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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조선후기에 국에 견된 사신들을 통해 서학서(西學書)가 래되면서 천주

교 신앙 한 조선 사회에 본격 으로 수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

음 조선에 래된 천주교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범 하고도 신속하게 되

*  이 논문은 2018년도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의 순교 심포지엄 연구 과제로 수행된 연구 

결과물이며, 2019년 5월 18일에 해당 수도회 본원의 복자회  성당에서 �배교․유배․증

언�을 주제로 진행된 제9회 순교 국내 학술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원고의 제목과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발표 당시 제목은 “1801년 천주교인 유배 조치의 양상과 유배인의 

삶: �사학징의(邪學懲義)� 분석을 심으로”이며, 토론을 맡아 유익한 논평을 해  주

 서종태 교수께 감사드린다.

** 한국학 앙연구원 한국학 학원 인문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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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천주교 신자들에 한 조선 정부의 탄압도 본격 으로 개되었다. 특히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 한 직후에 일어난 신유사옥(辛酉邪獄)은 조선에 천주교

가 래된 이래 많은 수의 천주교인들이 집단 으로 희생된 첫 사례이자 이후 

개될 천주교인에 한 본격 인 박해의 신호탄이라는 에서 요한 의미가 

있다. 신유사옥은 유교 지배체제에 한 심각한 도 으로 간주되는 천주교 신앙

의 확산을 막기 한 종교탄압이면서 동시에 집권 노론세력이 이를 빌미로 남인 

등 정치  반 세력을 제거하기 한 권력 투쟁의 성격을 지닌 사건이기도 하

다.1)1)그간 신유사옥의 배경과 개, 천주교인들의 피해 상황에 해서는 교회사 

연구자들을 심으로 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져 신유사옥기 정국 동향과 천주

교 탄압의 정치  배경, 정약종․황사 을 비롯한 순교자들의 사상과 활동, 천주

교의 수용과정과 교인의 규모 등에 해 어느 정도 그 모가 밝 졌다.

특히 신유사옥을 이해하는데 요한 자료인 두산 순교성지 내 한국천주교순

교자박물  소장 �사학징의(邪學懲義)�가 1970년 에 인되어 학계에 소개된 

이후 신유사옥 당시 천주교인들의 활동  존재 양상, 피해 규모 등 여러 쟁

에 한 구체 인 근이 가능해졌다.2)2)�사학징의�는 편찬자와 편찬 연 를 정

확히 알 수 없지만 내용 에 형조를 ‘본조(本曹)’라 칭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

듯이 천주교인들을 처벌하는데 심이 되었던 형조(刑曹)에서 주고받은 공문, 

련 인물들의 인  사항과 행 , 천주교도들에 한 신문과 처벌 내용, 압수한 

서 과 성물 등이 자세히  있는 매우 귀 한 자료이다.3)3)이 �사학징의�를 

주요 분석 상으로 삼아 당시 신도들의 신분과 직업, 경제  조건에 한 종합

 검토가 이루어졌으며,4)4)교회의 교 조직과 신자들의 가족 계, 신자들의 처

벌 유형과 규모를 밝히거나5)
5)서울 지역 천주교 신자들을 상으로 하여 각 인

1) 신유사옥의 반 인 내용은 최석우, ｢천주교의 박해｣(1975 �한국사� 15, 국사편찬 원

회)에 의거하 다. 한편 신유사옥이 淸南系의 개 조처를 되돌리기 한 노론 僻派의 정

치  목 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서종태, ｢신유박해의 정치  배경: 청남계의 개  활

동과 련하여｣(2002 �교회사연구� 18) 참조.

2) 한국교회사연구소, 1977 �邪學懲義�, 한국교회사연구자료총서 제7집, 불함문화사.

3) �사학징의�의 자료 가치에 해서는 조 , ｢�사학징의�의 사료  특성｣(2001 �한국순교자

연구 5: 역주 사학징의 Ⅰ�, 한국순교자 양 원회)을 참고하 다.

4) 조 , 1977 ｢신유박해의 분석  고찰｣ �교회사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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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별 거주지 분석이 수행되기도 하 다.6)6)  

이상의 연구를 통해 지 않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천주교사와 

련해서 여 히 밝 야 할 내용은 지 않은데, 당시 유배형에 처해진 교인들

에 한 분석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신유사옥 시기 희생자들에 해 1811년 천

주교 신자들이 교황에게 보낸 편지에 순교자가 100여 명, 유배 약 400명을 합하

여 500여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7)7)숫자의 정확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처형된 

교인들보다도 훨씬 많은 교인들이 유배형에 처해졌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

만 순교자나 양반 신분의 교인들에 비해 평․천민이 다수 포함된 유배인의 존재 

양상에 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신유사옥 당시 유배에 처해진 인물들을 살핀 성과들이 몇 

편 제출되어 주목된다. 먼  박주는 신유사옥 당시 피해를 입은 교인 가운데 여

성 유배인을 �사학징의�에서 찾아내어 개 한 바 있으며,8)8)홍동 은 황사 의 

부인이자 정약용의 조카로 제주도에 유배간 정명련(丁命連)의 유배지에서의 삶

을 검토하기도 하 다.9)9) 한 하성래는 철종 때 거제부사를 역임한 무신(武臣) 

하겸락(河兼洛, 1825~1904)의 문집 �사헌유집(思軒遺集)�을 분석하여 신유사옥 

당시 순교자 유항검의 딸로서 거제도에 유배간 유섬이의 생활상을 복원하고, 유

섬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존 묘소를 찾아내기도 하 다.10)10)이들 연구는 일부 

순교자 심에서 이름없는 유배인으로 이 시기 교회사 연구의 외연을 확 시켰

다는 에서 고무 이다.

본고는 에서 제시한 여러 선행 연구에 힘입어 신유사옥 당시 유배인 체를 

상으로 하여 정부의 유배 조치가 갖는 의미, 유배의 지역별 분포, 유배인의 처

 5) 김한규, 1979 ｢�사학징의�를 통해서 본 기 한국천주교회의 몇가지 문제｣ �교회사연구� 2.

 6) 방상근, 2002 ｢18세기 말 서울 지역 천주교 신자들의 거주지 연구｣ �교회사연구� 18.

 7) 샤를르 달 (안응렬․최석우 역주), 1980 �한국천주교회사� 中, 분도출 사, 35면.

 8) 박주, 2002 ｢조선후기 신유박해와 여성｣ �조선사연구� 11.

 9) 홍동 , 2017 ｢다산 정약용의 조카 정난주(마리아)의 제주도 유배생활과 천주교｣ �다산

과 � 10.

10) 하성래, 2014 ｢거제로 유배된 유항검의 딸 섬이의 삶｣ �교회와 역사� 467. 이 하성래의 

연구를 토 로 유섬이의 삶을 사료와 문학작품을 통해 보다 입체 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김윤선, ｢사료와 문학으로 구 된 유배자 유섬이｣(2017 �교회사연구� 50)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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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생활상에 한 종합  검토를 시도한다. 본고에서 활용할 주요 자료는 당

시 유배인의 정보를 가장 자세하게 보여주는 �사학징의�이다. 후술하겠지만 �사

학징의�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유배에 처해진 모두 226명의 유배인 명

단을 확인할 수 있다. �사학징의�와 함께 �승정원일기�를 비롯한 연 기 자료, 

그리고 규장각․장서각 소장 �연좌안(連坐案)�11)이11)보완 자료로 활용될 것인데, 

특히 순교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좌되어 유배된 인물들 일부의 사망 연 를 

�연좌안� 기록을 통해 밝힐 것이다. 본고의 분석을 통해 신유사옥 시기 유배된 

교인들의 반 인 모습을 복원하고, 그동안 알려진 유배인 련 일부 잘못된 

정보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기 한다.

2. 1801년 천주교인 유배 조치의 양상과 유배인의 규모

조선후기 천주교 신앙이 조선에 수용되면서 천주교 신자들의 숫자가 정조 에 

크게 증가하 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정조가 죽고 어린 순조가 즉

하면서 섭정을 시작한 왕 비가 1801년 1월에 내린 언문(諺文) 하교는 신유

사옥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하교에서 왕 비는 선왕, 즉 정조가 정학

(正學)이 밝아지면 사학(邪學)은 로 종식될 것이라 하 지만 실은 천주교

가 서울에서 충청도까지 더욱 치성하는 상황을 개탄하면서 찰사, 수령 등 지

방 이 련자들을 색출하여 타이르되 뉘우치지 않으면 역 을 다스리는 법률로 

다스릴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는 천주교 신자들에 한 강경 응을 주문하는 

것으로 박해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에 다름 아니었다. 같은 하교에서 왕 비는 

이웃 사이에 서로 감시하면서 교인들을 철 하게 신고하는 조치로 오가작통법

(五家作統法)의 활용을 거론하 다.12)12)

11) �연좌안�은 조 인 1728년부터 고종 인 1886년까지 역모 등 국사범 련 연좌죄인 명

단을 기재한 편자 미상의 책자로 고종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연좌안�의 내용에 해

서는 심재우, ｢조선시  연좌제의 실상: �연좌안� 분석을 심으로｣(2011 �한국문화� 55) 

참조.

12) �승정원일기� 1832책, 순조 1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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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여러 조정 리들 한 천주교인들에 한 강경 처를 지지하고 나섰

다. 의정 심환지(沈煥之)는 왕 비의 하교에 불응하는 무리는 극률(極律)을 

용해서 처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들었고,13)13)심지어 형조 서 이의필(李義

弼)은 이들에게 얼굴에 문신을 새기는 묵형(墨刑)을 가하여 이들 무리를 다른 

사람들과 격리시키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 다.14)14)이의필이 언 한 몸에 문신을 

새기는 묵형은 자자형(刺字刑)을 말하는데, 조선 기에 도 을 다스릴 때 시행

된 은 있지만 조선후기에는 명목만 남았다가 조 16년(1740)에 완 히 폐지

된 형벌이다. 이는 조가 형정 정비의 일환으로 각종 악형, 혹형을 지하는 과

정에서 사라진 자자형을 천주교인 처벌을 해 부활시키자는 극단 인 주장이었

다. 천주교인에게 자자형을 시행하자는 이의필의 제안은 비록 받아들여지지 않

았지만 당시 리들의 강경 분 기를 확인할 수 있는 한 이다.

