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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지방 儒生들의 士林儒罰*

朴 賢 淳 **
1)

≪目    次≫

1. 머리말
2. 사림유벌의 출현과 확산
  1) 유생공론과 사림유벌의 출현
  2) 사림유벌의 확산
3. 사림유벌의 종류
  1) 毁家黜鄕, 黜鄕, 黜道
  2) 損徒, 削迹, 停擧

  3) 合郡停擧와 合郡削迹
4. 사림유벌의 시행 구조
  1) 施罰과 解罰의 주체
  2) 효력 발생
  3) 시벌 대상 행위
5. 맺음말

1. 머리말
16~17세기의 여러 자료에서는 損徒, 削迹, 黜鄕 등과 같은 처벌이 시행되는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손도 등은 국가의 형벌이 아니라 사족·유생들 내부에서 공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시행된 처벌로서 당대 양반 문화의 중요한 일면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족층 내부의 자율적인 처벌은 동일한 형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시벌 주체에 따라 향약·
향회에서 시행되는 鄕罰과 성균관·향교·서원 등 학교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儒罰이 구분된다. 
그러나 그 연원을 따져보면 대개 16세기 후반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17세기에 확대되었다는 공
통점이 있다. 여기에는 士論, 鄕論 등 사족층의 공론이 중시되던 시기적 특성이 반영되어1)있다.1)
따라서 향벌이나 유벌은 공론과 사족층의 자율이 중시되던 17세기 사회질서의 중요한 특성을 이
룬다.

향벌이나 유벌은 향약이나 17세기 정치사 관련 논문에서 자주 언급되어 왔으나 이를 본격적
* “이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6-321-A00232)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1) 16~17세기 사회의 공론 중시 경향은 다음 논문 참조. 김인걸, 1983 ｢朝鮮後期 鄕案의 성격 변화와 在地

士族｣ 金哲俊博士華甲記念史學論叢 ; 薛錫圭, 2002 朝鮮時代 儒生上疏와 公論政治, 도서출판 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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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룬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정구복이 향벌과 유벌의 한 형식인 損徒와 齊馬首의 내용을 추
적한 연구가 있었을 따름이다.2)2)이에 필자는 향벌과 유벌을 구분하여 개념화하고 향벌과 성균관 
유벌에 대하여 고찰한 바가 있다.3)3)

유벌은 儒生公論을 명분으로 하는 유생들 사이의 자치적인 처벌로 선조대 이이가 편찬한 ｢학
교모범｣에서 정식화되었으며, 성균관, 사학, 향교, 서원, 사림 등 각 단위에서 시행되었다. 성균
관 유벌은 士論 부양을 명분으로 국왕이나 조정의 개입이 배제된 가운데 독자성이4)유지되었다.4)

士林儒罰은 지방 유생들이 ‘士林’을 자임하며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유벌이다. 유생공론을 표방
한다는 점에서 성균관 유벌과 동일하지만 그 주체가 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특성들을 보
인다. 필자는 앞서 17세기 초 영남에서 사림유벌이 시행되는 양상에 주목한 바가 있다.5)5)본고에
서는 이를 토대로 17세기 사림유벌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그 특성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벌은 원래 손도, 삭적과 같은 구체적인 형식으로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숙종대에는 
유벌이라는 통칭이 정착되어 있었으며, 정조대 편찬된 太學志에도 儒罰이 독립된 항목으로 설
정되어 있다.

사림유벌은 당초에는 사림손도, 사림정거, 사림삭적, 삭적사림과 같이 ‘사림’을 병기한 형태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곧 손도, 정거, 삭적 등으로만 사료에 나타나며, 통칭으로는 士林得罪, 得罪
士林, 作罪士林, 士林之罰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를 통칭하여 ‘士林儒罰’이라고 
하였다. 

사림유벌은 성균관 유벌과 달리 연대기 자료에서 확인되는 사례가 그다지 많지 않다. 성균관 
유벌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조정에서 논의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사림유벌은 중앙에서 거
론되어 기록으로 남는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대신 지방 사족의 일기에서는 다양한 사례
들이 확인된다. 그 중에서도 함양 출신 鄭慶雲의 孤臺日錄과 예안 출신 金坽의 溪巖日錄에
는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보인다. 본고에서도 이 두 자료를 많이 활용하였다. 다른 지역이나 시
기의 사례들은 주로 연대기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지만 상대적으로 그 사례가 적은 편이다. 따라
서 본고는 자료 활용에서 편중된 측면이 있다. 이것은 본 논문의 한계이기도 하다.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가지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1장에서는 먼저 사림유벌의 출현과 확
산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사림유벌이 성행하게 되는 배경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
다. 2장에서는 사림유벌의 종류를 검토하여 사림유벌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3
장에서는 사림유벌의 시행 구조를 통해 유벌 시행의 효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鄭求福, 1994 ｢齊馬首와 損徒｣ 古文書硏究5, 한국고문서학회.
3) 박현순, 2004 ｢조선시기 鄕罰의 내용과 추이｣ 국사관논총105 ; 박현순, 2008 ｢16~17세기 성균관(成均

館)의 유벌(儒罰)｣ 역사와현실67, 한국역사연구회.
4) 박현순, 2008, 앞의 논문.
5) 박현순, 2006 ｢16~17세기 禮安縣 士族社會 硏究｣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97-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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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림유벌의 출현과 확산
1) 유생공론과 사림유벌의 출

유벌의 출현은 유생 공론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유생들의 대표적인 결집처인 
성균관은 선초 이래로 儒疏나 捲堂, 空館 등을 통해 정치 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성균관이 
公論所在處라는 인식이 보편화되는 것은 16세기 중반의 일이다. 조선초기 공론의 주체는 三司로 
파악되었으며, 16세기에 들어 郎官層에 이어 유생층까지 공론을 형성하는 주체로 인식된 것이다.6)6)

성균관에서 유벌을 시행한 사례가 나타나는 것도 이즈음이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중종 39
년(1544) 성균관의 序齒 문제를 둘러싸고 損徒와 黜學을 시행한 것이 첫 사례이다. 그 후 점진
적으로 확대된 유벌은 선조 15년 이이가 편찬한 ｢학교모범｣으로 정식화되었으며, 17세기에는 시
행 대상도 확대되고 독자성도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7)7)

지방의 경우 선초 이래 향교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16세기 중반까지는 유생들의 강학처
나 결집처로서 기능하지는 못했다. 사족 자제들은 향교 교생이 되는 것을 기피하여 ‘業儒’라고 
칭하며 향교 외곽에 존재하였다.8)8)따라서 향교를 통해 지방 유생들이 공론을 형성하는 것은 불
가능하였다. 또한 백운동서원의 설립 이래 여러 곳에 서원이 건립되기는 하였지만 명종대까지 
전국에 건립된 서원은 17~18개소에 불과하였으며, 서원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은 선조대 이후
의 일이다.9)9)더욱이 초창기 서원은 주로 講學處로서 기능하였기 때문에 명종대까지는 유생 공론
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서원의 기능도 극히 미약하였다.10)10)

그 가운데 지방 유생들의 공론 형성을 주도한 것은 司馬所였다. 사마소는 생원·진사들의 수
학처로 각지에 설립되어 향교 운영에도 관여하였다. 조정에서 사마소가 一鄕의 논의를 주도한다
고 비난한 것도 이와 같은 위상과 관련된 것이었다.11)11)

사마소가 주도한 지방 유생층의 공론은 명종 20년 文定王后의 사후 유소로 나타났다. 삼남 
유생들이 普벌의 처형을 요구하며 상경 상소를 단행한 것이다. 당시 참여한 유생들은 司馬所의 
생원·진사와 서원 원생, 향교 교생, 업유로 파악되는데, 소속처가 없는 업유층이 절대 다수를 

 6) 崔異敦, 1994 朝鮮中期士林政治構造硏究 一潮閣 ; 薛錫圭, 2002 앞의 책.
 7) 박현순, 2008 앞의 논문.
 8) 16세기 業儒에 대해서는 박현순, 2006 ｢16세기 禮安縣 士族層과 士族社會의 구성｣ 진단학보102, 

140-144면 참조.
 9) 왕대별 서원 건립추이는 鄭萬祚, 1997 朝鮮時代書院硏究 集文堂 190면 <表 2> 및 설석규, 앞의 책 

230면 <표 3-1> 참조.
10) 정만조, 위의 책 179-183면.
11) 16세기 司馬所에 대해서는 尹熙勉, 1985 ｢     慶州 司馬所에 대한 一考察｣        역사교육     37·38 및 박현순, 

2006 앞의 논문, 134-14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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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였다.12)12)이들이 곧 공론을 형성하는 유생층이었다.
당시 영남에서는 읍별로 상경, 상소하였으나, 곧 상주 유생 金宇宏을 소두로 合疏를 올렸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公論으로 대구 생원 徐泂과 진사 蔡應龍, 함창 진사 申福, 趙光俊에게 損徒
를 시행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13)13)이 사례는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지방 유생들이 공론을 내세
워 독자적으로 유벌을 시행한 최초의 사례이다.

영남 유생들은 8월 초부터 20여차례에 걸쳐 상소를 올렸지만 왕의 윤허를 얻지 못하였다. 그
리하여 8월 20일 東學의 모임에서 8월 25일 일제히 낙향하기로 결정하고 그 이전에 하향하는 
자들은 “사림에서 損徒하고 同列에 참여시키지 않는다[士林損徒 不齒同列]”고 결의하였다.14)14)유생
들이 스스로 사림을 자처하며 사림의 이름으로 유벌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하향 전날인 8월 24일 유생들은 다시 동학에 모여 1차에 한해 과거 응시를 거부하기로 결의
하고 다시 약속을 정하였다. 그 약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릇 우리 함께 상소한 사람들은 진실로 天聽을 돌리지 못했으니 정상이 극히 민망하고 궁색하
다. 달리 할 바가 없으니 마땅히 과거 1회를 폐해야 한다. 혹 시험시기를 늦추더라도 응시할 수 없
다. 금년 안에는 또한 圓點도 할 수 없다. 만약 약속을 어기고 과거에 응시하는 자는 사림에서 손
도하고 종신토록 동렬에 들이지 않는다[士林損徒 終身不齒同列]. 혹 동렬로 허여하는 자는 永永損徒
한다.

또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경내의 유생들을 모아 아울러 이 약속을 전하여 한사람도 응시하지 못
하게 한다. 따르지 않는 사람은 각기 그 고을에서 前憲을 쓴다.

전혀 올라오지 않은 읍의 경우는 士氣가 소여하니 배운 바를 어찌 시행하겠는가? 무릇 우리 뜻
이 있는 사람들이 각자 이웃한 읍의 본디 식견이 있는 친구들을 통해 약속을 정한 뜻을 전달하여 
아울러 응시하지 못하게 한다. 만약 이 약속이 전해진 후에 스스로 처음의 약속에 참여하지 않았다
고 하고 擧子의 수가 적은 것을 다행히 여겨 홀로 과거에 응시한다면 종신토록 절교하고 동렬에 참
여시키지 말 것[終身絶交 不與齒列事].”15)15)

12) 金宇宏, 開巖集권3, ｢西行日記｣ ; 請斬普벌日記(한국국학진흥원소장) ; 林薰,    葛川集     권2 ｢     告湖南
司馬所·業儒·鄕校書｣   

13) 請斬普벌日記 “(八月)初十日 出門外 以公論削大丘生員徐泂進士蔡應龍姓名, (八月)十二日 仍於門外解蔡
應龍損徒, (八月)十八日 解徐泂損徒, (八月)二十五日 早食後 會于東部 觧申福趙光俊損徒”

14) 金宇宏, 開巖集권3 ｢西行日記｣ (8월) 二十日 ; 請斬普벌日記 (八月) 二十日
15) 請斬普벌日記 “(八月)二十四日 是日於東部議定約束曰 凡我同疏之人 誠□(不)回天 情極問迫 他無所爲

之事 當癈一擧之赴 雖或退□(舉) □(亦)不可赴 今年內亦不可圖點 如有負約赴擧者 則士林□(損徒) 終身
不齒同列 或有許與同列者 永永損徒 且各還其鄕 會一境之儒 竝通此約 俾無一人之赴 不從之人 各於其亦
用前憲 若全不上來之邑 則士氣掃如 所學何施 凡我□志之人 各因隣邑素識之友 傳說定約之意 竝使勿赴 
若□傳此約之後 自以爲不預初約 而幸其擧子之少 獨自赴□則終身絶交 不與齒列事 預疏난邑 各書一通以歸”.

    보다 축약된 내용은 金宇宏, 開巖集권3, ｢西行日記｣에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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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결의된 사항은 한 차례의 과거응시를 거부하고 연내에는 원점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위반자는 사림에서 손도하여 종신토록 동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며, 동렬로 
허여하는 자는 영영손도에 처하기로 하였다.

