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손씨 노비매매명문 국역
금요강독회(안승준, 2017.04.14)

〈1〉 1551년 손광서(孫光曙) 노비매매명문(입안 점연)
1. 서지·해설
(1)발급 : 이소사(李召史), 수취: 손광서(孫光曙,?~1556)
(2)연대 1551년 가정 30년 신해 6월 28일
(3)크기: 85×212Cm/
(4)점련 ①1551년 손광서(孫光曙) 소지(所志)
②1551년 양녀(良女) 이소사(李召史) 초사(招辭)
③1551년 이희무(李希茂), 이대효(李大孝) 초사(招辭)
④1551년 경주부(慶州府) 입안(立案)
(5)출판 : 『고문서집성 32 -경주 경주손씨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6)웹서비스 : G002+AKS+KSM-XE.1551.4713-20101008.B020a_032_00222_002)
<해설>
1551년(명종6) 손중돈(孫仲墩, 1463∼1529)이 고 김대생(金待生)의 처(妻)로부터 남자종 1명을
매입한 뒤 관련 문서를 갖추어 경주부에서 공증을 받은 문서이다. 1551년 6월 28일,

김대생

의 처가(妻家) 어머니쪽에서 전래된 노(奴) 1명을 충의위(忠義衛) 손광서(孫光曙)에게 팔고 매
매명문(賣買明文)을 작성해 주었다. 매도한 사유는 가난소치艱難所致) 즉 집안이 가난하기 때
문이라고 밝혔다. 매매 대상이 된 노 눌질동(訥叱同)은 두 번째로 태어난 자식이었다. 이름은
눌집손(訥叱孫)이고 1526년(병술생)에 태어난 26세의 남자종이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이름의 유사성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성이 없었던 노비들은 그 이름에 공통성을 두어 부모자
식 관계임을 표시했다. 이 남자종은 저화(楮貨) 4,000장의 가격으로 책정되어 거래되었다. 그
러나 저화는 법전에 실렸지만 유통되지 않은 명목화폐였다. 오늘날로 보자면 기준시가에 불과
했다. 실제로는 현물화폐인 목면(木綿)으로 가격이 책정되고 지불도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노비를 매입한 손광서는 곧 관활 관청인 경주부(慶州府)에 공증을 요청하는 민원 즉 소지(所
志)를 올렸다. 이를 접수한 경주부에서는 사실확인 차원에서 매도인인 노비 소유주와 증인과
집필인을 불러 초사(招辭), 즉 다짐을 받았다. 또한 해당 노비의 소유 근거가 되었던 이전의
문서를 조사 확인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1551년 7월 2일에 민원 신청자인 손광서에게
입안(立案)이라고 하는 공증서가 발급되었다. 이때 입안요청 소지, 노비매매명문, 초사 2장을
함께 연결하여 발급해 주었기 때문에 본 명문은 점연문기(粘連文記)의 형태로 보존되었다.
손광서(?~1556)는 적개공신(敵愾功臣)에 녹훈(錄勳)된 손소(孫昭,1433~1484)의 증손자인 까닭
에 공신 자손들을 우대하던 충의위에 입속될 수 있었다. 손소는 경주부 안강현(安康縣) 양좌동
(良佐洞:현재의 양동민속마을)에 살던 유복하(柳復河)의 사위가 되면서 처가를 따라 이곳으로
이주하였고, 이로부터 손씨가는 이 일대에서 가장 유력한 가문으로 현재까지 대대로 거주한
양반 가문이었다.
2. 원문·국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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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51년 손광서(孫光曙) 소지(所志) : 1551(명종6) 85.0×212.0 영인본 275-276쪽
【원문】
1) 安康良佐洞接忠義衛孫光曙(着名)
2)右謹言所志矣段, 故金待生妻召史亦中, 奴訥叱孫矣身乙, 買□…□粘連明文相考, 依他斜給
爲白只爲,
3) 行下向敎事, 亦在謹言,
4) 府官

處分

5) 嘉靖三十年七月日, 所志.
[題辭]
6) 訂筆執率來
7) 向事.
8) 初二日, 刑.
9) 府尹(押)

