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1793년(정조 17) <婢夫定律>*

1)

鄭 肯 植
**

요 약

  婢夫는 良人이 양반가의 비를 처로 삼아 그 양반가에 사역되는 자이다. 처의 주인

과는 신분적 종속관계는 없지만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다. 1793년(정조 17)의 수교

는 비인 妻의 주인[上典]이 婢夫의 행위를 懲治하다가 殺傷 등에 이른 경우에, 처 

상전의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일성록≫과 ≪승정원일기≫ 

등 연대기와 ≪특교정식≫, ≪수교정례≫ 및 ≪청송정례≫ 등 수교자료집에 있다. 이를 종

합하면 수교의 성립 및 그 이후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수교는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리고 또 담당관서와 성립일자를 기재하여 ‘大典’, 즉 ≪대전통편≫ 부록의 형태로 

정리하였고, 이것이 나중에 대전-≪대전회통≫-을 편찬할 때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등

재되었다. 이 수교 때문에 처 상전의 비부에 대한 범법행위는 거의 처벌을 받지 않

았다. 명분과 강상을 강조하여 신분질서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수교

가 탄생하였다. 

주제어: 비부, 수교, 대전 부록, 법전편찬, 정조대의 형사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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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본고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지원으로 수행한 “조선후기 수교자료 집성”의 연구

에서 공동 작업한 것을 토대로 한국법사학회 제92회 정례학술발표회(2010. 10. 2.) ‘사

료강독’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단 본고의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

은 필자에게 있다. 

또한 심사위원 중 1인이 다음의 의견이 있었다: ①“정조 자신의 학문관이나 인생관 

또는 시대상 등을 기초로 한 논거가 한층 보완되어야 할 것”을 지적을 하였다. 이 지

적은 타당하지만 주제와 지면이 제한된 본고에서는 이를 다룰 수 없으므로, 다음 기

회로 미룬다. ②“속대전보에 대한 서술은 논지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개별사건의 결정인 受敎가 大典에 수록되고 또 ‘대전’이 편찬된 이후 보완되는 과정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료이기 때문에 포함하였다(현재까지 이에 대한 유일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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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역사의 기초는 자료이며, 연구자는 이에 대한 엄밀한 해석을 한 후, 이를 바탕

으로 역사적 의의 등 평가를 해야 한다. 법제사는 법이나 법적 현상에 대해 역사

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며, 법은 ‘일반추상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법제사 

자료는 더욱 엄밀한 해석이 필요하다. 사회적 현상, 즉 개별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에서 법이 탄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장래의 기획을 위해 법이 등장하기도 한다. 입

법의 배경 내지 바탕이 사건이건 구조이건 법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나아가 그 역

사적 의의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법과 관련되는 자료를 종합하고 이를 유기적

으로 해석해야 한다. 

  조선후기, 특히 영조(재위: 1724∼1776)와 정조(재위: 1776∼1800)대의 형사정책

의 특징으로 壓膝刑, 烙刑, 刺字刑, 全家徙邊 등 잔혹한 형벌의 폐지1)와 ‘小民’보

호를 들고 있다.2) 하지만 이와 대비되는 모습도 보인다. 소민보호와는 달리 身分, 

貞節 등 綱常을 강조하고 명분에 위배되는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령도 있

다.3) 본고에서 검토하는 1793년(정조 17)의 수교는 비인 妻의 주인[上典]이 婢夫

의 행위를 懲治하다가 殺傷 등에 이른 경우에, 처 상전의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것

이다. 

  婢夫는 良人이 양반가의 비를 처로 삼아 그 양반가에 사역되는 자로 ‘비부장’이

라고도 부른다. 비부는 奴婢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역에 동원되었다. 비부는 奴보

다 자유로운 처지에서 처 상전의 대리인 내지 심부름꾼의 역할까지 하기도 하였

다. 그러나 때로는 처 상전 가의 골칫거리이기도 하였다. 주인가의 물건을 훔치기

도 하였으며 또 주인가의 보호를 빌미로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처 상전 

가에서는 사실상 노와 같은 존재인 비부의 행패를 묵과하는 경우가 많았다.4) 

1) ≪續大典≫ <刑典> [推斷] “除壓膝刑<英宗甲辰(1724)> ○除烙刑<英宗癸丑(1733)> ○除

剌字刑<英宗庚申(1740)> ○盡除全家徙邊律<肅宗戊辰․丁酉(1688․1717), 次第減定

若干條, 英宗甲子(1744), 盡除本律以杖․流施行>.”
2) 심재우, “18세기 獄訟의 성격과 行政運營의 변화”, 韓國史論 34(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5) 참조.
3) ≪續大典≫ <刑典> [推斷] “綱常罪人<弑父․母․夫, 奴弑主, 官奴弑官長者> 結案正法

後, 妻․子․女爲奴, 破家瀦澤, 降其邑號, 罷其守令<從時居邑 ○縣令以上降縣監, 縣

監勿革, 而序諸縣之末, 限十年復舊 ○反逆緣坐, 自有本律, 破家以下用此律>.” 등 참조.
4) 李鍾河, 朝鮮王朝의 勞動法制(박영사, 1969), 412-4쪽 및 金東仁, “朝鮮前期 良賤交婚

에 나타나는 良人分化 態樣”, 숭실사학 8(숭실대학교 사학회, 1994) 및 李蕙汀, “≪黙齋



1793년(정조 17) <婢夫定律> / 鄭肯植   269

비부는 중국과는 다른 조선의 노비제도에 바탕을 둔 것으로 비부에 대한 법적 규

제는 ≪大明律≫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부에 대한 법규정은 ≪經國大典≫(1485 [성

종 16])에 처음 보인다. 즉 비부가 처 상전을 고발하면 杖100 流3,000리로 처벌하

였다.5) ≪受敎輯錄≫(1698 [숙종 24])에서는 비부가 처 상전을 謀殺하려다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일반모살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볍고 雇工이 家長을 모살한 율로 

처벌하는 것6)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먼 변방에 종신유배로 처벌하였다.7) 또 비부

가 처 상전과 간통한 경우에는 남녀 모두 不待時斬8)으로 처벌하였고, 이는 ≪續大

典≫에 수록되었다.9) 특히 ≪續大典≫(1746 [영조 22])에서는 ‘비부’를 고공과 병렬적

으로 규정하여 동등하게 대우하였다.10) 양인 신분인 비부는 처 상전에게 법적으

로 종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비인 처와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로 경제적․사회적으

로 예속관계에 있다. 비부의 법적 지위는 고용관계로 경제적으로 예속된 雇工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양인보다 한 단계 낮게 대우를 받았다. 

  ≪經國大典≫ 등 기존의 법에서는 비부의 처 상전에 대한 犯法行爲만 규정할 뿐, 

처 상전의 비부에 대한 범법행위, 대개는 처 상전이 비부의 행패를 다스리다가 발

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신분사회의 유지를 통해 국가의 근간

   日記≫를 통해 본 16세기 婢夫․奴妻의 삶”, 한국사연구 147(한국사연구회, 2009) 참조.

 5) ≪經國大典≫ <刑典> [告尊長] “奴妻․婢夫告家長者杖一百流三千里<舊奴婢․雇工, 

毆罵告舊家長者, 各減毆罵告家長律二等論>.” 

 6) ≪大明律講解≫ <刑律> ｢人命｣ [謀殺人] “凡謀殺人, 造意者, 斬, 從而加功者, 絞, 不

加功者, 杖一百流三千里, 殺訖乃坐” 및 [謀殺祖父母․父母] “○凡謀殺祖父母․父母

及期親尊長․外祖父母․夫․夫之祖父母․父母, 已行者, 皆斬, 已殺者, 皆凌遲處死, 

謀殺緦麻以上尊長, 已行者, 杖一百流二千里, 已傷者, 絞, 已殺者, 皆斬. ○若奴婢及

雇工人謀殺家長及家長之期親․外祖父母若緦麻以上親者, 罪與子孫同.”

 7) ≪受敎輯錄≫ <刑典> [推斷] §592 “○婢夫之謀殺妻上典 已行未殺 以凡人謀殺人律論

斷 太輕 又不可比用雇工謀殺家長之律 不限年邊遠定配 [康熙壬戌(1682년; 숙종 8)承

傳].”

 8) ≪大明律講解≫에는 사형은 絞刑과 斬刑, 그리고 각각 즉시 집행하는 ‘不待時’와 추분 

이후에 집행하는 ‘待時’로 구분하였다(<名例律> [五刑] 참조).

 9) ≪受敎輯錄≫ <刑典> [姦犯] §809 “○婢夫之通奸妻上典者 不待時斬 [康熙辛酉(1681

년; 숙종 7)承傳]”; ≪續大典≫ <刑典> [姦犯] “○婢夫姦妻上典者, 男女皆不待時斬 <强

姦, 成者, 男同律, 女不坐, 未成者, 斬待時, 而閭巷人婢夫則只以作妻居生於率下, 有

同雇工者論>.” 
10) ≪續大典≫ <戶典> [戶籍]과 <刑典> [私賤]에서는 비부를 고공에 준하여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戶籍] “…冒錄者<豪强·品官, 以他戶及良丁, 或稱雇工或稱婢夫, 合錄

率丁者並杖一百定配>….”; [私賤] “○… 北道宮屬人及土豪․品官, 同居婢夫․雇工外, 

冒占良人, 容隱役使者, 以制書有違律論….”(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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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양반집단의 생존을 위해서는 主奴 사이의 명분을 확립하고 이는 비부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1793년(정

조 17)에 이 수교가 등장하였으며, ≪大典會通≫(1865 [고종 2])에 수록되었다. 본고

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료를 제시하고(Ⅱ), 이어서 이를 번역한 후(Ⅲ), 수교의 의

의와 법전화 과정 등을 소개하기로 한다(Ⅳ). 

II. 사건의 개요와 관련 자료 

1. 사건의 개요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1793년 서울 중부에 사는 朴紹完이 비부 方春大가 

술주정을 하자, 머리채를 끌어당겼고 그래서 방춘대는 넘어져 그 날로 죽었다. 그

러자 방춘대의 형 方連得이 박소완을 고발하였다. 사건의 전모는 ≪日省錄≫에 수록

되어 있으며,11) ≪審理錄≫에는 개요와 처리결과가 수록되어 있다.12) 

  가. ≪日省錄≫

綱: 命西部 被告人朴紹完勿論 發告漢嚴刑勘律. 

