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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479년 조선 성종 10년 斤非라는 私婢가 먼저 車敬南이란 자와 朴仲孫이라는 자의 

“仲媒”로 관계를 맺고, 한 열흘 뒤에 朴終孫이란 자와 정을 통했는데, 車를 죽이겠

다고 근비에게 말한 朴이 마침내 근비와 동침 중인 車를 살해하였고, 근비는 이 살

인에 共謀한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死罪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세종조 이래 

제도화되었던 三覆의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初覆은 大明律 謀殺人條의 죄목으로 

杖流를 건의한 刑曹의 의견에 대해서, 再覆은 初覆 시의 임금의 견해를 반영하여 

知情殺本夫의 죄책을 묻는 殺死姦夫條의 죄목으로 陵遲處死로 의견을 바꾸어 올린 

刑曹의 覆奏文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三覆은 再覆을 참작하여 絞刑 의견을 

올린 刑曹의 啓本에 대하여 각각 이루어졌다. 刑曹의 최종판정은 陵遲處死였지만, 

임금은 이를 斬刑으로 바꾸도록 裁決하였다. 

  이 사건은 당시 임금과 물경 48명에 이르는 문무 臣僚가 참여하여 진지하게 公論

場을 열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특기할 만한 사

건이다. 성종의 개인적인 상황과 무엇보다도 그의 성향이 크게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적 추론의 면에서는 당시 극동의 법제와 법문화가 가졌던 한계를 

고스란히 노정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 한계란 한 마디로 로마법-서구법문화 식의 전문 

법률가와 법학이 부재했다는 사실로 축약될 수 있다. 당시 법문화의 특성과 한계는 

보다 심층적인 차원에서는 그 문화주체들의 사유 방식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선에서 그쳤다.

주제어: 姦夫(奸夫), 간통, 絞刑, 근비(斤非) 사건, 능지처사, 謀殺人, 법률논변, 법적 

추론, 死罪三覆, 成宗, 斬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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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經國大典이 완성되었던 成宗朝 때의 일이다. 성종 10년(1479년) 10월 27일 임금

(당시 20세)은 議政府⋅府院君⋅六曹의 堂上官과 臺諫을 불러서 여러 안건을 의

논한 중에 살인 사건에 연루된 私婢 斤非의 일도 또한 의논하였는데, 이 국왕과 

신료들의 司法 논쟁에 참여한 인원은 掌獄之官 法司인 刑曹1) 내에서의 논의를 제

   것과 논변 참가자들의 경력에 대한 부연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을의 지적이 있었으

나, 원 논의를 사료가 전하는 대로 왜곡 없이 가급적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였고, 또 

단행논문의 한계상 자세한 분석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참여자들의 文武 여부, 대체

적인 仕進 기간, 연령 등의 기초정보를 통하여 참여 인물들의 다양함과 논의의 분위

기 등을 미루어 짐작하는 데에는 나름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대로 

두었다. 이용한 조선왕조실록의 번역문의 손질도 전체 문장을 내 것으로 새 번역을 

하는 작업을 시도하지 않았기에 문체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에 그쳤다. 그리고 갑과 병의 방법론적인 지적들(“법문화적 접근을 더하는 과정

에서 보다 면밀하고도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 즉 근래 국내에서 연구된 조선조의 

법의식이나 법정책 및 처결례에 기초하여 연구된 논문을 우선적으로 참용하면서 일본

이나 중국 등 학자들의 학문적 성과가 함께 논급되었어야 할 것이다”; “총평으로 이 

논문의 최대의 약점은 ‘분석시각 혹은 문제틀의 제시’가 약하다는 점과 너무 지나치

게 고도로 발전된 현대법학의 관점에서 과거를 재단하려고 한 점이다”)은 그 일정한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공부 부족 혹은 연구관점의 상이로 인하여 며칠간의 원

고 수정 기간 내에 이를 고려하여 반영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여서 심사자분들의 지적

에도 불구하고 반영시키지 못하였다.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다만 한 가지만 해명하자면 

옛 사람들의 생활을 그 당시의 틀 속에서 내재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시각을 달리하여 오늘날의 관점에서 외부적인 비판을 가하는 것도 그 다름과 같음의 

성격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한 방편이라고 보는 것이 사견이라는 점이다. 그밖에 

갑이 무리스러운 표현이라고 지적한 것들(“인류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프랑스와 

줄리앙의 ... 탁월한 분석”)도 과장된 감이 없지 않으나 필자의 강조의 의사, 더 정확

하게는 이런 식으로라도 한국(법제)사 연구자들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하는 강한 의사

를 전하기 위하여 역시 그대로 두었다.

[일러두기] 이용한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웹사이트 http://sillok.history.go.kr/ 

main/main.jsp.에서 “斤非”를 검색어로 찾은 자료 중 成宗 때의 것들을 추린 것이다. 

단 이해의 편의상 설에 따라 분류하여 원문의 배치순서를 약간 바꾸었다. 이로 인한 

문맥의 교란은 우려할 것이 못 된다. 각각의 논변이 전체 문제에 대한 독립적인 견해 

표명이기 때문이다. 설을 표시하는 중간삽입과 개별적인 견해를 인용하기 편하게 단

락별로 표시한 것(a-1-①, ..., e-②)은 필자의 것이다. a = 初覆, b = 再覆, c와 d = 三

覆, e = 刑의 집행 과정에 해당한다. 1과 2는 각각 本夫說 또는 奸夫說을 의미하고, 

a-3, b-3, d-3은 국왕의 견해를 지시한다. 원문자(①, ..., ⑩, ㉠, ㉡)는 해당 설 내의 순

번이다. 따라서 예컨대 a-2-②는 初覆에서 本夫說을 주장한 두 번째 견해를, c-2-②는 

三覆에서 奸夫說을 주장한 두 번째 견해를 지시한다.

   또 국사편찬위원회의 온라인 국역본과 달리 이해할 경우 교정될 부분은 [ ]로,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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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고서도 왕을 포함하여 무려 48명이나 되었다. 인명이 걸린 형사 사건에서, 그 

인명이 奴婢에 불과한 자들의 것이라 할지라도, 당시의 왕조가 慎刑을 그저 통치 

이념의 차원에서 표방했던 데 그쳤던 것이 아니라 이를 실천함에 있어서도 얼마나 

충실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국왕 면전의 회의2)에서 

공론에 부쳐진 이 사건은 조선 건국 후 정비된 死罪案件에 대한 신중한 절차, 

특히 死罪에 해당하는 죄인을 신중히 처결하기 위하여 세 차례나 거듭하여 죄상을 

조사하던 三覆啓의 현실태를 가히 짐작케 하기에 충분하다.3) 특히 처음부터 결론

이 명료한 임금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료들이 끝까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강력히 논의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刑曹에서 이 사건을 

疑獄에 해당하는 것으로 奏達한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당시의 

公論이 나름으로 상호간의 논리 대결이었지, 힘의 대결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동시에 논의가 끝까지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던 논증과정상의 한계 및 의혹의 

여지가 생기는 각 대목에 대한 적절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채 결

국은 推鞫만이 최종수단일 수밖에 없었던 당시 사법의 한계 역시도 극명하게 드러

낸다.        

  고친 부분은 < >로 표시하였다. 원문의 오자 교정도 같은 요령으로 하였다. 한문인 원

문을 소개한 경우는 { }를 사용하였다.

臣僚의 경우에 표시한 연도는 국사편찬위원회의 번역문에는 없는 것을 필자가 李弘稙 

編, 新改正版 完璧 國史大事典 (1975)과 한충희, 朝鮮初期 官職과 政治 (2008), 582ff.

에 의거하여 덧붙인 것으로 과거급제의 연도이다(문과급제자는 연도만 표시함). 이를 

통하여 대체적인 관직 경험 햇수를 알 수 있다. 아울러 출생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시의 나이를 병기하였다. 일부 인사의 경우는 http://people.aks.ac.kr/ 

index.aks의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충하였다.

그리고 참고한 문헌은 말미 <참고문헌>에 열기하고 원칙적으로 필자 내지 편자 이름

만으로 표시하되, 같은 필자의 글이 여럿인 때에는 (1), (2)를 부기하였다.
1) 김재문, 235; 李相佰, 255ff.; 류승훈, 36f.
2) 논의는 일단 날마다 국왕이 임석하여 조회를 하고 그 뒤에 정무를 논의하는 常參에서 

이루어졌으나 마지막에는 국왕의 지시로 범위를 넓힌 召見으로 행해졌다. 政務 자체를 

위한 視事 모임의 종류에 관해서는 한충희(1), 186ff.; 金雲泰, 227ff.
3) 死囚三覆의 제도에 관해서는 李鍾吉, 104ff.; 이재룡 외, 352ff. (박강우); 보다 상세는 

다나카 토시미츠(田中俊光), 44f.; 92ff.; 135ff.; 216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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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私婢 斤非 사건

1. 사실관계 및 법률문제

(1) 사실관계

민효원(閔孝源)의 私婢4) 斤非가 박중손(朴仲孫 = 季孫5))의 중개로 차경남(車敬

南)과 통정하였는데, 그 후에 이웃 사람 박종손(朴終孫)과도 私通하였다. 박종손이 

근비 앞에서 차경남을 죽이겠다고 말했고, 근비와 차경남이 동침하던 어느 날 이를 

실행에 옮겨서 차경남을 새끼로 목졸라 살해하였다. 나이 20세에 불과했던 근비는 

박종손의 뜻을 차경남에게 고하지도 않았고, 살인이 있던 날 차경남을 구하는 행

동도 한 바 없으며, 그가 죽자 그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삿갓 등의 물건을 친히 가

지고 가서 시체 위에 덮고, 이튿날 몰래 칼 따위의 물건을 씻어서 그 자취를 없앴

다. 刑獄은 민효원의 고발로 개시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은 박중손은 음

행매개행위를 처벌하는 容止通奸律에 의해 유배 되었다. 근비의 처벌을 둘러싸고 

형조에서 初覆을 한 후 三覆에 이르기까지 왕과 신료들 사이에 활발한 논의가 있

었다. 

(2) 법률문제

문제된 것은 근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였는데, 피해자 차경남이 근비의 本夫

인 지위에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하여 단순히 奸夫에 그친 경우 그 죄상의 비중에 

큰 차이가 있었으므로 ① 첫째로, 차경남이 근비의 남편인지의 여부가 논의되었고, 

② 둘째로, 근비 자신의 범죄행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

는데, 살인에 대한 고의 여부, 죽어 가는 차경남에 대한 구조 여부, 사태에 대한 은

폐 및 고지 여부, ③ 셋째로, 기타 사정(가령 여자라는 사실, 협박을 받았는지 여부 

등), ④ 넷째로, 형률의 적용과 관련한 통일성 및 罪疑惟輕 원칙의 적용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4) 여기서 私婢는 公奴婢 또는 官奴婢 (publica)에 대되는 私人 소유의(privata) 노비라는 

의미이고, 主家의 입장에서 자기 소유의(suus) 노비를 칭하는 班婢에 대되는 타인 소유

의(alienus) 노비를 칭하는 私婢 (문숙자(1), 127)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5) 朴仲孫을 나중 기록에서 季孫 (b-1)이라 한 것으로 볼 때 그는 朴終孫의 막내 동생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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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1) 初覆

初覆은 성종 10년 (1479년) 7월 12일 형조의 馳啓로 시작되었다. 이때에 이미 

법률문제의 모두에 대하여 상반된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국왕은 이 사건의 최종 

처결까지 고수했던 知情6)殺本夫의 죄목으로 照律할 것을 지시하였다. 관련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온라인 제공 번역문으로 전재한다. 

○ 성종 106권, 10년(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7월 12일(병인)

근비가 간통하고 박종손이 차경남을 죽인 일을 아뢰니 죄목을 바꾸게 하다  

------------------------------------------------------------------------------------------------------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1) 奸夫가 서로 살해한 것이라는 설

  a-1-①) 좌부승지(左副承旨) 김계창(金季昌. 1426년 세종 8년)이 형조(刑曹)의 

계본(啓本)을 가지고 아뢰기를,

“박종손(朴終孫)이 근비(斤非)를 두고 질투하여, 차경남(車敬南)을 교살(絞殺)

하였는데, 박종손과 차경남은 모두 간부(奸夫)이니, 박종손은 사형(死刑)에 

처하고, 근비(斤非)는 장류(杖流)로 논(論)할 것입니다.”하니, 

  김계창이 말하기를,

“부모(父母)에게 고하지 않고 스스로의 정(情)으로써 서로 간통[相奸]하였으

니, 간부(奸夫)가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하고, 

  김계창은 말하기를,

“근비(斤非)는 차경남과 간통한 지 열흘도 못되어서 또 박종손과 간통하였

으니, 어찌 차경남을 본남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하고, 

  a-1-②) 판윤(判尹) 이숭원(李崇元. 1453년 단종 1년. 51세)⋅참판(參判) 이

극기(李克基. 1453년 단종 1년)는 말하기를,

“근비(斤非)는 그 주인과 부모에게 고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사의(私意)로써 

서로 간통하였으니, 어찌 본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하니, 

6) 知情은 함께 도모하지 않고, 오직 죄를 지은 것만을 아는 것이다(不與同謀, 唯知所犯, 

謂之知情). 鄭肯植⋅田中俊光⋅金泳奭, no.795 (p.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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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남편을 살해한 것이라는 설

  a-2-①) 좌승지(左承旨) 김승경(金升卿. 1456년 세조 2년. 49세)이 아뢰기를,

“천례(賤隷)의 혼가(婚嫁)에 어찌 성례(成禮)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마땅히 

먼저 간통한 자{先奸}를 본남편[本夫]으로 삼는 것입니다. 더구나 차경남에

게 중매가 있었으므로 이가 곧 본남편인데, 근비(斤非)가 참여하여{預} 본

남편을 죽였으니, 율(律)이 사형에 처하는 데에 해당합니다.”하였다. 

  a-2-②) 우승지(右承旨) 이경동(李瓊仝. 1426년 세종 8년)은 말하기를,

“천례(賤隷)의 혼가(婚嫁)에 어찌 중매를 기다리겠습니까? 마땅히 먼저 간

통한 자를 본남편으로 삼을 것입니다. 만약 차경남(車敬南)이 본남편이 아

니라면, 박종손(朴終孫)이 어찌 모살(謀殺)하기에 이르렀겠습니까?”하고, 

  a-2-③) 도승지(都承旨) 홍귀달(洪貴達. 1461년 세조 7년. 41세)은 말하기를,

“근비(斤非)는 박종손이 차경남을 모살(謀殺)[한]<할> 것을 알고서도 말하지 

않았고, 박종손이 차경남을 죽였을 때에도 구원하지 않았으니, 주의(誅意)의 

법(法)으로써 논(論)한다면 근비는 죽여야 합니다.”하고, 

  a-2-④) 우부승지(右副承旨) 채수(蔡壽. 1469년 세조 15년. 30세)는 말하기를,

“근비(斤非)는 박종손이 모살(謀殺)할 때를 당하여 차경남은 처(妻)가 있어서 

평생을 의탁하여 종신(終身)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으니, 이는 사정(事情)을 

알고서{知情} 죽인 것입니다.”하고, 

(3) 임금의 견해: 本夫說

  a-3) 임금{上}이 말하기를,

“차경남(車敬南)은 계손(季孫)으로 하여금 중매를 하게 했으니 간부(奸夫)라고 

이를 수는 없다. 또 박종손이 모살(謀殺)할 때에 근비는 일찍이 한 마디의 

말도 중지함이 없었고, 교살(絞殺)함을 보고서도 무심히 좌시(坐視)하였으므로 

그 마음이 참혹하니, 지정살본부(知情殺本夫)로써 개율(改律)하여 아뢰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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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再覆

再覆은 성종 10년(1479년) 9월 24일 형조의 馳啓로 시작되었다. 이때에는 주로 

근비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논의되었다. 국왕은 初覆 시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관련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앞의 예에 따라서 번역문으로 전재한다.

○ 성종 108권, 10년(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9월 24일(정축) 

살인을 방관한 근비를 사형케 하다.  

