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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조는 遼寧省과 河北城의 경계인 山海關 밖에 그 근거를 두었을 때의 법률과 

관습의 기초와 토대를 계승하여, 그 후 산해관을 넘어 즉 만주에서 벗어나 중국 

대륙내부로 진출한 뒤 100여 년간 청조 건국에 공로가 있던 만주인, 몽고인 및 

일부 漢人으로 구성된 旗人의 법적 지위의 우월성의 확립과 유지에 힘써왔다. 그

런데 高宗 乾隆帝期(1736-1795)에 국가 통치 근간이 안정되면서 기인의 법적 특

권을 제한하고 단일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관련 條例1)를 계속 수정, 조정하게 

된다. 이하 이 글에서는 “범죄자에 대해 流刑의 처분을 금지”하는 ‘犯罪免發遣律’

의 법률화과정과 그 조례의 변화과정을 통해 기인의 법적 특권의 변천과정을 살

피고자 한다.2)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기금의 2004학년도 연구지원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중국 政法大學 法律史學 硏究센터 敎授
*** 중국 淸華大學 碩士課程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1) 중국에서는 진의 통일로 律의 체계가 확립되었고 唐代에는 ‘律令格式’의 체계가 확립
되었다. 당을 이은 송에서는 율령체제보다는 황제의 명령인 ‘勅’이 중시되었다. 원의 
경우에는 다시 개별 사례 중심으로 법전의 변화가 있었지만 明代에는 다시 唐律 체계
로 복귀하여 ≪大明律≫을 반포하였다. 그러나 律은 대강만을 정하는 것으로 개별사
건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결국 황제의 명령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개별적인 
결정이 집적이 되면 하나의 선례로 구속력을 갖게 되는데, 이를 ‘條例’라고 한다. 중
국법제사에서의 조례는 한국법제사에서는 ‘受敎’로 표현된다. 그러나 조례나 수교는 
영미법상의 선례구속성의 원칙에서 논의되는 ‘先例’나 오늘날의 ‘판례법’처럼 구속력
이 강하지 않다. 자세한 것은 金池洙, 受敎의 法的 性格과 理念, 박병호 교수 환갑기
념(2) 韓國法史學論叢(박영사, 1991) 참조([역자 주]).

2) 청대 기인과 일반인의 민사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라. 張晋藩․林乾, 
“戶部則例와 淸代 民事法律 探源”, 比較法硏究 2001년 제1기; 張晋藩․林乾, “戶部則
例의 法律適用의 몇 가지 問題에 대한 回答”, 崇德會典, 戶部則例, 기타(法律出版社, 
2003), 76-111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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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旗人의 法的 特權의 確立과 維持

청조가 산해관 안으로의 진입한 이후에도 旗人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여

전히 後金代의 관습법을 적용하였다.3) 즉 重罪人에 대해서는 死刑, 輕罪人에 대

해서는 채찍형인 鞭刑을 가하여 唐律 이후의 전통인 笞刑, 杖刑, 徒刑, 流刑, 死

刑 등 五刑과 차이가 없었다. 1644년(世祖 順治 1)에 旗人이 죄를 범해도 “과거

의 조례를 존중하여 杖刑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정하였다.4) 여기서의 

‘과거의 조례’는 청조 개국초기 정한 것으로 旗人이 죄를 지으면 채찍으로 다스

린다는 내용이다.5) 1646년(世祖 順治 3) 5월에는 거의 明나라의 법률을 답습한 

≪大淸律≫을 반포하였고, 이때서야 기인과 관련된 입법에도 일반인과 차등을 두

게 되었다. 1656년(世祖 順治 13) 6월에 이르러 법률과 조례 등 네 사례를 다시 

정하려는 上奏文이 있었는데, 刑部는 계속하여 목에 칼을 씌우는 것으로 유형처

분을 면제하는 제도인 ‘折枷免遣制’를 명확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軍法을 위

반한 자는 3개월 동안 목에 칼을 차는 형인 枷刑을, 流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2개월의 枷刑, 徒刑에 해당하는 자는 1개월의 枷刑을 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世祖 順治帝는 “舊例를 존중하여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6)

1661년(世祖 順治 18), 장60 도1년, 장70 도1년 반, 장80 도2년, 장90 도2년 

반, 장100 도3년 등 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徒刑과 杖100 流 2000里, 장100 

流 2500里, 장100 流 3000里 등 3등급으로 구분된 流刑의 등급분류에 折枷刑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였다. 즉 旗人이 徒刑 1년의 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枷刑 20일로 도형을 대체하고, 그리고 徒刑의 등급이 오를 때마다 枷刑

을 5일씩 추가하여, 徒刑 3년에 해당하는 자는 枷刑 40일로 처벌하였다. 또 流刑 

2000里에 해당하는 자는 枷刑 50일을, 그리고 流刑의 등급이 증가할 때마다 枷

刑 5일이 추가하여 流刑 3천리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개월의 枷刑이 내려졌다. 

3) ≪滿文老檔≫(譯注本: 中華書局, 1990) 1636년(太宗 崇德 元) 11월. 이 책은 1624년(太
祖 9; 天命 9)부터 1636年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鞭責, 罰銀 등 형벌에 대한 기재가 
많다. 그리고 ≪淸朝文獻通考≫ 卷195 <刑一>과 ≪淸朝通典≫ 卷80 <刑一> 등에서 
세조 順治帝(1644-1661) 초기 旗人 犯罪에 대해 山海關 이전시대의 관습에 따라 처벌
한 것을 볼 수 있다.

