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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6세기 立案 2건*

1)

鄭 肯 植**

Ⅰ. 서론

역사학은 일차 으로 사료와의 싸움이다. 사료에 한 연구자의 역사  해석은 

그 다음이라고 할 수 있다. 법사학도 역사학과 법학의 이므로 사료의 요성

은 무시할 수 없다.1) 따라서 다양한 사료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사학도에 

부과된 가장 요한 의무임은 말할 나 가 없다. 법사학의 주된 사료인 법 과 

법령은 추상 이기 때문에 구체 인 인간의 모습과 사회상이 직 으로 드러나

지는 않는다. 하지만 고문서는 개인이 어떤 행 를 하고서 남긴 것이기 때문에 

법규범의 실제 인 작동모습과 법에 한 인간의 응을 살필 수 있다. 

필자가 고문서를 처음 한 때는 20년 으로 석사과정에 재학 일 때이었다. 

은사 朴秉濠 선생님의 서 韓國法制史攷 (법문서, 1974)를 읽으면서 고문서의 

존재가치를 느 다.2) ‘장님 코끼리 더듬기’ 식이지만 고문서를 그래도 어느 정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은 田鳳德, 南晩星 선생께서 작업한 “法律古文書類

集(1~10)”을 읽으면서 다.3) 그 후 박사과정에서 崔承熙 선생님의 <한국고문서연

구> 수업을 들으면서 더욱 다양한 종류의 고문서를 체계 으로 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4) 그리고는 한국고문서학회의 활동을 통하여 많은 고문서를 하고 

 * 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6학년도 연구지원비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1) 조선시대 법제사의 기초적인 사료에 대한 소개는 정긍식, “한국의 전통법”, 정인섭 외 

공저, 해외법률문헌조사방법(개정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참조.
 2) 여기에 수록된 논문들은 고문서를 이용한 한국인 최초의 연구성과이며, 특히 종래의 

‘토지국유설’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사유설’을 통설로 확립한 획기적인 논문이다. 
 3) 이는 법제처에서 발간했던 法制月報에 1964년 8월부터 1966년 6월까지 연재되었다. 

토지문기, 旅閣文記, 상속문기, 호적단자 등을 정서하고 해설을 하여 입문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고문서의 소장처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으로 추정된다. 

 4) 崔承熙 선생님께서는 소장문서를 직접 제시하여 강의를 진행하여 더욱 생동감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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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용하여 개별연구  공동연구를 하여 왔다.5) 

개인 으로는 법사학의 사료로서 고문서의 요성을 실감하고 있지만, 교육의 

측면에서는 간과한 느낌이 있다. 교육의 방법으로는 함께 고문서를 강독하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강독은 일회성에 그치기 때문에 공개 으로 남는 것이 없다. 

이러한 강독의 일회성을 지양하는 방법으로 개개의 문서에 해 치 하게 번역

을 하고 자세하게 주석을 다는 것이 있다. 그 일환으로 본고를 비하 다. 
立案은 우리 고유의 용어로 결, 매매, 상속, 입양, 職牒의 분실, 盜失物에 

한 권리의 확보, 각종 허가사항에 해 에서 증명을 하는 공문서의 일종이다.6) 

이를 차  에서 보면 개인의 청원에 따라 특정한 사실을 에서 확인하여 

개인에게 발 해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다.7) 입안은 그 상에 따라 다양한 종

류가 있다. 즉 결문의 경우는 決訟立案, 노비나 토지를 매매한 경우에는 매매

입안, 상속의 경우는 허여입안 등으로 부른다. 
재까지 불완 한 것을 포함하여 입안은 모두 778건이 해오고 있다. 가장 

오래된 것은 1354년(고려 공민왕 3) 尹光琠이 아들 尹丹鶴에게 노비를 증여하면

서 耽津官(  라남도 강진)에서 발 한 “別給立案”이며, 가장 최근의 것은 

1909년(조선 순종 3) 掌禮院에서 라도 군의 昌寧 曺氏와 그 아들 朴東春에

게 내린 “孝烈立案”이다.8) 

이 방 한 양의 입안을 연구하기 해서는 입안 자체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

야만 가능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 출발 으로 16세기의 입안 2건과 련자료에 

해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입안은 1593년(선조 26) 생원 李函의 신청에 따라 

해부에서 발 한 것으로 노비매득에 한 것으로 크기는 55cm×195cm이다.9) 

다. 
 5) 필자는 故 李樹健 선생님을 중심으로 ‘16세기의 고문서’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16세기 한국고문서 연구(아카넷, 2004)를 출판하였다. 본고는 이 공동연구의 연장선에 
있으며, 특히 초서의 정서는 그 결과를 이용하였다. 또한 박사과정의 다나카 토시미
쯔․김영석 군은 원고를 세밀하게 검토하였다. 지면으로 감사한다. 단 본고의 오류는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6) 朴秉濠, 韓國法制史攷(법문사, 1974), 292-3쪽. 
 7)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증보판: 지식산업사, 1999), 267쪽. 
 8) 이상은 崔淵淑, “朝鮮時代 立案에 관한 硏究”(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2005) ‘부록 각종 고문서집에 수록된 입안의 유형별 목록’에서 정리한 것이다. 
 9) 이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행한 古文書集成(33) -寧海 載寧李氏篇(Ⅰ)(한국정

신문화연구원, 1997), 344-6쪽에 원문이 영인․수록되어 있다. 또한 이 가문의 내력 
등에 대해서는 위책에 수록된 鄭求福․文叔子의 해제, “古文書를 통해 본 載寧李氏家



鄭 肯 植 [서울 학교 法學 제47권 제3호 : 464～498466

둘째 입안은 1537년( 종 32) 繼祖母 和  崔氏가 孫光曙에게 노비와 답 등을 

別給하면서 경주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크기는 85cm×231cm이다.10) 

Ⅱ. 원문의 정서  번역

고문서는 생활을 하면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두로 되어 있다.  입안은 

개인이 청원한 사실을 官府에서 확인하는 차를 거치기 때문에 개는 草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일차 으로 이두를 해독하고 나아가 서를 독하는 것

이 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입안을 正書하고 이두를 풀이하여 번역한 

다음 입안의 발 차 등을 소개하려고 한다. 

원문을 정서하면서 원래의 문서형식에 맞추었고, 첫 부분에 행수를 표기하 으

며 다른 문서를 이어붙인 부분은 “--”로 구분하 다. 조선시 는 신분제 사회이므

로 문서양식에도 신분제 사회의 특성이 반 되어 있다. 특히 입안과 같이 일반백

성이 부에 해 특정한 사실을 요청하는 문서에는 더욱 두드러진다. 즉 문서를 

작성하면서 내용이 부일 때에는 행을 높여 쓰는 등으로 일반백성과 부 사이

의 상하 계와 부에 한 존경과 엄 등을 반 하 다.11)

그리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하여 띄어쓰기를 하 으며 이두 부분은 이탤릭

체로 표시하고 처음 나오는 이두에 해서는 각주에 음과 뜻을 밝혔다.12) 그리고 

인명은 (  )로, 지명은 겹 (  )로 표시하 다. 그리고 부분 으로 어려운 

門의 社會 經濟的 基盤”을 참고하기 바란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2005년에 한국학
중앙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이수건 편, 慶北地方古文書集成(영남대학교 
출판부, 1981), 565-7쪽에 소개되었다.

10) 이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발행한 古文書集成(32) -慶州 慶州孫氏篇(한국정신문
화연구원, 1997), 269-270쪽에 원문이 영인․수록되어 있다. 또한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yoksa.aks.ac.kr/; 2006. 8. 31. 접속)에서 원문과 정서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HOM E > 고문서 > 문중 고문서 > 원문이미지 > 형태별 > 證憑類 > 證憑類 > 立案 
2). 이 가문에 대해서는 위 책에 수록된 鄭求福․安承俊의 해제, “慶州 良洞의 慶州孫
氏家와 그들의 古文書” 참조.

11) 행을 높여 쓰거나 내려쓰는 것을 “擡頭法”이라고 한다. 19세기에는 이러한 문서양식을 
모은《儒胥必知》가 간행되었다. 儒胥必知는 2006년 7월, 박병호 감수, 전경목 외 번역
으로 사계절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12) 이두의 음과 뜻은 장세경, 이두자료 읽기 사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을 참조하였으
며 개별적으로 인용쪽수를 밝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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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말 등에 해서는 각주로 풀이하 다. 그리고 본고의 1차 인 목 은 입안을 

정확히 번역․이해하여 향후 연구의 토 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목 을 해 원

문 아래에 번역문을 실어 원문, 특히 이두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 

그 기 때문에 번역문은 오늘날의 어법과는 맞지 않는 어색한 부분도 있는데, 특

히 존칭이 그러하다.  번역상 부득이하게 부분 으로 필자가 보충한 부분도 있

는데, 이 경우는 그 내용을 “(  )”로 표시하 다. 

