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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6世紀 財産相續의 한 실례*

― 1579년 權祉 妻 鄭氏 許 文記의 분석 ―

1)

鄭 肯 植**

Ⅰ. 머리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다. 사람은 죽어서 한 재산을 남긴다. 이러한 재산을 둘러싼 문제를 처리하

는 것이 상속법이다. 상속은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사회에는 존재

하며, 한국의 통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1485년에 반포된 ≪經國大典≫ <刑典> 

[私賤]조에서는 피상속인 별로 상속인을 구분하여 아주 자세하게 상속분을 규정

하고 있다. 이 규정은 고려시  이래 구체 인 상속분쟁을 해결하면서 확인된 

습법이 법 에 수록된 것이다. 상속의 기본원칙은 “피가 흐르는 곳에 재산이 간

다”라는 ‘血緣相續’과  사천조의 첫머리에 “부모가 나 어주지 않은 노비는 자

녀의 생존과 사망을 막론하고 나 어 다”1)라는 ‘男女均分相續’이다 

이미 조선시 의 상속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조선 기에는 남녀균

분상속임에는 이설이 없다.  조선사회의 변화에 따른 상속제도의 변천에 해

서도 거시  연구성과가 축 되어 있다. 기존 연구에서 조선왕조실록 등 연 기

는 물론 실제 상속과 련된 고문서를 이용하여 그 역사상을 더욱 풍부히 하

다.2)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6학년도 
학술연구비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1) ≪經國大典≫ <刑典> [私賤] “未分奴婢 勿論子女存沒 分給”
 2) 최재석은 1972년 고문서를 이용하여 상속에 대해 최초로 연구하였다. 그는 123통의 

문서를 분석하여 조선시대에 남녀균분상속임을 실증적으로 논증하였다(崔在錫, “朝鮮
時代 相續制에 관한 一硏究 -分財記에 의한 접근-”, 韓國家族制度史硏究[일지사, 1983] 
수록 참조). 그리고 조선시대의 상속에 대한 연구는 많으므로 여기에서는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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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주로 사회학자와 역사학자들이 사회구조의 변동이라는 거 한 문제에 

을 두고 조선시 의 상속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그러나 련규정에 

한 치 한 분석 내지 련 고문서에 한 미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체

의 흐름을 악하고 이를 토 로 한 사회의 성격을 규명하는 거시  연구도 

요하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미경으로 사료를 들여다보고 잘게 나 는 미시

 연구 역시 필요하다.3) 후자의 연구는 법학의 방법론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바로 법학자가 해야 할 연구라고 생각한다.4) 

‘相續’이라는 용어는 근 의 용어이며, 조선시 에는 단순히 “계속 잇는다”는 

의미로 쓰 을 뿐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는 쓰이지 않았다. 조선시 에 상속을 표

하는 용어로는 “分財, 分執, 分깃[衿], 和 ”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5) 재는 

사후상속만 인정할 뿐 생 상속은 원칙 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시

에는 생 과 사후를 가리지 않고 자녀 부는 물론 일부 등에게 재산을 주는 것

을 모두 상속이라고 여겼다. 이러한 財産分 行爲를 련문서에서는 “分給, 許 , 

分衿[깃], 和 , 許給, 別給〔成文/文記/明文/記〕” 등의 명칭이 보인다.6) 이러한 문

서를 귀납 으로 보면 명칭에 따른 내용의 차별성이 보인다. 먼  피상속인인 재

인용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최근의 연구사정리에 대해서는 文叔子, 
“조선시대 재산상속 문서의 활용과 그 연구현황” 및 김경숙, “고문서를 활용한 생활
사 연구의 현황 -가정 및 친족생활을 중심으로-”, 고문서 연구의 황과 과제(2006. 
11. 11; 경북대 부설 영남문화연구원 학술대회자료집) 수록 참조. 

 3)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은 로마법연구와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로마법연구에서는 
텍스트에 등장하는 언어를 분석하여 법적인 의미를 밝히고 있다. 물론 이는 6세기에 
동로마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방대한 자료를 정리한 것에 힘입은 바가 크다. 
사료면에서 한국은 로마에 비할 바 없이 빈약하다. 하지만 빈약한 자료라도 철저히 
그리고 세밀히 분석을 하면 나름의 법적 용어와 개념을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개별사료에 천착하는 미시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미 토지소유권과 관련하
여 ‘有’, ‘占’, ‘耕植’, ‘執持’, ‘次知’, ‘己[物]’ 등의 용례를 분석한 선구적인 연구가 있
다. 朴秉濠, 韓國法制史攷(법문사, 1974), 195-218쪽 참조. 

 4) 필자는 買賣明文과 立案文記를 분석한 글을 발표한 적이 있으며, 이 논문 역시 같은 
의도이다. “16세기 去來法에 대한 小考”, 나암 서민교수정년기념논문집 民法學의 現代

的 樣相(법문사, 2006) 및 “16세기 立案 2건”, 서울 학교 법학 47-3(서울대학교 법학
연구소, 2006) 참조.

 5) 문숙자, 조선시  재산상속과 가족(경인문화사, 2004), 1-4쪽. 또한 현재는 相續人, 被
相續人이라고 표현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상속인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용어로는 ‘使孫’
이 있으며 피상속인에 대응하는 용어로는 ‘財主’가 있다. 

 6) 여기에서 明文이나 成文 등은 “증명하는 문서” 또는 “문기를 작성함”이라는 의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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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생 에 자녀 체에게 나 어주는 경우에는 “分給 는 許 ”라고 표 하

는 가 많으며, 특정의 자녀에 해서는 특별히 다는 의미에서 “別給”이라고 

표 한다. 그리고 부모 사후에 자녀들이 나  때에는 고루 공평하게 나 다는 의

미에서 “和 ”라고 표 하는 가 많다.7) 경국 에서는 遺 의 자유를 인정하

고 있는데, 재산을 나 어주면서 유언으로 이후의 일을 부탁하는 가 많이 있

다.8)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토 로 하여 16세기의 상속 련문서 가운데 

1579년 權祉 妻 鄭氏의 許 文記를 분석하여 16세기 상속에 해 살펴보기로 한

다. 먼  원문을 정서․번역하여 내용을 이해한 다음 상속의 구체 인 모습 등에 

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자료 소개

본고에서 다룰 문서는 경상북도 천에 세거하는 천 권씨 가문에 해온다. 

천군의 3  토성 林․尹․權(昕[흔])씨는 고려 에는 본향의 향리를 세습하다가 

기 이래 上京從仕하면서 吏族과 士族으로 분화되었다. 흔씨는 暹 때 忌諱하여 

母姓에 따라 권씨로 개성하 다. 權孟孫( 제학)과 權五福 5형제 등이 15세기에 

배출되었다. 무오사화 때 김종직의 제자인 권오복이 죽는 등 타격을 받았지만, 

권문해로 이어지는 16세기에도 가세는 유지되었다.9) 권문해를 비롯한 천 권씨

들이 세거한 지역은 재 천군 龍門面 竹林里로 宗家가 있으며, 생활의 무 는 

龍門面 上金谷里와 下金谷里로, 이 지명은 1872년의 지방지도에도 보인다.10) 문

기에는 上金谷里와 下金谷里는 보이지 않고 金 谷만 보이는데, 오늘날 이 두 지

역을 함께 당실[金 谷/金塘谷]로 부르고 있으며, 권문해가 지은 草澗亭과 종가

가 있다.11) 

 7) 정긍식, “재산상속과 제사승계의 실태”, 16세기 한국고문서연구 (아카넷, 2004), 189
쪽, 문숙자, 앞의 책, 24-31쪽. 

 8) 金玟廷, “≪經國大典≫ 상속입법주의에 관한 연구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06), 28-37쪽 참조.

 9) 李樹健, 嶺南學派의 形成과 展開(일조각, 1995), 185쪽.
10)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35 醴泉郡地圖”, 朝鮮後期 地方地圖: 慶尙道(上)(서울대학교 

규장각,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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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文海(1534[ 종 29]∼1591[선조 24])는 천 竹林里에서 태어났으며, 퇴계 이

황의 제자로 그의 문하인 金誠一, 柳成龍 등과 교유하 다. 1552년(명종 7)에 진

사시에, 1560년(명종 15)에 別試에 입격하여 그해 12월 權知成均館學諭로 시작하

여 앙과 지방의 벼슬을 하 다. 앙 직으로는 성균 과 사간원의 사간과 승

정원의 승지를 역임하 고, 지방 으로는 안동교수와 주군수 그리고 청주와 공

주목사, 구부사를 지냈다. 그는 구부사로 있으면서 백과사 인 ≪大東韻府群

玉≫ 등을 편찬하 다. 그는 고향에 草澗精  등을 짓는 등 향 에 심을 가졌

다.12) 그는 ≪草澗先生文集≫과 ≪草澗日記≫ 등을 남겼다.13) 족보 등에서 천 

권씨의 世系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천 권씨 世系

暹 ━ 君保 ┳ 誼   ┏ 孟孫 ━ 光  ┏ 五行         ┏ 文海 

           ┣ 詡   ┃             ┣ 五紀         ┣ 女＝金復一

           ┗ 祥 ━┫             ┣ 五福         ┣ 文淵

                   ┗ 幼孫 ┳ 良  ┣ 五倫         ┣ 福＝鄭頤壽 

                           ┗ 善━┻ 五常 ━ 祉 ━╋ 祿

                                                  ┗ 望海

출 : 醴泉權氏大同譜所,  醴泉權氏世譜 (醴泉權氏大同譜所, 1988) 및 문기

Ⅲ. 원문의 정서와 번역  양식

분석에 앞서 원문을 정서하고 번역을 하여 이해를 돕기로 한다. 정서는 원문의 

11) 예천에는 또 큰맛질[大渚里, 下鶴里]과 작은맛질[渚谷]이 있는데, 모두 班家로 유명하
다. 이 마을에 대해서는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지음, 천 당실․맛질 마을 : 

정감록이 꼽은 길지(예문서원, 2004) 참조. 참고로 지명 등의 ‘谷’은 대개 ‘실’로 읽힌
다. 

12) 그의 관직 생활 등에 대해서는 崔載南, “草澗 權文海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

구 6(한국한시학회, 2001), 220-230쪽.
13) ≪草澗日記≫는 권문해가 47세인 1580년부터 죽기 직전인 1591년까지 남긴 일기이다. 

본고에서 다룰 문기와는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참고로 그의 일기는 한국정신
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1997년 원문과 함께 탈초하여 한국학자료총서 

14 草澗日記로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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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 따랐으나 뛰어쓰기는 하 다. 번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 으나 부분 으

로는 (  )로 내용을 보충하고 의미에 따라서 문장을 나 었다. 그리고 원문의 이

탤릭체는 이두인데 리 쓰이지 않은 것에 해서만 간단히 음과 뜻을 제시하

다.14) 그리고 인명은 (  ), 지명은 겹 (  )을 표시하 다. 이어서 간단하게 

문서의 양식에 해 검토하기로 한다. 