-------------------------------------------------------------------------------------------------------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1) 死刑論

  b-1) 좌부승지(左副承旨) 김계창(金季昌)이 아뢰기를,

“전옥(典獄)의 죄수 근비(斤非)가 차경남(車敬南)을 살해하는 데 간여된{與

殺} 일은, 처음에 차경남이 계손(季孫)의 중매로 근비와 사통(私通)하였는데 

이웃 사람 박종손(朴終孫)이 매양 근비와 더불어 말하기를, ‘내가 차경남이를 

죽이고 너에게 장가들어 같이 살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어느날 밤에 차경

남과 근비가 함께 있는데 종손이 바로 그 집에 들어와서 새끼로 그 목을 

조르고 장차 죽이려고 하자 근비가 큰 소리로 말렸는데 종손이 위협하자

{脅之} 소리를 그쳤습니다. 근비가 비록 처음에는 모의에 참여하지 아니하

였더라도{不與謀} 종손이 죽일 때를 당하여 큰 소리를 쳐서 밖에 들리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야 합니다.”하니, 

(2) 減死論

  b-2) 형조 참판(刑曹參判) 이극균(李克均. 1456년 세조 2년. 44세)과 참의

(參議) 이육(李陸. 1464년 세조 9년. 41세)이 아뢰기를,

“죽일 때에 비록 소리를 질러 구제하려고 하였으나 해친다{致害}는 말에 겁을 

내어 구제하지 못하였으니, 극형에 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할까 합니다.”하니, 

좌우에서 혹은 죽여야 한다고 하고, 혹은 죽일 수 없다고 하였는데, 

(3) 임금의 견해: 死刑論

  b-3-①) 임금이 말하기를,

“죽일 때를 당하여 소리를 질러서 말리려고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죽이는 

데 참여하여 들어준{與聞} 것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가하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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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3-②) 임금이 말하기를,

“근비는 비록 차경남과 더불어 사통(私通)하였을지라도 처음에 계손을 중매로 

삼았고 다른 남편이 없으니, 진실로 간부(奸夫)는 아니다. 근비가 처음 종손의 

해치려는 말을 듣고도 차경남에게 고하여 일찍 조처하지 아니하였으니, 가히 

시조(市朝: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형벌을 베풀어]<주검을 진시(陳示)

하여> 뒷사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肆諸市朝以警後}.”하였다.7)

  

(3) 三覆

三覆은 같은 해 10월 26일∼27일 양일에 걸쳐서 행해졌다. 먼저 형조의 정규적인 

啓奏가 있었고, 이 날의 논의 후에 국왕이 다시 議政府⋅六曹⋅臺諫의 의견을 묻

도록 명하자, 다음 날 議政府⋅府院君⋅六曹의 堂上官과 臺諫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 관련 논거가 현출된 열띤 갑론을박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初覆 때의 의견을 

고수한 성종의 하명으로 本夫를 살해한 공범으로 처형이 결정되었다. 그 결과 그 

해 윤 10월 1일 斬刑에 처해졌다. 관련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역시 앞의 예에 따라

서 번역문으로 전재한다.

○ 성종 109권, 10년(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10월 26일(무신) 

우승지가 근비 일을 삼복하여 아뢰다. 

-------------------------------------------------------------------------------------------------------

상참(常參)을 받고 이를 보았다. 

(1) 본남편을 살해한 것이라는 설

  c-1-①) 우승지(右承旨) 김계창(金季昌)이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한 계본

(啓本)을 가지고 아뢰기를,

“전옥서(典獄署)의 죄수인 사비(私婢) 근비(斤非)가 본남편[本夫]을 죽이는 데 

참여한 죄{與殺本夫罪}는 율(律)이 교형(絞刑)에 해당합니다.” 하였는데, 

7) 肆諸市朝는 論語 憲問 XIV. 38(판본에 따라 36)에 나오는 표현으로 肆 = 殺而陳尸, 

死刑暴尸의 의미이다. 즉, 죄인을 죽여서 주검을 일반에 내걸어 보이는 것(cadaver 

exponere)을 말한다. 諸橋轍次,【肆】29226 � (9596면). 이 부분을 “형벌을 베풀어”로 

번역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성종은 일반 威嚇의 목적으로 行刑 현장에 사람들이 모이

도록 명령하기도 하였다. 박종성, 386 주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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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②-㉠) 임금이 돌아보며 묻기를,

“근비가 지아비를 모살(謀殺)하는 데 참여한 것은 죽어도 허물이 남는다{死

有餘辜}. 그러나 차경남(車敬南)과 8일 동안 간통(奸通)하고, 박종손(朴終孫)과 

간통하였으니, 차경남을 본남편으로 논단(論斷)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하니, 

우참찬(右參贊) 어세공(魚世恭. 1456년 세조 2년. 47세)이 아뢰기를,

“비록 참여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중죄(重罪)를 가해야 

할 것인데, 하물며 모살(謀殺)에 참여한 것{與謀}이겠습니까? 또 차경남은 

박중손(朴仲孫)의 중매로 인하여 서로 통하였으니, 간부(奸夫)라고 이를 수

는 없습니다.”하였다. 

  c-1-②-㉡) 임금이 말하기를,

“참여해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춘추필법(春秋筆

法){春秋之法}으로 단정하여 교형에 처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하니, 

  c-1-③) 도승지 김승경(金升卿)이 아뢰기를,

“근비가 먼저 차경남과 통하였다가 박종손과 간통하였으니, 마땅히 차경남을 

본남편으로 삼아야 하며, 본남편을 죽이는 데에 참여하였으니{與殺}, 법으로 

처치함이 마땅합니다.”하였고, 

(2) 奸夫가 서로 살해한 것이라는 설

  c-2-①) 좌승지 이경동(李瓊仝)⋅좌부승지 채수(蔡壽)는 아뢰기를,

“차경남을 본남편으로 삼는 것은 진실로 지당한 논의가 아닙니다.”하였고, 

  c-2-②) 김계창(金季昌)은 아뢰기를,

“비록 선후(先後)는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간부(奸夫)인데, 어찌 먼저 통하

였다고 해서 본남편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3) 검시의문설

  c-3) 이조 참의(吏曹參議) 이육(李陸)은 아뢰기를,

“차경남의 일이 신은 그윽이 의심스럽습니다. 애초에 검시(檢屍)할 때에는 

상처가 없었는데, 두번째 검시할 때에는 부상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더운 

날의 부패하기 쉬운 때에는 살피는 것이 자세하지 못하니, 애매(曖昧)한 데 

가까울 듯합니다.”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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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綱常重視說

  c-4-①) 모두{僉} 말하기를,

“이 말은 더욱 잘못입니다. 근비의 죄는 강상(綱常)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죽여야 마땅합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뢴 바에 의하라.”하였다. 

  c-4-②) 임금이 말하기를,

“죽은 자는 다시 살릴 수 없는데, 어찌 가볍게 거행할 수 있겠는가? 근비의 

죄는 강상(綱常)에 관계되므로, 죽이지 아니할 수 없다.”하였다. 

(5) 愼刑論

  c-5-①) 예조 참판(禮曹參判) 이극돈(李克墩. 1458년 세조 3년. 44세)이 아

뢰기를,

“근비는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은 죽여야 한다고 하고, 혹은 죽일 

수 없다고 하여 중론(衆論)이 일치하지 아니하니, 급하게 법으로 처치하면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遽置於法, 未安}.”하니, (원문맥에서는 c-4-②가 이어짐)

이극돈이 대답하기를,

“사형할 죄인은 마땅히 조정에 널리 의논하고, 뭇사람과 더불어 죽일 것입

니다{與衆棄之}.”하니, 

  c-5-②)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대간(臺諫)과 의논하라.” 하였다.

============================================================

○ 근비의 일을 의논하다. 

   성종 109권, 10년(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10월 27일(기유)

-------------------------------------------------------------------------------------------------------

명하여 의정부(議政府)⋅부원군(府院君)⋅육조(六曹)의 당상관(堂上官)과 대간

(臺諫)8)을 불러서

근비(斤非)의 일을 의논하니, 

8) 法司로서의 臺諫 (司憲府⋅司諫院)에 관해서는 崔承熙, 72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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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奸夫가 서로 살해한 것이라는 설

가. 減死論

  d-1-①) 정창손(鄭昌孫. 1426년 세종 8년. 77세)은 의논하기를, 

“근비가 간부(奸夫) 박종손(朴終孫)과 함께 차경남(車敬南)을 살해한 정상이 

매우 명백하니, 진실로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차경남도 본남편이 아닌데, 

본남편을 죽인 율(律){殺本夫律}로 논단(論斷)하는 것은 미안(未安)하니, 간부

(奸夫)가 서로 살해한 것{奸夫自相殺害}으로 논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하

였고, 

  d-1-②) 심회(沈澮. 1418년 태종 18년생. 청송부원군. 61세)⋅윤사흔(尹士昕. 

음서. 78세)⋅김국광(金國光. 1441년 세종 23년. 64세)⋅홍응(洪應. 1451년 

문종 1년. 51세)은 의논하기를, 

“박종손이 차경남을 살해하는 일을 근비가 명백히 알았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세(加勢)한 정상이 없고{無加功之狀}, 차경남과 박종

손은 다만 선후(先後)의 구분이 있을 뿐이므로 본남편으로 논할 수 없으니, 

사형을 감하는 것{減死}이 적당합니다.”하였고, 

  d-1-③) 노사신(盧思愼. 1453년 단종 1년. 52세)⋅이극배(李克培. 1447년 세

종 29년. 58세)는 의논하기를, 

“근비가 차경남(車敬南)과 사귀어 시집갈 때에 양가(兩家) 부모가 모두 알지 

못하였고, 이웃{隣里}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 차경남은 본처가 집에 있어서 

일찍이 근비와 더불어 하루도 동거하지 아니하였으니, 본남편으로 논할 수 

없습니다. 박중손이 비록 중매하였다 하더라도 양가 부모가 명한 것이 아니고, 

다만 두 사람의 말을 전하여 몰래 간통한 것뿐입니다. 차경남을 살해할 일을 

박종손이 말을 내자 근비가 금하였고, 살해하던 날에는 해를 당할까 두려워

하여 다른 곳에서 자려고 하였는데, 박종손이 억지로 청하여{强請} 유숙시

켜서 살해하였으니, 근비가 참여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합니다. 이미 본남편

이 아니고 또 죽이는 데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니{非與殺}, 본남편을 죽인 율

{殺本夫之律}로 논단할 수 없습니다. 사형을 감하는 것이 적당합니다.”하였고, 

  d-1-④) 김양경(金良璥. 1442년 세종 24년)은 의논하기를, 

“근비와 차경남은 혼인을 주장하는 이가 없이{無主婚} 상종하였으니, 본남

편이라고 이를 수 없고, 또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가볍게 하라.’{罪疑惟輕} 

하였으니, 간부(奸夫)가 서로 살해한 예(例){奸夫自相殺害例}에 의하여 근

비에게 사형을 감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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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1-⑤) 이육(李陸)은 의논하기를, 

“차경남의 죽은 일이 근비로 말미암았으니, 춘추필법(春秋筆法){春秋之法}

으로 단정한다면 비록 죽여도 가합니다. 그러나《대전(大典)》의 율문(律文)

에 의거하여 처단한다면 결코 죽일 이치가 없습니다. 비록 차경남이 중매가 

있어 며칠 먼저 간통함으로써 본남편이 된다고 할지라도, 저들이 감히 드러

나게 근비의 집에서 자지 못하고 몰래 중매한 집에서 잤으며, 이른바 중매

한 자도 근비에게만 말을 통하였고 감히 근비의 부모와 족속(族屬)에게 드

러내어 의논하지 못하였으니, 그 본주인과 같이 사는 사람들도 모두 알지 

못하였는데, 어찌 본남편으로 논하여 근비를 사형에 처하겠습니까? 옛 말에 

이르기를,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가볍게 하라.’{‘罪疑惟輕} 하였으니, 신의 

생각으로는《대전》율문의 본의(本意)를 참작하여 간부(奸夫)가 서로 죽인 

것{奸夫相殺}으로 논정(論定)하는 것이 적당할 듯하며, 더욱이 원옥(元獄)이 

또한 의심스러움이 없지 아니합니다. 신이 조계(朝啓)에서 이미 계달하였거

니와, 지금 이 옥사는 원래 본주인(本主人)이 고한 바이니, 다시 삼사(三司)

에서 추국(推鞫)하게 하소서. 국론(國論)이 이미 정해져 다시 고치기 어렵다

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옥사(獄辭)가 무궁함은 고금(古今)을 통한 병통입

니다. 여름철에는〈시체의〉살빛[肉色]이 변하기 쉬우며, 한번 간통한 일로 

곧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논함은{一度行奸。卽議殺夫}, 신은 망령되지만 

의심스럽다고 여깁니다. 반복해서 자세히 조사하여 살릴 길을 구하소서.” 

하였다. 

  d-1-⑥) 이극돈(李克墩)은 의논하기를, 

“의논하는 자가 이르기를, ‘근비가 먼저 차경남과 간통하였는데 중매가 있

었고, 다음에 박종손과 간통하였는데 중매가 없었으니, 마땅히 차경남을 본

남편으로 삼아야 한다.’ 하는데, 신의 생각으로는 근비가 두 남편을 간통한 

사이가 겨우 8일 간격이고, 일정한 남편이 없이 음행(淫行)을 한 것이 진실

로 하루만이 아니니, 또 한 남편이 아니고 반드시 다른 간부(奸夫)가 있을 

것입니다. 또 대저 비록 음행을 하는 여자일지라도 남자와 간통할 때에는 

반드시 말을 통하는 자{通言者}가 있게 마련인데, 어찌 이것을 가지고 본

남편이라고 결정하겠습니까? 

더구나 중매한 박중손(朴仲孫)은 이미 용지통간(容止通奸)으로 논죄하여 유배

(流配)되기에 이르렀는데, 서로 간통한 자를 본남편으로 논한다면, 이는 한 가지 

일에 두 가지 율(律)을 쓰는 것이니{則是一事, 而用兩律}, 실정과 법에 맞지 

아니함이 심합니다{其不合情法甚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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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반(兩班)의 집안에서 부리는 계집종[婢子]은 반드시 본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시집가서 그 남편으로 하여금 출입하는 데에 방해로움이 없게 한 

뒤에야 본남편으로 논하는데, 이제 그 주인 민효원(閔孝源)에게 물으니 모

른다고 하므로, 본남편으로 논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의논하는 자가 또 이르기를, ‘일찍이 박종손의 해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도 

차경남에게 말하지 아니하였고, 또 살해할 때를 당하여 힘써 구(救)하지 아니

하였으며, 또 삼사(三司)에서 추문(推問)할 때를 당하여 발설하지 아니하였

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신이 또한 생각하기를, ‘미

워서 죽이고 싶다.’는 말{惡之以欲殺之言}은 바로 시정(市井)의 간악한 무

리가 욕설을 퍼붓는 데에 보통 쓰는 말이므로, 반드시 놀라거나{駭} 말을 

믿지{信聽} 아니하였을 것이고, 서로 간통한 지 며칠 사이에 갑자기 살해할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人情)으로도 곧이듣지{信聽} 아니하였을 것이

니, 그 용서할 만한 것의 하나입니다. 

차경남과 더불어 같이 누워서 곤하게 잠을 자다가 깨달았을 즈음에 미쳐서

는 차경남은 이미 죽어가서 수족만 움직였는데, 창졸간에 놀라고 의혹하는 

순간에 스무 살이 된 어리고 미혹된 계집{二十歲稚惑之婦}이 어찌 미처 구

(救)하겠습니까? 더구나 ‘너도 함께 죽인다.’는 말로써 공갈한 것이겠습니

까?{況恐嚇以與汝幷殺之語乎?} 그 용서할 만한 것이 둘입니다. 

