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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한성부 決訟立案을 통해 본
家垈訟 요인과 판결 이후 소유권 확보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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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본 논문은 조선시대 家舍 소송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풍속과 법률에서 가사는 노비와
토지 못지않게 중요한 재산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노비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과 이와 관
련된 소송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진 것에 비해 家舍訟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고는 가사 소송의 진행사항과 판결을 통해 ‘가사 소송’의 양상을 규명하고, 소송이
종결된 이후 계쟁 가대가 매매 되는 경과를 살펴 송사 이후 소유권이 확립되는 과정을 밝히
고자 하였다. 주요 이용 자료는 1638년 한성부 결송입안이다. 이 소송은 한성부 중부 敦寧
府下契를 배경으로 원고 이무와 피고 최립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소송의 발단은 이무가 매득한 가사의 남쪽 부분 담장을 쌓는 중에 발생하였다. 원고 이무
의 행위는 옆집과 구분 지을 수 있는 담장을 쌓음으로써 자신이 매득한 가대의 소유권을 명
확히 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에 반발하여 피고 최립은 담장이 자신의 집 쪽으로 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이 소송의 승자는 최립으로 종결된다.

* 이 논문은 2018년 6월 30일 조선시대 민사재판 사례연구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증보하였다. 논
문을 심사해준 심사위원들의 조언에 감사드린다.
**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isun003@jthin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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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4년 뒤에 최립은 이효남이라는 사람에게 계쟁 가대를 팔고 이효남은 매득한지 불
과 2개월 만에 이무에게 되팔았다. 이 과정에서 이효남은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10냥을
추가하여 이무에게 팔았다. 결국 4년이 지난 뒤에 계쟁 가대의 최종 점유자는 이무로 끝이
나고 이무는 자신의 소유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효남에게 넘겨받은 本文記와 決訟立案
1度 외에 斜給立案을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이들의 소송은 17세기 사회상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17세기에 발급된 1638년과 1661
년 한성부 결송입안은 공통적으로 한성부 중부에서 발생한 가사 소송에 관한 내용이다. 조선
초기부터 한성부 내 가대 부족은 사회적 문제였다. 이것이 양란을 거치고 17세기에 들어서
더욱 증폭되었다. 그 결과 譯官, 軍官 등을 수행하기 위해 한성에 머물러야만 했으나 거처
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상황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회상은 17세기 가
사 소송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를 17세기 한성부에서 발급된 결송입안을 통해 살
필 수 있다.
[주제어] 가사 소송, 한성부 결송입안, 역관 이무, 겸사복 최립, 소송 이후 소유권 형성

Ⅰ. 머리말
조선시대 國俗에 집을 지은 땅을 家垈라 하였다.1) 여기서 가대란 家舍와
空垈를 포함하는 것으로 일찍부터 가사는 노비, 토지와 같이 재산적 가치를

지닌 財源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가사는 祭祀와 연관이 깊어 조선 초에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에게는 가사를 주고 나머지 자손은 田地를 나누어 가지
도록 한 기록이 보인다.2) 그렇다고 제사를 승계하는 후손만 한정적으로 가
사를 물려받는 것은 아니었다. 1555년(명종10년)에 가대 문제로 발생한 韓相
伯과 孫筵의 訟事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長子가 아들이 없어서 次子가 祠堂

이 있는 가사를 전계받는 경우에 장자의 후손은 머물 곳을 잃을 우려가 있었
다. 이에 만일 차자가 거주하던 집이 본래 조상에게서 받은 것이라면 장자의
여식과 가사를 바꿔 거주하도록 하는 조처가 있었다.3)
1) 뺷세종실록뺸 세종 17년 9월 2일 경오.
2) 申孝昌의 장자에게 아들이 없자 季弟를 후사로 삼아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 이후 次子 申自敬에

게 아들이 생기자 신효창이 말을 바꾸어 신자경의 아들을 사손으로 세운데서 비롯된 재산 분배
문제의 처분이다(뺷성종실록뺸 성종 10년 8월 22일 을사)
3) 뺷명종실록뺸 명종 10년 12월 30일 경신. 그러나 제사 주관자가 가사를 상속해야 한다는 법제가 온
전히 정립된 것은 아니었으며, 17세기 중엽까지 대부분 균분상속제였기 때문에 제사 주관자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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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뺷대전속록뺸 戶典 田宅條에 따르면 부모가 분재해주지 않은 가사와
재산은 노비와 田地의 例와 같이 몫을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4) 이를 근거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자손도 가사를 나누어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규정과
달리 가사나 民田이 균등하게 분재되지 못해 골육 간에 다투는 경우가 더
많았다.5)
이렇듯 골육 사이에 가사를 두고 소송이 발생하면 법제적으로는 토지 및
노비소송과 유사하게 처리되었다. 전택 관련 소송은 5년이 지난 경우 聽理하
지 못하도록 하여6) 田과 宅에 관한 소송의 청리기간을 같이 취급하였고, 刑
典 私賤條에서는 서로 소송하는 노비[相訟奴婢]의 규정에 준거하여 田宅訟

은 奴婢訟과 같이 처분하도록 하였다.7)
조선시대 가사 소송에 관한 규정이 이와 같았다고는 하나 그 소송의 과정
과 실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거의 없었다. 이런 점에서 ‘1638년
한성부 결송입안’은 공간․係爭物的으로 주목할만하다.
조선 초기부터 한성부는 토지의 매매를 금지하며 가옥과 토지 관리를 담
당해왔다. 더욱이 당초에는 서울 관할 내 토지에 관한 소송을 담당하다가 점
차 전국 단위의 토지 분쟁도 審理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한성부에서 처
리된 토지소송 뿐 아니라 가사소송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전국 단
위에서 발생한 토지소송의 양상과 한성부의 법제적 역할에 관한 이해가 깊어
질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선행 연구는 조선시대에 이루어진 分財와 이로부터 비롯된
분쟁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노비와 전답이라는 특정 계쟁물
을 중심으로 발생한 소송의 시대상을 밝히고 권리 보호의 수준을 규명하는

4)
5)
6)
7)