1. 원문의 정서와 번역

이 문서는 權文海의 母인 權祉 妻 東萊 鄭纘宗의 딸이 문해 등 자녀 2남 1

녀와 망해 등 첩자녀 1남 2녀에게 노비 73구와 畓 5石 545斗와 田 14石 354斗, 

家  등을 분배한 문기이다. 크기는 257×78㎝로 모두 90행의 문서이다.15)

01 萬曆七年十一月  日子女等處成文
만력 7년 11월(1579년, 선조 12)  일 자녀들에게 문기를 작성함

02 右文者 女亦 □□16)同住 幾至五十年 生長二子一女 畢成婚嫁 不多田民 生前同
議區處爲如乎 去
이 문서는 내가 남편과 함께 산 지 거의 쉰 해가 되어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아 모두 혼인을 마치고 많지 않은 민을 생 에 함께 의논하여 처리하기

로 하 다. 그런데 지난 

03 戊寅年分 家翁不意捐背 畢襄奉 女子佐郞妻亦 哀毁喪中 又不意身死 老病之
身 一
무인년(1578년 선조 11)쯤에 남편이 뜻밖에 세상을 떠나17) 겨우 장례를 마쳤는데, 

딸인 좌랑18)의 처가 슬  상 에  뜻밖에 죽었다.19) 늙고 병든 몸이 일

14) 이두의 음과 뜻은 장세경, 이두자료 읽기 사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을 참조하였
으며 개별적으로 인용쪽수를 밝히지 않는다. 

15) 李樹健, 慶北地方古文書集成(영남대학교 출판부, 1980), 172-5쪽에 정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현재 원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래서 脫草 과정에서 생긴 오자 등을 확인하여 
정정할 수 없다. 

16) 의미상으로 ‘家翁’으로 추정된다. 
17) <草澗先生年譜>에 따르면 무인년이 아니라 한 해 전인 丁丑年(1577년; 선조 10) 9월

이다(≪草澗先生文集≫; 한국문집편찬위원회 편, 한국역 문집총서(97): 草澗先生文集

[경인문화사, 1993], 63쪽). 기억보다는 연보가 더 정확할 것이다. 
18) 좌랑은 義城 金氏 金復一(1541-1591)이며, 그는 학봉 김성일의 아우로, 안동에서 처가

인 예천군 용문면 죽림리로 옮겨 살았다. 양양지국역간행회, 國譯 襄陽誌(예천향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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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時 喪夫哭女 日夜號  百病加發 三年內 欲速區處 庶無遺恨 日月流邁 奄經兩
朞 節段20) 病
시에 남편을 잃고 딸이 죽어서 날밤으로 울며 가슴을 치니 백 가지 병이 더

욱 생겨서 3년 내에 빨리 처분하여 남은 한이 거의 없기를 바랐는데, 세월이 

빨리 흘러 갑자기 두 해가 지나니, 지 은 병이

05 日深重 今明生死難知乙仍于 田民等乙 承重別給新奴婢計除後 女亦 親自執籌 
三子女亦中 
날로 심해져서 오늘 내일 생사를 알기 어렵다. 그 기 때문에 땅과 종을 승

조와 신노비로 별 한 것을 제외한 후에 내가 직  계산하여 세 자녀에게 

06 平均分給爲去乎 子孫等 後所生 以 各 鎭長執持爲乎矣 萬有後談 則不孝以 
論斷事是齊
평균하여 나 어 다. 자손들은 후소생과 함께 각각 매우 오래 동안 굳건히 

잡고 있되, 만약 후에 딴소리가 있으면 불효로 논하여 단죄할 일이다. 

07 一 佐郞妻亦 早年先逝 二子二女 皆未成長 孑無依賴 人間哀  莫此爲慘 佐郞
再娶後 女亦 皆率養

일 좌랑 처는 일 이 먼  세상을 떠나 2남2녀가 모두 다 자라지 않아 외로

워 의지할 곳이 없으니 인간이 슬 고 외로운 것이 이보다 참혹하지 않

다. 좌랑이 재혼한 후에도 나는 (외손자녀들을) 모두 내 앞에서 

08    于眼前 因情理切迫 欲加給田民補資生理 少 平生哀慟罔極之情爲乎矣 一般
子息加給未

   거두어 길 기에 인정이 아주 박하여 땅과 종을 더 주어 살아가는데 도

움을 주어 평생 동안의 슬 고 서러운 끝이 없는 정을 펴려고 한다. 그런

데 일반자식에게 더 주는 것은 

09   安亦爲如乎 文海依我情願 其矣衿得田民以 請令抽給 慰安老母之心 其在情理
極爲懇惻 奴

  미안하므로, 문해가 나의 뜻과 바람에 따라 그의 몫인 땅과 종에서 뽑아 

 것을 청하여 늙은 어미의 마음을 안하 다. 그 정과 이치는 아주 간

하여 노

화연구회, 1993), 45-6쪽. 
19) 딸은 1578년에 사망하였다. <草澗先生年譜>; 앞의 책, 64쪽.
20) 節段[지위딴] 지금인즉, 이번인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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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婢 五口 畓 四石落只等乙 女亦 親自移給 永 區處爲去乎 亡女子孫等 後
所生 以 鎭長

   비 모두 다섯 구와 논 모두  섬지기 등을 내가 직  옮겨주어  처

분한다. 죽은 딸의 자손들은 후소생과 함께 매우 오래 동안 

11    執持爲乎矣 文海子孫等亦 不顧母子兄弟至情 妄有爭望 則不孝不和以 論斷
事是齊

   굳건히 잡되 문해의 자손들이 모자와 남매[형제]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망령되이 다툼이 있으면 불효와 불화로 논하여 단죄할 일이다. 

12 一 長子及佐郞妻段 皆有家舍爲乎矣 末子段 未有家舍乙仍于 家翁生前願意導良 
畓十八

일 장자와 좌랑의 처는 모두 집이 있는데, 막내는 아직 집이 없기 때문에 남

편 생 의 뜻에 따라 논 18

13    斗落只庫乙 家舍本 許給爲去乎 後錄相考施行爲齊
   마지기 곳을 집값조로 주니 뒤에 기록한 것을 고찰하여 시행하라.

14 一 佐郞妻成婚時 新婢無可當乙仍于 承重婢從元乙 新婢以 定給爲有昆21) 家翁
區處事乙 奉祀

일 좌랑 처가 혼인할 때에 신비에 합당한 비가 없었으므로 승 비 종원을 신

비로 정하여 주었기에 남편이 처리한 일을 奉祀하는 

15 後孫 萬有爭望 則不孝以 論罪爲齊 
후손이 만약 다툼이 있으면 불효로 논하여 단죄하라.

16 一 女矣 父母龍宮承重田畓段 家翁皆放賣移買乙仍于 奉祀爲在 文淵亦中 依本
文記專給爲去乎

일 용궁에 있는 나의 부모 제사를 한 논밭은 남편이 팔고 사서 옮겨왔기 

때문에 사하는 문연에게 본문기에 따라 오로지 주니 

17 後錄相考施行爲齊 一 花莊及知過谷 兩父母墳墓段 皆在遠處 至於後孫祭祀
可慮乙仍于
뒤에 기록한 것을 고찰하여 시행할 것. 

일22) 화장과 지과곡에 있는 두 부모의 분묘는 모두 멀리 있어서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을)가 염려되므로 

21) 爲有昆[ 잇곤] 하였으므로, 하였기에, 하였으니. 
22) 문맥상으로는 여기에서 행을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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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祭位田畓各別抽出 後錄爲去乎 後孫等 以所收之穀 輪回祭祀 永世勿替爲乎
矣 代盡則還 本孫爲齊
제사를 한 논밭을 특별히 가려 뽑아 뒤에 기록한다. 후손들은 거둔 곡

식으로 돌아가며 제사를 지내 원히 없애지 말되, 만약 제사를 지내는 

세 가 다하면 본손에게 돌려주라.

19 一 家翁生時爲妾子女 別儲貨穀買得田民 至於田畓 十四餘石落只 奴婢壯弱 
十五口是在果

일 남편이 생 에 첩자녀들을 해 특별히 돈과 곡식을 모아 땅과 종을 사둔 

것이 논밭은 14여 섬지기이며 건장하거나 약한 노비 모두 열다섯 구이다. 

20 買得時 或以妾名子女名爲良置 盡是家翁數十年 勤苦營聚之物是齊 家翁遺言
內 妾子女
사둘 때에 때로는 첩의 명의로, 자녀의 명의로 하여도 모두 이는 남편이 

수십 년 동안 부지런히 하고 고생해서 모은 재물이다. 남편의 유언 내에 

“첩자녀

21 等亦 我矣買給田民不爲不多 足資生業涯 分已極爲昆 元田民乙良 一口一畝 
加給不得事是如爲良
들이 내가 사서주는 땅과 종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니나 족히 평생 동안 삶

에 도움이 되고  분수가 이미 분명하니 원래의 땅과 종 한 구 한 무라

도 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여

22 置23) 女亦 家翁孼産 視同己出 不無情義乙仍于 三子女處 家翁買給田民均一
分衿後 奴婢中
도 나는 남편의 첩자식을 내가 낳은 자식과 같게 보니 정의나 의리가 없

을 수 없다. 그래서 세 아들딸에게 남편이 사서  땅과 종을 균일하게 

나 어  후에 노비 가운데 

23 各一口 田畓 各三石許落只等乙 加給爲去乎 後所生 幷以 鎭長執持爲乎矣 
孼息段 父母
각 한 구와 논밭 모두 각각 3여 섬지기를 더 주니 후소생과 함께 매우 오

래 동안 굳건히 잡고 있으되, 첩자식은 부모가 

24 傳給之物 不多年內 多有盡賣者爲昆 如有寸外放賣者 各別治罪爲齊
해  재물을 오래지 않은 해 내에 다팔아버리는 자가 많이 있으므로, 

23) 是如爲良置[이다 야두/ 이다 여두] 이라고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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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 밖의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자가 있으면 각별히 죄를 다스릴 것.

25 一 花莊農舍段 爲半傾斜 不修葺 將爲棄家 遺漏以 施行爲去乎 文海進授修補
爲有如可

일 화장의 농사 집은 반 정도 허물어져 때에 맞추어 수리하지 않으면 장차 

폐허가 될 것이므로 락분으로 처리하되 문해가 나아가서 수리하 다가 

26 內外子孫 無家願居者 任意處置事
내외 후손으로 집이 없는 자가 살기를 원하면 마음 로 처리하라.