4) 光緖 ≪大淸會典事例≫ 卷727 <刑部> [名例律] 犯罪免發遣.
5) 光緖 ≪大淸會典事例≫ 卷727 <刑部> [名例律] 犯罪免發遣.
6) ≪淸世祖實錄≫ 卷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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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死刑에 해당하는 자와 徒 5년에 준하는 경우는 3개월 보름의 枷刑에 처하

였다.7)

이상 1656년과 1661년 두 차례에 거쳐 기인의 범죄에 枷刑을 내리는 결정은 

바로 새로운 조례8)가 되어 60여 년 간 시행되었지만 성문의 법률로는 규정되지

는 않았다. 1725년(世宗 雍正 3)에 법률을 수정할 때에 형부에서는 위의 조례들

이 군인들의 범죄에 대해 도형과 유형을 면제하는 법률의 취지와 같다고 여겨 

법전의 군인에 관한 죄의 앞부분에 “범죄자 유배형 처분 금지율(犯罪免發遣律)”

라 하여 정식으로 법전에 규정하였다.9) 아울러 徒4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枷刑 

45일로 처벌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또 徒5년에 준하는 경우에 대한 枷刑을 3개

월 보름에서 50일로 개정하였다. 또한 위 법률에서 군인의 죄를 거리를 기준으로 

가까운 곳부터 변방까지 4등급으로 나누어 附近, 邊衛, 極邊, 永遠 등으로 나누고 

枷刑도 그에 맞추어 네 등급으로 나누어서 刑期는 70일 이상 90일 이하로 규정

하였다.10)

世祖 順治帝 때 조례로 되어 정식으로 법제화되는 이 과정은 그저 “조례에서 

법률”로의 단순한 형식적 변화가 아니라, ‘犯罪免發遣律’이 중요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1725년에 정식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조례는 폐지하거나 개정

할 수 있어도 법률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입법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후의 법

률개정활동은, 실질적으로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이지만, 법률조문을 위주로 하

여 전개되었다. 동시에 기인의 특권적 법적 지위에 관한 확정도 법리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고 이는 청조 말까지 계속되었다.

일찍이 後金을 건국하기 직전에 누루하치는 청 왕조가 이후 줄곧 답습하게 될 

중요한 사회조직 형태인 八旗制度를 창설하였다. 팔기제가 표방하고 있는 民兵一

致制度는 처음 창설할 때에는 청의 통치 하에 있는 모든 戶口와 부족을 구분하

지 않고 모두 편입하였다.11) 팔기제를 처음 창설하였을 때 이에 속한 인구와 호

7) 光緖 ≪大淸會典事例≫ 卷727, <刑部> [名例律] 犯罪免發遣.
8) 1715년(聖祖 康熙 54) 沈之奇가 발췌하여 板刻한 ≪大淸律集注≫, <名例> [五刑] 徒 법

률편에 旗下人이 徒罪, 流罪를 범하면 칼을 씌우는 형으로 형을 감면하고 이를 새로이 
예규화한다는 주를 달았다. 懷效鋒 等 點校, ≪大淸律集注≫(法律出版社, 2000), 3面.

9) ≪大淸律例根源≫ 卷3, <名例> [軍官軍人犯罪免徒流], 법대 도서관 藏刻本.
10) 吳壇/馬建石 等 校注本, ≪大淸律例通考≫ 卷4(中國政法大學出版社, 1992), 218面.
11) 八旗軍은 비록 만주, 몽고, 한족으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각 旗別 민족구성은 여전히 

혼잡하였다. 이에 관한 많은 논문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鄭天挺, 淸代의 八旗兵과 綠營兵, 淸史探微(北京大學出版社, 1999), 333면; 王鐘翰學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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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많지 않아 漢族이 대다수인 광대한 지역을 정복하고 통치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었다. 그리하여 “팔기인의 자제는 모두 군인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인

으로 인민을 통제하고 곧 기인으로 군인을 통제하며 기에 예속된 자는 모두 군

인이 된다”12)라는 정책을 취하였다. 팔기에 속한 사람을 “旗人” 또는 “旗下人”이

라 불렀으며, 특정한 旗에 편입되면 그 旗人이 되며 그 子孫 역시 그 父祖를 이

어 그 기인이 된다.13) 팔기 내부에서 등급구별은 엄격하였는데, 宗室 외에 여러 

법전에서 볼 수 있는 기인으로는 “正身旗人”, “另戶旗人”, “下等旗人”, “旗人奴

僕” 등이 있다. 또 직업별로 나누어 본다면 “八旗官員”과, 보수를 지급받으며 갑

옷을 입은 무장 팔기 등의 구별이 있었고, 旗別로 본다면 만주인 팔기, 몽고인 

팔기, 한족출신 군인 팔기로 나뉘었다. ‘犯罪免發遣律’은 이상의 각종 각급의 모

든 팔기인에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하에서 호적이 있으며 청 왕

조에 복종하는 민간인에게까지도 적용되었다.14) 기인의 특권에 관한 주요 법률은 

이하 3종이 있다.

첫째,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사형을 면제받는 특권이다. 1764년(高宗 乾隆 

29) 이전에는 법률 및 조례를 개정할 때에 ‘犯罪免發遣律’ 뒤에 世祖 順治帝과 

聖祖 康熙帝 때의 5개 조례를 늘 부가하여 기재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기인이 사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사형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1655년(世

(浙江人民出版社, 1999), 151-153면.
12) ≪淸史稿≫ <兵志序>; ≪八旗通志續集≫ 卷32 <兵制> “八旗子弟 人盡爲兵”, “以旗統
人 卽以旗統兵 隷乎旗者 皆可爲兵.”