判官

【번역문】
안강 양좌동에 거주하는 충의위 손광서(착명)
본 소지(所志)를 올리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한 김대생(金待生)의 소사(召史)에게 노 눌
질손(訥叱孫)을 매입하였습니다. 첨부한 명문(明文)을 상고하여 다른 예(例)와 같이 공증 문서
를 발급하여 주십시오
시행하여 주실 일입니다. 삼가 말씀 올립니다.
경주부 처분
가정(嘉靖) 30년(1551) 7월 일. 소지
[제사]
증인과 집필자를 데리고 올 것
초 2일. 형방(刑房)
부윤(착압)

판관

(2) 1551년 손광서(孫光曙) 노비매매명문
【원문】
1) 嘉靖三十年辛亥六月二十八日, 忠義衛孫光曙前明文
2) 右明文爲臥乎事叱段, 女矣身亦艱難〔所〕致以, 母邊傳來奴訥叱同貳所生奴
3) 訥叱孫年貳拾陸丙戌生矣身乙, 折楮貨四千張, 依數捧上爲遣, 後所生幷以, 永
4) 永放賣, 明文成上爲白去乎, 後次別爲所有去等, 此文記內乙用良, 告官辨正
5) 爲乎事.
6)

奴主 故金待生妻召史(右寸)

7)

證保 司直李大孝(着名)(署押)

8)

筆執 三寸姪李希茂(着名)(署押)

【번역문】
가정 30년(신해) 6월 28일. 충의위 손광서에게 주는 명문
본 명문을 작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여자인 내가 가난한 까닭에 모변(母邊)으로 전래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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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질동 2소생 노 눌질손(26세, 병술생)의 몸을 저화(楮貨) 4천장의 값을 치루고 그 액수에 따
라 받되, 뒤에 태어날 소생과 함께 영원히 매도하고 명문(明文)을 만들어 준다. 뒷날 다른 일
이 생긴다면 이 문기를 가지고

관부에 신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노비주 :

사망한 김득생의 처 소사(우촌)

보증인 :

사직(司直) 이대효(착명서압)

집필인 : 삼촌 조카 이희무(착명서압)
(3)1551년 이희무(李希茂), 이대효(李大孝) 초사(招辭)
【원문】
[招辭1]
1) 辛亥七月初二日
2) 良女召史年四十二
3) 白等, 女矣身亦, 艱難所致以, 母邊傳來奴訥叱同良
4) 妻幷産二所生奴訥叱孫年二十六丙戌生矣身乙, 折楮
5) 貨四千張價本, 依數捧上爲遣, 後所生幷以, 忠義衛
6) 孫光曙處, 永永放賣, 俱訂筆成文的只白乎事.
7)

白(右寸)

8) 府尹(押)

判官

【번역문】
[초사1]
신해년(1551) 7월 초 2일. 양녀 소사(42세)
아룁니다. 여성인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모변으로 전래한 노 눌질동과 함께 낳은 2소생 노 눌
질손(26세)의 몸을 저화 4,000장에 해당하는 값을 그 액수대로 받았다. 동 노비가 뒤에 낳을
자식과 함께 충의위 손광서에게 영원히 방매하였다. 증인과 집필자를 갖추어 명문을 작성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아룀(우촌)
경주부윤(착압)

판관

【원문】
[招辭2]
1) 同日, 筆執三寸姪李希茂年四十, 訂司直李大孝年五十五
2) 白等, 良女召史亦, 艱難所致以, 其矣母邊傳來奴訥
3) 叱同良妻幷産二所生奴訥叱孫矣身乙, 忠義衛孫光曙處,
4) 折楮貨四千張價本, 依數捧上爲遣, 後所生幷以, 永
5) 永放賣爲去乙, 矣徒等亦訂筆執以, 同着名成文的只
6) 白乎事.
7)

白(着名)

8)

白(着名)

9) 府尹(押)

判官

【번역문】
[초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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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집필자 삼촌 조카 이희무(李希茂, 40세). 증인 사직(司直) 이대효(李大孝, 55세)
아룁니다. 양녀인 소사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의 모변으로 전래한 노 눌질동과 함께 낳은 2소
생 노 눌질손의 몸을 충의위 손광서에게 저화 4,000장에 해당하는 값을 그 액수대로 받았다.
동 노비가 뒤에 낳을 자식과 함께 영원히 방매하였다. 증인과 집필자를 갖추어 명문을 작성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아룀(착명) 아룀(착명)
경주부윤(착압)