27 奴  婢  秩24)

노  비  분

28 一 長子宗簿寺正文海衿 新奴難孫故25) 新奴東蘭故 得後所生二口 新婢紛伊己
亥生 新婢守代

일 장자 종부시정 문해 몫: 신노 난손 사망, 신노 동란 사망, 그들의 소생 두 

구  신비 분이 기해생(1539; 41)26), 신비 수

29 丙午生 得後所生五口 婢守今丁亥生 婢內隱今壬辰生 同婢四所生 奴莫孫
乙亥生 奴鄭連丁酉生
병오생(1546; 34), 그 후소생 다섯 구  비 수  정해생(1527; 53), 비 안

 임진생(1532; 48), 같은 비의 4소생 노 막손 을해생(1575; 5), 노 정련 

정유생(1537; 43), 

30 婢守今 一所生婢水永非乙巳生 同婢一所生 婢玉介戊辰生 二所生婢玉梅己卯
生 韓山居 奴莫孫丙午生 婢
비 수 의 1소생 비 수 비 을사생(1545; 35), 같은 비의 1소생 비 옥개 

무진생(1568; 12), 2소생 비 옥매 기묘생(1579; 1), 한산에 사는 노 막손 

병오생(1546; 34), 비 

31 福今戊戌生 婢吾非壬申生印
복  무술생(1538; 42), 비 오비 임신생(1572; 8) 끝.

32 一 女刑曹佐郞金復一妻衿 新奴守唐丙申生 新奴莫孫故 新婢從元辛卯生 新婢從
德丙申生 得後

24) ‘秩’은 차례 또는 가지런히 한다는 의미로 분할대상을 정리․기재하는 의미이다. 
25) 노비나 牛馬 등이 죽었을 때에 ‘物故’라고 표현한다. 
26) 앞은 출생년도, 뒤는 나이이다. 나이 계산은 전통대로 1579에서 출생년도를 뺀 후 1

을 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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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딸 형조좌랑 김부일 처 몫: 신노 수당 병신생(1536; 44), 신노 막손 사망, 

신비 종원 신묘생(1531; 49), 신비 종덕 병신생(1536; 44) 후

33 所生五口 奴難石良妻 産27) 一所生萬非乙丑生 婢二月癸巳生 婢連今戊戌
生 婢小連今戊戌生 奴
소생 5구  노 난석의 양인인 처의 1소생 (비) 만비 을축생(1565; 15), 

비 이월 계사생(1533; 47), 비 연  무술생(1538; 42), 비 소련  무술생

(1538; 42), 노

34 朴石辛卯生 同奴良妻 産 一所生婢貴今甲戌生 二所生婢亐音德己卯生 奴全
石丁酉生 奴燕
박석 신묘생(1531; 49), 같은 노의 양인인 처의 1소생 비 귀  갑술생

(1574; 6), 2소생 비 울음덕 기묘생(1579; 1), 노 석 정유생(1537; 43), 

노 연

35 守癸卯生 婢一之丁巳生 婢今從癸丑生 奴命男癸亥生 婢內隱今 二所生婢莫
德戊辰生 婢銀代 一
수 계묘생(1543; 37), 비 일지 정사생(1557; 23), 비 종 계축생(1553; 

27), 노 명남 계해생(1563; 17), 비안  2소생 비 막덕 무진생(1568; 12), 

비 은  1

36 所生 奴鄭福丙子生 移給次 奴大揆同庚寅生 婢內隱今 一所生奴莫從甲子生 
奴難石良妻 産
소생 노 정복 병자생(1576; 4), 옮겨주는 것으로 노 규동 경인생(1530; 

50), 비 안 의 1소생 노 막종 갑자생(1564; 16), 노 난석의 양인인 처의 

37 二所生奴難金辛未生 婢守代 二所生奴守致己巳生 奴延守良妻 産 延福己卯
生印
2소생 노 난쇠 신미생(1571; 9), 비 수  2소생 노 수치 기사생(1569; 11), 

노 연수의 양인인 처에서 난 (노) 연복 기묘생(1579; 1) 끝.

38 一 末子從仕郞文淵衿 新奴官伊乙巳生 得後所生二口 新奴莫實    生 新婢必
今故 新婢

일 말자 종사랑 문연 몫: 신노 이 을사생(1545; 35), 후소생 2구  신노 

막실생, 신비 필  사망, 신비 

27) 양처병산: 노가 양인인 여자를 처로 얻은 자식을 일컫는데, 그 자식은 從母法에 따르
면 양인이어야 하지만, 奴 所有家의 노비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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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七玉癸卯生 得後所生三口 婢 於之乙酉生 婢少金伊今丁酉生 婢甫老末丁
酉生 婢銀代戊申生
칠옥 계묘생(1543; 37)과 후소생 3구  비 충어지 을유생(1525; 55), 비 

작은쇠  정유생(1537; 43), 비 보로말 정유생(1537; 43), 비 은  무신생

(1548; 32),

40 同婢 二所生婢鄭今己卯生 奴內銀守癸丑生 奴連孫丙午生 婢守今 三所生婢
今香癸亥生 婢連今 一所
같은 비 2소생 비 정  기묘생(1579; 1), 노 안은수 계축생(1553; 27), 노 

연손 병오생(1546; 34), 비 수 의 3소생 비 향 계해생(1563; 17), 비 연

의 1소

41 生奴俊介庚申生 二所生婢出代乙丑生 三所生奴難守甲戌生 四所生奴景守戊
寅生 婢內銀今 三所生 
생 노 개 경신생(1560; 20), 2소생 비 출  을축생(1565; 15), 3소생 노 

난수 갑술생(1574; 6), 4소생 노 경수 무인생(1578; 2), 비 안 의 3소생

42 婢末叱德辛未生 奴難石良妻 産 三所生奴一山甲戌生印
비 끝덕 신미생(1571; 9), 노 난석의 양인인 처의 3소생 노 일산 갑술생

(1574; 6) 끝.

43 田  畓  秩
논  밭  분

44 一 長子宗簿寺正文海衿 金堂谷業松畓十三斗 其下畓二斗 釜項突上畓四斗 亐勿
谷五斗 北

일 장자 종부사정 문해 몫: 당곡 업송의 논 13두, 그 아래 논 2두, 부항돌

의 윗논 4두, 울물곡 5두, 북

45 乃院基畓十斗 葛坪畓六斗 知過谷防築畓八斗落只 金堂谷家前井下田南邊一
石 草院田
내의 원기 논 10두, 갈평 논 6두, 지과곡의 방축 논 8마지기, 당곡의 집 

앞의 샘 아래 밭 남쪽 1석, 원 밭

46 二十四斗 北乃南生員田上邊一石 開方田東邊十斗 家後洞田十斗落只 花莊馬
觀新畓東邊第
24두, 북내의 남생원 밭 윗변 1석, 개방 밭의 동쪽 10두, 가후동 밭 10마

지기, 화장 마 의 새 논 동쪽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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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一二十四斗 大坪文亭子前 從畓三庫合九斗 突項玉石家前畓二斗 前項金孫
畓四庫合十二斗
1 24두, 평의 문정자 앞의 범종 논 세 곳 합계 9두, 돌항의 옥석의 집 

앞 논 2두, 항의 김손의 논 네 곳 합계 12두, 

48 文亭子前士元田三庫合九斗 防築畓下邊五斗 楸谷畓六斗 大鳥洞畓五斗 伊谷
李石畓十三
문정자 앞의 사원 밭 세 곳 합계 9두, 방축의 논 아래쪽 5두, 추곡의 논 6

두, 조동의 논 5두, 이곡에 있는 이석의 논 13

49 斗 花莊家前畓四斗落只 馬觀億希田一石 寺洞川邊田九斗 葛伐玉孫吳孫田合
八斗又二斗
두, 화장의 집 앞 논 4마지기, 마 에 있는 억희의 밭 1석, 사동의 냇가의 

밭 9두, 갈벌에 있는 옥손과 오손의 밭 합계 8두  2두,

50 內隱守家入田九斗 越里中麻田四斗印
안수의 집이 들어있는 밭 9두, 월리 가운데 있는 마  4두 끝.

51 一 女刑曹佐郞金復一妻衿 金堂谷亐勿谷畓十八斗 本家前風年畓五斗 北乃穴岩
畓一

일 딸 형조좌랑 김부일 처 몫: 당곡 울물곡 논 18두, 본가 앞 풍년의 논 5

두, 북내에 있는 암의 논 1

52 石 草院畓八斗 葛坪上邊畓七斗 北乃難石家前畓一石 沙火郞畓七斗 水入里
畓七斗落只
석, 원의 논 8두, 갈평의 쪽 논 7두, 북내에 있는 난석의 집 앞 논 1

석, 사화랑에 있는 논 7두, 수입리에 있는 논 7마지기,

53 李訓導田一石 渚谷眞同田東邊十一斗 渚古谷柳部將田上邊一石 甫石田南邊
一石 知道谷口田
이훈도의 밭 1석, 곡 진동에 있는 밭 동쪽 11두, 고곡에 있는 유부장

의 밭 쪽 1석, 보석의 밭 남쪽 1석, 지도곡 입구의 밭

54 一石 梨洞田一石 福前里田畓十七斗 家前瓦豆木田十二斗落只 花莊馬觀新畓
東邊第
1석, 리동의 밭 1석, 복 리의 밭 17두, 집 앞 와두목의 밭 12마지기, 화

장마 의 새 논 동쪽 제

55 二二十斗 其下本畓三斗 馬觀乭孫畓八斗 大坪突項朴年畓合一斗五升 文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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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下玉松畓四
2 20두, 그 아래 본 논 3두  마 에 있는 돌손의 논 8두, 평돌항에 

있는 박년의 논 합계 1두5승, 문정자 아래에 있는 옥송의 논 네

56 庫合十一斗 防築畓上邊五斗 文亭子前鶴守畓二庫合六斗 文亭子下溫伊畓二
庫合七斗
곳 합계 11두, 방축 논 쪽 5두, 문정자 앞에 있는 학수의 논 두 곳 합

계 6두, 문정자 아래에 있는 온이의 논 두 곳 합계 7두,

57 徐義亨畓三斗 伊谷朴年畓合七斗 爲滿員畓三斗落只 葛伐億孫李京田合十四
斗 家前丁損田
서의형의 논 3두, 이곡에 있는 박년의 논 합계 7두, 만들에 있는 논 3마

지기, 갈벌에 있는 억손과 이경의 밭 합계 14두, 집 앞 정손의 밭

58 十一斗 小內隱松家入田四斗 島里姜石田三斗落只 移給次 金堂谷豆毛谷畓十
三斗 仙洞畓十三斗
11두, 자근안송의 집이 들어있는 밭 4두, 도리에 있는 강석의 밭 3마지기, 

옮겨주는 것으로 당곡 두모곡의 논 13두, 선동의 논 13두,

59 花莊箭項李山石畓二庫合八斗 渚谷眞同田中邊十二斗 難石家前田一石落只印
화장 항에 있는 이산석의 논 두 곳 합계 8두, 곡에 있는 진동의 밭 가

운데 12두, 난석의 집 앞 밭 1섬지기 끝.