결정사항은 상경한 유생들뿐 아니라 상소에 참여한 읍의 유생은 물론 상소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읍의 유생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여기에서 ‘사림’의 이름으로 전체 유생에게 적용되는 사림
유벌의 시원적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사림유벌이 지방에서 실제로 시행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이즈음 지방에서 유생
들이 집단적인 행동을 감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주목된다. 명종 21년 1월 개성 유생들이 왕실의 
기도처였던 송악산 城백堂, 國祀堂 등을 淫祠로 배격하여 불태운 사건이 그 발단이16)되었다.16) 당
초 소식을 접한 명종은 격분하여 유생들을 나추하여 처벌하려고 하여 유생 20여인이 의금부에 
수감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조관들이 이단을 배격하려는 유생들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여 유생들은 곧 방면되고 말았다.17)17)

이에 고무된 유생들은 闢異端을 내세워 사찰까지 불태우려 하였다. 이에 명종은 음사와 사찰을 
없애는 것은 조정의 업무라며 유생들을 회유하며 사찰 공격을 금단하였을 뿐 더 이상 유생들을 
처벌을 운운하지 못했다. 禪敎 兩宗을 혁파하고 유학에 대한 수호와 이단의 배척을 천명한 데서 
드러나듯 국왕도 벽이단과 ‘吾道’의 수호라는 유생층의 명분을 공박하지는 못했던 것이다.18)18)

한편 선조 2년(1569) 진주에서는 曺植 문하의 河沆 등 50여명이 간통 혐의를 받은 寡女의 집
을 부숴버린 사건이 발생하였다.19)19)이 사건은 하항 등이 남의 집을 멋대로 부숴버린 것으로 그 
자체는 무단행위로 처벌되어야 할 사건이었다. 그러나 홍문관 등이 유생들의 疾惡에서 비롯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聖朝의 美事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을 반대하여 한동안 논란이 계속되었
다.20)20)그 후 사건 처리는 지방관에게 맡겨졌지만 유생들의 呈訴가 계속되는 가운데 처벌은 유야
무야되어 버렸다. 이로부터 유생들의 공론에 입각한 훼가출향은 관권으로부터 면죄부를 얻어 영
남에서 훼가출향이 만연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21)21)

이상의 음사 및 사찰 파괴, 진주의 훼가출향 사건은 사림유벌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이를 통해 문정왕후 사후 유생들이 유교적 명분을 내세워 집단행동에 나섰으며, 사

16) 明宗實錄권32, 明宗 21년 正月 丙辰(국사편찬위원회 간, 朝鮮王朝實錄 21책 61면). 이하 실록의 출
처는 ‘명종실록권32, 1월 24일(병진)’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함.

17) 명종실록권32, 명종 21년 1월 25일(정사) - 1월 28일(경신)
18) 명종실록권32, 명종 21년 4월 20일(신사)
19) 사건의 자세한 추이에 대해서는 鄭萬祚, 2000 ｢              宣祖初 晉州 淫婦獄과 그 波紋｣                             韓國學論叢 22, 국민

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참조.
20)             선조실록 권3, 선조             2년 4월 19일(임진), 5월 21일(갑자), 6월 4일(병자) ;             선조수정실록             권3, 선조 2

년 5월 
21)             선조수정실록  권3,            선조 2년 5월 ;               인조실록               권6, 인조 2년 5월 3일(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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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세력들이 이들을 비호하여 조정에서도 묵인하게 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유
생들의 공론을 내세운 행위들은 차츰 면죄부를 얻게 된 것이다. 즉, 사림정권의 성립은 유생들
이 공론을 표방하며 집단적인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확대시켜 주었던 것이다.

선조대 들어 지방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황, 조식 등 명망있는 학자들의 죽음과 더
불어 각지에 하나둘씩 서원이 설립되었다. 또 조정의 노력으로 향교가 개편되어 사족들이 향교 
교생으로 모여 들었으며,22)22)｢학교모범｣의 반포로 학교 유벌이 정식화되었다. 붕당의 형성과 갈등 
구조 속에서 유생들의 유소를 통한 정치 활동도 본격화되었다.23)23)각지에서 향안을 작성하고 향
약을 시행하며 사족들의 공론을 규합하기 시작하였으며, 임진왜란 발발 후의 의병 활동으로 사
족들의 활동 영역은 더욱 확대되어 갔다.

이에 따라 사론이 형성되는 장도 사마소를 넘어 서원, 향교로 확대되었으며, 서원과 향교가 
합좌하는 儒會도 등장하였다. 또 선조 37년(1604) 五賢의 문묘종사를 청하는 경상도 유소에 60
여개 읍에서 참여한 데서 보듯24)24)사안에 따라서는 공론의 수합 범위가 一道, 전국으로 확대되기
도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층위에서 사론의 결집이 이루어진 것은 사림공론을 표방한 사림유벌
이 시행될 수 있는 주요 배경이 되었다.

2) 사림유벌의 확산

사림유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선조 34년~35년의 일이다. 선조 34년 12월 영남우
도 유생 文景虎 등은 상소를 올려 崔永慶의 죽음을 둘러싼 책임을 成渾에게 돌리며 治罪를 요청
하였다. 서인계 조관들은 유소 과정의 문제점과 무단성을 제기하여 선조가 이를 수용하는 것을 
막으려 하였다. 당시 사헌부와 부사과 李貴가 정인홍의 무단성을 고발하는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 … 文緯 등이 끝내 그 뜻을 따르지 않다가 자기들이 ‘士林停擧’ 라고 하는 것을 당하였습니
다.…”25)25)

“인홍이 이런 이야기들이 신의 족질로 거창에 사는 李時益에게서 나왔다고 하여 그 문도들로 하

22) 선조대 향교 교생의 성격 변화에 대해서는 박현순, 2006 앞의 논문, 149-153면 참조.
23) 설석규, 앞의 책, 134-168면.
24) 鄭慶雲, 孤臺日錄 甲辰(1604) 5월 22일(국립진주박물관, 壬辰倭亂史料叢書10 수록) ; 金坽, 溪巖日錄 

甲辰(1604) 5월 17일 (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史料叢書40 수록). 이하 일기의 연도는 이해의 편의를 위
해 서기 연도를 기재함.

25) 선조실록권144, 선조                     34년 12월 24일(정해) “執義李成祿·掌令趙翊·持平문有慶啓曰 … 文緯等 以終
不苟合 被自中所謂士林停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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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우도에 통문을 돌려 결국 출향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신이 지나가다 묵은 집도 불태우려고 
하였으며, 한번 얼굴을 본 이성식, 이경일 등까지도 손도를 당했습니다. 신이 인홍의 잘못을 한 번 
말하자 그 도당이 멋대로 신의 족당을 쫓아내고 꺼리낌없이 집을 부수고 향리에서 쫓아내기에 이르
렀습니다. … 유생의 정거는 四館의 일인데 도내의 士子들이 인홍에게 거슬리면 문득 정거를 합니
다. 지난번에 문위, 이경일 등 10여인이 문경호의 상소에 불참하니 함께 통문을 돌려 손도하였습니
다. … ”26)26)

위에서 사헌부와 이귀는 정인홍의 문도들이 사림정거, 출향, 손도, 훼가출향, 정거 등을 멋대
로 시행하고 있다고 고발하였다. 그 주장은 정인홍의 무단성을 공박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져 있
는 만큼 다소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를 통해 사림정거, 출향, 손도, 훼가출
향, 정거 등 유벌의 시행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정인홍의 문인인 오여온은 곧 이귀의 상소를 반박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그 가운데 다음과 같
은 내용이 있다.

“정거에 이르러서는 場屋의 거자들의 일이요, 손도는 儕輩들이 서로 질책하는 벌입니다. 이런 소
소한 일을 어찌 인홍이 관여하여 아는 바이겠습니까?”27)27)

오여온의 주장은 정거나 손도는 유생들 내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정인홍이 관여한 것이 아
니라는 것이다. 오여온은 유벌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유생들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처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즈음 적어도 경상우도에서는 사림유벌이 이미 관
행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훼가출향이나 손도, 정거 등의 사림유벌이 언제, 어디에서 본격화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훼가출향이나 사림정거가 영남 우도 정인홍계의 惡習으로 평가된 것으로 미루어28)보면28) 선
조대 후반 영남우도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사림유벌이 시행되는 모습은 얼마 후 영남좌도에서도 확인된다. 선조 38년(1605) 8월 정인홍
이 ｢跋南冥集說｣을 지어 이황을 공척한 사실이 알려진 후 열린 유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

26) 선조수정실록권36, 선조 35년 윤2월 1일(갑오) “副司果李貴上疏 略曰 … 仁弘乃以此等說 謂出於臣族
姪居昌居李時益 使其門徒 通文右道 竟至黜鄕 且臣所經宿閭舍 亦欲焚火 至於一見面之李誠植·李景一等 
亦被損徒 臣一言仁弘之過 渠之徒黨 擅黜臣族黨 無所忌憚 至於破家黜鄕 … 儒生停擧 四館之事 而道內士
子 見忤於仁弘則輒皆停擧 頃者文偉· 李景一等十餘人 不參文景虎之疏 則並通文損徒”

27) 선조실록권154, 선조 35년 9월 25일(경신) “慶尙道宜寧進士吳汝穩上疏曰 … 至於停擧 傷屋中擧子事也 
損徒 儕輩間相責之罰也 如此瑣瑣之事 豈仁弘之所與知者乎”

28) 선조수정실록권3, 선조 2년 5월 ; 광해군일기권26, 광해군                     2년 3월 21일(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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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르러 李蒔와 金中淸이 黃中允이 용수사를 지나면서 先師에 대해 狂妄한 말을 많이 하였
다고 하니 都有司와 儕輩 3~4인이 상세히 듣고 定罪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두사람과 뭇의논이 그렇
지 않아 또한 사림에서 삭적하였다[削迹士林].”29)29)

“李渾然(필자주:李宜活)이 홀로 異見을 고집하고 헐뜯는 말을 하고 물러가니 삭적하였다. 黃道光
(필자주:황중윤)도 광언망발로 사림에 득죄하여 삭적되었다[得罪士林削迹].”30)30) 

위 기록은 정인홍에게 우호적이던 이의활, 황중윤이 이황에게 불경한 태도를 취했다는 이유로 
사림에서 삭적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여기에서는 앞서 본 사림손도나 사림정거 외에 ‘削迹
士林’, ‘得罪士林削迹’ 이라는 새로운 표현이 등장하여 사림유벌의 일종으로 삭적이 시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후 광해군·인조대에 쓰여진 김영의 계암일록에는 손도, 삭적 등 사림유벌
이 일상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사림유벌이 어느 시기부터 보편화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영남에서 유벌이 시행된 사
례들을 보면 소회나 유회와 같은 정치 현장이나 지역 내에서의 정치적인 갈등이 주요한 계기가 
된 것을 볼 수 있다. 영남우도에서는 기축옥사 이후 서인과 북인 간의 갈등, 영남 좌도에서는 
북인정권 하에서 북인과 남인의 갈등이 사림유벌이 시행되는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호남은 기축옥사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존하는 지역이었다. 선조 22년 전라도 유생 丁巖壽 
등의 상소는 기축옥사가 확대되는 주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전라도 유생들은 기축옥사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31)31)그 후 선조 40년 북인정권 하에서는 최홍우 등이 기축옥사에 연루
된 정개청 등의 설원을 요청한 반면32)32)광해군 즉위년에는 高敬利 등이 정철과 성혼의 신원을 요
청하는 상소를 올려33)33)그 내부에 서인과 북인의 정치적 갈등이 상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라도에서 사림유벌을 시행한 사례는 비교적 늦게 확인되지만 일찍부터 유벌이 시행되
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경리의 상소 직후 성균관은 전국에 공척하는 통문을34)발송하였고,34) 
4관에서는 參疏人 40여인을 정거시켰기 때문에35)35)그 파장이 전라도까지 미칠 수 밖에 없었다.

