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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經國大典註解*

1)

鄭 肯 植**

1. 해  설

經國大典註解는 1555년(명종 10)에 경국  가운데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

에 논란이 있는 부분에 해 공식 인 유권해석을 한 책이다. 鄭士龍의 序文에 

따르면 1550년(명종 5) 에 논의가 시작되어 조에 담당부서를 두었다.1) 우선 

通禮院 左通禮 安瑋, 奉常寺正 閔荃 등이 상조문을 선별하고 주석을 붙 다. 

그리고 서 정사룡, 참  沈通源, 참의 李夢弼 등이 수정하여 고를 완성하

다. 의정부의 의정 沈連源, 좌의정 尙震, 우의정 尹漑 등이 최종 으로 결정하

여, 1554년에 완성하여 이듬해부터 시행하 다. 

주석을 한 상은 총 60항목 62개 조문 내지 개소이다.2) 자세한 내역은 부표

와 같다. 이 의 취재조는 1개의 조문이지만, 경국 에 나오는 “子孫” 19개 개

소 부에 해 ‘자와 손’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자자손손”, 즉 자손 로를  

뜻하는지를 구분하여 해석하 다. 그리고 병 의 번차도목의 주석은 개별조문에 

한 것이 아니라 직  련이 있는 체아직의 운용과 련된 규정 내지 행을 

정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종합하면 주석을 한 경국 의 조문 내지 개소는 

모두 78개이다.  부분은 조문의 의미와 내용에 한 해석이지만, 단순한 용

어해설도 7개가 있다.3) 주해찬집자들은 단순한 용어해설과 조문해석은 분리하여 

* 이 글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8학년도 연구지원비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조선왕조실록에는 명종 6년 3월 16일에 편찬과 관련된 기사가 유일하게 나온다. 
2) 경국대전의 법문을 인용하는 통일적 방법이 확립되지 않았다. 잠정적으로 ‘典’ 아래에 

유사한 내용의 법문을 모은 것을 “項目”, 항목 아래의 개별 법문을 “조문”, 조문 가운
데 특정한 내용을 “個所”로 표현하기로 한다. 

3) 다음과 같다: <戶典> [備荒] ①註令民歲備救荒之物, [進獻] ①註別馬, ②種子馬, ③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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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책을 발간하 다. 자는 “前集”, 용어해설집을 “後集”이라고 한다.4) 

내용 으로 보면 이 과 형 이 가장 많다. 이 과 병 은 경국 을 용하

면서, 특히 인사와 련하여 발생한 문제를 유권 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리고 

형  사천은 18개의 개소에 해 해석을 하 다. 개별 으로 분석해야겠지만, 嫡

子  庶子와 련된 주문이 유독 많은데, 이는 16세기 엽의 상황을 반 하고 

있다.5) 

경국 주해는 실제 공식 인 법 으로 효력을 가졌다. 가장 표 인 는 

서자의 범 가 이 유권해석에 따라 어머니가 첩인 아들과 딸만이 아니라 그 자

손까지 서자로 법 으로 우받은 이다.

경국 주해의 등장 배경을 16세기의 사회변동  경국 의 운용과 련지

워 검토⋅연구하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우선 번역을 제공하여 향후 

연구의 기 자료로 제공한다. 

부표: 주석 대상 조문

吏典(8)
京官職(4), 外官職(2), 薦擧(2), 諸科(2), 取才(1*[18]), 

褒貶(2), 考課(2), 鄕吏(1)
16

戶典(5) 量田(2), 諸田(2), 田宅(3), 備荒(1), 進獻(3) 11

禮典(4) 諸科(1), 奉祀(4), 立後(1), 喪葬(1)  7

兵典(8)
外官職(1), 番次都目**, 軍士給仕(1), 入直(1), 復戶(1), 

免役(1), 兵船(1), 廐牧(1)
 8

刑典(4) 贓盜(1), 賤妾(1), 賤妻妾子女(5), 私賤(11) 18

工典(1) 舟車(2)  2

 * 1개의 조문에서 모두 18개의 개별조문에 대해 해석을 하였다.

 ** 구체적인 조문에 대한 해석은 없다.

馬; <兵典>[外官職] ①京畿水軍節度使; <刑典> [私賤] ②奴婢分口; <工典> [舟車] 
②杠輈. 

4) 후집은 안위가 淸洪道 觀察使로 부임하여 간행하였으며, 일본에 유일본으로 남아 있
다. 이의 번역도 현재 1차 번역은 완료한 상태로 교열 등을 거쳐 출간할 예정이다. 

5) 이에 대해서는 16세기의 변화를 법전 및 법서의 편찬 그리고 법해석과 관련하여 별도
로 고찰하여야 한다. 간단히 언급하면 경국대전주해가 유일한 공식유권해석서이며, 詞
訟類聚 등 私撰法書가 등장하여 후기까지 지속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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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  례

가. 본은 서울 학교 규장각에서 인⋅간행한 다음 책을 이용하 다. 

- 大典續錄⋅大典後續錄⋅經國大典註解, 經國大典(1997)

- 大典會通(1999), 大明律講解(2001)

나. 편집체제는 원본에 따랐으나 “吏典 取才” 부분은 역자가 수정하 다. 

다. 이해를 돕기 해 경국 의 해당부분을 [經]으로 표시하고 원문  역문

을 제시하 다. 때로는 더욱 분명히 하기 해 大典會通을 이용하 다. 

라. 본문 등에서 언 되고 있는 다른 조문은 ‘※’로 원문과 역문을 소개하 다. 

마. 경국  등의 면수와 행수를 밝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 다. 

바. 경국 은 本文과 註, 小註의 체제로 되어 있다. 주해의 내용과 직  

련 없는 부분은 생략하고 원문에서는 이를 밝혔고, 역문에서는 표시하지 

않았다. 

사. 번역과 주석은 다음 연구를 이용하 다. 개별 인 출 은 편의상 생략한다. 

- 韓㳓劤 외, 經國大典 －飜譯篇 －, 經國大典 －註釋篇 －, 한국정신

문화연구원, 1985, 1986

- 이종일, 大典會通硏究( 4책), 정정 : 한국법제연구원, 1994～1998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 백과사 
  * empas백과사 (http://100.empas.com/dicsearch/pcategory.html?s=K&i=12) 활용

- 오희복,  건 료기구  벼슬이름 편람, 여강출 사, 1992

아. 이 번역 작업은 2007년 2학기에 김 홍, 김민정, 다나카 토시미츠(이상 박

사과정) 군과 함께 한 공동강독작업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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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國大典註解序

古今載籍之行世者 必有註䟽 發明羽翼 然後讀者 不迷其宗旨 而無所疑難 至

若條章令式之書 於句讀文義之釋 尤致詳焉 所以資其誦習 而便於奉行也 歷

代法書 皆有講明之說 如

大明律䟽議⋅辨疑⋅解頤 卽其一也 惟我

國家自

太祖⋅太宗以降 作述典章 曰元典⋅續典⋅續集 而各有謄錄 俾官吏得以沿其門類 

而泝其源本 不眩於施用 其慮遠矣 第篇帙浩穰 卒難考閱 且不免有牴牾混雜

之患 議者病焉 逮至

世祖大王 思欲變而通之 爰取元典等諸書 刪繁就簡 取捨悉當 名曰

經國大典 至今遵行 然其遣辭措意 惟務簡奧 不顧人所難解 夫旣不通於其文 

則其瞀於用法 無足怪矣 庚戌春 有言其須加註釋 乃便於行者

命設局於禮曹 使通禮院左通禮 臣 安瑋 奉常寺正 臣 閔荃 通抄大典內 文字之過

約 推行之最礙者 若干條 各係註其下 而質訂於判書 臣 士龍 叅判 臣 沈通源 

叅議 臣 李夢弼 以脫初稿 復就政府 是正去就 於領議政 臣 沈連源 左議政 

臣 尙震 右議政 臣 尹漑 稡爲一卷 於是疑者釋而眩者明 庶幾袪前日難解之惑

矣 遂繕寫粧潢以進

賜號經國大典註解 仍

命 臣 士龍序之 臣 竊惟 自古有天下國家者 恪守舊章 而修其弊缺 要以納民於軌

物也 我

 　朝盛典 作於

創業之初 而述於

守成之世 作之於前 似無待於必述 而不得不述之於後 則大典之書 雖不待於註解 

而註解之作 其勢不容已也 其作而述 述而解 實因時損益之宜 而叅互發揮之

意 寓於其間 何可少哉 自是厥後 當官者 因解而曉其文 因文而達其意 措之

政事之際 發諸號令之間 莫不隨應曲當 則斯不負註解之意也

　  　嘉靖三十四年正月日 崇政大夫 行兵曹判書 兼知　經筵事 弘文館大提學 藝文

館大提學 知春秋館 成均館事 臣 鄭士龍 謹序1)

1) 서문에서는 국왕 등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행을 바꾸고 또 글자를 띄어 표기
하였다. 일반적 내용은 두 자를, 법전 등은 한 자를 띄우고 작성하였으며, 국왕 등은 
上行으로 띄우지 않았다. 이를 ‘擡頭法’이라고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원문대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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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주해 서문

옛날이나 지 , 서 이 세상에 활용되는 것은 반드시 해설서가 있어서 이해를 

도운 후에야 독자들이 그 뜻에 헛갈리지 않고  의심이 나거나 어려운 바가 없

었다. 만약 법률의 조문2)에 이르러서는 그 구두와 문의의 해석에 있어 더욱 치

하고 상세하여야 하니, 그 이해하는 것을 도와서 받들어 시행하는 것에 편리하

고자 하는 까닭이다. 역 의 법서는 모두 그 뜻을 강구하여 분명히 하는 설명이 

있으니 명률의 율조소의3)나 율해변의,4) 율학해이5)와 같은 것은 바로 그 하나

이다. 

아! 우리나라에서는 태조와 태종 이래 법 을 편찬하여 경제육 ,6) 속육 ,7) 

속집상 8)이라고 이름을 붙 으며  각각 등록9)이 있어서 리로 하여  그 부

문별 분류에 따라 그 근본을 이해하여 시행에 혹되지 않게 하 으니 그 뜻이 

원 하 도다. 다만 그 분량이 방 하여서 결국 상고하여 조사하기 어려우며  

서로 모순되고 뒤섞인 오류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의논하는 자들이 이

를 근심하 다.

성하였다. 
2) 條章은 법령을, 格式은 법령의 사례로 ‘격’은 형사사례, ‘식’은 행정사례이다. 
3) 율조소의: 명의 張楷式이 편찬한 명률주석서이다. 최종 명률인 洪武 30年律(1397) 이

후에 발간되었다. 1544년(嘉靖 23; 조선 中宗 39)의 중간 서문이 있다. 이는 楊一凡 
編, 中國律學文獻(哈爾濱: 中國 黑龍江人民出版社. 2004) 第1輯 第2冊, 第3冊으로 해제 
없이 영인되었다. 

4) 율해변의: 명초의 何廣이 편찬하였다. 이 책에는 1386년(洪武 19; 고려 禑王 12)의 序
文과 後序가 있다. 따라서 현재 臺灣 國立中央圖書館에 소장되어 있으며, 원문은 劉海
年⋅楊一凡 總主編, 中國珍稀貴法律典籍集成(北京: 科學出版社, 1994) “乙編 第1策”에 
수록되어 있다. ≪經國大典≫ <禮典> [雜科]조에는 “律學辨疑”로 되어 있으며, ≪經國
大典註解(後集)≫에서는 이를 何廣이 편찬한 책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같은 책이다. 

5) 율학해이: 明의 慈利丞 蕭思敬이 편찬한 명률주석서이다. 
6) 경제육전: 1397년(태조 6)에 편찬된 최초의 성문법전이다. 이해를 위해 이두로 되어 

있다. 태종대에 속육전을 편찬하면서 이두를 한문으로 바꾸고 이를 “元六典”이라고 명
명하였다. 경제육전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을 “元集詳節”, 이후의 법령을 정리한 것을 
“續集詳節”이라고 한다. 1415년에 다시 수정하여 각각 “元六典”, “續六典”이라고 불렀
다. 1426년(세종 8)에 다시 법전을 편찬하였는데, 이를 “新續六典”이라고 한다.

7) 속육전: 1412(태종 12)에 완성되고 이듬해에 공포된 법전으로 경제육전 반포 이후의 
법령을 종합⋅정리하였다. 

8) 속집상절: 위 속육전과 함께 편찬된 법전이다. 
9) 등록: 법령의 사례를 모은 것이다. 1433년(세종 15)에 新撰經濟續六典을 편찬하면서 

正典 6책과 謄錄 6책을 간행하였다. 이상 조선초기의 법전편찬에 대해서는 윤훈
표 외, 경제육 과 육 체제의 성립(혜안,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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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왕에 이르러 이를 변통하려고 마음을 먹어 이에 원 과 속  등 여러 

법 을 모아서 번거로운 것은 버리고 간단한 것을 취하니 그 취하고 버리는 것

이 모두 합당하 다. 이를 경국 10)이라고 이름하여 오늘날까지 행하고 있

다. 그러나 그 말과 의미11)는 오직 간결하고 심오한 것에만 힘을 써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 법문에 능통하지 않으면 그 법을 

용하는 데 어둡다는 사실은 이상할 것이 없도다. 