60 一 末子從仕郞文淵衿 金堂谷仙洞畓十六斗 渚谷畓十八斗 古未家前畓五斗 本
家前尹風守畓上

일 말자 종사랑 문연 몫: 당곡 선동의 논 16두, 곡의 논 18두, 걸고미 집 

앞 논 5두, 본가 앞의 윤풍수의 논 

61 邊八斗 斤只坪戒安畓十八斗 徐宣畓五斗 龍宮山井畓八斗落只 本家前井下田
北邊一石 渚
쪽 8두, 근지평에 있는 계안의 논 18두, 서선의 논 5두, 용궁산정의 논 8

마지기, 본가 앞 샘 아래 밭 북쪽 1석, 

62 谷眞同田十二斗 渚古谷柳部將田下邊一石 甫石田西邊一石 北乃南生員田下
邊一石 難石家
곡 진동 밭 12두, 고곡에 있는 유부장의 밭 아래쪽 1석, 보석의 밭 서쪽 

1석, 북내에 있는 남생원의 밭 아래쪽 1석, 난석 집

63 前田 下邊一石 開方田西邊十斗 北乃金彦田十斗又五斗落只 花莊馬觀新畓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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邊第三
앞의 밭 아래쪽 1석, 개방 밭 서쪽 10두, 북내에 있는 김언의 밭 10두  

5마지기, 화장마 의 새 논 동쪽 제3

64 二十斗 其下十三斗 大坪箭項勿加里畓五庫 一石 文亭子前億希畓三庫合
七斗五升
20두, 그 아래 13두  평 항에 있는 물가리의 논 다섯 곳 모두 1석, 

문정자 앞 억희의 논 세 곳 합계 7두5승,

65 突項吳莫同畓三斗 文亭子前本畓七斗 難山家前畓三斗 伊谷南永畓合十二斗
落只 寺
돌항에 있는 오막동의 논 3두, 문정자 앞의 본논 7두, 난산의 집 앞 논 3

두, 이곡에 있는 남 의 논 합계 12마지기, 사

66 洞億希畓下邊一石 文亭子下田九斗 葛伐路上本田五斗 李堅田二十三斗落只 
家舍本高沙
동에 있는 억희의 논 아래쪽 1석, 문정자 아래 밭 9두, 갈벌 길 의 본밭 

5두, 이견의 밭 23마지기. 집값조로 고사

67 里畓十八斗落只印
리 논 18마지기 끝.

68 奉  祀  秩
봉  사  분

                  婢萬春之父也
69 一 家翁承重條 奴難石庚寅生 未産一所生 家前平田畓七斗 及尹風守畓下一夜

未 八斗 釜項 
일 남편의 제사 몫: 노 난석 경인생(1530; 50)<비 만춘의 부이다>, 아직 태어나

지 않은 1소생,  집 앞들의 밭 7두  윤풍수의 논 아래 1배미 모두 8

두, 부항 

70 畓八斗 草院田東邊二十斗落只 有祠堂家舍一坐翼廊 印
논 8두, 원 밭 동쪽 20마지기, 사당이 있는 가사 한 채와 행랑 모두 끝.

71 一 女矣父母承重條 婢玉守戊戌生 得後所生四口 依本文記施行 渚谷畓一石 
水入里七斗 又三

일 나의 부모 제사 몫: 비 옥수 무술생(1538; 42)과 후소생 4구 모두 본문기

에 따라 시행하고, 곡의 논 1석, 수입리의 7두  3

72 斗 釜項鄭風守畓八斗 龍門洞畓五斗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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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항에 있는 정풍수의 논 8두, 용문동의 논 5두 끝.

73 一 花莊父母墳墓 寺洞本畓四斗落只 寺洞林仇知田九斗 馬觀山底田八斗印
일 화장의 부모 분묘: 사동의 본논 4마지기, 사동 임구지의 밭 9두, 마  산 

아래의 밭 8두 끝.

74 一 東面父母墳墓 陰山畓七斗印
일 동면 부모 분묘: 음산의 논 7두 끝.

75 孼  息  秩
첩 자 식 분

76 一 家翁買得田民以 兩女段 各奴婢 五口 田畓 四石許落只式 望海段 奴婢
六口 田畓 六石

일 남편이 사둔 땅과 종으로 두 딸은 각 노비 모두 5구, 논밭은 모두 4여 섬

지기씩, 망해는 노비 6구, 논밭은 6여 섬

                              鄭祥 之母
77 許落只式 爲先 各衿成給後 長女億福衿 婢福代丁丑生 馬觀新畓西邊十二斗

內四斗 葛坪畓九斗
지기씩 먼  각자의 몫으로  후에 장녀 억복<정상린의 모> 몫: 비 복  정

축생(1577; 3), 마 의 새 논 서쪽 12두 내의 4두, 갈평의 논 9두, 

78 花莊箭項朴年畓四斗內二斗 北乃畓三斗 花莊家前金孫田二十斗內十五斗 西
南田十斗落只
화장 항에 있는 박년의 논 4두 내 2두, 북내의 논 3두, 화장의 집 앞에 

있는 김손의 밭 20두 내 15두, 서남 밭 10마지기,

79 次女億祿衿 奴忠伊壬子生 馬觀新畓西邊十二斗內四斗 斤只坪申芿叱孫畓七
斗 金龍畓
차녀 억록 몫: 노 충이 임자생(1552; 28), 마 의 새 논 서쪽 12두 내 4두, 

근지평에 있는 신잉손의 논 7두, 김룡의 논

80 六斗 花莊箭項金眞畓三斗 奴莫文家前田十斗 金孫田五斗 西南田十斗落只 
子望
6두, 화장 항에 있는 김진의 논 3두, 노 막문의 집 앞 밭 10두, 김손의 

밭 5두, 서남에 있는 밭 10마지기, 자 망

81 海衿 奴莫同戊申生 馬觀新畓西邊十二斗內四斗 渚古谷申芿叱孫畓十二斗 花
莊箭項朴連
해 몫: 노 막동 무신생(1548; 32), 마 의 새 논 서쪽 12두 내 4두, 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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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신잉손의 논 12두, 화장 항에 있는 박련의

82 畓四斗內二斗 寺洞億希田上邊十斗 辛谷白業同田九斗 西南田十斗 金堂谷中
瓦家一
논 4두 내 2두, 사동에 있는 억희의 밭 쪽 10두, 신곡에 있는 백업동의 

밭 9두, 서남에 있는 밭 10두, 당곡 의 기와집 한 

83 坐等乙 加給爲去乎 嫡庶間分衿之數 自有其分爲去乙 不計分數優等許給爲
置28) 孼息等
채 등을 더 다. 서 사이에 몫을 나 는 수는 원래 그 분별이 있거늘 

몫의 우열을 헤아리지 않고 주는 것을 허락하여도, 첩자식들은

84 不謹祭祀以 成弊俗 極爲寒心 花莊父母祭祀乙良置29) 不輕擧行勿廢爲乎矣 
如有無後者 前後
제사를 삼가지 않아서 잘못된 풍속을 이루면 아주 한심하니, 화장 부모의 

제사까지도 가벼이 거행하지 않아 없애지 말라. 만약 후손이 없는 자는 

앞뒤

85 文記之物乙 各還嫡孼內外孫事
   문기의 재산을 각각 서의 내외 후손에게 돌려  일.

86   母 元財主 故部將 顯信校尉 權祉 妻 鄭氏〔도서〕
   모 재주 고부장 신교  권지 처 정씨〔도서〕

87  筆執 長子 通訓大夫 前宗簿寺正 兼 春秋館編修官 文海〔서압〕
 필집 장자 통훈 부 종부시정 겸 춘추 편수  문해〔서압〕

88       壻 承訓郞 刑曹佐郞 金復一〔서압〕
    사  승훈랑 형조좌랑 김부일〔서압〕

89       末子 從仕郞 文淵〔서압〕
      막내 종사랑 문연〔서압〕

         鄭祥 之父也
90     孼女壻 保人 鄭 壽〔서압〕

        첩사  보인 정이수<정상린의 부이다>〔도서〕

2. 문기의 양식

28) 爲置[하두] 하다, 하오. 
29) 乙良置[으란두] 이라도, 일지라도, 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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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國大典≫ <禮典> [用文字式] 조 아래에서는 국가기 에서 발 하는 26종

의 公文書의 양식에 해서는 자세히 규정을 하다. 하지만 개인이 작성하는 私文

書에 해서는 아무런 언 을 하고 있지 않다. 그 다고 해서 사문서를 아무런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문

서에도 고려시  이래로 내려온 행 인 양식이 존재하 다.30) 

遺  내지 遺書는 재주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최종 으로 처분하는 문기이

다. 따라서 문서를 작성하는 주체와 상 그리고 작성일자와 내용이 필수  사항

이다. 문기의 첫머리에 작성일자와 그 상이 기재되어 있다. 행 인 양식에 

따르면 제1행에 작성일자와 상을 기재하 다. 1579년 11월이 작성일로 기재되

어 있으며, 그 상은 자녀 2남 1녀와 첩자녀 1남 2녀인데, 간단히 “子女等”으

로 표기하 다. 權祉는 1577년 9월에 사망하 으며, 재산을 나  때는 1579년 11

월이다. ≪大明律≫ <戶律> ｢戶役｣ [別籍異財]조에 따르면 父母喪中에 자손이 재

산을 나 면 장80으로 처벌하고 있다.31) 실제로 이를 지키지 않아서 처벌받은 

도 있지만, 개는 부모의 3년상을 마친 후에 재산을 나 었다.32) 마지막 행에 

작성주체를 기하 다. 즉 “母 元財主 故部  顯信校  權祉 妻 鄭氏”이다. 작

성하는 주체는 정씨이지만 정씨가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2행에서 “땅과 종

을 생 에 함께 의논하여 처리하기로 하 다”라고 언 하여 부부가 생 에 합의

한 바에 따라 처분함을 밝히고 있다.33) 

한 문기를 실제로 작성한 사람을 밝혔는데, “筆執 長子 通訓大夫 前宗簿寺正 

兼 春秋館編修官 權文海”이다. 본인임을 증명하기 해 남자는 署押을, 부인은 

도장을 었다. 그리고 문기를 작성할 때에는 당사자들이 여하여 진정을 입증

하 다. 상속인인 정씨의 두 아들 권문해와 권문연 그리고 사  김부일이 서압을 

하 으며 얼녀의 남편인 鄭頤壽가 保人34)으로 여하 다. ≪經國大典≫ <刑典> 

[私賤]조에서는 직계 족과 부부 사이 외에는 官署文記를 사용하도록 규정하 으

며, 父와 [外]祖父의 유서는 자필로 하도록 하 다. 여기서 ‘官署文記’는 “증인과 

30) 문서의 양식에 대해서는 전경목, “16세기 관문서의 서식 연구”, 16세기 한국고문서연

구 및 전경목 외 옮김, 儒胥必知(사계절, 2006) 참조.
31) “若居父母喪 而兄弟別立戶籍 分異財産者 杖八十<할주: 須期親以上尊長 親告 乃坐>”
32) 문숙자, 앞의 책, 29-30쪽; 3년상은 햇수로 3년을 의미하며, 자세히는 27개월이다.
33) 文叔子, “朝鮮前期의 財産相續”(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 

02), 65-8쪽.
34) 보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긍식, “16세기 去來法에 대한 小考”, 58-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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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집이 族親 는 顯官35)인 문기”36)를 뜻한다.37) 이 문기는 법 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유효한 문기이다. 