삼사(三司)에서 추문(推問)할 즈음에 숨겨서 면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

이 같은 마음인데{隱諱欲免, 凡人所同}, 더구나 자기와 같이 누웠던 사람이 

죽음을 당한 일을 가볍게 스스로 고하겠습니까? 이는 족히 논할 것이 못됩

니다. 신이 조계(朝啓)에서 이미 사형을 감하도록 청하였으니, 성상께서 재

량하소서{上裁}.”하고, 

  d-1-⑦) 윤계겸(尹繼謙. 1457년 세조 3년 음서. 37세)⋅이숙기(李叔琦. 1453년 

단종 1년 무과급제. 50세)⋅어세겸(魚世謙. 1456년 세조 2년. 49세)은 의논

하기를, 

“근비는 본주인이 있고 차경남은 본처가 있는데, 다만 박중손의 꾀임으로 

인하여 우연히 박중손의 집에 갔다가 그가 요구해 막음으로 인하여 드디어 

차경남과 서로 간통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본주인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여러 사람이 함께 알고서 예(例)에 의하여 혼인을 이루어

{依例成婚} 영구히 본남편으로 삼을 계책이 아닙니다. 그때에 만약 본주인

이 알고서 법관에게 고하였다면 법관은 마땅히 간통죄{奸罪}로 단정하였을 

것이고 박중손은 용지통간(容止通奸)의 율(律)을 면치 못하였을 것인데,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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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매하였다고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차경남은 간부(奸夫)임이 명백

합니다. 근비가 [-]<뒤에>{後} 박종손에게 붙잡혀 잠시 간통하였으나, 두번 

다시 간통하여 서로 친밀하게 된 자취{相昵之迹}가 없으니, 박종손과 무슨 

정고(情故)가 있겠습니까? 또 박종손이 차경남을 죽이겠다는 말로 인하여 

생각하기를, ‘저이는 본처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해치려고 하겠는가?’ {彼

有本妻, 何用害之?}라고 여겼다 하니, 그것은 박종손을 거절한 것이 명백합

니다. 그리고 차경남을 데리고 그 집에 가서 자고자 한 것은 차경남을 보호

한 것이 분명한데, 마침내 구(救)하지 못한 것은 같은 간부(奸夫)이므로{均

是奸夫} 그 형편이 감히 서로 고할 수 없었으니, 이는 미혹(迷惑)한 여자의 

무지(無知)한 데에서 오는 당연한 태도입니다{此迷惑女人無知常態也}. 하물

며 차경남이 교살(絞殺)을 당하였을 때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형적(形迹)이 

자못 드러났으나, 단지 박종손의 위협으로 인하여 마침내 구(救)하지 못하

였으니, 이것도 무지하고 비겁하고 못난 소치입니다{此亦無知怯劣之所致

也}. 만약 차경남이 죽은 뒤에 주머니와 띠를 불에 태운 것을 가지고 공모

한 것{同謀} 같다고 한다면, 이는 크게 옳지 아니합니다. 살아서 구(救)하지 

못하였으니, 부득이하여 그 형적을 없애어서 자신을 위한 계책을 도모한 것

인데, 이 또한 상정(常情)입니다. 대저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가볍게 하는 

것인데{罪疑惟輕}, 만약 근비가 공모한 정적(情迹)이 명백하면 한 법리(法吏)

가 이미 판결하였을 것인데, 이제 여러 의논을 널리 모으는 것은 그 일이 

의심스럽고 실정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以其事之可疑, 情之未著故

耳}. 실정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일이 의심스러우면 가볍게 하는 법에 따르

는 것이 마땅합니다{情未著, 事可疑, 則合從惟輕之典}. 또 지식이 있는 자

{有知識者}는 범한 바가 비록 작을 지라도 법을 마땅히 갖추어서 책(責)할 

것이나, 무지한 사람{無知之人}은 비록 범한 바가 있을 지라도 실정을 간혹 

용서할 만합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근비는 실정이 애매하니 극형에 처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고 여깁니다.”하였다. 

  d-1-⑧) 박안성(朴安性. 1459년 세조 5년)⋅정서(鄭恕. 1462년 세조 8년)⋅김

영정(金永貞. 1475년 성종 6년)⋅유인호(柳仁濠. 1469년 예종 1년 생원)는 

의논하기를, 

“[朴從孫]<朴終孫>이 차경남을 살해하던 날에 근비가 박종손의 말을 듣고 

차경남에게 고하지 아니한 것은 비록 실정을 알았다고 하겠으나, 또 가세한 

일은 없으며{雖曰知情, 又無加功之事}, 삿갓과 그물로 시체를 덮은 일은 모두 

협박에 따라 급하게 한 것이니, 족히 논할 것이 못됩니다. 근비가 처음 차경남과 

간통하였을 때에 부모가 알지 못했고, 본주인이 알지 못했으며, 이웃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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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으니, 다만 박중손의 소개로 인연하여 간통한 것입니다{容止以奸}. 율(律)

에 이르기를, ‘혼인을 예(禮)로써 아니한 것은 간통이다.’{婚不以禮曰奸} 하

였으니, 차경남이 본남편이 아닌 것은 명백합니다. 만약 차경남이 살아 있

을 때에 본주인 민효원(閔孝源)이 먼저 알고 잡아서 고하였으면 차경남도 

간통죄{通奸之罪}를 마땅히 받았을 것인데, 더구나 이제 박중손은 이미 용

지통간율(容止通奸律)에 비추어 죄를 정하였으니, 더욱 간부(奸夫)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 사형(死刑)은 중한 일이고 주관하는 형조(刑曹)에서 이미 

의옥(疑獄)으로 계달하였는데, 율에 정조(正條)가 없고 조정에 있는 대신의 

의논도 일치하지 아니하면서 갑자기 극형에 처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합

니다.《서경(書經)》에 이르기를 ‘허물이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리

리 상법(常法)을 쓰지 않는 실수를 범하는 것이 낫다.’{與其殺不辜, 寧失不

經}하였고, 또 이르기를 ‘죄가 의심스러운 것은 가볍게 하라.’ {罪疑惟輕} 하

였으며,《대명률(大明律)》모살인조(謀殺人條)에 이르기를, ‘무릇 살인은 계획

한 자는 참형(斬刑)에 처하고, [따라서]<종범이면서> 도운 자는 교형(絞刑)

에 처하며, 돕지 아니한 자는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里)에 처한

다.’{凡殺人, 造意者斬, 從以加功者絞, 不加功者, 杖一百流三千里} 하였고,

《대전속록(大典續錄)》에는 이르기를, ‘간부(奸夫)가 서로 살해하였으면, 그 

계집이 비록 실정을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양인(良人)은 장(杖) 1백 대에 유

(流) 3천리에 처하여 영구히 경외(京外) 잔폐(殘廢)한 곳의 관비(官婢)로 정

속시키고, 천인(賤人)은 장 1백 대에 도(徒) 3년인데 속(屬)바치게 한다.’{奸

夫自相殺害, 其女雖不知情, 良人則杖一百流三千里, 永屬京外殘弊處官婢, 賤

人則決杖一百徒三年收贖} 하였으며, 실정을 아는 자에게 논죄하는 글{知情

論罪之文}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경남은 간부(奸夫)로 논정(論定)하고, 근

비의 죄는 ‘[따라서]<종범이면서> 가세(加勢)하지 아니한 자’{從而不加功

者}로 논정하는 것이 적당합니다.”하였고, 

  d-1-⑨) 신형(申泂. 1472년 성종 3년 생원. 30세)⋅성건(成健. 1432년 세종 

14년. 41세)⋅홍흥(洪興. 1424년 세종 6년생. 음서. 55세)⋅복승정(卜承貞. 

1465년 세조 11년)은 의논하기를, 

“차경남이 근비를 간통하였을 적에 근비의 본주인과 부모가 모두 알지 못

하였고, 근비가 단지 박중손의 계책으로 서로 간통한 것뿐입니다{只以朴仲

孫之容止相奸耳}. 율문(律文)에, ‘혼인을 예(禮)로 하지 아니한 것은 간통이다.’

고 하였으니, 음란(淫亂)하게 서로 만난 것{淫奔相從}이 명백한데, 차경남을 

가리켜서 근비의 본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 다만 근비는 

박종손이 차경남을 죽이려는 계책{謀}을 이미 들었으면서 차경남에게 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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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였고, 또 해칠 즈음에 알면서도 구(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비의 죄는 마땅히 ‘간부가 저희들끼리 살해하였는데, 그 계집은 죽일 뜻을 

알고 있었다.’{奸夫自相殺害, 而其女知情處之}는 죄로 처할 것이나, 율에 

정조(正條)가 없으니, ‘사람을 죽이기를 꾀하는데 [따랐으나]<종범이었으나> 

가세(加勢)하지 아니한 율(律)’{謀殺人, 從而不加功律}로 처결하는 것이 어

떠하겠습니까?”하였으며, 

나. 사형론

  d-1-⑩) 권윤(權綸. 1447년 세종 29년. 64세)은 의논하기를, 

“차경남을 본남편으로 논하는 것은 미편(未便)합니다. 그러나 박종손이 살

해하려는 모계를 근비가 명백히 알았으니{然終孫殺害之謀, 斤非明白知之}, 

극형에 처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였고, 

(2) 본남편을 살해한 것이라는 설

  d-2-①) 윤필상(尹弼商. 1450년 세종 32년. 52세)은 의논하기를, 

“근비는 박중손(朴仲孫)의 중매로 차경남에게 시집가서 남편으로 삼았으니, 

본남편임이 명백합니다. 또 박종손이 차경남을 죽이겠다는 말을 이미 일찍

이 들어서 알고 있었으니, 죽이는 일에 참여해 들은 것 또한 명백합니다{其

與聞乎故亦明矣}.〈차경남과〉같이 자던 날 살해할 때에 그 정상을 보고도 

오히려 구원해 말리지 못하였으니, 그 사정으로 미루어 본다면 만 번 죽여도 

오히려 가볍습니다{原其情, 則萬死猶輕}. 이제 만약 애매한 것으로 논하여 

목숨을 보전하게 된다면, 무릇 다른 사람의 본남편이 살해되고도 원한을 풀지 

못하는 것이 많을 텐데{而不得雪究9)者多矣}, 어찌 한 여자를 불쌍히 여겨 

천하의 큰 법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율에 의하여 처단하는 것이 어떠합니

까?”하였고, 

  d-2-②) 권감(權瑊. 1444년 세종 26년 음서. 56세)⋅여자신(呂自新. 무신)은 

의논하기를, 

“차경남이 비록 본남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박종손과 선후를 논하면, 차경

남이 먼저이고 박종손은 뒤입니다. 근비에게 만일 본남편{正夫}이 있다면 

차경남과 박종손은 모두 간부(奸夫)가 되므로 선후를 말할 수 없으나, 근비

에게 이미 본남편이 없으니, 먼저 간통한 것을 본남편으로 삼는 것이 마땅 

합니다. 근비가 비록 박종손이 차경남을 살해하려는 모계(謀計)에 가세(加勢) 

9) 究는 仇의 오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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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아니하였고{不加功}, 특별히 먼저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날 밤 살

해할 때에 미쳐서는 알면서도 오히려 금하여 막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세(加勢)

한 것과 다름이 없으니{與加功無異}, 정해진 형벌을 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차경남이 본남편이 아니고 근비가 가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죽음

을 면하게 한다면, [-]<뒷날>{後日} 이처럼 음란[淫奔]한 여자{淫奔之女}를 

제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하였고, 

  d-2-③) 한천손(韓千孫)⋅신부(申溥. 1469년 예종 1년 진사)⋅이길보(李吉甫. 

1457년 세조 3년)⋅배맹후(裵孟厚. 1462년 세조 8년. 31세)는 의논하기를, 

“근비는 본래 남편이 없는데, 차경남이 중매로 인하여 장가들었으니, 본남

편이라고 이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근비는〉일찍이 박종손이 차경남을 

죽이고 같이 살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 뒤 살해하던 날 밤에 미리 변이 

있을 것을 알고 차경남과 더불어 다른 곳에 옮겨서 자고자 하였는데, 박종

손이 만류하는 즈음에 억지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집에서 

잤습니다. 또 흉한 일을 행할 때에 근비가 먼저 알았으니 오히려 구(救)할 

수 있었는데, 앉아서 보고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죽인 뒤에도 삿갓 등의 

물건을 친히 가지고 가서 시체 위에 덮고, 이튿날 몰래 칼 따위의 물건을 

씻어서 그 자취를 없앴으니, 도와서 죽인 것{加功, 而殺者}보다 심합니다. 

계본(啓本)대로 시행하여 풍교(風敎)를 바르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하였고, 

  d-2-④) 박중선(朴仲善. 1460년 세조 6년 무과급제. 44세)⋅어유소(魚有沼. 

1456년 세조 2년 무과급제. 45세)⋅이극증(李克增. 1457년 세조 2년. 48세)

⋅이철견(李鐵堅. 1460년 세조 6년 무과급제. 44세)은 의논하기를, 

“차경남은 비록 본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비가 사귀어 시집갈 때에 박중

손이 중매하였으니, 간처(奸妻)가 아니므로 근비에게는 진실로 본남편인데, 

박종손이 살해하려는 일을 알면서 고하지 아니하였으니, 죄가 마땅히 사형

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하였고, 

  d-2-⑤) 윤민(尹慜. 1453년 단종 1년)⋅이세필(李世弼. 1472년 성종 3년)은 

의논하기를, 

“근비는 이미 본남편이 없으면서 중매를 통하여 차경남에게 시집갔고, 또 

그 집에서 자기를 도모하였으니, 차경남에게 비록 본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비에게는 진실로 본남편이 됩니다. 더구나 박종손이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듣고도{與聞} 말하지 아니하였고, 살해할 때에 알면서{與知} 구(救)하지 아니

하였으니, 이로써 단정하면 근비는 사죄(死罪)로 논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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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금의 견해: 本夫說⋅綱常論

  d-3) 임금이 좌우에게 모두{咸} 앞으로 나오도록 명하여 말하기를, 

“나의 생각으로는{予意} 죄가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데, 어

떤가?”하니, 

좌우에서 각각 의논한 바를 고집하고 강력히 논의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의심스러운 죄는 가볍게 하라는 것이 비록 제왕(帝王)이 형벌을 삼가는 법

이라고 할지라도{罪疑惟輕, 雖帝王恤刑之典}, 참여해 들은 까닭으로 죄를 

주는 것은 또한 춘추필법(春秋筆法)의 죄로 처단하는 법이다{春秋斷罪之法}. 

차경남이 중매를 통하여 서로 만났으니 간부(奸夫)로 논할 수 없다. 또 어찌 

그 남편이 죽는 것을 차마 보면서 구(救)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근비의 죄는 

강상(綱常)에 관계되는데, 이제 만약 사형을 감하면 일반 백성들 가운데 간부

(奸夫)를 사랑하는 자가 모두 그 본남편을 죽이고자 할 것이니, 옳겠는가? 

이런 풍습을 자라나게 할 수 없으니, 본남편을 죽이려고 꾀한 율(律){謀殺

本夫律}로 처단하라.”하였다.

3. 근비의 처형

최종적인 국왕의 견해가 知情殺本夫의 律을 적용하라는 것이었으므로 근비는 

박종손과 한가지로 斬刑에 처해졌는데, 이것은 刑曹에서 覆奏한 陵遲處死를 감경

한 결과였다. 관련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역시 앞의 예에 따라서 번역문으로 전

재한다.

○ 성종 110권, 10년(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윤10월 1일(계축) 

간통⋅살인죄를 범한 학생 박종손과 사비 근비를 참형에 처하다  

-------------------------------------------------------------------------------------------------------

  e-①) 형조(刑曹)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전옥서(典獄署)의 죄수인 학생(學生) 박종손(朴終孫)이 차경남(車敬南)을 

살해한 죄와, 사비(私婢) 근비(斤非)가 차경남(車敬南)과 간통하고 또 박종손

(朴終孫)과 간통했는데, 박종손이 차경남을 죽일 때에 근비(斤非)가 알면서

도 금지시키지 않은 죄{知而不禁罪}는, 율(律)이 박종손은 참대시(斬待時)

에, 근비(斤非)는 능지 처사(凌遲處死)에 해당됩니다.”하니, 

  e-②) 그대로 따르되, 근비(斤非)는 참형(斬刑)에 처하도록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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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이 사건의 법률논변

1. 논의의 실정법상 출발점과 照律의 문제

(1) 減死論과 死刑論의 대립

근비에 대한 처결의 문제를 살펴보면, 初覆 시에는 刑曹의 의견이 奸夫殺을 전

제로 杖流였으나(a-1-①), 이후 논의를 거치면서 死刑論과 減死論이 서로 양보 없

이 백중하였다(左右各執所議, 强論不已).10) 刑曹가 三覆啓에서 밝힌 本夫殺에의 

知情加勢로 인한 絞刑(c-1-①∼③)이 전자에 해당하였고, 같은 논리로 극형 내지 

사형을 주장한 모든 의견들(a-2-①∼④, a-3, b-3-②, d-2-①∼⑤, d-3) 및 綱常의 

논리(c-4-①∼②)로 강화된 형조의 최종의견인 陵遲處死(e-①)와 이를 恤刑의 이념

으로 감경한 임금의 최종처단인 斬刑(e-②)도 결국은 관철된 전자에 해당한다. 

