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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신분확인 소송

-1635년 ｢의령현입안(宜寧縣立案)｣

1)

손경찬*

[국문 요약]

이 연구는 1635년 ｢의령현입안(宜寧縣立案)｣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법적 쟁점에 대해 

평석한 것이다. 이 결송입안은 조선시대 신분확인 소송이라 명명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원

고 하 씨 집안은 피고들이 본인 집안 남자종과 결혼한 양인여성이 낳은 자식들이므로, 당시 

법에 의해 피고들을 원고 집안의 사노비로 부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고들은 자신들

의 어머니가 공노비였으므로 본인들도 공노비라고 주장하였다. 재판관인 의령현감은 원고들

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들의 주장은 사실관계에서 오류가 있는 점, 피고들 사이에

서도 진술이 엇갈리는 점, 변론과정에서 피고 중에서 본인의 조상들이 원래 사노비라 것을 

자백한 사람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본 사건은 1586년 ｢나주목

입안(羅州牧立案)｣(다물사리․이지도) 판결 및 1586년 ｢장례원입안(掌隷院立案)｣(｢안가

노안(安家奴案)｣)과 함께 조선의 3대 신분관련 소송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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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안에 대한 법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첫째, 조선시대 관할 및 이송(移

訟)의 원칙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민사소송에서 피고 소재지를 토지관할의 원칙으로 하였

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 소재지가 의령․고성․거제로 산재되어 있었으므로, 재판관은 피고

들을 의령으로 이송(移訟)하게 하여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래서 여러 피고들에게 제기된 

소가 의령현으로 이송(移訟)되었고, 의령현에서 병합되어 접송(接訟)이 된 것이다. 조선시

대 이송(移訟)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인근의 관으로 관할을 옮

기는 것인데 반해, 현행법상 이송(移送)은 관할위반의 경우 소각하를 하지 않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조선시대 민사소송절차에서도 형

사소송과 마찬가지로 고신(拷訊)에 의해 자백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였고, 이 사안은 

그에 대한 예가 된다. 민사소송 절차에서 고신(拷訊)을 가하지 않고 당사자를 심문하는 절차

를 평문(平問)이라 하였고, 고신에 의하여 심문하는 절차를 형문(刑問)이라 하였다. 셋째, 

조선시대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의 한 단면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민사집행제도는 상대적

으로 미약하였으나, 패소자에 대한 형벌을 통한 간접적인 강제가 가능하였다. 즉 ‘인적 집행’

으로서 민사강제집행제도의 단초를 알 수 있다. 넷째, 관찰사의 지시를 받은 의령현감이 재

판을 한 것은 재판의 독립의 미비라고 평가하기보다,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더 적합한 방법을 

찾기 위한 사법행정의 발로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제어] 평문(平問), 형문(刑問), 이송(移訟), 접송(接訟), 조선시대 민사강제집행, 

조선시대 신분확인

Ⅰ. 들어가면서

16~17세기 조선에서 당사자의 신분을 확정하기 위한 분쟁이 적지 않았다. 

조선시대 민사소송에서 부동산․노비․상속 분쟁은 절대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도망노비 혹은 면천노비라고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노

비의 신분을 확인하고 본인들의 사노비로 환원시켜 달라는 원고의 주장이 적

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이런 경우 피고의 외침을 ‘나는 노비로소이다’라고 

명명하였다.1) 대표적으로 1586(선조19)년 전라도 나주에서 있었던 노비소송

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피고는 80살의 노파인 다물사리였으며, 원고는 양반 

이지도였다. 원고는 다물사리가 양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다물사리는 본인

이 공노비라 주장하였다. 상식적으로 피고가 양인이라고 주장하고, 양반이 

1) 임상혁, ｢1586년 이지도․다물사리의 소송으로 본 노비법제와 사회상｣, �법사학연구� 36(한국법사

학회, 2007); 임상혁, �나는 노비로소이다�(너머북스, 2010).



조선시대 신분확인 소송－1635년 ｢의령현입안(宜寧縣立案)｣   11

피고를 지칭하여 노비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도리어 반대로 피

고는 노비라고 주장하였고, 양반이 반대로 피고를 지칭하여 양인이라 한 것

이다. 당시 조선에서 사노와 결혼한 양인여성이 낳은 자식들은 아버지를 따

라 양반집안의 사노비가 되었던 것이 문제였다. 즉 원고 이지도의 주장처럼 

다물사리가 양인이었다면, 다물사리의 자식들은 모두 이지도 집안의 사노비

가 되고, 피고 다물사리의 주장처럼 본인이 공노비였다면, 그의 자식들은 모

두 공노비가 되는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이지도가 승소하여 다물사

리는 양인이 되고, 그의 자식들은 모두 이지도 집안의 사노비가 되었다. 이 

판결은 본인은 노비가 될지언정 자식들은 사노비로 만들지는 않겠다는 어머

니의 사랑이 표출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과 반대되는 사건이 1586년 장례원에서 있었다. 1586년 ｢掌隷院立

案｣(｢安家奴案｣)이 그것이다.2) 여기서 피고는 위의 다물사리 입안과 달리 

‘나는 양반이로소이다’라 주장하였다. 1521년 신사무옥에서 송사련이 안처겸

을 역모죄로 고변한 뒤로 안 씨 집안과 송 씨 집안은 원수가 되었으며, 안 

씨 집안은 멸문의 화를 당하였고, 송사련과 그의 일족은 양반지위를 70년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1586년에 이르러 원한을 가지고 있던 안 씨 집안에서 

송 씨 집안 70인을 본인 집안의 노비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본건에

서 원고 안 씨 집안이 승소하였고, 송 씨 집안은 70년간 양반이었지만, 양반

에서 노비의 지위로 신분이 변동되었다.

위의 2건의 소송은 16세기 말의 대표적 신분확인 사건이다. 위와 대비할 

수 있는 또 다른 신분관련 소송은 1635년 ｢宜寧縣立案｣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위와 대비하여 본다면 ‘나도 노비로소이다’라 명명할 수 있다. 여기서 

피고 측은 본인들이 본래 공노비였음을 주장하였고, 원고 하 씨 집안은 피고

들이 원고 집안의 사노와 결혼한 양인 여성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였고, 원고

들은 당시 법제에 따라 자신들이 피고들을 사노비로 사환하여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1586년 이지도․다물사리 소송과 유사하다. 특히 양

2) 손경찬, ｢조선시대 신분확인 소송－안가노안安家奴案－｣, �법학연구� 26-4(경상대학교 법학연구

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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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원고 및 피고의 주장내용 및 재판전개과정의 면, 피고 측이 증거를 제

출하지 못하여 재판에서 패소한 점, 재판정에서 피고 측에 하급관리가 있어 

공노비로 몰래 투탁하였다고 인정된 점 등에서 유사한 면이 있다. 

고문서학에서 이미 1635년 ｢宜寧縣立案｣의 내용을 분석․소개한 예가 있으

며, 특히 본 입안에 등장하는 관문서의 형식적인 측면과 그 의미를 분석하여 

학계에 소개하였다.3) 하지만 1635년 ｢宜寧縣立案｣의 재판과정을 소개하고 

법적인 쟁점을 분석한 바는 없었다. 이 연구는 그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이 

소송은 17세기 초반(임진왜란 직후)의 신분확인 소송이다. 여기서 피고들이 

의령현과 진주․고성․고현 등 여러 곳에 거주하고 있어 재판의 관할이 중첩

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면이 있었다. 따라서 소송관할 및 이송(移訟)의 원칙

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하다. 또한 재판장인 의령현감이 처음에는 

피고들에게 고신(拷訊)을 가하지 않고 심문을 하다가, 어느 순간 피고들은 

‘평문(平問)’으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형문(刑問)’을 하여야겠다고 판단하고 

형문을 가하며 신문을 하였다. 이 입안은 민사소송의 변론과정에서도 ‘형문’을 

가한 사례가 되며, 조선시대 민․형사가 구분되지 않는 면을 보여준다. 또한 

노비의 신분에 관한 소송은 노비가 도망을 갔거나 도망갈 가능성이 크므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조선시대에는 민사강제집행의 일환

으로 패소한 당사자들에게 형벌을 부과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두고 조선시대 

강제집행의 성격을 ‘물적 강제집행’이 아니라 ‘인적 강제집행’으로 볼 수 있을

지도 쟁점이 된다. 또한 본건에서 재판관인 의령현감은 본인이 독립하여 재판

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과 및 결과를 관찰사에게 보고하였으며, 관찰사는 

사건의 시작부터 절차적인 면․요건사실의 판단․결론․집행까지 지시하였

다. 관찰사에 의한 재판지시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자.

요컨대, 이 연구의 목적은 1635년 ｢宜寧縣立案｣의 내용을 분석하여 소개

하며, 조선시대 소송관할 및 이송(移訟)의 원칙을 살펴보고, 민사소송에서 형

문(刑問)과 평문(平問)이 적용된 사례의 법적 의미를 밝히고, 조선시대 민사

3) 박성호, ｢1635년 宜寧縣 決訟立案의 문헌학적 고찰－진양하씨 판윤ㆍ송정 후손가 소장유물을 중

심으로－｣, �장서각� 19(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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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강제집행의 한 단면을 추출하며, 또한 조선시대 재판독립의 원칙을 

평가해 보는 것이다.

Ⅱ. 1635년 ｢宜寧縣立案｣의 내용소개

1. 사건의 배경 및 경과

이 사건을 다룬 결송입안은 1635(인조13)년 ｢宜寧縣立案｣이다. 이는 진양 

하 씨 후손 가에서 전래되어 오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탁되었다. ｢宜寧縣

立案｣은 515행․1만5천자의 분량의 방대한 분양이지만, 안타깝게도 본 입안

의 앞부분은 결락되어 있어 그 정확한 분량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현존하

는 입안만으로도 충분히 그 사실관계 및 법적인 쟁점을 알 수 있다. 이 결송

입안의 원고는 함안에 거주하는 36세의 이중발(李重發)과 진주에 거주하는 

21세의 하자징(河自徵)이었고, 피고는 비 은월과 대춘이었다. 이들의 소송 

관계도는 박성호의 선행연구에서 잘 그려두었기에 여기서 인용한다.4)

<그림1> 원고 가계도 

 

<그림 2> 피고 가계도 

4) 박성호, 앞의 글(각주3).



14   法史學硏究 第59號

본사건의 원고 이중발․하자징은 진양하씨집안의 사촌지간이었다. 그들은 

비(婢) 은월(銀月)․대춘(代春)․임환(林還) 등은 본래 본인집안의 사노(私

奴)와 결혼한 양인여성의 후손으로 법에 의해 원고의 집안에서 사노비로 부

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을 갔으므로 

법에 따라 다시 본래 주인에게 귀속시켜 달라고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 은월과 대춘은 자신들의 모친이 하자징의 외가인 손 씨 

집의 사노와 결혼하여 자식들을 낳아 길렀던 것은 사실이지만, 은월․대춘의 

모친의 신분이 공노비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들은 양인의 자식들로 기근을 

참을 수 없어 공노비로 투탁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이 갑자

기 자신들을 사노비로 부리려 하는 압량위천(壓良爲賤)의 계획을 세웠다고 

반박하였다. 

본 사건은 앞에서 살펴본 1586년 다물사리 소송과 그 구조가 유사하다.5) 

다만 다물사리는 피고가 사노와 결혼한 여성이었던 반면, 본 사건은 피고들

이 사노와 결혼한 여성이 낳은 자식들인 점은 달랐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본질적으로 사노와 결혼한 여성의 신분에 따라 자식들의 신분이 결정되는 점

에서 법적쟁점이 같았다 할 것이다. 즉 16~17세기에는 양반집의 사노와 결

혼한 여성이 양인여성이라면 그 자식들은 양반집안의 사노비가 되었고, 사노

와 결혼한 여성이 공노비라면 그 자식들은 공노비가 되었던 것이다.6) 

이 소송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입안의 맨 앞부분

이 결락되어 있어 정확한 소의 제기 시점은 알지 못한다. 입안은 1634(인조

12)년 10월 14일에 함안에 거주하는 36세의 이중발과 진주에 거주하는 21세

의 하자징의 진술로부터 시작된다. 이중발과 하자징은 공동 원고였으며, 원

고들은 피고들이 사노비임에도 불구하고 공노비로 몰래 투탁하였으므로 법

에 따라 사환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 은월․대춘․임환 

등에게 재판정에 출정할 것을 명하였지만, 피고들은 재판에 불출석하였다. 