내용은 작성일 다음 행부터 작성자가 나오기 까지이다. 내용에 해서는 특

별한 양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지역별, 가문별로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개

는 후손들에게 타족에게 재산을 팔지 말아서 재산을 가문 내에 유지하고  후

손들끼리 화목하게 지낼 것을 당부하는 유언을 앞에 기재하고 다음에 노비, 토

지, 제사용 재산, 마지막으로 첩자녀들에 해 기재하 다.38) 

Ⅳ. 상속의 구체 인 모습

조선시 에 연상속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첩자녀는 친부의 재산은 상속할 

수 있지만, 모의 재산은 원칙 으로 상속할 수 없다.39) 16세기 상속문기에는 

개 “父邊, 母邊, 矣(身)邊, 妻邊” 등 상속 상 재산의 유래가 밝 져 있다.40) 그

런데 이 문기에는 이러한 표 이  없다. 따라서 이 문기에서 분배하는 토지

와 노비는 아버지인 권지와는 련이 없는 정씨의 재산 내지 그 쪽에서 유래된 

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 형식상의 남녀균분상속이 아니라 실질 으로 남녀균분상속인 것은 통설

35) 顯官은 東西班의 正職, 즉 實職者이다. ≪經國大典註解≫ <吏典> [薦擧] “已行六品以
上 顯官: 顯官謂 東西班正職也” 

36) 또한 족친인 현관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經國大典註解≫에서는 족친이거나 현관
이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經國大典註解≫ <刑典> [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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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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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주: 子之於親 亦不須官署 ○須具證筆{재할주: 族親及顯官中二三人 ○田
宅同} 同生以上文記手書者 不必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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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衆所共知未手書者 疾病者 依婦人例” 

38) 조선전기의 경우 노비가 토지보다 중요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대개는 토지보다 노비를 
앞에 기재하였다. 그리고 제사와 관련되는 봉사조의 위치는 16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하게 되어 앞부분으로 온다. 자세한 것은 정긍식, “16세기 奉祀財産의 實態”, 고
문서연구 9․10합집(한국고문서학회, 1996) 참조.

39) ≪經國大典≫ <刑典> [私賤]조에서는 “〔良妾子女〕七分之一 <할주: ○嫡母奴婢則否 
賤妾子女同>”라고 하여 첩자녀들은 원칙적으로 적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고, 예외
적으로 적모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에만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40) 문숙자, 앞의 책, 4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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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정되고 있다. 이 문기에서는 크게는 노비와 토지를 자녀와 첩자녀에게 나

어주며  제사용 생활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문기의 기재 순서에 따라 노

비의 상속과 토지상속을 검토한 후 제사용 재산과 함께 제사승계에 해 살펴보

기로 한다. 

1. 노비상속

정씨는 모두 73구의 노비를 남겼는데, 자녀에게는 70구를, 첩자녀에게는 3구

의 노비를 주었다. 자녀에 한 노비상속은 혼인할 때에 증여를 하는 新奴婢와 

그 때 나 어주는 일반노비로 나  수 있다. 신노비는 본격 인 상속이 있기 이

인 혼인할 때41)에 주는 노비이다. 신노비를 주는 것은 굳은 습인 듯하다. 이

는 다음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딸이 혼인할 때에 신비로 보내기에 당한 노

비가 없었기 때문에 딸이 사망한 후인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에 부의 처분에 따

라 승 비를 신비로 주고 있다(제14행). 조상의 제사를 한 승 노비보다 딸에 

한 신비를 우선하고 있다. 그리고 신노비는 개 건장하므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상속할 때에는 신노비 소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균분상속의 원

칙에 반될 가능성이 있다. 균분상속을 해칠 우려가 있지만 신노비와 그 소생은 

분할 상에서 제외하 다(제5행).42) 신노비와 그 소생의 상속은 <표 1>과 같다.  

삼남매에게 공평하게 노비 각각 2구씩 모두 4구를 주었고, 첩자녀에게는 주지 않

았다. 생몰 여부와 후소생 숫자의 차이는 있으나 분재를 하는 당시에는 우연이지

만 9:8:8로 어느 정도 공평하 다.

일반노비에 해 살펴보자. 균분상속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상속인 사이의 의 

등으로 차등상속을 할 수 있다. 정씨는 딸이 일  죽자 애통해 하면서 외손을 직

 길 다(제7행 이하). 그래서 일반자식인 죽은 딸에게 재산을 더 주려고 하

으나 이는 법이나 정리로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문해는 어머니의 뜻을 헤아

려 자기 몫인 노비 다섯 구를 이에게 양보하 다. 이에 해 정씨는 후손들이 

모자와 남매의 정을 헤아려 이를 두고 다투지 말 것을 당부하 다. 이러한 사정

41) 권문해는 24년 전인 1553년에 현풍 곽씨와 혼인을 하였다. <草澗先生年譜>; 앞의 책, 
47쪽.

42) 신노비와 그 소생에 대한 상속은 전기와 후기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기에는 
번거롭지만 대개는 그 후소생까지 분할하였다. 그러나 후기에는 원래 신노비를 소유
한 자와 그 후손이 신노비는 물론 그 소생까지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문숙자, 
앞의 책, 64-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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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려된 노비의 분할은 <표 2>와 같다. 

표1: 신노비의 분배(총 25/29)

나이
장자 장녀 차자 체

노 비 노 비 노 비 노 비

30 1 1 1 1 2

40 1 1 2 1 3

미상 1 1

사망 2 1 1 4

소계 0/2 2/2 1/2 2/2 2/3 1/1 3/7 5/5

후소생 7 5 5 17

생존자 9 8 8 25

 * 소계는 생존/ 체이다.

표2-1: 일반노비(移給 후) 표2-2: 일반노비(移給 )

나이
제사 장자 장녀 차자 체 장자 장녀 차자 체

노 비 노 비 노 비 노 비 노 비 노 비 노 비 노 비 노 비

-9 1 2 3 2 3 2 7 6 3 2 1 2 3 2 7 6
10 1 3 2 1 2 4 5  1 2 2 1 1 2 4 5
20 2 1 1 2 2 1 1 2
30 1 1 1 1 1 3 2 1 1 1 1 1 3 2
40 1 1 1 2 3 3 2 5 8 2 2 2 3 2 5 8
50 1 1 2 1 1 2

합계
1 1 3 7 10 9 6 8 20 25 7 8 6 8 6 8 20 25

2 10 19 14 45 15 14 14 45

노비분할의 결과는 <표 2-1>로 10:19:14로 장자를 차 하고 장녀를 우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에서 살펴보았다. 권문해가 망매에게 이 하지 않은 상태인 

<표 2-2>로 보면 노는 7:6:8, 비는 8:8:8, 체는 15:14:14로 거의 비슷하다.  

연령별 구성에서도 특정인에게 어리거나 늙은 노비가 치우치지 않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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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의 성별과 연령의 구성은 3남매에서 거의 비슷하므로 실질 인 균분이라고 

할 수 있다.43) 다만 승 노비는 6구 내지 7구로 법 에 규정한 1/5보다는 2배 정

도 많다.44)

노비 가족의 구성과 상속과의 계를 살펴보자. 연 계가 악되는 노비는 

29구로 8개의 집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상속 계는 <표 3>과 같다. 

표3: 노비의 연과 상속

[1]신비 수 (A34)─2노 수치(b11) [2]노 연수(B37)─노 연복(b1) 
[3]비 수 (A53)  비 수 비(A35)   1비 옥개(A12)
                                 2비 옥매(A1)
                3비 향(C17)

[4]노 난석(D50)   1비 만비(B15) 
                 2노 난쇠(b9) 
                 3노 일산(C6)

[5]비 안 (A48)  1노 막종(b16)
                2비 막덕(B12)
                3비 끝덕(C9)
                4노 막손(A5)

[6]비 연 (B42)   1노 개(C20)
                 2비 출 (C15)
                 3노 난수(C6)
                 4노 경수(C2)

[7]노 박석(B49)  1비 귀 (B6)
                2비 울음덕(B1)

[8]비 은 (C32)   1노 정복(B4)
                 2비 정 (C1)

* A, B, C는 각각 장자, 장녀, 차자이며, b는 이 된 것이고, 그 뒤의 숫자는 나이이다. 
노비 이름 앞의 1, 2 등은 출생순서이다. D는 제사용 노비이다. 

* 연 계를 명확히 하기 해 한 로 표기하 다. 

같은 가족이 동일한 상속인에게 분할 된 경우는 [2], [7]뿐이다(移給 으로 하

면 [2] 신에 [1]임). 그리고 [4], [5]는 3분되어 있다. 이는 노비의 생활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분배로 보인다. 그러면 이 게 분배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부모의 유언을 어기고 상속인들이 노비를 매매하는 것을 서로 감시할 수 

있게 하 으며,  가족으로 구성된 노비의 도망을 사 에 방지하여 재산을 유지

하기 한 방편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특정가족을 1인에게 분배한 경우 후소생 

43) 노비 758구를 분배한 1494년 “載寧 李氏 李 男妹”의 분재문기에는 노비를 성별․연
령별은 물론 지역별로도 균분하고 있다. 문숙자, “載寧李氏 寧海派 家門의 分財記 分
析”(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35-40쪽 참조. 

44) 실제로 분배된 노비와 생존한 신노비 및 그 후소생을 함께 계산하면 각각 “19:27:22”
이며, 제사용 노비 7구를 장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하면 “26:27:22”가 되어 결과적으로 
거의 실질적 평균분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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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차이에 따라 후 에 균분상속이 사실상 붕괴되는 상을 어느 정도는 염두

에 둔 것일 수도 있다.45)

2. 토지상속

경국 에 따르면 자녀 사이에는 생존과 계없이 균분이며 다만 제사자에게는 

사조로 1/5을 더 주며, 자녀와 양첩자녀는 6:1의 비율로 분할한다.46) 권지와 부인 

정씨는 모두 가옥 두 채와 畓 5石 544斗 10升, 田 14石 354斗를 자녀들에게 물려주었

다.47) 토지의 합계는 19석 898두 10승 모두 1,184두의 방 한 양이다.48) 실제의 토지상

속에서 법 에 규정된 원칙이 수되었는가에 해 고찰하자.