왕 비의 하교 며칠 후에 공교롭게도 정약종(丁若鍾)이 천주교 서 과 성물 

등을 안 한 곳으로 옮기려다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천주교인 색

출, 체포가 본격화되었다. 이 때 체포된 정약종이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임 과 

어버이를 향해 방자하게 흉언을 발설하 다는 이유로 부사 이병모(李秉模)는 

‘범상부도(犯上不道)’, 즉 부도덕한 말로 주상을 모독한 자를 처벌하는 죄목으로 

그를 즉시 처형할 것을 요구하 다.15)15)이에 따라 그는 단순히 사학(邪學)을 믿

은 것에 더하여 보다 큰 죄목으로 처벌받게 된다. 한 이보다 한참 뒤에 라

도 주의 순교자 유항검(柳恒 )과 유 검(柳觀 )이 역모에 하는 역부도

(大 不道), 모역동참( 同參)의 죄목으로 지목되어 처형된 것도 당시 천주교 

핵심 인물들을 통상 인 경우와 달리 무겁게 다스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

다.16)16)천주교인들이 � 명률�의 ‘ 지사무사술(禁止師巫邪術)’ 조문이나 ‘조요

서요언(造妖書妖 )’ 조문이 아닌 역모에 하는 범상부도(犯上不道)나 모반

역( 反大 )의 죄목으로 조율함으로써 재산을 몰수하거나 가족들도 함께 연좌

13) 와 같음.

14) �승정원일기� 1833책, 순조 1년 2월 5일.

15) �승정원일기� 1833책, 순조 1년 2월 25일.

16) �순조실록� 권3, 순조 1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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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의거하여 처벌받도록 한 것이다.17)17)

이처럼 천주교인 색출, 신문, 처벌 과정이 진행되면서 앞서 언 한 것처럼 여

러 신자들이 신문 과정에서 죽거나 처형되었으며, 간신히 처형을 면한 신자들 

상당수가 유배형에 처해져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이들 

유배보낼 신자들을 어느 지역으로 보낼 것인가가 논란이 되었는데, 컨  1801

년 2월에 부사 이병모의 경우 유배지 선정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 다. 그

는 외딴섬 한 곳을 지정하여 사학죄인을 함께 몰아넣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하

면서도, 한편으로 한 섬에 이들이 집결하게 되면 그 섬은 사학에 오염되어  

다른 변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18)18) 

그 다음 달에 장령 권한 (權漢緯)는 새로운 제안을 하는데, 그는 이들에게 도

첩(度牒)을 주어 승려로 만들어 각 도 사찰에 흩어 놓는 방안을 제시하 다.19)19) 

이와 같은 의견을 한 왕 비는 최종 으로 유배보낼 사학죄인을 격리할 

방안에 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먼  이병모가 제안한 이들 모두를 한꺼

17) 필자는 조선에서 천주교는 사학(邪學)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이를 믿는 신자들의 경우 다

음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 다고 본다. 즉 1) � 명률직해� 권11, 율(禮律) 제

사(祭祀) ｢ 지사무사술(禁止師巫邪術)｣조의 법사(法師)나 무당이 사술(邪術)을 부려서 

백성을 혹시킨 경우에서 주범은 교형이고 종범은 장100 유3천리에 처한다. 2) � 명률

직해� 권18, 형률(刑律) 도 (盜賊) ｢조요언요서(造妖書妖 )｣조의 요서(妖書)나 요언

(妖 )을 지어내거나 하여 군 을 혹한 죄는 참형에 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신유사

옥 당시 정약종은 일기에서 ‘國有大仇 君也 家有大仇 父也’라 표 한 것이 발되었고, 

유항검․유 검 등은 국에 ‘大舶請來’를 주도한 사실이 밝 져 앞의 조문보다 훨씬 무

겁게 조율되어 처벌받게 된다. 즉 1) � 명률직해� 권18, 형률(刑律) 도 (盜賊) ｢모반

역( 反大 )｣조의 모반이나 역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조문에 의거하여 본인은 능

지처사에 처할 뿐 아니라 아버지나 16세 이상 아들은 교형, 기타 가족들을 노비로 삼고 

재산을 몰수하 다(유항검․유 검). 혹은  2) �경국 � 권5, 형  ｢추단(推斷)｣조의 

임 에게 난언(亂 )을 하되 그 정황이 심각한 경우로 간주하여 당사자를 참수형에 처하

고 재산을 몰수하는 처벌을 가하기도 하 다(정약종). 이러한 법 용으로 인해 당시 신

유사옥의 주요 순교자들은 자신 외에 가족들까지 화를 입게 되었다. 이 외 조선후기 천

주교도에 한 법 용, 처벌 양상에 한 사례 분석은 원재연, �조선왕조의 법과 그리스

도교: 동서양의 상호인식과 문화충돌�(2003 한들출 사), 153-322면 참조. 

18) �승정원일기� 1833책, 순조 1년 2월 25일.

19) �승정원일기� 1834책, 순조 1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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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에 외딴 섬에 수용하는 것의 문제 을 네 가지 제시하는데, 첫째, 섬을 지키는 

장(官長)은 변방의 장수에 불과하며 할 병력도 많지 않으므로 이들 무리가 

힘을 합치면 연해 지역의 큰 근심이 될 것이라는 , 둘째, 먼 지방 섬은 개 

유언비어가 발생하는 곳인데 이들이 근거 없는 말을 유포하게 되면 백성들이 안

정될 날이 없을 것이라는 , 셋째, 이들이 섬을 지나는 외국 상선(商船)들과 교

통할 염려가 있다는 , 넷째, 한군데 모이게 되면 자녀 생산이 차 번성할 것

이므로 이는 나라를 원망하는 종자를 뿌리는 것이라는  등이다. 결국 비는 

외딴 섬에 천주교인들을 몰아넣는 신에 각 고을에 1명씩 분산하여 유배보내는 

안을 제시한다. 즉 죄의 경 에 따라 유배지를 나 되 이들이 유배를 가게 되면 

읍의 감옥에 수감하도록 하며, 감옥 내에서도 다른 죄인들과 따로 거처하도록 

분리 수용을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할 수령이 이들에게 죽지 않을 정도의 음

식과 의복만 지 하고, 옥리․옥졸조차도 그들과 상 하여 말을 주고받지 못하

게 하며, 이들이 도망가거나 외부인과 교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수령의 고과 

성 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단속하라는 것이다.20)20)

왕 비의 제안은 사학죄인들이 함께 있지 못하게 유배지를 분리하여 유배보

내되, 다른 일반 유배인이 유배 군  경내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과 달리 

천주교인들의 경우 감옥에 수감하여 철 하게 감시, 통제하자는 내용이었다. 그

러나 실 으로 모든 군 에서 이들 사학죄인을 분산 수용할 감옥 시설을 갖추

기는 쉽지 않았던 듯한데, 왕 비가 제안한 다음날 비변사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21)21)그러자 의정 심환지는 수정 제안을 하 다. 그는 서

북 지역은 풍습이 순박하면서도 고집이 세기 때문에 사학에 오염될 우려가 있으

니 이곳은 유배지로 하지 않다고 하면서, 서북 이외 6도의 큰 고을에 3-4명, 

작은 고을에 1-2명씩 유배 보내자는 의견을 제시하 다. 그러면서 고을의 감옥

에 이들을 따로 가두는 문제는 소요가 잇따를 염려가 있어 어떻게 하는 것이 좋

을지 모르겠다고 하 고, 이에 왕 비 한 좀더 논의하여 한 방안을 찾

20) �승정원일기� 1835책, 순조 1년 3월 19일.

21) �승정원일기� 1835책, 순조 1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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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라고 주문한다.22)22)이런 과정을 거쳐 확정된 유배인 리 방안이 �사학징의�에 

수록된 ｢발배 문식(發配關文式)｣으로 추정되는데, 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릇 사학으로 인해 유배가는 자들은 다른 죄인과 자별(自別)하다는 사실은 후 

칙교(飭敎)에서 분명히 했다. 보수주인(保授主人)은 반드시 근실하고 착실한 자를 

택해서 정하며, 그로 하여  별도로 하나의 장소를 마련하여 감옥 죄수와 같이 리

한다. 문밖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하며 외인과 교류도 지시킨다. 비록 가내

인(家內人)이라도 한가로이 이야기 나 지 못하게 한다. 외읍(外邑)도 오가통(五家

統)의 제도가 있으니 통내 여러 가호에서 힘을 합쳐 감시한다. 5일, 혹은 10일 단

로 이상 유무를 지방 에게 보고하면 지방  한 수시로 조사한다. 지  이처럼 방

수(防守)를 엄하게 하는 것은 염의 걱정 때문이다. 혹 조 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해당 지방  처벌은 몇 일  하교에 의거하여 거행해야 마땅하다.  문(營門)에

서 수시로 살펴서 더욱 착실히 유념하라.23)23)

이 ｢발배 문식｣은 �사학징의� 속 형조에서 보낸 각종 이문(移文)의 부록 형

태로 실려 있는데, 형조에서 각 지방 감 에 보낸 내용으로 보인다. 의 인용문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앞서 왕 비의 지시가 거의 그 로 철되었다. 이처

럼 유배된 천주교인들은 다른 유배인과 분리하고자 했는데, 이들을 리하는 보

수주인(保授主人)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정하도록 하고, 마치 지 의 가택 연

과 같이 거주지를 이탈하거나 외부인과의 을 차단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

들을 제 로 리하지 못하는 수령을 엄히 처벌하려 했는데, 이는 유배지에서의 

천주교 , 확산을 막기 한 의도 다.

그럼 실제 신유사옥으로 유배된 교인들의 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학징의�

에는 당시 정법(正法), 즉 사형에 처해진 교인이나 장폐(杖斃), 즉 고문으로 사

망한 교인, 간에 풀려나거나 자수한 교인 외에 본고의 주 심인 유배에 처해

진 교인들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 �사학징의�에서 찾아낸 유배인의 체 

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22) �승정원일기� 1836책, 순조 1년 4월 5일.

23) �사학징의� 권1, 移文帙 附 發配關文式.



1801년 천주교 유배인의 현황과 유배지에서의 삶·281

<표 1> �사학징의� 수록 유배인 체 황

유형
유배지

합계
강원 경기 경상 라 충청 평안 함경 황해

서울 5 1 23 39 2 2 3 8 83

지방 14 48 33 3 6 5 12 121

연좌 7 9 2 4 22

합계 19 1 78 81 5 10 12 20 226

<표 1>에서 보듯이 �사학징의�에 수록된 체 유배인 수는 226명에 달한다. 