성균관 유벌은 광해군대 북인정권 하에서 더욱 확대, 격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시행 대상도 전
29) 김영, 계암일록 1605년 9월 21일 “至是李苙·金中淸 言黃中允過龍壽 向先師語多狂妄 都有司及儕輩三

四人 欲詳聞定罪 而二人及衆議不然 亦削迹士林”
30) 金光繼, 梅園日記 1605년 9월 21일 “李渾然以獨執異議謾辭退去 削迹 黃道光亦以狂言妄發 得罪士林削

迹”(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史料叢書 43 수록)
31) 우인수, 1988 ｢鄭汝立 逆謀事件의 眞相과 己丑獄의 性格｣ 역사교육논집12, 역사교육학회 ; 김강식, 

2003 ｢선조 연간의 최영경 옥사와 정치사적 의미｣ 역사와경계46, 부산경남사학회.
32) 선조실록권212, 선조 40년 6월 11일(임인)
33) 광해군일기권3, 광해군 즉위년 4월 24일(경진)
34) 광해군일기권69, 광해군 5년 8월 20일(을사)
35) 광해군일기권4, 광해군 즉위년 5월 23일(무신) ; 김영, 계암일록 1608년 5월 12일, 1609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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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유생으로 확대되었다. 이와 더불어 유벌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영남 이외 지역의 유벌 시행 사례들은 17세기 후반의 연대기 자료에서 주로 나타
난다. 효종대에는 서인과 남인의 갈등이 본격화되며 성균관 유벌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사림유벌의 격화 양상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36)36)그후 현종대에 
罰榜 게시가 전국적인 通規로 파악된 것이나37)37)숙종 6년 지방 유생들의 유벌 시행에 관한 통문
을 환송하도록 한 조치가 있었던 것을 보면38)38)이즈음에는 이미 유벌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사림유벌의 종류
태학지 유벌 항목에는 墨削, 鳴鼓永削, 付黃永削, 永損, 損徒, 永黜齋 등 다양한 유벌 형식

이 실려 있다. 그러나 실제 시행된 사례들을 보면 부황, 삭적, 손도가 중심이 된 것으로 나타난
다. 사림유벌의 경우도 삭적과 손도가 그 중심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그외에 毁家黜鄕, 黜鄕, 黜
道, 合郡停擧, 合郡削迹 등 다른 형태들도 있었다. 따라서 사림유벌은 성균관 유벌과는 다른 면
모를 보이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사림유벌의 종류를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毁家黜鄕, 黜鄕, 黜道

훼가출향은 글자 그대로는 집을 부수고 향리에서 축출한다는 뜻이다. 毁家出鄕, 破家黜鄕, 破
家出鄕, 毁黜 등으로도 기록되어 있다.39)39)훼가출향은 그 자체로는 고려시대의 관습으로 전하며 
세종대에 향벌로 시행된 사례가 보인다. 이를 계기로 훼가출향은 部民으로서 수령을 고소한 자
나 수령을 능욕한 자에 대한 行刑으로 법제화되어 경국대전｢              형전｣              에도 수록되었다. 그러나 이
후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훼가출향을 시행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훼가출향은 선조 
2년 하항 등의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야기되는 것이다.40)40)

훼가출향은 선조대 말 서인들이 정인홍의 무단 행위를 고발하는 가운데 여러 차례 언급되었
다. 선조 35년 이귀가 정인홍의 사주로 자신의 족당들이 훼가출향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 그 
예이다.41)41)하지만 실제 사례들을 보면 훼가출향이 그리 쉽게 시행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36) 17세기 성균관 유벌의 확대, 격화 양상에 대해서는 박현순, 2008 앞의 논문 참조.
37) 현종실록권3, 현종 원년 11월 9일(경신) “鄕校儒案 本非私簿 若有自中論罰之事 則書其罪名 付壁榜示 

此京外通行之規,”
38) 숙종실록권10, 숙종 6년 8월 6일(임술) “特進官南二星方帶大司成 以日昨命大司成曉諭泮儒 俾解京外儒

罰 故陳其鎭定之難 仍請外方論罰通文之來到者 令齋任還送 不許施罰”
39)             선조수정실록  권3,            선조 2년 5월 ;               인조실록               권6, 인조 2년 5월 3일(병진)
40) 毁家黜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박현순, 2004 앞의 논문 참조.



12·한국문화 42

실제 훼가출향을 시도한 사례는 梁弘澍의 경우가 보인다. 양홍주는 선조 34년 이귀와 함께 
정인홍을 고발한 인물이다.42)42)그는 선조 36년 10월 함양에서 출향을 당한 후 재차 상소하여 정
인홍을 고발했다가 함양에서 훼가출향의 처분을 받았다. 정경운의 고대일록에는 그 정황이 다
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鄕人들이 대고대에 크게 모여 장차 홍주를 축출하려고 하는데 홍주가 스스로 그 죄를 알고 먼
저 도망하여 분하지만 시행할 수가 없었다. … 수령에게 알려 집을 부수어 족적을 끊으려 하였으나 
성주가 邾定公의 말을 인용하며 이르기를 ‘난신적자는 향리에서 내쫓고 집을 부수는 것이 괜찮습니
다. 홍주는 비록 죄가 있으나 弑逆에 이르지는 않았으니 너무 경솔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43)43)

정경운 등은 양홍주가 피신하자 수령에게 고하여 그 집을 부수려고 하였다. 그러나 수령은 
난신적자라면 몰라도 양홍주같은 인물에게 훼가를 시행할 수 없다며 허락하지 않았으며, 훼가는 
시행되지 못했다.

실제 훼가출향된 사례로는 광해군 7년 성주 사람 李昌祿의 경우가 있다.44)44)이창록은 광해군이 
‘弑兄殺弟’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지어 훼가출향되었고, 향인들의 고발로 拿囚되어 斬刑을 당했
다.45)45)이일은 역모에 버금가는 사건으로 성주는 합군정거를 당하기도 하였다.46)46)따라서 이때의 
훼가출향은 유벌이라기보다는 역적에 대한 破家瀦澤 시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유벌로서의 훼가출향이 실제 시행된 사례는 인조반정 직후에 나타난다. 당시 지방에서 훼가출
향을 시행한 사례는 김영의 계암일록에 보인다. 김영은 훼가출향이 시행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 날 영천 인사들이 賊黨을 훼출하였다. 이강, 이점, 이영구, 금대아, 이잠, 이광계·광렬 등 
모두 그 심한 자들이다. 대소인으로 모인 사람이 수백 여명으로 人丁을 거느리고 가서 그 집을 부
수고 죄를 성토하였는데, 사실은 다 부순 것은 아니다. 오여온의 집을 부수려고 하는데, 景虛(필자
주:吳汝橃)가 애걸하여 단지 그 문만 부수었다.”47)47)

41) 선조수정실록권36, 선조 35년 윤2월 “副司果李貴上疏 略曰 … 渠之徒黨 擅黜臣族黨 無所忌憚 至於破
家黜鄕”

42) 선조수정실록권37, 선조 36년 5월 ; 선조실록권165, 선조 36년 8월 9일(임진)
43) 정경운, 고대일록 1604년 2월 17일 “鄕人大會于大孤臺 將黜弘澍 弘澍自知其罪 先爲逃躱 憤無所施 只

杖文國龍·性介·世春等 削迹許寔 損徒鄭希仁等 以其干謁出入者也 又報主倅 欲毁巢以絶足迹 城主引邾
定公之言 曰亂臣賊子 黜鄕毁家 可也 弘澍雖有罪 不至於弑逆 无乃太率乎云云”

44) 광해군일기권93, 광해군 7년 8월 14일(무자)
45) 광해군일기권93, 광해군 7년 8월 21일(을미) 
46) 김영, 계암일록 1626년 7월 19일
47) 김영, 계암일록 1623년 3월 28일 “是日 榮川人士 毁黜賊黨 李茳·李藏·李榮久·琴大雅·李埁·李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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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사람들이 100여명이었다. 座中의 난公들이 그대로 온계에 가서 徐競의 집을 부수었다. …
士子와 品官이 軍丁으로 하여금 집을 허물게 하였는데, 군정들이 부수는 것이 쉽지 않자 갑자기 불
을 놓았다. 바라 보니 놀라워 힘써 금하였지만 불이 이미 성하여 꺼지지 않았다.”48)48)

위의 두 사례는 반정 직후 영천과 예안에서 각각 유회를 열어 죄를 성토하며 훼가출향을 시
행한 사례이다. 향회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군정을 동원하여 피벌자의 집으로 몰려가 실제 집을 
부순 정황이 확인된다. 이때의 훼가출향이 유벌로 간주되는 것은 향교가 개최한 유회에서 시벌
이 결정되었기때문이다.49)49)

그 가운데 경연관 이필영은 국왕이 광해군 정권에 부종한 자들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교하
였지만 지방에서는 멋대로 훼가출향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단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팔도에 훼가출향을 금단한다는 전교가 내렸다.50)50)하지만 훼가출향은 더욱 확산되어 이듬해인 인
조 2년 5월 사헌부는 영남의 풍속이던 훼가출향이 다른 도까지 확대되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
하고 훼가출향하는 자는 無斷律로 다스릴 것을 제의하였다.51)51)사헌부의 요청은 왕의 윤허를 얻
어 受敎로 기록되었다.52)52)

그 후 현종 7년에는 鄭介淸을 제향한 紫山書院 훼철 문제로 高斗文이 훼가출향 당한 일이 있
었다.53)53)이를 계기로 훼가출향은 다시 외방의 악습으로 지목되어 인조대의 수교에 따라 훼가출
향을 일절 금단한다는 전교가 내렸다. 그 내용은 수교집록을 거쳐 속대전에도 수록되어 있
다.54)54)

이후에도 훼가 출향에 대한 언급은 간간이 보인다. 하지만 “훼가출향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이것은 朝家에서 按治해야 할 일이어서 우선 그만두었다”든가,55)55)“사론이 거듭 발하여 심지어 훼
가출향의 논의까지 있었다”든가56)56)하여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 

啓·光烈等 皆其甚者也 大小會者數百餘人 率人丁毁其家而聲其罪 其實非盡毁也 吳汝穩之家 亦將毁 以景
虛(吳汝橃)哀乞 只毁其門”

48) 김영, 계암일록 1623년 4월 6일 “會者百餘人…座中난公仍往溫溪 毁徐競家 …而士子品官 令軍丁毁焉 
軍人毁未易遽放火 望之愕然 力禁之 火已盛不滅”

49) 일향 사족들의 모임은 모두 鄕會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소집 주체를 보면 향소‧향약과 향교‧서원의 구분
이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자를 鄕會, 후자를 儒會로 구분하였다. 또한 같은 훼가출향이라도 향회
에서 시행되는 것은 향벌, 유회에서 시행되는 것은 유벌로 구분하였다.

50) 인조실록권1, 인조 1년 4월 27일(병술) 
51) 인조실록권6, 인조 2년 5월 3일(병진)
52) 受敎輯錄 刑典 禁制 “毁家出鄕 依仁祖朝受敎 一切禁斷-康熙丙午(현종 7)承傳-”
53) 승정원일기197책, 현종 7년 9월12일 기축
54) 續大典 ｢刑典｣ 禁制 “毁家黜鄕者 一切禁斷”
55) 숙종실록권27, 숙종 20년 6월 21일(정사) “全羅道和順幼學林宗厚上疏曰 …臣聞淸州一鄕 欲毁家黜之 

而此是朝家所當按治者 故姑寢之”
56) 승정원일기552책, 경종 3년 3월 26일 을사 “司諫李世德啓曰 …時澤所居一邑 士論重發 至有毁家黜鄕之

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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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가출향은 사론의 배척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훼가출향은 자료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실제 시행된 사례들은 그리 보이지 않는다. 

한 고을에 동거하며 혈연관계에 있는 사족들이 직접 집을 부수는 것은 인정상 쉽지 않은 일이었
을 것이다. 그러나 함양에서 수령에게 허락을 구한 사례로 보건대 훼가는 무단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었던 만큼 쉽게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인조반
정 후에 훼가출향은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오히려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훼가출향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것이 출향이다. 출향은 글자그대로 보면 ‘鄕里에서 쫓아낸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출향은 향리에서 이루어지는 향벌의 일종으로 선조 4년(1571) ｢西原鄕約｣ 이
래 여러 향약에서 최상의 벌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그 의미는 ‘水火不通’이나 ‘孤立’과 같은 의
미로서 향리에서 물리적으로 축출한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고립시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57)57)

유벌로서의 출향도 정인홍을 무단행위자로 고발하는 가운데 언급되었다.58)58)실제 시행 과정이 
확인되는 사례는 인조 7년(1629) 예안 향교에서 權益勳이라는 인물을 삭적출향한 사례가59)있다.59)
그러나 권익훈은 이후에도 계속 예안에 거주하였기때문에 유벌로서의 출향 역시 물리적인 축출
보다는 사회적인 고립과 배제를 의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서인계 조신들이 영남에서 올린 유소의 무단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출향에 대해 언급한 
사례도 있다. 인조 13년 최명길의 箚子에서 鄭侙·李弘經이라는 인물이 영남 유생들에게 삭적출
향을 당했다고 언급한 것이나60)60)현종 7년 金萬基가 영남 유생들의 儀禮疏를 비판하면서 상소에 
참여하지 않은 유생들을 출향시켰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61)61)그러나 영남에서의 기록을 보면 정
칙과 이홍경은 소회에서 삭적을 당했을 뿐이며,62)62)의례소를 올릴 때도 여러 가지 유벌을 시행하
기는 하였지만 출향을 시행하였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63)63)

훼가출향이나 출향은 鄕里 내에서 시행되는 처벌이다. 시벌 사례들을 보더라도64)‘通諭一州’,64) 
‘一郡多士’라든가65)65)‘一鄕齊會’라고 하여66)66)시행 주체가 鄕中으로 제한되어 있다. 때문에 소회 등
57) 박현순, 2004 앞의 논문.
58) 선조수정실록권36, 선조 35년 윤2월 “副司果李貴上疏 略曰 … 仁弘乃以此等說 謂出於臣族姪居昌居李

時益 使其門徒 通文右道 竟至黜鄕 ”
59) 김영, 계암일록 1629년 2월 28일 “今日鄕中大會 … 會者七十餘人 書其罪狀 削迹黜鄕 會者皆署名 一件