目: 刑曹啓言 西部房連得發告內 “其弟春大 以朴紹完雇婢之夫 居生於朴紹完廊下 

本月十三日 被打於朴紹完 翌日三更致命”云 故發甘該部 使之如法檢驗矣. 卽

見初檢屍帳 則“屍親房連得與其母其妹之招 皆以爲｢朴紹完踼胷膛 而有傷處之

說 聞於春大妻八月處｣”云 被告人朴紹完招則以爲 “今月十三日 春大飮酒泥醉 

直入內庭 多發辱說 故戒責推出之際 春大困酒披靡 自仆階上 撞破醬甕 故曳起

頭髻 逐出中門外矣 翌日聞八月言則 ｢春大忽然大痛 故淸心丸 果爲買用 而畢

竟無效｣”云. 屍帳則 “眼合口開 腹肚膨大 而仰合面俱無傷損 實因以病患懸錄

矣.” 大抵獄體至重 必也實因分明 詞證俱備 然後可以成獄. 而今此春大之死 以

實因則所謂被踢之胷 初無踢痕 帶傷之面 亦無傷處 而無論踢與傷 渾體上下 無

一可執之端 則屍親之言 未免落空矣. 以詞證 則連得旣不目見 只聞八月之言 

11) ≪일성록≫ 정조 17년(1793) 12월 18일(정축); 이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하 “규장각”으로 약칭)에서 제공하는 Web-DB에서 검색하였다(최종접속일: 2012. 1. 

30; 이하 같다). 
12) ≪審理錄≫ 권23 <京 癸丑一> [中部 朴紹完 獄]; 박찬수 역, 국역 심리록(4)(민족문화추

진회, 2000), 223쪽[원문: 171]). 아래 번역은 필자가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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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月亦非別人 卽是春大之妻 而無他看證之人 則連得八月之言 固無足取信矣. 

且以無冤錄諸條觀之 眼合口開 初非踢死之症 腹肚膨大 沕合於醉飽致死條 則

春大之醉飽過度 隔塞致命 不待各人之供而可知 其十分無疑. 以此以彼成獄一

款 有非可論 故覆檢則勿令擧行. 而春大以雇工婢夫 旣有此被酒詬辱 則以紹完

之年少氣銳 雖難責其雍容區處 而身被衰麻 手握頭髻 以至於醬甕撞破之境 則

想其光景 亦不無下乎之跡. 此則自臣曺各別懲治. 殺獄發狀 何等愼重 而房連得

之不見傷處之如何 只憑無根之傳說. 有此發告者 其在懲後之道 不可仍置 亦爲

考律勘處 何如? 

敎: 以婢夫之於妻上典 名分截嚴 近來犯分之習益甚 至有此獄之公然發告. 若此則

士夫猶無論 閭巷之民 何以役奴使婢乎. 又何以正名分乎. 此事成獄 非所可論 

自當勿施. 所謂發告漢13) 情理自情理 風化自風化. 況情理又無可言者乎. 卿其

各別嚴刑勘 以詐不以實之律. 

강: 서울 서부14)에 (사는 방연득이 고발한) 피고인15) 박소완의 죄를 묻지 말고 고

발자를 엄형으로 처벌하고 형률을 적용하라.

목: 형조의 보고: 서부에 거주하는 방연득이 “제 아우 방춘대는 박소완의 비부로, 

박소완의 행랑채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달 13일에 박소완에게 맞아 이튿날 자

정쯤 죽었습니다.”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중부에 지시하여[發

甘]16) 법대로 검험하도록 하였습니다. 

초검의 屍帳17)은 다음과 같습니다: 屍親18) 방연득과 그의 어머니, 누이는 모

두 “｢박소완에게 가슴을 차여 상처가 있다.｣는 말을 방춘대의 처 팔월에게서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 박소완은 “이달 13일 춘대가 술에 취해

서 곧바로 안뜰로 들어와 욕설을 많이 하기에 꾸짖고 내쫓을 때에 춘대가 술

에 취해 쓰러지면서 섬돌에서 넘어져 장독을 깨뜨려서 상투를 잡고 중문 밖

13) 漢: ≪審理錄≫에는 없다. 
14) 지명이 ≪日省錄≫에는 “서부”, ≪審理錄≫에는 “중부”로 되어 있는데, 시체가 있거나 발

견된 곳을 관할하는 관청이 검시를 주관하였다. 따라서 서부는 고발자인 방연득의 거

주지, 중부는 사건이 발생한 피고인 박소완의 거주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5) 피고인: 현재의 피고인과는 다른 의미로 글자 그대로 고발 또는 고소된 사람이다. 
16) 發甘: 甘結을 발하였다는 것으로, ‘감결’은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에 명령․지시하는 

문서양식이다. 즉, 형조에서 서울의 오부인 서부에 검험을 지시한 것이다. 崔承熙, 韓

國古文書硏究(증보판: 지식산업사, 1989), 216쪽.
17) 시장: 검시 및 초동수사보고서로, ≪無寃錄≫을 참조하여 세종대에 제정한 ≪檢屍狀式≫ 

및 ≪檢屍規式≫에 따라 작성하였다. 田中俊光, 朝鮮初期 斷獄에 관한 硏究 -刑事節次의 

整備過程을 中心으로-(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1), 121-4쪽 참조.
18) 시친: 피해자, 즉 사망자의 친척으로, 고발 및 검험절차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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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내보냈습니다. 이튿날 팔월에게 ｢춘대가 갑자기 아주 아프다고 하여 청

심환을 사서 먹였으나 끝내 효험이 없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시장에는 “(춘대의 시체는) 눈은 감고 입은 열었으며 복부가 크게 부풀어 있

고, 앞뒷면 모두 상처가 없으며, 實因19)은 병이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대개 사건의 실체[獄體]는 아주 중요하므로, 반드시 실인이 분명하고 또 증인

과 증거가 구비된 후에야 成獄20)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방춘대의 사망사건

에서는 실인은 가슴을 차였다는 것인데, 애초에 차인 흔적이 없으며 상처가 

있는 곳에도 역시 상흔이 없으니 찬 것과 상처를 논할 것 없이 온몸 전체에 

인정할 만한 단서가 없으니, 시친의 말은 거짓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증인인 

방연득은 직접 보지 못하였고 다만 팔월의 말을 들었는데, 팔월 또한 다른 사

람이 아니라 방춘대의 처이고 달리 증인이 없으니 방연득과 팔월의 말은 진

실로 믿을 수 없습니다. 

또 ≪무원록≫에서 이를 살펴보면, “눈은 감고 입은 열었다”는 것은 애초에 차

여 죽은[踢死]21) 증상이 아니며, “복부가 크게 부풀어 있다”는 것은 ‘과식으로 

죽게 되었다[醉飽致死]’22)는 내용과 일치하니 방춘대가 술에 취해 과식을 하

여 氣가 막혀 죽게 된 사실은 여러 사람의 진술이 없이도 알 수 있으니 충분

히 의심이 없습니다. 이것이나 저것으로 成獄은 논의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

므로 覆檢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방춘대는 고공 또는 비부로 이처럼 술을 마시고 욕을 하니 박소완은 어린 나

이에 혈기가 날카로워 비록 부드럽게 책망하여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자신이 상중에 있으면서 상투를 잡고 장독을 깨뜨리게 되는 지경을 상상하면 

또한 손을 댄 흔적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형조에서 특별히 징

치해야 합니다. 살인사건의 고발은 아주 중요한데, 방연득은 상처가 어떠한지

19) 실인: 직접적인 사망원인. ≪續大典≫ 卷5 <刑典> [檢驗] “初覆檢實因의 주: 謂因以致

死之實.”
20) 성옥: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을 자백을 받거나 수사로 범죄사실이 확정된 상태이다. 

≪唐律疏議≫ 卷1 <名例> §18: “獄成者, 雖會赦猶除名<獄成, 謂贓狀露驗及尙書省斷訖

未奏者>. 疏議曰: … 注云 ‘贓狀露驗’者, 贓, 謂所犯之贓, 見獲本物. 狀, 謂殺人之類, 

得狀爲驗. 雖在州縣, 竝名獄成. ‘及尙書省斷訖未奏者’, 謂刑部覆斷訖, 雖未經奏者, 

亦爲獄成.”; 田中俊光, 앞의 논문, 41쪽 참조.
21) ≪新註無寃錄≫ 卷下 <格例> [拳手足踢死]조 참조; 왕여 저/최치운 외 주석/김호 옮김, 

신주무원록(사계절, 2003), 438쪽 이하, 이의 언해 등은 ≪新註無寃錄≫ 卷三 <條例> 

[毆打死]; 송철의 외, 증수무원록언해(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325쪽 이하 참조. 
22) ≪新註無寃錄≫ 卷下 <格例> [酒食醉飽死] “醉飽過度 脹滿心肺致死 以手拍肚皮膨脹

而響.” 김호, 앞의 역서, 528쪽 이하, 이의 언해 등은 ≪新註無寃錄≫ 卷三 <條例> [食

醉飽死]; 송철의 외, 앞의 역서, 49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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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지 않고 다만 근거 없는 소문을 믿고 이와 같이 고발한 것은 뒷날을 징

계하는 도리에 있어 그대로 둘 수 없으니 또한 율을 참조하여 처벌하는 것이 

어떠한지요? 

정조: 비부가 처 상전에 대해서는 명분이 엄격한데 근래에는 명분을 범하는 습속

이 더욱 심하여 이 살인사건과 같이 공연히 고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와 

같으면 사대부는 물론이고 평민들은 어떻게 노비를 부리며 명분을 바로잡겠는

가? 이 사건의 成獄은 논할 바가 아니니 당연히 그만두어야 한다. 이른바 고

발한 자에 대해서는, 情理는 정리이고 敎化는 교화인데, 하물며 인정이나 이

치로도 말할 것이 없는 경우이겠는가? 경은 (고발자인 방연득을) 특별히 嚴刑

[장100]에 처하고 ‘詐不以實’율23)로 처벌하라.24)

  나. ≪審理錄≫

中部朴紹完獄<紹完 以婢夫春大詾拏捽曳 當夜致死 無[傷處] [實因]病患 癸丑十二

月成獄. / 刑曹啓 脗合醉飽死條 成獄恐難議到> / 傳 以婢夫之於妻上典 名分截嚴 

近來犯分之習益甚 至有此獄之公然發告. 若此則士夫猶無論 閭巷之民 何以役奴使

婢乎. 又何以正名分乎. 此事成獄 非所可論 自當勿施. 所謂發告 情理自情理 風化

自風化. 況情理又無可言者乎. 卿其各別嚴刑勘 以詐不以實之律可也<十二月> / 

<刑曹啓 發告者徒配 令道臣嚴刑> / 傳曰 知道<同月>25)

중부 박소완의 옥사<박소완이 비부 방춘대가 술주정을 해서 머리채를 끌었는데, 

(방춘대가) 그날로 죽었다. [상처]가 없다. [실인]은 병환이다. / 1793년 12월의 사

건이다. / 형조의 보고: 과음과 과식으로 죽은 (무원록의) 조문과 일치하니 성옥으

로 의논하기에 어려울 듯합니다. / 정조: 비부가 처 상전에 대해서는 명분이 엄격

한데 근래에는 명분을 범하는 습속이 더욱 심하여 이 살인사건과 같이 공연히 고

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와 같으면 사대부는 물론이고 평민들은 어떻게 노비를 

