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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朝鮮前期 功臣地位의 承繼*

―妾子를 중심으로―
1)

鄭 肯 植**

Ⅰ. 머리말

공신은 국가에 공로가 있는 신하로, 이를 우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처를 

마련하 다. 건국이나 정치적 격변기에 국왕을 보필한 공로가 있는 신하는 왕

실과 休戚을 같이하는 喬木世臣이다. 따라서 공신을 우대하는 것은 왕실과 국

가의 안위와도 접한 관련이 있다. 공신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그에 합당한 

특권을 부여하고, 이를 보장하며, 나아가 그 후손에게 은전을 世傳하여 왕실의 

藩屛으로 삼았다. 즉 “功臣의 의리는 마땅히 社稷을 위하여 죽어야 하기 때문
에, 土田과 奴婢를 賞으로 주어, 그 자손을 넉넉하게 기르는 것입니다”1)라고 

하여 공신과 그 후손들의 생활과 권위를 대대로 보장하여 사직을 衛護할 수 

있도록 하 다.

공신은 시대를 거듭할수록 그 수가 늘었으며, 또 공신의 후손들도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늘어났다. 정치적 격변이 많았던 조선전기는 더욱 그러하

다. 그러기에 한정된 재화로 공신에 대한 특권 내지 혜택은 후손들에게 그대
로 승계되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공신지위의 

승계는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공신지위의 승계라는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 동안 학계에서는 공신에 대한 연구는 상당하다. 우선 정치적 측면에서 

공신의 책봉과정, 정치적 의미 등을 고찰하 다.2) 그리고 고려시대를 門閥貴族

* 이 연구는 1998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및 간접연구경비(농협 학술연구비)에서 
지원된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1)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12월 병진(국사편찬위원회 편, 조선왕조실록 1권 
521면; 이하 실록 1-521로 약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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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라고 규정하고 조선을 官僚社會로 비정하면서 門蔭制度에 대한 연구를 하

면서 門蔭에 대해 다루었다.3) 이러한 연구에서는 공신지위 가운데 관직의 승

계에 대해서만 다루었을 뿐, 문음 등 특권을 포괄하는 공신지위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 외 賜牌田의 승계를 다루면서 부분적으로 언

급하거나, 재산상속과 비교한 연구가 있다.4)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공신지

위 전체의 승계를 다루지 않고 부분적으로 언급하여 공신지위의 승계가 갖는 

당대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 다.

본고에서는 공신지위의 승계를 家系繼承的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공신

은 家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 지위의 승계는 가계계승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5) 즉 공신지위는 그 특권 등 때문에 모든 후손에게 승계될 수 없고, 

특정후손에게만 한정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계계승도 모든 후손이 

할 수 없고 특정후손만 해야 한다. 이처럼 특정후손만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신지위의 승계는 가계계승과 동일한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

다. 따라서 본고는 그 동안 필자가 조선전기 제사승계법제의 형성과정을 규명

해온 일련의 연구와 연장선에 있는 보완적 연구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조선전기 공신의 현황과 지위 및 특권을 개괄적으로 살펴 

본론에 대한 이해를 도운 다음(제2장), 공신지위 승계의 일반원칙과 실태를 검

토하고(제3장 제1절), 妾子의 지위를 재산상속과 제사승계와 비교하여 검토하
고(제3장 제2절), 이어서 공신전의 승계를 토지제도와 관련하여 고찰하기로 한

2) 李秉烋, “朝鮮 中宗朝 靖國功臣의 性分과 動向”, 대구사학 15․16(대구사학회, 
1978. 12); 全宗燮, “朝鮮 成宗朝 佐理功臣에 關한 一考察 -그 性分의 動向을 中心으로-”, 
대구사학 18(대구사학회, 1980. 10); 鄭斗熙, 朝鮮初期政治支配勢力硏究(일조각, 1983) 등.

3) 朴龍雲, 高麗時代 蔭敍制와 科擧制 硏究(일지사, 1990); 朴菖熙, “高麗時代｢貴族
制社會｣說에 대한 再檢討”, 白山學報 23(백산학회, 1977); 金龍善, 高麗蔭敍制度硏究(일
조각, 1991); 金龍善, “朝鮮 前期의 蔭敍制度”, 아시아문화 6(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0. 12); 李成茂, “朝鮮時代의 蔭敍制와 科擧制”, 한국사학 1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金昌鉉, “朝鮮初期의 門蔭制度에 관한 硏究”, 국사관논총 56(국사편찬위원회, 
1994); 朴洪甲, 朝鮮時代 門蔭制度 硏究(탐구당, 1994) 등.

4) 申榮鎬, “조선 初期의 賜田의 相續法制”, 石堂論叢 16(동아대 석당전통문화연구
원, 1990. 12); 李棕浩, “朝鮮初期의 相續規定”, 論文集 5-2(마산대학, 1983. 12) 참조.

5) ≪經國大典≫ <禮典> [奉祀]에서는 공신을 不遷位로 인정하여 가문의 중심이 
됨을 확인하 다. 이에 대해서는 鄭肯植, ｢朝鮮初期 祭祀承繼法制의 成立에 관한 연구｣
(서울대 博士學位論文, 1996. 2), 140-142면; 불천위에 대해서는 申明鎬, “朝鮮時代 不遷
位”, 朝鮮時代의 社會와 思想(朝鮮社會硏究會,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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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3장 제3절). 마지막으로 공신지위 승계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언급하는 것

으로 을 맺기로 한다.

Ⅱ. 功臣의 現況과 特權

1. 공신의 현황

조선 태조는 1392년(고려 공양왕 4) 7월 17일(정미)에 군신의 추대를 받아 

禪讓의 형식으로 즉위하 다. 사흘 후에 사헌부에서는 시무책 10개조를 상소
하 는데, 그 중 두 번째는 賞罰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상소가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은 7월 28일(정미)에는 17명을 고관에 임명하 는데, 이

들 중 14명에게는 功臣號가 주어지고 封爵되었으며, 이중 13명은 개국 일등공

신으로 책봉되었다. 그 후 8월 20일(기사)에는 이미 책봉된 14명의 공신을 포

함하여 모두 44명을 3급으로 나누어 位次를 설정하여 공신에 책봉하 다. 그

리고 9월 16일(갑오) 功臣都鑑에서는 각각 開國一等功臣, 開國二等功臣, 開國
三等功臣으로 명시하고 다르게 포상하 다. 그리고 9월 21일(기해)에는 44명의 

개국공신에게 선물을 하사하 다. 이어서 9월 27일(을사)에는 7명을, 11월 19

일(병신)에는 1명을 추가로 봉하 다. 이로써 세 차례에 걸쳐 모두 52명의 개

국공신이 책봉되었다.6)

이후 정치적 격변기나 국가적 위기 등을 봉착하 을 때, 이를 수습하는데 

큰 공훈이 있는 신하를 공신으로 책봉하 다. 1392년 조선건국 후 임진왜란이 
종결된 1604년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공신이 책봉되었다. 공신을 책봉할 때에

는 그 공훈에 따라 대개는 1등에서 3등으로, 때로는 2등과 4등으로 구분하

다.7) 약 210년 동안 16회에 걸쳐 1등공신은 92명, 2등공신은 168명, 3등공신

은 257명, 4등공신은 116명 모두 633명의 공신이 책봉되었다. 자세한 내역은 

<표 1>과 같다.8)

6) ≪태조실록≫ 권1 태조 원년 7월 정미(실록 1-25); ≪태조실록≫ 권1 태조 원년 
8월 기사(실록 1-27); ≪태조실록≫ 권2 태조 원년 9월 갑오(실록 1-29); 朴天植, “朝鮮 
開國功臣에 對한 一考察 -冊封過程과 待遇를 中心으로-”, 전북사학 1(전북대학교 사학
회, 1977. 2), 169-173면.

7) 각 등급별로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개국공신의 경우 1등은 佐
命開國, 2등은 協贊開國, 3등은 翊戴開國이라고 하 다.

8) 이 표는 典律通補(하)(서울대 규장각, 1998), 230-232면에 있는데, 여기에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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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朝鮮前期의 功臣

王代 功臣名稱
인원

비고
1등 2등 3등 4등 계

太祖 開國功臣(1392) 15 9 15 39  개국
定宗 定社功臣(1398) 8 10 18  1차 王子亂
太宗 佐命功臣(1401) 4 3 9 22 38  2차 王子亂
端宗 靖難功臣(1453) 12 8 17 37  世祖 집권

世祖
佐翼功臣(1455) 7 12 22 41  端宗 퇴위
敵愾功臣(1467) 7 22 12 41  李施愛의 난

成宗
翊戴功臣(1468) 4 9 24 37  南怡․康純 제압
佐理功臣(1471) 9 12 18 36 75  成宗 즉위

中宗
靖國功臣(1506) 5 13 31 58 107  中宗 反正
定難功臣(1507) 5 5 12 22  李顆의 옥사

明宗 衛社功臣(1545) 4 8 17 29  明宗 즉위

宣祖

光國功臣(1589) 3 12 7 19  大明會典에 王室宗系 辨誣
平難功臣(1589) 3 7 9 22  鄭汝立의 난
扈聖功臣(1604) 2 31 52 85  義州 扈從
宣武功臣(1604) 3 5 10 18  壬辰倭亂 전투
淸難功臣(1604) 1 2 2 5  李夢鶴의 난 진압
계 92 168 257 116 633

위 공신을 正功臣이라고 하는데, 공훈의 면에서는 정공신보다 못하지만, 그
렇다고 해서 전혀 공훈이 없지 않은 신하를 原從功臣9)으로 책봉하 다. 태조

는 1395년(태조 5) 개국공신을 책봉한 후 다시 공신을 책봉하려고 하 다. 이

에 대해 신료들이 반대를 하자 집단적으로 공신으로 책봉한 것에서 原從功臣

이 유래하 다.10) 조선왕조실록에서 원종공신이란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급 구분 없다. 그리고 姜斅錫, 典故大方(한양서원, 1924; 명문당 인, 1982), 185-219면 
및 尹甲植, 李朝相臣史(동명사, 1978), 837-852면에 정리되어 있다. 衛社功臣은 典律通
補, 定難功臣은 典故大方에는 없다. 그리고 이 자료는 후대에 정리된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조선왕조실록에 언급된 인물과 숫자와는 차이가 있다. 개국공신은 원래 52명인데, 
정종이 즉위하자 태조 때 공신에 책봉되지 않은 方毅, 方幹, 方遠을 책봉하 다. 그 후 
방원은 왕이 되었고, 방간은 왕자의 亂으로, 그 후 14명이 削奪되어 모두 39명이 되었
다. 즉 52명+3명-16명=39명이다(박천식, 앞의 논문, 173-174면).

