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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민사재판에서 短訟의
의미와 재판격식의 변화상
1)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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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조선후기 사료에서 절차적 격식을 갖추지 않은 약식의 처결방식을 지칭하는 말로 ‘短訟’,
‘短訟處決’, ‘短訟決給’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 민사소송에서
단송(短訟)의 의미와 실체, 민사재판의 변화상을 살펴보았다.
조선 후기 삼도득신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송체(訟體)와 격식을 갖추지 않은 채 사건을
처결하는 단송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하였다. 조정은 단송이 널리 행해지
는 현실을 인정한 가운데 ‘연달아 세 번 득결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도득신법의 규제에 편입
시키려 하였다. 단송은 노비, 전택 등 중요한 계쟁물에 대해서도 행해지고 있었다. 법령에서
단송의 질지[作紙]는 격식 또는 송체를 갖춘 결송 질지의 절반으로 규정되었다.
사료에서 ‘단송’에 대비되는 격식을 갖춘 재판을 가리킬 때 ‘具格式’, ‘具訟體’, ‘依官式’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jymoon@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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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말이 쓰인다. ‘구송체’, ‘의관식’은 소송에 한정되어 쓰이는 표현이고, ‘구격식’은 소송
에 한정되지 않고 어떤 사건 또는 사무를 격식을 갖추어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관식’은
단순히 ‘관식을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진함이 없이 변론이 종결되었고 판결을 신청한
다는 소송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용적 표현이다. ‘구송
체’ 즉 ‘송체를 갖춘다’는 말은 일차적으로 당해 분쟁에서 양쪽 당사자가 있는 소송 즉 ‘양조
지송(兩造之訟)’ 또는 상송(相訟)이 성립하고 그렇게 취급된다는 것이고, ‘양 당사자가 관정
에 서서 곡직을 밝게 조사하고 문서들을 제출하여 입락을 판별한다’는 소송의 일반원칙과 격
식을 갖추어 심리한다는 의미가 있다. 시대가 내려올수록 소송 격식이 완화되는 경향 속에서
‘의관식’ 절차는 점차 비필수적인 것이 되었고, 19세기에는 ‘구송체’가 단송에 대비되는 재판
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단송은 그 자체 ‘송(訟)’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조지송 또는 상송이 성립하는 것을 전
제한다. 단송은 구두 진술만 받고 승패를 정하는 방식으로 처결될 수도 있고, 판결이 문서화
되는 경우 대개 소지에 제김[題音]의 형식으로 간략히 처결내용을 적어주는 것에 그치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입지 또는 입안을 작성해줄 때도 있다. 정부는 부실한 판결과 거듭되
는 소송을 유발하는 단송의 문제점을 인식하였지만, 단송 자체를 억제하거나 단송에 일정한
절차적 격식을 강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종래 결송입안과 사급입안 질목값을 정하고
있던 결송해용지(決訟該用紙) 규정은 대전회통 단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결송질지의
수입이 결송입안 작성의 동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결송 질지의 폐지는 이미 존재하는 격식의
완화, 간소화 경향을 가속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시송다짐과 결송다짐과 같은 조선의 특유한 소송 격식은 조선 전기에 마련된 친착결절법,
삼도득신법 등 인위적인 소송억제 법제 위에 존립하고 또 특별한 절차적 기능을 가졌다. 조
선 후기 재판격식의 완화 경향은 어떤 의미에서 조선 특유의 소송법과 격식이 퇴조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 단송은 단지 조선 후기적 현상 또는 격식을 갖춘 재판에 대비되는 예외적이고
일탈적인 재판방식으로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조선의 특유한 소송 격식을 거둬내면 드러나
는, 행정의 일부로서 재판이 행해지는 세계에서 존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재판형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의 민사재판제도는 이와 같이 저변에 존재하는 단송처결적 재판 관행
위에 격식이 형성되고 퇴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배경과 요인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이다.
[주제어] 短訟, 依官式, 具訟體, 具格式, 大訟, 決訟立案, 作紙, 조선시대, 민사소송,
간이재판

Ⅰ. 서론
필자는 1870년대 전라도 영광군 민장치부책(民狀置簿冊)에 나타나는 민사
분쟁의 양상과 지방관의 청송실무를 다룬 논문에서 민장치부책의 소송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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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송처결(短訟處決)적인 청송실무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1) 단
송(短訟)은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짧은 기간에 끝난 소송 또는 간단한 소
송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단송처결적’이란 표현을 쓴 이유는 단순히
그 소송사건들이 단기간에 끝난 간단한 것이라고 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조
선 후기 사료에서 발견되는 ‘短訟’, ‘短訟處決’, ‘短訟決給’ 등의 의미에 주목
하여 그 쟁송처리의 방식이 ‘단송처결적’이라고 말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조선 시대의 모범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절차적 요소와 격식이 갖추어지
지 않은 약식의 소송처리방식을 뜻한다.
조선 시대의 법제, 법서, 결송입안 등의 자료에서 추출되는 모범적인 소송
절차는, ‘원고의 소장 제출 → 피고 소환 → 양 당사자의 출석과 시송다짐[始訟
侤音] → 변론과 증거조사 → 결송다짐[決訟侤音] → 판결 → 결송입안의 작성

과 발급’의 순서로 진행된다.2) 이와 같은 모범적인 소송을 대상으로 한 기존
의 연구에서는 19세기의 민장치부책 자료와 다량의 소송소지(訴訟所志) 자
료에서 나타나는 약식의 쟁송처리 방식이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민장치
부책상의 분쟁기록이나 산송 관련 고문서를 분석한 연구에서 이미 이러한
약식의 쟁송처결 방식이 인식되고 있지만, 격식을 갖춘 모범적인 소송처리
방식과 비교하고 단송의 의미와 실태를 정면에서 다룬 선행연구는 현재까지
없다.
그러나 오늘날 민사재판에서 정식재판절차와 간이재판절차가 병존하고 있
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 시대에도 사건의 성격과 난이도, 소송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측의 자원, 소송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격식을 갖춘 재판과 약식
의 재판이 병존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또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조선 후기에 그러한 약식의 청송 방식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단송’이라는 말
이 관용되고 있었음은 법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뺷속대전뺸 형전 청리
조(聽理條)의 삼도득신에 관한 법문에 “단송은 연달아 세 번 승소한 경우 청
문준영, ｢19세기 후반 지방사회에서 민소(民訴)와 청송실무(聽訟實務)－전라도 영광군 민장치부책
(民狀置簿冊)의 분석－｣, 뺷법학연구뺸 60-1(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302면.
2) 상세한 것은 임상혁, ｢조선 전기 민사소송과 소송이론의 전개｣(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
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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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허하지 않는다”(短訟連三次得伸者, 勿許聽理)고 하였다. 또한 본론에서
소개하듯이 결송의 질지[作紙]3)에 대한 형조와 한성부의 규정에는 단송의
질지를 통상의 결송 질지의 절반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법적 규율대
상에 포함될 만큼 단송이 뚜렷한 명칭과 실체를 가진 소송처결방식의 하나로
서 존재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단송을 도외시한다면 당시의
민사재판의 전체적인 구조와 실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단송처결, 단송결급 또는 단송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조
선 후기 사료에서 단송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설명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사
료에서 단송은 소극적인 방식으로, 즉 ‘관식에 의하는 것(依官式)’,4) ‘격식을
갖춘 것(具格式)’ 또는 ‘송체를 갖춘 것(具訟體)’이 아닌 재판방식으로 거론
되고 있다. 단송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표현들의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법령, 연대기 자료, 소송관계 고문
서에서 ‘단송’ 및 단송에 대비되는 용어들이 쓰인 예를 찾아내어 그 의미를
파악하려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동시에 당시의 민사재판의 전체적인 구조와
실상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예컨대 오늘날 간이재판제도를 파악하기 위해
정규의 재판제도를 포함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듯이, 단송의
의미와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종 민사쟁송을 처리하기 위한 재판제도
가 어떻게 편성, 구조화되어 있는지, 단송으로 처리되는 쟁송은 어떤 종류인
지, 전체적인 틀 속에서 단송은 어떤 위치를 갖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단
송이라는 지금까지 다뤄진 적이 없는 주제를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 대상과 주제들에 대면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조선후기 법령 중에 단송이란 말이 나오는 삼도득신법
과 결송 질지 규정을 통해 단송이 문제화된 맥락과 이들 법규정이 현실적으
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검토한다(제2장). 이어서 사료에서 단송에 대비되
는 표현에서 쓰이는 용어들, 즉 ‘具格式‘, 依官式’, ‘具訟體’, ‘大訟’의 용례를
조선시대에는 관이 승소판결인 결송입안을 비롯해 각종 증명과 인허 등의 목적으로 입안을 발급할
때 입안발급 신청자는 일종의 수수료로서 질지[作紙, 종이로 납부], 질목[作木, 포목으로 납부] 또
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대전’(代錢)을 관에 납부하였다.
4) 이 글 제3장에서 ‘依官式’의 의미를 검토할 것이나 여기에서는 일단 ‘관식에 따르는 것’으로 해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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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고 단송과 이들 용어의 의미에 대한 정돈을 시도할 것이다(제3장). 다
음으로 실제 소송 자료 중에서 단송이란 말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예 및 현존
하는 결송입안 자료 중 단송의 입안으로 볼 수 있는 예를 살펴본다(제4장).
결론에서는 이러한 고찰 결과를 정리하고 조선 시대 민사재판제도 속에서 단
송을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지를 논한다.

Ⅱ. 短訟에 관한 법규와 조선 후기의 변화상
1. 삼도득신법과 단송
조선 중기 이래 민사소송법 정비과정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은 삼도득신법
그리고 30년과 60년의 과한법(過限法)의 정비라 할 수 있다. 그 방향은 동일
사건에 대한 거듭되는 소송(‘更訟’, ‘更訴’)의 폐단과 해묵은 사건들이 쟁송화
되는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승패의 횟수와 기간의 경과를 기준으로 삼아 사
안의 곡직을 따지지 않고 다시 소송을 수리․심리함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물허청리(勿許聽理)’의 법을 정비하는 것이었다.5)
뺷속대전뺸 형전 청리조의 삼도득신법에 관한 법문은 삼도득신법의 의미를
원칙적으로 ‘한쪽이 (먼저) 두 번 승소하면 거듭되는 소송을 청리를 허락하
지 않는 것’, 즉 ‘재도득결 물허청리’(再度得決 勿許聽理)의 의미로 확정하고
그 규율대상과 방법을 정한 일련의 수교(受敎)를 총괄한 것이다. 삼도득신법
에 관한 수교 중 단송이 언급된 것은 두 가지이다. 최초로 단송이 언급된 것
은 1688년(숙종 14) 숙종의 수교로 “소송당사자 양쪽에서 초사(招辭)를 받아
‘依官式決折’한 것과 상언․격쟁에 의해 계하(啓下)하여 의결된 사건은 마땅

히 판결의 도수(度數)에 포함해야 한다. 단송결급은 도수로 계산하지 않는
다”는 내용이다.6)
5)

이 점을 중심으로 한 소송절차법의 정립과정에 대해서는, 조윤선, 뺷조선 후기 소송 연구뺸(국학자료
원, 2002), 37~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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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8년(숙종 14) 2월 7일 승정원일기 기사는 그에 관한 숙종과 대신들의

논의를 담고 있다.7)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이 계를 올려, 이전에 논의된 바
에 비추어 삼도득신법을 ‘재도득결 물허청리’의 의미로 확정해야 한다는 것
과 앞으로 이를 위반한 관리는 삭탈관직에 처하고 당사자 한쪽이 먼저 재도
득결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다시 몇 번을 승소하였더라도 번복된 판결을 시
행하지 않는 것을 건의하였고, 숙종은 이를 받아들여 금년부터 시행한다고
결정하였다. 이렇게 재도득결 물허청리의 법이 정해짐에 따라 무엇을 기준으
로 판결의 횟수[度數]를 계산할 것인지 논의가 이어졌다.
서문중(형조참판) : 도수(度數)는 반드시 의관식(依官式)8)하여 입안이 발급된
연후에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언․격쟁 사건으로 사핵하여 결급한 것도
도수로 계산합니까? 마땅히 정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의정 : 단지 한쪽 말에 따라 소지에 논제하는 것 따위(只以一邊之言, 論題所志
之類)는 도수로 삼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양 당사자가 정변(兩造呈卞)한 후 마땅히

도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서중문 : 양 당사자의 단송(兩造短訟)도 도수에 들어간다면 이 역시 폐단이 있습
니다.
영의정 : 그러면 이미 양 당사자를 이룬 것(旣滿兩造者)은 단송처결로 하지 말고
반드시 초사를 받아 의관식 후 판결하는 것(依官式後決折事)을 다시 중외에 신명하
고, 의관식하지 않고 단송결급하는 것(不爲依官式 短訟決給)은 도수로 계산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상언 사건을 계하하여 의결하는 경우 사체가 송관이
처결하는 것보다 매우 중하므로 마땅히 도수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숙종 : 계하한 공사(啓下公事)는 도수로 계산한다. 그리고 무릇 양 당사자를 이
6)

뺷受敎輯錄뺸 ○ 兩邊捧招 依官式決折及上言擊錚 啓下議決 則當入於度數中, 短訟決給者 勿計於度數
[康熙戊辰承傳].

뺷승정원일기뺸 숙종 14(1688)년 2월 7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검색자료. 이하 이 글에서 인용하는 승정원일기, 실록, 비변사등록 기사는 모두 국사편찬위원회 한
국사데이터베이스 검색자료임을 밝혀둔다.
8) ‘依官式’을 ‘관의 규식에 따라’라는 식으로 옮기지 않고 ‘의관식’이라고 한 이유는 제3장에서 밝
힌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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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 소송(兩造之訟)은 모두 의관식 입안하도록 명할 것을 것 중외에 분부하라.9)

이 기사에서는 ‘양쪽의 초사를 받아 의관식하고 입안 있는 것’을 도수 계
산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과 함께 이 원칙에 맞지 않는 두 유형의 사건의
처리방법을 논하고 있다. 하나는, 상언․격쟁의 계하공사(啓下公事)로서 의
결된 사건이다. 이는 비록 양 당사자 간의 소송의 형태를 취하여 처리되는
사건은 아니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왕에의 계문과 하교를 거쳐 조사․의결이
된 사안이라는 사체(事體)를 고려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단송처결 사안이다.
기사에 따르면, 단송처결이란 “양조지송(兩造之訟)” 즉 ‘양 당사자 간의 소
송’이되 “의관식을 하지 않고(不爲依官式)” 처결하는 것이다. ‘단지 한쪽 말
에 따라 소지에 제사를 써주는 것’은 소송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형
조참판 서중문이 “양조단송(兩造短訟)’이란 말을 쓰고 있듯이 단송도 ‘양조
지송’을 전제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기사의 마지막에서 숙종은 ‘양조지송’은 모두 ‘의관식’하여 입안
을 작성하는 것을 중외에 분부하라고 하였는데, 실제 뺷수교집록뺸에 실리는
수교로 정리된 것은 영의정 남구만의 말에 나오는 ‘단송결급한 것은 도수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숙종의 분부의 정확한 취지 및 수교의 정식화
경위를 알 수 없지만, 단송처결의 방식을 용인하되 삼도득신법의 규제대상
및 그로부터 소송당사자가 누릴 이익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로부터 24년이 지난 1712년(숙종 38) 9월 단송에 대한 새로운 규제방법
이 결정되었다. 다음 기사의 논의를 거쳐 의결된 ‘단송으로서 연달아 세 번
9)

위 뺷승정원일기뺸 숙종 14(1688)년 2월 7일 기사.
徐文重曰, 度數, 必依官式出立案, 然後方可計之, 而或以上言擊錚, 査覈決給, 亦計於度數乎? 當有定
式之事矣.
領議政曰, 只以一邊之言, 論題所志之類, 則不可爲度數, 必須兩造呈辨之後, 當入於度數矣.
徐文重曰, 雖曰兩造短訟, 亦入於度數, 則此亦有弊矣.
領議政曰, 然則旣滿兩造者, 勿以短訟處決, 必使捧招依官式後決折事, 更爲申明於中外, 而不爲依官式,
短訟決給者, 則勿計於度數, 宜當, 至於上言啓下議決, 則事體比之訟官自決, 尤重, 當入於度數中矣.
上曰, 啓下公事, 計於度數, 而凡兩造之訟, 則皆令依官式立案事, 分付中外,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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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결한 것은 물허청리한다’는 수교가 뺷신보수교집록뺸10)을 거쳐 뺷속대전뺸 형
전 청리조에 실리게 된다.11)
좌윤 박권 : 근래에 사송이 매우 분분합니다. 의관식 후 결급하는 것(依官式後決
給者)이 곧 대송(大訟)이고 이는 재도득결 물허청리하는 것이 본래 정식입니다.

그러나 미세한 사안에 관해서는 단송결절(短訟決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많은데
이를 도수로 삼아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패소한 자가 내일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형조에서 패한 자가 한성부에 다시 소장을 올리는 경우가 많게는 6, 7번
에 이릅니다. 이제부터는 비록 단송이라도 연달아 세 번 득결한 것은 청리를 허하
지 않는 것을 정식으로 시행함(雖短訟, 亦以連三度得決, 勿許聽理, 定式施行)이 마
땅할 듯합니다. 대신들에게 하순하여 처리함이 어떠합니까?
숙종 : 어떤가?
영의정 서종태 : 단송결득(短訟決得)을 도수로 계산하지 않으면 쟁송이 사라지
지 않을 것입니다. 박권이 진달한 바가 마땅합니다. 다만 송체(訟體)를 갖추지 않은
것을 도수로 계산하여 시행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윤 조□□ : 단송은 비록 대송과 같은 의관식이 없으나(短訟雖無依官式如大
訟) 그 또한 입안이 있습니다.12)

영의정 서종태 : 송체가 미비하더라도 득결한 도수가 세 번이고 입안이 있는 것
은 청리를 허하지 않음이 마땅합니다.

10) 뺷新補受敎輯錄뺸 1360 ○ 短訟連三次得決 勿許聽理 [康熙辛卯承傳].
11) 뺷승정원일기뺸, 숙종 38년(1712) 9월 25일.
左尹朴權所啓, 近來詞訟, 甚爲紛紜, 依官式後決給者, 是爲大訟, 再度得決, 則勿許聽理者, 固是定式,
而至於微細之事, 則式多短訟決折者, 而以其不得以度數施行之故, 見屈於今日者, 更訟於明日, 已敗
於刑曹者, 復呈于京兆, 或至於六七度之多, 今後則雖短訟, 亦以連三度得決, 勿許聽理, 定式施行, 似
宜, 下詢大臣處之, 何如?
上曰, 何如?
領議政徐宗泰曰, 短訟決得, 不計度數, 爭訟無已, 朴□□(‘朴權’으로 보임)所達, 似得宜, 而但訟體未
備, 以度數施行, 何如?
右尹趙□□曰, 短訟雖無依官式如大訟, 而此亦有立案矣.
宗泰曰, 訟體未備, 若得決之數爲三度, 只有立案, 則勿許聽理, 爲宜矣.
上曰, 短訟自是微細之事, 亦當止其紛紜之端, 所達似好, 依爲之. 以上平市署謄錄.
12) 이 부분은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단송에 입안이 있는 것도 있다’고 의역할 수 있다.

조선 후기 민사재판에서 短訟의 의미와 재판격식의 변화상

19

숙종 : 단송은 본래 미세한 사건에 대한 것이지만 마땅히 그 어지럽게 분의하는
단서를 그치게 해야 한다. 진달한 바가 좋아 보이니 그에 따라 시행하라.

