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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5·16세기 部民告訴禁止法의 추이와 지방통치

白 承 雅

  본 논문에서는 15 ‧ 16세기 部民告訴禁止法에 대한 朝廷의 논의

와 추이에 주목하여 이 법과 관련된 주체들과 그들의 관계에 대한 

조정의 인식이 어떻게 정책으로 발현되고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조

선 지방통치체제의 틀에서 이 법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였

다.  

  부민고소금지법은 지방 사회에서 수령의 안정적 통치를 보장해 

주는 주요한 법이자, 지방의 여러 세력들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법이

다. 조선 초기 중앙정부가 수령을 파견함으로써 중앙집권화를 추구

했음에도 지방 세력과 수령과의 알력은 수령을 고소하는 형태로 표

출되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 내에서는 부민고소금

지법 제정 논의가 등장하였다. 

  부민고소금지법은 1420년(세종 2) 수교를 통해 처음 규정이 마련

되었으나 1433년(세종 15)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이 법은 수

령과 민 사이의 위계질서 확립, 민의 층위를 고려하여 豪强猾吏를 

억누르기도 하고 일반민을 보호하기도 해야 하는 민에 대한 인식, 

수령권을 강조하면서도 수령을 견제해야 했던 중앙정부의 입장 등 

조선의 지방통치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인식이 반영된 고민의 산물

이었다. 결과적으로 부민고소금지법에는 수령을 고소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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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自己冤抑에 한해서는 고소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동시에 포

함되었다. 수령을 통한 지방지배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중

앙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법에 의해 제대로 발현되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결과였다. 

  그러나 자기원억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민고소금지

법이 실제 현장에서 운영될 때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조정에 보고

되는 수령 고소 사례들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그 원억여부를 파

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수령의 부정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방향

으로 가고 있었다. 또한 법을 순조롭게 운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

정에서는 朝官을 파견하였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부민들의 고소를 

들어주는 형태가 되었고, 조관을 파견하면서 수령 고소는 공공연하

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세조대 두 차례 直告 허용은 수령 고소를 더

욱 활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 법이 실시된 이후에도 지방 

사회의 하극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수령의 지위는 수령 고소가 

점점 활성화되면서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조정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중종대 부민고소금지법은 全家徙邊으로 처벌이 강화되었

고 명종대 폐지론이 제기되었을 때도 조정에서는 법의 취지를 확인

하면서 법을 유지시켰다. 士族은 전가사변의 次律 적용으로 처벌이 

달랐지만 조정에서는 법적 혜택을 받는 사족을 한정하였고, 사족도 

수령을 고소한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는 그들에 대

해서도 수령권 우위의 기조를 유지하였다. 

  부민고소금지법이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고 복잡한 운영 양상을 

보였음에도 조정에서는 지속적으로 법을 유지시킴으로써 지방통치

에서 수령이 안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령권에 힘을 실어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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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조선 초기부터 추구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던 수령을 통

한 지방통치 구현을 더욱 강화하고자 했던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지향은 16세기 사족이 지방의 지배층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주요어: 部民告訴禁止法, 守令, 지방통치, 지방세력, 全家徙邊, 士族 

학번: 2011-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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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조선 초기 지방통치체제는 중앙집권의 강화라는 기본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군현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지방 사회를 일원적으로 

재편하였고,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그들을 매개로 지방을 

지배하고자 하였다. 조선 초기 수령제의 정비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

루어졌다. 고려시대부터 지방의 지배세력을 이루고 있던 품관 · 향

리층을 국가의 지배질서 속에 편입시키고, 수령 중심의 지배 구조로 

재편하고자 한 것이다. 수령권을 강화하고 지방 세력의 자의적인 대

민 수탈을 지양함으로써 통치 질서를 정비하고 수취기반을 확보하

는 것이 당시 국가가 새로운 향촌질서를 확립하는 데 임하는 기본 

입장이었다.1) 

  지금까지 조선 전기 지방지배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틀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15세기 관 주도의 지방지배방식이 점차 한계를 드러

내면서 16세기에 이른바 ‘사족지배체제’ 성립에 따른 새로운 지방지

배방식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2) 이러한 구도 속에서 15세기는 제

도사적 관점에서 중앙집권화 과정에 주목한 반면, 16세기에는 향촌

사회사적인 관점에서 재지 사족들의 자치적 성격의 향촌지배에 초

점을 맞추어 연구되었다. 그 결과 각 시기별 조선의 지방지배 방식

1)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반, 2000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아카넷, 29~41쪽.   

2) 사족지배체제의 개념정의는 김인걸, 1991「조선후기 향촌사회 변동에 

관한 연구-18, 19세기 鄕權 담당층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쪽; 김현영, 1993「조선후기 남원지방 사족의 향촌지

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8쪽; 한국역사연구회 조

선시기 사회사 연구반, 앞의 책, 8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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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은 두드러졌으나, 관점의 차이로 연구의 대상과 강조점이 달

라 국가의 지방지배방식의 흐름과 변화는 일관되게 설명되지 못하

는 문제점을 안게 되었다. 특히 조선 초기에 강조되었던 수령권 및 

官의 통치는 16세기에 어떻게 관철되고 있었고 중앙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었는지 규명되지 않은 채, 이 시기 관의 지방 지

배에 대해서는 지방사족이 ‘관권의 우위를 인정한다’ 혹은 ‘관권과 

타협했다’고 언급되는 정도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방통치를 일

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요청되는데, 지방통치책으로서 部民

告訴禁止法은 조선 전기 지방통치 경향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매개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조선 초기 수령권 강화에 큰 영향을 미쳤고, 

15세기 관 주도 지방지배방식의 한계를 가져오게 되는 주요 원인으

로 기존 연구에서 중요하게 지적되는 것이 部民告訴禁止法이다.3) 

이 법은 종묘사직과 관련되는 문제이거나 불법적인 살인사건 이외

에 아전이나 하인이 자기관청의 관리를 고발하는 경우, 품관이나 吏

民으로서 자기 道의 관찰사나 수령을 고발하는 경우에는 모두 받아

주지 않고 처벌하되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고소할 경우에는 받아서 

審理한다는 내용의 법으로, 조정과 관찰사 및 수령, 民 삼자가 얽혀

있어 이들의 역학관계와 중앙정부와 지방의 관계를 드러낸다는 점

에서 중요하다. 

  부민고소금지법은 유향소 복립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관권 우

3) 해당 내용의 규정은 조선왕조실록에서 ‘部民告訴之禁’, ‘禁部民告訴’, ‘部

民告訴之法’ 등으로 지칭된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의 규정을 ‘部民告訴禁止法’이라고 명칭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문제가 되어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대개 수령을 고소하는 것이었고, 

본 논문에서도 이 측면에 주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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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향촌 정책과 유향소의 치폐 과정을 다루면서 거론되어 학계의 

관심을 모았다.4) 이태진은 부민고소금지법을 지방의 품관 세력을 

억제하고 수령권을 강화하는 관 주도의 향촌 정책을 위한 핵심적인 

법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향촌에서 수령의 권위를 최대한 보장하

는 부민고소금지법을 통해 중앙집권체제는 확립되었으나 이로 인한 

수령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수령의 불법행위가 노정되면서 관 일변

도적인 향촌 정책은 도리어 향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부민고소금지법은 성리학을 기

반으로 한 중소지주층인 사림의 향촌지배 방식의 변화를 살피기 위

한 前史로서 다루어지는 정도지만 부민고소금지법의 입법 상황과 

의도,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설명한 초기 연구였다는 점에서 연구사

적 의의가 있다. 

  이후 부민고소금지법은 수령 관련 제도 및 지방 문제를 다루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거론되었다.5) 이 연구들은 조선 전기 중앙집

권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군현제와 수령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부

민고소금지법이 큰 역할을 했음을 설명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이 법

을 중앙정부 · 수령과 지방세력 · 民의 구도 속에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에 대해 임용한은 기존의 부민고소금지법의 목

적과 의미를 밝힌 연구들이 국가 대 민 혹은 수령 대 품관 · 향리라

는 식의 측면으로만 해석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수령의 부세제도 

4) 이태진, 1972·1973 ｢사림파의 유향소 복립운동 : 조선 초기 성리학 정

착의 사회적 배경(上·下)｣, 진단학보34·35 (이태진, 1986 한국사회사

연구, 지식산업사 재수록) 

5) 이수건, 1989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이존희, 1982 ｢조선초기

의 수령제도｣, 역사교육30‧31; 이존희, 1990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

연구, 일지사; 오종록·박진우, 1995 ｢고려말 조선초 향촌사회질서의 재

편｣, 역사와 현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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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수령과 품관 · 향리의 복잡한 관계를 고

려하며 부민고소금지법에 숨겨진 정부의 의도는 품관 ‧ 향리의 민에 

대한 학대나 부세 부정 등의 고발을 처리하는 것은 수령의 자의에 

맡기고 정부는 최종 관리자인 수령에 대하여 할당량의 완수를 일차

적으로 추궁할 뿐, 그 과정상의 문제는 묻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하였다.6) 수령과 지방 세력의 관계가 이분법적으로 재단될 만

큼 단순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지만 부세운영의 

측면에서만 부민고소금지법의 의미를 보고 있어 지방통치와 대민지

배의 차원에서 이 법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미흡한 점

이 있다. 이처럼 조선 전기 제도정비와 향촌지배방식 연구에서 부민

고소금지법은 꾸준히 다루어졌다. 그러나 관련된 다른 주제의 한 부

분으로 취급하는 정도였고, 공통적으로 수령권 강화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다. 

  부민고소금지법을 주된 주제로 다룬 연구는 최이돈의 논문이 유

일하다.7) 이 논문은 부민고소금지법을 수령권 강화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하는 기존 연구를 비판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민의 입장이

나 동향에 초점을 맞춰 부민고소금지법 문제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

를 살펴보았다. 또한 부민고소금지법이 시행되는 모습을 통해 실제 

지방 사회에서 수령 고소가 관행화되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수

령 고소 관행화를 조선 초기 민의 정치적 지위 확보의 결과로 평가

함으로써 이 문제에 임하는 중앙정부의 입장을 수동적으로 바라보

고 있다. 주목하는 지점이 달랐지만, 그도 부민고소금지법을 수령권

을 강화하고 민을 억압하는 법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그 법 자체에 

6) 임용한, 2002 조선전기 수령제와 지방통치, 혜안, 317~326쪽. 

7) 최이돈, 1993 ｢조선초기 수령 고소 관행의 형성과정｣, 한국사연구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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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미부여는 기존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분석 시

기가 성종대까지여서 이후 이 법의 개정이나 운영상의 논의는 다루

어지지 않았다. 

  부민고소금지법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15세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에 반해 김성우는 16세기에 등장하는 부민고소금지법에 대한 논

의와 改定에 주목하여 이를 국가의 사족 정책의 일부로 설명하였

다.8) 그도 부민고소금지법을 수령권 우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보

고, 이 법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16세기 중종대 개정을 사족층의 

성장이라는 사회적 추세와는 동떨어진 조치였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후 이 법의 개정 움직임은 당연하였고 명종대 논의를 

통해 고소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처벌하되 개인적인 문제를 호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주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을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수령권 강화라는 관점으로 이 법의 

성격을 파악하고 사족층의 성장이라는 기준으로 16세기의 개정을 

改惡과 改善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6세기 개정의 의

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맥

락, 개정을 통해 추구하고자 조정의 지방통치에 대한 입장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공통적으로 수령권 강화의 맥락에서 

부민고소금지법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법의 부작용과 한계에 주목함

으로써 부민고소금지법을 지양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부민고소금지법에 담긴 조선의 지방통치에 대한 다양한 

8) 김성우, 2000 ｢16세기 국가의 사족정책의 시행과 한계｣, 이수건교수

정년기념 한국중세사논총, 345~347쪽; 김성우, 2001 조선 중기 국가

와 사족, 역사비평사, 290~3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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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과 중앙정부에서 마련한 법이 현실에 적용될 때의 어려움을 간

과하고 있다. 또한 15 · 16세기 지방지배 방식의 변화라는 구도 속

에서 이 법으로 인해 수령권이 강화되었다는 이해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16세기에 등장하는 부민고소금지법의 개정 논의와 그 의미

는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였다. 

  부민고소금지법은 지방 사회에서 수령의 안정적 통치를 보장해 

주는 주요한 법이자 지방 사회의 여러 세력들의 관계를 설정해주는 

법이다. 부민고소금지법은 입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들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조선 전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부민고소금지법에 대한 논의와 운영의 추이를 통

해 이 법과 관련된 여러 주체들과 그들의 관계에 대한 조정의 인식

이 조선의 지방통치라는 맥락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정책으로 연결

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조선의 지방통치체제의 틀에서 이 법의 의미

를 새롭게 조명하는 데 있다. 특히 16세기 개정에 대한 고찰은 기

존 연구의 ‘사족지배체제’에 대한 국가의 입장을 보여주는 의미 있

는 작업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는 부민고소금지법에 

관한 조정의 인식과 실제 법의 시행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조선 전

기 부민고소금지법의 입법배경 및 과정과 지방 현장에서 운영되는 

양상, 그리고 16세기 개정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1장에서는 부

민고소금지법을 입법하게 된 배경과 입법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 전기 조정에서 추구했던 지방통치의 방향을 

재조명함은 물론 법을 통해 구현되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지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자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2

장에서는 부민고소금지법이 실제로 운영되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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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에서의 고민들이 실제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

할 것이다. 3장에서는 16세기 부민고소금지법의 개정 논의를 검토

하고 그 의미를 규명하여 기존의 사족지배체제 중심의 연구에서 소

홀히 다루어졌던 16세기 국가의 지방통치에 대해 좀 더 직접 다가

가고자 한다. 지방통치책의 일환인 부민고소금지법의 검토를 통해 

15 · 16세기의 지방통치를 하나의 사안으로 일관되게 설명함으로써 

조선의 지방통치의 방향과 이상이 어떻게 유지 혹은 변화하고 있는

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17세기 이후 관 주도의 지방통치

와 관련된 제 양상들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거시적인 

맥락에서 조선의 지방통치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

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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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15세기 부민고소금지법의 입법배경과 과정

1. 조선 초기 수령 고소의 성행

  조선 초기 중앙집권화과정에서 이전부터 지방에서 지배력을 발휘

하고 있던 품관 · 향리층을 국가의 일원적인 지배질서 속에 편입시

키는 것은 중앙집권화를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할 핵심적인 문제였

다. 군현제를 정비하고 수령을 파견하였으나 여전히 지방 사회에서 

품관 · 향리층은 세력이 강성하여 집권화에 장애가 되고 있었다. 

1406년(태종 6) 6월 대사헌 許應 등이 올린 시무 7조 중 2가지 사

항이 지방 세력에 관한 것으로, 이를 통해 당시 토호 품관과 향리들

의 행동이 지방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헌부 대사헌 허응 등이 시무 7조를 올렸다. “… 그 넷째는 州 · 府 

· 郡 · 縣에 각각 수령이 있는데, 鄕愿 가운데 일을 벌이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유향소를 설치하고 시도 때도 없이 무리지어 모여서 수령을 

헐뜯고 사람을 올리고 내치고 백성들을 침탈하는 것이 교활한 아전보다 

심합니다. 원하건대, 모두 革去하여 오랜 폐단을 없애소서. … 그 일곱째

는 각 도의 크고 작은 각 관사에는 모두 관리가 쓰는 官印이 있는데 戶

長이 그것을 맡아서 촌락에 공문을 보내 폐를 끼치는 것이 많을 뿐만 아

니라, 戶口傳准과 노비문서에 도장을 찍어 주는 따위의 일에는 옳고 그

름을 묻지 아니하고 사사로움에 눈이 멀어 함부로 찍어대므로 서울과 

지방의 관사에서 소송을 판결할 때에 양인과 천인이 뒤섞여 진실과 거

짓을 분변하기 어렵습니다. 원하건대, 관사의 도장을 아울러 거두어들이

도록 하소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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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째 사항은 유향소 혁파를 건의하는 내용인데,10) 당시 수령이 

파견되었음에도 향원이라 일컬어지는 토호세력들이 무리지어 영향

력을 행사하면서 수령은 물론 백성들을 괴롭히는 지방의 상황을 묘

사하고 있다. 7번째는 각 지방의 수령이 관리해야하는 도장을 호장

이 맡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따른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

럼 조선 초기 지방에서는 여전히 토호와 향리들이 자신들의 지배력

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비해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의 

위상이나 권력은 공고하게 확립되지 못하였다. 지방 세력을 압도하

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령은 토호들과 마찰을 일으켰고, 그들의 위협

으로부터 자리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410년(태종 10) 2월 

부평의 토호와 부평부사의 갈등사건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처음에 부평토호 前 甕津兵馬使 任得方이 소와 말과 나귀를 풀어놓아 

곡식[田禾]을 밟아 손상시켰으므로 부평부사 趙瑨이 그 노비를 잡아다

가 곤장을 때렸다. 임득방이 성질나서 마침내 조진이 흉년이 든 것을 생

각하지 않고 백성이 먹기에 부적합한 물건으로써 백성을 고용하고, 둔전

의 금지를 어기고, 魚鹽을 판매하고, 삼[麻]과 보리[麥]를 무역하여 제 

9) 태종실록 권11, 6년 6월 9일(丁卯). “司憲府大司憲許應等, 上時務七

條, … 其四, 州府郡縣, 各有守令, 鄕愿好事之徒, 置留鄕所, 無時群聚, 詆

毁守令, 進退人物, 侵漁百姓, 甚於猾吏。乞皆革去, 以除積弊。… 其七, 

各道大小各官, 皆有州司印信, 戶長掌之, 不惟移文村落, 作弊多端, 若戶口

傳準奴婢文卷印給等事, 不問是非, 徇私泛濫, 京外官司, 當決訟之時, 良賤

混淆, 眞僞難辨。乞州司印信, 竝行收取。” 

10) 이태진은 4번째 사항의 ‘鄕愿好事之徒’에 주목하고, 이들의 정체를 분

석하여 유향소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였다. (이태진, 앞의 책, 164~18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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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꾀하였다는 등 아홉 가지 일을 사헌부에 고소하였다.11) 

  부평사건은 부평의 토호인 임득방의 잘못에서 시작하였는데 수령

이 이에 대한 처벌을 내리자 분해하며 사헌부에 수령을 고소한 것

이다. 사헌부에서 조사한 결과 일부는 사실이었으나 사실이 아닌 사

항도 많았다. 수령을 고소하게 되는 계기와 고소 내용 중 상당수가 

誣告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고소는 단순히 수령의 부정을 고발

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방 토착 세력과 수령간의 알력에 기인한 사

건임을 알 수 있다. 이 일로 부평부사 조진은 공주로 귀양을 갔다. 