9) 原從功臣은 원래 元從功臣인데, 明 太祖 朱元璋의 이름을 忌諱하기 위해 原從
功臣으로 표기하 다(박천식, 앞의 논문, 168면 주 5 참조).

10) 朴天植, “開國原從功臣의 檢討 -張寬 開國原從功臣錄券을 中心으로-”, 사학연구 
38(한국사학회, 1984), 213-2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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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近의 卒記이다. 1396년(태조 5) 明에서 表文을 트집잡자 권근은 명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서 스스로 元從功臣이라고 하 다. 조선전기 실록

에서는 유일하게 1459년(세조 3)에 원종공신을 책봉하는 내용이 보인다.11)

이처럼 원종공신은 정공신과 달리 실록에 구체적인 책봉과정이 나타나지 않

는데, 그 이유는 인원이 다대하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開國原從功臣錄券을 분

석한 결과에 따르면 원종공신은 약 1,698명이다.12) 이에 따라 원종공신의 처
우 등에 대한 규정은 경국대전에 분산되어 있다. 원종공신 역시 공훈에 따라 

1등에서 3등까지 구분하 고, 보통 수천 명, 많으면 1만 명까지 되었다. 정공

신을 책훈할 때마다 그 수십에서 수백 배까지 책정하고 加資하 다. 원종공신

은 봉군만 되지 않을 뿐 토지와 노비를 받는 점에서는, 명예에서는 정공신보

다 약하나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단순히 공신이라고 하면 정공신만 

포함될 뿐, 원종공신은 포함되지 않는다.13)

2. 공신의 지위와 특권

공신은 국가에 대해 공훈이 있는 世臣이므로 그에 합당한 특권을 누리고, 

그 은전을 후손에게 世傳시켰다. 이는 공신을 우대하여 왕실의 위호로 삼으려

는 공신책봉 자체에 내포된 내용이다. ≪經國大典≫에서는 공신의 지위를 다

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우선 공신들을 君에 봉하여 국가의 元勳으로 우대하 다. 君號의 세습은 
1457년(세조 3)에 적장자 가운데 2품 이상의 품계에 있는 자에게 허용하 고, 

1470년(성종 1)에는 부가 사망한 후에 承襲을 허용하 다. 그러나 경국대전에

는 적장자의 품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14) 그리고 정1품 衙門인 忠勳府에 정

원이 없이 소속되었고, 원종공신은 종2품 아문인 忠翊府에 소속되었다. 그리고 

11)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2월 정해(실록 1-475); ≪세조실록≫ 권8 세조 3
년 8월 계묘(실록 7-214).

12) 박천식, 앞의 논문에서는 鄭津錄券, 張寬錄券, 金懷鍊錄券, 沈之伯錄券 등을 다
루었다. 이들 녹권은 포상내용도 다르며, 앞의 셋은 1395년에 발급되었는데, 마지막은 
2년 뒤에 발급된 점에서 각각 다른 공신녹권이다.

13)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凡單言功臣 原從不與焉”; 李鍾日, 大典會通硏究 
-卷首․吏典篇-(수정판: 한국법제연구원, 1999), 240면.

14) ≪세조실록≫ 권6 세조 3년 2월 갑인(실록 7-177); ≪성종실록≫ 권5 성종 1년 
5월 신묘(실록 8-498);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封君<割註: 功臣 功臣承襲等 ⌈再
割註: 承襲者 父歿乃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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職事는 없이 賀禮式에만 참여하고 退官 후에도 재직시의 품계에 따라 급여를 

받는 奉朝賀에 임명되었으며, 功臣嫡長도 이를 승습하 다.15) 70이 넘은 공신

의 부모․처에게는 매월 酒肉을 내리는 등 우대하 고, 개인호위병 내지 사령

인의 역할을 한 半倘을 지급하 다.16) 사망하 을 경우에 賻儀를 보내고 弔問

을 하며 禮葬하 으며, 追贈할 경우에도 친공신의 경우 職이 낮더라도 정2품

으로 追贈하 고 또 군으로 봉하여 우대하 으며 본인에 대해서는 職이 낮더

라도 諡號를 내렸다.17) 그리고 軍律을 위반한 경우에도 특례를 인정하 고, 일

반형사범의 경우에서도 死刑에 해당하는 범죄를 지은 경우에만 項鎖를 채우고, 

拷訊을 할 때에도 왕에게 공신임을 기록하여 보고하는 등 절차를 엄중히 하

다.18)

공신은 관직에 있는 동안은 근무평가에서도 특권을 부여받았다. 즉 공신은 

私罪를 다섯 차례 지어야 비로소 국왕에게 보고하고 파직하 으며, 인사평가
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공신은 1년만 지나면 敍用될 수 있으며, 당상관의 경우

는 여기에도 예외를 인정받았다. 그리고 공신후손들은 과거가 아니라 門蔭을 

이용하여 간단한 시험인 取才로 실무관직에 나갈 수 있고, 충훈부에서는 공신

의 자손으로 吏任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할 수 있다.19) 경제적으로는 후

손에게 상속시킬 수 있는 공신전을 賜給받았으며, 공신적장을 우대하여 실제 

15)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忠勳府⌋ 諸功臣之府 堂上官無定數, ⌈忠翊府⌋ 
原從功臣之府”; [奉朝賀] “十五員 ○功臣則稱某君奉朝賀 ⌈實行正一品職者⌋ 功臣正三品, 
功臣嫡長 … 從四品 ⌈實行從一品職者⌋ 功臣從三品 功臣嫡長從五品 ⌈實行正二品職者⌋ 

功臣正四品 功臣嫡長正六品 ⌈實行從二品職者⌋ 功臣從四品 功臣嫡長從六品 ⌈實行正三品

堂上官職者⌋ 功臣正五品 功臣嫡長正七品”
16) ≪經國大典≫ <禮典> [惠恤] “功臣父母妻 … 七十以上者 本曹本邑 月致酒肉”; 

<兵典> [伴倘] “身歿則三年後定他役 功臣…妻存仍給 ⌈一等功臣⌋ 十 ⌈二等功臣⌋ 八 ⌈三
等功臣⌋ 六”

17) ≪經國大典≫ <禮典> [喪葬] “致賻吊祭<功臣> … 禮葬<功臣>”; <吏典> [追贈] 
“親功臣 則雖職卑 贈正二品 ○一等功臣父 贈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 二等 純忠積德補祚
功臣 三等 純忠補祚功臣 並封君”; [追贈] “親功臣 則雖職卑 亦贈”

18) ≪經國大典≫ <兵典> [用刑] “行在時卽 … 功臣外 杖八十以下 直斷 ○將帥受命
在外者 … 功臣外 杖以下 直斷”; <刑典> [囚禁] “議親功臣及堂上官 … 犯死罪 鎖項”; 
[推斷] “凡拷訊取旨乃行 <○功臣議親拷訊 啓請時幷錄功臣議親以啓>”

19) ≪經國大典≫ <吏典> [考課] “功臣十惡外 五犯罪者 並勿揀赦前 啓聞罷職 ○兵
曹同 … ○褒貶居下等 及犯私罪罷職者 經二年乃敍<議親功臣居下等 經一年 堂上官不在
此限>”; [取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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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薦擧] “忠勳府薦功臣子孫才堪吏任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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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는 하지 않고 급여만 주는 遞兒職을 지급하 다.20)

공신 후손들을 위하여 特殊兵種을 창안하 다. 1418년(세종 즉위년)에 세종

은 開國, 定社, 佐命 3공신의 자손 가운데 충․불효한 자 및 그 자손은 제외하

고 특수병종인 忠義衛를 설치하 다.21) 1456년(세조 2)에는 원종공신의 자제들

로 忠贊衛를 설치하 으나 3년 후에 혁파하 다. 1469년(예종 1)에 복설되어 

≪經國大典≫ <兵典>에 수록되었다.22)

공신들에게는 위와 같은 유형적인 것 외에도 다양한 특권이 부여되었다. 공

신과 그 제자들은 왕세자, 여러 왕자들과 함께 국가와 왕실에 대한 충성을 맹

세하고, 국왕은 이들을 加資하여 서용하 다.23) 元子侍直을 두어 공신의 자제

로 임명하 으며, 世子侍射官을 공신의 자제와 사위로 임용하 다.24) 이는 모

두 공신과 그 자제를 세자 등과 접한 관계를 맺게 하여 왕실의 번병으로 삼

으려는 의지 다.
법전에는 위와 같이 공신의 지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공신들을 실제로 우대

한 내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후대 공신들에 대한 포상의 모범이 되었을 

개국공신에 대한 포상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5)

먼저 본인에게는 공신칭호를 부여하 다. 그 칭호는 공신들이 개국에 대한 

공훈을 일반화시킨 것으로 개국공신의 위차를 설정하 다. 공신칭호는 최고의 

20) ≪經國大典≫ <戶典> [田宅] “功臣田傳子孫”; <兵典> [番次都目] “⌈功臣嫡長⌋ 
員數無定額而皆受遞兒 其遞兒 則隨員數加減”

21) 실제로 부 趙倫이 불충죄로 죽은 조 무의 손자 趙忠敬에게 충의위에 입속을 

금지하 다(≪세종실록≫ 권68 세종 17년 6월 기유[실록 3-634]).
22) ≪經國大典≫ <兵典> [番次都目] “⌈忠贊衛⌋ 原從功臣及子孫屬焉<妾子孫承重者 

亦屬>”; 자세한 것은 車文燮, “선초의 忠義․忠贊․忠順衛”, 朝鮮時代 軍制硏究(단국대
학교출판부, 1973), 91-135면 참조.