13) 光緖 ≪大淸會典事例≫ 卷1113.
14) “奉天民人例”는 1665년(聖祖 康熙 4)에 정한 것으로 1751년(高宗 乾隆 16)에 삭제되

었다. 校注本 ≪大淸律例通考≫ 221면 참조; 만주, 몽고, 한족 팔기에 대해서는 1793
년(高宗 乾隆 58) 교서를 보면 “예규에는 ‘만주인이 만주인을 살해하면’이라 적혀있으
나 예문은 본문과 맞지 않으니 마땅히 ‘기인이 기인을 살해하면’이라 보아야 할 것이
고 이는 조례에 수록하고 몽고기인과 한족기인을 포괄한다(向例滿洲殺死滿洲 例文本
未妥協 自應以旗人殺死旗人 載入例條 則蒙古漢軍皆可包括)”라고 되어있다. 光緖 ≪大
淸會典事例≫ 卷727 게재.
 ≪大淸律例增條通纂集成≫ 卷4 <旗人名目附考>에서는 旗人을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있다. “開戶”는 기인에서 방출되어 일반인이 된 자(開戶系旗人放出爲民者), “另戶”는 
땅을 가지고 부역을 지는 자이며(另戶系帶地投充者), “生頭”는 王室府의 家奴로 농사
를 짓는 자(生頭系王府之家奴種地者)이며, “正身”과 “閑散”은 기인이되 관직이 없는 
자 또는 전에는 관직에 종사하다 罷職된 자(正身閑散系正眞旗人幷無職官 亦有先爲職
官后經罷職者), ‘屯居’는 왕실부에서 가축을 돌보는 자와 莊斗平等(屯居系王府執牧之人
與庄頭平等) 등이며, “壯丁”은 莊斗에 고용되어 농사짓는 자(壯丁系雇與庄頭種地者)이
고, 包衣는 旗에서 천한 일을 하는 자(包衣系旗下之賤役)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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祖 順治 12) 규칙을 제정할 때에 “모든 만주인 팔기, 몽고인 팔기, 한족 팔기 등

은 반역죄나 조부모, 부모, 친삼촌, 형을 살해하거나 또는 한 집안의 無辜한 세 

사람을 살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어도 그 직

계 존속의 제사를 모시거나 혹은 형제나 직계비속이 戰死한 경우 1차에 한해 사

형을 면제한다. 직접 죄를 지은 자가 전장에서 중상을 입었거나 戰功이 있는 경

우도 이에 준한다”15)라고 규정하였다.

1725년(世宗 擁正 3)에 ‘犯罪免發遣律’이 정식으로 법제화된 후에도 위 규칙은 

법조문 뒤에 附記되어 선행조례로서 준수되었다. 1740년(高宗 乾隆 5)에 위 내용

은 수정되어 “應議者 父祖有犯” 조문의 뒤로 옮겨지고, 1764년(高宗 乾隆 29)에

는 ‘犯罪免發遣律’ 뒤 부가․기재한 것을 삭제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현행 조

례’16)로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었다. 주의할 점은 이 법률은 전통적 의미의 

“議․請”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아니었고, 기인의 死刑을 면제하기 위해 둔 특별

조항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17)

둘째, 채찍형인 鞭責이나 목에 칼을 씌우는 형벌로 정식형벌인 五刑을 대체한 

것이다. 이 역시 ‘犯罪免發遣律’의 주요내용을 이룬다. 위 법조문에 의하면 기인

이 笞刑과 杖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는 鞭責으로 대신하고, 軍法을 위배

하거나 徒刑이나 流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도형이나 유형을 면제받는 대

신에 목에 칼을 차는 형벌로 대체된다. 笞刑과 杖刑은 집행할 때에 몽둥이 대신 

판(板)으로 집행하였고 또 그 때리는 회수도 감하여 주었는데, 이를 예로부터 형

의 감면을 뜻하는 ‘折責’이라고 불렀다. 청조 초기 笞刑과 杖刑은 고대의 나무로 

등과 엉덩이를 때리는 訊杖을 사용하였는데, 대나무나 나무 따위로 만들어서 죄

인이 그 죄를 시인하지 않을 때 사용하였다. 訊杖은 중한 형벌이었고 笞刑과 杖

刑은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었다.18) 기인이 笞刑과 杖刑의 죄를 범하였을 때 태형

15) ≪大淸律例通考≫ 卷4, 221面. ≪淸朝文獻通考≫ 卷195 <刑一>에는 1656년(世祖 順治 
13)에, “滿州 世職官員이 죄를 범하였을 때 직위를 강등하여 면직시키는 예규를 정한 
일(定滿洲世職官員犯罪降革之例)”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같은 책 卷196 <刑二>에
는 1671년(聖祖 康熙 10)에 “기에 속하는 군민은 공을 논하여 사형을 면제하는 예(定
旗下軍民 論功免死之例)”가 기록되어 있는데, 吳壇이 기록한 바와 시기가 다르다.

16) 校注本 ≪大淸律例通考≫ 卷4, 221-222面.
17) 唐律 이후 국가나 황실에 공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감면하거나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황제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도가 있는데, 이를 “八議”라고 한다. 팔
의는 본인만이 아니라 본인의 父나 祖가 범죄를 지었을 때에도 해당된다(역자 주).

18) ≪大淸律集注≫ 2面. 1740년(高宗 乾隆 5) 법률개정 때 크고 작은 板으로 나누어 笞



이상철․鄭肯植 譯 [서울대학교 法學 제45권 제2호 : 223∼236228
과 장형 대신에 편형으로 처벌한다는 의미는 중한 처벌을 피하고 가벼운 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태형과 장형은 엉덩이에 상처를 내기 때문에 騎馬民族에

게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기인에게는 비교적 일찍부터 그렇지 않은 편형으로 대

치하게 된 것이다.

