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머리말

2. 성 련 범죄의 성격별 분류

3. 여성의 음행, 가부장의 분노

  1) 心理的 이유와 제도  장치

  2) 가부장의 공모, 리되는 여성의 성

4. 여성의 항, 가부장의 격려 

  1) 항의 결과  양태: 피살․자

     살․살인

  2) 정려와 복호로 응답하다

5. 刑罰과 風敎, 도구로서의 性

  1) 범죄에 이용되는 성

  2) 綱常에 사하는 성

6. 맺음말 

‘淫獄’에 비친 正祖代의 性 인식:  
 審理錄을 중심으로1)

이 숙 인*

 

록: 이 은 심리록의 성 련 범죄 사건을 심으로 조선후기 성에 

한 인식과 담론을 비 으로 분석한 것이다. 심리록은 정조 (1776~1800)
에 발생한 重犯罪 사건 1112건에 한 례집이다. 이  성과 직․간 인 

련이 있는 사건은 148건인데, 여기에 나타난 여성 성에 한 가부장 인 

인식과 태도에 주목하 다. 여성의 행 성을 기 으로 삼을 때, 심리록의 

성 련 범죄는 간통․강간(미수)․성  음해 등으로 나뉘어진다. 다시 말해 

성의 향유 는 외부 폭력의 형태에 속하는 것들이다.
성의 향유 혹은 음행으로 이해되는 간통, 이 범주에 연루된 여성을 심리하

는 가부장의 분노는 심리  이유와 제도  장치를 통해 합리화되었다. 그리

고 성 련의 외부폭력에 항하다 죽음에 이른 여성들에 해 가부장 국가

는 旌閭와 復戶로 응답했는데, 그녀들의 선택은 정 을 권장하는 국가의 이

념에 부합하기 때문이었다. 한편 강상윤리와 성 련 사건이 갈등하는 상황

에서는 강상윤리가 우선되었다. 컨  자신의 성  태도를 둘러싼 왜곡이

나 음해에 해 극 인 조치를 취한 여성의 경우, 체로 그 ‘기개’가 높이 

평가되었지만 그것이 남편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한 경우는 오히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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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것이다. 심리록을 통해 본 여성의 성은 가부장 국가  가족에 의

해 리되면서 그들의 利害에 따라 활용되었음을 논증하 다.

핵심어: 심리록, 성범죄, 성인식, 정 , 조선후기, 정조

1. 머리말

당연한 말이지만 성(sexuality)에 한 인식이나 성을 둘러싼 담론은 역사 이고 

문화 인 것이다. 그리고 性은 본질 이고 보편 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기보다 

어떤 치에서 어떤 목 으로 가 말하는가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성은 인간을 성숙하게 하면서 술과 문화를 창조하는 일을 주도하기도 하지

만, 폭력과 살인이라는 괴 이고 추악한 결과를 래하기도 한다. 審理 에
서 만나는 성은 후자에 속한다. 

심리록은 정조의 정치가 시작되는 1776년 1월부터 세상을 떠나기 직 인 

1800년 6월까지의 25년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건 1112건에 한 심리기록

을 모아 놓은 례집이다.1) 심재우의 분석에 의하면 이  인명범죄가 

90.3%(1004건)에 해당하는데, 살인이 96%(964건)이고 자살이 4%(40건)이다. 범죄

인의 성별은 남자가 965인이고 여자가 39인이다. 이  성과 련된 사건은 119건

이고 여성  추문으로 인한 사건은 46건이다.2) 이 46건 에는 직 인 성 계

는 아니더라도 성(sexuality)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건들이 있다. 여기서 성의 

문제와 직․간 으로 련된 사건을 뽑아 보면 148건이 된다(2장 참조). 하지만 

무엇을 성 범죄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 즉 그 범주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심리록의 성 련 범죄의 건수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淫獄’이라는 용어는 성을 매개로 발생한 사건의 옥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

다.3) 淫의 용어는 국고 의 기 문헌에 등장하는데, 그것은 ‘정도에서 벗어나

 1) 규장각소장 도서번호 규1770을 본으로 한 번역본 審理 (1~5, 민족문화추진회, 1998)을 

주 텍스트로 삼았고, 용어나 문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문을 조하는 방식으로 활용하

다. 

 2) 심재우, 2009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계-심리록 연구 태학사.

 3) “淫獄에서는 샛서방이 없으면 옥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殺獄에서는 정범이 없으면 옥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疑獄에서는 확실한 증인이 없으면 옥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평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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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나치다’, ‘흘러넘치다’ 등의 용례를 가진 것이었다. 淫의 자가 성과 련 

맺을 때는 ‘정상에서 벗어난 행 ’, ‘난잡함’ 등의 의미로 쓰 다. 그런데 기 문

헌에서 淫이라는 자는 성과 련되기보다 부정  의미의 ‘과도함’이나 ‘지나침’

의 뜻으로 쓰인 경우가 많았다. 다시 말해 ‘淫’이 여성의 성과 결부되기 시작한 

것은 가부장제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성이 

부계 통 확립의 요청과 맞물려 음란[淫]과 순결[貞]로 이원화되면서, 그에 상응

하는 여러 가지 제도와 문화  내용을 갖추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4) 

단순 人命사건인 殺獄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심리록의 음옥은 살옥을 동반한 

사건들이다. 이 음옥으로 분류된 심리록의 사건들은 ‘성희롱’이나 ‘성폭행’ 등 

오늘날의 성범죄와는 차이가 있다. 즉 성 그 자체에 한 범죄에서 끝나지 않고, 

살인과 자살 등 성을 매개로 하여 발생한 2차 인 범죄인 셈이다. 다시 말해 간통

과 강간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원인이 되어 생된 인명사건인 것이다. 

물론 간통 혹은 강간죄를 범했을 경우 심리과정에서 그에 한 율문이 따로 부과

되기는 했다.5)

이 에서는 심리록의 성 련 범죄 사건을 심으로 정조 의 성에 한 인

식과 담론을 체계 으로 살피고 그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즉 성 련 범죄를 통

해 성에 한 인식을 추출해내려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성에 한 인식과 태도가 

성 련 범죄의 審理에 어떻게 드러나고 반 되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심리록
의 각 사건들은 1) 범죄가 발생한 지역명과 범죄인의 이름, 2) 사건에 한 개요, 

3) 찰사와 형조의 조사보고와 의견을 담은 道啓와 曹啓, 4) 국왕 정조의 判付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도계와 조계의 의견은 짧고, 국왕 정조의 의견인 부는 

긴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심리록의 성 인식이란 국왕 정조의 그것과 크게 다르

지 않을 수 있다.

의 순서는, 심리록에 실린 성 련 범죄를 뽑아내어 유형  성격에 따른 주

제별 분류를 시도하 다. 그것은 여성 행 자의 주체성 여부를 기 으로 하여 간

아기獄(1785)>).

 4) 이숙인, 2005 동아시아 고 의 여성사상, 도서출  여이연, 170~174쪽.

 5) 참고로 직 인 성 범죄에 한 법률을 보면 “和姦한 자는 杖 80의 형에 처하되 남편 있는 

여자는 杖 90의 형에 처한다. 여자를 꾀어내어 간통한 자는 杖 1백의 형에, 강간한 자는 絞刑

에 처하고, 강간 미수자는 장 1백에 流 3천리의 형에 처한다.”( 명률직해 권25, ｢刑律․犯

奸｣<犯奸>)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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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강간, 그리고 성  음해 등으로 나 어졌다. 다음으로 여성 스스로 지른 

‘음행’에 해 가부장 국가  가족은 어떤 태도를 보이며, 그들의 응은 어떤 

논리로 합리화되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강간이나 陰害와 같은 외부 폭

력에 해 여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응하는가를 유형화하고, 이 여성들에 

한 가부장 국가  가족의 태도와 논리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성 련 

범죄가 강상윤리의 맥락에서는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보려고 한다. 궁극 으로 이 

연구는 성(sexuality)을 담론화하고 사건화하는 지식체계와 신념체계 등을 구체  

자료를 통해 분석․해석함으로써 조선후기 正祖代의 성 인식의 지형을 드러내는 

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2. 성 련 범죄의 성격별 분류

인명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기 으로 성 련 범죄를 분류할 때, 심리록
이 다루고 있는 성 련 사건 148건은 간통한 남녀로 인한 사건과 강간미수  

강간으로 인한 사건, 성과 련한 의심이나 추문․추행으로 인한 사건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자신의 성과 련하여 여성 스스로 취한 행 , 즉 자살이나 살인은 별

도의 주제아래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1) 간통한 남녀, 사건과 심리

심리록에서 말하는 姦通이란 혼인 계에 속해 있지 않은 남녀의 性  계를 

가리키는 것 같다. 이 에서 간통은 일방 인 강요나 폭력으로 이루어진 ‘强姦’

과는 구별된다. 그 다면 ‘간통죄’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

는 범죄”라고 하는 오늘날의 정의와는 차이가 있다. 심리록에는 서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혼인한 사이가 아니면 간통으로 해석되었다.  심리록의 

간통은 직 인 성 계가 아니라도 성을 연상시키거나 성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는 행 까지도 포 하는, 매우 넓은 범주에서 쓰이고 있음을 보게 된다. 심리

록의 인명 사건 에서 간통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범죄는 58건으로 악되었다

(<표 1> 참조). 이것은 심리록에 나타난 성 련 범죄의 체 건수의 39%에 해당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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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간통이 원인이 된 인명 사건 58건 에서 원인 제공자와 범죄자의 계 

 사건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처첩의 간통에 한 남편의 행 가 사건화된 

것이 가장 많다. 처첩의 간통은 30건으로 체 건 수의 51.7%를 차지한다. 처첩의 

간통에 한 남편의 반응에서 자신의 처첩을 살해한 것이 7건이고, 처첩의 奸夫를 

살해한 것이 14건이며, 간통 남녀 둘 다를 살해한 경우가 5건이다. 그 외 자신의 

처가 간통하도록 다리를 놓은 사람을 살해한 경우가 2건이다. 