1550년(명종 5) , 모름지기 경국 에 주석을 해서 시행에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에 담당부서를 두도록 명하 다. 통례원 좌통례12) 안

,13) 상시정14) 민 15)으로 하여  경국  가운데 문장이 지나치게 축약되

어 시행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약간의 조문을 두루 가려 뽑아 각각 그 아래

에 주석을 붙 다. 그리고 서 정사룡,16) 참  심통원,17) 참의 이몽필18)에게 물

10) 경국대전: 세조대에 편찬에 착수하여 1466년(세조 12)에 완성되어 146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세조의 승하로 연기되어 이후 1469년(예종 1), 1470년(성종 1), 
1474년(성종 5)의 편찬을 거쳐 1484년(성종 15)에 최종적으로 완성되어 이듬해부터 시
행하였다. 현존하는 경국대전에는 崔恒의 서문이 있다. 이는 최초의 경국대전이 완성
된 1469년에 지은 것이다. 서문에서는 세조대에 시작하여 최초로 완성된 것을 중시하
여 세조의 업적으로 보았다. 

11) 四庫全書: 子部/ 雜家類/ 雜考之屬/ 宋吳曾 ≪能改齋漫錄≫ 卷八 [細數落花 因坐久 緩
尋芳草 得歸遲]에 “遣辭措意”라는 표현이 보인다. 이는 뒷사람이 글을 쓰면서 앞사람
의 글과 이어져서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법전을 계속 편찬
하였지만, 경국대전이 경제육전 등 초기 법전 원래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자연스럽
게 이어 받았음을 뜻한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DB 文淵閣 四庫全書
(http://skqs.snu.ac.kr/)를 이용하였다.

12) 통례원은 조선시대 국가의 儀禮를 관장하는 관서이며, 좌통례는 정3품 당하관직(정원
은 1인)이다. 

13) 안위(1491[성종 22]∼1563[명종18]): 1521년(중종 16)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검
열, 예조 좌랑 등을 역임하였다. 행정능력이 뛰어났으며, 외직에 있으면서 민심을 안정
시켰다. 또한 국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 申藩이 편찬한 ≪大典詞訟類聚≫에 따
르면 주해는 거의 안위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14) 봉사시는 국가의 제사와 시호를 의정하는 관서이며, 봉상시정은 정3품 당하관직(정원
은 1인)이다.

15) 민전(생몰년 미상): 1535년(중종 30)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1555년(명종 10) 安瑋와 
함께 ≪經國大典註解≫를 편찬하였다.

16) 정사룡(1494[성종 25]∼1573[선조 6]): 1513년(중종 8)에 문과에 합격하였으며, 1516년
에 文科重試에 장원을 하였다. 사간과 부제학이 되었으며, 1534년과 1544년 冬至使로 
명에 다녀왔다. 1563년 사림의 일당으로 몰려 삭직을 당하였다. 문장이 뛰어났다. 관
료적 시인으로 글씨도 잘 썼으나 탐학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17) 심통원(생몰 미상): 1573년(중종 32)에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였으며, 副應敎, 侍講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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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바로잡아 고를 완성하 다. 다시 의정부에 회부하여 의정 심연원,19) 좌의

정 상진,20) 우의정 윤개21)에게 옳음과 취사를 단하게 하여 마침내 한 권을 완

성하 다. 이에 의심이 있는 곳이 풀리고 헛갈리던 것이 분명하게 되었으니 아마

도 일에 이해하기 어려운 미혹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마침내 깨끗하게 써서 

책으로 만들어 바치니 “경국 주해”라고 이름을 내려주시고 이에 신 정사룡에

게 서문을 짓도록 명하셨도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 , 로부터 천하에 국가를 가진 자는 옛 법을 각별히 

지켜 그 폐단과 결함을 닦아 백성을 사물의 이치를 본받는 것에 들여보내려고 

하 습니다.22) 우리 조정의 훌륭한 법 은 창업 기에 만들어졌고, 수성하는 시

기에 주석을 하 으니 앞서 이를 만들 때에는 반드시 주석이 필요가 없는 듯하

으나, 후 에 어쩔 수 없이 주석을 하 으니 곧 경국 의 법문이 비록 주해

거쳐 直提學이 되어 공문서 작성을 담당하였다. 1548년(명종 3)에 좌우승지를 거쳐 경
상도 관찰사, 1550년에 예조참판, 대사헌 등을 거쳐 우의정과 좌의정이 되었다가 耆老
所에 들어갔다. 이듬해 권력남용과 뇌물 때문에 사직하였으며, 아부한 죄로 관직을 삭
탈당하였다. 

18) 이몽필(1507[중종 2]∼1562[명종 17]): 전주 이씨로 1519년 문과별시에 급제하였으며, 
형조좌랑 등 淸顯職을 두루 역임하였다. 외척인 윤원로, 윤원형, 김안로 등을 탄핵하
고, 賢良科의 복설을 주장하였다. 청백리에 선정되었다. 

19) 심연원(1491[성종 22]∼1558[명종 13]): 김안국의 문인으로 1522년(중종 17) 식년문과
에 급제한 후, 예문관 검열, 대교 등을 역임하였다. 1545년(명종 즉위년) 을사사화 때 
위사공신으로 책봉되었다. 문장에 능하고 일처리가 세밀하였으며, 우리와 중국의 지리
에 밝았다. 

20) 상진(1493[성종 24]∼1564[명종 19]): 1519년(중종 14) 별시문과에 급제하였으며, 예문
관 검열, 예조좌랑, 사헌부 지평을 역임하였다. 중종의 신임을 얻어 형조판서에 임명되
었으나, 인종의 즉위와 함께 경상도 관찰사로 좌천되었다. 만년에는 윤원형 등 소윤 
일파와 어울려 사림의 지탄을 받았다.

21) 윤개(1494[성종 25]∼1566[명종 21]): 어린 나이인 1516년(중종 11)에 식년문과에 급제
하여 국왕의 비호로 등용되었다. 승정원 주사, 사간원 정언을 거쳐 1519년에 이조좌랑
으로 사림의 등용에 힘을 썼다. 그해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외직으로 좌천되었으나 곧 
漢語에 능통하여 내직으로 복직되었다. 1543년 형조참판으로 ≪大典後續錄≫의 편찬에 
관여하였다. 을사사화 때는 공신에 책봉되었다. 예조판서로 오래 있으면서 법제를 정
비하는 데 기여하였다. 

22) ≪春秋左氏傳≫ [隱公 5年春] “임금은 백성을 궤와 물에 들도록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가르쳐 법도에 맞게 하는 것을 ‘軌’라고 하며, 재료를 가지고서 물건이 
드러나는 것을 ‘物’이라고 합니다. 궤와 물에 맞지 않는 것을 ‘亂政’이라고 합니다(君
將納民於軌物者也 故講事以度軌量 謂之軌 取材以章物采 謂之物 不軌不物 謂之亂政).”
에서 인용하였다. 번역은 정태현 역주, 역주 춘추좌 (1)(전통문화연구회, 2001), 203- 
204면 및 좌구명 지음/신동준 옮김, 춘추좌  1(한길사, 2006), 5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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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다리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해를 지음은 그 형세가 그만둠을 받아들

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이 만들어져 법 을 편찬하며, 법 이 편찬되어 풀이하는 것은 실로 시 변

화의 마땅함에 연유한 것이니 서로 참조하여 뜻을 드러내는 것이 그 사이에 깃

들여 있으니 어  다고 하겠습니까? 이로부터 그 후 직에 있는 자는 주해에 

힘입어 그 법문을 깨우치고 이해하여 그 뜻에 통달하게 되니 정사를 베풀 때에

나 명령을 내릴 때에 마땅함에 따라 진실로 당하게 되면 이는 주해의 뜻을 

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1555년(명종 10) 정월 숭정 부23) 행24) 병조 서 겸 지경연사, 홍문  제학, 

문  제학, 지춘추  성균 사25) 신 정사룡이 삼가 쓰옵니다. 

經國大典註解

吏典

【京官職】
1．又加階 註 五考三上⋅三考二上者 許加

五考⋅三考內 上考居多 則雖餘考中⋅下 其仕日 加階時 許通計

“  품계를 올린다”의 주: 5고 가운데 상이 3, 3고 가운데 상이 2인 자는 

품계를 올리는 것을 허용한다.1)

* 5考와 3考 에 上이 많으면 비록 나머지가 中, 下이어도 그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품계를 더할 때에 함께 계산하는 것을 허용한다. 

[經] ○六品以上 仕滿九百 七品以下 仕滿四百五十 遷官 又加階 <○六品以上 則

五考三上 七品以下 則三考二上者 許加>; [출 : 35-6]

○근무일수가 6품 이상은 900일, 7품 이하는 450일이 되면 직을 옮기고 

23) 숭정대부: 문관 정1품 품계
24) 행: 관료의 품계와 직급이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품계는 높은데 직급이 낮은 경

우를 ‘행’이라고 한다. 정1품인 숭정대부로 정2품인 병조판서를 맡은 것이다. 
25) 이상의 관직 중에서 병조판서만 본직이고 나머지는 모두 겸직이다. 

1) 五考三上이란 관리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방법이다. 즉 長官이 부하 관료의 근무성적
을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평가하여 上, 中, 下로 성적을 매긴다. 따라서 다섯 번 평
가하여 세 번 상을 받으면 五考三上이요, 세 번 평가하여 두 번 상을 받으면 三考二
上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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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官階를 올린다 <○6품 이상은 五考三上인 자에게, 7품 이하는 三考二上

인 자에게 계를 올리는 것을 허용한다>. 

2．在任遭喪者⋅無故作散者⋅言官以公罪作散者 通計前仕

此指加階而言

재임 에 상을 당한 자, 허물없이 직에서 물러난 자, 언 으로 공죄2)를 

지어 직에서 물러난 자는 (다시 직을 받으면) 앞의 근무일수를 모두 계

산한다. 

* 이는 품계를 올리는 것을 가리켜 지칭하는 것이다.

[經] 在任遭喪者⋅無故作散者⋅言官以公罪作散者 通計前仕 <兵曹 同>; [출 : 

35-8]

3．六曹註 敎授⋅別提⋅訓導 擇本業人差之 餘敎授⋅訓導同

本業人 專指本學人而言 但以禮典獎勸條 ‘醫書敎授內 生員⋅進士 以其仕日 

准圓點’之語 觀之 習讀 可通稱本業 而舊大典禮典 不錄此語 必是後來 以習

讀爲敎授而仍錄之也 然則在今 不得不通稱也

육조의 주: 교수와 별제, 훈도는 그 분야의 본업인( 문가)을 골라 임명하

고, 나머지 교수와 훈도도 같다. 

* 본업인은 오로지 본학을 공부하는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다만  

장권조에 “의학교수 가운데, 생원과 진사는 그 근무일수를 성균 에서 공

부한 날(원 )에 한다”는 말로써 보면, 습독( )도 본업인으로 통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구  에 이 말을 수록하지 않았으니, 반드시 이

후에 습독( )으로 교수를 삼아서 기록한 터일 것이다. 그러니 지 은 이를 

통칭하지 않을 수 없다. 

[經]【戶曹】〔經費司〕○敎授⋅別提⋅訓導 擇本業人差之 餘敎授⋅訓導同; [출 : 

49-6]3)

※ <禮典> [獎勸]條 習讀官及敎授內 生員進士 以其仕日數準圓點之數 許赴文科

館試; [출 : 297-3]

습독 4)  교수 가운데 생원과 진사는 그 근무일수를 원 5)수로 인정해 

2) 공죄: 관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수 등으로 지은 죄로 개인적인 이익이 개재되지 
않은 죄이다. 

3) 경국대전에서는 분명하지 않아서 대전회통에 의거하였다(출전: 77-7)
4) 醫書習讀官은 조선시대에 의학에 정통한 文官을 양성하기 위하여 두었던 관직이다. 

습독관은 士族子弟 중 총명한 자 즉 4館 參下官이나 有蔭子弟, 성균관과 4학의 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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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문과의 館試에 응시할 수 있게 한다.

4．觀象監註 前銜 則依無祿官例 叙用

以天文習讀叙用 而作散者 精通本業 則稱肄習官 令治業 依義禁府堂下官及別

坐等例 仕滿三百六十 還叙
상감의 주: 직은 무록 의 에 따라 서용한다. 

* 천문습독으로 서용하되, 직을 떠난 자가 천문학에 정통하면 이습 이라고 

불러 천문학을 연마하도록 하며, 의 부 당하 과 별좌 등의 에 따라 근

무일수가 360일이 되면 다시 임명한다. 

[經]【觀象監】天文學習讀官 十員 從六品去官後 守令取才入格者 敍用 本業精通

者 稱肄習官 令治業 前銜 則依無祿官例 敍用; [출 : 78-2]

천문학 습독 은 10원으로, 종6품에서 거 한 후에 수령 취재에 입격한 자

를 서용한다. 천문학에 정통한 자를 이습 이라고 불러 천문학을 연마하도

록 한다. 직은 무록 의 에 따라 서용한다. 

※ <吏典> [京官職] 無祿官 <義禁府堂下官及提擧提檢別坐別提別檢等> 仕滿三

百六十而敍; [출 : 35-7]

무록 <의 부 당하   제거, 제검, 별좌, 별제, 별검 등>은 근무일수가 

360일이 차면 임용한다. 