목에 칼을 차는 형인 枷號은 ‘枷示’라고도 불렸는데 칼을 씌운 모습을 군중에

게 보임으로써 그 죄상을 드러낸다는 의미이다. 1690년(聖祖 康熙 29) 이전에는 

枷號 형벌의 죄인은 해당 旗門에 방치하였는데, 그 이후에는 각 旗별로 서로 돌

려가며 성문을 지키는 尉官, 校官, 千總, 領催, 갑옷을 입은 무장병사인 披甲人 

등으로부터 면 한 검사를 받고 이를 봉인한 후 잘 보존하고, 또 刑部에서는 만

주족과 한족관리를 파견하여 巡廻調査하였다.19) 이후에는 枷號 형벌을 받는 죄인

을 보호하기 위해 가옥을 지어 그 안에서 먹고 자게 하며 군중에게 보였는데 이

를 “門監”이라고 불렀다. 그 후 아마도 범죄인의 수가 계속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고 판단되는 데 門監 옆이나 그 내부에 방 한두 칸을 더 증설하여 여자범죄인의 

거주숙박 공간으로 삼아서 남녀를 구분하여 격리하기 시작하였다. 刑部는 또한 

“범죄인과 그 親屬 1인의 동거”를 허가하였다.

枷號는 일종의 附加刑이었지만20) 도형과 유형에 해당하는 죄와 군법을 위반한 

기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게 됨으로써 부가형이 아니라 일종의 主刑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의 五刑은 隋

唐 이래 변치 않는 제도이었지만, 기인에게 태형, 장형, 도형, 유형 등 정식의 형

벌 대신 채찍형이나 枷號刑으로 대신함으로써 오형에 속하는 네 가지 형벌의 적

용이 배제되는 것이었고 기인의 사형면제특권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五刑은 

기인에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기인의 법적 특

권은 거의 완벽한 것이었고 따라서 흔히 말하는 “기인과 일반인은 형벌제도가 

서로 다르다(旗民刑罰異制)”라는 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다.

셋째, 기인에 대한 司法管轄의 특수성을 들 수 있다. 사법관할은 누가 어떻게 

행사를 하는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사법관할에 법적 특권의 實

質性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인의 범죄에는 특별법이 적용되었고 또 그 법을 적

용할 때에도 특수한 사법제도로서 기인의 특권을 보장하였다. 형사사건의 경우, 

刑에는 작은 板, 杖刑에는 큰 板을 사용하였다(≪大淸律例通考≫ 193面 참조).
19) 光緖 ≪大淸會典事例≫ 卷727.
20) ≪淸史稿 刑法志注解≫(群衆出版社, 1957), 58面 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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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기인과 기인 사이의 사건과 旗人과 一般人 사이의 사건으로 구분되었다. 만

약 양당사자가 모두 기인인 경우에는 그 사건은 州, 縣 級 지방관서에서는 심리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하였다. 팔기병사 혹은 또는 퇴직한 후 그 가족이 笞

刑이나 杖刑에 해당하는 輕罪를 지으면 관할하는 수도에서 조례에 따라 처리하

여 관할 旗에 보고하여 처리하였다. 즉 旗人의 경범죄는 그가 속한 旗의 내부에

서 완결하였다. 1735년(世宗 擁正 13)에는 도형, 유형에 해당하는 죄 이상의 죄

명에 해당하는 팔기사건은 반드시 刑部에서 심리하도록 정하였는데, 그럼에도 불

구하고 “사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당해 旗의 결정을 따른다”는 단서가 있었다. 기

인과 일반인 사이의 사건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旗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州, 縣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었다. 

1723년(世宗 擁正 1)에는 기인사건에 대해 州, 縣 등 지방관서가 심리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을 규정하였다.

설사 기인이 중죄를 범하였다 해도 지방관이 그 죄를 묻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理事同知’라는 기관의 설치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것은 기인사

건을 처리하는 전문기관으로 1685년(聖祖 康熙 24)에 우선 江寧과 杭州에 理事廳

을 설치해 관리 1인을 파견하였고 이듬해 3월부터 시작하여 西安, 荊州, 鎭江, 

福州, 廣州 등 팔기 주둔지에도 理事廳을 설치하고 관원을 1명씩 두었다. 또 

1698년(聖祖 康熙 37)에는 直隷巡撫 于成龍의 제안과 요청으로 만주에도 理事同

知를 설치하였다. 保定의 주둔지에서는 기인의 구타안건 등을 심리하다가 후에 

張家口 同知, 天津 同知와 通州 通判를 추가 설치하여 각각 심리하였다.21) 聖祖 

康熙帝는 재임기간 내내 팔기 주둔지에 理事同知를 설치하였는데, 高宗 乾隆帝 

때의 사람인 蕭奭은 “모든 기인은 나라의 제도 밖에 있어 漢族관리의 지배를 받

지 않는다. 민간인과의 소송에 있어서도 팔기군의 책임자가 理事同知의 廳에 와

서 심문을 하게 된다. 팔기군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理事同知의 관리가 있다”고 

말하였다.22)

팔기에 기인과 관련된 민사와 형사 소송사건의 전문처리기구인 理事同知를 설

치한 것 이외에도 각 理事同知에 감옥을 설치하였다. 1778년(高宗 乾隆 43)부터 

정례가 되었는데, 기인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형부로 압송할 필요 없이 理事同知 

내의 감옥에 감금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기인사건의 특별관할에는 일반사법기

21) 李紱, ≪穆堂初集≫ 卷39 <請令理事同知通判分審旗人案件疏>.
22) ≪永憲錄≫ 卷1(中華書局, 1959), 60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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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간여할 수 없도록 하여 기인의 법적 특권을 유지, 보호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제도는 사회의 치안상황에 계속 영향을 미치었고 동시에 司法統一의 원칙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수정은 당연한 결과이었다.