남녀 간통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건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가족  친인척 

여성의 간통에 해 반응한 남성들의 행 이다. 그것은 11건으로 체의 19%를 

차지한다. 친 이나 친인척 이의 간통에 한 남자 형제의 반응, 처형의 간통에 

弟夫가, 형수의 간통에 시동생이, 며느리의 간통에 시아버지가, 어머니․시어머

니․처남 의 간통에 아들․며느리 등이 개입함으로써 인명사건이 발생한 것이

다. 남편의 간통에 한 아내의 반응으로 빚어진 인명사건도 3건 있었다. 남편의 

간통을 문제 삼은 처를 죽인 경우의 2건과 아내의 질투로 자신의 奸婦를 죽인 경

우가 1건 있었다. 이들 사건에 한 심리는 간통한 아내를 죽인 남편의 행 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부분 무죄 석방되었다.  이의 간통에 해 이를 

죽이거나 그 간부를 죽인 형제들의 행 는 가문의 명 를 한 것으로 오히려 풍

속의 권장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어떤 행 가 성 인 의미로 읽힐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역사 이고 문화 인 것

이다. 남녀를 엄격하게 분리시켜 온 유교문화의 통에서는 가족  계가 아닌 

남녀가 나 는 화나 빛 등도 ‘간통’의 범주로 악되었다. 다시 말해 간통의 

정의와 의미가 분명하게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녀들의 ‘수상한’ 행 가 간통

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2) 강간미수  강간, 사건과 심리

강간(미수)으로 인한 인명 사건은 34건으로 체의 23%에 해당한다. 강간이나 

강간미수 등 강간의 범주에서 발생한 사건은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리록에서 강간(미수)으로 인한 범죄의 내용은 성범죄자의 피해자 타살 

는 피해자의 자살, 그리고 피해자(측)의 성범죄자 살해 등으로 나타난다. 성범죄

자를 살해한 경우는 10건이다. 이것은 강간(미수) 범죄 34건 의 29.4%에 해당된

다. 피해자의 남편  가족이 살해한 것이 7건, 피해 여성 스스로 성범죄자를 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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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3건이다. 처의 강간 4건에서 그 남편들 모두 강간범을 직  살해했다.  

가족 내 여성인 딸․숙모․형수를 강간한 자를 잡아 죽인 경우가 3건이다. 

그리고 강간(미수) 사건에서 타살이든 자살이든 피해자의 죽음으로 귀결된 것

은 19건으로 강간(미수) 범죄의 56%에 해당한다. 수치와 분노를 이기지 못한 피해 

여성이 스스로 자살하거나 폭행에 항하다 피살된 경우이다. 이  성범죄자에

게 피살된 경우는 5건이고, 나머지 14건은 피해 여성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이

다. 성  폭력의 피해자 여성이 취한 행 에 해서는 다음의 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다. 한편 과부 강간(미수)이 5건이지만, 심리 자료에서 특별히 과부로 명시하

지 않은 여성도 혼자 사는 과부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강간(미수)은 간통과 달리 성범죄자에게 타살되거나 여성 스스로 자살한 경우

가 많다. 죽임을 당한 경우는 폭력의 장에서 주로 발생한 것인 반면, 피해 여성

의 자살은 수일이 지난 후에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것은 그런 상황에 

직면했던 여성의 수치와 분노는 시간이 해결해주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3) 의심․추문․추행으로 인한 사건과 심리

성의 문제와 련된 의심, 소문, 추행 등으로 인한 사건은 56건으로 심리록에 

나타난 체 성 련 범죄의 37.8%에 해당한다(<표 3> 참조). 56건 에서 남편이 

개입한 경우는 18건으로 32%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처를 의심한 경우의 14건 

 처를 살해한 경우가 7건, 의심이 가는 상  남자를 살해한 경우가 7건이었다. 

그리고 첩의 행 를 의심한 경우의 4건  살해된 사람은 모두 상 남이었다. 여

성에 한 성 인 희롱이나 음해, 그리고 소문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건은 30여 

건이다. 이  ‘성범죄자’를 살해한 경우는 20여건인데, 이  남편이나 형제 등의 

가족이 죽인 경우는 15건이고, 피해 여성이 직  죽인 경우가 5건이다.  성 인 

음해나 소문에 휩싸인 경우에, 피해 여성이 자살한 경우는 6건이고, 추문 는 음

해당한 피해여성이 살해된 경우가 5건이다. 확인되지 않은 추문이나 추행과 같은 

범죄는 그 해당 여성의 가족들이 응징하는 것이 세 음을 알 수 있다. 범죄 원

인이 된 성 련 사건에서 여기 ‘의심․추문․추행’으로 분류된 것들은 사실이 아

니거나 사실 확인이 어려운 애매한 것이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건은 

성범죄로 조작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성으로 인한 범죄사건은 가족 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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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나 정황이 반 된다는 에서 일반 범죄사건보다 그 벌이 가벼워질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에 해서는 뒷장에서 다시 논할 것이다. 

이상의 분류를 토 로 그 성격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  여성 행 자의 

주체  의지가 반 된 것으로 보는 간통․화간에 한 가부장의 반응과 응, 그

것을 지지하는 각종 기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여성의 음행, 가부장의 분노

배우자의 간통 장을 목격했을 때, 그 반응은 남녀가 서로 크게 다를 것 같지

는 않다. 심리록에 기록된 바, 이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의 심리와 행 는 일정

한 패턴을 보인다. 개는 ‘ 이 뒤집힐 듯’ 분노하고 기를 어 하지 못하여, 때

리거나 발로 차서 련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부분의 분노와 

폭행은 이른바 奸婦 남편의 몫이다. 분노와 기의 희생자는 ‘남편’의 아내이거나 

그 아내의 奸夫이거나 혹은 둘 다이다. 즉 간통의 문제로 폭행 치사에 이르는 것

은 아내의 간통때문이지 남편의 간통때문은 아니라는 말이다. 여기서 奸婦 남편

의 분노는 당연시되면서 奸夫 아내의 분노는 가시화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낯설게 

여겨진다. 이는 가부장제 사회의 일반 인 상으로 보인다.6) 반면에 남편[가부

장]의 분노는 심리 인 이유로 합리화되고 제도 인 장치를 통해 지지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1) 心理  이유와 제도  장치

여성의 음행에 한 가부장의 분노는 자연 인 것이며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었

다. < 암 천업 獄(1787)>에서 부는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 血氣의 분노가 그 

짝을 잃어버렸을 때보다 더 심하게 폭발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

기의 분노’는 남성에 한정된다는 을 제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아내의 淫

 6) 김선경은 흠흠신서 ‘상형추의’에 나오는 간통[화간]사건 21건의 분석을 통해 피살자와 살

해자는 모두 여자  여자 쪽 련인이라는 것에 주목하 다. 남자는 자신[이때도 여자의 

상 남으로] 외에는 자신과 련된 사람이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김선경, 2000 ｢조
선후기 여성의 성, 감시와 처벌｣ 역사연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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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이나 失行에 남편으로서 분노하는 것은 心理의 자연 인 상인데, 그 지 않

은 남편이 있다면 비정상 인 부류에 속하는 것이다. 심하게 어리석고 못나서 ‘사

내’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남편으로서 자신의 아내가 낮에 간통한 것을 보고서 멀거니 바라보기만 하고 칼

로 르려는 거조가 없다면, 이는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논할 수 없는 것이다(<개

천 윤 이獄(1785)>).

 <상원 권순삼獄(1790)>에서는 “권순삼이 비록 매우 어리석고 잔약하여 질투

하는 마음이 연 없었지만 평소에 간직하고 있던 분심이 술기운을 틈타 세게 때

린 것으로 실로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 다. 같은 맥락에서 아내의 잦은 간

통을 보고도 분노할  모르던 ‘못난 사내’가 갑자기 용기를 내서 아내를 죽인 경

우를 두고, 사건 審理에 참여한 정자들은 극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 다.  

‘本道[경상도]의 계사’에는 “(아내가) 네댓 차례나 간통을 하여 분노가 이미 쌓

을 텐데 18일 밤을 을러 기만 하 으니, 그 용인함이 무 지나치다"고 하 다. 判

付는 “최옥만은 못난 사내라서 입으로만 우물거리고 마음이 여려서 일 이 한 번도 

노여움을 풀지 못하다가, 그 일이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약간이나

마 손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이와 같이 사람을 죽이기에 이른 것이다. 그 아내

가 그의 손에 죽고 일 감치 법에 의해 제재를 받지 않은 것만도 요행이라고 할 만

하다. … 죽 다면 더없이 당연한 것이고 죽이지 않았다면 사람 마음이 없는 것이

다.”고 하 다(< 양 최옥만獄(1787)>).

조명근의 경우도 최옥만과 유사하다. 조명근은 아내가 ‘더러운’ 행실을 갖고 있

는 것에 격분하여 칼로 찔러 그 자리에서 죽게 했다. 그 아내의 행실이 수차례 문

제되었는데도, “조명근이란 자는 오장 육부도 없는 놈으로서 분노를 참는 정도가 

지나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참고 견디었을 뿐이었

다(<서울 조명근獄(1790)>). 박똥개라는 자는 다른 남자와 간통한 아내의 코를 베

고 배를 찔러 그날로 죽게 하 다. 이에 한 刑曹와 判付는 각각 ‘이미 閨房의 

법도를 범한 아내의 죄는 만 번 죽어 마땅하고 그 남편이 기를 부린 것은 당연

하다’고 하 고, ‘ 기 있는 남자로서 그런 아내에게 어  손을 지 않을 수 있겠

는가’라고 하 다(< 주 박똥개獄(1781)). 

한편 아내에게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 그 분노를 외부가 아닌 내부로 향

해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종류의 행 에 해서는 비난의 상이 되었다.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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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이獄(1782)>의 강웅이는 밤에 吳女人의 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기고 돈을 훔

쳐 갔다. 이에 오 여인의 남편 이경증이 분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6일 만에 목을 

매어 자살하 다. 이에 해 국왕 정조는 이경증의 분노는 부질없고 쓸모없는 것

이라고 하 다. “강웅이가 그의 처 오 여인을 몰래 강간한 자취가 있다 하더라도 

이경증의 분하고 원통한 마음으로는 장에서 사내를 직  칼로 찔러 죽이더라도 

안 될 것이 없을 터인데, 이경증은 이와 반 로 쓸데없이 의심을 일으키고 부질없

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공주 강웅이獄(1782)>)

이 게 아내의 음행에 한 남편[가부장]의 분노는 ‘사나이’의 자연 인 심리

상으로 합리화되었다. 이 분노의 심리는 긴 가부장제의 역사 속에서 남성들에게 

요구되고 권장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7) 그런데 가부장의 ‘당연한’ 분노가 계

 앞에서는 좌 되는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종의 신분이었던 차진성은 아내가 다

른 사람과 간통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으나 奸夫가 세력이 있는 자 기 때문

에 제 로 분풀이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서울 차진성獄(1780)>).

이러한 아내[여성]의 음행에 한 남편[가부장]의 분노는 남성의 심리  상으

로 당연시되면서 제도의 극 인 지지를 받았다.  명률을 법률 해석의 거

로 삼은 조선에서 “간통한 장에서 간부를 살해한 경우 사형에 처한다는 조문이 

 명률에 없다”8)(<용강 이득표獄(1782)>고 한 것은 곧 ‘남편의 분노’가 제도

으로 지지되고 있다는 말이다.  “本夫가 奸夫를 죽일 경우 죄를 묻지 않는다는 

율문을 참고할 만한 단서가 된다”(<삭주 홍종연獄(1784)>)고 하 다. 부는 말한

다. 

