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생金長生,

1548~1631의

편지*

김장생은 조선 중기의 학자‧문신으로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희원希元, 호는
사계沙溪이다.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문인으로, 형조참판 등을 역임하였으나 관직
보다는 주로 향리에 머물면서 학문과 교육에 전념하며 송시열宋時烈, 정홍명
鄭弘溟, 최명길崔鳴吉 등 많은 문인들을 배출하였다. 시문집을 모은 ≪사계선
생전서≫ 등을 비롯해 여러 저서들을 남겼다. 시호는 문원文元이다.

2017년 박물관 연중기획 – 이달의 문화재
3월의 문화재(03.01.~ 03.31.)

조선시대의 신분증, 호패號牌

(봉투) 奉答

(화압)
泰仁 侍史
戀想中見書 深慰深慰 但因君之兄監察 得聞君落馬重傷 驚念 不審今則氣候
如何 吾依保 但挍理之兩女 因疫而逝 可歎可歎 今念七過冊封後 婚姻受由下
去爲計 所送雉獐及鶉四首 受之 深謝深謝 但乾雉二首不得 未知初不受來也
惟照 謹拜不具
乙丑正月十七日 希元拜
그립던 중에 편지를 보니 매우 위로가 됩니다. 다만 군의 형 감찰監察
편으로 군이 말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다 듣고 놀라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안부가 어떠한지요? 저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교리
挍理의 두 딸이 전염병으로 죽어서, 매우 슬픕니다. 이달 27일 책봉冊封**
을 지낸 후 혼인 휴가를 받아 내려갈 계획입니다. 보내준 꿩, 노루, 그리고
메추라기 네 마리는 잘 받았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다만 건치乾雉 두
마리는 받지 못했는데 애초에 받아오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헤아
리시기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1625년 1월 17일 희원 올림

김장생金長生의 편지

* 이 편지는 경남대학교박물관 데라우치문고 소장 ≪진신첩(搢紳帖)≫에 소장되어 있다.
** 소현세자의 책봉례冊封禮를 말한다.

이 편지는 조선중기의 문신학자로 이름 높은 사계沙溪 김장생 선생이 누군가
로부터 편지와 선물을 받고 그 답을 한 것이다. 편지 내용에는 전염병과 세자
책봉世子冊封 등 당시의 사회 및 정치의 주요한 상황 등을 알려주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수신인이 편지와 함께 보낸 선물은 잘 받았지만 그 중 일부가
전달 도중 배달사고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총괄·기획 강경연
진
행 김원규, 강경연, 김지원

☎ 055-249-2924, 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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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신분증, 호패
호패는 중국 원나라에서 시작된 것으로 고려말 공민왕이 이 제도를 모방하여 군인에게만 처
음 실시하였으나 지속되지 못하였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조선시대에는
호패법에 따라 16세 이상의 남성들은 호패를 차고 다녀야 했다. 호패에는 착용자의 신분이나 지
위, 거주지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담고 있어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

▲호패법이란?
호패법은 호구戶口의 파악 유민流民 방지, 각종 국역國役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시행되었다.
태종 13년(1413)에 처음 실시되었고, 세조 5년(1459), 광해군 2년(1610), 인조 4년(1626)그리고 숙종 1
년(1675)에 시행되었다. 이 중 인조대까지의 호패법은 시행 후 얼마되지 않아 폐지되었고, 숙종대
에 이르러서야 운영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다. 호패법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던 것은 호패
를 받으면 호적戶籍과 군적軍籍에 이름이 올라가, 군인으로 뽑히거나 나라의 각종 국역을 부담
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양인들이 호패 받는 것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세력가에 위탁하
여 양인의 수가 감소하거나, 관청의 낙인을 받은 후 호패에 다시 글을 쓰는 호패 위조 등의 불
법이 증가하였다.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제작된 호패
- 제작방법
「조선왕조실록」에 “본인이 호패를 만들어 바치도록 하며, 자기가 만들 수 없는 자는 나무를
바치게 하여 공장工匠이 만들어주도록 한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호패는 2품이상과 삼사三司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의 관원인 경우에만 관청에서 제작한 것을 지급받았고 그 외에는 각자
가 만들어야 했다. 특히 글자를 모르는 양인들은 전문 호패집에서 자비로 호패를 제작하여야 했
으며, 관청에 가서 관청의 단자와 대조한 후에 낙인烙印하여 지급하였다. 그리고 본인이 사망하
였을 때는 호패를 국가에 반납하여야 했다.
- 기재사항(내용)
호패에 기재하는 사항에 있어서도 신분에 따라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 「조선왕조실록」 태종
13년(1413)에는 간단한 개인 정보와 주소를 적는 양반과는 달리 “종들은 소속된 집과 나이, 리里
단위의 거주지 주소, 얼굴색, 수염유무, 키 등을 써서 낙인을 찍어야 한다”고 하며, 세조 9년
(1463)의 기록에는 “양인은 생김새로 쓰되 얼굴흉터, 애꾸눈, 귀의 쪼개짐, 언청이, 절름발이 같
이 외모에 표가 나는 것은 모두 기재한다”는 내용이 있다. 낮은 신분일수록 자세한 인적사항을
기입해야 했는데, 이는 정확한 호구와 신분을 파악해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나라에
필요한 각종 국역과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즉 양인들의 거주지 이탈을
막는 하나의 통제조치였던 것이다.

- 재질
신분에 따라 호패의 재질과 기재내용은 다르며, 개인의 지위 상승에 따라 다른 재질의 호패를
착용하였다. 신분별 호패의 재질 종류는 「태종실록」과 「속대전」에 규정된 자료가 있다.
2품 이상

4품 이상

5품 이상

「태종실록」 상아象牙 또는 녹각 또는 황 황양목
녹각鹿角
2품 이상
「속대전」
아패牙牌

양목黃楊木
3품

이하·잡

과 합격자
각패角牌

또는

자작목資作木
생원·진사

7품 이하

서인 이하

자작목

잡목雜木

잡직·서인·
서리

공사천公私賤

황양목패

소목방패

대목방패

黃楊木牌

小木方牌

大木方牌

▲엄격한 규율
조선후기의 법전인 「속대전」에 따르면 호패를 안차고 다니는 경우 곤장 50대, 남에게 함부
로 빌려주면 곤장 100대에 3년 중노동, 죄지은자가 거짓으로 만들어 지닐 경우 사형에 처한다고
하였다. 세조때는 호패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호패청號牌廳을 두었고, 숙종때는 휴대가
간편하고 위조를 막기 위해 종이로 호패를 만들기도 하였다. 과중한 국역을 피하기 위한 호패위
조 등의 불법 현상이 증가해 국가적 혼한을 야기한 조선의 호패는 환영받지 못한 제도였으며
호구에 관한 법령이 있기는 하나 누락된 호구와 숨은 인부가 많았다고 한다.
태종 13년(1413)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한 이후 중단과 재시행을 반복하던 호패는 고종 32년(1895
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되고, 일제 강점기에 황국신민증皇國臣民證 및 국민증으로 부활하였다. 이
후 6.25전쟁때 간첩 식별을 위한 시·도민증을 거쳐 1968년 11월 대한민국 최초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다. 그리고 1975년 13자리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지금의 주민등록증이 사용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