부리며 명분을 바로잡겠는가? 이 사건의 成獄은 논할 바가 아니니 당연히 그만두

어야 한다. 이른바 고발한 자에 대해서는, 情理는 정리이고 敎化는 교화인데, 하

물며 인정이나 이치로도 말할 것이 없는 경우이겠는가? 경은 (고발자인 방연득을) 

특별히 嚴刑에 처하고 ‘詐不以實’율로 처벌하는 것이 옳겠다. / 형조의 보고: 고발

자는 徒配하고 감사에게 엄형의 집행을 명하겠습니다. / 정조: 알았다. <같은 달>

23) ≪大明律講解≫ <刑律> ｢詐僞｣ [對制上書詐不以實] “凡對制及奏事上書 詐不以實者 

杖一百徒三年.”
24) 번역문의 “(…)” 부분은 필자가 보충한 부분이며, 아래도 같다. 
25) ‘/’는 원문에서 행을 바꾼 것이며, ‘<…>’는 원문에서 小字 2行으로 된 부분이다(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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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부 방춘대가 술주정을 하자 처 상전인 박소완이 그를 집 밖으로 내쫓다가 그

가 술에 취해 넘어져 사망한 사건이다. 서부에 거주하는 방춘대의 형 방연득은 방

춘대의 처와 어머니의 말만 듣고 중부에 사는 박소완을 고발하였다. 중부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여 우선 증인의 말을 신빙할 수 없고 또 상처 등이 법의학서인 ≪無

寃錄≫과 일치하지 않아서 방춘대는 박소완의 행위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過飮과 

過食 등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형조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형조에서는 이를 인

정하여 覆檢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26) 그러나 인명과 관계된 살인사건이므로 정

조에게 보고하였다. 정조는 명분을 강화하고 교화를 우선하여 박소완을 무혐의로 

석방하고 더 나아가 고발자인 방연득을 허위사실을 고발한 행위로 보아 ≪大明律≫에 

따라 장100[嚴刑]과 徒配로 처분하였고, 형조에서는 徒配를 보내고 감사가 장100

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2. 관련 자료

  이 사건을 계기로, 비부를 懲治하려다가 그를 死傷한 처 상전 행위에 대한 처벌

논의로 확대되어 受敎로 정립되었고, 마침내 이는 1865년에 편찬된 ≪大典會通≫에 

규정되었다. 수교로 정립되면서 이와 관련된 사료는 여러 곳에 수록되어 있다. 

  앞에서 본 ≪日省錄≫과 ≪審理錄≫에는 이 사건처리의 전말만 나올 뿐, 이후의 논

의경과는 보이지 않는다. 개별사건에 대한 처리를 넘어서서 일반론으로 확대되고 

수교로 정립되는 과정은 ≪承政院日記≫와 각종 ‘受敎謄錄’27) 등 총 여섯 곳에 수록

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는 내용상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또 간략한 내용은 

≪정조실록≫에서 찾을 수 있다. 

26) 檢屍 또는 檢驗은 원칙적으로 다른 官署에서 2차를 한 후 양자의 결과가 같으면 종

결되었으며, 만약 그 결과가 다르면 3검, 4검까지 하였다. 이 사안에서 한성부 五部의 

초검만으로 종결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續大典≫ <刑典> [檢驗] “凡檢屍, 京則當

部官, 外則地方官親往停屍處檢驗後, 立案成給 … ○初覆檢實因<謂因以致死之實> 

若有疑端則三四檢<京則覆檢漢城府堂下官, 三檢則本曹啓稟, 發遣郞官擧行 ○外則觀

察使定差員覆檢>.” 및 田中俊光, 앞의 논문, 121-125쪽 참조. 
27) ‘수교’는 개별사건에 대한 국왕의 최종적 판단 내지 결정으로 조선시대 입법의 원천

이다. ‘수교등록’은 이러한 수교를 업무에 참조하기 위해 필사한 것이다. 자세한 것은 

鄭肯植, “조선후기의 형사 수교”, 鄭肯植․趙志晩․金大洪․田中俊光, 朝鮮後期 受敎

資料 集成(Ⅰ) ―刑事篇: 1(奎章閣 所藏本)―(한국법제연구원, 2009), 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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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자료

  ① ≪承政院日記≫ 정조 17년 12월 18일[정축]

  ② 규장각 소장 ≪特敎定式≫[古951.009 T296] “1.70. 婢夫定律” 

  ③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受敎謄錄≫[古 6022 77] “60. 婢夫定制事”

  나. 정리 자료

  ④ 규장각 소장 ≪受敎定例≫[古5120-176] “七四. 婢夫定制”28)

  ⑤ 규장각 소장 ≪受敎定例≫ “七九. 婢夫定制”[奎12407]

  ⑥ 장서각 소장 ≪聽訟定例≫ “122. 婢夫定式”[k2-3435] 

  참고자료: ⑦ ≪正祖實錄≫ 정조 17년 12월 18일(정축)29)

  규장각에 소장된 ≪受敎定例≫ 2종([古5120-176], [奎12407])은 기본적으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1632년(인조 10)에서 1825년(순조 25)까지의 108건의 수교가 수

록되어 있다. ≪特敎定式≫은 정조 말년인 1790년대 후반에 편찬한 것으로 수교를 

발의한 주체별로 다섯 범주의 227개의 수교가 수록되어 있으며, 국왕의 명인 특교

는 조선 초기까지 소급되나 후기의 것이 대부분이다. 장서각 소장 ≪聽訟定例≫는 

1672년(현종 13)부터 1822년(순조 22)까지의 수교 153개를 반포시기별로 정리하였

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受敎謄錄≫은 1775년(영조 51)부터 1811년(순조 11)까

지의 수교 84개를 정리한 것이다. 모두 계통이 다른 필사본인데, 그 이유는 각기 

다른 관서에서 다른 사람이 정리하였기 때문인 듯하다. 

  자료를 비교․검토하면, 원자료로 명명한 ①≪承政院日記≫, ②≪特敎定式≫, ③≪受

敎謄錄≫은 내용이 거의 같고 국왕만이 아니라 논의에 참가한 대신들의 의견이 자

세히 기재되어 있다. 다만 ③은 수교를 받은 관사의 기록이어서 전후에 이와 관련

되는 내용이 더 있다. 정리자료인 ④≪受敎定例≫, ⑤≪受敎定例≫, ⑥≪聽訟定例≫는 

위 원자료 중에서 국왕의 발언은 그대로 기재하였으나 대신의 의견은 생략하거나 

합쳐 핵심적인 것만 기재하였고,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30) 

28) 이는 淨書本으로, 草稿本인 “古5125-23”도 있는데, 수교는 같으나 부록 등이 약간 다

르다. 자세한 것은 鄭肯植, 앞의 글, 7-10쪽 참조.
29) 여기서 “원자료”, “정리자료”, “참고자료”는 분량과 편찬시기 그리고 편집 여부에 따

라 필자가 임의로 명명한 것이다. 
30) 같은 계열의 자료인 ①, ②, ③을, 그리고 ④, ⑤, ⑥을 상호 대조하면 오자나 탈자 

등이 발견되는데, 이는 필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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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원문 및 번역

  이 사건의 핵심은 비부를 징계하려다가 비부를 死傷시킨 처 상전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왕의 개별적인 명령은 受敎의 형태로 정립이 된다. 이 

수교의 성립에는 정조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

고 있는 ≪特敎定式≫31)을 대본으로 하여 원문을 정서․번역하고, 대조를 위해 ≪정

조실록≫도 소개하고,32) 수교가 지방에 전달되는 과정을 알기 위해 국립중앙도서

관에 소장된 ≪受敎謄錄≫33)의 기본구조를 제시한다.

1. 원문소개와 번역

  가. ≪特敎定式≫

婢夫定律

今上十七34)年, 上曰: “婢夫之於妻上典, 名分何如. 特以殺之有償命, 爲施惡蔑紀之端, 

而爲其妻上典者, 未免彌縫爲事, 以至欲治不治. 兩班如此, 中人何論, 中人如此, 市井何

論. 如此不已, 則將使等威日紊, 誠非細慮. 每欲一番定式, 而未果矣. 今以刑曹稟決之殺

獄觀之, 所謂婢夫所爲, 誅之猶輕, 豈可議到於成獄乎. 若杜凌犯之漸, 宜先潤色於金石

之典, 然後有奴婢之上典, 雖甚殘微無勢力, 可得以行號令, 而婢夫之惡習, 可以除矣. 有

國所重, 莫大於風敎. 夫爲妻綱, 上典爲奴婢之綱, 淫女之鶉奔也, 除非倂殺奸夫女於奸

所, 則例皆成獄償命, 而先朝特軫風敎之日渝, 諸非凡35)挽裳對飯而現捉於本夫之類, 皆

許惟輕之典. 妻上典之於婢之夫, 不敢下手, 下手而邂逅死, 則必償命, 此何異於奴婢之

犯上典乎. 其視悖漢之與淫女一番挽裳, 一番對飯, 其輕重深淺, 尤有間焉. 然則妻上典

之治罪犯分之婢夫, 而婢夫致斃者, 決不可勿問事實一依償命. 大臣及曾經刑官諸臣, 各

陳所見, 可也.”

31) 이는 형조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수교를 발안주체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조지만, “≪特敎定式≫의 내용과 성격”, 法學論攷 32(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참

조.
32) 鄭肯植․趙志晩․田中俊光․金泳奭, 朝鮮後期 受敎資料 集成(Ⅱ) ―刑事篇: 2(奎章閣 

所藏本)―(한국법제연구원, 2010), 130쪽 이하를 이용하였다. 다만 원문의 교감 중에서 

다른 자료와 비교한 것은 생략하였다. 본고에서는 수교의 의의와 ≪大典會通≫에 수록

되는 과정 등을 추가하였다. 
33) 청구기호: “古6022 77”이며,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www.nl.go.kr/nl/index.jsp)에

서 원문을 열람할 수 있다. 
34) 원문은 “今上七”이나 ≪承政院日記≫, ≪正祖實錄≫, ≪受敎定例≫에 따라 수정하였다.
35) ≪特敎定式≫은 ‘諸非’이나, ≪承政院日記≫ 및 ≪正祖實錄≫에 따라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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領議政洪曰: “殺獄體重, 固當審愼, 則以臣昏耗之神識, 何敢剖柝仰對. 而36)近來名分之

紊亂, 誠一痼弊. 至於婢夫之凌辱妻上典, 不但疲殘士夫家, 比比有之, 閭巷賤流, 尤爲特

甚. 若或有意外殺死之獄, 不問是非, 一例訊推, 無所區別, 則其爲虧傷紀綱. 所關非細, 

爲法官者, 當觀用意與邂逅, 如其用意, 則固不可枉法闊狹. 而若係邂逅, 則初不直斷以

殺獄, 別具意見, 仰請稟裁後決處, 恐合於嚴法律扶風敎之一端矣.”