【外官職】 

1．註春分前不足五十日以下者遞

不足言箇滿之限未周也 箇滿若在春分後五十日內則遞之

외 직의 주: 춘분 에 채우지 못한 것이 50일 이하인 자는 교체시킨다. 

* ‘채우지 못한 것’은 정해진 임기를 다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임기 만료가 

춘분 후 50일 이내라면 교체시킨다. 

[經] 觀察使⋅都事仕滿三百六十 守令仕滿一千八百 堂上官及未挈家守令⋅訓導仕

滿九百乃逓 移任守令通計前仕遷官 當農月則勿逓, 春分前不足五十日以下者

遞; [출 : 115-3]

등으로서 25세 이하인 자를 골라 체아직을 주었으며 그 定員은 30인으로 하고 月講성
적이 우수한 자는 顯官으로 임용하였다.

5) 圓點이란 성균관의 식당 출석부로서 到記에 서명한 수인데 朝夕 두 끼에 圓點 하나로 
계산하여 300점(예외로 50점 이상)이 되어야 문과초시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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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사⋅도사는 근무일수 360일을 채우면, 수령은 근무일수 1,800일을 채

우면, 당상   가족을 데리고 가지 않는 수령과 훈도는 근무일수 900일

을 채우면 바로 교체시킨다. 근무지가 바  수령은 이 의 근무일수를 통

산하여 교체시킨다. 농사철이 되어서는 교체시키지 말며, 춘분 에 근무

일수 모자란 것이 50일 이하인 자는 교체시킨다.

2．守令⋅敎官托故窺免者 

已赴任與未赴任 同

수령이나 교 이 핑계를 고 직 를 면하기를 꾀하는 경우

* 이미 부임했거나 아직 부임하지 않았거나 마찬가지이다.  

[經] 守令⋅敎官托故窺免者 准其遞期不敍 敍時還除外官; [출 : 117-5]

수령이나 교 이 핑계를 고 지방직을 회피하기를 꾀하는 경우, 그가 근

무해야 할 기간에 하여 임용하지 아니하고, 임용할 때에는 도리어 외

으로 임명한다.  

【薦擧】 

1．各薦堪爲觀察使⋅節度使者

節度使 兵馬⋅水軍之通稱 雖水軍節度使 無薦則不可擬也

* 각각 찰사⋅ 도사가 될 만한 자를 추천한다.

‘ 도사’는 병마, 수군의 통칭이다. 비록 수군 도사라고 하여도 천거가 없

으면 임 께 추천할 수 없다.

[經] 每年春孟月 議政府⋅六曹⋅堂上官及司憲府⋅司諫院官員 各薦堪爲觀察使⋅
節度使者(이하 생략); [출 : 157-6]

매년 의 첫 달에 의정부⋅육조의 당상   사헌부⋅사간원의 원은 각

기 찰사나 도사가 될 만한 자를 추천한다.

2．已行六品以上顯官

顯官謂 東⋅西班正職也

* ‘이미 6품 이상의 을 지냈다.’

‘ ’은 동반과 서반의 정직을 뜻한다. 

[經] 凡薦擧者 曾經試才及已行六品以上顯官外 四書中一書, 五經中一經 從自願試

取; [출 : 157-8]

무릇 추천받은 자는 일 이 取才6)를 거쳤거나, 이미 6품 이상의 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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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자 이외에는 사서 가운데 一書, 오경 가운데 一經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시험하여 뽑는다. 

【諸科】7) 

1．註餘三階

餘指甲科第二第三人也

* 제과의 주: 나머지는 삼계를 올려 다.

‘나머지’는 갑과의 2번째 사람, 3번째 사람을 가리킨다. 

[經] 아래 참조.

2．階窮者 陞堂上官

階窮者 東班通訓西班禦侮以上之通稱 此言階窮者 指通訓禦侮而言之 其資級

非已至通訓禦侮者 則皆不在陞堂上之例

* 계궁자는 당상 으로 올려 다.

‘계궁자’는 동반의 통훈 부, 서반 어모장군 이상의 통칭이다. 여기서 계궁

자는 통훈 부, 어모장군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그 품 의 등 이 통

훈 부, 어모장군에 이른 것이 아니면 모두 당상 으로 올라가는 에 들지 

않는다. 

[經] 文科甲科第一人授從六品 餘正七品 乙科正八品階 丙科正九品階 <元有階者 

甲科第一人加四階 餘三階 階窮者 陞堂上官(소주 생략)>; [출 : 158-2]

문과에서 갑과 제1인은 종6품을 주고 나머지는 정7품을 주며, 을과는 정8

품계를, 병과는 정9품계를 다. <원래 품계를 가진 자는 갑과 제1인은 4

품계를 더하고 나머지는 3품계를 더한다. 계궁자는 당상 으로 올려 다. 

을과는 2품계를 더하고, 병과는 1품계를 더하고 계궁자는 직을 다.>

【取才】

1．蔭子弟註 功臣及二品以上子孫

취재 음자제의 주: 공신  2품 이상의 자손

大臣議得內 大典所載子孫之語 各有所指 

신들이 논하여, “ 에 실려 있는 ‘자손’이라는 말은 각기 가리키는 바

6) 서리 등 특수한 직임에 대한 간단한 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다. 
7) 제과는 형태상으로는 본문이나, 내용에 따라 표제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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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며 아래와 같이 결론을 얻었다:

本典 蔭子弟條註 二品以上子孫 原從功臣則子孫 實職三品者之子孫經1] 限品敍

用條註 二品以上妾子孫經2] 兵典忠順衛條註 有蔭子孫經3] 補充隊條 未去官身

死者 許子孫繼役經4] 復戶條註 六品以上從仕者之子孫 二品以上閑散者之子孫 

犯不忠不孝者之子孫經5] 刑典賤妻妾子女條註有蔭子孫經6] 推斷條註有蔭子孫經7] 

私賤條註父母⋅祖父母⋅外祖父母之於子孫經8] 乃謂子及孫也 

1] 이  음자제조의 주: “2품 이상 자손, 원종공신의 자손, 실직 3품 이상

의 자손”, 2] 한품서용조의 주: “2품 이상 첩자손”, 3] 병  충순 조의 주: 

“음서의 혜택을 받는 자손”, 4] 보충  조: “ 직을 떠나지 않고서 사망한 

자는 자손이 그 역을 잇는 것을 허용한다.”, 5] 복호조의 주: “6품 이상 벼

슬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손, 2품 이상 한산자의 자손, 불충, 불효를 범한 

자의 자손”, 6] 형  천처첩자녀조의 주: “음서의 혜택을 받는 자손”, 7] 추

단조의 주: “음서 혜택을 받는 자손”, 8] 사천조의 주: “부모, 조무보, 외조

부모가 자손에게”, (이상의 조문에서는 子孫은) 바로 ‘아들과 손자’만을 말

하는 것이다. 

[經1] <吏典> [蔭子弟] 每年正月 ○功臣及二品以上 子孫壻弟姪 <原從功臣 則子

孫> 實職三品者之子孫(이하 생략); [출 : 155-4]

매년 정월에 실시한다. ○공신  2품 이상의 자손⋅사 ⋅동생⋅조카 

<원종공신은 자손만 해당한다.>와 實職 3품인 자의 자손

[經2] <吏典> [限品敍用條] 二品以上妾子孫 許於司譯院⋅觀象監⋅典醫監⋅內需

司⋅惠民署⋅圖畵署⋅算學⋅律學 隨才用; [출 : 160-1] 

2품 이상의 첩자손은 사역원, 상감, 의감, 내수사, 혜민서, 도화서, 산

학, 율학 에서 재능에 따라 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經3] <兵典> [忠順衛] 異姓緦麻 外六寸以上親 王妃緦麻 外五寸以上親 <소주 생

략> ○東班六品以上 西班四品以上 曾經實職顯官 文武科出身生員進士 有蔭

子孫婿弟姪屬焉; [출 : 413-3]

왕의 이성의 시마, 외가 육  이상의 친족, 왕비의 시마, 외가 오  이상 

친족, ○동반 6품 이상, 서반 4품 이상 實職의 顯官을 거친 자, 문무과출

신, 생원, 진사, 음서의 혜택을 받는 자손, 사 , 아우, 조카가 이에 속한다. 

[經4] <兵典> [補充隊] 年滿六十者 未去官身死者仕 並許子孫繼役通計; [출 : 

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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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60이 된 자  그 직 에서 물러나기 에 사망한 자의 근무일수

는 모두 그 자손이 역을 이어서 통산하는 것을 허용한다. 

[經5] <兵典> [復戶] 宗姓袒免⋅外姓及王妃同姓緦麻以上親, 田十五結以下復戶

<(생략) 從仕者及六品以上從仕者之子孫 ≪二品以上則雖閑散者之子孫亦勿復

≫ (생략) 犯不忠⋅不孝者之子孫, 並勿復>; [출 : 466-1] 

종성의 단문친, 왕의 外姓  왕비 동성의 시마 이상친으로서 토지가 15결 

이하인 자는 復戶한다. < 직에 종사한 자  6품 이상 직에 종사한 자

의 자손으로 ≪2품 이상의 경우는 비록 한산자의 자손이라도 모두 복호하

지 아니한다.≫ 불충⋅불효를 범한 자의 자손은 모두 복호하지 아니한다.> 

[經6] <刑典> [賤妻妾子女] 大⋅小員人 <文⋅武官⋅生員⋅進士⋅錄事⋅有蔭子孫 

及無嫡子孫者之妾子⋅孫承重者> 娶公⋅私婢爲妻妾者之子女, 其父告掌隸院, 

覈實錄案(이하 생략); [출 : 500-6]

⋅소원인 <문⋅무 , 생원, 진사, 녹사, 음서의 혜택을 받는 자손  

자손이 없는 자의 첩자손으로서 승 한 자>으로 공⋅사노비를 얻어 처첩

으로 삼은 자의 자녀는 그 아버지가 장 원에 신고하고, 장 원에서는 실

상을 조사하여 문안에 기록한다.

[經7] <刑典> [推斷] 文⋅武官及內侍府⋅有蔭子孫⋅生員⋅進士 犯十惡⋅奸盜⋅
非法殺人⋅枉法受贓外 笞⋅杖並收贖 公罪徒 私罪杖一百以上 決杖; [출 : 

486-2]

문⋅무 원  내시부, 음서의 혜택을 받는 자손, 생원, 진사로서 십악, 간

음, 도, 법을 어기고 살인하는 것, 법을 악용하여 뇌물을 받는 등을 범

한 것을 제외하고는 태형과 장형은 모두 속 을 받는다. 공죄로서 도형, 

사죄로서 장100 이상은 杖으로 처결한다.  

[經8] <刑典> [私賤條] 欲改者具由告官改給 受者身死勿改 <父母⋅祖父母⋅外祖

父母之於子孫, 夫之於妻⋅妾 許改>; [출 : 513-9] 

문기를 고치려고 하는 자는 사유를 갖추어 에 신고하면 고쳐주되, 문기

로 재산을 받을 자가 죽었다면 고칠 수 없다. <부모⋅조부모⋅외조부모가 

자손에 해서, 남편과 처⋅첩 사이에는 고치는 것을 허용한다.> 

本典限品敍用條 良妾子孫 賤妾子孫經9] 鄕吏條 並免子孫役經10] 戶典田宅條 

功臣田傳子孫註 移給繼姓子孫 嫡室無子孫者 傳良妾子孫 無良妾子孫則賤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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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孫 傳受子孫被罪移給他子孫經11] 同條立廟家舍 傳於主祀子孫經12] 禮典諸科

條註 庶孼子孫經13] 兵典忠義衛條註 功臣子孫屬焉 妾子孫承重者亦屬經14] 忠

贊衛條註 原從功臣及子孫屬焉 妾子孫 承重者亦屬經15] 刑典賤妻妾子女條註 

無嫡子孫者之妾子孫經16] 私賤條 放役奴婢後所生 許子孫役使者經17] 乃謂子子

孫孫也 

9] 본  한품서용조: “양첩자손, 천첩자손”, 10] 향리조: “모두 자손의 역

을 면제한다”, 11] 호  택조의 “공신 은 자손에게 한다”의 주: “성

을 잇는 자손에게 이 한다”, “ 처에게 자손이 없다면 양첩자손에게 

하고”, “양첩자손이 없다면 천첩자손”, “ 해 받을 자손이 죄를 입었다면 

다른 자손에게 한다”, 12] 같은 조: “가묘가 있는 집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손에게 한다”, 13]  제과조의 주: “서얼자손”, 14] 병  충의 조

의 주: “공신자손은 이에 속한다”, “첩자손으로 승 하는 자 한 속한

다”, 15] 충찬 조의 주: “원종공신  자손이 이에 속한다”, “첩자손으로 

승 한 자 한 이에 속한다”, 16] 형  천처첩자녀조의 주: “ 실 자손이 

없는 자의 첩자손”, 17] 사천조: “노비를 풀어  후에 태어난 노비는 자손

이 부리는 것을 허용한다” (이상의 조문에서는 子孫은) 바로 ‘子子孫孫’을 

뜻한다. 