告官 一件藏之學宮”
60) 崔鳴吉, 遲川集권11, ｢因朴焞疏自때疏｣ 
61) 현종개수실록권15, 현종 7년 3월 22일(임인)
62) 김영, 계암일록 1636년 7월 4일, 1639년 3월 5일
63) 柳世哲, 晦堂集권2, ｢疏廳日記｣
64) 광해군일기권93, 광해군 7년 8월 14일(무자) “鄕中人成때奎․宋周賓․李揚得․李蘭․洪祉․李汝賓․呂惟謹․兪遠․

李慶元等 見而驚駭 遍諭一州 毁家黜鄕”
65) 승정원일기 숙종 6년 5월 5일 계사 “任詡·李胤慶 以不忍聞不忍言之說 構疏到闕 退却不捧之說 藉藉

傳播 一郡多士 聲罪黜鄕”
66) 승정원일기276책, 숙종 20년 6월21일 정사 “臣伏聞淸州一鄕齊會 欲爲毁家出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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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출향을 시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명길이나 김만기가 언급한 
출향은 실제 시행된 사례라기보다는 영남 유생들의 무단성을 강조하려는 수사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인조 20년 영남에서는 임고서원의 張顯光 位次 문제로 黜道라는 유벌을 시행하기도 하
였다.67)67)출도는 一道에서 축출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역시 사회적인 의미만을 지닐 뿐 
물리적인 축출이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

효종 원년 영남 유생 柳稷 등이 이이의 문묘종사를 반대하는 유소를 올린 후 趙翼과 사헌부
는 영남에서 申碩亨 등이 훼가출도, 출도, 출향 등의 처벌을 당했다고 하여 훼가출도라는 처벌을 
언급하고 있다.68)68)신석형 등에게 어떤 施罰이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毁家을 언급한 
것은 역시 다분히 과장된 수사가 가미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훼가출향, 출향은 향벌에서 유래한 것이며, 출도 역시 그 연장선에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훼가출향은 국가에서 무단행위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시행사례가 매우 제한적이
었으며, 출향이나 출도의 효력도 축출이 아닌 사회적인 배제와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
서 출향이나 출도의 실질적인 효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무단성이나 士論의 배척을 받
았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修辭로서 거듭 활용된 사실을 통해 시행 여부와는 별개로 유벌 중
에서도 최상위의 極罰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損徒, 削迹, 停擧

손도와 삭적은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진 처벌 형태이다. 향벌, 성균관 유벌, 사림유벌에서 공
통적으로 나타난다. 향벌에서 손도와 삭적을 시행한 사례는 세조 4년(1458) 영흥의 ｢憲目｣에서 
損徒, 朞年損徒, 半期損徒와 永削 등의 형태로 이미 보인다. 그 이후의 향약이나 동약에서도 永
永損徒, 3년, 5년, 10년손도, 朔損, 三朔損徒 등으로 손도가 자주 등장한다. 반면 삭적은 16세기
에는 보이지 않으며 17세기가 되어서야 일반화되었다.69)69)이것은 17세기 들어 鄕案 작성이 일반
화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성균관에서는 중종 39년(1544) 손도와 黜學을 시행한 사례가 나타나며, 삭적은 선조 16년
(1583) 성균관 유생들이 李珥을 옹호하는 상소를 올릴 때 처음 보인다.70)70)이중 출학은 齋에서 
쫓아내는 黜齋와 동일한 의미로 파악되는데, 출재는 이이의 ｢학교모범｣에는 손도와 삭적 사이의 
중간벌로 언급되어 있다.71)71)또 이이의 ｢隱屏精舍約束｣에서는 “출재는 삭적을 이른다”고 하여 출
67) 金是榲, 瓢隱集권1, ｢與金鶴沙｣ ; 인조실록권44, 인조 21년 4월 24일(정해)
68) 효종실록권4, 효종 1년 5월 20일(임신) ; 趙翼, 浦渚集권6, ｢卞柳㮨欺罔疏｣ 
69) 박현순, 2004, 앞의 논문, 12-14면 <표1> 참조.
70) 선조실록권17, 선조 16년 8월 6일(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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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와 삭적을 동일한 처벌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로 미루어 출재는 손도보다 상위의 벌로 파악
된다. 그러나 18세기의 태학지나 ｢泮中雜詠｣에서는 출재가 손도 아래의 최하위벌로72)나타나72) 
그 효력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출재나 출학은 거재생에게만 시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벌
로서의 의미가 축소된 때문일 것이다. 실제 성균관에서 시행된 사례들은 대부분 손도, 삭적, 부
황으로 나타난다.73)73)

사림유벌의 경우 명종 20년(1565) 사림손도의 사례가 먼저 확인된다.74)74)손도는 離行, 黜座라
고도 하며, 대개 모임 시에 원래의 자기 자리에 앉지 못하고 끝자리에 앉게 하거나 아예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을 지닌다. 성균관의 경우 榜次를 준행할 때에는 마지막에 앉는 居末
儒生의 윗자리에 앉게 했고, 序齒를 시행한 이후에는 식당 출입을 불허하였다.75)75)

그런데 명종 20년(1565) 사림손도의 사례를 보면 먼저 削名을 시행하였을 뿐 아니라76)76)그 효
력을 ‘不齒同列’이라고 하여 손도보다는 삭적에 가깝다. 이황의 ｢향립약조｣에서 삭적은 ‘不齒鄕
里’, 손도는 ‘不與公會’라고 그 효력을 설명하고 있는데,77)77)위에서 사림손도는 ‘不齒同列’이라고 하
여 삭적과 효력이 같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벌의 시행초기에 아직 삭적과 손도가 분화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선조 37년(1604) 함양에서 경중에 따라 출향, 삭
적, 손도를 나누어 시행한 것을 볼 수 있으며,78)78)이후의 사례에서도 손도와 삭적은 구분되어 나
타난다.

삭적은 손도와 더불어 가장 많이 시행된 유벌로, 削迹, 削跡, 削籍, 削罰 등 여러 방식으로 기
록되어 있다. 명부에서 이름을 지우는 것으로 削名으로도 일컬어졌는데, 주로 칼로 이름을 도려
내는 刀削의 방식이 사용되었다. 도삭이 시행된 흔적은 예안 역동서원의 入院錄이나 현풍향교 
복衿錄, 상주향교 ｢校案｣ 등 여러 문적에서 확인되는데,79)79)현종 원년 광주향교에서도 52명의 
이름을 ‘割去’하여 削名하여80)80)실제 이름을 잘라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효력은 이름
71) 李珥, 栗谷全書권15, ｢學校模範｣ 
72) 太學志권6, ｢章甫｣ 儒罰 ; 尹愭, 無名子集권2, ｢泮中雜詠｣ 齋任罰人(李敏弘 역, 1999, 朝鮮朝 成均

館의 校院 과 太學生의 生活相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73) 박현순, 2008 앞의 논문.
74) 請斬普벌疏(한국국학진흥원소장)
75) 鄭求福, 1994 ｢齊馬首와 損徒｣ 古文書硏究5, 한국고문서학회 ; 박현순, 2004 앞의 논문 ; 박현순, 

2008 앞의 논문.
76) 請斬普벌日記 “(八月)初十日 出門外 以公論削大丘生員徐泂進士蔡應龍姓名, (八月)十二日 仍於門外解蔡

應龍損徒”
77) 李滉, 退溪集권42, ｢鄕立約條序附約條｣ “中罰 削跡 不齒鄕里 下罰 損徒 不與公會”
78) 정경운, 고대일록 1604년 2월 17일 “(十)七日 戊申 鄕人大會于大孤臺 將黜弘澍 … 削迹許寔 損徒鄭希

仁等 以其干謁出入者也”
79) (역동서원)入院錄(도산서원 소장) ; ｢(현풍향교)복衿錄｣(1610)(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慶北

鄕校資料集成  I. 396쪽 수록) ; ｢(상주향교)校案｣(1661~1676) 및 ｢복衿錄｣(1692~1718)(앞의 책, III. 6~
80) 현종실록권3, 현종 원년 11월 9일(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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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우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不齒同列’, ‘不齒鄕里’ 등의 설명에서 보듯 그 흔적을 지워 향교
나 서원 등에서 축출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효력이었다.

그런데, 삭적은 이름을 지우는 행위로 유생안이나 원생안에 입록된 자에 한해서만 시행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 여강서원에서 삭적을 결정했지만 원생안에 이름이 없어 시행하지 못
하고 본인에게 移文을 보냈다는 기록이 보인다.81)81)이것은 그에 상응하는 효력이 발휘되도록 한 
것이지만 당초부터 삭적은 名簿에 등재된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士林停擧는 사림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정거이다. 선조 34년 서인계 인사들이 정인홍을 공격하
는 가운데 언급되어 있다.82)82)하지만 정거는 원칙적으로 녹명관의 고유한 권한이었다. 중앙의 경
우 녹명을 담당한 사관의 참하관들이 정거의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이를 흔히 四館停擧라고 일컬
었다. 그런데 성균관에서 삭적 이상의 유벌을 당하면 사관 참하관들이 모여 정거를 시키는 것이 
17세기의 관행이었다. 따라서 정거는 독자적인 유벌이라기보다는 유벌의 효력 가운데 하나로 보
아야 할 것이다.83)83)

지방 향시의 경우 과거 직전에 녹명관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정거 처분을 내릴 수는 
없었다. 대신 과거에 즈음하여 각관에서 정거가 시행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음은 광해군 1년 
예안에서 확인되는 사례이다. 

“安바(필자주:金光道)이 여름에 文丈을 모함했다가 사림득죄하여 과거 응시가 허락되지 않았다. 
11월에 과거를 설행할 때도 과거 응시가 허락되지 않았는데 관리를 구타하여 수령을 속이고 都目을 
뒤늦게 내어 아무렇지도 않게 科場에 들어갔다. 그러나 士論이 비등하여 考官에게 고하여 쫓겨났
다.”84)84)

위의 기록은 김광도라는 인물이 사림에 죄를 지어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던 정황을 적고 있
다. 그는 科擧都目을 발급받지 못하여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으며, 부정으로 도목을 발급받아 
과장에 들어간 후에도 士論의 공척을 받아 考官에게 쫓겨났다. 여기에서 사림득죄가 과거도목 
불허와 고관의 黜場이라는 두 단계에 걸쳐 정거의 효력을 발휘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과거도목이 발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녹명 이전에 각관에서 과거도목을 
발급하는 단계에서 이미 정거의 효력이 발휘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현재 확인되는 사례들을 보면 직접 士林停擧를 시행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선조 34년 

81) 김영, 계암일록 1641년 1월 14일 “權貴中以廬江院錄無名字 欲削而不得施 直移文問于渠 與削一般也”
82) 선조실록권144, 선조                     34년 12월 24일(정해) ; 安邦俊, 隱峯全書권27, ｢混定編錄｣ 後集 宣廟朝
83) 박현순, 2008 앞의 논문.
84) 김광계,    매원일기       1609년 12월 17일 “安바自夏間 以誣받文丈 得罪于士林 不許赴擧 仲冬設科之時 亦不

許赴 乃毆打官吏 欺罔土主 出追都目 馳往試所 偃然入場 未免士論之喧騰 告于考官黜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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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계 인사들이 언급한 사례는 전언일 뿐이며, 이에 대해서는 오여온의 반박이 있었다.85)85)또 과
장에서 쫓겨난 김광도가 직접 사림정거의 처분을 받았는지는 불분명하다. 그외 정거를 당한 경
우는 모두 삭적 등 유벌을 당해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에서 그 사례들
을 볼 수 있다.