이 기사에 따르면 ‘단송으로서 연달아 세 번 득결하고 또 입안이 있는 것’
은 물허청리의 규제에 넣는다는 것이지만, 뺷신보수교집록뺸과 뺷속대전뺸 관련
규정에는 ‘단송의 입안’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다. 그러나 ‘의관식 결절’에
대한 법문에도 입안의 유무를 언급하지 않은 점, 입안이 없는 단송처결은 당
초 도수로 계산할만한 판결의 실체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연 3차 득결’은
입안이 있는 단송을 전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위 기사에서 눈여겨볼 것은 ‘대송(大訟)’, ‘송체(訟體)’란 말을 쓰고
그에 대비하여 ‘단송’, ‘단송처결’ 등을 언급하고 있는 점이다. 이에 따르면,
‘대송’은 송체를 갖춘 것, 의관식 후 결정하는 것을, ‘단송’은 그렇지 않은 소

송이라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대송이 반드시 그런 의미가 아니
라는 것은 제3장 제4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2. 삼도득신법의 현실과 단송
앞에서 삼도득신법을 언급하였으나 그 법문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당시
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효종대부터 영조대까지 연대기 자료에는
삼도득신법을 위반한 관리와 인민의 처벌 및 삼도득신법의 준수를 논하는 기
사들이 종종 나온다. 그러나 갱송(更訟)과 소송적체의 폐단은 사라지지 않았
고, 더욱이 삼도득신법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상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
었던 것도 아니다. 1727년(영조 3) 사헌부 지평(持平) 조명택(趙明澤)은 다음
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릇 청송(聽訟)하는 법이 60년 전의 일과 삼도득결한 것은 물허청리하는 것은
곧 간사함을 막고 소송을 그치게 하려는 조종조(祖宗朝)의 지극한 뜻입니다. 그러
나 근래 풍속이 점차 퇴락하여 간위가 날로 심해지고 비리한 소송이 잇달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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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위를 현란하게 하고 분쟁을 일삼습니다. 그럼에도 하리(下吏)는 정채(情債,
뇌물이나 사례금)의 이익을 탐하여 서로 소송으로 붙게 하는 것(接訟)에 힘쓰고,
관부는 이를 태연히 지나치고 관행을 답습하여 청리하며 사건의 연한과 득결의
횟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백여 년 지난 증거가 없는 사건이 다시 추열되
거나 이미 10여 차례 득결한 사건에 대한 소송이 다시 제기되어 곡직이 여러 번
바뀌고 승패가 무상합니다. 형조에서 패하면 다시 한성부에서 다투며 오가기를
반복하고 끝나는 날이 거의 없어서 원고와 피고 모두 패망에 이르고 심지어 그
자손대에도 쟁송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비록 이치가 곧고 바른 자라
도 세력이 없고 힘이 약하면 관에서 대부분 사건을 그대로 방치하여 판결하지 않아
서 해가 지나도록 관문 밖에서 늙어갑니다. 일이 한심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
니다.13)

형조에서 한성부를 오가며 마치 ‘판결 쇼핑’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이 지적
되고 있는데, 이는 형조, 한성부, 장예원 등 중앙사송아문 사이에 명확한 분
장과 심급제적인 편성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였다. 형조가
이 문제를 지적하며 전택송은 먼저 한성부에서, 노비송은 먼저 장예원의 재
판을 거친 경우에 형조에서 재송(再訟)하는 것을 허락하는 방안을 건의하였
으나, 영조는 ‘판결이 공정하다면 다른 관청에 가서 호소할 리가 있겠는가?
오직 송사의 청리를 공평하게 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을 뿐 항구적인 정식을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며 형조의 건의를 채택하지 않았다.14) 거듭되는 소송
을 청리하는 것은 지방관청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여기에 상언과 격쟁 사건
의 계하, 기타 왕의 명령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판결이 있었던 사건도 다시
13) 뺷승정원일기뺸, 영조 3년(1727) 3월 16일.
蓋聽訟之法, 事在六十年前及三度得決者, 勿許聽理, 乃是祖宗朝防奸息訟之至意, 而近年以來風俗漸
頹, 奸僞日滋, 非理之訟, 接迹而起, 眩亂眞僞, 日事紛爭. 而下吏則利其情債, 務使接訟, 官府則泛然
看過, 循例聽理, 不問其年限度數之幾何, 或有百餘年無憑可考之事, 而猶復推閱, 或有十餘度已經得
決之訟, 而亦且更起, 曲直屢變, 立落無常. 若輸於秋曹, 則復爭於京兆, 往來循環, 殆無窮日, 告隻皆
至於敗亡, 至有及其子孫而爭訟不已者. 其間雖或有理直者, 而若其無勢力綿之人, 多見置而不決, 以
至經年閱歲, 老於官門之外, 事之寒心, 莫此爲甚.
14) 뺷영조실록뺸 영조 24년(1748) 윤7월 22일. 영조는 즉위 원년인 1725년(영조 1)에는 형조에 곧바로
소송하지 못하게 하는 건을 승인한 적이 있었다. 뺷승정원일기뺸, 영조 1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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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열의 대상이 되었다.
1728년(영조 4) 승정원일기에 나오는 강원도 평강현 소재 전중평(典中坪)

전답을 둘러싼 쟁송사례를 보자. 전중평에서 민전(民田)을 소유하는 민인, 박
석인(해당 전답을 사패받은 입안이 있다고 주장), 정안옹주방(貞安翁主房, 해
당 전답을 절수받은 궁가), 창의궁(彰義宮, 해당 전답 중 일부를 매수한 궁
가) 사이에 30년 동안 관할군․강원도․형조․한성부에서 10여 차례의 소
송․상언․격쟁이 있었는데, 영조는 사패의 진위와 먼저 재도득결한 것을 상
고하여 법에 따라 처결할 것을 명하였다.15) 한성부가 정리한 쟁송과 처결의
내력에 따르면, 형조는 이 사건의 제6차 판결(형조의 세 번째 판결)에서 ‘재
도득결 물허청리’의 법을 들어 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그전에 있던 강
원감사(제2차)와 한성부(제4차, 제5차)의 판결 횟수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형조가 전에 내린 2회의 판결(제1차, 제3차 쟁송에서 형조가 민인에 결급한
판결)을 계산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한성부도 ‘재도득결 물허청리’의 법을 거
론했으나 그 역시 한성부의 종전 판결(제4차, 제5차의 궁가와 민인에 각각
分給한 취지의 판결)을 염두에 둔 것이다. 즉, 형조가 이 사건 제1차, 제3차

판결을 한 적이 있으나 한성부는 이 사건 제4차, 제5차 판결에서 형조의 다
15) 뺷승정원일기뺸, 영조 4년(1728) 12월 4일. 각각의 소송, 상언․격쟁의 쟁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한성부의 계문 내용을 참고할 때 경과는 다음과 같다. 제1차는 1698년 안협현감의 사보
(査報)에 입각하여 형조의 회계에 의해 민인에 결급하였다(궁가가 개간허가의 입안을 다시 발급받
았으나 개간하여 민인에게 세를 거둔 일이 없다). 제2차는 1714년 금성현감의 사보에 따라 강원감
사가 궁가에 결급하였다(양안에 民田으로 기재된 적이 없고 일찍이 1621년에 궁가에 절수된 땅이
다). 제3차는 1715년 민인의 격쟁으로 형조의 회계를 거쳐 정안옹주방과 민인에 결급하였다(사패

입안을 받았다고 박석인이 주장하나 궁가의 절수지임이 명백한 곳은 궁가가 추심할 땅이 맞고 나
머지 땅은 민인에 결급한다). 제4차는 1715년 한성부에서 박석인의 사패입안이 허술하여 믿기 어
렵고 민인들의 말에 근거가 있고 4, 5대 전래하는 문기가 있다고 하여 민인에 결급하였다. 제5차는
박석인의 노가 상언하여 한성부의 복계를 거쳐 문권있는 전답은 해당 민인에게 결급하고 문권 없
는 땅은 창의궁(그간에 있던 궁가절수지의 매수인)에 결급하였다. 제6차는 1717년 민인들의 격쟁
하여 형조의 복계를 거쳐 민인들에게 결급하였다(재도득결 물허청리의 법에 따라 민인에게 결급).
제7차는 1718년 박석인 노(奴)의 격쟁으로 한성부가 금화군수의 처결에 따라 문권이 있는 것은
민인에 결급하고 문권이 없는 것은 궁가에 출급한다는 취지로 복달(覆達)하였다. 제8차는 1718년
민인의 격고(擊鼓)에 의해 형조에서 종전의 형조 및 한성부의 판결 취지를 논하며 갱소한 자를 처
벌할 것을 복달하였다. 한성부는 이상과 같은 경과를 요약한 후 박석인의 사패입안이 위조로 보이
는 점, 황무지 개간의 입안을 받아도 3년간 개간하지 않으면 소유자로 하지 않는다는 법문, 민전
소유자들의 문기, 재도득결 물허청리의 법 등을 거론하며 종전의 판결을 유지하고 박석인을 비리호
송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계를 올려 윤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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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취지로 판결하였고, 형조는 다시 제6차 판결에서 종전의 2회의 형조 판결
을 들어 재도득결 물허청리의 법을 내세워 처결하였으나, 한성부에서 종전의
2회의 한성부 판결 결과를 거론하며 재도득결 물허청리의 법을 이 사건의

판결근거의 하나로 삼은 것이다.16)
이 사례를 비롯하여 삼도득신법이 현실에서 시행되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
로는 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과연 법이 시행되
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삼도득신법은
“문기(文記)의 유무와 사정의 곡직을 불문하고 법으로 기한을 정해 소송을

끊는다(斷訟)는 법이다.”17) 그러나 이러한 취지는 당시의 관념, 법제, 실무의
실정에 의해 중대한 제악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억울함을 편다’[伸冤抑]는
조선시대 사송 관련 법과 정책을 관통하는 관념에서 보면, “판결이 불공정하
다면 왜 세 번이라는 횟수에 구애되어야 하는가?”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
다.18) 법전에서도 오결은 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19) 이런 상황에
서 삼도득신법은 온전히 형식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었다.20) 연대
16) 제8차(1718년)의 쟁송 당시 형조의 복달 내용이 “형조에서 먼저(1717년을 말함) 재도득결자가 집
지(執持)하는 일로 윤허를 받았으나, 한성부는 을미년(1715) 전에 분급(分給)하는 처결을 내렸고
또 이미 도수가 2번이나 분급하는 뜻으로 복달하고 차후에 갱송하면 조율과단하기를 청했음에도
지금 다시 번거롭게 소송하니 매우 놀랍다”는 내용이다.
17) 뺷各司受敎뺸, 형조수교, 계축년(1553, 명종 8) 4월 9일 전교,
18) 뺷목민심서뺸에 소개된 김상묵(金尙默)의 안동부사 재임 시 일화. “民曰, 三度得決, 法不聽理. 公曰,
決之不公, 奚拘於三”, 丁若鏞, 뺷牧民心書뺸 卷九 刑典 第一條 聽訟.
19) 뺷속대전뺸 형전 청리조 : 凡訟, …其誤決, 移他司改分揀者, 勿計度數.
20) 경종 연간의 충청도 덕산현 소재 수어청 둔토를 둘러싼 주사명(朱士明)과 민인들 사이의 쟁송을
예로 들자. 무술년(1718)에 수어청 수어사가 강우문 등에게서 토지(주사명이 강우문 등에 매도한
것)를 매수하고 둔토로 설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민인들이 1721년(경종 1)과 1723년(경조 3)에 해
당 전답이 민답이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원소유자 주사명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그가
친족들과 여러 차례 소송하여 승소한 증거로서 정해년(1707) 형조 ‘구격결득입안’(具格決得立案)
1도, 을해년(1695) 한성부 ‘구격결득입안’ 1도, 병신년(1716) 형조 ‘계하결득입안(啓下決得立案)’
1도, 갑오년(1714) 형조 ‘계하결득입안’ 1도, 기묘년(1699) 한성부 ‘계하결득입안’ 1도 모두 5도의
입안을 제출하였고, 미처 제출하지 못한 덕산관 결득입안 3도가 덕산관 지통(紙筒)에 있다고 하였
다. 1721년에 비변사는 주사명이 여러 번의 결득입안이 있고 민인은 하나의 입안도 제출하지 않은
점을 들어 비리호송한 민인들을 처벌하는 계를 올려 윤허를 받았다. 그런데 1721년 다시 민인들의

소장을 접수한 한성부는 주사명이 한성부 서리인 강우문 등과 짜고 문기를 위조하고 양안에 비슷
한 명의가 있는 민인들의 전답을 도매(盜賣)한 것이고, 자칭 8번 결득한 입안(친족들과의 상속 관
계 소송)이 있다고 하나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민인들과는 무관한
소송이라고 하며 민인들에게 결급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강우문의 아들이 한성부의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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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사 중 삼도득신법이 판결 이유로 거론된 사례들은 대부분 이미 2회를
훨씬 넘어 여러 번 판결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사안이 문제화되어 중앙관청
에서 해당 사안의 실체적 관계와 함께 삼도득신법을 판결근거로 하나로 논하
고 있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법 시행 상황에서 단송은 갱송을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
다 할 것이다. 앞의 1712년(숙종 38) 9월의 승정원일기 기사에는 미세한 사
안이 단송처결되고 도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거듭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
가 많게는 6, 7번에 이른다고 하였다. 나중에 보듯이 미세한 사안뿐 아니라
중대한 사안도 단송처결의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었고, 하나의 사건이 어떤
때는 격식을 갖추어 처결되고 어떤 때는 단송처결되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격식을 갖춘 처결과 단송처결이 번갈아 있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처리할 것
인가? 단송에서 연달아 3번 득결한 것(입안이 있는 것)은 물허청리한다는 법
은 제한적인 의미만 있다.
먼저,－오늘날의 법기술적 감각에서 가정할만한 사례이기는 하나－, 한 사
건에 대해 격식을 갖춘 처결과 단송처결이 각각 ‘재도득결’과 ‘연 3차 득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취지가 다른 판결들이 번갈아 가며 연속되는 경우
조선의 사송법제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형식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둘째, 설사 여러 번의 단송처결에서 입안이 작성되었다 해도 단송처결 자체
가 격식이 미비한 소송의 판결이기 때문에 과연 그 판결을 격식을 갖춘 소송
의 판결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차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셋째, 특히 주의할 점은, 입안발급을 기준으로 한 물허청리법 자체
가 다양한 쟁송 유형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단송으로 처리되는 이른
바 ‘미세한 사건’으로 대여금, 임치금, 품삯[雇價], 외상값, 기타 소소한 동산
이나 금전적 이익 등을 추심하는 것 따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소송
혹은 당시의 표현으로는 ‘채송’(債訟)과 ‘잡송’(雜訟)은 격식을 갖추어 처리되
오결이라며 격쟁을 하였고, 수어청은 이미 주사명에게 8도의 득결입안이 있고 군수품으로 사용되
고 있는 점을 들며 이 사건 쟁송에 대해서는 형조, 한성부, 충청도에게 다시 청리하지 않도록 분부
해달라는 계를 올려 재가를 받았다. 뺷승정원일기뺸, 경종 1년(1721) 8월 10일; 경종 3년(1723) 9월
13일,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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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않고 또 결송입안이 발급될 정도로 중요한 물건을 취급하는 것도 아니
다. 이러한 물건들에 대한 단송처결은 삼도득신법의 규제대상 바깥에 있었
다. 이 점을 포함하여 단송이 등장하는 또 하나의 사송법규의 사례를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3. 결송입안의 질지와 단송
1) 결송 질지에 대한 규제

조선 시대 민사소송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소송비용을 계산하여 소송당사
자에게 부과하는 제도가 없고, 소송을 판결한 관이 승소자에게 결송입안을
발급하는 경우 승소자에게서 질지[作紙]를 징수하였다. 질지는 결송입안 외
에도 관이 각종 증명과 인허의 목적으로 입안을 발급하는 때도 징수되었다.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인해 재산권에 변동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관에
신청하여 관이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증명의 목적으로 발급하는 입안을 사급
입안(斜給立案)이라고 한다.21)
뺷속대전뺸 형전 마지막에 실려 있는 ‘결송해용지’(決訟該用紙) 규정에 따르
면, 결송입안의 질지는 계쟁물이 가사(家舍)인 경우 와가 1칸에 2권, 초가 1
칸에 1권, 전지인 경우 10부(負)에 2권, 노비의 경우 1구에 3권을 징수하고,
사급입안의 질지는 가사 와가 1칸에 1권, 초가 1칸에 10장, 전지는 10부에
1권, 노비는 1구에 1권을 징수한다. 공대지 4칸은 와가 1칸에 준한다. 질지

는 20권을 넘을 수 없고, 모두 저주지(楮注紙)를 쓴다.
형조와 한성부에서는 위 결송해용지 규정에 따르면서도 이 규정에 포함되
지 않는 계쟁물의 종류, 경제적 상황이나 시세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인 규정

21) ‘斜’, ‘斜只’, ‘斜給’, ‘斜出’ 등의 용어는 원본에 대한 관의 확인을 거처 사본을 작성해준다는 의미이
다. 사급입안은 ‘발급 신청－관의 사실조사－입안 발급’의 과정에서 제출․작성되는 소지, 허여문
기․매매명문, 신청인․증인의 진술서, 관의 입안 문언을 차례로 이어붙인 점련문기의 형태를 갖고
있다. 사급입안에 대해서는 박하늘, ｢조선시대 斜給立案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고
문헌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입안제도에 대해서는 최연숙, ｢조선시대 입안에 관한 연구｣(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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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조 연간에 간행된 뺷추관지뺸(秋官志)22)에 있는 질
목식[作木式]에 따르면, 결송의 질목으로 노비는 1구에 3필, 전답은 10부에
3필, 와가는 1칸에 1필, 초가는 2칸에 1필, 공대지는 4칸에 1필, 공미(貢米)

는 10석에 3필을 징수하고, ‘단송의 질목’은 절반이다.23) 뺷속대전뺸 결송해용
지 규정에 없던 공미 관계 결송 및 단송의 질목에 관한 규정이 추가된 것이
다. 단송의 질목 징수 대상이 통상의 소송과 차이가 없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이, 노비, 전답, 가옥 소송도 단송의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었다. 단송의 질목
은 입안발급을 전제한 것이라 할 것이다.
1851년(철종 2) 무렵 간행된 서울에 관한 지지(地誌) 뺷경조부지뺸(京兆府
誌)24) 호방(戶房) 항목에도 결송입안과 사급입안의 질지목에 대한 규정이 있

는데, 역시 단송의 질목값은 절반이다.
1. 상송하여 송체를 갖춘 판결의 질목[相訟具訟體作木]. 전답은 5부에 1필이고

대전(代錢) 2냥씩 받는다. 와가는 1칸에 1필, 초가는 2칸에 1필씩 받고 20필을 넘을
수 없다. 단송은 절반을 받는다. 서리 중 우두머리에게 10분의 1을 떼어 준다. 공물
(貢物)은 5개 명색[名]에 1필, 노비는 1구에 3필, 노비의 역가는 1년에 2필, 비(婢)

는 1년 2필이고, 반년을 채우면 1년 치를 징수한다.
2. 전택의 사출(斜出)할 때의 질지. 전답은 5부에 1권, 와가는 1칸에 1권이고

매 1권값으로 3전 5푼씩 받으며, 20권을 넘을 수 없다. 지금은 전답은 1부에 5푼,

22) 뺷추관지뺸는 1781년(정조5)에 최초 편찬되어, 1782년(정조6), 1791년(정조15) 두 차례에 증보되
었다.
23) 뺷秋官志뺸 卷1 律令 作木式: 短訟作木折半. 奴婢每口, 作木三疋. 田畓十負, 準奴婢一口. 瓦家每一
間, 作木一疋. 草家每二間, 作木一疋. 空垈每四間, 作木一疋. 貢米十石, 準奴婢一口.
24) 李承敬 編, 뺷京兆府誌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한연구원 소장, 奎6599. 편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
나 내용을 통해 1852년(철종 3년)에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 중 “금년 본부(한성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호적을 보관하는 창고 8칸은 영의정 김흥근이 주연에서 품청함으로써 호조에
명하여 다시 짓도록 하였다”(今年本府回祿後 籍庫八間 因領議政金興根筵稟 令戶曹改搆)는 대목이
있는데, 김흥근은 1852년(철종 3) 1월 20일에 영의정에 제수되었다(뺷승정원일기뺸 1852년 1월 20
일). 뺷승정원일기뺸 1852년(철종 3) 1월 17일 기사에서 한성부에서 지난밤 화재로 충청도의 장적(帳
籍)을 보관한 창고 8칸과 건물 12칸이 모두 불탔다고 보고한 내용이 있고, 뺷비변사등록뺸 1852년
(철종 3) 2월 10일에 의하면, 영의정 김흥근이 입시하여 보름 전의 한성부 화재로 “불타버린 호적
고(戶籍庫)는 호조에서 속히 개축하게 해야 할 것”이라 주청하여 윤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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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가는 1칸에 5푼, 초가는 2칸에 5푼, 공대지는 4칸에 5푼씩 받고 2냥을 넘을 수
없다. 현임의 당랑(堂郞, 당상과 낭청)의 경우 그 4촌 이내의 친족에 한하여 사출의
질지값을 받지 않는다. 전임 당랑의 경우 비록 예전에는 사출전[斜錢]을 받지 않는
규례가 있었으나 사출 전이 이미 실수(實數)에 포함되었으므로 예전과 같이 잡난할
수는 없다. 당상은 재임하는 기간에만 받지 않는다.25)