앞서 샤를르 달 의 �한국천주교회사� 수록 기록에는 신유사옥 당시 400명 정도

가 유배된 것으로 추정하 는데, 그의 추정이 맞는다면 �사학징의�에는 실제 유

배인의 반이 조  넘는 인물들이 실려있는 셈이다. 하지만 분석의 일 성을 

해서 본고에서는 철 하게 �사학징의� 수록 인물로 분석 상을 한정하고자 

한다.24)24) 

의 표에 나오는 유형  ‘서울’은 서울의 청에 잡  와서 신문을 받고 유

배에 처해진 인물들을 말한다. 이들은 다시 국청(鞫廳)에서 신문을 받고 의 부

에서 유배된 인물과 형조에서 유배된 인물의 두 유형으로 나  수 있다. 다음으

로 ‘지방’은 각도 감 의 찰사가 직  유배를 보낸 명단이다. 조선에서 시행된 

형벌은 � 명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의 오형(五刑)

이 있었고 각 지방 찰사는 사형을 제외한 유형을 스스로 집행할 수 있었다.25)25) 

마지막으로 ‘연좌’는 처형된 유항검(柳恒 ), 윤지헌(尹持憲), 황사 (黃嗣永), 

황심(黃沁)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좌되어 유배된 인물들을 말한다.26)26)표에서 

24) 사실 최석우가 어떤 근거로 유배인을 400명으로 추산했는지 그 근거는 불분명하다. 400

명이라는 숫자에는 교인이나 교인 가족이 아닌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데, 분명한 것은 �사학징의�만큼 상세하게 신유사옥 당시 유배인의 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25) 존하는 감 의 啓 類 자료에는 감사가 자체 으로 다른 도에 죄인을 유배 보낸 기록

이 많이 기재되어 있다. 컨  �평안감 계록�에는 19세기 반 각도 감 에서 평안도

로 유배보낸 죄인들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해서는 심재우, ｢19세기 반 평안

도 지역 유배인의 성격과 유배행정: �평안감 계록� 순조  기사 분석｣(2012 �한국문화�

59)을 참고할 수 있다.

26) �사학징의�에는 황사 의 직계가족이 아닌 삼 , 노비, 비부(婢夫) 다가 유배된 인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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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듯이 서울의 의 부와 형조에서 신문을 받고 유배 조치된 교인(83명)에 

비해 지방 감 에서 직  유배보낸 숫자(121명)가 더 많다.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체 226명의 부분인 159명(70.4%)이 라도(81명)와 경상도(78명) 

지역으로 유배보내졌고, 북쪽 변경지역으로 떠난 자는 소수 다. 반면 경기도(1

명)와 충청도(5명)에는 극소수 교인들이 유배되었다. 교인들의 유배지가 라도

와 경상도에 집 되었음을 의미한다.

구체 으로 어느 지역이 유배지로 정해졌는데 확인하기 해 이들 226명의 군

별 유배지 분포를 분석한 것이 다음 <표 2>이다.

<표 2> 유배지의 군 별 분포   

분류 내륙 섬 합계

강원도
간성(2), 강릉(2), 김화(3), 낭천(1), 양구(1), 양양(1), 인제(1), 정선(1),

통천(2), 평창(2), 회양(1), 횡성(2)
19

경기도 이천(1) 1

경상도

거창(4), 경산(1), 고성(5), 곤양(2), 김산(1), 기장(3), 김해(4), 단성(3), 

양(1), 사천(2), 산청(1), 삼가(1), 상주(1), 선산(1), 성주(1), 안의(1), 

양산(2), 언양(3), 덕(1), 일(1), 榮川(1), 永川(2), 해(1), 울산(3), 

웅천(2), 의령(1), 의성(1), 장기(1), 진주(2), 진해(2), 창녕(1), 청도(1), 

청하(3), 계(2), 칠원(2), 풍기(1), 하동(2), 함안(1), 함양(1), 합천(1), 

풍(1), 흥해(1)

거제도(3), 

남해(2)
78

라도

강진(2), 고부(2), 고창(1), 곡성(1), 양(2), 주(1), 구례(2), 구(1), 

김제(1), 나주(1), 낙안(2), 남원(2), 남평(1), 능주(2), 담양(2), 동복(1), 

무장(1), 무주(1), 보성(1), 부안(1), 순창(1), 순천(3), 여산(1), (1), 

암(1), 옥과(2), 옥구(1), 운 (1), 익산(1), 임실(1), 임피(1), 장성(2), 

장수(3), 장흥(2), 정읍(1), 진안(2), 창평(2), 태인(1), 함평(1), 해남(3), 

화순(1), 흥양(3)

갑도(1), 

사도(1), 

신지도(5), 

임자도(4), 

제주도(3), 

추자도(1), 

흑산도(3) 

81

충청도 면천(1), 청주(1), 충주(1), 태안(1), 황간(1) 5

평안도
가산(1), 개천(1), 박천(1), 벽동(1), 원(1), 원(1), 증산(1), 산(2), 

태천(1)
10

함경도
갑산(1), 경흥(2), 길주(1), 단천(1), 명천(1), 무산(1), 북청(1), 삼수(1), 

흥(1), 정평(1), 홍원(1)
12

황해도
강령(1), 곡산(1), 문화(1), 송화(1), 수안(2), 신천(1), 안악(1), 연안(1), 

은율(3), 장련(3), 장연(2), 재령(1), 토산(1), 평산(1)
20

합계 203 23 226

명의 명단도 별도로 실려 있는데, 이들 7명 한 편의상 ‘연좌’ 항목에 넣어서 집계하

음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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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에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반 으로 극악지(極惡地)로 분류

되는 바닷가 섬 지역으로 유배간 숫자는 23명(10.2%)인 반면 부분 내륙의 군

으로 배속되었다. 한  교인들을 철 하게 각 지역에 흩어지게 하여 분리 수

용하고 있다는 도 확인된다. 이는 일부 군 을 제외하고는 부분 한 개 고을

에 1명, 많아야 2명 정도가 배치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왕 비의 천주교인에 한 철 한 분리 지시가 그 로 철되고 있는 것이다.

<표 3> 유배인의 남녀 비율

유형 남성 여성 합계

서울 60 23 83

지방 105 16 121

연좌 12 10 22

합계 177 49 226

다음으로 <표 3>은 유배된 교인들의 남녀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상 가능하

듯이 남성이 177명(78.3%)으로 과반을 훨씬 넘고 있지만 여성 한 49명에 달

하고 있다. 그런데 연좌제로 유배된 경우는 남녀 비율이 비슷하다. 이상 �사학징

의�에 실린 신유사옥 당시 피해를 입은 유배인의 체  규모를 개 으로 제

시하 다. 이와 같은 비  고찰을 제로 하여 각 유배인들의 구체 인 상황

에 해서는 이하에서 추 해보기로 한다.

3. 유배인의 유형별 황과 특징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유사옥 당시 순교자 외에도 많은 련 인물들이 

유배에 처해졌다. 당시 정부에서는 천주교  등의 우려 때문에 보통의 다른 

유배인들보다 이들의 유배지 배정과 유배인 리, 감독에 더욱 신경을 썼다. �사

학징의�에서 찾아낸 유배형에 처해진 226명은 서울에서 유배에 처해진 자들, 지

방감 에서 직  유배보낸 자들, 순교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좌되어 유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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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해진 자들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들은 국 8도에 철 히 분산, 유배되었음을 

확인하 는데, 이들 유배인을 앞 장에서 제시한 3개 유형으로 나 어 좀더 구체

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서울에서 유배보낸 인물

서울의 의 부와 형조 등에서 신문을 받고 형이 확정되어 유배에 처해진 자들

은 앞 장 <표 1>에서 제시한 것처럼 모두 83명이 확인된다. 이들의 유배를 주

한 당시 사법기 에 따라 다시 의 부와 형조로 나  수 있으며, 각각 14명, 69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국청에서 신문을 받고 의 부에서 유배보낸 인물 14

명의 이름과 유배지를 정리한 것이 아래 <표 4>이다.

<표 4> 의 부 유배 명단27)
27)

이름 유배지 비고

金宗 평안도 원 1809년 解配

金鑢 평안도 산 �실록�에는 경상도 鎭海. 1806년 解配

李基讓 함경도 단천 1802년 사망

金廷臣 함경도 북청

姜彛文 경상도 언양 姜彛天 동생

金鎔 라도 진안

李學逵 라도 능주→경상도 김해 李家煥 생질. 1824년 解配

申 權 라도 운 →경상도 고성 李家煥 생질

李致薰 라도 제주도 李承薰 동생

丁若銓 라도 신지도→ 라도 흑산도 정약종 형, 이승훈 처남. 1816년 사망

吳錫忠 라도 임자도 李 伊 올 의 친정어른, 吳始壽 후손

丁若鏞 경상도 장기→ 라도 강진 정약종 동생, 이승훈 처남. 1818년 解配

李寬基 라도 장흥

趙東暹 함경도 무산 1830년 配所에서 사망

27) <표 4>는 �사학징의� 권1, 正法罪人秩의 부록에 실린 ｢定配秩｣ 명단을 도표화한 것이다

(앞서 소개한 인본 �사학징의� 175면 참조). 본 명단에 직 리가 아닌 자들도 함

께 수록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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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학 련해서 체포, 압송되어 국청에서 무거운 

신문을 받다가 유배 조치된 인물들로서 직 리, 진사(進士) 등 양반 신분

이다. �사학징의�에는 유배에 처해진 직 리의 숫자가 많지 않다. 이는 처

음에 유배 조치되었다가 이후 처형된 윤행임(尹行恁)과 같은 인물들은 명단에서 

제외하 기 때문으로 보인다.28)28)그리고 사학 련 인물들을 마구잡이로 체포, 신

문하여 억울한 희생자가 생겨날 우려를 표명하며 사학도 토벌의 문제 을 지

하는 상소문을 올렸다가 거제도에 유배 조치된 헌납 송문술(宋文述)29)29)등도 이 

명단에는 없다. 한편, 표의 비고에도 어놓았듯이 김용과 조동섬의 유배지 정보

는 �사학징의� 기록이 �승정원일기�와 상이한 부분도 일부 확인된다. 따라서 �사

학징의� 명단의 락이나 기록의 일부 착오 등을 감안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이들 에는 유배지가 복되는 인물들은  없으며, 남

쪽의 라도와 경상도 외에도 북쪽 변방지역인 함경도와 평안도 일부 군 을 유

배지로 배정받고 있다. 이 가운데 당  신지도와 경상도 장기에 각각 유배되었

던 정약 ․정약용 형제는 황사  백서사건 이후 다시 흑산도와 라도 강진으

로 이배(移配)되었고, 마찬가지로 이가환의 생질 이학규와 신여권 한 당  

라도 능주와 운 에서 황사  백서사건 이후 경상도 김해와 고성으로 각각 이배

되었다. 이들 14명 가운데 도(絶島), 즉 섬 지역이 배소로 결정된 인물은 앞의 

정약  외에 이승훈의 동생 이치훈(제주도), 오석충(임자도) 등 3명이다. 특히 

오석충은 임자도에 유배간 최 의 유배인인데 이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언 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형조 유배인 69명의 도별 유배지를 정리한 것이 다음 <표 5>이다. 

이들은 직이 없는 사족이나 평, 천민들인데 서울의 포도청 등에 붙잡  와서 

신문을 받고 최종 으로 형조에서 유배형이 확정된 인물들이다. 

28) 윤행임의 경우 1801년 5월에 신지도에 유배 조치되었다가 이후 9월에 사사(賜死)되었다. 

이에 해서는 �순조실록� 권3, 순조 1년 5월 14일  �순조실록� 권3, 순조 1년 9월 10

일 기사 참조.