“임지경이 왔다. 지난 번 대회에서 삭적된 무리들을 해벌하려고 하였다. 대개 赴擧를 위해서이
다.”86)86)

“여강서원이 본부 향교에 통문을 보내 ‘泮中에서 예안을 삭벌한 것은 부당한 것 같다. 예안에서 
통문을 보낼 때 이름을 쓰지 않고 서명하지 않은 자들은 마땅히 구별하여 과거에 응시하게 하도록 
주변지역에 통문으로 고하려고 한다’고 하였다.”87)87)

첫번째 기사는 삭적을 당해 과거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부거를 위해 삭적을 풀어주자는 
이야기이다. 두번째 기사는 안동 여강서원에서 부당하게 삭벌된 사람은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
록 해벌시키자고 인근지역에 통문을 발송했다는 이야기이다. 어느 경우에나 삭적으로 정거가 되
었기때문에 삭적을 풀어주자는 주장이다. 따라서 성균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림정거도 독자
적인 유벌이라기보다는 삭적에 수반되는 효력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숙종 7년 사림유벌을 당하고 陳試에 응시했던 전주 유생 宋遇龍은 벌을 무릅쓰고 과거
에 응시한 죄로 도2년 반에 처해진 일이 있었다.88)88)이를 통해 조정에서도 성균관 유벌 뿐 아니
라 사림유벌에 대해서도 정거 효력을 인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숙종 10년에는 유벌
을 당한 유생은 식년시·별시는 물론 謁聖試나 庭試도 응시하는 것도 금지시켜 유벌의 정거 효
력은 더욱 강화되었다.89)89)

앞서 본 출향이나 출도는 사회적인 약속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손도나 삭적은 서원, 향교에서 공회불참이나 삭명의 형태로 효력이 발휘되었을 뿐 아니라 삭적
의 경우 정거의 효력도 수반되었다.90)90)따라서 손도와 삭적은 가장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동시에 
가장 직접적으로 효력이 발휘되는 유벌이기도 하였다.
85) 선조실록권154, 선조 35년 9월 25일(경신)
86) 김영, 계암일록 1623년 7월 2일 “任之敬來 以頃者大會削迹輩 欲爲解罰 盖爲其赴擧也”
87) 김영, 계암일록 1626년 8월 21일 “廬江書院通文于本府鄕校 以泮中削罰禮安似爲不當 當其禮安通文時 

不書名不着署者 當爲區別 許令赴擧 欲通告于隣境矣”
88) 숙종실록권12, 숙종 7년 11월 13일(임술)
89) 숙종실록권15, 숙종 10년 10월 7일(기해) ; 受敎輯錄 禮典 科擧 ; 태학지권6, ｢장보｣ 유벌
90) 손도의 경우 정거 효력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숙종 7년 金萬重이 유벌의 정거 효력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며 손도나 삭적을 당한 경우 학교의 학궁의 課題에만 응시하지 못하게 하자고 한 사례를 보
면 삭적과 마찬가지로 정거 효력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숙종실록권11, 숙종 7년 6월 2일(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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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合郡停擧와 合郡削迹

합군정거와 합군삭적은 一邑 유생 전체에 대해 정거나 삭적을 시행하는 유벌이다. 과실에 대
해 일읍 유생 전체에게 연대 책임을 묻는 처벌이다. 

합군정거는 閤郡停擧, 合停으로도 일컬어졌으며, 逆謀나 綱常罪에 관련된 지역에 邑號降等과 
함께 국가에서 시행한 사례도 있다. 광해군 7년 성주는 이창록의 상소 사건으로,91)91)현종 12년 
서흥은 수령을 살해한 사건으로 합군정거되었다.92)92)

사림유벌로서의 합군정거는 다른 유벌들과 달리 과장에서 직접 제기 시행되었다. 언제부터 시
행되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당초 賓貢의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소과 初試는 원칙적
으로 거주 지역에서 응시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었으며, 다른 지역에서 응시할 경우 ‘賓貢’이라고 
하여 거자들이 시관에게 정거를 요청할 수 있었다.93)93)선조 38년(1605) 경상좌도 생원·진사시 초
시 과장에서 합천을 합군정거한 사례도 이를 명분으로 한 것이었다.94)94)유사한 사례는 현종 원년 
전라 우도 과장에서 좌도 유생들을 정거한 사례에서도 보인다.95)95)

그러나 여타 사례들을 보면 반드시 빈공 문제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5현의 문묘종사 후인 광
해군 6년에는 향교에 五賢을 종사하지 않은 읍을 모두 정거시키려 한 일이 있었고,96)96)강상범죄
의 발생, 수령 박대, 사림유벌의 미시행 등을 이유로 합군정거를 시행하려고 한 사례들도 보인
다.97)97)따라서 합군정거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유벌로 파악된다.

합군정거는 시관의 허락 하에만 시행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관들은 유생들
의 요구를 과도한 것으로 파악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일단 합군정거가 제기되면 유생들
과 시관의 실랑이로 罷場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사례 중에서도 실제 합군정거
가 시행된 것은 선조 38년(1605) 합천의 사례뿐이며, 나머지는 논의단계에 머물렀거나 제기 후 
파장에 이른 사례들이다.

과장에서 시행되는 합군정거와 달리 합군삭적은 평상시에 시행되는 처벌이다. 인조 4년(1626) 
예안은 監司에게 사림유벌을 시행하자고 주장했다가 합군삭적을 당했으며,98)98)현종 7년 의성은 疏
會不參을 이유로 합군삭적을 당했다.99)99)그런데, 김만기는 의성이 합군정거를 당했다고 언급하였
91) 광해군일기권93, 광해군 7년 8월 14일(무자) ; 인조실록권1, 인조 1년 4월 17일(병자) ; 김영, 계

암일록 1626년 7월 19일
92) 현종개수실록권25, 현종 12년 11월 11일(무오)
93)             중종실록  권16, 중종 7년 9월 26일(정유), 권23 중종 10년 9월 5일(무자)
94) 김영, 계암일록 1605년 8월 10일
95) 현종실록권3, 현종 원년 9월 1일(계축)
96) 김영, 계암일록 1614년 9월 11일
97) 김영, 계암일록 1633년 1월 30일, 1635년 7월 17일, 1636년 7월 4일
98) 김영, 계암일록 1626년 윤6월 28일, 1626년 7월 19일
99) 유세철, 회당집권2, ｢소청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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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0)100)이것은 삭적이 정거의 효력을 갖고 있었던 탓에 합군삭적이 사실상 합군정거와 동일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합군정거나 합군삭적과 같이 군현을 단위로 시행되는 처벌은 이에 대한 반발과 시관과의 충
돌 등으로 과장을 소란시키고 파장을 낳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그 결과 현종 원년 충청
도 과장의 파장을 계기로 사헌부는 합군정거와 합군삭적을 금단할 것을 요청하여 왕의 윤허를 
받았다.101)101)

그 후에도 합군정거가 언급된 사례들은 종종 보인다. 숙종 7년에는 함경도 북도 과장에서 8
읍 유생들이 회령부 유생들의 합군정거를 요구하였다.102)102)또 숙종 30년에는 利川 수령이 하리들
이 마음대로 향교 대성전에 출입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隣邑에서 통문을 돌려 이천 유생들을 합
군정거하려한 일이 있었다.103)103)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실제 시행되지는 못했다.

합군정거는 試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실제 시행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일
읍 전체에 대한 시벌이었을 뿐 아니라 국가에서 강상범죄나 역모가 발생한 지역에 시행하는 처
벌의 하나였던 만큼 다른 유벌보다 수위가 높은 것이었다. 따라서 실제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사림 공론을 표방하며 죄를 성토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4. 사림유벌의 시행 구조
1) 施罰과 解罰의 주체

성균관 유벌은 선조대 초반에 이미 掌議가 주관하는 齋會를 개최하여 유벌을 시행하는 구조
가 정착되었다. 이 구조는 선조 15년(1582) 李珥가 작성한 ｢學校模範｣에서 장의·유사에게 고하
여 재회에서 처분하는 것으로 정식화되었다.104)104)향교 學令이나 서원 院規를 보아도 동일한 방식
으로 上齋, 掌議, 齋有司, 院長, 齋任 등의 주관하에 齊會를 열어 시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05)105)

100) 현종개수실록권15, 현종 7년 3월 22일(임인) 
101) 승정원일기160책, 현종 원년 2월 18일 계묘 “大司憲洪重普 執義趙龜錫 掌令成後卨 持平慶㝡啓曰 … 

外方合郡停擧削籍之弊 其來蓋久 至于今日 而爲弊滋甚 … 當此士習不靖之時 不宜任其循襲謬例 漸致紛
淆 而不爲之禁斷 請令난道 申飭各邑 痛革合郡停削之弊 (曰 依啓”

102) 숙종실록권12, 숙종 7년 8월 28일(무신)
103) 승정원일기420책, 숙종 30년 9월 2일 기해 
104) 박현순, 2008 앞의 논문.
105) 金富倫, 雪月堂集권4 ｢福川鄕校學令｣ ; 金世濂, 東溟集권6 ｢玄風縣學規學規及鄕約｣ ; 이이, 율곡

전서권15, ｢隱屏精舍約束｣ 및 ｢文憲書院學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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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림은 불특정 다수로서 정례화된 조직이 없었다. 따라서 사림유벌을 시행하는 과정도 
다기하게 나타난다. 아래에서는 시행 사례들을 나누어 사림유벌이 시행되고 해벌되는 과정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림유벌이 결정되는 場으로는 우선 다수의 유생들이 모이는 疏會나 儒會가 있다. 소회‧유회
는 발의자들이 안건과 시일, 장소를 정하여 각읍에 통문을 돌리면 이에 호응하여 향교나 서원을 
중심으로 유생들이 참여하여 개최되었다. 대개는 향교와 서원에서 유생 대표 몇 명을 파견하였
다. 회의는 薦擧와 圓點을 거쳐 선임된 都有司, 掌議, 公事員 등의 有司가 주관하였다.

소회에서는 주로 疏任을 기피하거나 異論을 제기한 인물들이 처벌되었다.106)106)또한 이론을 제
기하는 경우 소회 참석 여부를 불문하고 유벌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107)107)이외에 반드시 상소
와 관계된 사안이 아니더라도 소회 참여자의 발의에 따라 다양한 사안이 논의될 수 있었다.

유회에서도 안건과 관련하여 다양한 시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특히 인조반정 후에는 시
벌을 위한 유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경상도 풍기, 영천, 예안 등지에서는 고을별로 향회를 열
어 친대북계인사들에게 훼가출향 등을 시행하였고,108)108)다시 용궁에서 열읍이 참가한 ‘士林之會’를 
열어 대대적인 처벌을 단행하였다.109)109)한편 인조 4년 예안은 합군삭적을 당했는데, 이를 해벌하
기 위하여 광흥이라는 곳에서 유회가 열렸다. 이때에는 각 서원의 원장 등 소규모 인원만이 참
석한 것으로 보인다.110)110)유회는 대규모회의인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 모이
는 소규모 모임일 수도 있었던 것이다.

유회는 과장에서 열리기도 하였다. 이는 주로 합군정거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가령 선조 38년
(1605) 경상좌도 생원·진사시 초시 과장에서 합천을 합군정거한 사례를 보면 영천에서 통문으
로 발의하여 유회를 열고 녹명관에게 합천의 정거를 요구하였다.111)111)숙종 7년 함경북도 과장에서 
8읍 擧子들이 시관에게 회령의 합군 증거를 요구한 것도 8읍의 유회를 거친 결과일 것이다.112)112)

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통문을 돌려 시벌을 주창하는 것이다. 발론하여 통문을 돌리는 주체는 
개별 향교나 서원일 수도 있으며, 뜻을 같이하는 몇몇 사람들인 경우도 있다. 향교와 서원이 연
좌하여 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113)113)

발송 대상은 지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邑名으로 발송되는 경우 향교에서 이를 처리하였다. 향
교에서는 교임 외에 각 서원의 원장, 재임들을 중심으로 향회를 열어 시벌 여부를114)결정하고,114) 
106) 김영, 계암일록 1635년 11월 2일 - 11월 3일 ; 최명길, 지천집권11, ｢因朴焞疏自때疏｣ 
107) 효종실록권4, 효종 1년 5월 20일(임신) ; 조익, 포저집권6 ｢卞柳㮨欺罔疏｣ 
108) 김영, 계암일록 1623년 3월 24일, 1623년 3월 26일, 1623년 3월 29일, 1623년 4월 5일
109) 김영, 계암일록 1623년 4월 24일 
110) 김영, 계암일록 1626년 9월 4일
111) 김영, 계암일록 1605년 8월 10일
112) 숙종실록권12, 숙종 7년 8월 28일(무신)
113) 김영, 계암일록 1623년 6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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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는 (通으로 전달되었다. 따라서 향교는 일읍의 사림공론을 수렴하여 시행하는 장으로서 
주요한 의미를 지녔다.

