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世 姓名 官職/說明 品階

1 1
1P1

松年
송년

金紫光祿大夫, 三師太師, 門下侍郞平章事, 上護軍,
判吏部事, 太子太師

金紫光祿大夫
 고려시대의 정2품 문산계.  종2품계인 금자광록대부의 명칭이 바
뀐 것으로 1275년(충렬왕 1)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三師太師
삼사는 고려시대 태사·태부·태보의 총칭.
언제부터 주어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문종 때 각각 1인으로 
하고 모두 정1품으로 정하였다. 충렬왕 때 없어졌다가 1356년
(공민왕 5) 다시 두었으며, 1362년에 없앴다. 천자의 스승이 있
는 것처럼 태자의 스승도 있는데 태자태사라고 불렸다

정1품

門下侍郞平章事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의 정2품 관직.

문하시랑 ·문하평장사라고도 한다. 문하시중의 다음 자리로 내사
시랑평장사와 같은 지위이다. 성종 때 처음 두었으며 1061년(문
종 15) 정2품, 정원 1명으로 정하였다. 1275년(충렬왕 1) 원
(元)나라의 강요로 관제를 격하 ·개편할 때, 중서시랑평장사와 
합쳐져 첨의시랑찬성사로 개칭하였다. 1298년 폐지하였다가 다
시 두었다. 1308년 중호로 개명하고 3명으로 증원하였으며, 
1356년(공민왕 5) 반원운동의 일환으로 다시 문하시랑평장사, 
정원 1명으로 바꾸었다. 1362년 첨의찬성사, 1369년 문하찬성로 
고쳤다.
上護軍
정삼품 무반직(武班職)으로 고려 때의 상장군(上將軍)이 고려 후
기에 개칭된 것이다. 상장군은 고려 전기 이군(二軍) 육위(六衛)
에 각각 1명씩 모두 8명이 있으면서 무반의 최고층을 구성하였
다. 고려 후기 상호군으로 개칭된 시기는 불명확하다.
判吏部事
“判尙書吏部事”의 준말이며 고려시대, 이부의 으뜸 벼슬. 재신
이 겸하였다. 判事.
太子太師
고려는 왕자나 부마 또는 공신, 최고위 관료에게 이 직책을 수여
하였으며, 태사, 태부 태보의 삼사 중 가장 높은 직책이었다.

上系  先祖의 官職/說明



NO 世 姓名 官職/說明 品階

2 2
1P13

華
화

中書侍郞, 金紫光祿大夫, 門下侍郞平章事, 上將軍,
判吏部事
中書侍郞 - “中書侍郞平章事”의 준말 -  고려 시대 최고 정무 
기관인 중서문하성의 정2품직. 정2품

金紫光祿大夫 - 앞 참조
門下侍郞平章事 - 앞 참조
上將軍 - 고려시대 중앙군의 최고지휘관.
判吏部事 - “判尙書吏部事”의 준말이며 고려시대, 이부의 으
뜸 벼슬. 재신이 겸하였다. 判事.

3 3
1P13

謨
모

中書侍郞平章事 僉議侍郞贊成事(정2품) 匡靖大夫(종2품)

中書侍郞平章事 -  고려 시대 최고 정무 기관인 중서문하성
의 정2품직. 判軍簿司事(재신이 겸직) 정2품

4 3
1P36

諴
함

中書侍郞平章事
中書侍郞平章事 -  고려 시대 최고 정무 기관인 중서문하성
의 정2품직. 정2품

5 4
1P13

宗璘
종린

左右副承旨 僉議政丞 朝顯大夫 近衛役令將軍 都僉議
(都僉議使司 정2품)
右副承旨 - 고려 후기의 밀직사와 조선시대 중추원·승정원·승
추부의 정3품 당상 관직.
僉議政丞 - 고려시대, 도첨의사사·도첨의부의 종1품 벼슬. 종1품

朝顯大夫 - 고려 시대에 둔 종사품 문관의 품계

6 4
1P20

宗瑞
종서

僉議 政堂文學 密直司 版圖司判事 上護軍
政堂文學 -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의 종2품 관직

종1품
版圖司 - 고려시대에 호구 ·공부 ·전량 등을 관장한 중앙행정
관서. 1275년(충렬왕 1) 상서호부를 개칭하여 둔 이래 1304년, 
1362년 및 1372년 각각 설치하였다. 관원으로는 판서 정3품
判事 - 종1품
上護軍 - 고려·조선 시대 중앙군의 최고 지휘관. 정삼품 무반직

7 5
1P13

滋
자

判宗簿寺事 致仕
判宗簿寺事 - 고려시대 및 조선 태조 연간 종부시의 정3품 관직.  
致仕 - 관리가 70세가 되면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나던 제도 정3품



NO 世 姓名 官職/說明 品階

8 5
1P14

文紹
문소

典法司 判書

判書 - 고려 후기의 정3품 관직. 정3품

9 5
1P20

文弼
문필

典理判書 兼 集賢殿 大提學
判書 - 고려 후기의 정3품 관직.

정2품
大提學 - 홍문관·예문관의 정2품 벼슬. 

10 6
1P20

琇
수

左右 衛 保勝 中郎將

中郎將 - 고려시대의 정5품 무관직. 정5품

11 7
1P24

知止
지지

守 少尹

少尹 - 조선 초기 한성부·개성부·상서사 등에 두었던 정4품 관직 정4품

12 7
1P25

義止
의지

中郎將

中郎將 - 고려시대의 정5품 무관직. 정5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