뺷추관지뺸 질목식과 비교하면 전답과 질목값이 조금 낮은 점, 공미가 아니
라 공물의 질목값이 규정된 점, 노비의 역가(役價)에 관한 질목값이 있는 점,
질목의 금전 환산액이 제시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결송질목의 일부를
서리 우두머리에게 떼어 주었고, 한성부의 전현직 당랑과 그 친족 등에게 전
택의 사출 질지를 면제하는 특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래 형조․한성부의 아전들은 정규의 급료[料布]가 없고 결송 질지로 거
둔 수입과 난전 단속의 벌금 수입을 그때그때 나누어주었다. 노비를 관장하
는 장예원의 운영경비는 오로지 결송 질지와 보충대의 노비의 입안을 사급할
때의 질지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었다.26) 이것이 각종 폐단을 야기했기 때문
에 1764년(영조 40) 영조는 장예원을 폐지하여 보민사(保民司)를 설치하고,
형조와 한성부 서리들의 급료를 정하고, 관서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절목을
만들 것을 전교하였다. ‘보민사절목’에 따르면, 결송의 질지, 형조가 보충대
노비를 사급할 때의 질지, 한성부가 가사와 전답을 사급할 때의 질지 및 호
적 적성 시 계류하는 잡물 등은 본래 매우 액수가 적으니 각각 해당 아문에
25) 뺷京兆府誌뺸 戶房.
一 凡相訟具訟體作木, 田畓則五負木一疋, 代錢二兩式捧, 瓦家一間一疋, 草家二間一疋式, 皆毋過二
十. 短訟折半徵捧. 書吏作頭什一劃給. 貢物則五名一疋, 奴婢一口三疋, 役價則一年二疋, 婢一年二
疋, 半限周年徵給.
一 田宅斜出作紙, 田畓則五負一卷, 瓦家一間一卷, 每卷價三錢五分式捧上, 毋過二十卷矣. 今則田畓
一負五分, 瓦家一間五分, 草家二間五分, 空垈四間五分式捧上, 毋過二兩. 時任堂郞, 限四寸勿捧, 先
生堂郞, 古雖有不捧斜錢之規, 斜錢旣入實數則不可如前雜亂. 堂上時存宅兺, 勿捧.
26) “蓋本曹(형조를 말함. 인용자)下人, 無料布分給之規, 只以題音分給, 以爲所食之資.” 뺷승정원일기뺸,
인조 13년(1635) 9월 15일. “漢城府員役輩, 元無給料之事, 只以決訟作紙, 禁亂贖錢, 隨得分給矣.”
뺷승정원일기뺸, 영조 1년(1725) 4월 13일. “本院(장예원을 말함)雖是詞訟衙門, 不比秋曹․京兆之掌
法禁․收贖錢, 所賴而需用者, 只是決訟作錢也, 斜給補充隊作錢也.” 뺷승정원일기뺸, 영조 4년(1728)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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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건물과 담장의 보수 등 불시의 수용에 대비하도록 하고, 두 아문의 원
역(員役)들이 이제 급료를 받게 된 후[實料]에도 “송사를 다루고 범죄자를 잡
을 때 제김[題音] 예채(例債), 패자채(牌子債), 정채(情債)라 칭하고 교묘히
명목을 만들어 침탈을 자행하는 폐단을 엄히 금단하도록 하였다.27) 뺷경조부
지뺸의 질지목 규정에서 서리 및 전․현직 당랑의 혜택에 관한 내용은, 보민
사 설치와 형조․한성부의 예산․급료․회계에 관한 개혁 이후의 상황을 반
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아직 질지에 대한 상세한 선행연구는 부족하지만, 질지가 사송아문과 이속
들에게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었고 남징의 폐단이 많았음은 사료를 통해 충분
히 확인된다. 특히 질지 수입은 관이 소송을 수리하여 결송입안을 발급하게
만드는 동기로도 작용하였다.28) 정조 연간에 전 현감 하필도(河必圖)가 올린
상소문(정조 연간)에 따르면, 관에서 질지 수입을 위해 비리한 소송임을 알
면서도 송체를 갖추게 하여 심리하는 일도 있었다.
소송을 판결하는 관헌에 공변됨이 적고 사사로움이 많습니다. 근래 간교한 무리
가 전래하는 문권을 살펴보고 그 중 이미 방매한 전답과 노비가 있으나 본문기를
배탈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이 있거나, 양안을 살펴보아 그 선조의
이름이 현록된 것이 있거나, 선조가 유언으로 나누어 주었으나 아직 문기를 작성하
지 않은 것이 있으면, 문서를 위조하여 비리호송을 합니다. 그러나 송관은 마땅히
그 대한(大限, 60년)과 소한(小限, 30년)의 기한을 구별하여 법에 따라 진퇴를 판단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옳지 않고 송리(訟理)에 비추어 터무니
없음을 알면서도 청리하는 데 급급하고, 질목을 받는 것을 탐하여 경솔히 명을 내
려 송체를 갖추게 하고 입락(立落)을 나눕니다. 이에 따라 누대 탈 없이 경식하고
사환하는 물건이 간교하게 호송(好訟)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의 수중에 귀속되
27) 뺷비변사등록뺸, 영조 40년(1764) 11월 27일. 아울러 정조 연간에는 형조와 한성부의 원역에 대한
요포(料布, 급료)를 각도에서 거둔 속전(贖錢)의 일부 보태는 내용과 함께, 형조․한성부 관원의
급료, 수당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정해졌다. 뺷秋官志뺸 卷1 經用.
28) 권이선, ｢조선시대 決訟立案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6), 97~
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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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혹여 득결을 하였더라도 질목값을 마련하기 위해 전부 방매하기 때문에 조금
부유한 자라도 집이 망하고 소민은 삶을 보존하기 어렵습니다.29)

2) 질지 징수의 대상물건과 결송입안의 관계

앞서 본 질지목 규정들은 노비, 전답, 가사, 공물 등 일정한 물건에 한하여
질지값을 정하고 있다. 현존하는 결송입안의 계쟁물도 대부분 노비, 전답, 가
사이고, 산송(山訟)의 분묘, 공물(貢物)의 주인권(主人權), 어기(漁基, 어업을
위한 설비한 구역)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 노비․토지 등 봉사조(奉祀條)의
이익과 직결되는 봉사자 지위 확인에 관한 것이 하나씩 있다.30) 공물․공미
에 대해 결송 질지 규정에 있었음은 앞에서 보았다. 분묘의 경우 뒤에서 보
듯이 ‘송체를 갖추어 처결하라’는 법문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처결의 결과
산송에서도 결송입안이 작성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산송은 분묘 인근의
산지와 수목에 대한 배타적인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다는 것, 마찬가지로 어
기와 봉사자 지위는 부동산 권리에 준하는 경제적 의미가 있음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이것들은 노비와 전답에 준하여 입안이 발급될만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 나머지 금전, 동산, 기타 경제적 이익은 적어도 법문에 의하면 결송
과 사급 입안의 질지 징수 대상이 아니었다, 조선 후기에 입안이 남발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그러한 물건이나 금전적 이익 등에
대해서도 결송입안이 발급되었을 수 있으나 현재까지 그러한 사례를 발견되
지 않는다.
이 대목에서 ‘결송입안’을 단순히 ‘판결문’이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미
29) 前縣監 河必圖 上疏, 뺷公車文뺸 8(정조연간 간행),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 검색결과
(http://e-kyujanggak.snu.ac.kr/)
一. 決訟之官, 小公多私. 近來奸巧輩, 或考傳係文券, 如有已賣田畓及奴婢, 而本文書未頉未給者, 或
考田案, 而有其祖先名字懸錄者, 或有其祖先遺言分給, 而未成文者, 率多巧文僞文, 非理好訟, 爲其訟
官者, 所當別其大小限, 依法進退, 而不此之爲, 雖知元告之不直訟理之無據, 而急急聽理, 徒貪作木之
捧, 輒令具訟體, 別立落, 則累代無故耕食使喚之物, 或歸於奸巧好訟者不干人之手, 雖或得, 決作木之
費, 幾盡放賣故, 稍實饒居者, 以此敗家, 小民難保, 此亦一端也.
이러한 사정은 뺷각사수교뺸에 실린 계축년(1553, 명종 8) 3월 10일에 받은 전교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30) 권이선, 앞의 글(각주 28), 115~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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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결송입안은 다름 아니라 ‘입안’의 하나이다.
조선 시대의 입안제도는 재산의 매매․상속․증여 등을 증명하는 사급입안
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31) 조선 전기 이래의 법령에서 사급입안과 결송입
안의 발급 대상이 노비, 전택 등으로 한정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해
물건들이 중요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국
가의 조세․부역․직역 체제 운영의 밑바탕이 되는 토지와 인민에 대한 파
악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뺷추관지뺸와 뺷경조부지뺸의 결송질
지 규정에 다른 것도 아닌 공미․공물의 질지가 추가된 것도 그것이 국가의
세수 및 조달 체계의 운영, 특히 대동법(大同法) 시행 후의 상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직역 체제 및 국가 재정․부
역․조달 체계의 유지․운영에서 핵심적인 관리 대상이 되는 노비, 전택, 공
물을 둘러싼 쟁송에 대해서는 ‘입안’이라는 가장 공신력이 있는 문서를 만들
어 쟁송의 내력과 판결의 결과를 소상히 기록할 필요가 있었다 할 것이다.
필자는 결송입안이나 소송관계 자료에 자주 나오는 ‘결급(決給)한다’는 말
에는 단지 어떤 내용의 ‘판결을 하여 준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판결하여(決)
권리자에게 권리의 목적물을 준다’(給)는 뜻이 내포되었다고 생각한다.32) 결
급의 이러한 의미는, 조선 전기 노비송에 관한 법령33)에서 어떤 요건을 충족
한 자에게 노비를 ‘결급’한다는 법문, 친착결절법에서 당사자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송(就訟)하지 않으면 출석자에게 ‘결급’한다는 법문, 그리고 토
지나 노비의 상속 분쟁 등에서 관이 물건의 소유자이자 처분권자가 되어[官
作財主] 소송당사자들에게 계쟁물을 나누어 줄[分給]한다는 표현 등에서 가

장 직접적으로 표현된다.
또한, ‘누군가에게 결급한다’(…處決給)는 표현은 항상 승소자 또는 수익
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며, 실제로 결송입안이 승소자 또는 판결의 수혜자(또
는 수혜자로서 입안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된다는 점에 주목하자. 이 점에서
31) 최연숙, 앞의 글(각주 21), 26면.
32) 판결하다는 뜻의 영어 ‘render justice’, 불어 ‘rendre justice’도 정의 곧 ‘정당한 그의 몫(justice)’을
‘준다(render)’는 뜻이 있다.
33) 뺷경국대전뺸 형전 부록에 실려 있는 노비결송정한(奴婢決訟定限)의 각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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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대 중국 및 일본의 민사판결문서와 확연히 다르다. 청대 중국의 민사
재판에서는 송관이 판결에 해당하는 ‘당유’(堂諭)를 선고한 후 원고․피고를
비롯하여 소송관계자 전원이 각자 그 당유의 내용을 복창하고 다시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서인 ‘준의감결장’(遵依甘結狀)을 적어 바쳤다. 도쿠가와
시대 일본의 민사재판에서는 판결이 선고되면, 양쪽의 주장과 그에 대한 당
국의 판단과 판결의 내용, 해당 판결을 수락하고 준수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재허청증문’(裁許請證文)을 원고와 피고가 연명하여 적어 바쳤다.34) 중국과

일본에서는 판결의 선고가 원고․피고에 의한 판결내용의 문서화 및 수락
절차와 결합되어 있었는데, 조선의 결송입안은 판결로써 권리를 확인받거나
취득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관이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는 문서이다.
입안은 기본적으로 권리와 지위의 변동이 있을 때 해당 이해관계자가 관
에 신고 또는 신청하여 관의 사실 확인과 검토를 거쳐 발급되는 증명서이다.
결송입안도 그러한 입안의 일종이다. 국가의 조세․부역․직역․조달 체계
와 직결되는 사람 및 물건에 대해 국가가 그 지위와 권리의 변동․귀속 관계
에 자세히 조사하여 그 내력과 귀결을 상세히 기록하고, 더욱이 공증력이 강
한 문서를 발급해준다면, 국가가 수익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 측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재화, 인민 간의 사적인 금전채무 관
계, 빌려주거나 사고파는 소소한 물건, 기타 권익 등에 관한 쟁송은 처음부터
번거롭게 격식을 갖추고 입안을 작성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러한 물
건과 이익에 관한 쟁송도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춰 처리하고 판결사항을 증명
하는 문서를 발급할 때도 있었지만,35)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부분 단송처
34) 데라다 히로아키, ｢명청중국의 민사재판의 실태와 성격｣; 오오히라 유우이치, ｢도쿠가와 일본의 민
사재판｣, 뺷법사학연구뺸 56호(2017).
35) 대표적으로 소송과정에서 제출․작성된 일련의 문서를 훗날의 증빙을 위해 등출한 문서, 즉 ‘등급’
(謄給)을 들 수 있다. 실례를 들면, 김정우(金鼎祐)와 김우택(金宅禹) 사이의 선주인(船主人) 권익

을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자 김정우에게 소송기록과 함께 피고 김우택의 낙송다짐을 등출한 형조의
등급(刑曹謄給, 뺷고문서뺸 7 官府文書－(謄給) 174397,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 자료). 1716
년 안이준(安二俊)과 백세홍(白世弘)의 내수사 소관 암태도에 대한 도장(導掌)의 권익을 둘러싼 소
송에서 이미 양당사자가 평균분집(平均分執) 한다는 처결이 있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는 백세홍
을 결후잉집죄(決後仍執罪)로 논하고 일련의 문서와 판결을 등출한 한성부의 등급. 특히 이 등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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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방식으로 처리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 전기의 뺷경국대전뺸에서 사
적인 금전관계의 채송은 증서가 있고 1년 이내의 것에 한하여 청리한다고
규정한 것도 그러한 인식과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다.36)
3) 19세기 이후 질지의 폐지의 의미

그렇다면 결송질지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재물에 관한 재판은 무료였을
까? 적어도 법령상 그에 관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소송당사
자에게 ‘제김[題音] 예채, 패자채, 정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내고 있었
고, 단송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 1865년(고종 2)에 편찬된 뺷대전회통뺸에서는 위 뺷속대전뺸 결송해용
지 규정에 대해 ‘今廢’라고 하고 있다. ‘금폐’는 결송입안과 사급입안의 질지
징수를 금지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질지 징수 관행은 그대로 인정하되 질지
값에 대한 법적 규제만 없앤다는 것인가? 법문의 자연스러운 해석 및 그간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질지 징수를 폐지하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사료를 통해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뺷대전회통뺸보다 늦게 1867년(고
종 4) 5월에 간행된 뺷육전조례뺸(六典條例)가 단서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 뺷육
전조례뺸 형전의 내용은 대부분 뺷추관지뺸의 그것을 간추린 것이 많은데, 뺷추관
지뺸에는 질지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뺷육전조례뺸에는 질지에 대한 언급이 없
다. 따라서, 질지가 이미 폐지된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흥미롭게도 정약용은 뺷목민심서뺸(1818년 완성)에서 입안의 질지가 ‘근래
기두어가 “(漢)城府爲決給事”라 하여 결급입안의 기두어와 같으나 결사에는 ‘合行立案’이란 문언이
없고 “元告安二俊亦中謄給”이라 적혀있다.(漢城府謄給, 1716년, 뺷고문서뺸 7 官府文書－謄給 52275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 자료). 1792년 황수성(黃季成)과 김흥려(金興麗) 사이의 선주인 권
익을 둘러싼 소송에서 김흥려가 위조문서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판명되어 해당 소송기록과 함께
황수성의 요청에 따라 김흥려가 다시 다투지 않겠다는 다짐장을 등출한 한성부등급. 이 등급에서는
결사에 “爲等如 憑考次 黃季成處元文案謄給”이라 하고 있다(漢城府謄給, 1792년, 뺷고문서뺸 7 官府
文書－謄給, 174396,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 자료). 또한, 1753년 하명상(河命祥)과 이여성
(李如晟)의 소송에서 하명상에 발급된 한성부와 호조의 등급의 경우 하명상 형제가 무과 시험의
대리응시에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다고 하여 제소한 이여성을 무고의 죄로
묻고 하명상의 신청으로 소송기록을 등출한 것이다(河命祥 謄給, 뺷고문서집성뺸 57, 진주 운문 진양
하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자료센터 한국고문서자료관).
36) 뺷經國大典뺸 戶典 徵債 ○ 凡負私債, 有具證․筆文記者許徵, 過一年不告官者勿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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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었다’고 하고 있다. 뺷목민심서뺸의 저술 시기를 볼 때 ‘근래’란 19세기
초의 어느 때이다. 그러나 필자가 조사한 범위에서 그 시점에 질지 폐지 조
치가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1852년에 편술된 뺷경조부지뺸에 명
백히 질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것과도 맞지 않는다. 정약용의 말이 사실이
라면, 질지 징수를 금하는 조정의 명이 실제 있었으나 일시적인 시행에 그쳤
거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질지 폐지에 관한 직
접적인 조령이 없었더라도 이미 청송실무에서 질지가 사실상 폐지된 상황(불
사용 또는 유명무실화)을 정약용이 ‘폐지’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추후
확인과 검증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약용에 말과 뺷대전회통뺸에서 ‘금
폐’란 것은 법적이든 사실상이든 질지 징수 관행의 폐지 또는 불사용을 의미
하는 큰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약용은 왕토(王土)․왕민(王民) 이념과 결부시켜 입안제도를 좋은 옛 법
으로 평가하고 질지 폐지가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앞에서 입안의 대상물이
한정된 이유를 논하였는데, 그 사상적 기초를 찾는다면 바로 이 왕토․왕민
사상에 닿게 될 것이다.
뺷경국대전뺸에서 이르길 “노비를 매매할 때 관에 고하여 입안한다. 사사로이 매
매한 자는 그 노비 및 값을 몰수한다.” [전택․노비의 결송 질지의 규정은 형전의
끝에 있다.] ○ 살피건대, 주례(周禮)에서 사문서를 권계(券契)라 하고 공문서를
질제(質劑)라 하였다. 무릇 시장에서 교역하고 매매하는 것은 모두 질제를 고열하
여 후세로 전해 내려가며 또 아계(牙契)와 인계(印契)가 있다. 지금 국전(國典)에
있는 입안의 법은 바로 이것의 유제(遺制)이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근래 폐지되었다. 대저 하늘 아래 왕토(王土)가 아닌 것이 없고, 집 한 채도 왕이
내려준 것이고, 직역을 가진 자는 모두 왕민(王民)이다. 만약 공문(公文)이 없다면
신하된 인민이 무엇에 의거하여 자기 것[己有]을 얻고 보유할 수 있을 것인가?
백년 이래 법기강이 무너지고 작은 일과 큰일에서 모두 옛 법을 폐지하니 이는
폐단이다. 전택과 노비를 자기 것[己物]으로 여기는 것은 그것이 왕토이고 왕민임
을 잊는 것이다. 나라의 보검을 넘겨주어 백성이 토지를 향하지 않으며 왕의 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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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날로 외로워지고 왕의 덕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는 유식한 자들이 깊이
우려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조정 대신이 상주하여 중외에 신명해야
할 것이지, 일개 현(縣)의 명령으로 홀로 시행할 일은 아니다. 다만 송사를 처결할
때는 반드시 법에 따라 입안하도록 해야 한다. 질지를 납부한 것은 형리(刑吏)가
문서를 작성할 수 있되, 헛되이 판결하고도 문안을 만들지 않는 것은 불가하다.37)
대저 옛날에는 송사를 처결함에 반드시 입안이 있으므로 질지를 바치게 하였으
니, 이른바 금시(金矢)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지금은 이 법 역시 폐지되고 간위
(奸僞)만 날로 늘어가고 있다.38)

정약용도 잘 알고 있었겠지만, 이즈음 입안제도는 절차의 번거로움, 질지
의 부담과 폐단, 더 간편한 입지의 활용 등으로 인해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
다.39) 정약용은 뺷경세유표뺸에서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 입안제도를 더욱 강
화한 권계(券契)제도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40) 정약용은 질지의 폐지가
입안제도의 쇠퇴를 야기할 것이고, 입안제도가 없어지면 토지와 인민의 지
위․권리 변동이 오로지 사문서에 의한 거래와 증명의 틀 속에서만 이루어
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본래 왕토와 왕민인 토지와 인민을 왕의 덕과
통치로부터 단절시키고 오로지 ‘자기 것’[기물]으로만 간주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입안제도의 폐지 또는 유명무실화를 초래할 질지의 폐지를 비판한
37) 뺷牧民心書뺸 卷九 刑典 第一條 聽訟 : 大典曰 : “凡買賣奴婢, 告官立案, 私和買賣者, 其奴婢及價物,
並沒官。” [田宅․奴婢, 決訟作紙之式, 見刑典之末] ○案周禮, 其私文曰券契, 公文曰質劑。凡市易
買賣, 皆考質劑, 降及後世, 猶有牙契․印契, 今國典立案之法, 卽此遺制, 不知近日何故廢之也。大抵
普天之下, 莫非王土, 一廛之宅, 莫非王授, 一僕之役, 莫非王民, 苟無公文, 爲人臣者, 安得而據爲己
有乎? 百年以來, 法紀隳壞, 小事大事, 悉廢舊典, 其弊也, 田宅․奴婢, 認爲己物, 忘其爲王土王民。
太阿倒授, 民不嚮上, 主勢日孤, 王德不降。此有識之深憂也。此事須大臣敷奏, 乃可申明, 一縣之令,
無以獨行。唯遇訟決, 必令依法立案。其作紙所納, 刑吏得以潤筆, 不可徒決而不案也.
38) 뺷牧民心書뺸 卷五 戶典 六條 穀簿 : 蓋古者決訟, 必有立案, 以納作紙, 所謂金矢者此也。今此法亦廢,
而奸僞日滋矣.
39) 최연숙, 앞의 글(각주 21), 256면 이하.
40) 가옥, 산림, 전원, 노비를 매매․상속할 때 관아에 와서 미리 인쇄된 권계서식을 받아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제출하면 관에서 도장을 찍어 내주고 관아에 보관된 문적에 그 변동사항 기록하는데, 신
고인은 물건 값의 100분의 1을 관아에 낸다. 또한 금전대여[放債], 임대차[稅貸], 전당(典當)을 할
때도 권계를 받도록 한다. 기구 같은 작은 물건으로 값이 50냥 미만인 것만 사사로운 문권으로
하는 것을 허가한다. 뺷經世遺表뺸 秋官刑曹 券契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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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한편, 앞에서 뺷육전조례뺸 형전의 내용은 대부분 뺷추관지뺸의 내용을 간추
린 것이라고 했는데, 그 행간을 보면 어떤 곳에서는 단순히 편의상 문장을
축약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절차의 ‘간소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곳도
있다. 뺷육전조례뺸 형전 고율사(考律司)의 청송(聽訟) 항목도 그렇다. 뺷추관지뺸,
기타 사송법서에서 나오는 청송식(聽訟式)과 내용이 비슷하지만, 뺷육전조례뺸
의 ‘청송’ 항목은 기존의 청송식과 비교하여 분량이 적고, 주로 문기의 선후
관계 및 진위 파악과 관련된 사항을 간추린 것이다.41) 그러면서 기존의 ‘청
송식’에는 없는 사안의 처결에 관한 서술이 이어진다. 즉, “사리(事理)가 적
실하면 공정하게 처결한다. 만약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원고와 피고
를 대질하여 진술을 받은 후 각각 다짐을 받고, 당상관이 직접 신문하거나
직접 논제(論題)하여 처단한다. 가사와 전택의 소송은 한성부로 이송한다. 송
전(訟錢)을 받아먹은 소송의 경우 해당 서리를 먼저 파직하고 장물을 계산하
여 징치한다.”42)
여기에 서술된 소송의 처결방법을 보면, 각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의 조사
만으로도 사리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처결할 수 있고, 어긋남이 있
는 경우 비로소 원고와 피고의 대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읽힌다. 또한, 당상
관이 “친히 신문하거나 논제하여 처단한다.”라고 하고 있을 뿐, 앞서 본 ‘의
관식 후 결절’, ‘구격식 결급’ 등의 언급이 없다. 가장 권위 있는 중앙사송아
문인 형조에서의 청송격식에 관한 것임에도 내용이 간략하다는 인상을 준다.
41) 뺷육전조례뺸 형전 고율사 청송 : 소송을 개시[始訟]하여 원고가 사연을 제출[原情]한 후, 문기를 제
출하며,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 문기 작성일자의 선후와 위조 여부와 끗[印]자 다음에 추기했는지
여부, 문기의 증인과 집필자가 족친 혹은 현관인지 여부, 부녀자의 도장과 수촌의 진위, 문기 작성
일자와 피상속인의 사망일. 또 입양하여 호적에 등재하였는지 여부와 조사할 수 있는 문기를 묻는
다. 다른 관사의 질문[作文]을 받아온 후, 문서를 붙인 곳에 위조한 흔적이 있는지 여부와 다짐[侤
音]의 상위를 조사한다. 입안 내에 결절한 당상관과 낭관의 재직연월과 서명을 조사한다.(始訟, 原
情後, 文記現納, 考閱文記先後及塗擦, 印後加書, 證筆族親顯官與否, 婦人圖書及手寸, 文記成置年月
與財主身死年月. 又問入籍與否, 可考文跡比對, 他司作文取來後, 考粘連處有奸僞及侤音異同, 立案
內決折堂郞在官年月及名署憑閱.)
42) 뺷六典條例뺸 刑典 考律司 聽訟: …事理的實, 則公正決處. 若有相左, 則元告․元隻對質取招後, 各捧
侤音, 堂上或親問, 或論題, 處斷. [家舍․田宅之訟, 移送京兆. ○訟錢․乾沒之訟, 吏爲先除汰, 計贓
懲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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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訟錢)을 받아먹은 서리를 징치하는 내용이 있는데, ‘송전’은 소송에