奸夫와 淫女를 간통 장에서 일시에 함께 살해하 을 경우 법조문을 참조해 보면 

털끝만큼도 죄를  만한 단서가 없다. 그러니 목매단 것처럼 거짓 흔 을 만들어 사

람들의 을 가려 보려는 계책을 꾸민 것은 단지 무식한 자가 법조문을 알고 있지 

못한 데서 빚어진 것이다(< 산 박 정獄(1785)>).

 7) 반 로 남편의 음행에 반응하는 여성의 질투는 다양한 장치와 방법으로 억제되어 왔다. 여
자의 질투는 속좁음, 악덕으로 간주되어 질투를 없애는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것이다. 각종 

여훈서에는 남편의 ‘다른 여자’에 해 질투나 투기를 하지 않는 함을 기르는 것을 요

한 덕목으로 제시하고 있다(이숙인, 2006 ｢조선시  교육의 젠더 지형도｣ 정신문화연구 
29집 1호).

 8)《 명률》의 “처첩이 다른 사람과 간통할 경우 간통 장에서 남편이 처와 간부를 살해해도 

처벌받지 않는다.”(大明律直解 권19, ｢刑律․人命｣ <殺死姦夫>)는 조항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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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방 의 옥사는 성 련 범죄는 ‘ 장’의 확인이 무엇보다 요하다는 기

존의 법이 확  해석되었다. 간통 장이 아니더라도 그것과 다름없다고 단되는 

상황이면 ‘간통 장’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간통 장에서 奸夫를 죽 을 때에는 목숨으로 보상시키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

나, [간통 장이 아닌 곳에서]단지 간부만 죽 을 경우에는 본디 용서함이 없으니9) 

문 신은 정말 죽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 신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는가. 문 신

은 본남편이고 노명철은 간부이다. … 지  단지 간부만 죽 을 경우의 법조문을 인

용하여 목숨으로 보상시키기로 한다면 이후로 못나고 연약한 보통 사람들은 장차 아

내를 잃고서도 감히 구냐고 따져 묻지 못할 경우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정주 동방 獄(1785)>).

간통의 범주에는 “치마를 당기거나 마주 앉아 밥을 먹는 행 ”도 포함되었다. 

“비록 간통 장을 직  잡은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치마를 잡아당기고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등 갖가지 의심스러운 자취가 있어 죽 을 때는 한 법을 용

하도록 허락하 으니, 이것은 受敎10)를 보면 알 수 있다.”(<철산 서돌남獄(1787)>) 

아내의 간통을 의심하여 ‘殺妻’한 많은 남편들은 ‘나라의 법에 살인자는 목숨으로 

갚는다’는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된 셈이다. 뒤에서 다시 다룰 것

이지만 이런 식의 주  해석이 용인됨으로써 일반살인 사건이 성 련 사건으

로 둔갑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국왕 정조는 말한다. “남편이 아내를 죽인 사건은 

진실로 실정이나 자취에 터럭만큼이라도 용서할 만한 이 있다면, 상처가 소

이거나 비교  무거운 경우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그 남편을 살려 주는 쪽에 두었

는데, 이것이 근래의 옥사를 단하는 데 마치 하나의 당연한 규범처럼 굳어져 버

렸다.”(<신천 백동獄(1788)>) 이것은 남편의 폭력에 한 제도가 해졌다는 말

이다.   

반면에 남편의 간통에 한 아내의 반응  그 결과는  다르게 개되었다. 

배우자 음행에 한 여성 쪽의 분노는 여성 자신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강계 이종 獄(1781)>에서 田여인은 여종과 간통한 남편을 투기하여 다

 9) “간통 장에서 잡지 않은 것과 간통죄를 범하 다고 지칭한 것은 불문에 붙인다.”( 명률

직해 ｢刑律․犯奸｣)는 조항을 말한다. 

10) 先朝[英祖]의 受敎란 “다른 남자가 치마를 잡아당기거나 그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장면을 

그 남편이 보고 화를 내다가 혹 화가 지나쳐 잘못 사람을 죽 을 경우 모두 가벼운 형률로 

처분하라.”는 것이다(日省  正祖 17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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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다가 남편과 시아버지의 구타를 당해 죽었다.  <서울 안종 獄(1780)>에서 富

梅는 박여인과 몰래 간통한 남편을 투기하다가 남편 안종 에게 맞아서 죽었다. 

부정한 배우자에 한 남편의 분노는 심리  제도 인 지지를 받으면서, 아내의 

분노는 오히려 도덕  비난의 상이 되었다.  

2) 가부장의 공모, 리되는 여성의 성

여성이 간통을 했거나 강간을 당했을 경우, 분노하는 남성[가부장]은 남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여기서 奸夫는 남성이지만 그의 정체성은 ‘가부장’을 

하는 인 존재, 즉 奸婦의 트 로서 의미를 갖는다. 가부장들이 집안 여자

의 성문제에 개입하여 奸婦와 奸夫를 처벌하는 것은 그 집안의 가부장권에 한 

침해행 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남의 아내를 간통하고 나서 남의 남편을 죽여 참혹하게 암매장하 으니, 사나운 

심보와 모진 의도는 그 情迹이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부는 말한다. “그도 인간인

데 이러한 짓을 어  차마 하 다는 말인가. 이처럼 흉악한 놈을 만약 償命의 율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무고한 백성들이 제 처자식을 보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 장차 제 신명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니, 어  통탄스럽고 서 지 않겠는가.”(<당

진 손도인獄(1785)>)

本夫의 권익을 지키려는 가족  친인척들은 분노와 기로 충 되어 있다. 조

명득은 이동생과 간통한 奸夫를 이의 시동생과 합세하여 때려서 죽음에 이르

게 했다. 이에 해 “형수나 이동생이 이처럼 행실을 그르쳤다면, 부끄러운 마

음이 크고 노여움이 커서 무조건 손을 쓰게 되는 것은 사람의 상정으로 보아 괴이

할 바가 없는 것 같다.”고 하 다(<해주 조명득獄(1788)>).  안 의 이언은 조카

며느리 구 여인에게 추문이 들리자 그녀의 오라비 구성 와 함께 입을 막고 몸을 

묶어서 강에다 던졌다(<안  이언獄(1786)>).11)  주의 정 붕은 종질녀가 개

가하게 되면 가문이 더럽 질 것으로 여겨왔는데, 마침 간통의 의심이 들자 

하여 독약을 강권하여 죽게 하 다(< 주 정 붕獄(1794)>). 박용빈은 이종 이의 

奸夫를 칼로 찔러 죽 다(<안변 박용빈獄(1790)>). 이러한 는 가문이나 집안의 

11) 이 사건은 과부가 음행을 질 다는 분명한 증거를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단지 근거없는 

풍문에 따라 한 생명을 죽이게 된 것으로 결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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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를 해 집안의 남성들이 집안 여성들의 행 를 리하는 차원에서 발생한 

것들이다. 

경산의 하재 은 과부가 된 형수를 겁탈하려던 김수태를 죽 는데, 부는 시

동생의 당연한 행 라고 보았다. 즉 “ 개 남의 집 형수를 훔친 죄는 법에 있어서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니, 김수태가 죽은 것은 바로 그가 스스로 취한 것이다.”

(<경산 하재 獄(1783)>)고 하 다. 비슷한 맥락에서 제수를 희롱하고 모욕한 자

를 발로 차서 죽인 최우룡을 용서한 논리는 이 다. 

최우룡과 劉女人은 嫂叔 간이다. 부부간의 律例를 수숙 간에도 용하기는 참으로 

어려우나, 형수가 물에 빠지면 손을 잡아 구해 주는 의리로 미루어 보면, 외간 남자

가 제수를 희롱하여 등을 쓰다듬는 일이 있기까지 하는데 시숙이 묵묵히 한마디 말

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인정에 가깝지 않다. 최우룡이 만약 혹시라도 반드시 

죽이려는 데에 뜻을 두어 마구 치고 찔 다면 이미 남편과는 처지가 다른 만큼 해당

하는 형률로 처치하더라도 안 될 것이 없다(<함창 최우룡(1797)>).

그다지 상 없는 먼 친척 여자의 정  문제에까지 개입하는 것이 심리록에서

는 매우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집안 여자의 간통이나 강간은 가문의 수치로 여겨

져 여자의 정 에 한 가부장 공동체의 리는 조선후기에 오면 더 강화되는 추

세 다. 즉  명률의 형률은 夫 심의 부부 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조선후기

에는 그것이 더욱 강화되었고, 남편에 의한 처의 사  통제를 옹호함으로써 부부

간의 계질서를 강화하는 방향이었다.12) 이러한 추세는 이미 17세기 후반의 숙

종 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간통자에 한 ‘사 징벌의 확 ’와 ‘가족에 의한 

살해의 용인’이 그것이다.13) 

해의 신사량은 며느리를 간음한 자의 처가 매  노릇을 했다하여 죽 다. 즉 

피살된 사람은 奸夫도 아니고, 살인한 사람 한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이니, 해당

되는 법률이 없고 근거할 규례가 없었다. 이에 해 우의정 이병모는 “의리로는 

효자가 부모의 복수를 한 것이 아니고, 사안으로는 지아비가 처의 姦夫를 잡은 것

과는 다르니, 정상 인 형률로 단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 다. 국왕 정조는 

죽은 여인은 억울한 감이 있지만 그녀가 풍속을 해친 부분에 해서는 책임질 필

12) 박경, 2009 ｢殺獄 결을 통해 본 조선후기 지배층의 夫妻 계상 ― 秋官志 분석을 심으

로｣ 여성과 역사 10.

13) 장병인, 2003 ｢조선 ․후기 간통에 한 규제의 강화｣ 韓國史硏究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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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는 논리로 신사량을 감형 유배하 다(< 해 신사량獄(1798)>).

아무런 가족  계가 없는 사람이 남녀의 간통에 개입하여 남자를 죽인 경우

가 있었다. 덕의 김득손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간통 장면을 목격했을 뿐인데, 

간통 행 를 한 남자를 죽 다. 이에 해 부는 “천하의 일은 정상 인 인정과 

정상 인 이치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지만” 김득손이야말로 “ 로 정상 인 인

정이 아니며 정상 인 이치도 아니”라고 하 다.< 덕 김득손(1798)> 이것 역시 

성과 련된 문제  해석에서 가족이라는 범주가 갖는 의미를 확인시켜 다.  

4. 여성의 항, 가부장의 격려 

1) 항의 결과  양태: 피살․자살․살인

자신의 의지와 별개로 강간(미수)이나 음해, 추문 등으로 자신의 성이 받을 

때 여성이 취하는 행 로는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항의 행 에 

주목하여 그 결과나 양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심리록에는 성  폭력의 극한 상

황에서 항하다가 피살된 여성, 항의 한 방식으로 자살한 여성, 그 련인을 

죽인 경우의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었다. 심리록의 자살 사건은 여성이 남성보

다 2배나 많은데[남성 15건, 여성 32건], 여성 자살 32건  성과 련된 것은 22건

이다.