1) 체 자녀

45) 노비의 가족생활이 이로 방해되는 느낌은 있지만, 노비가 身貢만을 바치는 外居奴婢
인 경우에는 주인과 함께 살지 않고 독자적으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다. 外居奴婢인
지 率居奴婢인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46) ≪經國大典≫ <刑典> [私賤] “父母奴婢〔承重子〕加五分之一 <할주: 如衆子女各給五
口 承重子給六口之類>〔衆子女〕平分〔良妾子女〕七分之一 <할주: 如嫡子女各給六口, 
良妾子女各給一口之類 下同 …〔賤妾子女〕十分之一 ”; 여기서 적자녀와 양첩자녀, 천
첩자녀의 비율은 각각 7:1, 10:1이 아니라 예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 6:1, 9:1이다. 

47) 경제적 가치가 차이가 있는 논과 밭을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당시 양
자의 경제적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灌漑施設이 갖추어지지 않
은 상황에서 모내기를 하는 논농사는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다. 관개시설이 미흡한 조
선초기에는 가뭄을 우려하여 移秧法을 금지하기도 하였다(李泰鎭, 韓國社 史硏究 -農

業技術 발달과 社 變動-[지식산업사, 1986], 217쪽 참조). 그러나 예천은 낙동강 지류
가 흘러서 堤堰과 洑 등을 갖추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가능성은 安東 義城 金氏 金璡
의 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낙동강 지류 다섯 곳에 제방을 축조하여 다섯 후손들
이 세거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李樹健, 嶺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146-152쪽). 

48) 여기서 “升, 斗(落只), 石(落只)”은 면적 단위로 볍씨를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이면서 동
시에 부피의 단위로도 사용되었다. ≪經國大典≫ <工典> [度量衡]조에서 10승은 1두
로, 15두를 小斛<平石>, 20두를 大斛<全石>으로 규정하였다. 조선시대에는 15두를 1
곡으로 삼았다(韓 劤 외, 譯註 經國大典: 註釋篇[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275, 
752쪽 참조). 토지의 비옥도 등이 같다고 가정하여 본고에서는 1石落只[섬지기]를 15
斗落只[마지기]로 환산하였다. 또한 장자 몫의 토지 4석 정도를 장녀에게 옮겨준다고 
하였는데(제10행), 그 대상은 제58-9행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모두 1석 46두
(≒3석)로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1두의 면적은 지역과 또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다
른데, 논은 150~300평에, 밭은 200평에 해당한다(朝鮮總督府 土木局/ 鄭肯植․田中俊
光 역, 朝鮮不動産用語略解[한국법제연구원, 2006], 74쪽). 1두를 150평으로 환산하면 
전체 상속 토지는 약 17만 8천여 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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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체 자녀에 한 토지의 상속을 보자. <표 4-1>은 문기의 내용을 그

로 정리한 것이다. 망녀의 자녀를 해 장자의 몫을 장녀에게 옮겨주었고  집

이 없는 차자를 해 답 18두를 더 주었다. 그 결과 체 재산에서 253

두:346.5두:340.5두, 즉 21.4:29.3:28.8의 비율로 장자가 하게 게 받았다. 

표4-1: 이  후의 토지상속분(단 : 斗)

장자 장녀 차자 서장 서차 서자 제사 체

답
128 2/142/5

172.5
2/161/5
191.5 18두 20두 18두

1/57/0 
72두

5/544/10
620두

3/80/0
125두

6/84/0
174두

5/74/0
149두

25두 25두 29두 37두
14/354/0

564두

가사 가 와가1 사당1 ․

계 253 346.5 340.5 43 45 47 109 1184두

비

율

(%)

답 20.6 27.8 30.9 2.9 3.2 2.9 11.6
10022.2 30.9 26.4 4.4 4.4 5.1 6.6

계 21.4 29.3 28.8 3.6 3.8 4.0 9.2
 * 1행은 石/斗/升의 순서이며, 2행은 斗로 환산한 것임

   1석=15두, 1두=10승(사당과 가사 제외)

그러나 의 차등 인 결과는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경국 의 규정이 수

되었는가를 검토하기 해서는 가 이 있기 의 단계를 보아야 한다. 가 을 고

려하지 않은, 즉 장녀 몫에 있는 답을 장자로 옮기고  차자에게 가사를 마련

하기 해 더  답 18두를 제외한 원래의 분배결과는 <표 4-2>이다. 

표4-2: 이  의 토지상속분(단 : 斗)

장자 장녀 차자 서장 서차 서자 제사 체

답 162 138.5 173.5  18  20  18  72  602
152 147.0 149.0  25  25  29  37  564

계 314 285.5 322.5  43  45  47 109 1166

비율

(%)

답 26.9 23.0 28.8 3.0 3.3 3.0 12.0
10027.0 26.1 26.4 4.4 4.4 5.1 6.6

계 26.9 24.5 27.7 3.7 3.9 4.0 9.3
  * 차자의 가사 몫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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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 에 따른 자녀와 서자녀, 사조의 상속비율은 27.0:4.5:5.4인데,49) 실

제의 비율은 26.4:3.9:9.3이다. 노비상속에서와 같이 사조는 9.3%로 모두 법

의 규정보다 약 2배 정도 높다. 그 이유는 4位의 조상에 해 각각 개별 으로 

설정하 기 때문이다. 자녀의 평균비율은 26.4%로 법정비율과 비슷하며, 첩자

녀의 평균비율은 3.9%로 모자란다. 체 으로 사조를 우 하 고, 첩자녀를 

차별하 다.50) 그리고 첩자녀들은 문기의 모두에서 언 한 로 거의 비슷하다. 

자녀들 사이에서는 “21:30:29”에서 “27:25:28”로 비율이 변하여 자녀 사이에

서 불균등은 해소되고 균등상속으로 되었다.51) 

에서 균분상속으로 경국 의 규정이 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門前沃畓은 장자에게 주고 산기슭의 쓸모없는 땅은 다른 

자녀에게 주면 형식만 균분일 뿐 실질 으로는 차등상속이기 때문이다. 노비의 

상속에서와 같은 실질 인 균분상속이 토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차

례이다. 이는 자녀와 서자녀로 구분하여 보자. 

2) 자녀

상속문기는 재주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인에게 해주는 것이므로 

상의 확정 등 당사자는 물론 그 후손들이 쉽게 알 수 있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문기의 표 방식 등에 나타나 있다. 일단 토지의 기재방식을 살펴보

자. 세 자녀 몫은 모두 네 범주로 되어 있으며 그 구분표시는 “落只”이다.52) 첫

째와 셋째 범주는 각각 “金 谷”, “花莊 馬觀新畓”으로 시작하며, 둘째 범주는 

장녀만 “李訓 田”이고, 아들들은 “家前”이고, 마지막 범주는 일정하지 않다. 그

리고 토지를 기재한 순서는 “畓, 田, 畓, 田”이다.53) 한 “金 谷”, “花莊 馬觀新

49) 봉사조:적자는 1:5이며, 적자:양첩자는 6:1이므로, 봉사조:적자녀(3명):서자녀(3명)는 6:
30(×3):5(×3)[전체 111]의 비율이다. 

50)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를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첩자녀들에게는 아버지 권지가 이
미 전민을 마련하여 주었다(제22행). 이는 정씨가 법적 의무가 아닌 情誼上 은혜적으
로 더 주는 것에 불과하지만, 법전의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
다. 

51) 어느 정도 편차가 있는 것은 토지 분포의 물리적․지리적 한계 때문이다. 
52) 다만 본래의 몫이 아니라 추가로 주는 장녀와 차자는 그에 해당하는 다섯째 범주가 

있으며 그 첫머리에 그 사유를 밝히고 있다.
53) 장자만 2범주에 밭이 9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제54행의 “福前里田畓”은 “福前里田”

의 오기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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畓” 다음에는 다른 지명이나 인명이 있는데, 지명은 그곳에 있는 다른 지역인 듯

하며, 인명은 경작자인 듯하다. 이를 종합하면 분배되는 토지를 지역 으로 세거

지인 당곡과 그 주변, 그리고 화장과 그 주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록의 

1872년의 지방지도54)와 1992년의 醴泉村落史55)를 이용하여 토지가 분배된 지역

을 확인하 다.

葛伐과 葛坪과 일치하는 지명은 찾을 수 없으나, 지리  특징으로 보아 葛頭

(C1; [ ]60)와 葛田(D4)에 해당하는 듯하다. 開方은 없고 開芳(B3)이 보이는데 

같은 지역인 듯하며,  突 은 石 (A2), 寺洞은 沙洞(B3; [ ]154), 伊谷은 伊川

(B4)에 해당하는 듯하다. 諸56)古谷面(B3)은 읍에서 약 30리 정도 떨어져 있다. 

천 권씨의 세거지인 당곡은 행정 으로는 上金谷과 下金谷으로 구분되는데, 

모두 渚谷面(B2)에 속한다. 花莊面과 內花莊이 나오는데, 내화장은 문에서 80

리 떨어져 있다(B3). 하지만 마 은 확인할 수 없는데, 표기상으로 화장에 있는 

좁은 지역인 듯하다. 그리고 설에 따르면 문정자는 지보면, 풍양면, 의성군 다

인면의 경계인 낙동강 나루터에 있다.57) 이에 따라 치를 비정하면 縣內面과 虎

鳴里面을 잇는 多仁津 부근인 듯하다(C3). 많은 토지가 분배된 “北乃”는 어디서

도 확인할 수 없다.58) 

지리정보와 문기의 기재양식을 토 로 토지의 분할상속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자녀들에게 체 토지를 나 어  상황은 <표 5>이다. 

