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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奴婢와 主人 관계에 대한 지배층의 관념: 

- 成宗 8년(1477) 主人 謀害 사건을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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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글은 성종 8년(1477) 연말에 처결되었던 노비들에 의한 本主 謀害 사건을 照律

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해 본 것이다. 이 사건은 A녀가 자기 남편의 사촌 친척의 처인 

B녀를 간통을 했다고 무함하는 데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던 노비들을 모두 사형

으로 처벌했던 사건인데, 이 과정에서 당시 조선의 법률논변이 보이는 특징적인 모습

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제한적이지만 ≪大明律≫에 

의거한 당시 刑事司法의 한 단면은 분명히 인식할 수가 있었다. 특히 현존 사회질서

(이 경우 주종관계)에 대한 법감정과 도덕의식의 강한 역할이 당시 일반적이었던 逆

推論的 법적 사고방식과 어우러지면서, 대단히 이념적으로 경사된 법률논변의 모습

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동시에 군왕의 핵심적 지위를 확인시켜주는 

전체 토론의 양상 역시 결과의 先取가 작동되는 機制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이 어디에

서 기인하는지를 잘 드러내 주었다고 판단된다. 

  어쩌면 본고에서 고려해 본 이러저러한 법조들 중 어떤 것들은 당시에 전혀 고려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만큼 당시의 ≪大明律≫은 그 체제 자체가 事案法的

(casuistic)이었고, 그 결과 개개의 법조와 율문이 가지는 위상과 의미가 오늘날의 철

저한 의회 제정의 성문법주의 하에서와는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무엇

보다도 개개 법조 사이의 경계 획정의 문제가 오늘날처럼 심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

다. 엄격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포괄적 규범프로그램으로서 그때그때 필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2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감사의 글] 투고심사자 세 분(이하 ‘심사자 甲’, ‘乙’, ‘丙’)의 叱正에 대해 감사드린다. 

그 의견을 참고하여 필자의 취지가 더 명료해지도록 다소간 수정을 가하였고, 그 과

정에서 지적받은 점들 중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 반

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몇몇 지적점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私見이 다른 

이유를 밝혔다.

[일러두기]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는 편의상 ‘임금 治年-西曆年.月.日.②’의 형식으로 표

기하였다. 끝의 원문자는 기사의 순서이다(②=2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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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 하는 실질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도 제공했을 것이다. 분석 결과 드러나

듯이, 이 事件의 照律은 引律比附에 의한 것인데도 실록의 기사에는 어디에서도 이

러한 점을 시사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사료의 연구에서 일정한 용어 검색의 방

법으로만 접근해서는 충분치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 토의과정에서 보여준 성

종의 법률에 대한 지식은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당시 조정의 활발한 법정으로서의 모

습은 經國大典을 반포하고 大典續錄을 편찬하게 했던, 법에 정통한 군왕의 통치의 

반영이었다.

주제어: 姦通, 經國大典, 大明律, 謀反, 謀叛, 誣告, 成宗, 逆推論, 引律比附, 本主 謀

害, 朝鮮의 刑事司法, 主奴관계

Ⅰ. 머리말

조선의 경우 이른바 綱常을 이유로 하여 犯分행위를 엄하게 처벌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1) 大明律과 國典에서 이러한 범죄행위 유형에 대한 상세한 개별규정

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각각의 행위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율문에 규정이 없거나 있더라도 해당 여부

가 다투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 글은 이러한 성격의 한 사건을 

예증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말하자면 총론적으로 알려진 犯分행위에 대한 엄혹

한 처벌 실태의 저변에 깔린 당시 지배계층이 가지고 있었던 主奴관계의 명분 질

서 관념을 각론적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만이 문

제라면 굳이 세밀한 분석적 작업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판결의 주문만 알면 되고, 

그 이유는 크게 상관할 바가 아니어도 큰 지장 없이 당시의 지배적 관념을 엿볼 

  ∙참고문헌 목록의 문헌은 기본적으로 서명 또는 필자명만으로 인용한다. 

  ∙이해와 논의의 발전을 위하여 唐律疏議, 大明律, 經國大典의 律文에는 가능한 한 

可用한 번역을 모두 붙였다. 이두문의 경우에는 풀어서 실었다. 그러나 이들 번역과 

관련한 토론은 이 글의 취지와 지면관계상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대명률의 조문 체제와 번호는 Jiang Yonglin의 것(Farmer, 조지만도 같음)을 따랐다. 

  ∙번역문 중 [ ] 부분은 원래의 것을, < > 부분은 필자의 수정 제안을 의미한다. 

  ∙한문 중 밑줄은 인명이다. 

  ∙중국의 大明律 주해서들은 조선에서의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大明律의 이해에 도움

이 되는 한 인용하였다. 
1) Cf. 조지만, 253ff., 특히 主奴관계에 대해서는 26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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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이다. 종래의 연구 작업들이 대체로 이러한 양상으로 그치고 있는 것

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태도는 경우에 따라서 매우 상세하게 전승된 원사료에 대

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사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건 유형, 즉 노비

에 의한 주인 誣告2)형 사건에서는 이미 세종대에 명확한 결론이 난 바가 있다. 유

중인(柳仲諲)이 소앙(召央)과 서로 간통한 일이 이석철(李錫哲)이가 소앙의 여종

[婢] 쌀이[米伊]의 말을 듣고 무고한 것이었음이 최종 판명되자, 이 여종 쌀이[米

伊]를 본주 소앙을 모해한 죄로 斬刑에 처하게 했던 것이다.3) 그러나 이 사건의 

처결에는 아무런 이유가 전해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朝鮮王朝實錄 기사가 가장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는 이 글의 대상 사건은 매우 의미 있는 분석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유사한 사건은 이후에도 발생하지만, 모두 이 成宗 때의 처결에 따른 방

침을 준수하는 것으로 별다른 논의 없이 斬不待時로 처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4)

이 글은 성종 8년(1477) 연말에 처결되었던 노비들에 의한 本主 謀害 사건을 특

히 照律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해 본 것이다. 이 사건은 A녀가 자기 남편의 사촌 친

척의 처인 B녀를 간통을 했다고 무함하는 데에 직ㆍ간접적으로 가담했던 노비들

을 모두 사형으로 처벌했던 사건인데, 이 과정에서 당시 조선의 법률논변이 보이

는 특징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당시 조선 지배층의 主

奴관계의 관념을 보다 분명히 파악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조선왕조실록에 전하는 

기사가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한다고 하는 사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상당 부분 추측

과 추정에 근거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5) 그러나 이러한 제약 하에서이긴 하지

만 나름으로 大明律에 의거한 당시 刑事司法의 한 단면은 분명히 인식할 수가 있

었다. 특히 현존 사회질서(이 경우 주종관계)에 대한 법감정과 도덕의식의 강한 역

할이 당시 일반적이었던 逆推論的 법적 사고방식과 어우러지면서, 대단히 이념적

2) 謀害란 포괄적인 개념으로 殺害(예: 세종 23-1441.7.4.①)로부터 傷害(예: 성종 23-1492.7.4. 

③), 재산 탈취(예: 인조 1-1623.3.20.⑥), 僞書 작성(예: 성종 8-1477.윤2.22.④), 誣告(예: 

성종 9-1478.1.11.④; 성종 19-1488.8.14.①; 연산 10-1504.8.10.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위유형을 포함한다. 이 글에서는 誣告형 사안에 집중한다. 
3) 세종 18-1436.6.1.①.
4) 가령 성종 9-1478.1.11.④; 성종 19-1488.8.14.①.
5) 물론 필자 자신의 당시 법에 대한 지식 부족도 큰 몫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大明律

의 개개 법조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아마도 당분간은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자들도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까 우려된다. 大明律에 

대한 주석 작업이 절실하다. 조선에 알려졌고 활용되었던 大明律의 옛 주석서들에 관

해서는 정긍식(2), 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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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경사된 법률논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동시에 군왕의 

핵심적 지위를 확인시켜주는 전체 토론의 양상 역시 결과의 先取가 작동되는 機制

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잘 드러내 주었다고 판단된다.

서술은 먼저 사건의 사안, 쟁점, 법률논변을 살피고(II.1-3), 그에 반영된 犯狀을 

일응 확인한 후(II.4) 당시의 照律 상황을 검토한 다음(II.5), 본격적으로 죄인별로 

照律의 타당성 여부를 분석하였다(II.6).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를 드러

내는 데 도움이 되는 한도에서 로마법과의 비교법적 고찰도 아울러 곁들였다. 이

러한 로마법과의 비교는 종래 한국법제사에서는 없었던 측면으로 다름을 통한 자

기 이해에 一助하리라 생각한다. 

II. 종 末同의 주인 害 사건

1. 사안

성종 8년(1477) 연말 조정에서 다루어진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다. 안정형(安廷

炯)의 처 김씨의 종[奴]인 금동(金同)6)과 비(婢) 노덕(魯德)이 예천(醴泉) 사람 유

유(柳牖)7)의 처 간아(干阿)8)의 꼬임[敎誘]을 듣고,9) 금동이 奴僧10) 각돈(覺頓)의 

옷을 취하고, 노덕이 김씨의 옷을 훔쳐서, ‘간음한 장소에서 얻은 것이라.’고 말하

 6) 金同은 종 이름으로 음이 ‘금동’일 터인데,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

스 국역본 11월분에는 ‘김동’으로 잘못되어 고쳤다.

 7) 柳牖은 음이 ‘유유’이다.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 국역본 

12월분에는 ‘유용’으로 잘못되어 고쳤다.

 8) 성종 8-1477.12.25.⑤에서는 “干阿之”. 

 9) 이것은 ≪大明律≫ 刑律 卷第二十四 詐僞【詐敎誘人犯法】조(제389조): ｢凡諸人設計

用言教誘人犯法及和同令人犯法 卻行捕告或令人捕告 欲求給賞或欲陷害人得罪者 皆

與犯法之人同罪｣를 연상시키지만(Cf. ≪唐律疏議≫ 詐僞 17【詐敎誘人犯法】조(제

378조)) 하수인으로 敎唆 내지 使嗾한 자들을 궁지에 몰아넣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자

기가 이익을 취하고자 한 것이 아니므로 고려 대상이 아니다.
10) 성종 8-1477.12.23.①의 “誣稱金氏與奴僧覺頓通奸” 부분의 번역문은 “‘김씨가 종[奴]

과 중 각돈과 간통했다.’고 거짓 일컫고”로 되어 있는데, 이는 ‘奴인 僧’을 뜻하는 奴

僧을 ‘奴와 僧’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다. 간통자의 옷이라고 취한 옷의 당사자가 중 

각돈뿐인 사실관계로부터도 이 점은 명백하다. 성종 8-1477.10.28.①은 제대로 번역되

었다. 奴僧은 ‘私賤爲僧者’를 의미하는데(성종 23-1492.2.15.③), 그 존재에 관해서는 

성종 때까지만 해도 우리 사건 관련 기사까지 포함하여 총 7건이 검색된다. 특히 세

종 5-1423.3.5.⑦; 13-1431.3.28.⑥; 성종 13-1482.5.8.③; 23-1492.2.1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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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주인[本主]을 謀害하였다. 간아가 남편의 4촌 동생인 안정형의 처 김씨를 내

쫓으려고 꾀한 일이었는데, 史臣의 논평대로라면 유유의 처 김씨가 안정형의 처 

김씨를 무함(誣陷)한 것은 그 사위인 생원 변희리(邊希李)가 몰래 도와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변희리는 속임수가 많고 권세가 있는 자와 사귀기를 좋아하여, 사람들

이 매우 더럽게 여겼던 자였다고 한다.11) 이 과정에서 피해자 김씨의 종[奴] 말동

(末同)이 금동의 말을 듣고, 본주인과 각돈의 의복을 가져다가 종[奴] 막동(莫同)에

게 주고, 종[奴] 막동이 이 의복을 그러한 실정을 알면서도 받아 맡았고, 간아의 

비(婢) 보동(甫同)이 간아의 말을 듣고, 嫡母인 김씨의 家財와 家産을 봉폐(封閉)

하였다. 이어 유유의 처 김씨[간아]가 각본대로 간통을 고발하니, 임금이 부정(副

正) 이형원(李亨元)에게 명하여 가서 국문(鞫問)하게 하였는데, 이윽고 또 이형원

이 한쪽 편에만 치우치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告訴하였으므로, 임금이 그 사건을 

중요시하여 의금부에 移獄시켜, 좌의정 윤자운(尹子雲)․도승지 김작에게 명하여 

같이 가서 청송(聽訟)하게 하였다.12) 이 사건은 결국 誣告로 밝혀졌다. 그해 12월 

23일,13) 24일,14) 25일15)에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논의와 처결은 각 죄인별로 다음

과 같이 타결되었다.16)

○ 성종 87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12월 24일(정사) 4번째기사 

  ∙유유(柳牖)의 처 간아 : 장(杖) 1백 대 후 유(流) 3천리를 속(贖)바치게 함. 전

라도로 유배되었다가17) 江界로 바뀜.18)

  ∙보동 : 장 1백 대 후 관비(官婢) 定屬. 파주(坡州)의 관비로 정속됨.19)

  ∙막동과 말동 : 애초 장 1백, 유 3천리에 해당한다던 율을 고치게 하고[改律], 

의금부에서 율을 다시 고쳐 참부대시(斬不待時)에 처함.20) 

  ∙금동과 노덕ㆍ각돈 : 율에 의하여 사형.21) 또 한성부로 하여금 금동ㆍ노덕 등

11) 성종 8-1477.12.24.④.
12) 성종 8-1477.10.28.①.
13) 성종 8-1477.12.23.①.
14) 성종 8-1477.12.24.③; ④.
15) 성종 8-1477.12.25.②; ⑤.
16) 이 사건에 관여된 노비들의 이름은 이에 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李榮薰, 397f.)와 

부합한다.
17) 성종 8-1477.12.25.②
18) 성종 8-1477.12.25.⑤.
19) 성종 8-1477.12.25.⑤.
20) 성종 8-1477.12.25.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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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벌 집행 때에 사노비를 모아 구경시키도록 명함.22)

2. 법률 쟁점과 법률 논변

특히 다투어진 것은 종 말동의 처벌에 관한 것이었다. 처음 의금부의 上奏에 의

하면 말동의 형은 “율이 장 1백 대에, 유 3천리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곧 사형설

이 대두하여 다수의견이 되었고, 임금 역시 이에 찬동하였는데, 다투어진 점은 그

가 과연 情을 알고 그에 동참한 것인가, 아니면 어리고 어리석은 소치로 모르는 

가운데 가담하게 된 것인가, 알았다고 하면 과연 어떤 법조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실록 기사에 전하는 해당 대목은 다음과 같다.

○ 성종 87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12월 23일(병진) 1번째기사 

【의금부의 계본】

동부승지 이경동이 의금부의 계본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 종[奴] 말동(末同)이 금동의 말을 듣고, 본주인과 각돈의 의복을 실정을 알면

서도 가져다가 막동(莫同)에게 준 죄와, 종[奴] 막동이 위에 말한 의복을 그러한 

실정을 알면서도 받아 맡은 죄는, 율이 장 1백 대에, 유 3천리에 해당...합니다(奴

末同聽金同之言, 本主及覺頓衣服, 知情齎去付與莫同罪, 奴莫同前項衣服知情受寄

罪, 律該杖一百ㆍ流三千里).”23)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어떠한가?” 하였다. 

【사형설】

영의정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 막동과 말동이 그 음모를 반드시 알았던 죄는, 

또한 죽어야 마땅합니다(莫同、末同必知其謀, 罪亦當死)”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21) ‘依律處死’가 絞刑인지 斬刑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가장 罪狀이 약한 末同

에게도 斬不待時가 내려진 것으로 볼 때 금동과 노덕이 이보다 약하게 처벌 받지 않

았을 것임에 의문이 있을 수 없다. 실제로 이들에 대한 조율은 처음의 것이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적용된 법조는【謀叛】조였을 텐데(후술 참조), 이 

규정에 따라 이들은 首從의 구분 없이 모두 共謀者로서 斬刑에 처해졌을 것이다. 중 

각돈의 경우에는 奴가 誣告에 의하여 干名犯義의 罪를 저지른 것에 해당하여 絞刑에 

처해진 것이거나 ‘謀叛’에 동참한 것으로 여겨 斬刑이 부과되었을 것이다(후술).
22) 성종 8-1477.12.25.④.
23) 즉 謀叛(Móupàn: 大明律 제278조) 규정의 知而不首者律을 적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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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반대설】

이경동이 아뢰기를, “비록 반역을 도모하였다 하더라도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雖謀叛, 非參謀則不死)” 하니, 

【사형설】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본국(本國)을 배반하고 타국(他國)을 몰래 좇으려고 도모

한 자24)를 말한 것이고, ‘사직(社稷)을 위태롭게 하려고 도모한 경우의 율(律)’25)

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사직(社稷)을 위태롭게 하려고 도모한 것을 만약 아는 자

가 있다면, 비록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서 어찌 죽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26) 

막동 등이 본주인을 모해하였는데, 어찌 이것과 다르겠는가?(此言謀背本國潛從他

國者, 非謂謀危社稷律也. 謀社稷而若有知者, 雖不參謀, 何不誅之有? 莫同等謀害

本主, 何異於此?)” 하였다. 

좌참찬(左參贊) 임원준(任元濬)과 지평(持平) 강거효(姜居孝)가 아뢰기를, “막동과 

말동이 그 모의에 참여해서 안 죄는 진실로 마땅히 주살해야 합니다(與知其謀罪, 

固當誅)” 하고, 

【再鞠問說】

형조 참의 이맹현(李孟賢)이 아뢰기를, “율문(律文)에, ‘모의에 참여한 자는 죽이

고, 그 모의를 안 자는 장형에 처하여 유배한다(參謀者誅, 知其謀者杖流)’고 하였

는데,27) 그 ‘모의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 모의에 참여했다는 것이

고, 그 ‘모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뒤에 그 모의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율

로는 사형에 미치지 않는 이를 죽이는 것은 옳지 못하니, 청컨대 다시 국문하여 

죄를 정하소서.” 하니, 

【사형설】

임금이 말하기를, “막동과 말동은 사형에 의심이 없으나(莫同、末同死無疑矣), 공

경(公卿)과 더불어 널리 의논하라.” 하였다. ,,,

○ 성종 87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12월 24일(정사) 3번째기사 

임금이 여러 정승과 육조의 당상을 인견하였다. 