29) 송문술에 해서는 �승정원일기� 1837책, 1801년 5월 10일  5월 12일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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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형조 유배인30)
30)

유배지
합계

강원 경기 경상 라 충청 평안 함경 황해

5 1 20 33 2 8 69

번잡함을 피하기 해 <표 5>에서 형조 유배인 69명의 명단은 제시하지는 않

았지만, 이들은 순교한 정약종(丁若鍾), 강완숙(姜完淑), 정복혜(鄭福惠), 이합규

(李鴿逵), 김한빈(金漢彬)의 가족이나 노비, 이존창(李存昌) 등 독실한 신자로부

터 사학을 배운 것으로 지목되거나 교인의 공 에서 언 된 인물들이었다. 이들

은 표에서 보듯이 부분 경상도와 라도 지역으로 정배되었으며, 평안도와 함

경도에는 한 명도 없다. 

�사학징의� 권2에는 이들 69명의 신문, 진술이 비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데, 특기할 은 이들 상당수가 유배에 처해지기 에 포청에서 주리(周牢)와 

같은 고문을 당했음을 알 수 있다. 도 을 다스릴 때 시행하던 모진 고문의 하

나로 악명높은 주리는 조 때 포도청에서 시행하는 것을 지시킨 바 있다. 하

지만 주리형이 이 시기 천주교인들을 신문할 때 다시 등장하여 교인들에게 심각

한 고문 후유증을 남겼다.31)31)실제로 <표 5>의 형조 유배인 에는 신문 과정의 

고문 혹은 유배에 처할 때 부가형으로 집행된 장형(杖刑) 때문에 유배 직후 사

망한 경우도 확인되는데, 유배지와 함께 ‘고(故)’라는 표시를 하여 유배지에 도

착한 직후에 사망한 3명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  한 명은 유배지가 라도 해

남으로 정해진 권철신의 처남 남필용(南必容)이며, 나머지는 황사 의 집에 출

입하다가 라도 낙안으로 유배가서 이듬해 2월에 사망한 제 득(諸寬得), 원래 

30) <표 5>는 �사학징의� 권1, 正法罪人秩의 부록에 실린 ｢本曹作配罪人秩｣에 실린 71명에서 

의 부 유배 명단에 실린 신여권, 이학규 2명을 뺀 나머지 69명을 도표화한 것이다( 인

본 �사학징의� 178면).

31) 참고로 �황사 백서�에 의하면 1795년 충주목사로 좌천된 남인의 수 이가환이 자신의 

천주교 의를 벗기 해서 천주교도들에게 주리를 처음 시행한 것으로 나온다. 이런 사

실은 다산 정약용이 쓴 <정헌 이가환 묘지명>에도 언 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가환에 의해 1795년경 천주교인을 상으로 주리가 시행된 이후 신유사옥 때 교인에 

한 주리형이 포도청에서 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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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 홍주 사람이었다가 사건이 발생하기 5년  상경하여 청 에 거주하면서 

사학을 배웠다가 체포되어 경상도 의성으로 유배된 직후인 1802년 1월에 사망한 

강성철(姜成喆)이다.

앞 장에서 언 했듯이 유배된 교인들이 서로 교류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이

들의 유배지를 가능하면 분리하 음을 형조 유배인들의 유배지 분포를 통해서도 

재차 확인된다. 컨  순교한 정복혜의 아들 윤석춘(尹錫春)의 경우 당  경상

도 장기로 유배지가 결정되어 1801년 4월 재 유배지로 가기 해 구에 도착

하 다. 하지만 정약용의 유배지와 겹친다는 이유로 결국 장기가 아닌 기장으로 

변경되었다.32)32) 

다른 사례를 좀더 소개한다. 강완숙의 가족이나 노비로 유배간 인물 4명  

강완숙의 딸 홍순희(洪 喜)는 라도 , 강완숙의 고공 김흥년(金 年)은 

라도 신지도, 강완숙의 비 정임(丁任)과 소명( 明)은 각각 황해도 송화와 경

상도 하동으로 정해졌다.  윤유일(尹有一) 가족의 경우 그의 부친 윤장(尹鏘)

이 라도 임자도인 반면 그의 숙부 윤 (尹鉉)은 라도 해남으로 확인된다. 

순교자 이합규의 경우 그의 이 이득임(李得任)은 라도 장흥, 그의 부친 이

인찬(李寅燦)은 라도 임자도, 그의 외숙 김득호(金得浩)는 충청도 태안으로 

분산되었으며, 앞서 살펴본 정복혜의 아들 윤석춘(尹碩春)이 최종 으로 경상도 

기장으로 결정된 반면 정복혜의 오빠 정명복(鄭命福)의 유배지는 라도 장성이

었다. 

한편 표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69명 에 섬에 유배된 자들은 모두 7명이었다. 

이 가운데에는 정약종의 명을 받아 천주교 서 을 옮기다가 한성부 리에 의해 

체포된 정약종의 고공 임 인(任大仁)도 있었다. 그는 1801년 2월 7일 포도청에 

잡 왔다가 3월 11일 라도의 신지도 노로 정배된 것으로 나온다.

2) 지방감 에서 유배보낸 인물

에서 살펴본 유배인들의 경우 서울로 이송되어 국청이나 포도청, 형조 등지

에서 신문을 받고 유배에 처해진 자들이라면, 여기서 살펴볼 유배인들은 각 지

32) �사학징의� 권1, 來關秩 ｢辛酉四月二十三日｣( 인본 �사학징의�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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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감 의 찰사가 자체 으로 조사, 신문을 거쳐 유배보낸 인물들이다. 이들은 

서울에서 유배보낸 83명보다 많은 121명으로 그 내역은 아래의 <표 6>, <표 7>

과 같다.33)33)

  

<표 6> 각도 유배인의 원 거주지 분포

원 거주지(道) 원 거주지(郡縣) 합계

경기도 여주(6), 양근(20), 고양(1) 27

경상도 동래(2) 2

라도
주(21), 김제(3), 고산(2), (2), 함평(1), 무안(1), 흥덕(1), 

구(1), 무장(1)
33

충청도
충주(22), 홍주(12), 덕산(5), 면천(4), 보령(2), 청양(2), 은진(3), 

공주(3), 회덕(1), 정산(1), 천안(1), 결성(1), 연풍(1)
58

함경도 함흥(1) 1

<표 7> 각도 유배인의 유배지 분포

원 거주지(道)
유배지

합계
강원 경기 경상 라 충청 평안 함경 황해

경기도 1 16 10 27

경상도 1 1 2

라도 7 6 3 4 4 9 33

충청도 5 26 23 1 3 58

함경도 1 1

합계 14 48 33 3 6 5 12 121

먼  <표 6>을 보면 이들 체 121명 가운데 충청도에서 가장 많은 58명이 유

배에 처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라도 33명, 경기도 27명 순이다. 신유

사옥 당시 천주교인으로 큰 화를 입은 지역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밖에 그 수

는 아주 지만 경상도에서 2명, 함경도에서 1명이 유배에 처해졌으며, 황해도, 

33) 이하 <표 6>, <표 7>은 �사학징의� 권1, 正法罪人秩의 부록에 실린 ｢各道罪人作配秩｣ 명

단을 도표화한 것이다( 인본 �사학징의� 1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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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도, 강원도에는 유배에 처해진 인물이 한 명도 없다. 

한 가장 많은 유배인을 배출한 군 은 충청도 충주(22명)와 홍주(12명), 

라도 주(21명), 경기도 양근(20명) 등이다. 충청도 충주의 경우 1801년 12월 

참수된 이기연(李箕延)에게 사학을 배운 죄목으로 라도 부안으로 유배가게 된 

박충운(朴忠云)을 비롯하여, 이기연의 아들이나 조카, 혹은 이기연과 교류한 인

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기연과 함께 충주 지역의 이른바 사학의 괴수라는 죄

목으로 처형된 이부춘(李富春)에게 사학을 배운 유국인(劉國仁), 이부춘의 처와 

며느리 등도 유배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이밖에 권철신의 사  이재섭

(李載燮)과 권일신의 조카 권상익(權相益)도 확인된다. 홍주 유배인 에는 김

복성(金卜星)에게 사학을 배운 최끝재(崔唜才)와 이취번(李取蕃), 김복성의 조

카 김만기(金萬起), 이 손(李占孫)․이태문(李太文) 부자가 있다. 라도 주

의 유배인은 부분 유항검 련 인물들인데, 유항검의 처남, 당질, 친구를 비롯

하여 그의 마름, 노비, 비부, 비녀(婢女)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 양

근에는 조동섬, 권철신, 윤유일, 유한숙(兪汗淑) 등에게 사학을 배운 인물들, 그

리고 권철신의 며느리와 비녀(婢女), 이 신(李 臣)의 딸, 조카와 손녀 등이 확

인된다. 

<표 7>은 이들 지방 감 에서 어느 곳으로 유배 보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유배인을 많이 배출한 충청도, 라도, 경기도 가운데 충청도와 경기도는 부분 

경상도와 라도 지역으로 유배를 보낸 반면, 라도의 경우는 황해도, 강원도, 

경상도 등 다양한 지역으로 유배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표에서 제시하지

는 않았지만 지방감 에서 자체 으로 유배보낸 의 121명 에는 섬으로 유배

보내진 인물은 한 명도 없다. 이는 다음에 살펴볼 유항검, 황사  등 가족들을 

주로 섬의 노비로 정속(定屬)시킨 것과 비된다. 

 하나 덧붙이자면 앞서 살펴본 형조 유배인처럼 감 에서 유배보낸 인물들 

에도 신문 과정에서 모진 고문을 당한 교인들이 있었던 듯한데, 유배지에 가

는 도  사망한 인물이 두 명 확인되기 때문이다. 컨  경기도 양근 이 신의 

딸 이철임(李哲任)은 부친 이 신을 따라서 사학을 배운 죄로 경상도 웅천으로 

유배지가 결정되었는데, 유배 가던 도 에 문경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온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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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라도 주의 김노 (金 積)의 경우는 유배지인 평안도 태천으로 가는 도

 개성부에서 사망하 다.