관해 관원이 받는 뇌물이나 토색하는 금전을 뜻한다.43) 자료상으로는 비슷
한 뜻으로 ‘송채’(訟債)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고 있었다. 서리가 행위 주체
로 상정된 점을 볼 때, 여기에서 송전은 서리가 중간에서 받아먹을 금품, 즉
‘정채(情債)’, ‘송채’ 등의 명목의 금전이 포함될 수 있다. 결송질지가 폐지된

상황이라면, 질지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것도 송전 또는 송채에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조사해야 봐야 할 점이 많지만, 앞에서 본 것과 다음에서 제시하는 것
들은 의미심장한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결송 질지의 폐지는 곧 질지 징수의 대상이 되었던 물건들에 관한 소송을
판결할 때 합법적인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뜻한다(법외로 정채, 송
채 등을 받는 것은 논외이다). 합법적인 질지 수입이 없어졌다면 관청에서도
굳이 결송입안을 작성할 필요나 동기가 없어질 것이다. 결송입안을 작성할
동기가 없다면, 소송의 처결방식 역시 번거롭게 격식을 차릴 필요도 없지 않
을까?
뺷목민심서뺸에서 정약용은 질지 폐지 후 간위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하
였는데, 그는 다른 곳에서 오리 이원익(李元翼)이 저술한 ‘청송요식’(聽訟要
式)44)을 소개한 다음 “이 요식에서 옛사람들의 송사를 처리하는 법이 정성

스럽고 세밀하여 지금 같이 경솔하지 않고, 당시 각 관청에서 법을 준봉하는
것이 근엄하여 지금같이 해악을 끼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45)
요컨대 지금의 청송 방식이 경솔하다는 말이다.
현존하는 결송입안 74개의 작성 연대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16세기의
것이 16개, 17세기의 것이 23개, 18세기의 것이 25개, 19세기 전반의 것이

43) 뺷승정원일기뺸, 순조 22년(1822) 8월 20일 기사에서 뇌물을 받은 것을 ‘송전’이라 한 사례. 1902년
7월 17일자 한성부재판소의 보고서에서 소송의 뇌물을 ‘송전’이라고 하고 마땅히 속공해야 한다고
한 사례. 司法稟報(乙) 3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 검색자료.
44) 그 내용은 조선 후기 사송법서에 나오는 청송식과 같다.
45) 뺷牧民心書뺸 卷九 刑典 第一條 聽訟 : …○按 此要式, 可見古人聽訟之法, 誠慤密察, 不如今之輕率
也。又見當時百司, 奉法嚴謹, 不如今之毀畫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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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1801, 1809, 1821, 1821년)이고, 연대 미상의 것이 6개이고,46) 19세기

후반의 것으로 확인되는 결송입안은 없다. 자료가 유실되었을 가능성을 고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연대순 잔존수량은 뭔가 특별한 설명을 요구한다. 만약
격식을 갖추고 입안이 작성되는 처결방식이 청송실무 속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다면, 시대가 내려올수록, 특히 19세기 후반의 결송입안이 많이 남아 있
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의 결송입안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다. 19세기 중후반의 자료인 지방의 민장치부책에서 나타나는
지방관의 청송과 처결은 시종 ‘단송처결적’인 방식으로 점철되고 있다. 거기
에서는 삼도득신법의 적용을 거론할만한 격식을 갖춘 판결의 실체와 결과물
이 존재하지 않는다.47)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19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청송실무가 전반적으로
‘단송처결적’ 방식으로 수렴되고 있었다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다만 그

이유를 단순히 관의 기강 해이나 결송 질지의 폐지의 결과로 설명하는 것은
단편적이라 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변화, 소송사건수의 양적 추이, 분쟁의 성
격과 양태, 향촌질서의 변동, 중앙과 지방관청의 실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다른 기회에 검토하기로 하고. 다음 장에서
단송의 실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Ⅲ. 短訟 및 그에 대비되는 용어들의 의미
1. 具格式
앞서 보았듯이 조선 후기 사료에는 ‘단송’, ‘단송처결’, ‘단송결급’은 ‘具格
式’이나 ‘具格’, ‘具訟體’ 또는 ‘依官式’ 등의 요소가 미비한 처결로서 거론되

고 있고, 또 ‘大訟’이라는 말도 있었다. 단송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46) 권이선, 앞의 글(각주 28), 15면.
47) 자세한 것은 문준영, 앞의 글(각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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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용어들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具格(式)處決’, ‘具格(式)決得’ 등의 표현에 나오는 ‘구격식’의 의미
는 비교적 간명한 것 같다. 말 그대로 ‘격식을 갖춤’을 의미한다. ‘구격식’은
어떤 사안의 처리방식이 전반적으로 격식을 갖추는 경우 또는 특정한 국면의
처리방식이 격식을 갖추는 경우 모두 쓰일 수 있는 말이다. 예를 들어 ‘具格
捧招’(격식을 갖추어 초사를 받는다)라는 표현은 후자의 예이다. 또한, ‘구격

식’이란 표현은 소송사건이 아닌 사무를 격식을 갖추어 처결할 때도 쓸 수
있는 말이다.
소송사건에 한정하지 않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구격식’은 반드시 소송과
관련하여 쓰이는 ‘具訟體’라는 표현, 소송절차상 특별한 의미가 있는 ‘依官
式’이란 표현과 구별된다. 그러나 후술하듯이 ‘의관식 결절’은 결국 격식을

가장 잘 지킨 판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의관식 결절’은 ‘구격식 결절’의
한 양태라 할 수 있다. 한편, 소송사건에 관해 ‘구격식’이란 표현을 쓰는 경우
그 의미는 ‘구송체’와 겹칠 수 있다. 그러나 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체’의
의미는 탄력적이고, 반드시 구체적인 격식을 가리키지 않는다.
필자는 ‘단송처결’의 반대의 것을 가리키는 일반적 표현을 찾는다면, ‘구격
식 처결’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단송처결’은 결코 ‘의관식 결절’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 보듯이 ‘의관식 결급’의 의미하는 범위가 협소
하고 또 후기로 갈수록 ‘의관식’ 절차 자체가 간소화․생략되는 경향이 있다
는 점을 고려하면, ‘의관식 결절’이 아닌 처결방식이 모두 단송처결이라 말하
기는 어렵다. 또한, ‘단송처결’은 ‘구송체 처결’이 아니라고 하겠으나, ‘송체’
의 의미가 모호하여 무엇을 ‘송체’라 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비해 ‘구격식’의 경우 격식의 의미가 좀 더 구체적이다. 단송은 기본적
으로 ‘양조지송’을 전제한다. 그 심리와 처결방식에 대해 가장 엄격한 의미에
서의 ‘송체를 갖추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나름의 소송사건 심리의 구색
을 갖추고 심리․처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격식
을 갖추어 심리․처결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단송의 양태를 생각하면, 단
송은 ‘격식을 갖추지 않은 소송의 처결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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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依官式
‘官式’은 그 자체로는 관의 규식, 즉 관청에서 준행되고 있던 소송에 관한

제반 규식을 뜻한다. 거기에는 법령으로 정해진 것 외에도 청송실무에서 형
성된 관례적인 규식도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依官式’은 일차적으로 제반 규식에 따라 사안을 처리함을 뜻한다.
1578년 흥해군 결급입안에서 원고과 피고는 시송다짐을 하며 “저희가 전답

으로 서로 소송하는 일로 오늘 시송을 하니, 원고와 피고 중 30일에 이르도
록 이유 없이 송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관식에 따라 준행하십시오”(矣徒等 以
田畓相訟事 當日始訟爲白去乎 元隻 中 滿卅日 無故不就訟是白去等 依官式准
行敎味白齊)라고 하였다.48) 여기에서의 관식은 명확히 친착결절에 관한 법

전의 규정을 가리킨다.49) 다른 결송입안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依大典施
行’50) 또는 ‘依法例處決’51)이라고 표현된다.

그런데, 연대기 자료와 현존하는 결송입안 자료에서 ‘의관식’의 용례를 조
사하면, ‘의관식’이란 말이 소송과 관련하여 쓰일 때는 단순히 ‘관식을 따른
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소송절차상 특별한 국면과 관련된 관용적 표현임을
알 수 있다.
1605년 선조실록 기사에 사헌부가 계를 올려 소송을 잘못 처리한 장예원
48) 1578년 흥해군 결급 입안, 뺷고문서집성뺸 권37(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이 글에서 인용하는 결
송입안 자료는 모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지원하는 토대연구 결송입안 역주사업단(연세대학교 법학
연구원, 연구책임자 심희기 교수)에서 작업한 탈초․역주의 결과물이다. 귀중한 자료를 접할 기회
를 준 심희기 교수와 연구진에게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이 글에서 결송입안의 번역은 필자가 수
정․보완을 가한 것이고, 따라서 오역의 책임은 필자에게 있음을 밝혀 둔다.
49) 뺷經國大典뺸, 刑典, 私賤 : 相訟奴婢元告被論中 自知理屈 累月不現 再囚家僮後滿三十日不現者 始訟
後五十日內無故不就訟過三十日者 竝給就訟者 以就訟庭親着名字爲驗 雖呈誤決勿許聽理 唯親着時
有奸僞者 許更理 三度得伸勿許聽理 凡爭訟同.
50) “저희가 전답에 대해 상송하는 일로 오늘 입송을 시작하오니 원고와 피고 중 까닭 없이 송정에
출석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대전에 의해 시행하십시오”(矣徒等 以田畓相訟事 當日始立訟爲白去乎
元隻中 無故不就訟是白去等 依大典施行敎味白齊), 1722년 안동부 결급 입안, 뺷고문서집성뺸 권6(한
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32~48쪽.
51) “저희들이 논으로 상송하는 일로 오늘 시송하오니 갑과 을 중에서 30일이 되도록 까닭 없이 송정에
출석하지 않거든 법례에 따라 처결하십시오”(矣徒等 畓庫相訟事 當日始訟爲白去乎 甲乙中 滿三十
日無故不就訟是白去等 依法例處決敎味白齊). 1723년 구례현 결급 입안, 뺷고문서집성뺸 권37(한국
정신문화연구원, 1998), 468~4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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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상 등을 징계할 것을 논한 내용이 있는데, 사헌부의 계에 소송의 ‘격례(格
例)’, ‘의관식(依官式)’이란 말이 나온다.
凡聽訟之際, 始訟, 元情, 文記現納後, 兩邊違端, 備悉推詰, 始捧依官式決給, 是乃
格例也. 訓鍊奉事李夢康呈稱 : ‘與前正郞任鶴齡妻李氏, 奴婢相訟, 不捧依官式決
給.’云. 臣等相考作文, 則決等立案內以爲 : ‘李夢康依官式捧招時, 非但順理拒逆, 公
然逃走, 一邊移文刑曹, 奴婢則任鶴齡妻李氏處決給.’ 云. 所謂依官式者, 訟者甲、
乙, 俱稱無未盡之事然後, 始乃決折之謂也. 設使夢康, 實爲順理拒逆, 其罪則自當依
法科斷, 不可無依官式而決訟, 設使夢康實爲逃走, 自有親着之法, 不可無元告而斷
訟. 其朦朧違法之罪, 不可不懲, 掌隷院其時堂上, 色郞廳, 竝命推考. (밑줄 필자, 이

하 같음)52)

위에서 ‘격례’는 소송절차 전반에 관한 심리와 판결의 격식을 의미하고,
‘의관식’은 소송절차 전반이 아니라 판결 직전의 단계와 관련되는 표현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捧依官式決給’, ‘無依官式而決訟’과 같이 ‘奉’과 ‘無’를
‘의관식’ 앞에 쓴 점에 주목하자. 앞서 본 1688년 및 1712년 승정원일기 기

사에서는 ‘不爲依官式’, ‘無依官式’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필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의관식’이란 말은 ‘관식에 따라 처결하십시오’라는 결송
다짐의 관용적 표현과 관계되며, 그 실질적인 의미를 현대적 용어로 설명하
면 ‘변론의 종결과 관식에 따른 판결을 신청하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 그
리고 그로부터 의미가 더 확장되어 ‘그러한 소송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 점을 반영하여 위 기사를 국역하면 다음
과 같다.
대저 청송(聽訟)을 할 때는 시송(始訟), 원정(原情), 문기현납(文記現納)을 한
뒤에 양 당사자의 위단(違端)을 모두 세밀히 추힐(推詰)한 뒤에 비로소 관식에 따른

52) 뺷선조실록뺸, 선조 38년(1605) 6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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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구하는 의사를 확인하고 결급하는 것[捧依官式決給]이 바로 격례(格例)입
니다. 그런데 훈련원 봉사 이몽강이 정소(呈訴)한 바에는 전 정랑 임학령의 처 이씨
와 노비 문제로 상송(相訟)하였으나, 관식(官式)에 따른 판결을 구하는 의사를 확인
하지 않고 결급했다[不捧依官式決給]’고 하였습니다. 이에 신들이 질문[作文, 관청
의 문서]을 상고해 보니, 처결한 공사[決等公事]의 입안(立案)에서 ‘이몽강은 관식
에 따른 판결을 구한다는 초사를 받을 때[依官式捧招時]에 순리(順理)를 거역했을
뿐 아니라 공공연히 도주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형조에 이문(移文)했으니, 노비는
임학령의 처 이씨에게 결급한다.’ 하였습니다. 이른바 ‘의관식’이라 함은 소송의
당사자 갑(甲)과 을(乙)이 모두 미진한 점이 없다고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결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설사 실제로 몽강이 순리를 거역했다 하더라도 그 죄는 의당
법대로 처단해야 마땅하지 관식에 따른 판결을 구하는 의사의 확인 없이 결송[無依
官式而決訟]할 수는 없는 일이며, 또 설사 몽강이 실제로 도망쳤다 하더라도 친착법

(親着法)이 있으니 원고 없이 송사를 결단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법을 위배하고

몽롱하게 처리한 죄를 징치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장예원의 그 당시 당상과 담당한
낭청을 모두 추고하도록 명하소서.

위 기사에서 ‘의관식’의 뜻을 설명한 부분을 단서로 삼으면 ‘의관식’이 민
사소송에서의 변론종결 단계, 특히 결송다짐의 표현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시대 민사소송에서는 양 당사자의 변론과 증거제출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소송한 것을 각 일의 다짐을 상고하여 관식에 따라 시행하십시오’
[各日侤音相考依官式施行]라는 내용의 다짐을 바치는데 이를 결송다짐[決訟
侤音]이라 한다. 결송다짐 후 송관은 심판의 대상을 기록한 다음 서명하여

확인한다. 결송다짐과 심판대상의 확정으로 당사자의 모든 소송행위가 끝나
고 판결을 위한 송관의 행위만이 남게 된다.53)
실제 결송다짐 사례 중에는 위 기사의 ‘의관식’에 대한 설명과 마찬가지로
양 당사자가 남김없이 변론하였음을 확인하고 관식에 따라 판결하기를 바란

53) 임상혁, 앞의 글(각주 2),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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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 것이 있다.
－저희가 노비를 가지고 서로 소송하여 각일에 다짐을 바쳤으니 달리 미진한

사정이 없는바 관식에 따라 시행하십시오.(矣徒等, 奴婢相訟, 各日侤音, 則他無未
盡情由爲白去乎, 依官式施行敎事.)54)

－저희가 서로 소송하여 이미 때가 소송을 마칠 때가 되었고 달리 미진한 일이

없으니 관식에 따라 시행하십시오.(矣徒相訟, 時已爲畢訟, 他無未盡之事爲白去乎,
依官式施行敎味.)55)

－저희가 집터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는데 각자 원고와 피고가 다짐을 올리고,

미쳐 진술을 다 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법과 관식에 따라 결절 시행하십시오(矣
徒等, 家代相爭爲白如乎, 各自元隻呈侤音, 已盡納招爲白有置, 依法依官式 決折施
行教事)56)

－저희가 논으로 상송할 때 원고와 피고의 상고할 만한 문서와 원정 등을 이미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 외에 따로 진술할 것이 없으니, 관식에 따라 처결하십시오.
(矣徒等 畓庫相訟時 彼此可考文書及原情等 已盡現納爲白有在如中 此外他無所供
之言是白置 依官式處決敎味)57)

이러한 예를 볼 때, ‘의관식’이라는 용어 자체가 결송다짐을 받는 절차에서
유래하는 관용적 표현일 개연성이 있다. ‘捧依官式’은 ‘관식에 의하십시오’
등의 말을 수반하는 변론종결 및 판결신청에 관한 당사자의 다짐을 받는다,
또는 그런 절차를 거친다는 뜻이고. ‘無依官式’, ‘不爲依官式’은 그러한 절차
를 밟지 않았다는 뜻이다.
다른 사례를 통해 이 점을 확인해보자. 유명한 다물사리 노비소송이 기록
된 1578년 흥해군 결급입안에서 ‘관식’이란 말이 나오는 개소에서 어김없이
54) 16세기 말~17세기 초 제주목 결급입안, 뺷고문서집성뺸 권110(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014),
301~302면.
55) 1614년 경주부 결급입안,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56) 1661년 한성부 결급입안,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57) 1719년 구례현 결급입안, 뺷고문서집성뺸 권37(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433~4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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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관식’이란 말이 쓰인다. 이를 ‘관식을 따르는 것’으로 옮기면 말은 되지만

뜻이 잘 통하지 않는다. 반면, ‘관식에 따라 시행해달라’는 당사자의 진술이
나 다짐 또는 그러한 진술을 통해 변론을 종결하는 것이란 뜻으로 풀이하면
앞뒤가 잘 맞는다.58)
－판결에 임박한 송사를 依官式하기 전에 그의 어머니의 기일을 가탁한 것만으

로도 귀가를 허락하시어 날짜가 지체되어 결송할 기약이 없습니다.(臨畢之訟乙 依
官式之前 其矣母忌托故哛以 許令歸去爲在如中 遷延日月 決訟無期爲白齊)59)

－지난 9월 15일에 이춘수와 이준 등이 더 추열할 것이 없다 하며 依官式이라

원피고가 동시에 아뢰었습니다. 하지만 송관의 뜻은 소송 중에 추핵이 미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원고․피고들에게) 依官式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전에
한 각 일의 다짐과 그동안의 소송기록을 상고하고 따질 것이니 3일 뒤에 다시 출석
하라고 명하셨습니다.(去九月十五日良中 李春壽‧李浚等亦 更無推閱之事是如 依官
式爲良結 元隻一時白活爲去乙 訟官之意段 最只訟中大綱 未盡推覈爲有臥去乎 計
料乙仍于 依官式除良 汝等徒之前各日侤音 歷覽相考問乙過數三日後 還現亦敎授爲
乎亦中)60)

－이춘수가 저희의 비 반춘을 그의 비 다물사리인 것처럼 허명으로 가탁해 횡탈

하려고 계획했다가 간사한 정황이 드러나고 위단이 뚜렷하여 변명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依官式이라 송관께 거듭 아뢰었다가 까닭 없이 도망가 여러 달 동안 나타나
지 않거늘…(李春壽亦 矣婢班春乙 其婢多勿沙里樣以 假托虛名 橫奪設計爲白如可
奸謀彰露 僞端現著 無辭納段乙仍于 依官式亦 訟官前再再白活爲白如可 無緣逃歸
累月不現爲白去乙…)61)

－이춘수가 依官式의 다짐을 비록 제출하지 않았을지라도 依官式이라 거듭 아

뢴 일을 송관께서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으십니다.(李春壽亦 依官式侤音 雖未納段
爲乎乙兪良置 依官式亦 再再白活之事乙 訟官主敎是 明白聽知.)62)
58)
59)
60)
61)

1578년 흥해군 결급입안, 뺷고문서집성뺸 권37(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436~445쪽.
위 입안 576~577행.
위 입안 785~788행.
위 입안 812~814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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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수가 송관께 依官式이라 거듭 발괄한 일을 송관께서 공사(公事)로서 문안

을 작성하여 보품하셨으며…(李春壽亦 訟官前 依官式亦 再再白活之事乙 訟官敎是
成公事報稟爲白乎旀…)63)

－이춘수가 스스로 이치가 굴함을 알고 간사한 말과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이

이미 바닥이 드러났기 때문에 송관 앞에 依官式이라 거듭 아뢴 일을 송관께서 보고
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依官式이라 다짐하는 초사를 바친 것과 다름이 없
으므로(李春壽亦 自知理屈 邪辭遁說 旣已竭盡乙仍于 訟官前 依官式亦 再再白活之
事乙 訟官報狀內亦已說道爲有在如中 與依官式侤音納招 以無異爲白昆)64)