【사형설】

대간(臺諫)의 의논이, ‘유유의 처 김씨의 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한

다(柳牖妻金氏事干人當死者)’고 한 것에 대하여, 

24) 즉 謀叛(大明律 제278조).
25) 즉 謀反(Móufăn: 大明律 제277조).
26) 이 언급은 ≪大明律≫【謀反大逆】조(제277조)의 ｢知情故縱隱藏者斬｣ 부분을 지시한 

것이다.
27) 즉 謀叛(大明律 제2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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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말하기를, “사형(死刑)의 죄는 지극히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경 등과 더불

어 의논하고자 하니, 각기 진술하라.” 하니, 

영의정 정창손이 대답하기를, “막동과 말동은 그 주인을 해하려 했고, 보동(甫同)

은 그 적모(嫡母)를 해하려고 했으니, 그 죄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죄는 무겁고 

율은 가벼우니,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莫同、末同欲害其主, 甫同欲害其嫡母, 其

罪一也. 今罪重律輕, 恐不可)” 하고, 

달성군(達城君) 서거정(徐居正)은 아뢰기를, “막동은 안정형(安廷炯)의 집 늙은 종

이고, 노덕은 옷을 훔쳐서 막동에게 주고, 말동은 막동의 말을 <듣고 (옷들을)>28) 

전했으니, 이는 모두 정상을 아는 자들입니다(魯德盜衣授莫同, 而末同以莫同之言

傳焉, 是皆知情者也).29) 지금 적용한 율은 ‘알면서도 자수하지 않은 것(知而不首)’

으로 하였으니,30) 잘못입니다. 이 종은 실정을 알면서도 고하지 않은 죄이니(知情

不告罪), 마땅히 죽여야 합니다.” 하고, 

【사형반대설】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노사신(盧思愼)은 아뢰기를, “말동은 나이가 어리고 어리

석으니(末同年幼愚癡), 비록 그 주인의 의복을 가지고 왕래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어찌 그 주인을 모해(謀害)하는 것을 알겠습니까? 이는 마땅히 죽여서는 안 됩니

다.” 하였다. 

【사형설】

서거정이 아뢰기를, “나라의 난신(亂臣)과 집안의 역노(逆奴)는 마찬가지입니다(國

之亂臣, 家之逆奴, 一也). 말동이 이미 그 주인을 해하는 데 간여하였으니, 죽이는 

것이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末同旣干於害主, 殺之何害?)” 하고, 

【사형반대설】

이승소(李承召)가 아뢰기를, “죄가 의심되면 오직 가볍게 해야 합니다(罪疑惟輕). 

말동은 정상을 알지 못하는 자인데(末同無知者也), 어찌 죄를 줌이 이에 이르겠습

니까?” 하였다. 

【사형설】

이때에 군신(群臣)의 의견이 많이 서거정에 따랐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죽일 것을 죽이지 않는 것도 옳지 못하고, 죽이지 않을 

것을 죽이는 것도 옳지 못한 것이다. 말동과 막동은 사형으로 조치함이 법에 매

우 합당하다(莫同、末同置之於死, 甚合於法)” 하고, ...

28)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 데이터베이스의 번역문은 < > 부분이 빠진 오역이어

서 바로 잡았다.
29) 이 언급도 ≪大明律≫【謀反大逆】조(제277조)의 ｢知情故縱隱藏者斬｣ 부분을 지시한 

것이다.
30) 즉 謀叛(大明律 제2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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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종 87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12월 24일(정사) 4번째기사 

... 막동과 말동은 율(律)을 고치게 하고, ... 의금부에서 율을 다시 고쳐31) 막동과 

말동을 참부대시(斬不待時)의 율에 적용할 것을 아뢰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상의 논의를 그 흐름에 주목하면서 다시 살펴보면, 12월 23일의 논의에서 의

금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이경동의 “雖謀叛”이란 말은 말동의 죄책을 謀叛의 知而

不首者에 해당시켜서 杖100 流3000리를 論告하면서도, 이것이 진정한 謀叛보다는 

덜한 범죄라는 인식이 깔려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면서도 謀叛에 比擬했음 또한 

사실이다. 적어도 이 단계까지는 謀反은 고려되지 않았다. 심사자 乙의 지적대로 

정창손의 경우에는, 표현만으로는 애매한 점이 있지만, 말동이 謀叛죄에서 同謀한 

것으로 보자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犯狀을 살펴보면 同謀로까지 보기에는 무리

가 따른다.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했던 의금부의 판단이 보다 정확하리라고 본다

면, 사후적으로 알게 된 다음에도 은닉하고 發告하지 않았다는 점을 처벌의 요점

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바로 이어지는 이경동의 말 “雖謀叛 非參謀則不

死” 역시 이를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한 임금의 반응은 말동의 범죄가 同謀 여부

와 무관하게 사형, 그것도 斬刑의 처벌을 받아야 할 죄를 범한 것이라는 전제 하

에(“何異於此[=謀反]?”) 그러한 법리는 謀叛에는 없지만, 謀反에는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것은 謀反에서 謀叛과 마찬가지로 杖100 流3000리를 규정한 知而不首

者를 염두에 둔 것일 수는 없고, ｢知情故縱隱藏者斬｣의 律을 언급한 것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최종 처결의 결론으로부터도 정당화된다. 謀叛의 경우에는 같은 구

성요건에 대하여 絞刑을 규정하였다. 여차하면 謀反으로 照律할 것을 고려하겠다

는 뜻을 강력하게 내비친 것이다. 반면에 임원준과 강거효는 여전히 同謀의 측면

에서 접근하려고 한다. 이때에는 아직 애초의 계본대로 謀叛으로도 족하다. 이맹

현 역시 같은 문제를 거론하되 同謀 여부를 밝혀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앞의 사람들이 현재로도 同謀를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 것과 달

리 刑曹의 參議로서 보다 전문적인 소견으로 사실관계, 즉 그 구성요건 요소의 확

정을 위한 再鞠問을 건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임금의 죄인을 斬하고자 하는 의지

는 확고부동하다(“末同死無疑矣”). 同謀 여부를 밝히기 위한 再鞠問이 고려 밖이

었음은 물론이고, 실제로도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지도 않았다.

심사자 乙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소견이다.

31) 즉 謀反(大明律 제277조)으로 바꿔서 知情者에 해당시켜서.



224   �서울대학교 法學� 제53권 제1호 (2012. 3.)

“성종이 謀叛을 언급한 것은 이경동이 謀叛을 언급한 데 대한 것이고, 謀反에서

는 알았다면 참여하지 않아도 어찌 안죽이겠는가. 막동, 말동도 마찬가지라고 합

니다. 이에 대하여 형조참의는 “율문에 모의를 안 자는 장형에 처하여 유배한다”

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이 율문을 謀叛에 비의하였는데, 반드시 그러한

가는 의문입니다. 즉 성종이 謀反에서는 그냥 알기만 해도 죽이는거 아니냐라고 

한 것에 대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임금이 이경동의 謀叛조 해설에 대하여 

謀反은 안그렇다고 하고 있는데, 형조참의가 나서서 謀叛의 해석에 대하여 언급

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율문 자체도 謀叛, 謀反 둘 다 참여여부에 따라서 

사형과 장류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성종이 그래도 사형에 처하는 것에는 의심없다

고 하면서 의논하라고 한 것은 아닌지요? 

이렇게 보면 형조참의는 모의에 참여하였는지를 확정해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국문을 다시 하자는 의견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성종의 반응은 “국문할 필요없이 

죽여야 한다”가 아닐까요?”

이미 이에 대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한두 가지만 첨언한다. 심사자 乙은 

형조 참의 이맹현의 “知其謀者杖流” 언급이 謀反조에도 해당하는 내용이 있고, 

임금이 앞에서 謀反을 꺼냈으므로 문맥상 이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謀反에 대한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첫째로, 모의에 참여해야만 죽일 수 있다는 심사

자 乙의 전제는 틀린 것이다. 謀反조 知情故縱隱藏律이 그 증거이다. 바로 이러

한 전제 때문에 심사자 乙은 곧 이어서 “‘同謀’라면 謀反大逆에서는 능지처사이

므로 謀叛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그러나 곧 살피듯이 이것 

또한 오해에 기인한 것이다. 둘째로, 이맹현의 말은 임금의 謀反 언급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의금부의 계본(“今律”)에 대한 것이다. “지금의 율로는 사형에 미치

지 않는 이를 죽이는 것은 옳지 못하니”(今律不至死而殺之未可) 하는 언급은 바

로 계본대로 謀叛 知而不首律에 의할 때 杖流인 것을 斬刑에 처하려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굳이 그리하려면 同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자면 再鞠問

이 필요할 것이라는 취지이다. 반면에 成宗은 이미 보았듯이 단순한 知情만으로

도 사형 시킬 수 있는 법조를 원했고 밝힌 것이다. 同謀가 문제되었던 것은 처음

의 照律대로 하면 杖流에 그치는 것을 사형시키고자 하는 목적론적 논리로 등장

한 것이다. 12월 23일의 논의에서 아직 다투어졌던 이 문제는 그러나 24일의 논

의에서는 더 이상 고려되지 않았다. 犯狀에 보다 더 부합하는 知情 요건만으로도 

사형 시킬 수 있는 길을 임금 스스로가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犯狀에는 

일응 더 부합한다고 보이는 謀叛이 아니라, 법적 가치평가에 있어서 더 무거운 

謀反大逆에 比擬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후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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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인 12월 24일의 논의에서는 이미 임금의 뜻을 간취한 정창손과 서거정이 

“罪重律輕”이라는 기조의 의견을 밝힌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謀叛의 知而不首로 

논해서는, 즉 杖流에 처해서는 안 되고, 죽일 수 있는 “知情不告罪”로 논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것은 당연히 임금의 뜻과 같이 謀反의 ｢知情故縱隱藏者斬｣의 律

에 의하자는 말일 수밖에 없다. 謀反의 경우에도 知而不首者는 杖流에 처하기 때

문이다. 심사자 乙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둘째날 서거정의 이야기에서 ‘知情不告’를 謀反의 ‘知情故縱隱藏’과 동일하게 평

가한 것인지, 아니면 ‘皆知情者’라는 것이 謀叛의 同謀로 평가한 것인지도 해결되

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거정은 ‘國之亂臣, 家之逆奴’라고 했지만, 그것이 꼭 謀反

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末同旣干於害主’로 보아서는 ‘同謀’쪽에 

더 가깝지 않은지요? ‘同謀’라면 謀反大逆에서는 능지처사이므로 謀叛으로 가야 

합니다. 즉 성종이나 다른 대다수의 신료들은 모두 죽일 것을 결정하고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그 점에서는 역추론의 과정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만, 謀反이냐 謀

叛이냐는 실록의 기사만으로는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점은 말동이가 단순

히 안 것인가 아니면 알고 가담한 것인가의 사실문제(여기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

게 됩니다)와 알았다는 것은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은 율문에서 知情의 어휘가 쓰이는 것은 首從을 不

分하고 동일하게[皆]32) 처벌하는 共謀者의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 따라서 법기술적으로 (신료들 사이에서도 그 가부가 다투어졌던) 同謀를 인정

하지 않은 상태로 처결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말동이 이미 그 주인을 해하는 데 

간여하였으니, 죽이는 것이 무슨 해가 되겠는가”라는 서거정의 말도 구성요건면에

서 同謀를 지시하기보다는 결과에 대한 기여가 부인할 수 없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謀叛의 共謀者로서 斬하는 것이 아니라, 謀反의 知情不告者로서 斬하는 것

이다. 이러한 결론은 애초 謀叛의 知情不告者로서 杖流刑을 건의했던 의금부의 

의견이 斬刑을 원한 임금 成宗의 뜻에 따라 改律되어 謀反의 죄목으로 比擬된 것

이다. 이 점에서 역추론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원하는 

刑 때문에 의거하게 된 知情故縱隱藏律의 행위요건이 엄밀하게 어떤 방식으로 충

족되었는가 하는 것은 전혀 문제도, 관심거리도 아니었다. 심사자 乙이 “말동은 ... 

32) ≪大明律≫ 卷首【例分八字之義】 [皆] [註] ｢皆者, 不分首從, 一等科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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謀反의 ‘知情故縱隱藏’인가 謀叛의 ‘知而不首’냐를 논의했을지 의문입니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의문은 원하는 刑을【謀反】조가 제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한, 그

에 만족하였던 당시 법률논변의 방식을 고려하지 않는 의문이다. 실제로 謀叛의 

知而不首律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반박과 否定의 맥락에서는 구체적인 율문을 거

론하지만, 그 긴 논의의 어디에서도 斬刑을 근거지울 수 있는 구체적인 율문, 즉 

知情故縱隱藏律에 대한 적극적인 언급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포괄적으로 謀反

에 比擬하면 된다는 식의 시사만이 있는 것이다. 이곳에서도 그런 이유로 (그 자

체로는 충분히 고찰의 가치가 있을) 이 율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당시 이 율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하는 등의 문제들은 굳이 살피지 않았다. 서거정과 이승소의 

減死 주장은 늘 그렇듯이 조정의 논의에서 심심찮게 등장하는 온건파의 입장이다. 

어쨌든 일방적인 엄형 주장에 제동을 거는 주장이 重臣에 의해서 대변되었다는 사

실 하나만으로도 임금이 논의를 공론장에 부친 타당성이 입증된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그 논의 상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실록 

기사

減死 杖100대 流3000리 再鞠問 斬刑

‘謀反’無知者說 ‘謀叛’知而不首說 ‘謀叛’同謀說 ‘謀反’知情不告說

기본관념: “國之亂臣, 家之逆奴, 一也”

12.23

①

의금부[이경동]   

 (“知情”)

이경동

이맹현 

[‘謀叛’] 

(≠參謀)

정창손(“必知其

謀,  罪亦當死”)

임원준․강거효

(“與知其謀, 

固當誅”)

임금# [‘謀反’] 

(“知情”; “死無疑矣”)

12.24

③

노사신

(“末同年幼愚癡”)

이승소

(“末同無知者也”) 

 [罪疑惟輕]

臺諫(사헌부․사간원) 

(“干人當死”)

정창손 (“今罪重律輕, 

恐不可”)

서거정․群臣(“末同旣干

於害主, 殺之何害?”)

임금# (“置之於死, 

甚合於法”)

12.24

④

처결: (의금부ㆍ임금#) 

斬不待時

[일러두기] # = 견해 일관되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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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改律의 의미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연 改律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어휘로 검색하여 검토한 원문 

자료 60건(세종 2, 단종 3, 세조 2, 예종 2, 성종 20, 연산군 4, 중종 11, 명종 1, 선

조 1, 현종 1, 현종개수 3, 숙종 3, 영조 4, 정조 3)은 다음과 같다. 

世宗 26-1444.8.13.④ / 영의정 황희․우의정 신개 등이 최완을 사형에 처하지 말 

것을 아뢰다  

世宗 26-1444.10.9.① / 도둑 없애는 방책을 의논하다  

端宗 1-1453.3.3.① / 조율(照律)을 잘못한 사헌부의 관리를 국문케 하다  

端宗 1-1453.3.8.① / 사헌부에서 당상들이 능침의 일을 가볍게 논한 일을 탄핵하

니 피혐하려 하다  

端宗 1-1453.3.9.② / 불경한 언사로 탄핵한 사헌부의 관리를 국문케 하다  

世祖 10-1464.11.30.① / 사헌부가 우승지 이파 등을 문핵할 것을 아뢰었으나 불

윤하다  

世祖 14-1468.8.23.② / 세자가 선공감의 관리를 의금부로 하여금 계율하게 하다

睿宗 즉위년-1468.9.26.③ / 직숙한 위사의 수를 마음대로 줄인 최팔준의 죄를 정

하게 하다  

睿宗 1-1469.6.10.① / 사헌부 지평 이평이 환관 최해를 석방한 의금부 당상․낭

관을 국문토록 청하다

成宗 4-1473.3.7.② / 대사헌 서거정이 사장을 비방한 유생을 엄히 다스릴 것을 아

뢰다

成宗 5-1474.8.11.④ / 정인지가 환관 이효지․조진의 죄에 조율한 것이 가벼우니 

율을 고치길 청하다  

成宗 5-1474.8.12.② / 박숭질이 환시의 화가 구제할 수 없게 되기 전에 엄하게 

징계할 것을 청하다  

成宗 5-1474.8.14.① / 정인지 등의 청으로 이효지의 죄에 대해 사헌부에 다시 조

율할 것을 명하다  

成宗 5-1474.8.14.② / 박숭질 등이 환관 이효지와 조진의 불경죄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청하다  

成宗 8-1477.12.14.② / 김자정․홍응․정창손 등과 김작의 죄를 조율하도록 한 

것에 대해 논의하다  

成宗 8-1477.12.17.① / 성담년과 김작의 일에 대해 논의하다 

成宗 8-1477.12.24.④ / 죄수 간아․보동․막동․말동․금동․노덕ㆍ각돈 등의 처



228   �서울대학교 法學� 제53권 제1호 (2012. 3.)