23) ≪태조실록≫ 권2 태조 원년 9월 병오(실록 1-32); ≪태종실록≫ 권1 태종 원년 
2월 신축(실록 1-197); ≪단종실록≫ 권10 단종 2년 2월 갑오(실록 6-671) 등.

24) ≪태종실록≫ 권7 태종 4년 3월 갑인(실록 1-292); 권27 태종 14년 3월 경자
(실록 2-9).

25) ≪태조실록≫ 권2 태조 원년 9월 갑오(실록 1-29); “功臣都鑑上言 門下侍中裵克
廉 右侍中趙浚等 十六人 灼知天命人心之所在 決議定策 推戴殿下 以成大業 … 亦有命世

之臣 盡忠奮義佐命開國 誠如聖敎 所謂其功甚大 帶礪難忘者矣 宜賜一等功臣之號 立閣圖

形立碑紀功 封爵錫土 父母妻超三等封贈 直子超三等蔭職 無直子者甥姪女壻超二等 田地

幾結奴婢幾口 丘史七名眞拜把領十名 許初入仕 嫡長世襲不失祿 子孫於政案內 開寫一等

功臣臣某之子孫 雖有犯罪 宥及永世”; 이하의 내용은 朴天植, “朝鮮 開國功臣에 對한 一
考察”, 181-190면을 정리하 다.



2002. 6.] 朝鮮前期 功臣地位의 承繼 267

사회적 명예이었다. 다음으로 立閣圖形․立碑紀功인데, 功臣閣을 세워 공신의 

초상화를 그려 게시하며 또 비석을 세워 그 공을 기리는 것이다. 이는 공신자

손이 선조의 업적을 직접 보고 느껴 그 공업을 준수하여 나라와 명운을 함께 

하기를 바라며 또 국왕도 선조의 공을 잊지 않고 그 후손에게 보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功臣閣은 1394년 10월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도성과 

궁궐을 축조할 때에 궁궐 서쪽에 長生殿을 지어 태조의 御眞과 함께 봉안하

다. 1411년(태종 11) 어진을 공신초상화와 함께 봉안하는 것은 違禮이므로 따

로 보관하고, 장생전은 忠勳閣으로 개칭하 다.

그리고 공신을 封爵하 는데, 녹권이나 책봉문에는 1등공신만 해당된다.26) 

개국공신에 대해서는 伯과 君만 보이며, 후대에는 2등공신도 군으로 봉하 는

데, 이는 공신들이 고관에 임명된 결과일 것이다. 錫土는 봉작에 따라 식읍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석토는 1등공신에게는 당연히 부여되나, 실제로 받은 
기록은 裵克廉, 趙浚, 金士衡뿐인데, 김사형은 배극렴이 무후로 사망하자 배극

렴의 식읍을 이은 것이다. 이는 科田法의 시행으로 토지의 분급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공신의 부모와 처를 공신의 등급에 따라 차등이 있게 封贈하 다. 이 경우 

부모와 처는 생존해야 하며, 만약 사망하 으면 追贈하 다. 공신의 자에게는 

역시 음직을 차등이 있게 除授하 다. 만약 아들이 없으면 甥姪女壻에게 등급
을 내려 제수하 다. 선초 경제육전에는 고려시대 一人一子의 원칙을 그대로 

계승하 으나 현실적으로 고려후기부터 확대된 양반관료층의 자제를 포용하는 

새로운 관료체제를 지향하는 신왕조에서는 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었다. 이 

원칙은 세종대의 속육전에 이르러서는 子壻弟姪 등 중자, 중손으로 확대되었

으며, 장자가 아닌 손자나 중자가 음직을 받으면 장자보다 한 품계를 낮추어 

서용하 다.27)

그리고 田地, 奴婢를 지급하 다. 공신의 적장자는 세습하여 그 록을 잃지 

않는다고 하 는데, 이에 비추어보면 적장자는 田民을 상속할 수 있다. 丘史, 

眞拜把領28) 등에게 胥吏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 다. 이는 공신을 위해 노고

26)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에는 공신의 등급을 구별하고 있지 않다. 
27) 고려시대 음서의 대상은 5품 이상 관원의 子이었으나 후대로 갈수록 孫, 弟, 

姪, 甥, 外孫, 壻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一人一子이라고 하나 음서의 대상은 한 사람에
게 국한되지 않고 평생 동안 여러 후손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李成茂, “朝鮮初期의 蔭
敍制와 科擧制”, 한국사학 12(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140-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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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下隷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구사 등에 대한 초입사의 허용은 서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조선적 제도가 정비되어간 태종조 이후의 공신책봉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적장자는 世祿을 유지하도록 하 으며, 후손들은 政案에 공

신후예임을 밝히게 하 고, 후손들은 구히 죄를 용서하 다.29) 이를 간단하

게 정리하면 <표 2>와 같다.30)

<표 2> 공신에 대한 특전

본인 父母妻 直系 子 無子 褒賞品
* 初入仕 

허용대상
嫡長子 犯罪

1등 封爵, 
殿閣과 碑, 

超3等 
封爵․贈職

超3等 
蔭職除授

甥姪․壻

超2等 蔭職除授
田地

奴婢

丘史 7, 
眞拜把領 10

祿 

유지

永世

赦免

2등 殿閣과 碑
超2等 

封爵․贈職

超2等 
蔭職除授

甥姪․壻

超1等 蔭職除授
田地

奴婢

丘史 5, 
眞拜把領 8

祿 

유지

永世

赦免

3등 殿閣과 碑
超1等 

封爵․贈職

超1等 
蔭職除授

甥姪․壻

錄用

田地

奴婢

丘史 3, 
眞拜把領 6

祿 

유지

永世

赦免

4등 殿閣과 碑 封贈 蔭職除授 무언급
田地

奴婢
무언급

祿 

유지

永世

赦免

*포상품은 각 시기의 공신에 따라서 그 내용과 양에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토지
와 노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개국부터 15세기 말까지의 功臣錄券은 현재까지 원본 또는 2차자료의 
형태로 모두 22종이 전해온다.31) 開國佐命功臣錄券은 정공신 1종, 원종공신 14

종, 정사공신논권은 정공신 1종, 좌명공신녹권은 정공신, 원종공신 각 1종, 좌

익공신녹권은 원종공신 4종이다. 정공신녹권에서 포상내역을 살펴보면 거의 

28) 丘史는 驅史라고도 하는데, 고려시대 관청이나 백관의 儀從으로 말을 모는 下隷
이며, 眞拜把領은 무신집권기에 처음 등장하는 용어인데, 무신의 身兵 정도로 추정된다.

29) 大明律에는 형사상 功臣들에게 특혜를 규정하고 있다. ≪大明律講解≫ <名例律> 
[八議]에는 국가에 공이 있는 자를 ‘議功’으로 규정하고, 팔의에 해당하는 자와 그 父祖, 
妻, 子孫 등이 죄를 지으면 국왕에게 보고하여 처결하도록 하 다([應議者犯罪], [應議者
之父祖有犯] 참조). 팔의에 대해서는 申明鎬, “朝鮮初期 八議와 刑事上의 特權”, 청계사
학 12(청계사학회, 1996. 4) 참조.

30) 출전: 1∼3 등은 ≪태조실록≫ 권2 태조 원년 9월 갑오(실록 1-29); 4등은 ≪태
종실록≫ 권1 태종 원년 1월 을해(실록 1-193).

31) 鄭求福 외, 朝鮮前期古文書集成 -15世紀篇-(국사편찬위원회, 1997) 제2편 功臣
關聯文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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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과 일치하고 있다.