(1) 폭력에 항하다 피살됨 

먼  강간범에게 항하다 피살된 경우는 체 강간(미수) 사건 16건 에서 5

건을 차지한다(<표 4> 참조).

이 경우 범인은 성범죄와 인명범죄를 동시에 질 으므로 개 償命의 형에 

처해졌다. 반면에 희생된 여성은 지조와 정 이 우뚝한 貞女로 평가되었다. 이 여

성들에 한 가부장 국가의 응답, 그 구체 인 내용은 다음 에서 논의될 것이

다. 

(2) 무고․음해․ 으로 인한 자살

여성의 자살은 자신의 성에 한 무고․음해, 그리고 성과 련한 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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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도 사건 명 범죄의 원인  사건 개요 심리의 내용  특징

1 1776 북천 이찬장 여성 강간, 반항하여 살해
살해된 여성을 수 의 지조가 굳세다

고 함

2 1781 공주 임남이
과부 여성 강간 미수, 죽게 

함

간통 미성립과 死因불분명, 강간미수

율로 논함

3 1794 동래 손정일
강간미수, 여성이 반항하여 

살해함

항하다 살해된 貞女의 원한을 풀기 

해 수사 신 할 것.

4 1794 강릉 김순태
과부 여성 강간, 반항하여 

살해

죽은 여인의 뛰어난 조에 감동하여 

정려함.

5 1796 괴산 이 여성 강간, 반항하여 살해
죄인에게 죽은 여인의 정 을 보증하

는 다짐을 받음

<표 4> 강간에 항하다 피살됨

번호 연도 사건 명 범죄의 원인  사건 개요 심리의 내용  특징

1 1782
계 

도응유

시부와 종숙의 음해로 그 억울함을 

아에 고발하고 자살함

어린 과부를 무고한 죄, 해당 율문이 

없어 방면함.

2 1782
수원 

윤조이

첩이 처를 음해, 외간 남자를 사주

하여, 추악한 소문을 내자 처 자살

결을 통해 교화의 방향을 보이고자 

함. 죄인을 주자는 감사 이형규가 

문책당함

3 1784
제천 

이기

혼인을 강제당한 여성이 사주단자

를 보내던 날 자살함
혼인 거부를 정조 문제로 해석. 

4 1787
여주 

강취문

혼인을 하고 싶어 간통한 사이라고 

소문냄, 여성이 수치심에 자살
자살한 천인 김 련의 마을에 정려함

5 1793
순천 

김창윤

첩이 여종이 낸 소문에 자살, 本夫

가 여종을 죽임

자살한 첩에 해서는 언  없음. 여
종을 죽인 죄가 조명됨

6 1794
주 

정 붕

과부인 종질녀에게 간통의 명을 

워 박하여 자살  함. 
여성의 죽음은 억울하나 개가로 가문

이 오염될 것을 염려한 것으로 

7 1795
가평 

김가인백

아들이 혼인을 강행하여 여인을 자

살하게 함

혼인 거부 자살을 개를 지키려는 행

로 해석함.

8 1797
결성 

박삼복

고용된 종이 주인의 딸과 간통한 

사이라고 무함하여 그 딸이 자살함

潛奸한 죄에다 主從질서에 도 한 범

죄로 논죄됨 

<표 5> 무고․음해․ 으로 인한 자살

이 되었는데 <표 5>에 나타난 바, 8건으로 악되었다. 성과 련된 소문이나 음

해로 여성이 받는 피해는 실제로 성폭력을 당한 것과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그

것은 공동체  성격이 강한 사회에서, 떠도는 소문이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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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수도 있는 강력한 권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 에는 억지로 혼인하려고 자신과 간통한 사이라고 음해한 사건이 3건(<이

기 獄>, <강취문獄>, <김가인백獄>)이다.  자신의 부당한 성  음해를 아에 

고발하고 자살한 어린 과부 문여인(<도응유獄>), 고용된 종이 자신과 간통한 사이

라고 음해하여 자살한 이옹덕(<박삼복獄>) 등이 있다. 

(3) 강간  강간의 기에 의한 자살

강간(미수)의 상황에 직면하여 자살한 여성의 경우는 14건으로 악되었다. 이 

에 常人으로서 양반 여성을 능멸한 오일운은 정자들의 분노를 더 사게 되었

고, 천인으로서 강간당한 분노에 목매 자살한 이여인(<서울 박호민獄(1794)>)은 

높이 선양되었다. 역서 과부의 자살은 4건으로 악되었다.  

<표 6>에서 보듯 士族 이창범이 미성년 여성 김이단을 강간하려고 하자, 김이단

은 분하고 부끄러운 나머지 목매 자살했다(<웅천 이창범獄(1782)>). 함양 장수원

獄의 한조롱도 강간을 모면한 후 물에 빠져 죽었다. 이에 해 실제로 강간한 것

이 아닌데 자살한 것은 당시 여성의 정  념이 유부녀나 과부에게만 강요되었

던 것이 아니라 혼인을 하지 않은 미성년 여성에게도 강요되고 확산되었음을 말

해주는 것으로 보인다.14) 여기서 국왕을 비롯한 정자들이 외부폭력에 항한 

여성들을 향한 ‘격려’의 언어들을 비 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그녀들

의 항과 자살이 정녀가 되거나 열녀가 되기 한 열망이기보다 그  한 인간으

로서의 자존감에 바탕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여성들을 일정한 틀 

속에 가두는 방식인, 이념의 충실한 수용자 는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로 보는 것

은 주체성과 련된 자율․자존 등의 가치를 여성에게서 탈각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기 때문이다. 

(4) 자신의 성을 침해한 자를 살해함

항의 가장 강력한 방법 의 하나로 살인을 택한 여성들을 <표 7>에 정리하

다. 그녀들은 <양성 홍조이獄(1779)>, <구성 최조이獄(1783)>, <강진 김조이獄

(1785)>, <북청 강조이獄(1792)>, <서울 장조이獄(1794)>,  <부평 김조이獄(1799)>

14) 김 진, 2010 ｢審理 을 통해 본 18세기 여성의 자살실태와 그 사회  含意｣, 조선시 사

학보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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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도 사건 명 범죄의 원인  사건 개요 심리의 내용  특징

1 1776
함평 

김 기

강간 미수의 여성이 음독 자

살

죽은 혼을 로하기 해 복호를 주고 풍교

를 세움 

2 1781
의 

오일운

강간 미수의 여성이 목매 자

살

常人이 양반을 능멸한 죄로 정자의 분노 삼. 
죽은 여성 ‘貞女’에게 정문을 세워 포상함.

3 1782 
웅천 

이창범

사족의 미성년 여성을 강간, 
반항하던 여성 목매 자살

‘미처 강간하지 못한 죄’로 논함

4 1782
남원 

김일선

강간 미수의 여성이 음독자

살
여인의 집안에 조세  부역 면제

5 1783
안주 

김춘동

강간당한 이웃 여성, 음독 

자살

강간이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아 범인을 

풀어 .

6 1785
충주 

박승문
강간 당한 여인이 목매 자살

풍속 권장을 해 죽은 여성에게 포장의 은덕

을 베품

7 1792 
연기 

홍명렬

강간당한 여성, 수치심에 굶

어 5일 만에 죽음. 
여인의 무덤에 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엄하

게 형벌한 후 평생 유배

8 1794
서울 

박호민

강간당한 여성 음독, 3일만

에 죽음

여인의 신분은 천하지만 정렬이 우뚝하여 포

장함

9 1794
함양 

장수원

간음 거 한 여인이 물에 빠

져죽음
피해자를 정녀로 포장의 은  내림

10 1797
면천 

이유복
강간을 모면한 후 목매 자살

강간을 당하지 않음에도 자살한 것은 우뚝한 

정

11 1797
안동 

이석

과부의 겁탈을 사주하자 목

매 자살
죽음을 결심하여 취했던 여성의 행 를 극찬

12 1797
풍덕 

김유

강간 당한 과부, 음식 거부 

자살
여성의 정 을 극찬함

13 1797
용인 

박삼

강간 미수의 여성, 간수 먹

고 자살
정려함. 

14 1799
평 

최후씨
강간 미수의 여성 목매 자살 정려함.

<표 6> 강간  강간의 기에 의한 자살

의 사건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구성의 최조이 사건의 경우 강간의 기에 항하다가 도구를 이용하여 쳤는

데, 범인이 7일 만에 죽었다. 이에 御使와 刑曹는 모두 살인이 아닌 정당방 라고 

하여 次律을 시행하자고 하 다. 하지만 국왕 정조는 왕정의 선무는 風化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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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도 사건 명 범죄의 원인  사건 개요 심리의 내용  특징

1 1779
양성 

홍조이

자신을 음란한 여자로 거짓 소

문낸 자를 시숙과 함께 때려 

죽이다.
정상이 참작되어 차율로 처리됨

2 1783
구성 

최조이

강간의 기에서 항하다가 

도구를 이용하여 쳤는데, 범인

이 7일 만에 죽었다. 

御使와 刑曹는 각각 정당방 이니 살인이 

아니라고 하고, 次律을 시행하자고 함. 국왕 

정조는 왕정의 선무는 風化에 있다고 하

고, 퇴폐 인 풍조 속에서 교화에 의한 미풍

을 이 여성에게서 본다고 함. 특별히 무죄 

석방하라고 함. 정조는 經典지식을 활용하

여 자신의 논리와 주장을 폄.

3 1785
강진 

김조이

자신을 성 으로 모함하고 음

해한 여인을 칼로 찔러 죽이

다.

뼛속까지 사무치는 가장 억울한 상황은 정

숙한 여인이 음란하다는 무고를 당하는 일

이라고 하고, 그녀의 기 과 용기를 존 하

면서 특별히 사면. 옥안의 개요와 부 내용

을 리 유포시켜 인간의 윤리와 기 을 재

확인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라고 함.

4 1792 
북청 

강조이

자신을 겁탈한 남자를 칼로 찔

러 죽게 하다.

겁탈은 조작된 것이라는 본도와 형조의 계

사. 머슴이 주인을 겁탈한 것으로 보고 강여

인 특별 방면한 부

5 1794
서울 

장조이

자신을 강간한 남자를 칼로 찔

러 3일 만에 죽게 하다.
정숙함과 음란함 사이에서 그 단을 어렵

게 하는 사건으로 이해됨

6 1799
부평 

김조이

자신의 행실을 나쁘게 무고한 

여인을 자신의 어머니와 합세

하여 때려죽이다. 

타살인지 자살인지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

아 ‘살인율’과 ‘ 핍율’ 사이에서 의견이 분

분함. 자신의 성과 련하여 주체 으로 행

동한 김조이에 한 언 은 없음.