벌에 대해 명하다  

成宗 9-1478.9.9.② / 전 예조 정랑 이병규 등이 공청에서 여종을 살해한 죄를 의

논하다  

成宗 9-1478.12.11.① / 지평 안선 등이 탐오한 이계손과 이봉의 처벌 문제를 논

의하다  

燕山 3-1497.1.14.③ / 장령 이수공이 김효강의 일을 듣고 통분하여 아뢰다  

燕山 8-1502.7.20.② / 의금부에서 내수사 서제 한귀달이 입거할 곳을 정해서 아뢰다

燕山 10-1504.3.16.⑦ / 의금부에서 이수정이 관직을 마음대로 떠났음을 아뢰다

燕山 10-1504.5.8.⑦ / 승명패를 범한 백흥종을 유배보내다

中宗 18-1523.7.13.② / 왜적이 횡행한 책임을 물어 경기도의 첨사․만호를 잡아

다가 추문하고 정죄하도록 하다  

中宗 19-1524.6.11.② / 대간이 정원의 파직과 이조의 당상․문학 김진조 등의 체

직을 청하다  

中宗 19-1524.6.16.② / 정원․이조․병조를 파면시키라는 김안로․채침 등의 상소

中宗 29-1534.4.1.① / 이세영의 일로 대신들이 아뢴 말에 대해 대사간 상진 등이 

그 잘못을 지적하다  

中宗 32-1537.6.4.① / 성담기를 가볍게 논죄하고, 조광세의 일은 추신없이 죄를 

정하게 하다  

中宗 32-1537.6.4.③ / 정광필 등의 죄에 대해 친아들을 금고하지 않도록 전교하다  

中宗 32-1537.6.6.② / 의금부에서 정광필의 배소를 다시 정하지 못한다고 아뢰자 

알았다고 전교하다  

中宗 32-1537.6.8.② / 김근사 등의 대신들이 대간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을 청하다  

中宗 32-1537.6.10.① / 율명을 고친 것을 의정부로 하여금 중외에 효유케 하다  

中宗 32-1537.6.24.① / 대간이 전지의 개정과 권빈·이귀령·조광원의 체직을 아뢰었

고, 헌부와 간원이 이숙간과 황효공에 대한 개정을 아뢰다  

明宗 15-1560.6.1.① / 대사헌 오상 등이 박천환을 치죄하는 일로 사직하고자 하다

宣祖 35-1602.4.16.① / 헌부가 정인홍이 무시하고 모욕한다고 아뢰다 

顯宗 1-1660.11.1.② / 사헌부가 황장목을 멋대로 베도록 허락한 김경항의 율을 고

쳐서 죄를 바로 잡게 하라고 아뢰다 

顯改 즉위년-1659.5.16.④ / 헌부가 어사를 재촉하여 귀환하게 한 이유로 예관의 

추고를 청하다  

顯改 1-1660.11.1.③ / 집의 박세모 등이 전 원주 목사 김경항을 감죄하는 일로 

아뢰다  

顯改 13-1672.12.8.① / 집의 임규와 장령 김수오가 체직하다  

肅宗 10-1684.9.23.④ / 승정원에 대각의 삭판에 관한 전지를 받들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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肅宗 11-1685.12.8.② / 좌의정 남구만․지의금 오두인이 강계 부사 이효원을 조

사하는 일로 칙사를 따라가다  

肅宗 42-1716.3.25.② / 이진유의 상소는 받아들이고 홍계적의 상소는 배척함은 부

당하다는 신사철의 상소문  

英祖 5-1729.3.26.② / 사헌부에서 역적 민백효의 초사가 잘못된 것 등을 아뢰다  

英祖 5-1729.8.8.② / 조정에 김일경의 잔당들이 남아있음을 논핵한 정익하의 상소  

英祖 5-1729.12.7.④ / 이진유의 감죄를 청한 김한운․신치근 등을 논핵한 이현록

의 상소

英祖 20-1744.8.4.② / 전 가족이 정배된 사람들의 죄를 감하는 형률을 도류안에 

옮기게 하다  

正祖 4-1780.5.29.① / 신하들이 죄인을 배소로 보내고 장계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正祖 15-1791.11.11.③ / 이승훈의 아버지 이동욱에게 죄주기를 청한 헌납 송익효

를 파직하다  

正祖 16-1792.10.20.③ / 삼사가 채제공을 비난하고 멀리 귀양보낼 것을 건의하다

모두가 한결같이 改律을 “照律을 고치는 것”의 뜻으로 사용하였다. 어떤 율문에 

의하여 처벌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일단 이루어진 照律을 刑의 적정성의 

면에서 의문이 생길 때 다시 검토하여 고치는 작업을 가리킨 것이다. 그 내용은 

罪名이나 罪目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형량만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주목할 

점은 형량[output]을 바꾸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요소[input]에 대한 판단을 달리해

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처럼 애초에 조율한 그 형벌이 가볍다고 판단되

자 이를 고쳐서[‘改律’] 다시 加重的 처결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 謀議 가담 여부, 

故意 여부, 知情 여부, 首犯 從犯 여부, 自首 告發 여부 등의 판단이 달라질 수밖

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안은 당시의 司法이 犯狀의 세밀한 분석에서 출발하여 

그에 합당한 처벌에 이르기보다는 많은 경우 오히려 반대로 재판 시점을 기준으로 

適正刑이라고 생각된 처벌에 상응하는 罪狀의 逆構成으로 思考가 전개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근거법조의 탐색에 있어서도 작용한다. 즉, 適

正刑을 제시하는 율문을 찾아내는 것이 조율의 일차적인 과제가 되는 것이고, 犯

狀의 구체적인 사실들이 구성요건적으로 가장 부합하는 법조가 어느 것인가를 탐

색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일응의 우선적 역할만을 할 뿐인 것이다. 구성요건적으

로 가장 부합하는 법조라고 해도 만약 그 형량이 사법판단자의 기준에 흡족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다른 율문을 찾아 나서기 때문이다. 이제 당시 법률논증의 이러

한 배경을 이해한 가운데 본 사건의 조율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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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犯狀의 재구성

이 사건에서 각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의 태양은 실록의 기사만으로는 세밀하게 

재구성하기 어렵다. 사건의 처결을 논의하는 정황으로 미루어 잠정적으로 재구성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처음부터 안정형의 처 김씨를 모해할 목적으로 일을 주동하

여 꾸민 것은 유유의 처 金干阿이다. 김씨의 노비인 金同과 魯德은 처음부터 이 

음모에 연루된 것이 확실해 보인다. 중 覺頓 역시 그의 옷을 금동에게 내어준 것

으로 볼 때 처음부터 함께 행동하였다.33) 

莫同은 나이도 들고 사리분변이 충분한 인물이므로 (아마도 오랫동안 모셔온) 

여주인을 모해하기 위해 가져온 여주인의 훔친 옷과 중 각돈의 옷을 전해 받고 

(이러한 사실을 주인 등에게 알리지 않고) 보관한 것에 적어도 사후적으로 모해에 

대하여 악의가 된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심사자 乙이 애초에 

“막동은 왜 사죄로 조율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고 하였다. 아마도 謀

害 행위의 음모를 꾸미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데 가담한 것이 아니라, 나중

에 수동적으로 그 모해 과정에 개입된 까닭일 것이다. 그러나 그 역시 謀叛으로 

照律하지 않고 謀反으로 조율하면서 極刑을 면할 수 없었다. 말동과 달리 행위능

력의 면에서도 아무런 疑念이 있을 수 없는 노숙한 사람이었으므로 유사하게 사후

적으로 연루되고 더욱이 미숙했던 말동이 斬刑으로 처벌받는 한 법률논의에서 그

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를 전혀 못 느꼈을 것이다.

문제는 末同인데, 종들 사이에서도 심부름을 맡을 年齒의 어린 인물인 것 같고, 

금동이 그에게 건넨 말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이 단순히 “내

가 주는 이 옷들을 막동에게 전해라”고 하는 것과 같이 단순한 지시의 내용이었다

면 知情 여부를 섣부르게 인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사정이 그랬다면 

말동은 사정을 몰랐을 것이라고 논변한 노사신과 이승소의 견해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금동이 말동에게도 모든 사정을 적어도 그가 이해할 수 있

는 정도로 털어놓고 옷들을 건넨 것이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중요

한 것은 말동이 과연 그러한 情을 알았는가 하는 것인데, 조선시대 조정의 논의에

서 드물지 않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 경우에도 이 문제는 토론 과정에서 일부에 의

해 거론만 되었을 뿐 그 실태를 밝히려는 더 이상의 어떠한 노력도 행해지지 않았

33) 참고로 로마법에서도 타인을 詐害하기 위하여(in fraudem) 제출된 모든 형태의 꾸며진 

증거는 誣告罪를 구성하였다(Paul. Sent. 1.5.1; D.48.16.6.4 = Paul. Sent. 1.6B.1e). Robin-

son, 100 n.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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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설사 그가 그 情을 알았다고 해도 그 시점이 처음부터 謀議에 가담하

여 안 것인지, 아니면 사후적으로 안 것인지를 구별해야 하고, 그 정황을 더 살펴

보기 위해 사실판단의 측면에서 再鞠問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이맹현의 논변도 아

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소수설의 주장으로 그치고 말았다. 대신에 모든 논변은 말

동이 과연 어느 정도로 처벌받는 것이 합당할까 하는 점으로 집중되고, 그 귀결에 

따라 知情․不知情의 여부마저도 좌우되는 식으로, 즉 낯설지 않은 逆推論

(abduction)의 방식으로,34) 일이 진행되었다. 관철된 다수의견의 출발점은 어디까지

나 말동 역시 ‘죽을죄’를 지은 것인가 아닌가 하는 종합적 가치판단이었다. 즉, 그

가 알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죽을죄를 지은 것으로 판단된 것이 아니라, 주인 모해

는 죽을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가 그렇게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서 ‘안 경우’ 

역시 死罪로 규정한 법조를 적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반대설 역시 말동이 情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개연적인 사정만을, 그것도 대체로 그 ‘어리석은’ 인물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할 만한 사정에 한하여 그저 언급했을 뿐, 상대방을 진정으로 설득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그 주장 자체가 매우 소략하다. ‘알았음’을 (사

실판단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법률효과를 얻기 위한 논리적인 요건이라는 차원에

서) 전제로 하면서도 범죄 가담의 양태를 고려하여 死罪로 판단하지 않은 의금부

의 애초의 照律이야말로, 비록 이 역시 기본적으로 逆奴를 亂臣에 比擬함으로써 

謀叛에 의거하여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소간에 무리한 법률적용을 한 것으

로도 보이지만, 그 한도 내에서는 ―적어도 犯狀에 대한 부합도라는 면에서― 구

성요건을 가장 법해석의 원칙에 충실하게 고려한, 그런 의미에서 담당 法司의 전

문성을 드러낸 조율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임금을 포함한 다수 朝臣

들의 의견이 사형을 옹호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改律하여 처결하기에 이

른 것이다. 君王이 궁극적인 법선언자였던 체제의 당연한 모습이지만, 담당 官司

의 전문적 의견이 임금과 群臣의 법감정과 도덕의식에 의하여 變改되는 한계를 

보인 것이기도 하다.

5. 근거법조

(1) 義禁府의 照律:【謀叛】說

그러면 의금부가 말동에게 적용한 법조는 어떤 것이었는가? 임금을 비롯하여 群

34) 崔秉祚(4), 58 n.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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臣이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처음부터 모든 관여된 종들에게 그 가담의 주․객

관적인 구체적 정상을 세밀히 따지는 쪽이 아니라, 家之逆奴는 國之亂臣과 한가

지라는 당시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철두철미 부응하는 선입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

다. 실제로 이보다 5년 앞선 기록에서도 逆奴를 賊臣과 등치시키는 관념이 이미 

드러나고 있고, 그 후에도 이러한 관념은 사라지지 않았다.

○ 성종 18권, 3년(1472 임진 / 명 성화(成化) 8년) 5월 19일(을묘) 7번째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교(傳敎)를 받들기를, ‘진언(陳言)한 자가 말하기를, ｢난

신(亂臣)의 아내와 딸이 비록 세족(世族)에 속하여도 음욕(淫慾)을 함부로 자행하

여 창기(娼妓)와 다름이 없고, 이에 반하여 재앙(災殃)을 바랐던 것처럼 그 노복

(奴僕)이 옛 주인의 아내와 딸을 강간하기도 하고 옛 주인의 재산을 빼앗는 자가 

있다.｣고 하니, 집안에 역노(逆奴)가 있는 것은 나라에 적신(賊臣)이 있는 것과 같

다(家之有逆奴, 猶國之有賊臣也). 그 정별(旌別: 善惡人 구별)할 절목(節目)을 상

의하여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자세히 참고하여 보건대 ... 우리나라의 노

비(奴婢)는 집안 대대로 상전(相傳)하여 명분(名分)이 본래 정해져 있는데, 평시

(平時)에 주인으로 섬기다가 하루아침에 불행하게 된 것을 틈타 함부로 자행(恣

行)하여 거리낌이 없으니, 이제 권징(勸懲)하는 법이 없으면 인륜(人倫)의 길을 바

로 세우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今無勸懲之典, 有乖扶植綱常之義). 소재관(所

在官)의 관리(官吏)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하여 본조(本曹)에 보고하게 하고, .... 정

별(旌別)할 절목을 상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정조 27권, 13년(1789 기유 / 청 건륭(乾隆) 54년) 1월 24일(신사) 2번째기사 

형조가 주인을 고발한 사노(私奴) 득복(得福)의 죄를 엄히 다스릴 것을 아뢰어 청

하니, 전교하기를, “인륜 강상은 상하가 분명하여 그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것이다. 

나라에는 임금과 신하가 있고, 개인 집에는 주인과 종이 있어 신하로서 임금을 

범하면 역신(逆臣)이 되고, 종으로서 주인을 범하면 역노(逆奴)가 되는 것이다(有

國而有君臣, 有家而有奴主, 臣而犯君爲逆臣, 奴而犯主爲逆奴). 조금이라도 이와 비

슷한 짓을 하면 이는 바로 인륜 강상을 무시한 것으로 마음을 두고 했거나 두지 

않고 했거나 감정이 있어 그랬거나 없이 그랬거나 그것은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다(一或近似, 直是無倫無綱, 意之用不用, 情之有不有, 不須較絜於其間). 더구나 세

상 교화가 날로 떨어지고 민간 풍속은 날로 변하여 이대로 가다가는 [사람들이 

모두 이성을 상실하고 금수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겠는데]<사람의 법도와 사물의 

법칙이 금수의 지경으로 돌아가게 하고 말 터인데>, 이것이 어찌 조정에서 예사

로이 보아넘길 일이겠는가(況世敎日下, 民俗日渝(투), 將使人彝物則, 歸於禽獸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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域, 是豈朝廷泛看處乎?). ...” 하였다.35)

이렇게 보면 우리 사건에서 계본의 내용이나 후속하는 논의의 문맥에서 추정되

듯이 애초 의금부의 계본 자체가 이러한 기본적 관점에서 照律된 것도 전혀 무리

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謀害本主의 罪를 직접 규정한 本條가 없으므로 이

를 ‘배반’이라는 공통점을 들어서 ≪大明律≫ 刑律 卷第十八 賊盜【謀叛】조(제

278조)에 比擬하였다.36) 말하자면 이 조문이 바탕에 깔고 있는 ‘하늘과 땅 사이에 

도망갈 곳이 없는’ 君臣의 義(君臣之義無所逃於天地之間)37)나 이 사건에서 문제

가 된 主奴之義나 모두 한가지라는 것이다. 

○ ≪大明律≫【謀叛】조(제278조) [1]:38)

凡謀叛(謂謀背本國潛從他國39)). 但共謀者, 不分首從, 皆斬. ... 知而不首者, 杖一百

流三千里.40) ...

｢直解� 凡本國을 背叛하고 彼國을 潛從한것을랑 同謀人들을 不論首從하여 모두 斬하라. ... 

知而不告한것을랑 杖一百流三千里하라. ... 

[處譯] 무릇, 謀叛이라 함은 本國을 背叛하고 外國과 潛通하는 것을 말한다. 陰謀를 함께한 

者는 主犯이나 隨從者를 區分하지 아니하고 모두 斬刑에 처한다. ... 알고도 告發하지 아니

한 者는 杖一百流三千里에 처한다. ...

[會譯] 무릇 모반의 경우 ([주] 본국을 배반하고 몰래 타국을 따르기를 꾀하는 것을 말한다) 

함께 모의한 자는 주․종을 불문하고 모두 참한다. ... 사실을 알고도 고발하지 아니한 자는 

장 100 류 3천리에 처한다. ... 

35) 이 사건은 이영규(李永逵)의 노복이었던 김도흥(金道興)이란 사람이 李에게 곤욕을 

가하자 李가 발로 차는 바람에 죽자, 그의 아들인 김득복(金得福)이 형조에 호소하면

서 주인을 고발하는 것을 혐의롭게 여겨 사실대로 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고하는 

것처럼 하여 저절로 이영규에게 미치게 하려고 하였던 사건인데(정조 10-1786.6.12.

①), 이 사건 기록으로 말하면 당초에는 이천손(李千孫)이 소란을 일으킨 데서 발단

이 된 것인데 천손은 현재 액례(掖隷)이기 때문에 감히 바로 고발할 수 없어 우선 차

범(次犯)자인 이영규(李永逵)를 관에 고발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정조 13-1789.1.24.

②). 正條가 없다는 전제 하에 嚴刑을 요구하는 임금에게 朝臣들은 다양하게 현행률

에 따른 처결이 가능함을 아뢰고 임금도 그에 따를 것을 하교한 사건이다.
36) 세종 18-1436.6.1.①이 誣告한 노비를 斬不待時에 처했음은 전술하였는데(위 주 3), 그 

刑으로 미루어 볼 때 이미 세종대부터 謀叛에 比擬했음이 확실하다.
37) ≪讀律瑣言≫ 該條 [瑣言] (楊 IV-4, p.158).
38) Cf. ≪唐律疏議≫ 賊盜 4【謀叛】조(제251조) [율문1]: ｢諸謀叛者絞. 已上道者皆斬｣.
39) = ≪大明律≫【十惡】조(제2조) 三曰謀叛 [註]; 상세는 唐律疏議(I) 제6조 名例 6 十

惡 [율문4]의 [疏6].
40) 共謀者보다 減一等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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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는 말동을 이 율문의 知而不首者로 처벌하자고 啓奏한 것이다. 

(2) 成宗의 照律:【謀反】說

이에 대하여 성종 임금은 의금부의 조율이 比擬한 謀叛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서 謀反에 의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후 논의의 큰 흐름은 

이에 대한 朝臣들 다수의 同調로 이루어졌다. 그 율문은 다음과 같았다.

○ ≪大明律≫ 刑律 卷第十八 賊盜【謀反大逆】조(제277조):41)

凡謀反(謂謀危社稷42))43)及大逆(謂謀毀宗廟山陵及宮闕44))45), 但共謀者, 不分首從, 

皆凌遲處死. ... 知情故縱隱藏者斬.46) ...

�直解� 凡謀危社稷하며 謀毁宗廟山陵及宮闕한것을랑 同謀人들을 不論首從 모두 車裂處死

하라. ... 知情故放하며 隱藏한것을랑 모두 斬하라. ...