1. 1593년(선조 26) 奴婢買得立案

01 生員 李涵 戶奴 唜同
생원 이함 호노 말똥

02 右所陳爲白內等13) 粘連文記相考 立案斜給爲白只爲14)

    이 펼치옵는 (바는) 붙어있는 문기를 서로 살펴서 입안을 발 하도록

03 行下向敎事15)

    분부를 내리시올 일

04 府使主16) 處分
   부사님 처분

05 萬曆二十一年六月  日 所志
   만력 이십일년 유월 일 소지

06 使(官押)
   사 [ 압]

07 斜給次以17) 訂筆各人等 捉來事  初二日  刑 【題辭】

   발 할 것으로 증인과 필집인 등을 데리고 올 일, 이틀 형방

-------------------------------------------------------------------------------------------------

01   萬曆貳拾壹年六月初一日 生員 李涵前明文 成上爲臥乎事段18) 妹之

13) 爲白內等[ 갈든/ 아든] 하옵신 줄, 하옵신 바, 하시옵던, 
14) 爲白只爲[ 기위/ 기암/ 기삼] 하옵도록, 하옵기 위하여
15) 行下向敎事[행하아이샨일] 명령하옵실 일, 분부내리옵실 일
16) ‘主’는 이두사전에는 나오지 않으나 “님”으로 읽어야 한다. 식민지기에 발간된 서간문

에도 “父主” 등의 표현이 보인다. 
17) 次以[차로] -차로(하려고), -터로(할 것으로)
18) 爲臥乎事段[ 누온일딴/ 하누온일딴] 하는 일딴은, 하는 일인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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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력 이십일년 유월 하루 생원 이함 앞으로 명문을 작성하여 올리옵

는 일은 이의

02  女息 在腹六月 喪厥父 生孩壹年 失其母 內外門親無 處寄息隨吾
     딸이 어미 뱃속 여섯 달째에 그 아비를 잃고  태어나서 일 년이 되

어 그 어미를 잃어서 내외가에 친척이 없어서 살아가는 것을 나를 따

르고 있었습니다.

03  綿喘19)七閱 其歲逢此孔棘20) 盡蕩家業 流移失所 百轉濱死 遵海行乞
     (나는) 근근이 살아와 일흔을 헤아리고 있는데, 올해 이 힘든 해를 맞

이하여 집의 재산을 모두 없애서 떠돌아다니면서 있을 바를 잃어버려 

여러 곳을 떠돌아다니다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바다를 따라 걸식

하는데

04 小 21) 告 死亡 臧獲雖有一二 而年幼稚 女不能自處 臨壑之狀 慘不忍
見

     작은 주머니는 비어 죽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노비가 비록 한두 구 있

지만, 나이가 어린 여식이 스스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죽어서) 구덩

이에 빠질 상황을 차마 볼 수 없어서

05  一時連命條以22) 其矣23) 父衿得傳來 婢守介 壹所生 婢元介 年貳拾捌
     한 때나마 목숨을 이을 조로 그의 아비 상속 몫에서 연유하는 비 수

개의 일 소생 비 원개 나이 이십팔

06  丙寅生身乙24) 楮貨肆千張 本木貳拾伍疋 依數捧上25)爲遣26) 永永放賣 
     병인생의 몸을 화 사천장으로 쳐서 본값으로는 목면 스물다섯 필을 

숫자 로 받고 원히 팔아

07 爲去乎27) 後所生 幷以28) 永永 使用爲有矣29) 後次雜談人有去乙等30) 

19) 면천: 헐떡거리며 숨이 가늘게 이어지는 것
20) 공극: 몹시 심하고 어려운 상태. ‘棘’은 ‘劇’의 오자로 음이 같기 때문에 사용되었다. 

실제 고문서상에는 뜻과 관계없이 음이 같은 자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21) 소탁: 작은 주머니로 어린 아이의 위를 뜻한다. 
22) 條以[됴로/ 조로] 조목으로, 어떤 목적으로
23) 矣[의]  -의(관형격 조사)
24) 身乙[몸을]  몸을
25) 捧上[밧자]  받아들이다. 수입하다. 
26) 爲遣[하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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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文以31)

     버리니 후소생을 함께 원히 사용하시되, 나 에 딴 소리를 하는 사

람이 있으면 이 문서로

08  辨正事
     바로잡을 일입니다. 

09  自筆 婢主阿只 外三寸 忠義衛 金宗孝 〔着名署押〕
       자필 비 주인 아기의 외삼  충의  김종효 〔착명서압〕

10  訂人  仁同居 禮賓寺參奉      奇大立 〔着名署押〕
       증인 인동에 사는 빈시 참  기 립 〔착명서압〕

11 訂保  善山居 成均館生員      崔  晛 〔着名署押〕
       증인 겸 보인 선산에 사는 성균  생원 최  〔착명서압〕

-------------------------------------------------------------------------------------------------

01 癸巳六月初二日
     계사년 유월 이틀

02  婢主 忠義衛 金宗孝年 
     비 주인 충의  김종효 나이

03 白等32) 生員 李涵處 婢子放賣與
     아뢰옵기는, 이함에게 비를 팔아버린 여

04  否 推問敎是臥乎在亦33) 婢之女息 在
     부를 추문하옵시는 것이어요. 비의 여주인34)이 

05  腹六月 喪厥父 生後一年 失其母 內
    어미 뱃속 여섯 달째에 그 아비를 잃고  태어나 돐이 되어 그 어미

27) 爲去乎[ 거온/ 거등] ①-하므로, -하기로,-하기에, ②-하고서, 하고는, ③-하오니
28) 幷以[아오로]  아울러, 함께
29) 爲有矣[ 잇대/ 하잇되] 하였으되
30) 有去乙等[잇걸든] 있거든, 있으면
31) 以[(으)로]  ①-(으)로, ②-(으)로부터
32) 白等[ 등/ 들] 사뢰오되, 사뢰옵기는 
33) 敎是臥乎在亦[이시누온견이여] 이옵시는 것이어요, 이옵시는 것이라고, 이옵시는 것이

므로
34) 원문에는 비의 딸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으로는 ‘비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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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잃어서 내

06  外門親無 處寄息隨吾 綿喘
    외가에 친척이 없어서 살아가는 것을 나를 따르고 있었는데, (나는) 

근근이 살아와 

07  七閱 其歲 逢此孔棘 盡蕩家業
    일흔을 헤아리고 있는데, 올해 이 힘든 해를 맞이하여 집의 재산을 모

두 없애서 

08  流移失所 百轉濱死 遵海行乞 小
    떠돌아다니면서 있을 바를 잃어버려 백 곳을 떠돌아다니다가 거의 

09  告 死亡 藏獲雖有一二 而年
    죽을 지경이 되어 노비가 비록 한두 구 있지만, 나이가 

10  幼稚女 不能自處 臨壑之狀 慘不
    어린 여식이 스스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구덩이에 빠질 상황을 차마

11  忍見 一時連命條以 其矣 父衿得傳
    볼 수 없어서 한 때나마 목숨을 이을 조로 그의 아비 상속 몫에서 연유

12  來 婢守介 壹所生婢 元介 年貳拾捌
    하는 비 수개의 일 소생 비 원개 나이 이십팔

13  丙寅生矣 身乙 楮貨肆千張 本木貳
    병인생의 몸을 화 사천장으로 쳐서 본값으로는 목면 스물

14  拾伍疋 依數捧上爲遣 後所生 幷以 永
    다섯 필을 숫자 로 받고 후소생과 함께  

15  放賣 自筆以成文記 的只白乎事35)

    팔아버리고 자필로 문기를 작성한 것이 확실한 일

16 行府使  〔官押〕       白36) 〔着名署押〕 
     행 부사  〔 압〕      아룁니다 〔착명서압〕

-------------------------------------------------------------------------------------------------

01  同日

35) 的只白乎事[마기사온일] 확실한 일
36) 白[ ] 고하다. 여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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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

02  同日 參奉 奇大立 年
      같은 날 참  기 립 나이

03  訂保 生員 崔晛 年
      증인 겸 보인 생원 최  나이

04  白等 仁同居 忠義衛 金宗孝亦37) 
      아뢰옵기는, 인동에 사는 충의  김종효가

05  生員 李涵處 婢子放賣時 訂 
      생원 이함에게 비를 팔아버릴 때에 증인으로

06  參與否 推問敎是臥乎在亦 同人
      참여하 는지 여부를 추문하옵시는 것이어요. 그 사람

07  亦 其妹之女亦 喪厥父母後 無所依
      이 그 이의 딸이 그 부모를 잃은 후에 의지할 바가

08  托 亂中連命條以 其矣父傳得
      없어서 쟁 에 목숨을 이을 조로 그의 아비로부터 물려받은

09  婢守介 壹所生 婢元介 年貳拾
      비 수개의 일 소생인 비 원개 나이 스물

10  捌丙寅生 矣身乙 楮貨肆千張
      여덟 병인생의 몸을 화 사천장으로 계산해서 

11  本木貳拾伍疋 依數捧上爲遣
      본값으로 목면 스물다섯 필을 숫자 로 받고

12  後所生 幷以 永放賣爲白去乙38) 各各
     후소생과 함께 원히 팔아버렸거늘, 각각

13  訂參 的只白乎事
      증인으로 참여함이 확실한 일

14  白〔着名署押〕
     아룁니다 〔착명서압〕

37) 亦[이여/여]  이/가(주격조사), 
38) 爲白去乙[하 거늘] 하였옵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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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行府使  〔官押〕 白〔着名署押〕
     행 부사 〔 압〕 아룁니다 〔착명서압〕

-------------------------------------------------------------------------------------------------
01  萬曆二十一年 十一月十日 寧海府立案

    만력 이십일년 윤십일월 열흘 해부 입안

02  右立案爲斜給事 粘連所志文記 及財主證筆
     이 입안을 발 하여주는 일: 붙어있는 소지와 문기 그리고 재주와 증

인과 필집

03  各人等 進來推閱招辭是置有亦39) 傳來賤籍取
     각인들이 나와서 조사한 사가 있기도 하므로 해 내려온 노비문서

를 받아

04  納相考爲乎矣40) 萬曆十年壬午三月十五日 財主 故習讀鄭
     들여 서로 조사하오되, “만력 십년 임오년41) 삼월 십오일 재주 고 습

독  정

05  智 妻 都氏着圖書 證人 六寸男 康士仁 證人 六寸男 康景福 筆執
     지의 처 도씨가 도장을 고, 증인 육  남매인 강사인과 강경복 그리

고 필집

06  同生 42) 忠順衛 柳攀龍 各着名 子福亦中43) 許與成置文記內44) 婢
    같은 어머니의 남매인 충순  유반룡 등이 각각 이름을 쓴 아들 복에

게 재산을 물려주는 문기 내에 ‘비 

07  守介 一所生 婢元介是如45) 他奴婢田財 幷付白文是置有亦 節46) 到付

39) 是置有亦[이두이시니여] -이라고 하였으므로, -이기도 하였으므로, -이라고 하였어요.
40) 爲乎矣[ 온(오)대)  -하오되, -하되
41) 1583년으로 선조 10년이다. 
42) 제5행의 “男”은 ‘ ’의 誤字로 보이며, 실제 문서상에는 음이 같은 자가 자주 쓰인다. 