이 표에서 특정지역의 토지 부가 특정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고루 분산되어 

있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분할되지 않은 채 특정자

손에게 부 상속된 토지는 122두로 체의 10.3%에 불과하며, 2인에게만 분배

한 토지는 272두로 체의 23.0%이며, 나머지는 세 자녀에게 고루 분배하 다.59)

54)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앞의 지도; 편의상 지도를 4분하여 상하로는 A, B, C, D로, 
좌우로는 우에서 좌로 1, 2, 3, 4로 표시한다. 자세한 위치는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55) 예천향토문화연구회 편, 醴泉村落史(예천군, 1992); 아래에서는 “[촌]”로 약칭한다. 
56) 원문의 탈초는 모두 ‘渚’로 되어 있는데, 초서로는 ‘言’과 ‘ ’가 거의 같이 쓰이기 때

문이다.
57) 張炳昌 편저, 醴泉大事典(16)(발행자 불명, 2002), 3016쪽.
58) 현재에는 龍宮面이 예천군에 속하지만 당시에는 독립된 현이었다. 위와 같은 용궁현 

지도에서도 관련된 지명을 찾을 수 없다. 
59) 첩자녀와 제사조로 획정된 토지 및 장녀에게 이급된 토지도 편의상 제외하였으며, 이

급된 것을 고려하면 245두로 비율은 21.8%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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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토지의 분할(단 : 斗)

소재

작인

장자 장녀 차자
비  고 체

답 답 답

金 谷

15(업송)
5(울물곡)
4(부항돌상)

13(두모곡)
18(울물곡)
13(선동) 16(선동)

제: 답15, 
   부항16
비 24:44:16

115

家

주

15(정하남)
10(가후동) 12(와두목) 5(풍년)

15(정하북)
8(윤풍수) 비 25:17:23

 65

文亭子

9(사원) 5(방축하)
9(범종)

5(방축상)
6(학수)
11(옥송)
7(온이)
3(서의형) 9

7.5(억희)

7(본)
3(난산) 비 23:32:26

81.5

北乃 15(남생상)
15(원기) 15( 암)

15(난석 )

15(김언)
15(남생하)
15(난석하)

첩(1): 답3

비 30:30:45

108

渚古谷
15(유부상)
15(보석남)

15(유부하)
15(보석서)

첩(1): 답12
비 0:30:30

 72

渚谷

11(진동동)
12(진동 )
15(난석)

12(진동)
5(걸고미)
18

제: 답15

비 0:38:35

 86

葛伐

10(옥손)

9(안수)

14(억손)
11(정손)
4(자근----)

5(노상)

23(이견) 비 19:29:28

 76

馬觀

(花莊) 15(억희)

24(신동1)

4(花莊가 )

24(신동2)
3(하)
8(돌손)
8(이산석)

24(신동3)
3(하)

첩(3): 서답

  12, 서 30, 
   답7 30
비 43:43:27

192

寺洞 9(천변) 15(억희하) 제(1): 답13
첩: 10  47

伊谷 13(이석) 7(박년) 12(남 ) 비 13:7:12  32

葛坪 6 7(상변) 첩(1): 답9  22

知過谷 8(방축) 15(知道谷)  23

突 2(옥석) 1.5(박년) 3(오막동) 비 2:1.5:3  6.5

前 12(김손) 15(물가리)  27

草院 24 8 제: 20  32

開方 10(동변) 10(서변)  20

기타

7(수입리) 제: 수입리10 17

23(근지평) 첩: 근지평13 36

4(월리) 6(추곡)
5( 조동)

15(이동)
3(도리)
17(복 리)
15(이훈도)

7(사화랑) 
3( 만원)

8(용궁산)
18(고사리)

제: 용문답5 
    음산답7  
첩: 신곡9

122

 * 이탤릭체는 장자에서 장녀로 이 한 것이며, 은 차자의 가사몫이다. 

   비고에서 ‘제’는 사조 몫, ‘첩’은 첩자녀 몫, ‘비’는 자녀들 사이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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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花莊 馬觀의 新畓은 첩자녀 부에게 고루 분할되었으며 그것도 구획

에 따라 자녀에게는 각각 24두, 첩자녀에게는 4두씩 지 되었다.60) 이 게 면

까지 같게 분배하는 는 가 주 의 우물 아래(井下 南) 밭, 문정자의 방축 답, 

고곡, 곡의 진동, 북내, 개방의 토지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고르게 분할

하더라도 그 비율 역시 특정자손에게 편 되어 있지는 않다. 

체 으로 볼 때 양 인 균분상속일 뿐만 아니라 여러 곳의 토지를 분할하여 

분배하 으므로 실질 으로도 균분상속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첩자녀에 해서

는 몇몇 지역의 토지를 양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분배하지 않았는데, 당곡과 

가 주 , 문정자, 갈벌 등지이다. 갈벌은 외이지만 나머지 지역은 가문의 심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이 에서 정씨가 서문에서 서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하

으나, 실질 으로는 차별을 하고 있다. 이는 본인의 의지 내지 의사와는 계

없이 가세를 유지하기 한 방편으로 생각된다.

3) 첩자녀

친부 권지는 생 에 첩자녀들을 하여 노비 15구와 답 14여 석을 마련하

는데, 첩자녀에게 분배하는 재산은 부가 생 에 고생 끝에 마련한 재산이라고 특

별히 명기하고 있다(제19행 이하). 먼  정씨는 남편인 권지가 마련한 노비와 토

지를 두 딸들에게는 노비 5구와 답 4여 석을 주었으며, 아들에게는 노비 6구

와 답 6여 석을 주었는데, 이에 해당하는 노비와 토지는 문기에는 없다.61)

그리고 정씨는 첩자녀를 친자식과 같이 여겨 자녀에게 분 한 후 다른 노비

와 연 으로는 연 이 없는 노비 각 1구(3세인 비, 28세인 노, 32세인 노 1구)

와 답 약 3석을 추가로 주었다(제22~3행). 문기에는 첩자녀에 해 별도로 구

분하여 토지와 노비를 분배하 다. 그리고 토지의 분배는 <표 6>과 같다.62) 

60) ‘花莊 馬觀 新畓’이라는 표현에서 권지 또는 권문해 당대에 개간한 논일 가능성이 높
으며 위치별로 분할하였다. 

61) 제20행에서 사면서 첩이나 첩자의 명의로 해두었다고 하였는데, 사면서 동시에 ‘別給’
의 형태로 상속하였을 수도 있다. 어쨌든 권지가 마련한 토지와 노비는 별도의 문기
를 작성하여 생전에 첩자녀들에게 주었을 것이다. 

62) 실제로는 혈육의 情誼上 그리고 특히 첩이 타인의 비인 경우에는 그 소생은 자기가 
아닌 타인의 노비가 되는 것이 당시의 법이다. 그러한 첩자녀의 처지를 고려하여 법
정분 이상으로 주는 예가 많지만 가문에 따라 차이가 많아서 일반화할 수는 없다. 문
숙자, “15~17세기 첩자녀의 재산상속과 그 특징”, 조선시 사학보 2(조선시대사학회, 
1997) 참조.



2006. 12.] 16世紀 財産相續의 한 실례 295

표6: 첩자녀에 한 토지 분배(단 : 斗)

소재지 첩장녀(억복) 첩차녀(억록) 첩장자(망해) 체

     箭

花莊 家前

     西南

박년 畓 2/4
金孫 田 15/20
田 10

金眞 畓3, 莫文 田10
金孫 田5
田 10

박년 畓 2/4

田 10

답 7
 60

馬觀新畓西邊 畓 4/12 畓 4/12 畓 4/12 답 12
葛坪 畓 9 답 9
斤只坪(畓) 申芿叱孫 7, 金龍 6 답 13
北乃 畓 3 답 3
寺洞 希田上邊 10  10
渚古谷 申芿叱孫畓 12 답 12
辛谷 白業同田 9  9
金 谷 瓦家 1좌

계
답 18, 

 25(43) 답 20,  25(45) 답 18,  29(47),
와가 1

답 56,
 79(135)

정씨는 아들인 망해에게 2석이나 많은 토지를 주었지만  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더  부분은 가옥인 듯하다. 그리고 에서 특징 인 은 1행과 2행의 

馬觀新畓 西邊의 논과, 花莊 箭 과 家前 그리고 西南이다. 마 의 토지는 12두

를 4두로 고루 분할․분배하고 있으며, 화장의 토지도 서남에 있는 것과 박년과 

김손이 경작하는 토지를 분할․분배하 다. 특정지역의 답을 모든 자녀에게 분

할하여 분배한 것이 체 몫의 게는 34%(망해), 많게는 72%(억복)에 달하며, 

특히 딸의 경우 밭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자녀, 서자녀를 통틀어 한 지역의 토지를 특정인에게 분배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分割均分相續은 형식 인 균분상속이 아니라 토지의 

비옥도와 灌漑 등을 고려하여 실질 인 균분이 되도록 하 다. 이는 한편 후손들 

사이에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감시하여 방매를 억지해서 재산을 유지하기 해서이다.63) 

63) 이는 또한 지방세력의 성장을 억제하는 정치적 역할도 하였다. 특정지역에 집중된 균
분상속은 그 지역에서 지방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을 의
미하였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분할균분상속은 한편에서는 지방세력의 발호를 억제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하였다. 李樹健, “朝鮮前期의 社會變動과 相續制度”, 역사학회 편, 
韓國親族制度硏究(일조각, 1992), 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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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주의 심정은 재산을 가지고 다투지 말 것과 특히 첩자들에게 祖業을 

남에게 팔아버리지 말 것64)을 당부하고, 이를 어기면 불효로 처벌하라는 유언에 

잘 나타나 있다. 

3. 제사용 재산

이 문기에서는 제사를 해 토지와 노비를 별도로 마련하여 사몫으로 구분

하 다. 상은 남편인 권지의 승 조와 본인의 부모 승 조 그리고 화장과 동면 

부모의 분묘이며, 그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7: 제사용 재산의 분배(단 : 斗)

소재지 가옹 승 본인 부모 화장 부모 동면 부모   체

 金 谷

 釜

 草院 

家前 畓 7, 
尹風守 畓 8
畓 8
田 20

鄭風守 畓8
 

답 31,  20

 渚谷

 水入里

 龍門洞

畓 15
畓 10
畓 5

답  30

 寺洞

 馬觀

 陰山

本畓 4
林仇知 田 9 
山底 田 8

답 7

답 11,  17

祠 家 1 翼廊 1좌

 계
답 23,  20
(43) 답 38 답4, 17

(21) 답 7 답 72,  37
(109)

 비고
노비 2구

장자 승계

노비 5구

차자 승계

원지로 제사를 우려하여 

소출로 윤회 사를 명함

먼  夫인 권지의 승 조로 노비 1구  아직 태어나지 않은 노비 1구를 설정

하 으며 토지는 답 23두,  20두를 설정하 다. 여기서 ‘承重’이라는 표 에 주

목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가계계승의 의미를 

64) 후손 이외의 자에게 放賣이든 贈與이든 어떠한 형태로도 재산이 넘어가는 사실을 禁
忌하는 것은 고려시대로부터 이어온 전통이며 규범이었다. 문숙자, 앞의 책, 136-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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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다. 이는 사당이 있는 가사와 행랑까지 포함된 것에서 분명하다.65) 

따라서 남편인 권지와 그 조상의 제사는 장자인 문해가 승계하 다.66) 

그리고 본인, 즉 정씨 부모의 제사를 한 토지는 남편이 생 에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을 팔고 근처에 다시 사두었다.67) 이를 분명히 하여 서두에서 사하는 

차자인 문연에게 주도록 하 고(제16행), 이에 따라 사분에서 이를 다시 언

하고 구체 인 내역을 기재하 다(제71~2행). 역시 승 으로 표 하고 있는데, 비 

1구와 그 소생 4구와 답 1석 23두를 설정하 다. 

화장 부모와 동면 부모가 등장하고 있다. 천 권씨 족보에 따르면 문해의 조

부인 權五常(1475-미상) 부부의 묘소는 천군 서쪽 花莊 塔洞에 있다.68) 따라서 

화장의 부모는 정씨의 (시)부모이다. 제84행에서 첩자녀에게 화장 부모, 즉 조부

모의 제사를 거행할 것을 명하고 있다.69) 東面은 조선후기의 천군 지도에 보이

지 않다. 제17행에 보이는 “知過谷”은 醴泉邑治에서 동쪽에 약간 떨어져 있다. 