Ⅲ. 功臣地位의 承繼

공신지위의 승계는 크게 재산과 신분의 승계로, 신분은 다시 관직과 제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재산의 승계, 즉 상속은 일반재산과 다름이 없고, 다만 功臣

田의 상속은 그 성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제사승계 
역시 공신이 不遷位가 되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국가의 元勳으로 약간

의 특수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관직의 경우, 세대를 거듭하면 할수록 후손

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한된 관직으로 이를 모두 흡수할 수 없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승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위 공신의 지위에서 살펴본 대로 ≪經國

大典≫ <吏典> [京官職]에서는 “(封君) 功臣承襲”을, [奉朝賀]에서는 “功臣嫡長”

을, <兵典> [番次都目] ⌈忠義衛⌋, ⌈忠贊衛⌋에서는 “承重者”로, 즉 적장자 내지 
제사승계인만으로 대상자가 국한되었다. 여기에서는 승계의 일반원칙을 검토하

고 이를 토대로 첩자의 승계와 공신전의 상속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承繼의 一般原則과 實態

태조는 즉위교서에서 儀章․法制는 고려의 것을 따를 것을 선언하 다. 이

에 따라 공신의 승계도 고려의 전통에 따라 장자를 우선하 다. 조선의 제도

가 어느 정도 정비된 1422년(세종 4)에 春秋館에 공신의 작을 승계하는 일을 
≪高麗史≫에서 상고하도록 하 다.32) 아마 그 후 적장자가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시행된 듯하다. 즉 1435년의 기사에서 이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대신

은 “공신의 적장을 우대하기 때문에 적장을 다투는 골육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자손을 충의위에 입속시키고, 그 능력과 賢

否에 따라 임용할 것”을 청하 다. 그러자 세종은 다시 “적장을 우대하는 법

을 상고할 것”을 지시하 다. 그러나 이 역시 그 결과를 찾을 수 없지만, 이후 
공신의 적장자에게 加資한 예가 발견되는 것에서 그대로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33) 이는 1470년(성종 1)에 “功臣嫡長의 封君은 父가 죽은 후에 襲封”하도

32) ≪세종실록≫ 권18 세종 4년 12월 갑진(실록 2-516).
33) ≪세종실록≫ 권68 세종 17년 6월 기유(실록 3-634); 권80 세종 20년 3월 임인

(실록 4-136); ≪세조실록≫ 권5 세조 2년 11월 경진(실록 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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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 것34)에서 적장자를 우대하는 것이 확정되었고, ≪經國大典≫에 “功臣承

襲”으로 규정되었다.35) 그리고 반대로 노비가 공신이 되자 그의 부를 방면시

켜 양인이 되게 한 예도 있다.36)

1437년(세종 19) 입후법이 완비된 다음에는 무후로 사망한 공신에 대한 입

후가 논의되었다. 이듬해 세종은 개국원훈 興安君 李濟의 후사로 아우의 아들 

李閏으로 정하고 이윤에게 공신에 준하여 田民을 주고 사당을 세워 제사를 받

들게 하고 그를 충의위에 입속시켰다.37) 또 공신이기 때문에 제사승계에 각별

한 주의를 기울 다. 金德生의 후사로 결정된 자가 잔약하자 그 아우로 다시 

입후하고, 전민을 지급하고 충의위에 입속시켰다.38) 양자가 양부에 대해 불효

를 범하자 파계하고 그 아들로 제사를 받들게 하 다.39) 뿐만 아니라 불구인 

공신의 후손에게 관직을 제수한 예도 있다. 공신 成石麟의 장자와 장손자는 

맹인이며, 차자는 무후로 죽었다. 장손이 아들을 낳자 장손에게 관직을 제수하
다.40)

공신은 왕실과 휴척을 같이 하는 존재이므로 왕실을 해치려고 한 경우에는 

반대로 강제로 絶祀시킨 경우도 있다. 佐命功臣 完川君 李淑의 아들 李穰 등

이 亂臣으로 誅殺되었는데, 그의 親父가 緣坐되므로, 이들의 奉祀를 끊었다.41)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신인 종친의 경우는 예외로 하여 단지 직접 관련된 자

의 봉사권을 박탈하고 그 아들로 하여금 봉사하도록 하 다. 興安君 李濟의 
嫡長인 李孟淳과 그의 아들 李繼祖가 아우 李仲淳 때문에 緣坐되었는데, 손자

를 특별히 석방하여서 그 제사를 받들도록 하 다.42)

34) ≪성종실록≫ 권5 성종 1년 5월 신묘(실록 8-498).
35) 여기서 “功臣承襲”은 ≪大明律講解≫ <吏律> ⌈職制⌋ [官員襲廕] “凡文武官員 

應合襲廕職事 並令嫡長子孫襲廕 如嫡長子孫有故 嫡次子孫襲廕 若無嫡次子孫 方許庶長

子孫襲廕 如無庶出子孫 許令弟姪應合承繼者襲廕 若庶出子孫及弟姪 不依次序 攙越襲廕

者 杖一百徒三年”에 따른 의미인 듯하다.
36) ≪세조실록≫ 권3 세조 2년 1월 계사(실록 7-112).
37) ≪세종실록≫ 권80 세종 20년 3월 기해(실록 4-135).
38) ≪세종실록≫ 권97 세종 24년 8월 무신(실록 4-431); ≪단종실록≫ 권10 단종 

2년 2월 신묘(실록 6-670).
39) ≪성종실록≫ 권62 성종 6년 12월 무인(실록 9-289); 권70 성종 7년 8월 기축

(실록 9-374).
40) ≪세종실록≫ 권80 세종 20년 3월 신해(실록 4-138).
41) ≪성종실록≫ 권32 성종 4년 7월 정미(실록 9-39).
42) 상동; ≪성종실록≫ 권50 성종 5년 12월 계묘(실록 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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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의 경우도 일반의 경우와 다르지 않게 입후법의 정비에 따라 입후를 하

으며, 다만 공신이라는 이유로 왕실에 대한 반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처리한 

것만 다르다. 조선전기 공신의 가계계승 실태를 좀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공신의 卒記를 살펴보았는데, 그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공신의 제사계승 실태

연 도 성  명 내 용 출 전

태조  1(1392)

태종  6(1406)

태종 10(1410)

태종 13(1413)

태종 16(1416)

세종  0(1418)
세종  3(1421)

세종 29(1447)

성종  6(1475)

성종 12(1481)

성종 13(1482)

성종 16(1485)
성종 18(1488)

성종 19(1489)

성종 19(1489)

門下左侍中 星山伯 裵克廉

寧城君 吳思忠

安平府院君 李舒

鷄林君 李升商

鷄城君 李來

花山府院君 張思吉

奉寧府院君 李福根

礪山府院君 宋居信

仁山府院君 洪允成

忠淸道兵馬節度使 朴居謙

靑川君 沈澣

文川君 柳漵

全義君 李德良

溪城君 李陽生

達城君 徐居正

無  子

妾  子

庶  子

無  子

妾  子

妓妾子

賤妾子

子先亡

無  子

立  後

立  後

立  後

立  後

立  後

庶  子

 1- 36

 1-349

 1-564

 1-662

 2-136

 2-275
 2-461

 5- 22

 9-259

10-222

10-327

11- 40
11-234

11-324

11-424

≪태조실록≫에서 ≪선조실록≫까지 공신의 졸기는 123명이 있는데, 이 가
운데 적자는 있는 경우는 97명이고,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이 11명이다.43) 나

머지 15명 중 무자는 3명, 子先亡은 1명, 서자는 6명, 입후는 5명이다. <표 3>

에서 보듯이 입후는 1482년에 처음 등장한 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 

지속되었다. 즉 1470년대까지는 첩자가 있으면 양첩자이든 천첩자이든 이를 

가리지 않고 첩자가 승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無後로 絶祀하는 것이 일반

43) 이 중 1명은 兄亡弟及이다(태조 5년에 사망한 韓山伯 李穡; 실록 1-91). 그리고 
실록의 졸기를 보면 중종대 이후에는 자식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鄭 肯 植 [서울대학교 法學 제43권 제2호 : 260∼287272

적이었다.44) 양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15세기 후반 양자의 비율은 71.4%(5/7)로 

아주 높다. 이는 같은 시기 生員․進士 합격자 명부인 司馬榜目에 나타난 양

자실태와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난다. 양자가 처음 나타나는 해는 1486년(성

종 17)이며, 그 비율은 2.2%(1/45)에 불과하고 또 16세기 후반의 비율 

3.6%(85/2363)이다. 그리고 조선시대 전체의 양자비율 9.1%(3461/38012)이고, 

왕별로 최고는 철종대로 16.9%(212/1255)이다.45) 15세기 후반 공신의 양자비
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15세기 후반부터 공신가는 가계계승을 철저히 하

다는 것을 반 한다. 그 이유는 공신에게는 특권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를 포기할 이유가 없었으며, 또 공신 등 고관을 중심으로 가계계승을 보급

하려는 국가적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15세기 전반까지는 공신

가문에서조차 제사승계와 가계계승을 중시하지 않았지만, 15세기 후반부터는 

이를 중시하 다.

2. 妾子의 承繼

첩자는 모가 부의 정처가 아닌 자식이다. 조선초기 名分論에 입각한 가족질

서를 정비하면서 (妻妾과) 적자․첩자로 구분하 고 첩자를 차별하 다. 차별

의 대표적인 것은 庶孽禁錮法과 限品敍用法이다. 첩자는 모가 정처가 아닐 뿐 

부의 자식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經國大典≫에서는 재산상속과 제사승계에 

대한 첩자의 권리를 규정하 다. 즉 양첩자는 적자의 1/6, 천첩자는 1/9의 재
산을 상속받으며, 만약 제사를 승계하면 奉祀條로 더 받았다. 제사승계의 순위

는 嫡長子가 최우선이며, 衆子가 그 다음이고(兄亡弟及), 첩자가 최후이지만, 

첩자마저 없어야 비로소 立後할 수 있다. 나아가 부가 첩자와 함께 別宗을 만

드는 것을 허용하 다. 조선전기에 제사승계나 재산상속에서 적자에 비해 크

게 차별을 받지 않았다. 재산상속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別給의 형태로 우대

하는 경우가 있었다. 첩자가 있으면 굳이 입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
러나 16세기 중엽부터는 입양을 하는 예가 고관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첩자의 

44) 송거신의 경우 실록에는 단순히 子先亡으로 되어 있다. 대개 손자가 있어 承重
하 으면 이를 기재하 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손자도 없어서 무후로 절사하 을 가능

성이 높다.
45) 정긍식, “傳記資料에 나타난 16세기 養子의 특징 -司馬榜目의 분석-”, 미발표 

원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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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하 다.46)

공신지위와 관련하여 첩자가 논란이 된 것은 특수병종인 忠義衛에의 입속 

여부이었다. 이미 이전에 공신의 양첩자는 당연히 충의위에 입속할 수 있었다. 