Ⅱ. 旗人의 法的 特權의 制限

‘범죄자 유배처분 금지율’을 핵심으로 하여 기인의 법적 특권이 형성되고 확립

되어 이후 유지․보호되는 데에는 世祖 順治帝부터 高宗 乾隆帝 前期까지 약 

100여 년이 소요되었다. 高宗 乾隆帝 중기부터 통치체제가 안정․견고해지고, 또 

팔기의 ‘生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졌다. 게다가 기인의 법적 특권이 전체 국법

질서를 파괴하게 되자 통치계층의 상층부는 이에 주목하고 기인의 법적 특권문

제를 해결하려는 데 착수하기 시작하였다. 이 해결방법의 주요한 것으로는 ‘制限

性’ 법률조항을 신설하여 일련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자 유배처분 금지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심지어는 범죄자를 팔기에서 추방함으로써 가장 엄중한 신분

적 처벌을 하는 것이었다.

‘범죄자 유배처분 금지율’이 법제화된 바로 다음 해인 1726년(世宗 擁正 4) 2

월에 世宗 擁正帝는 “출입 금지지역의 광물을 채굴하여 훔친 자가 漢族일 경우

에는 변방에 보내 군인에 충당시키고, 旗人일 경우에는 형부에 압송하여 枷刑을 

가한다”라는 조례가 불합리하고, 또 “滿人, 漢人 모두 동일한 법의 적용을 받아

야 한다”라고 생각하여 大學士 회의에 “기인의 형벌을 減輕하는 제도를 개정하

여 한인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여 상주할 것”을 명하였다.23) 

그 해 9월에는 대학사 評議會에서 枷刑 등의 형벌을 감면하는 조례가 “필연적으

로 만주족에 대한 처벌이 한인에 대한 처벌보다 가볍다는 차별을 낳는 결과(未免

輕于干犯)”를 인정하고 다만 “만주인과 몽고인의 생업의 방식이 漢人과 차이가 

있어 軍法을 범한 자와 流刑의 죄를 범한 자를 모두 유배처분을 한다면 그들이 

살길을 강구하기가 어려울 것이 염려된다”라고 하여 이전의 조례를 계속 따르되 

漢族軍人에게는 형벌을 減輕하는 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것을 상주하였고 世

宗 擁正帝는 이를 승인하였다.24) 이는 최고통치자가 기인의 법적 특권 문제의 심

각성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어서 건륭제 중기부터 시작하여 ‘범

23) ≪淸世宗實錄≫ 卷41, 雍正 4年 2月 癸酉.
24) ≪淸世宗實錄≫ 卷48, 雍正 4년 9월 辛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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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자 유배처분 금지율’의 적용에 수많은 제한이 가해지기 시작하였다.

최초의 제한성 법률은 기인사회의 하급계층인 노비와 하인들에게 적용함으로

써 시작되었다. 원래 旗人奴僕들에게는 독립된 호적이 없고 후에 청 조정은 八旗

奴僕들에게 부분적으로 호적을 창설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는데 민간인의 호적에

는 편입할 수 없고 여전히 그 소속 팔기 내에서만 가능하였다. 다른 하나로는 이

러한 “민간인으로의 방출자”에 대한 것이다. 그들은 법률상 이미 奴僕의 신분을 

벗어나 벼슬에 오르는 등의 정치적 권리는 여전히 제한을 받았지만, 일반인의 신

분을 취득하는 혜택을 받았으므로 형벌감면이라는 또 다른 특권을 향유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1767년(高宗 乾隆 32) 법률을 개정할 때에 호적을 창

시한 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감면하는 특권을 박탈하였고 또한 漢族 출신 팔기노

복들의 특권 역시 박탈되었다.25)

둘째로는 “일반 정서에 극히 위배되는 잔인한 범죄”를 범한 자에게는 형벌을 

감면하는 특권을 적용하는 것을 박탈하였고 동시에 형벌감면 특권을 “조례에 의

하여” 행하던 것에서 “勅命을 奏請하여 그 박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1754년(高宗 乾隆 19) 9월 旗人 七克登布가 服孫九格을 구타하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관할 사법기관은 七克登布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특권을 적용하였

다. 이에 대해 高宗 乾隆帝는 이를 기각․반려하면서 “이후로 이와 유사한 사건

에는 형부는 법률규정 외에 범죄정황을 참작하여 奏請하고 그에 따라 특권을 박

탈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이를 編纂錄에 집성하여 넣을 필요도 없다”

라고 지시하였다.26) 법률예규를 관장하는 律例館은 이 교시에 근거하여 1756년

(高宗 乾隆 21) 예규를 새로 정하면서 “기인 중에서 타인을 무고하여 재물을 喝

取한 자, 행동이 無賴하여도 그만두기를 바라지 않는 자도 역시 그와 같다”라는 

내용을 증설하였다. “범죄의 정황이 극악한 자에는 형벌감면의 특권을 배제한다”

는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은 기인과 관련된 다른 법률에 대한 삼투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하에서 보는 破廉恥犯 등의 죄명에 형벌감면특권을 제한하는 것도 일

맥을 같이한다. 일찍이 聖祖 康熙帝 後期에 “품행이 방정치 못하고 그 염치를 모

르는 자를 유배 처분한 사례”가 있다.27) 1762년(高宗 乾隆 27) 6월 乾隆帝는 다

25) ≪大淸律例根源≫ 卷3, <名例> [犯罪免發遣]; 校注本 ≪大淸律例通考≫ 卷4 218-219面.
26) 光緖 ≪大淸會典事例≫ 卷727, <刑部> [名例律].
27) ≪査奏原阿達哈哈番黑色, 里海等人情由析≫, 雍正 11년 6월 초2일, ≪雍乾兩朝鑲紅旗
檔≫, 31-32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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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유시하였다.