5) 임상혁, ｢1586년 이지도․다물사리의 소송으로 본 노비법제와 사회상｣, �법사학연구� 36(한국법사

학회, 2007).

6) 김경숙, ｢16, 17세기 노양처병산법과 노비소송｣, �역사와 현실� 68(한국역사연구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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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환은 거제도에 거주하였는데 몇 번의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

고 재판에 응하지 않았으며, 재판관은 은월 및 대춘만을 우선 잡아들여 진술

을 받았다. 1634(인조12)년 11월 14일에 피고 비 은화(銀花)가 진술하였다. 

11월 16일 노 오생(吾生)의 진술, 같은 날 비 은화의 추가진술이 있었으며,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비 은월․강애복(姜愛福)․춘일개(春一介) 등

의 진술이 있었다. 이후 관찰사는 원․피고의 진술을 보고 받고, 본인이 깊이 

상고한 뒤 의령현감에게 재판절차에 관해 세세히 지시하였다. 관찰사의 지시

를 받은 의령현감은 1635(인조13)년 2월 11일부터 피고 임환․대춘에게 심

문하고 진술을 받았다. 이때부터는 의령현감이 피고들에 대한 ‘평문(平問)’ 

절차를 거두고, 고신을 가하면서 ‘형문(刑問)’으로 전환하였다. 의령현감이 

피고들에게 형문을 가하면서 심문한 결과를 보고하자, 보고를 받은 관찰사는 

상고하고 다시 지령하였다. 의령현감은 고성현감에게 피고 측 참고인인 강애

복을 이송하게 하였고, 1635(인조13)년 3월 16일 의령현감이 강애복에게 ‘형

문’을 하였고, 이를 다시 관찰사에게 보고하였다. 관찰사는 다시 상고한 뒤 

의령현감에게 지령하였고, 1635(인조13)년 4월 1일․2일에 피고 강애복․대

춘․임환의 ‘형문’을 통해 추가진술을 받았다. 이후 1635(인조13)년 4월 26

일에 피고 은월 및 원고 집안 사노 금이(金伊)등의 진술을 받고, 5월 10일 

원고 집안사람인 이중연(李重衍)의 진술을 들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의령현

감이 판결하였다.

이 소송에서 앞부분이 결락되어 소가 언제 제기되었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다만 원고의 진술이 1634(인조12)년 10월 14일에 있었고, 송관의 판

결은 1635(인조13)년 5월에 있었으므로, 대략적으로 9개월간의 변론과정을 

통해 판결이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른 결송입안들과 달리 이 소

송에서는 변론과정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바로 제1차 변론기일이라 할 

수 있는 1634년 10월에는 재판관이 ‘평문’을 하였던 것에 반해, 제2차․제3

차 변론기일이라 할 수 있는 1635년 2월․4월에는 재판관이 ‘형문’을 하였던 

점이 그러하다. 변론과정에서 형문을 통한 심문으로 변경된 이유와 그 의의

는 후술한다. 또한 의령현감이 재판절차에서 독립하여 판결한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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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사에게 보고하고 관찰사의 지령을 받아 판결을 하였다는 점도 하나의 특

징이 된다. 

2. 원고 측의 주장

원고 측의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원고의 외 고조 손광후(孫光後)가 사환하던 노 은석(銀石)이 ‘양인 

여성’인 월화(月化)와 결혼하여 비 은월․은화 등을 낳아 길렀으며, 이들을 

원고의 외증조 손천뢰(孫天賚)가 깃득[衿得]하여 부리다가, 원고 조부인 하

수일(河受一)이 무남독녀 사위이므로 상속받았다. 비 은월은 비 대춘(代春)․

기환(己還)․임환(林還)․춘일개(春日介)를 낳아 길렀으며, 각자는 원고의 

부친 동생 4남매에게 분깃되었다. 비 은월은 노 오생(吾生)․미생(未生) 등 

2명을 낳아 길렀고, 원고 부친이 형제에게 이들을 부리게 하였다. 그런데 임

환이 고성의 김희방(金希方)과 결혼하여, 1615(광해군7)에 고성으로 이주하

였기에 해마다 신공을 받았다. 김희방은 그의 상전인 하자온(河自溫)에게 그

의 자녀들을 속신하여 달라고 매일 애걸하였지만, 하자온이 단호히 거절하고 

허락하지 않아 희방은 본인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다. 1631(인조9)년에 하자

온이 사망하자 주인을 배반할 꾀를 내어 고성의 시노(寺奴) 담당 색리(色吏)

에게 뇌물을 주고 공모하여, 1634년 10월에 임환을 속안(續案)에다 몰래 현

록하고, 춘일개 및 노 오생까지도 암록(暗錄)하였다. 즉 원고 집안에서 5대동

안 부리던 노비가 하루아침에 주인을 배반한 것이다.7) 

둘째, 피고 대춘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다. 대춘이 ‘본인의 외조부가 처

7) 1635년 ｢宜寧縣立案｣: 矣徒等外高祖孫光後使喚奴銀石亦 良女月化乙交嫁 婢銀月銀花等二口産長 

矣徒等外曾祖孫天賚衿得使喚爲如可 矣祖父河受一亦 長男獨女壻以 傳得使喚爲如乎 同婢銀月亦 婢

代春․己還․林還․春日介等四口乙産長 矣徒等父同生四娚妹分衿使喚爲旀 婢銀花段 奴吾生․未

生等二口産長 矣父兄弟分衿使喚爲矣 上項婢林還亦 固城居金希方稱名人交嫁 去乙卯年分 移居固城 

年年收貢爲如可 同希方亦 本是奸猾富饒之人以 厭其子女之仰役 恃其家財之饒足 其矣上典河自溫前 

其子女贖身爲良結 常日哀乞爲乎矣 河自溫牢拒不許乙仍于 同希方未遂其願 反懷怨心恒發惡言爲如

可 同河自溫 去辛未年分 不意身死後 倖其上典姜氏之孤寡 遽生叛主之計 固城寺奴色吏處 重賂同謀 

上年十月分 同林還乙 續案良中 潛隱懸錄爲旀 其弟春日介及其四寸奴吾生至 暗錄是如爲去乙 連五

代久遠使喚奴婢 一朝謀叛辭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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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부터 공노비였다’고 진술하였지만, 그의 외조부는 원고들 조상의 사노비인 

은석(銀石)이다.8) 

셋째, 피고 은월은 자신의 모친을 은금(銀今)이라고 하였지만, 그의 동생

인 은화는 그의 모친을 월화(月化)라 하여 모친의 이름이 서로 모순된다.9)

넷째, 피고 은월은 본인이 19세에 하생원 댁에서 일하였다고 하지만, 하생

원은 원고의 조부이며, 그는 1615(광해군7)년에 손가에게 장가들었다. 은월

을 1559(명종14)년생이므로 그녀가 19세이던 때는 원고의 조부가 장가가기 

전이다. 조부가 결혼도 하기 전에 은월을 부릴 이치가 없다.10)

다섯째, 피고 은월은 모친의 동생이 4남매라 하였지만, 그의 동생 은화는 

모친의 동생은 단지 1녀만 있으며 임진왜란 이후 자식 없이 죽었다고 하였

다. 따라서 은월이 3남매라고 주장한 것은 거짓이다.11)

여섯째, 피고 은월 주장에 의하면 찢어지게 가난하여 사노비가 되었다고 

하는데, 가난하다고 자식들을 사노비로 만들 수는 없다.12)

일곱째, 피고들이 고성에 많이 거주하는데, 은월에 촌수가 멀다고 말하는 

반면, 딸은 촌수가 가깝다고 하니 어미와 딸의 말이 모순된다.13) 

여덟째, 피고 임환은 속여서 속안(續案)에 몰래 투탁하였지만, 그의 모친 

및 이모인 은화 및 그 언니 대춘 및 기환 및 4촌인 미생 등은 모두 신구의 

속안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가족들이 모두 사노비인데 임환만 어찌 공노비

일 리(理)가 있는가?14)

8) 1635년 ｢宜寧縣立案｣: 同婢所招前後變辭 不同哛不喩 前前招內 其矣外祖始叱寺奴是如 納招爲在如

中 其外祖者 矣徒等祖上奴銀石也 其奴虛誕不一而足 同婢銀月招辭段置 飾辭哛不喩.

9) 1635년 ｢宜寧縣立案｣: 其矣母乙銀今是如爲良置 其同生弟銀花段 招內 其矣母乙 月化是如爲去乎 

同銀月不母其母 謬擧他名 託稱其母 於此可知是旀.

10) 1635년 ｢宜寧縣立案｣: 其矣身十九歲河生員宅 仰役是如爲良置 所謂河生員矣祖父 而去乙卯年分 娶

于孫氏則同婢銀月 己未生是去等 其矣十九歲仰役之年 矣祖父未娶之前也 未娶之前 同婢使喚萬萬無

理爲旀.

11) 1635년 ｢宜寧縣立案｣: 其矣母同生四娚妹是如爲良置 其同生銀花招段 其矣母同生只有一女 倭亂無

後身死是如爲去乎 銀月三娚妹之說 加于歸虛爲旀.

12) 1635년 ｢宜寧縣立案｣: 其曰 造泡而食之 解衣而衣之 脫足巾給頭帽而爲婢是如爲良置 豈可以一泡食

一足巾 作奴婢而傳子孫乎 以此無理之言 欲售叛主之計爲旀.

13) 1635년 ｢宜寧縣立案｣: 其族屬多在固城是如爲良置 其母則遠其寸數 其女則近于寸數 母女之言 大相

不同 其爲族屬之虛僞不卞可知是旀.

14) 1635년 ｢宜寧縣立案｣: 同婢林還 必于冒托續案爲良置 其母段 新舊續案名無爲乎哛不喩 其三寸銀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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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째, 피고 임환의 이름도 고성관에 공노비로 등재된 것만 제출하였고, 

차사원이 추쇄한 도안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따라서 색리와 공모하여 몰래 

투탁하였음이 명백하다.15)

열째, 피고 측 춘일개․오생 등은 공노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현재까지 원고 집안에서 진심을 다해 일하고 있는 중이다. 임

환이 재판정에 불출석하면서 제출한 문서의 주장 내용은 주인을 배반하려는 

것이다.16) 

열하나, 조선의 법전에서도 사건이 60년 이전에 있는 것이면 당사자가 현

존하지 않더라도 문기의 유무와 사정의 곡직을 따지지 않고 모두 청리를 허

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17)18) 그런데 100년 동안 5대를 이어 사노비로 부리

고 있는데, 피고 등이 하루아침에 주인을 배반할 계획을 세워 공노비라고 주

장하니 이것은 위단임이 분명하다.19)

종합하자면, 원고 하자징과 이중발은 피고의 신분이 사노비가 틀림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주장한 공노비로 입속한 입안은 위조된 것이고 

위격이라 주장하였다.

及其兄代春及己還及其四寸奴未生段置 並不懸錄爲有置 其母其叔其兄其弟 旣爲私賤 則林還一身哛 

豈有公賤之理乎?

15) 1635년 ｢宜寧縣立案｣: 同婢林還名段置 本官上達哛置付爲遣 推刷差使員都案 則不爲懸錄爲有置 其

爲色吏 同謀潛隱投託 加于現露是沙餘良.

16) 1635년 ｢宜寧縣立案｣: 其弟婢春日介 其四寸奴吾生招內 投託寺奴之事 婢矣徒等 專亦知不得是如爲

乎哛不喩 如前使喚 盡心服役爲在如中 同林還自知其罪 拒逆不現 姑爲延訟 其爲謀叛 加于的實爲旀.

17) ≪大典後續錄≫ <刑典> 決訟日限: 凡冒占良人及他人奴婢 或稱奴良妻所生 或稱祖上逃奴婢 爭訟 而

非當身見存 事在六十年以前者 勿許聽理(正德十年三月十二日本曹受敎)

18) 원고의 주장은 1515년 ≪受敎≫의 내용을 말하며, 1543년 반포된 ≪大典後續錄≫의 <刑典> 決訟日限 

규정을 지칭한 것이다. 본 규정은 이후 ≪續大典≫에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呈訴期限에 대한 자세

한 분석은 다른 연구를 기약한다.(≪續大典≫ <刑典> 聽理: 凡久遠田․民相訟, 一定大․小限施行 六

十年謂之大限, 三十年謂之小限 ○ 若相訟祖先田民合執盜賣者及逃漏公賤並不用此限 內奴婢入宣頭

案, 驛奴婢入形止案, 而稱以本主推尋者, 用小限, 事在三十年以前 十式年無頉 則勿聽 若反主投屬, 

本主相訟得決, 而逃避過三十年者, 不可以過限論, 用六十年大限 或稱祖上逃奴婢, 或稱奴良妻所生爭

訟, 而非當身現存者, 用大限, 事在六十年以前則勿聽 其冒占良人及他人奴婢爭訟者, 各依本律論 事

在六十年以前, 連二代良役者, 雖自己奴婢亦勿聽, 橫侵者以壓良爲賤律論 雖連二代良役而或投屬或

已入訟辨者, 勿論代數 相訟得決度數相等, 而事在六十年前者, 以時執者爲主.) 