자로 고정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 사례는 사당이 딸린 가사의 귀속 방안에 관한 논란이었는
데 이를 모든 재산, 가사 등의 상속에 적용할 수는 없다.
뺷대전속록뺸 戶典, 田宅. 父母未分家舍財産 依奴婢田地分數分給.
뺷중종실록뺸 중종 15년 11월 10일 갑자.
뺷경국대전뺸 호전 田宅. 凡訟田宅過五年例勿聽.
뺷경국대전뺸 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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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勿更聽理. 凡爭訟同. ○ 相訟奴婢 不與同訟者 勿給. 父母奴婢
則減半給. 田宅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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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되었다.8) 조선사회에서 家舍 또한 재산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관련 분쟁 및 가사의 소유권과 의미를 조망한 연구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다. 다만 한성부 중부에서 가옥매매가 활발하였음에 주목하여 중부의
가옥매매문기를 대상으로 매매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살펴본 연구가 있
다.9) 그러나 가사 매득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과 다툼을 해결해가
는 과정 속에서 명확해져 가는 소유권에 대한 실태 연구는 거의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가사를 두고 소송이 발생하고, 그 소송이 종결된 이후 소유권의 흐름
을 볼 수 있는 일괄 자료의 부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규장각 한
국학연구원에 소장된 경기도 장토문적 제19책 뺷京城中部貞善坊所在庄土 景
祐宮提出圖書文績類뺸의 1638년(인조 11) 한성부 決訟立案은 가대를 두고 발

생한 판결문이자 이후 매매 양상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10) 따라서 가사
소송 이후 소유권의 이동 흐름 양상을 통해 재판 이후 소유권의 보장 정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소송의 계기가 단순히 가사를 둘러싼 다툼
이 아니라 가사를 買得한 이후 이웃 사이에 담장을 쌓는 과정에서 발생하였
다는 점에서 起訟 원인도 독특하다.
이 소송의 원고는 역관 李茂이고 피고는 良人이자 겸사복을 지낸 崔立이
다. 이들은 법제적으로 양인에 속하고 사회적으로는 중인 계층에 속한다. 양
측 간의 송사는 양반과 노비, 양반과 양인의 다툼처럼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비해 신분적 우열성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같은 신분에 속하더라도 사회적

8) 문숙자, ｢조선전기 무자녀망처 재산의 상속을 둘러싼 소송사례｣, 뺷고문서연구뺸 5(한국고문서학회,
1994); 문숙자, ｢의자녀와 본족 간의 재산상속 분쟁-1584년 학봉 김성일의 나주목 판례 분석｣,
뺷고문서연구뺸 8(한국고문서학회, 1996); 심희기, ｢18세기 초 안동부 전답결송입안의 법제적 분석｣,
뺷고문서연구뺸 9․10(한국고문서학회, 1996); 김경숙, ｢16, 17세기 노양처병산법과 노비소송｣, 뺷역
사와 현실뺸 59(한국역사연구회, 2006); 박경, ｢원거리 소송을 통해 본 조선시대 권리 보호 수준에
대하여-16세기 말 초 제주민 강언준과 서울민 이순달의 노비 소송을 중심으로｣, 뺷고문서연구뺸 54
(한국고문서학회, 2019).
9) 양진석, ｢조선후기 한성부 중부 통진방 정만석계 소재 가옥의 매매와 그 특징｣, 뺷규장각뺸 32(규장
각한국학연구원, 2008).
10) 이 결송입안은 총 45행으로 여타 긴 결송입안에 비해서는 간결한 편이나 소송 과정은 정밀하게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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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에서 격차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문서에서 보이는 이들의 관계는 그렇
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법제적․사회적으로 유사한 층 사이에서 발생하여 외압 없이 증거
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가사 내 담장의 경계 조정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소송과정에서 訟官이 무엇을 중점으로 판결을 내렸는지 판관의 가치
관이 투영된 당대 소송의 주요 판단 근거를 살필 수 있다. 즉 조선시대 재판
에서 중요한 판결의 척도가 무엇이었는지 訟理의 본질과 소송 절차, 격식[訟
體]의 진면목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향후 신분적 차이나 사회적 위상

에서 비롯되어 발생한 소송 실태와도 비교 가능하다.
현재 한성부에서 발급된 결송입안은 1638년, 1661년 2건이 전해지고 있
는데 두 입안은 공통적으로 소송 공간이 한성부 중부이며, 係爭物은 空垈를
포함한 家垈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에 연구되지 못하였던 1638년 한성부 결
송입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되 1661년 한성부 결송입안과의 비교를 통해 17
세기 한성부 중부에서 발생한 소송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17세기 한성부 중부에서 발생한 가옥 소송의 원인을 규명하고
연관 매매문기를 살펴 소송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다툼과 해결 과정
안에서 형성된 소유권의 정립 정도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
적으로 소송이후 소유권의 확립과정이 관문서의 발급 선택에도 영향을 미침
을 살피는데도 목적이 있다.

Ⅱ. 1638년 한성부 가대 소송의 주요 인물과 송관의 판결
지금까지 알려진 한성부에서 발급된 決訟立案 가운데 最古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1661년(현종 2) 6월 한성부 결송입안이다.11)
11)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한성부의 사법 기능｣, 뺷서울2천년사뺸(서울역사편찬원, 2013), 243면.
1661년 한성부 결송입안에 관한 연구로는 박병호, ｢현종이년의 한성부결송입안｣, 뺷향토서울뺸 17
(서울역사편찬원, 1963)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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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살펴 볼 1638년 한성부 결송입안은 이보다 23
년 앞선 자료이다. 역대 가장 오래된 한성부 결송입안의 주요 소송 관계자들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피고 및 切隣
1638년 한성부 소송의 원고는 역관 李茂이고 피고는 양인 崔立이다. 증인

으로 출석한 劉仁男과 林大慶은 元隻만큼 이 소송과 연관이 깊었는데 이는
소송의 원인이 유인남→임대경→이무로 이어지는 家舍․空代 매매로부터 발
생한 소송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거듭되는 매매는 무엇 때문이었을지 소송
관계자의 이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소송이 발생하기 5년 전인 1633년(인조 11)에 이무는 식년시 3등 3위로
역과에 입격한다. 이무의 본관은 금산으로 금산이씨는 지도층 역관에 해당하
는 敎誨譯官을 가장 많이 배출한 중인집안이다.12) 실제로 이무의 집안은 표
2-1과 같이 누대 역과에 급제하였고 교회역관을 다수 지냈다.