사헌부는 임득방에 대해서도 무고죄로 처벌하고자 했으나 태종은 

논하지 말라고 하며 수령과 지방 세력 사이의 알력에서 수령에게 

더욱 엄격한 모습을 보였다.12) 비슷한 시기에 조정에 보고된 금화

현령 사례에서도 지방 사회에서 수령과 품관의 관계를 단적으로 살

펴볼 수 있다. 

  金化縣令 李師伯을 파직하였다. 처음에 고을 사람 前 別將 高沖鶴이 

이사백을 면대하여 꾸짖기를, “너는 나라의 큰 도적이다.” 하였다. 마침

내 사백이 범한 것을 조목조목 들어서 관찰사에게 고소하기를, “屯田과 

營繕은 나라에서 분명히 금지한 것인데 사백이 이를 어겼다.” 하였는데, 

그 나머지는 모두 무고였다. 사백은 이것으로 죄를 입어 파직되었고, 충

11) 태종실록 권19, 10년 2월 7일(甲辰). “初, 富平土豪前瓮津兵馬使任

得方, 放其牛馬驢子, 踏損田禾, 瑨執其奴而杖之。得方發憤, 遂訴瑨不計年

凶, 以不切民食之物, 傭借民力, 犯禁屯田, 販鬻魚鹽, 貿易麻麥, 規利入己

等九事于憲府。” 이 사례는 최이돈, 앞의 논문에서 간략하게 다루어진

진 바 있다. 

12) 태종실록 권19, 10년 2월 7일(甲辰). “憲府覈之, 事頗實, 瑨坐此得

罪。又論得方訴牒, 事多不實, 竝請其罪, 命勿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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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 고한 것 두 가지가 사실이기 때문에 죄를 입지 않았다.13)

  위 사례에서 수령은 지방 품관에게 직접적으로 꾸짖음을 당할 정

도로 권위가 낮았다. 또한 사실이 아닌 것까지 들어 고소했다는 점

에서 무고라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으나 그 중 한가지만이라도 

사실이면 수령은 처벌받고, 고소한 자가 무고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처럼 지방 세력들이 수령을 고소하는 

것이 빈번하였고, 그에 대한 처벌은 수령에게 더욱 엄격했기 때문에 

수령은 지방 세력들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무고에 취약했다. 비슷

한 시기 사간원의 시무책에서도 이와 같은 당시의 사정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또 고자질[告訐]하는 풍속이 성행하여 사람을 해하려고 익명의 고발

장을 붙이는자가 있고, 분풀이를 하고자 하여 신문고를 치는 자도 있으

며, 수령을 참소하는 자가 또한 많아서 벌떼처럼 일어납니다. 대개 수령

이란 궁중의 명령을 받고 백리나 되는 곳에 나가서 政事를 맡은 자입니

다. 열 집이 되는 고을에도 오히려 군신의 예가 있으니, 비록 허물이 있

더라도 그 백성이 꺼려 그것을 숨기는 것이 옳고, 풍자하여 그것을 경계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물며, ‘그 나라에 살면 그 大夫를 비방하지 않는

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토호 향원과 교활한 아전, 간사한 백성들이 

혹 태장을 맞거나 혹 부역에 시달리면 도리어 사사롭게 원수로 여겨 밤

낮으로 부지런히 음해합니다. 국가에서는 그 참소한 말로 수령에게는 법

을 다 적용하고, 간사한 백성이 수령을 고소한 죄는 논하지 않으니 아랫

13) 태종실록 권19, 10년 3월 2일(戊辰). “罷金化縣令李師伯職。初, 縣

人前別將高冲鶴, 面詬師伯曰, 汝是國之大賊。遂條師伯所犯, 訴于觀察使

曰, 屯田營繕, 國有明禁, 而師伯犯之。其餘皆誣。師伯坐此罷, 冲鶴以所告

二事實不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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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으로 윗사람을 해치는 풍조가 일어납니다. … 또한 수령으로 사사로

움이 없고 지극히 공정한 자는 豪强猾吏에게 참소를 당하고, 유연하고 

겁약한 자는 참소를 두려워하여 하던 일에서 손을 떼고 있으니 政令이 

행해지지 않고 부역이 고르지 못한 것은 진실로 이 때문입니다.14) 

  위 사간원의 시무책은 당시 무고하는 풍속이 성행하고 있고, 수령

이 고소당하는 것이 만연했던 지방의 실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한 수령을 참소하는 자들이 많다고 지적하였는데, 이 당시 수령 고

소가 수령의 부정을 고발하는 정당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사로운 원

한으로 없는 사실을 만들어 무고하는 사례가 더욱 많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부평부사와 금화현령의 사례처럼 수령

에게는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무고자는 처벌하지 않는 조정의 처리 

또한 사간원에 의해 비판받았다.    

  조정에서 지방 세력이 강성한 것을 문제시했음에도 수령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에 대해 다양한 가

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 세력을 제어할 만큼의 

힘이 없었을 수도 있고, 수령에게 엄격한 처벌을 하여 수령과 지방 

세력의 알력으로 시끄러워지는 지방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도 하나

의 방법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지방 세력에 대한 중앙

14) 태종실록 권19, 10년 4월 8일(甲辰).  “…又告訐之風盛行, 欲害人而

掛無名狀者有之, 欲逞忿而擊申聞鼓者亦有之, 至於讒訴守令者, 亦多蜂

起。蓋守令受命九重, 出宰百里, 十室之邑, 尙有君臣之禮, 雖有愆違, 爲其

民者諱而隱之可也, 諷而警之可也。況居是邦, 不非其大夫乎, 彼土豪鄕愿

猾吏奸民, 或被笞杖, 或迫賦役, 反爲私讎, 日夜孜孜, 陰中傷之。國家以其

讒言, 盡法於守令, 不論奸民訴守令之罪, 爲下賊上之風興焉。… 且守令無

私至公者, 則見讒於豪猾, 其柔軟劫弱者則畏讒而斂手。政令之不行, 賦役

之不均, 良以此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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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조치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가능성보다는 관료체제의 큰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하다. 조선의 관료제에서 수령은 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민지

배를 수행하는 존재로서 지방통치의 핵심이었다. 따라서 조선 초기 

관료제 정비 과정에서 수령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

였다.15) 중앙정부로서는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통치가 효율적

으로 작동하기 위해 수령의 위상과 권력을 강화해야 했지만, 한편으

로는 수령의 善政을 유도하기 위해 수령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제도

나 수령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만 하였다. 이것이 

곧 관료체제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 세력이 

수령을 고소하는 사례에서 보이는 조정의 태도는 조선 초기에 수령

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만큼이나 수령의 부정을 방지하고 관료체제

를 제대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위와 같은 조정의 태도는 수령 고소를 더욱 조장하였고, 수령 고

소로 수령의 정령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고 지적될 정도였다. 이

러한 현실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사간원에서는 사적인 감정을 가

지고 수령을 참소하는 자는 ‘私를 껴서 남을 해치고, 아랫사람이 윗

사람을 해치는 죄’로 죄를 물어, 경박한 풍습을 바꾸어 忠厚한 풍속

을 이루도록 하기를 건의하였다.16) 물론 수령에 대한 고소를 완전

히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사간원에서 가장 문제시하는 것은 私

15) 조선 전기 수령제 개혁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임용한, 앞의 책, 

107~242쪽 참조. 

16) 태종실록 권19, 10년 4월 8일(甲辰).  “臣等願, 疾人之奸惡而慷慨直

告者, 惡守令貪暴而無私陳告者, 皆不坐, 其事關宗社外, 以怨而訴平民者, 

挾私而讒守令者, 竝坐挾私害人, 爲下賊上之罪, 移澆薄之風, 成忠厚之

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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感에 의한 고소였기 때문에 사적인 감정 없이 수령의 탐오와 학정

에 대한 고소는 죄를 묻지 않고 참소하는 것만 죄를 묻게 하자고 

한 것이다. 이때의 논의는 무고한 자를 엄히 다스리는 것으로 결론 

났다.17) 무고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침은 무고에 취약했던 것에 

비해 수령의 입지가 조금은 넓혀지는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수령 

고소를 금지하는 차원은 아니었기에 지속적으로 수령 고소는 이루

어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부민고소금지법 제정 이전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조선 

전기 조정은 수령을 파견함으로써 그를 통한 지방 지배를 추구하였

다. 수령은 임금의 명령을 받고 지방에 나가 政事를 맡은 자이기에 

이념적으로 지방관과 지방민들은 君臣의 관계에 있는 것이었다. 하

지만 실제로 수령과 지방세력 사이에 명분이나 위계질서는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 지방의 실정을 잘 알고 오랜 시간 그 지역에서 지

배력을 행사하던 품관 ․ 향리층은 종종 수령과 마찰을 일으켰고, 결

국 수령 고소 형태로 표출되었다. 조선 초기 관료체제를 확립하고자 

수령 고소 사안에 대해 수령에게 더 엄격하게 처벌한 조정의 태도

는 이런 상황을 조장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 내에서는 

부민고소금지법 제정 논의가 등장하였다.  

2. 입법과정과 지방통치인식의 반영

  부민고소금지법은 1420년(세종 2) 수교를 통해 처음 규정이 마련

17) 태종실록 권19, 10년 4월 8일(甲辰). “政府議得, 守令汎濫事, 若一

於以部民而使不得現告, 則奸暴之徒, 懲惡無門。只將誣告者, 痛理如何, …

上曰, 他條, 可從議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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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이후 1433년(세종 15)까지 지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

었다. 이 논의과정에서 법의 내용은 조금씩 변하였고, 수정 끝에 마

침내 經國大典에 수록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수령을 고소하지 

못하게 한다는 주요 내용을 통해 조정에서 이 법을 만든 취지를 명

분론에 입각한 수령권 강화의 측면에서만 보았고,18) 이 법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과정과 수정되는 양상에 담긴 조정의 의도는 세밀히 

검토하지 않았다. 조선의 지방통치에서 이 법이 차지하는 의미와 그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둘러싼 논의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수령 고소를 금지하자는 주장은 禮曹判書 許稠(1369~1439)에 의

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1419년(세종 1) 6월 허조는 部民이 그 고

을 官長이 죄를 지은 것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여 풍속을 두텁게 하

는 법을 마련하기를 건의하였다.19)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특히 右代言 李隨(1374∼1430)가 “만일 부민이 탐관오리의 잘못을 

고하여 하소연하지 못한다면, 방자한 행동이 기탄이 없어서 그 해로

움이 반드시 백성에게 미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20) 이수의 발언

18) 서론에서 언급한 연구들 이외에도, 김훈식은 부민고소금지법을 명분론

적 측면에서 官民之分에 내포된 지방관과 지방 주민의 절대적인 지배-

복종관계가 법제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훈식, 1986 ｢여말선초의 민

본사상과 명분론｣ 애산학보4) 또한 한형주는 부민고소금지법을 가장 

먼저 발의했던 許稠에 대한 연구에서 그의 엄격한 상하분별론과 대민관

이 이 법에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형주, 2006 ｢許稠와 태

종~세종대 국가의례의 정비｣ 민족문화연구44)    

19) 세종실록 권4, 1년 6월 21일(甲午). “上御仁政殿受朝, 御便殿視事。

許稠切請, 前日上書, 部民毋得告其官所犯, 以厚風俗之法。”

20) 세종실록 권4, 1년 6월 21일(甲午). “獨李隨以爲, 不可改也。部民若

不告訴, 貪汚之吏, 肆行無忌, 害及於民必矣。啓事訖, 饋諸臣酒五行而

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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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부민고소금지법이 처음 제기될 때부터 조정에서는 이 법이 

시행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날 허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은 부민고소금지법이 

제기되는 시점부터 이수와 같은 의견이 입법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부민고소금지법 문제는 1420년(세종 2) 9월 허

조 등에 의해 다시 한 번 제기되었다. 그들은 당시 아랫사람이 윗사

람의 일을 엿보다가 사소한 트집이라도 잡게 되면 그럴듯하게 만들

어 하소연하며 윗사람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일이 자주 있음

을 지적하였다.21) 그리고 철저하게 상하를 구분하여 능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의 차원에서 수령 고소를 금지하자고 주장하였다.22) 

이때 당나라 태종의 말과 朱文公이 孝宗에게 한 말을 언급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唐太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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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하여

야 하겠는가. 이제부터는 종이 상전을 고발하거든 받지도 말고 그대로 

목을 베라.’고 하였으니, 원하건대 이제부터는 종으로서 만일 상전을 고

발하는 자가 있거든 받지 말고 그대로 목 베게 하고, 1. 朱文公이 孝宗에

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폐하께서는 정사를 맡은 벼슬아치거나 옥을 맡

은 벼슬아치에게 깊이 일깨워 주소서. 대저 옥사나 송사가 있을 때에는 

21) 세종실록 권9, 2년 9월 13일(戊寅). “禮曹判書許稠等啓, 竊謂, 天下

國家人倫所在, 莫不各有君臣上下之分, 不可少有陵犯之心也。近來以下伺

上, 得一小釁, 則羅織告訴, 以逞陵上之心者, 比比有之。此等之俗, 漸不可

長也。”

22) 부민고소금지법을 처음 제기한 허조의 상하분별론과 대민관은 한형주, 

앞의 논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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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먼저 그 족속인가 비속인가, 윗사람인가 아랫사람인가, 어른인가 

어린이인가, 가까운 사이인가 먼 사이인가를 따진 뒤에 그 곡직에 관한 

말을 들을 것이니, 무릇 아랫사람으로서 웃어른에게 대항하거나 낮은 자

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능멸하는 것이라면 비

록 옳다 하더라도 그 옳은 것을 인정하지 말 것이며, 그 옳지 못한 일이

라면 죄를 보통 사람의 경우보다 더 중하게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

다.23) 

  허조 등은 수령 고소를 금지하자는 제안에 앞서 종이 상전을 고

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였다. 조선시대 형법으로 초

기부터 적용되었던 大明律直解의 干名犯義 조항에는 자손이 조부

모 ․ 부모를 고소한 자와 처첩이 夫 및 부의 조부모 ․ 부모를 고소한 

자, 노비가 가장이나 가장의 緦麻服이상의 친속을 고소한 자, 고용

인이 주인이나 주인의 친속을 고소한자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

다.24) 이 간명범의 조항에 해당하는 종이 상전을 고소하는 것을 지

23) 세종실록 권9, 2년 9월 13일(戊寅). “一, 唐太宗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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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願自今臧獲如有告主者勿受, 仍斬之。一, 朱文公言於孝宗朝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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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大明律直解 권22, 刑律, 訴訟, 干名犯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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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但誣告者絞。… 若奴婢告家長及

家長緦麻以上親者, 與子孫卑幼罪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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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릇 자손이 조부모와 부모를 고소하거나, 

처첩이 지아비나 지아비의 조부모‧부모를 고소하는 자는 장 백대 도 3년

에 처한다. 그러나 무고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 만약 노비가 가장이

나 가장의 시마복 이상의 친속을 고소한 자는 자손이나 손아래가 부모

나 족장을 고소한 죄와 같다. 만약 고공인이 주인이나 주인의 친속을 

고소한 자는 각각 노비가 그런 죄를 지은 것 보다 한 등급 감형하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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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민이 수령을 고소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고, 세종이 그대로 따름으로써 부민고소금지법에 

관한 최초의 수교가 내려진다. 