行司直鄭民始曰: “婢夫之居接廊底, 視同奴僕. 若有凌犯之事, 則未及告官, 略加懲治, 

不是異事, 而因此邂逅者, 亦與凡民同律, 果爲太重. 以此之故, 雖士夫之家, 於悍惡之婢

夫, 不敢誰何, 至於閭巷之人, 殆不能支堪, 傷風敗俗, 莫甚於此. 若其罪不至死, 而用意

戕害者, 固當爲如律, 而其他笞杖之屬, 若許以參量自斷, 以假其威制之權, 而或致邂逅, 

從以闊狹, 則彼亦必知畏而自戢, 其有補於風化, 誠不少矣.”

行司直李文源曰: “殺獄雖重, 所謂婢夫, 旣有如奴之名, 固不敢橫恣. 而近來風習漸壞, 

勿論京鄕, 士族之疲殘者, 閭巷之無勢者, 爲其使婢子･待婢夫, 無異己僕, 不障內外, 撫

馴無嚴, 不是異事, 一有呵責, 不有分義, 肆發惡言. 爲其主者, 至或乘憤手毆, 邂逅致斃

者, 則輒以償命告官. 以是之故, 箠責非所可論, 而不敢加一言, 反以出給其婢, 以溫言順

辭, 誘以出送, 此乃大關風化. 盖雖在己僕, 不告官擅殺, 自有其律, 如或用意戕殺婢夫, 

固當參考情法, 而不然邂逅致斃, 以償命告官者, 參量輕重, 合有稱停. 然後頑惡婢夫之

徒, 庶有懲礪之事, 疲殘無勢之輩, 似有御婢僕之道矣.”

戶曹判書沈頤之曰: “各道徒流案凌辱妻上典者, 十居其半, 因此而有傷風敗俗之歎. 朝家

深軫此弊, 年前有特敎申飭之, 故法官亦不饒貸, 而此輩終不知戢, 冒犯者多. 今若定以

笞杖幾何自斷之法, 而或有邂逅致命之事, 杖數之內則勿問, 故爲戕害, 情理絶悖者, 初

檢後具由草記, 備陳獄情, 以待處分, 始爲成案, 法律無所撓屈 風敎必有扶植矣.”

右參贊洪秀輔曰: “以婢夫凌辱妻上典, 其犯分傷風, 比諸尋常行路之辱罵士夫, 尤爲痛

惡. 乘憤懲治, 容或無怪, 若以不幸致斃, 直爲償命, 則雖似過重, 然殺人之律, 三尺至嚴, 

末流之弊, 不可不念. 戶判所奏, 定笞杖之數而先立界限, 酌情法之間而仰請處分云者, 

誠爲得當矣.”

兵曹判書徐有防曰: “婢夫凌辱妻上典, 無論士夫家･閭巷, 誠爲莫大之痼弊. 間或有殺之

獄, 而其用意故犯者, 固無奈何, 而如其因其凌辱, 略加懲治, 不幸有邂逅致命之擧, 則均

用與凡人同律, 則大爲不可, 摠使之酌量自斷, 戶判之具由草記云者, 誠有所據, 惟在備

詢而處之矣.”

吏曹判書金思穆曰: “近來婢夫之凌辱妻上典者, 種種有之, 事關風化, 宜有一定之規. 今

此戶判所奏, 雖有獄情之邂逅, 或絶悖者, 具由草記, 以待處分, 使法律無所撓屈, 風敎有

扶植云者, 恐似得宜矣.”

禮曹判書閔鍾顯曰: “法律雖重, 而事係風化, 則法亦有不可不闊狹處. 臣意則依戶判所

36) 밑줄 부분은 “나. 정리자료”에 없는 부분이며, 번역문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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奏, 凡有似此情犯, 爲獄官者, 酌量事理, 以爲稟裁之地, 恐好矣.”

開城留守李秉鼎曰: “婢夫之凌辱妻上典, 無論京鄕, 誠爲痼弊. 士夫孤寡之家, 閭巷寒微

之人, 尤受其害, 大關風化. 而但區區愚淺之見, 三尺自來至嚴, 祛弊生弊, 亦不無慮. 況

閭巷之人, 婢夫之中, 亦多儕類. 凡有獄案, 欽恤闊狹, 惟在上天之造化, 恐不必作爲定制矣.”

刑曹判書徐鼎修曰: “臣亦別無他見, 而所謂婢夫, 亦有許多般, 或有多年使役, 無異奴僕

者, 或有一時依接, 便同路人者, 今若定爲一定規, 則似不無掣礙之端. 此後如有似此獄

事, 而情犯之初無可疑者, 自當勿論, 若其不可不成獄者, 則議讞之臣, 據實陳聞, 以爲稟

裁闊狹之地, 似好矣.”

上曰: “詢問之意, 豈徒然哉. 盖欲嚴等威正名分, 兼寓生道殺人之意也. 今雖闊狹, 豈必

以此爲弊. 若以假與治罪之權, 爲枉殺之慮云爾, 則此有大不然. 奴婢之於上典, 旣許殺

闊, 其不告官之律, 不過決杖, 而未聞以此有枉殺之爲弊. 至於開城留守所奏中, 閭巷人, 

婢夫亦多儕類云云, 尤未必爲然. 向所謂婢夫云者, 特指率接廊下如奴使喚之謂也. 誠如

重臣之說, 則士夫之家畜人家婢僕, 見殺於本主者, 亦當不爲償命乎. 此則重臣之慮, 誠

過矣. 今番詢問之擧, 積有酌量而爲者, 自今人家率接之婢夫, 向妻上典肆發惡言, 情理

絶悖者, 妻上典治罪, 邂逅之致死者, 部官報于該曹, 依挽裳對飯律, 勿爲成獄, 情非絶

悖, 治非邂逅, 則獄具後, 草記稟決. 不當發告而發告者, 定反坐, 其他言語之不恭, 行事

之犯分者, 不分輕重, 隨現告官, 嚴刑定配.37) 俾人家婢夫之輩, 知有妻上典之有處置之

權事, 分付京外也.”

계집종의 남편에게 적용할 율

정조: 비부는 처 상전에 대하여 명분이 어떠한가? 다만 살인을 하면 자기의 목숨으

로 죄를 갚는 것 때문에, (비부가) 악행을 하여 기강을 무시하는 단서로 삼았다. 그

래서 처 상전은 그저 미봉책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였다. 양반이 이러

한데 中人이야 무슨 말을 할 것이며, 중인이 이러한데 시정배들이야 무슨 말을 하겠

는가. 이것이 그치지 않으면 앞으로 신분과 질서가 날로 문란해질 것이니 진실로 작

은 걱정거리가 아니다. 늘 일단 규정을 정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지

금 형조에서 품결한 살인 사건을 보면 이른바 비부가 한 짓은 (그를) 사형에 처하여

도 가벼운데 어찌 (상전에 대한) 옥사의 성립을 논의할 수 있겠는가? (비부가 처 상

전을) 능멸하는 조짐을 막으려면 우선 法典을 수정한 다음에야 노비가 있는 상전이 

몹시 한미하고 세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노비에게) 호령을 할 수 있고 비부의 악

습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나라에서 소중한 것은 풍속과 교화보다 더 큰 것이 없

다. 남편은 아내의 벼리가 되고 상전은 노비의 벼리가 된다. 음란한 계집이 음행을 

37) 진한 부분은 필자가 강조한 것으로, 수교의 내용을 이룬다(번역도 같다).



1793년(정조 17) <婢夫定律> / 鄭肯植   279

저질렀을 때,38) 간통한 남녀를 그 현장에서 모두 죽인 경우 외에는 관례로 모두 옥

사가 성립되어 목숨으로 그 죄를 갚았다. 그러나 영조께서 특별히 풍속과 교화가 날

로 나빠져 가는 것을 염려하여 ‘보통 남자가 여자의 치마를 잡아당겼거나 마주앉아 

밥을 먹다가 현장에서 본 남편에게 붙잡혀 죽은 경우에도 모두 (본 남편에 대해) 가

벼운 법을 따르도록 허락하였다.’39) 처 상전이 비부에게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손

을 댔다가 우연히 죽으면 반드시 목숨으로 그 죄를 갚으니 이것이 노비가 상전을 

능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비부가 처의 상전을 능욕하는 것이) 못된 사내

가 음란한 여자의 치마를 잡아당겼거나 한번 마주앉아 밥을 먹은 것과 비교할 때에 

輕重과 淺深에 정도의 차이가 더욱 크다. 그렇다면 처 상전이 명분을 범한 비부의 

죄를 다스리다가 비부가 죽게 된 경우에는 결코 그 사실을 따지지도 않고 한결같이 

목숨으로 죄를 갚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신과 일찍이 형관을 지낸 여러 신하들

은 각각 자신의 소견을 진술하라.

영의정 홍낙성: 살인사건은 실체가 중요하므로, 진실로 마땅히 조사함에 신중해야 

합니다. 저의 늙은 정신과 지식으로 어찌 감히 분석해서 대답하겠습니까? 근래 명분

이 문란한 것은 진실로 고질적인 폐단입니다. 비부가 처의 상전을 능욕하는 것은 다

만 가난하고 약한 사대부가에 자주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천류들에게서는 더욱 

심합니다. 만약 뜻밖에 살인 사건이 있어서 시비를 가리지 않고 한결같이 신문․조

사하여 구별하는 바가 없으면 그 기강을 훼손하게 되어 (풍속 및 교화와) 관계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법관은 마땅히 고의 또는 우연인지를 살펴 만약 고의이면 진실

로 법을 굽혀 살릴 수 없습니다. 또 만약 우연히 발생한 것이면 처음에 곧바로 살인

죄로 처단하지 말고 따로 의견을 갖추어 국왕께서 결정하실 것을 청한 후에 처결하

는 것이 아마도 법률을 엄격히 하고 풍속과 교화를 세우는 단서가 될 것입니다.

행사직 정민시: 비부로 (상전가의) 행랑채에 사는 자는 노복과 같습니다. 만약 법을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 관에 신고하지 않고 약간 징치하는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닙니

다. 그런데 이 때문에 우연히 (비부가) 죽게 되어 역시 일반사건과 같게 다루는 것

은 과연 너무 무겁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비록 사대부가에서도 사납고 악한 비부에 

대해 감히 누구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일반인들도 거의 감당하기 어려워, 풍속을 훼

손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비부의) 죄가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데, 고

의로 살해한 경우는 진실로 마땅히 법대로 처벌하고, 기타 태․장형에 해당하는 죄

38) 鶉奔: ≪詩經≫ <鄘風> [鶉之奔奔篇], 衛나라 宣姜이 배우자가 아닌 公子 頑과 음란한 

짓을 한 것이 메추라기나 까치[鶉鵲]만 못함을 풍자한 시이다.
39) 간통현장에서 적발하지 않고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에도 간통을 인정하여 간통당사자

를 살해한 본부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受敎定例≫ [古5120-176] “38. 挽裳對飯”; 

≪特敎定式≫ 一.七三. 奸獄狀聞[正祖 8年(1784)]; 鄭肯植․趙志晩․田中俊光․金泳奭, 

朝鮮後期 受敎資料 集成(Ⅱ), 1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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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참작하여 스스로 처단하게 해서, 위압하고 제어하는 권위를 빌어서 (징치하다가) 

우연히 (살인에) 이르게 되면 살려줄 것입니다. 그런즉 비부들 역시 반드시 두려움

을 알아 스스로 그만둘 것입니다. 아마도 풍속에 도움이 되는 것이 진실로 적지 않

을 것입니다.