19) 1635년 ｢宜寧縣立案｣: 法典段置 事在六十年以前 非當身現存者 不問文記有無 事狀曲直 並勿聽理

亦爲有去等 況此奴婢 連五代百年至使喚 一朝謀叛投託公賤 其爲違端情迹 現着爲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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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측의 주장

피고 측의 주장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피고 측에서는 원고의 주

장에 반대되는 주장을 한 당사자도 있었으며, 반대로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 진술을 한 당사자도 있었다.

첫째, 비 은월․대춘은 “피고의 모친인 은금(銀今)이 고성의 가리(假吏)인 

필이(必伊)와 결혼하였지만, 남편이 사망하여 진주로 흘러들어가 유리걸식하

였다. 진주에서 손생원 댁 노 은석(銀石)과 저의 어미가 결혼하고 비 은월과 

은화 등 2녀를 낳아 길렀다. 당시 손 생원이 피고들을 마치 양인 여성과 사이

에서 태어난 것처럼 사노비로 부렸지만, 모친은 원래 시노비라고 하였다. 그

래서 모친이 시노비이라면 피고와 자식들도 역시 시노비가 된다. 따라서 고

성에서 공노비로 속안에 등재하였다.”고 하였다.20)

둘째, 오생의 모친인 은화는 “고성 땅에 우리 일족은 없다. 뿐만 아니라 

강애복이라는 이름도 전혀 들은바가 없다. 공모하여 상언한 것도 이치에 전혀 

없는 것이다. 상언 내의 말정(末丁)이라는 사람을 저의 4촌이라고 하지만, 저

의 어미의 동생 1인은 임진왜란 후 자식 없이 사망하다.”고 하였다.21) 또한 

은화는 “저의 모친인 월화는 양인 여성으로 상전 하관(河瓘)의 외증조부의 

노자 은석을 남편으로 맞아 저와 언니 은월을 낳아 길렀으며, 상전댁에 대대

로 전래되어 와서 각각 역을 지고 있었으므로, 시노로 등재되었다는 것은 전

혀 알지 못하는 것이며, 사노비인 것이 명백하고 의심이 없다.”고 하였다.22)

20) 1635년 ｢宜寧縣立案｣: 婢銀月․代春等 招辭是在如中 矣母婢銀今亦 固城假吏必伊乙 交嫁居生爲如

可 同必伊亦 各司奴婢身貢 收捧上納次以 載舡海中致敗身死乙仍于 母亦不勝支當 率母流移乞食次

以 流移於晉州西面爲如可 同里居孫生員宅 奴銀石矣母乙交嫁 婢矣身及同生銀花等 二女産長居生時 

則孫生員亦 婢矣身等乙 爲良妻所生樣以 使喚爲在果 矣母生時 言謂矣身曰 固城邑內鄕基有之是如

爲旀 本以寺奴婢是乎等以 矣身及所生亦是寺婢乙仍于 本鄕固城官良中 所生等乙 案付是如 納招爲

有置.

21) 1635년 ｢宜寧縣立案｣: 婢矣身 時年七十四歲是白在果 固城地一族之說 曾素未聞哛不喩 姜愛卜稱名

段 前後未聞爲有去等 同謀上言爲乎所 萬無之理爲旀 上言內唜丁稱名人乙 四寸是如爲良置 矣母同

生一人 亂離無後身死爲乎去等 四寸何從而出乎 皆是虛事是去乎 相考施行敎事.

22) 1635년 ｢宜寧縣立案｣: 同奴吾生母銀花招內 婢矣母月化亦 良女以 上典河瓘外曾祖奴銀石乙作夫 矣

身及同生兄銀月乙産長 代代傳來上典宅 各各仰役爲如乎 寺奴置付之說 矣身專亦知不得 私賤明白無

疑是旀 婢矣母同生只有一女爲如乎 壬辰倭亂無後身死是如 納招爲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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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춘일개는 “비인 저는 비의 상전 외조인 손 씨 집안의 사노비로 현재

도 상전댁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주인을 배반하여 투탁한 사노비라는 말은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지 못 하겠다”라 하였다.23)

넷째, 오생은 “대대로 사노비인 것은 명백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사

노비가 된 근인(根因)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24)

다섯째, 강애복은 임금에게 상언을 하며, 피고들은 공노비임이 분명한데, 

원고들이 압량위천의 죄를 짓고 있다고 주장하였다.25)

피고 측에서는 본인들의 모친이 양인이 아니라 공노비였음을 주장하며, 관

청에서 시노비로 일한 것을 논거로 들었다. 하지만 원래 공노비라는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려 어떤 

피고는 모친이 공노비라고 하고, 어떤 피고는 공노비라는 말은 처음 듣는 말

이라고 하였다.

4. 재판관의 판결

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들어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첫째, 은월은 본인 어미가 고성의 공노비라고 하면서, 본인은 70년간 손 

씨 집안에서 사노비로 일하였다고 한다. 본인이 공노비인 것이 사실이라면 

본인 자신을 우선 속안에 등재하고 자녀들은 추후 등재하면 되는데, 본인은 

누락시키고 자식인 임환 만을 공노비로 등재한 것은 매우 수상하다.26)

23) 1635년 ｢宜寧縣立案｣: 同春日介所居丹城縣到付 捉入叛主辭緣推問 則招內 婢矣身段 婢矣上典外祖

孫哥邊 傳來代代私賤以 時方上典家仰役爲在果 叛主投入私奴婢之說 知不得是如 納招爲旀.

24) 1635년 ｢宜寧縣立案｣: 奴吾生所居晋州官捧招 則代代私賤明白無疑 私奴婢根因段 專亦知不得是如 

納招爲旀.

25) 1635년 ｢宜寧縣立案｣: 姜愛卜 上言內 臣一族寺婢銀月亦 因一族之被侵避接于晋州西面居兩班河自

徵籬下 則同自徵亦 十分敎恤 或給衣食以成愛養以及半歲 取作奴妻 而迷劣女人亦 不知事理 爲奴婢

使喚爲白如乎 至於其矣分衿時 永爲奴婢之計爲去乙 同銀月亦 原係私奴婢子孫以 癸酉年分 還集本

土 同年推刷時 銀月女息林還春日介奴吾生 幷以錄案 時方身貢及舟師分防之役 時方對答爲白去等 

同自徵及其孫子咸安居李重發於到本縣 其矣奴婢樣以 橫執爲白去乙 銀月四寸寺奴唜丁及子孫 皆以

寺奴身役對答爲白如乎 不干人不小公賤乙 謀稱其矣奴婢樣以 據執情由 本道監司前呈議送. 

26) 1635년 ｢宜寧縣立案｣: 銀月等招內 其矣母固城寺婢是如爲良置 其矣身七十餘年 私賤以孫哥子孫家 

仰役爲如可 上年始叱投屬加現哛不喩 寺婢的實 則其矣身爲先續案置簿後 其矣子女等乙 幷只次次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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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은화는 그의 어미는 대대로 양인 여성이라고 하며, 다만 그의 외가 

쪽에서 양족은 1인만 있었다가, 임진왜란 시에 죽었다고 진술을 하였다. 그

런데 언니인 은월은 그의 어미가 공노비이고 고성에 일족이 많다고 한다. 자

매들끼리 누구는 가족이 많다고 말하고 누구는 적다 말하고, 누구는 어미가 

양인이라 하고 누구는 공노비라 하는 것은 모순이다. 은월이 단독으로 주인

을 배반하려는 계획을 세웠음이 분명하다.27)

셋째, 은화 및 은화의 자식인 오생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임환은 고성의 

하급관리인 남편의 꾐에 의해 임환과 대춘을 공노비로 입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8)

넷째, 대춘의 진술과 그의 어미인 은월의 진술이 모순된다. 지난번에는 대

춘이 외조부를 시노라 하다가 이번 진술에서는 외조모가 시비라고 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고 모순이다.29) 

다섯째, 진주 함안 손가의 호적을 등사하여 상고하였더니, 피고들이 대대

로 사노비로 기록되어 있다.30) 

여섯째, 피고의 집안사람이라며 임금에게 상언을 한 강애복이 대춘의 일족

이라는 근거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의 상언 내에 10여 가지 

주장 중에서 무고이고 거짓이 아닌 것이 없다. 또한 은화의 진술에 의하면 

누가 상언하였는지 모른다 한다.31) 그리고 강애복의 진술과 은화의 진술이 

告入錄事良中 其矣身則落漏而不告是如 林還哛加現入屬爲有臥乎所 其爲事狀 極爲殊常爲沙餘良.

27) 1635년 ｢宜寧縣立案｣: 銀月同生弟銀花招內 其矣母 代代良女是如爲旀 其矣外邊良族段 只有一人爲

有如可 壬辰倭亂身死是如 納段爲有去乙 銀月段 其母乙 寺婢以 固城良中 多有一族是如爲臥乎所 一

腹所生以 其母邊乙 或良族是如爲旀 或寺婢是如爲旀 或外族絶無是如爲旀 或外族多有是如 兄弟互

相納段爲臥乎所 銀月獨亦 叛主辭緣明白無疑爲沙餘良.

28) 1635년 ｢宜寧縣立案｣: 銀花及銀花子奴吾生等招內 婢林還亦 固城人作夫 居生爲如乎 爲人所誘錄案

是如爲有去等 以此觀之 則代春․林還等 其夫所誘導良 叛主投屬無不爲之爲沙餘良.

29) 1635년 ｢宜寧縣立案｣: 固城空官時 巨濟縣令兼官以 婢代春捧招文籍相考 則招內 父段孫生員奴巨石 

父矣父段知不得是如爲良旀 外祖始叱寺奴是如 本縣一族寺奴愛卜等寺婢以 其矣身乙 懸付是如爲有

去乎 其母銀月招內則其母孫生員宅奴子交嫁 其矣等産長是如爲有去乙 代春段 外祖乙寺奴是如爲有

如可 本縣捉來更招時段 其矣母矣母乙 寺婢是如 納段爲臥乎所 前後變辭至於此極違端 處處現露爲

沙餘良.

30) 1635년 ｢宜寧縣立案｣: 晋州․咸安孫哥子孫等 戶籍乙移文謄來相考爲在如中 代代私賤以 懸錄爲有乎.

31) 1635년 ｢宜寧縣立案｣: 姜愛卜段置 代春一族根派 前後全不詳知哛不喩 上言內 十餘條件 無非誣飾

虛說是沙餘良 銀花招內 某人 上言爲有臥乎喩 知不得是如 納段乙仍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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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모순된다. 강애복은 은화와 일족이라고 하였지만 이 점도 의문이며, 강

애복은 임환․대춘 등의 남편으로 거짓 상언을 하다가 그 정황이 드러난 것

이다.32)

일곱째, 각 당사자 등의 진술을 살펴보니, 주인을 배반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 변론과정에서 대춘의 어미 은월은 “강애복의 말을 믿고 들어 주인

을 배반할 계획에 꾀였다”고 명백하게 자백하였다.33)

여덟째, 따라서 결론적으로 피고들을 주인을 배반한 율로 형벌을 가하여야 

할 것이지만, 순찰사겸관찰사께서 도의 주인으로써 백성들의 인명을 아끼셔

서, 피고 등을 이중발에게 결급하면서 주인을 배반한 율에 대해서는 징치하

지 않겠다고 제사를 내리셨다. 그러므로 추관(推官)으로서는 스스로 자판하

기는 불가능하다. 주인을 배반한 노비의 목숨을 보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한스럽고 애통하다. 같은 노비 등을 관찰사의 분부에 따라 원고들에게 결급

하고, 화명은 후록과 같이 한다.34)

즉 송관은 양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피고가 주장

한 공노비라는 사실은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의 진술이 앞뒤가 안 

맞는 점,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인명․나이 등에 오류가 있는 점을 볼 때 

피고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32) 1635년 ｢宜寧縣立案｣: 銀花一族是如爲良置 問東答西 不知根派 與銀花所招 大相不同哛不喩 上言

內辭緣 無一事相合 此漢必是林還․代春等夫 倘以濫呈上言爲有如可 及其捧招之時 其矣奸僞顯著爲

有去乎.