－하물며 이춘수는 전년 7월에 시송하여 이미 추열을 마치고 더 변론할 것이

없다고 하여 依官式이라 송관 앞에서 거듭 (진술)했다가…(况旀 李春壽段 前年七月
分始訟 已盡推閱 無辭納段 依官式亦 訟官前 再再爲白如可…)65)

－지난 병자년 7월에 경주부에서 시송하여 이미 추열을 마치고 더 변론할 것이

없다고 하여 依官式이라 송관 앞에서 거듭 아뢰었다가…(去丙子年七月分 慶州府始
訟 已盡推閱 依官式亦 白活爲白如可…)66)

또한, ‘안가노안’(安家奴案)으로 잘 알려진 안씨 집안과 송씨 집안의 사이
의 양천분간 소송에 대한 1586년 장예원 결급입안에서도 ‘관식’이 나오는 곳
은 어김없이 ‘의관식’이란 말이 쓰이고 있다. 송씨 집안 측 주장의 요점은,
이전에 그들이 패소한 소송에서 ‘의관식’한 적이 있으나 그 판결들은 소송의
원칙에 어긋난 판결이며 거기에 있는 ‘의관식’의 다짐은 송관이 강요하였다
는 것이다. 장예원은 이러한 송씨 집안의 주장을 억지라고 판단하였다.
－(송씨 쪽 변론) 제가 양천을 분간하는 소송에서 비단 양천을 분간하는 것뿐

아니고 이미 원수의 손에 결급하면 바로 (원수인 안씨 집안의 노비가 되어) 그날

62)
63)
64)
65)
66)

위
위
위
위
위

입안
입안
입안
입안
입안

824~825행.
1056~1058행 및 1265~1266행.
1202~1205행.
1353~1355행.
1489~1490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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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는 것이어서 장예원에 추가로 정소하였더니 문득 진술(다짐)하는 것을 물리치고
실정을 남김없이 진술하지 못하게 억압하였고, 금월 18일에는 겁박하여 依官式을
받고 위법하게 결절했습니다.(矣身亦 良賤分揀之訟 不但良賤分揀而已 決給讐人之
手 則卽日就死, 而掌隸院追呈 則輒退侤音 則必抑使不得盡情, 今月十八日 劫捧依官
式 違法決折.)67)

－(송씨 쪽 변론) 소지 한 장 외에는 하나하나 퇴출하여 질문[作門] 중에 기재되

지 못하게 하고, 질문항목[問目]을 은폐하여 힐문하는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응대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진술(다짐)을 막고 억눌러서 법문을 인용하고 사정을 남
김없이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그 사사로이 사건을 처리하고 법을 희롱하여
청송을 잘못한 것이 고금에 유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끝내는 하루에 依官式을
억지로 받아내고 (그 의관식 다짐에 제가) 착명(着名)하지 않았음에도 강제로 시행
하였습니다. 안씨 집안의 원래의 소장과 진술(다짐) 그리고 거짓으로 무소한 일
등을 조목조목 논파하려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송리(訟理)입니
까?(所志一張之外 一一退黜 使不偹載於作文中, 其設詰問也 隱其問目 使不得逐條
應對, 其侤音也 防禁裁抑 使不得引法盡情, 其循私弄法 聽訟無狀 古今無比 而終焉
一日劫捧依官式 不着而强施之 安家原狀及侤音誣訴等事乙 欲逐條攻破而未能焉.
此何等訟理乎.)68)

－(송씨 쪽 변론) 만약 송관의 질문[作文]과 격쟁원정을 증거로 삼는다면, 송관

의 진술(다짐)을 막고 사정을 남김없이 진술하지 못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을 것입
니다. 依官式한 다음 날 송인필이 격쟁하였으나 앙달할 수 없었고, 결정 후 다음날
제가 진소하였지만 역시 앙달할 수 없었습니다.(倘以訟官作文 以證擊錚元情 則訟
官之禁防侤音 使不得盡情 亦可知矣. 依官式翌日 宋仁弼擊錚而不得達焉, 決定後翌
日 矣陳訴而亦不得達焉.)69)

－(장예원의 판결) 양쪽의 추열이 끝났고 다시 물을 것이 없다고 하면 依官式

다짐을 받아 아무개에게 결급하는 것이 바로 청송의 격례이거늘, 스스로 이굴함을

67) 1586년 장예원 결급입안(안가노안), 원문 551~554행.
68) 위 입안 601~605행.
69) 위 입안 766~769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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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依官式하는 것까지 거역하고 착명하지 않아 고의로 소송을 지연하였다가 끝
내는 겁박하여 받은 것이라고 하는바, 더욱 그 행태가 잘못되었다.(兩邊推閱已畢
更無可問之事是白在如中 依官式侤音捧上某決給乃是聽訟格例是白去乙, 自知理屈
依官式至亦拒逆不着 故爲止訟爲白如可 終以㤼捧爲白臥乎所 加于無狀爲白齊.)70)

위 흥해군 결송입안 및 장예원 결송입안에 나오는 ‘의관식이라 진술(다
짐)하다’, ‘의관식을 받다’ 등의 표현을 고려하면, 앞의 선조실록 기사에 있
는 “依官式捧招時” 및 아래 인용하는 실록기사의 “依官式捧招後”라는 구
절은 ‘의관식’이라는 ‘진술을 받은 때’와 그 ‘진술을 받은 후’라고 옮길 수
있다.71)
－사평(司評) 이응경(李應慶)이 (소송의 원피고에게서) 依官式의 초사를 받은

후에도 판결하지 않은 지가 지금 5개월이나 되었고…(司評李應慶, 依官式捧招後,
不決者今至五朔…)72)

－한성부가 과연 흐릿하게 잘못 판결하여 (계쟁 가옥을) 물려주지 않아서 그때

소송을 담당한 관리의 죄를 다스리기를 청하고, 계청(啓請)하여 장례원에 옮겨서
다시 분간하게 하였으나 장례원이 依官式한 후에도 오래도록 판결하지 않았습니
다.(漢城府果爲矇曨誤決, 不爲退給, 請治其時官吏之罪, 啓移掌隷院, 改分揀, 而掌
隷院依官式後, 久不決折.)73)

－신이 과분하게도 전에 재임할 때 양사국이 상언한 것을 보았는데 형조에서

복계하여 이송한 후 3년이 지났고 依官式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으나…”(臣忝在前
任時, 得見梁士國上言, 則自刑曹覆啓移送, 已至三年, 依官式, 亦已久矣, 而…)74)

70) 위 입안 833~835행.
71) 마찬가지로 1688년 승정원일기 기사에서 영의정 남구만의 발언 중 양 당사자를 이룬 소송사건에
대해 “必使捧招依官式後決折事”라고 한 구절은 ‘반드시 의관식의 초사(관식에 따른 처결을 구하는
결송다짐)를 받게 한 후 결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72) 뺷명종실록뺸, 명종 18년(1563) 6월 18일.
73) 뺷선조실록뺸, 선조 6년(1573) 7월 17일.
74) 뺷승정원일기뺸, 현종 3년(1662)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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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의관식 결절’, ‘의관식 결급’은 당사자의 ‘의관식’
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은 후 결급하는 것, 즉 미진함이 없이 변론과
신문이 종결되었고 판결을 신청한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은 후 판결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의관식 결절’은 가장 엄
격하게 격식을 갖춘 판결의 방식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어떤 소송에서 ‘의관식’ 절차를 밟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면,
그것은 곧바로 격식을 갖추지 않은 판결, 따라서 판결의 도수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인가? 한 마디로 대답하기 어렵다. 시대에 따라 격식의 내용․
정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나중에 보는 영조 연간인 1733년의 뺷승정원일기뺸에 나오는 ‘의관식’이 없
는 판결을 판결의 도수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에 따르면, 의관식 절차는 도수
로 인정되는 판결 성립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결송입안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16, 17세기까지는 시송다짐과 결송다짐이 잘 기재되
었으나 17세기 후반부터 점차 기록되지 않다가 18, 19세기 결송입안에서는
생략되거나 간소화되는 모습을 보인다.75) 결송다짐이 실제 있었으나 단지
기록만 되지 않았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시대를 내려올수록 결송입안의
기재가 소략해지는 경향, 제2장에서 본 청송의 법식이 경솔해지고 있다는 정
약용의 말을 고려하면, 결송다짐을 받는 절차가 생략되거나 별도의 다짐을
받지 않고 변론 종결의 의사를 간단히 확인하는 식으로 간소화, 형식화되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방증이 있다. 숙종부터 영조 연간의 연대기 자료에서는 단
송에 대비되는 재판을 가리킬 때 ‘의관식’, ‘구격식’, ‘구송체’라는 말들이 함
께 쓰이고 있다. 그러나 그 후의 연대기 자료에서는 ‘의관식’이란 말이 더는
나오지 않고, ‘구격(식)’이란 말도 행정적 사안이나 형사재판에서는 자주 쓰
이고 있으나 민사판결과 관련되어 쓰인 예를 찾기 힘들다. 그리고 앞서 본
뺷경조부지뺸 결송질지 규정에서는 단송에 대비되어 ‘구송체’라는 말이 쓰이고
75) 권이선, 앞의 글(각주 28), 42~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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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런 점에서 ‘의관식’을 포함한 격식성이 점차 느슨해지고, 그 과정에
서 ‘구격식’보다 구체성이 떨어지는 ‘구송체’라는 표현이 단송처결에 대비되
는 일반적인 용어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한다.

3. 具訟體
‘관식’이란 말이 사료상 16세기 초부터 확인되는 데 비해,76) ‘송체’라는 말

은 연대기 자료에서 1650년(효종 1) 승정원일기 기사에서 처음 나온다.77)
16세기의 것으로 확인되는 결송입안 중에 ‘송체’라는 말이 쓰인 예는 없다.

따라서 ‘송체’는 조선 후기에 나타난 말로 보이고, 실제로 조선 후기의 법령,
연대기, 소송문서 자료에서 ‘송체’란 말이 종종 나온다. 뺷한국고전용어사전뺸
에서는 ‘송체’를 “송사를 처리하는 절차와 규칙”으로 풀이하고,78) 고법전 번
역서에서 ‘송사의 격식’으로 번역한 것도 있다.79) 국역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송사의 체모”,80) “송사의 대체(大體)”81)로 풀이되기도 한다. 모두 적절한

뜻풀이라 할 것인데, 소송관련 사료에 나오는 용례를 살펴보면, ‘송체’는 크
게 세 가지 뜻으로 사용되는 것 같다.
첫째, 송체는 소송으로서의 모양, 형체 또는 실체를 의미한다. ‘원고와 피
고 양쪽을 구성하지 않고’(未滿兩造) 한쪽 말만 듣고 처결하는 것은 소송으
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송체는 ‘상송’(相訟) 사건이 성립하여 심
리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다.
76) 결송입안 자료에서는 1517년 안동부 결절입안(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에 “저희가 노비로
서로 다투는 것은 양쪽의 다짐을 상고하여 관식에 따라 시행하십시오”(矣徒相爭奴婢乙良 兩邊侤音
相考 依式施行敎味白齊)라는 결송다짐이 있다. 실록에서는 앞서 본 1563년(명종 18) 6월 기사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77) 뺷승정원일기뺸, 효종 1년(1650) 2월 14일. “신은 또한 결송하기 전에 당사자의 한쪽을 수금한 것이
송체에 비추어 부당하여 즉시 석방 처결하라는 뜻으로 명하였습니다”(臣又以未決訟前, 一邊捉囚,
訟體不當, 卽放處決之意, 題之.)
78) 국립국어원 뺷표준국어대사전뺸에서는 “송사(訟事)를 듣고 처리하는 사람의 체면”으로 풀이하고 있
는 이는 잘못이다. 참고로 북한어 사전에는 ‘송사를 처리하는 원칙’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79)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 뺷신보수교집록뺸(청년사, 2000) 205면.
80) 뺷국역 현종실록뺸 3권, 현종 1년 11월 3일.
81) 뺷국역 숙종실록뺸 46권, 숙종 34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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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첫 번째 의미와 관련하여 드물게 ‘송체’라는 말이 ‘소송’ 자체를 뜻
할 때도 있다. “이 무덤들이 …이 어찌 송체의 입락에 관계가 있겠습니까?”
[此塚…何關於訟體之立落乎], “대저 송체에는 시일이 지나도 한가한 것과 바

쁘고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大抵訟體 有踰月度日之事 有刻忙時急之事]가
그 예이다.
셋째, 가장 많은 용례는 ‘체’(體)에 있는 ‘규범, 법, 격식, 이치’라는 의미가
반영되어 ‘소송의 격식’, ‘소송의 원칙’ 등을 뜻하는 경우이다. ‘송체에 비춰
보면’[揆以訟體], ‘송체로써 말하면’[以訟體言之], ‘송체상 당연하거늘’[訟體
當然是去乙], ‘송체가 자재하다’[訟體自在], ‘세상에 법리가 없고 송체가 없다

면’[世若無法理 無訟體則], ‘(이미 판결한 사안을 다시 무고하는 것은) 이 무
슨 송체인가?’[此何訟體乎], ‘송체에 맞지 않는다’[未合於訟體], ‘송체를 위반
하였다’[違訟體] 등의 표현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송리’(訟理)
와 의미가 겹칠 수 있다.
결국 ‘송체를 갖춘다’는 말은 당해 사건을 양조지송(兩造之訟) 또는 상송
(相訟)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소송심리의 격식 또는 원칙에 따라 취급함을

뜻한다고 할 것이다. 한 소송소지에서 “무릇 송체는 원고와 피고 모두 관전
에 서서 곡직을 밝게 조사하고 문서들을 제출한 연후에 가히 그 입락을 판별
할 수 있다”[大凡訟體, 咸造兩隻立官前, 明査曲直, 出諸文字 而後可辨其立落
也]고 하였는데,82) 이는 송체가 가지는 소송, 소송의 실체, 소송심리의 원칙

이란 세 가지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구송체’와 ‘의관식’의 구별지점이 나타난다. ‘의관식’이 변론종
결 절차와 관련이 있는 표현이라면, ‘구송체’는 ‘의관식 결절’의 전제가 되는
것, 즉 당해 사건이 소송으로 성립하여 소송심리의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는
것을 뜻한다.
숙종부터 영조 연간까지 사송법제 정비의 한 방향은 ‘송체’가 미비한 체
취급되는 사건을 삼도득신법의 규체 체계 속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라 할 수
82) 姜潤五單子(山訟). 뺷古文書뺸 16, 私人文書－所志類(山訟) 23641, 서울대 규장각학국한연구원 원문
자료 검색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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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상언․격쟁사안으로서 계하 의결된 것, 단송이라도 연달아 3차의 득결
과 입안이 있는 것 등이 그 예이다. 같은 맥락에서 “산송도 다른 송사와 마찬
가지로 송체를 갖추고 또한 도수로 계산한다”는 수교가 정립되어 뺷속대전뺸
에 편입되었다.83) 이는 1709년(숙종 35) 10월 다음과 같은 논의의 결과이다.
이언강 : 근래 산송이 극히 분분합니다. 무릇 다른 소송은 송체를 갖추고 두 번
득결한 것은 청리를 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송은 시송(始訟)과 의관식(依官式)
등의 절목이 없으므로 낙송한 자가 여러 차례 거듭 소송하여 소송이 그칠 기약이
거의 없습니다. 신의 뜻은 산송 역시 도수의 제한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산송은 모두 다른 소송의 예에 따라 송체를 갖추어 처결[具訟體處
決]하게 명하고, 계하한 공사로서 처결하는 것과 수령이 감영에 논보하여 처결하는

것도 모두 계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묘당에 하순하심이 어떠합니까?
숙종 : 격쟁과 상언에서 산송이 열에 여덟아홉이다.
이언강 : 투장한 후에 소송에 임하지 않고 굴이하지도 않으므로 격쟁․상언이
매우 많습니다.
숙종 : 묘당에서 의논하여 품처함이 가하다.84)

산송에서는 ‘시송’과 ‘의관식’ 등의 절목이 없고 그 때문에 낙송자가 거듭
소송이 제기된다는 말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조선의 사송법에서 ‘소송의 개
시’(시송다짐이 이를 징표한다)와 ‘변론의 종결’(결송다짐이 이를 징표한다)
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제 소송을 개시하니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83) 뺷新補受敎輯錄뺸 0505 ○山訟, 與他訟一体, 俱訟体, 且計度數[康熙□ □承傳]. 뺷續大典뺸 刑典 聽理
○ 山訟, 與他訟一體具訟體施行.
84) 뺷승정원일기뺸, 숙종 35년(1709) 10월 5일.
李彦綱曰, 近來山訟, 極其紛紜。蓋他訟則具訟體, 再度得決者, 不許聽理, 而至於山訟, 則無始訟, 依
官式等節目, 故落訟者, 屢度更訟, 殆無止息之期, 臣意, 則山訟亦不可無度數之定限, 凡京外山訟, 竝
令依他訟例, 具訟體處決, 而或因啓下公事處決, 及守令之論報營門處決者, 竝計度數, 似爲得宜矣。
下詢于廟堂, 何如?
上曰, 擊錚上言, 山訟, 十常八九矣。
彦綱曰, 偸葬後, 不就訟不掘移, 故擊錚上言, 甚多矣。
上曰, 議于廟堂, 稟處, 可也。出擧行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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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착법을 시행하십시오’라는 양 당사자의 시송다짐에서 친작법의 적용근거
가 마련된다. ‘이제 남김없이 변론과 증거제출을 했으니 관식에 따라 처결하
십시오’라는 결송다짐을 통해 해당 쟁송에 대한 심리가 바야흐로 판결을 내
릴 정도로 충분히 진행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의관식의 결송다짐이 있을
때 송관에게 판결의 의무가 발생하고, 따라서 ‘의관식 후’ 오랫동안 판결을
지체하는 것은 송관의 잘못으로 평가된다. 또한 의관식의 다짐을 통해 간접
적으로 양 당사자의 판결을 따르겠다는 의사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판
결에 불복하는 자를 비난할 근거가 마련된다. 삼도득신법의 배경에는, 이를
바탕으로 한쪽이 먼저 두 번 승소하였다면 다른 쪽이 판결에 불복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비리호송으로 볼만하고 따라서 물허청리할 명분이 충분
하다는 사고방식이 있다고 하겠다.
1733년(영조 9) 12월의 뺷승정원일기뺸에는 이엇선(李旕先)이 나대창(羅大
昌)과의 전민송(田民訟)으로 상언한 사안에 대해 한성부가 조사하여 처결방

향을 계한 기사가 있다. 원고 이엇선과 피고 나대창은 여러 차례 소송하여
각각 승소와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었다. 한성부는 삼도득신법의 적용과 관
련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85)
그 진술에서 나대창은 자신이 삼도득결하였다 칭하나, 계묘년에는 원고․피고
가 대변하여 초사를 바친 것이 없으니 이는 송체를 갖추지 않고 득결한 것[旣無兩
隻對辨納招, 此非具訟體得決者]이고, 계유년에는 뒷면에 제사가 쓰인 소지 한 장

[背題所志一張]에 불과하여 이 또한 도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유년에는 비록
(양 당사자의) 시송(始訟)의 초사를 받았으나 ‘의관식’이 없었으니 역시 도수로 계

산할 수 없습니다[雖有始訟捧招之事, 旣無依官式, 則亦不當計其度數]. 삼도득결하
였다는 말은 거짓됨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엇선(李旕先)은 5도 득결하였다고
85) 뺷승정원일기뺸, 영조 9년(1733) 12월 12일.
大昌, 雖稱三度得決, 癸卯年, 則旣無兩隻對辨納招, 此非具訟體得決者, 而癸酉年, 則不過背題所志一
張, 此亦不當入於度數。己酉年, 則雖有始訟捧招之事, 旣無依官式, 則亦不當計其度數。其所三度得
決云者, 無非誣罔, 而旕先, 雖稱五度得決, 癸酉․甲辰兩度得決之外, 其他, 俱非具格處決之事, 則五
度得決之說, 亦未免爽誤。故自本府, 具格捧招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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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나 계유․갑진년에 재도득결한 것 외에 나머지는 모두 격식을 갖추어 처결한
것이 아니므로[非具格處決之事] 5도 득결하였다는 말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
므로 한성부에서 격식을 갖추어 초사를 받은 후[具格捧招後]…

즉, 한성부는 과거의 판결 중 송체를 갖추지 않은 것, 소장 뒷면에 제사만
적힌 것, 시송은 있었으나 의관식(결송다짐의 절차 이행)이 없는 것을 모두
도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고, 다시 ‘격식을 갖추어 초사를 받은 후’ 엇선
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다음 “엇선이 격식을 갖춘 득결이 지금 3도에 이르렀
으나 법전에 따라 갱송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어떻습니까?”[旕先之具格得決,
今至三度, 一依法典, 勿許更訟]라고 하고 윤허를 받았다.