[處譯] 무릇, 社稷을 危亡하게 하려고 作謀하며 宗廟․山陵 및 宮闕을 破毁하려고 作謀하였

으면 共謀한 者는 主犯 從犯을 區分하지 아니하고 모두 陵遲處死의 刑에 처한다.... 情을 

알면서 故意로 放任하거나 숨겨준 者는 斬刑에 처한다. ...

[會譯] 무릇 모반([주]사직을 위태롭게 하기를 꾀하는 것을 말한다), 대역([주]종묘, 산릉, 궁

궐을 훼손하기를 꾀하는 것을 말한다)의 경우 함께 모의한 자는 주․종을 불문하고 모두 능

지처사한다. ...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놓아주거나 숨겨준 자는 참한다. ...

임금은 말동을 이 법조에 따른 知情故縱隱藏者로 斬할 것을 옹호한 것이다. 이 

견해는 관철되어 斬不待時의 처결로 귀결되었다. 

41) Cf. ≪唐律疏議≫ 賊盜 1【謀反大逆】조(제248조) [율문1]: ｢諸謀反及大逆者皆斬｣.
42) = ≪大明律≫【十惡】조(제2조) 一曰謀反 [註]; 상세는 唐律疏議(I) 제6조 名例 6 十

惡 [율문2]의 [疏2 및 3].
43) Cf. ≪讀律瑣言≫ 該條 [瑣言] ｢社稷國之所立而謀危之是無國矣. ... 無國謂之反｣ (楊 

IV-3, p.154).
44) = ≪大明律≫【十惡】조(제2조) 二曰謀大逆 [註]; 상세는 唐律疏議(I) 제6조 名例 6 

十惡 [율문3]의 [疏4 및 5].
45) Cf. ≪讀律瑣言≫ 該條 [瑣言] ｢宗廟山陵宮闕君之所有而謀毁之是無君矣. ... 無君謂之

逆｣ (楊 IV-3, p.154). 그러나 反과 逆 ｢二者之事有間矣. 而其不臣之意均焉｣이다(ibid.).
46) 이러한 엄중한 대처는 그 입법의 뜻이 사후에 쓸데없이 가혹하게 죽이기보다는 亂의 

처음 싹부터 실질적으로 금압하려는 데 있었다고 새긴다. ≪王儀部先生箋釋≫ 該條 

[釋曰] ｢此條立法之意 非徒峻誅於事後 實欲遏亂於初萌｣ (楊 II-4, 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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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가.【謀叛】說과【謀反大逆】說의 비교

그러면 과연 이상의 두 견해 중 어느 것이 더 타당한 것이었을까? 모두 반역 행

위에 해당하지만 謀反大逆[逆反]은 제국 중앙부의 물적인 파괴행위로 상징된 國基

의 顚覆과 국가와 등치된 君王의 존재 및 권위의 潰滅에 해당하는 危害에, 謀叛

은 이에는 못 미치지만 安保를 위태롭게 하는 나라에 대한 충성의 거부와 배반행

위에 주안점이 있다.47) 오늘날의 범주로 치자면 謀叛은 外患罪에, 逆反은 內亂罪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Jiang Yonglin의 대명률 영역본이 謀叛은 treason으

로, 逆反은 rebellion으로 옮긴 것(Farmer도 같다)도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

으로 생각된다.48) 주인에 대한 노비의 반역적 모해행위를 正條가 없다는 전제하에 

引律比附하자면 그 행위의 양상에 따라서, 그리고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론상 두 법조 모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당시 조정의 논의도 두 법

조를 모두 대변하는 주장들로 이루어졌다. 本主의 적대자와 밀통한 부분을 강조하

면 謀叛 쪽이, 本主의 직접적인 危害를 도모한 것으로 인정하면 逆反 쪽이 더 개

연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옷을 훔치고 간음의 소문을 내는 등의 행위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일단은 謀叛 쪽으로 기운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의

금부의 애초 조율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두 법조의 

경계란 그렇게 뚜렷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당시의 逆推論 방식의 법률논변을 

감안하면, 국왕의 謀反 법조 적용설 역시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말동은 그 적용상 처음부터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된 구별된 구성

요건의 법조에 따른 처벌을 기대할 수 있었던 처지에 있지 않았다. 상호간의 劃定

관계가 다소간에 애매한 두 법조 중 어느 것에 해당될 것인지는 사후적으로 司法

官의 재판시의 법감정과 도덕의식에 따라 결정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더 

큰 틀에서 소급입법에 의한 불이익한 형사처벌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당시의 

법질서(≪大明律≫ 名例律 卷第一【斷罪依新頒律】조(제45조) ｢凡律自頒降日為

始, 若犯在已前者, 並依新律擬斷｣)49) 아래에서는 문제시되지도 않았고, 문제시될 

47) 이 양자를 해설이 더 상세한 唐律疏議에 기대어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으나(尹載秀, 

289-291), 唐律疏議 자체의 解義가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다.
48) Jiang Yonglin, Da Ming lü, p.154; Farmer, 218.
49) 정긍식(1), 116f.; 149f.는 이 규정의 의미를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 齊民支配를 관철

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로 보면서,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드러나는 그 문제점을 지

적하기보다는 오히려 죄형법정주의 관철의 수단이었다는 면에서 평가하는 쪽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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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없었던 법률실무였다. 

그러면 奴婢의 처벌을 謀反大逆 내지 謀叛에 의거한 것은 타당한 것이었을까? 

일단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당시 ≪經國大典≫ 卷之五 刑典【告尊長】조 ｢...奴婢

告...家長50)除謀叛逆反外絞｣에 따르면 奴婢가 本主를 告訴하면 그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絞刑의 처벌을 받았다는 점이다(후술). 그만큼 主奴관계의 기

강과 기율을 엄정히 확보하려는 것이 당시의 법질서가 추구하던 바였다.51) 그렇다

면 誣告의 경우에는 당연히 絞 이상의 처벌이 마땅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照律을 

할 때 이 조문을 근거로 물론해석을 하여 ‘小罪가 이미 絞라면 大罪는 응당 斬’이

라는 논리로 “말동이 誣告의 죄를 지었으므로 (가치판단상) 斬刑이다”라는 해결책

이 가능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지 않고 正

條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더 강력한 처벌규정인 謀反과 謀叛에 引律比附하였던 

것이다. 말동의 경우 誣告의 共犯으로 처리하기에는 그 犯狀이 다르거나 약하다고 

울고 있으나 의문이다.
50) 이것은 종의 경우에는 상전을 의미한다. 윤국일, 429 n.21. 상전이 남자인 경우 그의 

처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Cf. 同旨 ≪大明律附例≫(下)【干名犯義】조

(제360조) [3]의 [註] ｢家長妻同｣ (규장각, p.359); ≪讀律瑣言≫ 該條 [瑣言] ｢凡言家

長則家長之妻已該之矣｣ (楊 IV-3, p.397). 또 나이 어린 상전도 존장이었다. Cf. ≪大

明律釋義≫ 該條 [釋義] ｢蓋自奴婢視之 則卑幼亦尊長也｣ (楊 II-2, p.329).
51) 조선 전기 사노비의 법적 지위와 실태(특히 推刷)에 대한 요약은 安承俊, 156ff. 사노

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조선후기에 와서야 본격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Cf. 임상혁, 

200-204; 金容晩, 342ff. 이 변화는 노예로부터 농노로의 발전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李榮薰, 383-401). 실제로 후대의 受敎는 사형으로 일관하던 초기의 모습을 탈각

한 법운용을 보여준다. 예컨대

   ≪受敎輯錄≫ (1698): 

   642 ◦ 國之所以維持者 在於名分 以奴告主 以子訴父 則傷風敗俗 莫此爲甚 今後 凡子之於父 

奴之於主 弟之於兄 妻之於夫 設有可問之事 勿以爲證 勿以爲質 以敦風俗 以明敎化 [天啓丙寅

承傳]

   (나라가 유지되는 것은 명분에 달려 있다.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고소하면 

풍속을 상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지금 이후로는 자식이 아버지에 대

하여, 노비가 주인에 대하여, 아우가 형에 대하여, 부인이 남편에 대하여 설혹 조사할 만한 일이 

있더라도 증인으로 삼지 않고 대질하지 않도록 하여 풍속을 돈독히 하고 교화를 밝히도록 한다. 

[1626년(인조 4, 천계 병인)에 받은 전교])

   161 ◦ 私奴欲叛其主 入錄於戶籍之中 指他人爲父 及生存之父以死懸錄者 欲免庶名 嫡母及外

祖母謂之他婢者 論以罪犯綱常情理深重者 全家徙邊 [康熙戊午承傳]

   (사노비[私奴]가 그 주인을 배반하고자 하여 (다른 사람의) 호적에 입록(入錄)하고서는 다른 사

람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하거나 살아 있는 아버지를 죽었다고 기록한 사람, 서자(庶子)라는 

명칭을 면하고자 하여 적모(嫡母)와 외조모를 다른 사람의 비(婢)라고 말하는 사람은 강상을 어

긴 정상이 매우 무거운 것[罪犯綱常情理深重者]으로 논하여 전가사변(全家徙邊)한다. [1678년(숙

종 4, 강희 무오)에 받은 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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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되었던 까닭이다. 따라서 共犯이 아닌데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찾은 

결과 애초의 謀叛 대신에 謀反이 적용되기에 이른 것이다. 謀叛을 적용한다면 知

情故縱隱藏者로서도 결과는 絞刑에 그쳤었을 것이다.52) 絞든 斬이든 방법이 다르

고 등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大明律≫ 名例律 卷第一

【五刑】조(제1조) ｢死刑二 絞斬｣), 어차피 사형의 효과가 같은 것이고 보면, 絞와 

斬의 차이를 큰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관념은 이 둘을 확연

히 구분하는 것이 분명했고, 임금이 원했던 것은 둘 중 더 강한 斬刑이었으므로, 

謀叛의 共犯이 아닌 경우에 斬刑이 가능한 謀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여기에 구성요건으로부터 출발한다기보다 법률효과에 착안하여 논리를 전개하는 

逆推論의 특색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여기에서 다른 한편으로 奴婢가 家長을 범하는 각종의 행위에 대한 율문의 처

벌규정을 비교해 보면 謀害에 대한 당시의 가치 평가가 어떤 것이었을 수 있는가

가 좀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몇 가지 전형적인 행위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았다.

謀害행위 세분 처벌 ≪大明律≫ 또는 ≪經國大典≫ 法條

殺害

已行 斬 ≪大明律≫ 【謀殺祖父母父母】조(제307조)

[3] 若奴婢...謀殺家長...者 罪與子孫同.

[1] 凡謀殺祖父母父母... 已行者 皆斬, 已殺者 皆陵遲處死已殺 陵遲處死

毆打

毆 斬

≪大明律≫ 【奴婢毆家長】조(제337조)

[1] 凡奴婢毆家長者 皆斬, 殺者 皆陵遲處死, 過失殺者 皆絞, 

傷者 杖一百流三千里.

毆殺 陵遲處死

過失殺 絞

過失傷 杖100流3000리

罵詈 罵 絞
≪大明律≫ 【奴婢罵家長】조(제350조)

凡奴婢罵家長者 絞.

姦淫 姦 斬
≪大明律≫ 【奴及雇工人姦家長妻】조(제394조)

[1] 若奴...姦家長處女者 各斬.

告․誣告 告 絞
≪經國大典≫ 【告尊長】

...奴婢告...家長 除謀叛逆反外 絞.

52) ◦ ≪大明律≫【謀叛】조(제278조) [1]:

   ... 知情故縱隱藏者 絞. ...

   �直解� ... 知情故放하며 隱藏한것을랑 絞死하라. ...

   [處譯] ... 情을 알면서 故意로 放任하거나 숨겨준 者는 絞刑에 처하고 ...

   [會譯] ...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놓아주거나 숨겨준 자는 교형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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奴主 관계에서 노비의 일탈을 거의 모든 경우에 엄혹하게 사형으로 대응하는 것

이 당시 법의 정신이었다면, 일정한 謀害 행위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이러한 극형

을 처방하는 照律로 나아간 것이 하등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지배의 확보를 위한 風敎의 차원을 우려하는(“今無勸懲之典, 有乖扶植

綱常之義”; “況世敎日下, 民俗日渝, 將使人彝物則, 歸於禽獸之域, 是豈朝廷泛看

處乎?”) ‘逆奴’ 논변이 內含하는 강한 일반예방주의적 시각(ne peccetur)이 재산범

죄의 경우 기왕의 일탈에 한하여 단도직입적으로 확인된 처벌(응보주의: quia 

peccatum)에 집중되었던 논리(“柳牖妻取安廷烱家財, 此則非矣”; 후술)와 대비된다. 

우리 사건의 경우도 간접적이긴 하지만 綱常이 논거로 제시되는 경우 늘 등장하는 

정형화된 목적론적 논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다.  

나. 금동, 노덕의 本主謀害罪

이들은 의금부의 애초의 조율대로, 즉 ‘謀叛’ 죄목으로 斬刑에 처해졌다. 그리하

여 ‘謀反’ 명목으로 斬刑에 처해진 말동보다 비난가능성이 더 큰 이들이 더 ‘약한’ 

법조에 의거한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引律比附하자 더 부합하는 것이어서 일차적

으로 고려된 것이 謀叛이고, 그 법률효과인 斬刑이 원했던 처벌에 상응하므로, 더 

이상의 照律 작업이 불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결과지향적 legal reasoning

의 전형을 발견하게 된다.  

다. 干阿의 罪

우선, 이 사건은 피해자(안정형의 처 김씨)에게 없는 범죄(이 경우 간통)를 거짓

으로 꾸며서 誣陷하기 위하여 干阿가 피해자의 종들을 敎誘하고, 그들이 그 꼬임

대로 옷을 훔치고 거짓 증거로 확보한 행위가 문제된 것이다. 이들의 범죄가 발각

된 것이 언제였는지는 실록의 기사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들이 誣告 혐의로 재

판에 회부된 것만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 誣告罪 재판에서 다른 증거들을 포함한 

굳은 심증에도 불구하고 主犯인 유유의 처 김씨가 自服을 하지 않아서 최종적인 

처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誣告 사건의 속성상 그 재판 결과에 따라 무고한 자가 

처벌될 것인지, 아니면 무고당했다던 자가 처벌될 것인지 양단간에 이해관계가 

180도 갈리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모두 잘 인식하고 있었다.

○ 성종 86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11월 18일(신사) 1번째기사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동부승지(同副承旨) 이경동(李瓊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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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정형(安廷炯)의 처(妻)의 사건에 관계된 공사(供辭)를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옥사(獄事)는 심히 어려우므로, 급하게 다스릴 수가 없으니, 

마땅히 정(精)하게 변별(辨別)해야 할 것이로다.” 하였다. 

이경동이 말하기를, “이쪽이 이기게 되면 저쪽이 죽게 되고, 저쪽이 이기게 되면 이

쪽이 죽게 되니, 이쪽저쪽 중에서 반드시 한쪽이 죽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의 말이 옳다. 옥사(獄事)를 듣는 것은 마땅히 허심탄회

(虛心坦懷)해야 한다. 하나라도 치우쳐 얽매이는 마음이 있어서는 불가(不可)하니, 

마땅히 마음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 성종 86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11월 19일(임오) 2번째기사 

동부승지(同副承旨) 이경동(李瓊仝)이 안정형(安廷炯)의 처(妻)의 사건에 관계된 

사람인 금동(金同)의 공사(供辭)를 아뢰기를, “‘여주인(女主人)이 각돈(覺頓)에게는 

몸을 대신하는 중이라고 하여 옷을 만들어서 주고 음식을 미루어서 먹이었으나, 

종[奴]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무를 지는 고역(苦役)을 맡긴 다음 날마다 

그 많고 적은 숫자를 독려하니, 저는 그 분하고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나무를 채취(採取)하는 길이 유유(柳牖)의 집 앞으로 났었습니다. 이 때문에 

항상 유유의 처(妻) 김씨(金氏)를 만나 뵈면 김씨가 위로해서 말하고 술과 음식을 

먹여 주었는데, 저는 항상 그 은혜에 감격하였습니다. 어느 날 김씨(金氏)가 나를 

꼬여서 말하기를, ｢네가 각돈(覺頓)의 옷을 빼앗고, 노덕(魯德)을 시켜 너의 여주

인의 옷을 몰래 나오게 하여, 간통(奸通)하는 장소에서 이를 붙잡았다고 소문내어 

말하라, 내가 너를 놓아 주어 양인(良人)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저도 

그렇게 여겨서 노덕 등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드디어 이 일을 성사시켰습니다.’

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의 공사(供辭)한 것도 믿을 수가 없었다. 지금의 공술(供

述)한 것도 또한 믿을 수가 없으니, 오직 자세히 죄를 심문하는 데 달려 있을 뿐

이다.” 하였다.

干阿의 自服을 얻기 위한 刑問의 필요성을 논한 관련 실록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 성종 85권, 8년(1477 정유 / 명 성화(成化) 13년) 10월 28일(임술) 1번째기사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도승지(都承旨) 김작(金碏)이 아뢰기를, “유유

(柳牖)의 아내 김씨(金氏)의 사증(辭證)은 똑같은 한 가지 공사(供辭)였으나 홀로 

유유의 아내만은 아직 자복하지 않고 있으니, 형문(刑問)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

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유의 아내가 안정형(安廷炯)의 가재(家財)를 취(取)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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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잘못이었다. 그러나 사족(士族)의 부녀(婦女)의 자기가 간통(奸通)하지도 

아니한 일을 행문(行問)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然士族婦女, 非自己奸事, 不當刑

問).”53) 하고, 이어서 좌우(左右)의 신하들에게 물으니,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이 대답하기를, “신이 듣건대, 안정형의 아내는 나

이 20세가 아니 되어 지아비를 여의고, 금년에 45세인데, 젊었을 때 수절(守節)하

다가 나이가 늙어서 몸을 망쳤다고 하니, 이 점이 진실로 의심스럽습니다. 또 안

질(眼疾)이 있는데, 이른 바 서로 눈짓을 해서 뜻이 통하여 간통을 하였다는 것은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더구나 증언(證言)을 한 사람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말

하는데, 홀로 이 여자만이 아직 자복하지 않으니, 형문(刑問)하지 않는다면 끝내 

실정(實情)을 캐낼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형조 판서(刑曹判書) 현석규(玄碩圭)가 아뢰기를, “만약 간통하는 장소에서 범인을 

체포하지 아니한다면(非奸所捕獲) 무고(誣告)를 수리(受理)하는 경우가 반드시 많

을 것입니다. 율(律)에 ‘간통하였다고 지목당하는 자를 논(論)하지 않는다.’(指奸者

勿論)는 조문(條文)54)이 있는데, 이 때문입니다. 지금 안정형 아내의 사건도 또한 

이 율(律)에 해당합니다. 신도 또한 생각하건대, 유유의 아내를 고신(栲訊)하는 것

이 진실로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에 따르면 안정형의 처 김씨가 간통했다는 혐의는 ≪大明律≫【犯姦】조(제

53) 이 말은 부녀의 경우 절대적으로 刑訊이 불가하다는 뜻은 아니다. ≪經國大典≫ 卷

之五 刑典【推斷】조에 의하면 士族婦女의 경우 관찰사가 임금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한만 두었을 뿐이다. 이들은 杖刑 이상의 죄를 범한 경우 구금[囚禁]할 때에도 임

금에게 보고해야만 하였다(≪經國大典≫ 卷之五 刑典【囚禁】조). 성종의 취지는 이

러한 법의 일반정신을 고려했을 따름이다. 