<표 8> 도배인 명단

지방감 이름(원래 거주지) 합계

경기도 鄭亨相․趙運亨․鄭宗河(여주), 李是鎔(양근) 4명

충청도

崔吉曾․崔召史․李召史․鄭召史․金召史․李召史․鄭召史(충주),  

崔唜才․李世采․李取蕃․金行得․朴成和․李太文(홍주), 崔就公․ 

朴春山(덕산), 李日先․朴有卜(면천), 金成玉(보령), 金之白․李元京

(청양), 吳漢常(은진)

21명

한편 지방감 에서 유배보낸 121명 에는 도배(徒配)된 자들이 25명에 달한

다. 도배란 유배형보다 한 등  아래 형벌인 도형(徒刑)을 의미한다. 도형은 일

정 기간 동안 노역(勞役)을 시키는 형벌로서 노역 기간에 따라 1년, 1년 반, 2

년, 2년 반, 3년의 5등 으로 나 어졌는데, 조선후기에 도배(徒配)라 하면 ‘도3

년 정배’, 즉 3년 노역형을 말한다.34)34) 에서 제시한 <표 8>이 도배에 처해진 자

들을 정리한 내역이다. 경기도 4명, 충청도 21명 등 이들 25명은 다른 유배인들

보다는 상 으로 죄가 가볍다고 단되어 종신형인 유배형이 아닌 도배로 결

정되었다고 야 할 것이다.35)35)25명  여성은 모두 충청도 충주의 6명인데, 이 

에는 이부춘의 처와 며느리가 포함되어 있다. 체 으로 지방 감 에서 유배

에 처해진 인물들은 섬 지역에 정배된 자가 한 명도 없으며, 도배에 처해진 인

물들도 25명에 달하는 등 서울로 압송, 유배된 인물들보다는 사안이 경미했다고 

도 좋다.

34) �典律通補� 권5, 刑典 名例 “稱徒配  徒三年定配 稱定配  勿限年 稱決杖  杖百 稱決

笞  笞五十”

35) 도형은 기한을 정한 노역형이지만 조선후기에는 노역을 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한이 지나

도 배소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일이 많아 유배형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운용되기도 하 다. 

따라서 도형에 처해진 25명이 과연 3년 만에 모두 풀려났을지는 의문이다. 해배(解配) 

문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언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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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좌 유배인

이제 마지막으로 연좌 유배인에 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살펴볼 인물

들은 사학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역죄인에 해서 처벌받은 순교자 가족들이

다. 유항검, 윤지헌, 황사 , 황심의 경우 역죄, 혹은 모역죄로 처형되었는데, 

이 경우 본인 이외의 가족들도 연좌 처벌을 받았다. 즉, � 명률� 규정에 따르면 

모반( 反), 역(大 ) 죄를 범한 자는 주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능

지처사(凌遲處死)에 처할 뿐만 아니라, 죄인의 16세 이상 부자(父子)는 교형(絞

刑)에 처하고, 15세 이하의 자(子), 모녀(母女)․처첩(妻妾)․조손(祖孫)․형제

(兄弟)․자매(姉妹)  아들의 처첩(妻妾) 등은 공신(功臣)의 집에 주어서 노비

로 삼도록 하 다. 아울러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백숙부(伯叔父)와 형제의 아

들도 모두 유삼천리(流三千里) 안치형(安置刑)에 처하도록 하 다. 다만 조선에

서는 � 명률� 규정에 비해 연좌 처벌 범 를 일부 축소하 다. 그리고 15세 이

하 직계 가족들을 공신의 집에 노비로 삼는 신 지방 아의 노비로 삼는 등  

� 명률� 규정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36)36)신유사옥 당시의 유항검, 윤지헌, 

황사 , 황심의 가족들도 지방 아에 유배보내어 노비로 삼았음을 아래 <표 9>

에서 알 수 있다.

<표 9> 연좌 유배인: 유배에 처해진 순교자 가족37)
37)

36) 조선에서의 연좌제 용에 한 자세한 내용은 심재우, 2011 앞의 논문, 104-105면 참조.

37) 이 표는 �사학징의� 권1, 傳敎奏啓( 인본 �사학징의� 4-8면)의 내용과 �연좌안�의 기록

에 의거하 다. 특히 비고의 유배 당시의 나이와 사망 연 는 �연좌안�에서 필자가 새롭

게 찾아낸 내용이다.

순교자 성명

(죄목)

연좌 유배인

성명 계 유배지
정속 

여부
비고

柳恒

(大 不道)

柳曰碩 子 라도 나주목 흑산도 爲奴  6세. 기유(1849) 2월 21일 物故

柳曰文 子 라도 강진  신지도 爲奴  3세. 갑자(1804) 8월 27일 物故

柳暹伊 女 경상도 거제부 爲婢  9세. 계해(1863) 7월 16일 物故

尹持憲

( 同參)
柳宗恒 妻 라도 나주목 흑산도 爲婢  을유(1825) 12월 29일 物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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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에 해 설명하기에 앞서 유항검과 그 가족의 처벌 내용에 해 언 해

둘 필요가 있다. 본 표에는 유항검의 자녀 3명만 유배에 처해진 것으로 되어 있

는데, 애 에는 더 많은 가족들을 유배보낼 계획이었다. 즉, 당  유항검과 유

검 형제가 역부도와 모역동참의 죄목으로 처형되면서 유항검의 아들 유 철

(柳重哲, 23세)과 유문석(柳文碩, 18세)도 함께 교수형에 처해진다. 그리고 처 

신희(申喜)는 함경도 경원부 비로, 나머지 아들 유왈석(柳曰錫, 6세)와 유왈문

(柳曰文, 3세)38)는38)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각각 라도 나주목 흑산도와 강진

 신지도의 노,  딸 유섬이(柳暹伊, 9세)는 경상도 거제부 비, 며느리 이

순이(李 伊, 20세, 유 철의 부인)는 평안도 벽동군 비, 조카 유 성(柳重誠)

은 함경도 회령부에 유3천리 안치시키고, 유 검의 처 이육희(李六喜)는 평안도 

원군 비로 삼기로 결정되었다. 이처럼 처음에는 유항검의 가족 모두 7명을 

유배에 보낼 정이었으나, 뒤에 신희, 이육희, 이순이, 유 성은 처형됨으로써 

38) 지 까지 흑산도와 신지도로 유배간 유항검의 아들은 유일석(柳日錫), 유일문(柳日文)으

로 잘못 알려져 왔다. 처음 군가가 자 왈(曰)을 일(日)로 혼동한 이후 잘못이 그

로 답습되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가 연 기, �사학징의�, �연좌안� 등 

련 기록을 면 히 조사한 결과 일(日)이 아닌 왈(曰)이 분명하므로 유왈석(柳曰錫)과 유

왈문(柳曰文)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尹鍾遠 子 라도 제주목 爲奴  15세. 경오(1810) 1월 18일 物故

尹鍾近 子 경상도 거제부 爲奴  13세. 무신(1848) 2월 物故

尹鍾得 子 경상도 남해 爲奴  4세. 신해(1851) 3월 27일 物故

尹英日 女 함경도 경흥부 爲婢  19세.

尹成愛 女 평안도 벽동군 爲婢  2세.

黃嗣永

(大 不道)

李允惠 母 경상도 거제부 爲婢  을해(1815) 3월 27일 物故

丁命連 妻 라도 제주목 정 爲婢  무술(1838) 2월 2일 物故

黃景漢 子 라도 암군 추자도 爲奴  2세. 기미(1859) 6월 30일 物故

黃沁

( 同參)

曾分 妻 라도 진도군 갑도 爲婢  갑오(1834) 5월 23일 物故

黃可祿 子 라도 흥양 사도 爲奴  5세. 계해(1803?) 5월 28일 物故

黃五祿 子 경상도 남해 爲奴  2세. 갑오(1834) 11월 物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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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표 9>에서 보듯이 유항검의 세 자녀인 유왈석, 유왈문, 유섬이만 유배에 

처해졌다.39)39)

이제 <표 9>의 내용을 좀더 분석해보자. 표에서 보듯이 유항검, 윤지헌, 황사

, 황심의 가족 연좌인들은 앞서 살펴본 다른 보통의 유배 교인들보다도 훨씬 

무겁게 다루어졌다. 즉, 북쪽 변방에 유배보낸 윤지헌의 두 딸 윤 일(尹英日)과 

윤성애(尹成愛)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유배인이 생활하기에 가장 열악한 섬 

지역으로 보냈다. 그리고 가족들을 뿔뿔이 흩어놓아 어린 아이 혼자 유배지에 

놓이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이들 모두 노비(官奴婢)에 배속시켜 자유로운 생

활을 박탈하 다. 이에 따라 힘든 유배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듯한데, 유배된 지 3년 만에 겨우 6세 나이로 신지도 섬에서 죽은 

유항검의 아들 유왈문, 2년 만에 겨우 7세 나이로 사도 섬에서 죽은 것으로 추

정되는 황심의 아들 황가록이 그들이다.40)40)

표에서  하나 주목할 은 거제도로 유배된 유항검의 딸 유섬이의 사망 연

이다. 서두에서 언 한 것처럼 하성래는 최근 연구에서 1862년 2월부터 1863

년 7월까지 거제도호부사를 역임한 하겸락(河兼洛)이 문집 �사헌유집�에서 밝힌 

사학(邪學)을 범한 아버지 때문에 거제도 비가 된 유처녀(柳處女)를 유항검의 

딸 유섬이로 추정한 바 있다.41)41)그런데 그 문집에 계해년인 1863년(철종 14) 7

월 유처녀가 7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있는데, 필자가 새로 찾아낸 �연좌

안� 기록에 유섬이가 1863년 7월 16일에 사망한 사실과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

서 하겸락의 문집 �사헌유집� 속 유처녀는 하성래가 밝힌 것처럼 유섬이가 분명

하다. �연좌안� 기록을 통해서 유섬이의 정확한 사망 연월일까지 최종 확인된 

셈이다.42)42)

39) 신희, 이육희, 이순이, 유 성이 유배에서 사형으로 바  이유를 �사학징의�에서는 유배

지로 떠나는 날 이들이 요언(妖 )을 내뱉었기 때문이라고 부기(附記)되어 있다(�사학

징의� 권1, 傳敎奏啓 ｢辛酉十月初七日｣). 이 때 순교한 이순이의 옥 편지를 토 로 이순

이의 삶과 조선후기 천주교 수용사를 미시 으로 분석한 로 정병설, �죽음을 넘어서: 

순교자 이순이의 옥 편지�(2014 민음사)가 주목된다.

40) 황가록의 사망 연 는 癸亥年으로 되어 있으므로 1803년, 혹은 1863년이다. 필자는 후자

보다는 자일 가능성은 더 높다고 단하여 1803년으로 추정하 다.

41) 자세한 것은 하성래, 2014 앞의 논문, 28-3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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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학징의�에는 황사 의 삼 ․노비․비부로 유배간 인물들도 별도의 

명단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표 10>과 같다. 황사 의 삼  황석필은 

함경도 경흥으로, 그리고 그의 노비 5명은 함경도, 평안도, 경상도, 라도 군

의 노비로 배속되었으며, 비부 박삼취는 경상도 거창으로 유배를 떠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을 섬보다는 환경이 나은 일반 군 으로 유배보낸 것은 황사

의 직계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인데, 이들도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한 곳으로 

보내지 않고 유배지를 분리한 것은 동일하다.