이상에서 볼 때 ‘송체를 갖춘다’는 것은 소송의 제반 격식을 갖춘다는 것
과 거의 같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 의미
를 반드시 시송에서 결송에 이르기까지 소송절차에 관에서 준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격식을 준수한다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다량

의 소송소지류 자료를 보면 해당 사건들이 시송 단계부터 결송에 이르는 ‘구
체적인’ 격식을 따르지 않고 간이하게 처리되고 있음에도 ‘송체’라는 말을 쓰
고 있다. 결국 ‘咸造兩隻, 立官前, 明査曲直, 出諸文字’와 같이 소송이 진행되
었다면 나름의 송체를 갖추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
서 ‘구송체’는 상송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것을 전제로 구체적인 격식을 준
수하여 심리․처결하는 것부터 격식이 미비하기는 하나 소송심리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심리가 진행되는 것까지 그 의미의 스펙트럼이 넓고, 맥락에 따
라 엄격한 의미로(‘구격식’과 같은 의미) 또는 느슨한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
고 생각된다. 물론, ‘단송’에 대비되어 ‘구송체득결’라는 표현이 쓰일 때는 좀
더 엄밀한 의미에서의 송체를 갖추어 재판하고 입안이 작성된 경우를 뜻한다
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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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大訟
앞에서 ‘의관식 후 결급하는 것이 대송이다’[依官式後決給者, 是爲大訟],
‘격식을 갖춘 대송’[具格式大訟]이란 표현과 그에 대응하는 ‘단송’이란 표현

을 쓴 것을 보았다. 이에 따르면, 대송과 단송이 ‘의관식’, ‘구격식’이란 절차
적 형식의 준수 여부에 따라 구별되는 말, 즉 단송의 반대말이 대송이라는
뜻으로 읽힌다.
실제로 아래의 영조 연간의 뺷승정원일기뺸 기사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뺷승정원일기뺸 1747년(영조
23) 12월 23일 기사에는 형조와 한성부의 당상들이 소송사건이나 하교 사건

을 처리할 때 아당상(亞堂上)이 수당상(首堂上)에 보고와 결재 없이 처결하
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 영조와 대신들이 논의하는 내용이 있는데, 좌의정 조
현명(趙顯命)은 “일찍이 수당상으로서 집무할 때 소지에 제사를 내리는 것
및 단송으로서 구두진술을 받고 입락을 정하는 것 외에 일체의 격식을 갖춘
대송은 아당상이 처결한 바는 반드시 수당상에 관문을 올리도록 하였습니
다”라고 말하였다.86) 이어서 예조판서 신만(申晩)은 “사안이 중한 것과 금
지․단속을 집행하는 것 등”은 반드시 수당상이 아당상과 상의하여 하도록
하고 “기타 소소한 단송은 수당상이 일일이 주관하여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아당상에 위임하여도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하였다.87)
이하에서 검토하겠지만, 대송은 소송의 격식이 아니라 분쟁사안의 성격 또
는 내용에 관계된 표현으로서 일반적으로 중대한 소송을 가리키고, 단송은
소송의 격식이 미비하다는 절차적 특징이 함축된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대송은 중요한 계쟁물을 다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격식을 갖추어 심
리․판결하게 되는 것이지, 대송이란 말 자체가 격식을 갖추어 처결하는 것
86) 뺷승정원일기뺸, 영조 23년(1747) 12월 23일.
臣意則坐起時, 所志題辭及短訟之以口招立落者外, 凡諸具格式大訟, 則亞堂所決, 必關由於首堂.
87) 申晩曰, 臣纔經秋曹, 亦知其弊端, 其不成事體, 誠如大臣所達矣。然, 曹務極煩, 若令首堂摠決, 而亞
堂不得與知, 則亦必有積滯之弊矣。臣意則其中關係重者及如出禁等事, 必令首堂主之, 與亞堂相議爲
之.其他小小短訟, 首堂亦難盡爲主決, 此則委諸亞堂, 似無所妨, 必爲參量此等事勢, 定式施行, 似宜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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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凡諸具格式大訟”이란 말은 ‘격식을 갖춘
큰 소송’ 또는 ‘큰 소송으로서 격식을 갖추어 심리하는 사건’이란 의미로 보
면 될 것이다.
한편, 위 기사에서 조현명은 “단송으로서 구두진술을 받고 승패를 판정하
는 것’[短訟之以口招立落者]”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격식이 미비한 체
심리되는 단송의 일면이 표현되어 있다고 하겠다. 결송입안 자료를 보면, 관
에서 진술인을 신문할 때는 단순히 구술을 청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송관
이 추문(推問)한 내용과 진술인의 진술 내용을 기재한 서면, 즉 오늘날의 진
술녹취서 혹은 조서에 해당하는 기록이 작성되고 진술인이 수촌(手寸) 또는
성명을 기재하고 송관이 서압(署押)하는 것이 정식(定式)이었음을 알 수 있
다. ‘以口招立落’이란 말은 이러한 진술녹취와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단지 구
두 진술을 청취만 하고 판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이다.
조선 후기 사료에서 ‘대송’의 용례를 조사하면, 대송은 일반적으로 ‘큰 소
송’을 의미한다. “신(臣)이 형조에 들어가서 보니, 형조의 8방에서 대송이 적
체된 것이 40여 건이었다”[臣入刑曹見, 八房中大訟積滯者四十餘條],88) “대
송을 멋대로 재단하였다”[擅斷大訟],89) “막중한 대송을 멋대로 재단하여 공
을 능멸하고 법을 왜곡함이 심하다”[擅決莫重大訟, 其蔑公枉法, 甚矣],90)
“큰 소송과 중대한 옥사[大訟重獄]에서 뇌물을 받고 오결하고 사사로운 뜻을

품고 법외의 혹형을 가하여 인명을 남살하였다”[如大訟重獄, 受賕誤決, 挾其
私意, 法外酷刑, 濫殺人命],91) “막중한 옥사와 시급한 대송을 한 해가 다 지

나도록 마감하지 못한 일이 많다”[莫重之殺獄, 時急之大訟, 經年閱歲, 未得究
竟者多],92) “(국법상 지방의 소송사건의 소송당사자는) 특별히 대송으로서

부득이한 사건이 아니면 (서울의 사송아문에) 속속 붙잡아 와서는 안 된다”
[如非別樣大訟不得已者, 則不可續續捉致]93) 등의 구절에서 나타나는 바와
88)
89)
90)
91)
92)

뺷승정원일기뺸,
뺷승정원일기뺸,
뺷승정원일기뺸,
뺷비변사등록뺸,
뺷비변사등록뺸,

인조
효종
효종
숙종
영조

13년(1635) 9월 15일.
2년(1651) 3월 10일.
2년(1651) 3월 13일.
37년(1711) 10월 20일.
9년(1733) 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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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이러한 의미의 대송에 반대되는 말로 ‘소송(小訟)’이란 말을 떠올릴 수 있
으나, 필자가 조사한 범위에서는 ‘소송(小訟)’이라는 표현을 쓰인 예는 발견
되지 않았다. 다만 “세미한 사건”[細微之事], “소소한 단송”[小小短訟]이란
표현을 볼 수 있고, 효종 대의 승정원일기 기사에 “무릇 크고 작은 사송은
반드시 문서를 빙거로 삼아 처결해야 한다”[凡大小詞訟, 必憑文書處決]한 예
가 있다.94)
이와 같은 ‘대송’이란 말의 용례에서는 특별히 절차상의 격식과 관련된 용
례를 찾기 힘들다. 물론, 대송이 되는 사안은 대체로 중대한 소송사건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절차상으로서 격식을 갖추어 심리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사건들이 대송으로 지칭되었을까? 먼저, 조선시대
사송법제에서 명시적으로 법적 규율대상이었던 토지, 가옥, 노비 소송이 일
반적으로 대송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다. 승정원일기에는 “공노비를 변별하는
대송”[公賤辨別之大訟]95) “노비에 관한 대송”[奴婢大訟],96) “노비와 주인,
양인과 천인을 가리는 대송”[奴主良賤之大訟]97)이란 말이 나오고, 궁토 또는
민전인지를 둘러싸고 민인과 궁가가 몇 년 동안 다툰 소송사건에 대해 “이와
같은 대송은 마땅히 자세히 살펴 거행하거늘”[如此大訟, 所當詳審擧行是白去
乙]이라고 거론한 예가 있다.98) 정조 연간에 간행된 뺷정조병오소회등록뺸(正
祖丙午所懷騰錄)에는 한성부 5부(部)가 경미한 잡송을 취급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 중에 “토지․가옥․노비 등의 대송”[田宅奴婢等大訟]”이란 표현이 나
온다.99) 또한, 한 소송소지에서 산송의 원고가 “산송은 곧 대송입니다”[山訟
即大訟也]라고 한 바와 같이 산송 역시 ‘대송’으로 인식할 여지가 충분히 있

었다.100)
93) 뺷국역비변사등록뺸, 영조 12년(1736) 3월 25일.
94) 뺷승정원일기뺸 118책(탈초본 6책), 효종 2년(1651) 3월 10일.
95) 뺷승정원일기뺸 220책(탈초본 11책), 현종 11년(1760) 7월 17일.
96) 뺷승정원일기뺸 267책(탈초본 14책), 숙종 4년(1678) 11월 20일.
97) 뺷승정원일기뺸 410책(탈초본 22책), 숙종 29년(1703) 3월 5일.
98) 뺷승정원일기뺸 1631책(탈초본 87책), 정조 11년(1787) 8월 3일.
99) 뺷正祖丙午所懷騰錄뺸 2, 정조 10년(1786), 奎15050,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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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송에 해당할 것 같은 사건이라도 반드시 격식을 갖추어 처리되는 것은
아니었다. 앞서 본 1733년 12월의 승정원일기 기사에 나오는 이엇선과 나대
창 간의 전민송에서 송체를 갖추지 않고 처결한 판결이 언급되고 있다. 1706
년(숙종 32) 9월 승정원일기에는 정상을 자신의 노비로 추심하는 소송을 제
기하여 거듭 승소한 적이 있는 문취빈(文就彬)을 형조에서 비리호송과 압공
위천(壓公爲賤)의 죄로 논한 기사가 있는데,101) 형조의 계언에 따르면, 경상
도에서 양쪽이 “상송”하였을 때 문취빈은 “송체를 갖추어 득결한 것이 두 번
이고 단송득결한 것이 네 번[具訟體得決者二度, 短訟得決者四度]이었으나 상
대방은 한 번도 득결하지 못하였다.” 문취빈은 이 점을 내세워 형조의 처결
이 오결이라고 하며 다시 소송을 청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102) 노비와
주인, 양천을 가리는 대송이라 하겠으나 ‘단송’의 형식으로 처결되기도 했던
것이다.

Ⅳ. 소송문서에 나오는 ‘短訟決給’과 단송의 입안 사례
1. 1690년대 괴산군 婢 맛금의 전답송 사례
앞에서 격식을 갖춘 소송 외에 단송처결 또는 단송이 행해지고 있었고, 그
것이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단송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자료를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 단송 자체가 격식을 갖추지
않고 대개 ‘입안’이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문서자료로 남기 어렵다. 필자는
조선 후기의 다량의 소송소지류 고문서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수령이 제김

100) “右謹言, 山訟即大訟也. 當禁而禁之, 當掘而掘之, 訟理之當然, 人情之常也.” 뺷고문서뺸 16, 私人文
書－所志類(山訟), 195061, 金在浩所志(山訟),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자료 검색.
101) 뺷승정원일기뺸, 숙종 32년(1706) 9월 21일 병자 14/14 기사.
102) 형조의 계언에 따르면, 문취빈은 정상의 외조부 상산개(上山介)의 처가 본래 문취빈의 외외방친
(外外傍親)의 문기에 기재된 비자(婢子)라는 것을 빌미로 그 후손인 정상을 노비로서 만들고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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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音] 또는 제사(題辭)의 형식으로 쓰인 판결문언, 민장치부책에 나타나는

소송기록이 바로 ‘단송처결’적인 청송실무가 반영된 자료라고 생각한다. 거
기에서는 양 당사자의 상송이 성립하고 변론과 증거제출이 행해지기는 해도
엄격한 격식 준수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단지 간략한 변론과 증거조사를 거
쳐 당사자의 소지 뒷면에 판결 사항을 제사로 간략히 써주는 것 또는 계쟁물
의 귀속이나 일정한 사실의 증명을 입지(立旨)를 써주는 것으로 끝난다. 다
만, 영광군 민장치부책에는 ‘단송’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단송’이라 말이 쓰인 실제 소송사례를 찾아보고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의 고문서 DB를 조사하였는데, 규장각 소장 고문서
중 ‘단송결급’이란 말이 쓰인 자료를 발견하였다. 1690년대 괴산군에 거주하
는 奴 김명복복(金命卜)의 처 婢 맛금(唜今)과 김승원(金承元)․김승운(金承
云) 사이의 전답송 관계 문서들이다. 사망한 맛금이 올린 소지로 연대 미상

의 것 1장, 경오년(1690, 숙종 16) 2월과 3월의 것 각 2장이, 그리고 괴산군
수가 상대방인 김승원 쪽에 발급한 ‘강희(康熙) 33년(1694, 숙종 20) 괴산군
단결입안(斷決立案)’ 1장이 남아 있다.
1) 맛금에 대한 ‘단송결급’과 ‘배서입지’

맛금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노 김명복(맛금의 남편)이 조부로부터 3대 전
래하는 토지를 경식(耕食)하다가 무오년(1678, 숙종 4)에 환곡을 갚을 돈 등
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 중 전답 2곳(슬자전 6복 3속, 슬자 진전 3복 6속)을
허정금(許丁金)에게 방매하였는데 같은 전토의 본문기에 다른 전답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본문기는 허정금에 교부하지 않고 그대로 김명복의 집에 두었
다. 갑자년(1684, 숙종10) 김명복이 사망하자 5촌 조카 김승운이 문권을 훔
쳐 가서 그의 조부가 일찍이 매득한 땅인 것처럼 꾸며 전전임 수령 이씨가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였고, 수령 이씨는 ‘승운의 행위가 심히 극히 수상하고
가고할 증빙이 없다’고 하고 비 맛금에게 “단송결급하고 그의 소지에 배서입
안을 성급하였다”[婢矣處短訟決給 而矣所志良中 成給背書立案爲有如乎]. 그
후 승운은 감히 갱송하지 못하다가 전임 수령 박씨가 부임하자 간계를 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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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맛금이 아니라 매수인 허정
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허
정금은 미열한 사람이라 해당 전토 분
쟁의 곡절을 몰라서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여 낙송하였고, 이후 허정금이 맛
금을 상대로 누차 전답값을 추심하는
소장을 올리며 괴롭혔다. 이에 맛금은
억울한 사연을 적어 경오년(1690, 숙
종 16) 2월에 신임 수령에게 소장을
올린 것이다.103)
경오 2월의 소지 내용을 볼 때, 전전

<그림 1> 左 : 맛금의 소지(연대미상)
右 : 소지 뒷면의 입지
출처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

수령 이씨는 양 당사자를 대변(對卞)하게 하고 신문하였고 계쟁 토지와 관련
된 매매문기와 양안을 조사하였다. 말하자면 양자 대송(對訟)을 거쳐 판결한
것이다.104) 그런데 이 소지보다 먼저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연대 미상의 맛
금의 소지(그림 1)105)에는 경오 2월의 소지에서 말한 ‘단송결급 배서입안 성
103) 故私奴命卜妻私婢唜今所志(土地關係), 庚午2月, 뺷고문서뺸 22, 私人文書－所志類(土地關係) 183390-2,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검색자료(http://kyudb.snu.ac.kr).
104) 맛금의 소지에서 양자 대변, 심문, 기타 증거조사를 거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수령 이씨께서

는 저를 즉시 붙잡아다가 면전에서 승운과 더불어 한 곳에서 대변하게 하고 승운이 제출한 문기
를 직접 상고하셨는데, 어손(김승운이 그의 조부가 계쟁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 인용
자)의 방매문기에는 ‘진전(陳田) 2곳을 방매한다’고 성문하였을 뿐, 그 위치․지번과 면[庫員, 字
號, 卜數]을 써넣지 않았기 때문에 수령 이씨께서 승운의 행위가 극히 거짓되고 소홀하여(虛疎)
필시 위조한 것이고 일일이 설도(説道)하시고 승운의 주장을 배척한 점(點斥)하였습니다. 이에
승운은 그 간상이 밝게 드러나 감추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진작 말을 바꾸어 진술한바, 류씨 온양
댁(柳温陽宅)의 노 어손이 같은 전토 2곳을 ‘파회’(破回)에게서 매득하여 승운의 조부 감금에게
전매(轉賣)하였다고 운운하며 갑술 양안(甲量, 1624년)에 같은 전토 2곳이 ‘파회’의 명의로 현부
(懸夫)하였다고 하기에, 수령 이씨께서 다시 갑술 양안(甲量)을 상고했더니 ‘파회’의 명의로 기재
된 전토가 본면 관할 내의 토지[員]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수령 이씨는 승운의 소위가 극히
수상하고 고려할만한 증빙이 없다고 하고 저에게 단송결급하여 저의 소지에 배서 입안을 작성하
여 발급하셨습니다.” (李等教是 婢矣身乙 即爲捉致 案前與承云一處對卞 而承云所納文記乙 親自
現納相考則 於孫放賣文記良中 陳田二庫放賣是如 成文兺是遣 庫員字號卜數乙 不爲書塡是乎等以
李等教是 承云所爲 極其虛疎 必是僞造是如 箇箇説道爲白遣 同承云乙 仍爲點斥爲有如乎 承云亦
其矣奸狀 昭昭難掩乙仍于 旋即 變辭白活爲乎矣 柳温陽宅奴於孫亦 同田二庫乙 買得於破回處 而
轉賣於其矣祖甘金處是如云云爲遣 甲量良中 同田二庫乙 破回名以懸夫是如爲乎等以 李等教是 又
爲甲量相考則 破回名付田 不爲載録於本面員是如乎 李等教是 承云所爲 尤極殊常 無憑可考是如
爲遣 婢矣處短訟決給 而矣所志良中 成給背書立案爲有如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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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재가 있다. 연대 미상의 소지는 문서 일부가 결락
되어 전문이 실려 있지 않으나, 맛금은 남편 명복이 전래 경식하였다는 위
토지 2곳을 5촌 조카 ‘승원’이 탈취하였으니 이를 추심한다는 취지의 소지를
올렸고, 해당 소지 뒷면에 다음과 같은 제김이 적혀있다.
“▣段量案所付▣文記還出給爲遣 汝矣所爭▣食▣給爲去乎▣(立)旨施行向事 十
一日.”(…은 양안에 기재된 것 … 문기를 도로 내어주고 너의 다투는 곳 … (경)식

…(결)급하는 바 … (입)지 시행한다. 11일)”

맛금의 소지에서 이를 ‘입안’이라 칭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입지’이다. 입
지는 입안보다 간편한 절차로 당사자의 청구와 관의 조사를 거쳐 발급되는
관의 증명문서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입지는 16세기 말부터 나타나서 입
안과 입지가 혼용되
었다.106) 위 맛금의
소지에 배서한 입지
는 그 내용상 ‘결급입
지’(決給立旨)라고 부
를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종류의 입지는
<그림 2> 左 : 경오 2월 맛금의 소지, 右 : 소지 뒷면의 입지

출처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

선행연구에서는 거론
되지 않았지만,107) 입

105) 故私奴命卜妻私婢唜今所志(土地關係), 뺷고문서뺸 22, 私人文書－所志類(土地關係) 183390-1, 규
장각원문검색서비스 검색자료(http://kyudb.snu.ac.kr).
106) 최연숙, 앞의 글(각주 21), 259면 이하.
107) 박병호, 뺷한국법제사고뺸(법문사, 1974), 62~68면에는 입지를 성급하는 경우를 ① 賣渡人이 舊文
記를 인도하지 않을 때, ② 舊文記가 汚傷하였을 경우, ③ 墓位土이기 때문에 立旨를 청구한 경
우, ④ 盜失한 文記還推 등의 경우, ⑤ 위조문기에 대항하기 위한 경우, ⑥ 卜數量尺의 확정을 청
구하는 경우, ⑦ 토지전당의 경우로 설명하였는데, 그 외에 문기를 분실하거나 문기가 불타버렸
을 때, 주인 없는 빈 땅을 개간할 때, 산송(山訟)이 있을 때, 가옥과 노비를 매매하였을 때, 개명
(改名)하였을 때, 노비를 추쇄할 때, 면세(免稅)를 요청할 때, 금양(禁養)을 청할 때, 묘표(墓標)가
깨진 경우, 배가 난파되었을 때, 유기아를 수양할 경우에도 입지를 발급하였다. 최연숙,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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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다양한 목적과 남발 경향을 생각하면, 결급입안을 대신하는 결급입지도
나올 수 있었을 것이다. 아무튼, 맛금은 이를 ‘단송결급’의 ‘배서입안’으로 인
식하였다.
그런데 경오 2월의 맛금의 소지 뒷면에도 또 다른 ‘결급입지’가 적혀있는
데(그림 2), 경오 3월의 소지에서 이를 “소지에 배서하여 이치를 논하고 입안
을 성급한 것”[所志良中 背書論理立案成給]이라고 하였다. 경오 2월의 소지에
서 맛금은 “승운을 붙잡다가 관전에서 저와 한 곳에서 대변케 하고 명정하게
결절하신 후 승운의 까닭 없이 비리(非理)한 일을 한 죄를 각별히 무겁게 다
스리시고, 저의 남편이 매도한 전토 2곳, 외조부의 묘 아래 있는 진황평전(陳
荒平田) 4, 5일경 역시 관작재주(官作財主)하여 평균 분급하고, 승운 등이 다

시 농간하고 횡점하는 폐단이 없도록 할 것”을 구하였다. 수령은 맛금의 소
지 왼쪽 여백(그림 2 左)에 “승운의 행위가 과연 소장의 사연과 같으면 일이
극히 놀랍다. 추열하기 위해 빨리 붙잡아 올 것. 초 9일”이란 제사를 적어주
었다.108) 일주일이 지난 2월 16일 소지 뒷면(그림 2 右)에 다음과 같은 제사
와 입지를 써주었다.
승운을 붙잡아와서 추열하였더
니 무인년(1638)에 승운의 조부 감
금(甘金)이 돌쇠(乭金)에게서 매득
하였다고 말하나, 양안에는 이미
감금의 아비 은종(銀從)의 이름으
로 현록되어 있는바, 아들 감금이
무슨 까닭에 돌쇠에게서 이를 매득
하겠는가? 또 그 매매명문에 ‘진전
(陳田) 2곳’이라 하였으나 가고할

만한 증빙이 없다. 원고[狀者]는 그

<그림 3> 경오 3월 맛금의 소지
출처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

260~261면.
108) 承云所爲 果如狀辭則 事極可駭 推閲次以 切迫捉來向事 初九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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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 중에 있는 6복 3속 또 3복 6속 등의 곳이 그 조부 은종의 이름으로 양안에
현록되어 있음이 적실하고, 마두단(馬頭丹)을 고찰하면 복수(卜數) 역시 합치하
나, 승운의 입안과 매매명문은 모두 양안과 맞지 않는다. 원고와 승운이 모두 은
종의 직계손자이므로 은종의 전답을 승운이 증빙이 없는 문서로써 모조리 점유함
은 불가하므로, 위 전토를 원고 맛금에게 후록(後錄)하여 결급하고 입지 시행한다.
16일.109)

경오 3월 맛금은 다시 소지를 올렸다(그림 3).110) 2월에 소장을 올려 공정
하게 결급을 받은 일을 언급하고, 무오년(1678, 숙종4) 12월에 ‘허경금의 아
들 만상(許京金子萬相)’에게 전답을 방매할 때 전답 자호가 모두 ‘슬’(字)자
임에도 미열한 상놈이 양안의 자호를 몰라서 그 중 3복 6속의 자호를 매매명
문에 ‘취’(吹)자로 오기하였다고 하고, 훗날 이를 빌미로 다시 침책을 당하는
폐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후고차 논리입지성급’(後考次 論理立旨成給)해주
기를 청하였다. 이에 수령은 소지 여백에 “근일에 이미 추열하였고, 후고차
입지한다”[頃日果已推閲爲有置 後考次立旨向事]는 제사를 적어주었다. 이
입지는 앞서 본 것과 같은 ‘결급’ 입지가 아니라 매매명문에 자호가 잘못 기
재되었음을 확인, 증명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그 사실이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한 입지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맛금과 김승원 간의 쟁송에서 맛금은 연대미상의 소지
및 경오(1690) 2월의 소지를 올렸고, 송관은 양 당사자의 대변 및 증거조사
를 거쳐 배제(背題)의 형식으로 맛금에게 결급하고 이를 입지하였으며, 맛금
을 이를 ‘단송결급’과 ‘배서입안성급’으로 인식하였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109) 承云捉來椎閲, 則戊寅年分 承云之族祖甘金 買得於乭金是如爲乎所, 量案旣已甘金父銀從懸録, 則
其子甘金何以買得於乭金處乎, 且其明文中以陳田二庫爲言 無憑可考是旀, 狀者段 所志中六卜三束
又三卜六束等庫 以其祖銀從懸録量案的實爲旀, 且考馬頭丹 則卜數又爲相合, 而承云立案及明文 皆
不可合於量案是旀, 狀者與承云 皆是銀從直孫, 則銀從田畓乙 承云以無憑可考之文書 不可都執是乎
等, 右田庫乙 狀者唜今處 後録決給爲遣 立旨施行向事 十六日.
110) 其他槐山郡立案, 肅宗20年, 뺷고문서뺸 7, 官府文書－立案(其他) 183350,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검색자료(http://kyudb.snu.ac.kr). 검색서비스에 문서명이 ‘입안’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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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송관이 판결 문언을 적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결급’한다는 취지로 ‘입지’
하였다는 점이다.
2) 김승원에 발급된 ‘괴산군 단결입안’

그런데 이 사안의 관계 문서 중에는 4년이 지난 후인 ‘강희 33년(1694)
11월 17일’로 발급작성일자가 기재된 ‘괴산군 단결입안’(斷決立案)이 있다.