[經9] <吏典> [限品敍用] 文武官二品以上良妾子孫限正三品 賤妾子孫限正五品 

六品以上良妾子孫限正四品 賤妾子孫限正六品 七品以下至無職人 良妾子孫

限正五品 賤妾子孫及賤人爲良者限正七品 良妾子之賤妾子孫限正八品; [출

: 159-6]

문무  2품 이상의 양첩자손은 정3품을, 천첩자손은 정5품을, 6품 이상

의 양첩자손은 정4품을, 천첩자손은 정6품을, 7품 이하에서 무직인까지

의 양첩자손은 정5품을, 천첩자손  천인으로 양인이 된 자는 정7품을, 

양첩자의 천첩자손은 정8품을 최고로 임용한다.

[經10] <吏典> [鄕吏] 凡鄕吏中 文武科 生員進士者 特立軍功受賜牌者 三丁一子

中雜科及屬書吏去官者 並免子孫役; [출 : 167-2]

무릇 향리로서 문과, 무과,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자, 특히 군공을 세워

서 사패를 받은 자, 三丁一子가 잡과에 합격한 자  서리에 속하여 근

무일수가 차서 직 를 떠난 자는 모두 그 자손의 향역을 면제하여 다. 

[經11] <戶典> [田宅] 功臣田傳子孫 <承重者加三分之一 ○女子身死後移給繼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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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孫 ○嫡室無子孫者 傳良妾子孫 無良妾子孫則賤妾子孫 承重者只給祭田

三十結 其餘屬公 ○傳受子孫若被罪應收者 移給他子孫> (이하 생략); [출

: 196-3]

공신 은 자손에게 한다. <승 한 자는 3분의 1을 더해 다. ○여자

가 가지고 있던 공신 은 본인이 죽은 뒤 성을 잇는 자손에게 옮겨 

다. ○ 실에게 자손이 없는 경우는 양첩자손에게 하고, 양첩자손이 

없으면 천첩자손 에 승 한 자에게 祭田만 30결을 주고 나머지는 국

가에 환속시킨다. ○ 해 받을 자손이 죄를 지어 거두어 들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손에게 옮겨 다.>

[經12] <戶典> [田宅] 立廟家舍, 傳於主祭子孫(번역 생략); [출 : 196-7]

[經13] <禮典> [諸科] 罪犯永不敍用者 贓吏之子 再嫁⋅失行婦女之子孫及庶孼子

孫 勿許赴文科⋅生員⋅進士試(이하 생략); [출 : 213-10]

죄를 범하여 구히 임용할 수 없게 된 자, 장리의 아들, 재가하거나 

행실을 잘못한 부녀의 아들  손자, 서얼자손은 문과, 생원⋅진사시에 

응시하지 못한다. 

[經14] <兵典> [忠義衛] 功臣子孫 屬焉 <妾子孫承重者 亦屬>(번역 생략); [출

: 409-6]

[經15] <兵典> [忠贊衛] 原從功臣及子孫 屬焉 <妾子孫承重者 亦屬>(번역 생략); 

[출 : 413-3] 

[經16] <刑典> [賤妻妾子女] 宗親緦麻以上 外姓小功以上親賤妾子女 並從良 無

贖身⋅立役 (할주 생략) ○大⋅小員人 <文⋅武官⋅生員⋅進士⋅錄事⋅
有蔭子孫及無嫡子孫者之妾子孫承重者>(이하 생략); [출 : 500-4]

종친의 시마 이상친과 외성 소공 이상친의 천첩자녀는 모두 양인으로 

삼으며, 贖身이나 立役하지 않는다. 소인원 <문⋅무 , 생원⋅진사, 

녹사, 음서의 혜택을 받는 자손  실 자손이 없는 자의 첩자손으로

서 승 자>

[經17] <刑典> [私賤] 放役奴婢後所生, 許子孫役使(번역 생략); [출 : 514-9] 

兵典族親衛條註 妾子孫亦屬經18]云者 在寸內應屬之人也

병  족친 조의 주: “첩자손 한 속한다”라는 것은 수 내에 마땅히 

속해야 하는 사람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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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18] <兵典> [族親衛] 宗姓袒免 異姓緦麻以上親 及王妃緦麻以上親 世子嬪期

親 屬焉 <(생략) ○妾子孫 亦屬>; [출 : 409-6]

왕의 종성 단문친, 왕의 이성 시마 이상친  왕비의 시마 이상친과 세

자빈의 朞親이 이에 속한다. <○첩자손 한 속한다.>

【褒貶】

1．註 藝文館⋅成均館⋅承文院⋅校書館 七品以下官 中者 其都目勿遷轉

四館官員一年兩都目遷轉 故以都目爲言 其都目勿遷轉云者 居中者不得遷 則

在其下者越次而陞 以此用罰而已 非時遷轉則不在此限

* 주: 문 ⋅성균 ⋅승문원⋅교서  7품 이하 원으로서 (고과에서) 中을 

받은 자는 그 都目에서는 임시키지 못한다.

4館의 원은 1년에 兩都目9)에 임하므로, 그래서 都目이라고 말하는 것

이다. ‘그 都目에서 임시키지 못한다’고 한 것은, 中에 있는 자는 임할 

수 없으므로 下에 있는 자는 다음을 쉰 다음에야 승 할 수 있으며, 이로

써 벌을 삼을 뿐이다. 비정기 인 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經] 藝文館成均館承文院校書館 七品以下官中者 其都目 勿遷轉; [출 : 161-10]

2．有遞兒衙門 前御官中者 後等褒貶前勿叙
有遞兒衙門卽指 內醫院⋅觀象監⋅典醫監⋅司譯院⋅惠民署 一年兩都目者而言

* 遞兒衙門10)의 前御官11)이 中을 받으면 다음 임기의 褒貶12) 에는 서용하

지 못한다.

체아아문은 내의원⋅ 상감⋅ 의감⋅사역원⋅혜민서를 가리키며, 1년에 양

도목을 하는 것으로 말한다.

[經] 有遞兒衙門 前御官中者 後等褒貶前勿叙; [출 : 162-1]

8) 族親衛는 五衛 중 虎賁衛에 속한 兵種으로서 王과 先王의 宗姓 袒免 이상 親(9촌⋅10
촌 이내)과 異姓의 緦麻 이상 親(외4촌 이내), 그리고 王后와 先后의 親庭의 緦麻 이
상 親(친8촌, 외4촌 이내) 및 世子嬪의 親庭의 期年 이상 親(친3촌 이내) 등으로 구성
되어 있었다. 이들은 試取를 거치지 않고 入屬하며 일정한 복무를 마치면 官階를 받
고 去官하였다. 정원은 없고 長番이며, 종5품 이하의 체아직을 받았는데 그 자리 수는 
23인이었다.

9) 도목은 정기인사로, 원칙적으로 1년에 네 차례 있는데, 양도목은 정월과 7월이다. 
10) 체아직은 1인의 급여를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일정기간 급여를 받는 것이다. 
11) 전함관: 품계가 있는 전직의 경력을 갖춘 사람
12) 포폄: 근무평정, 즉 인사고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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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考課】

1．周年病滿三十日者

通計公簿 病日周年內滿三十者 罷職懲其懶慢也 或有疑其謂實病者 以給假條

註己病卽改差之文 觀之知此非爲指實病也明矣

* 만 1년 동안에 병이 만 30일인 자

출근부[公簿]를 모두 계산해서 아  날이 1년 내에 만 30일이면 직해서 

그 나태함을 징계한다. 혹 그것이 실제의 병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의문이 

있지만, 給暇條의 註에 몸에 병이 있으면 곧바로 고쳐 임명[改差]한다는 법

문이 있으니, 그를 보면 이것이 실제의 병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이 명백하다.

[經] 周年病滿三十日者 議親功臣十惡外 五犯罪者 並勿揀赦前 啓聞罷職; [출 : 

163-4]

1년 동안 병이 만 30일인 자와 의친⋅공신  十惡13) 이외의 죄[私罪]를 

다섯 번 범한 자는 모두 사면 을 가리지 않고 계문하여 직한다.

※ ≪經國大典≫ <吏典> [給暇] ○凡呈辭者 親病則遠道七十日 近道五十日 京

畿三十日 外官則觀察使計程給假 過限不還者並改差 己病則卽改差; [출 : 

165-10]

≪경국 ≫ <이 > [ 가] ○무릇 휴가신청을 한 자에게는 부모의 병환

인 때에는 원거리이면 70일, 근거리이면 50일, 京畿는 30일을 주고, 外官

의 경우에는 觀察使가 그 路程을 헤아려서 휴가를 다. 휴가의 기한이 지

나도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개차한다. 자기의 병이면 곧바로 개차

한다.

2．五犯罪

指私罪也

* 다섯 범죄 

私罪14)를 가리킨다.

[經] 조 참조.

13) ≪大明律≫ <名例律>에서 규정한 열 가지 중대한 범죄이다. 비록 형벌이 무겁지 않더
라도 收贖, 사면 등의 혜택을 불허하여 엄하게 처벌하였다. 

14) 사죄: 관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면서 지은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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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吏】

1．三丁一子

雖多至於六丁以上 只許一子 屬書吏或赴雜科 其餘勿給陳省

 * 3丁  1子

비록 많아서 6丁 이상에 이르더라도 한 자식만을 서리에 입속하거나 잡과

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 나머지는 陳省15)을 주지 않는다.

[經] 凡鄕吏中文武科生員進士者 特立軍功受賜牌者 三丁一子中雜科 及屬書吏去官

者 並免子孫役; [출 : 167-2]

무릇 향리로서 문과⋅무과,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자, 특히 軍功을 세워서 

사패를 받은 자, 三丁一子 에서 잡과에 합격하거나 서리에 입속하여 근

무일수가 차서 직에서 떠난 자는 모두 그 자손의 역을 면제한다.

戶典

【量田】

1．註 一等田一結准三十八畝 二等田四十四畝七分 三等田五十四畝二分 四等田

六十九畝 五等田九十五畝 六等田一百五十二畝

三十八畝積二十二萬八千尺 與一等田一結積尺同 四十四畝七分積二十六萬八千

二百尺 與二等田一結積尺同 五十四畝二分積三十二萬五千二百尺 與三等田一

結積尺同 六十九畝積四十一萬四十尺 與四等田一結積尺同 九十五畝積五十七

萬尺 與五等田一結積尺同 一百五十二畝積九十一萬二千尺 與六等田一結積尺

同 一畝之稅 一等田五升二合六勺 故三十八畝 則十九斗九升八合八勺 二等田

四升四合七勺 故四十四畝七分 則十九斗九升八合九釐 三等田三升六合九勺 

故五十四畝二分 則十九斗九升九合九勺八釐 四等田二升九合 故六十九畝 則

二十斗一合 五等田二升一合 故九十五畝 則十九斗九升五合 六等田一升三合

一勺 故一百五十二畝 則十九斗九升一合二勺 雖少有多寡之差 大槪皆爲二十

斗 卽一結上上年之稅也

* 註의 1등  1결은 38무에 하고, 2등 은 44무 7분, 3등 은 54무 2분, 4

15) 진성: 자세한 사정을 진술한 문서로, 향리의 경우 진성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지만 
그 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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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은 69무, 5등 은 95무, 6등 은 152무에 한다. 

38무 은 22만 8천척으로 1등  1결 척과 같고, 44무 7분 은 26만 8천 2

백척으로 2등  1결 척과 같고, 54무 2분 은 32만 5천 2백척으로 3등  

1결 척과 같고, 69무 은 41만 40척으로 4등  1결 척과 같고, 95무 은 

57만척으로 5등  1결 척과 같고, 152무 은 91만 2천척으로 6등  1결

척과 같다. 

1무의 세 은, 1등 은 5승 2합 6작으로 38무면 19두 9승 8합 8작, 2등

은 4승 4합 7작으로 44무 7분이면 19두 9승 8합 9리, 3등 은 3승 6합 9

작으로 54무 2분이면 19두 9승 9합 9작 8리, 4등 은 2승 9합으로 69무면 

20두 1합, 5등 은 2승 1합으로 95무면 19두 9승 5합, 6등 은 1승 3합 1

작으로 152무면 19두 9승 1합 2작이다.1) 비록 약간의 많고 음의 차이가 

있더라도 크게 보아 20두가 1결의 上上年2)의 세 이다.3)

[經] 一等田一結準三十八畝 二等田四十四畝七分 三等田五十四畝二分 四等田六十

九畝 五等田九十五畝 六等田一百五十二畝; [출 : 173-10]

2．各等田十四負 准中朝田一畝

大明律 其檢踏官吏及里長甲首 失於關防致有不實者 計田十畝以下免罪 十畝

以上至二十畝笞二十 冒告災傷者 一畝至五畝笞四十 各等田十四負 下下年稅

五升零 與中朝一等田一畝稅同 故災傷審勘有差錯者 相准照律

* ‘각등 의 14부는 국의 田 1무에 한다.’ 