이는 공신의 지위승계와 나아가 가계계승을 우선한 결과이다. 1418년(세종 즉

위년) 태종은 세종에게 후사가 없는 3공신의 천첩장자를 공신자손으로 인정하

도록 하 고, 이에 따라 허용한 예가 있다.47) 이러한 조처는 공신의 천첩자가 
특수병종에 입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어서 1430년(세종 12)에는 세종

은 공신의 嫡妻가 아들이 없으면 첩의 아들이 私賤이라도 충의위에 입속시킬 

것을 명하 다.48)

이러한 명에 대해 신하는 연일 반대상소를 올렸다. 대사헌 李繩直 등은 이 

조처는 비록 공신을 위해 繼祀하기 위한 것이나, ≪續六典≫에서는 천첩자녀

들은 혼인도 동류끼리 하여 명분을 어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 충의위
는 국왕을 곁에서 보필하는데, 이를 허용하면 존비가 문란해질 것이라고, 또 

좌사간 申包翅 등은 양첩자도 적자와 같을 수 없는데, 이 조처로 천첩자가 적

자와 동등하게 되니 더욱 부당하다고 주장하 다. 이에 대해 세종은 이 법은 

이미 태종대에 정해졌고, 공천의 자에게는 허용하는데, 천첩자에게 금지할 이

유가 없으며, 또 이렇게 하면 主奴가 같이 근무할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는 이미 사천자를 서용하는 법이 있으므로 마찬가지라고 하 다.49)

그러자 다시 이승직은 ≪續六典≫을 고찰하여 첩자의 贖良과 限品敍用法, 

顯官任用禁止法, 혼인법 등을 근거로 태종의 법은 시행되지 않았으며, 공신의 

계사는 이미 관직에 서용함으로 굳이 충의위에 입속시키지 않아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국왕의 근친이기 때문에 다른 군사와 달리 世系를 더욱 엄격

히 다져야 하다는 이유로 반대하 다. 신포시 등은 사천자를 모두 입속시키면 

주인보다 고관이 되어 주객이 전도된다고 반대하 다. 세종은 公賤의 子와 私

46) ≪經國大典≫ <刑典> [私賤], <禮典> [奉祀], [立後] 참조; 문숙자, “15-17세기 
첩자녀의 재산상속과 그 특징”, 조선시대사학보 2(조선시대사학회, 1997); 정긍식, 앞의 
박사학위논문, 170-184면; 정긍식, “16세기 첩자의 제사승계권”, 사회와 역사 53(한국사
회사학회, 1998. 6) 참조.

47) ≪세종실록≫ 권1 세종 즉위년 10월 계묘; 권14 세종 3년 11월 무진(실록 
2-274, 464).

48) ≪세종실록≫ 권47 세종 12년 2월 경진(실록 3-215).
49) ≪세종실록≫ 권47 세종 12년 2월 계미, 갑신, 을유(실록 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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賤의 子는 본질적인 차이는 없으며, 從父法이 일반적인데도 공신에게만 적용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또 천첩자가 있어 그를 충의위에 입속시켜 공신의 

제사를 잇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만약 主奴가 도치되는 것은 父子의 경우도 

그러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주장을 관철하 다.50)

그러나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4개월 후인 1430년 12월 세종은 종

전의 주장을 양보하여 타협적으로 천첩장자만 충의위에 입속시키고, 중자의 
입속은 금지할 것을 功臣都鑑에 명하 다.51) 이 수교의 자세한 내용은 “嫡子

가 없으면 良妾子를, 양첩자가 없으면 賤妾子를 충의위에 입속시켜 조상의 음

덕을 이어받게 한 것”으로 당시 재산상속 관행과 일치한다. 이 수교는 간략히 

취지만 살려 ≪經國大典≫에 그대로 규정되었다.52)

공신의 첩자가 공신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원칙은 확립되었다. 곧 이어 功

臣의 子에게 嫡子가 없고 첩자만 있을 때에 첩자가 忠義衛에 入屬하여 승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 다. 1434년(세종 16) 1월 義安大君 李和의 

아들 李之崇에게는 첩자 李蔚만 있었는데, 이울이 이화를 승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都承旨 安崇善 등은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 ⌈宗

親府⌋의 규정은 직접 공신의 자를 말하는 것이고 후세자손은 아니다”라고 반

대하 다.53) 또 孟思誠 등은 “엄정한 妻妾區分과 다른 적자가 있는데 첩자를 

입속시켜 의안대군의 제사를 받들게 할 수 없다”고 하여 반대하 다. 그러나 
領議政 黃喜는 “天子에게는 양천이 없고 또 중국에도 처첩의 구분이 없으므로 

입속을 허용할 것”을 주장하 다. 이에 세종은 집현전에 이 문제를 연구하게 

하 다. 3개월 후 세종은 공신도감에 공신의 적장자로 적자가 없으면 양첩자

를 충의위에 입속시키되, 그 중 그 모가 工商人의 딸과 恣女․補充軍․驛吏의 

딸이면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 다.54) 그러나 이로써 결론이 난 것은 

50) ≪세종실록≫ 권47 세종 12년 2월 무자, 기축, 경인(실록 3-216).
51) ≪세종실록≫ 권48 세종 12년 6월 기축 “傳旨兵曹 功臣嫡室 及 良妾無子者 賤

妾長子外 衆子 勿屬忠義衛”(실록 3-242).
52) ≪세종실록≫ 권63 세종 16년 1월 무술(실록 3-539); ≪經國大典≫ <兵典> [番

次都目] “⌈忠義衛⌋ 功臣子孫屬焉 妾子孫承重者 亦屬”
53) “자손”에 대한 이 해석은 ≪경국대전주해≫의 공식해석과는 다르다. ≪經國大

典註解≫ <吏典> [取才] “大臣議得內 大典所在 子孫之語 各有所指 … 兵典 忠義衛條註  

｢功臣子孫屬焉 妾子孫承重者 亦屬｣ 忠贊衛條註 ｢原從功臣及子孫屬焉妾子孫承重者 亦屬｣ 

… 乃謂子子孫孫也”
54) ≪세종실록≫ 권64 세종 16년 1월 무술(실록 3-539); 권67 4월 기사 “傳旨功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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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다.

이듬해인 1435년(세종 17) 3월에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사헌부에서는 

“義安君 李和의 자손으로 李之崇 외에 다른 적자가 있으니 양첩자인 李蔚은 

충의위에 입속할 수 없다”고 하 고, 儀禮詳定所에서는 “사대부들은 兄亡弟及

에 따라 妾子가 있어도 同母弟로 승중하게 하는데 공신만 다르게 하는 것은 

잘못이니, 다른 嫡子가 있으면 妾子의 入屬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여 제사승
계의 兄亡弟及의 원칙에 따라 李蔚의 충의위 입속을 허용하지 않았다.55) 이는 

앞의 천첩자와는 달리 일반적인 가계계승의 원칙에 따른 해결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공신에게 적자가 없고 아예 첩자만 있을 때 妾孫이 공신지위

를 승계할 수 있는 지가 중종대에 논의되었다. 徐居正의 첩자 徐福慶의 아들 

徐得楨이 충의위에 입속할 수 있는가가 논의되었다. 서복경은 연산군대의 행

위로 처벌을 받은 상태이었으며, 또 서거정에게는 첩자만 있고, 다른 아들은 
없었다. 충훈부에서는 ≪經國大典≫ ⌈忠義衛⌋조에 따라 천첩자도 승중하면 충

의위에 입속할 수 있고 또 공신의 제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입속의 허용하

고, 三公들도 이에 동조하여 허용하 다.56) 이는 위 이화의 경우와는 다르게 

공신에게 嫡衆子가 없는 경우로, 첩자만 있을 때에는 繼祀라는 현실을 중시하

여 첩자의 충의위 입속을 허용하 다. 이는 ≪經國大典≫ ⌈忠義衛⌋조의 예외

가 아니라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사간원을 중심으로 한 신료들은 적서의 명분과 첩자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천첩자의 충의위 입속, 나아가 공신지위의 승계를 반대하 다. 그러나 세종은 

공천과 사천의 차이가 없으며 또 이미 양첩자에 대해서는 입속을 허용하고 있

는 현실을 바탕으로 또 공신의 제사를 이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천첩자의 충의위 입속과 공신지위의 승계를 주장․관철하 다. 이러한 첩자의 

지위는 재산상속과 제사승계와는 차이가 있다. 공신의 양첩자와 承重한 賤妾
子는 적자와 거의 차이가 없다. 그 이유는 우선 첩자는 공신의 친자임이 분명

하며 또 명분보다는 혈연을 중시하는 의식이 뒷받침이 되었다. 그리고 왕실의 

都鑑 功臣長子 於嫡室無子 良妾有子 其良妾子 許屬忠義衛 其中 商工之女與恣女補充軍

驛女所生 則 臨時趣旨施行 永爲恒式”(실록 3-560).
55) ≪世宗實錄≫ 권67 세종 17년 3월 임오(3-618a); 이 논의는 兄亡弟及을 규정

한 ≪經國大典≫ <禮典> [奉祀]의 토대가 되었다(정긍식, 앞의 학위논문, 174-175면 참
조).