앞의 “康士仁” 등은 성이 다른 남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柳攀龍”은 앞에 ‘同生’이
라고 특정이 되어 있는데 姓이 다르다. ‘同生’은 오늘날과는 다르게 어머니가 같다는 
뜻으로 사용된다(이 경우 同腹 또는 同母가 더 자주 쓰인다). 그렇다면 同母異父 남매
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 없다. 

43) 亦中[여해]  -에게 
44) 內[안/내]  안(內)
45) 是如[이다/이다온]  -이다, -이라고,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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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개의 일 소생인 비 원개이다’ 다른 노와 비  토지와 재산은 모두 

백문에 붙어 있다”고 하므로, 마침 도착한

08  兼巡察使事目內 各官流來之民 欲賣奴婢 而買
    겸순찰사의 사목 안에 “각 에 떠돌아다니며 온 백성들이 노비들을 팔

려고 해도 사려는

09  得者 憚於遠官斜出 一切買賣不冬47) 使流來之
    사람들은 먼 곳에 있는 에서 입안을 받는 것을 꺼려서 일  매매를 

하지 않으려 하니 (이는) 떠돌아다니는 

10  民 以飢餓 丁寧極爲矜惻爲置48) 持文記財主 所到
    사람들을 굶어죽게 하는 것이니 정녕 아주 불 하니 문기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도착하는 

11  官 依法斜給亦49)爲有臥乎等用良50) 上項51) 婢元介乙
    에서는 법에 따라 입안을 발 할 것”이라고 하 기 때문에 의 비 

원개를 

12  後所生 幷以 生員李涵前 放賣的只乎等以52)

    후소생과 함께 생원 이함에게 방매한 것이 확실하기에 

13  葉作粘連斜給爲遣 合行立案者
    이를 청의 장부에 붙여 발 하여주고 이에 입안을 발 함이 마땅한 

것

14 府使〔官押〕
     부사〔 압〕

입안이 발 된 해인 1593년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듬해이다. 쟁 에 살아

가기 해 노비나 토지를 방매하는 일이 허다하 다. 이 입안도 호구지책으로 아

46) 節[디위] ①때, 기회, ②이때, 이번
47) 不冬[안더/ 안들] 아니하다
48) 爲置[ 두] -하다, -하오, -합니다.
49) 亦[이여/여]  -(라)고(남의 말을 전하는 연결어미) 
50) 爲有臥乎等用良[ 잇누온들로] 하였는 줄로, 한 바로
51) 上項[운목] 윗 조목
52) 的只乎等以[마기온들로] 확실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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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노비를 는 것이다. 그런데 노비의 주인이 어리고  부모

가 모두 사망하 기 때문에 어머니의 오빠, 즉 외삼 이 甥姪女를 신하여 이함

에게 노비를 방매하고, 이함이 이에 해 련자료를 갖추어 입안을 신청하 고 

해부에서는 매매를 사실인 것으로 확인하고 입안을 발 하 다. 

2. 1537년( 종 32) 別給立案

( 결)
01 …□上典敎是53) 繼組母前 奴婢田畓□…

     ( 결) 상 께서 계조모 앞으로 노비와 답을 (후결)

02  行下向敎是事54) 亦在55)

     분부내리옵신 일이라는 것

03 府官   處分
     부의 처분

04  嘉靖十六年七月  日所志
     가정 십육년 칠월 일 소지

05  使〔官押〕
     사 〔 압〕

-------------------------------------------------------------------------------------------------

01 嘉靖十六年丁酉56)正月十五日 家翁長孫 忠義衛光曙亦中 許與
   가정 십육년 정유 정월 보름 남편의 장손 충의  손 서에게 허여함

02 右許與成置事段57) 矣身亦 無子女乙仍于58) 汝矣 妻是在59) 矣三寸姪女
乙 三歲前收養 情愛重大叱分不喩60) 汝亦 

   이 허여문기를 작성하는 일인즉, 이 몸이 자식이 없는 탓으로 의 처

53) 敎是[이시/ 이샨] 께서, 께옵서 
54) 行下向敎是事[행하아이샨일] 명령하옵실 일, 분부내리옵실 일
55) 亦在[여견]  -이라는(인), -이라는(인) 것. 
56) 간지는 작은 글자로 2行으로 썼다.
57) 事段[일딴] 일인즉 
58) 乙仍于[을지즐우]  -을 말미암아, -을 탓으로
59) 是在[이견] -인, -임인
60) 叱分不喩/ 不喩[뿐안디]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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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나의 삼  조카딸을 세살 에 수양하여 애정이 클 뿐만 아니라 

는 

03 矣身乙 朝夕奉養 無異親子爲乎等用良61) 矣邊田民 終當傳給爲乎喩在
果62) 別得婢石非 壹所生□…

   이 몸을 아침 녁으로 양하여 친자식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내 쪽

의 토지와 노비를 당연히 물려  것이거니와 따로 물려받은 비 석비

의 일 소생 [비 수생]63)

04 年參拾伍癸亥 同婢壹所生 婢靑今 年拾參乙酉 貳所生 婢從今 年捌庚寅 
參所生 婢從壹 年□…

    나이 서른다섯 계해생, 같은 비의 일 소생 비 청  나이 열셋 을유생, 

이 소생 비 종  나이 여덟 경인생, 삼 소생 비 종일 나이 (결락)

05 肆所生 奴千石 年肆甲午 同石非貳所生 婢熊伊 年貳拾玖己巳生 及金山
蘆浦員64) 田柒拾貳卜參束65)庫66)

   사 소생 노 천석 나이 넷 갑오생, 같은 석비 이 소생 비 웅이 나이 스

물아홉 기사생  산 노포들에 있는 밭 72복 3속 곳

06 果67) 家翁卒後 我矣私備買得內 豆  李字一百七十一畓68) 三十三卜 同
字一百七十一畓 七卜 外豆  李字五十二畓 十二卜二束

   과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사사로이 마련하여 사둔 것 에 ‘두며’들 

‘리’자 지번 171답 33복, 같은 지번 171답 7복, ‘외두며’들 ‘리’자 52

답 12복 2속,

61) 爲乎等用良[ 온들쓰아] -한 줄로써, -한 바로써
62) 爲乎喩在果[ 온디견과] -하온 것이거니와, -하올 것이거니와
63) 입안 본문에서 보충하였다. 
64) 員: 들판
65) ‘卜’과 ‘束’은 토지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이다. 조선시대에는 量田尺 평방 1척이 ‘把

[줌]’이며, 10줌이 1束[뭇], 10뭇이 1짐[卜, 負], 100짐이 1結[목/ 멱]이다. 박성훈, 單位

語辭典(민중서관, 1998), 512쪽 참조.
66) 庫[곳] 곳
67) 果[과] 과/와
68) 지번은 ‘字號’라고 하며, 양안에 토지의 번호로서 사용된 천자문의 문자를 말하고, 1字 

내에 5결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天’자부터 시작하여 5結이 되면 다시 ‘地’
자를 붙이는 것과 같다. (朝鮮總督府 編, 朝鮮不動産用語略解[출판연도 미상], ‘字號’ 
항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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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丹字一百六畓 二十三卜 皇字一百九十四田 二十四卜六束 同字一百九十
田 二十一卜八束 皇字九十五田 三十八卜六束 同字一百八十九田 五十

    ‘단’자 106답 23복, ‘황’자 194  24복 6속, 같은 지번 190  21복 8

속, ‘황’자 95  38복 6속, 같은 지번 189  50

08 卜八束等乙69) 先可70) 別給爲去乎 後所生 幷以 鎭長使用執持如可71) 
同奴婢田畓等乙良72) 汝亦 擅自任意 區處爲

   복 8속 등을 먼  별 하니 후소생 함께 굳고 길게 사용하면서 가지

고 있다가  노비와 논밭 등은 가 임의로 처분하

09 乎矣 矣邊族類等 爭望隅73)有去等74) 此文記內乙用良75) 告官辨正爲乎
事76)

   오되 내 쪽의 족류 등이 다툼을 바라 까탈이 있으면 이 문기로써 

에 신고하여 바로잡을 일

10  財主 繼組母 貞夫人 崔氏      〔墨印〕
재주 계조모 정부인 최씨      〔먹도장〕

11 證保    忠順衛 權舜卿        〔署押〕
증보    충순  권순경        〔서압〕

12    忠義衛 孫           〔署押〕
       충순  손엄          〔서압〕

13  筆執    孼三寸叔 孫映        〔署押〕
필집    얼삼  아 씨 손    〔착명서압〕

-------------------------------------------------------------------------------------------------
01 節
     이번