大明律의 검답한 리  이장, 갑수가 關防4)에 실책해서 부실이 있게 되

1) 畝와 分은 중국의 면적 단위로 10분이 1무이다. 唐 이후 5제곱 자를 1步로, 240보를 
1무로 하였다. 斗升合勺은 곡식의 양을 재는 단위로, 순서대로 크며, 각각 10배이다. 
결은 토지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토지의 면적을 재는 단위이다. 이를 ‘結負’ 또는 
‘結卜’이라고 한다. 최소단위는 ‘把[줌]’인데, 조선시대에는 量田尺 평방 1척이 ‘줌’이
며, 10줌이 1束[뭇], 10뭇이 1짐[卜, 負], 100짐이 1結[목/멱]이 된다. 양전척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크기가 달랐다. 박성훈, 單位語辭典(민중서관, 1998) 참조.

2) 연분구등법으로 가장 수확이 좋은 경우이다. 
3) 이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各等田一結 畝積 尺數 一畝之稅 一結之稅

一等田一結 三十八畝 二十二萬八千尺 五升二合六勺 十九斗九升八合八勺

二等田一結 四十四畝七分 二十六萬八千二百尺 四升四合七勺 十九斗九升八合九釐

三等田一結 五十四畝二分 三十二萬五千二百尺 三升六合九勺 十九斗九升九合九勺八釐

四等田一結 六十九畝 四十一萬四十尺 二升九合 二十斗一合

五等田一結 九十五畝 五十七萬尺 二升一合 十九斗九升五合

六等田一結 一百五十二畝 九十一萬二千尺 一升三合一勺 十九斗九升一合二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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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계산해서 10무 이하면 죄를 면제하고, 10무 이상 20무이면 태20에 처한

다. 거짓으로 災傷이라고 보고하면 1무에서 5무까지는 태40에 처한다. 각등

의 14부 下下年의 세  5승 0은 국의 1등  1무의 세 과 같으므로 災

傷을 심사하는 데 착오가 있으면 서로 하여 조율한다.

[經] ○各等田十四負準中朝田一畝; [출 : 174-4]

※ ≪大明律講解≫ <戶律> ｢田宅｣ [檢踏灾傷田粮] 其檢踏官吏及里長甲首 失於

關防 致有不實者 計田十畝以下免罪 十畝以上至二十畝笞二十 每二十畝加一

等 罪止杖八十 ○若人戶將成熟田地移坵換段 冒告灾傷者 一畝至五畝笞四十 

每五畝加一等 罪止杖一百 合納稅粮 依數追徵入官; [출 : 161-10]

≪ 명률강해≫ <호율> ｢ 택｣ [검답재상 량] 다만 검답하는 리  이

장, 갑수가 關防에 실수하여 부실한 것에 이르는 경우, (해당) 지를 계산

하여 10무 이하는 죄를 면하고 10무이상 20무까지는 태20에 처하며 20무

마다 한 등 을 더하되 죄가 장80에 그친다. ○만약 人戶가 숙 을 移坵換

段하여 거짓으로 灾傷이라 보고할 경우, 1무에서 5무까지는 태40에 처하고 

5무마다 한 등 을 더하되 죄가 장100에 그치며, 바쳐야 할 세량을 합하

여 수 로 추징하여 入官한다.

【諸田】

1．註自耕無稅

皆公田也

* 주: 직  경작5)하는 토지는 무세6)이다.

모두 공 7)이다. 

[經] 官屯田⋅馬田⋅院田⋅津夫田⋅氷夫田⋅守陵軍田 則自耕無稅; [출 : 188-5]

둔 ⋅마 ⋅원 ⋅진부 ⋅빙부 ⋅수릉군 8)은 직  경작하면 무세이다. 

4) 관방: 국경수비
5) 지급받은 자가 세를 국가에 바치지 않고 직접 경작하여 생활의 근거로 삼는 토지이다. 
6) 국가에 대한 세금이 없다. 이에 해당하는 토지는 官有地만이 아니라 民有地도 가능하다.
7) 조세수취권이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에 있는 토지이다. 
8) 둔 : 행정기관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토지; 마 (마 ): 각역에서 말을 갖추기 

위해 설정된 토지; 원 : 여행자의 숙박시설인 원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토지; 진부

: 나루[渡津]에 근무하는 津尺에 지급한 토지; 빙부 : 얼음의 보관 등에 동원되는 
빙부에게 지급한 토지; 수릉군 : 각릉을 지키는 역인에게 지급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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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各自收稅

皆民田也 民田而稅不納於官 使應食之人 各自收之也

* 각자가 스스로 세 을 거둔다. 

모두 민 9)이다. 민 인데도 세 을 에 바치지 않고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으로 하여  각자가 직  거두게 한다.10) 

[經] 주: 寺田⋅衙祿田⋅公須田⋅渡田⋅崇義殿田⋅水夫田⋅長田⋅副長田⋅急走田 

則各自收稅; [출 : 188-9]

사 ⋅아록 ⋅공수 ⋅도 ⋅숭의 ⋅수부 ⋅장 ⋅부장 ⋅ 주 11)

은 각자가 직  세 을 거둔다. 

【田宅】

1．過三年陳田 許人告耕

雖陳而收稅 或力未盡耕而有起治處 並勿許告

* 3년이 지나도록 묵은 땅은 다른 사람이 신고하여 경작하는 것을 허용한다. 

  비록 땅을 묵혔으나 세 을 납부한 경우, 는 능력은 모두 경작을 할 수 

없는데 토지인데 개간하여 경작한 곳은 모두 (타인이) 신고하여 경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經] 過三年陳田許人告耕; [출 : 195-9]

2．功臣田傳子孫註 女子身死後 移給繼姓子孫

女子 親功臣女子也

* “공신 은 자손에게 물려 다”의 주: 딸이 죽은 후에는 성을 잇는 자손에게 

옮겨 다. 

여자는 친공신12)의 딸이다. 

[經] ○功臣田 傳子孫 <할주: ○女子身死後移給繼姓子孫>; [출 : 196-3]

9) 민유지로, 과세 대상으로는 公田이라고 한다.
10) 국가에 바쳐야 할 세를 토지를 받은 자가 수취한다. 
11) 사 : 절에 지급된 토지; 아록 : 지방관의 녹봉에 해당하는 토지; 공수 : 지방관이 

다른 관리들을 접대하기 위해 마련한 토지; 도 : 도진의 아록전; 숭의 : 고려의 시
조 이하 4위의 제위전; 수부 : 한강의 수로를 관장하는 水站 소속의 수부에게 지급된 
토지; 장 ⋅부장 : 역장과 부역장에게 지급된 토지; 주 : 역에 소속된 급주졸에게 
지급된 토지. 

12) 공신은 正功臣과 原從功臣으로 구분되는데, 이 규정은 정공신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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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代盡 則屬公 奴婢同

始爲功臣者 不遷於家廟 故其田永傳子孫 若賜田受賜之人 代盡不復祭之 則其

田還屬公 皆指田稅而言也 其以土田賜者 不在代盡屬公之限

* 제향세 가 다하면 (공신 은) 속공한다. 노비도 같다. 

(그 가문에서) 처음 공신이 된 자는 가묘에서 로 제사를 지낸다. 그러

므로 그 토지는 구히 자손에게 한다. 만약 사 을 받은 사람이 제사를 

지낼 세 가 다하여 다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그 토지는 물려서 

속공한다. 이 모두는 세를 가리켜 말하는 것으로, 토지로 받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經] 주: 賜田同 代盡則屬公 賜牌不言可傳永世者 身沒後亦屬公 奴婢同; [출 : 

196-6]

사 도 같다. 제향세 가 다하면 속공한다. 토지를 하사하는 문서에 “ 구히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없으면 공신이 죽은 후에 속공하며, 노비도 같다.

※ <禮典> [奉祀]條 “文武官六品以上祭三代 七品以下祭二代 庶人則只祭考妣 
( 략) 始爲功臣者 不遷於家廟”; [출 : 297-3]

문무  6품 이상은 曾祖考妣를, 7품 이하는 조고비를 서인은 고비만 제사

지낸다. 처음으로 공신이 된 자는 가묘에서 옮기지 않고, 자손 로 제사

를 지낸다. 

【備荒】

1．註令民歲備救荒之物

經濟六典續集 靑梁米⋅橡實⋅黃角⋅黃豆葉⋅桑葉⋅蔓菁⋅蓼花實⋅海紅實⋅
松葉⋅松皮⋅萍實⋅木麥花⋅蔬菜 皆令備之

* 주: 백성으로 하여  그 해의 구황작물을 갖추도록 한다. 

  경제육 속집13)에 생동 , 도토리 열매, 해 , 콩잎, 뽕잎, 순무, 여  열매, 

해홍 열매, 솔잎, 연밥, 메 과 채소 등을 모두 갖추도록 한다. 

[經] 諸鎭 令當番水軍 煮鹽採海菜 具數報觀察使 <할주: 諸邑令民 歲備救荒之物>; 

[출 : 206-4]

제진에서는 당번 수군으로 하여  소 을 굽고 해 를 채취시켜 수를 갖추

13) 경제육전속집: 1415년(태종 15)에 편찬된 속육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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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찰사에게 보고한다.

【進獻】

1．註別馬

聖節⋅千秋⋅正朝今冬至 三大節外 如謝恩等項 別遣使 所獻之馬

* 주: 별마

  성 , 천추 , 정조14) 지 은 동지 3  외에 사은  등과 같이 임시 사신

이 바치는 말이다. 

[經] 進獻馬不足 則貿易 <할주: 別馬, 上等一匹價 綿布五十匹>; [출 : 207-3]

진헌하는 말이 부족하면 사들인다. <별마는 상등 한 필의 값은 면포 50필이

다.>

2．種子馬

五年一 遣管押使 所獻之馬

* 종자마

5년에 한 번 압사15)를 견해 바치는 말이다. 

[經] 割註: 種子上等一匹 雄馬則四十匹; [출 : 207-4]

종자마 상등 한 필은 숫말이면 40필이다.

3．土馬

本土所産之馬 卽常貢馬也 別馬種子馬 皆是土馬 而價不同 故別之

* 토종말

우리나라에서 나는 말로 곧 평상시에 바치는 말이다. 별마와 종자마 모두 

토종말인데, 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구별한다. 

[經] 上馬16)價 與種雄馬 同; [출 : 207-5]

토종말의 값은 종자말의 숫말과 같다.

14) 성절: 황제의 탄일; 천추절: 황후나 황태자의 탄일; 정조: 정월 초하루
15) 압사: 사람이나 牛馬를 거느리고 목적지까지 가는 임무를 띤 사신
16) 규장각 발행 경국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에는 모두 “上馬”로 되어 있다. 朝鮮總督府 

校註本 經國大典에만 “土馬”로 되어 있다(201면). 이종일은 “이를 進上馬로 보고, 進上
馬란 土産의 말을 國王에게 바치는 것이므로 결국 土馬와 같은 뜻”으로 보고 있다(이
종일, 회통연구 -호 ⋅ 편-(정정판: 한국법제연구원, 1999), 95면 주3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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禮典

【諸科】
1．講書註 講籤從多

籤雖不純 而通計從多 如一略一粗一不 則略從粗 計以施行之類

* 강서1)의 주: 강첨2)은 많은 것을 따른다. 

강첨이 비록 일정하지 않더라도 계산하여 많은 것을 따른다. 가령, ‘略’이 

한 개, ‘粗’가 한 개, ‘不’3)이 한 개이면 개략하여 ‘粗’를 따라서 계산하여 

시행하는 따 이다. 

[經] ○凡講取粗以上 講籤從多 相等從下; [출 : 214-9]

무릇 강경에서는 ‘조’ 이상을 뽑고, 강첨은 (그 수가) 많은 것을 따르며, 

(그 수가) 서로 같은 것은 낮은 것에 따른다. 

【奉祀】

1．註 曾祖代盡當出 則就伯叔位 服未盡者 祭之

服未盡子孫 不忍廢祭也 若主祭家舍田民 則已有所歸 不可移給 只移奉神主 

祭之

* 주: (제향을 릴 세 가 다하여) 마땅히 증조의 신주가 가묘에서 나가게 

되면 ( 사자의) 백숙부 가운데 상복이 다하지 않은 자가 증조를 사한다. 

복이 다하지 않은 자손은 차마 제사를 폐할 수 없다. 만약 제사를 주재하

는 자손의 집과 토지, 노비는 이미 돌아가야 할 곳이 있으면 옮겨  수 

없고, 다만 신주만 옮겨 제사를 받든다. 

[經] 文⋅武官六品以上 祭三代 七品以下 祭二代 庶人 則只祭考妣 <할주: ○曾祖

代盡當出 則就伯叔位 服未盡者 祭之>; [출 : 282-1]

번역: 호  택 3 참조.

1) 講經 또는 口義라고 하는데, 經書의 大義를 시험하는 방식이다. 
2) 강서시험에서 성적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둥근 작은 나무로, 표면에 “通, 略, 粗” 등

의 글자가 쓰여 있다. 
3) 通, 略, 粗, 不은 이해의 정도에 따른 평가방식이다. ‘通’은 句讀와 解釋이 능숙하여 

글의 뜻을 완전히 이해한 정도로 점수는 2分이다. ‘略’은 구두와 해석이 분명하고 대
의는 통하나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정도이며, 점수는 1분이다. ‘粗’는 句讀와 解釋이 
맞으나 강론에 해통하지 못하고 일장의 대의를 잃지 않은 정도로 점수는 1/2이다. 
‘不’은 句讀와 解釋이 틀린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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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戶典> [田宅]條 “立廟家舍 傳於主祭子孫”; [출 : 196-7]

가묘가 있는 가사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손에게 물려 다.