56) ≪중종실록≫ 권40 중종 15년 윤8월 경인(실록 1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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藩屛인 공신의 제사와 지위의 승계는 일반의 제사승계 내지 가계계승과는 다

르게 하여 우대하여야 한다는 의식도 작용하 다. 이러한 주장과 입법의 이면

에는 공신과 그 천첩자에게 혜택을 주어 왕권을 강화하고 왕실의 안정을 도모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3. 功臣田의 承繼

토지는 과거나 지금 모두 중요한 재산이다. 고려말의 대토지 소유는 극심하
기 때문에 조선건국의 주도세력은 토지제도를 개혁하 다. 1391년(고려 공양

왕 3) 5월 그들은 귀족들에게 침탈된 토지를 양민에게 돌려주고, 관리들에게 

토지에 대한 收租權을 분급하는 科田法을 공포하 다. 士大夫의 存養을 목적

으로 하고 있는 科田은 관의 승인을 얻어 처나 자손에게 世傳될 수 있다. 科

田法에서는 “庚午年(1390년) 受賜功臣之田 許於科外 子孫相傳”(≪高麗史≫ 권

78 <食貨志>1 田制 科田法)이라고 하여 특권적으로 공신전의 상속을 허용하
다. 조선에서는 국가는 과전의 세전을 受信田․恤養田의 명목으로 세전을 승

인하 다. 妻는 祭田으로 30결을 상속받을 수 있고 천첩은 그렇지 않았다. 그

러나 재가를 하지 않는 등 처에 준하는 천첩에게는 예외적으로 허용하 다.57) 

그리고 고려의 田柴科와 마찬가지로 1437년(세종 19) 입후법의 정비에 따라 

1444년(세종 26)에는 계후자에게도 과전의 상속이 인정되었다. 전체적으로 科

田遞受의 대상은 친부모전, 夫田, 처부모전, 외조부모전, 양부모전이며, 자격자
는 자손, 처, 사위, 외손, 양자이다.58)

공신전은 왕실의 안위와 생사를 함께 한 자들에게 折給하는 功勳田의 성격

을 띤 것이기 때문에 후에도 계속 증대되고 상속을 허용하 다.59) 초기 10년

간에는 공신이 많아서 공신전으로 45,100여 결이 지급되었는데, 이는 태종조 

科田의 총액인 84,500결의 절반이 넘는 막대한 양이다.60) 과다한 공신전이 국

가재정에 무리를 주었지만 세조의 왕위찬탈부터 성종 초기까지 여러 공신이 

책봉되고 그 때마다 공신전이 절급되었다.

공신전에 대해 상속을 허용한 규정은 선초에도 인정되었다. 이는 1397년(태

57) ≪세종실록≫ 권58 세종 14년 10월 갑인(실록 3-423).
58) 李景植, 朝鮮前期土地制度史硏究-土地分給制와 農民支配-(일조각, 1986), 142-151면.
59) 金泰永, 朝鮮前期 土地制度史硏究(지식산업사, 1983), 74-75면.
60) 李成茂, 앞의 논문, 130-1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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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6)에 편찬된 ≪續六典≫에 수록되었고,61) ≪經國大典≫ <戶典> [田宅條]에

서는 “공신전은 자손에게 전한다<승중한 자에게는 1/3을 더 준다 ○받은 후손

이 죄를 지어 공신전을 환수해야 하면 다른 자손에게 옮겨 준다>”라고 규정되

었다.62) 그리고 1555년(명종 10)에 편찬된 ≪經國大典註解≫에서는 ‘子孫’을 

“子子孫孫”으로 해석하여 상속을 분명히 인정하 다.63) 그리고 승중자에게 加

給하는 봉사조는 일반 재산상속에서는 1/5이지만(6：5), 공신전의 경우는 1/3로 
하여(4：3), 공신지위를 승계하는 자를 더욱 우대하 다. 그리고 공신전은 공

훈에 대한 보답이므로 공신전을 상속받은 자손이 죄를 지어도 그렇지 않은 다

른 자손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상속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 다. 이는 

공신과 그 자손을 우대하여 국가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의도이었다.

그러나 과도한 공신전의 지급은 우선 과전법의 기본이념과 합치하지 않고 

또 국가재정을 운용함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 다. 그래서 과다한 공신전에 
대한 억제책이 강구되었다. 1403년(태종 4) 사간원에서는 공신전은 공훈에 대

한 보답이므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나, 國用을 고려해야 하고 또 공신은 과전

을 받으므로 가운데 職事가 없이 君으로 봉해진 공신에 대해서는 감축하려고 

하 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흉년 등으로 국용이 부족하면 공신전에 대

해서도 收稅하기도 하고, 나아가 환수까지 논의하 다. 때로는 공신의 청에 따

라 이를 철회하기도 하 다.64) 1405년(태종 5)에는 호조판서 李至 등의 건의에 
따라 공신전이 30結 이상이면 그 1/3을 軍資에 포함시키도록 하 다. 元從功臣

折受者는 回軍功臣田을 중복하여 받지 못하게 하 고, 또 원종 및 회군공신전

은 공신이 죽고난 후에 타인의 陳告를 허용하여 折受期間은 당대에 한정하

다. 1440년에는 이후의 공신전에 대해서는 자손상전을 금지하 다.65) 그러나 

이러한 조처는 모두 일시적․개별적인 것에 그쳤고, 공신전의 상속을 제한하

61)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9월 기묘(실록 1-687).
62) ≪經國大典≫ <戶典> [田宅] “功臣田 傳於子孫<承重者加三分之一 ○傳受子孫者 

若被罪應收者 移給他子孫>”
63) ≪經國大典註解≫ “大臣議得內 大典所在 子孫之語 各有所指 … <戶典> [田宅

條] ｢功臣田傳子孫 註移給繼姓子孫 … 被罪移給他子孫｣ … 乃謂子子孫孫也”
64) ≪태종실록≫ 권5 태종 3년 6월 임자(실록 1-267); 권3 태종 2년 2월 무오; 권

18 태종 9년 11월 정해; 권26 태종 13년 8월 임자(실록 1-225, 518, 680, 681); 권18 
태종 9년 11월 기묘(실록 1-517).

65) ≪태종실록≫ 권9 태종 5년 4월 갑술(실록 1-324); ≪정종실록≫ 권1 정종 원
년 4월 을사(실록 1-147); ≪세종실록≫ 권88 세종 22년 3월 계해(실록 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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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칙적․제도적인 것까지는 이르지 못하여 경국대전에는 상속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공신전과 유사한 別賜田의 상속도 논란이 되었다. 別賜田은 왕실에 

복무한 특수한 공로가 있거나 특수한 왕의 親試 등에 登科한 경우에 지급되는 

일시의 공로로 賞賜되는 收租地이다.66) 여기에는 일반 별사전과 자손상전이 

허용되는 賜牌別賜田이 있는데, 후자는 공신전과 사실상 같다. 1405년(태종 5)
에는 호조판서 李至 등의 건의에 따라 賜牌田 외의 別賜田은 本人 死後에는 

상속을 허용하지 않고 軍資에 포함시키도록 하 다. 1411년(태종 11)에는 호조

의 건의로 元從功臣田을 지급하면서 태종은 원종공신이 사패를 받아 공신전을 

후손에게 상속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금지하 다. 나아가 이듬해 사헌부 

대사헌 柳廷顯은 토지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별사전도 원종공신전의 예에 따

라 상속하는 것을 금할 것을 청하 고 수용되었다.67)

그러나 1413년(태종 13) 태종은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사헌부의 반대를 무

릅쓰고 별사전에 대해 무조건 상속을 금지하는 것에서 賜牌에 “자손에게 相傳

한다”라는 文言이 있으면 상속을 허용하 다. 이어서 1415년에는 공신이 하사

받은 노비의 상속을 허용하 다.68) 이듬해에 1405년의 수교에 따라 형조에서 

원종공신의 노비도 본인 死後에 속공할 것을 요청하고 사헌부에서는 토지까지 

속공을 주장하 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1416년 各司 奴婢刷卷色에서는 1415
년의 수교에 추가하여 공신 등이 자손 없이 사망한 경우에 속공할 것을 상언

하니 이를 수용하 다.69) 이 수교는 ≪經國大典≫ <戶典> [田宅]조에 “賜田도 

같으며, 代盡하면 속공하고 賜牌에 구히 (후손에게) 죽은 후에 전해줄 수 있

다는 말이 없으면 본인 사후에 屬公하며, 노비도 같다”라고 수록되었다.70) 여

기에서 토지에 대한 규정을 노비에 준용하 지만, 그 성격이 다르다. 노비는 

66) 공신전과 같이 별사전에 대해서도 수세를 하 다(≪세조실록≫ 권2 세조 원년 
10월 임술[실록 7-91]).

67) ≪태종실록≫ 권9 태종 5년 4월 갑술; 권22 태종 11년 11월 임술; 권23 태종 
12년 2월 무오(실록 1-324, 608, 623).

68) ≪태종실록≫ 권26 태종 13년 9월 기묘(실록 1-687); 권30 태종 15년 11월 갑
인(실록 2-92).

69) ≪태종실록≫ 권32 태종 16년 10월 무진; 권33 태종 17년 윤5월 신유(실록 
2-136, 165).

70) ≪經國大典≫ <戶典> [田宅] “賜田同 代盡則屬公 賜牌不言可傳永世者 身歿後 
亦屬公 奴婢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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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공신전은 收租權만 인정하 다. 그래서 

공신전은 자손이 없으면 속공할 수 있다고 인식하 다.71)

공신전도 재산이므로 일반재산과 같게 상속되었다. 다만 봉사조가 1/5이 아

니라 1/3인 것만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첩자보다 적자가 우선하여 상속을 받

았다. 1409년(태종 9) 嫡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妓妾子 등에게 공신전을 주는 

것을 금지하 다.72) 그러나 이러한 수교에도 불구하고 첩자에게 공신전을 분
배하는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 다. 100여 년 후의 사례이지만 1543년(중종 38) 

貞海君의 遺書에는 이러한 사정이 잘 보인다. 중종반정 3등공신인 정해군은 

사패전민을 첩자녀에게 분급하고 別給文記를 작성하 다. 그렇지만 이는 위법

행위이어서 시행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정해군은 별급문기를 무효로 하고 다시 

적자녀에게 분급하 다. 그러나 이미 분급받은 전민을 빼앗긴 첩자는 이를 승

복하지 않고 문기를 훔쳐 달아났다. 그러자 정해군은 다시 유서로 전민에 대
한 처리지침을 후손에게 남겼다.73) 이 사례에서 공신전의 상속을 둘러싸고 財

主와 첩자, 적자의 갈등을 볼 수 있는데, 결국 법에 따라 첩자는 상속할 수 없

었지만, 반발하 다.