“전에 정하여진 예규에 따라 기인이 軍法이나 유형, 도형의 죄를 범하면 한

결같이 枷責, 發落하는 등 형벌을 감면하였는데, 이는 건국 초기에 만주족의 습

속이 순박하여 스스로 마땅히 격식이 없어도 배양하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근

래에는 팔기의 권력투쟁이 계속 증가하여 건국초기의 질박함과 온후함을 상실

하니 너희들은 정부가 관리를 발탁하여 외지에 파견할 때 평안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漢人과 차별이 없는데, 다만 죄를 범해 유배를 보낼 때에는 차별이 

있으니 이는 크게 떳떳한 公道가 아니다. 또 漢軍八旗로 말하면 그 출신이 한

족이므로 근무와 결석, 승진과 전근에 있어 한결같이 대우하여 다시 별도로 규

정을 두지 않았다. 이후 만주인 중 군법이나 유형의 죄를 범하였는데, 일상적인 

사고이면 여전히 예로부터의 조례대로 가책하여 형벌을 감면하는 것으로 완결

하고, 만약 파렴치범이라면 그 호적을 박탈하고 법률에 따라 유배처분을 하며, 

漢軍이 죄를 범하면 군법, 유형, 도형의 죄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파면하여 일

반인으로 삼고 지은 죄에 해당하는 법규에 따라 반드시 가책하여 형벌을 감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예로 삼아라.”28)

처음에는 법률의 형식으로서 파렴치한 기인을 팔기에서 추방함으로써 가장 엄

격한 징벌로 삼았는데, 이는 최고통치자의 통일적인 사법질서에 대한 의지를 나

타낸 것이다. 1767년에 律例館은 기인의 파렴치 범죄에 대한 위 조례를 법률로 

하여 범죄인 본인의 “호적을 박탈하고 법률에 따라 유배를 보내며 사안별로 왕

의 칙명을 구하는 성명하였다”라고 강조하였다.29)

셋째로 농촌인 莊과 屯에 주둔하고 있는 하급 旗人에 대한 형벌을 감면하는 

특권을 제한한 것이다. 1770년(高宗 乾隆 35) 12월에 內務府에서는 기인 鷹戶 謝

天福 등과 민간인 高士杰 등이 三敎庵 植木材의 贓物을 분배한 사건을 처리하면

서, 민간인인 高士杰 등은 杖으로 때린 후 ‘徒刑’에 처하고, 謝天福은 기인인 관

계로 형벌을 감면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상주를 올렸다. 이에 高宗 乾隆帝

28) 光緖 ≪大淸會典事例≫ 卷727. “從前定例 旗人犯流徒罪均准枷責發落者 原因國初滿洲
習俗淳朴 自宜格外培養 近來八旗生齒日繁 殊失國初渾厚之風 伊等每以銓補外任 希圖便

安 凡與漢人無別 獨至獲罪應遣 則達于區別 亦非大公之道 至于漢軍原系漢人 凡得缺升

轉 均屬一體幷用 更毋庸另立科條 嗣后凡滿洲有犯軍流遣罪 如系尋常事故 仍照舊例枷責

完結 儻有寡廉鮮耻之徒 自應削去戶籍 依律發遣 其漢軍人犯 無論軍流徒罪 俱斥令爲民 

照所犯定例發遣 不必准折枷責 著爲例”
29) ≪大淸律例通考≫ 卷4. “削去本身戶籍 依律發遣 仍逐案聲明請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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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내무부에 “조례에 충실히 따라 처리하되 단 비록 鷹戶가 내무부에 속한 팔기

부대로서 북경 근방의 각 州, 縣에 분산되어 있으되 그 실질이 민간인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城 안에 거주하며 하급관리로 일하는 기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다루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일반인 신분의 당

사자는 도형에 처하고 “謝天福 등이 기인의 형벌감면 특권을 원용하여 동일한 

죄질에 대해 달리 처벌을 하는 것은 공평타당하지 못하다. 만약 이러한 무리들을 

예규에 따라 관대히 처벌한다면 그들은 이를 믿고 장차 마음대로 행동하여 스스

로 경계하고 삼가는 마음을 가지지 못할 것임이 분명하니 이는 사랑이 오히려 

해로움이 되는 경우라 할 것이다. 이후로 내무부는 莊斗人, 鷹戶人, 海戶人 등이 

軍法을 범하여 유형, 도형에 해당할 경우 민간인의 예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교서를 내렸다.30) 1772년(高宗 乾隆 37) 律例館은 이 교서에 근거해 예규를 수정

하였다.