2．士大夫 二妻以上 並祔
二妻以上者 自第二至三四 未定數之稱 或以文勢 疑其爲自二遡一稱二妻 餘皆

不可祔也 古禮雖有不再娶之說 後世無禁 本典旣爲妾子承重者 著祭其母私室

之禮 而不爲三四妻之子奉祀者 著祭生母之禮 非闕典也 以皆得並祔也 朱子語

類云4) “家廟之制 伊川只以元妃配享 盖古者 只是以媵妾繼室 故不容與嫡並配 

後世繼室 乃是以禮聘娶 自得爲正 故唐會要中 載顔魯公家祭 有並配之儀5) 又

云6) 古人無再娶之禮 娶時便有一副當人了 嫡庶之分定矣 故繼室7)不可並配 今

人雖再娶 然皆以禮聘 皆8)正室也 祭於別室 恐未安 如伊川云 奉祀之人 是再

娶所生 則以所生母配 如此則是嫡母 不得祭矣 此尤恐未安”9) 今以語類爲正

* 사 부의 2처 이상은 동격으로 함께 사한다. 

“2처 이상”이라는 것은 2처에서부터 3처, 4처까지 정해지지 않은 수를 가

리킨다. 혹자는 문장의 형세로 보아 2처에서부터 1처까지 소 하여 2처라

고 하고 나머지는 모두 함께 붙여 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하기도 한

다. 古禮에는 비록 “재취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도 후세에 재취를 지하

지 않았으며,  經國大典에 “첩자가 승 하는 경우에 사실에서 생모를 

사하는 ”가 있으나 3처, 4처의 아들이 사하는 경우에 생모를 사하는 

를 두지 않았다. 이것은 법의 미비가 아니라 모두 함께 붙여 사할 수 

있다[竝祔]는 의미이다. 

朱子語類에는 “가묘의 제도에서는 程伊川은 ‘다만 元妣만 배향한다’고 하

으나 개 옛날에는 다만 媵妾10)으로 嫡室을 승계하 기 때문에 실과 동

등하게 配享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후세의 繼室들은 를 갖추어 혼인

하 으므로 로 정실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唐會要11) 에는 ‘顔魯公

의 家祭에는 함께 배향한다는 의식이 있다’라는 말이 실려 있다.  말하기

4) 출전: 朱子語類 卷90(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 이용). 
5) 원문에 할주로 다음이 더 있다. “必大 ○以下配祭”
6) “又云” 2자는 원문에는 없음.
7) 원문에는 “於正室”이 더 있다.
8) 원문: “同”
9) 원문에는 다음이 더 있다. “大抵 伊川考禮文 却不似橫渠考得較 仔細<할주: 伯羽>”

10) 잉첩: 본부인 외의 첩.
11) 宋의 王溥가 편찬한 당의 역사와 제도에 관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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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옛사람은 재취의 가 없고 혼인할 때에 편법으로 한 사람의 부실을 

두어서 서의 구분이 정하여져 계실이라도 [정실에; 어류 보충] 함께 배향

하지 못하 다. (그러나) 지 은 繼室이라도 모두 로서 혼인하니 모두 정

실이다[정실과 같다; 어류 보충]. 그러니 별실에서 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천이 말한 것처럼 ‘ 사자가 재취의 소생이면 (자기의) 생모를 배

향할 것이니 이 게 된다면 모는 배향되지 못할 것이다. 이는 더욱 타당

하지 않다.” 

(그러므로) 지  주자어류의 내용을 옳은 것으로 한다.

[經] ○士大夫二妻以上 幷祔; [출 : 282-3]

3．妾子奉祀 祭其母於私室 止其身

母卽父妾 故止其身 父以上 則依品奉祀

* 첩자가 (부와 그 조상을) 사할 경우, 그의 생모는 다만 (가묘가 아닌) 사

실에서 본인 에만 제사를 지낸다. 

어머니는 곧 아버지의 첩이다. 그러므로 자기 에서 그치고, 아버지 이상은 

품계에 따라 사한다. 

[經] <凡妾子承重者, 祭其母於私室, 止其身>; [출 : 282-6]

무릇 첩자가 제사를 승계하면 그의 생모는 사실에서 본인 에만 제사를 지

낸다. 

4．旁親之無後者 祔祭 

旁近也 祔合也 祔後死者 合食於先祖也 男子祔於王父 女子祔於王母

* 방친으로 후사가 없는 자는 붙여서 제사를 지낸다. 

‘방’은 “가까움”이고, ‘부’는 “붙인다”는 뜻이다. 뒤에 죽은 자를 붙인다는 

것은 선조에게 덧붙여서 함께 양하는 것이다. 남자는 할아버지에게, 여자

는 할머니에게 붙여 제사를 지낸다. 

[經] 旁親之無後者 祔祭; [출 : 282-7]

【立後】

1．立同宗支子 爲後

嫡長子 嫡妾俱無子 而立後者 必以弟之子爲後 然後得奉祖以上之祀 同宗支子 

雖得爲後 不得奉祖以上之祀 盖先祖不可捨己孫 而享於兄弟之孫也 無弟之子

者 不在此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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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동본의 자를 세워 후사로 삼는다. 

장자의 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어야 후사를 세우는데, 반드시 친아

우의 아들로 후사를 삼는다. 그런 다음에야 할아버지 이상의 제사를 모실 

수 있다. 동족의 자가 비록 후사가 되더라도 할아버지 이상의 제사는 모

실 수 없다. 개 조상은 자기의 손자를 버려두고 형제의 손자에게서 제향

을 릴 수 없기 때문이다. 친아우에게 아들이 없으면 이 에 해당하지 

않는다. 

[經] 嫡妾俱無子者, 告官立同宗支子爲後; [출 : 283-3]

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는 자는 에 신고하여 동족의 자를 세워 

후사로 삼는다. 

【喪葬】

1．註 擧哀

擧哀日 上臨幸其第 變服素服而哭 群臣亦哭

* 주: 거애12)

거애하는 날에, 임 은 (신하의) 집에 도착하여 옷을 素服으로 갈아입고 곡

을 하며, 여러 신하들도 역시 곡을 한다. 

[經] 若擧哀會葬 則有特旨 乃行; [출 : 285-3]

만약 거애⋅회장13)을 하면 임 의 특지가 있어야 이를 거행한다. 

兵典

【外官職】

1．京畿水軍節度使

成宗十六年 始革置花梁鎭水軍僉節制使

* 경기수군 도사

성종 16년(1485)에 처음으로 화양진에 수군첨 제사를 두었다.

[原] 水軍節度使 二員 <할주: 一 觀察使 兼>; [출 : 352-4]

12) ‘거애’는 일반적으로, 상을 당하여 成服하기 전에 관련자들이 함께 모여 哀哭하는 의
식이다. 여기서는 조정에서 공식적으로 거행하는 哀悼式이다. 

13) ‘회장’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 장례를 치르는 의식이다. 여기서는 사인의 장
사에 조정의 백관이 참석하는 장례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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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군 도사 2인 <1인은 찰사가 겸직한다.>

【番次都目】

長番兩都目者 四孟朔 連等受祿 宣傳官⋅兼司僕⋅內禁衛⋅功臣嫡長 是也 長番

四都目者 以仕多少各等受祿 族親衛⋅忠義衛 是也 二番兩都目者 當番 四孟朔連

等受祿 親軍衛 是也 五番⋅六番兩都目⋅三都目者 各其當番 一等受祿 別侍衛⋅
甲士⋅忠贊衛⋅吹螺亦⋅大平蕭⋅弓人⋅矢人⋅諸員⋅壯勇衛⋅隊卒⋅彭排⋅破陣

軍 是也 而忠贊衛以下則以仕多少付祿 議政府⋅六曹⋅忠勳府⋅宗親府⋅都總府醫

員 各其遞兒相遞受祿 濟州子弟以親着多少 連等受祿 連等者 正月付祿 仍受四月

祿之類

* 번차도목1)

장번 양도목에 해당하는 자는 매계  첫 달에 계속해서 녹을 받으며, 선

⋅겸사복⋅내 ⋅공신의 장자가 이에 해당한다. 장번 4도목에 해당하

는 자는 근무일수의 많고 음에 따라서 각 임기의 녹을 받으며, 족친 ⋅
충의 가 이에 해당한다. 2번 양도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번일 때 매계  

첫 달에 계속해서 녹을 받으며, 친군 가 이에 해당한다. 5⋅6번 양도목과 

3도목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번을 설 때 한 기간의 녹을 받으며, 별시 ⋅
갑사⋅충찬 ⋅취라치⋅ 평소⋅궁인⋅시인⋅제원⋅장용 ⋅ 졸⋅팽배⋅
진군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충찬  이하이면 근무일수의 많고 음에 따

라서 녹을 다. 의정부⋅육조⋅충훈부⋅종친부⋅도총부의 의원은 각각 그 

체아가 번갈아가며 녹을 받는다. 제주의 자제는 실제 출근일수의 많고 음

에 따라 계속해서 녹을 받는다. 연등이라는 것은 정월에 녹을 받고 이어서 

4월의 녹을 받는 따 이다.2)

1) 교대근무를 뜻하는 ‘번차’와 근무결과를 평가하여 인사를 하는 ‘도목’을 합친 것이다. 
五衛에 속하는 병종과 그보다 높은 宣傳官, 司僕寺 등의 무관, 기타 군역을 지는 부류
와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의 복무와 대우에 관한 규정이다. 

2) 경국대전에는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 이는 체아직의 운용과 관련된 규정 내지 관행을 
정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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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士給仕】

1．內禁衛鍊才

十六矢者 給別仕一十 其十七矢以上則每加一矢 加給別仕五 十四矢者削仕一

十 其十三矢以下則每減一矢削仕五

* 내 연재

득 시수가 16시이면 특별근무일수 10일을 더 다. 만일 17시 이상이면 1

시가 더해질 때마다 특별근무일수 5일을 더해 다. 14시이면 근무일수 10

일을 삭감한다. 13시 이하이면 1시가 어들 때마다 5일을 삭감한다.

[原] ○十六矢 一十 每加一矢加五 十四矢削一十 每減一矢削五 十矢以下罷; [출

: 435-5]

○득 시수 16시에 10을 주되, 1시가 더해질 때마다 5를 더한다. 14시이면 

10을 삭감하며, 1시가 감소할 때마다 5를 삭감하고, 10시 이하의 경우는 

직한다. 

【入直】

1．五衛各一部入直

兵政曰長番一部入直 五衛二部入直 謂兼司僕⋅內禁衛⋅族親衛⋅忠義衛則只一

部實入直 別侍衛⋅忠贊衛⋅忠順衛⋅甲士⋅正兵則一部實入直 一部空闕助番入

直以固宿衛 忠順衛以上 二部休息 甲士⋅正兵又一部各所守直 一部休息 正兵

則休于軍營. 此則擧實入直而言 兵政則並擧空闕助番入直而言 所以不同也

* 5  각 1부씩 입직한다.

≪병정≫3)에는 ‘장번은 1부 입직하고 5 는 2부 입직한다’고 한다. 이것은 

겸사복⋅내 ⋅족친 ⋅충의 는 1부만 실제 입직하고, 별시 ⋅충찬 ⋅
충순 ⋅갑사⋅정병은 1부는 실제 입직하고 1부는 결원이 생긴 번을 도와서 

입직하여 숙 를 견고히 하고, 충순  이상은 2부가 쉬고, 갑사⋅정병 한 

1부는 각 처소를 지키고 1부는 쉬고, 정병은 군 에서 쉬는 것을 말한다. 여

기에서는 실제 입직하는 것을 들어서 말하는 것이고, 병정에서는 모두 결원

이 생긴 번을 도와서 입직하는 것을 들어 말하는 것으로 같지 않다.

[原] 凡將士直宿者, 三日而遞 <할주 생략> ○五衛各一部入直, 前夕本曹 分所分更

3) 1459년(세조 5)에 강희맹, 신숙주, 한명회 등의 도움을 받아 세조가 저술한 兵令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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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旨; [출 : 448-9] 

무릇 將이나 士로서 숙직하는 자는 3일이 지나면 교 한다. ○5 는 각 1

부씩 입직하되, 그 일 녁에 본조가 그 담당 지역과 시간을 나 어서 

정하여 왕의 허락을 받는다. 

【復戶】

1．內禁衛⋅別侍衛 率丁十口 或田十結以下 復戶

復除也 除免其徭役也 田丁多則富實 故不復 丁十口 或田十結以下則難於供役 

故復 若丁過十口則田雖未准 亦勿復 率丁指率居人口 非謂保卒也 他倣此

* 내 ⋅별시  솔정 10구 미만, 혹은 토지가 10결 미만이면 복호한다.

‘복’은 제외시키는 것이니, 요역을 면제하는 것이다. 토지와 장정이 많으면 

충분히 부유하기 때문에 면하지 않는다. 정이 10구이고 혹은 토지가 10결 

미만이면 역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역을 면제해 다. 만약 정이 10

구를 넘으면 토지가 비록 10결 미만이라도 요역을 면제하지 않는다. 솔정

은 솔거인구를 가리키는 것이고 보졸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은 이

에 따른다. 