02 公緘內 及時相考施行爲乎所有等以77) 某〃奴婢 及某〃田畓等庫乙 某人亦

69) 等乙[ /들을] -들을
70) 先可[아직/아즉]  아직, 우선, 먼저
71) 如可[다가] -다가
72) 等乙良[들으란] -들으랑 
73) 隅[뫃] 원만하지 못하고 까탈을 부림
74) 有去等[잇거든]  있거든, 있으면
75) 乙用良[을스아]  -을 말미암아, -으로써
76) 爲乎事[ 온일]  -하온(올) 일, -한(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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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傳係與否 相考記下向事78)

   공함 안에 “때에 맞추어 서로 살펴 시행할 바가 있으니, 아무 노비와 아

무 논밭 곳 등을 아무에게 물려주었는지 여부를 서로 살펴서 써서 내려 

 일”

03 公緘是白有亦79) 矣邊別得 婢石非一所生 婢獸生 同婢一所生 婢靑今 二所
生 婢從今 三所生 婢從壹 四所生 奴千石 同石非二所生 婢熊伊等 及金山
蘆

   공함이 있었삽기에 제 쪽에서 따로 물려받은 비 석비 일 소생 비 수생, 

동비 일 소생 비 청 , 이 소생 비 종 , 삼 소생 비 종일, 사 소생 노 

천석, 동 석비 이 소생 비 웅이 등과 산노

04 浦員 田七十二卜三束 家翁卒後 私備買得內 豆 李字 畓三十三卜 同字 
畓七卜 外豆 李字 畓十二卜二束 

   포들 밭 72복 3속,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사 으로 마련하여 사들인 

것 내에 ‘두며’들 ‘리’자 논 33복, 같은 지번 논 7복, ‘외두며’들 ‘리’

자 논 12복 2속, 

05 丹字 畓二十三卜 皇字 田二十四卜六束 
   ‘단’자 논 23복, ‘황’자 밭 24복 6속, 

06 同字 田二十一卜八束 同字 田三十八卜六束 同字 田五十卜八束等乙 家
翁長孫 忠義衛 光曙亦中 俱證筆成文 傳係爲白乎事80)良 81) 相考施行
下

   같은 지번 밭 21복 8속, 같은 지번 밭 38복 6속, 같은 지번 밭 50복 8

속 등을 남편의 장손 충의  손 서에게 증인과 필집을 갖추어 문기

를 작성하여 물려  일이기에 서로 살펴 시행하여 분부

07 向敎是事 右味82)

   하실 일.  뜻으로 

08 聞是白乎83)次84)

77) 爲乎所有等以[ 온바잇거든] -하온 바 있거든, 하온 바 있으면
78) 向事[아안일/ 안일] -할 일, -한 일
79) 是白有亦[이 이시니여] -이었사오므로, -이었삽기에, -이옵시이었으므로
80) 爲白乎事[ 온 일] 하사온 일, 하옵신 일
81) 良 [아 / 아곰/ 아금] -만큼, -기로, -기에, -므로
82) 右味[올우미] 위의 뜻, 위에서 진술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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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게 한 터로.

09 嘉靖十六年七月二十 日
   가정 십륙년 칠월 스무날

10 故孫仲暾 妻 崔氏 〔墨印〕
고 손 돈 처 최씨〔먹도장〕

-------------------------------------------------------------------------------------------------

01 丁酉七月二十日 
    정유년 칠월 스무날

02 忠順衛 權舜卿 年四十九 
   충순  권순경 나이 마흔아홉 

03 忠義衛 孫  年 七 
   충의  손엄 나이 서른일곱

04 孫映 年卄七
    손  나이 스물일곱

05 節 孫光曙 戶奴 京山 所志內乙用良 推考 白等 貞夫人崔氏敎
   이번 손 서의 호노 경산의 소지로써 추고하옵는데, 아뢰건 , 정부인 

최씨께

06 是85)亦 婢石非一所生 婢獸生 同婢一所生 婢靑今 二所生 婢從今
   서 비 석비 일 소생 비 수생, 동비 일 소생 비 청 , 이 소생 비 종 , 

07 三所生 婢從壹 四所生 奴千石 同石非 二所生 婢熊二等 及金
   삼 소생 비 종일, 사 소생 노 천석, 동 석비 이 소생 비 웅이 등과 

08 山 蘆浦員 田七十二卜三束內 豆  李字 畓三十三卜 同字 畓七卜
   산 노포들 밭 72복 3속 에 ‘두며’들 ‘리’자 논 33복, 같은 지번 논 7복

09 外豆  李字 畓十二卜二束 丹字 畓二十三卜 皇字 田二十四卜六
   ‘외두며’들 ‘리’자 논 12복 2속, ‘단’자 논 23복, ‘황’자 밭 24복 6

10 束 同字 田二十一卜八束 皇字 田三十八卜六束 同字 田五十卜八束

83) 是白乎[이 온] -이사온, -인, 이사오므로
84) 次[차]  -차에(때), -터에(기회)
85) 敎是[이션일] 이신 일, 이옵신 일



2006. 9.] 16세기 立案 2건 소개 479

   속, 같은 지번 밭 21복 8속, ‘황’자 밭 38복 6속, 같은 지번 밭 50복 8속

11 等乙 孫光曙處許給爲去乙良86) 權舜卿孫 等段87) 證保 孫映
   등을 손 서에게 허 하거늘 권순경과 손엄 등은 증보로, 손

12 段88) 筆執以 明文成置 同着名署的只白乎事是良果89) 相考施
   은 필집으로 명문을 작성하여 둘 때 함께 이름을 쓰고 수결한 것이 

확실한 일이기에 서로 살펴 시

13 行敎事90)                       白        〔着名署押〕
   행하옵실 일                    아룁니다.  〔착명서압〕

14                                  白        〔着名署押〕
                                      아룁니다.  〔착명서압〕

15 府尹   〔着名署押〕   判官             白       〔着名署押〕
     부윤   〔착명서압〕    〔착명서압〕 아룁니다.  〔착명서압〕

-------------------------------------------------------------------------------------------------

01  嘉靖十六年丁酉七月卄日 慶州府 立案
     가정 십륙년 정유 칠월 스무날 경주부 입안

02  右立案爲斜給事 粘連所志文記 及財主貞夫人 崔氏處
      이 입안을 발 하여주는 일: 붙어있는 소지와 문기 그리고 재주 정부

인 최씨의

03 公緘答通是沙餘良91) 各人招辭是置有亦 文記推納相考爲乎矣 成化
     공함과 답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인의 사가 있으므로 문기를 조사하

여 받아 살펴 고찰하오되, “성화

04 二年丙戌七月十八日 自筆文 證同生生員崔等 同着名署 成置白文許與內
   이년 병술92) 칠월 열여드  직  작성한 문서로 증인은 동생 생원 최 

등이 함께 착명서압하여 작성하여 둔 백문의 허여문기 내에

86) 爲去乙良[하거을랑] 하거든, 爲去乙[ 거늘] -하거늘
87) 等段[들딴] -들은, 들인즉
88) 段[딴] -은, -인즉, 
89) 是良果는 是良 의 오자로 보인다. 是良 [이아금] -인 만큼, -이므로, -이기에
90) 敎事[이산 / 이산일] 이옵신 일, 이옵실 일, 하옵신 일, 하옵실 일
91) 是沙餘良[이산나마/ 이사나마] -이나마, -일뿐더러 
92) 1466년으로 세조 1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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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子漢男亦中 婢敦之等 別給爲臥乎味93) 許與是齊94) 嘉靖九年庚寅九
      아들 한남에게 비 돈지 등을 별 하는 뜻의 허여”임. “가정 구년 경

인95) 구

06  月十一日 財主母 德山李氏 着圖書 證前參奉李 筆執前萬戶奉
     월 열하루 재주 모 덕산 이씨가 도장을 고 증인은  참  이(아무

개), 필집은  만호 (아무개)

07  等 同着名署 成置白文許與內 女子月城君 妻亦中 婢敦之 三所生 婢石
     등이 함께 착명서압하여 작성한 백문으로 된 허여문기 내에 딸 월성

군 처에게 비 돈지의 삼 소생 비 석

08  非是如 施行爲有臥乎等用良96) 白等 婢石非 所生 婢獸生 婢靑今 婢從
今 婢

     비이다”라고 시행하 는 바로써 아뢰건 , 비 석비 소생 비 수생, 비 

청 , 비 종 , 비

09  從壹 奴千石 婢熊伊等 及金山蘆浦員 田七十二卜三束內 豆  李字畓
     종일, 노 천석, 비 웅이 등과 산 노포들의 밭 72복 3속 에 두며들 

‘리’자 논

10 三十三卜 同字畓七卜 外豆 員 李字 畓十二卜二束 丹字 畓二十三卜 皇
字 田二十四卜

     33복, 같은 지번 논 7복, 외두며들 ‘리’자 논 12복 2속, ‘단’자 논 23

복, ‘황’자 밭 24복

11 六束 同字 田二十一卜八束 同字 田三十八卜六束 同字 田五十卜八束等
乙良 傳得爲在97) 光曙

     6속, 같은 지번 밭 21복 8속, 같은 지번 밭 38복 6속, 같은 지번 밭 

50복 8속 등은 물려받은 서

12  亦中 斜給爲遣 合行立案者                    已上奴婢六口 田畓幷

93) 爲臥乎味[ 누온맛/하누온맛] -하는 뜻
94) 是齊[이지] -이다. -임.
95) 1530년으로 중종 25년이다.
96) 爲有臥乎等用良[ 잇누온 쓰아/ 하잇누온들쓰아] -하였는 줄로써, 하였는 바로써
97) 爲在[ 견] -한, -하는,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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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발 하여주고 이에 입안을 발 함이 마땅한 것     

이상 노비 6구 답 모두

13 府尹          〔着名署押〕                判官
     부윤          〔착명서압〕                  

계조모인 월성군 손 돈의 처 화순 최씨가 손자 손 서에게 노비 6구와 논 75

복 2속, 밭 134복 8속 등 많은 재산을 증여하면서 경주부로부터 받은 입안이다. 