넷째로 식량배급을 받을 권한이 없는 하급관리인 기인에게 이 특권을 제한한 

것이다. 이 역시 高宗 乾隆帝 때에 이루어진 강력한 제한 조치였다. 1774년(高宗 

乾隆 39) 11월 周元理가 船戶 劉治愉의 供出米 매매사건을 처리하면서, 從犯인 

기인 方天禿을 예규에 따라 감경하여 처벌할 것을 상주하였다. 이에 대해 高宗 

乾隆帝는 周元理이 예규에 따른 처리방침은 인정하였으나 “같은 기인이라고 하

여도 각각 구별이 있는데, 북경에 머물며 식량을 배급받는 下級 기인이 유형이나 

도형의 죄를 범하였다면 형벌을 감면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지만, 기타 주둔지

나 각지의 莊斗에 사는 기인은 이미 일반인과 같이 생활한 지 오래되어 그 차이

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을 위반하였을 때는 일반인과 같이 다루어야 할 

것이다”라고 명하였다. 그 후 북경에 거주하는 만주, 몽고, 한인 팔기로서 식량과 

급여를 지급받는 하급기인과 북경 밖의 省에 주둔하며 식량과 급여를 지급받는 

하급기인은 유형이나 도형 등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여전히 예로부터의 조례

대로 형벌의 감면을 받았지만, 기타 莊屯, 莊斗에 거주하는 기인과 주둔지에 있

되 그 맡은 직책이 없는 기인이 같은 죄를 범하면 일반인과 같이 다루어 유배처

분을 하였고 이를 예규로 삼았고31) 43년 법제화되었다.32)

30) ≪淸朝文獻通考≫ 卷201, <刑七>; “固屬循照向例 但鷹戶人等雖隷內府旗檔 而散處近京
各州縣 實與民人無異 若犯事到官 不當與在城居住當差之旗人一例問擬 今于民人擬以實

徒 而謝天福等則援旗人例折枷發落 同罪異罰 不足以示平允 且使若輩恃有此例 勢必任意

滋事 毫無畏忌 所謂愛之适以害之 諭嗣后內務府所屬庄頭鷹戶海戶人等 如犯軍遣流徒等

罪 俱照民人一例定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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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高宗 乾隆帝 때인 1756년, 1767년, 1772년, 1778년의 예규에서 알 수 있

듯 高宗 乾隆帝는 “輕重의 큰 차이가 있는 기인과 일반인 사이의 조례”를 바로

잡고자 하였고 특히 莊屯에서 일반인과 오래 함께 거주하여온 기인의 범죄에 주

목하였던 것이다. 高宗 乾隆帝는 동일한 죄에는 동일한 형벌이라는 법률의 통일

적 적용원칙에 입각하여 조례를 수정하였고, 비교적 큰 범위로 형벌을 감면하는 

특권을 제한하였으며 동시에 기인의 법적 특권이 유교전통규범에 더욱 부합될 

수 있도록 하였고 ‘漢族의 法’과 더욱 통일화시켰다.

이 시기 기인의 법적 특권을 수정하는 과정에 있어 주목할 점은 입법의 내용

이 갈수록 엄격하여졌고 이는 팔기군의 풍기를 강화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였다

는 점이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高宗 乾隆帝期는 여전히 기인 중에서 특정

집단과 일정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 ‘범죄자 유배처분 금지율’의 援用을 제한한 

것이었지, 이를 보편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었다. 법조문 역시 안정성을 구비

하지 못하였고 특히 기인의 戶籍을 박탈하는 法的 制裁는 통상 신중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1825년(宣宗 道光 5)의 조례는 기인에 대해 형벌을 감면하는 특권에 대한 최

대의 제한으로 ‘범죄자 유배처분 금지율’을 마치 문서조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까지 만들었다. 청나라 후기의 법률학자 薛允升은 이를 가리켜 “刑法典 중 일대 

관건”이라고 말하였다. 기인 법률의 관련 분야는 매우 광대하여 매번 동 법률의 

조정이 있을 때마다 통치기초의 기반을 건드리곤 하였다. 그래서 비록 이미 “예

규로서 기록된 것”도 기타 법률과 통일성을 이루는 데는 상당한 반복작업을 필

요로 하였기에 그 과정에서 종종 허울뿐인 법률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미 高宗 

乾隆帝期에 기인과 일반인에 대한 법률의 조정은 통일화의 노정을 향해 매진하

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그 성과를 거두는 듯하였지만, 1796년(仁宗 嘉慶 1) 기

인범죄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이 기인범죄발생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1825년(宣宗 道光 5) 協辦大學士 英和가 기인의 징벌을 권하는 4개조에 관한 

上疏를 올려 기인관련 법률의 폐해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상소문에서 “180여 년

의 국가역사 속에서 기인과 일반인은 이미 일체가 되었고 구분을 지을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후대 사람들은 기인관련 立法의 의도를 깊이 알 수도 없는 상황

에서 기인에게 지나친 관용을 베푸는 고식책으로 징벌을 하지 않거나 혹은 마땅

31) ≪淸朝文獻通考≫ 卷201, ＜刑七＞, 光緖 ≪大淸會典事例≫ 卷727.
32) ≪大淸律例通考≫ 卷3, 校注本 p.220. ≪大淸律例根源≫ 卷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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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일반인과 같게 다루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다르게 취급하여 우대하는 등의 폐

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33) 그리고 이의 해결을 위해 4개항의 징벌방식을 제출

하였다. “기인의 적을 박탈할 때에는 예규에 따라 강력히 시행할 것(銷除旗檔宜

遵例實力奉行)”을 건의하는 1개항 가운데, 그는 高宗 乾隆帝期 수 차례에 걸쳐 

예규를 개정하고 형벌감면의 적용을 제한하였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과거에는 

임시변통을 위함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그 관습이나 조례를 준수하여 실행하여야 