[原] 內禁衛⋅別侍衛 率丁十口 或田十結以下, 諸色軍士 率丁五口 或田五結以下 

並復戶; [출 : 465-5] 

내 ⋅별시 로서 솔정이 10구, 혹은 토지 10결 미만인 자와 제색군사로

서 솔정 5구, 혹은 토지가 5결 미만인 자는 모두 복호한다.   

【免役】

1．註 京居軍士 留防軍士 及忠順衛⋅正兵⋅獨子外 勿免

京居軍士 不離其家 留防軍士 去家不遠 故不許免役 忠順衛 正兵則二朔立番 

離家不久 故只許獨子免役

* 주: 서울에 사는 군사, 유방군사4)  충순 , 정병은 외아들인 경우를 제외

하고는 면제하지 않는다.

서울에 거주하는 군사는 집과 떨어져 있지 않고, 요충지를 방 하는 군사

4) 유방은 국방상의 요충지에 正兵이 근무하는 것으로, 유방군사는 교대로 근무[番上]하
지 않고 국방상의 요충지에 계속 근무하는 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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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집이 멀지 않기 때문에 역을 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충순 , 정

병은 2달마다 입번하여 집에서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외아

들만이 역을 면하도록 한다.

[原] 居京軍士, 留防軍士, 及忠順衛⋅正兵⋅獨子外 勿免; [출 : 467-1]

【兵船】

1．註 遺失者徵布 至二十年而止 

二十年改造之限也 限滿 故止也

* 주: 유실한 경우 포를 징수하는 것은 이십년이 되면 그만둔다.

이십년은 병선의 수리 한도이다. 기한이 만료했기 때문에 징수를 그만둔다.

[原] 每船具什物三件 造作五年內遺失者 大猛船徵綿布二百三十匹 中猛船二百一十

匹 小猛船一百一十匹 每加五年各減一十匹 至二十年而止 若致朽敗燒毁者 依

上年限徵半 居刀舡於小猛舡減半徵; [출 : 469-6] 

매 선박은 집물(什物) 3종을 구비하되, 제조한지 5년 이내에 유실한 자는 

맹선이면 면포 230필을 징수하고, 맹선이면 210필을 징수하고, 소맹선

이면 110필을 징수한다. 5년이 더해질 때마다 각각 10필을 여서 징수하

되, 제조한 지 20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지한다. 만약 부패시키거나 태워

서 훼손시킨 자는 의 연한에 따라 그 수량의 반을 징수하며, 거도선은 

소맹선에서 반으로 여서 징수한다. 

【廐牧】 

1．故失馬三匹 給一匹 徵一匹

三匹故失則以一匹皮肉給牧子 徵生馬一匹 餘二匹皮肉納官

* 말 3필을 고실5)한 경우, 한 필은 주고, 한 필은 추징한다.

말 3필이 죽었으면 한필의 피육은 목자에게 주고 살아있는 말 한 필을 징

수한다. 나머지 2필의 피육은 에 납부한다. 

[原] 羣頭⋅羣副⋅牧子遺失馬牛一匹 笞五十 <할주 생략> 每一匹加一等 罪止杖一

百 準數追徵 <할주 생략> 故失 馬三匹給一匹 徵一匹 牛二首給一首 徵一首; 

[출 : 471-5]

5) 고실: 사고로 말이 죽거나 도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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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두, 군부  목자로써 말⋅소 1필을 유실한 자는 태 50에 처하며, 1필이 

증가될 때마다 형 1등을 추가하되, 장 100에 처하는 데에서 그치고 수에 따

라 추징한다. 말은 3필을 죽게 한 경우에는 하여 목자에게 1필은 주고 1

필은 징수하며, 소는 2수에 하여 1수를 주고 살아있는 소 1수를 징수한다.

刑典

【贓盜】

1．冒出外境 偸取彼人財物者絞 盜內地物轉賣彼境者 以潛賣禁物論 並勿揀赦前

非偸盜之物而冒禁轉賣者 自依禁制條潛賣禁物者 分輕重 論常赦所得原 而此

言勿揀赦前者 爲偸盜故也 並云者 指偸彼人財物及盜內地物轉賣者而言

* 국경 밖으로 함부로 나가서 여진족의 재물을 훔친 자는 교형에 처하고, 국

내의 물건을 훔쳐서 여진족 쪽으로 매한 자는 潛賣禁物罪로 논하며, 사

면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처벌한다[勿揀赦前].

훔친 물건이 아니라 함부로 매하는 제를 범한 자는 禁制條의 潛賣禁物

한 경우에 의하여 죄의 경 을 나 어 常赦所得原으로 논한다. 이를 勿揀

赦前으로 한 것은 도를 범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모두”라는 것은 여진족

의 재물을 훔친 자  국내의 물건을 훔쳐서 여진족 쪽으로 매한 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經] 동일하므로 생략함; [출 : 492-1]

※ ≪經國大典≫ <刑典> [禁制] 潛賣禁物者 <闊細布⋅綵紋席⋅厚紙⋅貂皮⋅土

豹皮⋅海獺皮之類 兩界浦所及客館賣者 亦禁 下同> 杖一百徒三年 重者 <鐵

物⋅牛馬⋅金銀⋅珠玉⋅寶石⋅焰硝⋅軍器之類> 絞 <付囑者並減一等>

  ≪경국 ≫ <형 > [ 제] 지물품을 몰래 는 경우에는 <할주: 활세포, 

채문석, 후지, 피, 토표피, 해달피 등을 평안도와 함경도와 외국 교류소 

 객 에서 는 것 역시 지한다. 아래도 같다.> 장100 도3년에 처하며, 

죄가 무거운 경우에는 <할주: 철물, 소말, 은, 주옥, 보석, 염 , 군기 등> 

교수형에 처한다. <할주: 부탁한 자에게는 모두 1등 을 감경한다.> 

≪大明律講解≫ <名例律> [常赦所不原] 凡犯十惡⋅殺人⋅盜係官財物, 及强

盜⋅竊盜⋅放火⋅發塚⋅受枉法⋅不枉法贓⋅詐僞⋅犯姦⋅略人⋅略賣⋅和誘

人口 若姦黨及讒言左使殺人⋅故出入人罪 若知情故縱⋅聽行藏匿⋅引送⋅說

事過錢之類 一應眞犯 雖會赦並不原宥 其過誤犯罪 及因人連累致罪 若官吏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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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公罪 並從赦原 其赦書 臨時定罪名特免 及減降從輕者 不在此限

≪ 명률강해≫ <명례률> [상사소불원] 무릇 十惡을 범하거나, 살인을 하

거나, 청의 재물을 훔치거나, 강도와 도, 방화와 發塚을 하거나, 枉法

贓  不枉法贓을 범하거나, 사기, 간음, 略人略賣, 和誘를 하거나, 붕당을 

결성하거나, 참언하여 간계로 살인을 하거나, 고의로 사람의 죄를 가볍게 

는 무겁게 하거나,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잡지 않거나, 은닉시키거나 도

피시키거나, 죄인을 신하여 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하는 따 에 해서 

한결같이 진범은 비록 사면이 있더라도 모두 용서하지 않는다. 과실범죄와 

타인의 죄에 연좌되어 죄에 이르거나 리가 공죄를 지었을 경우는 모두 

사면을 시켜 다. 사면문서에 임시로 죄명을 정하여 특별히 사면하거나 죄

가 감경되거나 강등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賤妾】
1．註 若逃亡者 本身生存 則充立 不得充立者 還賤

此指公賤而言也 公賤物故者 檢屍受立案 無檢屍立案則並以逃亡論 故使之充

立 不得充立者 還賤矣 私賤物故者 無檢屍立案之法 則物故與逃亡難辨 故不

得與公賤同

* 주: 만약 그 奴婢가 도망한 경우는 속신1)한 본인이 생존하면 다른 奴婢를 

신 세우고, 신 세울 수 없는 경우는 천인으로 되돌린다.

이것은 公賤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공천이 사망한 경우는 검시하여 입

안을 받는데, 검시의 입안이 없으면 모두 도망한 것으로 논한다. 그러므로 

속신한 본인으로 하여  신 세우는데, 신 세울 수 없는 경우는 본인을 

천인으로 되돌린다. 사천이 사망한 경우는 검시하여 입안을 받는 법이 없

어서 사망과 도망의 구별이 어려우므로 공천의 경우와 같이 논할 수 없다.

[經] 二品以上有子女公私賤妾 許以自己婢告掌隸院贖身 <(생략) ○凡贖身 須用年

歲相準奴婢 若逃亡者 本身生存 則充立 不得充立者 還賤>; [출 : 500-1]

2품 이상의 公私 천첩으로 자녀를 가진 자는 자기의 婢를 장 원에 신고하

여 속신하는 것을 허용한다. <○무릇 속신하는 경우는 나이가 서로 비슷한  

奴婢를 써야 한다. 만약 그 奴婢가 도망한 경우는 속신한 본인이 생존하면 

다른 奴婢를 신 세우고, 신 세울 수 없는 경우는 천인으로 되돌린다.>

1) 속신: 노비 등이 돈 등을 내고 양인으로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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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賤妻妾子女】
1．大小員人娶公私婢爲妻妾

大小員人 無娶公私婢爲妻之理 疑指妾子孫承重者而言 或因舊大典及良人之文

而不削

* 소원인으로서 公私婢를 처첩으로 삼다.

소원인이 公私婢를 처로 삼은 이치는 없다. 첩자손으로서 승 한 자를 가

리켜서 말하는 것인지, 혹은 구 의 “  양인”이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함께 삭제되지 않아서인지 의심된다.

[經] 大小員人 <文武官生員進士錄事有蔭子孫 及無嫡子孫者之妾子孫承重者> 娶公

私婢 爲妻妾者之子女 其父告掌隸院 覈實錄案 <(생략) ○自已婢⋅妻婢所生

外 皆贖身 ≪소주: 以無病⋅年歲相當者贖 本主若不聽 則告官≫ (생략)> 移

文兵曹 屬補充隊 年滿十六不告者, 告狀後過三年不受立案者 付案後不立役者 

許人陳告 還賤 <(생략) ○告者 依陳告奴婢例論賞 ○有服親 毋得陳告 ○他

人奴婢 則贖身後 補充隊錄案立役者 已曾去官者 勿許陳告>; [출 : 500-6]

소원인으로서 <문무 ⋅생원⋅진사⋅녹사⋅유음자손  자손이 없는 

자의 첩자손으로서 승 한 자> 公⋅私婢를 처첩으로 삼은 자의 자녀는 그 

아버지가 장 원에 신고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녹안하고, <○자기의 婢와 

처의 婢의 소생 이외는 모두 속신한다. ≪병이 없고 나이가 상당한 자를 

속신하고, 본주인이 만약 허락하지 않으면 에 신고한다.≫> 병조로 문서

를 보내어 보충 에 소속시킨다. 나이가 만16세가 되었는데 에 신고하지 

않은 자, 신청서를 제출한 후 3년이 지나도 입안을 받지 않은 자, 안에 등

록된 후에 입역하지 않은 자는 타인이 신고하는 것을 허락하고, 천인으로 

되돌린다. <○신고한 자는 도망⋅ 락 노비를 신고한 에 따라 상을 다. 

○유복친은 신고할 수 없다. ○타인의 노비로서 속신한 후에 보충 에 녹

안하여 입역한 자와 이미 일 이 거 한 자는 신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 ≪經國大典≫ <刑典> [公賤] 陳告逃漏奴婢者 每四口賞給一口 <三口以下 則

追徵各年貢布及楮貨 給賞>; [출 : 503-9]

도망가거나 락된 노비를 신고한 자에게는 4구마다 1구를 상으로 다. 

<3구 이하이면 각년의 공포와 화를 추징하여 상으로 다.>

2．小註 本主若不聽者 告官

本主雖不聽許告官贖身者 重士族之後也 與賤妾從本主情願者不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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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본주인이 만약 허락하지 않으면 에 신고한다.

본주인이 비록 허락하지 않아도 에 신고하여 속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은 사족의 후 를 하게 여기는 것으로, 천첩조의 본주인의 情願에 따르는 

것과는 같지 않다.

[經] 조 참조.

3．年滿十六不告者 告狀後過三年不受立案者 付案後不立役者 許人陳告 還賤

年滿十六不告者 謂違限告狀而贖身者 以下文還賤之語而知其然也 民丁十六歲 

當服國役 故屬補充隊者 須於十六歲以前告狀贖身 十六歲後告狀則不許贖身者 

以其當丁壯之年不服國役 而終爲良也 不受立案及不立役者 皆托於爲良而逃役

者也 故並許人陳告 還賤

* 나이가 만 16세가 되었는데 에 신고하지 않은 자, 신청서를 제출한 후 3

년이 지나도 입안을 받지 않은 자, 안에 등록된 후 입역하지 않은 자는 타

인이 陳告하는 것을 허락하고, 천인으로 되돌린다.

“나이가 만 16세가 되었는데 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기한을 어겨 신고

하고 속신한 자를 말한다. 법문 끝의 “천인으로 되돌린다(還賤)”는 말로 그

것을 알 수 있다. 民丁이 16세가 되면 마땅히 국역에 복무해야 하므로 보

충 2)에 소속된 자는 16세가 되기 에 모름지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속신

을 해야 한다. 16세가 된 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속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丁壯의 나이가 되었는데도 국역에 복무하지 않고서 뒤늦게 양인

이 되기 때문이다. “입안을 받지 않은 자”  “입역하지 않은 자”는 모두 

양민이 되는 것에 의탁하고 국역을 회피하는 자이므로 모두 타인이 신고하

는 것을 허용하고 본인은 천인으로 되돌린다.