그러나 역관이 된 이무는 업무적으로 크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1648년(인조 26년) 冬至使 행차에서 특정 시일 안까지 납입할 物貨가 있었

으나 이무 등의 역관이 제때 납부하지 못해 죄를 받았다.13) 1655년(효종 6
년)에는 장령 姜鎬가 벼슬을 遞斥을 청하는 계를 올리는데 이 안에서 역관
이무 등이 추고받은 명이 있었음이 확인된다.14) 구체적으로 연행 중에 강호
와 이무 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후 이무가 언제까지 역관의
임무를 수행했는지는 자료가 소략하여 알 수 없다. 다만 이무의 관직생활이
순탄치 못했음과 입격한 1633년부터 1655년까지 최소 22년은 역관으로써

12) 김양수, ｢조선후기의 교회역관-교회청선생안의 분석을 중심으로｣, 뺷조선시대사학보뺸 24(조선시대
사학회, 2003), 86~113면.
13) 뺷승정원일기뺸 103책, 인조 26년 10월 6일 정사.
14) 掌令姜鎬啓曰 臣萬里歸來 復叨新命 驚惶感泣 罔知攸措. 第臣在燕時 以譯官李茂等事 有使臣推考之
命 凡行中之事 專在於臣 而不能檢飭之失 亦所難免 豈可以獨免推勘 而晏然於風憲之職乎? 請命遞
斥臣職. 答曰 勿辭 退待物論.(뺷승정원일기뺸 136책, 효종 6년 8월 18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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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무가 속한 醫譯 분야는 중인 계층 중에서도 세습성이 강한 서울의 기술
직 중인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무가 역관으로써 활동한 무렵에는 서울에 거
주하였을 확률이 높다. 실제로 역과에 입격한 1633년에 거주지도 한성으로
확인되므로15) 청년기에 이미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16) 그렇다면 이무의
집안은 언제부터 서울에 거주하였을까?
원고 이무의 선대는 본래 경상도 金山縣에 거주하였으나 고조 이세경이
처음 의과에 등용된 뒤에 경기도 양주로 이거하였다. 이세경의 차남 이사흥
의 묘소가 경기도 양주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아 이사흥 이후 후손들은 양주
지역에 세거하였다.17) 증조 이사흥은 주학 출신이며 교수를 지냈다. 이사흥
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이 중 이유, 이순 두 아들이 역과출신이었다. 이
무는 이유의 손자로 특히 작은할아버지 李恂, 사촌 형제 이분, 이형 또한 역
과 출신이었으므로 조부 代부터 일가친척이 주로 서울에 거주하는 중인층이
었다.
이러한 배경아래 이무의 동생 이보와 이무 아들 이후정도 역과 출신이었
다. 이무의 집안과 같이 누대 역관을 지내고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
해서는 거주 공간 확보가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그러나 고조 이세경이 경상
도에서 경기도 양주로 이거하고, 조부 이유가 역과에 입격하여 이무에 이르
기까지 5대에 걸쳐서도 이무의 주거 공간 확보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
다. 이무는 끊임없이 서울 가대와 공대를 매득하였는데 이러한 양상은 3장에
서 살펴보겠다.
피고 최립은 1638년 소송에서 신분을 양인으로 밝히나18) 1642년에는 겸
사복을 지내고 있다.19) 겸사복은 조선시대 왕이 타는 御乘馬의 훈련․관리
15) 뺷문무과방목(文武科榜目)뺸(하버드옌칭도서관(Harvard-Yenching Library), 1633)
16) 이무는 1611년(광해군 3)생으로 입격당시 나이가 23세였다.
17) 장남 李嗣文이 의과 및 籌學에 입격하지만 자손이 없어 이세경의 가계는 차남 이사흥으로 이어진
다. (장인진, ｢조선후기 역관족보의 고찰-금산이씨세보를 중심으로｣, 뺷대동문화연구뺸 94(대동문화
연구원, 2016), 129면)
18) …隻良人崔立等…(부록 40행)
19) …財主兼司僕 崔立…(崇德七年壬午八月十三日 宗室忠義衛李孝男前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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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당하는 직위로 세조 10년에는 내금위와 같은 친위병으로 정비되었
다.20) 이른바 淸班이라 하여 지위와 봉록이 높지는 않았으나 뒷날 높이 될
자리로 양반 관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21)
조선 초기 무예 실력만 출중하면 신분적 제약을 뛰어넘어 특채되기도 하
였던 겸사복은 청반직으로 인식이 변화되면서 중종 대 이후부터 사족 출신의
8척 이상 되는 기골이 장대하고 용모가 수려한 사람을 가려 뽑았을 뿐만 아

니라 기본적인 학식․품성, 4대조 안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로 선정되었다.22)
최립이 소송 당시 양인이었으나 소송 이후에 겸사복을 지낸 것으로 보아
단기간만 서울에 거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툼이 있었던 1638년부터 겸
사복을 지낸 1642년까지 최소 3년은 한성에 거주하였다. 특히 최립은 스스

<표 1> 금산이씨 이무 친족 가계

이세경
이사흥(주학)

이이

*이유(교회)

*이순

이장영(주학)

이정영

*이분(교회)

*이형(교회)

이화

*이무

*이후면(교회)

*이후응

*이후선

*이후광

*이추

*이표

*이장

*이명기 *이명직

*이명우

*이명열

*이보(교회)

*이후정

*역과 출신자

20) 신유아, 뺷조선전기 체아직 연구뺸(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92면.
21) 최형국, 뺷조선무사뺸(인물과 사상사, 2009), 222면.
22) 최형국, 위의 책, 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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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쟁 가대를 소유한지 30년이 된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 최립의 주장과
같다면 그는 1608년부터 서울에 거주한 셈이다. 이처럼 원고 이무와 피고
최립은 모두 서울에 실 거주할 이유가 있었고 그에 따라 거주 공간을 구축하
는 중에 다툼이 생긴 것이다.
송정에 불려나온 임대경은 중부 정선방 돈녕부하계에 있는 가대와 공대를
이무에게 판 장본인이다. 그는 나주임씨로 1624년(인조 2) 식년 3등 2위로
醫科에 급제하였다. 임대경의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의관 또한 세습성이