33) 1635년 ｢宜寧縣立案｣: 各人等招辭以觀之 則叛主之狀 無愚智皆知之是沙餘良 上項代春母銀月招內 

信聽姜愛卜敎誘叛主是如明白承服.

34) 1635년 ｢宜寧縣立案｣: 則不須多卞一言以蔽之 法當叛主以論斷事是乎矣 巡使道 幷只 道主以愛惜人

命 同奴婢等乙 李重發等處 決給而已 勿治叛主之律亦題音是乎等以 推官不能自斷 使叛主奴婢得保

軀命 誠可痛恨 同奴婢等乙 依使分付 汝矣等處 決給爲遣 花名後錄爲臥乎事是良旀 合行立案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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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635년 ｢宜寧縣立案｣의 법적쟁점 평석

1. 소송관할의 원칙 및 이송(移送)과 이송(移訟)․접송(接訟)의 비교

오늘날에도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여러 곳에 있으며, 원․피고의 거주

지가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당사자는 어떤 법원에서 재판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같은 법원 사이에서도 상하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동종이거나 동급의 법원이 다수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법원 

중 어느 법원에서 특정사건을 관장하는가 하는 소송사건 분담을 두고 관할이

라 부른다.35) 선행연구에서 조선시대 관할에 대하여는 ① 재판의 지역적 한

계를 지칭하는 토지관할, ② 동일사건을 심리하게 되는 여러 법원 간 재판권

의 한계를 지칭하는 심급관할, ③ 소송물의 종류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분에 

따른 법원의 직무분장을 가지고 분류한 직무관할로 구분하였다.36) 이는 매

우 타당한 분석이며, 이 분류에 의해 1635년 ｢宜寧縣立案｣의 관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토지관할이 문제가 되었다. 조선시대 민사소송은 원고가 

담당 관청에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관할권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

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원고가 피고의 거주지의 官司에 가서 제소하여 판결

을 얻었다.”37)라는 ≪大明律≫의 규정에 의해 피고 소재지 관청이 가졌다. ｢宜

寧縣立案｣에서도 피고인 은월 등의 거주지 의령현에서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 거주지의 관사에서 소제기가 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조선시대 민사

35)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11판)�(박영사, 2017), 92면.

36) 임상혁은 조선시대의 관할을 설명하면서 현재의 관할개념과 구분하여 개념정의를 하였다. 그 기준

에 의하면, 직무관할(직분관할)은 어느 법원에 어떤 재판권의 작용을 분담할 것인지 정하는 것으로 

심급관할도 이와 관련하여 다루어진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직무관할에 관하여 심급 말고 문제될 

것이 없어 심급관할만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직무관할은 소송의 대상 또는 당사자의 신분에 

따라 관할하는 기관에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는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현재 분류체계로는 소송물에 

관한 기준으로 사물관할이 있으나, 이는 訴價에 관한 것이고, 소가에 따라 단독판사에 배분할 것인

지 학의부네 배분할 것인지를 정하기 때문에 조선에 적용은 곤란하다고 한다.(임상혁, ｢조선전기 

민사소송과 소송이론의 전개｣(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0), 43~51면)

37) ≪大明律≫ <刑律> 告狀不受理條: 若詞訟原告被論在兩處州縣者 聽原告就被論官司告理歸結 推故不

受理者 罪亦如之(各減犯人罪二等 並罪止杖八十 受財者 計贓以枉法從重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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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토지관할의 원칙이 정확히 지켜졌다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본 사

건에서 피고들은 의령현에만 거주한 것이 아니라, 의령․진주․고성․거제 

등으로 분산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즉 소송물 혹은 복수의 피고가 지리적으

로 분산된 경우인 것이다. 이런 경우 병합청구의 관할이 문제 되는데, 현행법

상 관련재판적38)과 같은 방법이 적용되었다 평가할 수 있다.39) 이 사건에서

는 여러 곳에 분산된 피고를 한 곳으로 모아 재판할 필요가 있었고, 관찰사

의 지시에 의해 의령현으로 토지관할이 병합되었다.

현행법상 관할위반이 있으면 이송(移送)을 하게 되는데, 소송 경제적 차원

에서 소를 각하하지 않고 계속하여 심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조선시대 민사

소송의 관할에서는 유사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다른 개념인 이송(移訟)이

라는 개념이 있었다. 보통 이송(移訟)은 당사자 중 한사람이 판단하기에 재

판관과 상대방 당사자가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 등 제척․기피 등의 사유

가 있을 경우에 청구하였다. 즉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인근의 밝고 강직한 

재판관에게 이송(移訟)하여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해 달라는 것이다.

1635년 의령현 입안에서도 조선시대 민사재판관할의 원칙 및 이송(移訟)

에 관해 알 수 있다. 특히 본 입안에서도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행정관청에서 관할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본 사건의 피고들은 의령

현․고성현․진주․거제 등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다. 이들의 진술을 한 곳에 

모아 재판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의령현감은 관찰사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다. “은월․은화․은화의 자식인 오생․은월의 딸인 춘일개 등은 

각자 그들이 거주하는 곳의 관에서 진술을 하였는데, 본현(의령현)에서 한 

장소에서 진술을 받은 것이 아닌 것은 믿을 수 없어 보입니다. 진주 및 고성

현령에게 명하여 당사자들을 모두 한 곳으로 모두 불려 대질하여 진술을 다

시 받아 판결을 하도록 지시하여 주십시오.”40) 이에 대해 관찰사는 “모두에

38) 이시윤, 앞의 책(각주35), 110면.

39) 임상혁, 앞의 책(각주36), 47~48면.

40) 1635년 ｢宜寧縣立案｣: 銀月同生弟銀花․銀花子吾生․銀月女春日介等乙 各其居所官捧招爲有去乎 

必于經官父籍是白喩良置 非本縣一處捧招乙 似不可取信 晋州固城兩邑良中 各移文各人等 捉來一處

面質 更良捧招事 幷只行下爲只爲 合行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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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문하여 한 곳으로 모이게 하여 실상을 추문하여 알아낸 뒤에, 만약 주

인을 배반하여 투탁한 정상이 확실하다면, 형추할 것을 첩보할 것. 1634(인

조12)년 10월 26일. 안동에서 관찰사 착서 답인.”41)이라 답하였다. 즉 관찰

사의 지시에 의해 여러 곳에 거주하는 피고들은 의령현에 모두 모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처럼 토지관할이 변경되는 절차를 일러 바로 이송(移訟)이라 

하였다. 또한 본 사건처럼 여러 곳의 관할에 있던 사건이 하나의 사법행정청

으로 모여 하나의 관할로 모여 병합하여 심리하게 된 것을 두고 접송(接訟)

이라 하였다. 그 근거로는 1635년 의령현 입안에서 관찰사가 “현재 접송(接

訟)한 의령현에 모든 문서를 이송하고 명백히 조사하고 결절한 후 처치하는 

것이 마땅함. 상고하여 시행할 것”42)이라 명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본 

사건에서는 재판관 뿐 아니라 원고도 이송을 원하였다. 즉 원고들이 피고 대

춘 일족들은 아전 및 관속들과 공모하여 오결을 할까 두려워 한다는 것이 

이송(移訟)을 요청하게 된 근거가 되었다.43) 

소송의 이송(移訟)에 관하여 참조할 수 있는 다른 사례로는 1578(선조11)

년 6월 1578년 경주(흥해군) 노비결송입안사례를 들 수 있다.44)45) 1576년 

초계(草溪)에 거주하는 이춘수(李春壽)가 경주부에 이준(李浚)․이순(李淳) 

형제를 상대로 하여 노비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다. 이춘수는 초

계에 거주하였다는 사실 말고는 다른 정보가 없으며, 피고 이준 및 이순 형

41) 1635년 ｢宜寧縣立案｣: 題音內 幷移文捉來一處推問 査得實狀 叛主投屬的實爲去乙等 刑推牒報向事 

到付 甲戌十月卄六日 在安東使署踏印.

42) 1635년 ｢宜寧縣立案｣: 牒報回送內 時接訟宜寧縣良中 文書移送 使之明査決折後處置 宜當相考施行

向事 回送是乎等以.

43) 1635년 ｢宜寧縣立案｣: 厥後同婢代春等及河自徵重發․柳氏等乙 一處推閱次以 至於報使 所居官良

中 捉送事乙 再三移文爲乎矣 同人等 後不現身爲有如可 更呈議送明決宜寧官移送是如 同縣移文據 

同婢銀月及代春等乙 捉送于同縣 時方接訟是如爲乎旀 同李重發等所言內 代春一族寺奴等 皆爲衙前

官屬相達是如 必爲誤決云云爲遣 旣已移訟爲有置.

44) ｢萬曆六年 興海郡 立案｣(동의어 1578년 경주부 노비결송입안, 1578년 李浚 형제 決訟立案)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소장 

(http://archive.aks.ac.kr/Inspection/insDirView.aspx?dataUCI=G002+AKS+KSM-XD.1578.4711-

20101008.B043a_065_00309_001).

45) 이 1578년 노비결송입안을 이용한 역사학적 법제사적 선행연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심희기, 

｢조선시대 詞訟에서 제기되는 문서의 眞正性 문제들｣, �고문서연구� 46(한국고문서학회, 2015); 

김경숙, ｢1578년 경주 여주이씨 이준가의 노비결송입안｣, �고문서연구� 23(한국고문서학회, 2003); 

한상권, ｢16세기 여주이씨 노비소송과 의송｣, �고문서연구� 48(한국고문서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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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경주(慶州) 옥산동(玉山洞)에 거주하였다. 이춘수는 소를 제기한 이후

에 50일 동안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었다. 그러던 중에 경주

의 부윤은 교체되었고, 본 사안은 1577년 2월 흥해군(興海郡)으로 이송(移

訟)이 되었다. 

조선시대에 이송(移訟)은 현행법상 소송의 이송(移送)과는 달랐다. 현행법

상 소송 이송은 어느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며, 관할위반의 경우 소를 각하하기보다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선도․이송함으로써 다시 소를 제기할 때 들이는 

시간 및 노력 등을 절감하게 하고 소송경제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대표적으로는 관할위반의 이송과 재량이송이 있다. 관할위반의 이송이란 관

할권 없는 법원에서 있는 법원으로 옮기는 것으로, 전속관할에 한하지 않고 

사물관할․토지관할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현행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재량이송이란 심판의 편의 때문에 관할권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서 현저

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이거나(동법 제35조), 지방단독판사로부

터 지법합의부로 이송하는 경우(동법 제34조 제2항) 등을 들 수 있다.46)

하지만 조선시대의 이송(移訟)은 관할관이 遞職하거나 파직되어 돌아간 

경우47)거나, 당사자가 해당 재판관의 공정성에 의심을 품고 인근의 剛明한 

재판관으로 옮겨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가능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경주부윤이 교체되어 재판할 송관이 없어진 경우이며, 새롭게 부임할 관리를 

기다리고 그 관리가 사실관계의 자초지종을 알아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를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577년 5월 7일 전송관(前訟官)이었던 

경주부윤의 문서를 당사자들(元隻)이 같이 봉함하여(監封)하여 인근의 흥해

군으로 가서 다시 소를 제기하였다. 

조선시대의 이송(移訟)과 현행법상 이송(移送)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조선시대의 이송(移訟)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

46) 이시윤, 앞의 책(각주35), 123~126면.

47) ≪大典續錄≫에 의하면 전임 재판관이 파직되어 재판을 마무리 하지 못하는 경우 후임 재판관이 그 

소송을 연이어 하라고 한다. ≪大典後續錄≫ <刑典> 雜令條: 凡訟事 前等官已決折未成立案而遞 雖

非交代 後等官成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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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였던 것에 반해, 현행법상 이송(移送)은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

으로 인한 이송결정에 의해 행하여진다. 특히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은 당사자의 직권에 의한 이송도 가능하지만, 관할위반의 이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하게 된다. 둘째, 조선시대의 이송(移訟)은 주

로 원래 소가 제기된 고을의 인근의 고을의 재판관에게 이송되는 것이 원칙

이었던 것에 반하여, 현행법상 이송(移送)은 그 관할에 따라 일반법원에서 

전문법원으로 이송되기도 하고, 지법단독에서 지법합의부로 이송되기도 하

며, 일반법원에서 가정법원으로 이송되기도 한다. 셋째, 두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다르다. 조선시대의 이송(移訟)은 당사자 편의를 위하여 신속하고 정

확하고 공평무사한 재판결과를 받아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였다. 반면에 

현행법상 이송(移送)은 법원의 소송경제적인 측면에서 관할위반을 각하하지 

않고 이송결정을 하여 소송을 경제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것이다.