  “원하옵건대, 이제부터는 속관이나 아전의 무리가 그 부서의 관리를 

고발하거나 品官이나 吏民이 그 고을의 수령과 감사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비록 죄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종묘사직의 안위에 관한 것이

거나 불법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면 위에 있는 사람을 논할 것도 없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아래에 있는 자의 받는 죄는 보통 사람의 죄보

다 더 중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하니, 그대로 따랐다.25) 

   허조가 처음 제기한 단계에서의 부민고소금지 규정은 하극상을 

방지하고 명분을 중시함으로써 수령에 의한 지방통치의 기틀을 마

련하고자 한 방안이었다. 대명률직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민

고소금지법은 명분을 어기는 죄에 해당하는 간명범의의 원리로 마

련되었는데, 이는 그만큼 수령에 대한 명분 및 기강이 제대로 서지 

않아 고소를 많이 당하는 조선 전기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후 刑曹에서 1420년(세종 2) 9월의 수교를 바탕으로 하

여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하면서 입법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 府史 · 胥徒가 관리를 고발하고, 품관 · 이민이 감사와 수령을 고소

한 자는 이를 받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 고소한 것이 거짓인가 참인

고한 자는 감형하지 아니한다. 

25) 세종실록 권9, 2년 9월 13일(戊寅). “願自今如有府史、胥徒告其官

吏, 品官、吏民告其守令與監司者, 雖實, 若不關係宗社安危及非法殺人, 則

在上者置而勿論, 如或不實, 則在下者加凡人之坐論罪。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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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안 이후에 위에 있는 사람은 논죄하지 않고 고소한 자만 죄를 더하

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지금부터는 종사에 관계되는 일과 

불법으로 살인한 일이 아니면 고소를 받지 말고 杖 1백, 流 3천 리의 형

벌에 처할 것입니다.26) 

  이때 형조의 계문에는 지난 번 허조가 아뢴 내용과 차이가 있다. 

허조는 고발한 내용의 사실 여부에 따라 처벌을 더 중하게 해야 한

다고 하였는데 이는 위에 있는 자[在上者]가 처벌받지는 않지만 사

실 여부를 본다는 것은 일단 고발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형조의 계문에서는 아예 고발을 받지 않는 勿受 원칙을 내세우고, 

‘杖 1백, 流 3천리’라는 구체적인 형량도 마련하였다. 이 내용은 

1426년(세종 8) 經濟六典을 수정하여 만든 新續六典의 卑下告

尊長條에 실리면서 입법되었다.27) 이 법이 실리는 항목의 이름만 

보아도 이 단계에서의 부민고소금지법은 명분적 성격이 강한 법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도 이 성격을 강조하는 

논리는 가장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명분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수령과 民의 분명한 위계질서를 마련

하고자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때 민이란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일

까? 표면적으로 지방민 전체를 지칭하고 있으나 민의 층위는 다양

하다. 이 법이 마련되는 과정에서도 ‘(部)民’은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데 그 맥락상 지칭되는 민의 범주는 각각 다를 수 있다. 기존 연구

에서는 이러한 민의 다양한 층위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고 

26) 세종실록 권15, 4년 2월 3일(庚寅). “且府史、胥徒之告官吏, 品官、

吏民之告監司、守令者, 受而理之, 知所告之虛實, 然後在上者不論, 訴告者

加罪未便。 請自今非干係宗社及非法殺人者勿受, 杖一百, 流三千里。”

2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3 經濟六典輯錄, 신서원, 312~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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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부민고소금지법의 의미와 여기에 담긴 조정의 인식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의 다양한 층위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입법 초기 명분론을 강화하는 논리에서 등장하는 민이

란 엄밀히 따지면 일반 평민들이라기보다는 지방의 품관 · 향리와 

같은 지방의 유력계층이다. 평민들의 경우 조정에서 이처럼 명분을 

강조할 정도로 수령의 지위를 위협할 만한 존재로 여겨지지는 않았

을 것이다. 반면, 지방 유력계층은 수령과의 위계질서가 공고하지 

않았고 그들 사이의 알력이 수령 고소로 표출되는 것이 이 법의 입

법 배경이 되었음을 이미 앞서 확인한 바 있다. 이후 논의과정에서

도 맥락상 지칭되는 민이 어떤 존재인지 고려하면서 살펴볼 것이다. 

  허조가 부민고소금지 규정을 처음 제안했을 때부터 반대 의견이 

제기 되면서 입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허조가 처음 이와 관

련한 啓辭를 올리고 세종도 동의하여 정부의 여러 관청에 보내어 

의논하게 하였는데, 柳廷顯, 朴訔, 李原 등은 이 법으로 인해 수령이 

더욱 꺼림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며 반대하였다. 이러한 의견 대립

은 매우 팽팽하였고 결국 태상왕이 윤허함으로써 입법되었다.28) 지

방에서 수령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였으나, 

법의 내용상 시행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노정되어 그에 대

한 우려로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 당시 지방의 사정상 명분론이 우

세하여 이 법이 마련되었으나 법전에 실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

격적인 수정논의가 시작되었다. 1431년(세종 13) 1월 세종은 “아랫

사람이 윗사람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면 사람들이 억울하고 원통

한 정을 펼 곳이 없을 것이니 그 중에 자신의 박절한 사정 같은 것

28) 세종대 부민고소금지법 제정 당시 논란과 관련된 상황은 세종실록
권15, 4년 2월 3일(庚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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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를 받아들여 처리해 주고, 만일 관리를 고소하는 따위의 것은 

듣지 않는 것이 어떤가.”하며 이에 대해 신중히 논의하여 수교의 조

문을 보완하게 하였다.29) 이를 시작으로 부민고소금지법은 다시 논

의의 대상이 되었다. 수정 논의의 제기는 부민고소금지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었

고, 이는 큰 범주에서 세종의 民本 ‧ 爲民 의식을 정치에 실현하고

자 한 노력과도 관련되어 있다.30)  

  이때 논의에서 독특한 점은 바로 수령을 고소하는 것과 자기의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말하는 일을 분리하여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

런 분리 인식은 부민고소금지법이 시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부민고소금지라

는 대원칙은 세워진 것이고 이후 다른 차원으로 자기원억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허조처럼 강경한 입장에 있는 

사람은 고소할 수 있는 단서를 조금이라도 열어 놓으면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고소하여 점차 풍속이 파괴될 것이라 반박하였다.31) 

하지만 국왕과 일부 신료들은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말하는 것과 

수령 고소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었다. 이후의 언급을 보면 수령 

고소와 분리되는 억울한 사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억울하고 원통한 정을 펴 주지 않는 것이 어

29) 세종실록 권51, 13년 1월 19일(甲申). “上曰, 若禁卑下告訴尊上, 則

人之冤抑, 無所伸矣。其告訴迫切於己者聽理, 如訴官吏者勿聽, 何如。”

30) 조선 초기 유교정치질서의 대원칙인 민본정치의 전개와 세종대 민본 ‧ 
위민 의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정치에 대해서는 최승희, 2005 조선 

초기 정치문화의 이해, 지식산업사 참조.   

31) 세종실록 권51, 13년 1월 19일(甲申). “許稠曰, 禁部民告訴者, 以其

敗毁風俗也。若開其端, 則人爭告訴, 漸致風俗之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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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 정치하는 도리가 되겠는가. 만약 수령이 부민의 전답을 잘못 판결하

여 부민이 그 오판을 呈訴하고, 개정을 청구하는 것을 어찌 고소라고만 

하겠는가. 사실 자기의 부득이한 일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32)

  세종은 수령이 사법적 판단을 잘못 했을 경우, 그것에 대해 개정

을 청구하는 것을 수령 고소와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보고 있다. 자

기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것을 적극 허용하고자 했던 세종도 

“관하 인민들이 수령의 과오를 기록하여 공공연하게 고소해 오곤 

하였으니, 이는 결코 후한 풍속이 아니다. 조관이 지방을 순행하며 

민정을 묻는 것이 어찌 백성들로 하여금 수령의 과오를 고소하게 

하기 위함이겠는가.” 하며 수령을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

었다.33) 이런 인식은 부민고소금지 논의에 참여한 工曹判書 鄭招

(?~1434)에게서도 드러난다. 그도 부민고소란 곧 수령이 범한 과오

를 보복하려고 고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34) 또한 부민고소금지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음에도 실제로 자기의 억울한 것을 호소하

는 것은 들어주고, 잘못 판결한 것은 다른 관에 이송하여 고쳐 바르

게 하는 것은 이미 格例가 되어 있다고 표현될 정도로 일어나고 있

었다.35) 이러한 발언은 애초에 부민고소금지법이 민의 원억을 호소

32) 세종실록 권51, 13년 1월 19일(甲申). “上曰, 冤抑不伸, 豈爲政之道

乎。如守令誤決部民之田, 部民又呈誤決改正, 豈爲告訴乎。實自己不得已

之事也。”

33) 세종실록 권51, 13년 3월 12일(丙子). “乃從河演之議, 自己冤抑, 許

令申理, 且遣朝官, 訪問民瘼。部民等記守令過惡, 公然告訴, 甚非厚俗也。 

朝官巡行訪問, 豈爲使民訴守令之過惡乎。”

34) 세종실록 권51, 13년 3월 12일(丙子). “招對曰, 臣亦與焉。前日問

臣, 臣對曰, 部民告訴云者, 乃謂守令所犯過惡, 因報復而告者, 非謂自己冤

抑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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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까지 금지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부민고소와 자기원억의 호소를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의 의미는 

각각이 지칭하는 직접적인 대상의 분류를 통해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전체 민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 수령을 고소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

분이 지방의 유력층이다. 태종대부터 이 논의가 진행된 세종대까지 

실록에서 뽑은 수령을 고소한 사례 10개 중 1개는 部民으로 언급하

고 있어 고소자의 정체를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나머지는 지방의 

품관, 향리 등 유력자들이었다.36) 그런데 민의 원억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세종과 신료들의 언급에서의 민은 일반 평민까

지 포함된 범주의 민을 지칭하는 것이다. “고금 천하에 어찌 약소한 

35) 세종실록 권52, 13년 6월 20일(壬子). “判書申商鄭欽之, 大司憲申槪

等啓, 雖禁部民告訴, 自己訴冤則呈, 誤決移送他官改正, 已成格例。” 

날짜 고소 주체 고소 대상 고소 기관

태종8년 4월 29일 원주교수관 신도 목사 유귀산 도관찰사 조면

태종10년 2월 7일
부평토호 전 옹진병

마사 임득방
부평부사 조진 사헌부

태종10년 3월 2일 전 별장 고충학 금화현령 이사백 관찰사

세종6년 5월 16일 文化縣人 이말생 문화현감 왕효건 감사 신개

세종7년 2월 2일
경기 교하현의 書員 

정을방
수령 조만안

세종9년 1월 7일 部民 전천호 손광연 안성군수 오을재

세종12년 3월 26일

전 첨지 염이, 진무 

이 귀 생 ( 전 라 도 

절제사 막하)

나주목사 이욱
전라도 절제사 

이각

세종13년 4월 21일 部民 김가상 교하현감 박도

세종15년 4월 24일 縣吏 최곤의 아들 신천군수 권자안

세종25년 3월 23일 전 제용판사 정재 현감 이계수
都事 강원량

→감사 금유

36) 태종대부터 세종대까지 조선왕조실록에서 뽑은 수령 고소 사례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4 -

백성은 원억함을 말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이치가 있을 수 있겠는

가”라는 세종의 발언이나, “匹夫匹婦가 그 뜻을 펴지 못하고 자진하

게 되면 남의 임금된 자는 함께 더불어 그 공을 이룰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書經의 말을 인용하며 민의 원억을 들어줘야 한다는 

도승지 安崇善(1392∼1452)의 언급을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

다.37) 부민고소와 자기원억을 호소하는 것은 각각 해당되는 대상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민고소금지법이 원억 

호소를 막는 취지는 아니었으나 법 규정의 내용상 민의 원억 호소

를 막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따라서 이를 명시함으로써 법

이 현실화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그 

결과 1433년(세종 15) 新撰經濟續六典 부민고소 조항에는 이를 

반영한 내용이 첨가되는데 다음과 같다. 

  府史 · 胥徒가 그 관원을 고소하거나, 품관 · 이민이 그 수령 · 감사를 

고소하는 것은 사직의 안위와 법에 어긋난 살인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

면 받지 말고, 狀 1백과 流 3천 리로 논죄하고, 그것이 자기의 원통한 일

을 호소하는 것이면 狀告를 받아 다시 分揀한다. 만일 일이 이미 집행되

어 추후로 다시 처결해 줄 수 없거나 보복을 하기 위하여 억울하다고 하

면서 신소했을 경우에는 상기의 조항에 따라서 죄를 논한다.38)

37) 세종실록 권62, 15년 10월 23일(壬申). “上曰, 古今天下, 安有小民

不言冤抑之理乎, 崇善啓曰, 爲政之道, 使下情上達。《書》曰, 匹夫匹婦不

獲自盡, 人主罔與成厥功。天下安有不受冤抑之政乎。” 

38) 현전하지는 않지만 조선왕조실록에서 추출한 신천경제속육전 부민

고소조의 내용이다. “府史、胥徒告其官員, 品官、吏民告其守令、監司者, 

非關係社稷安危及非法殺人, 勿受, 以杖一百、流三千里論罪。 其自己訴冤

事, 受狀, 改分揀。若事已施行, 不可追改, 謀欲報復稱爲冤抑而告訴者, 勿

受, 依上項論罪。”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앞의 책, 310~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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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내용에서 자기의 원통한 일을 호소하는 것이면 그 狀告를 

받아 다시 分揀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물론 이 규정에서도 보복을 

하기 위하여 伸訴했을 경우는 부민고소금지 조항에 따라 죄를 논한

다고 덧붙여 수령을 고소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었다. 

  한편, 원억호소를 받아들이는 내용을 추가하는 과정에서는 수령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도 드러난다. 민의 원억호소를 허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민을 통한 수령의 부정을 적발하는 것이 되어 수령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 때문에 부민고소금지를 주장

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 수령의 부정은 민의 고소를 허용하지 않

아도 감사의 감찰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부민고소금지법에 대한 초기 논의 당시 이 법을 

시행하면 수령이 꺼림이 없게 되어 백성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반박의 논리로 허조는 “수령이 하는 짓은 많은 사람의 耳目에 드러

나 있으니, 비록 吏民들로 하여금 이를 말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어

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이나39) 조관을 파견하여 풍

문탄핵을 허용하면 백성들이 적발하여 아뢰는 기풍이 없이도 또한 

원통하고 억울한 처지를 면하게 된다는 세종의 王旨도 같은 맥락이

었다.40) 또한 감찰을 보내자는 예조의 啓에서도 이러한 논리가 보

인다.   

39) 세종실록 권15, 4년 2월 3일(庚寅). “稠曰, 守令所爲, 暴於千萬人之

耳目。雖不使吏民言之, 豈得不露。” 

40) 세종실록 권21, 5년 7월 3일(辛巳). “王旨, … 今欲倣古時, 命朝官按

行州郡, 出入里閭, 大小守令貪汚、酷刑等事, 悉令發摘, 一切民間飢寒、困

苦與夫含冤負屈者, 許以自陳, 仍俾使臣風聞啓達, 予將詳加究問, 如得其

實, 痛懲以法, 終身不敍, 庶幾吏有警省之心, 而不至於敗官, 民無告訐之風, 

而亦免於冤抑, 使田里永絶愁嘆之聲, 各遂生生之樂。 惟爾吏曹, 體此至懷, 

曉諭中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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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중국에서도 또한 어사를 보내어 여러 지역을 순찰하게 하는데 

국가에서도 또한 이 제도(당나라 監察御使 제도-필자)에 의거하여 京畿

에서는 해마다 봄 ‧ 가을에 감찰을 나누어 보내어 법에 어긋난 일을 검찰

하게 하고, 다른 도에서도 감찰을 보내어 돌아다니면서 시찰하게 한다

면, 관할 구역 백성의 고소와 원수 사이의 몰래 사주하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도 민간의 고통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면 재물을 탐내는 무리들이 사라지게 

되고 민간에서 元氣를 회복하게 될 것이니, 관할 구역의 백성에게 고소

를 금하는 법도 또한 무방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41) 

  지방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령과 지방민 사이의 관계

를 설정함으로써 수령의 위상을 높여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

하였다. 하지만 수령이 부정을 저지르거나 지방 내에서 토착 세력화

하여 관료제 밖에서 자의적으로 통치하면 안 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견제책이 필요하였다.42) 즉,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수령은 위상

을 강화해야 하는 존재인 동시에 견제해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수령의 부정을 막고, 감시하는 장치가 필요하였다. 이 법의 

41) 세종실록 권70, 17년 10월 5일(癸卯). “今朝廷亦遣御史, 巡察諸路, 

而國家亦依此制, 於京畿每年春秋, 分遣監察, 檢非違, 其於他道, 發遣行視, 

則不因部民之告訴、讎怨之陰嗾, 民間疾苦, 可以得聞矣。如是而勸懲之, 

則貪黷消沮, 閭閻蘇復, 部民禁訴之法, 亦無妨矣。乞自今擇諳練詳明監察, 

或一時竝遣, 或只遣一道, 臨時制宜而遣之, 以宣睿澤, 以達下情, 以固邦本, 

以立邦憲。從之。”

42) 수령견제와 관련한 감찰제도에 대해서는 장병인, 1978 ｢조선초기의 

관찰사｣, 한국사론4; 이존희, 1984 ｢조선전기의 관찰사제｣, 서울시립

대학교 논문집18; 김재명, 1989 ｢조선초기의 사헌부 감찰｣, 한국사연

구65; 김순남, 2006 ｢조선 성종대 어사의 파견과 지방통제｣, 역사학

보192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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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에는 수령을 통한 효율적 지배와 수령의 부정 감시라는 두 

가지 가치의 끊임없는 고민이 담겨져 있다. 장기간에 걸친 고민의 

산물로서 자기원억에 한해 고소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부민

고소금지법이 마련되었다. 이로써 조정은 관료체제 확립을 통해 지

방통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한 것이었다.  