강한 서울의 기술직 중인층이므로 급제한 1624년부터 소송이 발생한 1638
년 사이에 분명 한성에 거주하였다.
송정에서 원고 이무의 주요 논점은 30년 동안 최립의 무대응이었다. 최립
의 주장과 같이 만일 계쟁지가 최립의 가대라면 유인남→임대경→이무 순으
로 방매되는 30여 년 동안 최립이 아무런 제제나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소송의 승자는 최립으로 귀결된다. 그렇다
면 최립은 30년 동안 가대와 공대를 돌보지 않다가 이 시기에 이르러 이무가
담장을 쌓자 관심을 가지고 제재를 가한 것이다.
소송에 증인으로 참여한 유인남과 임대경은 해당 所爭地인 돈녕부하계 가
대에서 도합 30년을 살았다.23) 즉 1608년 이전에 유인남이 먼저 중부 정선
방 돈녕부하계 서변2리에 거주하였고 17세기 특정 시기에 이르러서 임대경
에게 방매하였다.
무엇보다 소송에서 패소한 이무와 관계자 유인남, 임대경의 공통점은 한성
에 거주한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은 조상대대로 한성에 거
주하지는 않았지만 과거, 仕宦 등의 이유로 장기간 서울에 머물러야만 하였
다. 이러한 이유로 가대와 공대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매매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소송이 발생하였다.

23) …同家南▣(邊)墻垣 破毁已久乙仍于 今方築墻爲白如乎 崔立稱名人亦 南邊空代十餘間 其矣基代是
如發惡 使不得築墻爲白臥乎所 實爲▣(崔)立家代 則林大慶自有盜賣之罪是白在果 崔立亦 若或其矣
家代 則傳傳放賣 已過三十余年 默無一言爲有如可 便生賊心欲奪他代 無異强盜 極爲痛惡爲白良
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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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성부 판윤 尹暉와 판결과정
한성부 판윤은 일찍부터 중요한 자리로 인식되어 육조판서, 좌․우참찬과
더불어 九卿으로 꼽혔다.24) 이를 통해 한성부 판윤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는데, 판윤이 맡은 수많은 업무 중에서 한성부 관할 내 토지에 관한 소송
은 주요 역할 중 하나였다. 한성부 소송의 특징으로는 여타 지방관청과 달리
訟官의 단독 판결이 아니라 판윤을 비롯한 당상관과 당하관의 합의로 이루어

진 점을 꼽을 수 있다. 한성부 立案 말미에도 그 흔적이 남아 판윤, 좌윤․우
윤 3인 및 참군 1인의 수결이 기재된다.25) 1638년 한성부 결송입안 말미에
도 完議라고 하여 본 소송이 합의된 사안임을 표기하였다.26) 이처럼 최종판
결을 내릴 때 모든 관원의 의견 일치가 중요하였으나 실제 소송문서를 살펴보
면 소송의 진행에서 한성부의 長인 판윤의 지시 및 역할을 간과 할 수 없다.
본 소송의 판윤은 尹暉이다.27) 이때는 인조대로 기존 연구에서 이 시기
판윤의 특징으로 공신계 판윤과 서인 위주였다는 점이 밝혀졌다. 윤휘는 인
조반정 때 유배된 적이 있었지만 정묘호란 때 기용되었고 병자호란 이후에
판윤에 특별히 제수된 서인계 인물이었다.28)
본관은 해평으로 한성부 판윤을 거쳐 형조판서와 공조판서까지 역임한 인물
이나 사람됨이 추솔하고 비루하다고 평가받았다. 그래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았기 때문에 인조가 윤휘를 한성부판윤으로 超擢하자 사람들이 모두 괴이하
게 여겼다고 한다.29) 그렇다면 윤희의 실제 판결은 어떤 양상을 띠었을까? 세
간의 평가처럼 사람됨이 비루하여 판결과 처분이 납득하기 어려웠을까?
24) 뺷선조실록뺸 선조 7년 12월 6일 병오.
25)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앞의 책(각주 11), 242면.
26) 完議는 일반적으로 立議라고 하여 문중, 계, 洞中 등에서 의논한 사항을 합의․기록하여 서약하는
문서이다. 본 결송입안에서 쓰인 완의는 이와는 다르게 한성부 내 당상관과 당하관의 합의를 가리
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종래 이해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쓰인 것인데 본고에서 이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기 어렵고 추후 완의에 관한 다양한 용례를 조사, 검토하여 별도의 원고에서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27) 뺷비변사등록뺸 5책, 인조 16년 4월․10월 座目
28) 김세봉, ｢조선후기 한성부의 사회적 실상과 한성판윤｣, 뺷서울학연구뺸 9(서울학연구소, 1998), 77면.
29) 뺷인조실록뺸 인조 16년 3월 20일 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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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년 소송에서 윤휘는 원고와 피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

인 판결을 하고자 하였다. 특히 人證과 書證 뿐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실질
조사를 수행하여 소송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소송의 과정과 최종판결
까지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2> 1638년 한성부 결송입안 문서 구성

행수

내용

1 ~ 2행

제목과 기두어

2 ~ 14행

원고 역관 이무 소지

14 ~ 15행

한성부 처분

15 ~ 22행

전 행 전의감 임대경 초사

23 ~ 29행

절충 전 첨사 유인남 조목

30행

당상관의 처분

30 ~ 39행

남부의 감결

39 ~ 45행

한성부 完議

이 소송은 구매한 가대의 무너진 담장을 쌓는대서 비롯되었다. 분쟁은 소
송이 개시되기 일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637년(인조 15) 4월에 원고
이무는 중부 정선방 敦寧府下契에 있는 기와집 7칸 반, 초가 3칸, 공대 120
칸을 의원 林大慶에게서 매득하였다. 이무는 매득 직후 곧장 거주하였는데
가대의 남쪽 담장이 무너져 내린지 오래 되어 다시 담을 쌓고자 하였다. 이때
최립이 남쪽 담장 공대 10여 칸은 자신의 터라고 주장하며 이를 막아섰다.
만일 최립의 주장과 같다면 임대경은 이무에게 盜賣한 셈이지만, 최립 또
한 3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무가 담장을 쌓으려하자 대뜸 소유권을 주장
한 것이다. 따라서 이무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최립이 타인의 땅을 도둑질하
려는 행위로 인식되었다. 이에 자신에게 땅을 팔았던 임대경과 지금 남쪽 담
장 공대 10여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최립을 잡아 와서 차례대로 추열해 달
라고 所志를 올린 것이다.