<표 7> 자신의 성을 침해한 자를 살해함

다고 하고, 퇴폐 인 풍조 속에서 교화에 의한 미풍을 이 여성에게서 본다고 하

여, 특별히 무죄 석방하라고 하 다.  강진의 김은애 사건은 이미 당시 학자들

에 의해 특별히 언 되고 평가된 유명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심리에서 국왕 정조

는 뼛속까지 사무치는 가장 억울한 상황은 정숙한 여인이 음란하다는 무고를 당

하는 일이라고 하고, 그녀의 기 과 용기를 존 하면서 특별히 사면토록 했다.  

옥안의 개요와 부 내용을 리 유포시켜 인간의 윤리와 기 을 재확인하는 기

회가 되도록 하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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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항의 가장 극한 방법인 자살과 살인이 국왕 정조에게는 기 과 용기

를 가진 훌륭한 행 로 평가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유경은 조선

후기에 드러나는 여러 문제 의 하나로 ‘傳’에 나타난 여성상의 변모에 주목하

다. 그녀에 의하면 18세기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작가들이 남편을 따라 죽은 열녀

에 해 무조건 칭송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신에 주체 이고 능동 으로 자

신의 삶을 선택하는 여성 주인공들이 나타난다. 수동 이고 방어 인 여성에서 

원수를 갚기 해 계획하고 실천하는 극 인 여성으로 변모하는 상을 조선후

기 여성 傳記의 특징이라고 보았는데,15) 국왕 정조의 인식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

해할 수 있다. 

2) 정려와 복호로 응답하다

가부장 국가는 다양한 형태의 성 인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한 여성들

에 해 旌閭와 復戶로서 응답하 다. 심리록에 기록된 바, 자살이라는 방식으

로 성  폭력에 응답한 여성의 경우는 22건으로 악되었다. 이  부분의 여성

은 그 ‘열녀 ’ 행 가 높이 평가되어 정려되거나 복호되었다. 

김 여인은 품팔이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처음에는 이미 몸을 깨끗이 하 고, 결

국에는 능히 죽음으로써 마무리하여 한 가닥 貞節로 兩班의 본색을 잃지 않은 자이

니, 매우 가상하다. 특별히 復戶를 주는 은 을 베풀어 風敎를 수립하고, 죽은 혼

을 로하도록 하라.”(<함평 김 기獄(1776)>) “시골의 常人과 천인 신분의 여인네들

이 한 번 죽어 와 같이 우뚝하니, 조정에서 旌表하는 특별한 정사를 이런 데에 시

행하지 않고 어디에 하겠는가. 한조롱과 박 여인의 집에 아울러 도신으로 하여  復

戶하고 그 개로 정표하도록 하라(<함양 장수원獄(1794)>).

한조롱과 김여인이 미천한 신분임에도 지조와 개를 지킨 데 해 국왕 정조

는 감동하고 있다. 그것은 여성에게 정 을 권장해 온 국가의 정책에 극 조해 

온 것으로 이해된 것 같다.

이번 한조롱의 옥안은 몇 번을 훑어보아도 경탄을 할 수 없다. 아,  한조롱은 

일개 농가의 천한 여인이요 품팔이꾼의 어린 이로서, 나이는 아직 결혼할 시기가 

되지 않았고 자 한 자도 볼  모르는 무식꾼이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15) 임유경, 2002 ｢조선후기 에 나타난 여성상의 변모｣, 어문학 7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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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포한 놈을 만나 한밤  벽 에서 욕을 당하자, 처음에는 울면서 힘껏 항거하다가 

끝내는 죽기로써 따르지 않았다. 이에  몸과 이름이 더럽 진 것에 분노하고 도

의 계략에 다시 빌미가 될 것이 두려워서, 의리로는 죽기를 결심하고 마음으로는 물

고기의 뱃속에 장사 지낼 것을 달게 여겼다. … 그 매운 지조와 곧은 개는 하찮은 

여인네들이 조그마한 신의를 지킨다고 개천에서 개죽음을 당하는 것과는 함께 논할 

수 없다. 그러니 烈女傳의 속편을 만들고자 하는 자는 한조롱의 일을 꼭 선정해야 

할 것이다(<함양 장수원獄(1794)>).

한조롱과 김여인 외에 정려나 복호의 상이 된 자살한 여성들로는 <서울 박호

민獄(1794)>의 이여인, <강릉 김순태獄(1794)>의 한조이 등이 있다. 한편 정려 복

호의 상이 되지는 못했지만 단한 격려와 찬사를 받음으로써 결과 으로는 죽

음이 ‘헛되지’ 않은 여성들도 있다. 가평의 지야매덕, 안동의 여인, 괴산의 문여

인 등이 그녀들이다.  

지 여인은 정조를 지켜 더럽 지지 않으려고 애 에 이미 음식을 거부하 고, 끝

에 가서는 마침내 병이 들게 되었다. 그 병이 무슨 병인지는 차치하고 혼인을 강요함

으로 인해 화가 났고, 화가 나서 먹지 않았고, 먹지 않아 병이 깊어졌고, 병이 깊어져 

죽게 된 것이다. 그 다면 죽음의 근본 원인은 혼인을 강요할 때의 악담에서 비롯된 

것이니, 핍박한 게 아니라고 해도 실상은 핍박한 것이다. 개 미처 생각지 못한 경

우에도 오히려 모두 逼律로 단죄하니, 피고가 어  죄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가

평 김가인백獄(1795)>) ; 안동의 琴氏가 죽음을 결심하고 목숨을 버릴 때 취했던 높

은 개와 우뚝한 지조를 생각하면 애통하기 그지없다. 로부터 貞女와 烈婦가 혹 

강포한 자의 을 받아 모욕을 당했을 때 몸을 깨끗이 하고자 하여 죽음을 선택한 

경우가 어  한이 있겠는가마는, 씨처럼 다섯 손가락을 깨물어 단하고 목을 세 

번이나 르며 심지어 강물에 몸을 던지기까지 하 으나 물이 얕아 죽지 못하자 

가로 숨어 들어가 마침내 스스로 목을 매 죽은 경우는 《三綱行實圖》에서도 보지 

못했다.(<안동 이석獄(1797)>) ; 文哥 여인의 우뚝한 정조는 옥처럼 맑고 서리처럼 깨

끗하니, 下戶의 委巷에 이런 열행이 있을  어  짐작이나 했겠는가. 의당 곧바로 

아름다운 일을 기리는 거조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범인의 공  가운데 ‘ 부터 정조

를 더럽혔다’고 운운한 것이 실로 죽게 된 상황에서 삶을 도모하려는 亂說이라는 것

은 알고 있지만, 정 녀가 안다면 장차 황천에서 통한을 머 게 될 것이다.(<괴산 이

(1796)>)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그 남자에게 시집가기 싫어서 결혼을 거부하며 죽음으

로 항한 여성들도 정조를 지키려는 행 로 이해하고 있는 이다.  죽은 여성

이 강간을 당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여성의 가치를 단하는 데 요한 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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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유복이 정 녀를 더럽히려고 한 죄는 우선 차치하고, 배 여인처럼 우뚝한 지조

는 옛날에도 알려진 일이 드물다. 그 몸이 더럽 지지도 않았는데 죽음을 결행하

으니 어  더럽 지고 나서 죽어 그 죽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인한 것보다 

열 배나 더 훌륭한 일이 아니겠는가. 궁벽한 고을의 下戶 가운데 이 게 우뚝한 행실

을 지닌 여인이 있다니, 죽음으로 보상하여 억울함을 씻어 주기 에 먼  배 여인에

게 襃奬하는 典을 시행하는 것이 실로 의를 시하는 정사에 합당할 것이니, 도

신에게 給復하라고 분부하라(<면천 이유복獄(1797)>).

審理를 주 한 정자들은 그녀들의 행 를 정조나 정 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항한 것으로 해석했지만, 소문과 무고에 살아남을 수 없었던 여성들의 실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컨 , 그런 상황에 직면하여 정당방 의 돌발 인 행

나 강간 혹은 강간미수의 사건이 있고 난 며칠 혹은 십수 일이 경과한 후 자살의 

방식을 택한 여성들, 그녀들의 진실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좀 더 주의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일단 국왕 정조도 여성들이 자신의 성과 련한 각종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골이란 양반과 상민을 구분할 것 없이 정숙한 여자가 포악한 자들에게 욕

을 당하거나 나물을 캐다가 한번 끌려가기라도 하게 되면 갑자기 바람을 피운다고 

손가락질을 받아 온갖 오명을 쓰게 된다. 그러면 강간을 당하고 안 당하고를 막론하

고 바람을 피웠다는 모함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씻기 어려운 것이라서 방 안에서 목

을 매어 자결하기로 맹세하게 되니, 그 일은 어둠에 묻  밝 지지 않고 그 심정은 

잔인하고도 비장하다. 집으로 돌아와 식구들에게 호소해 봤자 더러는 물을 훔치며 

방문을 나서고 더러는 남 보듯 하면서 다른 데로 가 버리니, 한 빈 방에서 수치

와 분노가 가슴속에 교차되어 구차하게 살아 보려 하여도 참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포상의 은 은 비록 함부로 논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요컨  몸을 

맑히고 지조를 지킨 것은 지나친 말이 아님에도 검 은 스스로 불러들인 和奸이라고 

하 으니, 어 하여 남의 미덕을 이루어 주는 일을 그리도 달갑잖아하는가.(<충주 박

승문獄(1785)>

한편 인명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아내의 간통이나 강간, 는 추문이나 의

심에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앞에서 제기한 바, 일반 범죄에 악용되면서 조작된 

것인 경우도 있었다.



‘淫獄’에 비친 正祖代의 性 인식 119

5. 刑罰과 風敎, 도구로서의 性 
 

1) 범죄에 이용되는 성

옥사가 진행되는 오랜 과정에서 법률 지식이 생겼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작정하

고 일반범죄가 성 련 범죄로 둔갑되는 경우들이 생겼다. 그것은 성 련 범죄는 

일반범죄에 용되는 율문과는 다른 기 이 용되기 때문인데, 컨  ‘아내의 

간통이나 강간에 한 本夫의 살인 행 는 사형으로 이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어두운 밤의 밝히기 어려운 사건’의 특성상 주 인 해석이나 음모와 술수가 개

입될 소지가 많았다. <철산 서돌남獄(1787)>에서 보듯 형벌을 다루는 문가들은 

해당 사건이 성을 빙자한 일반범죄일 수 있다는 것에 각을 세웠다. 

<강릉 양우해獄(1779)>, <서울 정반 獄(1786)>, <단성 만걸獄(1783)>, <김화 김

조이(1790)>, <북청 강조이(1792)> 등은 간통 혹은 강간을 빙자하여 ‘마음 로 죽

여도 용서되는’ 법을 악용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즉 “몰래 간통했다는 말과 스스

로 목맸다는 말은 사형수가 살기 해 꾸민 말이라는 것이 분명하다”(<김화 김조

이(1790)>)고 하 다. 