   참고로 이것은 婦人 범죄 일반의 경우 囚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

었던 大明律에 대한 國典의 특칙이었다.

   ◦ ≪大明律≫ 刑律 卷第二十八 斷獄【婦人犯罪】조(제444조) [1]: 

   凡婦人犯罪 除犯姦及死罪收禁外 其餘雜犯 責付本夫收管 如無夫者 責付有服親屬鄰

里保管 隨衙聽候 不許一概監禁 違者笞四十.

   �直解� 凡婦人犯罪한것을랑 姦犯及死罪를 囚禁하고 他餘雜犯罪을랑 本夫에게 堅固准受하오되 

無夫한것을랑 有服制親族及切隣을 作保准受하였다가 官員仕官日좇아서 聞見待候하고 不許囚

禁하오되 違者을랑 笞四十.

   이 조문에 관한 한, 특히 ‘隨衙聽候’ 부분에 대한 번역은 直解文이 가장 정확하고, 

[處譯] ‘雜役吏로 하여금 살펴보게 할 것이며’ 및 [會譯] ‘관청에서 사정을 살펴보게 

하고(?)’은 모두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 Jiang Yonglin, Da Ming lü, 

Article 444, p.240은 ‘They shall be held at the disposition of the yamen to be called 

[to appear]’라 맞게 옮겼다.
54) ≪大明律≫ 刑律 卷第二十五 犯姦【犯姦】조(제390조) [7] ｢其非奸所捕獲 及指姦者 

勿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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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조) [7]에 의해 ‘논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할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결말이 났다. 

그러면 干阿의 죄는 어떤 것인가?55) 

① 첫째로, 誣告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론상 보통의 경우, 즉 행위 주체와 객체 

사이에 아무런 특별한 관계가 없었던 경우라면 ≪大明律≫【誣告】조(제359조)56)

가 본조이고, 또 무고한 죄목이 간음이므로 동【犯姦】조(제390조), 그리고 관련된 

자가 승려이므로 동【僧道犯姦】조(제396조)가 문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誣告의 

경우에도 행위자와 피해자의 신분관계에 따라서 大明律에 別則이 규정되어 있었

으므로 그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했다. 이 別條는 그러한 신분관계상의 ‘명

분을 무너뜨리고 의리를 범하는 것’을 제재하는 ―【誣告】조 바로 다음에 규정

된57) ―【干名犯義】조였다. 이에 따르면 행위주체와 객체의 다양한 요소에 따라 

율문에 의한 처벌 역시 다양하였다.

55) 일응 그의 犯狀은 다른 共謀者들과의 관계에서는 ‘타인을 교사ㆍ유혹하여 법을 어기

게 한 행위’이므로 ≪大明律≫ 刑律 卷第二十四 詐僞【詐敎誘人犯法】조(제389조)가 

고려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조문은 범행을 使嗾한 후 뒤통수를 쳐서 

그 자가 처벌받도록 한 경우를 규율하므로 일단 해당하지 않는다.

   ◦ ≪大明律≫【詐敎誘人犯法】조(제389조):

   凡諸人設計用言 教誘人犯法 及和同令人犯法, 卻行捕告 或令人捕告 欲求給賞, 或欲

陷害人得罪者 皆與犯法之人同罪. 

�直解� 凡諸人이 設計를써서 他人을 教誘犯法시키며 或 和同敎誘하여 犯法시키고는 

自捉告하며 又 他人을써서 捉告하고 賞錢을 干求하며 又 他人을 陷害得罪시킨성싶

은것을랑 犯法人罪로써 同하올일.

[處譯] 무릇, 어떤 사람이 計略을 쓰거나 甘言利說로 남을 속여서, 犯法하도록 敎唆誘引하거나 

서로 協議하여 남으로 하여금 犯法하게 하고, 도리어 그 犯法人을 捕捉하여 官에 告發하며, 또

는 딴 사람을 시켜 捕捉告發히게 하여 賞與를 얻고자하거나, 남을 謀陷하여 得罪하게 만들고자 

한 者는, 모두 犯法한 사람과 罪가 같다.

[會譯] 무릇 꾀를 내어 말을 써서 사람을 교사ㆍ유혹하여 법을 어기게 하거나 혹은 타인과 서로 

합의하여 그로 하여금 법을 어기게 하고 자신은 그를 체포 또는 고발한 경우, 다른 이<로> 하여

금 체포ㆍ고발하게 하여 상을 구하는 경우 또는 타인을 함정에 빠뜨려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모두 법을 어긴 자와 죄가 같다.

56) ◦ ≪大明律≫ 刑律 卷第二十二 訴訟【誣告】조(제359조) [1]:

   凡誣告人...流徒杖罪 加所誣罪三等 各罪止杖一百流三千里. ...

�直解� 凡佗人의 ... 流徒杖罪를 誣告한것을랑 (誣告罪에) 加三等하오되 杖一百爲限하고 遠流

하라. ...

[處譯] 무릇, 남을 ... 流刑이나 徒刑이나 杖刑에 해당한 罪로 誣告한 者는 그 誣告한 罪보다 3

等을 加重하되, 각각 杖一百流三千里의 刑에서 그친다. ...

[會譯] 무릇 다른 사람을 ... 유형이나 도형이나 장형에 해당하는 죄로 무고하면 그 무고한 죄에 

3등을 더하되 각각 죄는 장100 유3천리에 그친다. ...

57) 處譯의 경우(p.451) 이와 달리【軍人約會詞訟】조(제364조)가【誣告】조(제359조)와

  【干名犯義】조(제360조) 사이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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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明律≫ 刑律 卷第二十二 訴訟 【干名犯義】조(제360조):58)

[1] 凡子孫告祖父母父母, 妻妾告夫及夫之祖父母父母者, 杖一百徒三年, 但誣告59)

者 絞. 若告期親尊長外祖父母, 雖得實 杖一百, 大功 杖九十, 小功 杖八十, 緦麻 

杖七十, 其被告期親大功尊長及外祖父母若妻之父母, 並同自首免罪, 小功緦麻尊長, 

得減本罪三等. 若誣告重者,60) 各加所誣罪三等.

[3] 若奴婢告家長及家長緦麻以上親者, 與子孫卑幼罪同.61) 若雇工人告家長及家長

之親者, 各減奴婢罪一等, 誣告者 不減.62)

�直解� [1] 凡子孫이 祖父母父母의 事를 訴告하며 妻妾이 夫及夫의 祖父母父母事를 訴告

한것을랑 杖一百徒三年하오되 妄告한것을랑 絞死하라. 期親族長及外祖父母事를 訴告하였거

든 비록 實事이어도 杖一百하라. 大功이거든 杖九十 小功이거든 杖八十 緦麻이거든 杖七十

하라. 其被告한 期親大功尊長及外祖父母及妻의 父母을랑 모두 自首例로써 免罪하라. 小功

緦麻族長이거든 本罪에 減三等하라. 誣告事가 重事이거든 所誣罪에 加三等科罪하라.

[3] 奴婢가 家主及家主의 緦麻以上親의 事를 訴告한것을랑 子孫卑幼의 訴父母族長罪로 同

하라. 傭役人이 家主及家主의 親族의 事를 訴告한것을랑 奴婢訴家主罪에 減一等하고 誣告

이거든 不減等하라.

[處譯] [1] 무릇, 子孫이 祖父母․父母를 訴告한 者와 妻妾이 夫 및 夫의 祖父母․父母를 

58) 이 조문을 더 중하게 수정한 ≪經國大典≫ 卷之五 刑典【告尊長】조 ｢子孫妻妾奴婢

告父母家長 除謀叛逆反外 絞｣에 의해 노비는 물론 자손과 처첩에게도 誣告가 아닌 

때에도 모두 絞刑이 규정되었다. 그 기원은 斬刑으로 처결했던 세종 2-1420.9.13.④이

다(조지만, 144 n.48 [서기 연도가 1421년으로 잘못 되어 있다]; 후술). 그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奴妻․婢夫와 같이 다른 규정을 둔 경우는 물론 제외)에게는 

여전히 대명률의 규정이 적용되었다. 

   참고로 로마법에서도 일정한 고소의 경우는 악의적이라는 의미에서 誣告가 아닌데도 

동양식으로 치면 ‘綱常’에 상응하는 이유(mos maiorum, Tacitus, Annales 4.30.1; pietas 

et ratio naturalis, Diocletianus/Maximianus C.9.1.14 [a.294])로 금지되고 처벌되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예가 주인을 고소하는 것으로, 이때 통상 노예는 반역죄 

및 양곡범죄의 고소가 아닌 한 고소가 심리되기 전에 처형되었다. 해방노예와 그를 

해방시켜준 보호자 사이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었다. 또 유사한 취급은 아들이 아버

지를 고소하거나 형제자매간에 중범죄로 고소하는 행위에도 적용되었다. 고대 로마와 

동양의 전통사회가 酷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Robinson, 100 n.140-142.
59) Cf. ≪大明律附例注解≫ 該條 [注解] ｢不必全誣 但一事誣卽是｣ (p.800).
60) 이것은 무고당한 죄의 형이【干名犯義】조에서 정한 형보다 무거운 경우를 말한다. 

≪律學疏議≫ 該條 [答曰] ｢重者指重於干名犯義之罪者也. 謂如誣告事輕於干名犯義

杖一百者 坐干名犯義. 若誣告之罪重於干名犯義者 則加誣三等｣ (楊 I-3, p.455); Jiang 

Yonglin, Da Ming lü, Article 360 [1], p.198; ≪大明律集解咐例≫(五) 該條 [纂註] 

(p.1715).
61) ≪大明律附例≫(下)【干名犯義】조(360조) [3]의 [註] ｢至死不減｣ (규장각, p.359). 또

한 ≪律條疏議≫ 該條 [謹詳律意] ｢卑幼於長 義當恭順 縱有過惡 非所宜言 故情親

者告 卽杖徒 誣卽處絞｣ (楊 I-3, p.461).
62) 즉 誣告家長者絞 (≪王儀部先生箋釋≫ 該條 [釋曰]: 楊 II-5, 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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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告한 者는 杖一百徒三年의 刑에 처한다. 그러나 誣告한 자는 絞刑에 처한다. 만약 朞年服

親屬인 손위와 外祖父母를 訴告한 者는 비록 그것이 事實이라도 杖一百의 刑에 처하며, 大

功服親屬이면 杖九十, 小功服親屬이면 杖八十, 緦麻服親屬이면 杖七十의 刑에 처한다. 그 

訴告를 當한 朞服親․大功服인 손위 및 外祖父母 또는 妻의 父母는 모두 自首와 같이 처

리하여 罪를 免除하고, 小功․緦麻服親屬의 손위는 本罪에서 3等을 減輕한다. 만약 誣告한 

것일 때에는 誣告한 일이 重한 일이면 각각 誣告한 罪에 3等을 加重하여 처벌한다.

[3] 만약 奴婢가 家長이나 家長의 緦麻服이상의 親屬을 訴告한 者는 子孫이나 손아래가 父

母나 族長을 訴告한 罪와 같고, 또는 雇傭人이 主人이나 主人의 親屬을 訴告한 者는 각각 

奴婢가 그런 罪를 지은 것보다 1等을 減輕하되 誣告한 者는 減輕하지 아니한다.

[會譯] [1] 무릇 자손이 조부모․부모를 고소하거나 아내와 첩이 남편이나 남편의 조부모․

부모를 고소할 경우 징100 도3년에 처한다. 다만 무고한 경우 교형에 처한다. 또 기친(期親)

의 존장이나 외조부모를 고소한 경우 비록 (고소 내용이) 사실로 판명되더라도 장100에 처

하고, 대공(大功)의 친족인 경우에는 장90에 처하며, 小功(小功)의 친족인 경우에는 장80에 

처하며, 시마(緦麻)의 친족인 경우에는 장70에 처한다. 고소를 당한 기친․대공친의 존장 및 

외조부모 그리고 처의 부모는 모두 자수한 경우 죄를 면하여 주는 것과 같이 처분하며, 소

공친 및 시마친의 존장의 경우 본래의 죄에서 3등을 감한다. 무고한 것이 무거운 경우 각각 

무고당한 죄에서 3등을 더한다.

[3] 노비가 가장 및 가장의 시마 이상의 친속을 고소한 경우 자손 및 비유의 죄와 같으며, 

고공인(雇工人)이 가장 및 가장의 친속을 고소한 경우 각각 노비의 죄에서 1등을 감한다. 

무고한 경우 감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해자의 남편(유유)의 異姓 사촌형제(안정형)의 처가 피해자였으므로 가

해자 김씨와 피해자 김씨 사이는 이종사촌동서 관계인데, 이것은 緦麻에도 해당하

지 않는 것이었으므로63) 일반 誣告가 문제될 것인데, 보다 구체적으로는 뒤집어씌

운 죄[所誣罪]가 僧과의 犯姦이므로【僧道犯姦】조가 우선한다.64)

○ ≪大明律≫ 卷第二十五 犯姦【居喪及僧道犯姦】조(제396조):65) 

凡...若僧尼道士女冠犯姦者 各加凡姦罪二等, 相姦之人 以凡姦論.66)

63) Cf. 김영석, 101ff.
64) 우리 경우 僧이 동시에 奴이기도 하므로(전술) 同【良賤相姦】조(제397조) ｢凡奴姦良

人婦女者 加凡姦罪一等｣ (�直解� 凡奴子가 良人의 婦女를 犯奸한것을랑 凡奸罪에 

加一等하라) 역시 고려될 수 있는데, 加二等인 제396조와 加一等인 제397조의 관계

가 (흡수관계인지, 아니면 加合관계인지) 어찌되는지 의문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제기

는 그 자체로 당시로서는 전혀 낯선 것이었다. 어쨌든 이 법조는 良賤의 구분에 의한 

법적 처우의 차별이 사회 질서의 근간이었음을 잘 보여주는 법조 중의 하나이다. Cf. ≪讀

律瑣言≫ 該條 [瑣言] ｢犯良爲僣 故重之也 ... 從賤爲辱 故矜之也｣ (楊 IV-3, p.474).
65) Cf. ≪唐律疏議≫ 雜律 28 【監主於監守內姦】조(제416조) [율문] 후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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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解� 凡...僧尼道士女冠들이 犯奸한것을랑 凡奸罪에 各如二等하고 相奸한것을랑 凡奸例로 

論하올일.

[處譯] 무릇, ... 僧侶․女僧․道士․女冠 따위가 姦通罪를 犯한 者는 각각 一般人의 姦通罪

보다 2等을 加重하고, 相姦人은 一般姦通罪로써 論罪한다.

[會譯] 무릇...승려․여승․도사․여관(女冠)이 간음한 경우 각각 ‘일반간음죄’에 이등을 더하

고, 상대방은 ‘일반간음죄’로 논한다.

이에 따르면 각돈의 상대방이었다는 안정형의 처는 일반 犯姦罪(大明律 제390

조)로 問擬되어야 했을 것이고, 有夫女로서 그 형은 杖90일 터였다. 

○ ≪大明律≫ 卷第二十五 犯姦【犯姦】조(제390조):

[1] 凡和姦杖八十, 有夫杖九十, 刁姦67)杖一百

�直解� 凡和姦을랑 杖八十하고, 有夫이거든 杖九十하라. 通奸敎誘引한것을랑 杖一百하라

[處譯] 무릇, 和姦한 者는 杖八十의 刑에 처하되, 有夫의 女子이면 杖九十의 刑에 처한다. 

刁姦한 者는 杖一百...의 刑에 처한다.

[會譯] 무릇 화간한 자는 장80에 처하며, 남편이 있으면 장90에 처한다. 조간한 자는 장100

에 처한다.

그렇다면 ≪大明律≫【誣告】조(제359조)에 의하여 3등 가중하여 杖70 徒1년반

으로 처벌될 것이다. 

○ ≪大明律≫ 刑律 卷第二十二 訴訟【誣告】조(제359조):

[1] 凡誣告人...流徒杖罪(者) 加所誣罪三等 各罪止杖一百流三千里.

�直解� 凡佗人의 ... 流徒杖罪를 誣告한것을랑 加三等하오되 杖一百爲限하고 遠流하라.

[處譯] 무릇, 남을 ... 流刑이나 徒刑이나 杖刑에 해당한 罪로 誣告한 者는 그 誣告한 罪보

다 3等을 加重하되, 각각 杖一百流三千里의 刑에서 그친다.

[會譯] 무릇 다른 사람을 ... 유형이나 도형이나 장형에 해당하는 죄로 무고하면 그 무고한 

죄에 3등을 더하되 각각 죄는 장100 유3천리에 그친다.

66) ≪王儀部先生箋釋≫ 該條 [釋曰] ｢所與相姦之人 止以凡人和刁姦論｣ (楊 II-5, p.227). 