22

法史學硏究 第61號

이무의 소지에 의거하여 무인년(1638) 5월 초7일에 전 행 전의감 임대경
이 訟庭으로 나와 진술하였다. 임대경은 자신이 이무에게 가사를 방매한 것
은 사실이나 이 계쟁물은 자신의 조상 가대가 아니며, 자신도 다만 劉仁男이
라는 인물에게서 구매하여 거주하였기 때문에 가대와 공터에 대한 유래를 자
세히 알지 못한다고 아뢰었다.
임대경의 진술을 바탕으로 유인남의 진술이 이어진다. 유인남은 자신이 이
가대에 거주할 무렵 최립의 가대와 경계가 맞닿아 있었고, 그래서 담을 쌓아
標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유인남이 제시한 소송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담장을 쌓으면서 작성한 문기가 있었으므로 최립이 現納한
문기를 상고하는 것이다. 둘째는 분쟁지인 가대 터를 측량한다면 진위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한성부 당상관은 소송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소송 당사자 및 관계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남부에서 해당 공대를 摘奸하여 첩보하도록 하였다. 남부에
서는 조사 결과를 중부에 알리는데 양측의 터 및 가대를 측량하여 조사해보
니 이무가 담장을 쌓을 때 최립의 가대 쪽으로 길이 4칸, 너비 주척 1척만큼
침범함이 확실하다고 보고하였다.
5월 29일 한성부에서는 충분히 의논하고 전원이 찬성하여 피고 최립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다. 이로써 최립은 이무가 구매한 130칸(기와, 초가, 공대
포함) 중 경계가 불명확하였던 10여칸의 소유주로 인정을 받았다. 판결에 영
향을 미친 근거는 ①所爭地의 전 소유자들 진술 ②한성부 남부의 측량 보고
였다.
소송의 종결은 한성부 남부의 部官 첩보가 결정적이었다. 부관이 직접 문
제의 가대로 가서 元隻이 모두 보는 앞에서 측량을 하였다. 측량 결과는 부
정할 수 없는 사실로 객관적인 증거는 소송의 판결에 결정적이었다. 보고를
받은 한성부 당상관은 부관이 摘奸하여 보고한 바에 따라 이무가 최립의 공
대를 冒占함이 확실하다고 보았다.
측량 결과 외에도 소송 관계자들 진술은 소송의 진행에 중요하였다. 본래
중부 정선방 돈녕부하계의 소유주는 유인남이었고, 유인남은 이를 임대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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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임대경은 다시 이무에게 방매하였다. 한성부에서는 이무에게 방매한 것이
확실한지 임대경을 시작으로 유인남까지 역학 조사를 실시하였다.
임대경은 한성부의 推問에 조상의 가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은 상세히
알지 못하겠다고 답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土地訟에서 보이는 양상이다.
노비에 비해 계쟁물로써 토지의 특징은 주로 매득에서 분쟁이 비롯되는데 이
는 그만큼 토지의 소유권 유래가 깊지 않기 때문이다. 즉 매득을 통해 얻은
소유권은 대대로 조상에게 전래받은 물품 예컨대 조선전기 주요 분재 대상이
던 노비에 비해 매득 과정에서 분쟁에 휩싸이기 쉬었다.30) 임대경이 소쟁지
에 거주한지 얼마 되지 못해 가대의 내력을 알지 못한다고 한 진술과 반복적
으로 되 팔리는 계쟁지를 통해 본질적으로 이 소송은 소유권의 유래와 관계
가 깊음을 알 수 있다.
보통의 조선시대 소송은 書證과 人證 중 서증에 중점을 두고 訟事가 종결
된다. 서증이란 예컨대 화회문서, 매매명문, 斜給立案과 같이 분재․매매 등
의 증거력을 갖춘 문서이다. 인증은 사람의 증언이 소송의 증거가 됨을 뜻한
다. 반면 이 소송은 서증과 인증 어느 것도 아닌 남부의 실질적인 측량 조사
가 소송의 결정적인 판단 근거로 작용하였다. 즉 관의 행정적, 구체적인 조사
행위가 소송 종결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본 소송의 중심무대가 한성부 五部 중 중부이나 토지 측량을 남부에서 담
당한 것은 증거 수집․조사에 있어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
이는 원고와 피고 모두 중부에 거주하고 계쟁 가대와 공터도 중부에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남부는 측량 결과를 중부에 甘結로 알려 중부에서 최종 판
결을 내리도록 하였다. 이처럼 송관 윤휘를 중심으로 하는 한성부의 판결과
정은 진술과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성부 당상, 당하관
의 完議를 이끌어 냈다.

30) 일반적으로 노비는 動産이므로 유동적인 성격을 가진 존재로 파악하고 토지는 不動産이기 때문에
노비에 비해 고정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 그러나 결송입안을 통해 계쟁물로서 노비와 토지의

유래를 살펴보면 조선후기의 토지송은 노비에 비해 토지의 유래가 깊지 못한 데서 소송이 발생하
였다(권이선, 뺷조선시대 決訟立案 연구뺸(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112~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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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7세기 한성부 가대 소송 원인과 소유권의 확보과정
현전하는 한성부 결송입안은 두 건이 있다. 앞서 살펴본 ‘1638년 결송입
안’과 다른 하나는 1963년 박병호가 소개하여 잘 알려진 ‘1661년 결송입안’
이다. 두 한성부 결송입안은 소송 대상이 가대이고 중부에서 발생하였다는
공통분모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소송원인은 차이점을 보인다. 앞 장에서
1638년 소송의 과정을 살펴봤으므로 본 장에서는 1661년 한성부 소송을 살

펴봄으로써 17세기에 발생한 한성부 중부 가대 소송의 양상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1. 1638년과 1661년 한성부 가대 소송의 원인
1661년 결송입안에는 두 가지 소송이 병합되어 있다. 첫 번째 소송은 원고

유학 鄭大雲과 피고 군관 李屹 등의 소송이고 두 번째는 원고 鄭文孚의 奴
士京과 피고 정대운 사이의 소송이다. 이 소송은 정대운이 ‘한성부 중부 수진