  자기원억의 호소를 허용한 시점에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

했을 경우 오판을 한 수령 혹은 그러한 상황을 유발한 수령의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가 남아있었다. 죄의 명목이 성립되었

는데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사람을 징계할 수 없고, 그 죄를 다

스리면 이는 고소를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입장

을 취해야 했다.43) 이에 대해 세종은 부민들이 자기의 일을 가지고 

수령을 고소한 경우, 다만 소송한 일만 판결하고 잘못 판결한 수령

의 죄는 논하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44) 하지만 논의에 참여

한 안숭선은 誤決한 수령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 수령들이 법을 두

려워하지 않아 오결이 많이 생기고, 오결하기를 청탁하는 풍습이 일

어날 것을 우려하였다.45) 정초 또한 관리의 죄가 착오나 혼미하여 

誤判한 것이라면 불문에 부치더라도 그 죄가 장형 이상의 중죄에 

해당하는 것은 법대로 논죄하자고 하였다.46) 그러나 세종은 자기원

43) 세종실록 권51, 13년 1월 19일(甲申). “上曰, 冤抑不伸, 豈爲政之道

乎, 如守令誤決部民之田, 部民又呈誤決改正, 豈爲告訴乎, 實自己不得已之

事也。若許聽理, 則守令誤決之罪, 何以處之, 罪名已成而不治, 則人無所

懲, 若治其罪, 則是許其告訴, 宜更詳議, 以補前受敎之條”

44) 세종실록 권52, 13년 6월 14일(丙午). “上曰, 稠之言然矣。部民以自

己事, 告訴守令者, 只決所訟之事, 勿論誤決守令之罪何如” 

45) 세종실록 권52, 13년 6월 14일(丙午) “崇善曰, 誤決守令, 以部民告

訴爲嫌, 而不之罪, 則誰能畏法, 而正決哉, 爲誤決爭訟日煩, 尤甚不可。” 

; 세종실록 권52, 13년 6월 20일(壬子). “崇善等曰, 若分辨改決, 則已

有成憲, 烏得免罪, 不論其罪, 則請托誤決之風起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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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을 호소한 일에 대해서는 다시 판결하되 오판한 수령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수교를 내렸는데, 이로써 백성의 원억을 풀 수 있고 명

분 또한 엄히 지켜지게 되어 두 가지가 다 완전하게 되고 폐해가 

없을 것이라 여겼다.47) 

  이상 검토한 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부민고소금지법은 수령

과 민 사이의 위계질서 확립, 민의 층위를 고려하여 호강활리 세력

을 억누르기도 하고 일반민을 보호하기도 해야 하는 민에 대한 서

로 다른 인식, 수령권을 강조하면서도 수령을 견제해야 했던 입장 

등 조선의 지방통치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인식이 반영된 오랜 고

민의 산물이다.  

  결과적으로 부민고소금지법에는 수령을 고소할 수 없다는 내용과 

자기원억에 한해서는 고소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동시에 있어 법 그 

자체에 그것을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의 내용만을 보면 이

는 모순적인 듯한데, 수령을 통한 통치에는 서로 모순인 양면이 있

을 수밖에 없으며 당시 중앙정부는 그러한 모순과 정면으로 부딪쳐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다. 즉, 이는 수령을 통한 지방지배를 효율

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조정의 기본적인 입장이 법에 의해서 제대

로 발현되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결과였다. 

46) 세종실록 권62, 15년 10월 24일(癸酉). “伏望官吏之罪, 出於差錯及

昏迷誤決之類勿論, 其杖以上重罪, 自論如法。” 

47) 세종실록 권62, 15년 10월 23일(壬申)에 전지를 내리라 명하였고, 

다음날 마지막 논의 끝에 형조에 교지를 내렸다. “上笑曰, 爾言正合予

意。自今聽理, 毋以其狀罪及官吏, 則庶乎兩全, 以此下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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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부민고소금지법의 운영 양상 

1. 自己冤抑 수용 

  부민고소금지법은 조선 초기 지방통치에 대한 다양한 인식이 반

영되어 있고, 수령을 통한 효율적인 지방지배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을 모색한 끝에 만들어진 결과였다. 그렇다면 부민고소금지법이 실

제 지방 사회에서 제대로 운영되어 입법의도를 충족시킬 수 있었을

까? 입법과정에서부터 부민고소금지법을 둘러싼 현실적 문제에 대

해 다양한 고민이 있었던 만큼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때 복잡한 

문제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 이 법을 둘러싸고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정에서는 여러 갈래의 조치들

을 취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부민고소금지법을 유지하고 운영해 나

가기 위하여 조정에서 취한 여러 방안들과 그것이 초래한 결과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부민고소금지법에는 사직의 안위와 법에 어긋난 살인이 아니라면 

부민이 수령을 고소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勿受 규정이 있

었으나, 동시에 자기원억에 한해서는 고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일단 고소가 들어오면 자기원억에 관한 것인지 아닌지 판별

하기 위해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했다. 1451년(문종 1) 靈山儒生 

민효관이 고을 수령을 고소하는 내용으로 投書한 것에 대해 문종이 

“자기가 억울한 일이 몇가지인가?” 라고 물었고, 사헌부에서는 국왕

의 허락을 받은 후 그 문서를 考閱하고자 하였다.48) 이는 자기원억

48) 문종실록 권 7, 1년 5월 29일(丙寅) “上問洪緖曰, 其書何樣署名, 且

自己冤抑之事, 幾條。 洪緖曰, 但聞昌孫之言, 未見其書。推覈與否, 必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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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령 고소를 일단 받아들여 

내용을 살펴보는 한 사례이다. 

  한편, 자기원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에 이 법을 실제 사

례에 적용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았다. 자기원억에 관한 본격적인 논

의가 시작되었던 1431년(세종 13) 세종은 자기원억을 전답이나 노

비 사건을 오판한 일에 대해 呈訴하는 것으로 보았다.49) 같은 해 3

월, 부민고소금지법 관련 논의에서도 세종의 이 같은 자기원억 범주

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50) 자기의 일을 가지고 수령을 고소한 자

는 다만 소송한 일만 판결하고, 잘못 판결한 수령의 죄는 논하지 않

는다는 세종의 명령은 자기원억을 소송과 관련하여 재심을 청구하

는 차원에서 보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51) 하지만 논의에 함께 참

여한 공조판서 정초만 하더라도 호소 가능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이

라는 것을 부모를 욕보이거나, 직첩을 뺏거나, 함부로 요역에 보내

거나, 백성들의 토지를 침해 강탈하는 등의 일로 보았다.52) 수령이 

旨, 然後取來考閱。請鞫此人, 以戒後來。從之。”

49) 세종실록 권51, 13년 1월 19일(甲申). “上曰, 冤抑不伸, 豈爲政之道

乎, 如守令誤決部民之田, 部民又呈誤決改正, 豈爲告訴乎, 實自己不得已之

事也。” 

50) 세종실록 권51, 13년 3월 12일(丙子) “上曰, 如此之事, 不得告訴, 

則實是冤抑。然民之於守令, 雖有大小之分, 有君臣之義焉。古人云, 君雖

枉殺其父母, 臣不得以留怨。蓋以君上之故也。雖枉法杖辱, 豈得盡訴。若

田地奴婢誤決等事, 必待明辨, 不告則何由而伸乎。” 

51) 세종실록 권62, 15년 10월 24일(癸酉). “傳旨刑曹, 凡卑下不可陵尊

上, 禁部民胥徒告其官吏, 實爲良法美意, 唯自己訴冤, 受狀改分揀, 載在

《六典》, 故呈誤決, 待其改正, 則必論誤決之罪重, 惟若不受自己訴冤之

狀, 則冤抑莫伸, 妨於治道。又因其訴, 而輒加誤決之罪, 則嫌於陵犯, 誠爲

未便。自今只受自己訴冤之狀, 從正斷決, 毋坐官吏, 以全尊卑之分, 其餘卑

下告尊上防禁, 一依《六典》施行。”

52) 세종실록 권51, 13년 3월 12일(丙子). “招對曰, 臣亦與焉。前日問

臣, 臣對曰, 部民告訴云者, 乃謂守令所犯過惡, 因報復而告者, 非謂自己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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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결하는 차원과는 달리 이런 사항들은 수령의 부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수령을 처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정의 입장에서

는 수령을 통한 지방지배를 위해서 수령의 부정에 대해서도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했다. 조정에 보고되는 수령 고소 사례들에 대한 조

치를 보면, 그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수령의 부정

은 처벌받게 되었다. 1431년(세종 13) 部民 김가상이 직권을 남용

한 현감 朴禱를 고소하자 사헌부에서 劾問하고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자 현감의 직첩을 거두고 고문하여 다스린 것이나,53) 1433년

(세종 25) 전 제용판사 정재가 현감에게 원한을 품고 고소함에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감 이계수를 포함하여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처벌받았던 사례,54) 1450년(문종 즉위) 안극수가 부사 양경로에게 

매 맞은 것에 대해 원망하고 보복하기 위하여 17가지 조목으로 부

사를 고소하자 양경로가 파직된 사례55) 등은 이를 잘 보여준다. 

抑也。若非理枉辱父母、收奪職牒、濫差徭役、侵奪民田等事, 雖不更立他

法, 可自行矣。” 

53) 세종실록 권52, 13년 4월 21일(乙卯) “司憲府啓, 前內贍注簿朴禱, 

嘗爲交河縣監, 部民金可像言, 禱濫用魚鹽船稅及官中草薍, 又役日守官奴, 

水運材木, 以造農莊。本府劾問, 禱不承服。又以官家屯田, 贈于議政黃喜

及母金氏, 必有其情, 請收職牒, 拷訊究治。從之。” 

54) 세종실록 권99, 25년 3월 23일(戊寅) “初, 全羅道茂朱縣人前濟用判

事鄭載妻犯禁行淫祀, 縣監李桂遂劾之, 贖載妻杖其奴。載憾之, 陰訴桂遂

於都事姜元亮, 元亮告諸監司琴柔, 鞫桂遂, 桂遂嗾品官人吏告載訴本邑守

令之罪, 司憲府鞫載與元亮, 皆不服。憲府以部民陰告本邑守令, 有關風敎, 

啓請追身鞫問, 下義禁府鞫之。義禁府當載杖一百流三千里, 元亮杖一百, 

柔笞三十, 桂遂杖八十。載以犯在赦前免罪。義禁府更啓, 載乃識理朝士, 

桂遂擧劾, 雖或不當, 固當含糊忍辱, 反不恥妻之犯令, 含怨致害, 至爲陰譎, 

況柔與元亮、桂遂, 皆已科罪, 載以赦前獨免, 輕重失宜, 後人無所懲戒。 

請破家黜鄕, 以正風俗。從之。” 

55) 문종실록 권1, 즉위년 5월 21일(甲子) “司憲掌令河緯池啓, 梁敬老, 

今拜穩城都護府使, 此人向爲順天府使, 部民安克守, 將虐民之弊十七條, 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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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자기원억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법제적으

로 자기원억에 한해 고소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함께 수록되어 수령

을 고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된 것은 수령 고소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성종대에는 고소하는 자가 수령의 불법을 

조목조목 진술하고 그 가운데에 한 두가지 자신의 원억을 넣는 상

황이 문제시되었다.56) 1491년(성종 22) 편찬된 大典續錄 刑典 訴

冤條에 “부민고소장내에 자기원억 이외에 자기와 관련 없는 일을 

아울러 쓰는 자는 大典에 의해 시행한다.”57)는 내용이 삽입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2. 朝官 파견   

  부민고소금지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상황에서도 법은 

제정되었다. 이 법으로 인해 수령의 부정을 단속하기 힘들다는 문제

를 최소화하면서 법을 순조롭게 운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정에서

는 찰방이나 어사 등 朝官을 파견하여 탐문하게 하였다. 조관 파견

에 대하여 세종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는데, 이를 통해 조관 파

于本府。 其十五條, 非自己冤抑, 故勿推徵, 布濫刑事, 乃自己冤抑, 故移

文其道, 推鞫未畢, 而會赦蒙宥。 厥後政府啓, 敬老之事, 雖經赦宥, 安克

守訴告十七條, 豈是盡誣, 請罷其職。今不數月, 而復拜守令, 非特敬老無所

懲戒, 於國家進退人物, 似乎輕易。且穩城, 乃入居新徙之民, 與野人雜處之

地, 宜使寬和者撫恤, 今以刻薄之吏處之, 尤爲未便。請還收敬老之職。從

之。”

56) 성종실록 권33, 4년 8월 4일(癸亥). “國家有部民告訴之禁, 自己冤抑, 

乃許聽理。今之告訴者, 條陳守令不法, 間以一二自己冤抑, 法司聽理, 若告

訴不實, 則例皆逃亡。”

57) 大典續錄 권5, 刑典, 訴冤 “部民告訴狀內, 切己寃折外, 自己不干事幷

錄者, 依大典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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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의 취지를 알 수 있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매양 수령선발에 신중하였으나, 이러한 

무리(탐오한 수령들-필자)들이 적지아니하니, … 혹 사람을 보내어 백성

의 질고를 묻고, 혹 內臣을 보내어 수령들의 政令을 살피면 반드시 吏民

이 수령을 고소하는 일이 없어도 수령들의 得失이 저절로 나타날 것이

다.”하였다.58)

  세종은 조관 파견을 부민들이 수령을 고소하는 일이 없어도 수령

들의 부정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였다. 여기에는 수령 고소

를 금지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조관 파견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조관 파견의 취지는 부민들을 고

소하게 만들고자 함이 아니었고, 오히려 부민고소금지법을 유지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런데 조관을 파견하여 탐문하고 법을 어긴 수령이 탄핵을 받게 

되면 조정에서는 그 범한 바가 작더라도 그 자리에 그대로 앉혀 백

성을 다스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겼고, 따라서 미세한 일은 불문

에 부치나 일단 모두 교체하도록 하였다.59) 또한 민간에 가서 탐문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민들의 고소를 들

58) 세종실록 권20, 5년 6월 23일(甲午). “上曰, 予每重守令之選, 而如

此之徒, 比比有之。… 予以爲, 或遣使問民疾苦, 或遣內臣察守令政令, 則

不必使吏民, 訴守令之事, 而守令之得失自見矣。”

59) 세종실록 권27, 7년 3월 24일(甲午). “上仍曰, 曩者以部民訴守令, 

其風不美, 乃立部民告訴之禁, 此乃厚風也。然貪暴之吏, 恃其禁令, 姿(恣)

行無忌, 故予更使察訪案問民間, 今犯法守令被劾者多矣。所犯雖小, 仍坐

治民, 無乃不可乎, 予謂小事雖在勿論, 須皆遞任別敍, 何如。吏曹判書許稠

對曰, 罪若輕則未可輕遞。上曰, 予以爲遞任可也。”



- 34 -

어주게 되는 형태가 되었다. 조관 파견의 목적은 부민으로 하여금 

수령의 過惡을 고소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데도 이를 기화

로 공연히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60) 

  한편, 조관 파견은 부민고소금지법과 수령을 통한 지방지배라는 

큰 목표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부민고소금지

법을 만들고 조관을 보내어 陳訴하게 하는 것이 모순적임을 인식하

고 있었고,61) 조관을 파견하는 것은 수령에게 한 지역을 위임하는 

취지와는 다르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 

  또 하교해 이르기를, “찰방을 정해 보낸단 말은 내가 취하지 아니하노

라. 한 도내의 권한은 오로지 감사에게 맡겼고, 한 고을의 임무는 수령에

게 위임하였는데, 도리어 의심하여 조관을 보내서 조사하고 살펴보게 한

다는 것은 어찌 治道의 大體에 합당한 일이겠는가.”하였다.62) 

  세종의 발언에 안숭선은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비슷한 인식을 

드러냈다. 

 

  또 아뢰기를, “임금의 직분은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을 임용하는 일일 

뿐이오니, 마땅히 임용하기 전에 선택할 것이요, 임용한 뒤에는 의심하

지 말아서 상하의 사이에 두텁게 믿어서 일 없이 될 것입니다. 지금 감

60) 세종실록 권51, 13년 3월 12일(丙子). “且遣朝官, 訪問民瘼。部民等

記守令過惡, 公然告訴, 甚非厚俗也。 朝官巡行訪問, 豈爲使民訴守令之過

惡乎。”

61) 세종실록 권52, 13년 6월 20일(壬子). “上曰, 旣立告訴之禁, 又遣朝

官, 使民陳訴, 實爲矛盾。時遣朝官, 特一時之法, 不合載諸六典。”

62) 세종실록 권61, 15년 7월 27일(戊寅). “又敎曰, 差遣察訪之言, 予不

取焉。一道之權, 專付監司, 一邑之務, 委之守令, 反生疑貳, 分遣朝官, 使

之檢察, 豈合於治道之大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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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수령을 이미 임용하셨으니 어떤 사람이 헐뜯고 칭찬하는 것으로 

그 진퇴를 가볍게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사람을 보내서 백성들의 

고소를 구하겠습니까.”하였다.63)

  세종은 한 고을은 수령에게 위임하는 것은 다스리는 도리의 大體

임을 명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안숭선이 말했듯이 수령의 자리에 적절한 사람이 임용되어야 했다. 

