  비개진(婢介進) 이소생비(二所生婢) 주질개(注叱介) 무진생(戊辰生)(3세)

  비언춘(婢彦春) 정축생(丁丑生)(53세)

  비언춘(婢彦春) 삼소생비(三所生婢) 건리개(件里介) 신해생(辛亥生)(7세)

  노봉춘(奴奉春) 삼소생비(三所生婢) 막개(莫介) 경술생(庚戌生)(20세)

  비야을개(婢野乙介) 일소생비(一所生婢) (성명미상(姓名未詳)) 정묘생(丁卯生)(3세)

  노한수양산(奴漢守良産) 삼소생비(三所生婢) 논화(論花) 을사생(乙巳生)(15세)

  비춘개(婢春介) 이소생비(二所生婢) 임대(林代) 무신생(戊申生)(22세)

  차자(次子)에게 분급(分給)된 비(婢)의 총수(總數)는 14구(口)가 된다. 

  끝으로 봉사조(奉祀條)의 노비(奴婢) 분급수(分給數)는

사진

노(奴) 

  비인이(婢仁伊) 일소생노(一所生奴) (성명미상(姓名未詳)) 갑자생(甲子生)(6세)

  비의진(婢義眞) 삼소생노(三所生奴) 대붕(大鵬) 신축생(辛丑生)(29세)

비(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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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비(晉州婢) 금개(今介) 일소생비(一所生婢) 인이(仁伊) 경술생(庚戌生)(29세)

  경주노(慶州奴) 김문(金文) 양산(良産) 이소생비(二所生婢) 모지리(毛知里) 경술생(庚戌

生)(29세)

  비풍시(婢風時) 일소생비(一所生婢) 복생(伏生) 정유생(丁酉生)(23세)

  비야을개(婢野乙介) 정미생(丁未生)(13세)

  봉사조(奉祀條)는 노(奴) 2구(口)에 비(婢) 4구(口)로 노비총수(奴婢總數) 6구(口)가 분급

(分給)되고 있다. 

  상기(上記)한 전답(田畓)과 노비(奴婢)의 분급(分給) 수량(數量)을 본다면 승중자(承重子)

인 장남(長男)이 전답(田畓) 50여두락(餘斗落)이 많고 노비(奴婢)도 장자(長子) 40구(口) 차

남(次男) 37구(口)로 3구(口)가 더 많이 급여(給與)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전(大典) 형전(刑典) 사천조(私賤條)에 부모(父母)의 노비(奴婢)에 대(對)한 제자녀(諸子

女)의 법정(法定) 상속분(相續分)을 본다면 부모(父母)의 유산(遺産)인 노비(奴婢)는 적자(嫡

子) 상호간(相互間)에 있어서는 평분(平分)한다. 그러나 그 중 승중자(承重子)에게는 그 상속

분(相續分)의 오분지일(五分之一)을 가급(加給)한다. 예(例)로 각(各) 중자녀(衆子女)에게는 

오구(五口)를 분급(分給)하고 승중자(承重子)에게는 육구(六口)를 급여(給與)하는 따위와 같

다고 규정(規定) 짓고 있다.5)

  노비(奴婢)의 가격(價格)은 대전(大典)에서 16세 이상(以上) 50세 이하(以下)의 가격(價格)

은 저화(楮貨) 사천장(四千張) 15세 이하(以下) 51세 이상(以上)은 저화(楮貨) 34천장(千張)

이라 했으며 

  전지(田地)의 가격(價格)에 있어서는 전지십부(田地十負) (복(卜))가 노비(奴婢) 일구(一口)

에 준(準)한다고 규정(規定)짓고 있다. 

  장남(長男)은 노비(奴婢) 40구(口)중 51세 이상(以上) 15세 이하(以下) 노(奴) 7구(口) 비

(婢) 6구(口)로 13구(口)가 되며 

  차남(次男)은 37구(口)중 51세 이상(以上) 15세 이하(以下)의 노(奴)가 10구(口) 비(婢)가 7

구(口)로 17구(口)가 된다.