방 간동계에 있는 가대가 자신의 조상 가대’라고 한성부에 소지를 올리면서
비롯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 이흘 등이 이 터는 본래 정문부의 가대이나 그
후손들이 진주로 내려가 살게 되면서 자신들이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
한 소송을 제기한 정대운은 정문부의 아들 정대영과 친족관계가 아니라고 반
박하였다.
정대운과 이흘 등의 소송은 중간에 중단된다. 이는 정대운이 정대영과 소
송하는 일로 사전에 이흘과의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문기 즉 和會문기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고부터 23일 뒤에 원고 정문부 측과 피고
정대운 사이의 소송이 발생하였다. 양측은 모두 증거문기를 제출하였는데 문
제는 서로 주장하는 터의 칸수에서 차이가 심하였다.
이에 한성부에서는 낭청과 부관을 보내 계쟁지의 실제 측량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측량 결과는 元隻이 제출한 문기 속 칸수와 차이가 있었다. 따
라서 한성부는 ①그동안 계쟁 가대에 관해 소유권을 원척 중 누가 행사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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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②원척이 제출한 증거 문기 중 어떤 이의 四標가 구체적인지를 주요
판결 기준으로 삼았다. 그 결과 승자는 원고 정문부의 노 사경으로 판정났다.
이상 1661년 한성부 소송의 원인은 계쟁 가대가 비어있었기 때문이다.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대운과 이흘 등의 사이에서 발생한 1차 소송은 非거주
에서 발생하였다. 정대운의 주장에 따르면 임진왜란 때문에 조상이 물려준
가대를 떠나 있었고, 그 빈 가대에 다른 이들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
송이 발생하였다. 2차 소송 격인 정문부의 노 사경과 정대운 소송 역시 마찬
가지다. 정문부의 아들 정대영이 병자호란으로 인해 조상(증조부의 妻邊)에
게 전래받은 가대와 멀리 떨어진 지방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지 못해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와 반대로 1638년 소송은 원고 이무가 역과에 급제하여 서울에 거주해
야 할 상황속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던 중에 구입한 가대의 거주 공간이 옆집
과 뚜렷하지 못해 다툼이 일어난 것이다. 한 소송은 조상의 가대를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관리하지 못해 타인이 들어와 살게 되면서 발생한 것이고, 다
른 하나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가대가 없어 가대를 매매하고 담장을 쌓으면서
발생하였다.
이처럼 소송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차이가 있으나 처리과정에 있어서는
한성부에서 부관을 보내 계쟁 가대와 공대의 측량를 지시하는 부분이 흡사하
다. 또한 두 입안에는 공통적으로 직역이 군관인 자들이 등장한다. 문서에서
보이는 이들의 존재를 통해 17세기 군관으로 충군되어 한성에 거주하면서
겪게 되는 거주 문제의 애로사항이 소송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1661년 군병 이흘 등은 가난을 이유로 국가의 군병으로써 수행한 40
년 동안 중부 수진방 간동계에 있는 빈 집을 빌려 거주하였다고 소지를 올렸
다.31) 이는 22년 동안 역관으로 있었던 이무나 40년 동안 군관으로 있었던
이흘 등은 모두 17세기 仕宦을 하여도 서울에 거주하는 것이 쉽지 못했음을
31) 1661년 한성부 입안 20행~45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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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여주는 경우라 하겠다.
이러한 현상을 단순히 개인의 가난으로만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무
의 집안은 대대로 역관을 지낼 정도였고, 이흘 등의 군병은 약 40년 동안
10여 호를 이룰 정도로 무리를 지어 생활하였다. 이들은 장기간 기술직 및

군역을 수행하기 위해 남의 집 터를 빌려 거주하거나 家舍를 구입한 것인데
이는 이전부터 거론되어 오던 서울의 가대부족이 원인이었다.
한성부의 가대부족은 당장 17세기에 직면한 문제가 아니었다. 도성 내 가
대 부족은 15~16세기부터 거론되었다. 세종대 정국이 안정되면서 인구가 증
가한 것을 시작으로 산을 제외한 5부방제의 행정구역 안에는 택지를 조성할
땅이 없었다.32)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변하지 않아 18세기에 인적․물적 자
원이 한성으로 집중되면서 서울거주에 관한 열망이 커져갔다.
대표적으로 박제가는 친우 李定載가 공주로 떠나자 전송하면서 “한양은
政敎가 시행되는 곳이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아닌가? 任官家

와 벌열, 인물과 樓臺, 수레와 선박, 재화의 번성함, 그리고 친척과 벗들, 학
문에 필요한 문헌이 모두 이곳에 모여 있네”라고 하여 당시 한양은 온갖 자
산의 집결지임을 묘사하였다.33)
인적․물적 자산이 모이는 만큼 인구증가와 주택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 1638년과 1661년 한성부 가대소송은 조선후기 서울로 온갖 자
산이 몰려드기 이전 과도기적 시기에 발생한 가대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두 한성부 소송에서 계쟁지인 중부는 북촌에 해당하는 곳으로 궁궐과
관청․시전 등이 집중되었다.34)
관청과 시전이 밀집되어 있었으므로 중부에는 관료와 상인들이 많이 거주
하였다. 인사동 일대는 양반관료들이, 창덕궁에서 가까운 봉익동은 환관들이
많이 살았다. 종로 1․2가 일대와 청진동 일대는 부유한 상인들이 집중 거주
하여 가옥의 크기나 규모 등이 북촌 양반집을 능가할 정도였다. 관철동과 그
32) 유승희, ｢15~16세기 한성부의 주택 문제와 정부의 대응｣, 뺷사학연구뺸 94(한국사학회, 2009), 55면.
33) 박제가, ｢送李定載往公州序｣(안대희 역, 뺷궁핍한 날의 벗뺸(태학사, 2000)).
34) 박은숙, ｢개항기(1876~1894) 한성부 5부의 차별적 변화와 자본주의적 도시화｣, 뺷한국사학보뺸 36
(고려사학회, 2009),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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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은 역관․의원․화공 등의 중인들이 많이 거주하였다.35)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한성 내 가대부족과 중부의 지리적 특징의 연장
선상에서 1638년, 1661년 한성부 소송이 발생하였다. 1638년 訟訴는 매득에
서 비롯되어 가대 경계가 불분명확하여 야기된 소유권 다툼이다. 1661년 송
사는 조상에게 전래받은 가대였으나 장기간 관리되지 못해 타인과 소유권 다
툼이 발생하였다. 소송의 시작은 차이를 보이나 본질적으로 두 소송은 소유
권과 관계가 깊었다.