괴산군 단결입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희 33년 11월 17일 괴산군 단결입안

이 입안은 단결하기 위함.
북상면 아래(에 사는) 김승원(金承元)의 이름으로 관에 올린 소지에서 “제 조상
의 묘에서 매우 가까운 진전(陳田)을 제 아버지의 동성 4촌인 김명복이 개간하여
[起耕] 갈아먹다가 같은 마을에 사는 허경금(許京金)에게 방매하였는데, 허경금이

그대로 집을 짓고 살면서 내주지 않습니다”라고 하고 추심하는 일로 소지를 올렸
다. 김승원의 문기와 허경금의 매득문기를 고열하니, 노 김승원이 추심하는 밭 (중
에서) 슬(瑟)자전 4복 5속과 같은 슬자전 6복 3속은 전에 이미 추심하였으나 슬자
전 1복 9속, 전 3복 6속,
전 3복 등을 추심하지 못
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의 문기와 소지일 뿐으로
믿을 수 없다. 도감관(都
監官)과 도서원(都書員)

등을 파견하여 이 밭을
적간(摘奸)한 바, 양안에
기재된 전 3복 6속은 가
음동(加音同)의 이름으로

<그림 4> 강희33년 11월 17일 괴산군 단결입안
출처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원문검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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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김승원의 이름으로 추심할 수 있는 물건이다. 슬자전
1복 9속과 전 3복은 주인 없이 묵혀진 곳을 허경금이 매득하여 경작하고 집을 짓고

살아왔다. 그러니 허경금이 추심할 물건이므로 슬자 가전(加田)111) 1복 9속과 같은
자 전 3복 등은 허경금에게 결급하고 이에 입안함.
행군수 [착압]112)

그 내용을 볼 때, 전에 소송이 있었던 김명복이 등장하는 점, 계쟁토지의
자호와 면적 중 ‘슬자전 6복 3속, 슬자전 3복 6속’이 있음을 볼 때, 4년 전
판결에서 맛금에게 결급된 토지 2곳이 다시 문제화된 것으로 추측된다.113)
아마도 그동안 김승원(김승운이거나 그의 형제)이 허경금(허정금이거나 그의
형제)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일부 토지를 추심하는 데 성공하고,
이번에 다시 허경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 판결내용은 김승원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김승원이 추심할 토지로 인정하고,
일부는 허경금이 권원 있는 김명복에게서 정당하게 매수하여 소유하는 토지
로 인정하였다.
그 문장 표현 방식에서는 경오 2월 맛금의 소지 배서입지와 별 차이는 없
다. 다만 하나는 ‘입지’이고, 다른 하나는 적어도 입안의 형식을 갖추고 관인
이 날인된 ‘입안’이라는 점에서 문서의 형식, 성격, 증명력에 큰 차이가 있
111) 가전(加田)은 가경전(加耕田, 주인 없는 황무지를 농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간한 토지)을 토지
대장에 등재할 때 기존의 경작지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이다.
112) 康熙三十三年 十一月十七日 槐山官斷決立案.
右立案爲斷決事 北上面底 爲承元名 呈所志内 矣祖上墳墓 至近之地陳田乙 矣父同姓四寸金明卜
亦 起耕耕食爲白如可 放賣於同里居 許京金處 而京金亦 仍爲作舎居生爲白乎旀 不給是如 推尋事
呈所志是置有亦 取考承元文記及許京金買得文記 則奴承元 所推之田 瑟字田四卜五 同字田六卜
三段 前已推尋爲有矣 同字田一卜九 田三卜六 田三卜等乙 未及推尋是如爲有去乙 其矣文記及所
志哛以 不可取信 發遣都監官都書員等 右田庫摘奸 則量案所付田三卜六段 以加音同名量案良中
明白載録 而承元之名 所可推之物是乎旀 同字田一卜九束 田三卜段 無主陳處乙 京金亦 買得起耕
作舎居生 而京金所推之物是乎等以 瑟字加田一卜九束 同字田三卜等段 許京金處 決給爲遣 合行
立案者.
行郡守 [着押].
위 입안의 탈초문 및 번역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결송입안 역주사업단, 뺷1차년도 연차보고서
조선시대 결송입안집성뺸(미간행자료), 887~892면.
113) 경오 2월 맛금의 소지에 배서한 입지에서 언급한 ‘후록’이 남아있다면 대조가 가능하겠으나 현재
더 구체적인 단서가 없어서 전후의 판결이 어떻게 다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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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안 말미의 ‘허경금에게 결급한다’는 말로 볼 때 이 입안은 허경금에게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허경금은 지난 몇 년 동안의 분쟁을 확실히
마무리 짓고 또 종전의 입지나 제김 형식의 판결문이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
에 자신이 일부 승소한 판결 결과를 ‘입안’의 형식으로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
을까?
앞에서 ‘단송에도 입안이 있다’고 한 승정원일기 기사를 보았는데, 위 단결
입안은 단송의 입안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실제로는 격식을 갖추어 처결되
었으나 입안작성 단계에서 판결문언 부분만 간추려서 단결입안을 작성하였
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간의 소송 경과나 위 입안의 내용을
볼 때, 원피고의 대변과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기는 했어도, 격식을 갖추어 소
송이 진행되었다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김승원(또는 김승운), 김명복의
처 맛금, 허정금(또는 허경금)의 3자가 얽혀있음에도, 입안의 문면상으로는
분쟁의 내막과 경위를 잘 따져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괴산군 단결입안은 현존하는 결송입안 중 드물게 낱장 형태로 발급된 결
송입안이다. 권이선의 연구에 따르면, 결송입안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째는, ‘등출연서(謄出連書)형 결송입안’으로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소지, 진술
서, 증거문서 등을 소송순서에 따라 옮겨적은 형태의 것이다. 둘째는, ‘원본
점련(原本粘連)형 결송입안’으로 소송과정 중 발생한 원문서들을 점련하여
발급하는 것이다. 셋째는, ‘낱장형 결송입안’으로 소송 과정에서 제출, 기록
된 문서과 진술을 모두 옮겨적지 않고, 낱장의 입안에 소송과정을 요약하고
판결근거를 정리하여 발급한 것이다.114) 낱장형 결송입안은 현재 6개가 있
고 괴산군 단결입안이 그중 하나다.115)
낱장형 결송입안은 현존하는 입안 중 단송의 입안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등출연서형․원본점련형 결송입안들에도 단송의 입안이 있을 수 있다. 그중
114) 권이선, 앞의 글(각주 28), 50면.
115) 권이선에 따르면, 낱장형 결송입안이 원래는 결송입안의 일부였는데 앞부분이 결락되고 판결 부
분만 남아 있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문서끼리 점련된 부분에 찍히게 되는 관인의 흔적이
없고 입안 문서에 날인된 관인도 홀수(조선시대 관부에서 발급된 문서에는 의례적으로 홀수로
답인하였다)라는 점에서 ‘원본 점령형 결송입안’의 일부로 볼 수 없다. 위의 글,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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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원본점련형 결송입안들이 단송의 입안일 가능성이 있다. 원본점련형 결
송입안은 대개 ‘원고의 소지, 피고의 초사, 송관의 판결’의 3~4개의 낱장 문
서를 이어붙인 것이다.116) 피고의 초사를 서면으로 녹취하는 것과 단지 구술
청취하는 것 사이에 어느 정도 격식성의 차이가 있지만, 원본점련형 결송입
안에서는 시송과 변론종결, 문기제출과 관련된 격식 준수가 보이지 않고, 짧
은 기간에 처리된 간단한 성격의 사건들이라는 점에서 해당 사건이 ‘격식을
갖추어’ 심리되고 판결된 것이라고 보기 힘든 면이 있다.
아무튼, 괴산군 단결입안의 내용에서도 확인되지만, ‘낱장형 결송입안’은
입안이기는 해도 현실적으로는 증명력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입안만으로는 소송의 경과, 내용과 쟁점을 충분히 알 수 없으며, 입안이라는
문서형식을 제외하고 내용상 소지에 제김의 형식으로 적어주는 판결문언과
차이가 없다. 게다가 이 입안만으로는 당해 사건이 송체와 격식을 갖추고 심
리된 것인지를 증명할 수도 없다. 이런 점에서 낱장형 결송입안은 정규적인
결송입안과 동격으로 취급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2. ‘갑인년 교하군 입안’과 관련 소송문서
현존하는 낱장형 결송입안 중 ‘갑인년 교하군 입안’117)은 ‘단송’이란 말이
나오지는 않으나,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관련 소지들이 남아 있어서 쟁송
의 경과를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갑인년 3월 같은 달 서울에 사는 이생
원댁 奴 재귀(在貴)가 고양군수에 올린 소지, 같은 달 교하군에 사는 변생원
댁 婢 육월(六月)이 고양군수에 올린 소지, ‘갑인 4월 초3일 교하군입안’이란
제목으로 교하군수가 변생원댁에 발급한 입안, 그리고 갑인 4월 변생원댁 비
육월이 고양군수에 올린 소지로 구성된다.
이생원댁과 변생원댁은 쟁송의 상대방이 아니라 계쟁토지의 매도인과 매
116) 위의 글, 72~90면.
117) 연세대 결송입안 역주사업단의 연구에 따르면, 교하의 행정단위가 ‘郡’으로 표시된 점에서 갑인
년은 1794년(정조 18)이나 1854년(철종 5)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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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이다. 둘 사이에 매매된 고양군 소재 토지에 대해 이급(李汲)과 그의 일
문인 이세좌(李世佐)가 해당 토지가 그들 종가의 재산이라고 하며 횡침한 것
이 쟁송의 배경이다. 갑인 3월에 이생원댁과 변생원댁에서 계쟁토지 소재지
를 관할하는 고양군수에게 소지를 올렸는데 이생원은 소송에서 빠지고, 변
생원이 갑인 4월에 교하군에게 이세좌를 상대로 소송하여 교하군수의 입안
을 받고, 곧이어 토지소재지 고양군수에게 재차 증명을 신청하는 소지를 올
렸다.
1) 갑인 3월 이생원댁과 변생원댁의 소지와 그에 대한 처결

갑인 4월의 변생원댁의 소지 내용을 볼 때, 변생원 댁은 이급 및 이세좌를
상대로 이미 소지를 올린 상태에서 매도인인 이생원댁이 소지를 올렸다. 갑
인 3월 이생원의 소송수행자 노 재귀가 서울에 있던 고양군수에게 올린 소지
의 내용은, 4년 전인 무술년에 고양 소재 전답을 금천에 사는 이생원댁으로
부터 매득하여 탈 없이 경식하다가 4년 후 교하군에 사는 변생원댁에 매도하
였는데, 고양읍에 사는 이급이란 양반이 전답 중 거자(巨字) 28의 논 5두락
9부 5속 곳은 종가의 재산으로서 본래 매각하는 물건이 아님에도 매매 토지

에 혼입되었다고 칭하며 빼앗았으니 공정한 처결을 바란다는 것이다. 이에
고양군수는 3월 21일 소지 여백에 이급의 행위가 터무니없고 의심스럽다고
하며, “각각 문권을 갖고 대송(對訟)하면 가히 사실을 조사하여 결처할 수
있다. 이급을 데려올 것. 소장제출자[狀者].”[各持文券 而對訟則 可以査實決
處 李汲率來事. 狀者]라는 제사를 내렸다.118)

같은 달 고양군수에게 변생원댁의 소송수행자 비 육월이 제출한 소지에는,
위 이생원댁이 제출한 소지와 이급을 데려오라는 제사를 보고 변생원의 비
육월이 이생원댁의 노자와 함께 가려 했는데 이생원이 “자신의 집에는 노비
가 없고 자신도 와병중이어서 간신히 노비를 빌려 고양 땅에 왕래하고 재귀
의 이름으로 소지를 올린 것”이라고 하면서 “제김에서 소장제출자[狀者]가
118) 李生員宅奴在貴所志(土地關係), 甲寅3月, 뺷고문서뺸 21, 私人文書(所志類(土地關係)) 166658, 규
장각원문검색서비스 검색자료(http://kyudb.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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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급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너의 댁도 소지 제출자이고 문기도 모두 있으며

고양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으므로 반드시 우리 집의 노자(奴子)로써 응송
(應訟)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였다고 적혀있다. 아마도 이생원이 자신이 소

장제출자에 해당하나 자신에게는 이급의 소환과 소송 대변(對卞)을 수행할
노자가 없다는 사정을 밝히고 자신은 소송에서 빠지고 이생원 댁이 소송에
임하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변생원댁의 소송수행자
비 육월은 소지를 올려 “이생원댁에는 대변할 노자가 없고 이급 양반은 이미
사망하였으나 대신 송변할 자가 없으므로, 사또께서 환관(還官, 고양관으로
돌아오는 것)하기를 기다려 응당 저의 댁에서 붙잡아다가 대변할 생각인바,
이러한 사유를 통촉하신 후 특별히 제교를 내려 재귀의 소지에 점련하게 하
여 붙잡아와서 대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즉, 당초 소장을 올려
‘이급을 데려오라[率來]’는 제사를 받은 고소인 이생원댁이 소송을 수행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자신의 댁(변생원댁)에서 소송에 응하려 하니 이생원댁의
소지에 다시 ‘붙잡아 올 것’[捉來]이라는 제사를 써주면 이를 가지고 나중에
이급을 붙잡아와서 대변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고양군수는 육월의 소지 상단에는 이생원이 노자가 없고 와병중이
라고 하고 하단에서는 이급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한 것이 이상하다고 하며,
“서로 정소하며 한 번도 대송(對訟)하지 않으니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알

수 없다. 환관하기를 기다려 다시 정소할 때 추착하여 결급함이 의당하다”(3
월 21일)라는 제김을 내렸다.119)
2) 갑인년 4월의 교하군 입안과 고양군의 처결

갑인 4월 3일자의 교하군입안, 갑인 4월 변생원댁 비 육월이 고양군수에
올리고 4월 5일자의 고양군수의 제김이 적힌 소지에는 이 사건의 결말이 담
겨있다. 앞서 토지소재지인 고양군에서 진행되던 소송에 대해 교하군에서 입
안이 발급된 이유는 무엇일까? 갑인 4월의 비 육월의 소지에 따르면, 변생원
119) 邊生員宅婢六月所志(土地關係), 甲寅3月, 뺷고문서뺸 20, 私人文書(所志類(土地關係)) 166660, 규
장각원문검색서비스 검색자료(http://kyudb.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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댁과 이급 사이의 상송에 대해 이미 소지를 올린 바 있는데 ‘추변(推辨)할
차 이세좌 양반을 붙잡아 오라’는 제김을 받은 후, 이세좌에게 가서 이를 제
시하고 함께 가서 대변하자고 했더니 이세좌가 스스로 이굴(理屈)함을 추변
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에 이 뜻을 고양관에 고하고 입안을 발급받
으려 하였는데, 고양군수가 ‘너희 양 당사자[兩隻]가 모두 교하군에 살고 있
으므로 교하군에서 입안을 발급받음이 마땅하다’고 분부하였기에 즉시 교하
군에 정소하였고, 교하군수가 이세좌를 붙잡아다 문기를 상고하고 입안을 성
급했다는 것이다.120) 교하군입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21)
갑인년 4월 초3일 교하군 입안
이 입안은 성급(成給)을 위함.
고양에 소재한 거자(巨字) 28답 9복 5속 5두락은 이급의 이름으로 매득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매매를 거듭하여 소장제출자[狀者]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급이 사악하게 횡탈하여 추심하지 못하다가 지금 이급이 죽은 후 장차 추심하려
고 하니 그 종인(宗人) 이세좌가 또 횡침했다. 그래서 문권을 상세하게 살피니,
서울에 사는 신(申)씨, 이(李)씨 성을 가진 두 사람에게 매득한 것이 확실하다. 세좌
는 처음부터 한 장의 문기도 없이 단지 말하기를, 이급이 살아있을 때 수년간 추심
하지 못하다가 지금에 와서 논을 추심하는 것이 이치가 아니라고 트집잡았다. 그러
나 이것은 그렇지 않은 바가 있고 중간의 사정이 어떠했는지 아직 모른다. 다만
마땅히 종문권시행(從文券施行)하여 이 논을 소장제출자[狀者]에게 허급(許給)하
는 것이 사리에 마땅하다. 그러나 양 당사자[兩隻]가 비록 이 땅의 백성이지만 논이
고양에 있으니 토지가 소재한 관(土在官)에 다시 소지를 올려 사출(斜出)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하군[착압]122)
120) 邊生員宅婢六月所志(土地關係), 甲寅4月, 뺷고문서뺸 20, 私人文書－所志類(土地關係) 166657, 규
장각원문검색서비스 검색자료(http://kyudb.snu.ac.kr).
121) 土地交河郡立案, 甲寅4월, 뺷고문서뺸 7, 官府文書(立案(土地)) 170710,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검
색자료(http://kyudb.snu.ac.kr).
122) 甲寅四月初三日 交河郡立案.
右立案爲成給事 高陽所在巨字二十八畓 九卜五束五斗落 李汲爲名以 自己買得 斥賣他人 轉相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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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안은 기두어가 단지 “성급을 위함[爲成給事]”이라고만 하고 있고, ‘입
안’이라고 하면서도 말미에 ‘合行立案者’이란 말이 없다. 입안의 내용을 보
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계쟁토지는 변생원댁에 허급됨이
마땅하다는 판결을 제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계쟁토지가 고양군에 있
으므로 원고가 다시 토재관인 고양군에 정소하여 입안을 사출받으라는 것이
다. 더욱이 “중간의 사정이 어떠했는지 아직 모른다”고 하여 심리가 미진한
점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입안은 형식적, 내용적으로 불완전하고, 엄밀
한 의미에서의 결송입안으로 보기 힘든 점이 있다.123) 다만 변생원댁과 이세
좌 간의 대변 및 문기 조사를 거쳐 판결을 기재하였다는 점, 양자 간의 쟁송
을 전제하고 ‘종문권시행’ 원칙에 따라 소지제출자에게 허급한다는 취지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결송입안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124)
변생원댁은 이 교하군입안을 받은 직후 입안과 문권을 첨부하여 고양군수
에 이씨 양반들이 다시 시비하지 않도록 엄한 제김[嚴題]를 내려줄 것을 청
하였다. 고양군수는 소지 여백과 뒷면에 다음과 같은 제김을 적어주었다.
이세좌가 만약 빙거할 문권이 있고 이치가 바르다면 어찌 대송(對訟)하지 않고

賣 至于狀者 而以李汲之肆惡橫奪 不得推尋是如可 今於李汲死後 將欲推尋 則其宗人李世佐 又爲
橫侵 故文券詳細考閲 買得於京中申李兩姓的實 至於世佐 初無一丈文記 只曰許多年之間 不能推
尋於李汲生前 到今推畓 乃是非理是如執言 而此則有所不然 中間事狀未知如何 而只當從文券施
行 此畓許給狀者 事理當然是白乎矣 兩隻雖是此土之民 畓處則在於高陽 更呈土在官 以爲斜出之
地 宜當向事.
交河郡 [着押]
위 입안의 탈초문 및 번역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결송입안 역주사업단, 뺷2차년도 연차보고서
조선시대 결송입안집성뺸(미간행자료), 1671~1674면.
123) 논문 심사자 중 1명이 ‘성급’이라는 용어가 특수한 용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문서를 작성해 주
는 어떤 경우라도 쓸 수 있는 말이므로 ‘결급’, ‘등급(謄給)’, ‘사급’(斜給) 등을 대신하여 쓸 수
있다고 하고, ‘성급’이라는 말이 기두어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결송입안으로 보기 힘들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필자의 공부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답변은 다른 기회로 넘길 수밖에
없는 것에 이해를 구한다.
124) 전후의 소송 경과를 볼 때 이 소송 역시 격식을 갖춰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생원댁과
이세좌 간의 소송이 절차적 격식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없고, 계쟁지를 관할하는

고양군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해 특별히 공문을 통한 사무 촉탁이나 사건이송 절차를 밟지도 않
고 ‘원고와 피고가 교하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게다가 교하군에서 ‘입안을 성급받으라’고 한 것도
엄밀히 말하면 격식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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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차 추착(推捉)하라는 명에도 완고히 거부하고 끝내 와서 대령하지 않겠는가? 이
는 이미 이굴함을 스스로 알고 취송(就訟)하지 않으려는 뜻이다. 지금 교하군의
입안을 보면, 이세좌가 과연 문기 한 장도 없다고 하고, 그 입안에서 종문권시행이
라 한 것은 실로 착실한 제사이다. 이미 교하군에서 대송하여 결처[對訟決處]를
거쳤고 또 입안이 있으니 마땅히 이로써 빙고하라 (4월) 초5일125)

해당 소송의 시비와 교하군의 입안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빙고로 삼으라
는 취지이다. 변생원댁이 입안의 성급을 신청했다면 정식 입안을 성급했을
수도 있겠으나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입안 대신에 ‘엄한 제김’를 내려줄
것을 신청하였을 것이다. 변생원댁 쪽에서 보면, 교하군입안과 이 고양군수
의 제김을 합치면 하나의 완결된 판결을 받은 셈이 된다. 주목할 점은 ‘대송
결처를 거쳤고 또 입안이 있다’는 표현이다. 이는 이 제사가 당사자 한쪽의
소지에 제사를 적어주는 식의 아예 송체를 갖추지 못한 처결이 아니라, 어느
정도 송체를 갖추어 대변과 증거조사를 진행된 소송의 결과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 할 것이다.