앞서 본 언급한 대로 적자가 없으면 첩자는 공신전을 상속할 수 있었다. 즉 

1407년(태종 7) 공신에게 嫡子 없이 嫡女만 있으면 承重妾子에게 공신전의 상

속을 인정하 다.74) 이미 1397년(태조 6)의 ≪經濟六典≫에는 “적실의 자손이 
없는 공신전은 良妾子孫에 주며, 賤妾子孫에게는 祭田 20결만 주고 나머지는 

속공한다”75)로, 1429(세종 11)의 ≪經濟六典續集謄錄≫과 ≪續六典謄錄≫에는 

“공신에게 嫡子 없이 嫡女만 있으면 承重良妾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준다”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 규정은 1474년(성종 5)에 편찬된 甲午大典에서는 20결이 

30결로 수정된 채,76) 1485년(성종 16)에 편찬된 최종 경국대전인 乙巳大典에 

규정되었다. 즉 “공신전은 자손에게 전한다. <註: 嫡室에 자손이 없는 사람은 
양첩자손에게 전해주고, 양첩자손도 없으면 천첩자손으로 承重者에게 단지 祭

71) ≪중종실록≫ 권92 중종 35년 1월 정미(실록 18-373); 토지와 노비를 이렇게 
보는 것은 조선전기의 일반적인 태도이다.

72) ≪태종실록≫ 권14 태종 7년 7월 갑술(실록 1-406).
73) 문숙자, 앞의 논문, 27면.
74)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10월 정사(실록 1-514).
75) ≪성종실록≫ 권202 성종 18년 4월 갑오(실록 11-206).
76) ≪성종실록≫ 권202 성종 18년 4월 무술(실록 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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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 30結만 주고 나머지는 속공한다>”로 규정되었다.77) 즉 공신전의 승계에서

는 嫡子를 우선하되, 적자가 없으면 양첩자를 차별하지 않고 적녀와 같이 대

우하 고, 다만 천첩자만 차별하여 원칙적으로 상속을 인정하지 않고 승중자

에게만 祭田 30결만 지급하도록 하 다. 이는 일반의 재산상속과는 달리 양첩

자를 우대하 는데, 이는 공신이라는 점을 중시한 결과이다.

≪經國大典≫ 반포 직후인 1487년(성종 18) 4월 양첩자인 張子殷 등은 천첩
자처럼 제전 30결만 받게 되자 위 경국대전의 규정을 근거로 상언하 고, 호

조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文言 그대로 양첩자는 적녀와 동일

하고, 다만 천첩자만 차별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우세하 다(沈澮․尹弼商․洪

應․盧思愼). 이에 대해 성종은 적실과 첩은 차이가 있으므로 다시 검토할 것

을 명하 다. 그러나 대신들은 그대로이고, 특히 노사신은 “대전을 校勘할 때 

자만 개정하고 법 자체는 수정하지 않았으며, 공신을 厚待하여 양첩자를 적
자와 같이 대우하고, 천첩자는 家業을 잇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승중자에

게만 제전을 준 것”이라고 설명하 다. 성종은 이를 수용하여 양첩자손에게는 

적실자녀의 예대로 전부 주도록 하 다. 나흘 후 호조판서 李德良 등은 문언

은 그러하지만 적실과 첩의 구분이 매우 엄격한데, 공신전만 예외이니 법의 

개정을 요구하 고, 이튿날 호조참판 金升卿은 충의위에 양첩승중자만 입속할 

수 있는 사실과 양첩자가 전부 상속받고, 적녀는 받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이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 다. 그러나 성종은 祖宗成憲을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반대하 다.78)

닷새 후 다시 호조판서 등이 다시 주장하 다. 성종은 한발 물러나 명분을 

바로잡는다면 대전을 고칠 수 있다고 하면서 領敦寧 이상의 의견을 구하 다. 

조종성헌이므로 고칠 수 없다는 의견(韓明會․노사신)과 덧붙여 공신에게 賜給

한 田民은 가문의 물건이기 때문에 양첩과 천첩을 구분하지 않고 상속을 허용

해야 하며, 만약 법을 고치면 법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선왕의 혜택도 없애는 

것이라는 의견(洪應)이 있었다. 이에 대해 명분에 따라 嫡室․良妾․賤妾으로 

구분하자는 의견(심회․윤필상․尹壕)과 ≪經濟六典≫ 등을 검토하여 양첩승중

77) ≪經國大典≫ <戶典> [田宅] “功臣田傳子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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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전은 즉, 圭田으로, 중국고대 井
田制에서 제사의 봉양을 위해 50畝식 지급한 토지이다. 圭는 圭玉, 곧 卿大夫의 작위로, 
규전은 작위에 대해 지급하는 토지이다(李景植, 앞의 책, 103면).

78) ≪성종실록≫ 권202 성종 18년 4월 갑신, 무자, 기축(실록 11-203, 204,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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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만 상속받을 수 있고, 衆子는 할 수 없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니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李克培). 성종은 경제육전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하기로 

하 다. 현재의 규정이 교감할 때 착오 없이 경제육전 등을 충실히 반 하고 

있으므로 개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는 1516년(중종 11)에 다시 확인

되었다.79) 이 규정이 조종성헌이라는 연혁적 이유와 또 양첩자도 공신의 血孫

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유지되었다.
공신에게 아들 없이 딸만 있으면 원칙적으로 딸에게 공신전의 상속을 허용

하지 않았다. 1425년(세종 7) 호조에서는 공신전은 姓을 잇는 자손에게는 대대

로 전할 수 있으나, 外孫은 충의위에 입속도 할 수 없고 사면의 혜택도 미치

지 않는 등 親孫과 다르다는 것을 근거로 딸만 있는 공신의 공신전과 사패전 

모두 無後한 예대로 속공할 것을 건의하여 수용되었다.80) 그러나 이렇게 하면 

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經國大典≫에서는 휼양전에 준하여 생전에 

이용하다가 死後에 성을 잇는 자손[繼姓子孫]에게 移給하도록 하 다.81) 즉 공

신이 죽은 후 그 딸이 공신전을 수익하다가 그 딸마저 죽으면 공신전은 同姓

인 조카 등에게 상속되는 것이다. 그런데 ‘繼姓子孫’이 논란이 되었다. 1493년

(성종 24) 손녀나 증손녀일지라도 성을 이으면 상속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

었다. 이에 대해 호조판서 鄭崇祖 등은 공신의 奉祭祀를 중시한 것으로 친딸

만이 상속을 할 수 있고, 손녀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 다. 이는 1515년
(중종 10)에 다시 확인되어 ≪經國大典註解≫에 수록되었다.82)

“繼姓子孫”은 1354년(고려 공민왕 3) 尹光琠의 奴婢贈與立案에 처음 나온

다.83) 위 1493년 논의에서는 손녀 등도 성을 이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

러나 제사를 중시하는 의견에 렸다. 여기서 제사승계와는 다른 姓의 전승규

칙 내지 가계계승 원리가 존재함을 엿볼 수 있다.

79) ≪성종실록≫ 권202 성종 18년 4월 갑오, 무술(실록 11-206, 207); ≪중종실록≫ 
권24 중종 11년 2월 계해, 을해(실록 15-143, 147).

80) ≪세종실록≫ 권30 세종 7년 10월 무인(실록 2-695).
81) ≪經國大典≫ <戶典> [田宅] “女子身死後 移給繼姓子孫”
82) ≪성종실록≫ 권276 성종 24년 4월 기미; 권277 성종 24년 5월 계미(실록 

12-303, 314); ≪중종실록≫ 권22 중종 10년 7월 무자(실록 15-92); ≪經國大典註解≫ <
戶典> [田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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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朴秉濠, “高麗末의 奴婢贈與文書와 立案(원: 1979)”, 近世의 法과 法思想(진원, 
1996), 617-619면; 노명호 외, 韓國古代中世古文書硏究(上)(서울대출판부, 2000), 
114-119면; ‘繼姓獨子’를 앞에서는 ‘繼嗣할 독자’, 뒤에서는 그대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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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공신전과 賜田은 자손에게 전하며, 註에서 代盡하면 속공한다”는 

규정의 ‘代盡’이 祭享代數인지 奉祀世代인지가 유한한 공신전의 지급대상 토지, 

즉 京畿의 토지를 두고 논란이 되었다. 즉, 만약 祭享代數를 기준으로 세대가 

다한 후에 속공하면 후대의 공신에게 줄 토지가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

다. 그래서 실제로 봉사하는 후손, 즉 奉祀世代를 기준으로 하자는 주장이 제

기되었다. 여기서 ‘代盡’은 제향이 아닌 자손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다.

또 주의 ‘賜田도 같다’가 본문인 “공신전은 자손에게 전한다”에만 해당하는

지, 아니면 주인 “승중한 천첩자에게도 제전 30결을 주는 것”도 해당하는지가 

논란되었다. 이에 대해 주의 내용은 공신의 主祀를 중시하여 천첩자에게 제전

을 주라는 의미이지만, 賜田은 일시의 特恩으로 봉사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

문에 천첩자에게 제전 30결을 주지 않는 것이 마땅하므로, 주는 해당하지 않
는 것이라고 결정되었다.84) ≪經國大典註解≫에서는 사급받은 토지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자세하게 정의하 다. 즉 공신은 不遷位로 가묘에서 떠나지 않

고 계속 제향을 누리므로 공신전은 자손에게 상속되지만, 賜田을 받은 자는 

대진하면 다시 제사를 지내지 않으므로 그 토지는 속공한다. 이는 田稅를 가

리키는 것으로, 만약 토지 자체를 사급받은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85)

현실적으로 공신전으로 지급할 토지가 부족하게 되었으며, 또 단순한 가계
계승보다는 공신에 제사를 중시하여 경국대전의 관련규정에 대한 논의가 진전

되었다. 우선 손녀 등 예․법상으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자가 배제되어 갔으

며, 대진에 대해서는 봉사세대를 기준으로 하 고, 나아가 사전에 대해서는 천

첩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논의는 경국대전주해에 수록되어 후

대의 해석지침이 되었다.