  분급(分給)된 노비(奴婢)중(中) 신노비(新奴婢)는 형제(兄弟)가 각각(各各) 일구(一口)씩 평

균(平均)하게 급여(給與)되고 있다.6)

  노비신공(奴婢身貢)이란 독립(獨立)된 호(戶)를 이루고 사는 노비(奴婢)로부터 받아들이는 

공물(貢物)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신역 대신(身役 代身) 일정(一定)한 대가(代價)를 치르

도록 하는 것이다.

  일년간(一年間)에 받아들이는 노비신공(奴婢身貢)은 사천(私賤)인 경우 노(奴)는 면포(綿

布) 이필(二匹) 비(婢)는 면포(綿布) 일필반(一匹半)을 노주(奴主)에게 납부(納付)토록 되어있

다.7)

  형제간(兄弟間)에 노비(奴婢)는 거이가 솔거노비(率居奴婢)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장남(長

男)은 횡성(橫城)에 2구(口) 그리고 연풍(延豊)(노(奴)) 함평(咸平)(비(婢))등지에 각각 1구

(口)씩 거주(居住)하고 있다. 

  차남(次男)은 창원(昌原)(노(奴)) 광(靈光)(노(奴)) 연풍(延豊)(비(婢))에 각각(各各) 일구

(一口)씩 산재(散在) 거주(居住)하고 있다. 

5) 大典 卷 5 刑典 私賤條

6) 新奴婢는 例로 文券이 없음으로 서로 分辨한 것이 한결같이 된 것 이외에는 元奴婢例로 平均하게 分給한다. (大

典會通 卷 5 刑典 私賤條)

7) 大典會通 卷 5 刑典 私賤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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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간(兄弟間)에 분급(分給)된 전답(田畓)과 노비(奴婢)의 수량(數量)은 이 보다 30여년후

(餘年後)인 순치(順治) 18年 (1661)에 분급(分給)된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 직손(直

孫)인 3남매(男妹)의 화회성문(和會成文)과 비교(比較)한다면 이순신(李舜臣) 장손(長孫)인 

이지백(李之白)에게 분재(分財)된 노비수(奴婢數)는 30구(口) 전답(田畓)의 면적(面積)은 131

두락(斗落)으로 노비(奴婢)는 사분지일(四分之一) 정도(程度)가 많이 분급(分給)되고 전답(田

畓)은 삼배(三倍) 이상(以上)이 더 많이 분급(分給)되고 있다. 

  봉사조(奉祀條)에 있어서는 충무공(忠武公) 장손(長孫)인 승중자(承重子) 지백(之白)에게는 

노비(奴婢) 7구(口)가 분급(分給)되어 농포(農圃) 장자(長子)인 대 (大榮)의 6구(口)보다 오

히려 1구(口)가 많으나 전답(田畓)은 28두락(斗落)으로 농포장자(農圃長子) 대 (大榮)에게 

지급(支給)된 봉사조(奉祀條) 60여두락(餘斗落)에 비(比)한다면 반(半)이 훨씬 못 미치고 있

다. 

  그 밖에 재령이씨(載寧李氏) 해파종중(寧海派宗中)에 소장(所藏)되고 있는 본 문기(本 

文記)와 같은 해에 작성(作成)된 숭정이년(崇禎貳年) 기사(己巳)(1629) 윤사월십팔일(閏四月

十八日) 동생간(同生間)에 분급(分給)된 노비화회문기중(奴婢和會文記中)에 이시청(李時淸)의 

부인(夫人)인 장녀(長女) 진성이씨(眞城李氏)에게 친가(親家)에서 분급(分給)된 노비수(奴婢

數)가 총(總) 27구(口)인 것을 감안(勘案)한다면 비교적(比較的) 상당수(相當數)의 전답(田畓)

과 노비(奴婢)가 두 형제간(兄弟間)에 분급(分給)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문기(本 文記)에서는 특(特)히 다른 분금기(分衿記)에서 밭(전(田))의 면적(面積)을 가

리(경(耕))로 표준(標準)한데 비(比)해 두락(斗落)을 많이 사용(使用)하고 있어 당시(當時) 이 

지역(地域)에서 밭의 면적(面積)에도 두락(斗落)을 주(主)로 많이 사용(使用)했던 것으로 추

측(推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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