행사직 이문원: 살인사건은 비록 막중하지만 이른바 비부에게 이미 노비의 이름이 

있으니 진정으로 감히 함부로 방자할 수 없습니다. 근래에 풍속이 점차 무너져 서울

과 지방을 막론하고 사족 중 가난하고 약한 자나 양인 중 세력이 없는 자는 그 婢

를 부리고 비부를 대함에 자기의 노복과 다름이 없고 내외를 구별하지 않아서, 어루

만지고 훈계하는 것이 엄하지 않은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한 번 꾸짖으

면 분수와 의리가 없이 버릇없이 악언을 내뱉으니, 그 처 상전이 화를 못 이겨 손으

로 때려 우연히 (비부가) 죽게 되면 곧 살인으로 관에 고소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회초리로 꾸짖는 것은 논할 바가 아니며 감히 한 마디 말도 못 하고 오히려 그 婢

를 내어주고 온순한 언사로 내보내기를 권합니다. 이는 곧 풍속과 교화에 크게 관계

됩니다. 비록 자기의 노복에 대해서 관에 신고하지 않고 함부로 죽이더라도 원래 해

당하는 율이 있는데,40) 만약 비부를 고의로 살해한 경우는 진실로 마땅히 정과 법

을 참고해야 하고, 우연히 (살인에) 이르게 되어 살인으로 고소한 경우에는 경중을 

헤아려 인정이나 사정에 합당[稱停]41)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완악한 비부의 무리를 

징려하는 일이 있을 것이며 가난하고 약해 힘이 없는 무리들이 비복을 제어하는 길

이 있을 듯합니다.

호조판서 심이지: 각 도의 徒流案에서 아내의 상전을 능욕한 자는 열 명 중 반을 차

지하며, 이 때문에 풍속을 패상시킨다는 탄식이 있습니다. 조정에서 이 폐단을 깊이 

다스리기 위해 연전에 특교로 신칙하였습니다. 그래서 법관 역시 용서하지 않았으

나 이 무리들은 끝내 그칠 줄 모르고 함부로 범하는 자가 많습니다. 지금 만약 태장

의 몇 대까지 스스로 처단하는 법을 제정하여 혹 우연히 죽게 된 일이 생기면 그 

대수 이내이면 죄를 묻지 않으며, 고의로 살해하여 정리가 아주 나쁘면 초검 후에 

사유를 갖추어 초기로 살인사건의 사정을 보고하여 (임금의) 처분을 기다려서 비로

소 성안을 하면 법률을 굽히는 바가 없으며 풍교도 반드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우참찬 홍수보: 비부가 처 상전을 능욕하여 명분을 범하고 풍속을 해치는 것은 보통

사람이 士夫를 욕하는 것에 비해 더욱 나쁩니다. 화를 못 이겨 징치하는 것을 용납

하여도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 불행히도 죽게 되면 곧바로 목숨으로 갚는 것은 

비록 너무 무겁지만 살인에 대한 법은 지엄하고 또 말단의 폐단을 생각해야 합니다. 

40) ≪大明律講解≫ <刑律> ｢鬪毆｣ [奴婢毆家長] “若奴婢有罪 其家長及家長之期親若外祖

父母 不告官司而毆殺者 杖一百 無罪而殺者 杖六十徒一年.”
41) 稱停: 稱情과 같은 뜻으로 각각 “稱量平正. 比喩公正, 恰當”, “衡量人情”이다(漢語大

詞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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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판서의 의견처럼 태형과 장형의 대수를 정하여 먼저 그 한도를 규정하고 정과 

법을 참작하여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진실로 범죄의 패악성과 적용할 법 사이를 참

작하여 우러러 임금의 처분을 청하는 것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병조판서 서유방: 비부가 처 상전을 능욕하는 것은 사대부가나 양인을 막론하고 진

실로 고질적인 큰 폐단입니다. 간혹 살인사건에서 고의로 죄를 지은 자는 진실로 어

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부가) 능욕한 것 때문에 가볍게 징치하다가 불행히도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일반인을 살해한 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주 불가합니

다. 모두 작량해서 스스로 처단하게 하고 호조판서의 사유를 갖춘 초기로 처리하는 

것이 진실로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널리 자문을 얻어 처리하십시오.

이조판서 김사목: 근래 비부가 처 상전을 능욕하는 것이 자주 있으며 이 일은 풍속

과 교화에 관계되니 마땅히 일정한 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비록 사건의 실정이 

우연한 것이거나 또는 (사정이) 아주 나쁘면 사유를 갖추어 초기로 보고하여 처분을 

기다리게 하면 법률을 굽히는 바가 없으며 풍교도 반드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호

조판서의 의견이 아마도 마땅한 듯합니다. 

예조판서 민종현: 법률은 비록 무겁지만 사건이 풍속과 교화에 관계되니 법 역시 

(비부를 살해한 상전을) 살리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신의 뜻은 호조판서의 의견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으면 옥관이 작량해서 처리하여 임금께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듯합니다. 

개성유수 이병정: 비부가 처 상전을 능욕하는 것은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진실로 

큰 폐단입니다. 고아나 과부만 있는 사대부가나 여항의 한미한 사람은 더욱 그 해를 

입으니, 풍속과 교화에 크게 관련이 됩니다. 다만 신의 하잘것없는 의견은 법은 원

래 지엄하며 폐단을 없애면 폐단이 생기는 것 역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

물며 여항의 남의 비부 중에는 역시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무릇 형사사건에서 흠휼

하고 살리는 것은 임금의 권한이니 아마도 반드시 제도를 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형조판서 서정수: 신은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른바 비부는 이렇듯 많이 있는데, 

혹 여러 해 부렸으면 노비와 다름이 없고 혹 한 때 살게 한 자는 보통사람과 같습

니다. 지금 만약 일정한 법을 제정하면 구애받는 단서가 없지 않을 듯합니다. 이후 

만약 이러한 사건이 있으면 범죄의 사정이 처음부터 의심이 없는 것은 당연히 논죄

하지 않고 만약 어쩔 수 없이 사건을 조사․처리해야 하면 조사한 신하가 사실에 

의거하여 자세히 보고해서 살리도록 임금께 품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정조: 자문한 뜻이 어찌 부질없겠는가? 대개 등급과 질서를 엄격히 하고 명분을 바

로잡고 또한 사람을 살리는 방도로 사람을 죽이는 뜻[生道殺人]42)을 붙인 것이다. 

지금 비록 살려주더라도 어찌 반드시 이것이 폐단이 되겠는가. 만일 죄를 다스리는 

42) ≪孟子≫ <盡心章句 上> “以生道殺民, 雖死不怨殺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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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빌려주어서 사람을 잘못 죽일 우려가 있다고 하나,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 

상전에게 노비를 죽이고 살리는 것을 이미 허용하였으니, 관에 고소하지 않고 (노비

를 죽인) 법은 태형과 장형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 폐

단이 생겼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개성 유수의 보고 가운데 “여항의 남의 비부 또

한 여러 부류가 있다”고 한 말은 더욱 반드시 그렇지 않다. 앞의 이른바 비부라는 

것은 특히 행랑채에 데리고 살면서 종처럼 부리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정말 중신

의 말과 같다면 사대부의 집에서 남의 비복을 데리고 살다가 비복의 본 처 상전에

게 죽임을 당한 경우에도 마땅히 목숨으로 갚지 않아야 하겠는가? 이는 중신의 염

려가 참으로 지나친 것이다. 이번에 자문한 것은 생각해서 한 일이다. 지금부터는 

인가에서 데리고 사는 비부가 처 상전에게 험악한 말을 함부로 하여 인정과 사리에 

아주 어긋나서 처 상전이 죄를 다스리다가 우연히 죽게 하였다면 오부의 관원이 형

조에 보고하여 ‘남의 여자 치맛자락을 잡아당겼거나 마주앉아서 밥을 먹은 경우에 

적용하는 법[挽裳對飯]’에 따라 옥사를 성립시키지 말라. 사정이 아주 나쁘지 않은

데 죄를 다스리다가 우연히 죽인 경우에는 옥안을 갖춘 다음 草記를 올려 품결하라. 

그리고 고발하지 않아야 할 일을 고발한 사람은 反坐律43)을 적용하고, 기타 말이 

공손하지 못하거나 행동이 명분에 위배된 자는 경중을 가릴 것 없이 적발되는 대로 

관아에 고발하여 엄중히 형신을 가하고 귀양을 보내라. 그렇게 해서 인가의 비부들

에게 자기의 처 상전이 자기를 처치할 권한이 있음을 알도록 할 것으로 서울과 지

방[京外]에 분부하라.

  나. ≪정조실록≫

○丁丑/次對. 時有人誤敺雇工婢夫, 邂逅致斃. 其兄發告, 刑曹按之無實, 以其事聞. 上

特命勿罪, 謂領議政洪樂性等曰: “婢夫之於妻上典, 名分何如? 特以殺有償命, 爲施惡蔑

紀之端, 而爲其妻上典者, 未免彌縫爲事, 以至欲治不治. 兩班如此, 中人何論, 中人如

此, 市井何論? 如此不已, 則將使等威日紊, 誠非細憂. 每欲一番定式, 而未果矣. 今以刑

曹稟決之殺獄觀之, 所謂婢夫所爲, 誅之猶輕, 豈可議到於成獄乎? 欲杜凌犯之漸, 宜先

潤色於金石之典, 然後有奴婢之上典, 雖甚殘微無勢力, 可得以行號令, 而婢夫之惡習, 

可以除矣. 有國所重, 莫大於風敎. 夫爲妻綱, 上典爲奴婢之綱. 淫女之鶉奔也, 除非幷殺

奸夫女於奸所, 則例皆成獄償命, 而先朝特軫風敎之日渝, 諸 凡挽裳․對飯而現捉於本

夫之類, 皆許惟輕之典. 妻上典之於婢之夫, 不敢下手, 下手而邂逅死, 則必償命. 此何異

於奴婢之犯上典乎? 其視悖漢之與淫女一番挽裳․一番對飯, 其輕重淺深, 尤有間焉. 然

則妻上典之治罪犯分之婢夫, 而婢夫致斃者, 決不可勿問事實, 一例償命. 大臣及曾經刑

43) 반좌율: 誣告한 자를 그 형률로 처벌하는 것. ≪大明律講解≫ <刑律> ｢訴訟｣ [誣告]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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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諸臣, 各陳所見.” 

樂性曰: “此當觀用意與邂逅. 如果用意, 則固不可枉法闊狹; 若係邂逅, 則不可斷以殺獄. 

每當此等之獄, 掌獄之臣, 具意見仰請稟裁, 恐合於嚴法律․扶風敎之道.” 