奸夫殺에 대한 知情을 근거로 사형을 주장한 견해(d-1-⑩)도 이에 속한다. 반면에 

奸夫殺을 전제로 하되 그에 대한 不加勢로 인하여 減死 조치를 주장한 의견들

(d-1-②∼⑨)과 本夫殺을 인정하면서도 협박을 받은 사정을 고려하여 사형을 면하

게 할 것을 주장하는 의견들(b-2)은 후자에 속한다. 

(2) 근거 法條

이와 관련하여 당시 법운용의 기본적인 모습인 “所犯當條, 則斷之以律”11)의 태

도에 부합하게 실정법상의 근거로부터 출발하였고, 고려되었던 것은 大明律 刑律 

謀殺人條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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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0) d-3.
11) 大學衍義補에 나오는 말이라고 한다. 劉淸景 編註, 6에서 재인용(단 大學衍義補의 

저자를 丘濬이 아니라 孔穎達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의 전통

법제와 성격을 상당수 공유하는 중국 전통사회의 원론적인 罪刑法定主義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실천상의 擅斷主義의 병존은 조선에 대해서도 시사적이다. 시마다 

마사오(島田正郞), 86ff.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관심인 成宗 시대의 경우 擅斷主義라는 

표현은 그다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刑政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긴장과 

압력, 그리고 그 속에서 이념과 현실을 아울러 고민하면서 국정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번뇌자”로서의 임금 성종의 모습은 박종성, 334ff.
12) 참고로 唐律 卷 第17 賊盜 9【謀殺人】(第256條) 律文1: 諸謀殺人者, 徒三年; 已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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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모의하여 사람을 죽인 경우 모의를 주도한 자(cf. 범의를 조성한 자)는 참

형에 처한다. 추종하여 가담한 자는 교형에 처하고, 가담하지 않은 자는 장100 유

3000리에 처한다. 살인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만 죄를 준다.)13)

左副承旨 김계창이 올린 刑曹의 初覆啓(a-1-①)에서 박종손을 死刑에 처하고, 

근비를 杖流로 다스릴 것을 올린 것은 분명 이 조문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 적용

요건은 살인자가 피살자와 특수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다. “박

종손과 차경남은 모두 奸夫”라는 한 마디는 바로 이 요건을 의식한 것이 틀림없

다. 만약 근비가 이들 중 한 사람과 妻 또는 妾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大明律 

刑律의 殺死姦夫條가 적용될 수 있을 터였다.

【殺死姦夫】○其妻妾因姦同謀殺死親夫者 陵遲處死, 姦夫處斬, 若姦夫自殺其

夫者 姦婦雖不知情絞.14)

(만약 처⋅첩이 간통으로 인하여 (간통한 남자와) 함께 모의하여 남편을 살해하

는 경우 (그 처⋅첩을) 능지처사(陵遲處死)하고 간통한 남자는 참형(斬刑)에 처한

다. 만약 간통한 남자가 혼자서 (간통한 여자의) 남편을 살해한 경우 간통한 여자

가 비록 그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여자를) 교형(絞刑)에 처한다.)15)  

者, 絞; 已殺者, 斬. 從而加功者, 絞; 不加功者, 流三千里. 造意者, 雖不行仍爲首 (雇

人殺者, 亦同). 任大熙⋅金鐸敏 主編, 2398. 이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大明律은 唐

의 법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였다. 다만 차이는 唐律은 造意(謀) 자체를 중심적 구성

요건으로 삼고 死傷의 결과에 따라서 분간하였던 반면에, 明律은 살인 행위 자체를 

중심에 두었다는 점이다. MacCormack(1), 189f.
1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大明律講讀會 譯註, 480 (이원택 번역). 참고로 김택민, 502는 

唐律과 관련하여 從 = “수종하다”, 加功 = “힘을 더하다”로 옮기고, 조의자 = ‘살인

을 원래 모의한 자’로 설명하면서 용어로서는 그대로 쓴다. 任大熙⋅金鐸敏 主編, 

2399는 다른 것은 같으나 조의자 = “주동자”로 옮겼다. 또 1720년 高瀨喜朴 (1668∼

1749)이 大明律과 그 추가법규인 條例를 합쳐서 일본어로 번역한 大明律例譯義에 의

하면 謀 = “相談”, 造意者 = “죽이자고 發起한 장본인”, 從 = “附從하여”로 옮겼다. 

小林 宏⋅高塩 博 編, 455. 
14) 참고로 唐律 卷 第17 賊盜 6【謀殺期親尊長】(第253條) 律文1 注: 犯姦而姦人殺其

夫, 所姦妻妾雖不知情, 與同罪. 疏1: 注云 ｢犯姦而姦人殺其夫｣, 謂妻妾與人姦通, 而

姦人殺其夫, 謀而已殺故殺鬪殺者, 所姦妻妾雖不知情, 與殺者同罪, 謂所姦妻妾亦合

絞. 任大熙⋅金鐸敏 主編, 2394.; 김택민, 274f.
1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大明律講讀會 譯註, 485 (원재연 번역). 참고로 小林 宏⋅高塩 

博 編, 458에는 妻妾 = “妻妾의 類”, 姦 = “密通”, 姦夫 = “密夫”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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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조문의 적용요건은 妻 또는 妾이 간통 때문에 奸夫와 공모하여 남편

을 살해하는 것으로 직접 행위한 경우라면 妻妾은 陵遲處死, 奸夫는 斬刑에 처해

지고,16) 奸夫가 홀로 남편을 살해하고 姦婦는 그 사정을 몰랐더라도 絞刑에 처해

지도록 되어 있었다.17) 따라서 이 조문을 적용하려면 우선의 문제는 과연 근비가 

妻妾의 범주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3) 初覆啓에 대한 논의

아니나 다를까 左副承旨 김계창이 올린 刑曹의 初覆啓를 둘러싼 논의는 바로 

이 문제에 집중되었다. 즉, 첫째로, 근비가 妻妾인지, 다시 말해서 죽은 차경남이 

그녀의 본남편인지, 둘째로, 그녀가 奸夫인 박종손과 함께 사정을 알면서 本夫를 

살해한 것인지의 여부가 급기야 문제가 되기에 이른 것이다. 啓奏한 좌부승지 김

계창은 형조의 의견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奸夫임을 애써 주장하였고(a-1-①), 이에 

동조하는 의견이 없지 않았으나(a-1-②), 3:4의 열세로 내몰린 상황에서(a-2-①∼④) 

임금 자신이 殺死姦夫條의 적용을 원하여 知情殺本夫로 고쳐서 照律할 것을 명하

였다.

(4) 再覆啓에 대한 논의

70여 일 후에 열린 再覆啓 논의에서는 임금의 위 지시를 따른 상태에서, 즉 본

남편인가의 여부는 기정사실화한 채로 근비의 행위만을 두고 加功 여부를 논하였을 

뿐인데, 이제 이때에도 左副承旨 김계창이 올렸던 刑曹의 문건은 임금의 意中을 

충실히 반영하는 논변을 펼쳐서 극형을 주장하였고(b-1), 여기서 “極刑”이라는 표

현이 사용된 것은 다름 아닌 大明律이 정하는 陵遲處死를 말하고자 했기 때문이

16) 참고로 함무라비 법전 제153조에 의하면 “어떤 사람의 처가 다른 남자와의 관계 때문

에 자신의 남편을 살해하면, 처를 말뚝으로 찔러죽인다”고 규정하였다. 한상수, 129f. 

남자인 奸夫를 이 치정살인의 주범으로 인식한 중국의 법과 달리 오히려 姦婦만이 

이 특별규정의 주범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흥미롭다. 그러나 처벌방법은 陵遲處死나 

刺杙(자익)刑이나 그 가혹함에 미쳐서는 同類이다. 
17) 참고로 戰國 秦나라의 法律答問인 封診式을 전하는 雲夢秦簡에는 奸夫들의 치정다

툼에 관한 조문이 하나 전한다. ｢甲乙交與女子丙奸, 甲乙以其故相刺傷, 丙弗智(知), 

丙論可(何)也? 毋論｣. 朴健柱(1), 252. 奸夫 甲과 乙의 치정 상해행위에 대해 姦婦 丙

이 몰랐다면 논처하지 않는다는 이 결정은 비록 살해에까지 이른 사안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그 思考의 방향이 당사자들 사이의 특별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행위의 犯狀

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후대의 大明律보다도 오히려 선진적인 인상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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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대하여 이극균과 이육이 협박당한 사정을 강조하여 “극형”에 반대하였는

데(b-2), 다른 사람들의 경우 여전히 사형을 주장하는 자들과 사형만큼은 반대하는 

자들로 의견이 분분하였다(b-2). 그런데 이육은 나중의 三覆 논의에서 신중한 재검

토 쪽을 역설한 것으로 볼 때(c-3, d-1-⑤) 이 단계에서도 바로 사형에 처하는 결정

에는 반대했을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극균의 경우에는 그저 陵遲處死가 아

닌 다른 방법의 사형을 주장한 것인지, 아니면 減死論을 편 것인지를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육과 견해를 같이한 점으로 볼 때 아마도 후자일 확률이 

크다. 임금의 결론(b-3-①∼②)은 初覆 시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知情殺本夫의 

죄책에 대한 처벌로 임금이 염두에 두었던 것은 “肆諸市朝”, 즉 처형하여 주검을 

일반에 전시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이것은 결국 일차적으로는 斬刑을, 그러나 

또한 絞刑도 감안한 것이다.

(5) 三覆啓에 대한 논의

다시 한 달 후에 열린 三覆啓 논의는 간단히 끝났던 再覆啓 논의에 비하여 국왕

과 신료들 사이에 연 이틀에 걸치는 길고도 열띤 논전을 가져왔다. 이것은 이제 

右承旨가 된 김계창이 올린 刑曹의 문안을 놓고 다루었던 첫째 날의 논의로 자신

이 원하는 歸一된 결론에 이르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낀 임금이 다음 날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명했기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 결과 둘째 날의 논의에서는 

적용 법조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이 처음부터 등장하고(c-1-① : 律 = 大明律; 또한 

d-1-⑧), 大明律을 수정 내지 보완한 大典續錄의 조문이 언급되는가 하면(d-1-⑧), 

반대입장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되면서 하나하나 반박되기도 하고(d-1-⑥), 綱常 

논리, 風敎論, 春秋筆法 및 이에 대항하는 愼刑論, 罪疑惟輕과 같은 다양한 이념

적-정책적 논거도 동원되고, 심지어는 檢屍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c-3, 

d-1-⑤)까지도 나타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사실은 임금의 意中이 반영

되어 그만큼 입증의 부담이 가벼운 死刑論에 대하여 이를 뒤집으려는 減死論者들

의 노력이 사실 인정의 맥락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것은 本夫殺의 共同을 전제한 死刑論의 경우에는 적용법조가 존재하

여(大明律 謀殺人條: 絞刑) 이 면에서는 罪疑惟輕의 여지가 없는 반면에(d-1-⑧), 

奸夫殺의 知情不加勢로 治罪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正條가 부존재하였다는 사실

이다(d-1-⑨). 결국 照律 여하에 따라서 罪疑惟輕 상황의 존부가 정해졌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罪疑惟輕을 논거로 減死論을 편 측의 주장도 사실관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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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득력 있는 논증이 없는 한, 그 표방하는 이념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납득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또한 다른 한편으로 당시 君

臣의 公論場이 사실 발견의 맥락에서 치밀하지 못하고,18) 목적의식에 의한 강한 

傾斜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照律 차원의 異見을 談論만을 통해 해결하기는 난망하

다는 점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실록의 기사는 “성상

께서 재량하소서”(上裁: d-1-⑥)와 같은 표현을 통하여 최고재판관으로서의 국왕의 

권위적인 결정에 의뢰하는 모습을 전한다(auctoritas facit legem). 형률의 탄력적 운

용은 군왕의 재량으로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국왕의 지위로 볼 

때19) 여느 전통 군주국에서처럼 당연한 것이지만, 임금 개인의 喜怒哀樂好惡가 

안건의 심리판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三覆啓의 제도

를 마련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다(經國大典 卷.5 刑典 推斷: 

死罪, 三覆啓). 그러나 이를 통하여 활성화된 군신간의 담론의 자리는 당시 세계적

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科擧를 통해 선발된 知識官僚(mandarine)에 의한 治國

의 모든 장점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로마적 의미에서 볼 때) 法律專門

家(jurist)가 아니었던 데에서 오는 한계 역시 분명하게 露呈하였다.

어쨌든 刑曹의 마지막 결론은 애초의 임금의 意中대로 大明律 殺死姦夫條를 적

용하여 근비를 奸夫의 본남편 살해행위를 알면서 막지 않은(知而不禁), 즉 知情加

功의 죄책을 물어서 陵遲處死를 제시하였다(e-①). 이것은 통상 常參(朝參)과 召見

에서는 衆意에 따르는 것20)과 다른 모습이었다고 하겠다.

일단 이 사건의 근비 처벌 논변을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18) 이러한 문제점은 수 십 차례의 拷訊에도 불구하고 自服이 없는 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진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진실로서 다룰 수 없어서 많은 疑獄 사건을 

산출했던 당시의 형사절차의 제도적 허점을 배경으로 감안하는 경우 한층 더 심각하

게 다가온다.
19) 이성무, 17ff., 특히 27ff.
20) 한충희(1), 163; 187; 金雲泰, 22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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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언급은 했지만 그 입장을 취하지는 않은 경우를 의미함.

밑줄은 의견을 바꾼 사람, *는 여러 논거를 제시한 사람을 의미한다.

#는 武科 급제자이다. ( ) 안은 나이이다.

견   해
死刑論 減死論

刑曹⋅成宗 臣僚 刑曹 臣僚

本夫殺 의견

(死刑論)

[初覆]

a-2-①~④

a-3 (임금): 知情殺本夫

[再覆]

b-1 (刑曹) [陵遲處死]

b-3 (임금) [斬刑⋅絞刑]

[三覆]

c-1-① (刑曹) [絞刑]

c-1-②-㉠ (어세공)

c-1-③

c-1-②-㉡ (임금) [絞刑]

d-2-①~⑤

d-3 (임금)

— 

e-① (刑曹) [陵遲處死]

e-② (임금) [斬刑]

[初覆]

김승경(49)

이경동

홍귀달(41)

채수(30) 

[三覆]

어세공(47)*

김승경(49)*

윤필상(52)*

권감(56)*

여자신*

한천손

신부

이길보

배맹후(31)

박중선(44)#

어유소(45)#

이극증(48)

이철견(44)#

윤민

이세필

[再覆]

b-2 (이극균{44)? 

     이육(41)*?)