2. 민사소송에서도 고신(拷訊)을 시행하며 

‘평문(平問)’에서 ‘형문(刑問)’으로 전환

조선시대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할 때 피고인이 범행사

실을 자백하지 않으면 고신(拷訊)을 가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되었다. 이

는 조선시대 이전의 고려시대에도 인정되었던 법원칙지만, 1398(태조 7)년

에 법에서 정하지 않은 고신을 금지하고, 생명을 잃을 정도의 고신을 금지하

였다.48) 그리고 1417(태종 17)년에는 고신을 집행하는 횟수를 정하였다. 이

에 의하면 “신장(訊杖)은 1차에 많아도 30대를 넘을 수 없고, 집행 횟수는 

장부에 적었다. 경중(京中)에서 형신을 관장하는 관아에서는 신장의 수와 횟

48) ≪太祖實錄≫ 14 1398(태조7)년 윤5월 26일: 刑曹典書柳觀啓曰: “人之氣稟, 鷙悍剛果, 柔懦怯弱, 至

不同也. 故或有眞盜, 耐其捶楚, 終不招承, 或被誣告, 不忍苦毒, 猥自誣服, 人之情僞, 至難辨也. 掌刑

吏, 唯務服人之名, 不顧人命之重, 乃設法外之刑, 而多方訊之, 罪未著於案上, 身已斃於梃下. 雖眞盜, 

若不招承而斃, 猶有嫌於決獄, 而況無辜致命, 冤抑豈小乎? 乞令中外用刑者, 止依律文, 以行拷問, 其

法外之刑, 一切禁斷. 雖依律文拷問, 亦於一日之內, 不過三四問, 常令辨其辭色, 驗其證佐, 要明其眞

僞, 不得妄加捶撻.” 上嘉納, 下都堂, 令中外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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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기록하여 계본으로 보고하며, 경중에서는 왕의 전교를 받아야 한다. 만

약 외방 수령은 신장을 가할 때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반드시 관찰사에게 보

고한 이후에 시행한다.”49)고 하였다. 이 ≪受敎≫에 의하면 고신 1차에 30대

를 넘을 수 없고, 지방 수령이 고신을 집행할 경우 반드시 관찰사에게 보고

한 뒤에 행하라 한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고신 횟수 제한은 조선조에 규정

된 것이 아니라 고려대의 제도를 계승 부활한 것이다.50)

이처럼 형사소송절차에서 고신에 관한 규정은 ≪經國大典≫에서도 규정이 

되었다. 그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罪人의 罪名과 처음 구금한 날자, 拷訊의 회수와 罪를 판결한 건수 등을 각각 

해당 관청에서 每 10일마다 기록하여 임금에게 보고하고 지방에서는 계절의 끝 

달에 임금에게 보고한다. 決訟도 같다(決訟同)(강조 필자)51)

즉 ≪經國大典≫ <刑典> 推斷조의 고신(拷訊)규정은 형사절차에만 적용되

는 것이 아니었다. 경국대전의 조문에서 명시적으로 “결송에도 적용된다(決

訟同)”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 절차 및 행정절차에서도 경우에 

따라 고신을 가하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였던 것이다.

하지만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원칙적으로는 심문과정에서 당사자에

게 평문(平問)을 하면서 심문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강하게 추궁하여 당사자

의 자백을 받아낼 필요가 있거나, 피고인이 중죄를 범한 경우에는 평문으로 

49) ≪太宗實錄≫ 33 1417(태조7)년 5월 11일: 命六曹議定訊杖之數, 仍命可言之事, 擬議以聞. 刑曹啓: 

“議政府、諸曹奉敎擬議條件. 一, 訊杖每一次多不過三十度, 須令置簿, 以憑後考. 一, 凡訊杖體制及

打下處, 一依義禁府例. 一, 壓膝一次二人, 二次四人, 三次六人. 其犯十惡、强盜、殺人外, 毋得用此. 

一, 京中掌刑各司, 已決訊杖次數及杖數, 每於決等啓本具錄. 雖竟未得情, 其已行訊杖者, 次數杖數亦

當啓聞, 毋得濫刑. 一, 京中攸司凡奉敎拘問, 應加訊杖者必啓聞, 然後乃行. 一, 外方各官守令, 凡罪

囚應加訊杖者, 毋得擅自行刑, 必報觀察使, 然後施行. 臨時可決輕罪, 不在此限, 決後亦報觀察使. 觀

察使每季月, 各官罪囚訊杖次數及杖數, 亦依京中例, 具錄啓聞. 一, 京外官吏, 如有不體聖上欽恤之

意, 違法亂刑者, 京中司憲府; 外方都觀察使, 許犯罪人親屬陳告, 依律論罪.” 從之.

50) 田中俊光, ｢조선초기 斷獄에 관한 연구: 형사절차의 정비과정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

위논문, 2011), 258면. 

51) ≪經國大典≫ <刑典> 恤囚: 罪人罪名, 始囚日月, 拷訊及決罪數, 各其司每十日錄啓, 外則節季啓 決訟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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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지 않고 형문(刑問)으로 전환하였다. 형문이란 임금의 특별한 명령에 

의하여 달리 취급할 경우 이외에는 모두 통상의 예에 따라 형장을 치면서 

추문(刑推)하는 것을 지칭하였다.52) ≪經國大典≫에서 평문으로 충분하지 못

하여 형문을 해야 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었다. “상민과 천민으

로서 과거(대개 무과)에 급제한 자(常賤出身)가 중죄를 범하면 평문하되, 자

백을 하지 아니하면 형조에서 임금에게 품의하여 형추(刑推)한다. 지방의 과

거급제자의 경우에는 상천민이나 사족을 막론하고 관찰사가 곧 바로 형추한

다.”53)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간사함과 거짓이 있다면 형문하고 조사

하되[現推] 당상관 및 의친(議親)과 공신에게 시행할 경우 계로 아뢴 뒤 시행

하였다.54) 이후 1692년 ≪受敎≫에서 형문을 가하여야 할 사안으로 다음을 들

었다. “상한(常漢)으로 (무과에) 합격한 무리가 문기를 위조하여 (남의) 토지

나 노비를 훔쳐 팔거나 (돈 등을) 빌려주었다고 사칭하여 은화를 빼앗기를 

시도하는 것은 정상이 매우 악독하다. 평문(平問)으로는 실정을 알아내기 어

려우니 형조에서 보고하고 형추(刑推)한다”55) 그리고 실제 왕조실록 등에서 

형문을 한 사안을 보면, 평문으로는 실토하지 않고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경우였다.56) 고신(拷訊)은 조선시대 형사재판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목격자

의 자백 기타의 진술을 얻어내기 위하여 일정한 법적규제와 제한 하에 실시

하는 강제수단으로 평가되었으며, 자백 기타의 유용한 진술을 얻기 위한 법

정의 규격을 가진 신장으로 신체의 일부를 타격하면 진술을 강요하는 방법인 

것이다.57) 이처럼 심문절차에서 신장을 쳐서 진술을 받는 것은 형사에만 국

한되는 것은 아니었다. 

민사소송절차에서도 평문으로 변론절차를 진행하다가 당사자가 자백을 하

52) ≪續大典≫ <刑典> 恤囚: 凡罪人拷訊嚴刑, 別判付外, 並循例刑推.

53) ≪經國大典≫ <刑典> 推斷: 常賤出身干犯重罪, 平問而不服則本曹啓禀刑推 外方出身, 勿論常賤․士

族, 觀察使直爲刑推. 

54) ≪各司受敎≫ 一 有奸僞爲白去等 刑問現推爲白乎矣 堂上官及議親功臣乙良 啓聞施行.

55) ≪受敎輯錄≫ 常漢出身輩 犯僞造文記 盜賣田民 及詐稱貸人謀奪銀貨 情甚痛惡 以平問之下 有難得情 

自刑曺啓稟刑推 [康熙壬申承傳].

56) ≪光海君日記≫ 77권, 1614(광해6)년 4월 24일: 不可以平問而得其情, 若鞫問則起龍之事狀眞僞, 可

以立辨矣; ≪明宗實錄≫ 8권, 1548(명종3)년 6월 24일: 平問則皆不直招. 請刑推.

57) 심희기, �한국법제사강의�(삼영사, 1997), 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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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자 형문으로 전환하여 재판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바로 1635

년 ｢宜寧縣立案｣ 사례이다. 여기서 재판관인 의령현감은 평문절차에 형문절

차로 전환할 것을 관찰사에게 요청하였다. 의령현감은 “은월 및 대춘 등에게 

함께 진술하라 해도, 서로 꺼리고 직접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정상

은 매우 흉악합니다. ‘평문(平問)’하여서는 하나의 결론을 낼 수 없을 것입니

다. 여러 당사자의 진술 등을 상고하여 살피시고 하나로 귀일하도록 처분하

여 주십시오”58)라 관찰사에게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관찰사는 “모두에게 

이문하여 한 곳으로 모이게 하여 실상을 추문하여 알아낸 뒤에, 만약 주인을 

배반하여 투탁한 정상이 확실하다면, 형추(刑推)할 것을 첩보할 것. 1634(인

조12)년 10월 26일. 안동에서 관찰사 착서 답인.”59)이라 답하였다. 즉 현령

의 보고에 대한 관찰사의 승인 및 지시에 의해 피고들에 대한 형문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관찰사는 “사건의 주모자인 은월의 진술을 들으니 진

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고 거짓을 꾸밈은 매우 흉악하다. 마땅히 회송

하여 형추하고 규문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녀가 지금 80세인데, 80늙은 여인

은 법에서 형추하는 것이 불가하다. 그래서 무릇 수괴인 임환을 궁문(窮問)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착송할 것을 그가 거주하는 고성현에 이문한다”고 하

였다.60) 그러므로 관찰사는 강애복이 공무를 마치는 대로 수금하고, 임환을 

즉시 이송하여 와서 형추를 가하여 진술을 듣도록 지시하였다.61)

관찰사의 지시에 따라 의령현감은 1635(인조13)년 2월 11일 임환에게 형

문을 받는다는 진술서에 오른손을 수촌하게 하고 신장 30대를 쳤다. 그 의령

현감이 임환에게 신장을 치면서 받은 진술서 및 의령현 입안에 등장하는 형

58) 1635년 ｢宜寧縣立案｣: 銀月․代春等 幷只互相納段 諱不直招爲臥乎所 其爲情狀 極爲兇惡爲乎矣 

平問以萬無歸一之路爲去乎 前後各人招辭相考 道以參商歸一行下敎矣.

59) 1635년 ｢宜寧縣立案｣: 題音內 幷移文捉來一處推問 査得實狀 叛主投屬的實爲去乙等 刑推牒報向事 

到付 甲戌十月卄六日 在安東使署踏印.

60) 1635년 ｢宜寧縣立案｣: 其爲情迹 極爲兇惡 所當依回送 刑推窮問事是乎矣 渠亦年至八十是在等 八

十老女 法不可刑推是在果 大槩魁首婢林還乙 不可不窮問乙仍于 捉送事乙 所居固城縣移文爲乎矣.

61) 1635년 ｢宜寧縣立案｣: 如此無據之事 冒屬公賤 至於欺罔 上言事極駭愕 同姜愛卜乙良 量田畢役卽

時囚禁爲旀 林還乙良移文捉來刑推得情後 牒報向事 到付 甲戌十二月卄八日 在大邱使署踏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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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일자 및 당사자에 대한 일람표는 다음과 같다.

위의 <표 1> 및 <표 2>의 진술서 및 형문 일람표를 살펴보면, 의령현감은 

≪經國大典≫에서 규정한 고신절차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당사자에게 신장을 칠 때 수결을 받았으며, 하루에 30대를 넘지 않았고, 또 

당일 신장을 치고, 곧이어 다시 신장을 치지는 않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집

62) 1635년 ｢宜寧縣立案｣: 乙亥二月十一日 婢林還 年四十五 白等 李重發等呈議送據 三代至仰役爲如

可 寺奴婢樣以 固城縣投入叛主是沙餘良 公賤的實 則所當不推以 自進對卞事是去乙 五六番至移文

推捉爲良置 終始拒逆不現辭緣 及汝矣母同生銀花․吾生等 所招是在如中 汝矣身 私賤的實爲乎矣 

寺婢樣以 投入錄案 叛主爲如可 現露辭緣 依使道回送 爲先刑問現推敎事 白 着右手寸 官署踏印 刑

問卅度.