<표 10> 황사  삼 , 노비, 비부43)
43)

순교자 성명

(죄목)

연좌 유배인

성명 계 유배지
정속 

여부
비고

黃嗣永

(大 不道)

黃錫弼 叔 함경도 경흥  嚴刑 1차 후 정배

六孫 奴 함경도 갑산 爲奴

乭伊 奴 함경도 삼수 爲奴

判禮 婢 평안도 원 爲婢

古音連 婢 경상도 단성 爲婢  임술(1802?) 2월 物故

福德 婢 라도 흥양 爲婢

朴三就 婢夫 경상도 거창  嚴刑 1차 후 정배

4. 유배인의 처우와 유배지에서의 삶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 226명의 유배인들이 어떤 우를 받았고, 유배지에서의 

42) 참고로 �連坐案�은 규장각 소장본(奎15146, 4책)과 장서각 소장본(K2-3440, 3책) 두 종

류가 해진다. 규장각 소장본이 원본이며, 장서각 소장본은 일제 시기에 이를 정서한 후

 필사본이다. 규장각 소장본 �연좌안�에는 유섬이의 사망연 가 ‘癸亥’로 되어 있으며, 

장서각 소장본에는 필사 과정에서 서 ‘癸亥’를 잘못 탈 하여 ‘辛亥’로 되어 있으나 이

는 명백한 잘못이다.

43) �사학징의� 권1, ｢嗣永叔 奴婢及婢夫發配秩｣( 인본 �사학징의� 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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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 이와 련한 기록이 재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들의 삶과 존재 양태를 구체 으로 추 하는 작업

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들에 한 직 인 자료가 아니더라도 련 기록들을 

통해서 이들의 처우가 일반 유배인들과 얼마나 달랐는지,  이들이 유배지에서 

목도했을 실은 어떠했을지 가능한 범 에서 추론, 복원해보고자 한다.

먼  유배길에 한 내용이다. 일반 으로 조선후기 유배죄인은 원일 경우 

정2품 이상, 종2품부터 정3품 당상 , 정3품 당하  이하의 세 그룹으로 나 어 

각각 의 부의 도사(都事), 서리(胥吏), 나장(羅 )이 압송하 고, 이 외에 직

이 없는 자는 역졸(驛卒)이 압송하 다. 그리고 개 말을 타고 이동하 으나 

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말을 사거나 세내어 타고 가야 하는 등 이동 경비는 

자비 부담이 일반 이었다.44)44)불행하게도 본고의 상인 사학 유배인들의 경우 

유배지까지 어떻게 이동했는지에 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지만, 이와 크게 다르

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그런데 유배지로의 이동과 련하여 제주도와 추자도에 각각 유배된 황사 의 

부인 정명련(정난주)과 아들 황경헌 련 설화가 사실과 다른 부분을 꼭 지 해

두고 싶다. 홍동 은 최근의 논문에서 황경헌이 추자도에 유배되게 된 배경을 

설화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언 한다. 즉 1801년 11월 정난주가 두 살 난 아

들을 품에 안고 제주도로 가던  추자도에 이르 고, 그녀는 하나뿐인 아들이 

역 의 자손으로 자라길 원치 않아 뱃사공에게 아들이 죽어 수장했다는 거짓 보

고를 올리도록 부탁하고는 아들을 추자도에 내려놓고 제주도로 향했다는 것이

다.45)45)하지만 앞서 제시한 <표 9>에서 보듯이 황경헌은 애 부터 유배지가 추자

도로 배정이 되었고, 에서는 황경헌이 추자도에서 1859년 6월 30일에 사망한 

사실까지 정확히 악하고 있었다. 요컨  같은 방향이므로 모자(母子)가 육지

에서 배를 타고 함께 유배지로 이동했을 개연성은 아주 높지만, 정난주가 몰래 

추자도에 아들 황경헌을 남겨놓았다는 이야기는 윤색된 이야기가 분명하다.

44) 조선후기 유배인들의 유배 노정과 유배길에 해서는 김경숙, 1998 ｢조선시  유배형의 

집행과 그 사례｣ �사학연구� 55․56, 373-382면 참조.

45) 홍동 , 2017 앞의 논문, 2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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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유배인의 처우와 유배지에서의 이들에 한 통제 부분이다. 본래 유

배인들은 유배지에 가족을 데리고 가서 사는 것이 법으로도 종종 허용되었다. �

명률� 규정에는 처첩(妻妾), 부조(父祖), 자손(子孫)이 원할 경우 유배인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실제로 1449년(세종 31)에는 유배인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며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마련되기도 하 다. 한 조 기 무신난 

등에 연루되어 경상도 단성 지역으로 유배간 인물들 에도 가족과 노비가 배소

에 따라간 사례가 확인된다.46)46)하지만 신유사옥에 연루된 유배인들은 앞서 살펴

본 것처럼 가족들이 함께 있지 못하도록 원천 으로 유배지를 분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을 제한하는 등 일반 유배인들보다 훨씬 엄격하게 리되

었다. 앞서 살펴본 유배지에서의 사학유배인 리와 련한 특별 지시를 담은 �사

학징의� 수록 ｢발배 문식｣이 이를 증명한다.

｢발배 문식｣에 담긴 사학 유배인 특별 리 방안의 핵심 내용은 유배인의 거

처를 제공하는 보수주인(保授主人)이 이들 유배 교인들이 집밖에 나오지 못하도

록 격리, 감시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 히 차단하여 마치 감옥 죄수처럼 리

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보수주인은 유배지 고을 수령이 지정하는데, 유배인의 

거처를 제공하고 이들을 감시하는 책무를 맡은 자들이었다. 일반 유배인들의 경

우 유배지의 군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고을 내에서의 이동이 자유로웠던 

것에 비하면 이는 매우 가혹한 제한이자 통제가 아닐 수 없었다. 

｢발배 문식｣에서  하나 주목할 부분은 5일 혹은 10일 단 로 유배인의 이

상 유무를 고을 수령에게 보고하고, 지방 도 수시로 유배인 거처에 사람을 보

내 이들을 찰하라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각 고을에서는 유배인이 도망가지 

않고 잘 있는지 감시, 확인하기 해 정기 으로 고(點 )를 치 다. 고는 

개 한 달에 두 번, 즉 하루와 보름에 고을 수령이 망궐례(望闕禮)를 치르고 

난 후 속들을 검하면서 유배인들도 아에 불러 검하는 것이 일반 이었

다. 하지만 실제로는 유배온 지 오래된 아무 힘도 없는 유배인들에게 야박하게 

46) 이에 해서는 심재우, ｢조선 기 유배형과 유배생활｣(2000 �국사 논총� 92, 209면)  

심재우, ｢조선후기 단성 지역 정배인의 존재 양태｣(2001 �한국학보� 102, 91-111면) 참

조. 물론 유배지에 함께 모여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므로 정부의 허용 조치에도 불

구하고 유배지에 가족을 동반하는 것이 일반 인 사례는 아니었다고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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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박꼬박 고를 받게 하기 보다는 고를 생략하는 일이 많았다.47)47)이런 례

에 비추어 볼 때 ｢발배 문식｣에 나오는 사학 유배인들에 한 조치는 일반인들

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한 감시와 검을 하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의 ｢발배 문식｣이 모든 군 에서 일 되게 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

지만 어도 신유사옥 직후에는 정부의 핍박, 사람들의 멸시와 냉 가 심했을 

개연성은 크다. 이를 짐작하게 해주는 사례가 라도 강진에 유배된 다산 정약

용의 일화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다산은 당  경상도 장기에 유배되었다가 황

사  백서사건으로 다시 서울로 압송된 후 라도 강진으로 이배되었는데, 그는 

강진에 도착한 기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가경(嘉慶) 신유년(1801) 겨울에 내가 남에서 체포되어 서울에 올라왔다가, 

다시 강진으로 귀양가게 되었다. 강진은 옛날 백제(百濟)의 남쪽 변방으로 지역이 

낮고 풍속이 고루하 다. 이때에 그곳 백성들은 유배온 사람 보기를 마치 큰 해독처

럼 여겨서 가는 곳마다 모두 문을 부수고 담장을 허물어뜨리면서 달아나 버렸다. 그

런데 한 노 가 나를 불 히 여겨 자기 집에 머물게 해 주었다. 이윽고 나는 창문을 

닫아걸고 밤낮 혼자 앉아 있었다. 구와도 함께 이야기할 수 없었다.48)48)

의 상황은 다산의 18년 강진 유배생활의 첫 4년을 살았던 강진 읍성 동문 

밖 노 의 주막집에 얹 살게 되기까지 그의 처량한 신세를 그 로 보여주는데, 

고을 사람들이 다산이 머물고 있는 집의 담을 허물기도 하고 상 도 해주지 않

았다는 것이다. 다소간 과장되게 표 했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직 리가 

이 정도 으니 직이 없거나 평, 천민 신분이었던 다수 사학 유배인들에게 가

해진 사람들의 멸시와  태도는 훨씬 더 심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한편 이들 사학 유배인들의 숙식 해결도 작은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당시 

유배인에 한 기본 인 생계는 유배지 고을에서 해결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러다 보니 고을 입장에서 이들의 호구지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큰 부담이었다. 

47) 유배인 고에 한 사항은 정연식, 2002 ｢조선시 의 유배생활: 조선후기 유배가사에 

나타난 사례를 심으로｣ �인문논총� 9, 103-119면에 의거하 다.

48) � 猶 全書� 제1집 제12권, 詩文集 序 ｢喪禮四箋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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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때 재해가 심한 군 에는 유배 죄수를 보내지 못하도록 하거나, 한 군 에 

유배인이 10명을 넘지 못하도록 유배 제한 조치를 내린 것도 각 고을의 유배인 

부담을 이기 한 고육책이었다.49)49)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학 유배인의 경우

는 사정이 더 나빴을 것으로 보인다. 즉,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왕 비가 사학 

유배인의 처리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들에게는 죽지 않을 정도의 음식과 의복만 

지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음을 상기시켜 볼 때50)
50)각 고을에서 이들의 경제  문

제를 해결하는데 극 으로 나서지 않았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악의 조건은 내륙의 군 보다도 훨씬 척박한 섬 지역으로의 

유배 조치 다. 앞서 <표 2>에서 제시했듯이 사학 유배인 226명 가운데 섬으로 

귀양간 자들은 모두 23명이다. 이들은 경상도 2개 섬, 라도 7개 섬에 분산 배

치되었는데, 이들의 명단을 남, 녀로 구분하여 명단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1> 섬 유배인 명단

지역 남 녀

경상도

거제도 尹鍾近(爲奴, 윤지헌 자)
李允惠(爲婢, 황사  모)

柳暹伊(爲婢, 유항검 녀)

남해
黃五祿(爲奴, 황심 자)

尹鍾得(爲奴, 윤지헌 자)

라도

갑도 曾分(爲婢, 황심 처)

사도 黃可祿(爲奴, 황심 자)

신지도

柳曰文(爲奴, 유항검 자)

任大仁(爲奴, 정약종 고공)

金 年(姜完淑 고공)

李 任(金喜仁 시숙모)

申召史(李重馥 딸)

임자도

吳錫忠

尹鏘(윤유일 부)

權相學(권일신 부)

李寅燦(이합규 부)

제주도
尹鍾遠(爲奴, 윤지헌 자)

李致薰(이승훈 동생)
丁命連(爲婢, 황사  처)

추자도 黃景漢(爲奴, 황사  자)

흑산도
柳曰碩(爲奴, 유항검 자)

丁若銓(정약종 형)
柳宗恒(爲婢, 윤지헌 처)

49) 심재우, 2000 앞의 논문, 206-207면.