특

수

논

변

綱常重視說
c-4-① (어세공, 김승경, 임금)

c-4-② (임금)

어세공(47)*

김승경(49)*

一般豫防論

⋅風敎論

d-2-① (윤필상)

d-2-② (권감, 여자신)

d-3 (임금)

윤필상(52)*

권감(56)*

여자신*

春秋之法論

c-1-②-㉡ (임금)

d-3 (임금)

<d-1-⑤ (이육)>

奸夫相殺 의견

(기본적으로 

減死論)

d-1-⑩ (권윤) 권윤(64)

[初覆]

a-1-① (刑曹) [杖流]

a-1-②

[初覆]

김계창(左副∼/右承旨)

이숭원(51)

이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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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   해
死刑論 減死論

刑曹⋅成宗 臣僚 刑曹 臣僚

奸夫相殺 의견

(기본적으로 

減死論)

[三覆]

c-2-①~②

d-1-①~⑨

[三覆]

이경동

채수(30)

정창손(77)

심회(61)

윤사흔(78)

김국광(64)

홍응(51)

노사신(52)

이극배(58)

김양경

이육(41)*

이극돈(44)*

윤계겸(37)*

이숙기(50)#*

어세겸(49)*

박안성*

정서*

김영정*

유인호*

신형(30)

성건(41)

홍흥(55)

복승정

특

수

논

변

愼刑論
<c-4-② (임금)>

c-5-① (이극돈)
이극돈(44)*

罪疑惟輕論

d-1-④ (이극돈)

d-1-⑤ (이육)

d-1-⑦,⑧

이극돈(44)*

이육(41)*

윤계겸(37)*

이숙기(50)#*

어세겸(49)*

박안성*

정서*

김영정*

유인호*

檢屍疑問提起說
c-3 (이육)

d-1-⑤ (이육)
이육(41)*

비   고

임금과 형조를 뺀 死刑 찬반의견을 단순 계산하면 23 : 27이지만, 2명(밑줄)이 

의견을 바꾼 것을 고려하면 21 : 27 (43.75% : 56.25%)로 減死論이 우세하였으나, 

임금의 의견이 관철되어 결국 사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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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각 논변을 그 논거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차경남의 본남편 여부

(1) 본남편(本夫)설

피해자 차경남이 근비의 본남편이라는 주장은 무엇보다도 再覆啓 논의 시에서 

임금의 지시를 받았던 刑曹가 三覆啓에서 올렸던 내용이고(c-1-①), 이후 논의가 

끝난 후 집행에 이른 처벌의 핵심내용이기도 하다(e-①). 당시 임금의 裁可를 받기 

위한 刑曹의 覆奏文은 그 성격상 실질적으로 照律의 결과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主文 상당의 기재만이 들어있었기에 오늘날의 장황한 理由附 判決文과는 큰 차이

가 있다. 覆啓의 경우 그 문안을 놓고 이를 올린 官司의 이유 설명을 들은 다음에 

국왕이 신료들과 의논을 하여 다시 論定하는 것이었으므로 이유를 제시하도록 강

제된 최종결정인 판결문과 다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논의과정에서 드러

난 本夫說의 논거는 대략 네 가지 정도가 보인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 것은 근비가 朴仲孫의 仲媒로 차경남과 관계를 맺

었으므로 혼인에 해당한다는 점이었다.21) 이 주장 중에는 윤필상의 것처럼 단지 

“명백하다”는 지적에만 그친 것도 있지만(소위 Evidenz 논증), 대체로 당시 혼인이 

맺어지는 과정에 착안한 논리이다. 그러나 반대편의 주장이 이 매개행위를 진정한 

의미의 仲媒로 보지 않는다22)는 점에서, 이 견해가 보다 설득력이 있으려면 사건 

경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할 터인데, 대체로 이러한 노력은 엿보이

지 않는다. 아마도 供招에 “중매”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을 그대로 取信한 바가 아

닌가 여겨지는데, 핵심논거에 대한 대응치고는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치우친 감이 

분명히 수긍된다. 특히 중국의 家禮가 수용된 후로 혼인과 야합 따위의 단순한 남

녀의 결합을 구별하기 위한 혼인 성립의 형식적 요건이 六禮(納采, 問名, 納吉, 納

徵/納幣, 請期, 親迎)였다면,23) 비록 근비가 私婢의 신분이기는 하지만 결혼 사실

을 공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간략한 의식 절차가 있었을 터인데, 이를 ‘중매’라는 

말 한 마디로 덮고 넘어가는 것은 사실 규명이 차원에서는 분명 문제가 있는 접근 

21) a-2-① (김승경), a-3, b-3-②, c-1-②-㉠ (어세공), d-2-① (윤필상), d-2-③ (한천손, 신부, 

이길보, 배맹후), d-2-④ (박중선, 어유소, 이극증, 이철견), d-2-⑤ (윤민, 이세필), d-3.
22) d-1-③ (노사신, 이극배), d-1-⑥ (이극돈), d-1-⑦ (윤계겸, 이숙기, 어세겸), d-1-⑧ (박

안성, 정서, 김영정, 유인호: “계책”).
23) 박병호(1), 128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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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박종손과 차경남의 私通의 선후를 따지면 비록 본처가 있

기는 하지만 차경남이 먼저이므로 그를 본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데,24) 이 역시 

반대주장25)을 논박하기에는 약한 논거일 뿐이다. 왜냐하면 결국 관건은 혼인관계

의 실체적 존재이지 私通관계의 선후 여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독특한 것은 천한 

노비의 婚嫁에 어찌 중매를 논할 필요가 있느냐며, 먼저 간통한 자를 “마땅히” 

본남편으로 삼을 것이라는 이경동의 주장이다(a-2-②). 로마 노예의 內緣관계

(contubernium)처럼 일반인의 婚姻儀式을 고려할 수 없는 경우 그 지속적 관계를 

확인하는 남는 유일한 방법이 동거 여부라면, 이 주장은 막연히 선후관계를 내세

우는 견해보다는 나름으로 이유를 갖춘 셈이다. 그러나 그 주장의 당위적(“마땅히 

삼을 것”) 구성은 내연관계라도 그 사회적 실체가 존재해야 하고, 이것은 사실 확

정의 문제라는 점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반대론자들이 이들의 관계가 근비의 

본주인, 양가의 부모, 주변 사람들에 의해 그러한 지속적인 관계로 인식되고 승인

된 바 없음을 지적한 것은 따라서 매우 타당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히려 동거 사실로부터 본남편임을 이끌어 내려는 주장들이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데,26) 이들 주장의 경우에도 혼인관계의 실체를 보다 

분석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은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주장에서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른 남자와 私通했던 사실로부터 혼인의 기반이 아직 

갖추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이, 이 또한 강력한 논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

대적으로는 더 수긍된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 독특한 주장은 박종손이 차경남을 謀殺하려고 한 사실로 볼 때 차경남이 

본남편일 것이라는 이경동의 소견인데(a-2-②), 박종손이 남편이 되고자 했고 그래

서 현재의 남편을 제거하려 했다는 논리에 기초한 주장일 터이다. 그가 “내가 차

경남이를 죽이고 너에게 장가들어 같이 살고자 한다”(吾欲殺敬南, 娶汝同居)고 말

했다는 김계창의 이야기(b-1)가 사실이라면 박종손이 차경남을 근비의 남편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의 이러한 주관적인 생각이 

근비와 차경남의 혼인관계를 근거지울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따라서 이 주장 

24) a-2-① (김승경), a-2-② (이경동), c-1-③ (김승경), d-2-② (권감, 여자신), cf. d-1-⑤ 

(이육).
25) c-2-② (김계창), d-1-② (심회, 윤사흔, 김국광, 홍응).
26) d-2-① (윤필상), d-2-⑤ (윤민, 이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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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일정한 개연성 이상의 것을 인정받기는 힘들다. 논의에 참석했던 자들 중에

서 이 논리를 다툰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요컨대 본남편설을 주장한 사람들의 논거는 그다지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27) 

(2) 奸夫說

차경남이 박종손과 한가지로 근비의 奸夫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원래 刑曹가 올

렸던 初覆啓의 주장으로, 별다른 附言 없이 그저 주장된 경우도 있지만,28) 역시 

다양한 논거로 뒷받침되어 주장되었다. 그 중 중요한 것이 진정한 중매가 아니었

다는 점,29) 근비의 본주인도 몰랐고,30) 양가 부모 및 주변 모두가 몰랐다는 점,31) 

특히 부모에 알리지 않은 것은 禮에 어긋나서 相奸에 불과하다는 점,32) 열흘 내에 

새로운 간통을 한 점,33) 그리고 차경남이 본처가 있는 有婦男이었고34) 그래서 하

27) 투고심사자 을은 “<본남편설>에서 노비의 (법적)혼인 내지 혼인의 보호 또는 유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실제 분재기에 수록된 노비의 부모관계나 호적 등을 보면 

현재의 혼인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라고 지적하였다. 당시 노비의 혼인 모습이 

현재의 혼인과 다른 모습이었다는 점에 의문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문제와 관련

하여 고맙게도 을이 제시한 참고문헌들(한영국과 문숙자(1) 및 (2))은 조선 중기 이후

의 시기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노비들의 혼인생활상을 솔거노비와 외

거노비를 나누어 노비 상호간의 相婚과 노비와 良人 간의 交婚이 세대를 거치면서 

어떠한 양상으로 존속하는지를 살핀 것으로, 그 결론에 있어서 主家의 처분에 따라서 

매우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던 노비 가족의 모습을 실증적으로 잘 보여주기는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된다

고 보기 어렵다. 즉, 노비의 혼인이 일정한 양태로 승인되었고, 세대를 이어갔다는 점

을 제외하면, 노비의 혼인이 어떠한 (법적이든 사회적이든)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체

결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그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문제는 

밝혀진 바가 없는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가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당시 논변의 참여

자들이 바로 이 혼인 성립의 요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28) c-2-① (이경동, 채수), c-2-② (김계창), d-1-① (정장손), d-1-④ (김양경), d-1-⑩ (권윤).
29) d-1-③ (노사신, 이극배), d-1-⑥ (이극돈), d-1-⑦ (윤계겸, 이숙기, 어세겸), d-1-⑧ (박

안성, 정서, 김영정, 유인호: “계책”).
30) a-1-② (이승원, 이극기), d-1-⑤ (이육), d-1-⑥ (이극돈), d-1-⑦ (윤계겸, 이숙기, 어세겸), 

d-1-⑧ (박안성, 정서, 김영정, 유인호), d-1-⑨ (신형, 성건, 홍흥, 복승정). 
31) d-1-③ (노사신, 이극배), d-1-⑤ (이육), d-1-⑦ (윤계겸, 이숙기, 어세겸), d-1-⑧ (박안성, 

정서, 김영정, 유인호), d-1-⑨ (신형, 성건, 홍흥, 복승정).  
32) a-1-① (김계창), a-1-② (이승원, 이극기), d-1-⑦ (윤계겸, 이숙기, 어세겸), d-1-⑧ (박

안성, 정서, 김영정, 유인호), d-1-⑨ (신형, 성건, 홍흥, 복승정). 
33) a-1-① (김계창). 그런데 일관되게 本夫說을 따른 것으로 보이는 임금이 c-1-②-㉡에서

는 오히려 ｢以敬南爲本夫而論斷 未穩｣이라 하여 마치 반대의견을 취하는 것처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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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도 동거의 생활관계가 없었다는 점35) 등이다. 근비의 차경남에 대한 생각도 

본처 있는 남자로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36) 이 설은 本夫說보다는 구체적

으로 혼인생활의 실체를 분석적으로 밝혀보려고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중매자 박중손이 음행매개를 이유로 容止通奸律로 처벌되었다는 사실과 모순되

지 않으려면 차경남을 본남편이 아니라 奸夫로 인정해야만 한다는 논변은 奸夫說

을 지지하는 전형적인 법률논변이다(후술 4). 

요컨대 차경남을 근비의 본남편으로 보는 것은, 당시의 법체제 하에서는 그 종

국적 권원이 왕에게 귀속되었기에 綱常의 風敎를 어느 지점까지 관철시킬 것인가 

하는 治國의 정책적 논리를 긍정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37) “어떻게?”의 방법론까

지도 고려한다면, 무리가 있어 보인다. 

3. 斤非의 加功 여부

차경남이 근비의 본남편이든 奸夫에 불과하든 그를 살해한 박종손이 적어도 살

인죄의 主犯으로서 처벌받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근비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역시 차경남의 本夫⋅奸夫 여부를 불문하고 근비 스스로에게 죄

책을 물릴 수 있는 犯狀이 인정되어야만 한다. 논의과정에서 문제된 그의 행위는 

크게 세 가지였다. ① 박종손의 차경남을 죽이겠다는 살해의사를 알고 알리지 않

은 것, ② 박종손이 차경남을 살해할 때 救助에 나서지 않은 것, 그리고 ③ 사후에 

현장을 은폐하는 시도를 한 것. 물론 이 모든 것이 검토되는 현안은 일단 살인행

위가 旣遂인 경우를 논하는 것이다.38) 

근비를 처벌해야 한다는 당시의 일치된 주장의 어느 것도 단순히 “근비로 말미

암아”(事由斤非) 차경남이 죽었다는 총체적이고 결과주의적인 인과론을 취하는 것

인다. 그러나 이어지는 논의를 보더라도 이는 논의를 진척시키고자 일부러 던진 말임

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차경남을 본남편으로 논단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의 의미로 새겨야 할 것이다.
34) d-1-③ (노사신, 이극배).
35) d-1-③ (노사신, 이극배).
36) a-2-④ (채수), d-1-⑦ (윤계겸, 이숙기, 어세겸).
37) 朴秉濠(2), 422f.; 447f.
38) 大明律釋義 刑律 卷第19 人命【謀殺人】: 釋義曰 從謂聽從造意者之謀, 加功是於殺

之時 爲之助力者也, 凡此爲已殺而言 (“수종하였다”는 것은 犯意를 조성한 자의 모의

를 듣고 따른 것을 말하며, “가담했다”는 것은 죽일 때에 助力을 한 것인데, 무릇 이

것은 이미 살해를 한 경우에 말하는 것이다. — 필자) 참조. 楊一凡 編(2),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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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없다.39) 모든 견해들이 이상의 행위들을 하나하나 평가하여 그 책임을 따지고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死刑論을 주장하는 견해들은 모두 피해자인 차경남이 본

남편에 해당하고, 하여 그를 危害한 행위는 綱常에 관련된 重罪라고 보기 때문에 

근비의 犯狀 자체의 비중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減死의 가능성이 

거의 전무했던 반면에, 減死論은 그가 奸夫에 불과하다고 보므로 근비의 책임을 

묻는 경우 그 犯狀 여하가 매우 중요하게 되고, 따라서 이 문제를 비교적 상세히 

논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흥미로운 것은 이 犯狀에 대한 고려가 철저한 사실 

규명을 도모한다기보다는 거의 減死를 옹호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다. 

권윤(d-1-⑩)만이 본남편임을 부인하면서도 근비가 박종손의 살인 謀計에 故意임

을 들어서 사형에 찬성하였다. 어느 설이든 근비가 살해의 사정을 안(知情) 종범이

었다(從而)는 사실만큼은 기본전제로서 확정된 바이고, 다투어졌던 것은 그에 

덧붙여 그녀가 “도왔는가”(加功)의 여부였다. 그러므로 근비가 차경남의 妻 또는 

妾인가 하는 법적 신분 문제와 근비가 살해행위에 加功했는가 하는 사실 문제가 

4개의 가능한 조합으로 엮어질 수 있었다. 몰론 이 둘 중 더 중요한 요건은 奸夫

인가 아닌가의 여부였다. 왜냐하면 가담의 행위 情狀은 모든 범죄의 경우에 문제

가 되는 일반적인 요소지만, 피해자와 가담자의 신분관계는 이에 따라서 照律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加功의 문제를 살피는 데에 있어서 출발점은 비록 

실록의 기사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분명 다음과 같은 大明律에 대한 이해였을 것

이다.40)

大明律講解 刑律 卷第19 人命【謀殺人】: 講曰, “從而加功” 謂同謀共殺, 殺時加

功者, 若雖不下手, 殺人當時, 共相擁道, 或恐嚇遮阻, 使之無所逃竄, 如此之類, 並

是加功.41) 

39) d-1-⑤ (이육)은 春秋筆法의 必罰 이념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40) 상세는 韓相敦, 34ff.
41) 참고로 唐律 卷 第17 賊盜 9【謀殺人】(第256條) 疏1: 議曰, ... ｢從而加功者, 絞｣, 

謂同謀共殺, 殺時加功, 雖不下手殺人, 當時共相擁迫, 由其遮遏, 逃竄無所, 旣相因藉, 

始得殺之, 如此經營, 皆是｢加功｣之類, 不限多少, 並合絞刑. 同謀, 從而不加功力者, 

流三千里. ... (“隨從하여 힘을 더했다면 교수형에 처한다”는 것은 함께 죽일 것을 모

의하여 살해할 때 힘을 더한 경우, 비록 사람을 죽일 때 직접 손을 대지 않았다 하더

라도 당시에 함께 피해자를 붙들어 협박하였거나 나아가 도망칠 곳을 없애 서로 도와

서 비로소 살해할 수 있었다면, 이와 같은 행위가 모두 힘을 더한 경우인데 많고 적

음을 불문하고 모두 교수형에 처한다. 같이 모의하고 수종하였으나 힘을 더하지 않았

다면 류형3천리에 처한다). 任大熙⋅金鐸敏 主編, 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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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종하여 가담하였다”는 것은 함께 모의하여 같이 살인하였는데 죽일 때 가담한 

것을 말한다. 만약 비록 직접 손을 써서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살인할 당시에 서로 

손을 잡고 길을 막거나 혹은 겁을 주어 가로막아 도망할 수 없게 한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도 모두 가담한 것이다.)42)

(1) 加功說

근비가 박종손의 살해행위에 참여, 가세했음을 주장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특별한 

이유 제시 없이 개진되었는데,43) 물론 그 전제는 별다른 언급이 없더라도 당연히 

근비가 故意라는 것이다.44) 이 경우에도 정창손이나 윤필상처럼 그저 “명백하다”

(소위 Evidenz 논거)는 주장에 그치고 있는 견해도 있지만,45) 대체로 박종손의 차

경남 살해의사를 알면서도 (차경남 기타에게) 알리지 않은 부작위46) 및 살해 당시의 

救助 부작위,47) 그리고 사후의 은폐행위를 들어서48) 死刑論을 옹호한다. 그런데 

기실 이 주장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결과론적인 立論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이 加功說을 취하는 견해들은 한결같이 차경남이 본남편이고, 하여 綱常

이 관련된 중대 사안이고, 따라서 근비를 가벼이 처벌할 수 없고, 그래서 반드시 

엄한 처벌이 합당한 犯狀을 보여야 한다고 판단한 결과, 근비의 행위를 그런 방향

으로 해석해 내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법률효과(output)

를 정해놓고 법률요건(input)을 구성하는 방식인 셈이다. 그러나 실은 이러한 사고

방식은 다름 아닌 綱常의 사상이 관철되려면 거쳐야 하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사고과정이다. 朱熹의 “蓋三綱五常, 天理民彝之大節, 而治道之本源也, 故聖人之

治, 爲之敎以明之, 爲之刑以弼之 ... 凡有獄訟, 必先論其尊卑, 上下, 長幼, 親疎之

分, 而後聽其曲直之辭”(무릇 삼강과 오상은 하늘의 이치와 백성의 도리의 중요한 

일이고 다스리는 길의 본원이다. 그리하여 성인의 다스림은 백성을 위하여 가르침

4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大明律講讀會 譯註, 480 (이원택 번역); 楊一凡 編(1), 355.  
43) c-1-②-㉡ (임금), c-1-③ (김승경), d-1-① (정창손: “박종손과 함께”), d-2-① (윤필상), 

e-① (형조).
44) d-1-⑩ (권윤).
45) d-1-① (정창손), d-2-① (윤필상). 이들 견해는 실제로는 覆奏된 刑曹의 의견에 다른 

이의 없이 동조하는 것이다.
46) a-2-③ (홍귀달), b-3-②, d-1-⑨ (신형, 성건, 홍흥, 복승정), d-2-④ (박중선, 어유소, 이

극증, 이철견), d-2-⑤ (윤민, 이세필).
47) a-2-③ (홍귀달), a-3, d-1-⑨ (신형, 성건, 홍흥, 복승정), d-2-① (윤필상), d-2-② (권감, 

여자신: = 가세), d-2-③ (한천손, 신부, 이길보, 배맹후), d-2-⑤ (윤민, 이세필), d-3.
48) d-2-③ (한천손, 신부, 이길보, 배맹후).