번호 연월 당사자 고신 내용

1 을해년(1635, 인조13) 2월 11일 비 임환 형문 30도.

2 을해년(1635, 인조13) 2월 11일 비 대춘 당일 신장30도.

3 을해년(1635, 인조13) 3월 16일 강애복 형문 30도.

4 을해년(1635, 인조13) 3월 16일 비 대춘․임환 당일 각각 형문1차. 신장30도.

5 을해년(1635, 인조13) 4월  1일 비 대춘․임환 당일 형문 각각1차. 신장30도.

6 을해년(1635, 인조13) 4월  2일 강애복 을해 16일 형문 1차. 당일 1차. 신장30도

<표 2> 1635년 ｢宜寧縣立案｣의 刑問 일람표 

을해년(1635, 인조13) 2월 11일. 비 임환 45세. 형문 30도.

이중발 등이 제기한 의송에 의거하면, 3대에 이르기까지 앙역을 하다가, 공노비인 것처럼 고

성현에 투탁하여 주인을 배반하였다. 그뿐 아니라(배반하였고) 공노비인 것이 사실이라면 마

땅히 추쇄할 사안이 아니라고 자진하여 변론할 것인데, 5~6번 정도 이문하여 재판정으로 출

석하라 하여도 끝까지 거역하고 불출석하였다. 그리고 너의 어미의 동생 은화․오생 등의 진

술에서도 너는 사노비가 적실한데도 공노비인 것처럼 녹안에 투탁하여 주인을 배반하다가 발

각되었다. 이 모두를 관찰사의 회송에 의거하여 우선 형문을 가하고 현장에서 추문한다.

진술. 우수촌을 함. 관서답인. 형문(刑問) 30도.62)

<표 1> 의령현감이 피고에게 刑問하며 수결을 받은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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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그리고 의령현감은 관찰사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이후에 피고

들에 대한 신장을 쳤으므로, 이 점에서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킨 것이다.

본 사건이 노비의 신분에 관한 민사소송임에도 불구하고 평문을 통해서는 

피고들이 자백을 하지 않았다. 의령현감이 판단하기에 주인을 배반한 사노비

임이 확실하므로, 이후 피고들을 반주의 율에 의해 처벌할 가능성도 있으므

로 형문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민사와 형사의 명확한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재판절차가 가능하였다. 또한 1635년 ｢宜寧縣立

案｣의 재판관은 피고를 수금63)한 기록이 나온다. 즉 “이들이 본주를 모반하

고 공노비로 모속한 정상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새로운 현령이 부임한 후

에 사핵할 것이지만, 대춘은 잠시 수금하겠습니다”.64) 이점도 조선시대는 민

사소송과 형사소송이 구분되지 않고 혼재된 민․형 일체형 재판제도였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다.

3. ‘인적 강제’로서 민사강제집행의 확보

오늘날 민사의 소를 제기하여 변론절차를 거친 뒤 확정판결을 받는 것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이다. 강제집행(Zwangsvollstreckung)이라 함은 국

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집행권원이 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

시키기 위한 절차이다.65) 즉 재판을 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확실하게 집행력

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조선시대 민사재판(더 넓게 나아

가서 동양법에서의 민사재판)에서의 강제집행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지점

이 아니다. 얼핏 보아서는 조선시대 법전에서 집행에 관한 법조문 및 제도를 

찾기가 힘들다. 실제 조선시대 민사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고 어려운 쟁점이다. 이 글에서는 자세한 논증은 생략하고, 조선시대 

63) ≪經國大典≫ <刑典> 囚禁: 杖以上囚禁, 文․武官及內侍府․士族婦女․僧人, 啓聞囚禁 如司饔院․

掖庭署之類一應入番者同 犯死罪者先囚後啓 僧人犯殺․盜․淫․傷人者同. 

64) 1635년 ｢宜寧縣立案｣: 固城兼官前 推捉捧招報使回送內 此人等謀叛本主 投屬公賤之狀 極爲駭愕 

新縣令下來後査覈爲乎矣 代春乙良 姑爲囚禁事 回送導良.

65) 이시윤, �신민사집행법(제6보정판)�(박영사, 20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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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송입안 등에서 확인 가능한 민사집행제도에 대한 ‘단초’를 간략히 살펴본

다.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조선시대 민사소송에서 집행제도는 법제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두 번 세 번 재판하여서

라도 당사자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설원(雪冤)사상, 정리(情理)에 의한 재

판의 강조, 심급관할 및 직무관할의 불명확, 확정판결 이후 관이 민들에게 

집행을 강제하는 법제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당사자는 본인들이 ‘직접’ 상대 당사자를 재판정에 데려오고 출석하

게 하였다. 달리 말해 조선시대에 ‘송달제도’가 없었던 것도 당사자에게 사건 

해결을 맡기게 된 배경이기도 하였다. 이런 점도 집행제도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변론절차에서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를 재판정에 불러오기 위

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살펴보자. 조선시대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를 제

기한 뒤 피고가 출정하여 원고의 소제기에 응하게 하는 것이 ‘응송(應訟)’이

었다. 피고가 응송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면 비로소 ‘시송(始訟)’이 되었다. 그

런데 피고의 출정은 재판관이 ‘피고를 데려오라’는 제사(題辭)를 내려주었고, 

이를 원고가 가져가 피고에게 보이고 출정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았다. 피고가 두세 번 미루고 출

정하지 않으면 원고가 관에 다시 잡아와 달라고 요청하였고, 재판관이 다시 

‘즉시 잡아오라’는 제사를 내리면 차사(差使)를 보내어 잡아오게 하였다.66) 

1635년 ｢宜寧縣立案｣에서도 고성관에 차사를 보내어 피고를 의령현으로 잡

아오게 하였는데, 피고가 차일피일 미루며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관찰사가 

차사원에게 징계를 가한 기록이 나온다.67) 또한 본 사건에서 원고 이중발 

및 하자징이 거제에 살고 있는 피고 임환이 변론절차에서 불출석하자 직접 

임환을 잡아서 재판정에 데려 오려 하였으나, 임환의 사주를 받은 남자들에

게 구타를 당한 일도 있었다.68) 민사집행의 단계 이전에 변론과정에서도 당

66) 박병호, �韓國法制史攷�(법문사, 1974), 272면.

67) 1635년 ｢宜寧縣立案｣: 則移居巨濟而移文捉送計料是如 回答後 終不捉送 未知其由爲在果 不小啓下

公事 如是遲滯 極爲未安仍于 爲先牒報爲去乎 固城次知刑吏乙 本縣移囚 同婢林還乙 期於捉送事乙 

兼任巨濟縣令亦中 行下敎是 上項各人等 招辭相考 道以各別參商歸一行下爲只爲 合行云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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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를 출석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볼 때, 조선시대 강제집행이 

원활이 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렇지만 조선시대에도 민사소송이 종결된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집행

력’을 확보하여야 하였다. 집행이 전혀 없는 재판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

문이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민사재판절차에서 확정판결이 난 뒤에 강제집행

은 어떻게 확보되었을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800년대 ｢安東府立案｣

이다. 이 결송입안을 통해 민사 강제집행의 방법 중 하나인 인적집행의 양상

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은 소송의 객체에 대하여 

집행을 하게 되며, 현행법상 대부분의 집행은 ‘물적 집행’이 되는 것이다. 하

지만 서양에서도 오래전부터 인신에 대한 집행인 ‘인적 집행’이 시행된 바 

있다. 조선시대 결송입안에서도 ‘물적 집행’을 한 예는 거의 찾기 힘들고, 예

외적으로 패소한 당사자에게 ‘당신이 재판에서 패소하였으므로, 승소자에게 

소송의 객체를 돌려주고, 앞으로는 권리 침해를 하지 말라’는 식의 인적강제

를 하여 강제집행을 확보하는 시도를 일부 확인할 수 있다. 1800년대 ｢安東

府立案｣을 살펴보자.

본건의 원고 논금은 원래 수원 사는 박 모라는 양반의 여자종이었다. 논금

이 안동 내성으로 내려와 삼계서원의 종인 순업(順業)과 결혼을 하고 4명의 

딸을 낳았다. 주인인 박 모가 논금에게 가액을 받고 종량하여 주었는데, 남편

이 죽은 뒤 서원에서 논금의 속량 관계 문기를 빼앗고 변조하여 논금을 서원

의 비로 만들고 논금의 딸들까지 횡탈한 사안이다. 즉 이 판결에서는 논금 

및 그의 딸의 신분이 문제된 것이다. 논금 및 그의 딸들은 양인이 되는 것인

지, 아니면 서원의 여자종이 되는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원고 논금은 본인이 오래전에 박 모라는 양반의 여자종이었지만, 가액을 

주고 종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상전에게 종량을 하였으므로 본인

은 양인이라고 주장하고, 그러한 본인의 딸들도 양인이라 주장하였다. 피고

68) 1635년 ｢宜寧縣立案｣: 汝矣身乙 捉送事 移文報是遣 李重發河自徵等 歸往巨濟 汝矣身乙 執捉到固

城縣 則聚軍李重發等乙亂打 至於移文 幷以裂破是如 李重發等白活爲有置 某某人等 因某事 亂打爲

白如乎喩 隱諱除良 從實現告亦 推考敎是臥乎在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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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논금이라는 여성은 삼계서원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한 여자종이 분

명하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논금과 그의 딸들은 서원의 여자종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재판관은 다음과 같은 논거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첫째, 재판관은 서

원에서 논금을 매수하였다는 문서를 살펴보니, 문서에 개서(改書)한 것이 명

백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매수문서는 위조임이 틀림없다.69) 둘째, 삼계서원

의 속안(贖案)을 살펴보아도 논금의 이름은 없다. 50년이 지나도록 속안에 

없는 것은 피고의 주장이 부당함을 증명한다.70) 셋째, 피고들의 진술에서 본

인들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한다.71) 따라서 재판관은 법에 따

라 어미의 상전에게 속량한 여자종의 딸을 아비의 상전이 부리는 것은 부당

하다고 하며,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72) 

그런데 이 결송입안에는 다른 결송입안과 달리 피고들의 진술장(혹은 다

짐장)이 연서되어 현존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9) 1800년대 ｢安東府立案｣: 所謂書院買得文書 取納考閱 則果是□□乙亥買得成文 順興府官斜 而買賣

明文中 論今之今字 改書以女字 婢主․證筆捧侤音中 上款論今之今字兩處 皆以女字 印後改書 明白

無疑 下款論今之今字兩處 則未及改書 仍置以當初所書論今是乎所 以官斜侤音中 論今名字兩處宛然

者 觀之則此文記 明□(是)論今贖良文書 而文書奪取之後 書院奴僕輩 中間幻弄 改書名字 欲以旣贖

於母上典論今 拖作幼時已死之院婢論女 欺蔽耳目 仍作院婢之計者 昭不可掩是旀.

70) 1800년대 ｢安東府立案｣: 若果書院買得婢 則必載於官上贖案乙仍于 甲子年贖案 及加▣成婢 取納相

考 則三溪書院久遠奴婢 及近來□□(買得)奴婢 俱爲入錄 而至於論今段 並無載錄之事是乎□(所) □

(果)是乙亥買得 至今收貢者 則五十餘年之間 累經式年 何不入錄於贖案 而空然見漏乎 以此推之是良

置 論今本非書院買得 可以揣知.

71) 1800년대 ｢安東府立案｣: 業成亦以爲買得一款事 在久遠□ 未得明知 而至於論今之以奴良妻所生而

橫侵 一院奴▣諸議 皆以爲曖昧是如爲乎矣 矣身段 迫於書院使喚 有此 就卞云云是如爲臥乎所.