결국 수령을 통한 지방지배의 관건은 수령의 인사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당시 수령의 자질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과 모든 수령이 올

바를 수 없는 현실에서 조관 파견은 그들의 불법을 감시하기 위한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조치였다.64) 조관으로서 하삼도를 순행하고 

온 경험을 바탕으로 金宗瑞(1383~1453) 또한 기본적으로 부민고소

금지법을 인정하여 평상시에는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하되, 국가에서 

조관을 보내어 疾苦를 물을 때에는 陳訴를 허락하게 하자고 건의하

였다.65)  

  물론 세종은 조관을 파견하여 백성들의 질고를 묻고자하면서도 

부민이 고소하는 법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며 부민고소금지의 원칙

을 확인하였다.66) 이때는 자기원억에 대해서는 호소할 수 있다는 

63) 세종실록 권61, 15년 7월 27일(戊寅). “又啓曰, 人君之職, 不過知人

任人而已, 當擇之於未用之前, 而勿疑於任用之後, 上下之間, 敦信無爲。 

今也監司守令, 旣以任之, 不可以一人毁譽, 輕其進退也, 況差人求民之告訴

乎。”

64) 세종실록 권52, 13년 6월 20일(壬子), “上曰, 旣立告訴之禁, 又遣朝

官, 使民陳訴, 實爲矛盾。時遣朝官, 特一時之法, 不合載諸六典。”

65) 세종실록 권110, 27년 11월 4일(乙亥). “部民告訴之禁, 誠爲美法。 

若守令貪暴不法, 則民之受病, 何可勝言, 常時告訴, 依立法施行。如國家遣

使問疾苦, 則許令陳訴, 以伸冤抑。”

66) 세종실록 권110, 27년 10월 17일(戊午). “傳上旨曰, 近判書金宗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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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포함되어 법이 수정된 이후의 시점이었고, 따라서 백성들의 

질고를 묻는 것과 부민고소는 자기원억을 기준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고 본 것이다.

  조관 파견의 취지는 수령을 고소하게 만들고자 함이 아니었고, 오

히려 부민고소금지법을 유지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운영상 자기원억을 빌미로 한 수령 고소를 들어주는 형태를 띠었고, 

이 때문에 조관 파견을 통한 수령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3. 直告 허용

  1456년(세조 2) 세조는 八道 軍民에게 “수령이 侵暴하는 일이 있

으면 곧장 와서 고하라”는 내용의 諭書를 통하여 수령의 부정에 대

해 왕에게 직접 고하는 直告를 허용하였다.67) 직고가 처음 허용된 

言, 民間多事。今欲遣官諸道, 問民疾苦, 然部民告訴之法, 不可行也。”

67) 세조실록 권5, 2년 11월 23일(己丑). “其諭書曰, 國王體天, 諭八道

軍民等曰。予爲汝等父母, 凡所以撫恤之方, 晝夜思之, 常憫汝等, 困於官吏

侵虐。如一應差役, 免放富强, 侵督貧弱者, 如進上貢物及一應例科之物, 倍

數分定, 濫用贏餘者如擅, 自聚民營造作弊者, 如罪無輕重, 以一時之怒, 枷

杻滯獄, 或至損命, 冤抑莫伸, 囚家僮不限三日, 動經旬月, 蕩盡産業者, 如

稱爲反同,[或以如魚鹽雜物分給而計收, 或給布貨而取息, 俗皆謂之反同。]

使酷吏四送村落, 一切徵斂者, 如連結商賈, 防納貢物, 高重斂給者, 如廣占

屯田, 役農民耕種收穫者, 如潛招匠人, 多造器玩, 互贈隣邑者, 如浚民膏澤, 

公行賄賂者, 如視官物若己有, 及遞費用無餘, 新官至, 又督民營辦者, 如支

待使客徵斂於民, 雞菓葱蒜以至瓢罌之微, 無所不至者, 如要譽於使客, 阿意

曲從, 不慮民弊, 至以紬綿段絹若米豆, 稱爲宴幣, 私贈帶妓, 敢行非法者, 

如猾吏弄法, 恣行侵漁, 不能禁制者, 此等之事, 皆汝等所困也。今旣下令貢

稅常徭事役及臨時受敎行移之事外, 擾民之事一切禁斷。汝等亦知此意, 專

事兵農, 事父母、育妻子, 安心生業。 如禦敵閱兵等事, 國家重事, 汝所不

避, 宜各自以爲任也。有窺免抗拒者, 罪在軍政。汝宜知悉, 若有守令侵暴

事, 則可直來告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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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2년은 사육신의 단종복위운동이 있었던 해이다. 단종복위운동

은 세조 2년 6월에 일어나 빠른 시간 안에 공모자들을 단죄하고 7

월에 사건 처리를 종묘에 고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또 일 

년 만에 경상도 안동 관노의 고발로 세조의 동생인 錦城大君

(1426~1457)의 단종복위계획이 발각되기도 하였다.68) 세조 왕위의 

명분과 정통성의 문제로 말미암아 세조대에는 모역과 亂言이 계속

되었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었

다.69) 직고 허용 명령이 내려진 것이 사육신의 단종복위운동 이후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음을 감안하면 이때의 직고 허용 

조치는 단순히 지방 사회 문제의 해결뿐만이 아니라 세조 초기 불

안한 정국의 분위기와도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는 

1459년(세조 5) 좌의정 강맹경의 요청으로 3년 만에 폐지되었다.70) 

  이후 1466년(세조 12) 다시 직고를 허용하였고, 2년 만에 철회하

였다.71) 직고 명령의 내용은 “京外의 閑良과 公私賤隷들이 정치의 

잘되고 잘못된 점과 민간에 이익되고 손해된 점과 억누름을 안고 

원통함을 품고서도 능히 스스로 아뢸 수 없는 자는 날마다 辰時에 

모두 광화문 밖에 나와서 제비를 뽑아 묻기를 기다리라”72)는 것으

68) 사육신과 금성대군의 단종복위운동의 전개와 실상에 대해서는 김호일, 

2002 ｢조선 세조대 단종 복위운동의 재조명｣, 인문학연구33 참조.  

69) 최승희, 앞의 책, 278~280쪽. 

70) 세조실록 권15, 5년 2월 8일(辛酉).  “又啓, 守令分憂百里, 其責匪

輕, 間有汚吏, 誣上虐民。 聖心軫慮, 親製諭書, 不法之事, 使民直告。 然

部民一有不愜於心, 則投狀告訴, 卽令拿致, 因此諸邑騷擾, 爲吏者畏縮, 不

敢措手。 願禁告訐之風, 以安靖之。 有貪汚者, 當置於法。上曰, 卿言誠

是。 守令專任一邑, 公爲不法, 貽害於民, 故特爲一時之法, 以矯其弊, 非

永久之道。遂下諭, 曉諸守令以勿復拿致之意。”

71) 세조실록 권39, 12년 6월 25일(甲子); 세조실록 권46, 14년 6월 

18일(丙午).

72) 세조실록 권39, 12년 6월 25일(甲子) “京外閑良公私賤隷, 欲言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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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때 직고는 엄밀히 따지면 수령 고소에 대한 사안을 언급한 것

은 아니다. 세조는 집권 후반에 보법에 의한 군역제 개편, 직전법 

실시 등 강력한 집권 정책을 실시하였고, 이런 집권 정책은 세조 

10년과 12년 사이 절정에 이르렀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들이 조정 

신료들과 지방 세력들의 기득권을 침해하자, 그들의 불만은 높아지

고 민심은 동요하였다.73) 1467년(세조 13) 함경도 지방에서 일어난 

이시애의 난은 지방 세력의 불만이 터져 나온 대표적인 사건이었

다.74) 세조 말의 직고 명령은 이 같은 정치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강력한 집권 정책에 대한 반응 및 불만을 의식한 것

으로 여겨진다. 이것이 직접적인 수령 고소를 허용한 것은 아니지만 

지방민이 접할 수 있는 정치의 득실이나 민간의 손익은 수령과 밀

접한 관련이 있기에 이런 조치가 수령 고소로 이어지는 것은 자연

스러운 현상이었다. 

  두 차례 직고 허용조치는 당시 정국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

지만 이는 또한 세조 전반의 통치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세조는 중

앙 권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는데, 이는 관료체제 확립에 의한 중

앙집권이라기보다는 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세조는 즉위 직

후부터 측근들에게 뿐만 아니라 관찰사 등에게도 御札과 御書로 왕

명을 자주 내렸다.75) 이는 지방통치의 측면에서 수령의 부정에 대

得失, 民間利害, 及有抱屈含冤而不能自達者, 每日辰時, 皆詣光化門外, 抽

籤待問。”

73) 한영우, 1983 조선전기사회경제연구, 을유문화사, 99쪽~101쪽.  

74) 이시애 난에 대해서는 김상오, 1978~1979 ｢이시애의 난에 대하여

(上·下)｣, 전북사학2·3; 이동희, 1994 ｢이시애 난에 있어서 한명회·신

숙주의 역모 연루설｣, 전라문화논총7 참조.  

75) 세조대 정치의 성격에 대해서는 최승희, 앞의 책 ; 최정용, 2000 조

선조 세조의 국정운영, 신서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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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려와 불신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다. 직고 허용은 수령보다 조

관 파견에 더 의존했던 세조대 지방통치방식의 맥락에서 등장하였

다. 두 차례의 짧은 조치였지만 직고의 허용으로 인해 수령 고소는 

더욱 활발하게 일어났다.76) 물론 세조도 관료체제의 큰 틀에서 보

았을 때 직고는 一時의 법이고 權道임을 인식하여 오래가지 않아 

그 명령을 거두었다. 그러나 중종실록에 “세조대 부민이 고소하는 

것을 특별히 허용하였다”77)라고 표현될 정도로 세조대 직고 허용은 

수령 고소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때문에 세조대가 되면 

지방 문제와 관련한 조정의 논의에서 수령 고소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비판하는 신료들의 언급이 자주 등장한다. 

  다음은 조정에서 分臺와 수령의 일 등 지방의 민정에 대한 이야

기를 하면서 좌의정 鄭昌孫(1402~1487)이 당시 지방에서 일어나는 

수령 고소를 지적하며 말한 내용이다.   

  정창손이 아뢰기를, “수령들이 일상으로 사용하고 조치하는 데에는 

법 밖의 일이 많이 있는데, 교활한 이속과 간사한 백성이 수령의 一動一

靜을 곁에서 엿보고 있다가 모두 고소하려고 하니, 이런 까닭으로 수령

들은 고소당의할까 겁이 나서 몸 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78) 

  정창손을 비롯한 신료들은 분대 파견으로 인한 수령 고소의 폐해

76) 최이돈, 앞의 논문, 101~105쪽. 

77) 중종실록 권8, 4년 3월 21일(癸丑) “部民告訴, 此實薄風。 祖宗朝使

不得告訴, 世祖特許之。 於是官奴輩, 告其守令, 所犯守令, 無所措手

足。…”

78) 세조실록 권7, 3년 3월 12일(乙亥). “昌孫曰, 守令日用常行, 法外之

事居多, 猾吏、姦民, 一動一靜, 窺伺左右, 皆欲告訴, 以故守令怯於告訴, 

罔知攸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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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령들의 정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대수

령정책에 대한 비판과 수령 고소가 행해지는 현상에 대해 문제제기

를 한 사람은 조정신료들뿐만이 아니었다. 求言으로 상소문을 올린 

성균진사 송희헌은 부역, 조세 등 10가지의 시폐를 나열하였는데 

그 가운데 수령 고소 사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그는 세조의 

수령 남형에 대한 견제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로 인한 폐

해로 오히려 간사한 무리가 나쁜 짓을 자행하고 수령이 몸을 사려 

그들을 다스리지 못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수령 고소가 행해지고 있

는 상황을 문제시하였다.  

   
  근년 이래로 관리에게 조그마한 과실이 있어도 꼬치꼬치 캐어서 찾아

내 갑자기 고소를 올려 반드시 미리 헤아릴 수 없는 죄에 두게 한 뒤에

야 그 마음이 상쾌해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수령은 그 백성을 두려워하

지 않을 수 없고 벼슬아치들은 그 아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 

威令이 행하여지지 못하게 되어 나라의 일이 많이 이지러지니 이것이 

어찌 聖明의 다스림에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79)  

  수령 고소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령은 고소를 받

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세조의 직고 허용으로 수

령 고소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상황은 수령이 지방을 효과적

으로 통치하는데 문제가 되었다. 세조가 직고 허용 조치를 거두고 

예종이 즉위하면서 다시 한 번 부민고소금지법의 원칙을 확인하지

79) 세조실록 권46, 14년 6월 14일(壬寅) “臣竊觀近年以來, 官吏少有過

差, 其下吹毛求疵, 輒進告訴, 必至置於不測之罪, 然後快於其心。由是, 守

令不得不畏其民, 卿大夫不得不畏其吏, 以致威令不行, 國事多缺, 此豈非有

累於聖明之治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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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80) 고소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성종대 자

기원억을 섞어서 수령의 불법을 고소하는 일이 잦아 대전속록 형

전 소원조에 관련 조문이 첨가된 것이나, 자기원억 이외의 일로 고

소하는 자가 많고, 고소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지적들을 보면 성종대에도 수령 고소 현상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민고소금지법에는 수령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

로 지방통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 조정의 의도가 있었음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실시된 이후에도 지방 사회에서 수

령의 위상은 공고하지 못했다. 지방에서 수령은 상민에게 구타를 당

하기도 하였고, 朝臣으로 驛吏에게 모욕을 당하는 자까지 있었다.81) 

특히 공신 후예 등 세력가의 경우는 말할 나위가 없었다. 이들은 자

신들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공신의 후예임을 빙자하여 그것을 처벌

하고자 하는 수령을 면대하여 욕하기도 하였고,82) 자신의 아버지가 

공신임을 믿고 수령을 능욕하기도 하였다.83) 이처럼 부민고소금지

법이 실시된 이후에도 수령권은 확고하지 못했고, 수령은 지방의 세

80) 예종실록 권3, 1년 2월 5일(庚寅). “詳定所啓, 守令遞任, 用六期, 如

堂上官及未挈家沿邊守令, 用三期。 且部民告訢關係宗社及非法殺人, 自己

訴冤外, 吏典、隷僕, 告其官員者, 品官、吏民, 告其監司、守令者, 竝勿聽

理, 論以杖一百徒三年。 品官、吏民黜鄕, 陰嗾他人告官者, 罪亦如之。從

之。”

81) 세종실록 권40, 10년 5월 26일(丁丑). “近者或以小民, 而歐打守令者

有之, 或以驛吏, 而陵辱朝臣者亦有之, 見者爲之寒心, 聞者莫不驚駭, 其他

犯分亂俗之輩, 固難悉擧。” 

82) 세종실록 권81, 20년 6월 28일(庚辰). “刑曹啓, 南原人前知郡事金叔

甫冒禁伐松, 自恃功臣之裔, 面罵守令, 又歐差人, 事關風俗, 其罪非輕, 依

前朝故事黜鄕, 分給田宅于貧民何如。命只收職牒黜鄕。”

83) 세종실록 권82, 20년 8월 3일(乙卯). “刑曹啓, 高原人朴義生恃父功

臣, 陵辱本官守令。 乞杖一百, 依高麗故事黜鄕。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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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가들에게 수모를 당했다.84) 지방 세력은 족히 수령을 짓밟을 정

도여서 관리들은 그 위세를 겁내고 죄를 얻을까 두려워하여 그들의 

비위를 맞춰 조세를 거두고, 役事를 균등하게 하지 못함이 지적될 

정도였다.85) 이러한 수령의 지위는 수령 고소가 활발해지면서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다음 사료는 이러한 현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부민고소를 허락하는 법을 세우면서부터 소민들이 조금이라도 뜻과 

같지 아니하면, 문득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켜 몰래 무뢰배에게 부탁하여 

관리의 불법을 고소하였다. 비록 날마다 쓰는 일상적인 행동의 일이라도 

또한 모두 조목조목 나열하여 써서 고을 사람에게 보이고 이르기를, ‘내

가 장차 서울[京師]에 나아가 訟事하겠다.’고 하면, 고을 사람이 마을의 

풍속을 더럽힐까 두려워하여 후하게 돈을 주어 중지하게 하였고, 이미 

돈을 다 쓰게 되자 또 다시 이와 같이 하면, 고을 사람이 또 돈을 많이 

주었으며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한 해에도 두세 번에 이르렀다. 수령이 

된 자는 또한 많이 두려워서 움츠려들어 겉으로는 알지 못하는 체하였

고, 심한 자는 고소하려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불러다가 음식을 먹이고 

요구하고 청하는 바를 한결같이 들어주고 어김이 없었다. 강하게 제어하

고 利로써 이를 대접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고소당하여 죄가 헤아릴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威令이 행하여지지 아니하

고, 악한 짓을 하는 자만이 오로지 그 이익을 누리고, 선량한 백성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 폐단을 받았다.86) 

84) 세종실록 권47, 12년 3월 26일(丙寅); 세종실록 권86, 21년 7월 

1일(丁未); 세종실록 권67, 17년 3월 10일(壬午); 세조실록 권2, 1

년 8월 7일(庚戌). 