여인네의 외곬으로 치닫는 성격상 본시 수 어 주 주 하는데 정황이 아무리 남

편을 하여 하 다고 하더라도, 사 사람의 정황으로 헤아려 볼 에 어떻게 차

마 간음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간음하려 하 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설사 간음

하려고 하 다는 두 마디가 모두 정반  부부의 살기를 도모하는 꾀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옥사를 더 무겁게 한다거나 더 가볍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서울 정반

獄(1786)>)

여기서 주범과 종범을 바꾸는 방식의 법의 활용도 나타난다. 간통 혹은 강간의 

상황에서 련자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여자의 남편이기 때문이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죽인 죄에 한 형률은 곤장을 쳐 徒配하는 데에 그치고, 지

아비가 처를 죽인 죄에 한 형률은 사형입니다. 따라서 부자가 모두 살려는 계책으

로 주범을 서로 바꾸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 지아비가 처를 죽인 죄에 한 형률에

서 이종 가 벗어나고자 도모하 고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죽인 죄에 한 형률에서 

이기명이 도리어 신 살인자가 되려고 함으로써 주범을 여러 차례 바꾸고 詞證이 

잡다하게 나오는 결과가 되어 반드시 사건을 모호하고 의심스럽게 만들고야 말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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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강계 이종 獄(1781)>). 

2) 綱常에 사하는 성

강상에 계된 문제와 성에 련된 문제가 갈등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개되는

가를 보자. 부부, 부자, 형제 등의 계 윤리가 사건 해석에 어떻게 개입하는가 하

는 문제이다. 즉 “살인의 변고에는 간혹 綱常의 일과 련된 것이 있으므로 겸하

여 인륜을 부지하고 풍화를 바루는 정사를 행하여 보고자 함이 있다.”(<장수 최여

찬獄>(1785)>고 하 다. 

의령의 업이는 첩의 간통을 의심하여 상 남을 죽 다. 그런데 업이의 첩이 과

연 간통을 했는가에 수사의 이 두어졌고, 업이의 처 막례가 그 증인으로 나섰

다. 이에 업이의 아내 막례는 업이 첩의 간통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남편 업이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되었다. 이에 정조는 업이의 아내 막례를 인륜  도리를 버

린 인간이라고 하 다.

피고와 원고 양측의 단서가 의심스럽던 차에 갑자기 막례를 새로 증인으로 삼아 

결국 그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제 남편을 반드시 죽게 될 함정으로 어 넣었으니, 

이것을 어리석은 아내가 사리를 몰라서 그 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가 비

록 먼 변방의 어리석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역시 인륜의 도리는 갖추고 있을 것이니, 

그가 증인이 되었은즉 자기 남편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우는 것은 실로 인정

의 도리가 그런 것이다. 그런데 도리어 시친을 한 주장을 하 으니 가히 인간의 도

리가 끊어졌다고 할 수 있다(<의령 업이獄(1777)>).

최여찬은, 형수 이여인이 정 을 잃어 邑婢로 소속되자 그녀의 남편이자 자신

의 형인 최일찬과 합심하여 목침으로 때려 죽게 하 다. 이 사건에 해 국왕 정

조는 말한다. “설령 최여찬이 참으로 손을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지아비

가 형을 해 신 책임지고 나섰다면 그의 처는 지아비를 해 애써 보호해 주는 

것이 천리로나 인정으로나 필연일 것이다. … 신 여인이 시숙이 아닌 지아비를 범

인으로 증언한 것에 해서는 말들이 많다. 신 여인에 해서는 죄악이 그지없이 

크니 법률로 논한다 하더라도 결코 살아서 옥문을 나갈 수는 없다.”(<장수 최여찬

獄>(1785)> 즉 사건의 진실보다는 부부나 부자 간의 윤리  신의가 더 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의 윤리   근거는 자식은 아비의 잘못을 숨겨주고 아내는 남편의 범

죄를 숨겨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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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의 취삼은 자기 처와 간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자를 동생 석삼과 함께 때

려서 그날로 죽게 하 다. 이에 취삼의 처 김여인은 공 에서 무릎을 맞 고 손을 

잡은 일이나 치마를 벗고 마주 하여 밥을 먹은 상황에 해 하나하나 해명하

는데, 그 말에 조리가 있음을 국왕 정조도 인정하 다. 다시 말해 간통한 사실이 

없었다는 김여인의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정조는 이 사건의 진실이 에 

김여인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취삼의 처 김 조이는 차라리 간통했다는 오명을 덮어쓸망정 지아비를 죽을죄에서 

살려 낼 방도를 도모했어야 하는데, 끝내 이러한 뜻이 없이 도리어 증인이 되고자 하

으니, 그 정상은 무나도 놀랍고 윤리는 그만 없어지고 말았다.(<나주 취삼

(1783)>)

삼한은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과 정을 통했다고 의심하여 칼로 찔러 죽 다. 

그런데 아내의 그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의혹을 남기는 사건이 되었다. 하지만 

국왕 정조는 우발 인 사건이었을 것이라고 하며 죄인 삼한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살인한 자를 사형에 처하는 형률은 죽은 자의 원혼을 로하기 해서이다. 지아

비가 마음에도 없는 죄를 범하 는데 고의로 범한 죄에 용하여 끝내 사형에 처하

고야 만다면 죽은 여자의 마음에 반드시 흡족하지만은 않을 것이다.(<서울 남부 삼한

獄(1784)>)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고 죽은 여성이 그 남편에게 살인죄를 용하여 남편을 

죽이는 것은 죽은 아내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것이라는 논리는 가부장 인 사고

를 유감없이 드러내주는 것이다. 한편 의주의 최성척은 아내를 강간한 자를 발로 

차서 죽게 하 다. 그런데 이 사건의 사실성이 의문시되면서 죄인의 뜻 로 풀리

지 않았다. 그것은 최성척의 아내는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재 에게 

달되어 최성척의 사건이 일반 범죄로 환될 상황이었던 것 같다. 이에 최성척

의 아들 최익 가 격쟁하여 호소했다. 국왕 정조는 아비를 한답시고 그 어미의 

악행을 드러낸 자식을 문제삼았다. 

최익 에 이르러서는 자기 아비의 원통함을 호소한다는 것에 의탁하여 이에 감히 

자기 어미의 악행을 드러내어 에다 쓰기를 조 도 거리낌이 없이 하 으니, 그 윤

리를 해치고 의리를 무 뜨린 것은 다시 여지가 없게 되었다.<의주 최성척獄(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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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딜 마를 해결하기 해 정조는 “최성척의 처가 되지 못한다면 한 최익

의 어미도 될 수 없다. 이미 아비를 하여 원통함을 송사한 것이라고 말하 으

니, 어  쫓겨난 어미의 허물이 보태지는 것을 돌아보겠는가?”라는 논리를 제시

하 다. 

천의 박춘복은 처형인 이이복의 처가 간통한 일에 이이복 형제와 함께 奸夫

를 때려죽 다. 이 사건에서 범죄가 용서되는 사람은 奸婦의 남편인 이이복 한 사

람이다. 이에 해 국왕 정조는 “형이 아우를 해 주고 아내가 남편을 해 주는 

마음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양심이다”라고 하 다. 이어서 “續大典의 

‘그 어미가 타인과 몰래 간통했을 때 간부를 간통 장에서 칼로 찔러 죽인 사람

은 정상을 참작하여 정배한다.’는 법조문은 비추어 참작할 수 있는 단서로 충분하

다고 하 다(< 천 박춘복獄(1785)>).

이 외에도 심리록의 사건 일에는 어미의 간부를 죽인 사건이 아버지에 

한 의리를 지킨 것이라 하여 무죄가 선포되고, 여자는 간통으로 맺어진 사이라도 

그 남자에게도 부부윤리에 하는 일정한 의리를 지켜야 함을 말한 부분도 있다

(<정주 이명흥獄(1789)>, <평산 이덕련獄(1780)>). 여기에서 여성의 ‘정결한’ 성에 

요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오륜  질서의 확립을 꾀하고 있음을 보게 된

다. 이것은 여성의 선택에 이  삼 의 굴 로 작용했을 것이다.

  

6. 맺음말 
 

이상을 논의를 통해 심리록의 성 인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여성 

행 의 주체성 여부를 기 으로 삼을 때, 심리록의 성 련 범죄는 간통․강간

(미수)․성  음해 등으로 나뉘어진다. 크게는 성의 향유 는 외부 폭력의 형태

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성의 향유 혹은 음행으로 이해되는 간통, 이 범주에 연루된 

여성을 심리하는 가부장의 지식과 논리는 심리  자연의 개념과 제도  장치를 

통해 합리화되었다. 즉 가족 여성의 ‘음행’에 한 ‘당연한 분노’는 어떠한 범죄도 

지를 수 있고,  용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성 련의 외부폭력에 

한 여성의 응  그 결과는 피살․자살․살인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 심리

를 담당한 정자들은 지조와 정 을 지키기 한 기개있는 행 로 평가하 고, 

정려와 복호로 응답하 다. 한편 綱常에 계된 문제와 성에 련된 문제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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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국면에서는 강상윤리가 우선되었다. 즉 자신의 성  태도를 둘러싼 왜곡이

나 음해에 해 극 인 조치를 취한 여성의 경우, 체로 그 ‘기개’가 높이 평가

되었지만 그것이 남편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한 경우는 오히려 처벌되었던 것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심리록에 나타난 여성의 성은 가부장 국가  가족에 의

해 리되는 상이면서, 그들의 利害에 따라 활용되는 상이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다룬 성은 생활 속의 ‘사실’이기보다 성 련 사건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말하는 특정한 방식일 수 있다. 컨  정자가 설명하는 여성의 성이나 국왕이 

해석하는 여성의 마음은  멀리 향리에서 생존과 자존의 문제에 착한 여성들

의 실과는 차이가 날 것이다. 심리록 곳곳에 나타난 바, 폭언과 폭행으로 일

하는 ‘못난’ 남편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아내, 그 여성의 마음은 어땠을까? 

국왕이 망한 바, 그래도 그녀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에게 사하고 복종하는 

마음이었을까.  결혼을 거부한 여성, 강간에 항하며 자살한 여성의 행 들이 

과연 정 이나 조를 지키기 한 것이었을까. 외부폭력에 항한 여성들을 향

한 ‘격려’의 언어들이 갖는 의미를 비 으로 볼 필요가 있었다. 