《경국 》〈형 〉[사천]조에 따르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  때에

는 官署文記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유언으로 할 수 있다.98)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굳이 입안을 받은 것은 본인에게는 자손이 없기 때문이다.99) 당시의 상속

법에 따르면 ‘血緣相續’이 원칙이므로 無後로 사망한 자의 재산은 족이 상속할 

수 있었다.100) 최씨 사후에 本族, 즉 친정사람들이 재산을 침탈하거나 다툼을 일

으킬까 염려하여 손 서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경주부의 입안을 받았다.101)

98) 《經國大典》 〈刑典〉[私賤] “○父母祖父․母․外祖父母․妻父母․夫․妻․妾及同生和
會分執外 用官署文記 子之於親 亦不須官署 (하략)”, “○用祖父母以下遺書” ‘관서문기’
는 증인과 보인, 필집 등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관의 입안을 받은 문서이며, 입안을 
받지 않은 문서를 ‘白文’이라고 한다.

가계도

  이씨  한남
    ○┰△ 
      │
┌──┴─┐    손 돈  손모
△세온    ○ ─┰ △     △ 
│        최   │        │
○             △(P) ←─△
수             │
          ○ - △
          수  서

△: 남성, ○: 여성, ─: 혼인, │: 친자

99) 물론 자녀에는 양자녀도 포함이 된다. 하지만 
여기의 양자녀는 정식의 입양절차를 거친, 즉 
양쪽 부모가 허락을 하고 예조의 입안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 양자녀는 모든 면에서 
친자녀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그런데 손광서
의 부 孫 은 정식양자가 아닌 듯하다. 그 이
유는 최씨의 질녀와 손광서가 혼인을 하였기 
때문이다(별급문서 2행 참조). 가계도로 보면 
최씨의 질녀(수양녀: 수)는 손광서의 부(P)와 
외4촌이며, 따라서 손광서와는 외5촌이 되므로 
혼인을 할 수 없다.

100)《經國大典》〈刑典〉[私賤] “如嫡無子女 而只有妾子女 則父奴婢給 養子女七分之一 餘
給妾子女 母奴婢從本分 給妾子女․養子女 餘還本族”

101) 최씨는 이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정 조카딸을 수양녀로 삼아 손광서와 혼인을 시켜 
재산을 유지하기 위한 이중삼중의 장치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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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문서 련처의 인

Ⅲ. 입안의 형식과 발 차

에서 살펴본 입안은 모두 다섯 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입안신청 所

志, ②신청사실을 입증하는 문서, ③出

捐 의 진술서, ④증인과 보인의 진술

서, ⑤ 부의 입안. 이들 문서는 각각 

별개로 작성된 문서인데, 입안을 발

받는 과정에서 순서에 따라 차례로 붙

인 것이다. 이를 ‘粘連文記’라고 부르는

데, 붙인 부분에는 조 등을 방지하기 

하여 붉은 색 인을 는다.(그림 1 

참조)102) 

1. 입안의 형식

《經國大典》〈〈禮典〉[立案式]조에서는 간단히 핵심 인 입안의 형식만을 규정하

고 있다(그림 2 참조).103) 이는 “①某年月日某司立案, ②右立案爲某事, ③云云, ④

合行立案 , ⑤ 上官押 下官押” 등으로 나  수 있다. ①부분은 입안을 발

한 날짜와 발 기 이며, ②부분은 입안의 起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문서가 입

안임을 표시한다. ③부분은 입안의 내용이다. ④부분은 末尾의 套式語로 입안을 

발 함을 뜻한다. ⑤부분은 입안을 발 한 원을 표시하는 것으로 입안의 진정

성을 표시한다. 특히 권리분쟁을 해결한 결송입안에 해서는 진실성을 더욱 강

하게 담보하기 해 당상 과 당하 의 서압 형식을 더욱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102) 지방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수령들에 대한 지침서인《詞訟類聚》의〈聽訟式〉에는 문서
의 위조 여부를 감별하는 방법으로 “다른 관사의 조사서를 받아온 후 붙인 곳의 위조
와 차이를 고찰하여 적발할 것(他司作文 取來後 考粘連處 有奸僞 及 音異同事 摘發)”
을 제시하고 있다(정구복 해제, 決訟類聚補[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56쪽). 관인의 
위치는 부록의 원문을 참조하고, 더 자세한 사진은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10-11
쪽 참조하라.

103) 번역은 韓右劤 외, 譯註 經國大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294쪽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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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입안식

   

【立案式】<割註: 決訟立案 則堂上官堂下官僉押 當該
堂下官 押上直書姓名> 
某年月日某司立案 
右立案爲某事云云 合行立案者 
堂上官押 堂下官押 

【立案式 】 <할주: 決訟立案 은 堂上官堂下官이 모
두 서명하되 당하관은 서명한 위에 성명을 직접 쓴
다.> 
아무 연월일 아무 官司 立案. 
이 立案은 아무 것을 위한 것임. 云云. 이에 立案함. 
堂上官 서명, 堂下官 서명 
 

본고에서 다룬 련문기에서 입안은 마지막의 문서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

자. 제1행에서 각각 “萬曆二十一年閠十一月十日 寧海府立案”, “嘉靖十六年丁酉七

月卄日 慶州府 立案”이라고 하여 발 날짜와 부를 표시하 다. 조선은 명의 諸

侯國이었으므로 독자 인 연호를 쓰지 않고 명의 연호를 사용하 는데, 萬曆은 

神宗(재 : 1572. 5 - 1620. 7), 嘉靖은 世宗(1521. 3 - 1566. 12)의 연호이다.104) 

제2행 첫머리는 “右立案爲斜給事”라고 되어 있다. 즉 문서의 종류가 입안임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右’는 특별한 뜻이 없이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斜

給’에 해 살펴보자. 앞의 이두사 에는 “증명서를 발 함”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1593년 입안 제9행에는 같은 의미로 “斜出”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종실록》에서는 “사출은 부를 거친 것을 일컫는다(斜出 經官 之斜出)”라고 정

의하 다.105) ‘斜’자가 들어간 이두로는 “斜[빗기]: 빗기, 비뚤게, 비스듬히”, “斜

104) 淸 건국 후에는 공식문서에서는 청의 연호를 사용하였지만, 사적인 기록에서는 명의 
마지막 연호인 崇禎(毅宗: 재위 1627. 8 - 1644. 3)을 사용하기도 하였다(예: 崇禎紀元
後 △△년 또는 간지 등). 이후 1894년부터는 ‘開國’, 1896년에는 ‘建陽’, 1897년부터
는 ‘光武’, 1907년부터는 ‘隆熙’ 연호를 사용하였다. 

105) 中宗實  51卷 중종 19. 8. 乙卯(이하 실록은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2006. 8. 31. 접속]에서 검색하였다). ‘斜給’은 실록에 4건이 검색되나 정의는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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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 斜只[빗기]: 청에서 증명할 때에 비스듬히 서명을 해주는 일” 등이 있다. 

“斜”의 뜻은 “비끼다, 비스듬하다”로, 이는 ‘빗다’와 통하며, ‘빗다’는 “만들다”의 

뜻이다.106) 따라서 ‘斜給’은 “빗어 주다, 만들어 주다”로 풀이할 수 있다. 입안의 

기두는 “이 입안을 빗어[만들어] 주는 일은”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어서 입안의 내용이 나온다. 1593년의 입안은 제2행 “粘連所志文記”부터 제

13행 “葉作粘連 斜給爲遣”, 1537년의 입안은 제2행 “粘連所志文記 ”부터 제12행 

“斜給爲遣”까지이다. 시작부분은 같은데, “붙어 있는 소지와 문기 그리고 …” 정

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斜給爲遣”이다. 다만 1593년의 입안에는 

“葉作粘連”이 더 있다. ‘葉作’은 “엽질”로 읽으며,107) 앞의 이두사 에는 “ 청 

문서의 기재부”라고 풀이한다.《儒胥必知》에서는 “葉作: 斜只置簿冊名(사 한 치

부책명)”으로 명기하 다.108) 즉 ‘엽질’은 “ 부에서 작성한 문서를 모아둔 책”이

다. 그리고 ‘粘連’은 “붙여 잇는다.”는 뜻이다.109) 즉 “葉作粘連 斜給爲遣”는 “
부에서 작성한 문서를 모아둔 책에 (지  발 하는 입안을) 붙여 빗겨[만들어] 

주고”라고 풀이할 수 있다.

“合行立案 ”는 부의 행 를 표시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번역은 “이에 입

안함”110) 는 “이에 입안을 발 함이 마땅하다”111) 등이 있다.《경국 》 가운

데 난해한 어구를 풀이한《經國大典註解(後集)》〈 〉[立法出依牒式]조에서는 

“合行移關: 行猶爲也 合爲移關也”라는 구 이 있다. 즉 “‘行’은 ‘하다’와 같으니 

‘마땅히 이 한다’라는 뜻이다.”112) 종합 으로 단을 하면 ‘合行立案 ’는 “이

에 마땅히 입안을 (발 )한다”, 는 “입안을 발 함이 마땅하다”로 풀이할 수 있

다.113) 

106) 朴盛鍾, “朝鮮初期 吏讀 資料와 그 國語學的 硏究”(서울대 문학박사학위논문, 1996), 
108-9쪽.