72) 1800년대 ｢安東府立案｣: 凡私婢之旣贖於母上典之後 父上典法不當次知是□□(去乙) 秤以奴良妻 

推尋云者 院僕所爲 專不成說是遣 □□□(院僕旣)曰 □□曖昧是如則 論今之非院婢而被侵 極甚可

矜是乎等以 同院奴業成段 幻弄文書 橫侵良民之罪 捧侤音治罪後 書院所奪論今贖良文書 還爲推給

於論今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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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1800년대 ｢安東府立案｣

▣▣七月卄日 三溪書院首奴業先 年五十 白等 

矣徒等與論今良賤與否 推閱是如乎□□ 矣身所納 所謂論今買得文書中 本明□(文)中 論今之今字 以

墨改書以女字 其餘 □□(婢主)․證筆人捧招中 亦爲改書 而其下之▣▣(今字) 不爲改書 明白 以論

今見存是乎所 ▣(旣)贖於其矣母上典之論今 矣身等自下▣▣中 幻弄改書 敢爲欺瞞 推閱是如可 奸

▣▣(狀敗)露 各別科罪敎事 

白   [左寸]  使   [押] 決笞拾貳度

74) 1800년대 ｢安東府立案｣

▣▣七月卄日 三溪書院首僕業成 年五十 內城居良女論今名呈所志內 其矣身乙亥□…□□(捧價許

  ｢문서1｣ ▣▣ 7월 20일

  삼계(三溪) 서원 수노(首奴) 업선(業先) 50세. 진술.

  저희들과 논금(論今)과의 양천 쟁송의 당부를 심문한다고 하기에, 제가 논금을 매수하였다

는 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명문 중 논금의 ‘금’자는 묵으로 개서하여 ‘여’자로 썼으며, 여

자종의 주인과 증필인에게 받은 진술에서도 “역시 개서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의 “금”자는 개서를 하지 않아 명백하게 “논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 어미의 상전에게서 속량된 논금을 저희들이 ○○○○ 간사한 꾀를 내어 개서하여 감히 

기만 하려고 하였으나 심문을 받아, 간사한 정황이 탄로가 났습니다. 각별히 벌을 주십시오. 

  진술         [좌촌]

  관찰사       [서압]

  태20도에 처함73) 

<표 3> 피고 업선에 대한 형벌 집행 다짐장(진술서) 

  ｢문서 2｣ ▣▣ 7월 20일 

  삼계서원 수복(首僕) 업성(業成) 50세.

  내성에 거주하는 양인 여성 논금의 명의로 제기된 소지에 의하면 “자신은 을해년(1755년

(영조 31) 수원에 사는 상전 박가로부터 가액을 받고 양인이 되는 것을 허락받은 후에, 서원

에서 문서를 탈취하고 자신을 노비로 만들었습니다”라 합니다. 

  (관가에서) 소장에 의거하여 양당사자들에게 심문을 하신 바, 저희들은 서원(書院)의 노복

들인데 논금의 속량문서를 탈취하고, 간사한 꾀를 내어 개서하여 이치에 어긋나게 횡침한 간

사한 정황이 드러나 이미 다짐을 제출하고 형벌을 받았으며, 탈취한 문서는 논금에게 환급하

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관가의 판결이 있은 이후에도 옛날 악행을 고치지 못하고, 이치에 

어긋나게 다시 침범하는 폐단을 부리다, 만약 다시 탄로가 나면 저희들은 압량위천의 율로써 

법에 의거해 처치하십시오. 

  진술      [좌촌左寸]

  관찰사    [서압押]74)

<표 4> 피고 업성이 원고를 다시 침범한다면 형벌을 받겠다는 다짐장(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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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문서 2건은 정확한 문서명이 붙여 있지 않아,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진술인지, 재판이 끝난 이후의 다짐장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그 내용으

로 추정하건대, 재판과정에서 재판관의 심문에 대한 진술로 판단하기 보다

는, 소송이 종결된 이후의 다짐장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75) 피고들은 

피고들 서원의 수노(首奴)로써 변론과정에서 원고 논금을 피고들의 서원에

서 매수하였다는 매수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지만, 해당 문서가 위조된 것임

이 밝혀졌으며, 그들이 원고의 속량문기를 탈취하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였

음이 드러났다. 그래서 수노인 피고들은 원고와의 재판이 종결된 이후에 태

20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는 현행법상 민사소송에서 증인이 위증한 경우

에도 위증의 벌을 받는 것과 비견될 수 있지만, 현행법상 민사소송 당사자는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즉 판례에 의하면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

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

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한다.76) 

반면 <표 3>에서 당사자인 피고들이 위증을 하고 위조한 행위에 대한 형

벌을 가하는 것은 조선시대 민․형 일체형 소송의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표 4>에서 피고들이 앞으로 원고를 다시 사원의 비로 만들

려는 행위를 하면 압량위천의 율에 따라 형벌을 받겠다는 다짐을 한 것은 

국법질서의 당연한 귀결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민사소송에서 강제집

행의 일원으로 볼 수 있다. 즉 위 문서들은 조선시대 민사재판에서 패소한 

당사자에 대한 ‘인적집행’의 일례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결송 이

후에 패소한 당사자에게 형을 가하고 불가침의 다짐을 받는 것이 이례적인 

良)(上)典水原朴哥之後 自書院奪取文▣(書) ▣▣▣(作奴婢)是如呈狀據 彼此兩造推卞 則矣徒等以

院僕論□(今)贖良文書奪取 幻弄改書 非理橫侵是如 ▣▣(奸狀)敗露 旣已捧侤音受罪 所奪文書 自□

□還給論今處是白在果 如是官決之後 ▣(如)有不悛舊習 非理更侵之弊是白如可 有所▣▣(敗露)是

白去等 矣徒等以壓良爲賤之律 依▣▣(法處)置敎事

白   [左寸]  □(使)   [押]

75) 1800년대 ｢安東府立案｣: 본 결송입안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는 원고를 침범하지 말라는 뜻으로 

사원의 노비들에게 엄하게 분부하고 그들에게 다짐을 받으라.”고 기술되어 있다(更無侵責之意 院

僕處 嚴飭分付 捧侤音後 其所生等 後錄決給於論今處 以憑考次 合行立案者 行府使 [押]).

76)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도14360 판결 참조.



38   法史學硏究 第59號

것임은 주의해야 한다. 모든 조선시대 민사소송에서 이러한 절차가 진행된 

것은 아니며, 특히 본건은 원고의 신분에 관한 결송과 별도로 피고들이 원고

의 신분 문서를 위조한 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선시대에 민사강제집행을 활성화하는 직접적 법

제도는 없었으며, 그 이유는 두 번 세 번 재판하더라도 당사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법의 목적이라는 동양법의 특징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만 결송입안 등에서 확인한 바, 당사자에 대한 ‘인적 강제’로서 집행력을 확

보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이는 현행법상 용어로 풀이하자면, 패소자에 대한 

집적강제나 대체집행 등이라기보다 ‘심리적으로 간접적인 강제(간접강제)’77)

를 활용하는 ‘인적 강제’집행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재판관은 패소한 당사자

에게 소송의 대상에 대한 이행강제를 명한 것이 아니라, 패소자는 승소자의 

권리를 앞으로는 침범하지 말라는 식의 강제를 한 것이다. 그것도 경우에 따

라(예외적으로) 패소 당사자에게 형벌을 가하면서 강제한 것이다. 경우에 따

라 패소자에 대한 ‘형벌집행’이 강제집행의 한 방법이 되기도 한 것이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조선시대 민사집행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조

선시대 민사소송제도가 소권(actio)중심의 소송절차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현행 강제집행제도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집행권원이 된 사

법상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켜주는 제도이다. 결국 집행이 되려면 먼

저 ‘청구권’이 있어야 한다. 조선시대 민사소송에서 강제집행제도가 원활하

지 않았고 강제집행에 관한 법제가 부족하였던 것은 사실이라 판단된다. 그 

이유는 조선시대 민사소송이 소권(actio) 중심의 소송절차가 아니었기 때문

이다. 당사자의 ‘소권’ 및 ‘청구권’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재판관이 이에 대한 

권리침해여부를 결정해주게 되고, 집행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

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증은 다른 연구로 다시 시도하고 여기서는 생략한다.

77) 주의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심리적으로 간접적인 강제(간접강제)’는 현행법상 ‘간접강제’와도 엄밀

히는 다르다. 현행 제도로서의 ‘간접강제’는 예컨대 ‘연말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달에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본고에서 말하는 ‘간접강제’는 

현행법상 ‘간접강제’와 같은 용어로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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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찰사의 지령에 의한 의령현감의 판결

1635년 ｢宜寧縣立案｣의 특징 중 하나는 관찰사에 의한 재판지시를 들 수 

있다. 이 사건을 관할하던 의령현감 및 고성군수․거제현령 등의 보고를 받

은 관찰사가 재판과정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여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의령현감이 단독으로 독립하여 재판한 것이 아니라, 관찰사의 지시에 따

라 재판절차가 진행되었다. 관찰사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성․진주․거

제․의령현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들을 모두 의령현으로 이송(移訟)하게 하

였으며, 의령현에 접송(接訟)된 이후에도 각 현에서 받은 진술 및 소송당사

자의 관계문서를 모두 의령현으로 보낼 것을 지시한다. 즉 의령현 한 곳에 

모든 당사자를 모으고 소송관계문서를 모아 명백하게 시비를 가려라는 것이

다. 현행 법률용어로 말하자면 관할의 지정(현행 민사소송법 제28조)에 해당

하는 것이다. 관찰사가 관할구역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소송경제 및 실체진실 

확보를 위해 의령현으로 관할을 이송하게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령현감이 1634년 10월 피고들에 대하여 ‘평문(平問)’ 절차

로 충분하지 못하여 ‘형문(刑問)’절차로 전환하는 것을 문의하자, 관찰사는 

이에 대한 허락을 내렸다. 조선시대 형사소송절차에서 지방관이 형문을 하는 

경우 상급관서에 보고하는 것이 법에 의한 절차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타당

한 조치이다.

본 사건에서 관찰사는 이송(移訟) 지시 및 형문(刑問)허가 등의 소송절차

에 관한 것만 지시한 것이 아니라, 본 사건의 요건사실에 대한 판단도 하였

다. 즉 관찰사는 “앞의 각 사람들은 마땅히 그들의 종래의 근각 및 부모․조

부모․승중손의 소생들이 어디에서 앙역을 하였는지를 이름 및 나이를 모두 

추고하되, 양인을 사칭하였으면 양족의 양적을 살펴보고, 사천이 공천을 칭

하고, 본 아문에서 만든 속안에서 본주와 직명이 기재되지 않으면, 전래되어 

온 천적을 가져와서 대조하며, 진고를 잘 살펴보아 모두 하나로 추열하여 빨

리 첩보하기 위하여 관문을 보내니 상고하라.”78)라고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관찰사는 “은월 및 그 소생들이 공천인지 사천인지 여부는 현재 사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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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중이다. 강애복의 진술을 살펴보니, 진고를 한 안득신은 수금되어 

심문을 받고 있는 비 대춘의 남편이라고 하였다. 진고는 원래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본인의 처가 공노비인지 사노비인지 판단할 때, (안

득신이) 원래 없는 것을 지어내어 이와 같이 진고를 하였으니 매우 간교한 

것이다. 같은 노비 등은 사건을 처리한 뒤 그들이 소재하는 관으로 잘 헤아

려 이문하며, 최종적으로 관찰사에게 그 조치결과의 연유를 첩보하라.”79)라

고 하여 소송의 요건사실을 본인이 정리하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하여 관찰사가 재판의 승․패소에 대하여 사실상 판단하여 의령현감에

게 지시하였다.

그리고 본 사건에서 관찰사는 확정판결 이후 피고들에게 주인을 배반한 

죄를 물어 형을 집행하지 말고 원고들에게 피고들을 사노비 신분인 상태로 

반환하라고 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민사집행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지시

이기도 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패소한 당사자에게 내릴 형벌을 ‘인정에 의해 

양형을 감경’하도록 지시한 것이기도 하였다. 즉 이 소송에서 피고들이 주인

을 배반한 사노비들임이 의령현감에 의해 밝혀졌다. 이에 대하여 관찰사는 

“대춘 등의 범죄행위는 비록 중하지만, 미욱한 여인으로 다른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중죄라는 함정에 빠졌다. 그러나 지금 다시 형을 가하면 ‘맞

아 죽는(徑斃)’의 폐단이 생길 수 있어 본주인 거주지로 돌아가게 하며, 강애

복은 응당 석방 중에 있으니 모두 방송 할 것”80)이라 하였다. 관찰사는 피고

들에게 주인을 배반한 율81)을 물어 형벌을 가하면 80~100대의 장 맞다 죽

78) 1635년 ｢宜寧縣立案｣: 其等徒從來根脚及父母祖父母所生孫所生前後仰役處 小名年歲幷以推考稱良

爲去等 良籍良族 稱公私賤爲去等 本衙文正續案 不付本主職姓名 傳傳賤籍取納 憑考陳告有矣 幷以

歸一推閱牒報事 關是置有亦 相考爲乎矣.

