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제도※ ※

청 동 기 고 려 조 선 초 기 세기(15 ) 조 선 중 기 세기(16 ) 조 선 후 기

계급의 발생 분화* ( )

1) 배경

①잉여생산물의 발생

→사유재산제도의

등장

②정복활동의 전개

→남녀분업의 발생

2) 구분

①지배층 : 선민사상

→족장 군장 의 출현( )

②피지배층

1) 귀족 : 왕족 품 이상, 5

①특권 : 음서, 공음전

②개경에 거주

③지방 향리의 참여

④향리가 되는 경우도 있음

2) 중류 중간계층( )

①서리 : 중앙관청의 실무 담당

②남반 : 궁중의 실무 담당,

중앙관리

③향리

㉠호족출신의 향리

㉡하층향리

-남반,군반, 잡류, 역리 등과

함께 말단 행정직

-직역의 세습,토지의 지급

3) 양민 평민( )

①양민 일반 양민( , 군현민)

㉠농민 백정( )

- 전지를 받은 군인으로 선발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지

못함

㉡상인, 수공업자

②향민,부곡민, 소민

③역민,진민 : 육로, 수로의

교통에 종사

4) 천민

①노비

②화척 조선( : 백정)

③재인 광대( )

5) 특징

①골품제도의 폐지

②부단한 사회계층의 변동

㉠향리 :문반직에 등용

㉡군인 :무반으로 출세

㉢외거노비 : 재산의 축적

→양인으로 신분 상승

㉣향소부곡이․ ․
일반 군현으로 승격

1) 특징

①양인의 증가 양반천민의 감소( ,․ 상민의 증가)

②양천제도 : 자유민인 양인과

비자유민인 천민으로 구분

③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으나 고려사회에 비하여

개방적 신분사회의 틀을 벗어난 것은 아님( )

2) 구분

①양인

㉠양반

㉮성취신분 문반과 무반을 아울러 부르는 명칭( )

㉯지주층, 고위 관직의 독점, 거주 이전의 가능

㉰국역의 면제,생산에 종사하지 않음

㉱양반이 하나의 사회신분으로 고정

→양인이 양반,중인, 상민으로 분화

㉲양반 수의 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규제

ⓐ사족과 이서층 서리층 이 분화되어( )

양반과 중인의 신분으로 고정

ⓑ향리, 서리, 기술관,역리 등은 중인으로 격

하

㉡중인

㉮조선초기에 형성→조선후기에 독립된 신분층

기술직에만 종사( )

㉯법제적으로는 요직에 오를 수 있음

→실제로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음

㉰서리,향리, 기술관 :직역의 세습

㉱향리 : 수령을 보좌하면서 위세를 부림

㉲역관 : 무역에 관여하여 이득을 봄

㉳서얼

ⓐ중서라고도 불림 중인과 같은 신분적 처우( )

ⓑ문과의 응시 금지, 관직의 진출 제한

ⓒ무반직,기술직에 등용되어도 승진의 한계

㉢상민 평민( , 양인)

㉮농민 : 조세, 공납, 역의 의무

㉯수공업자

ⓐ관영수공업, 민영수공업에 종사

ⓑ공장세의 부담

㉰상인

ⓐ국가의 통제 아래에서 상거래에 종사

ⓑ상인세의 부담 ⓒ농민보다 아래

㉱신량역천 : 양인이지만 천역의 담당

염간( , 해척, 사기간,철간, 조졸, 봉수군,나장)

㉲향소부곡의 소멸․ ․
㉳특징

ⓐ법제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있음

→현실적으로 응시하는 것이 어려움

ⓑ직업에 따라 권리와 의무에 차등

②천민 :노비, 백정, 광대 재인( ), 창기

1) 특징 : 반상제도

지배층인 양반과 피지배층인 상민으로 구분(

→양반,중인, 상민, 천민의 신분제도가 정

착)

2) 구분

①양반

㉠세습신분 문무반직을 가진 사람과 가족 및(

가문을 포함)

㉡청금록에 등록→군역의 면제

②중인 :기술직의 세습

③상민 :지위가 하락되어 노비와 비슷

④천민

㉠백정,재인․․․
㉡노비

㉮재산으로 간주

ⓐ매매, 증여, 상속의 가능 가장 천시됨( )

ⓑ부모 중의 한쪽이 노비면 자식은 노비

일천즉천( = 종부종모법)

ⓒ노비를 부모로 둔 자식은

어머니 소유주의 노비 천자수모법( )

㉯노비를 소유할 수 있음

㉰원칙적으로 군역의 의무가 없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특수군으로 편제됨

㉱낮은 관직에 등용되는 경우도 있음

㉲구분

ⓐ공노비

입역노비┌

-┃ 궁중과 관아에서 잡역에 종사

-┃ 급료를 받아 생활

외거노비└

-지방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

-수입 중에서 규정된 액수를

관청에 납부

ⓑ사노비

솔거노비┌ : 주인의 집에 살면서

ㅣ 잡일에 종사

외거노비└

-주인과 따로 살면서 농업에 종사

-가정의 구성

-재산 노비( , 가옥, 토지 의 소유)

- 주인의 토지 및

다른 사람의 토지 경작 소작( )

→전호 소작농 와 지위가 비슷( )

- 국가에 대한 의무가 없음

-주인에게 신공을 바침

-양인의 지위로 상승할 수도 있음

1) 양반의 증가 세기(19 , 70 %)

①원인

㉠합법적 : 공명첩,납속책, 전공

㉡학생의 사칭, 족보의 매입,양반과의 결혼

②분화

㉠원인 : 붕당의 변질→일당전제화의 전개

㉡내용

ⓐ벌열양반 사족( )

ⓑ몰락양반

┌향반, 토반 : 향촌사회에서 겨우 위세의 유지

└잔반

-농민층의 입장 대변

→양반지주와 이해관계가 다름

-생업에 종사 :훈장, 농업, 상공업 등에 종사

-동학,농민봉기의 주동

2) 중간계층 : 신분상승운동의 전개

①서얼 :소청운동의 전개 영조( , 정조 때)

→동반,청요직 사의 관직(3 , 판서나 정승으로

진출하는데 유리 으로의 진출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 유득공( , 이덕무, 박제가 등)

②중인

㉠철종 때 소청운동의 전개→실패

전문직으로서의 중요한 역할 부각( )

㉡역관 : 서학 등 외래문화의 수용에 선도적 역할

→성리학적 가치체계에 도전

3) 상민의 감소

4) 노비의 감소

①공명첩,납속책,종모법의 시행

②전공, 도방

③공노비의 해방 순조( , 1801) : 일부

→갑오개혁 : 노비제의 폐지

5) 특징

①신분상승과 정치권력은 무관

②신분과 부는 일치하지 않음

③부가 있으면 신분상승이 가능 납속책( , 공명첩)

④신분제의동요

양반의 증가( , 상민과 노비의 감소)

⑤양반으로 신분상승을 하려는 이유

㉠군역 군포 의 부담 면제( )

㉡향촌사회에서의 지위 향상

ⓐ양반지배층의 수탈로부터 모면

ⓑ부의 축적과정에서의 편의

고 대 국 가

1) 신분제도의 형성 :

부족장세력을 통합․
편제할 때

2) 구분

①귀족

㉠율령의 제정

㉡친족공동체사회의

운영

②평민

㉠대부분 농민

㉡자유민

㉢조세의 납부,

노동력의 징발

천민③

㉠노비

-솔거 외거,

- 전쟁, 형벌,

부채, 세습

㉡집단 예속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