107) 儒胥必知 가운데는 ‘葉作’의 음을 “엽질”로 표기하고 있다.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吏
讀資料選集(아세아문화사, 1975), 112쪽. 자세한 것은 박성종, 앞의 논문, 148쪽 참조.

108) 전경목 외, 유서필지 번역본, 359쪽.
109) 임금이 내린 명령에는 승전기를 매일 붙여 잇고 그 종이 뒤에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燕山君日記》 56卷 연산군 10. 10. 甲申 “承旨姜渾啓 凡啓下承傳記 請逐日粘連 紙背
踏印 傳曰 可”

110) 한우근 외, 앞의 경국  번역본, 294쪽; 윤국일은 “…확인서를 발급하는 바이다”라
고 ‘合行’을 생략한 채 번역하였다. 윤국일,《경국 》연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
사, 1986), 374쪽. 

111) 전경목 외, 유서필지 번역본, 354쪽.
112)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經國大典註解(아세아문화사, 1983), 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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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압을 하고, 입안을 발 한 원의 직책과 성명 그리고 작성한 자

가 진정한지를 표시하기 해 着名, 署押을 하 다.114) ‘着名’은 “이름을 둔다”는 

뜻으로 본인의 이름을 변형시킨 것이다. ‘署押’은 특정한 자를 변형시킨 것인

데, 개는 마음을 고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一心”의 자형을 변형시킨 것이 많

다. 물론 다른 자도 쓰이는데, 그 내용은 상 방에 한 본인의 다짐을 내포하

는 것이다.115) 이러한 착명서압은 사문서에도 동일하게 쓰 다(그림 3 참조).116)

<그림 3> 부인도서  착명서압

   

                                       <그림 4> 압

113) 套式語이지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 번역하기 위해서는 중국 등의 문서양식과 비
교할 필요가 있다. 

114) 문서의 위조를 변별하기 위하여 위 <청송식> “입안 가운데 담당 당상관과 낭청의 재
직연월과 착명과 서압을 고찰한다(立案內 決折堂上郎廳 在官年月 及名署 憑閱)”라는 
내용이 있다.  

115) 자세한 것은 朴竣鎬, “韓國 古文書의 署名 形式에 관한 硏究”(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
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23쪽 참조.

116) 조선시대에 남성은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으며, 여성은 검은 도장을 찍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손마디를 표시하는 ‘手寸’이나 손바닥을 표시하는 ‘手掌’을 하였
다. 자세한 것은 鄭炳浣, 韓國人의 手沢(아세아문화사, 19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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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소지와 제사

2. 발 차

1593년의 입안은 생원 이함의 호노 말동이 입안을 신청하는 所志(①), 그리고 

매매명문(②), 매도인의 진술서(③), 매매에 여한 증인과 보인의 진술서(④), 마

지막으로 부의 입안(⑤)으로 구성되어 있다. 1537년의 입안도 所志(①), 증여문

서(②), 증여자의 진술서(③), 여한 증인과 보인의 진술서(④), 부의 입안(⑤)

으로 앞과 같다. 이 순서에 따라 입안의 발 차에 해 살펴보자. 

1) 신청소지와 증빙문서

완 한 1593년의 소지를 심

으로 신청부분을 보자. 제1행이 

신청자를 밝히고 있다. 여기서 형

식상의 신청자는 戶奴117) 말똥이

지만, 실질 으로는 이함이다. 그

리고 “右所陳爲白內等”으로 시작

하고 있는데, 이는 투식어이다. 

이어서 신청하는 내용을 기재한

다. 제3행에서는 “行下向敎事”이

라고 하여 처분, 즉 입안을 발

해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에 신

청일을 기입하는데, 월까지만 쓰

고 날짜는 비워두고 있다.118) 이

에 해 부에서는 이를 보았다

는 의미에서 수령 등이 큰 서

로 서명을 하는데, 이를 ‘官押’이

라고 한다(그림 4 참조). 그리고 

신청한 소지에 직  서로 처분

내용 는 지시사항을 쓰며 아울

러 날짜119)와 담당 아 을 지정

117) ‘戶奴’는 상전, 즉 주인을 대신하여 집안일을 하는 노비이다. 이의 성격은 현행 민법
상의 ‘移行補助者’라기보다는 ‘代理人’에 가까운 듯하다. 

118) 거의 모든 소지가 같은데, 이는 관행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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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를 ‘題辭’ 는 ‘題音[뎨김, 제김]이라고 한다(그림 5 참조). 여기에서는 

증인 등을 데리고 올 것을 명하 다. 1537년의 소지는 보존상태가 나빠서 제사

가 보이지 않는다. 

만약 신청한 내용이 법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사로 각하를 할 수 있

다.120) 다음 1584년(선조 17)의 이함의 호노 말동의 소지가 그 례이다.121) 

01 生員李涵 戶奴唜同
      생원 이함 호노 말똥

02  右所陳爲白內等 奴矣段122) 仁同居 金宗孝亦 去三月分123) 其妾
     이 펼치옵는 바는 노는 인동에 사는 김종효에게 지난 삼월쯤에 그의 

첩

03  及子息奴婢 幷四五口 德宗上典家 □124)食爲有如去125) 其矣 婢彦
      자식, 노비 등 모두 네 다섯 구가 덕종에 있는 상 가에서 갈아먹

다가 그의 비 언

04  介乙 上典處 放賣 牟二石 租十斗 黃大牛一隻 捧上後
     개를 상 가에 방매하고 보리 두 섬, 나락 열 말, 큰 황소 한 마리를 

받은 후

05  其矣126)段 居官斜給爲乎乙爲127) 作木128)一匹 幷以 持去後 至今 來

119) 대개는 날짜만 쓰지만 드물게 시각까지 기재한 예가 있다. 
120) 입안이 거절된 문서는 찾기 어렵다. 대개 승소해서 또는 소송에 대비해서 입안을 발

급받는다. 입안이 거절된 문서는 이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불리하다. 본인에게 불리한 
문서를 굳이 남겨둘 이유는 없다. 

121) 앞의 古文書集成(33), 10쪽.
122) 矣段[의딴] 나딴은, 나인즉 
123) 分[분] 즈음, 때
124) ‘耕’으로 추정된다. 
125) ‘爲有如去’라는 이두의 용례는 찾을 수 없으며 문맥상으로 “爲有如可[하잇다가] -하였

다가”가 옳은 듯하다. 
126) 其矣[져의] 그 사람의, 그의
127) ‘爲乎乙爲’는 사전에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유사한 용례가 “爲乎乙可[ 올가] 하올까, 

할까”, “爲乎乙事[ 올일] 하올 일, 할 일” 등이 있다. 여기서 爲乎乙爲를 ‘爲乎乙’과 
‘爲’로 분리하여 볼 수도 있는데, 뜻은 “하올 하고/ 하여” 정도가 된다. 전체적인 문맥
으로 보면 “爲乎乙可”로 보는 것이 옳은 듯하다. 

128) 질목: 원뜻은 세금으로 받는 무명, 즉 베를 일컫는데, 여기에서는 입안의 댓가로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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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에 가서 입안을 발 받을까 (하고) 질목 한 필을 아울러 가지

고 간 후 지 까지 오

06  到不冬 極爲殊常 生死難知叱分不喩 同婢彦介乙 自三月
     지 않으니 아주 수상하며 생사를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 언

개를 삼월부터

07  至今 養飼爲有去等129) 後次 同金宗孝亦 雜談 無
     지 까지 먹여왔으므로 나 에  김종효가 딴 소리를 하면 

08  後考次以 立案成給爲白只130)

     고찰할 것이 없는 (터로) 입안을 발 해서 주옵시도록

09  行下向敎事
     분부하옵실 일

10 府使主 處分
   부사님 처분

11  萬曆十一年閏十一月 所志
     만력 십일년 윤십일월 소지

12 立案例 無 退 初四日 【題辭】

     입안을 발급한 예가 없으니 물리친다.  초나흘

즉 김종효가 이함가에서 얻어먹고 살다가 비 언개를 방매하여 그 값을 받고 

아울러 입안을 받기 해 질목까지 가지고 간 후 종 이 묘연하 다. 이함은 훗

날의 분쟁을 방하기 해 이러한 사실에 해 입안을 신청하 다.131) 그런데 

에서는 이러한 사안에 해 입안을 발 한 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거 하

다.132) 

베를 뜻한다. 위 이두사전에는 “작목”으로 읽고 있으나 “질목”이 옳은 듯하다. 원래에
는 소송 등의 대가로 종이를 받았는데, 이를 ‘作紙’라고 한다.《세종실록》 63卷 세종 
16. 2. 甲戌 “무릇 관부에서 재판 등에서 소용된 종이 등의 값을 승소자에게서 받았는
데, 이를 질지라고 한다(凡官府決訟所費紙筆之價, 收於得勝者, 謂之作紙)”. 作紙를 ‘질
지’로 읽은 예는 유서필지에 보인다(전경목 외, 앞의 책, 303쪽). 

129) 爲有去等[ 잇거든]  ①-하였거든, 하였으며, ②-하였는데
130) 爲白只[하 기]는 爲白只爲의 약자이다.
131) 오늘날의 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32) 일 등을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을 때 쓰는 “퇴짜 맞았다”라는 표현은 여기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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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신청사실의 근거가 되는 문기를 함께 제출한다. 

