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6. 장서각의 소리

1549년 전답매매명문 ㆍ 1551년 노비매매명문
박성호(고문서연구실)
1. 대상 : 예안 도목 흥해배씨 임연재 종가 소장 고문서 가운데 조선전기 매매명문 선별

2. 소장처
문서가 전래된 흥해배씨 종가는 흥해배씨 가운데 안동, 예안 일대에 세거한 가문으로서 안
동 입향조인 백죽당 배상지(1351~1413)의 호를 따라서 백죽당 종가로도 불리고, 임연재 배삼
익과 금역당 배용길 부자가 현달하여 임연재 종가 또는 금역당 종가로도 불린다.

景分

(중략)

榮至

詮

尙志

權

孝長

衽

以純

巚

天錫

三益

龍吉

在溱

贊鎰

天佑

天柱

(중략)

- 1 -

3. 자료 소개, 정서 및 번역
① 1549년(명종 4) 전답 상환명문
1549년(명종 4) 3월 20일에 배천우와 배천석이 자신들의 소유 전답을 각각 교환하면서 작성
한 계약서이다. 교환 사유는 각자 사는 곳에서 먼 곳에 전답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금
지흑물점원에 있는 논 정조 5두락지와 내성 금당에 있는 밭 10두락지ㆍ광평의 논 정조 2두락
지를 서로 맞바꾸었다. 이것은 형제 사이에 이루어진 전답 상환 사례로서 조선시대 전답의 상
환 관행 가운데 이른 시기의 사례로서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조선후기의 경우 상중에 매매
문서를 작성할 경우 통상 “상불착(喪不着, 상중에 있어 서명하지 않음)”이라고 적는 관행이 있
었는데, 이 문서의 경우에는 배천우, 배천주 형제가 모두 자신의 서명을 하였다. 이 또한 조선
시대 문서 작성 관행이 변모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嘉靖}二十八年己酉三月二十日 同生兄習讀裵天錫前 成文爲臥乎事
段 遠處各各耕作爲難乙仍于 金地黑勿點員畓 正租伍斗{落只庫乙}
許上爲遣 乃城金唐田 拾斗落只庫果 廣坪畓 正租貳{斗落只庫乙 捧}
上爲遣 永永相換爲去乎 子孫傳持 鎭長耕作爲乎矣 {後次別}
爲所有去等 此文字內乙用{良} 告官辨正爲乎事
畓主 自筆 喪人 裵天佑 (着名)
證保

喪人 前訓導 南猉壽 (着名)(着押)
喪人 同生弟 裵天柱 (着名)

가정 28년(1549) 기유 3월 20일 형 배천석에게 문서를 작성해 준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각
자 경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지 흑물점원에 있는 논 정조 5두락지 곳을 허상(무상으로 줌)
하고, 내성 금당에 있는 밭 10두락지 곳과 광평에 있는 논 정조 2두락지 곳을 받고 영구히
서로 맞바꾸니 자손 대대로 전해주어 오래도록 경작하되 훗날 문제가 생기거든 이 문서에 적
힌 내용을 가지고 관에 고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도록 하라.
논 주인 : 직접 작성. 상인 배천우 (서명)
보증인 : 상인 전훈도 남기수 (서명)(서명)
상인 동생 배천주 (서명)

* 許上 : 대가 없이 바치는 것
* 金地 : 검제, 금계 등으로 불림. 현재 안동 서후면의 학봉종택이 자리한 곳
* 乃城 : 안동부 내성면.
* 喪人 : 1548년 5월 27일 어머니 금성박씨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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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551년(명종 6) 노비 매매명문
1551년(명종 6) 3월 23일에 장인 남범이가 사위 권복련에게 노비를 팔 때 작성한 계약서이다.
장인이 나이가 들면서 농사짓기도 어렵고 가난 때문에 봄 보릿고개를 넘기기 어려워서 자신의
노비를 사위에게 판다고 적었다. 매매 당시 남자종 순만은 9세였고, 저화 3천장(정조 8석, 5
승목면 3필, 속 1석)의 거래가로서 실제로는 목면 4동에 거래되었다. 장인과 사위 사이에 이
루어진 거래라는 점과 조선전기 노비의 실거래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놓은 점이 주목
할 만하다.
嘉靖三十年辛亥三月二十三日 女婿權卜連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叱段 年深農業得艱難所致以 飢春生利爲難乙仍于 婢
從今幷産壹所生奴順萬年玖癸卯生矣身乙 楮貨參千丈交易 正租捌石
五升木綿參疋 粟壹石等 合折木綿肆同 准計捧上爲遣 後所生幷以 永永
放賣爲去乎 子孫傳持 鎭長使用爲乎矣 後次他子息及族類等戈
爭望爲行去等 此文字內皃如 大小官辨正爲乎事是亦在
奴主 妻父 南凡伊

(着名)(着押)

訂保 私奴 朴㖙達

(左寸)

子

德萬

訂保 子 德崇

(着名)
(左手寸)

子 德連

(着名)

筆執 同生弟 福安

(着名)

가정 30년(1551) 신해 3월 23일에 사위 권복련에게 써주는 명문
명문을 작성함. 나이가 들어 농사짓기도 어렵고 가난 때문에 춘궁기를 버티기 어려워 여자종
종금이 낳은 1소생 남자종 순만(나이 9세, 계묘생)을 저화 3천장에 팔기로 하고, 정조 8석, 5
승목면 3필, 속 1석 등을 모두 합산하여 목면 4동으로 값을 받았다. 이후에 태어날 자식들도
아울러 영구히 파는 것이니 자손 대대로 전해주어 오래도록 부리되 훗날 다른 자식들과 친척
등이 서포 다투는 일이 생기거든 이 문서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크고 작은 관에 고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도록 하라.
노비 주인 : 장인 남범이 (서명)(서명)
보증인 : 사노 박갓달 (서명-손마디)
아들 덕만 (서명)
보증인 : 아들 덕숭 (서명-왼손마디)
아들 덕련 (서명)
작성자 : 아우 복안(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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