32   �서울대학교 法學� 제52권 제1호 (2011. 3.)

으로써 그들을 깨우치고 백성을 위하여 刑으로써 그들을 돕는다 ... 무릇 옥송이 있

으면 반드시 먼저 그 높고 낮음, 위아래, 나이의 많고 적음, 사이의 가깝고 멂의 분

수를 논하고, 뒤에 그 굽고 곧음에 관한 말을 듣는다 ― 필자)49)라는 말은 이를 웅

변으로 증명한다. 근비 사건에서 綱常은 특히 夫爲妻綱의 대목일 것임은 말할 필

요도 없다.50) 이제 이를 강화하는 同軌의 목적론적 논리가 風敎論으로 표현된 一

般豫防論이다.51) 따라서 이 설이 罪疑惟輕으로 대변되는 愼刑論52)이나 사실관계

를 더 살펴보자는 이육의 檢屍 관련한 주장53) 등을 배척하였던 것은 당연하다. 그

러나 근비의 死刑을 단정하는 논리로 원용된 春秋斷罪之法54)은 요컨대 범죄의 행

위보다 동기⋅심정을 중시하여, 동기의 선악에 따라서 죄의 경중을 정하고,55) 그

에 따라서 사태의 當罰性과 그에 대한 嚴正한 처단(必罰 이념)을 강조하는 하나의 

修辭에 불과할 뿐 적어도 근비 사건의 논의과정에서는 실질적 논거로 사용되지 않

았다. 오히려 다른 논거로 뒷받침된 결론을 古典의 권위에 의탁해서 총괄적으로 

제시하는 수사적 기능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논거로 단언하고 

있는 것이 통치권자인 국왕뿐이라는 사실56)은 매우 시사적이다. 이 점은 역시 동

류의 고전에서 연유하였지만 추상도가 훨씬 덜한 罪疑惟輕의 경우 단순히 형사사

법의 한 이념을 수사적으로 천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제법 다양한 문맥에서 실

질적 논거로 활용되었던 것과 다른 점이다(후술 5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法條의 이해에 있어서 綱常을 명시적으로 끌어들인 예를 大明律釋義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57) 성종이 이 문헌을 참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58) 유교 윤리의 차원

49) 張晋藩, 168에서 재인용(無刑錄 卷二, 第 287~289 頁). 
50) 楊學皋, 117ff, 특히 132ff. 참조.
51) d-2-① (윤필상), d-2-② (권감, 여자신), d-2-③ (한천손, 신부, 이길보, 배맹후), d-3 (임금). 

주지하듯이 儒家의 형벌사상에 있어서 형벌의 목적은 應報, 豫防, 敎育을 모두 망라

하는 매우 현실적인 것이었다. 西田太一郞, 71ff. 이것은 시간적으로 보자면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전망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法治’를 주제로 논하면서 

儒家의 경우 특별예방주의, 法家의 경우 일반예방주의를 主調로 하였다는 견해가 있다. 

이승환(1), 169ff. 하지만 어쨌든 사형의 경우에는 특별예방주의의 목적을 이루기는 애

초에 가능한 것이 아니다.
52) c-5-① (이극돈), c-5-② (임금).
53) c-3 (이육), d-1-⑤ (이육).
54) c-1-②-㉡ (임금), d-1-⑤ (이육), d-3 (임금). 이 經義에 따른 처결의 중국에서의 역사적, 

사상적 배경에 대한 상세는 朴健柱(1), 84ff.
55) 니시다 다이이찌로, 112ff.
56) c-1-②-㉡ (임금).
57) 大明律釋義 刑律 卷第19 人命【殺死姦夫】: 釋義曰 皆以明綱常之義也. 楊一凡 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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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어렵지 않게 연결시킬 수 있는 理解라고 하겠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 설은 반대 입장에서 근비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행위들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살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차경남을 데리

고 그 집에 가서 자고자 한 것을 차경남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새길 수 있는지

도 살피지 않았고,59) 살해시 위협을 받아 소리를 치지 못한 사정60)도 고려하지 않

았다.61) 또 근비가 차경남을 본처가 있는 자로서 “평생을 의탁하여 종신할 수 없다”

고 말한 것을 그를 “제거”하고자 원한 것으로 새기는 채수의 견해까지 있는데,62) 

이는 오히려 차경남을 본남편으로 관념하지 않은 정황을 드러내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무리가 덜하고, 그렇다면 채수의 논변은 자가당착적인 면모가 엿보인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은 근비가 차경남이 본처가 있는 몸이고, 그래서 자신의 본남편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믿었기에, ‘박종손이 무엇 때문에 그를 해치겠는가’ 하고 생각

했다는 사실63)로부터도 입증된다. 이러한 모습은 전술했듯이 차경남을 본남편으로 

확정하는 순간, 근비의 犯狀이 그 비중을 크게 잃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요컨대 이 설은 전제인 본남편설의 부당함(전술 2.(1))에 더하여 논리전개가 방

법론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이 임금의 지지 하에 

관철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오래 전 중국에서부터 刑名의 확정과 量刑定罪의 이

론적 기초 및 구체적 법률규범으로 작용해온 綱常의 질서64)를 유지하려는 강한 

정책의지가 반영된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일견 風敎를 주

장하여 백성에 대한 敎化의 측면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刑의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면 질서가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저변에 깔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儒敎的 통치 이념이 이념 차원의 문제라면 그 실현의 방도는 法家的인 

관념과 모델을 따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65) 임금의 최종 진술(d-3)인 “斤非之

(2), 208.
58) 기존의 한국법제사 연구에 의하면 15세기에는 조선에 수입된 법서 중에 大明律釋義

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鄭肯植(1), 45ff. 참조) 그렇다면 성종도 참고할 수 없었을 

것이다.
59) d-1-⑦ (윤계겸, 이숙기, 어세겸).
60) b-1 (형조).
61) b-3-① (임금).
62) a-2-④ (채수).
63) d-1-⑦ (윤계겸, 이숙기, 어세겸).
64) 張晋藩, 165ff.
65) 이러한 태도는 民本思想을 저변에 깔고 시행된 專制法治主義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명복, 18ff. 특히 沈羲基, 211ff.가 儒敎的 法推論의 특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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罪, 關於綱常, 今若減死, 則常人之愛奸夫者, 皆欲殺其本夫矣, 可乎? 此風不可長

也, 其以謀殺本夫律斷之”에서 “백성이 순박하면 명분으로 금해도 다스려지지만, 

세상의 지혜가 늘면 형벌로써 다잡아야만 따르게 된다”66)는 韓非子의 생각과 흐

름을 같이하는 현실정치가의 모습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다. 어쩌면 성종조에 

급증하기 시작한 범죄와의 대처 필요의식이 이처럼 세태의 변화에 따른 법의 적응

을 강조했던 韓非子的 생각을 더욱 강화시켰을지도 모른다. 

(2) 不加功說

奸夫說에 입각한 否定說은 이 사건의 전말을 근비의 가세 없이 奸夫들끼리 여

자를 두고 다투는 상황에서 그들 사이에 발생한 일반적인 살인사건으로 보는 경향

이 주류이다. 그 결과 근비의 개별적인 행적들에 대한 이해도 加功說과는 크게 

달라서 그녀의 죄책을 감경시키는 여러 사실들을 강조함으로써, 그에 따라 減死論

을 펼친다. 그녀가 정을 알았지만 가세하지는 않았다고 전반적으로 판단하거나,67) 

개별적인 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박종손의 “죽이겠다”는 말은 경험칙상 반드시 殺

意를 표명한 것이라기보다는 시정간악배(市井奸惡之徒)의 욕설로 이해되었을 수 

있고,68) 특히 私通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무런 情故가 없는 두 사람인데 갑자

기 살해의사를 표하여 자신이 박종손에게 과연 그렇게 해서라도 얻어야만 할 여자

라고 믿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이극돈 등의 주장처럼69) 분석적으로 접근하기도 한

다. 차경남 사후의 은폐행위를 그러한 상황에서의 人之常情으로 파악하는 입장도 

이에 부합하는 것이다.70) 무엇보다도 加功說이 도외시하고 있는 점은 근비가 이런 

저런 상황에서 박종손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대체로 이 사실은 근비

찰하면서 필자와 軌를 같이하여 “儒家의 法개념은 法家의 法개념과 기본적으로 동일

한 것이지만 禮에 대한 종속성으로 말미암아 법가적 법(보편추상성)의 의미는 크게 

손상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타당한 것이고, 조선조의 典律 체계 하의 형법

에서는 곳곳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 점에서 인의는 법치와 양립할 수 없는가를 

다룬 이승환(2), 72ff. 참조. 그러나 이 또한 매우 복합적인 문제이고 훨씬 더 폭넓은 

고찰이 요구된다. 이에 관해서는 Tao Jiang, 21ff.; 民本사상에 관해서는 김형효 외 

(2000); 이재룡 외, 100ff. (진희권).
66) 韓非子 心度: 故民樸而禁之以名則治, 世智而維之以刑則從. 
67) d-1-② (심회, 윤사흔, 김국광, 홍응), d-1-⑧ (박안성, 정서, 김영정, 유인호), d-2-② 

(권감, 여자신).
68) d-1-⑥ (이극돈).
69) d-1-⑥ (이극돈), d-1-⑦ (윤계겸, 이숙기, 어세겸).
70) d-1-⑥ (이극돈), d-1-⑦ (윤계겸, 이숙기, 어세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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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죄책을 경감하는 쪽으로 원용되고 있지만,71) 刑曹의 경우에는 이를 무시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b-1), 아마도 그 의견을 전한 承旨 김계창의 설명처럼 살해

시 고함을 지르는 정도는 협박에도 불구하고 가능하고 기대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善解할 수도 있겠지만, 初覆啓에 대한 임금의 지시를 정당화하

려는 논리 전개일 것이다. 실제로 김계창 자신은 刑曹와 달리 끝까지 奸夫說을 유

지하였다(a-1-①, c-2-②).

이처럼 분석의 차원에서 加功說보다 한층 면밀했던 부정설도 반대견해와 유사

하게 목적론적 논증을 구사하기도 한다. 근비가 무지몽매하고 미혹한 20세밖에 안 

된 어린 여자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논법이 이에 해당한다.72) 그러나 인물에 대한 

주밀한 분석 없이 진행된 이러한 주장은 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별론

으로 하고 당시의 여자에 대한 양반 관료층의 일정한 관념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요컨대 이 설은 생활경험상 근비가 살해에 가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반

대 입장보다는 설득력 있게 보여줬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妻妾制 사회에서 언제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남성들의 保身主義를 은근한 배경으로 하는 임금의 綱常 

논리를 넘어서지는 못하였다.   

4. 관계자 照律의 통일성 여부 

근비 사건의 논의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법률논변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1) 하나는 근거 법조로 ≪大典續錄≫의 ｢奸夫自相殺害, 其女雖不知情, 良人則

杖一百流三千里, 永屬京外殘弊處官婢, 賤人則決杖一百徒三年收贖｣ 규정을 원용

한 것이다.73) 이때의 大典續錄은 성종 5년(1474년) 經國大典 甲午大典을 반포하

면서 大典에 수록되지 않은 조항 72개조를 묶어서 續錄이라고 이름하여 반포한 

법령집이다.74) 그렇다면 經國大典 乙巳大典(성종 15년 1484년)이 반행되기 전에

는 가장 포괄적인 수정법령이라고 할 것인데, 적용법조로서 단 한 차례 원용되었

을 뿐 더 이상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永世之典이 아닌 일시의 편의에 따라 

71) b-2 (이극균, 이육), d-1-⑥ (이극돈), d-1-⑦ (윤계겸, 이숙기, 어세겸), d-1-⑧ (박안성, 

정서, 김영정, 유인호), d-1-③ (노사신, 이극배: “억지 유숙”).
72) d-1-⑥ (이극돈), d-1-⑦ (윤계겸, 이숙기, 어세겸).
73) d-1-⑧ (박안성, 정서, 김영정, 유인호).
74) 조지만, 188 +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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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시행하는 법규에 그치는 그 성격75)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現傳하는 

후일의 大典續錄(성종 23년 1492년)에도 後續錄 卷之五 刑典 [禁制] 부분에 ｢士

族婦女 恣行淫慾 瀆亂風敎者, 幷奸夫處絞｣76)라는 규정만이 수록되어 사족부녀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다. 이미 斤非 사건 당시에도 續錄의 규정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러한 태도가 후일의 법령집 편찬에 반

영된 것으로 보인다. 

(2) 다른 하나는 다름 아닌 중매자 朴仲孫의 처벌 결과를 아울러 고려해야만 한

다는 입론이다.77) 즉 그가 이미 奸夫를 들여서 간통하게 한 죄책으로 容止通奸

律78)에 따라 유배형에 처해졌다면, 후에 같은 인물을 다시 본남편으로 둔갑시킬 

수는 없다는 논변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법은 오늘날처럼 旣判力 이론이 발전한 

곳에서도 일률적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당시 조선의 판결과 관련하여 논리 

차원의 일관성 이외에 법적 차원의 통일성으로까지 수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그 논증력을 가늠하기는 쉽지가 않다. 다만 논의과

정에서 이러한 주장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입장 표명이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당시 이러한 법적인 논변은 거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임을 알 

수 있다.79) 이 또한 원리 내지 원칙이 지배하고, 규칙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傳統司法의 특성과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펴면서 이극돈이 한 말 중에는 “不合情法”이라는 표현이 

나온다(d-1-⑥). 전통 司法의 三位的 고려 요소가 바로 情⋅理⋅法인데,80) 이 중 

75) 조지만, 188 + n.1.
76) 朝鮮總督府中樞院, 大典續錄, 214.
77) d-1-⑥ (이극돈), d-1-⑧ (박안성, 정서, 김영정, 유인호). cf. d-1-⑦ (윤계겸, 이숙기, 어

세겸).
78) 大明律講解 刑律 卷第25 犯姦【犯姦】○若媒合容止通姦者 各減犯人罪一等, 私和姦

事者 減二等 (만약 남녀의 간음을 방조하거나 매개한 경우에는 범인의 죄에서 1등을 

감한다. 간음사건을 사사로이 화해한 경우에는 범인의 죄에서 2등을 감한다). 서울대

학교 법과대학 大明律講讀會 譯註, 622.
79) 이러한 모습은 제대로 된 학문적인 법학이려면 법 전체의 전후좌우를 고려하지 않으

면 안 된다고 로마의 법률가 켈수스가 경고한 바와 정확히 대치된다.