판관

(4)1551년 경주부(慶州府) 입안(立案)
【원문】
1) 嘉靖參拾年辛亥柒月初貳日, 慶州府立案
2) 右立案爲斜給事, 粘連所志明文, 及訂筆各人招辭是置有亦, 文記推納
3) 相考爲乎矣, 嘉靖二十二年癸卯十二月二十四日, 長女故曺洪範妻李, 次女故裵
4) 克亨妻, 末女故金待生妻等, 同着手寸, 訂保三寸司直辛, 三寸幼學張, 筆執前
5) 參奉全等, 同着名署, 同生和會成置白文記季後, 末女金待生妻衿奴訥叱同
6) 二所生奴訥叱孫年十八丙戌生是如施行, 他衿他奴婢幷付同生和會是乎等用良,
7) 向前奴訥叱孫乙良, 依次買得爲在, 孫光曙處, 斜給爲遣, 合行立案者.
8) 府尹(押)

判官

【번역문】
가정 30년(신해,1551) 7월 초 2일. 경주부 입안(立案)
본 입안을 사급(斜給)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첨부한 소지 명문 및 증인과 집필인이 초사를 하
였다. 이전의 문기를 상고해보니 다음과 같다. 가정 22년(계묘,1543) 12월 24일. 장녀 사망한
조홍범(曺洪範)의 처 이씨, 차녀 사망한 배극형(裵克亨)의 처, 말녀(末女) 김대생(金待生)의 처
등이 함께 동의하여 수촌(手寸)하였고, 보증인 삼촌 사직(司直) 신 아무개, 삼촌 유학(幼學) 장
아무개, 집필인 전직 참봉(參奉) 전 아무개 등이 함께 서명한 동생 화회(和會) 백문기(白文記)
의 후록(後錄)에, ‘말녀 김대생의 처의 몫 ; 노 눌질동 2소생 노 늘질손(19세, 병술생)이다’ 라
고 분재를 시행하였다. 다른 몫의 노비는 화회문기에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후 노 눌질손은
매입한 바와 같이 손광서에게 사급(斜給)해준다. 이와 같이 입안해준다.
경주부윤(착압)

판관

〈2〉 奴婢賣買明文

1555(명종10) 60.0×52.0 영인본 408쪽

【원문】
1) 嘉靖三十四年乙卯正月十八日, 忠義衛孫光曙前明文
2) 右明文爲臥乎事叱段, 凶年乙仍于, 母子等飢死丁寧爲乎等用良, 他
3) 處乞食爲難乙仍于, 同宅白米貳石、荒租拾參斗等乙, 長利以, 受
4) 破爲白去乎, 來秋成以, 還報不得爲白去等, 奴內隱達矣身乙, 後
5) 所生幷以, 永永許上爲去乎, 後次別爲所有去等, 此明文內乙
6) 用良, 告官卞正爲乎事.
7)

奴主鄭應期(着名)

8)

筆執李(着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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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
가정 34년(을묘) 1월 18일, 충의위(忠義衛) 손광서(?~1556)에게 주는 명문
본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지난 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모자(母子)가
굶어 죽을 것이 틀림없으며, 또 다른 곳으로 걸식(乞食)하기도 어렵다. 동 손광서 댁으로부터
백미(白米) 2석(石), 황조(荒租) 13두(斗)를 장리(長利)로 받아먹었다. 올 가을 추수가 끝나 기
까지 되갚지 못한다면 (내가 소유한) 남자종 내은달(內隱達)의 몸을 (이들에게서) 뒤에 태어날
자식과 함께 영원히 허상(許上:바침)1)한다. 뒷날 (이 계약에 대하여) 특별한 일(이의제기)이 생
긴다면 이문서 안의 내용을 가지고 관부에 아뢰어 바로잡을 일이다.
노비 주인 : 정응기(鄭應期)(착명)
집필인 : 이아무개(착명)