2. 소송 이후 소유권의 확보과정
1638년 소송에서 이무는 일견 도매를 당했다고 볼 수 있다. 임대경으로부

터 구입한 가대에 관리를 위해 담장을 쌓았을 뿐인데 소송에 휘말렸고 결국
은 패했기 때문이다. 패소한 뒤 임대경이 이무에게 가대 값을 되돌려주었을
지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다.
다만 임대경과 이무 양측의 매매는 1638년 계쟁 공대였던 정선방 돈녕부
하계 서변2리에 국한되지 않았다. 당시 소송의 계쟁지와는 별도로 이로부터
11년 뒤인 1649년 4월 초7일에 작성된 가대 명문에 임대경은 전 소유주[賣
得者], 이무는 현 소유주[買得者]로 다시금 등장한다. 이 명문에 따르면 前
判官 이무는 가난을 이유로 이수암이라는 사람에게 중부 정선방 돈녕부하계

에 있는 와가, 초가, 공대를 팔았는데, 본래 이 가대는 前 僉正 임대경에게서
구입한 곳이었다.
이처럼 17세기 초중반 두 차례에 거쳐서 이무는 의과 출신 임대경에게 중
부 정선방 돈녕부하계 근방의 가대를 매득하였다. 임대경에게 매득한 뒤 불
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나 이와 별개로 반복적으로 돈녕부하계의 가대 매득을
시도한 것은 당시 이무가 정선방 돈녕부하계를 중심으로 世居를 시도한 것으
로 추정된다.
3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뺷동명연혁고뺸 1(종로구편), 1967; 뺷동명연혁고뺸 2(중구편),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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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봤듯이 임대경은 유인남에게 가대를 구입하였으므로 임대경은 한
성 토착 거주자가 아니다. 그는 17세기 초 무렵에 돈녕부하계의 토지를 대거
매득하였다. 임대경 이후에는 이무가 가대 매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서 이무는 패소한 이후 최립과 다투었던 가대를 깔끔히 포기하였을까? 승소
자 최립은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소유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었을까?
조선시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 송관이 체직되기를 기다리거나 관청
을 바꿔가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최립과 소송
이후 이무가 명확히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는 자료가 부족하여 알 수 없다.
다만 이무가 소송 이후에도 계쟁지였던 돈녕부하계 주변 가대의 매입을 시도
한 정황이 발견된다. 따라서 소쟁지를 둘러싼 매매 과정과 추이를 비교해봄
으로써 판결 이후 소유권이 확립 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36)
숭덕 7년(1642, 인조20년) 임오 8월 13일 종실 충의위 이효남에게 작성해준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가난한 탓으로 조희경에게 매득하여 거생
하였던 중부 정선방 서쪽 2리 돈녕부하계에 있는 空代 16칸 곳은 값을 銀子 15냥으
로 쳐서 교역하여 받고 전해 온 본문기와 한성부 결득입안 1도 아울러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오니 뒷날에 자손 족류 등이 다른 이유로 잡담하고 서로 다투는 꺼리
가 있거든 이 문기를 가지고 관에 고해 바르게 분별할 일.

재주 겸사복 최립
증인 전 부장 남응신
증인 보인 박영원
필집 전 사과 김상37)
36) 이무와 최립의 소송이 끝이 난 후 소쟁지의 소유권 현황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 뺷京城中部貞善
坊所在庄土景祐宮提出圖書文績類(奎19299)뺸, 문서번호 81번 崇德七年-壬午-八月十三日宗室忠義
李孝男前明文이 있다.
37) 崇德七年壬午八月十三日 宗室忠義衛李孝男前明文. 右明文事段 貧寒所致以 曺希慶處 買得居生爲
如乎 中部貞善坊西邊二里敦寧府下契 伏空代拾陸間庫乙 價折銀子拾伍兩 交易捧上爲遣 傳傳本文記
及漢城府決得立案一道幷以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 子孫族類等 他條以 雜談相爭隅有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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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년(인조 20) 8월에 최립은 종실 사람 충의위 李孝男에게 가대를 판

다. 최립 이전의 소유자는 曺希慶으로 그는 위 가대를 매득하여 소유하였다
가 가난을 이유로 이효남에게 팔았다. 즉 중부 정선방 서변 2리 돈녕부하계
에 있는 공대 16칸의 소유권은 본래 조희경에 있었다.
1638년 한성부 결송입안에서 확인된 ‘유인남→임대경→이무’ 사이의 소유

권은 잘못 되었고 본래는 ‘조희경→최립→이효남’으로 소유권이 이어진 것이
다. 그리고 최립이 소유권을 가졌을 무렵 유인남은 최립과 담장을 마주할 정
도로 지척에 거주하였음은 이미 결송입안 안에서 확인하였다.
최립이 이효남에게 가대를 팔면서 이전에 매득할 때 받았던 전래문기인
本文記와 한성부 決得立案 1도를 함께 넘긴다. 이는 조선시대 매매 관습에서

의례적인 행위로 지난 매득 과정에서 생성되었던 관련 문서를 일괄 넘기면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의 흐름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여기서 한성부
결득입안 1도란 최립이 1638년에 발급받은 한성부 결송입안을 가리킨다.
최립과 이효남의 매득 과정을 통해 1638년 소송 이후 최립의 소유권은 온
전히 보장되어 4년이 흐른 뒤에도 무리 없이 매득이라는 행위를 통해 이효남
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이 계쟁 가대는 한 차례 더
매매가 이루어져 소유자가 다음과 같이 변모한다.
숭덕 7년(1642, 인조20년) 임오 10월 일 행 사역원 훈도 이무에게 작성해준
명문
이 명문을 작성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긴히 쓸 곳이 있어 서울에 사는 겸사복
최립에게서 매득하였던 중부 정선방 서쪽 2리 돈녕부하계에 있는 空代 16칸 곳을
값을 銀子 25냥으로 쳐서 교역하여 수대로 받고 전해 받은 매득 본문기와 재주
최립이 한성부에서 받은 決得立案 1도를 아울러 위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오니
뒷날에 자손 족류 등이 서로 다투는 꺼리가 있거든 이 문기의 내용을 가지고 관에
고해 바르게 분별할 일.
乙等 將此文記 告官辨正爲乎事. 財主兼司僕 崔立. 證人 前部將 南應信. 證人 保人 朴榮元. 筆執
前司果 金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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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재주 충의위 어모장군 행 용양위 부사과 이효남
증인 통훈대부 행 사역원 여진학 훈도 박례운
증인 통덕랑 사역원 여진학 전함 전천기38)