85) 세조실록 권46, 14년 6월 14일(壬寅).

86) 예종실록 권2, 즉위년 12월 10일(丙申). “自立許部民告訴之法, 小民

小不如意, 便生怨心, 陰囑無賴之徒, 訴官吏不法, 雖日用常行之事, 亦皆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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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 고소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그 처벌도 제대로 행해지지 않

자 지방민들 가운데에는 수령 고소를 무기로 수령의 지위를 위협하

는 폐단이 나타나게 되었다. 수령을 통한 지방통치를 추구했던 조정

에서 이런 상황을 문제시하였음은 당연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列書示邑人曰, ‘予將詣京師訟之。’ 邑人恐汚鄕風, 厚遺止之, 及旣盡用, 又

復如是, 邑人又多贈之, 如是者歲至再三。 爲守令者, 亦多畏縮, 陽若不知, 

甚者望見告訴之人, 則必招而飮食之, 凡所求請, 一從無違。 其强以制之, 

不啗之以利, 則終被告訴, 罪在不測。 由是威令不行, 爲惡者獨享其利, 良

民坐受其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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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 16세기 부민고소금지법의 改定

1. 처벌 강화 

  중종대가 되면 수령 고소가 이미 풍습이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판이 등장한다. 

  원종이 아뢰기를, “부민이 고소하는 것은 실로 각박한 풍습입니다. 조

종조에서는 고소할 수 없게 하였는데, 세조께서 특별히 허용하셨습니다. 

이에 관노비들이 수령을 고발하여 범법 수령은 손발을 둘 데가 없습니

다. 무릇 수령이 불법을 저지르면 대간이 들어서 탄핵하고, 관찰사가 들

어서 貶黜하여야지 백성으로 하여금 고소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만약 금하지 않으면 장차 폐단을 구제하지 못할 것이니, 청컨대 엄중하

게 징벌하소서. 지금 연안부 앞에는 나무가 많은데 배를 허옇게 내놓은 

늙은이들이 나무 아래 모여서 수령의 일을 논의하고서는 문득 상경하여 

고소합니다. 김해에도 또한 이런 풍습이 있으니 그런 조짐을 조장하여서

는 안 됩니다. 마땅히 대신에게 물어서 입법하게 하소서.” 하였다.87)

 

  領事 朴元宗(1467~1510)은 부민이 수령을 고소하는 것이 ‘풍습

이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수령이 손발을 둘 데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의 말을 통해 당시 부민고소에 대한 조정의 생각

87) 중종실록 권8, 4년 3월 21일(癸丑). “元宗曰, 部民告訴, 此實薄風。 

祖宗朝使不得告訴, 世祖特許之。於是官奴輩, 告其守令, 所犯守令, 無所措

手足。大抵守令有不法, 則臺諫聞而彈駁, 觀察使聞而貶黜, 不必令民告訴

也。今若不禁, 則弊將不救。請痛懲。今延安府前, 多有樹木, 皤腹老夫, 多

聚樹下, 論議守令事, 輒上京告訴。金海亦有此風, 其漸不可長。當問大臣

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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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가 있는데, 우선 세조대에 이것을 허용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조대 비법적인 조치로서 일시적으로 

고소를 허용한 이후 그 조치를 거두었고, 또한 예종대 세조의 정책

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다시 부민고소 금지의 조처가 취해졌음에

도88) 여전히 수령 고소는 지속적으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법을 세워야 한다는 제안에서 당시 조정에서 인식하고 있는 이 법

의 존재감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수령의 불법은 부민들의 고소가 아닌 대간과 관찰사의 

탄핵과 폄출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령 고소가 지속되면서 

수령-관찰사로 이어지는 지방통치체계와의 충돌되는 현상은 이 당

시 큰 고민거리이기도 하였다. 1515년(중종 10) 2월 황해도 관찰사

와 전라도 관찰사로 임명된 朴召榮과 金璫이 拜辭할 때의 발언은 

이러한 고민을 잘 보여준다. 

  황해도 관찰사 朴召榮, 전라도 관찰사 金璫이 拜辭하니 임금이 인견하

여 이르기를, “다른 일은 다 말할 것이 없지만 민생의 안락과 근심은 수

령에게 달렸고 수령의 黜陟은 감사에게 달려 있으니 조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김당이 아뢰기를, “임금님의 교지가 지당합니다. 신이 출

척의 소임을 받았으니 감히 진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의 고

소가 분분하고 한 때의 비방과 칭찬이 한결같지 않으니, 이로 인하여 출

척의 마땅함을 잃을까 심히 두렵습니다.”하였다.89) 

88) 예종실록 권3, 1년 2월 5일(庚寅) “詳定所啓, 守令遞任, 用六期, 如

堂上官及未挈家沿邊守令, 用三期。且部民告訢關係宗社及非法殺人, 自己

訴冤外, 吏典、隷僕, 告其官員者, 品官、吏民, 告其監司、守令者, 竝勿聽

理, 論以杖一百徒三年。品官、吏民黜鄕, 陰嗾他人告官者, 罪亦如之。從

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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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대간들이 잇달아 고소당한 수령을 罷黜해야 한다고 탄핵

했으나 그 수령이 관찰사의 포폄에서 으뜸을 받은 경우도 있었

다.90) 수령 고소가 만연하면서 고소 내용과 포폄에 차이가 나고, 이

는 결과적으로 관찰사의 포폄이 타당성을 잃는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었다.   

  한편, 16세기에는 국역체제가 문란해지면서 그것에 힘입은 지방 

세력들이 더욱 강성해지고 있었다.91) 당시 지방 품관세력들의 위세

는 수령을 압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유순정이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남원의 품관들이 强悍하여 마을 내 

才人과 白丁이 본래 2천여 명이었는데 모두 품관에게 순종하게 되어 한 

품관이 30∼40명씩 거느려 자기 집 울타리 안에 살도록 하는데도 아전

이 독촉하여 빼내 오지도 못하고, 수령이 만약 推尋하면 반드시 中傷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관노비 부리기를 자기 父祖의 노비 부리듯이 

하고 나약한 수령은 더러 立案을 만들어 주기도 하여 관아에서는 부릴 

사람이 없게 됨에 이르렀습니다. 그 폐단이 이미 오래되어 수령 또한 금

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품관은 마땅히 수령으로 하여금 조

사하여 다스리도록 하되 아주 심한 자는 큰 죄로 다스려야 이와 같은 폐

단이 거의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하였다.92)

89) 중종실록 권21, 10년 2월 19일(丁未). “黃海道觀察使朴召榮、全羅

道觀察使金璫拜辭, 上引見, 語之曰, 他事不須盡言, 民生休戚, 係于守令, 

守令黜陟, 在于監司, 可不愼歟, 璫對曰, 上敎當矣。臣受黜陟之任, 敢不盡

力爲之, 然百姓之告訴紛紜, 一時之毁譽不一, 深恐以此, 而失黜陟之當

矣。” 

90) 중종실록 권4, 2년 12월 25일(甲午). 

91) 16세기 국역체제의 해체와 사족층의 성장에 대해서는 김성우, 앞의 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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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남원 지역에서는 품관들이 강성하여 아전뿐만 아니라 수령 

또한 그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남원의 토호 품관은 향촌

에 살며 사나운 것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三害라고 불릴 정도였는

데, 이에 관찰사가 강명한 수령을 택하여 그 이웃들을 추문해보아도 

두려워 말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93) 지방 세력이 강성한 것은 남원

지역에만 국한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었음은 다음과 같은 중종의 

언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길, “품관의 作弊는 유독 남원만이 아니라 下三道

도 반드시 모두 그러할 것이니 일일이 규찰할 수가 없다.” 하였다.94)

  임금께서 말씀하시길, “전라도 인심의 완악함이 경상도보다 심하다는 

것은 본디 말해온 바이지만, 지금은 경상도 또한 다를 것이 없다. 두 도

만 그러할 뿐 아니라 다른 도도 그러하니, 이것은 교화가 아래에 퍼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다.95) 

92) 중종실록 권17, 7년 11월 4일(甲戌). “順汀曰, 臣聞南原品官强悍, 

府內才、白丁本二千餘人, 皆爲品官所使。一品官率三四十人, 而使居於其

家圍內, 衙前未得督出, 守令若推尋, 則必中毒。且役使官奴婢, 如父祖奴

婢。懦弱守令, 或成給立案, 至於官無可使之人。其爲弊已久, 守令亦不能

禁戢。如此品官, 當令推察, 已甚者治以大罪, 則庶幾無如此之弊矣。”

93) 중종실록 권21, 10년 4월 20일(丁未). “臺諫啓前事, 又曰, 南原有土

豪品官金世基、黃愷、金楹者居鄕, 强悍特甚, 故一時稱爲三害。觀察使金

世弼擇定剛明守令, 使推問三切隣, 其切隣亦皆畏怯, 莫敢發言, 請令義禁

府, 拿來推問, 以治其罪。”

94) 중종실록 권17, 7년 11월 4일(甲戌). “上曰, 品官作弊, 非獨南原, 下

三道必皆然矣, 不可一一糾察。”

95) 중종실록 권31, 12년 윤12월 4일(乙亥). “上曰, 全羅道人心之頑惡, 

素稱甚於慶尙道, 今則慶尙道亦無異矣。非徒兩道爲然, 他道亦然, 此由敎

化之未盡孚於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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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시기 강원도 관찰사의 장계에서도 강릉의 품관 세력이 강

성하여 떼 지어 살면서 완악하고 거만하여 관원을 멸시하는 자가 

자못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96) 그리고 경상도 지역에서도 토호 가

운데 제어되지 않은 자들이 있어 昌寧, 靈山 등지에는 관청에 전세

조차도 바치지 않는 토호들이 문제시되었다.97) 또한 인동지역에서 

생원 윤탕우 등이 떼를 지어 군현을 두루 돌아다니며 횡행하는데 

수령들이 자신들을 비방할까 두려워하여 그들의 요구에 응해 준 사

례도 있었다.98)  

  세조 말에 혁파된 재지 세력들의 기구인 유향소가 성종대 부활된 

이후 연산군의 학정이 계속되면서 유향소는 수탈기구로서의 면모가 

두드러졌고, 이를 통한 권세가의 지방 사회에 대한 수탈은 구조적으

로 이루어졌다. 경재소와 유향소에 의해 지방이 침탈되는 형세는 중

종반정 후에도 개선되지 않았고, 향촌 사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중종대에도 이어졌다. 유향소 혁파 운동이나 향약 보급운동 

또한 지방 세력들에 의해 어지러워지는 지방 사회 질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99) 

96) 중종실록 권21, 9년 10월 6일(乙未). “江陵府使金彦平病死。本府, 

道內巨邑, 而近來非唯疲弊, 品官强盛, 群居邑內, 頑慢蔑官者頗多, 須擇有

威重, 鎭俗、興廢者, 差遣爲當。”

97) 중종실록 권21, 9년 12월 19일(丁未). “大司憲宋千喜曰, 臣前爲慶尙

道監司時, 土豪、品官之最强者, 推覈而徙邊矣。其後孫仲暾語臣曰, 土豪, 

尙有未及制者, 昌寧、靈山等處, 有數三土豪, 至於田稅, 亦不納官云。耕食

國土, 而至於不稅, 頑惡孰甚, 固宜推懲。” 

98) 중종실록 권36, 14년 6월 13일(乙亥). “前者有如此橫行出入者, 法司

察之。 其時指目曰桴生員、傳遞生員。[前者生員尹湯佑等, 結伴作群, 周

歷郡縣, 守令畏其非毁, 迎勞甚款, 所求靡不應, 時人謂之桴生員, 以其群聚

橫行, 比之桴筏謂之。 傳遞生員, 以其騎駄僕從各邑傳遞而送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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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호 품관들뿐만 아니라 향리들 또한 매우 완악하고 횡포를 부리

는 경우도 있었다. 

  전라도 관찰사 金璫이 書狀을 올리기를, “지난 윤 4월 20일에 靈光郡

의 아전들이 本邑의 수령을 謀背하여 관아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일절 

금지하여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서로 의논하여 아래 吏卒들을 유인해 

이름을 쓰게 하고 이에 그것을 도모한 우두머리의 집에 차례로 돌아가

며 연회를 열고, 기녀를 불러다 놀면서 4, 5일이 되도록 출근하지 않은 

채 그 고을을 배반하니 변고가 매우 큽니다. … 이 고을은 민심과 풍속

의 완악함이 더욱 심하고 아전들의 횡포가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으

니 새로 임명하는 수령은 위엄과 명망이 있고, 밝고 바른 사람을 골라서 

보내소서.” 하였다.100)

  당시 지방의 토호 품관들과 향리들의 세력은 강했고, 그 세력을 

바탕으로 지방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수령으로 제어되

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을 징벌하고 제어하는 것은 조정의 큰 

고민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1524년(중종 19) 전염병의 확산으로 평안

도가 황폐해지자 入居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고,101) 죄를 지은 사

99) 이태진, 앞의 책, 306~313쪽.

100) 중종실록 권22, 10년 6월 12일(丁卯). “全羅道觀察使金璫書狀曰, 

去閏四月二十日, 靈光郡人吏等, 謀背本邑, 官衙仕進人等, 一切禁止, 使不

得入, 自相立議, 其下吏卒, 誑誘援引, 署姓名, 乃於首謀人等家, 輪次設辦, 

招妓宴會, 至四五日不仕, 以叛其邑, 變故甚大。 … 此郡民心風俗, 頑惡尤

甚, 人吏暴橫, 其來有漸, 新除授守令, 請擇差有威望明正人。”

101) 入居는 사변과 같은 의미인데, 자기의 영역을 ‘전제’로 하여 ‘들어가 

살게 한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이는 ‘入居’라는 구체 개념은 정

당한 영유권에 대한 당위 의식이 현실의 지배의식과 아직 충돌하고 있

던 초기 단계의 언어표현이라고 보는 연구도 있다. 김지수, 2005 「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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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을 입거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같은 해 7월 ｢全家入居罪

條｣가 내려졌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102) 

  1. 외방 사람이 실어오는 물건을 중도에서 기다렸다가 억지로 매매한 

자. 1. 法司의 아전으로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벗하여 잔치를 열어 술을 

마시는 자. 1. 禁令을 범한 사람을 잡았다가 請囑을 받고 도로 놓아 준 

자. 1. 위조한 문서를 가지고 송사한 자는 조상이 한 것 일지라도 온 가

족을 입거시킨다. 1. 유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 1. 외방의 관리로서 

貢物을 받아 남용한 자. 1. 전세를 여러 해 바치지 않은 자. 1. 수령이 갈

릴 때에 틈을 타서 마음대로 관의 물건을 쓴 자. 1. 문기를 위조하여 간

사한 것이 드러난 자. 1. 도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송사하기를 좋아하는 

자. 공물을 대납한 자. 1. 품관 · 이민으로서 그 감사 · 수령을 고소한 

자.103)

  이때 수령 고소에 대한 처벌은 기존의 杖 1백대, 徒 3년에서 全

家徙邊으로 더욱 강력해졌고, 이 수교는 이후 1543년(중종 38)에 

편찬되는 大典後續錄 刑典 雜令條에 수록되었다.104) 대전후속록

 단계에서 처벌의 내용이 개정된 것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사족

의 성장이라는 사회적 추세와는 동떨어진 채 중종 중반 이후 도리

鮮朝 全家徙邊律의 역사와 법적성격」, 법사학연구32 105~106쪽.

102) 전가사변과 관련하여서는 김지수, 앞의 논문 참조. 

103) 중종실록 권51, 19년 7월 27일(庚寅). “入居罪條, 一, 外方人駄載

之物, 邀於中路, 抑勒買賣者 一, 法司衙前與商賈人等, 朋結宴飮者。一, 

捕犯禁人聽囑還放者。一, 持僞造文記爭訟者, 雖言祖上所爲, 全家入居。

一, 犯流罪。一, 外吏受貢物濫用者。一, 田稅累年不納者。一,守令遞代時, 

乘間擅用官物者。一, 僞造文記奸詐現著者。一, 非理好訟者。一, 代納貢

物者。 一, 品官、吏民告其監司、守令者。”

104) 大典後續錄 권5, 刑典, 雜令 “品官吏民告其監司守令者, 鄕吏犯元惡

者, 公私賤犯全家徙邊者, 除收贖仍本役,  竝於兩界及黃海道全家徙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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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강화되어 改惡化되었다고 평가하였다.105) 하지만 법이나 규정이 

현실에 대한 대응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전제했을 때 법률의 수정

은 당시 문제시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이때 전가사변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

인 논의는 실록에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법률 수정 

이전 수령 고소가 만연한 현실과 지방 세력의 폐단 및 수령의 지위

가 불안정한 상황이 전가사변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배경이 되었음

을 알 수 있다. 명종대 사헌부에서 부민고소금지법 개정에 대해 아

뢴 내용에는 대전후속록에서 처벌을 강화한 이유가 보다 직접적

으로 언급되고 있다.  

