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 奎 章 閣  32

은 그와 같은 변명에 하여 의심을 하 으나, 당장 증거가 없어서 이를 문제를 

삼아 추궁하지 않았다고 하며, 시간이 지난 후 다른 사람이 와서 사실을 달해주

어서 자세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때 알게된 내용은 日隱金이 처음부터 은과 포목을 빼앗긴 이 없으며, 오히

려 日隱金이 그 돈을 아들인 破回(바 )에게 내주어 집을 매득하고 그들의 소유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日隱金이 이미 1687년(숙종 13)에 사망하 기 때문에, 

이진사 에서는 사람을 보내어 破回를 불러오게 하여 그에게서 집을 되돌려 받으

려 했다. 그러나 破回는 아버지와 자신이 함께 지은 죄를 알고 있어서 지  놀라 

겁을 먹었고, 그 집을 버리고  도망해버렸다. 破回가 간 곳을 알지 못한 상태

이지만, 노 선은 소지를 제출하면서 앞서의 사정을 언 하고 破回의 집(家 )을 

상 에게 돌려주도록 청하 다.10) 

부에서는 이와 같은 소지를 수한 후, 사실 확인을 해 본동의 삼겨린(三切

隣)을 推問하 다. 그 결과 私奴 連立(64세), 別破陣 李德玄(44세), 嘉善 鄭推立(68

세) 등의 진술이 담긴 招辭가 만들어졌다. 삼겨린들은 사에서 高破回는 풍래군

의 奴인 것이 틀림없으며, 破回는 日隱金이 私婢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증언하 다. 5, 6년 에 상 이 사실을 추문하자 破回가 집을 버리고 도망하 다

고 하 을 뿐 아니라, 破回가 그의 아비의 상 을 꺼려서 피한지 수년이나 되었

고, 그 집은 비어 있으며 지 까지도 상  집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진술하 다.11) 

中部에서는 매매문서가 없어도, 소지와 삼겨린의 사를 근거로 漢城府 南部 

誠明坊에 사는 李進士宅 奴 禮仙에게 立旨를 내어 주었다. 이로써 李進士宅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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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성부 부 장통방 정만석계 매매가격의 추이(1690~1781)

의 매매가격에 용해보면, 정은자와 동 의 교환비율의 비율을 용하 을 

때, 17세기 말의 가옥의 매매가격은 411량 정도로 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정은자로 매매된 가옥에 용하 을 때 그림 3과 같은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도표를 통하여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 말까지 가옥의 매매가격은 

장기지속 으로 상승하 으며, 18세기 후반과 19세기 , 19세기 반에 가옥

의 가격이 크게 올라갔음을 지 할 수 있는데, 약 6배 정도 가격이 상승하 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시기에는 나름 로의 가격변동 요인들은 앞서 이미 지 한 바와 같다. 그

러나 이 한 하나의 사례로서 가격변동의 추이를 살필 수 있는 것으로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 해야 할 것이다. 즉 이 도표로서 18세기 

부터 19세기 말에 이르는 가옥매매가격의 변동을 단언하기 보다는, 많은 사례들

을 통하여 이 시기의 가옥매매에 따른 문제들을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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