行司直鄭民始․戶曹判書沈頣之曰: “婢夫之於妻上典, 如有凌犯之事, 則許自斷笞杖幾

何, 或値邂逅致命之事, 若在杖數之內, 則勿問, 惟其用意戕殺者, 具由登聞, 以待處分, 

恐爲得宜.” 

開城留守李秉鼎曰: “臣意則三尺自來至嚴, 祛弊生弊, 亦不無慮. 況閭巷之人, 婢夫之中, 

亦多儕流. 凡有獄案, 欽恤闊狹, 惟在上天之造化, 恐不必作爲定制.” 

敎曰: “詢問之意, 豈徒然哉? 蓋欲嚴等威․正名分, 兼寓生道殺人之義也. 今雖闊狹, 豈

必以此爲弊? 若以假與治罪之權, 爲枉殺之慮云爾, 則此有大不然. 奴婢之於上典, 旣許

殺活. 其不告官之律, 不過決杖, 而未聞以此有枉殺之爲弊. 至於開留所奏中, 閭巷人婢

夫亦多儕流云云, 尤未必爲然. 向所謂婢夫云者, 特指率接廊下, 如奴使喚者之謂也. 誠

如重臣之說, 則士夫之家, 蓄人家婢僕, 而見殺於本主者, 亦當不爲償命乎? 此則重臣之

慮誠過矣. 今番詢問之擧, 積有酌量而爲者. 自今人家率接之婢夫, 向妻上典肆發惡言, 

情理絶悖, 而妻上典治罪, 邂逅致死者, 部官報于該曹, 依挽裳對飯律, 勿爲成獄. 情非絶

悖, 治非邂逅, 則獄具後草記稟決. 不當發告而發告者, 定律反坐. 其他言語之不恭․行

事之犯分者, 不分輕重, 隨現告官, 嚴刑定配, 俾人家婢夫輩, 知妻上典之有處置之權事, 

分付京外.” 

  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受敎謄錄≫에 이 수교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경상감영에서 형조에서 발송한 위 수교를 접수한 후 그 상황 등을 승정원에 보고

하는 것이다.44) 내용은 ≪특교정식≫과 같고, 접수 등과 관련된 내용이 더 있을 뿐이다.

甲寅正月初七日到付, 刑曺爲相考事節. 啓下教. 今十二月十八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 

侍時. 上曰: “婢夫之於妻上典 …… 分付京外也.”45)事 傳敎敎是置 教旨內辭意 奉審施

行爲乎矣 祗受形止先卽狀聞, 宜當向事.(이탤릭체는 이두다).46)

44) 정긍식, “≪受敎謄錄≫의 內容과 價値”, 규장각 39(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특히 81-3쪽 참조. 
45) 밑줄 부분은 ≪특교정식≫과 내용이 같으며, 번역문도 동일하다. 
46) 여기의 이두와 전문용어는 다음과 같다: 敎是置[이시두] -이십니다; 爲乎矣[하오되] -

하되; 向事[안일] -할 일; 節[디위] 명령, 지시(=知委); 到付: 공문이나 지령이 도달되

어 수령하다; 啓下: 임금이 上奏文件에 승인의 의미로 ‘啓’자의 印을 찍어서 해당 部

署에 내리는 것. 

심사위원 중 1인이 ‘節’을 “이번에”로 풀이하여 “節啓下教[이번에 승인하신 수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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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년(정조 18) 1월 7일에 도착․접수한 형조에서 처리한 수교이다. / 지난 12월 

18일 대신과 비변사 당상관을 불러서 입시하였을 때에, 정조: “비부는 …… 분부하

라.” / 위와 같이 傳敎하셨습니다. 교지의 뜻을 받들어 시행할 일이다. 삼가 (수교를) 

받은 상황을 우선 즉시 狀聞함이 마땅히 할 일이다.

  수교를 접수한 감영에서는 수교가 도착한 날짜와 이를 처리․담당한 중앙관서-

여기서는 형조-를 기재한 후, 그 내용을 그대로 轉寫하였다. 그리고 말미에 수교

를 집행할 의사와 이를 접수하였음을 보고하였다. 

2. 자료의 관련성

  본고에서 다룬 수교와 관련되는 사료는 연대기는 ≪승정원일기≫, ≪일성록≫, ≪정

조실록≫과 수료자료는 ≪受敎謄錄≫ 1종, ≪受敎定例≫ 2종, ≪聽訟定例≫ 1종, 사건결

과를 요약한 ≪심리록≫ 등 모두 8종이다.

  연대기 3종은 각각 내용이 다르다. 우선 당시의 기록인 ≪승정원일기≫와 ≪일성

록≫에는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나 표현이 중복되지는 않으며, 후대에 편찬된 ≪정

조실록≫에서는 위 두 자료를 종합 정리하였다. 이는 선왕의 재위기간 동안의 역사

를 정리하는 실록의 성격상 당연하다.47)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의 관계를 어떻

게 해석해야 할까? 우선 잠정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형조의 보고를 받은 정조의 

생각이 ≪일성록≫에 기록되어 있고, 개인적 생각 내지 방침을 승정원에서 논의한 

결과가 ≪승정원일기≫에 자세히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48) 그리고 국립중앙도

서관 소장 ≪수교등록≫ 역시 ≪승정원일기≫와 내용은 동일하다. 이는 수교가 완성된 

후 수교 자체, 즉 내용 전부를 그대로 지방으로 보내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후대

에 편찬된 자료이지만 ≪특교정식≫은 이름 그대로, 즉 왕의 특명인 ‘特敎’를 수록하

였기 때문에 ≪승정원일기≫와 동일한 내용이 수록된 것이다. 

  후대 자료인 ≪수교정례≫ 2종과 ≪청송정례≫는 내용이 같은데, 승정원에서 논의

된 결과의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하여 정리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심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타당한 지적이지만, 전체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하므

로 일단은 보류한다. 
47) ≪정조실록≫은 정조가 승하한 순조 즉위년(1800) 12월 편찬에 착수하여 순조 5년(1805) 

8월에 완성되었다. 
48) 이는 다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승정원일기≫와 ≪일성록≫

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없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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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록≫은 인명관련사건의 처리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만 후대에 편집하여 수록하

였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정리하였다.49) 

  이러한 자료의 성격 차이는 분량에서도 나타난다. 원자료인 ≪승정원일기≫와 ≪

특교정식≫은 1,886자이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수교등록≫은 1,942자이다. 후자가 

많은 것은 수교의 접수상황 등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리자료인 ≪수교

등록≫과 ≪청송정례≫는 1,100자로 같은 내용 등을 생략하였기 때문에 분량에서 차이

가 난다. 그리고 ≪정조실록≫은 878자이고, ≪일성록≫은 667자, ≪심리록≫은 179자이다.

  분량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내용상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국왕 정조의 발

언이다. 우선 국왕 개인이 기록의 중심이 되는 ≪일성록≫과 ≪심리록≫을 보자. 국왕

의 발언인 ‘敎’와 ‘傳’이 같다. ≪일성록≫은 105자이고 ≪심리록≫은 106자이며, 전자

에는 ‘漢’ 1자가 없고, 후자에는 ‘可也’ 2자가 추가되었을 뿐이다. ≪일성록≫에서는 

국왕의 발언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므로 국왕의 명령인 ‘敎’로, ≪심리록≫에서는 국

왕의 발언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에 ‘傳’으로 표현되었다. 

  위 내용은 비부와 처 상전 사이의 명분을 확립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는 ≪승

정원일기≫와 ≪수교등록≫ 등의 첫머리에 총 333자 내외의 동일한 내용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부분은 비부와 처 상전의 관계에 대한 일반규정, 즉 수교를 제

정하게 되는 동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국왕 개인의 의지가 수교로 탄생하게 되

는 시간적 계기, 즉 ≪일성록≫에서 소회를 밝히고 이에 대한 논의가 ≪승정원일기≫

에 기록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수교에 해당하는 내용, 즉 논의의 결

론은 ≪승정원일기≫는 물론 ≪정조실록≫, 각종 수교자료집에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

다.50) 

  사료의 구성을 검토하자. ≪일성록≫은 ‘綱目’체제로 ‘綱’에서 주제를 제시하고, 

‘目’에서 내용을 기술하였다. 내용은 형조의 보고와 이에 대한 국왕 정조의 의견

을 차례로 기술하였다. ≪심리록≫에서는 사건의 개요와 형조의 처리 그리고 국왕 

정조의 의견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승정원일기≫와 각종 수교집 등에서는 ≪일성록≫

에서 나온 국왕 정조의 의견을 먼저 이어서 이에 대한 대신들의 의견을 전부 또

는 정리하여 수록하고 마지막으로 국왕 정조의 의견을 결론으로 기재하였고, 이것

49) ≪審理錄≫은 정조가 세손 때인 1776년부터 23년(1799)까지의 살인사건에 대한 처리결

과를 정리한 것으로 순조 1년(1801)에 편찬한 것이다. 자세히는 박병호, “심리록 해

제”, 국역 심리록(1)(민족문화추진회, 1998) 참조.
50) 사료의 성격에 따른 주변적․상황적 내용은 제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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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受敎’로 되었다. 이러한 기술방법은 수교 제정의 배경과 논의과정을 일목요연

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수교에 대한 정당성을 담보하는 기능도 하였을 것이다.

  사료의 정리와 종합과정을 검토하면, 국왕의 발언은 모든 자료에서 생략되지 않

고 編纂 내지 筆寫 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수록되었다. 국정운영의 주체인 국왕의 

위상 나아가 최종적 입법권은 국왕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51)

IV. 의  의

1. 법전화 과정 

  개별사건에 대한 국왕의 판단인 受敎는 유사한 사건에 대해 어느 정도 구속력

을 지녔다. 법전편찬은 수교를 집성․정리하는 것이다. 법전편찬에 앞서 수교를 

≪受敎謄錄≫․≪受敎定例≫ 등으로 별도로 정리하였다. 궁극적으로는 ‘典’에 수록되

어 법의 최고위상을 확보하였다. 이 수교는 ≪大典會通≫에 수록되었다.

<刑典> [殺獄] “率接之婢夫, 肆發惡言情理絶悖, 而治罪邂逅致死者, 勿爲成獄, 非

絶悖治罪邂逅則獄具後, 草記稟決”52)

  이 수교의 핵심적인 내용은 ①비부의 행위가 인정이나 이치에 비추어 아주 나

쁠 때에는 상전을 처벌하지 않으며, ②그렇지 않으면 사실을 조사하여 임금에게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 내용은 위 수교의 내용이 많이 생략되어 

있다. 수교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이다. 