D.1.3.24 Celsus 9 dig. 

Incivile est nisi tota lege perspecta una aliqua particula eius proposita iudicare vel 

respondere.  
80) 金池洙(2) (2005); 范忠信⋅鄭定⋅詹學農 共著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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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을 언급한 것이다. 情이 ① 사람들의 자연적 생리활동, 심리활동과 행위방식, ②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귀어 오가는 감정, ③ 사회적 객관정황 (이것은 다시 사회와 

자연의 객관정황; 풍속습관; 민중공동의 요구, 원망, 즉 민심), ④ 사건의 사실, 情節 

[사정] (이것은 다시 안건의 사실; 안건의 특수사정; 구체안건 중 행위자의 행위동기; 

안건 발생의 사회배경) 등을 의미하고, 理는 ① 天理 (이것은 다시 “天” 운행의 규

율, 즉 “天道”; 最高의 도덕원칙; 구체적 도덕, 법률규범), ② 사람들이 공동 준수

하는 도덕신앙, 행위규범과 시비표준, ③ 사물, 사정 발전변화의 규칙, 즉 “事理” 

(이것은 다시 사물의 특성; 자연사물의 변화규칙; 인간생활 중의 각종 규칙)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한다면,81) 여기서는 情의 네 번째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

다.82) 어쨌든 전통 司法에서 상시적으로 고려되었던 매우 포괄적이어서 그 적용에 

신중함과 妙案이 함께 요구되었던 情理의 요소가 근비 사건에서는 특별히 한 역

할을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것은 法條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확정하는 작업

에 몰두하는 것으로 문제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었던 이 사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死刑論과 減死論 모두 이밖에는 情理에 대한 명시적인 논급이 없지만, 

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에 비교적 충실하게 방점을 둔 논변이었다면, 死刑論은 

어쩌면 綱常을 앞세운 목적론 자체가 이미 그 출발선상에서부터 情理를 고려한 

것이라는 의혹이 짙은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5. 罪疑惟輕의 적용 여부

근비 사건의 논의과정에서는 �書經�으로부터 연유하여 역시 經義에 속하는 罪

疑惟輕의 뜻이 세 차례 減死論者들에 의해 원용되었다. �書經�에서 유래하는 이 

恤刑의 法理는 조선 왕조의 형사사법 운용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었는데, 근비 사

건은 대표적인 하나의 예이다. 이 문제를 이곳에서 상론할 수는 없으므로 근비 사

건에 한하여 이 법리가 원용된 양상만을 밝히기로 한다.     

한편으로 罪疑惟輕은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사정과 관련하여 원용되었다. 그 

하나는 차경남이 본남편인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점과 관련하여서이고,83) 다른 하

81) 董長春, 90ff.
82) 다른 한편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情의 다섯 번째 의미이다. 즉 司法者의 同情心

理. 劉篤才, 83ff., 85. 減死論이 근비의 미혹한 稚氣를 지적하는 것(d-1-⑦)은 이런 의

미의 情의 발동인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83) d-1-④ (김양경), d-1-⑤ (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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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근비가 살해에 공모한 情迹이 불명확한 점에 대한 것이었다.84) 다른 한편으

로는 사건에 적용할 딱 해당하는 法條인 正條가 부존재하여 다양한 의견이 존재

하는 상황과 관련된 것이다.85) 사실 처음 初覆부터 三覆을 마칠 때까지 분분했던 

다양한 의견들의 존재는 이 원칙의 적용을 심각하게 고민했어야 할 상황이 존재했

다고 보이지만, 처음부터 결론이 확실했던 임금의 입장에서는 그 가능성을 전혀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의심스러운 사실관계의 석명을 위한 추가의 

조치도 없었고, 照律과 관련한 논의만 무성했는데, 사실관계가 말끔하게 해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적론적 정책의지의 관철로 귀결됨으로써 照律의 과정 역시 진정

한 법적 담론과 소통의 현장이 되지는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다만 최후의 단계에서이긴 하지만 陵遲處死가 斬刑으로 감경됨으로써(e-②) 

겨우 恤刑의 이념을 일부나마 지킬 수 있었을 뿐이다. 

IV. 맺음말 

이 논문은 斤非라는 이름의 한 私婢가 연루된 한 사건을 살펴본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당시 司法 운영의 실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지 못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모든 법문화의 개별기록은 그 법문화의 특

성을 그대로 간직하게 마련이다. 미시적으로 보면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시공을 

달리하고, 관련 당사자들도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그 저변의 법

의식과 법관념, 사건이 처결되는 제도적 틀과 문제해결 방식의 지속성 등으로 말미

암아 거의 모든 개별기록에는 그 법문화의 전형적인 특징들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근비 사건을 통해 인식하게 된 당시 조선의 司法의 모습을 결

론에 갈음하여 소략하게나마 살펴보기로 한다.

1. 당시 형사사법의 특징

(1) 司法 公論場의 활성화

조선 전체로 보자면 死罪 사건의 경우 經國大典의 규정대로 늘 三覆啓가 지켜

84) d-1-⑦ (윤계겸, 이숙기, 어세겸).
85) d-1-⑧ (박안성, 정서, 김영정, 유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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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은 아니었지만, 근비 사건은 세종의 법제를 전승한 이 제도가 성종조에 그 

의미가 막중했었음을 잘 보여준다.86) 이러한 公論의 필요성에 대한 감각은 한편으

로는 治法에 있어서 治人의 역할을 강조했던 유교적 사상의 근본적인 요청에 부

응하는 자세였다. 人의 요소를 단적으로 강조한 荀子의 다음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이는 자명한 이치로 여겨졌다. 荀子 君道篇 第十二: 故法不能獨立, 類不能

自行. 得其人則存, 失其人則亡. 法者治之端也, 君子者法之原也. 故有君子, 則法

雖省, 足以徧矣. 無君子, 則法雖具, 失先後之施, 不能應事之變, 足以亂矣 (그러

므로 법은 홀로 설 수 없고 類例도 혼자서 행해질 수 없으며 그 사람을 얻으면 

존속되고 그 사람을 잃으면 없어진다. 법이라 하는 것은 다스리는 단서이고 군자라 

하는 것은 법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군자가 있으면 비록 법이 간단하더라도 족히 

두루 미치고 군자가 없으면 비록 법을 갖추었어도 시행의 선후를 잃고 일의 변화

에 대응할 수 없어서 족히 어지러워진다).87)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祭禮 시에는 

모든 행동을 삼간다는 관례를 깨고 刑殺의 논의를 계속하는 파격을 보인 성종이

기에88) 어찌 보면 근비 사건에서 文人 관료는 물론이고 武人 관료까지 포함하여 

50명에 가까운 臣僚들이 논의에 참석하도록 만든 것도 그다지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좀 더 크게 보면 이 사건은 성종 7년에 世祖의 妃 貞熹王后 尹大妃의 섭

정이 종식되고 성종의 親政이 시작되면서 六曹가 중심이 된 이전의 체제가 복구

되어 성종 7∼25년에는 법제적인 국정운영체제89)가 안정되었고, 성종의 好學, 

86) 同旨 박종성, 384ff.
87) 대체로 이운구 옮김, 315의 번역을 따랐으나, ｢則法雖具，失先後之施｣ 해당 부분 번역

(“비록 법을 갖추어 전후로 시행하더라도”)은 “失”字를 失한 오역이므로 바꾸었다. 그

런데 늘 그렇듯이 문맥을 도외시한 채 표현만으로 사태의 실상을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같은 논리가 가령 중국 역사에서 전제천하의 군주가 처음으로 단행했다는 

변법유신인 熙寧의 新法을 위하여 王安石 (1021∼1086)이 그 설치를 주도했던 三司

條例司에 대하여 司馬光 (1019∼1086)이 ｢侵權生事｣ 機構라고 주장하며 펼쳤던 

上疏의 논변에 그대로 동원되는 것이다. ｢治在得人, 不在變法｣, ｢苟得其人, 則無患法

之不善. 不得其人, 雖有善法, 失先後之施矣. 故當急於求人, 而緩於立法也.｣ (http://www. 

angelibrary.com/real/bjfs/021.htm - 최종검색 2011. 1. 19.). 이들에 관해서는 蕭公權, 

775ff.; 809ff.; 장국화 엮음, 485ff.; 499ff.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동양의 경우 治法과 관련하여 강조된 역할자가 君子였던 반

면에 법의 문화였던 로마의 경우에는 그것이 법률전문가(iuris peritus)였다는 사실이다

(Pomponius D.1.2.2.13: quod constare non potest ius, nisi sit aliquis iuris peritus, per 

quem possit cottidie in melius produci).
88) 박종성, 386f.
89) 이와 관련해서는 한충희(2), 특히 35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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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官 우대와 관련되어 經筵과 언론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경연석상에서 대소정

치가 논의되면서 의정부⋅육조를 주도한 勳舊宰相의 활동이 위축되고 왕권이 안정

⋅강화되었던 흐름90) 속의 한 단면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더 크게 보면 

조선에서 유교정치사상이 변용⋅발전되면서 체제운영의 기본적 지향으로 정착하

게 되는 君臣共治主義 전통91)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성종이 후대의 선조나 숙종과 

달리 적극적인 적응양태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92) 

(2) 관할의 불명확함과 전문성의 부족

이러한 조치는 모든 관료에게, 그것도 事前에 관련 사안을 전혀 검토할 기회조

차 갖지 못했던 관료들을 포함하여, 사법판단에의 참여를 열어놓았다. 이것은 삼권

분립을 알지 못했던 당시의 전통관료체제93)에서는 아무런 문젯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임은 틀림이 없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럴수록 그 만큼 더욱더 관할 개념 

및 전문성의 형성과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역기능을 일으켰을 것이다.94) 

Professional이 아닌 Generalist들의 논의는 세밀한 규칙에 대한 通曉를 바탕으로 전개

되기보다는 가일층 상식과 통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여 필연적으로 원리론적이

90) 한충희(1), 169f.; 한충희(3), 498ff.
91) 이재룡 외, 154ff. (최희수).
92) 강광식, 72ff.
93) 이재룡 외, 180ff. (최희수). 이것은 議政府의 권한을 보면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난다. 

經國大典 卷 1 吏典 議政府: 總百官, 平庶政, 理陰陽, 經邦國 (모든 관리들을 통솔

하고 일반정사를 처리하며 음양을 고르게 하고 나라를 운영해 나간다). 번역은 윤국

일 옮김, 28을 따랐다. 
94) 물론 기본적으로 司法官에 해당하는 직책들이 매우 다양하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었

다. 상세는 김재문, 214ff.; 李相佰, 258. 그러나 일반적으로 律學者만이 율령에 대한 

공부를 전업으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세종 때 이미 인

식되어 있었다(김재문, 286). 고대 로마의 법률가들이 이른바 名望家(Honoratiorenjurist)

로서 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데에 비하면 기껏해야 하위 관직에 머

물렀던 雜科出身들(최고위직인 律學敎授가 종6품이다)로써는 국가사회의 법률문화 발

전에 큰 추동력을 얻기 어려웠음은 물론이다. 한편 張錫權, 107은 법의 지위가 경시

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 역시 兩班 계급이 아닌 中人 계급으로 충당하고 있었던 것

을 法刑을 覇道의 도구라 하여 배척하는 王道政治 하에서는 법에 이념적 가치를 부

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지나친 단순화의 인상

이 짙다. 유교적 법 관념에 대한 이해는 매우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상론할 수 없으

므로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왕도정치를 이상으로 삼았던 당시에도 국왕을 紀法之宗

이라 하여 법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였다. 朴秉濠(2), 422f.; 447f.; 이재룡 외, 69ff. 

(이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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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가치론적으로 진행되기 십상인데, 근비 사건의 논의과정은 이러한 특성을 고

스란히 보여준다. 당시 통치자의 권력의식과 臣民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 등급질

서의 통치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운행의 현실적 합리성을 추구한 작

업으로서의 ‘법학’은 있었을지 모르지만,95) 근대적 로마적-서구적 의미의 법률가

도, 법학(ius, iuris prudentia, scientia legitima96))도 탄생하지 못하였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전문법률가 인적 자원의 부족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역사의 부정적 유산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논의에 참여한 자들의 훌륭한 

자질과 학문적 역량 및 실천적 국정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논변이 실체법의 

면에서나, 또 이보다 더 한층 심하게 절차법적인 면에서나, 법적 추론의 엄밀성을 

갖추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아무리 신중하게 

처결하기 위하여 절차를 반복하더라도 그 논의의 質이 쉽게 우량화하는 결과를 역시 

담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근비 사건의 세 차례 논의를 보아도 동일한 논거들이 

거듭 반복될 뿐 새로운 논거의 제시(가령 선례의 제시)나 새로운 논리적 구성은 

발견되지 않고, 법률효과 면에서도 새로운 대안의 제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립된 

법학의 부재는 국왕의 司法的 裁可가 반드시 명쾌한 기준과 확고한 行刑으로 이

어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97) 이것은 결국 전통 律典이 행위의 범주를 오늘날

의 형법체계서와 같은 방식으로 제시하고 분석하지 않고,98) 어떤 범주들을 도입하

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도 살인이 발생한 사실 정황에 가장 강조점이 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나 범행자의 신분 지위에 두어지기 때문인 것이다.99) 

2. 당시 법적 추론의 한계

(1) 사실 확정의 문제

당시 司法의 가장 큰 문제는 법을 적용할 기초인 사실관계를 拷訊100)에도 불구

하고 제대로 밝혀내는 데에 제도적 한계가 있어서 늘 애매한 점이 남았고, 그 결과 

 95) 이에 관해서는 何勤華, 1ff., 특히 21ff.

 96) 참고로 법학이란 말은 보통 독일어 Rechtswissenschaft가 효시이고 다른 서양어도 이

를 수용한 번역어로 알려져 있다(가령 legal science). 그러나 이미 유스티니아누스 황

제가 legitima scientia라는 어휘를 구사한 바 있다(C. Imperatoriam § 4; C. Omnem pr, 

§ 2, § 5; C. Tanta § 9 = C.1.17.2.9 [a.533]).

 97) 성종에 대해서는 박종성, 387ff.

 98) MacCormack(2), 235ff., esp. 249ff.