남녀의 중이나 道冠과 그 상간자인 일반인을 차별하는 이유는 ≪律條疏議≫ 該條 

[謹詳律意]에 의하면 宗規의 여부였다: ｢僧尼道冠敎法有規｣ (楊 I-3, p.553f.).
67) 刁姦이란 ｢聽從姦夫刁引出外通姦｣하는 것을 말한다. ≪讀律瑣言≫ 該條 [瑣言] (楊 

IV-3, p.458); 同旨 ≪律條疏議≫ 該條 [疏議] ｢若婦人被男子刁詐引誘出外姦宿者｣ 

(楊 I-3, p.538f.). �直解�만이 이를 제대로 밝히고 있고, 현대의 번역들은 그 용어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써서 이에 못 미친다. 다만 [會譯]의 경우 該條 [4]의 번역에서는 

“유혹하여 간음”한 것으로 풀었으나 동 개념을 재현하기에는 역시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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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둘째로, 그러나 干阿는 성종이 한 마디로 단정했듯이(“柳牖妻取安廷烱家財, 

此則非矣”)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챈 범행도 저질렀다. 그러나 정확하게 어떤 법조

를 적용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 犯狀으로 볼 때 해당 법조는 ‘속여서 개인

의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大明律≫ 刑律 卷第十八 賊盜【詐欺官

私取財】조(제297조)이거나, 일반 절도일 터인데, 어차피 어느 경우든, 그리고 그 

행위 양상이 드러내 놓고 한 것[公取]일지라도,68) 모두 종국에는【竊盜】조(제292

조)의 규율 내용을 따를 것이므로 차이는 없게 된다.

○ ≪大明律≫ 刑律 卷第十八 賊盜【詐欺官私取財】조(제297조):69)

[1] 凡用計詐欺官私 以取財物者 並計贓 准竊盜論70) 免刺 ...

[3] 若冒認及誑賺(잠)局騙拐帶人財物者71) 亦計贓 准竊盜論 免刺.

�直解� [1] 凡用謀冒弄官私 以取財物한것을랑 모두 贓數를 計하여 竊盜例로써 論하고 刺字

安徐하라. ... 

[3] 남의 物色을 나의 物色이다 이르며 他人의 錢物을 用謀取하려하며 他人의 錢物을 逢受

斜用한것을랑 贓數計하여 竊盜例로써 准論하고 刺字安徐하올일.

[處譯] [1] 무릇, 計略을 써서 官廳이나 私人을 詐欺하여 財物을 取한 者는 모두 贓物을 計

68) ◦ ≪大明律≫ 刑律 卷第十八 賊盜【公取竊取皆爲盜】조(제303조):

   凡盜 公取竊取 皆爲盜 [註] 公取 謂行盜之人公然而取其財 竊取 謂潛形隱面私竊取

其財 皆名爲盜.

�直解� 凡賊人이 公取竊取 皆爲盜, [주] 賊人이 남의 物色을 現然이 奪取하는바 公取며, 그의 

形體를 알리지 않고 남의 財物을 潛取하는바 爲竊取, 皆名爲盜하라.

[處譯] 무릇 賊人이 公取한 것이나 竊取한 것은 모두 도둑이 된다. [주] 무릇, 賊人이 남의 물건

을 公然하게 奪取한 것을 公取라 하고, 남이 알지 못하게 가만히 훔친 것을 竊取라 하여, 모두 

도둑이라고 일컫는다.

[會譯] 무릇 도둑질에서 공취와 절취가 모두 도둑이다. [주] 공취는 도둑질을 행하는 사람이 공

공연하게 재물을 취하는 것을 일컫고, 절취란 형적(形迹)을 감추고 얼굴을 숨겨 몰래 재물을 취

하는 것을 일컫는데, 모두 이름을 도둑이라 한다.

이를 더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으로 ≪王儀部先生箋釋≫ 該條 [釋曰] ｢此條乃以上

盜賊諸條之通例. 公取若强盜搶奪之類, 私取若竊盜掏摸之類｣ (楊 II-4, p.478f.).
69) Cf. ≪唐律疏議≫ 詐僞 12【詐欺官私取財物】조(제373조).
70) Cf. ≪律條疏議≫ 該條 [謹詳律意] ｢詐欺與盜 跡異情同｣ (楊 I-3, p.241); 상세는 ≪讀

律瑣言≫ 該條 [瑣言] ｢蓋竊盜者 潛蹤隱跡 乘事主之不見而取之, 用計詐欺者 奸謀

詭計 欺事主之不覺而取之, 其立心陰險 巧取人財 亦竊盜之類也, 故准竊盜論｣ (楊 

IV-3, p.206); ≪王儀部先生箋釋≫ 該條 [第一節] ｢夫竊盜者 窺事主之不見而盜之, 詐

欺者 欺事主之不知而取之, 事雖非盜 其心實皆盜也, 故准竊盜論｣ (楊 II-4, p.425f.). 

이에 상응하여 절도에 관해서는 ≪律條疏議≫【竊盜】조(제292조) [疏議]에서 ｢隱面

潛形之謂 竊穿窬之類 皆是也｣ (楊 I-3, p.241).
71) Cf. Jaing Yonglin, Da Ming lü, Article 297: ｢冒認 = making false claims to the 

property, 誑賺局騙ㆍ拐帶 = using deceitful schemes or traps｣(p.16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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算하여 竊盜에 準하여 論罪하고, 刺字는 免除한다. ...

[3] 만약 남의 재물을 冒認하거나 誑賺하거나 局騙하거나 拐帶한 者도 또한 贓物을 計算하

여 竊盜의 罪에 準하여 論罪하고 刺字刑은 免除한다. 

[會譯] [1] 무릇 계략(計略)으로 관가나 개인을 속여서 재물을 취하는 경우는 모두 장물을 

계산하여 절도율(竊盜律)에 준하여 논하고 자자형(刺字刑)은 면한다. ...

[3] 만약 함부로 자기 것이라 하거나 꾀를 써서 빼앗거나 유괴하여 남의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또한 장물을 계산하여 절도에 준하여 논하고 자자형은 면한다.

이 법조에 의해 지시된 절도율은 다음과 같다.

○ ≪大明律≫ 刑律 卷第十八 賊盜【竊盜】조(제292조) [1]:

凡竊盜已行而 ... 但得財者 以一主為重 併贓論罪 ... 

�直解� 凡竊盜가 已行...한것을랑 ... 아울러 財物을 得한것을랑 一主為重 併贓으로써 論罪

하고 ... 

[處譯] 무릇, 竊盜를 하였으나 ... 절도하여 조금이라도 재물을 얻은 者는 도둑질한 여러 집

中에서 物件을 많이 盜取해낸 한집의 臟物을 표준하여, 倂贓으로 論罪하며 ...

[會譯] 절도를 이미 행했으나 ... 단, 재물을 얻은 경우는 일주로서 중하게 여겨 장물을 합해

서 논죄하고 ...

동 법조의 끝에 부기된 倂贓 기준표72)에 의하면 干阿에게 杖一百 流三千里의 

처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아 문제된 재산이 一百二十貫에 상당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달리【恐嚇取財】조(제296조)가 문제되었을 수도 있다. 이것은 특히 唐律

이 공갈행위에 관한 제재규정을 두면서73) ‘남의 범행을 알면서 고소한다고 하여 

공갈’치는 것(｢恐喝者 謂知人有犯 欲相告訴 恐喝以取財者｣74))만을 공갈행위의 

가장 대표적 사례로 파악하여 법정했던 것을 明律이 일반적으로 확대한 것이라는 

72) Cf. Jiang Yonglin, Da Ming lü, Article 292 i.f. [The punishment shall be inflicted in 

accordance with the amount of goods stolen as follows:] (p.161). 
73) ≪唐律疏議≫ 賊盜 38【恐喝取人財物】조(제285조) [율문1]: ｢諸恐喝取人財物者 (口

恐喝亦是) 準盜論加一等 雖不足畏忌 財主懼而自與 亦同｣ (무릇 공갈로 남의 재물을 

취득한 자는 (말로 공갈한 것도 역시 같다) 準盜罪로 논하되 1등을 가중한다. (공갈

이) 비록 두렵거나 꺼려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재물의 주인이 두려워서 스스로 준 경

우도 역시 같다. ― 主編 任大熙․金鐸敏, p.2462).
74) ≪唐律疏議≫ 賊盜 38【恐喝取人財物】조(제285조) [율문1] <疏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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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75)을 고려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간통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恐嚇取財

한 것이라면76) 가중 처벌하는 이 율문에 해당될 것이겠기 때문이다.

○ ≪大明律≫ 刑律 卷第十八 賊盜【恐嚇取財】조(제296조):

[1] 凡恐嚇取人財物者77) 計贓准竊盜論 加一等78) 免刺.

�直解� 凡他人의 財物을 脅勒奪取한것을랑 贓數를 計하여 竊盜例를 准加一等論罪하고 刺

字安徐하라.

[處譯] 무릇, 恐喝脅迫으로 남의 재물을 奪取한 者는, 贓物을 計算하여 竊盜犯에 準하여 論

罪하되, 罪 1等을 加重하고 刺字刑은 免除한다.

[會譯] 무릇 협박하여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는 장물을 계산하여 ‘절도(竊盜)’에 준하

여 논하되. 1등을 더하고 자자형(刺字刑)은 면한다.

그러나 설령 이 법조에 의했다고 하더라도 贓의 계산에 있어서 차이가 났을 뿐, 결과에 있

어서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상의 두 범죄가 경합하므로 ≪大明律≫ 名例律 卷第一【二罪俱發以重

論】조(제25조)에 따라 둘 중에서 중한 것으로 처벌하므로79) 장100 유3000리이고, 

75) ≪律條疏議≫ 該條 [疏議] ｢今改爲恐嚇｣ (楊 I-3, p.236).
76) 참고로 ≪讀律瑣言≫ 該條 [問刑條例]의 사례(楊 IV-3, p.205)에도 도둑으로 무함하여

[誣指爲盜] 재물을 취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77) Cf. ≪王儀部先生箋釋≫ 該條 [第一節] ｢恐嚇謂以聲勢恐嚇 使人畏懼而取其財也. 恐

嚇詐欺 名似而情殊. 恐嚇取者 其人怵(출)於恐嚇 無奈而與之也. 詐欺取者 設計以罔

人之不知 而其人自與也｣ (楊 II-4, p.419).
78) ≪律條疏議≫ 該條 [謹詳律意]에 의하면 詐欺보다 恐嚇가 더 중한 범죄이다(｢詐欺尙

准竊盜 恐嚇罪犯尤深｣: 楊 I-3, p.238; 同旨 ≪王儀部先生箋釋≫ 該條 [第一節] ｢恐

嚇者 以穿窬之心 托公强之勢 故特加盜一等｣: 楊 II-4, p.419f.). 이 두 유형의 불법적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기본적인 가치관념

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요소이다. 참고로 로마법은 후자(强迫: metus)의 경우 4배

액의 징벌이 가능하고(actio poenalis), 선의자를 포함한 모든 취득자를 상대로 반환청

구가 가능한 對物的 記載性(actio in rem scripta)이 있었지만 파렴치(infamia)의 낙인 

효과는 없었던 반면에, 詐欺(dolus)의 경우는 단순한 1배액 배상에 그치고 對物的 記

載性도 없었지만 무엇보다도 破廉恥 불명예가 가해지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만큼 폭

력적 행동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더불어, 信義(fides)를 사회의 主軸價値로 신봉했던 

풍토에서 이를 뒤흔드는 기망행위를 사후에까지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제재했던 법

제였던 것이다. Cf. 최병조(2), 373-378. 사기와 강박을 한 조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우

리 민법의 태도(민법 제110조)나 단순히 행위태양만을 비교하여 경중을 따지는 동양 

전통 법제보다 그로 인해 침해 받는 사회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숙고했던 로마가 한 

수 위란 생각이 든다.
79) ◦ ≪大明律≫【二罪俱發以重論】조(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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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동【工樂戶及婦人犯罪】조(제19조)에 의하여 婦人이 流刑의 죄를 지은 경우

이므로 장100에 처하고 나머지 죄는 贖錢을 받도록 한 바80)에 따라 유3000리를 

贖바치게 처결했던 것이다.

라. 甫同의 죄

干阿의 婢 甫同은 사후적으로 자기 주인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 재산적인 처분

만을 한 것이어서 존장 모해의 중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으므로 

결과적으로 가장 약하게 처벌을 받았다. 竊盜類에 속하는 죄목의 從犯으로서 減一

等하여81) 杖100 徒3년의 처결이 내려졌고, 그리하여 장 100에 관비정속된 것이다.

   凡二罪以上俱發 以重者論. ...

   �直解� 凡二罪가 一時俱發하거든 從重罪論하라. ...

[處譯] 무릇 두件 이상의 犯罪가 한꺼번에 發覺되면, 그中 重한 罪로써 論罪하고 ...

[會譯] <무릇> 2건 이상의 죄가 함께 발각되면 중한 것으로 논한다. ...

   Cf. ≪大明律講解≫ 該條 [講]; ≪律條疏議≫ 該條 [疏議] ｢假如人犯二罪 一罪該笞 

一罪該杖 一時被人告發 則擬其杖罪而免其笞罪 所謂以重論也｣ (楊 I-2, p.195). 唐律

도 기본적으로 같았다: ≪唐律疏議≫ 名例 45【二罪從重】조(제45조) [율문1].
80) ◦ ≪大明律≫【工樂戶及婦人犯罪】조(제19조): 

   其婦人犯罪 應決杖者 姦罪去衣受刑 餘罪單衣決罰 皆免刺字 若犯徒流者 決杖一百 

餘罪收贖.

�直解� 婦人犯罪하여 決杖에 당한것을랑 犯奸罪이거든 去衣受刑하며 他罪을랑 單衣로써 決罰

하고 鈒(삽)字安徐하라. 徒流罪를 犯한것을랑 決杖一百하고 其餘罪을랑 贖徵하올일.

[處譯] 婦人이 犯罪하여 杖刑을 받아야 할 者로서 姦淫을 犯한 罪이면 옷을 벗고 杖刑을 받아

야 하며, 다른 죄이면 홑옷으로 罰의 執行을 받아야하며, 모두 刺字刑은 免除한다. 만약 徒刑이

나 流刑을 犯한 者이면 杖一百의 刑을 執行하고, 나머지 죄는 贖錢을 받는다.  

[會譯] [그]<그리고> 부인이 죄를 지어 마땅히 杖刑에 처해질 경우, 姦罪는 옷을 벗겨 형을 받

게 하고, 나머지 죄는 홑옷을 입힌 채로 처벌하는데, 모두 刺字는 면한다. 만약 도형․유형의 죄

를 지은 경우는 장100에 처하고 나머지 죄는 속전을 받는다.

≪法家裒集≫ [法家秘訣] ｢一. 婦人犯徒流不拘遠近俱杖一百餘罪收贖｣ (楊 I-4, p.635); 

Cf. ≪唐律疏議≫ 名例 28【工樂雜戶及婦人犯流決杖】조(제28조) [율문5]: ｢其婦人犯

流者 亦留住｣. 이러한 처우의 이유로 ≪律條疏議≫ 該條 [謹詳律意]는 ｢亦其愚而已｣ 

(楊 I-2, p.168)를 드는데, 이것은 가령 로마법에서 부녀의 법적 처우와 관련하여 논할 

때 infirmitas sexus(“약한 性”) 운운한 것과 대비될 법한 논법인데, 로마의 경우에는 

공적인 행위능력의 제한이나(Marcianus D.48.16.1.10; D.49.14.18.pr) 아니면 특히 私法

上 일정한 보호를 하는 이유로 거론되었던 점(Nerat. D.27.10.9; Paul. D.22.6.9.pr; Ulp. 

Epit. 11.1; Alex. C.5.35.1 [a.224]; Arcad./ Honor. CTh.9.14.3.2 = C.9.8.5.3 [a.397]; Val. 

/ Theod. / Arcad. CTh.16.2.28 [a.390])이 다르다. 물론 그 배후의 가부장적 기본관념은 

공통적이다. Cf. Dixon, 343ff.
81) 이것은 다음 규정에 의한 것이다.

   ◦ ≪大明律≫ 名例律 卷第一【加減罪例】조(제38조):

   唯二死三流 各同爲一 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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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奴僧 각돈의 罪

중 각돈은 신분이 종이었으면서도 家長 내지 그 緦麻 이상의 친속을 고소하여

(≪大明律≫【干名犯義】조(제360조) [3]) 子孫 및 卑幼의 誣告의 罪(≪大明律≫

【干名犯義】조(제360조) [1])와 같은바, 絞刑이 법정형이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干阿의 죄책에서 고려할 점이 드러나는데, 그녀가 안정형의 처 김씨를 무함하기 

위하여 중 각돈과 짜고 일을 도모하면서 (당연히 원하지는 않았겠지만) 궁극에는 

공모자인 각돈마저 간통의 당사자로 고발할 수밖에 없어서 그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고발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그에게 해를 끼치게 되었다는 점이 그것이다. 다

시 한 번 ≪大明律≫【詐敎誘人犯法】조(제389조)가 고려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만일에 이러한 가능성을 긍정한다면, 干阿 역시 중 각돈과 같은(“同罪”) 絞刑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물론 당시의 조정에서 이러한 논리적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그렇기는커녕, 각돈에 관한 한, 오히려 개연성 있는 고찰은 중 

각돈에게도 다른 노비들과 마찬가지로 絞刑이 아니라 斬刑을 부과했을지 모른다

는 것이다. 이들 노비들의 ‘謀叛’에 공모한 것이기도 한 때문이다.

바. 관여자들의 罪目 사이의 관계

이상의 고찰에서 드러나는 것은 干阿의 主犯 행위에 대하여 그의 敎誘를 받은 

다른 행위자들은 從犯이라는 관점이 (오늘날 일견 생각되는 것과는 달리) 당시 조

율과정에서 취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행위자 각각에 대하여 그의 신분 

지위의 관점에서 별개의 구성요건이 고려되었고, 그 결과 언뜻 보면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首犯’인 유유의 처보다도 다른 가담자들이 엄하게 처벌받은 것이다. 이

것은 이미 大明律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즉, 공범자들마다 각각 本律이 

달랐던 까닭이다.

○ ≪大明律≫ 名例律 卷第一【共犯罪分首從】조(제29조):82)

   �直解� 오직 二死三流罪는 各同一減.

   [處譯] 오직 두 種類인 死刑과 세 種類인 流刑은 각각 한等으로 하여 減刑한다.

   [會譯] (다만) 두 등급의 사죄와 세 등급의 유죄는 각기 하나로 삼아 경감한다.