함에도 후대의 신하들이 종종 고식적으로 지나친 자비를 베풂으로써 갖가지 불

법이 있으니 이는 모두 마치 물이 부드러워 놀기에 편하듯이 법을 어기는 기인

이 더욱 늘어날 것이 없지 않다. 따라서 오직 엄격하게 징벌하여 다스림으로써만

이 겨우 그 폐해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34)라고 대책을 제시하였다.35)

英和는 팔기를 모두 통솔하는 協辦大學士라는 중임을 맡은 신료이었기에 조정

은 그 상소를 중시하였다. 그래서 1825년(宣宗 道光 5) 4월 26일 왕은 閣議에서 

이를 논의하여 위 대책을 시행하라는 詔書를 내렸다.36) 그에 따라 律例館은 바로 

“기인 가운데 도적과 장물아비, 私娼을 형성한 자, 노름꾼을 모은 자, 誣告한 자, 

속여서 재물을 喝取한 자, 행동이 無賴하여 그만두기를 원하지 않는 자, 몽둥이

로 타인을 괴롭힌 자, 종친을 유혹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한 자, 도박용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자, 도적을 대신하여 장물을 처분한 자, 僞幣를 사용한 자, 계약

서를 허위로 날조한 자, 錢票를 위조한 자,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는 일체의 행위

를 한 자들은 절도와 준절도로 논죄하고, 부녀를 유괴하여 강간한 正犯과 그 敎

唆者, 근친상간을 한 자 등은 모두 한결같이 그 기인의 적을 박탈하고 일반인의 

예에 따라 처리하고, 도형, 유형, 군법위반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범죄를 헤

아려 유배를 보내며 형벌을 감면하는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문으로 규

정하여 법제화하였다.37)

33) “國家百八十余年 旗民久已聯爲一體 毫無畛域 後人不能深悉旗人立法之意 以致姑息而無
所懲創 或應畵一而反歧視.”

34) “爲因時變通 而在今日則遵循舊例 無如後來諸臣 往往以姑息爲慈祥 種種不法 皆由水懦
易玩 犯者愈衆 認爲只有嚴加懲治 纔能消彌弊害.”

35) ≪淸經世文編≫ 卷35. 英和 ≪恩福堂筆記≫와 본인이 撰述한 ≪年譜≫에는 이 내용이 
없다. ≪恩福堂筆記詩鈔年譜≫(北京古籍出版社, 1991) 참조.

36) 英和의 上疏 全文은 <雲南司通行>이란 명칭으로 ≪刑案彙覽≫ 卷1 <名例>, [犯罪免發
遣]에 기록되어 있다.

37) “凡旗人窩窃窩娼窩賭 及誣告訛詐 行動無賴不願行止 開棍徒攏害 敎誘宗室爲非 造賣賭
具 代賊銷贓 行使仮銀 捏造仮契 描畵錢票 一切誆騙詐欺取財 以窃盜論 准窃盜論 及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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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년(宣宗 道光 5)의 이 예규는 ‘범죄자 유배처분 금지율’의 주체를 거의 뒤

바꾸는 변화가 있었다. 이에 대해 청말의 법학자인 薛允升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

다. “기인이 도형이나 유형 등의 죄를 범하였을 때 형벌을 감면하는데 1754년(高

宗 乾隆 19)에 어린아이를 구타하여 죽게 한 사건에서 비롯하여 범죄의 정황이 

잔인한 경우 형벌을 감면하는 혜택을 주지 않았고, 1762년(高宗 乾隆 27) 또 다

른 파렴치한 범죄가 발생하였는데 역시 실제형을 부과하고 감면을 하지 않았다. 

1770년과 1774년에는 莊斗와 屯에 거주하는 기인의 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형벌을 감면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기인과 일반인을 처벌하는 데에는 여전히 형

평상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1825년의 조례를 시행하면서 곧바로 기인을 일반인과 

같이 대우를 하는 것이다.” 이어서 “이전에는 기인이 自重自愛함으로써 죄를 범

하는 자가 적어 형벌을 감면하는 혜택도 주었고 또한 기인의 籍을 삭제하지도 

않았다. 후에 이르러 팔기에서 도망하여 匪賊이 된 자를 처벌하는 사안에서도 비

록 형벌을 감면하지는 않고 실제 형벌을 부과하였지만 여전히 그 籍은 유지해 

주었다. 그러나 1825년의 조례가 제정된 이후 軍法을 범하거나, 流刑 이상의 죄

를 범한 자는 기인의 籍을 삭제하고, 徒刑, 杖刑 이하의 죄를 범한 자는 脫營하

여 비적이 된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그 기인의 적을 박탈하지는 않았던 것인데 

오늘날 그 사정이 바뀌었으니 刑法典 일대의 중요한 변화이다”라고 하였다.38)

1825년(宣宗 道光 5)의 조례가 시행된 후, 기인의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감면

하는 혜택은 큰 제한을 받게 되었고 또 그 법률을 적용함에서도 상당한 제한이 

있어 거의 군법위반, 유형, 도형에 해당하는 각종의 범죄행위에 미치게 되었다. 

더욱 중요한 점은, 기인들이 그들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기인의 적을 박탈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팔기제도의 중요한 변화인 동시에 다른 한

편으로는 淸代 기인과 관련된 법률의 근본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50여 

년 간 이어져온 ‘범죄자 유배처분 금지율’의 기본원칙을 뒤흔든 것이라 할 수 있

다. 바로 이 점이 淸代 법률변천을 고찰함에 있어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誘拐强奸 親屬相奸者 均銷除本身旗檔 各照民人一例辦理 犯該徒流軍遣者 分別發配 不

准折枷.”
38) ≪讀例存疑≫ 卷25, 10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