51) 그러나 이를 일반적으로 볼 수는 없다. 정조는 규장각 등을 배경으로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국왕 중심의 국정운영과 입법은 정조대만의 현상일 수도 

있다. 현재 조선시대 왕권에 대한 상당한 연구는 축적되어 있으나, 입법과정에서 왕권

과 신권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보이지 않으며 다음 논문을 들 수 있을 정도이다. 방

효정, “조선 시대 왕과 신하의 정치적 세력 관계에 대한 연구: 효종조의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한 실증적 분석”, 사회와 역사 45(한국사회사학회, 1995). 이에 대한 집중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52) 번역: 데리고 사는 婢夫가 버릇없이 행패를 부리는 것이 人情과 道理에 아주 크게 

어긋나서 (처 상전이) 죄를 다스리다가 우연히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살인사건

으로 하지[成獄] 아니한다. 그렇지 아니한 (비부의) 죄를 다스리다가 우연히 죽이게 

되면 (가해자인 처 상전은) 사건의 실체[獄具]를 갖추어 조사한 후에 그 내용을 간단

히 적어서[草記] 임금에게 품의하여 결정을 받는다[稟決].



1793년(정조 17) <婢夫定律> / 鄭肯植   287

≪特敎定式≫: 自今人家率接之婢夫, 向妻上典肆發惡言, 情理絶悖者, 妻上典治罪, 邂逅

之致死者, 部官報于該曹, 依挽裳對飯律, 勿爲成獄, 情非絶悖, 治罪邂逅, 則獄具後, 草

記稟決. 不當發告而發告者, 律反坐. 其他言語之不恭, 行事之犯分者, 不分輕重, 隨現告

官, 嚴刑定配.53)

  양자를 비교할 때에, ≪대전회통≫에는 ㉮사건의 처리절차와 전거 수교 및 ㉯고

발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말이 공손하지 않거나 분수를 어겼지만 악행이 아주 

나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이 빠져 있다. 우선 절차적 문제(㉮)는 기존의 법에 

따르면 되고 또 고발자에 대한 처벌(㉯)과 가벌성이 약한 위법행위(㉰)는 反坐 등 

≪大明律≫ 등에 따르면 되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전회통≫

에서 생략된 내용은 주의적으로 또는 입법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다시 규정할 수

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 수교는 1793년에 나왔고, ≪대전회통≫은 1865년에 편찬54)되었으므로 72년의 

시차가 있으며, 그 사이의 국왕은 순조, 헌종, 철종 등 3명이다. 이러한 간격과 ‘祖

宗成憲尊重主義’의 입법이념 내지 원칙을 고려하면 ≪大典會通≫을 편찬할 때에 정

조의 수교를 직접적으로 삭제․수정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조 당시에 

≪大典會通≫ 규정의 원형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단서는 정약용의 ≪흠흠신

서≫(1819 [순조 19]경)에서 찾을 수 있다. 

≪欽欽新書≫ <經史要義> [79. 私殺婢夫]: ≪大典(通編)≫ 附錄, 正宗癸丑下敎云 “人家率

接之婢夫, 向妻上典, 肆發惡言, 情理絶悖, 而妻上典治罪, 邂逅致死者, 勿爲成獄. 情非

絶悖, 治罪邂逅者, 獄具然後, 草記稟決.”[十二月, 刑曹啓下關]55) 

  이는 전체적인 내용은 ≪대전회통≫과 같고 사건처리절차(㉮)와 고발자와 보통의 

악행자에 대한 처벌규정(㉯, ㉰)이 생략된 것은 ≪特敎定式≫과 다르다. 완성된 수교

를 대전, 즉 ≪大典通編≫의 부록의 형태로 수록하면서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한 것

으로 볼 수 있다.56)

53) 진한 부분은 ≪大典會通≫과 일치하는 곳이다(아래도 같다).
54) 정긍식, “大典會通의 編纂과 그 意義”, 서울 학교 법학 41-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참조.
55) ≪與猶堂全書(18)≫, 74-5쪽. 박석무․정해렴 역, 역주 欽欽新書1(현대실학사, 1998), 98

쪽(원문 52쪽). 
56) 이는 ≪각사수교≫와 ≪수교집록≫ 그리고 ≪속대전≫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정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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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대전의 법문으로 되었다. 그러나 ‘대전’ 편찬 전까지는 

기존 법전-≪大典通編≫-의 부록 형태로 담당관서와 성립일자를 함께 기재하여 정리

해둔 듯하다. 내용적으로는 수교를 그대로 수록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여 핵심적

인 내용만 추출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법전에 게재되었다. 

  대전 편찬 후에 새롭게 나온 수교를 정리해둔 예는 ≪續大典≫에서 찾을 수 있다. 

규장각에는 “續大典｢補｣”가 없는 “｢原｣속대전”과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後｣속

대전” 두 종이 소장되어 있다. ‘續大典補’의 내용은 “吏典補: 元子輔養官, 元孫輔

養官, 王世孫師傅, 王世孫講書院, 世孫講書院 등의 설치, 世孫嬪의 제수와 추증 규

정/ 兵典補: 世孫衛從司의 설치, 軍器”이다. 이는 ≪대전통편≫과 ≪대전회통≫에 거의 

그대로 수록되었다.57) ≪속대전≫과 마찬가지로 ≪대전통편≫ 편찬 이후에도 새롭게 

반포된 수교는 대전의 ‘부록’ 형태로 정리․보존되었다가, 후에 ‘대전’을 편찬할 

때에 그대로 또는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수록되었던 것이다. 

  개별사건에 대한 왕의 판단인 수교가 입법과 법전편찬의 원천인 조선시대에는 

지속적인 편찬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법전이 될 수 없었다. 수교는 1차적으로 ‘등

록’의 형태로 정리된 후 기존 법전의 ‘附錄’이나 ‘補’로 승격․정리되고 그 다음의 

법전편찬에서 법문에 수록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논변의 정리

  이 수교에서는 신분질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직접적인 ‘主從’관계가 없는 비부

에 대해서도 ‘主奴’관계를 확장하였다. 

  정조는 ‘名分’만으로 생활을 같이 하는 비부에 대해 주노관계를 확장하였다. 특

히 敎化를 강조하여 교화에 위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이나 이치․사리로도 

용서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비부를 징치하다가 살인 등을 하게 된 처 

상전에 대한 특례가 없기 때문에 주노의 紀綱이 서지 않고 그래서 사회 전체의 

기강이 문란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법을 정비하여 처 상전과 비부에 대해서도 

주노관계를 인정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간통사건의 현장성을 아주 완화한 

“속대전의 위상에 대한 소고 -‘봉사 및 입후’조를 대상으로-”, 서울 학교 법학 46-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참조.
57) 현재 규장각에는 6종의 ≪속대전≫ 완질이 소장되어 있는데, 3종에 이것이 추가되어 있

으며, 방식도 약간 다르다. 자세히는 홍순민, ｢≪續大典≫ 해제｣, 續大典(서울대학교 규

장각, 1998), 18쪽. 자세한 것은 <부록: “續大典補”의 大典化 과정> 참조. 



1793년(정조 17) <婢夫定律> / 鄭肯植   289

영조대의 수교인 ‘挽裳對飯’을 근거로 처 상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부정하였다. 

  이에 대해 대신들은 사회의 기강이 무너져서 처 상전과 비부의 관계를 정립해

야 한다는 정조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개별의견을 제시하였다. 고의의 경우에는 법

대로 처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왕의 처분에 맡기도록 하였다(영의정 홍

낙성, 행사직 이문원). 또 처 상전이 비부를 징치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일반사건으로 다루는 것은 부당하다. 비부의 행위에 견주어 死

罪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살인한 경우에는 법대로 처리하고 태형이나 장형에 해당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권을 인정하고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살인사건도 용

서하도록 하였다(행사직 정민시). 정민시와 입장을 같이하면서도 故殺의 경우에도 

법대로 처리하지 말고 국왕의 처분을 얻도록 하였다(호조판서 심이지, 우참찬 홍

수보, 병조판서 서유방, 이조판서 김사목, 예조판서 민종현). 다양한 형태의 비부

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고, 또 그에 따른 뜻밖의 폐단이 우려되므로 모든 것을 

국왕의 처분에 일임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개성유수 이병정, 형조판서 서정수). 

  정조는 명분과 기강의 확립을 위해 비부를 죽게 한 처 상전을 살리는 것은 폐

단이 되지 않을 것이며, 그 이유는 법에서 상전이 노비에 대한 처벌권한을 인정하

고 있고 또 설사 노비를 죽이더라도 태형이나 장형58)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리고 노비와 같은 처지의 비부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제한하였다. 결론적으로 위에

서 본 것처럼 수교를 결정하여 비부에 대한 처 상전의 징계권을 인정하였다.

  위 논의의 핵심은 비부에게도 주노의 명분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기강

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의 근거는 도덕적 원론인 풍속과 교화, 즉 일반적 유교

이념일 뿐이다. 법적 논의는 노비에 대한 처 상전의 처벌권한을 제한적으로 인정

하는 ≪大明律講解≫의 규정 정도이며, 처 상전을 용서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교의 내용도 ‘情理와 絶悖’라는 추상적인 기

준만 제시되어 있다.59) 이는 법적 논리보다는 유교이념인 ‘綱常’이 강조되는 당시 

58) ≪大明律講解≫에 따르면 장형과 도형으로 이는 정조의 修辭이다(앞의 주 44 참조).
59) 비부의 행위를 징치하다가 살인을 하게 된 경우, 비부의 행위가 ①情理에 크게 위반

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으며, ②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이 결정하고, ③말이

나 행동이 단순하게 명분을 어긴 경우에는 일반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情

理와 絶悖’의 객관적인 기준은 찾을 수 없고, ①과 ②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

문에, 또 명분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는 단순한 범분행위도 일상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모든 사건은 정조에게 보고될 것이다. 또한 신하

들은 이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국왕에게 일임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조대의 분위기는 법치주의는 퇴색하고 국왕의 인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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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다.60) 

3. 정약용의 평가 

  정약용은 앞에서 든 ≪欽欽新書≫ <經史要義> [私殺婢夫]에서 종친이 비부를 살

해한 조선초기의 사례와 이 수교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삼가 생각하건대, 이로부터 비부가 살해되어도 대개는 (살인자의) 목숨으로 보상

을 받지[償命] 못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비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조관이나 사족이 남의 비를 첩으로 삼은 경우에는 이들도 비부로 논하겠습니까? 

비록 보잘것없는 천인으로 사역되는 자는 그 죄가 사형에 해당하면 법조에서 직

접 사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가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홧김에 함부

로 죽인 자를 어찌 목숨으로 보상하지 않습니까? 국초에 종친이 그의 비부를 살해하

자, 사헌부에서 법에 따른 처분을 강하게 요청했으니, 아! 법은 아주 엄격했습니다.61)

  정약용은 이 수교 때문에 비부를 죽이고서도 처벌받지 않은 예가 많아, 결국 폐

단이 생겼다고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또 현실적으로 婢妾이 있는 朝官 등도 비부

로 보아야 할 것인지 의문을 제시하여 간접적으로 비판하였다. 그리고 비부를 살해

한 종친을 용서하려고 한 태종에 대해 사헌부에서 반대하여 결국 처벌한 사례62)를 

들어 법집행이 엄격한 조선 초기를 칭송하여 법의 준수와 집행을 강조하였다.