  Cf. ≪法家裒集≫ [例分之外十六字] <減>: ｢又如斬絞者各減一等 減至流也 三流各減

一等 減至徒也｣ (楊 I-4, p.536); ≪王儀部先生箋釋≫ 該條 [釋曰] ｢惟二死罪同爲一

減 不分絞斬 皆坐流三千里, 三流同爲一減 不分遠近 皆坐徒三年. ... 不得減斬一等 

便坐以絞也｣ (楊 II-3, p.239f.).
82) = ≪唐律疏議≫ 名例 42【共犯罪造意爲首】조(제42조) [율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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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凡共犯罪者83) 以造意為首 隨從者減一等.84)

[2] ... 若共犯罪 而首從本罪各別者 各依本律 首從論.85)

�直解� [1] 凡同 犯罪한것을랑 처음에 起揭한 것을 爲首하고 隨從者을랑 減一等하라.

[2] ... 同謀犯罪하오되 首從本罪各別한것을랑 本律首從例로써 依准論하라.

[處譯] [1] 무릇 共同正犯者들은 發意主謀한 者를 主犯으로하고 그에 隨從한 者는 主謀者

보다 罪1等을 減輕한다.

[2] ... 共同으로 犯罪하였으나 主謀者와 隨從者의 本罪가 각각 다른 罪가 成立될 때는, 각각 

그 本律에 의거하여 主謀者와 隨從者를 처벌하는 規定으로써 論罪한다.

[會譯] [1] 무릇 함께 죄를 지은 자는 범의(犯意)를 낸 자는 정범(正犯)으로 하고, 종범(從犯)

은 형벌 1등을 감경한다.

[2] ... 만약 함께 죄를 지었는데, 정범과 종범에게 본율이 각각 다르면 각각 본율에 따라 정

범과 종범으로 논죄한다.86)

이 과정에서 종과 주인 사이의 엄격한 위계 서열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던 당시 

양반 관료 지배계층의 의식이 照律에 반영되어 逆奴 = 亂臣이라는 등식 하에 十

惡(大明律 제2조)에 속하는 중죄를 범한 것으로 취급되어 主犯보다 훨씬 가혹한 

엄형이 종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6. 법률 논변에 대한 평가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주목된다.

(1) 첫째로, 어쩌면 본고에서 고려해 본 이러저러한 법조들 중 어떤 것들은 당시

83) Cf. ≪大明律附例≫ 該條 [纂註] ｢共犯罪謂數人共一事｣; ≪王儀部先生箋釋≫ 該條 

[第一節] ｢共犯罪謂數人共犯一事｣ (楊 II-3, p.221).
84) Cf. ≪律條疏議≫ 該條 [謹詳律意] ｢造意隨從情有重輕｣ (楊 I-2, p.211).
85) 물론 법조 자체가 ‘모두’[皆]에게 동일한 형을 규정한 경우에는 首從을 나누지 않고 일

체로서 坐罪하고(≪大明律≫ [例分八字之義] <皆> ｢皆者 不分首從 一等科罪｣; ≪王

儀部先生箋釋≫ 該義 ｢皆者 槩也. 齊而一之 無分別也. 不行分別 有槩一其罪而同之 

故曰皆｣ (楊 II-3, p.62), 본조가 皆字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비록 首從을 나

눈다고 규정하지 않더라도 首從을 나누어서 定罪한다. ≪王儀部先生箋釋≫ 該條 [第

三節] ｢本條不言皆字者 雖不開分首從 皆須依首從定罪｣ (楊 Ii-3, p.225f.); ≪大明律

附例≫ 該條 [纂註] ｢... 若共犯而首從 本罪各有一條 合得罪名者 則各依本律 首從

科斷 或輕或重 又不拘此條首從之常法 ...｣.
86) [會譯]에서 ‘정범과 ‘종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오늘날의 형법 용어와 혼동될 우려가 

있어서 그다지 좋은 역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전통법의 ‘首犯’과 ‘從犯’을 그대로 

사용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의식한 번역이 [處譯]인데 ‘공동정범자’ 용

어를 사용한 것은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直解�의 번역이 가장 

합당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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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만큼 당시의 大明律은 그 체제 자체가 事

案法的(casuistic)이었고,87) 그 결과 개개의 법조와 율문이 가지는 위상과 의미가 

오늘날의 철저한 의회 제정의 성문법주의 하에서와는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개개 법조 사이의 경계 획정의 문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착종될 수도 있었으나, 그 상호적인 관계에 대한 법리적인 해결에 대한 필요성의 

感度가 오늘날처럼 심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88) 엄격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

지 않는 포괄적 규범프로그램으로서 그때그때 필요로 하는 실질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도 제공했을 것이다. 분석 결과 드러나듯이, 이 事件의 照律은 引律

比附에 의한 것인데도 실록의 기사에는 어디에서도 이러한 점을 시사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사료의 연구에서 일정한 용어 검색의 방법으로만 접근해서는 충분

치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 둘째로, 사형 찬성론과 반대론 모두 과연 말동이 주인 謀害의 情을 알았는가 

하는 사실의 문제(quaestio facti)를 규명하려는 문제의식이 대단히 미약하다. 찬성

론은 그가 알았다고 전제하거나 죄의 막중함으로 인하여 몰랐더라도 무방하다는 

입장이고, 반대론도 몰랐다고 전제하거나 어리고 어리석은 자여서 알았을 리 없다

고 주장할 뿐이다. 특히 사형을 강력히 지지한 서거정의 “國之亂臣, 家之逆奴, 一

也”라는 논리는 家의 질서를 國의 질서로 확대시킨 유교적 관념에서 정당성을 찾

고 있으므로, 형사처벌의 근거를 역모에 유비하여 有責主義가 아닌 結果主義에서 

구한 것이 하등 의아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群臣이 그의 

견해를 지지했다는 점이다. 결국 당시 조정의 법률 담론이 가지는 상황논리와 담

론문맥에 따른 공론의 振動을 웅변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 경우에도 논리전개의 출발점은 현행법규의 처벌 규정이 해당 사안에 적정한

가 하는 output적 고려였고, 결국은 正條가 없다는 인식 하에 引律比附로 나아갔

으며, 그 과정에서 임금의 의사와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되는 쪽으로 논변이 흘러

서 처음 고려되었던 謀叛 대신에 더 중한 謀反에 의하게 되었다. 두루 반역에 比

擬함에 워낙 모두의 의견 일치가 있었기에 어찌 보면 우리 사건의 경우 引律比附

라는 의식조차도 없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반역의 두 

87) Cf. 崔秉祚(3), 170-172.
88) 가령 성종 24년(1493)의 朴元宗 사건(상세는 정긍식(2), 56-59)은 이에 대한 하나의 좋

은 예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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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중 어느 쪽을 택하느냐의 문제에만 집중되었던 것 같다. 이념적 실질이 심중

하여 방법론적 형식의 문제가 묻혀버린 셈이다. 참고로, 서거정 식의 차디찬 논리

와 나란히 비교할 만한 것으로 가령 로마법상 악법으로 유명한 기원후 10년의 

Senatus consultum Silanianum을 들 수 있을 터인데,89) 모두 家內의 主奴 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이념적 배경이 공통적이다. 어느 경우든 주인 계급의 이익을 도

모하려는 이데올로기적 경사는 법의 일반원칙(이 경우 과실책임주의)을 파괴한다

는 사실을 증거한다. 그러나 가혹함의 차원에서 비교가능한 조선의 법과 로마의 

법이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달랐다. 그것은 로마의 경우 노예의 本主 危害 행

위가 결코 반역(crimen laesae maiestatis)90)과 같은 차원으로 개념화되지는 않았다

89) 이 원로원의결은 주인이 살해당했는데 그 암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한 지붕 밑에 

있었던 모든 노예를 고문하고 사형에 처하는 내용이었다(Tacitus, Annales 14.42-45; 

Wolf (1988); D.29.5). 기원후 57년에는 더 가중하는 원로원의결이 반포되었다(Tacitus, 

Annales 13.32). 유스티니아누스법에서도 유지되었다(Iustinianus C.6.35.12 [a.532]; Mommsen, 

630f.).
90) 로마의 반역(perduellio) 개념은 점차 확대되어 maiestas로 통합되었는데, 제정기 나쁜 

황제들에 의해 남용되기도 한 이 개념은 ‘국가와 황제에 대한 不忠한 敵對’로서

(“hostili animo adversus rem publicam vel principem animatus”: D.48.4.11 Ulpianus 

libro octavo disputationum) 謀反大逆과 謀叛을 구분하지 않았다. 이는 기본적인 다음 

내용만으로도 알 수 있다.

D.48.4.1.1 Ulpianus libro septimo de officio proconsulis. 

Maiestatis autem crimen illud est, quod adversus populum Romanum vel adversus 

securitatem eius committitur. quo tenetur is, cuius opera dolo malo consilium initum 

erit, quo obsides iniussu principis interciderent: quo armati homines cum telis 

lapidibusve in urbe sint conveniantve adversus rem publicam, locave occupentur vel 

templa, quove coetus conventusve fiat hominesve ad seditionem convocentur: cuiusve 

opera consilio malo consilium initum erit, quo quis magistratus populi Romani quive 

imperium potestatemve habet occidatur: quove quis contra rem publicam arma ferat: 

quive hostibus populi Romani nuntium litterasve miserit signumve dederit feceritve dolo 

malo, quo hostes populi Romani consilio iuventur adversus rem publicam: quive milites 

sollicitaverit concitaveritve, quo seditio tumultusve adversus rem publicam fiat.

(그런데 반역은 로마인민이나 그들의 안전을 거슬러 저질러지는 범죄이다. 이에 의하

여 책임을 지는 자는 이러하다: 人質을 황제의 명령 없이 죽이려는 음모, 또는 무기

나 돌로 무장한 자들이 나라를 거슬러 로마 시내에 체류하거나 모이도록 하거나, 또

는 지역이나 神殿이 점거되도록 하려는 음모, 또는 집회나 結社가 이루어지거나 暴

動을 위하여 사람들이 소집되도록 하려는 음모가 그의 勞力으로 고의적으로 꾸며진 

자; 또는 로마인민의 政務官 또는 高權이나 직권을 가진 자가 살해되도록 하려는 음

모, 또는 어떤 자가 나라를 거슬러 武裝을 하도록 하려는 음모가 그의 勞力으로 악

의적 계책으로 꾸며진 자; 또는 로마인민의 敵에게 傳令이나 書信을 보내거나, 또는 

암호를 주거나, 또는 로마인민의 敵이 나라를 거슬러 계책으로 도움을 받도록 악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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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91) 어쨌든 조선의 경우 이러한 관념과 관점은 세종대에 이미 誣告를 국

가 인륜질서의 시각에서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한 데에서 관철된 바가 있었다. 우

리 사건은 이러한 법의식이 적어도 성종대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었음을 알려준다.  

 ○ 세종 9권, 2년(1420 경자 / 명 영락(永樂) 18년) 9월 13일(무인) 4번째기사 

예조 판서 허조(許稠) 등이 계하기를, 

“가만히 생각하오면, 천하나 국가는 인륜이 있는 곳이라, 임금과 신하의 상하 구

분이 각각 없을 수 없는 것이니, 조금이라도 능멸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 없는 

법인데, 근자에 와서는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윗사람의 일을 엿보다가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럴듯하게 만들어 하소연하며, 윗사람을 업신여

기는 마음을 함부로 하는 일이 자주 있으니, 이와 같은 풍조는 단연히 자라지 못

하게 할 것입니다. 옛 사람의 말에, ‘[별[星]만한 불이라도 온 들을 태운다]<한 점

의 불티가 들판을 불태우기에 이른다>92)(一星之火, 至於燎原).’고 하였으니, 만약 

으로 행한 자; 또는 폭동이나 騷擾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나도록 군인들을 敎唆하거나 

煽動한 자,) 

D.48.4.2 Ulpianus libro octavo disputationum. 

Quive de provincia, cum ei successum esset, non discessit: aut qui exercitum deseruit 

vel privatus ad hostes perfugit: quive sciens falsum conscripsit vel recitaverit in tabulis 

publicis: nam et hoc capite primo lege maiestatis enumeratur. 

   (또는 후임자가 온 속주에서 離出하지 않은 자; 또는 군대를 탈영하거나 私人으로서 

敵에게 도주한 자; 또는 알면서 위조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내용을 변조한 자. 왜냐하

면 이 또한 반역법 제1조에 열거되어 있는 것이다.) 

   D.48.4.10 Hermogenianus libro sexto iuris epitomarum. 

   Maiestatis crimine accusari potest, cuius ope consilio dolo malo provincia vel civitas 

hostibus prodita est.

   (그의 助力과 助言으로 고의적으로 屬州나 地方市가 敵에게 배반된 자는 반역죄로 

소추될 수 있는 자이다.) 

   Cf. Robinson, 74-80.
91) 이러한 사실은 개인, 가정, 국가를 연속선상에서 파악한 동양과 달리, 이들이 일정한 

독자적 영역을 구성하고 나름의 독자적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보았던 서양의 

근본적 관점의 차이에서 유래하는 것일 것이다. Cf. 崔秉祚(4), 41f. 이 점은 특히 로

마법이 반역죄인의 아들조차도 死刑에 연좌시키지 않는 법리를 발전시켰다는 사실에

서 잘 드러난다. Arcadius et Honorius C.9.8.5 (a.397), 특히 pr. Quisquis ..., ipse quidem 

utpote maiestatis reus gladio feriatur, bonis eius omnibus fisco nostro addictis: 1. Filii 

vero eius, quibus vitam imperatoria specialiter lenitate concedimus ... (pr. [반역행위를] 

한 자는 자신만 대역죄의 피고인으로서 검으로 처형되고, 그의 전 재산이 국고에 몰

수되지만, 1.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이들에게는 생명을 황제의 관용으로써 특별히 허

용하는 바, ...).
92) 세조 6-1460.1.16.②의 번역을 따라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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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두어서 금하지 아니한다면, 이 풍조의 폐단은 임금이라도 신하를 둘 수 

없게 되고, 아비라도 자식을 거느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니,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여 금할 수 있는 한두 가지의 천근(淺近)한 방안을 뒤에 차례대로 적어 올

리나이다.

1. 당(唐) 태종(太宗)이 말하기를, ‘요새 종으로서, 상전이 반역한 것을 고발한 자

가 있는데, 대개 모반한다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매, 발각되지 아니할 

것을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기에, 반드시 종이 이것을 고발하여야 하겠는가. 이제

부터는 종이 상전을 고발하거든 받지도 말고 그대로 목 베라(比有奴告主叛者. 夫

謀反, 不能獨爲, 何患不發, 何必奴告之也? 自今奴告主勿受. 仍斬之).’93)고 하였으

니,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종으로서 만일 상전을 고발하는 자가 있거든 받지 말고 

그대로 목 베게 하고, 

1. 주문공(朱文公: 朱熹)이 효종(孝宗)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폐하께서는 정사

를 맡은 벼슬아치거나 옥을 맡은 벼슬아치에게 깊이 일깨워 주소서. 대저 옥사나 

송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족속인가 비속인가, 윗사람인가 아랫사람인

가, 어른인가 어린이인가, 가까운 사이인가 먼 사이인가를 따진 뒤에, 그 곡직에 

관한 말을 들을 것이니, 만일 아랫사람으로서 웃어른에게 대항하거나, 낮은 자리

에 있는 사람으로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능멸히 여기는 것이라면 비록 옳다 

하더라도 그 옳은 것을 인정하지 말 것이며, 더욱이 옳지 못한 일이라면 죄를 보

통 사람의 경우보다 더 중하게 할 것이라(願陛下深詔司政、典獄之官, 凡有獄訟, 

必先論其尊卑上下、長幼親疎之分, 然後聽其曲直之辭. 凡以下犯上、以卑陵尊者, 

雖直不右, 其不直罪加凡人之坐).’94)고 하였습니다. 전조(前朝)의 풍속은 이 뜻을 

받아들여, 백성으로 수령을 능멸히 여기거나 반항하면 반드시 이를 몰아냈고, 심

지어는 그 집까지 물웅덩이로 만들고야 만 것이오니, 원하옵건대, 이제부터는 속

관이나 아전의 무리로서, 그 관(官)의 관리와 품관(品官)들을 고발하거나, 아전이

나 백성으로 그 고을의 수령과 감사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비록 죄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종사(宗社)의 안위(安危)에 관한 것이거나, 불법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면(雖實, 若不關係宗社安危及非法殺人), 위에 있는 사람을 논할 것도 없고, 

93) ≪舊唐書≫〈張鎰傳〉: ｢貞觀二年, 太宗謂侍臣曰：比有奴告其主謀逆, 此極弊法, 特

须禁斷. 假令有謀反者, 必不獨成, 自有他人論之, 豈藉其奴告也. 自今已後, 奴告主者

皆不受, 盡令斬決.｣

   ≪新唐書≫〈張鎰傳〉: ｢鎰奏言：貞觀時有奴告其主謀反者, 太宗曰: ‘謀反理不獨成, 

尙當有他人論之, 豈藉奴告耶?’ 乃着令: 奴告主者斬.｣

   http://baike.baidu.com/view/777988.htm (최종검색 2012.2.4.).
94) ≪朱子文集≫ 卷十四 奏禮 ≪戊申延和奏禮一≫. 

http://zh.wikipedia.org/wiki/%E6%9C%B1%E7%86%B9 (최종검색 2012.2.4.).



조선 전기 奴婢와 主人 관계에 대한 지배층의 관념 / 崔秉祚   255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아래에 있는 자의 받는 죄는 보통 사람의 죄보다 더 중

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從之).