심리록에 실린 사건 유형은 정조 에서만 발생한 특별한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여기 실린 내용과 담론을 정조 의 특징으로 삼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한계를 해결하기 해서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시기와의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심리록을 구성하는 ‘本道의 계사’, ‘刑曹의 

계사’, ‘判付’에는 사건을 해석하고 단하는 차이가 드러난다. 형벌 문가들은 

기본 법률에 의거해 해석하려는 입장이 강했다면, 국왕 정조는 자신의 기 과 

망을 통해 사건의 상황  맥락을 이해하려고 했다. 국왕 정조의 사건 심리는 

결이 미칠 사회  향까지를 고려하는 방식인데, 그것은 결국 강상윤리의 확립

이라는 맥락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심리록에 나타난 성(sexuality) 인식은 

많은 부분 부에 반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곧 부분 국왕 정조에게서 나온 의식

이자 말이다. 하지만 심리록의 성 련 범죄들은 ‘정조 시 ’라는 역사 공간에

서 발생한 것이고, 여기에 일반 사람들의 성에 한 인식이나 행 가 포함되어 있

다는 에서 정조 개인이 아닌 시 의 인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논문투고일(2011. 10. 25), 심사일(2011. 11. 20), 게재확정일(201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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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도 사건 명 범죄의 원인  사건 개요 심리의 내용  특징

1 1779 경산 배태순 처의 간통, 남편의 살인 바람난 처에 한 사람들의 심리를 보여

2 1779 서산 정동치 과부 이 간통, 동생이 奸夫살해 형신 후 방면

3 1780 평산 이덕련 간통 계의 여자와 다툼 간통을 부부 계의 정분으로 이해

4 1780 서울 차진성 처와 간통, 남편이 奸夫 살해 정상 참작, 석방됨.

5 1780 서울 안종 남편의 간통, 처의 투기 유배

6 1781 안의 김칠갑 처의 간통, 남편이 처 살해 정상 참작, 감형 定配.

7 1781 김제 조이렴 첩의 간통, 奸夫 죽음 奸夫를 직  구타하지는 않았으므로 방면

8 1781 주 박똥개 처의 간통, 남편이 처 살해 정상과 법, 모두 용서할 만하고, 감형하여 定配

9 1781 강계 이종 남편의 간통과 처의 투기, 처 살해 시아버지의 타살로 조작 선처함

10 1782 신천 김몽득 이의 간통, 형제가 살해
이의 간통은 가문의 수치, 풍속 권장으로 

방면

11 1782 토산 정 수 처의 간통, 처와 奸夫 살해 정상이 참작되어 무죄로 방면.

12 1782 용강 이득표 처의 간통, 남편이 奸夫 살해
남편은 석방, 간통한 처는 도 유배 종이 되

게 함

13 1782 덕 오명돌 처의 간통, 처와 奸夫 살해 정상 참작, 감형 정배, 간통한 처는 벽지의 노비

14 1782 남양 김귀재 처의 간통, 남편이 奸夫 살해 남편 방면. 두 지아비에 불충한 처는 도유배

15 1782 청하 황용 처의 도망, 남편이 처의 남자 살해 감형 정배

16 1782 서울 강희성 창기를 두고 남자들 질투, 살인 감형 정배

17 1783 단성 만걸 처의 간통, 남편이 奸夫 살해 감형. 강간을 빙자한 살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18 1783 곡산 김 주 처의 간통, 남편이 奸夫 살해 감형 定配. 奸婦는 형신후 방면

19 1783 갑산 박흥빈 남의 첩과 간통, 그 남편을 살해 사건의 원인제공자인 기생첩도 논죄함.

20 1783 양주 김수찬 처의 간통, 남편이 매  살해 남자의 분노를 이해하는 맥락에서 정상 참작.

21 1784 삭주 홍종연 처의 간통, 처와 奸夫 살해 본부가 간부를 죽인 죄로 취

22 1784 동 이조이 간통한 남자를 살해 이조이는 비, 정상은 용서할 만한 이 있다

23 1785 주 주 처의 간통, 남편이 매  살해 유부녀 꾄 죄는 용서받기 어렵다

24 1785 산 박 정 처의 간통, 처와 奸夫 살해 석방

25 1785 개천 윤 이 처의 간통, 처와 奸夫 살해 당연함, 죄인 방면

26 1785 당진 손도인 奸婦의 남편을 살해 과연 인간인가를 묻고 償命의 율을 용

27 1785  김치황 처의 간통, 남편이 奸夫 살해 불문에 부침.

28 1785 천 박춘복 처형의 간통, 처남 합세 奸夫 살해
아우가 형을, 아내가 남편을 하는 것은 당

연함

29 1785 정주 동방 이의 간통, 매제와 합세 奸夫살해 本夫가 奸夫를 죽인 것으로 처리. 奸婦는 유배

30 1785 삼등 윤형부 간통한 여자의 다른 奸夫 살해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은 복잡한 사건

31 1785 평산 최아기 간통한 시어머니, 며느리를 살해 의문이 많은 사건으로 알려짐

<표 1> 간통한 남녀, 사건과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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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도 사건 명 범죄의 원인  사건 개요 심리의 내용  특징

32 1785 옥천 김조이 奸夫의 처를 살해
死因은 불분명. 김여인의 나쁜 행실, 엄형 후 

방면

33 1786 서울 정반 처의 간통, 남편이 간부 살해 간통살인으로 조작했다는 의를 받음.

34 1787 철산 서돌남 처의 奸夫를 간통 장에서 살해
구타 시간과 도구 사용에서 의문 제기되었으

나, 석방

35 1787 유 박재숙 간통한 처 살해 간통을 빙자한 일반 살인 사건으로 보았음.  

36 1787 양 최옥만 간통한 처를 장에서 살해
죄인을 변호. 법아닌 남편 손에 죽은 처 요행

이라 함.

37 1787 고성 마태 처의 간통, 남편의 처 살해 
쫓겨난 처가 형제들을 주했다고 본 것에 

해 동의

38 1788 해주 조명득 이 간통. 시동생과 합세 奸夫살해 지극히 당연한 처사로 

39 1789 용강 인방신 처의 간통, 남편이 奸夫 족숙 살해
시어머니 비 과, 남편 고발한 처를 강상죄로 

처리

40 1789 정주 이명흥
私婢와 간통, 여자의 나  奸夫살

해

간통한 남녀사이에서도 여자가 지킬 의리가 

있다 

41 1790 옹진 한연명 처의 간통, 남편이 奸夫 살해 당연한 것으로 처리. 방면

42 1790 수안 고한복 어머니의 간통, 아들이 奸夫 살해
의문이 많은 사건, 어미의 간부를 죽인 죄로 

처리

43 1790 변 안이복 처남 의 간통, 간부를 살해 일반살인범과 다르게 취

44 1790 상원 권순삼 처의 간통을 빌미로 奸夫 살해 처의 간부에게 질투와 분노의 감정은 당연

45 1790 안변 박용빈 이종 이의 간통, 奸夫 살해 정상 참작

46 1790 충주 이미 간통과 폭행이 얽  살인 발생 사건 심리에서 간통의 문제는 뒷 으로 려남

47 1790 괴산 조학성 奸婦의 남편 살해 辜限이 지났지만 살려주기는 어렵다고 함.

48 1793 개성 음세형 처의 간통, 남편이 奸夫살해 방면

49 1793 무장 이악 처의 간통, 남편이 奸夫살해 방면

50 1795 함창 박안성
남편의 간통을 질투,남편이 奸婦

살해
질투

51 1796 용강박송토리 처의 간통, 남편이 처 살해 기있는 남자의 당연한 처사라고 함

52 1796 의 황 윤
비와 간통, 소문낸 여자 구타 그 

딸 死

실인에 한 이견이 제기. 억강부약의 정사에 

부합

53 1796 양주 정속 一族과부 개가 주선한 노비를 살해 용서해야 한다는 쪽으로 개됨

54 1797 태안 차명천 간통한 처를 처를 바다에 던짐 가족과 합세하여 처를 죽인 것은 당연하다고 

55 1797 남양홍유토리 처첩 반목, 남편이 처를 살해 죽은 처에게 불효죄를 덮어 운 것을 문제시

56 1797 운   선감 형수의 간통, 동료 을 살해 五戒를 어긴 것으로 평가

57 1798 해 신사량 며느리의 간통, 媤父가 매  살해
간음을 매개 행 는 법을 농락한 죄보다 더 

심각 

58 1798 덕 김득손 련없는 남녀의 간통에 남자 살해 정상 인 인정과 이치에서 벗어난 행 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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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연도 사건 명 범죄의 원인  사건 개요 심리의 내용  특징

1 1776 북천 이찬장 여성의 강간, 반항하여 살해 수 의 지조가 굳센 여성

2 1776 함평 김 기 겁탈의 기 후 23일만 음독 자살
죽은 혼을 로하기 해 복호를 주고 풍

교를 세움 

3 1778 진주 정원기 강간 미수, 여성의 아기 죽음 강간 미수율로 처리

4 1779 수안 김석빈 처의 강간, 강간범 살해 처의 奸夫를 살해한 죄가 부각되지 않음.

5 1781 홍주 최 이 미성년 여성 강탈, 그 부모 살해 강간과 살인의 죄, 정황 참작 방면

6 1781 안주 차은채 딸의 강간범, 처와 합세하여 살해
딸의 강간범을 살해한 아버지의 죄는 남편

이 奸夫를 죽인 죄로 논함.

7 1781 공주 임남이 과부 강간 미수, 여성을 죽게 함 간통 미성립과 死因불분명, 강간미수율로 논함

8 1781 남원 손백손 처의 강간 미수, 강간범 살해 감형 定配

9 1781 장단 고지방 과부 겁탈을 돕지 않은 동료 살해 과부 겁탈의 모의를 ‘좋은 일’로 표 .

10 1781 의 오일운 겁탈 기에서 여인 목매 자살
常人이 양반을 능멸한 죄. 죽은 여성을 ‘貞
女’로

11 1782 웅천 이창범 강간 기의 미성년여성 목매 자살 ‘미처 강간하지 못한 죄’로 논함. 

12 1782 남원 김일선 강간 미수의 여성이 음독자살 여인의 집안에 조세  부역 면제

13 1782 공주 강웅이 아내 방에 도둑침입 남편 자살
수치심으로 자살한 남편 이경증의 행 는 

부질없음

14 1782 의주 최성척 처의 강간, 남편이 강간범 살해

어미의 악행을 드러낸 아들에 국왕 정조 분

노. 결국 아버지의 처가 곧 내 어머니라는 논

리로 감형定配

15 1783 경상 하재 과부 형수의 강간미수범을 죽임
남의 형수를 훔친 죄, 사형에 해당, 그러나 

죄인방면

16 1783 안주 김춘동 강간한 이웃 여성 음독자살함
실제로 강간이 이루어졌는지 미확인, 범인 

석방

17 1783 구성 최조이 강간의 기에서 항, 범인 살해
정당방 과 살인 사이에서 의견 분분. 정조

의 극찬

18 1785 충주 박승문 강간 당한 여인이 목매 자살
풍속 권장의 맥락, 피해자에게 포장의 은덕

을 베풀다.