그러나 보다 주목되는 것은 향교·서원이 합좌하는 유회이다. 17세기에는 일읍 내에도 다수의 
서원이 존재하였으며, 그 중에는 유력한 서원도 있었다. 하지만 원생과 교생은 대부분이 중첩되
었기 때문에 인적 구성에는 별반 차이가 없었다.115)115)그 가운데 사림유벌의 시행에서는 향교가 
보다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시벌을 요구하는 통문은 향교로 전달되
었으며, 일향의 유회도 향교가 주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사안들은 반드시 향교와 서원
의 합좌에 의해 결정되었다. 따라서 향교는 사림의 공론이 수합되고 전달되는 매개 기구였으며, 
일향 사림의 최고기구는 향교와 서원이 합좌한 일향의 유회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 一邑 내에서 향교·서원의 합좌에 의해 또는 향교나 서원에서 자체적으로 시벌하는 
일도 있었다. 다만 개별 향교나 서원에서의 시벌을 사림유벌로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 通文을 발송하여 시벌 사실을 통보하거나 시벌을 촉구하
여 그 효력이 확대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가령 인조 14년(1636) 2월 예안에서는 鄭侙을 삭명하
고 안동을 비롯한 인근지역에도 시벌을 촉구하여 같은 해 6월 정칙은 안동향교에서도 삭적 처분
을 받았다.116)116)

17세기 초반 영천 臨皐書院의 원규에는 “사론에 득죄하거나 다른 서원에서 배척을 받은 자는 
入院을 불허한다”고 하여 개별 서원에서 시행된 처벌이 다른 서원에서도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
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원생을 향임에 차출한 자는 사림삭적한다고 하여 서원 내부의 일도 사
림의 이름으로 처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117)117)따라서 일읍이나 향교, 서원에서 시행되는 유벌도 
사림유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성균관을 통해 지방 유생들을 처벌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방 유생들이 유소를 올렸다가 
성균관에서 유벌을 당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였다. 또 성균관에 거관 중인 유생들의 발의로 지
방 유생들이 처벌되는 경우도 있었다. 광해군 7년(1615) 도산서원의 조목 종사에 소극적이던 예
안과 인근지역 유생 50여명이 先賢을 毁斥했다는 이유로 삭적한 것이 대표적이다.118)118)

때로는 지방에서 성균관에서 통문을 보내 시벌을 요청하는 경우도 보인다. 현종 7년 조식의 
문집을 復刊하면서 정인홍이 편찬한 부록을 수록한 河洺, 尹承慶 등 3명은 진주 유림의 요청으

114) 김영, 계암일록 1636년 6월 12일, 1629년 1월 24일, 1629년 1월 25일
115) 박현순, 2007 ｢17~18세기 禮安縣 士族社會와 鄕案·院生案·校生案｣ 古文書硏究30, 한국고문서학회.
116) 김영, 계암일록 1636년 2월 2월, 3월 3일, 6월 12일
117) ｢臨皐書院院規｣ 院士 “得罪士論及見斥於他書院者勿許”, ｢院中儒案修正時完議｣ “爲鄕所者陵蔑學宮 撓毁

規範則士林削籍事”(이수건 편, 朝鮮時代嶺南書院資料 臨皐書院資料 수록)
118) 김영, 계암일록 1615년 2월 25일, 1615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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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균관에서 부황을 당했다.119)119)숙종 6년 대사성 南二星은 외방의 논벌하는 통문은 성균관 재
임이 환송하고 시벌하지 못하게 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120)120)이로 미루어 성균관을 통해 유
벌을 시행하는 것도 사림유벌을 시행하는 방법의 하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解罰 역시 동일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다. 그런데, 시벌과 해벌의 주관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는 않았다. 가령 인조 4년 예안이 合郡削迹된 경우를 보면 윤6월 성균관에서 居齋 중이던 영남 
유생들이 발의하여 시벌되었지만 해벌은 안동 廬江書院에서 발의하여 인근 각읍이 모인 유회에
서 결정되었다.121)121)즉, 사림유벌은 發議와 同議만 거치면 다기한 경로로 시행되고 해벌될 수 있
었던 것이다.

이상 사림유벌이 시행되는 단위를 보면 疏會나 儒會와 같은 도단위의 집회에서부터 一邑, 개
별 향교나 서원 등 상당히 다양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대개 향교와 서원이 매개되어 있었
다. 이런 점에 비추어 사림유벌이란 결국 향교와 서원을 매개로 시행되며, 사림이란 곧 향교와 
서원의 연합체인 것으로 파악된다.

2) 효력의 발생

성균관에서 유벌을 시행할 때는 齋會에서 8자로 罪目을 작성하여 西齋의 맨 윗방인 西一房의 
외벽에 게시하였다. 이것을 罰紙 혹은 罰榜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시벌 사실은 전국에 통문으로 
전달되어 향교에서 벌방으로 게시되었다.122)122)향교에서 시행된 유벌에 대해서도 죄명을 써서 벽에 
붙여 게시하는 것이 경외의 通規라고 하여 벌방이 게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123)123)

사림유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벌방을 게시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소회나 유회뿐 아
니라 향교, 서원에서도 ‘徒貪科擧 不顧義理’, ‘傳會邪說 誣毁先賢’ 등과 같이 8자의 죄목을 작성하
였고,124)124)그 내용이 인근의 향교에도 전달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사림유벌의 벌방도 향교에 게시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이의 ｢학교모범｣에서는 삭적의 경우 중외의 학당에 통문을 돌려 알리도록 하였으
며,125)125)성균관에서 경외에 통문을 발송하는 것은 하나의 규례로 인식되었다.126)126)각읍에서 유벌을 
시행한 후 인근 지역에 통문을 발송하는 사례들은 다수 확인된다. 다음은 그 사례이다.

119)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古文書集成60, 209면 ｢통문｣
120) 숙종실록권10, 숙종 6년 8월 6일(임술)
121) 김영, 계암일록 1626년 윤6월 28일, 1626년 8월 21일, 1626년 9월 4일
122) 성균관 유벌의 시행 과정에 대해서는 박현순, 2008 앞의 논문 참조.
123) 현종실록권3, 현종 원년 11월 9일(경신)
124) 김영, 계암일록 1629년 2월 11일, 1635년 11월 2일, 1636년 6월 12일, 1636년 6월 16일
125) 이이, 율곡전서권15, ｢학교모범｣ “削其名籍 因通文于中外學堂”
126) 광해군일기권69, 광해군 5년 8월 20일(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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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院會에서 이홍중, 김환, 김명원, 오여강 등 20여인이 정칙의 이름을 삭적하고 안동에 통문
을 보냈다. 통문은 원장은 하려고 하지 않았으나 뭇사람들의 의논이 매우 강건하여 그만두게 할 수
가 없었다.”127)127)

“고을 사람들이 향교에서 대회를 열어 흉적들을 경내에서 쫓아 내었다. 3건의 문서에 서명하여 
향교, 서원과 향소에 보관하였다. 또 온 도 안에 통문을 보내 흉적 아무개(필자주:양홍주)의 10가지 
죄악을 알렸다.”128)128)

첫번째 기사는 예안 도산서원에서 정칙을 삭적한 후 안동에 통문을 보냈다는 것으로 통문의 
내용은 정칙에 대한 시벌을 촉구하는 것이었다.129)129)그런데, 도산원장이 통문 발송에 반대한 것을 
보면 시벌 후 통문을 보내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번째 
기사는 함양에서 양홍주를 출향한 후 온 도에 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통문의 내용은 양홍주의 
죄악을 열거한 것으로 죄상을 알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로 미루어 통문은 시벌 사실을 
공지하는 필수적인 과정은 아니었으나 죄상을 알려 다른 지역으로 시벌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 두번째 기사를 보면 함양에서는 시벌 후 3건의 문건을 작성하여 향교, 
서원, 향소에 보관하였다. 이처럼 문건을 작성하여 보관한 경우는 인조 7년(1629) 예안향교의 사
례가 보인다. 

“오늘 향중대회를 열었다. …모인 사람은 70여명이었다. 그 죄상을 써서 削迹黜鄕하였다. 모인 
사람들이 모두 서명하여 1건은 官에 고하고 1건은 學宮에 보관하였다. 대개 흉패한 사람이 후일 못
할 일이 없어서 중상을 입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다.”130)130)

예안에서는 함양의 사례와 달리 2건의 문건을 작성하여 1건은 관에 보고하고 1건은 향교에 
보관하였다. 문건을 작성, 보관한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를 후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
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동일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完議를 작성한 경우도 보인다.131)131)

127) 김영, 계암일록 1636년 3월 19일 “是日院會 李弘重·金瑍·金鳴遠·吳汝杠等二十餘人 削鄭侙名 通
文安東 通文院長不欲 而群議甚勁 不得止爲”

128) 정경운, 고대일록 1603년 10월 30일 “鄕人大會于校 黜兇等于境內 書名三件 藏之校院及鄕所 又通文
一道之內 以布兇某十條罪惡”

129) 김영, 계암일록 1636년 4월 18일
130) 김영, 계암일록 1629년 2월 28일 “今日鄕中大會 …會者七十餘人 書其罪狀 削迹黜鄕 會者皆署名 一

件告官 一件藏之學宮 盖以匈悖之人 後日將無所不至 慮有中傷也”
131) ｢庚辰正月初五日 謁廟時完議｣ (도산서원 소장 자료. 한국국학진흥원 홈페이지 ｢도산서원고문서｣ 完議

0001 수록)



 17세기 지방 儒生들의 士林儒罰·25

위의 사례를 보면 문건의 작성, 보관도 반드시 필수적인 과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시벌의 효
력을 영속화시키고 동일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문건을 작성 보관하는 방법도 활용되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벌은 각기 그 효력을 달리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피벌자의 과오를 성토하여 改過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구체적으로는 향교·서원에서의 활동 제한이나 삭명으로 나타났다. 피벌
자는 자숙하며 公議로 해벌될 때를 기다려야 했고,132)132)學宮에 출입할 수 없었으며133)133)所任을 맡
고 있는 경우에는 체직되었다.134)134)영천의 경우 학교에서 배척받은 자들은 鄕案에서 삭적하도록 
하여135)135)학교 밖으로 효력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었다. 즉, 유벌은 피벌자의 사회 활동 전반을 제
약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좁게는 향교·서원에서 넓게는 유생사회·사림사회에서의 배제를 의미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벌의 보다 현실적인 효력은 정거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림유벌의 정거 효력은 
각관에서 작성하는 과거도목에서부터 발휘되었다. 그런데, 과거도목은 최종적으로 수령의 추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작성 과정에는 향교와 서원이 개입하였다. 선조 14년 안동향교의 ｢校中完議｣
에는 헌관과 집사에 차정되고도 재차 석전제에 불참한 자는 都目을 불허한다고 하여136)136)향교 유
생들이 도목 작성에 관여한 것이 상당히 오랜 관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종대 예안향교에서는 교안에 입록된 자만 과거도목을 발급하도록 하였는데, 교안은 도산서
원 원생안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137)137)같은 시기 상주에서는 향교 도유사와 도남서원 재임이 과
거도목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138)138)두 경우는 과거도목이 사실상 향교와 서원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림유벌을 당하면 처음부터 도목 작성에서 제외되어 과거
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과거 합격은 유생들에게는 매우 절실한 문제였다. 특히 20~30대의 청년층에게 과거는 일생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였다. 따라서 때로는 유벌 자체보다도 정거의 효력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
하는 양상들이 나타났다. 인조 4년 예안이 합군삭적을 당한 후의 움직임들은 그런 상황을 잘 보
여준다.

“伯溫(필자주:金瑮)이 閤縣削罰때문에 泮中에 통문을 보내 그 일을 발명하려고 한다. 근래 또 이
132) 김영, 계암일록 1608년 11월 28일
133) 김영, 계암일록 1626년 7월 14일
134) 김영, 계암일록 1634년 10월 15일
135) ｢(영천)鄕約案｣(1619)(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慶北鄕校資料集成 I, 永川鄕校篇 수록)
136) ｢(안동향교)萬曆九年十月日校中完議｣(한국고문서학회, 고문서연구6 수록)
137) ｢(禮安鄕校)別儒草案｣ 校案改修修正時完議(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慶北鄕校資料集成  II. 禮

安鄕校篇 수록)
138) ｢(尙州鄕校｣복衿錄完議｣(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慶北鄕校資料集成  III. 尙州鄕校篇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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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를 ‘유벌을 당하면 학궁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다면 석채를 행할 수 없다. 마땅히 이것으로 반
중에 석채를 폐할 수 있는지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해벌되어 과거를 볼 수 있
을 것이다’고 하고 반드시 반중에 통문을 보내려고 한다.”139)139)

“대개 호패와 군적때문에 재주가 있든 없든 모두 奔競을 하여 금번의 擧子 수는 전보다 배나 늘
어났다. 반중의 권□ 무리가 이 말에 두려워하며 부득이 열읍에 통문을 돌려 이 읍의 합현(삭적)의 
벌을 풀었다.”140)140)

위의 첫번째 기사는 피벌자인 예안에서의 움직임이다.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 향교 석채례를 
핑계로 해벌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두번째는 예안의 삭적을 발의했던 성균관 거재 유생들이 
호패와 군적 작성이 임박하자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해벌을 발의하였다는 내용이다. 
정거가 가져오는 파장이 군적 등재로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때문에 서둘러 해벌을 발의하였
던 것이다. 이런 상황들은 유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유벌의 현실적인 효력은 바로 정거에 있었다
는 것을 보여준다.