79) 1635년 ｢宜寧縣立案｣: 上項婢銀月及其所生等乙 公私賤與否 時方査覈爲在果 姜愛卜所招以觀之 則

所謂陳告人安得信亦 囚推婢代春夫是如爲在如中 此無非凡人陳告向事 而其妻公私賤分定之時 謀欲

一端發明之計 如是陳告爲有臥乎所 極爲奸巧爲在果 同奴婢等乙 歸一後 渠等所在官移文計料爲旀 

緣由牒報爲臥乎事是良旀.

80) 1635년 ｢宜寧縣立案｣: 代春等所犯雖重 此是迷劣女人爲人所誘 自陷重罪 今又加刑不無徑斃之弊 分

揀放送 使本主區處爲旀 姜愛卜段置 應在蒙宥中 幷只放送向事.

81) ≪大明律≫ <戶律> 出妻: 若婢背家長在逃者, 杖八十, 因而改嫁者, 杖一百, 給還家長. 窩主及知情娶

者, 各與同罪, 至死者, 減一等, 不知者, 俱不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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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관찰사는 의령현감에게 피고들의 죄를 

묻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들이 원고의 집에 가서 다시 일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이는 노비를 다시 사노비로 부리겠다는 원고들의 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에게 형을 집행하여 피고들이 죽게 되면 소를 제기한 실익

이 없게 된다는 사상의 발로로 볼 수 있다. 관찰사의 처분은 양형의 문제로 

보아 죄는 있지만 피고의 노령의 나이를 감안하여 형벌을 감면한다는 ‘애민

사상’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처분은 노비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합리적

인 민사집행의 방법을 제기한 것으로도 평가해 볼 수 있다.

요컨대, 본 사건에서 관찰사는 현감에게 구체적인 민사소송절차를 지시하

였다. 의령현과 고성․진주 등에 흩여져 있는 피고들을 모두 의령현으로 이

송(移訟)하게 하였고, 접송(接訟)이 된 의령현에 소송관계문서도 이문할 것

을 지시하였다. 또한 관찰사는 신분확인에 관한 민사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의

령현감의 요청에 따라 평문(平問)절차에서 형문(刑問)절차로 전환할 것을 지

시하였다. 또한 관찰사는 본 사건의 변론절차에도 관여하여 요건사실에 대한 

판단 및 재판의 결론에 대해서도 판단하였으며, 재판 이후 집행의 문제 및 

양형에 대한 지시도 하였다. 특히 관찰사는 패소한 당사자에게 형벌을 가하

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장형을 받아 피고가 사망하게 되면 원고가 소제기를 

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관찰사로서는 민사집행을 위한 고려를 한 것이다.

Ⅳ. 마치면서

본고는 1635년 ｢宜寧縣立案｣을 판례평석의 형식을 통해 분석한 글이다. 

1635년 ｢宜寧縣立案｣은 1586년 ｢羅州牧立案｣(이지도․다물사리)과 1586년 

｢安家奴案｣과 함께 조선의 3대 신분확인 소송이라 할 수 있다. ｢安家奴案｣은 

양반이었던 일족이 하루아침에 노비가 된 사건이며, ｢羅州牧立案｣과 ｢宜寧

縣立案｣은 공노비로 투탁하던 피고 일족이 판결에 의해 사노비로 된 사건이

다. 이 두 사건은 양반 집 사노와 결혼한 여성의 신분이 양인이라면 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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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양반집안의 사노비가 되고, 그 여성의 신분이 공노비라면 그 자녀들이 

공노비가 되었던 점에서 쟁점이 같다. 1635년 ｢宜寧縣立案｣에서 재판관인 

의령현감은 피고들이 원고 집안의 사노비임이 틀림없다고 확인하고 원고들

에게 피고들을 사노비로 환급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입안에서 확인할 수 있

는 ‘법적인 쟁점’은 다음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선시대 민사소송절차에서 관할의 원칙 및 이송(移訟)제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민사재판에서 토지관할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거주지

를 관할하는 관청에서 담당한다고 법조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 

결송입안에서도 피고 거주지 관할 원칙이 준수되고 있었다. 다만 본 사건에

서는 공동피고들의 거주지가 달랐다. 소제기 시 피고들이 원고 집안에서 도

망간 지 수십 년이 지났으며, 피고들은 의령․고성․진주․거제 등에 흩여져 

살고 있었다. 그래서 원고들이 소제기를 할 때 의령현․고성현등의 여러 관

에 소제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입안에는 여러 관들끼리 사건의 시비를 가

리기 위해 주고받은 관문서가 유난히 많은 것이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관

찰사는 사건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령현으로 피고들을 모아 재판하려 하였다. 

즉 병합청구의 관할이 문제 되는데, 현행법상 관련재판적과 같은 방법이 적

용되었다. 고성․진주 등에서 의령현으로 소송 사건을 이관하여 것을 이송

(移訟)이라 불렀고, 이때 여러 소송 건들이 병합하여 모이게 된 의령현은 사

건이 접송(接訟)된 것이다. 이를 통해 이송(移訟) 및 접송(接訟)의 용례를 알 

수 있었다. 조선시대의 이송(移訟)과 현행법상 소송의 이송(移送)은 유사하

지만 다른 제도이다. 현행법상 이송(移送)은 관할위반의 경우 소각하를 하지 

않고 이송하여 재판을 이어가는 제도로서 소송경제적인 측면이 강하다. 반면 

조선시대의 이송(移訟)은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측면이 강한 제도였다. 

그러나 이송(移訟)을 신청하는 사유는 다양하였는데, 이송(移訟)의 신청은 

당사자 일방이 재판관과 상대 당사자가 관련 있다고 여겨 제척․기피를 신

청하는 경우이거나, 인근의 강직하고 밝은 재판관에게 재판을 다시 받고 싶

거나, 전임관이 이임한 후 후임관이 부임하지 못한 경우 재판을 빨리 받고 

싶은 경우에 가능하였다. 본 사건에서 관찰사는 의령현으로 병합하여 심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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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각 관청에서 재판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관찰사

는 여러 현의 사건을 이송(移訟)하게 하고 의령현으로 접송(接訟)하게 한 것

이다. 

둘째, 조선시대 민사소송절차의 변론과정에서 ‘평문(平問)’에 의한 민사재

판 절차와 ‘형문(刑問)’에 의한 민사재판절차의 차이점을 대비할 수 있었다. 

특히 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에 대하여 고신(拷訊)을 가하면서 변론과정을 

전개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통해 ‘민․형 일체형 소송사회’의 한 단면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조선시대의 민사소송절차가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에 입각

한 절차였지만, 경우에 따라 재판관의 ‘규문주의’적 재판관행도 존재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셋째, 조선시대 강제집행제도에 대한 한 단면을 알 수 있었다. 조선시대 

민사소송법제에서 상대적으로 집행제도는 미약한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제기된 소에 대한 집행을 통해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여야 한다는 관

념은 존재하였다. 이러한 관념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인적집행인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당사자 중 1인이 재판을 회피하는 상대방을 직접 재판정에 출석하

게 하는 것은 송달제도의 미비 때문이기도 하지만, 재판절차 및 재판종료 후

의 공권력에 의한 집행이 미약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민사재판절

차에서 절차가 종료된 후 패소한 당사자 일방에게 형벌을 가하며, 앞으로 상

대방 당사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하지 말 것을 다짐하게 한 예도 있었다. 이

러한 것은 강제집행의 방법 중 ‘인적강제’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례가 예외적이고 소수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전시대로 성급히 일반

화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다.

넷째, 조선시대 재판의 독립의 원칙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현행

법상 재판이라는 것은 성문화된 법전에 의해 독립된 법원에서 판사에 의해 

행해지며, 법관은 양심에 의해 독립하여 재판을 하게 된다. 이러한 관념은 

조선시대에는 크게 찾기 힘들었던 것이다. 본 사건에서 의령현감이 재판관

이었지만, 재판과정에서 ‘사실상’의 판결은 관찰사가 행하였다. 관찰사는 요

건사실에 대한 판단도 하였고, 판결의 결론을 제시하며 양형 혹은 집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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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까지도 관여하였다. 조선시대 소송은 민․형 일체의 소송이었다. 그리

고 사법과 행정이 미분화된 조선에서 ‘재판’은 ‘사법행정’의 일종이었을지도 

모른다. 특히 당사자가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민사재판에 대한 재판관들의 

인식은 ‘청원’과 다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시각으로 당시

의 재판절차를 법관의 독립이 미보장된 후진적인 시스템으로 평가하기보다, 

사법행정의 일종인 민사소송에서 관찰사가 재판에 관여하여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충실하려 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다만 조선시대 결송입안의 

대부분들은 관할지역의 수령 1인이 소송절차에서 일괄적이고 주도적인 역

할을 하고, 1인의 수령이 단독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더 많았던 점도 

주의해야 한다. 즉 의령현 입안과 같은 사건은 조선시대에도 예외적인 사례

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조선시대의 결송인안(決訟立案)은 그간 당연한 전제로 민사소

송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결송입안이 판결인지 

조정이나 중재인지 제3의 유형인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통시

대 사법(司法) 및 사송(詞訟)의 본질과 관련되므로, 본인의 연구가 축적된 이

후 다시 시도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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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lass identification litigation in Joseon dynasty

－Year 1635 ｢宜寧縣立案｣

Son Kyoung Chan*

82)

The purpose of present research is to introduce the contents of 1635 ｢宜寧縣

立案｣ and annotate its legal issues. This could be called as an “identification” 

lawsuit. In this case, the plaintiff Ha family argued that the defendants must 

be brought to the private slaves of Ha family since the defendants are children 

born to women who was married to their own male slave of Ha family. On 

the other hand, the defendants contended that they were public slaves as their 

mother was a public slave. In 1635, the governor of Uiryeong decided in favor 

of the plaintiff on a set of reasons that the arguments of plaintiffs were reliable, 

that the defendants’ statements had factual flaws, that the testimony of 

defendants were inconsistent and that one of the defendants confessed that his 

ancestors were originally private slaves. This case is one of the three major 

identification-related lawsuits during Joseon dynasty along (together) with 1586 

｢羅州牧立案｣(Damulsari․Yijido) judgment and 1586 ｢掌隷院立案｣(｢安家奴

案｣) judgment. 

The legal evaluation of this legislation is as follows. First, one can find 

out the principles of jurisdiction and Yisong(移訟, transfer)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Joseon dynasty,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was based on the 

 * Research Professor,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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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of defendants. In this case, the defendants were scattered in 

Uiryeong, Goseong, and Geoje; thus the judge decided Yisong(移訟) for all 

defendants to Uiryeong for hearing. Therefore, the cases involving multiple 

defendants went to Uiryeong-hyeon through Yisong(移訟, transfer) for 

Jeopsong(接訟, combined judgment). The Yisong(移訟) during the Joseon 

dynasty was to move the jurisdiction to adjacent areas for protection of rights 

of the parties. It is different from the current Yisong(移送, relocation) that 

intends to promote judicial economy without rejecting the lawsuit in case of 

violation of jurisdiction. Second, during Joseon dynasty, it was legally 

possible to win a confession by torture(拷訊) in civil procedures as in 

criminal procedures. This case is an example of that. In civil procedures, the 

procedure of interrogating without torture was called ‘Pyoungmoon(平問)’ 

and the procedure of interrogating by torture(拷訊) was called ‘Hyoungmoon

(刑問)’. Third, this case shows an aspect of compulsory execution in civil 

lawsuits during Joseon dynasty. The civil execution during Joseon dynasty 

was relatively weak, but indirect compulsion was possible through punishment 

of the defeated. That is, the case provides a basis for compulsory execution 

in civil lawsuits as “human execution”. Fourth, it is reasonable to evaluate 

the fact that the trial was conducted by the governor of Uiryeong(宜寧) who 

took instruction from the provincial governor as an effort to find a more 

appropriate way to protect the rights of people in question, rather than as a 

lack of legal independence.

 

[Key Words] Verbal interrogation without torture: ‘Pyoungmoon(平問)’, 

Verbal interrogation with torture: ‘Hyoungmoon(刑問)’, 

Interrogation by moving the jurisdiction to adjacent office by 

the request of person in question: Yisong(移訟), Continuing 

the lawsuit after the case arrives at the new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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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psong(接訟), Compulsory execution in civil lawsuits 

during Joseon dynasty, Identification during Joseon dynas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