[經] 조 참조.

4．註 有服親 毋得陳告

雖違限告狀冒濫贖身者 以有服之親希賞陳告 使已爲良者還賤 大失親愛之道 

故不許陳告

* 주: 유복친은 신고할 수 없다.

비록 기한을 어겨 신고장을 제출하고 사칭하여 함부로 속신한 자라고 하더

라도 유복 친속이 상을 받기를 원하여 신고하여 이미 양인이 된 자를 천인

2) 보충대: 五衛 중 義興隊에 소속되어 賤人이나 身良役賤인 자가 從良의 전제로 복무하
는 병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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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되돌리는 것은 親愛之道를 크게 잃은 행 이므로 신고를 허용하지 않

는다.

[經] 조 참조.

5．他人奴婢 則贖身後 補充隊錄案立役者 已曾去官者 勿許陳告

他人奴婢則役於其主 非無身役者 雖十六歲以後告官 贖身而補充隊已錄案立役

者 已去官者 勿許陳告

* 타인의 노비로서 속신한 후에 보충 에 녹안하여 입역한 자와 이미 일 이 

거 3)한 자는 신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타인의 노비는 그 주인에게 사역되므로 신역이 없는 자가 아니다. 그러므

로 비록 16세 이후라도 에 신고하여 속신해서 보충 에 이미 녹안되어 

입역한 자와 이미 거 한 자는 신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經] 조 참조.

【私賤】

1．註 若有餘數 先給承重子 又有餘數 以長幼次序給之

先給承重子者 重奉祀也 所謂餘數 只餘一口也 故先給承重子 又有餘數 則不

止於一口而未與兄弟之數相當 故以長幼次序而給之也

* 주: 만약 나머지가 있으면 승 자4)에게 우선 으로 주고,  나머지가 있으

면 長幼의 차례로 다.

“승 자에게 우선 으로 다”는 것은 사를 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이

른바 “나머지”라는 것은 그 남은 것이 단 1구만 남은 것이므로 승 자에게 

우선 으로 다. “  나머지가 있다”는 것은 남은 것이 1구에 그치지 않

지만 형제의 수와 맞지 않는 것을 한다. 그러므로 長幼의 차례로 다.

[經] 未分奴婢 勿論子女存沒 分給 (생략) 未滿分數者 均給嫡子女 若有餘數 先給

承重子 又有餘則以長幼次序給之; [출 : 505-2]

나 지 않은 노비는 자녀의 생존 여부와 계없이 분 한다. 몫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자녀에게 균등하게 다. 만약 나머지가 있으면 승 자에게 

3) 거관: 근무기관을 채워 그 관직을 떠나는 것 및 승진까지 포함한다. 技術官의 경우에
는 品階를 제한하여 三品去官, 六品去官 등을 규정하여 그 이상의 품계로 승진을 금
지하였다. 

4) 승중자: 조상의 제사를 잇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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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으로 주고,  남은 것이 있으면 長幼의 차례로 다.

2．奴婢分口

分者指奴婢都數爲率而言也 口者指一口而言也

* 노비의 분과 구

“분”은 노비의 총수를 비율로 한 것을 가리켜 말하며, “구”는 1구를 가리

켜 말하는 것이다.

[經] 조 참조.

3．餘還本族註 無同生則三寸 無三寸則四寸親

無子女者己物 還係於父母 故其同生子女若孫爲本族 而三寸叔⋅四寸兄弟則不

與焉 無四寸孫 然後其己物當上係於祖父母 三寸叔⋅四寸兄弟得爲本族 故泛

言親 而不指言叔⋅姪⋅兄弟與孫也

* “나머지는 본족에게 돌려 다”의 주: 형제자매가 없으면 삼 이, 삼 이 없

으면 사 친에게 다.

자녀가 없는 자의 재산은 부모에게 되돌린다. 그러므로 그의 형제자매의 

자녀 는 손자가 본족이 되고 삼 숙⋅사 형제는 이와 더불어 할 수 없

다. 사 손자가 없는 연후에야 그 재산은 마땅히 조부모에게 거슬러 계

되어 삼 숙, 사 형제가 본족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리 “친”이라고 말

하고 “숙”, “질”, “형제”와 “손자”라고 직  가리켜 말하지 않는 것이다.

[經] 無子女嫡母奴婢【良妾子女】七分之一 承重子則加三分 餘還本族 <無同生 則

三寸 無三寸 則四寸親(이하 생략); [출 : 507-3]

자녀가 없는 모의 노비:【양첩자녀】7분의 1을 주고 승 자에게는 3분의 

1을 더 주며, 나머지는 본족에게 돌려 다. <형제자매가 없으면 삼 이, 삼

이 없으면 사 친에게 다.>

4．養子女

取他人子養以爲子曰侍養 三歲前收而養之 卽同己子 曰收養 養父母立後 則其

奴婢依嫡有子女養父母例給之

* 양자녀

타인의 자녀를 거두어 길러 자녀로 삼는 것을 侍養이라고 하는데, 3세 

에 거두어 길으면 곧 자녀와 같으며, 이를 收養이라고 한다. 양부모가 입후

하면 그 노비는 처로서 자녀가 있는 양부모의 에 따라 다.

[經] 嫡有子女養父母奴婢【養子女】十分之一 三歲前 則七分之一; [출 : 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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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無子女養父母奴婢註 三歲前則全給

若妻於夫歿後收養己族者 雖三歲前 不得幷夫之物而給之 夫之於妻亦然 不然

則無子女者己物爲人所巧奪 而本族外不得與他之法 不行矣

* 자녀가 없는 양부모의 노비의 주: 3세 이면 모두 다.

만약 처가 남편이 사망한 후에 자기의 친족을 수양하면 3세 이라 하더라

도 남편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과) 함께  수 없고, 남편이 처에 해서도 

역시 그 다. 그 지 않으면 자녀가 없는 자의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교묘

하게 뺏기게 되고 “본족 이외의 타인에게  수 없다”는 법이 시행되지 않

는다.

[經] 無子女養父母奴婢【養子女】七分之一 <三歲前則全給>; [출 : 510-10]

자녀가 없는 양부모의 노비:【양자녀】7분의 1을 다. <3세 이면 모두 

다.>

※ 無子女夫妻奴婢 雖無傳係 生存者區處 本族外不得與他; [출 : 513-6]

자녀가 없는 부부의 노비는 비록 상속하는 문서가 없더라도 생존자가 처분

하며, 본족 외에는  수 없다. 

6．用官署文記小註 族親及顯官中二三人

凡文記 族親之無顯官者 顯官而非族親者 皆可爲證筆

* “ 서문기를 쓴다”의 소주: 족친    2, 3명이다.

무릇 문기에서  직이 없는 족친도 인데 족친이 아닌 자도 모두 

증인과 작성자가 될 수 있다.

[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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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략) ○須具證筆 ≪소주: 族親及顯官中二三人 (생략)≫> 欲改者, 具由告

官(이하 생략); [출 : 513-4]

부모⋅조부모⋅외조부모⋅처부모⋅남편⋅처첩  형제자매가 화회하여 분

집하는 외에는 서문기를 쓴다. <○증인과 작성자를 갖추어야 한다. ≪족

친    2, 3명이다.≫> 문기를 고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갖

추어 에 신고한다.

7．欲改者 具由告官

並指官署及白文記而言

* 문기를 고치려고 하는 경우는 사유를 갖추어 에 신고한다.

모두 서문기  백문기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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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 조 참조.

8．用祖父母以下遺書註 承重義子 卽同親子女 雖遺書有勿與他之語 勿用

此指贈與而言 非指分數所得也 承重義子則有所贈與 不拘遺書之意 若義衆子

女有遺書 雖不得贈與 而其分數應得者 則亦爲祭祀而給之 此實國家公法 不可

以私書而廢公法也

* “조부모 이하는 유서를 쓴다”의 주: 승 의자는 곧 친자녀와 같으며, 비록 

유서에 “타인에게 주지 말라”는 말이 있더라도 이를 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증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고, 몫으로 얻는 바를 가리키는 것은 아

니다. 승 의자는 증여를 받은 바가 있으면 유서의 내용에 구애받지 않는

다. 만약 의 자녀에게 유서가 있어 비록 증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몫으로 마땅히 얻어야 하는 것은 역시 제사를 지내기 하여 주는 것이

다. 이것은 실로 국가의 공법이니 사문서를 가지고 공법을 폐할 수 없다.

[經] 用祖父母以下遺書 <祖及父則須手書 祖母及母則須族親中顯官證筆 ( 략) ○三

歲前養子女 承重義子 卽同親子女 雖遺書有勿與他之語 勿用>; [출 : 513-10]

조부모 이하는 유서를 쓴다. <조부  부는 반드시 직  작성하여야 하고, 

조모  모는 반드시 족친  인 자가 증인과 작성자가 되어야 한다. 

○3세 의 양자녀와 승 의자는 곧 친자녀와 같으며, 비록 유서에 “타인

에게 주지 말라”는 말이 있더라도 이를 용하지 않는다.>

9．用祖父母以下遺書註 祖及父則須手書 祖母及母則須族親中顯官證筆

遺 留也 遺書當出於財主身後 恐有詐僞 故祖及父非手書者 不用 衆所共知未

手書者⋅疾病者與祖母及母 則必須族親之有顯官者證筆 然後可用 無顯官族親

證筆者 不可用也 與前凡文記證筆不同

* 조부  부는 반드시 직  작성하여야 하고, 조모  모는 반드시 족친  

인 자가 증인과 작성자가 되어야 한다.

“遺”는 남긴다는 뜻이다. 유서는 마땅히 재주가 사망한 후에 나타나는 것이

라서 속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부  부가 직  작성한 문서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직  작성하지 못한 것을 여러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경

우, 질병이 있는 자와 조모  모는 반드시 인 족친이 증인  작성자

이어야만 효력이 있고 인 족친이 증인  작성자가 없을 경우는 효력

이 없는데, 이것은 앞의 문기의 증인  작성자의 경우와 같지 않다.

[經] 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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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相訟奴婢元告⋅被論中 自知理屈累月不現 再囚家僮 後滿三十日 不現者

此指初不就訟者而言也

* 노비를 둘러싸고 서로 소송하는 원고와 피고 에서 스스로 이치가 굽는 

것, 즉 패소할 것을 알고서 몇 달 동안 출석하지 않고 다시 가동을 가둔 

후 30일 지나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이것은 처음부터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經] 相訟奴婢元告⋅被論中 自知理屈累月不現 再囚家僮後滿三十日不現者 始訟後

五十日內無故不就訟過三十日者 並給就訟者; [출 : 515-4]

노비를 둘러싸고 서로 소송하는 원고와 피고 에서 스스로 이치가 굽는 

것을 알아서 몇 달 동안 출석하지 않고 다시 가동을 가둔 후 30일 지나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와 소송이 시작된 뒤 5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날이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모두 출석한 자에게 승소 결을 내려 다.

11．始訟後 五十日內 無故不就訟 過三十日者

 此指始訟後 不就訟者 而言也

* 소송이 시작된 뒤 50일 이내에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날이 30일이 지난 

경우

이것은 소송이 시작된 뒤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經] 조 참조.

工典

【舟車】

1．十年改造

船在陸水 易致朽破 故改造之限於海船減一十年

* 10년이 되면 개조한다.

강에서 운행하는 배는 민물에서 수송하므로 썩기 쉽다. 그러므로 개조하는 

연한을 바다에서 운행하는 배보다 10년 단축한다.

[經] 水運諸渡船 五年修理 十年改造; [출 : 542-1]

강에서 운행하는 나룻배는 5년이 되면 수리하고 10년이 되면 개조한다.

2．杠輈
卽流馬 蜀江州車也 諸葛亮伐魏 作木牛⋅流馬 運米 通鑑云 卽今車之獨推者 

受二斛三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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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주

즉 流馬이고, 나라 강주의 수 이다. 제갈량이 나라를 정벌할 때 木牛

와 流馬를 만들어 을 운반하 다. 資治通鑑에서는 “즉 지 의 혼자 미는 

수 이고, 2곡 3두를 운반한다.”1)고 한다.

[經] 諸司諸邑諸驛 置大車便車曲車杠輈 輸物; [출 : 542-4]

여러 사와 고을  역에서는 거,2) 편거,3) 곡거,4) 강주를 두고 물건을 

운반한다.

1) ≪資治通鑑≫ 卷72 <魏紀 4> [烈祖明皇帝中之上].
2) 大車: 平地에서 소나 말을 이용하여 짐을 실어 나르는 큰 수레이다.
3) 便車: 작은 수레(小車)로서, 서울에서는 관청의 잡물 수송에, 지방에서도 驛路 중 險路

가 아닌 곳에서는 모두 사용되었으며, 偏車라고도 한다. 
4) 曲車: 앞에는 작은 바퀴, 뒤에는 큰 바퀴를 달아서 손으로 밀고 다니는 작은 수레로, 

童車라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