유벌의 정거 효력은 유벌의 권위를 강화시키는 것이기도 하였지만 사림유벌의 경우 쉽게 해
벌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얽힌 지방사회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
져올지도 모르는 정거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었다. 더욱이 사림유벌은 시벌과 마찬가지로 누구
든지 해벌을 발의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벌자의 주변에서 동정론을 펼쳐 주변을 설득하면 의외
로 쉽게 해벌이 이루어졌다.141)141)물론 때로는 해벌을 발의했다가 도리어 유벌을 당할 수도 있었
다. 그러나 대개는 소극적으로 불만을 표시할 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시벌 기간을 명시한 손도와 달리 삭적 이상의 유벌을 당한 경우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
다. 성균관 유벌의 경우 사안에 따라 20년 이상 효력을 유지한 경우도 있었다. 가령 효종 1년 
이이·성혼의 문묘 종사 반대소의 소두였던 柳稷과 洪有阜는 남인들이 집권한 숙종 1년에 이르
러 왕명으로 겨우 해벌될 수 있었다. 해벌까지 25년이 걸렸다. 그 외 효종·현종대 성균관에서 
付黃을 당한 인물들도 대부분 숙종대에 가서 왕명으로 해벌되었다.142)142)이처럼 효력이 오래 지속
된 것은 피벌자는 대개 남인 유생들이었고 해벌권이 있는 성균관은 서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해벌 자체가 발의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사림유벌의 경우도 몇 년간 효력이 지속된 경우가 보인다. 李弘經은 서울에서 이황에 대한 
139) 김영, 계암일록 1626년 7월 14일 “伯溫以合縣削罰 謀以通文泮中 發明其事 比日又言曰 被罰則不得入

學宮 然則釋菜不得行 當以是問于泮曰 釋菜果可廢耶 如是則必解罰而見科擧矣 必欲期通問于泮”
140) 김영, 계암일록 1626년 9월 16일 “盖以戶牌軍籍之故 才與不才 皆爲奔競 今番擧子之數 倍昔有增矣 

頖中權□輩 懼於此言 傍通于列邑 解釋此邑合縣之罰”
141) 김영, 계암일록 1626년 9월 4일, 1636년 10월 23일
142) 박현순, 2008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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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미스러운 소문을 퍼트렸다는 이유로 인조 13년 10월 삭적되었다. 그가 疏會에 올린 단자를 불
사를 정도로 당시의 여론은 악화되어 있었다. 이홍경은 3년여가 지난 인조 17년 3월까지도 해벌
되지 못했고, 영천 伊山書院에서는 그의 해벌을 도모한 李尙彦을 오히려 처벌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143)143)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았다. 실제 인조반정 후 예안에서 ‘凶黨’으로 지목되어 삭
적 등으로 처벌된 인물들은 불과 3개월이 지난 후 과거 응시를 위해 모두 해벌되었다.144)144)또 인
조 14년 이황에 관련된 불미스러운 소문을 퍼트린 죄로 삭적된 정칙이 해벌되는 데에도 몇달이 
걸리지 않았다.145)145)예안은 인조 4년 감사를 논벌하자는 통문을 돌렸다가 합군삭적을 당했지만 불
과 두 달만에 해벌되었다.146)146)대부분의 사림유벌들은 불과 몇 달만에 해벌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사림유벌은 붕당간의 정쟁에 관련된 경우 당색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었다. 효
종대 서인과 남인의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영남 남인계는 성균관 유벌의 주대상이 되었으며, 영
남 내의 사림유벌은 영남을 호강으로 지목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147)147)그 가운데 영남에서 서인
계에 시행된 유벌은 효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조정에서 사림유벌 자체를 금단하거나 
무효화시키지는 않았지만 남인들에게 유벌을 당하더라도 서인계의 지원을 받으며 조정에 진출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남인 유소에 대한 반대소를 올렸던 상주 유생 申碩蕃·申碩亨 형제의 경
우가 대표적이다.148)148)

숙종대 心經質疑를 둘러싼 논란에서는 남인측에서 유벌을 당한 金萬烋가 관에 정소하여 문
제를 해결하려고 한 점이 주목된다. 심경질의는 김만휴가 외조부 李德弘의 手錄와 問目을 정
리하여 묶은 책으로 숙종 7년(1681) 宋時烈이 왕명으로 심경질의를 교정하여 心經釋疑를 편
찬 간행하면서 남인과 서인 사이의 정치 쟁점으로 비화되었다. 이 때문에 김만휴의 아들들은 모
두 도산서원에서 삭적되었다. 김만휴는 관에 정소하여 시비를 가려 줄 것을149)요청하였는데,149) 여
기에는 관권에 의하여 사림유벌의 효력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사림유벌의 효력은 안정적이지 못하다. 쉽게 해벌될뿐 아니라 때로는 실질
적인 효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벌 자체의 효력이 무시되지는 않
았다. 비록 정치적으로 그 효력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동류집단 내에서는 배제를 
수단으로 하는 유벌이 여전히 현실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143) 김영, 계암일록 1639년 3월 5일
144) 김영, 계암일록 1623년 7월 2일
145) 김영, 계암일록 1636년 10월 23일
146) 김영, 계암일록 1626년 7월 14일, 1626년 9월 4일
147) 조익, 포저집권6, ｢변유직기망소｣ ; 현종개수실록권15, 현종 7년 3월 22일(임인)
148) 효종실록권11, 효종 4년 7월 15일(무인)
149) 숙종실록권20, 숙종 15년 윤3월 9일(병오) ; 20년 10월 18일(임자) ; 金純義, 果軒日記 1688년 7월 

25일(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史料叢書 43 수록); 金萬烋, 魯魯齋集권4 ｢家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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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벌 상 행

사림유벌의 시행 대상이 되는 행위는 특정하게 규정된 바가 없다. 대개 사안에 따라 처벌이 
발론되면 사림, 혹은 사론의 이름으로 처벌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시행 사례들을 정리해보면 몇
가지 대표적인 사안들이 추출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은 유소와 관련된 사안들이다. 유소는 유생 공론을 국왕에게 전달하는 행
위로 유생공론을 대변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소회에는 모든 유생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
며 대개 발의에 호응하는 각읍의 향교나 서원에서 대표를 파견하는 정도였다. 반대 의사를 가진 
경우 특별히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기보다는 소회에 불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간혹 소두 기피나 소회 불참, 상소 불참 자체를 문제 삼아 유벌을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것은 사사로운 이익에 연연하여 의리를 지키는 않는 행위로 규정되었다. 특히 상소 여
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수록 불참자들을 징계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선조 34년 
문경호가 성혼의 치죄를 요청한 상소를 올릴 때 상소에 참여하지 않은 문위 등을 유벌에 처한 
사례가 있다.150)150)또 인조 13년 영남에서 이황을 변무하는 소를 올릴 때에는 소회에서 각읍별로 
불참자를 처벌하였으며, 예안의 경우 향교 석채례에서 黜校 처분을 내렸다.151)151)

이와 같은 처벌은 疏行이 출발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疏後公事’로 불리웠다. 현종 
7년 영남에서 송시열의 예설을 반박하는 상소를 올릴 때는 특별히 소후공사를 앞당겨 소행의 출
발 전에 시행하기도 하였다.152)152)

선현에 대한 모독도 유벌이 시행되는 주요 사안이다. 대표적으로 광해군 1년(1609) 5현 종사
가 논의되는 가운데 안동에서 김굉필과 정여창의 학문을 문제삼은 배용길을 시벌한 사례가 있
다. 배용길은 김굉필과 정여창은 그 학문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향사 제
향은 가능하지만 문묘 종사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는데,153)153)배용길 부자는 院錄에서 削名되었고, 
그 문도 2인도 永損되었다. 또 안동 향교에서 사건의 진위를 조사한 것이나 배용길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창에서 예안에 통문을 보내 힐난한 것을 보면 다른 곳에서도 배용길에 대한 
처벌이 단행된 것으로 보인다.154)154)

영남에서는 이황에 대한 모독이 시벌의 가장 큰 사유가 되었다. 선조 38년(1605) 황중윤은 이
황과 인연이 깊은 예안 용수사를 지나다가 이황에 대해 狂妄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유회에서 삭
적사림을 당했으며,155)155)인조 13년(1635) 상경하여 이황에 대한 불경한 소문을 전한 이홍경, 정칙
150) 선조실록권144, 선조                     34년 12월 24일(정해)
151) 김영, 계암일록 1636년 1월 10일, 1636년 2월 2일
152) 유세철, 회당집권2, ｢소청일기｣
153) 김영, 계암일록 1609년 1월 12일, 1609년 3월 10일, 1609년 5월 3일, 1609년 4월 1일
154) 김영, 계암일록 1609년 5월 14일
155) 김영, 계암일록 1605년 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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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삭적되었다.156)156)

서인 내에서는 이이, 송시열에 대한 모독이 주요 사유가 되었다. 이이의 문묘 종사 반대로 사
림유벌을 당한 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것은 성균관 유벌이 가장 빈번하게 시행된 사안이
었다. 숙종 7년 함경북도 과장에서 송시열이 남긴 題墨에서 쓰인 號에 付黃한 부령부 유생들을 
합군정거시키자고 주장한 경우도 선현 모독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157)157)

선배 儒賢들에 대한 모독 역시 誣毁로써 처벌 대상이 된다. 선조 35년 양홍주는 상소하여 정
인홍의 무단행위를 고발했다가 무훼라는 명목으로 함양에서 출향을 당했다.158)158)또 인조 7년
(1629) 예안 유생 권익훈은 상경하여 인근지역 名士들의 과오를 적어 四館廳에 게시하였다는 이
유로 삭적출향을 당했다.159)159)인조 19년(1641) 안동유생 권귀중은 김성일에 대한 불경한 소문을 
퍼트린 죄로 여강서원에서 삭명을 당했다.160)160)

이상의 사안들은 당색을 달리하는 경우 보기에 따라서는 다분히 정치적인 것으로 파악될 수
도 있다. 특히 송시열과 관련된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유벌 시벌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 
선현이나 선배에 대한 모독행위로 파악되는 사안들이기도 하다. 공론을 표방하는 사림유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사실관계보다는 처벌에 대해 얼마나 공감을 획득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다. 

유생들의 가장 큰 임무는 향교의 聖廟를 수호하는 데 있다. 성균관 유생들이 空館으로 조정
에 대항할 수 있었던 것도 성묘를 오래 비워두어서는 안된다는 명분 때문이었다.161)161)이와 같은 
논리로 지방에서는 향교 대성전 수호와 관련된 일이 사림유벌의 빌미가 되었다. 

광해군 1년(1609) 함창 유생들은 상주목사 김정목이 聖廟 후에 衙舍를 짓고 제기에 사용된 
동철로 唾器와 穢器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통문을 돌려 성토하였고,162)162)인조 7년(1629) 안동부사 
趙明勗도 성묘 뒤에 아사를 지었다는 이유로 경상좌도 과장에서 논벌이 제기되었다.163)163)숙종 30
년(1704) 이천에서는 부사 정재항이 下吏들에게 五聖位版의 이안을 맡긴 일로 인읍에서 이천을 
합군정거하려고 한 사례가 있다.164)164)상주와 안동의 경우 지방관을 직접 논벌하려고 한 반면 이
천의 경우 유생들을 처벌하려고 하여 처벌 대상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성묘와 관련된 사안은 
어떤 방식으로든 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156) 김영, 계암일록 1636년 10월 10일, 1639년 3월 5일
157) 숙종실록권12, 숙종 7년 8월 28일(무신)
158) 정경훈, 고대일록 1604년 2월 17일
159) 김영, 계암일록 1629년 1월 28일
160) 김영, 계암일록 1641년 1월 8일 
161) 현종개수실록권17, 현종 8년 3월 4일(무인)
162) 김영, 계암일록 1609년 5월 17일
163) 김영, 계암일록 1629년 8월 5일
164) 승정원일기420책, 숙종 30년 9월 2일 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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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에 포진한 서원의 수호 문제도 논벌의 대상이 되었다. 인조 7년(1629) 풍기는 단오날 村
女들이 소수서원의 像을 본 일로, 영천은 이산서원에서 원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歲謁을 퇴행
한 일로 논벌이 제기되었다.165)165)인조 18년(1640) 예안 향임 등은 도산서원과 역동서원의 院屬을 
군정에 차정했다가 士子로서 서원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동 여강서원으로부터 삭적을 
당했다.166)166)

한편 서원 제향이나 位次 문제도 유벌이 시행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위차 문제는 追享을 
할 때 從享, 配享, 竝享, 聯享, 合享 중 어떤 형식을 취할지 또 配享이나 竝享, 聯享을 하는 경
우 위판의 순서를 어떻게 할지 등 다양한 사안들이 문제가 되었다. 서원 위차는 피향자의 권위
와 관계되는 문제로 후손이나 제자들의 이해관계가 투영되면서 가장 많은 분란을 가져온 사안이
기도 하다.167)167)

서원 위차 문제로 유벌이 시행된 대표적인 사례는 인조 21년 永川 臨皐書院의 張顯光 幷享을 
둘러싼 분쟁이다. 임고서원은 원래 정몽주를 제향하는 사액서원으로 장현광을 추향하였는데, 配
享과 幷享 사이에 의견이 갈려 문제가 되었다. 장현광의 문인 張澩은 배향을 주장한 영천 유생 
朴暾 등 4인에게 시벌하며 병향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사론에 밀려 병향은 배향으로 강등되었고 
병향을 주도한 장학은 출도를 당했다.168)168)

또 함양 玉溪書院은 원래 盧禎을 주향으로 姜翼을 배향하였다. 그런데 뒤에 병향을 주장한 
일부에서 강익의 위판을 남계서원 별사로 이안하려고 하다가 옥계서원 측의 노형필 등에게 저지
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일은 안음 용문서원에서 경상도 35개읍에 통문을 돌려 시비를 가려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169)169)결국 노형필이 공론으로 삭적되었다.170)170)