   

주지하듯이, 이처럼 근원적인 것으로 설정된 사회적 위계질서에 따른 분수를 철

두철미 관철시켜서 이런 의미에서의 禮治를 통한 지배의 공고화를 옹호한 가장 대

표적인 고대의 사상가는 순자였다.95) 

○『荀子』 

  5 非相篇 [3]: ｢人之所以爲人者, 何已也? 曰:以其有辨也. ... 故人道莫不有辨, 辨

莫大於分｣

(사람이 사람된 까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말하기를 그 변별 능력을 가졌기 때

문이라고 한다. ... 그러므로 사람의 도에 변별이 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변

별은 분수[상하 계급 질서]보다 더 큰 것이 없다. - 이운구 옮김, I p.124)

  8 儒效篇 [7]: ｢分不亂於上, 能不窮於下, 治辨之極也｣

(신분질서는 위로 어지럽히지 않고, 유능함은 아래로 막히지 않는 것이 다스리는 

변별 작용[정치]의 극치이다. - 필자)

  9 王制篇 [13]: ｢人何以能群? 曰:分; 分何以能行? 曰:義｣

(사람은 무슨 까닭으로 능히 모여살 수 있는가? 말하기를 분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분별은 무슨 까닭으로 능히 행해지는가? 말하기를 도의 때문이라고 한다. - 

이운구 옮김, I p.225)

  4 榮辱篇 [12]: ｢故先王案爲之制禮義以分之, 使有貴賤之等, 長幼之差, 知愚能不

能之分, 皆使人載其事而各得其宜, 然後使慤96)祿多少厚薄之稱, 是夫群居和一之道也｣

(그러므로[즉 인간의 욕망을 모두 똑같이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선왕은 여기에 

이를 위하여 예의를 정함으로써 상하를 분별하여, 귀천의 등급, 장유의 차별, 슬

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그리고 유능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분별이 있게 하

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분에 맞는) 일을 행하여 각각 그 마땅한 바를 얻게 

한 연후에 봉록의 많고 적음과 두텁고 얇음의 균형이 알맞도록 하였으니, 이것이 

대저 무리가 살면서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길인 것이다. - 필자)

 95) Cf. 兪榮根, 390ff., 특히 391-401.

 96) 이운구 옮김, I p.113은 慤(각) 대신 穀을 취하였다. 그 결과 使의 대상이 되는 핵심

동사가 없어진 문장을 번역한 셈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淸) 王先謙 撰, �荀子集解�

(p.70)을 따랐는데,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慤 = 實 또는 謹의 의미로 새긴다. 그밖에 

이운구의 번역에는 맨 마지막 절 ｢是夫群居和一之道也｣이 번역에서 탈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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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fèn]97)을 통한 亂의 예방과 배제를 강조하고 있는 조선의 지배계층은 이론은 

물론 실무에 있어서도 순자의 철저한 후예였던 셈이다.98) 이러한 이념적 배경 하

에서 重典治國을 입법의 要諦로 표방하고,99) 反逆大罪를 가중처벌했던100) 大明律

을 수용한 조선의 刑事司法이 어느 방향을 향할지는 어쩌면 이미 예정된 것인지

도 모른다.

심사자 丙은 이 사건의 照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 신분에 따라 본율을 확실히 별개로 규정하여 한편 차별하면서도, 유추적용을 

할 때는 신분의 차이에 따른 규정체계를 넘어 신하와 임금의 관계를 유추하여 차

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본건에서 중요한 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필자는 이를 引

律比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는 引律比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노예의 모반행위가 신하의 모반행위와 유사하다는 것은 신분차별형법의 

기본전제와 모순되는 것이다. 자기논리를 버리고 단지 중하게 처벌하려는 자의적

인 법적용을 위한 논변이라고 평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것을 필

자는 하나의 법률논변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논변이라고 말할 수 있을

는지 의문이다. 이는 유추적용을 훨씬 넘어선 자의적인 법왜곡논변 사례라고 보아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일단 모든 引律比附나 유추의 경우 異見이 가능하다는 일반

적 지적부터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을 유사하다고 볼 것인가는 해석자의 관점

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당시의 照律을 법률논변이라고 한 것은 

심사자 丙의 지적과 달리 그것이 當時人들의 경우 신분차별형법의 기본전제에 어

긋난다는 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照律을 ‘자

의적인 법왜곡’이라고 생각했을 리도 만무하다. 오히려 군신관계와 主奴관계의 모

두에 있어서 犯上의 중대함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것일 뿐이다. 이미 지

적했듯이 이러한 논리는 당시 동아시아적 綱常 논리의 틀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

능한 논변이었고,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하여 펼친 진지한 법률논변이었음

에 틀림이 없다. 더욱이 신분 차별은 언제나 上厚下薄의 형태로 나타났지 그 반

 97) 본분의 뜻일 경우 중국어 발음은 fèn으로 ‘나눔’의 뜻일 때의 발음인 fēn과 구별된다.

 98) 이러한 분별이 드러난 조선의 신분제도의 현실태에 관한 상세는 조우영(2) 및 조우

영(1) 참조.

 99) 葉孝信 主編, 284f.; 郭成偉 主編, 302ff.; 敎育部高等敎育司組編, 301ff.; 張晉藩 主

編, 291ff. 
100) 張晉藩 主編, 31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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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101) 주인과 노비의 ‘私的’인 소소한 

관계가 임금과 신하의 公的인 막중한 관계에 유추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형사처

벌 면에서 노비를 차별적으로 지극히 가혹하게 다스린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의 기본적 지배질서가 붕괴할 것을 우려한 것임은 물론

이다. 두 관계를 착종시키지 않고 별개의 것으로 관념하는 法制도 얼마든지 가능

함을 보여주기 위하여 비교 자료로 로마법을 언급했던 것이다.102)

이러한 신분차별적 기본질서 관념은 명문의 금지를 무시한 법운용을 정당화하기

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大明律≫【老幼不拷訊】조(제428조)103)에서 나이 70

세 이상자를 拷訊한 자에게는 故失入人罪(同【官司出入人罪】조(제433조)104)로 처

벌한다고 규정한 것을 主奴관계의 중대성을 이유로 노비의 경우에는 70세 이상이

더라도 拷訊하도록 했던 것이다. 물론 찬반의 의견 대립이 있었지만, 결국은 압도

적 다수설을 따라서 어렵지 않게 拷訊 허용으로 낙착되었던 것이다. 문제의 처결

은 사노(私奴) 김이(金伊)가 그의 아들 김승로(金升老)를 몰래 사주하여, 그의 주

인 김종선(金從善)을 구타하여 傷害를 입히게 하였는데, 김승로가 아비의 말을 듣

고 칼날로 김종선을 상해한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105) 김이와 그의 아내 모진가이

101) 그에 따라 존속이 비속을 모해하는 것과 비속이 존속을 모해하는 것은, 굳이 예를 

들 필요도 없이, 모든 경우에 그 처벌이 후자가 훨씬 강했다.
102) 이것은 후대의 법에 관한 것이다. 로마의 경우에도 古拙期의 王法에서는 대단히 유사한 

관념이 지배하였다. 전승대로라면 로물루스(기원전 753-716)의 왕법에서는 귀족(patricii)

과 그 被護民(clientes) 사이에 상호 고소와 같은 것은 반역(προδοσία, proditio)의 법률로 

처리하여 고소자는 저주받은 자로서 누구든지 그를 살해하는 것이 허용되었던 것이다

(Dionysius Halicarnassensis, Antiquitates Romanae 2.10.1-3). Bruns (ed.), p.4. 당시에는 

그밖에도 犯上者에게 죽음을 당연시 했던 말하자면 綱常 관념이 존재하였다. 예컨대 부

모를 비명을 지를 정도로 때린 자식이라든가([Romulus] Si parentem puer verberit, ast 

olle plorassit parens, puer divis parentum sacer estod), 시부모를 때린 며느리도 저주받

은 존재가 되었던 것이다([Servius Tullius (기원전 578-534)] Si nurus, sacra divis paren-

tum estod). Bruns (ed.), 7f. n.6.
103) ◦ ≪大明律≫ 刑律 卷第二十八 斷獄【老幼不拷訊】조(제428조):

｢凡...及年七十以上...者 並不合拷訊 皆據衆證定罪 違者 以故失入人罪論. ...｣

�直解� 凡...及年七十以上...하거들랑 於理에 打傷推問不合한것이므로 모두 擧證明白하여야 定

罪하오되 違者故失入人罪例로써 論하라. ...

[處譯] 무릇, ... 70歲이상...者...는, 모두 拷問하지 못하며, 다 여러 사람의 證言에 의거하여 罪

를 결정한다. 위반한 者는 故意로 남의 罪를 加增한 罪 또는 過失로 남의 罪를 加增한 罪로써 

論罪한다.  ...

[會譯] 무릇 ... 나이가 일흔 이상...인 사람은 모두 고문하기에 합당하지 않으니, 모두 여러 증

거에 의하여 죄를 정하여야 하며, 어기는 경우에는 ‘고실입인죄(故失入人罪)’로 논한다.

104) Cf. 崔秉祚(3), 26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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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毛珍加伊)는 나이 모두 70 이상이므로, 栲訊할 수 없었던 것을 어긴 것이다. 당시

의 법체계에서 律文의 존재 위상이 무엇인가를 가늠케 하기에 충분히 명백한 사안

인 것이다. 논의 상황을 간단히 표로만 제시하기로 한다.

刑推肯定說 (‘關係非輕’說) 拷訊否定說 (‘從律施行’說)

의금부(義禁府)

심회(沈澮)․윤호(尹壕) 

윤필상(尹弼商)

정문형(鄭文炯)

홍귀달(洪貴達)

임금 [처결]

이극배(李克培)

노사신(盧思愼)

김승로 先拷訊說: 허종(許琮)

(3) 셋째로, 罪疑惟輕으로 말하자면,106) 이것을 원용한 이승소의 논리가 일견 착

종되어 있다는 점이다. 만일에 글자 그대로 말동이 情을 몰랐다면(“無知者”) 그 사

실(input면)에 기반하여(argumentatio ex re) 다음 단계의 논변을 구사하면 될 일인

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罪疑惟輕”에 의할 것을 주장하

기 때문이다. 근거로 든 “無知” 논변이 실제로는 有罪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

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가운데, 그래서 기껏해야 罪疑 상황으로 몰고 가서 ‘無知’

하다는 말동에게 유리한 惟輕의 처결을 옹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발언했던 노사신이 말동의 어리숙함(“年幼愚癡”)을 논거로 든 것과 연결되는 

맥락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無知者”

란 어떤 사실에 대한 실제적인 知⋅不知의 가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無知蒙昧’하다고 할 때의 ‘無知’일 뿐이다. 결국 이승소의 죄의유경 논변은 엄밀

한 물적인 논리전개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인물과 정상에 대한 참작 및 그에 따른 

감형을 호소하는 상투화된 토포스의 주장(argumentatio ex persona)에 불과한 것이

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행위의 실행, 행위의 위법성, 행위에 대한 귀책 등을 

모두 시인한 가운데 남아 있는 피고인을 위한 변호사유 중에서도 최후의 것인 求

恕(συγγνώμη, concessio)에 의존한 것이다.107) 철저한 사실 확인에 기초하여 실제

105) 성종 23-1492.7.4.③.
106) Cf. 崔秉祚(4), 56-59; 崔秉祚(3), 265-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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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無知者였음을 밝혀냈더라도 관철이 어려웠을 터인데, 막연히 심정적으로 시도

된 이러한 일반적인 恤刑의 주장(“何罪之至此?”)이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반대에 

당면하여 관철될 수 없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이 사건은 당시 罪疑惟輕 

토포스의 한 전형적인 작동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4) 넷째로, 당시 21세였던 성종(1457년생)이 토의 과정에서 보여준 법률에 대한 

지식은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經史百家에 능통하여 학문의 진흥과 치국의 要道를 

위하여 弘文館⋅尊經閣⋅讀書堂을 설립하고, 大學⋅鄕學에 田地를 내리고 서적

을 보내어 학문 장려에 노력하였으며, 東國通鑑⋅東國輿地勝覽⋅東文選 등을 편

찬케 했던 성종이 經國大典을 반포하고 大典續錄을 편찬하도록 했던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108) 동로마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신학과 문학에 

조예가 깊어 당시 학문을 이끌었고, 로마법대전을 편찬케 하고 그 입법작업에 친

히 동참했던 것109)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주지하듯이 조선 왕의 자리는 부단히 공

부해야만 하는 자리였지만, 성종의 모습은 그러한 일반적인 전형을 분명 뛰어넘는 

그것이었다. 성종대 法廷으로서의 朝廷(curia regis)의 활발한 모습은 바로 이런 군

왕과 더불어서만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가 추진했던 법치의 治政은 

그의 서른일곱 살(1494년몰)과 함께 막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110) 

III. 맺음말 

이 글은 성종 8년(1477) 연말에 처결되었던 노비들에 의한 本主 謀害 사건을 照

107) 고대 서양의 演述論이 발전시킨 변호사유의 단계적 이해에 관해서는 崔秉祚(1), 

215ff. (求恕: 226f.).
108) Cf. 成宗大王實錄 附錄 ◦ 성종 대왕 행장(行狀); ◦ 성종 대왕 시책문(諡冊文); ◦ 성

종 대왕 애책문(哀冊文); ◦ 성종 대왕 묘지문[誌文]; 이한우(2006). 
109) Cf. Schubart, 75-82; Clauss (Hg.), 431ff.
110) 임금의 모든 행동과 활동에는 불가피하게 정치, 그것도 권력정치의 차원이 따르게 

마련이고, 그에 따라 역사적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이덕일, 213ff.은 성종을 

“절반만 성공한 임금”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정치적인 고려와 배경이 학문의 진흥과 

법치의 확립이라는 전반적인 업적을 결코 상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그 법치가 

어떠한 모습의 것인가 하는 평가 역시 잣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Cf. 박종성, 

33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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律이라는 맥락에서 분석해 본 것이다. 이 작업은 사료가 전하는 정보의 한계로 인

하여 상당 부분 추측과 추정에 근거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

약 하에서이긴 하지만 나름으로 大明律에 의거한 당시 刑事司法의 한 단면은 분

명히 인식할 수가 있었다. 특히 현존 사회질서(이 경우 주종관계)에 대한 법감정과 

도덕의식의 강한 역할이 당시 일반적이었던 逆推論的 법적 사고방식과 어우러지

면서, 대단히 이념적으로 경사된 법률논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동시에 군왕의 핵심적 지위(“天下之事無大小皆決于上”)를 확인시켜주는 

전체 토론의 양상 역시 결과의 先取가 작동되는 機制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이 어디

에서 기인하는지를 잘 드러내 주었다고 판단된다. 

어쩌면 본고에서 고려해 본 이러저러한 법조들 중 어떤 것들은 당시에 전혀 고

려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만큼 당시의 大明律은 그 체제 자체가 事案法的

(casuistic)이었고, 그 결과 개개의 법조와 율문이 가지는 위상과 의미가 오늘날의 

철저한 의회 제정의 성문법주의 하에서와는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개개 법조 사이의 경계 획정의 문제가 오늘날처럼 심각하지 않았을 수

도 있다. 엄격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포괄적 규범프로그램으로서 그때

그때 필요로 하는 실질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도 제공했을 것이다. 분석 

결과 드러나듯이, 이 事件의 照律은 引律比附에 의한 것인데도 실록의 기사에는 

어디에서도 이러한 점을 시사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 사료의 연구에서 일정한 

용어 검색의 방법으로만 접근해서는 충분치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 토의과

정에서 보여준 성종의 법률에 대한 지식은 전문가의 그것이었다. 당시 조정의 활

발한 법정으로서의 모습은 經國大典을 반포하고 大典續錄을 편찬하게 했던, 법에 

정통한 군왕의 통치의 반영이었다.

투고일 2012. 2. 8.     심사완료일 2012. 3. 1.     게재확정일 201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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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nishment of Slaves Betraying Their Owner in Joseon

- A Calumny Case in 1477 under the King Seongjong -

Choe, Byoung Jo*

111)

In this article a calumny case under the King Seongjong in the Yi-Dynasty (1477) is 

analyzed in respect of the search for a proper provision of the legal codes to be applied 

to the case. The fact of the case is like this: A woman called Gan-A Kim (“A”), wife 

of a man called Yu Yu, had tried to plot a false accusation of a fornication against a 

woman (“B”), wife of a man called Jeong-Hyeong An who is a cousin of Yu Yu. In 

order to accuse “B” “A” had persuaded the slaves of “B” called Geum-Dong (man. “C”) 

and No-Deok (woman. “D”) respectively to take on a cloth from a slave-buddhist monk 

Gak-Don (“E”) and to steal a cloth from “B” to secure them as a false evidence of a 

fornication. “C” and “D” had done their parts and let Mak-Dong (“F”), another aged 

slave of “B”, receive and keep them. Another slave called Mal-Dong (“G”) had carried 

them to “F”. Whether or not “G” had known the circumstances was disputed, but the 

majority supposed that he knew, while only two participants of the court meetings 

maintained somewhat weakly that he did not. The King was from the outset inclined to 

a severe punishment for all slaves notwithstanding that each of their malice and 

contributions was different. The further debate was essentially influenced by this attitude 

of the King. 

The application of the Da Ming lü (大明律) Article 278 (‘Plotting treason’: 謀叛) to 

“C”, “D”, and “E instead of the Gyeongguk Daejeon (經國大典) Article ‘Makung false 

accusations’ (告尊長) and the application of the Da Ming lü Article 277 (‘Plotting 

rebellion and great sedition’: 謀反) to ”F“ and especially “G” instead of the Article 278 

(‘Plotting treason’) show that the legal reasoning of that time followed logically the way 

of an abduction, considering first the desired outcome (here: decapitation) and then 

*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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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ing for a proper legal provision ordering that outcome. Whether or not the 

provision which they found at the end was well suited in respect of its prerequisites 

seemed not to play a decisive role. They sensed probably no need to harmonize the 

rules which were applied to them even if there appeared an antinomy between them in 

respect of a value judgment.

The application by analogy of the Article 277 and the Article 278 goes back to their 

legal sentiments and moral consciousness which stressed the hierarchical ordering of the 

slave-owner-relationship in accordance with the then valid morality. A plotting against 

the owner apparently was to be punished severely without any exception with death by 

decapitation. 

The King was impressively versed in the matter of the criminal codes of the land, 

played a leading role at the court meetings. The rule by law was firmly established, 

albeit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jurisprudence, based on, but also limited by the 

fundamentally casuistic norms of the codes, never developed fully into a legal science in 

the modern sense.

Keywords: abduction,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in Joseon, analogy, calumny, Da 

Ming lü, Dae Myeong Ryul, false accusation, fornication, The Great Ming 

Code, Gyeongguk Daejeon, King Seongjong, plotting rebellion, plotting 

treason, slave-owner-relationsh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