  심연원, 윤개, 신광한, 임권, 심광언이 의논드리기를, “부민고소금지법

은 대전에는 원래 杖 일백 徒 삼년이었는데, 그 뒤의 수교에 전가 사

변으로 되었습니다. 인심이 박하고 악하여 점점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풍

조가 일어나므로 이 폐단을 막으려고 마지못하여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였다.106)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 이것(경국대전 소원조의 내용-필자)으로 

본다면 관리, 관찰사, 수령의 잘못은 자기 자신의 일이 아니면 吏典, 僕

隸, 품관, 이민이 원래 고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을 어기고 고발하면 

죄가 도형에까지 이르게 되지만 종사에 관계되거나 불법으로 살인한 것

과 같은 사안의 경우 스스로 고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을 이

와 같이 세워 놓았기 때문에 간사한 백성은 조금이라도 혐의와 원한이 

105) 김성우, 앞의 논문, 346쪽.

106) 명종실록 권11, 6년 7월 12일(戊戌).  “沈連源、尹漑、申光漢、任

權、沈光彦議, 部民告訴之法, 元《大典》則杖一百、徒三年, 其後受敎, 爲

全家徒邊。人心薄惡, 漸起陵上之習, 故欲防此弊, 不得已爲此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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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해치려는 계책을 품고 어지럽게 고소를 하니 수령은 그 자리에 

편안히 있을 수 없고 도리어 간사한 백성들의 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후속록에서는 徒三年이 가볍다 여겨 다시 그 법을 중하게 

해서 전가사변으로 결정하였는데 이것 또한 폐단을 구하기 위해 부득이

한 것이었습니다.” 하였다.107) 

  이러한 언급을 보았을 때 중종대 전가사변으로의 개정은 수령 고

소가 만연한 현실과 그로 인한 지방 사회에서 불안정한 수령의 위

상을 강화하고자 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수령 고소에 대

한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수정할 정도로 조정에서 수령 고소를 금

지시키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이다.

  ｢전가입거죄조｣가 내려지고 이 죄로 인해 처벌되는 사람 중 사족

이 포함되자, 조정에서는 이런 사족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둘

러싸고 논란이 일어났다. 홍문관 부제학 蔡紹權은 時弊 다섯 조목을 

올린 상소에서 “사족을 전가사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중종은 鄕曲을 武斷하는 자라면 사족이라 할지라도 처벌

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108) 三公 또한 이미 

조목을 세웠으니 사족이라고 하여 죄를 벌주지 않을 수 없다고 하

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였다.109) 하지만 三公은 “만약 그 자제가 

107) 명종실록 권16, 9년 6월 3일(壬申). “憲府啓曰, … 以此見之, 凡官

員、觀察使、守令之失, 非自已事, 則爲吏典、僕隷、品官、吏民者, 固不

得告之。若違法告之, 則罪至於徙, 若關係宗社、非法殺人, 則許其自告

矣。立法如此, 而奸細之民, 少有嫌怨, 輒懷中毒之計, 紛紜告訴, 守令不得

安其位, 反見制於奸民, 故《後續錄》, 以徒三年爲輕, 更重其法, 定之以全

家徙邊, 亦救弊之不得已者也。”

108) 중종실록 권52, 19년 10월 8일(己亥). “其曰, 士族人, 全家徒邊不

可者, 其罪武斷鄕曲者, 乃所以爲民除害。”

109) 중종실록 권52, 19년 10월 9일(庚子). “士族子孫不可入居事, 此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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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무리에 들었는데 임금께서 짐작하여 하신다면 오히려 괜찮겠으

나 미리 常式으로 삼는다면 두려워 조심하는 것이 없어서 법에 손

상이 있을 것입니다.”110) 라고 하며 사족에 대한 減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 수령을 고소했을 때 전가사변으로 

처벌되는 규정이 실제 사례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사족에 대한 처벌 

논의는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1525년(중종 20) 생원 손난직이 

수령을 고소한 죄목으로 入居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진주 유생들

이 상소한 것을 발단으로 논란이 일어났다.111) 다음날 조정에서는 

軍籍을 틀리게 마련하는 경우, 생원 · 진사에게는 특별히 전가입거

를 감해 徒 3년으로 定役한다는 예를 이 사례에 적용시켜 손난직을 

감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112) 이에 대해 중종도 합당하다 여겼고, 

似當。然國家勒令入居, 則一應有蔭子孫, 皆得免矣, 若作罪入居, 則不然, 

有罪者自當被罪, 而如入八議之人, 則或可減等矣。 此引刑不上大夫之言, 

似乎不當。當初議入居時, 武斷鄕曲之條已立, 雖衣冠子弟, 豈可不罪其罪

乎。”

110) 중종실록 권52, 19년 10월 9일(庚子). “若其子弟入其類, 而自上斟

酌爲之, 則猶可也, 若預爲常式, 人無所畏戢, 有虧於法矣。”

111) 중종실록 권55, 20년 8월 13일(庚子).

112) 중종실록 권55, 20년 8월 14일(辛丑). “政府議, 孫蘭直事, 初以一

鄕公論, 抄之轉啓, 固非偶然, 而其邑儒生等六十餘人, 又連名上疏, 亦豈虛

事也。宜移觀察使分揀, 然已定之罪, 更改則人皆効此, 而紛紜矣。 軍籍差

錯者, 生員、進士則特減全家, 蘭直若以律定罪, 則足以懲惡, 而儒生等亦知

勸奬之意矣。” 중종 7년, 우의정 성희안이 군적 감고의 폐단을 말하고 

해결 방안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군적을 틀리게 마련하거나 감고한 사

람들은 모두 입거시켜야 하는데, 생원 ‧ 진사나 일찍이 수령을 지낸 사

람들은 일체로 입거시키기 未便하니, 병조로 하여금 마련하여 다른 도

의 잔약한 역에 도3년으로 정역한다.’는 수교를 내렸다. 이와 관련한 성

희안의 건의는 중종실록 권15, 7년 5월 16일(己未), 전교 내용은 중

종실록 권54, 20년 6월 9일(丁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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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난직 뿐만 아니라 생원 · 진사 및 사족으로서 뽑힌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음 율로 죄를 주는 것이 어떠한지 의논하라는 전교를 내렸

다.113) 이후 정부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손난직은 생원이기 때

문에 입거는 면하되, 한 등급 낮은 형률[次律]로 처벌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114) 이것이 기준이 될 만한 관례가 되어 생원 · 진사 및 

사족들은 입거에 해당하는 죄목을 지어도 입거 대상에서 제외되고, 

次律로 처벌받게 되었다.115) 

  사족 처벌 논의의 연장선에서 사족의 범위도 文武科 출신인 사람

의 자제 및 內四祖와 外四祖에 모두 顯官이 있는 사람으로 정해졌

다.116) 이 과정에서 중종은 내조나 외조 중 한쪽만 현관이라도 사족

에 포함시키고자 하였으나117) 의정부에서는 모두가 현관이어야 한

113) 중종실록 권55, 20년 8월 14일(辛丑). “傳曰, 所啓宜矣。生員、進

士, 豈獨孫蘭直被抄耶。一樣減罪可也。且士族婦女, 亦竝入送, 士族之人

及婦女, 非奴婢, 不能爲生理。 若令入居, 則下人强暴, 誰肯久從, 而不逃

乎。必至於負薪、汲水, 未免流離, 非但無實邊之意, 士族之人不亦辱乎。

生員、進士及士族之人被抄者, 竝以次律罪之何如。其更議之。”

114) 經國大典 권5, 刑典, 罪犯准計條에 따르면 전가사변은 장 1백, 유 

3천리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가사변은 유3천

리보다 무거운 형벌이다. (김지수, 앞의 논문, 139쪽) 그렇다면 次律은 

어떤 것일까? 兵籍과 관련한 사안에서 전가사변을 도 3년으로 감형한 

예를 부민고소금지법에 적용시키고자 한 것을 보면 맥락상 차율은 도 3

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15) 전가사변율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김지수, 앞의 논문, 사족정책과 

관련한 전가사변 정책의 일반에 대해서는 김성우, 앞의 책에서도 지적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전가사변 정책을 수령 고소사안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16) 중종실록 권55, 20년 8월 16일(癸卯); 중종실록 권55, 20년 8월 

21일(戊申).

117) 중종실록 권55, 20년 8월 21일(戊申). “傳曰, 前日政府之意, 內外

俱有顯官者, 得免全家云。若然則一邊無顯官者, 不得免矣。雖一邊有顯官, 

亦士族也, 兩邊四祖中一有顯官, 則許免何如。其更議以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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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고, 정부의 의견대로 결정되었다.118) 또한 현관에 해당하

는 관직을 東 · 西班의 正職 5품 이상과 감찰, 육조 낭관, 部將, 宣

傳官, 縣監으로 한정하여 각 고을에 諭示함으로써 현관의 범주도 정

하였다.119) 국가가 공인하는 사족은 실제적으로 관원 경력이 있거

나, 잠재적인 관료충원대상이어야 했다. 즉, 이때 정의되는 사족은 

결국 중앙 관인 계층 및 관련 사족이다. 사족의 범주를 설정하는 과

정에서 국왕과 신료들 사이의 의견이 달랐던 것은 이 범주가 사회

적으로 통용되는 사족과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조정에서 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족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국가에서 인정하

는 사족의 범주를 한정지었다.  

  이처럼 수령 고소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전가사변으로 강해졌고, 

생원 ‧ 진사 및 사족들은 전가사변 대상에서 빠지는 법적인 대우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정에서는 사족의 한계를 분

명히 정하였고, 그들도 한 등급 낮은 형률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2. 폐지론의 등장과 법의 취지 확인 

  1551년(명종 6) 부민고소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일어났다.  

국역체제가 문란해지면서 수탈이 가중되고 민이 유망하게 되는 상

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명종은 부민고소금지법 폐지론을 제

118) 중종실록 권55, 20년 8월 23일(庚戌). “政府議啓曰, 入居事, 前日

上敎謂, 其四祖一邊有顯官者, 亦是士族也。自上念士族入居, 至當矣。但

雖賤係之人, 亦有一邊顯官者, 如此而亦爲分揀, 則恐有奸僞。且入居期限

已逼, 實不實之間, 呈訴紛紜, 恐爲騷擾, 請依前議何如, 傳曰, 知道。”

119) 중종실록 권55, 20년 8월 27일(甲寅). “政府啓曰, 各官, 未知某官

爲顯官, 請以東西班正職五品以上及監察、六曹郞官、部將、宣傳官、縣監

爲顯官事, 請竝諭之。傳曰, 依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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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였다. 

  부민고소금지법은 본래 조종의 成憲이 아니라 성종조 때에 계청한 자

가 있어서 입법한 것이다. 지금 금천에서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온 

고을이 텅 비게 되고 개와 닭까지도 편안하지 못하다고 한다. 한창 농사

철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업을 잃고 있다. 조종조에서는 비록 이 법이 없

었으나 상하의 구분이 오히려 엄명하였다. 백성이 회복될 때까지는 이 

법을 쓰지 않으려 하는데 경들의 의견은 어떠한가?120)

  표면적으로는 민의 유망으로 향촌사회가 불안한 상황에 대한 해

결책으로 폐지론을 제기한 것이지만, 이전에 부민고소금지법의 폐단

을 언급한 맥락을 살펴보면 이면에는 다른 정치적 이유가 얽혀 있

음을 알 수 있다. 명종대 폐지론이 제기되기 이전에 부민고소금지법

의 폐단을 지적하는 내용은 兩宗의 복립과 관련한 문제에서 수렴청

정을 하고 있었던 문정왕후에 의해 처음 언급되었다. 1550년(명종 

5) 慈殿의 비망기로 禪敎 兩宗의 복립을 명한 이후 한 달 넘게 매

일 반대가 빗발쳤다.121) 이 와중에 자전은 백성이 중이 되는 이유는 

부민고소금지법으로 인해 수령이 침학하기 때문이고 이를 해결하기 

120) 명종실록 권11, 6년 7월 12일(戊戌). “部民告訴者罪之之法, 本非祖

宗成憲, 而成廟朝, 因有啓者而立之矣。今者衿川, 一人作罪, 闔境空虛, 雞

犬亦不得寧, 正當農月, 民失其業。祖宗朝雖無此法, 而上下之分, 尙且嚴

明。欲限百姓蘇復, 不用此法, 於卿等意何如也。” 

121) 명종실록 권10, 5년 12월 15일(甲戌) “命復立禪敎兩宗。慈殿以備

忘記下于尙震曰, 良民日漸減縮, 軍卒困苦之狀, 莫甚於此時。此非有他故, 

民有四五子, 則厭憚軍役之苦, 盡逃爲僧, 以此僧徒日繁, 軍額日縮, 至爲寒

心。大抵僧徒之中, 無所統領, 則難禁雜僧。祖宗朝《大典》, 設立禪敎宗, 

非崇佛之事, 乃所以禁防爲僧之路, 近來革廢, 故弊將難救。以奉恩、奉先

寺爲禪、敎宗, 依《大典》大禪取才條及爲僧條件, 申明擧行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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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양종을 복립한다고 하였다.

  자전이 이르기를, “양종의 일로 온 조정이 여러 날 논집하고 있으니 

위에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 지금 굳이 異敎를 숭상하여 믿고자함이 

아니라 근래에 國運이 비색하여 두 대왕께서 계속하여 승하하셨고 게다

가 해마다 흉년이 들어서 백성의 생활이 날로 곤궁해지고 있는데 박덕

한 내가 국정에 참여하면서부터 흉년이 거듭되고 재변이 연달아 일어나

고 있으므로, 생각이 거기에 미치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상심하여 백방

으로 생각한 나머지 한 가지 폐단이라도 바로잡아 보려고 양종을 다시 

세운 것이다. 중들은 날로 번창하고 軍額은 날로 감축되고 있으며 사찰

은 도둑의 소굴이 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중들을 핍박하여 모두 還俗

하게 할 수도 없을 것이니, 만약 이들을 통솔하는 자가 있으면 늘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수령들이 탐욕을 부려서 백성들에게서 재물

을 긁어모으고 있으니 백성이 중이 되는 이유는 실상 이 때문인 것이다. 

성종조에 부민고소금지법을 만들었는데, 이로부터 청렴하지 못한 수령

들이 기탄없이 방자한 행동을 하므로 그 폐단을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폐단이 이미 고질화되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던 것이다.”122) 

  이후 부민고소금지법은 내수사 종의 復戶와 관련하여 아전들이 

거행하지 않고 이에 대한 진소를 부민고소로 악용하고 있다는 맥락

122) 명종실록 권11, 6년 1월 19일(戊申) “慈殿曰, 以兩宗事, 朝廷累日

論執, 自上甚爲未安。今者非敢崇信異敎, 邇來國運迍邅, 兩大王相繼賓天, 

而加以連歲凶歉, 民生日困。予以薄德, 與於國政, 饑饉荐臻, 災變連仍。言

念至此, 不覺喪心, 百計思之, 欲知一分之弊, 而復立兩宗耳。僧徒日繁, 軍

額日減, 寺刹爲盜賊之藪。不可一朝驅迫僧徒, 盡令還俗, 若有統領, 則不得

滋蔓矣。…守令貪暴, 割剝生民, 民之爲僧, 職此由也。成宗朝立部民告訴

之法, 而自是之後, 守令不廉者, 恣行無忌。欲矯此弊, 而弊已痼也, 亦未果

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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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 폐단이 제기되었다.123) 이와 같이 부민고소금지법의 폐단이 

양종 복립을 합리화하는 과정이나, 왕실의 사적 기구인 내수사의 노

비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명종의 폐지론 제기는 매우 정

치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조정 신료들의 의견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심연원, 윤개, 신광한, 임권, 심광언 등은 부민고소금지법이 
경국대전의 杖 일백, 徒 삼년에서 그 뒤의 전가사변으로 바뀐 이유

와 경위를 설명하고, 그 법이 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수령과 백성 간의 군민 분의를 강조함으로써 고소를 허용한다면 명

분이 바로 서지 않을 것을 염려하였다. 또한 수령의 부정에 대해서

도 백성의 고소가 없어도 감사와 공론이 있어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다.124)  

  둘째, 고소하는 풍습이 지극히 나쁘지만 전가사변 하는 법은 과중

하므로 경국대전의 법을 따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신

료들도 있었다.125) 이와 같이 국왕과 신료들 사이의 입장 차이는 분

123) 명종실록 권11, 6년 6월 18일(乙亥). “以內需司奴檢同告狀, 下于政

院曰, 內需司奴婢復戶, 自祖宗朝爲之, 故南原奴婢稅外復戶, 再三捧承傳行

移, 而南原姦吏等專不擧行, 如有陳訢之人, 則或稱部民告訴, 或稱盜賊, 羅

織虛罪, 操弄侵虐, 至爲姦暴。記官梁萬里, 依元惡鄕吏例, 令刑曹推考, 南

原府使、判官, 不能禁抑, 而聽下人所爲, 令其道監司推考。”

124) 명종실록 권11, 6년 7월 12일(戊戌). “部民告訴之法, 元《大典》則

杖一百、徒三年, 其後受敎, 爲全家徒邊。人心薄惡, 漸起陵上之習, 故欲防

此弊, 不得已爲此也。然非使民專不訴冤, 如自己冤憫之事, 則許其伸冤

矣。如守令不法之事, 非自己切迫之患, 而告訴搆罪, 百姓與守令, 有君民之

分, 須相敬畏。百姓畏守令, 守令畏監司, 監司敬朝廷, 然後等級分明, 國勢

尊嚴矣。守令有不法之事, 民雖不告, 旣有監司, 又有公論, 自然治其罪, 何

必待民之告訴, 然後治其罪哉。”

125) 명종실록 권11, 6년 7월 12일(戊戌). “尹思翼、鄭士龍、鄭世虎、

尹元衡、安玹、李薇、宋世珩、金益壽、李光軾、姜顯、申瑛、柳辰仝、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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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게 나타났지만 신료들의 의견은 그 처벌을 경국대전에 따를 

것인지 대전후속록에 따를 것인지의 의견 차이가 있을 뿐, 고소를 

허용한다면 명분이 바로 서지 않을 것을 염려한다는 점에서 궁극적

으로 부민고소금지법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이었다. 이 

날의 논의는 대전후속록도 成憲으로 인정하면서 부민고소금지법

에 대한 처벌을 전가사변으로 유지시키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

만 명종은 여전히 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다음날 부민고소를 허락하

고자 하는 뜻을 영의정과 우의정에게 전해 의견을 모으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옛날의 제후와 같은 수령을 부민이 고소하게 할 경

우 명분과 의리를 어기는 것이고 예의를 심하게 헐어버리는 것이라

며 반대하였다.126) 신료들의 의견에 따라 부민고소금지법 논의는 내

용의 변화 없이 일단락되었다. 