19 1786 상원 이갑득 숙모의 강간미수범을 살해
주범을 아들로 바꾸어 어미의 강간범 죽인 

죄로 처리

20 1792 연기 홍명렬 강간당한 여인,굶어 5일만에 죽다
여인의 무덤에 가 앞에서 엄하게 형벌, 
평생 유배

21 1792 북청 강조이 자신을 겁탈한 남자, 살해 겁탈은 조작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22 1793 무주 장우창 처의 강간범을 때려죽임 방면

23 1794 서울 박호민 강간당한 여인 음독 자살
여인의 신분은 천하지만 정렬이 우뚝하여 

포장함

<표 2> 강간미수  강간, 사건과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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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794 서울 장조이 자신을 강간한 남자 살해
정숙함과 음란함의 단을 어렵게 한 사건

으로 평가

25 1794 함양 장수원 간음 거 한 여인 물에 빠져죽음 피해자를 정녀로 포장의 은  내림

26 1794 동래 손정일 강간미수, 여성이 반항하여 살해함
범인 확정 난 . ‘정녀’의 원한을 풀려는데 

수사

27 1794 강릉 김순태 과부의 강간, 반항하여 살해
죽은 여인의 뛰어난 조에 감동하여 정려

함.

28 1794 화순 서창명 강간미수, 반항한 여성의 사 살해 상황 조사 후 율문 로 처리하게 함.

29 1796 괴산 이 여성의 강간, 반항하여 살해
죽은 여인의 정 을 보증하는 다짐을 받도

록 함.

30 1797 면천 이유복 강간에서 모면한 여인, 목매 자살
강간을 당하지 않고도 죽었으니 정 이 우

뚝함

31 1797 안동 이석 과부의 겁탈을 사주, 여인 목매자살 죽음을 결심하여 취했던 여성의 행 를 극찬

32 1797 풍덕 김유 능욕을 당한 과부, 굶어 자살 여성의 정 을 극찬함

33 1797 용인 박삼 겁간의 기에서 과부 자살 정려함. 

34 1799 평 최후씨 겁탈의 기에서 여인 목매 자살 정려함.

번호 연도 사건 명 범죄의 원인  사건 개요 심리의 내용  특징

1 1776 서울 이장환 첩의 간통을 의심 상 남 죽임 율문에 따라 처리

2 1777 의령 업이 첩의 간통을 의심, 상 남 죽임. 
처 막례가 남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을 

문제시

3 1778 가산 윤팔종 남의 딸을 유인,  그 아비 살해
죄인 방면 결한 추 을 문책, 도에 유배

토록 함.

4 1779 안성 김죽억
여자희롱, 자신을 폭행한 그 남편살

해

가족이 폭행을 당한 상황에 한 의문 제기

함

5 1779 양성 홍조이 자신을 성 으로 음해 한 자, 살해 정상이 참작되어 차율로 처리됨

6 1779 강계 식련 처의 간통을 의심, 처를 죽임.
우발 인데 그 원인이 간통이라하여 감형 

定配

7 1779 강릉 양우해 첩 유인을 의심, 상 남 살해 간통을 핑계  일반살인사건으로 

8 1781 나주 박상신 처의 간통을 의심, 처 살해
간통한 증거가 없어 죄인을 율문 로 처리

함

9 1781 순천 김가팔 처의 간통을 의심, 처 살해
잔인한 방법으로 처 살해, 율문보다 더 무겁

게 부과

10 1782 양주 이귀복 처 강간을 의심, 남자를 살해 형신 후 감형 정배

11 1782 계 도응유 시부와 종숙에게 성  음해, 자살 
어린과부를 무고한 죄에 해당 율문이 없어 

방면함

<표 3> 의심․추문․추행으로 인한 사건과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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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782 수원 윤조이 첩이 정처를 음해, 추문을 냄 결을 통해 교화의 방향을 보이고자 함.

13 1783 남은 이 행실이 문제된 처, 처남을 살해
용서할 만한 단서는 없지만, 죄수 불 해서 

감형정배

14 1783 성 김세운 처와의 간통을 의심, 남자 살해
주범과 종범을 정하는 문제로 의견이 분분

한 사건임

15 1783 공주 귀단 간통 명 쓴 주모가 고객 처를 살해
분수를 범한 죄에 계되어 사형의 형률을 

쓰게 됨

16 1783 나주 취삼 처와의 간통을 의심, 남자 살해 남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김씨도 논죄함

17 1783 성천 주기섭 첩과의 간통을 의심, 남자 살해
사망 원인은 구타와 직  련이 없음, 죄인 

방면함.

18 1783 삭녕 김언놈 처의 추행을 소문낸 여자, 살해 감형 定配

19 1784 제천 이기 혼인 강제, 여인이 자살함 혼인 거부를 정조 문제로 해석

20 1784 서울 세번 처의 간통을 의심, 처 살해
죄는 용서할 수 없으나 그 마음은 용서 가

능하다고 

21 1784 서울 삼한 처의 간통을 의심, 처 살해
죽은 처도 남편의 사형을 원하지 않을 것으

로 해석. 

22 1784 주 김갓  아내추문에 동생과 합세하여 살해
남편은 음란한 처를 죽인 죄, 시동생은 형의 

죄를 짊어진 윤리  행 로 해석

23 1784 통진 장지홍 이의 추행을 폭로한 자 살해 감형 定配

24 1784 주 유삼동 처의 행실을 질타하는 처제 살해 감형 定配

25 1784 구 성태욱 자신을 성 으로 모함한 여종살해 타향에 살며 모함을 받은 것으로 단

26 1785 무안 정 불 처의 추행에 처를 상해치사함 간통 장과 같고, 상해는 살해와 다르다고 

27 1785 장수 최여찬 형수 失節에 형과 합세하여 살해
최여찬의 처가 남편을 보호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다.

28 1785 천 정선이 아내의 추문 낸 남자를 자살  함 방면

29 1785 희천 서필수 처첩의 반목, 남편이 처 살해
첩을 해 변명하는 남편의 행 는 악독하

다는 입장. 

30 1785 안동 순득 머슴이 주인집 딸을 성  음해
피해자에 한 가족의 행 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31 1785 재령 김취형 질부를 유혹해 낸 자를 살해 형제가 합세, 정상 참작 후 방면

32 1785 강계 이채운 아내를 데리고 간 의붓장인 살해
사 의 입장과 장인의 입장에서 논의가 엇

갈림

33 1785 강진 김조이 성 으로 모함 음해한 여인 살해 기 과 용기를 존 하면서 특별히 사면. 

34 1786 울진 임기삼 처의 간통을 의심, 처를 살해 율법에 따름

35 1786 안  이언
질부의 추문에 그 친정오빠와 합세

하여 강물에 던짐.

근거없는 풍문에 허실을 논하지 않은 사건. 
죽은 과부의 혼을 로에 두 죄인을 사형

이 마땅하나 방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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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786 공주 박천근  
再從 처의 재산탈취를 의도, 음행모

의

풍교를 시하는 에서 극형이 합당하

다고 

37 1787 암 천엽 첩을 사이에 두고 살인 발생
형제  주범 종범을 가리는 데 심리가 집

됨.

38 1787 여주 강취문 혼인하려고 거짓소문, 여성이 자살 자살한 천인 김 련의 마을에 정려함. 

39 1788 신천 백동 처의 성  태도를 의심, 살해
고의가 아니므로 定配. 이간질한 노  율에 

따라 논죄 

40 1790 서울 조명근 처의 추행에 격분, 살해 남편의 행 로서 당연하다고 .

41 1790 충주 이태손 과부 딸의 추행 소문낸 私婢 살해 딸은 물에 빠져 죽음.

42 1790 김화 김조이 을 훔친 여인을 살해 간통은 사실이 아니라 핑계  것으로 

43 1790 신천 이 경 형수를 음해한 자를 살해
거짓으로 규방의 일 언 , 화를 부른 것은 

자업자득

44 1793 순천 김창윤
소문으로 첩을 자살  한 여종을 살

해

자살한 첩에 한 언 없음. 여종을 죽인 죄

가 조명됨

45 1794 주 정 붕 과부인 종질녀에게 간통 명 움
개가로 가문이 오염될 것을 염려한 것, 억울

한 죽음

46 1794 은율 홍재유 처의 추행을 소문낸 여자 살해 감형

47 1795 양성 김득철 처의 간통을 의심, 상 남 살해 남편의 질투는 당연한 것으로 해석함. 

48 1795
가평 

김가인백
아들의 혼인 강행으로 여인 자살

혼인거부 자살을 개를 지키려는 행 로 

해석함.

49 1797 결성 박삼복 고용된 종 주인딸을 음해 자살 함
潛奸한 죄에다 주종질서에 도 한 범죄로 

논죄됨 

50 1797 함창 최우룡 제수를 희롱한 자를 살해 죄인을 용서함

51 1797 청주 윤복삼 처의 간통을 의심, 상 남 살해 정상 참작

52 1797 용강 길남이 이를 무고한 여성의 어미 살해 법 로 처리하다.

53 1797 강릉 임성채 처의 태도를 문제시, 상 남 살해 감형 定配함.

54 1797 황주 임응백 딸을 소문을 떠벌린 여인 살해 정상 참작.

55 1797 장단 진순득 처를 유혹한 남자로 의심, 살해
처와 같은 곳에 遠配. 기있는 남자로 해석

함.

56 1799 부평 김조이 자신의 행실을 무고한 여인, 살해  ‘살인율’과 ‘ 핍율’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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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scourses on Sexuality in the Period of King Jung-Jo in the 

Mirror of the Sex-Related Crime Cases: 

With Special Reference to Shimnirok

Lee, Sookin

This paper made a critical analysis of the sexuality discourses, focusing on the 

patriarchal attitude to the sexuality in trials during the late Chosun dynasty, with 

special references to the sexuality-related crimes in Shimnirok (Royal trial records, 審

理 ). Royal trial records, a collection of law cases, included 1,112 serious criminal 

offenses, occurred in the period of King Jung-Jo (1776-1800), among them, 148 cases 

were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the sexuality. In this paper, the cases were 

classified as adultery, rape, sexual slander, according to the degree of subjectivitiy of 

the female agent. And the patriarchal attitudes to the women who enjoyed sexuality 

were explored in relation with the psychological aspects and institutional apparatus. 

The patriarchal dynasty supported the women who amount to death in the course of 

resistance against sexual violences, by institutional apparatus such as Cheongryo (旌閭) 

and Bokho (復戶), because the resistances against sexual offence, suicide or murder, 

coincide with the ideology of dynasty which put a stress on chastity. In conclusion, 

this paper revealed that the sexuality of women in late Chosun dynasty period was not 

only managed but also used by interests of patriarchal state and family.

Keywords: Shimnirok (Royal trial records), sexuality, sexual assault, chastity, the 

late Chosun dynasty, Ju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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