따라서 지과곡에 있는 묘소가 동면 부모 묘소인 듯하다.70) 

화장과 동면의 부모 묘소에 해서는 멀기 때문에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

을 우려가 있어서 각각 답 4두,  19두와 답 7두의 소출로 자손들이 윤회 사

할 것을 부탁하 다(제17~8행). 그리고 이들에 한 제사를 지낼 자가 법에 규정

된 세 71)를 지나거나 후손이 없으면 이를 다시 본손에게 돌려주도록 하 다(제

65) ≪經國大典≫ <戶典> [田宅]조에 따르면 가묘가 있는 가사는 祭祀主宰者가 독점적으
로 상속하였다. 

66) 앞의 醴泉權氏世譜 에 따르면 권지 부부와 권문해 부부의 묘소는 용문산에 있다(59
쪽).

67) 토지가 있는 곳은 권지의 승중토지와 같이 金堂谷과 渚谷이다. 
68) 앞의 醴泉權氏世譜, 59쪽. 
69) 적자를 제쳐두고 첩자에게 직계조상인 조고비의 제사를 맡기는 것은 조선후기 내지 

현재의 관념으로는 상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씨가 첩자녀를 친자녀와 같이 여겼으
며 또 적서의 구분이 아주 엄격하지 않은 당시의 관념을 고려하면 전혀 불가능한 것
은 아니다. 

70) 족보나 읍지 등에서도 묘소가 동면이나 지과곡인 선조를 찾을 수 없다. 曾祖考 인 
權善의 묘소를 상정할 수 있으나 읍지에 따르면 그의 묘는 北面 北邑內 堤洞에 있으
므로(앞의 國譯 襄陽誌, 162쪽) 전혀 다른 곳이다. 정씨의 수양부모 또는 권지의 첩 
또는 그 부모일 가능성도 있다. ≪經國大典≫ <禮典> [奉祀]조에서는 첩은 그 자식이 
私室에서 본인만이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조선전기에는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조
카 등을 수양하여 死後奉養인 제사를 부탁하는 예가 많이 있다. 정씨의 가계 등을 알 
수 없는 현재 이들이 누구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71) ≪經國大典≫ <禮典> [奉祀]조에서는 봉사자의 품계에 따라 曾祖考 에서 考 까지의 
차등봉사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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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행).72) 

문해의 부모인 권지와 정씨는 장자가, 外祖 妣인 정씨의 부모는 차자가, 그리

고 조고비인 권오상 부부의 제사는 첩자가 지내게 하 다. 이는 와 법과 다르

게 조상의 제사를 분할하여 승계함을 알 수 있다. 

4. 유언의 내용

후손들 사이의 화목을 유언에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장자 문해의 몫 노비 5

구와 답 4석을 망녀에게 옮겨  것에 해서는 문해의 자손이 모자와 남매의 

정을 헤아리지 않고 다투는 것을 경계하 으며,  승 비인 從元을 망녀의 신비

로 주는 것에 해 역시 부부가 결정한 것으로 다투지 말도록 하 다. 

그리고 첩자녀에 해서는 더 많은 유언을 남기고 있다. 먼  재산을 유지할 

것을 당부하 다. 즉 첩자식들이 부모가 해  재산을 오래지 않아 팔아버리면 

각별히 죄를 다스리도록 하 다(제22~3행). 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을 경계

하여 화장 부모의 제사까지도 지내기를 당부하 다. 

그리고 이러한 유언을 어기는 것에 해서는 불효로 다스리라고 하고 있다(제

6행, 제11행, 제15행). 여기서 불효로 다스린다는 것은 ≪大明律≫에 의거하는 것

이다.73) 실제로 1509년 金宗直 妻父母 文克貞과 光州 盧氏가 작성한 문기에는 

이 조문을 구체 으로 언 하고 있다.74) 그러나 실제로 후손들끼리 다투든가 재

산을 팔아버려 처벌받은 는 찾을 수 없다. 

이 문기에서 특징 인 것은 부모가 자녀들의 가옥을 마련해주고 있는 사실이

다. 장자와 장녀는 모두 가사가 있는데, 차자만 집이 없기 때문에 부 생 의 뜻

에 따라 답 18두를 가사조로 주었으며(제12~3행), 이는 답분에서 명기하고 있

다(제66~7행). 구체 인 분재의 내용에서는 장자에게는 사당이 있는 가묘와 행랑

을(제70행), 첩자에게도 집을 한 채 주었다(제82~3행). 한 화장에 있는 농막은 

폐허에 가까워 경제  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분할 상으로 삼지 않고, 장자가 

72) 조선후기 제사의 큰 특징으로는 사당에서 지내는 제사보다는 墓祭를 강조하는 것이
다. 묘제가 중시되면 대진하더라도 그 토지는 묘제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었
다. 여기에서는 대진 후에 본손에게 돌려주게 한 점에서 전기적 모습이 보인다. 

73) ≪大明律≫ <刑律> ｢訴訟｣ [子孫違犯敎令] “凡子孫違犯祖父母父母敎令 … 杖一百”
74) “大明律凡爲子孫者 只訴祖父(母父; 추정)母之分之與 杖一百徒年爲有臥乎”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嶺南古文書集成(Ⅰ)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2), 162쪽 13행. 원래
의 율문에 ‘徒年’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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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하면 내외자손 가운데 집이 없는 자가 살도록 하 다(제25~6행). 조선 기에

는 부모가 모든 자녀에게 가사를 마련해주지는 않았지만, 부유한 경우에는 가

이면 마련해주려고 하 으며,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가사를 해 별도의 재산을 

주기도 하 다.75) 

Ⅴ. 맺음말

에서 1579년(선조 12) 權祉 妻 東萊 鄭氏가 첩자녀 각각 3남매 총 6남매

에 해 토지와 노비 그리고 가사를 분 하는 許 文記를 분석하여 16세기 상속

행을 살펴보았다.

우선 문서양식 으로는 개인이 작성하는 사문서로 고려 이래의 행에 합당하

며 경국 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요건, 즉 작성일자와 주체와 객체 그리

고 내용을 갖추고 있다. 형식 으로는 亡夫를 신하여 부인인 정씨가 하 지만 

부부가 생 에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 기 때문에 실질 으로는 부부가 함

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국 에서는 연상속과 남녀균분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노비의 상속

에서는 형식으로는 물론 실질 으로도 철 한 남녀균분상속이 철되었다. 한 

연 계가 없는 모의 노비는 법 인 권리가 아니라 모의 情誼에 입각하여 

일부만 분할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친부가 생 에 마련한 재산은 그의 희망 로 

첩자녀에게 분배되었다. 상재산, 특히 토지를 분할하여 균분상속을 철하 는

데, 이는 상속인들이 상호 감시를 통하여 재산을 유지하기 한 방편이었다.

제사승계는 본인들과 부부 각자의 부모를 해 별도의 재산을 설정하 는데, 

이는 각각 그 리인을 장자와 차자로 지정하여 분할승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묘소가 멀리 있는 조상에 해서는 별도로 재산을 마련하여 그 소출로 제

사를 첩자손들이 돌아가면서 지내도록 하여 윤회 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 진하거나 후손이 없으면 그 재산을 본손에게 돌려주게 하여 묘제를 강조

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주자가례에 입각한 유교  제사 승계가 아닌 고유의 모

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75) 李樹健, 앞의 글, 90쪽 주 4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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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서 자손들의 화목과 재산의 유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경우에

는 불효로 죄를 다스릴 것을 상정하고 있다. 특히 망녀에 승 비를 신비로  것

과 장자의 몫을 옮겨  것에 해서는 후손들이 분란을 일으키지 말 것을 부탁

하고 있다. 이는 법 으로는 균분상속이지만, 실 으로는 상속 당시의 사정에 

따라 부모의 의지로 특정자손을 우 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조선 기에 

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자료에서는 다른 자료에서 잘 보이지 않는 가사의 상속을 언 하고 있다. 

집이 없는 차자에게 집을 직  마련해주지 못하 기 때문에 이를 해 별도의 

재산을 주었다. 그리고 폐허가 되어 경제  가치가 없는 집은 분할 상에서 제외

하 다. 

역사상을 그리기 해서는 사회의 변화라는 거 한 그림을 제시할 필요도 

있지만,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개별사항에 한 세세한 그림도 필요하다. 재 조

선시  상속제도의 변화와 그와 련된 사회의 변화라는 그림은 어느 정도 그

려졌고 이에 해서는 큰 반론은 없는 실정이다. 본고는 16세기의 상속이라는, 

세 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의 일환이다. 이것이 큰 그림의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조각난 그림퍼즐을 한 조각, 한 조각 맞

추듯이 그 게 그려 가면 언젠가는 체의 모습을 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

다. 다만 체 그림의 윤곽이 어느 정도 떠오를 때까지는 일반화는 할 수 없다. 

아직 조각들을 주워 모으고 그리고 그 조각을 맞추어야 할 계제이다. 

주제어: 재산상속, 제사승계, 고문서, 권문해,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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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예천지도(규10512 v.1-5; 107㎝×73㎝)

A: 金堂谷, B:花莊, C: 文亭子, D: 知過谷, E: 渚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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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f Actual Conditions of Succession 

in the 16th Century of Korea
76)

Geung Sik Jung*

In this article, I analyze Mrs. Chung(鄭氏)`s manuscript of inheritance in 1579 

to research the actual conditions of inheritances of properties and successions of 

ancestor worship in the Chosun(朝鮮) Dynasty. She was Kwon Ji(權祉)`s wife,  a 

stem of Tonglae Chung(東萊 鄭氏). He was a stem of Yechoen(醴泉) Kwon and the 

father of Kwon Munhae(權文海) who was a famous scholar in Chosun Dynasty. 

Kwon Ji was dead at 1577 and Mrs Chung handed down her properties to 

three legitimate sons and daughter, three concubinary son and daughters obeying 

their promise in his lifetime. This manuscript was issued at 1591 by Mrs Chung, 

and is handed down in her descendant to now. It was valid in persons` signature 

and forms of documents due to customary regulations at that time. 

She handed down her properties observing laws and customs at that time. In 

the actual conditions of an inheritance of properties, daughters were equal to 

sons not only formally but also materially. Nobis(奴婢) were divided by ages and 

sexes, and lands were divided by sizes and districts equally to every successors. 

In the succession of ancestor worship, they did not obey laws and li(禮) but 

customs. The legitimacy eldest son succeeded to his father, the other son did his 

maternal grandfather, and concubinary son did his grandfather.

Through these phenomena, we know that women were equal to men and 

Confucian norms were not persuaded widely in the 16th Century of Korea. 

Key words: Inheritance, Succession of Ancestor Worship, Manuscript, Kwon 

Munhae, Ye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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