  이 후 부민고소금지법에 관한 논의는 경상도 안동의 생원 李苞가 

올린 상소에 의해 다시 촉발되었다.127) 백성이 고생하는 내용이 담

긴 이 상소에 의해 국왕은 다시 부민고소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폐

단을 지적하며 이전에 고소하는 법을 언제 폐지하였는지 상고하여 

宮淑議: “部民告訴之法, 《大典》則輕, 而《後續錄》受敎則重。 其罪告

訐之風, 至爲非矣, 然全家之法, 似乎過重。遵先王之法而過者, 未之有也。 

遵祖宗《大典》之法爲便。” 

126) 명종실록 권11, 6년 7월 13일(己亥). “領議政李芑議, 今之守令, 宰

百里之地, 猶古之諸候也。天子、諸候、方伯、連帥, 雖大小不同, 有地而

爲之宰者, 其地之人皆稱君, 上下之分有截。祖宗朝《大典》之法, 非徒法

也, 亦有見於此也。使其部民, 告訴其邑宰, 是使臣子, 告其君父也。《春

秋》之義, 尤嚴於君臣之分, 而《大明律》有干名犯義之條。法之所以立, 

所以禁非而入於禮也。《大典》之法, 誠萬世不刊之典, 宜遵守勿改也。今

若爲守宰之不法, 使部民告訴, 則是干名犯分, 而毁禮之甚者。其於爲國以

禮何哉, 右議政尙震之議, 亦同, 上從之。”

127) 명종실록 권16, 9년 4월 27일(丁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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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뢰라고 하였다.128) 이에 대해 사헌부에서는 부민고소금지법의 개

정에 대해 아뢰게 되는데, 여기서 당시 부민고소금지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굴절되어 사용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근래 기강이 크게 무너져 공론이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수령들은 아

랫사람을 침범하여 포악하게 행동하고 마음먹은 대로 자행하여 조금이

라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억울하게 죽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날로 

심해져 이미 구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피살된 사람이 

감히 고발하지 못하는 것은 부민고소금지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들이 대전의 형전 소원조를 상고해 보니 지금 쓰이고 있는 뜻과는 

크게 다릅니다.129)

  우선 사헌부에서는 기강이 무너지고 공론이 행해지지 않아 수령

들이 침학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날로 심해지

는 것은 부민고소금지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경국대

전을 상고해 보니 지금 쓰이고 있는 뜻과는 크게 다르다고 한바,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국대전 형전 소원조에 실려 있

는 부민고소에 대한 조항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민고소금지 규정

이 어떻게 다른지는 그 이후에 자세하게 이야기하였다.

128) 명종실록 권16, 9년 4월 27일(丁酉). “且古者監司察守令之賢否, 尤

甚者依敎書致罰, 又有部民告訴之法, 故守令少有畏戢, 今則廢而不行, 故弊

端尤甚。告訴之法, 何時廢乎。其考啓之。”

129) 명종실록 권16, 9년 6월 3일(壬申). “憲府啓曰, 近來紀綱大壞, 公

論不行, 故守令等侵虐下人, 恣行胸臆, 少不如意, 多至枉殺。日以日甚, 已

不可救, 而被殺之人, 不敢告者, 以其有部民告訴之法也。然臣等考《大

典》《刑典》訴冤條, 大與今之所用之意不同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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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법(대전후속록에서 전가사변으로 정해진 것-필자)이 세

워진 후에 수령은 이 법을 빙자하여 비록 살인을 고발한 일이라도 ‘부민

고소’라고 이름을 붙여 그 옥사를 조작하니 백에 하나도 면하지를 못합

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은 전가 사변의 죄를 겁내어 자기에게 

억울함이 있어도 차라리 죽을지언정 고발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수

령이 더욱 방자하게 탐학하고 양민이 날마다 구렁에 뒹굴게 되는 까닭

입니다. … 그러고 보면 자기의 원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조차 부민고소

의 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을 이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대체로 부민고

소의 법과 자기 訴冤의 일은 대전에 매우 분명하게 두 가지 조항으로 

나뉘어 있는데도 이를 뒤섞어 사용하고 있으니 매우 온편치 못합니

다.130) 

  

  이와 같이 경국대전의 내용을 보면 비법살인과 종묘사직과 관

계된 일, 그리고 자기 원억에 대한 일이라면 고소가 가능하다고 규

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이 현실에 적용될 때는 수령들에 의해 악용

되고 있었던 것이다. 자기원억을 호소하는 사람을 부민고소 죄에 해

당한다고 빙자하여 부민고소금지법을 적용함으로써 법의 원래 취지

가 수령들에 의해 왜곡되어 적용되고 있었다. 사헌부는 당시 부민고

소금지법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였으나 엄밀히 말하면 부민고소금지

법이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을 비판한 것이었고, 문제제기의 핵

심은 부민고소금지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민고소와 자기 소원

130) 명종실록 권16, 9년 6월 3일(壬申). “及立此法之後, 守令憑藉此法, 

雖告殺人之事, 亦名之曰部民告訴, 鍜鍊其獄, 百無一免, 故愚民等怯於全家

徙邊之罪, 雖有自己冤抑, 寧死而不得告。 此守令之所以益肆貪暴, 而良民

之所以日就溝壑者也。… 然則自已訴冤者, 亦被部民告訴之律, 於此亦可知

矣。大抵部民告訴之法, 與自己訴冤之事, 《大典》內分爲二條, 極爲分明, 

而混而用之, 至爲未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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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을 정확히 분리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한다면 

명종이 언급한 지방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겼다. 사헌부는 

부민이 수령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자 하는 명종의 

의견에 반대하면서 대전과 속록에 실려 있는 이 규정의 본래 

취지를 자세히 밝혀 현실에 제대로 적용하기를 청하였고 명종이 이

를 받아들임으로써 부민고소금지법은 유지되었다.131) 

  부민고소금지법 관련 논의는 이때 매듭지어진다. 16세기에 국역

체제가 문란해지면서 지방 세력은 더욱 강성해졌고, 수령 고소가 더

욱 활발해지자 중앙정부에서는 부민고소금지법을 개정하였다. 이후 

향촌 사회의 피폐함을 이유로 폐지론이 제기되었을 때에도 부민고

소금지법의 원칙만 제대로 지킨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 법을 

유지시켰다. 지방의 사족들이 성장하고 자신들의 기구를 통해 향촌 

지배를 행했던 16세기에 수령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부민고

소금지법이 개정되었다는 점은 조정에서 이 당시 지방통치를 어떻

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알게 해준다. 중앙정부는 수령이 지방통치에

서 안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령권에 힘을 실어주었고, 이는 조

선 초기부터 추구하던 것이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던 수령을 통한 

지방통치 구현을 더욱 강화하고자 했던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131) 명종실록 권16, 9년 6월 3일(壬申). “請申明《大典》及《續錄》之

法, 非關係國家非法殺人外, 部民訴告者, 全家徙邊, 自己冤訴者, 竝聽理, 

誣告者, 杖一百流三千里。答曰, 如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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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지금까지 부민고소금지법에 관한 조정의 인식과 실제적인 법 시

행의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15세기 부민고소금지법의 입법배경 및 

과정과 지방 현장에서 운영되는 양상, 그리고 16세기 개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선 초기 중앙집권화를 위한 제도정비가 이루어졌고, 조정은 수

령을 파견함으로써 그들을 통한 지방 지배를 추구하였다. 수령은 국

왕의 명령을 받고 지방에 나가 政事를 맡은 자이기에 이념적으로 

지방관과 지방민들은 君臣의 관계에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수령과 지방세력 사이에 명분이나 위계질서는 제대로 확립되지 않

았고, 여전히 지방 사회에서 토호 품관과 향리들은 세력이 강성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수령과 종종 마찰을 일으켰고, 양자의 알력

은 수령을 고소하는 형태로 표출되었다. 조선 초기 관료체제를 확립

하고자 수령 고소 사안에 대해 수령에게 더욱 엄격하게 처벌한 중

앙정부의 태도는 이런 상황을 조장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

정에서는 부민고소금지법 제정 논의가 등장하였다. 

  부민고소금지법은 1420년(세종 2) 수교를 통해 처음 규정이 마련

되었으나 이후 1433년(세종 15)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만

큼 입법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부민고소금지법은 수령과 민 

사이의 위계질서 확립, 민의 층위를 고려하여 호강활리 세력을 억누

르기도 하고 일반민을 보호하기도 해야 하는 민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 수령권을 강조하면서도 수령을 견제해야 했던 중앙정부의 입

장 등 조선의 지방통치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인식이 반영된 고민

의 산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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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부민고소금지법에는 수령을 고소할 수 없다는 내용과 

자기원억에 한해서는 고소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동시에 있어 법 그 

자체에 그것을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수령을 통한 지방

지배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조정의 기본적인 입장이 법에 

의해서 제대로 발현되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결과였다. 

  부민고소금지법에는 종묘사직의 안위와 법에 어긋난 살인이 아니

라면 부민이 수령을 고소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勿受의 규

정이 있었으나 동시에 자기원억에 한해서는 고소가 가능했다. 여기

서 자기원억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짓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제 현장

에서 운영될 때 복잡한 문제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다. 일단 고소

가 들어오면 자기원억에 관한 것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해 그 내

용을 살펴보아야 했다. 그런데 자기원억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았기

에 이 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조

정에 보고되는 수령 고소 사례들에 대한 조치를 보면, 그 원억여부

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수령의 부정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또한 이 법으로 인해 수령의 부정을 단속하기 힘들다는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법을 순조롭게 운영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정에서는 

찰방이나 어사 등 朝官을 파견하였다. 그런데 조관들은 민간에 가서 

탐문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조정에서는 조관에 의해 법을 어긴 수령

이 탄핵을 받게 되면 그 죄가 작더라도 일단 모두 교체하였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민들의 고소가 효력을 발휘하는 결과를 낳았

고, 조관 파견 이후 수령 고소가 더욱 공공연한 것이 되었다. 한편, 

세조는 왕에게 직접 고하는 直告를 두 차례 허용하였다. 직고 허용

은 모두 일시적인 조처였으므로 법 시행의 큰 방향이 흔들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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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었다. 그러나 이 조치로 인해 수령 고소는 더욱 활발하게 일어

났다. 

  부민고소금지법에는 수령의 위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

로 지방통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조정의 의도가 있었지만 이 

법이 실시된 이후에도 지방 사회의 하극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수령의 지위는 수령 고소가 점점 활성화되면서 더욱 취약해질 수밖

에 없었다. 수령을 통한 지방지배를 추구했던 조정에서 이런 상황을 

문제시하였음은 당연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중종대 조정에서는 개정 논의를 통해 그 처벌을 전가사

변으로 강화하였다. 이때 사족은 전가사변에서 한 단계 낮은 형률로 

처벌이 되고 사족의 범주도 정해졌다. 이후 폐지론이 제기 되었을 

때도 법의 취지를 확인하면서 그 법을 유지시켰다. 사족의 처벌이 

달랐지만 조정에서는 그 범주를 정하여 법적 혜택을 받는 사족을 

한정하였고, 그들도 또한 수령을 고소한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

서 그들에 대해서도 국가는 수령과의 관계를 확립하여 수령권 우위

의 기조를 유지하였다.   

  부민고소금지법이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고 복잡한 운영 양상을 

계속 보였음에도 조정에서는 지속적으로 법을 유지시켰는데, 이는 

이 법을 통해 추구하고자 한 조정의 지방통치 방식이 매우 확고했

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6세기 부민고소금지법에 대한 논

의와 개정은 기존 연구에서 16세기 지방지배의 주체로 강조되었던 

사족과 그들에 의한 지방지배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을 알 수 있

게 해준다. 중앙정부는 수령이 지방통치에서 안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령권에 힘을 실어주었고, 이는 조선 초기부터 추구하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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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던 수령을 통한 지방통치 구현을 더욱 

강화하고자 했던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지향은 16

세기 사족이 지방의 지배층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계속되

고 있었다. 16세기 국가의 지방통치는 수령에 대한 인식 및 지방 

사회에서의 수령의 역할과 지방 세력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추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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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the Law of Prohibiting 

Accusations against Chief Magistrates by People 

and Local Ruling in the 15th·16th Century Joseon 

Baek, Seung ah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government's discussion on the 

law of prohibiting accusations against local magistrates by 

people(Bumin goso geumjibeop, 部民告訴禁止法) and its 

development in 15th ‧ 16th century Joseon, especially focusing 

on the government's perception on various agents and their 

relationships involved in this law. Ultimately, this paper 

intends to re-examine the meaning of the law in terms of 

Joseon's local governing system.  

  The law of prohibiting accusations against local magistrates 

was a law that ensured the magistrate's stable governance 

over the region and that established the relationship among 

various different groups in the local society. Sinc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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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ing of Joseon, the government dispatched magistrates to 

the local area in pursuit of a centralized state. However, local 

people specifically men with formal bureaucratic rank 

(pumgwan, 品官), local functionary(hyangni, 鄕吏) frequently 

fired charges against the magistrate, and to solve this conflict 

the government started to discuss the need of the law to 

prohibit their accusations against the magistrate.    

  The law was regulated in 1420 but was constantly 

discussed until 1433. Various stances and concerns of the 

government toward local ruling were involved in this law,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hierarchy between the local 

magistrate and the ordinary people, the need to repress 

corrupt governors and protect the people, and the need to 

maintain checks and balances in the power of the magistrates.  

  As a result, the law proclaimed that people should not fire 

charges against their magistrates except those who had self 

resentments. This was the best way for the government to 

rule the local society efficiently, especially through the 

magistrate.  

  However, practicing the law in reality turned up to be 

complicated since the criterion of 'self resentment' was not 

set clear. Thus, when the case was not related to 'self 

resentment' and yet the magistrate's corruption appeared 

evident, the accused magistrate were to be penalized by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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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while, in order to operate the law smoothly, the 

government dispatched a king's envoy, which only stimulated 

people to make appeals to the envoy, making charges against 

the magistrate a public phenomenon. This became more 

vibrant as King Sejo allowed the people to come and appeal 

to him directly. Even after this law was enacted, conflicts 

between the people and the magistrate was still ongoing, 

leading to the loss of the magistrate's authority. The 

government sought methods to solve this problem.  

  In 1524, during King Jungjong's reign, the punishment was 

strengthened as to exile the entire family to the border area 

for those who fired charges against the magistrate. Even 

when the discussion of abolishing the law was raised during 

King MyoungJong's reign, the government maintained the law 

insisting on its importance. In case of scholar-gentry(sajok, 士

族) they got a lower degree of punishment, but this special 

favor was only limited to a small group of scholar-gentries. 

In considering the fact that even scholar-gentries were 

punished when firing charges against the magistrate, it is 

likely that the government perceived the magistrate superior 

to scholar-gentries.  

  Even though the law showed complicated aspects in its 

management, the government attempted to constantly support 

the authority and stable position of the magistrate in the local 

society by maintaining the law. This could be understood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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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ong will of the government to reinforce their local 

governing policy taking advantage of the magistrate, which 

continued even through the 16th century when the 

scholar-gentries grew as a ruling group in the local society.  

Key Words: Bumin goso geumjibeop, local magistrate, local 

ruling, local group, exile of the entire family, scholar-g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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