Ⅳ. 맺음말

국가에 공로가 있는 신하인 공신을 우대하기 위해 다양한 조처를 마련하

84) ≪성종실록≫ 권276 성종 24년 4월 기미; 권277 성종 24년 5월 계미(실록 
12-303, 314).

85) ≪經國大典註解≫ <戶典> [田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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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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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한 특권은 당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미쳐 왕실의 

藩屛으로 삼으려고 하 다. 정치적 격변기이었던 조선전기에는 많은 공신들이 

배출되었다. 1392년 개국부터 임진왜란이 종결된 1604년까지 16회에 걸쳐 모

두 633명의 공신이 책봉되었다.

공신은 국가의 원훈으로 우대를 받았는데, ≪經國大典≫에서는 여러 부분에 

걸쳐 공신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공신을 군으로 책봉하여 우대하 으

며, 奉朝賀에 임명하 다. 근무에서도 우대하 으며, 형사사법에서도 특혜를 

부여하 다. 공신이 죽으면 부의를 내리고 예장을 하 고, 직이 낮더라도 시호

를 내렸다. 그 부모에 대해서는 자급을 더하여 追贈하여 그 음덕이 위로도 미

치게 하 다. 그리고 공신은 不遷位, 한 가문의 시조로 되어 자손대대로 가묘

에서 후손들로부터 제향을 누릴 수 있었다. 그 후손들은 蔭敍로 과거를 거치

지 않고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고, 공신전을 상속받았다. 또 공신후손들로 구
성된 충의위나 충순위에 소속되어 왕실을 근위하는 임무를 맡았다.

공신에 대한 은전으로는 비각을 세우고 초상을 안치하여 후대에도 그 공을 

기릴 수 있게 하 으며, 많은 노비와 토지 등을 하사하여 경제적 기반을 갖추

게 하 다. 계속되는 공신의 책봉과 田民, 특히 토지의 하사는 국가의 재정운

용에 차질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 공신지위의 승계

는 공신전의 상속 등 경제적인 측면에만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라 충의위에 입

속 등 추상적인 지위에도 해당된다. 공신의 후손은 대를 거듭할수록 늘게 되

고 이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공신지위의 승계를 합리적

으로 조정하는 법제를 수립할 것이 요청된다. 공신의 추상적 지위의 승계는 

가계계승, 즉 제사승계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 점에 초점

을 두어 공신지위의 승계를 살펴보았다.

공신지위 승계의 일반원칙은 적장자승계이다. 이 원칙은 세종대 논의되기 
시작하여 1470년(성종 1)에 확립되어 ≪經國大典≫에 규정되었다. 1437년(세종 

19) 입후법이 정비된 후에는 공신의 계후자도 친자와 같이 공신지위를 승계받

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신을 우대하여 특별히 후손에게 관직을 제수한 예

도 있다. 또 반대로 반역 등을 이유로 강제로 絶祀를 시킨 경우도 있다. 실제 

공신들의 제사승계 실태를 졸년기사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1470년대까지는 입

후를 통한 승계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첩자가 있으면 첩자가 제사를 승계하

고, 만약 첩자마저도 없으면 그대로 단절되었다. 1470년대 이후에는 입후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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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있다. 이 점은 조선전기에 고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공신가문에게서도 

제사승계의식, 즉 가계계승의식이 미약하 지만 16세기 후반부터는 강해지기 

시작하 다고 할 수 있다.

첩자는 초기부터 많은 차별을 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은 서얼금고법과 한

품서용법이다. 특히 천첩자녀가 더욱 심하게 차별을 받았다. 공신첩자가 논란

이 된 것은 충의위에 입속 여부이었다. 1430년(세종 12)에 공신의 적처에 아들
이 없으면 천첩자일지라도 충의위에 입속을 명하 다. 이에 대해 신하가 반대

하여 그 타협점으로 승중자, 즉 장자만 입속을 허락하 고, 이는 ≪經國大典≫ 

<兵典> [番次都目] ⌈忠義衛⌋조에 규정되었다. 그리고 공신의 자에게 첩자만 있

을 때, 兄亡弟及에 따라 공신의 다른 적자가 충의위에 입속하고 그 첩자는 입

속할 수 없다.

공신전의 승계는 토지제도의 변화와 함께 논의되었다. 과전법에서는 공신전
의 상속이 인정되었지만, 直田法의 실시에 따라 사정이 달라졌다. 16세기에 들

어서는 공신이 책봉되고 그에 따라 노비 등은 지급되었지만, 공신전을 설정하

다는 기록은 없다.86) 과전의 후계인 직전도 소멸됨에 따라 과전법체제가 종

말을 고하고 官收官給制가 실시된 16세기에는 공신전의 설정마저 어려웠다.87)

공신전은 원칙적으로 일반 재산과 같게 상속되었다. 적자가 없으면 승중첩

자는 적녀와 함께 상속하 고, 적자녀가 있으면 첩자녀에게 상속을 금지하
다. 첩자녀에 대한 상속의 금지는 중요한 문제로 일단 첩자녀에게 상속시켰다

가 법을 이유로 이를 무효로 한 예가 있다. 또 양첩자는 적녀와 동일하게 상

속하는데, 천첩자는 다만 제전 30결만 상속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

가 있었다. 이 논의에서 양첩자와 적녀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양첩자와 천첩자

를 차별하는 규정의 부당성은 논의되었다. 하지만 이 경국대전의 규정이 祖宗

成憲이기 때문에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공신에게 딸만 있
는 경우가 논란되었다. 繼姓子孫만 상속할 수 있는데, 친딸만 가능하고 손녀 

등은 그럴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세전을 허용한 사패전의 경우도 공신전과 같게 상속할 수 있으며, 같게 처

86) 선초의 공신전은 과전과 마찬가지로 경기도내에 折給하되 자손에게 상전되었
다. 1466년(세조 12) 직전법 실시 이후 공신전도 직전과 함께 官收官給하게 되어 전주
의 토지지배권이 약화되었다. 세조대 적개공신 이후에는 해당 후손의 分財記에서 토지
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일조각, 1996], 100면).

87) 金泰永, 앞의 책, 125-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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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되었다. 다만 공신전과 賜田은 代盡하면 속공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대진

을 봉사세대로 해석하여 후손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 다. 그리고 사패전은 공

신을 우대한 것이므로 일반공신전처럼 첩자손이 승계할 수 없으며, 다만 토지 

자체를 사급받은 경우는 첩자도 상속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공신지위의 승계는 첩자의 충의위 입속 여부와 공신전의 승계에서 논란이 

되었다. 이는 전자는 승중자를 우대하는 것으로, 후자는 양첩자와 천첩자를 구
분하여 양첩자는 적녀와 동일하게, 천첩자는 제전 30결만 상속받는 것으로 결

론이 났다. 그리고 딸은 그 자신만 상속을 받도록 되었다. 이러한 공신지위의 

승계는 제사승계의 일반원칙에 입각하면서도 공신이라는 특수성을 반 하여 

승중양첩자를 우대하고 있으며, 당시 법상으로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관습상으

로 허용된 딸의 제사승계를 반 하여 공신전에 대한 상속을 제한적으로 허용

하 다. 이는 공신전이라는 특수성을 반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즉 제사승계
는 간접적으로는 재산과 관련되어 생계에 어느 정도 향을 주지만, 직접적으

로 관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신전의 딸의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예외적

으로 공신전의 승계를 허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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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uccession to the Status of 

honorable Subjects in the first term of 

Chosun-Dynasty

Geung-Sik Jung
*

88)

In this article, I study the succession to the Status of honorable Subjects(功

臣) to the reality of in genealogy the first term of Chosun-Dynasty(15th
∼16th 

Centuries). Honorable Subjects who had rendered distinguished services to 

nation and people were endowed with prestiges by the nation. And these 

prestiges went down to their offsprings. So honorable Subjects became the 

shield of a royal family.

When honorable Subjects were appointed, they were given lands and slaves, 

and became the Kun(君; dukes) and the father of his family. They had the 
prestiges of in public services and their death. Their offsprings were appointed 

public services by honorable Subjects' hidden virtues and could succeed lands 

and slaves.

The succession of honorable Subjects' status is same the succession of 

ancestor-worship and properties in generally. Only some distinguished qualities 

are accepted because their characters of lands and slaves given are endowed 
for the reward of nation and a royal family. In principle, the eldest legal son

(嫡長子) is successor of honorable Subjects. A common concubinary son(良妾

子) who succeeded the ancestor-worship could take part in Chunguiwi(忠義衛), 

and had same right of the succession of properties with the legal daughters. A 

slavery concubinary son(賤妾子) who succeeded the ancestor-worship could take 

part in Chunguiwi, but possessed the lands of 30 gyol(結) for the 
ancestor-worship. This regulations were debated which treated the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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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ghters(嫡女) equally with a common concubinary son, otherwise 

discriminated a slavery concubinary son. Nevertheless this regulations were 

effective because they were the Norm which ancestor had made and offspring 

should respect. And a daughter who should not succeed the ancestor-worship 

in jure could succeed the lands for honorable Subjects because she was able 

to succeed the ancestor-worship in custom.
These differences about successions between the ancestor-worship and 

honorable Subjects' status derived from the point that honorable Subjects were 

imposed by nation. Regardless of these differences, principally accepting a 

concubinary son's rights is the character of the first term of Chosun-Dynas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