전면에 등장하는 ‘제도에서 인격으로 회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정긍식, “법서

의 출판과 보급으로 본 조선사회의 법적 성격”, 서울 학교 법학 48-4[서울대학교 법

학연구소, 2007], 114-7쪽 참조). 
60) 이 점에서 조선전기, 특히 세종대와 조선후기는 큰 대조를 이룬다. 조선전기의 법적 

논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조지만, 조선시 의 형사법 - 명률과 국 -(경인문

화사, 2007), 제3장; 정긍식, “조선전기 중국법서의 수용과 활용”, 서울 학교 법학 

50-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최병조, “15세기 후반 조선의 법률논변: 私婢 斤

非 사건을 중심으로”, 서울 학교 법학 52-1(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등 참조.
61) ≪欽欽新書≫ <經史要義> [79. 私殺婢夫] “〇臣謹案 自玆以來, 婢夫被殺者, 多不償命. 

竊念婢夫不可槩言, 或朝官士族, 畜人之婢以爲妾者, 亦將以婢夫論乎. 雖氓隷之仰役

者, 其罪應死, 則法曹自當殺之. 罪不應死, 而乘忿濫殺者, 胡不償命. 國初, 宗親殺其

婢夫, 憲府力請置法, 噫! 其嚴矣.”
62) 정약용은 ≪國朝寶鑑≫에서 인용하였는데, 이 사건은 ≪태종실록≫ 태종 5년(1405) 5월 

11일(을사)에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부를 살해한 元尹 李伯溫에 대해 사헌부

에서는 사형을 주장하였으나, 태종은 종부시에서 순금사와 함께 장60을 집행하고 함

주로 귀양을 보내게 하였다. 사헌부에서는 이백온을 포박해서 종부시로 보내었고, 태

종은 이를 문제삼아 재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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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맺음말

  위에서 1793년(정조 17)의 처 상전의 비부에 대한 징계권을 과도하게 인정한 수

교의 배경과 내용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연대기와 각종 수교자료집에 있다. 이를 종합하면 수교의 

성립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비부를 죽였다고 그의 형이 처 상전을 고발한 사건을 

보고 받은 국왕 정조의 所懷를 ≪일성록≫에서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정에

서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는 ≪승정원일기≫에 있다. 수교 성립 직후에 지방으로 발

송하고 그 상황을 보고받은 ≪수교등록≫과 후대이지만 국왕의 명령을 그대로 수록

한 ≪특교정식≫에는 ≪승정원일기≫가 그대로 전사되어 있다. 그리고 후대의 자료인 

각종 ≪수교정례≫ 및 ≪청송정례≫에는 어느 정도 요약되어 있다. 그리고 정조가 특

별히 관심을 가진 살인사건을 정리한 ≪심리록≫에는 처리절차와 결과만이 아주 짧

게 요약되어 있다. 정조의 치세를 기록한 ≪정조실록≫에는 전후 맥락과 함께 내용

이 요약되어 있다. 그러나 ≪심리록≫과 ≪일성록≫을 제외한 자료에는 국왕 정조의 

발언은 거의 가감 없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국가의 최고통치자로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왕의 지위와 위상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이렇게 성립된 수교는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리고 또 담당관서와 성립일자

를 기재하여 ‘大典’, 즉 ≪대전통편≫ 부록의 형태로 정리하였고, 이것이 나중에 대

전-≪대전회통≫-을 편찬할 때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등재되었다. 

  이 수교가 나온 결과, 정조와 대신들과의 논의 중에서도 나온 것처럼 비부의 목

숨은 보장을 받지 못하여 처 상전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예가 많았던 것은 정약용

의 비판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동안 영정조대의 형사사법의 개혁에 대해

서는 잔혹한 형벌의 폐지와 小民의 보호 등 긍정적인 평가가 주류이다. 이러한 평

가는 명분과 강상을 강조하여 신분질서와 사회를 유지하려는 다른 면은 무시하고 

있다. 특히 이 수교의 근거로 제시된 영조대의 수교인 ‘挽裳對飯’은 여성의 貞節

을 강조하여 간통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그리고 이 수교에서는 사회기강의 확

립을 중시하여 오직 명분에만 근거하여 법적․신분적 예속관계가 없는 처 상전과 

비부의 사이에 대해서도 강한 구속력-비록 ‘함께 데리고 사는’이라는 제약조건은 

있지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정조의 정책은 소민을 양반 등의 침탈로부터 보호

하지만, 윤리와 명분의 준수라는 제한된 틀 내지 한계 안에서만 인정된 것이다.63) 

이 점에서 정조대의 소민보호정책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역사의 밝은 면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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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어두운 면도 함께 보아야 하고, 그래야 흑과 백이 어우러진 더 완성된 역

사상이 그려질 것이다. 

투고일 2012. 2. 15.      심사완료일 2012. 3. 5.     게재확정일 2012. 3. 9.

63) 심희기, “18세기 형사사법개혁”, 한국문화(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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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續大典補”의 大典化 과정 

  ≪續大典≫ <吏典補>와 <兵典補>에서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고 몇몇 규정을 추가

하였다. 우선 <吏典補>에서는 “京官職, 除授, 追贈” 등 3個門 8개 조문이 추가되

었다. 

A. 京官職: ①元子輔養官三員, 以正一品以下從二品以上. 元孫輔養官二員, 以從二品

以下通政正三品以上, 本曹問于大臣啓下. 

   ②王世孫師傅, 以從一品差出. 

   ③王世孫講書院官四員, 俱以弘文館官員兼帶, 每一員入直侍講 

   ④通禮院增置翊禮翊禮一員從三品.

   ⑤從四品衙門 ｢世孫講書院｣ 掌侍講世孫 從四品 左右翊善 各一員 從六品 左右

贊讀 各一員.

   ⑥內官長番五<二 傳言色 兼都薛里> 薛里兼掌務二 差備四 ㉮司鑰<大殿書房色

司鑰兼察> 別監十 飯監二 庫城上二 ㉯燈燭色兼酒色二 水賜間別監<世子宮水賜

間別監兼>.

B. 除授: ○世孫嬪之父 初付職後 卽授七品官.

C. 追贈: ○世孫嬪考 贈右議政.

  A①∼③과 B와 C는 ≪속대전≫ 각각 경관직 문과 제수, 추증의 마지막 부분과 

≪대전통편≫의 해당 조문 앞에 삽입되었다. 관제와 관련된 A ④, ⑤는 ≪대전통편≫

의 체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록되었다. 

   ④≪대전통편≫ 正三品衙門 ｢通禮院｣ 翊禮一員<從三品 [續] 增置>.

   ⑤≪대전통편≫ 正三品衙門 ｢世孫講書院｣ [續] 掌侍講世孫 … 左右翊善 各一員

<從四品> … 左右贊讀 各一員<從六品>.
✝64)

  A⑥은 조문의 내용상 다른 것과는 같지 않다.
☨

 즉 궁중 내에서 잡무를 담당하

✝ ≪대전통편≫ 등에서 추가된 내용은 생략하였다. 

☨ 조선시대 법전 편찬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는 영구적 효력을 갖는 ‘典’과 그렇지 않는 

‘錄’을 구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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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관 등의 인원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⑥전체는 이후의 법전에서 해당하는 부

분이 없으나, 다만 ㉮는 다음과 같이 두 법전의 “雜職” 문 ｢掖庭署｣에 “雜職 ｢

掖庭署｣ [續] 世孫宮司鑰 大殿書房色司鑰 兼察”로 수록되었다(그림 참조). 

  <兵典補>에는 世孫衛從司에 대한 다음의 규정이 있다. 

A. 京官職: 從六品衙門 ｢世孫衛從司｣ 掌陪衛世孫 ⓐ依翊衛司例差除 而每一員入直

侍講 從六品 左․右長史各一員 從七品 左․右從史各一員.

B. 軍器: 世孫宮燭籠, 靑紗爲質, 紅紗上下緣<五雙> 挾輿軍<二十>燭籠, 靑紗, 挾輿

軍服色, 靑號衣.

  A의 ｢世孫衛從司｣ 조문은 ≪대전통편≫에 변화가 있다. “ⓐ依翊衛司例差除 而每

一員入直侍講”이 “入直一員, 隨參講對, 參下仕滿, 與翊衛司同”으로 바뀌었고 이는 

≪대전회통≫에도 유지되었다. <병전보>에서는 세손의 시강에 대해서는 (世子)익위

사의 예에 따르게 하였는데, ≪경국대전≫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

대전통편≫에서는 “｢世子翊衛司｣ [原] 掌陪衛東宮<[增] 入直一員, 隨參講對, 參下仕

滿九百陞六>”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대전통편≫을 편찬하면서 조정한 

것이다. 그리고 B의 軍器門의 조문은 ≪대전통편≫에 그대로 수록되어 ≪대전회통≫

까지 이어졌다. 

  ≪속대전≫ <이전보>와 <병전보>에서 추가된 조문은 대부분 후대의 법전인 ≪대

전통편≫과 ≪대전회통≫에 그대로 수록되었지만, 내용의 성격에 따라 부분적으로 삭

제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조문과 조화를 고려하여 수정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

하여 법전편찬의 원칙인 ‘祖宗成憲尊重主義’가 대부분은 준수되었지만, 때로는 철

저하게 관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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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續大典≫ <吏典補>

그림 2: 대전통편(1)

   

그림 3: 통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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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King Cheong-Jo’s Decree on 

Husbands of Slaves in A.D. 1793

Jung, Geung Sik*

65)

  Bibu(婢夫) is a commoner who married a female slave and works for his wife’s 

lord. Since he is a commoner, he is not subject to his wife’s lord legally. However, 

he is under control of his wife’s lord economically. The King Cheong-Jo’s Decree 

on Female Slave’s Husband in A.D. 1793 stipulated that the sentences should be 

commuted and remitted if a female slave’s lord injures her husband while disciplin-

ing him for misdoings. The main purpose of this King’ Decree is to maintain the 

status system by emphasizing the code of morals. There are plenty of materials con-

cerning this Decree, for example, chronicles such as Ilseongnok(日省錄; the Kings’ 

Diary) and SeungJeongwon-Ilgi(承政院日記; the Diary of Cabinets), and collections of 

the King’s Decrees such as Teuggyojeongsik(特敎定式), Sugyojeongrye(受敎定例) and 

Cheongsongjeongrye(聽訟定例). By analyzing these materials, we can know the proc-

ess and backgrounds of legislation and later codification. The point of the case was 

summarized in the King’s Decree, and the authorities concerned and the date of 

promulgation were recorded. It was formulated as a supplement to Daejeontong-

pyeon(大典通編) and stipulated in Daejeonhoetong(大典會通) with partial amendment. 

Due to this King’s Decree, criminal offences of the female slave’s lord against her 

husband were rarely punished.

Keywords: Female Slave’s Husband[Bibu], Kings’ Decree, the Supplement of Daejeon, 

Codification, the Criminal Judicial Reformation in the King Cheong-Jo’s 

period

*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