1593년의 입안은 매매명문, 1537년의 것은 별 문기이다.133) 소지와 증빙문기는 

신청자가 작성하기 때문에 개는 해서로 깔끔하게 작성되어 있다. 

2) 련자의 심문

이어서 사실의 확인을 해 에서는 당사자와 증인 등 련자를 조사하 다. 

련자는 순서 로 매도인 는 증여자, 그리고 그 행 에 여한 증인과 보인, 

필집 등이다. 

먼  1593년의 입안에서는 노비의 매도인을 심문하 다. 제1행과 제2행에서 

날짜와 당사자를 기재하 고, 이어서 에서 심문한 사항을 질문에 한 답변의 

형식으로 기재하 다(제2행~제4행). ‘白等’은 “ 의 질문에 해 답을 한다.”는 

의미이며, 마지막의 ‘敎是臥乎’는 에 한 존칭이며, ‘在亦[견여]’는 “-것이라는, 

임이기에”의 뜻이다. 

이어서 매매사실에 해 진술하고 있는데, 증빙자료로 제출한 매매명문의 내용

을 기술하고 있다(제4행~제15행). 제15행의 ‘的只白乎事’은 진술이 분명함을 언

하는 것이다. 마지막에 심문에 답한다는 의미로 ‘白’을 그리고 본인임을 표시하

기 해 착명서압을 하 다(그림 6 참조). 

1537년의 입안은 증여자의 답변형식이 앞과 다르다. 증여자인 최씨는 여성으

로 직  아에 출두하지 않았다.134) 그래서 에서는 문서로 심문을 하 는데, 

일반 으로 ‘公緘’과 ‘答通’의 형식이다. ‘공함’은 “문서로써 심문하는 것”135)이

며, ‘답통’은 이에 한 회답이다(그림 7 참조).136) 
제1행 ‘節’은 심문과 기록에 시간  차이가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제2행의 

‘內’는 “안에”라는 뜻으로 다음의 기재가 공함의 내용임을 표시한다.137) 그 내용

래한다. 
133) 매매명문에 대해서는 졸고, “16세기 去來法에 대한 소고 -慶州孫氏 가문 소장 明文을 

중심으로-”, 나암 서민교수 정년기념논문집: 現代民法學의 諸相(법문사, 2006) 참조. 그
리고 별급문기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있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는다. 

134) 朴秉濠, 韓國法制史(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85), 88쪽.
135) 世宗實  48卷 세종 12. 6. 庚午 “以書劾問, 謂之公緘”
136)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심문에서는 ‘答通’이 보이지 않고 입안본문에만 ‘答通’이 보인

다(제3행). 개괄적으로 입안 등 사료를 살펴보면 ‘공함’과 ‘답통’은 함께 사용되고 있
으며, 또 ‘公緘問備’ 등도 쓰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137) 오늘날의 따옴표로 이해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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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입안을 신청한 사실에 해 기록으로 답변하는 것이다. 제3행에서는 다시 공

함임을 밝히고 증빙자료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제3행~제7행). 제7행의 ‘右味’은 

의 뜻, 즉 “별 문기의 내용 로”라는 의미이며, 제8행의 ‘聞是白乎次’에서 ‘聞’

은 ( 에) 들리게 하는, 즉 보고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의 사실을 보고한

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본인임을 표시하기 해 묵인을 하 다. 그리고 이 문

서에는 압이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장이 당사자를 직  심문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138)

이어서 증인 등에 한 심문이 이루어진다. 먼  증인 등의 인 사항에 한 

질문이 있는데, 1593년의 입안문서에는 職役과 성명만 기재되어 있으나, 1537년

의 입안문서에는 나이까지 기재되어 있으며, 후자가 일반 이다. 련자가 여럿

이어도 한꺼번에 기재하 다. 먼  심문에 응한다는 의미로 ‘白’을 기재하고 심

문의 취지, 즉 그 행 에 증인으로 참여하 는지 여부를 기재하 다. 그리고 내

용을 간략히 기재하고, 그들이 증인 등으로 참여한 것이 확실함을 밝혔다. 마지

막으로 심문에 응하고 진술이 사실이라는 의미로 ‘白’을 기재하고 착명서압을 하

으며, 이에 해 압을 하 다.

<그림 6> 진술서

        

<그림 7> 진술서

138) 이 역시 다른 문서와 함께 고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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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서의 조사와 입안의 발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당사자들을 심문한 내용을 토 로 에서는 다시 

신청한 내용이 사실임을 조사하 다. 
1593년의 입안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소지  각종 심문조서인 招辭와 함께 매

매 상인 비 ‘元介’가 매도인의 소유인지를 매도인이 제출한 다른 문서로 확인하

다. 즉 1582년(선조 15) 3월 15일에 강사인 등이 증인으로, 유반룡이 집필로 

참여하여 습독  정지의 처 都氏가 아들 복에게  입안을 받지 않은 ‘白文’인 

상속문서에 비 ‘守介’와 그의 일 소생 비 ‘元介’가 다른 재산과 함께 있는 것이

다. 여기서 제5행과 제6행의 ‘着圖書’  ‘各着名’은 인용하는 문서에 도씨의 도

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련자들이 각각 이름을 썼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139) 

 다른 재산과 함께 있다는 것은 본 입안을 발 할 때에는 이와 련된 부분만 

抄 하면 되지 다른 부분은 굳이 베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140) 한 당사자들

의 진술만으로는 노비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에서 비치하고 있는 

노비장부를 조하여 확인하 다(제3-4행: 傳來賤籍 取納相 爲乎矣).

1537년의 입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청소지와 소유자인 최씨에 한 서면심문

조서  련자의 사와 함께 소유권을 입증하는 2건의 문서를 제출하 다. 

1466년(세조 12)과 1530년( 종 25)의 상속문서를 제출하 다.141) 

증여의 상이 되는 노비는 獸生, 靑今, 從今, 從壹, 熊伊와 千石 등 6구이다. 이

들의 어미는 石非이며, 석비의 어미는 敦之이다. 따라서  상노비의 소유권을 확

인하기 해서는 그 어미에 한 것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 각각 1530년 어머니 

덕산 이씨가 딸 손 돈의 처 최씨에게 노비를 증여한 문서와 1466년의 노비증여

문서142)를 제출하 다. 이  1530년의 문서는 해오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01 嘉靖九年庚寅 九月 拾壹日 女子月城君妻亦中 成文爲臥乎事叱段 汝矣身 
微小時 家翁亦 婢

      가정 구년 경인 구월 열하루 딸 월성군 처에게 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의 몸이 어릴 때 남편이 비

139) 인용하면서 도장과 착명과 서압은 그대로 베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하였다.
140)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하게 베낀 부분은 후에 盜賣의 대상으로 될 우려도 있다. 
141) 앞의 古文書集成(32), 357쪽. 
142) 문서상으로는 증여자는 나타나지 않으며 수증자는 ‘漢男’인데, 한남은 손중돈의 처 화

순 최씨의 아버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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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敦之 參所生 婢石非 年己亥生 及芦浦員 田柒拾貳負參束等乙 別給爲乎
爲143) 生意叱分 成文不

      돈지의 삼 소생 비 석비 나이 기해144)생  노포들 밭 72부 3속 등을 

따로 주려고 생각만 하 을 뿐 작성하지 못

03 得145) 別世敎是去乙146) 願意導亦147) 別給爲去乎 乙卯年 爲始 同婢所生 
及田庫乙 永〃使用耕作爲乎矣 萬

      하고 별세하시거늘 원하는 뜻에 따라 별 하므로 을묘년148)부터 비롯하

여 같은 비 소생  밭을  사용․경작하오되, 만

04 一別爲所有去等 此文內乙用 告官辨別者
      일 딴 짓이 있거든 이 문서로써 에 신고하여 변별할 것

05 嘉靖十六年 正月 十五日 成文後 同光曙 繼祖母 貞夫人 崔氏前 傳得事
      가정 십육년 정월 보름 문서를 작성한 후에  서의 계조모 정부인 

최씨앞으로 해 받을 일

06 財主 母 德山 李氏  〔墨印〕
재주 모 덕산 이씨  〔먹도장〕

07 證保 前 參奉 李    〔着名署押〕
증보  참  이    〔착명서압〕

08 筆執 前 萬戶 奉    〔着名署押〕
필집  만호     〔착명서압〕

 문서와 입안에 인용된 부분(제5행~제8행)을 비교해보면 작성일자, 련자 

그리고 핵심 인 내용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문서를 살펴보면 제5행은 입안의 증빙자료와 작성일자가 같으며  내용도 

입안의 그것과 유사하다. 그 이유에 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  제5행이 나

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아주 미약하다. 증여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차 인 면만 추가하 다. 그리고 문서를 작

143) 爲乎爲[하온삼/ 하온상] -하려고, -하기 위해서
144) 1479년으로 나이는 쉰두살이다.
145) 不得[모질] 못-, 못하다.
146) 敎是去乙[이시거늘] 이시거든, 이옵시거든
147) 導亦[드듸여] 드디어, 따라서, 이두사전에는 ‘導良’이 있다. 
148) 1555년으로 명종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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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후에 추가하는 것은 지되어 있고  이는 문서의 조여부를 분별하는 

기 이다.149) 만약 추가로 기재하 으면 몇 자를 낮추거나 착명서압 다음이나 그 

의 공백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 이다.150) 따라서 추후에 기재하 을 가능성은 

고, 실제 문서를 작성한 때는 제1행의 1530년이 아닌 제5행의 1537년이다. 