〈3〉奴婢賣買明文

1556(명종11) 50.0×47.0 영인본 409-410쪽

【원문】
01) 嘉靖三十五年丙辰二月初六日, 忠義衛孫光曙前明文
02) 右明文爲臥乎事叱段, 矣妻邊傳來全羅道陵城居婢
03) 未非一所生奴末伊孫年卄二乙未, 二所生婢末伊漢年十九戊戌, 三
04) 所生婢末伊非年十五壬寅, 四所生婢末伊夾 年十丙午,
05) 婢每海一所生奴鶴只年十五壬寅, 二所生婢彭伊年十丙午,
06) 婢敢惡一所生奴守說年十五壬寅七口內,
以四口乙, 同忠義衛
07) 前, 折價放賣爲乎矣, 遠地所居奴婢乙, 未惡狀實知
08) 不得是如爲乎等乙用良, 先可三口價折正六升木參拾
09) 柒疋捧上爲遣, 右一口乙良, 折回捧貳拾疋內租拾石, 先可
10) 捧上爲遣, 其餘價乙良, 同奴婢捉來見實後, 畢捧
11) 上爲乎事是在果, 所賣奴婢四口亦, 幸有殘弱不實爲去等,
12) 右文記付七口及戶籍付元奴婢勿論, 擇執四口亦, 後所生幷以, 永永放賣
13) 爲去乎, 萬一所居官使人探知次, 雜談爲有去等, 矣
14) 妻付祖父裵鐵長戶籍相考, 告官卞正爲乎事.
15)

奴主朴守元(着名)(署押)

16)

訂保金鼎(着名)(署押)

17)

筆執李領壽

【번역문】
가정 35년(병진) 2월 초 6일. 충의위 손광서에게 주는 명문.
본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나의 처변(妻邊)에서 전래한 전라도 능성(陵城)에 거주
하는 여자종 미비 1소생 남자종 말이손(22세, 을미생), 2소생 말리한(19세, 무술), 3소생 여자
종 말이비(15세, 임인), 4소생 여자종 말이협(10세, 병오), 여자종 매해 1소생 남자종 학지(15
세, 임인), 2소생 여자종 팽이(10세, 병오), 여자종 감악 1소생 남자종 수열(15세, 임인), 7구
1) 허상(許上) : 신분 나이 등의 조건에서 비추어 윗사람에게 재산을 바친다. 요컨대 상납한다는 뜻에
가장 가까운 분재 재산거래 상의 용어이다.

- 5 -

(九)안에 4구를 위의 충의위(손광서)에게 값을 정해 방매한다. (매입자가)먼 곳에 거주하는 노
비는 그 간악함과 틈실함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하기에 우선 3구에 6승(升) 정목(正木) 37필을
받고 그 나머지 대금은 위 노비를 잡아와 틈실 여부를 살핀 뒤에 완납한다. 매도하는 노비가
만약 잔약하여 부실하다면 본 문기에 기재된 7구 및 호적에 기재된 원노비(元奴婢)를 따지지
않고 4구를 골라 가지라고 하였다. 거래 한 뒤에 태어날 소생과 아울러 영영 방매하되 만일
노비가 거주하고 있는 과부에서 사람을 보내어 탐지하기 위하여 여러 소리를 한다면 나의 아
내가 기재되어 있는 배철장(裵鐵長)의 호적을 상고하여 관부에 고하여 바로 잡을 일이다.
노비주 : 박수원(착명서압)
보증인 : 김정(착명서압)
집필인 : 이영수
〈4〉奴婢明文 1556(명종11) 40.0×42.0 영인본 411쪽
【원문】
01) 丙辰三月卄五日, 孫忠義衛
02) 宅前明文爲臥乎事叱段, 今二
03) 月分, 全羅道能城居奴婢
04) 肆口, 放賣爲有如可, 矣身亦
05) 右奴婢捉來事以, 同宅奴子伍
06) 人率歸爲乎如中, 同奴婢移
07) 散已久, 推尋不得爲乎等用
08) 良, 前矣所捧價物, 還上爲
09) 乎矣, 回捧伍疋及租拾石, 已曾
10) 先用爲乎等乙用良, 前矣元
11) 明文貌如, 告官辨正爲乎事.
12)

奴婢主朴守元(着名)

13)

證保張守永(着名)

14)

崔德元(着名)

15)

筆執李大孝(着名)(署押)

【번역문】
병진년(1556) 3월 25일. 손 충의위댁에게 주는 명문
본 명문을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이번 2월에 전라도 능성(能城)에 거주하는 노비 4구를 매
도하였다. 내가 이 노비를 잡아오는 일로 위 충의위 손광서댁 남자종 5인을 데리고 돌아왔는
데 위의 노비가 이산(離散)한 지 오래되어 추심(推尋)할 수 없기 때문에 매매 당시에 받았던
가격은 되돌려 준다. 回捧木 5필 및 벼 10석은 이미 먼저 써 버렸다. 전의 원래 명문과 같이
관부에 고하여 바로잡을 일이다.
노비주 :

박수원(착명)

보증인 : 장수영(착명)
최덕원(착명)
집필인 : 이대효(착명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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