숙종 7년 부령은 김상헌, 조석윤, 정온이 제향된 서원에 김우옹, 이윤우, 김시양을 합향한 일
로 합군정거가 제기되었다.171)171)이 사건은 숙종 즉위 후 남인측에서 시행한 합향을 경신환국 후 
서인계에서 되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정개청을 제향한 전라도 무안 紫山書院의 치폐를 둘러싼172)공방이다.172) 자
산서원은 숙종대 남인정권 하에서 윤휴 등의 지원으로 사액을 받았으나 경신환국 후 서원 건립
과 사액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모두 삭적되고, 서원은 훼철되었다.173)173)

165) 김영, 계암일록 1629년 8월 5일
166) 김영, 계암일록 1640년 4월 25일
167) 윤희면, 2004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329-342면.
168) 인조실록권44, 인조 21년 4월 24일(정해) ; 金是榲, 標隱集권2, ｢與金鶴沙｣(1643)
169)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도산서원 고문서 통문 028 安바龍門書院通文(1634)
170) 김영, 계암일록 1639년 2월 20일
171) 숙종실록권12, 숙종 7년 8월 28일(무신) 
172) 김동호, 1977 ｢16-17세기 호남사림의 존재형태에 대한 일고찰 - 특히 정개청의 문인집단과 자산서원의 

치폐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 역사학연구7, 전남대학교 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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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두 사례는 서원을 매개로 하고 있으나 붕당간의 갈등이 보다 본질적인 원인이었다. 이
처럼 정치적 갈등이 유벌로 표출되는 양상은 사림유벌이 본격화되는 초기부터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선조대 정인홍을 둘러싼 유벌 논란은 처음부터 경상우도 내 서인과 북인계의 정
치적 갈등이 내재된 것이었으며, 북인정권 하에서 경상좌도에서 시행된 유벌은 북인과 남인의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소회는 붕당간의 갈등이 보다 직접적으로 표출되는 대표적인 장이었다. 영남우도 북인계가 崔
永慶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성혼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릴 때에는 이에 호응하
지 않은 李屹, 文緯 등에게 유벌을 시행하였다. 또 효종 원년 영남에서 이이·성혼의 문묘종사
를 반대하는 상소에 대해 반박 상소를 올린 상주 유생 신석형 등은 출도되었으며,174)174)현종 7년 
송시열의 예설을 반박한 영남 유생 상소를 올릴 때에는 소회에 참여하지 않은 의성 유생들이 합
군정거를 당했다.175)175)이런 경우 유벌은 정치적인 이견에 대한 보복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당색을 달리하는 유생들이 주도권을 다투는 가운데 일읍 내의 향교나 서원에서 유벌을 시행
하는 사례들도 보인다. 함양에서는 鄕賢祠 위차 문제로 북인과 서인·남인이 대결하며 위차가 
번복되었고, 제향을 추진한 인물들이 처벌되었다.176)176)또 영조 1년 상주에서는 남인계의 道南書院, 
近嵒書院과 서인계의 興岩書院 사이의 갈등이 향교에서 표출되었다. 남인계가 서인계를 시벌하
고 전세가 역전되면 서인계가 남인계를 시벌하는 보복성의 시벌이 나타났다.177)177)성균관 유벌이 
정치색을 띠며 확대되는 것처럼 지방에서의 유벌 역시 다분히 정치색을 띠고 있었던178)것이다.178) 

이것은 당색이 학통과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생들이 유소나 성균관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면
서 지방 유생들까지도 정치색을 띠게 된 결과이다. 

이상 유소나 선현, 선배 모독, 학교 수호, 서원 위차, 정치적 사안 등의 대표적 사례 외에도 
사림공론을 빙자하여 개인적인 일을 도모한 경우, 과장에서 부정을 저지른 경우, 스승에 대한 배
은, 파직되어 가는 수령을 박대한 경우, 공론을 따르지 않는 경우 등179)179)다양한 사안들이 시벌 
대상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시벌의 기준이 반드시 보편적인 가치에 상응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당색이나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될 때는 더욱 그러하였다. 이런 점에서 사림유벌의 시행은 다분
히 일방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사림유벌이 시행되는 사안이 무작정 확대되는 것은 아니었다. 대개 논의는 무성하지

173) 숙종실록권10, 숙종 6년 윤8월 24일(경술)
174) 효종실록권4, 효종 원년 6월 29일(신해)
175) 유세철, 회당집권2, ｢소청일기｣ ; 현종개수실록권15, 현종 7년 3월 22일(임인)
176) 정경운, 고대일록 1606년 7월 24일
177) 權相一, 淸臺日記 乙巳 二月 十七日(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史料叢書 47 수록)
178) 성균관 유벌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서는 박현순, 2008 앞의 논문 참조.
179) 김영, 계암일록 1604년 5월 17일, 1608년 10월 24일, 1635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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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실제 시행에 이르지 못하는 사안들이 많다는 점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성균관 유벌
과 견주어 가장 대표적인 한계는 현직 관료들에 대한 유벌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균관은 당시 좌찬성이던 정인홍을 삭적한 이래 인조대에 박지계, 김하량 등을 삭적하였으
며, 인조 13년 금단 전교가 내린 이후에도 조관에 대한 유벌 시행이 계속되었다.180)180)그러나 지방
에서는 관료에게 유벌을 시행한 사례는 疏廳 곁을 말을 타고 지나가던 진주판관을 삭적한 경우 
뿐이다.181)181)간혹 지방관에 대해 유벌 시행을 주장한 경우도 있었지만 전혀 시행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감사의 논벌을 주장했던 예안은 오히려 합군삭적을 당했다.182)182)즉, 지방관에 대한 시벌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수령권에 대한 침해를 제한하는 사족층의 居鄕 자세와
도 합치되는 면이다.183)183)

鄕罰과 비교하더라도 사림유벌은 분명한 경계가 있다. 이이의 ｢학교모범｣이나 이를 계승한 
김세렴의 현풍현학규를 보면 향약과 마찬가지로 가족윤리, 사회윤리와 관련된 모든 행동이 시벌
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사림의 이름은 물론이거니와 향교나 서원에서도 이런 문제
에 대해 처분을 내린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향회나 향약에서 실제 자주 시행되는 鄕任이나 鄕
吏, 官奴들에 처분도 학교 영역 밖의 일이었다.184)184)

따라서 일읍 내에서 사족들에게 시벌을 하는 경우에도 향소·향회·향약에서 시행하는 향벌
과 향교·서원에서 시행하는 유벌은 고유한 영역이 나뉘어 있었다. 그 가운데 학교의 영역은 이
른바 ‘吾道의 수호’로 일컬어지는 유생들의 명분적인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사림유
벌 역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물론 실제로는 서원이나 향교에서 향임이나 향리 등을 처벌하며 향정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
었다.185)185)그러나 이 경우도 학교 수호라는 명분이 전면에 걸려 있었다. 이것은 역으로 유교적 명
분을 내건 유벌이 사족들이 호강이나 무단으로 지목되는 위험에서 벗어나 鄕政에 관여할 수 있
는 울타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180) 박현순, 2008, 앞의 논문.
181) 김영, 계암일록 1635년 11월 2일
182) 김영, 계암일록 1626년 7월 14일
183) 16~17세기 지방사족들의 거향관에 대해서는 김인걸, 1997 ｢16~17세기 在地士族의 居鄕觀｣ 韓國文化

1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참조.
184) 김영, 계암일록 1632년 9월 29일 “以官吏山鶴盜隱倉穀百餘石 地主下帖校院 令儒生會議處置 期以明

日 官吏盜倉穀 何關儒士事也”
185) ｢鄭寒岡喩安東鄕校儒生書｣(단국대 퇴계학연구원 편 陶山書院古文書 I, 34면 수록) ; 김영, 계암일록 

1620년 8월 2일, 1632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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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사림유벌은 사림공론을 명분으로 시행되는 유벌이다. 그 시원적인 형태는 명종대 후반 지방 

유생들의 유소 과정에서 확인되며 선조대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사림정권의 수
립으로 정치·사회 운영에서 공론이 중시되던 시대적 분위기 하에서 향교, 서원, 一邑, 一道 등 
다양한 층위에서 유생층의 공론이 결집되는 장이 마련되고 유생층의 정치활동이 본격화된 것이 
사림유벌이 확산되는 배경이 되었다.

사림유벌은 훼가출향, 출향, 출도, 손도, 삭적, 합군정거, 합군삭적 등 그 형식이 다양하였다. 
이 중 훼가출향과 합군정거, 합군삭적은 애초부터 시행된 사례들도 많지 않았거니와 국가에서도 
금단하여 실제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출향이나 출도는 물리적인 축출이 아
닌 사회적인 배제와 고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효력보다는 사회적인 상징성이 더욱 강하
였다. 그러나 훼가출향 등은 실제의 시행 여부나 효력과는 별개로 사림의 共憤과 시벌자들의 무
단성을 대표하는 대명사로 인식될만큼 관념적인 효력을 유지하였다. 이에 비해 손도와 삭적은 
향교·서원을 중심으로 하는 유생사회에서의 활동 정지나 삭명, 정거 등 구체적인 효력을 지니
며 널리 시행되었다. 

사림유벌은 발의와 동의라는 과정을 거쳐 사림의 공론을 명분으로 시행되었다. 시행단위는 소
회나 유회와 같은 도단위 집회에서부터 일읍 내 향교·서원의 합좌, 개별 향교나 서원 등 층위
가 다양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은 대개 향교와 서원을 매개로 하였으며, 그 가운데 향교와 서원
이 합좌한 유회가 일읍 내의 최고 기구였다.

사림유벌의 효력은 사림사회로부터의 배제·퇴출과 정거 두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이중 배
제·퇴출은 사회활동을 제한하여 개과천선하게 한다는 유벌의 본래적인 의미에 보다 가깝다. 그
러나 현실적으로는 과거응시를 제한하는 정거가 보다 강력한 효력이었으며, 해벌을 앞당기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혈연, 지연, 학연에 기초한 지역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한계이다.

사림유벌이 시행되는 일탈행위는 유소의 소임 기피나 불참, 선현·선배 모독, 학교 수호, 서
원 위차, 정치적 사안 등 다양하였다. 그러나 관료층에 대한 유벌은 제한되었으며, 향소가 주관
하는 향정에 관련된 일도 시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즉, 사림유벌의 대상은 유학과 학교의 수
호라는 명분을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림유벌은 훼가출향이나 손도 등의 형식은 향벌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
다. 그러나 향촌 교화를 이념으로 하는 향벌과 달리 유학과 학교의 수호라는 유교적 명분을 그 
존립 근거로 표방하였다. 이 점에서 사림유벌은 조선의 유교 국가적인 면모를 더 분명하게 보여
준다. 선조대 이후 공론정치기의 시기적인 특성에 기초하면서도 탕평정치기를 거쳐 한말까지 그 
관행이 유지된 것도 이처럼 유교적인 명분을 그 시행 근거로 삼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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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가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생층의 예의염치 부양을 명분으로 그 효력
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사림유벌은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훼가출향이나 합군정거 국가에서 법령으로 금단하는 유벌들이 빠르게 소멸한 것이나 朝
官이나 지방관에 대한 유벌 시행이 제한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즉 사림유벌은 국가의 공권
력을 초월할 수는 없었다. 다만 17세기에는 사림공론에 기초한 공론정치의 이념 하에서 그 자율
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었다. 이는 역으로 재야의 공론 형성을 인정하지 않은 탕평정치기에는 
유벌 시행도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고
찰하지 못했다. 탕평정치기의 유벌 문제는 차후의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주제어 : 儒罰, 鄕罰, 削迹, 毁家黜鄕, 損徒, 停擧

투고일(2008. 4. 15), 심사시작일(2008. 4. 28), 심사종료일(2008.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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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arim Yubeol(士林儒罰) of Yousang(儒生) Community in 
the 17th Century

Park, Hyun Soon *
186)
‘Sarim Yubeol’ was a punishment practiced based upon the consensus formed by 

members of the Sarim community. It became a more generalized practice during 
King Seonjo’s reign. There were various types of such punishment, like Hwaega 
Chulhyang/毁家黜鄕, Sondo/損徒, Sakjeok/削迹, Habgun Jeonggeo/合郡停擧 etc. Among 
these types, Sondo and Sakjeok were the most usually exacted ones. They were 
exacted in large-scale gatherings such as Sohwae/疏會 or Yuhwae/儒會, or by 
individual Hyanggyo schools or Seoweon facilities. In fact, the process always 
involved Hyanggyo and Seoweon.

The effectiveness of the Sarim Yubeol can be described in two ways, expulsion 
and removal from the Sarim community, and ‘Jeonggeo/停擧’, which was in reality 
the more powerful act of punishment, and later became the major cause of 
speeding up the dissolution of the punishment(‘解罰’).

Sarim Yubeol was exacted upon a variety of actions, such as evading service at 
the Yuso/儒疏 occasion and etc. But in the end, such punishments were always 
based upon the cause of preserving and protecting Confucianism and the schools.

Key Words : Youbeol(儒罰), Hyangbeol(鄕罰), Sakjeok(削迹), Hwaega Chulhyang
(毁家黜鄕), Sondo(損徒), Jeonggeo(停擧)

* Research Fellow,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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