 99) MacCormack(1), 181.
100) 이에 관해서는 沈羲基, 220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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疑獄 사건이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근비 사건의 경우에도 이육에 의해 檢屍 소

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는 사실(c-3, d-1-⑤)이 그 증좌이다. 사건의 진상을 

완벽하게 재생시킬 수 없기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와 다른 점이 있다면 

현대적 의미의 罪刑法定主義에 의하여 in dubio pro reo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

이다. 그런데 당시 이에 비견할만한 원칙으로 근비 사건에서도 수차례 논급되었던 

罪疑惟輕의 經義가 전혀 이에 비교할만한 기능을 수행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이곳에서 詳論할 수는 없으나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2) 照律 면의 문제

照律과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그리고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이 刑律의 형식과 

내용이다. 조선의 刑律이 가진 事案法 (casuistic law)的 성격은 고도로 추상화된 

法條를 요리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부재와 맞물려서 애당초 다른 모습을 기대하

기 어려운 것이었지만, 인류의 역사로 보자면 거의 모든 법문화에서 옛 법전들이 

보여주는 공통된 특성이기도 하므로 유별난 것은 아니다. 문제는 法條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비록 受敎의 발전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부분적으로 보충됨에도 

불구하고,101) 모든 사태를 事案化하여 규정할 수 없는 원초적인 한계102)로 인해 

매우 불충분할 수밖에 없었던 時王之法에서 자주 正條를 발견할 수 없게 만들었

고, 그 결과 引律比附에 의존하다 보니103) 법적 안정성의 취약을 초래하였다는 점

101) 김지수(1), 17ff., 특히 43ff.; 이재룡 외, 73ff. (이재룡).
102) 鄭肯植(2), 123. 
103) 이러한 사정은 사물의 본성에 기인하는 것이기에 일찍이 로마의 법률가들도 동일한 

논리를 전개하였다(Baratta, 137ff.). 즉 모든 사안의 규정화는 불가능하므로 빈발하는 

사태를 규정할 뿐이며(Theophrastus-Pomponius D.1.3.3; Celsus D.1.3.4-5; Theophrastus- 

Paulus D.1.3.6 = D.5.4.3; Iulianus D.1.3.10-11), 따라서 기존의 법규는 해석이나 칙법

을 통해 보다 세밀히 해야 하지만(Iulianus D.1.3.11; Celsus D.1.3.17; Iustinianus 

C.1.17.2.18 [a.533]), 모든 것을 하나하나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안의 취지가 

동일한 경우 유추를 동원하여(ad similia procedere) 법을 운용한다는 것이다(Iulianus 

D.1.3.12; Pedius-Ulpianus D.1.3.13; Tertullianus D.1.3.27). 다만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

의 경우에는 그 논의가 형사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민사법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에

서 죄형법정주의의 맥락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Solazzi, 563ff.; 

Steinwenter, 120f. 그런데 조규창, 94ff.는 결론에 있어서 적어도 공화정기에 대하여는 

유추적용을 부인하면서도 원수정기에 대해서는 이를 긍정하는데, 뒤의 경우 형사법

적 처벌을 확장하는 근거로 인용한 전거들의 증거력에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조

규창, 95면 각주 74에서 원용한 것이 변론가인 퀸틸리아누스와 키케로인데, 키케로는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의 말대로라면 그가 방금 부인한 공화정기의 

사태에 대하여 반증이 될 터이고, 그밖에도 이들의 주장은 소송당사자를 위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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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04) 주지하듯이 이러한 법적용의 방식은 依用刑法이었던 大明律 자체가 

예정하고 있던 것이었다. 이 法條는 당시의 법제를 이해하는 관건이다.105)

大明律 斷罪無正條: 凡律令該載不盡事理, 若斷罪而無正條者, 引律比附, 應加應減, 

定擬罪名, 轉達刑部, 議定奏聞. 

더욱이 當罰的 사태에 대한 適正刑으로부터 출발하는 思考의 樣式은 논리적 사

고의 자연스러운 순서인 ‘input → output’ 과정을 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률효과 

→ 법률요건’ 식으로 顚倒시킴으로써 목적론적-이념론적 고려가 우선하는 나머지 

보다 엄밀하게 究明되어야 할 사실관계에 대한 고려가 뒷전으로 물러나게 만들었

다. 근비가 차경남과 혼인의 실체에 부합하는 생활관계를 맺었는가를 고찰하기에 

앞서서 ‘마땅히 엄하게 처벌받아야 할’ 그녀이므로 차경남은 이 이유 때문에 그녀

의 본남편이어야만 했고, 그래서 본남편이라고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근비는 本夫

殺의 죄책에 연루되고, 그래서 또한 자연스럽게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일종

의 선결문제 요구[petitio principii]의 순환논법 오류).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종결정

자로서의 국왕의 意中이 객관적인 법학에 의하여 견제되지 않아서 ‘반드시 명쾌한 

기준과 확고한 行刑으로 이어지지 않고 최종판단을 유보하거나 거절하면서 논의 

자체가 천연’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上者의 의지로서 下者가 따르는 것이 지극히 

에 불과하고 당시의 법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조규창 95면 

각주 76에서 인용한 D.48.4.7.3이야말로 그가 앞서서 각주 75에서 법률의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는 일반론에 대한 전거로 인용하였고, 필자도 방

금 참조한 Solazzi의 논문이 다룬 것으로 Solazzi의 결론은 그 반대였기 때문이다. 그

리고 확장해석의 대표적인 예로 든 살인죄와 위조죄의 경우(조규창, 95f.)에도 살해방

법을 합리적인 선에서 보다 넓게 인정하는 등 엄밀한 의미에서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사안들이다. 좀더 면밀한 사료분석이 필요한 사

항이다.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로마의 경우에도 속주 관할에서나 비상심리절차에서는 

조선시대의 違令罪(鄭肯植(2), 126f.) 또는 不應爲罪(鄭肯植(2), 127f.)에 대응하는 방

식이 강구되었었다. 일응 崔秉祚, 277ff. 참조.
104) 박종성, 377은 당시의 왕조사회가 “엄정한 준칙과 이를 추인할 만한 법규가 충분치 

않았”고 “법령이 완비되어 있었다 해도 극히 주관적이고 임의적이었던 사회”라고 지

적한다. 이 지적은 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미흡

하다.
105) 鄭肯植(2), 123ff.; 이재룡 외, 78ff. (이재룡) 참조. 그러나 그러한 체제를 통하여 “정

책의 일관성과 항구성이 보장받을 수 있었으며 필요 이상으로 법률을 만들어 혼란을 

가중시키는 병폐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라는 이재룡의 평가는 지나치게 긍정

적인 면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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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했던 조선조 정치문화’106)의 恒常的 합리성 추구를 기대하기는 역시 쉽지 않

을 터였다.

(3) 三覆制의 문제

근비 사건은 三覆啓가 어떻게 실천되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이다. 이 제도

는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그 훌륭한 정책적 취지로 추구했던 愼刑主義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 우선은 거기 소

요되는 시간만큼 피의자는 獄에 더 갇혀 있어야만 했고, 이것은 때에 따라서는 치

명적일 수도 있었다. 더욱이 근비 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再覆啓 논의까지는 대충 

살펴보고(참여 인원도 적고 발언의 양이나 질이나 모두 간단하다), 三覆啓에 가서야 

비로소 신경을 쓰는 식으로, 아니 실은 임금이 특별히 마음을 써서 참여 인원을 

늘리는 등으로 충분한 논의를 할 것을 배려하면 불행 중 다행으로 그때서야 비로소 

확대된 논의가 이루어지는 식의, 弛緩된 司法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었다. 물론 

근비 사건의 경우 특별히 확대된 三覆啓 논의가 있게 된 것은 찬반의 입장이 거의 

백중했던 데에 그 가장 큰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만, 이 또한 전술했듯이 당시 

사실 확정의 문제와 照律의 문제가 불분명하여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던 까닭이었

으니, 결국 법제도 전체의 일정한 미비점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그 극복을 

더욱 어렵게 했던 것이 아닌가도 싶다.

요컨대 당시의 司法은 여러 모로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여기서 중국에서의 

‘法의 空轉 현상’에 관해 지적되고 있는 점들은 조선의 경우에 대해서도 매우 시

사적이다. 이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107)

A. 법 자체에 보이는 이유

  1. 법전 편찬의 특수성: 理想이 넘치는 데에서 오는 攪亂가능성(可撓性)

  2. 법규 자체의 특수성: 大綱만을 정하고 세목이 빠진 탄력성(白紙規定性)

  3. 법의 해석에 있어서 不統一

  4. 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불완전(범죄론, 형벌론 등 법률학의 미비)

106) 박종성, 387; 376.
107) 根本 誠, 356ff. 이에 더하여 仁井田 陞, 129ff.는 중국에 대하여 법문화의 저변에 깔

린 규범의식의 전근대성(도덕의식의 외면성⋅폐쇄성⋅타산성, 혈연적 관계의 이기주

의, 公私의 무차별 등)을 지적하는데, 이것들이 조선에도 타당한지는 더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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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판례의 不整備

B. 법 적용에 있어서 배후 사상의 영향

C. 사회구조 및 관료적 專制國家와의 관계

  1. 권력의지에 의한 법

  2. 貴賤에 의한 불평등(신분사회)

  3. 관료의 청렴성 문제

  4. 관료의 법률 전문지식과 기술의 문제

  5. 位階的 사회구조로 인한 법의 신분제적 체계 및 번잡성

  6. 시행실력의 결핍 등

어쩌면 이런 특성을 보이는 법문화의 심층적 배후에는 直觀⋅直覺的, 綜合的 

사유와,108) 질서를 과정에 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므로 경향적 해석을 중시하는 

태도로 말미암아 ‘구체적 현실로부터 분리된 질서의 원리란 없으며, 질서의 원리

로부터 분리되어 작동되는 경향도 없다’(離事無理, 離理無勢)는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실재론의 이름으로 정초된 도덕적 관념론’109)의 사고 성향이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프랑수아 줄리앙의 중국인으로 대변되는 극동문화권의 사유방식

에 대한 이 탁월한 분석은 근비 사건의 논변이 왜 실제로 진행된 모습으로 진행되

었는지를 밝히는 중요한 열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향은, 

질서를 위부로부터 투사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과적인 설명을 중시하는 서구적 

사유와 달리, 가능한 한 모든 형태의 외적 개입을 배제하는 경향을 지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재를 언제라도 상호작용이라는 단 하나의 원리에 따라 전개되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양극의 이중성을 참조하게 되는 닫힌 체계로 간주하며, 그 

결과 서양의 철학적 활동을 추상적 구축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듦으로써 서술

적이고 객관적인 목적성에 도달하도록 해주었던 ‘감각적인 것에 대한 의심’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 결국 인과성에서 최상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초월에 대

한 관념이 희박하고, 인간의 역사에서 초월적인 최후의 판단은 생각하지 않는다. 

108) 김진보, 149ff. 
109) 具本明, 365ff.이 동양 儒學史에서의 인과관계의 체계와 문제점을 다루면서 論語 里

仁 IV.25 : ｢子曰 德不孤, 必有鄰｣, 易經《坤文言》: ｢積善之家，必有餘慶｣과 같은 

부류의 것들을 살피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예라 할 것이다. 이를 가령 같은 내용에 

초월적 심급의 근거가 부가된 구약성서 詩篇 58:11 ｢善人果有善報, 在世間眞有判斷之

上帝｣(Utique est fructus iusto, utique est Deus, iudicans in terra)의 구절과 비교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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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것만이 성공하고, 역사는 전적으로 그 자체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이다.110) 

중국의 전통적인 사유방식은 ‘가치판단으로 사실인식을 통섭하고, 사실판단 속에 

가치판단이 융합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111) 이렇게 보면, 근비의 행각에 대한 철

저한 사실 확인과 인과적 분석이 아니라 행위의 어떤 한 단면에 대한 촌철살인적

인 도덕적 지탄이, 그것도 hypotaxis적인 입체구성이 아니라 parataxis적인 단순병

렬에 그치고 있는 것이 거의 전부인 당시의 논증방식도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다. 

일의 처결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는 있는 것이 아닌) 최후심급의 결단에 의존하기

보다는 사태의 진전 그 자체가 내재적 질서가 지배하도록 만듦으로써 만인의 지지를 

이끌어낸다(因理以得勢)고 하는 관념의 바탕 위에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三覆의 매 단계에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이 하나도 이상스럽지 않고, 심지어는 로

마의 경우 초창기의 12표법에 이미 등장한 기판사항과 기판력의 개념(res iudicata)

이 전통법제에서 자리 잡지 못했던 것도 모두 이런 까닭일 것이다. 현 단계의, 그런 

의미에서 늘 잠정적인, 최종판정은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승인된, 즉 

성공한 것이고, 성공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세계관의 폐쇄회로 속에서 이미 그 정

당성의 담보인 것이다(“Was vernünftig ist, das ist wirklich; und was wirklich ist, 

das ist vernünftig.”). 그러나 그것은 언제라도, 방금 전까지 국왕의 재가를 얻은 결정

이었다 하더라도, 다시 다툴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근비 사건은 조선의 司法이 가진 여러 장점들 또한 분명하게 각인시켜 준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결어에 갈음하고자 한다.

  

3. 결어

근비 사건은 피의자가 어린 女婢임에도 불구하고 전례 없이 많은 臣僚가 참여

하여 국왕과 더불어 갑론을박을 한, 아마도 참여자의 수로만 보자면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놀라운 사례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편으로는 만인

이 수긍할 수 있는 결론(communis opinio)을 얻어 보려는 성종의 ‘번뇌’의 일단을 

증거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이 자신의 의사를 형식을 갖추어서 

관철시키려는 의도에서 말하자면 멍석을 깔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군주 개인의 인간적 親疎나 情理에 얽매여 결정이 

110) 줄리앙 (2009), 특히 3부. 또 중국적 사유에 대한 漢文에 의한 정신활동의 영향에 대

해서는 제르네(Jacque Gernet), 267ff.
111) 李宗桂, 364f.



15세기 후반 조선의 법률논변 : 私婢 斤非 사건을 중심으로 / 崔秉祚   47

영향 받고, 그래서 군신 간의 정치 갈등을 내포하고 사후 새로운 논란의 발단을 

예고했던 사안들112)과 달리 근비 사건은 임금 개인으로서는 전혀 개의할 바가 없

는, 어찌 보면 매우 사소한 사건일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성종의 근비 사건에 대

한 태도는 어떤 선입견 없이 그대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여지가 그 어떤 사건보다

도 많다고 할 것이다. 한 젊은 여인을 두고 짧은 기간 내에 두 사내가 私通을 했

고, 급기야는 살인이 벌어졌다. 오늘날에도 일반예방을 위해서 一罰百戒로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인 것을 감안하면, 

당시 조선 國君의 民俗 敎化에 대한 책임의식이 일반예방을 위해서 嚴刑 쪽을 선

택하도록 한 것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임금의 일관된 嚴刑 주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의자의 犯狀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減死 조치를 취하려 했던 반대입

장이 임금의 권위에 눌리지 않고 그처럼 팽팽하게 주장되었다는 사실은 더욱더 

평가할 만하다. 세조 때에 우의정을 역임했던 李仁孫 (1395년 태조 4년∼1463년 

세조 9년)의 克字 돌림 아들형제들(극균, 극돈, 극배, 극증) 간에도 주관이 개입할 여

지는 없었다. 참여자들은 당시 법문화의 時空的 제한 속에서 사회적으로 별 볼일 

없는 개인의 생명을 위해서 법의 이름으로 나섰던 것이다. 그것은 과거시험을 통해 

선발된 엘리트 지식관료들(meritocracy)이 보여준 모범적인 국정 운영의 한 모습이

었다.

투고일 2011. 1. 20      심사완료일 2011. 3. 4      게재확정일 2011. 3. 7

112) 박종성, 387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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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l Reasoning in the Late 15th Century in Korea: 

The Case of Geunbi, a bondwoman

Choe, Byoung Jo*

113)

In 1479 a private bondwoman Geunbi (斤非. X) was convicted of killing her husband. 

She, twenty years old, had a sexual relationship with a man (B), a certain man (C) 

acted as a go-between. Eight days later, she then committed adultery with another 

man (A) who came to her because he was covetous of her. Then A said to her that 

he would kill B. But X did not tell anything to inform either B or anyone else. One 

day when X was sleeping with B, A killed B without any help from X to rescue B. 

The murder case was in 1479 put to the discussion before the king Seongjong (成

宗) three times according to the law. 

At first the Ministry of Criminal Justice held that X was to be beaten and put to 

deportation, but the king took her for deserved of a capital punishment, and the 

Ministry altered its proposal to a capital punishment. The ensuing deliberations with 

forty-eight mandarine high officers were concentrated upon two issues: whether or 

not B was X’s legitimate husband and whether or not X took part in the killing act. 

They were divided into two opposing opinions, one for the capital punishment, the 

other against it. Although the majority (56.25%) was against it, the opinion of the 

king who from the outset wanted her to be punished with death penalty prevailed at 

the end. 

The case shows how legal reasoning and argumentation of that time proceeded. It 

is worthy of mention that the then high justice was very careful, perhaps too careful, 

and the king very conscious about his role as a fostering pater patriae according to 

the Confucian statecraft ideology. The ruling king Seongjong was especially 

principled in the matter of law. Notwithstanding that, however, the administration of 

*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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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was suffering from the lack of professional jurists and reliable legal doctrine 

in a modern sense. As a result, the deliberations seem to be relatively less analytic 

and less systematic and rather strongly influenced by certain moral concepts such as 

the principles ruling basic human relations (in our case husband-wife relation). The 

fact-finding as such was apparently considered to be essential, but there were no 

proper ways in institutions of finding out the truth except torture, and the majority 

of the participants did not care much about the details. The legal norms in 

Dae-myeong-ryul (大明律) which formed the positive basis of their legal reasoning 

in criminal cases were also too casuistic to be a body of general legal rules applicable 

to ever engendering new situations. It is hinted out that the then ways of law 

depended upon the modes and ways of thinking of that time and culture as such. 

Keywords: Adultery, Geunbi (斤非. a bondwoman) case, King Seongjong (成宗), 

Legal reasoning, Legal argumentation, Murder, Punishment, Three times 

deliberation for capital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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