50) �승정원일기� 1835책, 순조 1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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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에서 황심의 처 증분이 유배된 갑도, 황심의 아들 황가록이 유배된 

사도, 황사 의 아들 황경한이 유배된 추자도를 제외하면 2명~5명이 한 섬에 

배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같은 섬에 배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

학죄인 분리에 힘을 쏟던 조정 분 기로 볼 때 이들이 섬의 다른 곳에 분산 수

용되었다고 야 할 것 같다. 조선후기로 오면서 외딴 섬에 수군진(水軍鎭)과 

같은 방 시설이 설치되면서 유배죄수를 리할 기반이 갖추게 되자 섬 지역

이 유배지로 정해지는 일이 늘어났는데,51)51)교인 가운데 연좌 가족들 부분과 

서울 청에서 유배 조치된 일부가 이를 피할 수 없었다. 이   임자도는 

유배지로 지정된 것이 19세기 인데 오석충이 임자도 최  유배인이었다고 알

려진다.52)52)

조선시  섬 지역은 육지 고을에 비해 물자도 궁핍하고 생활환경도 훨씬 척박

하 다. 컨  정조 때 추자도에 귀양간 안조환(安肇煥)이나 철종 때 신지도에 

유배된 이세보(李世輔) 모두 자신의 배소가 있는 섬을 ‘하늘이 지은 지옥(地獄)’

이라 묘사할 정도 으며,53)53)정조 때 흑산도에 귀양간 김약행(金若行) 한 먹을 

것이 없어 생계를 해 칡을 캐어 연명하다 보니 얼굴이 부어 있었던 흑산도 주

민들의 상황을 토로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하 다.54)54)이는 비단 추자도, 

신지도, 흑산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에서 제시한 다른 섬들의 상황

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처럼 주민들의 생계 연명도 힘든 상황에서 불청객이

나 다름없는, 특히 조정의 강력한 탄압 상인 사학 유배인을 제 로 돌보기는 

사실상 기 하기 힘들었다. 더구나 에 제시한 23명 가운데 유배지의 노비로 

배속된 14명55)은55)유배지에서 천역(賤役)을 수행해야 했으니 그 고통은 다른 이

51) 장선 , 2001 ｢조선후기 流刑과 絶島定配의 추이｣ �지방사와 지방문화� 4-2, 186-197면.

52) 김경옥, 2011 ｢�艱貞日 �을 통해본 金欞(1805~1866)의 임자도 유배생활｣ �도서문화�

37, 121-124면.

53) 정연식, 2002 앞의 논문, 108면.

54) 최성환, 2010 ｢유배인 김약행의 <遊大黑記>를 통해 본 조선후기 흑산도｣ �한국민족문

화� 36, 25면.

55) 섬에 노비로 정속된 14명은 <표 11>에서 보듯이 신지도에 유배된 정약종의 雇工 임 인 

 순교자 가족으로 연좌되어 유배된 13명을 합한 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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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배가(倍加)되었음은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하나 주목할 것은 의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섬에 배속된 여성 유배

인 일곱 명의 존재이다. 일반 으로 당시 남성들에 비해 여성 유배인이 겪는 고

와 수모는 상상 이상이었는데, 특히 여성들은 유배지에서 탐욕의 상이 되기 

쉬웠다.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역모에 연좌되어 유배온 여성, 혹은 비

로 정속된 여성들의 경우 질이 좋지 않은 수령들이 고(點 )를 빙자해서 그녀

들의 미색(美色)을 살펴서 엉뚱한 마음을 품기도 한다고 비 했던 것이 간의 

분 기를 보여 다.56)56)실제로 순조 때 신지도에서는 여성 유배인 모녀의 비극  

죽음도 발생했다. 경상도 인동의 장 경(張玄慶)이란 인물이 순조 즉  직후 정

조 독살설을 제기했다는 죄목으로 장 경의 처, 두 딸과 아들 하나가 신지도로 

유배되었는데, 1809년(순조 9) 그곳 진(鎭)의 군졸이 큰딸을 희롱하다가 큰 딸

과 장 경의 처가 함께 물에 빠져 죽은 일이 그것이다.57)57)

이를 고려할 때 <표 11>의 여성 일곱 명이 겪었을 어려움은 무척 힘들었을 것

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련 기록이 없어 그 구체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 그런

데 최근 유항검의 딸로 거제도에 귀양온 유섬이의 생활을 추론할 수 있는 기록

이 하성래에 의해 발견되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거제부사 하겸락(河兼洛)은 

1863년 7월에 교체되어 돌아갈 때 거제도에 귀양 와서 71세의 나이로 사망한 유

처녀(柳處女)의 이야기를 해 듣고 그녀의 행 을 기록으로 남겼다. 부사 하겸

락이 남긴 유섬이의 거제도에서의 행 을 요약, 정리하면 이 다.

∙ 읍에 사는 노 가 유섬이를 수양딸로 삼아 기르며 바느질을 가르쳤는데, 섬이

는 수양모를 섬기며 그 뜻에 순종하 다.

∙ 유섬이는 평생 다른 사람과 말하거나 웃지 않고 발길이 문밖을 나가지 않고 

날마다 바느질하는 것으로 일을 삼았다. 한 노 무리가 감히 비로 하지 

못했다. 

∙ 유섬이의 나이 13, 14세에 그녀를 시집보내려는 자가 있었으나, 유섬이는 남편

을 얻게 되어 자식을 낳게 되면 그들도 자신처럼 노비가 되어 고 를 겪을 것

이라 여기고 매를 거 하 다. 그리고 다시 시집가라고 하면 차라리 목숨을 

56) �牧民心書� 형  ｢恤囚｣.

57) � 猶 全書� 제1집 제17권, 詩文集 紀事 ｢紀古今島張氏女子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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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겠다고 말했다.

∙ 나이 16, 17세가 되자 남자의 손이 자신의 몸에 가해질까 염려하여 수양모에게 

부탁하여 흙과 돌로 된 집을 지어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하 다.

∙ 나이 40세 무렵에 비로소 집에서 나와 보통사람처럼 생활했다. 그리고 몸을 보

호하기 해 항상 한 자 길이의 칼을 지니고 다녔다.58)58)

의 하겸락의 을 통해 유섬이가 운이 좋게 거제도 읍내에 사는 착한 노

를 보수주인(保授主人)으로 만나 그녀의 수양딸이 되었고, 바느질일을 수행하는 

비로 생활했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삼가며 죽을 때까지 동정(童貞)을 

지키며 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하겸락의 유섬이 생애에 한 묘사에

는 다소간의 과장이나 문학 인 요소가 가미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먼 과거의 일을 해들은 것이 아니라 하겸락이 부사로 재직하는 기간 

유섬이가 생존해 있었던 을 고려할 때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한 것이라 믿는

다. 유섬이가 동정을 지키기 해 외부와의 을 차단하고자 했고, 항상 칼을 

지니고 다녔다는 언 도 당시 여성 유배인의 처지를 이해할 때 이해가 가는 

목이다. 의 유섬이의 삶은 섬에 비로 정속된 여성 유배인의 평균  모습인

지는 다른 기록들을 확보하지 못하여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유섬이가 평생 

개를 지키려 한 당찬 여성의 삶을 살았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59)59)

58) 이하 내용은 하성래, 2014 앞의 논문, 28-29면에 제시한 �思軒遺集� 권3, 雜著 西遊  附

巨濟의 을 정리한 것이다. 참고로 �사헌유집�에 실린 <西遊 >은 하겸락이 1853년(철

종 4)에 무과에 제한 후 북방 지역과 경상도 거제 등 여러 외직을 거치면서 처리한 일

과 지역 사정 등을 일기 형식으로 쓴 이다.

59) 한편 하성래가 논문을 쓴 이후 거제도에서 유섬이의 묘소가 발견되어 지 천주교회에서 

유섬이 기념사업이 진행 이라고 한다(김윤선, 2017 앞의 논문, 79면). 앞서 언 했듯이 

필자가 새로 발견한 �연좌안� 기록을 통해서 하겸락의 �사헌유집�에 나오는 유처녀가 유

섬이임에는 이제 분명해졌다고 하겠다. 하지만 재 천주교회 측에서 성역화하고 있는 

곳이 실제 유섬이의 묘로 단정하기 해서는 한가지 더 따져볼 목이 있다. 하성래가 소

개한 �사헌유집�에는 부사 하겸락이 유섬이 무덤  바 에 ‘七十一歲柳處女之墓’라는 비

석을 새운 것으로 나오는데, 재 그곳에는 ‘柳處子墓’라 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 하겸락

이 세운 비석이 없어지고 새로운 비석이 세워졌는지, 가 새로운 비석을 세웠는지 등은 

최종 으로 유섬이 묘소를 확정하기 해서 향후 해명해야 할 숙제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와 련하여 2019년 5월 18일에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주최 학술 심포지엄에서 본

고를 발표할 당시 토론자로 참석한 주  서종태 교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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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끝으로 교인들의 해배(解配)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원래 유배형은 종신

형이므로 유배인은 배소에서 생을 마감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조선시 에 

정치  변동이나 사면 조치 등으로 인해 간에 풀려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

다. 지 까지 살펴본 226명 체 유배인들의 해배 여부는 온 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들  일부가 무려 32년이 지난 1832년(순조 32)에 겨우 풀려난 사실

이 연 기 기록에서 확인된다.60)60)이 해 여름에 례 없는 홍수로 국에 큰 피

해가 발생하여 8도에서 1만여 호의 집이 쓰러지고 서울에서만 1천 명이 넘는 익

사자가 발생하자, 순조는 ‘ 심(革心)’, 즉 배교한 교인을 상으로 사면조치를 

단행하 다. 이 때 풀려난 자들은 황해도 9명,61)61)경상도 19명,62)62)강원도 17명63)
63) 

등 모두 45명에 달한다. 앞의 3개 도 외에 다른 도에 귀양간 교인 에도 해배 

조치된 이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아쉽게도 기록이 없어서 단정하기는 어

렵다.