그 다면 정부인 최씨의 아버지인 崔漢南은 죽기 에 딸에게 증여를 하 으

나 문서는 작성하지 못하 다. 부 사후에 모가 남편의 뜻에 따라 작성하 다. 그

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손 돈의 처 최씨가 손자 손 서에게 재산을 물려  때 

그 취지를 포함하여 다시 작성한 듯하다. 

 이 입안에는 노비6구만이 아니라 무려 아홉 곳의 토지 논 75복 2속, 밭 

134복 8속을 증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노포들의 밭은 정부인 최씨가 부모로부

터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본인이 매득한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토지에 한 소

유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입안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아마도 경

주부에서 소장하고 있는 토지 장인 量案이나 收稅臺帳인 衿記[깃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듯하다.

1537년의 입안은 신청자와 출연자 모두 경주부에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경주

부에서 당사자를 심문하고 련 자료를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1593년 

입안에서 신청자는 해부에 거주하지만, 매도인인 김종효는 인동에 거주하고 있

다(증필의 사 제4행). 인동 이 아닌 해부에서 입안을 발 한 것으로 보아서

는 매수인인 신청자가 거주하는 에서 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입안에 인용되어 있는 ‘事目’151)(제8행~제11행)에서 원칙 으로 매도인

과 매수인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매도인의 에서 입안을 발 받도록 하 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매도인 등이 객체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확인하기 해서

이다.152) 즉 노비의 경우 노비 장, 토지의 경우 양안이나 깃기가 원래의 소유자, 

149) <聽訟式> “끝자 다음에 추가로 쓴 것(印後加書)”; 여기서 ‘印’은 “끗”으로 읽으며 문
서의 마지막을 표시하는 기호이다. 

150) 단언할 수는 없지만 동일필체로 보인다. 
151) 事目 또는 節目은 법전에 등재된 법령과는 다른 ‘시행령’,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것

이다(물론 오늘날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는 다르다). 법령보다 훨씬 더 내용이 구
체적이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상을 잘 파악할 수 있다. 김인걸 외, 備邊司謄 事目․節

目類解題(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7쪽. 
152) “앉아서 빌려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는 ‘推尋債權’이 원칙임을 나타

낸다. 따라서 입안을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매수인이 채무자인 매도인이 거주하는 
관에 가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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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매도인이 거주하는 청이나 토지가 소재하는 청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나 쟁 에는 이러한 원칙은 매매를 사실상 지하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사목으로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문서를 가지고 오는 자에 해서는 원래

의 거주 이 아니라 재 머무르고 있는 에서 입안을 발 하도록 하 다.153) 

 신청한 날로부터 입안을 발 받는데 소요된 기간은 1593년의 것은 6개월이 

소요되었으며, 1537년의 것은 련자를 심문한 당일에 발 하 다. 큰 차이가 나

는 것은 아무래도 쟁 때문으로 생각된다.154) 

이러한 과정을 거쳐 소유권 등 권리와 거래의 진정성이 증명되고  법한 

차에 따라 입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면 에서 입안을 발 하 다. 신청자

는 수수료인 ‘作紙[질지]’를 납부하 는데, 상물의 가격에 따라 달랐다.155) 그리

고 에서는 훗날의 증빙을 해 입안을 발 한 사실을 비치된 문서에 기재하

는데, 이를 ‘葉作[엽질]’이라고 한다(葉作粘連斜給).156) 
련된 입안문기는 문서의 크기나 지질 등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서체도 다

양하다. 이는 규격화된 신청서 등이 없어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종이에 작성을 하

기 때문에 그러하다.157) 1537년의 경우 증빙자료인 분재기의 지질이 가장 좋으

며 다음은 입안문서이고, 사가 가장 좋지 않은 종이이다. 그리고 서체는 신청

소지와 증빙자료는 해서체이며 나머지는 개 서이다.

입안의 상은 소지에는 직 으로 나타나지 않는 증빙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153) 이 사목을 조선왕조실록과《各司受敎》,《受敎輯錄》,《新補受敎輯錄》 등에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전쟁 중에 입안을 받지 않았거나 문서를 분실한 경우에 대한 규정을 
《受敎輯錄》에서 찾을 수 있다(〈戶典〉[買賣] 264조[이는《續大典》〈 刑典〉[文記]조와 
같다] 및〈刑典〉[文記] 965조 참조). 

154)《經國大典》〈 戶典〉[買賣限]조에 따르면 거래를 한 후 100일 내에 입안을 받아야 한
다(於百日內 告官受 立案〈割註: 奴婢同〉). 최연숙의 연구에 따르면 이 기한은 준수되
었다고 한다(앞의 논문, 121-2쪽). 

155) 소송에 대해서는《續大典》〈 刑典〉[決訟該用紙]에 규정하고 있는데, ≪大典會通≫을 
편찬할 때 폐지되었다. 박성종, 앞의 논문, 148쪽 참조.

156) 이 표현은 1593년의 입안에만 나오고, 1537년의 입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예
외적이다. 그리고 “後次相考次以 葉作粘連作退爲遺 合行立案事”(1521년 立案, 古文書

集成(32), 260쪽)와 같이 ‘退’자와 함께 쓰이기도 하는데, 이때 ‘退’는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물려주다/ 돌려주다”라는 뜻이다. 즉 이 인용문은 “나중에 서로 살필 것으로 
관부의 장부에 기입하여 붙여서 돌려주며 입안을 발급함이 마땅한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157) 각종 공문서가 규격화된 것은 1895년 ｢公文類別及式樣｣이 공포된 후부터이다. 鄭肯
植, 韓國近代法史攷(박영사, 2002), 76쪽 참조.



2006. 9.] 16세기 立案 2건 소개 495

것이다. 이는 입안 본문에서 다시 반복된다. 1537년의 입안처럼 본문 밖에 별도

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결송입안은 압과 련자의 착명․서압 다음에 

기재하는 도 있다. 

Ⅳ. 맺음말

에서 16세기 입안 2 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경국 에서는 입안의 형식에 

해서만 규정하 을 뿐, 차 등에 해서는 언 하지 않았다. 상과 차 등

은 고려시  이래로 확립된 습에 따랐다. 차는 신청자가 입안의 발 을 신청

하는 所志를 제출하면 에서는 일차 인 단을 내리는데, 이를 제사 는 제김

이라고 한다. 개는 증인 등을 데리고 올 것을 명하지만, 례에 맞지 않든가 

할이 아니면 각하하기도 하 다.158) 신청자는 신청의 근거가 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出捐 와 증인이나 보인, 필집 등을 심문하 다. 이때 출연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직  訟庭에 가지 않고 문서로 심문하 는데, 이를 ‘公緘’과 ‘答通’이라

고 한다. 그리고 에서도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외에 職權으로 권원을 공

으로 증명하는 노비 장이나 양안, 깃기 등을 조사하 다. 신청자가 요청한 사실

이 진실이면 훗날을 비하여 부의 문서 장에 기재하고 입안을 발 하 으며, 

신청자는 질지를 납부하 다. 
입안은 한 개의 문서가 아니라 “①신청 소지, ②증빙서류, ③출연자의 심문조

서, ④ 련자의 심문조서, ⑤입안” 등 최소한 다섯 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개개의 문서는 지질이나 크기 등이 서로 다르며  서체도 다양하다. 개는 

에 제출하는 소지와 증빙서류는 고 종이에 해서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지질

도 좋지 않고 서로 되어 있다.159) 이들 문서들은 서로 붙어 있으므로 이를 ‘粘

158) 繼後立案은 禮曹에서 담당하지만 사헌부에서 입안을 발급한 예가 있다. 朴盛鍾, “金
孝廬繼後司憲府立案”, 朝鮮初期 古文書 吏讀文 譯註(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409쪽. 
이 입안은 1483년(성종 14)에 발급된 것인데, 같은 사안에 대해 1480년(성종 11)에 받
은 예조입안도 있다. 朴盛鍾, “金孝廬繼後禮曹立案”, 앞의 책, 403쪽. 같은 사안에 다
른 기관에서 발급한 입안이 2건 있는 것은 이 계후가 昭穆之序를 위반한 것으로 논란
이 되었기 때문이다. 

159) 특히 決訟立案은 전체가 아주 심한 초서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재판을 하는 현장에
서 즉시 이를 기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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連文記’ 는 ‘粘連立案’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붙인 곳에는 인을 어 조를 

방지하 다. 

단편 이지만 우리는 이 에서 조선시 의 법생활이 일반 인 상식과는 다름

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에도 문서

로 하 으며 이를 더욱 확실히 하기 해 으로부터 공 인 증명인 입안을 발

받았다.  입안의 차도 “원님 재 ”이라는 속담과 달리 습 으로 내려오

는 차와 증거에 따랐다. 이러한 행과 법 그리고 차는 우리의 조상들이 권

리의식이 투철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다양한 사례를 소개․분석하여 이를 구체

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의도한 바는 입안의 형식과 내용을 정확하게 소개하는 것이었다. 하

지만 필자의 역량 부족과 이두사 과 특수용어사 의 부족 등으로 목 을 달성

하 다고는 할 수 없다.160) 다만 문연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나름 로 정리한 에 안을 한다. 그리고 일반 독자와 나아가 한국법

제사 연구에 첫발을 내딛은 입문자에게 시간의 강을 건  수 있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기를 기 한다. 

160) 그나마 앞으로 희망을 갖는 것은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고에서
는 실록에서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용어만 활용하였지만, 다양한 용례를 분석하
면 더욱 정확한 해석과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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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537년 경주부입안 원본

 ←              최씨의 증여문기               →    ←    최씨의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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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부 입안       →  ←  증인의 사  →    ←  최씨의 공함․답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