Ⅴ. 결론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의 법령 및 소송 관계 기록에서 나타나는 ‘短訟’,
‘短訟處決’, ‘短訟決給’의 의미를 밝혀보려 하였다. 이하에서 본론에서 고찰

한 것을 요약하는 한편, 조선 시대 민사재판제도에서 단송의 위치와 의미에
대해 논해보기로 한다.
(1) 조선 후기 중앙정부가 삼도득신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송체와 격식

을 갖추지 않고 쟁송을 처결하는 방식인 단송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125) 李世佐 若有文券之可據 而理直 則何不對訟 而屢次推捉之下 一味頑拒 終不來待乎 已知其自知理
屈 不欲就訟之意是在果 今見交河郡立案 則李世佐 果無一張文記云 其立案所謂從文券施行云者
實爲着▨題旣經交河郡對訟決處 又有立案 當以此憑考向事 初五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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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대두하였다. 정부는 단송이 행해지는 현실을 인정한 가운데 ‘연달아
세 번 득결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도득신법의 규제에 편입시키려 하였다. 또
한, 노비, 전택 등 중요한 종류의 계쟁물에 대해서도 단송이 행해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단송의 질지를 격식 또는 송체를 갖춘 결송의 질지의 절반으
로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2) 사료에서 ‘단송’은 ‘具格式’, ‘具訟體’, ‘依官式’이란 절차적 형식을 갖

추지 않은 약식의 처결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중 ‘구송체’, ‘의관식’은
소송에 한정되어 쓰이는 표현이고, ‘구격식’은 반드시 소송에 한정되지 않고
어떤 사건 또는 사무를 격식을 갖추어 처리하는 것을 널리 의미한다. ‘의관
식’이 소송의 마지막 국면과 관계가 있는 표현이고 ‘구송체’에서 ‘송체’가 다
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 ‘구격식’의 ‘격식’이 ‘송체’보다는 더 ‘구체적
인’ 소송 격식을 의미한다고 생각되는 점, ‘송체’의 의미를 느슨하게 이해하
면 단송 역시 최소한의 송체를 갖춘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송처결 등에 대응하는 모범적인 재판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는 ‘구격식’ 처
결(결급, 결절, 득결)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시대가 내려올수
록 소송 격식이 완화되는 경향 속에서 19세기에는 단송에 대비되는 종래의
용어 중에서 ‘구송체’ 처결․결급 등이 일반적인 용어로 쓰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依官式決折’이란 표현에서 ‘의관식’은 단순히 ‘관식을 따른다’는 의미

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가 결송다짐에서 하는 ‘의관식 시행’이란 표현과 관련
된 것으로 보이며, 변론이 미진함이 종결되었고 판결을 신청하는 소송당사자
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용적 표현이라 할 것이
다. 숙종 연간에 정비된 삼도득신법은 ‘의관식 후 결절한 것’ 즉 결송다짐 절
차를 밟았고 결송입안이 있는 재판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의관식’ 절차는
점차 비필수적인 것이 되었고, 18, 19세기에는 절차가 생략되거나 극히 간소
화되었다.
(4) 단송처결과 대비되는 또 하나의 표현은 ‘구송체’이다. ‘송체’는 ‘소송’,
‘소송으로서의 실체’, ‘소송의 격식, 규범, 원칙’ 등을 의미한다. ‘구송체’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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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인 의미는 당해 분쟁에서 양쪽 당사자가 있는 소송 즉 ‘양조지송’ 또는
‘상송’이 성립하고 그렇게 취급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송체를 갖춘다’는 것

은 격식을 갖춘 재판, 의관식이 있는 판결의 전제 조건이 된다. 또한 ‘구송체’
는 일반적으로 ‘양 당사자가 관전에 서서 곡직을 밝게 조사하고 문서들을 제
출하고 입락을 판별한다’는 소송심리의 일반원칙과 격식을 갖추어 심리한다
는 의미가 있지만, 그 준수 또는 이행의 정도를 확정할 수는 없다. 엄격한
의미로 쓰일 때는 ‘구격식’ 재판과 거의 같은 의미가 있지만, 느슨한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 다만, 단송처결에 대비되는 표현으로 쓰이는 ‘구송체결급’은
상당한 정도 격식을 갖춰 심리하였고 결송입안도 작성된 판결을 뜻한다고 이
해해야 할 것이다.
(5) 숙종과 영조 연간의 연대기 기사에서 단송에 대비되는 말로 ‘大訟’이

란 표현이 나온다. 마치 ‘대송’이 격식을 갖춘 소송 일반을 가리키는 말로 쓰
인 것 같지만, 더 많은 용례를 참고할 때 대송은 절차적 격식과는 무관하고
‘큰 소송’이라는 사안의 실체적인 내용과 관련되는 말로 보아야 한다. 주로

노비․전택 등에 대한 중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격식을 갖추어 재판하게 되
는 것이지, 격식을 갖춘 소송이기 때문에 대송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단송
에서는 주로 미세하고 간단한 사안이 취급된다고 해도, 미세하고 간단한 내
용이 소송사건이 단송인 것은 아니다. 단송은 계쟁물의 종류와 실체적인 내
용과 관계없이 격식을 갖추지 않고 간이하게 처결하는 것을 가리킨다.
(6) 자료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동일한 사건에서 격식을 갖춘 재판과 단송

처결이 번갈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격식을 갖추고 저런 경
우에는 단송처결이 이루어진다고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노비․전택
등 계쟁물의 종류에 따른 객관적인 구분은 없었다. 다만 노비․전택 등은 법
령에서 입안의 발급에 따른 질지 징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점에서 격식을 갖
추어 처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이다. 결국, 무엇
인가 기준이 있었다면 일차적으로는 주관적인 기준, 즉 송관 및 소송당사자
의 의사에 달려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안이 복잡하고 양자의 다툼이
격렬하거나 분쟁이 오래되고 장래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분쟁에 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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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짓는 유효한 방법으로 분쟁당사자나 송관이 격식을 갖춘 재판의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 연장선 위에서 격식을 갖춘 재판을 선택하게
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있다. 상언․격쟁을 통해 중앙관청에 다시 쟁송을 처
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중앙관청이 직접 분쟁당사자를 소환하여 사안을
재심리하거나 관할 지방관에게 재심리를 지시하는데, 사건의 처리방법에 대
한 왕의 하교를 받거나 사안의 심리․처결 과정에서 상하기관 사이에 지
시․보고․승인 등을 위한 공문서 수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격식을 갖춰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격식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7) 단송은 ‘구격식’, ‘의관식’ 및 ‘구송체’의 의미 및 그 변화와 관련하여

상대적인 의미를 가진다. ‘단송처결’과 ‘의관식 결절’, ‘구격식 결절’ 사이의
경계선은 명확하다. ‘의관식’을 포함하여 소송의 격식의 구체적이고 엄격하
게 인식되었을 때 단송은 결코 ‘의관식 결절’이나 ‘구격식 결절’이 될 수 없
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단송과 ‘구송체’ 처결 사이의 경계는 덜 명확하다. 단
송은 ‘송체를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송체’의 의미가 탄력적이
기 때문이다. 단송은 약식의 처결 방식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 ‘송’(訟)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 당사자 사이의 소송(양조지송 또는 상송)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한다. 단송은 ‘구두진술만 받고 승패를 정하는 것’(以口招立落者)으
로 처결될 수도 있고, 판결이 문서화된다 하더라도 단순히 소지에 제김의 형
식으로 처결내용을 적어주는 것으로 끝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입
지 또는 입안을 작성해줄 때도 있다. 그러나 단송은 격식이 미비하다는 점에
서 단송의 결송입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격식을 갖춘 재판의 결송입안과
동격으로 취급되기 힘들다. 삼도득신법에서도 단송에 대해 ‘연달아 세 번 득
결’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부실한 판결과 갱송을
유발하는 단송의 문제점을 인식하였지만, 단송 자체를 억제하거나 단송에 일
정한 절차적 격식을 강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단송이 아닌 소
송에서도 격식이 점차 완화, 간소화되는 추세에 있었다.
(8) 뺷대전회통뺸형전에서 결송해용지 규정이 ‘금폐’(今廢)라고 한 것과 같

이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결송 질지에 관한 법규가 폐지되었다. 아마도 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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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로 인한 폐단과 인민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가 배경에
있었다고 추측되지만, 질지값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질지 규정 자체를
폐지한 것은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결송질지의 수입이 결송입안 작
성의 동기가 되고 결송입안을 작성하려면 적어도 해당 소송사건이 격식과 송
체를 갖추어 처리되었음을 보여주는 문서와 기록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결
송 질지는 실무에서 소송의 격식성을 유지하고 입안을 작성하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결송 질지의 폐지는 이미 존재하는 격식의 완화, 간소화 경향
을 더욱 가속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마침내 ‘구송체처결’과 ‘단송처
결’의 경계마저 무너뜨리고 청송실무 전반의 단송처결화를 초래하였을 것으
로 보인다. 19세기 후반의 영광군 민장치부책에서 ‘단송’이란 표현을 물론,
‘구격식’ ‘의관식’이라는 용어도 나오지 않고, 결송입안이 작성된 흔적도 나

타나지 않는다. 이는 이제 ‘격식을 갖춘 재판’과 결송입안이 퇴장함에 따라
본래 ‘격식을 갖춘 재판’의 상대어로 쓰이던 ‘단송’이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
가 없어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하겠다.
(9)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 시대 민사재판제도에서 단송이 가지는

의미 및 민사재판의 변화와 관련하여 이 글의 고찰이 가지는 의미를 부연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조선 후기의 사료를 통해 단송의 의미를 밝혀보려 했지만, 그
렇다고 단송을 조선 후기적 현상으로만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 전기
에도 특별한 호칭은 없지만, 분명히 약식의 재판방식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채송이나 잡송에 대한 재판방식은 단송과 같은 방식으로 처결되었을 것이고,
중대한 사건도 때로 그러하였을 것이다. 재판이 행정과 분리되지 않고 관장
이 인민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의 일환으로 쟁송을 처리하는 세계에서
는 단송처결의 방식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단송
처결적 방식은 조선 후기에 한정되지 않고, 전 시대에 걸쳐, 특히 경미한 사
건에 관한 청송실무의 한 방식으로서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것이 ‘단송’이란 이름으로 조선 후기 사료에 등장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할 때 조선 시대의 민사재판제도에서 격식이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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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새롭게 다가온다. 한 소송소지에 적혀있듯이 소송심리의 요체는 ‘양
당사자가 모두 관전에서 곡직을 밝게 조사하고 문서들을 제출한 연후에 입락
을 판별하는 것’이다. 완전히 송체를 무시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단송에서도,
엄밀한 의미에서의 ‘구송체’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낮은 수준에서 송체가 고
려된다. 어쩌면 그 모습이 가장 일상적이며 기본적인 재판의 형태였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조선 시대의 소송 격식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시송
다짐과 결송다짐을 통해 소송의 시작과 끝을 형식적으로 구획하였다는 것이
다. 시송다짐은 친착결절법의 적용을 위한 기초이며, 결송다짐은 ‘의관식 결
절’이라는 삼도득신법의 적용을 위한 기초이다. 친착결절법과 삼도득신법은
조선 전기 격증한 소송에 대처하기 위해 고안된 인위적인 소송억제책의 산
물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시송다짐과 결송다짐은 소송심리 관행 내부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친착결절법과 삼도득신법의 입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
음이 분명하고, 어쩌면 두 가지 법의 시행과 함께 청송실무에 도입되었을 수
도 있다.
친착결절법과 삼도득신법은 같은 시기 중국과 일본과 비교할 때 조선 소
송법이 가지는 고유성을 가장 뚜렷이 보여준다. 조선의 민사재판에서는 명․
청 중국에서의 ‘준의감결장’, 도쿠가와 일본에서의 ‘재허청증문’과 같이 양
당사자가 판결을 수락하는 문서를 바치는 관행이 없다. ‘준의감결장’과 ‘재허
청증문’의 배경에 있는 사고방식은 양 당사자의 판결수락 의사를 문서로 확
인하여 갱송을 막는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관철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재판
은 1회에 그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는 조선의 법제에
서는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삼도득신법 자체가 패소한 자가 다시 다투는 것
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쟁송을 1회의 재판으로 결판짓는 것을 이상화하여
‘준의감결장’과 같은 문서를 바치게 할 이유와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삼도득신법 하에서 양쪽이 결송다짐이 바치는 것은 한쪽이 두 번 득결하면
물허청리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판결에 선행하여 ‘관식에 따라 처결하십시오’
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 당사자의 판결수락 및 다시 다투
지 않겠다는 의사가 사전에 간접적으로 표현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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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감결장’과 ‘재허청증문’ 작성․제출 관행에 내포된 바와 같은 소송당사자
의 의사에 기초하여 분쟁을 종결짓고 갱송을 막는다는 의도가 조선에서는 다
른 방식으로 구현되었다고 할 것이다.
조선의 특유한 소송 격식은 조선 전기에 마련된 인위적인 소송억제 제도
위에서 존립하고 나름의 절차적 기능을 가졌다. 이 글에서 지적한 조선 후기
의 소송 격식 완화 경향은 조선 고유의 소송법과 격식이 퇴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엄격한 격식이 퇴조하고 남은 ‘구송체’라는 표현은 ‘양 당사자가
모두 관전에 서서 곡직을 밝게 조사하고 문서들을 제출한 연후에 입락을 판
별하는 것’이란 소송심리의 기본형태를 가리킨다. 그런 의미에서 고유한 격
식이 거둬지고 남은 소송의 처결방식은 어떤 의미에서 격식이 부가되지 않은
기본적 형태로 환원된 것이고, 친착법과 삼도득신법과 같은 법이 없는 중국
과 일본(그중에서도 명청대 중국)의 재판의 기본형태와 비슷한 것이 되었다
고 할 것이다.
이렇게 격식이 퇴조하는 추세 속에서 민사재판, 특히 단송처결이 많은 산
송 및 기타 소송에서 패소자에게서 무덤을 이장할 것을 다짐하는 ‘굴이(掘
移)다짐’ 또는 패소를 인정하고 판결 또는 약정 사항의 이행을 다짐하는 ‘낙

송(落訟)다짐’을 받아 송관이 서명하여 이를 보증하고 승소자에게 주는 관행
이 널리 행해진 것은 의미심장하다.126) 단송처결과 같은 약식의 재판에서는
격식을 갖추지 않고 대개 입안도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삼도득신법을 적용할
기초가 없다. 이때 굴이다짐과 낙송다짐은 패소자에게서 판결의 이행 의사를
확약받고, 장래에 발생하는 판결의 불이행 및 갱송을 확약과 관령(官令)을
어긴 행위로 비난, 징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이 점에서 낙송다짐은
결송다짐에 비해 중국의 ‘준의감결장’과 일본의 ‘재허청증문’과의 거리가 훨
씬 가까워졌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조선 시대 민사재판의 구조와 사적인 전개 양상을 이해한다
면, ‘단송’은 단지 조선 후기적 현상 또는 격식을 갖춘 재판에 대비되는 예외
126) 이승일, ｢근대 이행기 소송을 통해 본 전통 민사재판의 성격－侤音의 소송상의 의미를 중심으로－｣,
뺷고문서연구뺸 5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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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일탈적인 재판방식으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조선의 특유한 소송 격
식을 거둬내면 드러나는, 관헌이 인민간의 사적 분쟁을 행정의 일부로서 처
리하는 세계에서 보통 나타날 수 있는 기본적 재판형태로 이해될 필요가 있
다. 조선의 사송법제과 실무는 그 저변에 존재하는 단송처결적인 재판 관행
위에 조선 전기를 거치며 각종 격식이 형성․정립되고 그 후 기본적 틀이
유지․보완되다가 점차 격식성이 완화되고 19세기 들어 소송의 격식성이 퇴
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격식성의 형성과 퇴조의 배경과 요인을 해명하는
작업을 통해 조선 시대의 법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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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ummary Trial and the Change of the Mode
of Civil Trial in the Late Joseon Dynasty Period

Moon, Joon Young*
127)

In the late Joseon Dynasty period, a kind of summary justice different
from a formal trial was called dansong(short-trial), dansongcheogyeol or
dansonggyeolgyeup(short-trial-decis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meaning and
realities of the short-trial and the formality of trial. Since the 17th century, the
government tried to reorganize the three-times-wining-rule(samdodeuksinbeop)
which meant not to hear the repeated lawsuit in which one party already won
a case two times in three times trials. It raised a question how to treat short-trial
decisions delivered without the procedural formality nor official records of
judgment. In consideration of a situation that the short-trial was conducted
ordinarily even in cases about lands, houses and slaves regarded as suitable
for a formal trial, the government decided that the short-trial case in which
one party continuously won three times with official copies of those judgments
should not be heard again. A fee of a official copy of short-trial decision
was half of a formal trial copy.
In materials the short-trial was mentioned contrasted with a formal trial
which was heard and judged according to ‘gyeuksik’(formality), ‘gwansik’(rules
and regulations of authorities) or ‘songche’(entity of a lawsuit). The expression
*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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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ccording to gyeuksik’ generally meant that the trial was deliberated and
ruled according to rules and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gwansik’ was a
idiomatic phrase with a close relation with the final phase of proceeding to
confirm two parties’ recognition and intent that their arguments and pleads
were heard sufficiently and that they now ask to decide their case according
to gwansik. The instrument for this confirmation was called ‘gyeolsongdajim’
(confirmation and oath for deciding a case). Therefore, the judgment ruled after
this confirmation procedure meant that the trial was deliberated and ruled in
full form. The ‘songche’ had three meanings : a lawsuit, entity and form of
lawsuit, and standards and principles of hearing. While the ‘gyeuksik’ implied
more concrete and strict formality, the ‘songche’ had more flexible meaning.
As the formality of trial continued to be loose and simplified, the gwansik’s
procedure tended to be omitted and the expressions referring to the formal
trial compared with the short-trial converged on ‘trial with songche’s
formality’, of which the meaning vaguer than that of the gyeusik.
The ordinary way of the short-trial decision was that magistrates just wrote
his opinion or disposal in the margin or the back of litigants’ written complaint
through summary hearing. Rarely in case of the application of the winner party,
magistrates wrote and issued a brief record of decision, of which the reliability
seems to be hardly comparable to that of a official copy of a formal trial.
While recognizing that the short-trial practice was causing careless decisions
and the repetition of litigation, the government did not restrain the short-trial
practice itself nor impose adequate forms on it. The abolition of a official
copy fee of decision in the early mid-19th century probably accelerated the
trend of simplification of the formality because the revenue from the fee had
been one of reasons to motivate the magistrates to comply with or to pretend
to comply with the forms and rules for lawsuit in order to make a official
record of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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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per rules and forms characterizing the civil trial of the Joseon
Dynasty Korea were formed and had a important procedural function on the
ground of a series of legislation to cope with a congestion of litigations in
the early Joseon period. In a sense the simplification of the formality suggests
the decline of the proper or unique rules and forms of the Joseon Korea. It
maybe inadequate to say that the short-trial practice was a phenomenon of
the late Joseon period or that it was just a extraordinary or deviational way
of justice. It needs to be considered that the short-trial was a plausible way
and a basic form of justice in the world where the judgment was functioning
as a part of the ordinary administration by the local and central magistrates
to rule people’s private affairs. The Joseon Korea’s law and practice of civil
trial, it can be said, developed and declined above the summary-trial-style
justice which lied on the base. To explain its background and factors will
deepen our understanding about the law and society in the traditional Korea.

[Key Words] dan-song(short trial), summary trial, rules and regulation of
lawsuit, entity and form of lawsuit, dae-song(big trial), Joseon
Dynasty period, civil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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