<표 12> 1832년 해배자 명단

다. 즉 유섬이의 묘비를 세운 아의 아 이 하겸락이 지시한 로 유섬이의 묘를 쓰고 

묘비를 새길만한 장소를 찾기 어렵자, 재의 치에 유섬이의 묘를 쓰고 묘비를 마련하

여 세우면서 빗돌이 작아 ‘七十一歲柳處女之墓’ 9자를 다 새길 수 없어 ‘柳處子墓’ 5자만 

새긴 것이 아닐까 추정한 것이다. 이는 설득력이 있는 가설이라 생각된다.

60) 1832년 수해로 인한 천주교인 석방 과정에 해서는 유홍렬, 1962 �한국 천주교회사�, 가

톨릭출 사, 234-235면 참조.

61) �순조실록� 권32, 순조 32년 8월 15일. 

62) �일성록� 순조 32년 9월 10일.

63) �일성록� 순조 32년 9월 11일. 

분류 이름 유배지 당  유배 사유  계

형조 尹碩春 경상도 기장 鄭福惠 아들

형조 金弘喆 경상도 김해

형조 崔起仁 강원도 양양

형조 高潤得 경상도 고성

형조 金喜達 강원도 평창 金義浩 아들. 童子

형조 金月任 경상도 울산 童女. 姜完淑 집에 있었음.

형조 婢 九愛 강원도 간성 權哲身 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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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록에 등장하는 해배자 명단을 체 226명의 신유사옥 유배인과 일일이 

조해서 성명이 일치하는 인물 15명을 제시한 것이 <표 12>이다. 표에 제시된 

자들은 형조(7명), 경기도(4명), 충청도(1명), 라도(3명)에서 각각 유배보낸 

인물들로 ‘나이가 이미 60이 다되었고 오랫동안 죄를 뉘우쳤다’(정복혜의 아들 

윤석춘)거나, ‘통렬히 과거를 반성하고 이미 평민이 되었다’(유항검의 노 일선)

는 등 배교(背敎) 등을 사면의 이유로 들고 있다.  의 명단에서 유항검 등 

연좌 가족들이 한 명도 확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연좌 유배인은 이 때 해

배 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다면 의 사례 이외의  다른 사면 조치가 있었는지 궁 하다. 앞서 

<표 4>에서 제시했듯이 김려(金鑢) 등 일부 직 리는 해배되는 사례도 보

인다. 그러나 명문가 던 정약 ․정약용 형제의 경우에도 정약 은 배소에서 

죽고, 정약용은 18년 만에 겨우 해배된 사실을 고려할 때 다수의 평범한 사학 

유배인들의 경우 쉽게 해배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하나 흥미로운 은 1826년 기록에 신유사옥 당시에 도삼년(徒三年) 정배

(定配)에 처해져 강원도 정선으로 귀양간 정분이(鄭粉伊)가 법규상 3년 만에 풀

려나야 함에도 26년이 지나도록 배소에 남아있었던 것이 확인된다.64)64)이와 같은 

에 비추어볼 때 앞의 <표 8>에서 제시한 지방감 에서 도배보낸 25명의 경우

64) �승정원일기� 2201책, 순조 26년 3월 7일. 강원도 정선 유배인 鄭粉伊는 金得浩의 처로서 

앞서 <표 5>에서 제시한 형조에서 유배보낸 명단에 들어있다. 이로써 볼 때 <표 5>의 형

조 유배인 에도 일부 徒配에 처해진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기록이 불비하여 

체 규모는 확인하기 어렵다.

경기도(양근) 張志仁 경상도 언양 具景震에게 사학을 배운 죄

경기도(양근) 婢 德 경상도 칠원 權哲身 行廊居人. 권철신에게 사학배운 죄

경기도(양근) 南灌 경상도 단성 南必容 아들. 어릴 때부터 사학에 홀린 죄

경기도(여주) 趙喜 경상도 울산 李中培 처. 남편에게 사학배운 죄

충청도(정산) 田日三 경상도 선산 金丁得 義子. 사학을 수받아 익힌 죄

라도( 주) 柳重德 강원도 회양 유항검 당질. 邪書를 수받아 익힌 죄

라도( 주) 奴 日先 강원도 김화 유항검 노. 꼬임에 의해 사학배운 죄

라도( 구) 孫同伊 강원도 평창 유항검 洞民. 꼬임에 의해 사학배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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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배교하지 않은 경우 3년 만에 풀려났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요컨  사학 유

배인 에 배교한 일부가 32년 만에 겨우 살아서 유배지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

처럼 많은 이들이 살아서 유배지를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5. 맺음말

앞에서 신유사옥 시기 사학 련 죄인에 한 정부의 유배조치가 갖는 특징과 

함께 �사학징의�에 등장하는 사학 유배인 226명의 유배지, 유배 형태, 유배지에

서의 삶을 개 으로 살펴보았다. 먼  지 까지 검토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학 유배인들의 경우 유배지에서 이들이 사학을 하지 못하도록 다

른 유배인보다 훨씬 엄격하게 감시, 리하고자 하 다. 보수주인으로 하여  이

들을 정기 으로 찰, 보고하게 하 음은 물론 심지어 외부와의 을 차단하

기 해 이들이 집밖을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계획하 다. 당시 사학 죄인에 

한 정부의 탄압이 매우 심했음을 엿볼 수 있는 목이다.

둘째, �사학징의�에 수록된 사학 유배인들을 모두 조사한 결과 서울의 의 부

와 형조에서 조사받고 유배된 83명, 지방 감 에서 자체 으로 유배를 보낸 121

명, 처형된 유항검, 윤지헌, 황사 , 황심의 가족으로 연좌된 22명 등 226명이었

다. 이들은 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주로 유배 조치되었으며, 그  섬으로 간 

자들도 23명에 달했다. 한 유배인 에는 여성이 49명 포함되어 있었다.

셋째, 유배지 선정과 련한 특징으로는 서로간의 교류를 막기 해 정부에서 

이들을 철 하게 8도에 분산 수용했다는 사실이다. 몇몇 외를 빼면 체로 한 

고을에 1, 2명을 보냈다. 한 서울에서 유배간 사례, 지방감 에 유배간 사례, 

연좌 유배인 3가지 유형을 비교해본 결과 순교자의 가족으로 연좌된 유배인들이 

가장 엄하게 처리되었다. 이들은 부분 섬 지역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천역을 

수행하는 노비로 정속되었다.

넷째, 이들의 유배지에서의 삶은 기록의 제한으로 자세히 악할 수 없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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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배인들에 비해 더 큰 수모와 핍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832

년 사면 조치로 인해 이들  일부가 풀려나기도 했지만, 연좌 유배인들의 경우

는 사면되지 못하고 부분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상 지 까지 검토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신유사옥 당시 유배간 자들에 

해 �사학징의� 만큼 자세한 기록이 없다는 에서 본 자료의 분석을 통해 1801

년 천주교 유배인의 반 인 상황을 제시할 수 있었다. 특히 그동안 잘못 알려

진 일부 사실을 바로잡고, 교인들에 한 일부 새로운 정보를 얻어낸 것 한 

성과로 자평한다. 를 들어 황사 의 아들 황경헌의 추자도 입도(入島) 과정에 

한 설화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유일석

과 유일문으로 잘못 알려진 유항검의 두 아들 이름을 유왈석과 유왈문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하성래가 추론한 거제부사 하겸락의 �사헌유집�에 나오는 유

처녀가 바로 거제도에 유배된 유항검의 딸 유섬이임을 �연좌안�의 유섬이 사망

기록을 통해 확정한 것도 소득이다. �연좌안�에서 필자가 확인한 일부 순교자 

가족의 사망 연월일도 본고가 처음으로 밝힌 것이므로 이 한 향후 천주교사 

련 인물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 분석 상이 된 �사학징의�에 수록된 유배인들이 신유사옥 당

시 유배간 인물들의 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자료를 통해 추가 인 

조사가 필요하다. 덧붙여서 이들 유배인들의 유배지에서의 삶과 존재 양태에 

해서는 추론에 그친 도 아쉽다. 련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이지만 향후 새로

운 자료 발굴을 통해 이들의 삶을 입체 으로 복원할 수 있기를 기 한다.

주제어 : 천주교 유배인, 유배, 순교자, 사학(邪學), 신유사옥(辛酉邪獄), 

         �사학징의(邪學懲義)�, �연좌안(連坐案)�

투고일(2019. 6. 12),  심사시작일(2019. 7. 1),  심사완료일(2019. 7. 8)



306·한국문화 87

<Abstract>

How Christians were exiled in 1801 and what kind of 

lives they had

- Examination of Sahak Jing’eui(邪學懲義) -

65)

Sim, Jae-woo *

Historical studies of Christianity in the latter half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have 

most dominantly examined (virtually only) the martyrs. This choice in research 

unintentionally narrowed the scope of examination on Joseon Christian history itself. So 

as an attempt to widen our horizon, this article focused upon the Christian believers 

themselves (how they existed, and what kind of lives they led) around the time of their 

exile as a result of the Shin’yu-year persecution[辛酉邪獄]. Primary source of reference 

consulted in this article is Punishing the Evil (Sahak Jing’eui, 邪學懲義) which contains 

the most detailed information regarding people put to exile, while other secondary 

sources such as Seungjeong-weon Ilgi or chronological history materials, and the The 

Implicated (Yeonjwa-an, 連坐案, currently in custody of Jangseogak at AKS and 

Kyujanggak at SNU) were also examined. 

The result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case of people exiled for 

believing in evil teachings(Sahak, 邪學), the government closely monitored them and 

restricted their activities mush harsher than it would other exiled offenders, so that this 

particular group of offenders could never inseminate Christianity in regions they were 

exiled. 

Second, according to Sahak Jing’eui, among total of 226 exiled offenders, 83 of them 

were interrogated at the Capital by offices of Euigeum-bu (Chief Investigator office) and 

Hyeongjo (Ministry of Penal affairs), while 121 of them were processed under local 

Gwanchal-sa magistrate’s own authorities, and 22 were exiled because they were either 

* Professor, Faculty of Humanities,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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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members, relatives or acquaintances of Martyr Hwang Sa-yeong(黃嗣永). They 

were mostly exiled to the Jeolla-do and Gyeongsang-do provinces, while 23 of them 

were even exiled to islands (where living conditions were generally worse.) Among the 

exiled 226, 49 were females.

Third, in order to prevent them from interacting with each other, they were dispersed 

throughout the country and exiled to all eight provinces. Family members of martyrs 

were in most cases sent to islands and became slaves to serve local offices[官奴婢]. 

Fourth, the offenders were forced to lead an abysmal life where they resided, and while 

some of them were released from their exile in 1832 by a governmental pardon, many 

of them died during exile.

This study managed to portrait the overall situation of the Christians exiled in 1801, 

and rectified some errors that remained in past literature. It is regretful that their lives 

during exile could not be extrapolated more due to lack of historical resource.

Key Words : exiled Christians, exile, martyr, evil teaching(邪學), Shin’yu 

oppression(persecution, 辛酉邪獄), Sahak Jing’eui(邪學懲義), 

                Yeonjwa-an(連坐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