이효남이 구입한 공대는 2개월 뒤인 1642년 10월에 正銀子 25냥의 값으
로 이무에게 팔린다. 이 때 최립에게서 받은 매득 본문기와 한성부 결득입안
1度도 증빙문기로써 이무가 받는다.39) 그리고 同年 11월 최종적으로 이무는

한성부에 사급입안을 신청하여 발급받게 된다.40)
사급입안을 발급받았다는 것은 이무가 질지[作紙]라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관으로부터 매매의 정당한 소유주로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즉, 중부 정
선방 서변 2리 돈녕부하계에 위치한 가대 16칸의 소유자로 공식 확인을 받
은 것이다. 원칙적으로 매매 이후 100일 이내에 사급입안을 받도록 규정41)
이 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사급을 거치지 않는 白文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졌
다. 특히 노비와 달리 토지, 가대는 不動의 자산이었기 때문에 조선후기로
갈수록 사급을 거의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무는 사급입안을 발급받았고, 두 달이라는 짧은 매매 간격에도
불구하고 값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8월에 은자 15냥 값이던 가대가 10월
에는 은자 25냥으로 훌쩍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또한 불과 2개월 동안 ‘최립
→이효남→이무’로 소유권자가 변모하였다. 1638년 소송 이후 최립과 이무
사이에 어떠한 해묵은 원한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소송 이후 최립과

38) 崇德七年壬午十月日 行司譯院訓導李茂前明文. 右明文事段 要用所致以 京居兼司僕崔立處 買得爲
白有如乎 中部貞善坊西邊二里敦寧府下契 伏空代拾陸間庫乙 價折銀子貳拾伍兩 交易依數捧上爲遣
傳傳買得本文記及財主崔立亦 漢城府決得立案一度幷以 同人處 永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 子孫族類
等 相爭隅有去等 將此文記內乙用良 告官辨正爲乎事. 自筆財主忠義衛禦侮將軍行龍驤衛副司果 李
孝男. 證人 通訓大夫行司譯院女眞學訓導 朴禮雲. 證人 通德郞司譯院女眞學前銜 全天機.
39) 뺷京城中部貞善坊所在庄土景祐宮提出圖書文績類(奎19299)뺸 崇德七年壬午十月日行司譯院訓導李茂
前明文.
40) 崇德七年閏十一月初四日 漢城府立案. 右立案爲斜給事. 粘連所志文記及財主自筆․證人等 招辭是
乎等用良 本文記推納 相考幷以 粘連狀者司譯院訓導李茂亦中 斜給爲遣 合行立案者.
41) 뺷경국대전뺸 戶典 買賣限. 田地․家舍買賣 限十五日勿改 竝於百日內 告官受立案. 奴婢同. 牛馬 則
限五日勿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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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는 중간에 이효남을 두고 점층적으로 가대를 매매하였다.
<표 3> 1642년 중부 정선방 돈녕부하계 서변2리 가대 값

매매 시기

放賣者

買得者

매매 값

1642년 8월 13일

최립

이효남

은자 15냥

1642년 10월

이효남

이무

은자 25냥

이무와 최립이 10여 칸 정도 떨어진 근처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곧장 계쟁
가대에 대한 매매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무는 이효남에게 10냥을 추
가로 지불하면서까지 가대 매매를 성사시켰다. 불과 두 달만에 값이 10냥이
나 올랐으므로 중간에서 이효남만 큰 이득을 취하였다. 결국 돈녕부하계에
있는 공대 16칸의 소유자는 이무로 끝이 났다.
위 사례를 통해 한성부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고, 승자가 결송입안을 발급
받은 사안은 굳건하게 소유권이 견지되었음이 확인된다. 소송이 종결되고 4
년이 지난 뒤에도 피고 최립이 자유롭게 가대를 매매하고, 원고 이무는 재
소송을 시도하기 보다는 상당한 값을 지불하며 구입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1638년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증거의
존재 유무에 따라 결송입안에 기재되는 양상도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송입안에 소송의 과정이 기록되기는 하나 이 안에 모든 과정이 담기지는
않는다. 다만 송사가 종지부 지어질 때 증거문기가 중요한 판결 근거로 작용
하였으면 의례 제출된 문서의 傳准과정을 거쳐 결송입안에도 주요 증거 문서
의 내용이 요약되었다.42) 또한 사급입안과 같이 관의 공증을 거친 문서가
존재한다면 이는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書證이므로 일반적인으로 결송입안
42) 傳准이란 원문서의 副本을 만드는 것으로 ①노비, 토지를 상속하고 그를 간단히 입안하는 경우 ②
노비를 推尋하거나 매매하는 등 그 소유권을 실현하는 경우 ③元付文書일 경우에는 원문서를 제시
하기가 어려우므로 그 원문서를 官에 제출하여 그 사실을 증빙 받는 것을 뜻한다(김현영, ｢조선초
기의 전주에 대하여-1469년 전양지 처 하씨 점련문기를 중심으로｣, 뺷고문서연구뺸 9(한국고문서학
회, 1996) 위 용례 외에도 상송에서 당사자 일방이 반대 당사자가 제출한 문기의 진정성을 인정․
확인하는 소송 행위로 해석한 연구도 있다(심희기, ｢조선후기 전준과 관식의 준수에 관한 실증적
고찰｣, 뺷고문서연구뺸 54(한국고문서학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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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언급되기 마련이다.
1638년 한성부 결송입안에서 최립이 사급입안을 제출하였다는 기록이 보

이지 않는다. 실제로도 매매 명문은 전해지나 관련 사급입안이 현전하지 않
음을 고려한다면 소송이 발생하기 이전에 최립은 해당 소쟁지를 白文으로만
거래하고 별도로 經官 과정인 사급입안은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백문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져도 최립의 소유권은 부정되지 않았다. 하지
만 만일 소송이 발생한다면 사급을 거치지 않은 거래는 문제의 소지가 있었
다. 따라서 최립은 이효남에게 가대를 방매할 때 소유의 과정과 내력을 보여
줄 수 있는 결송입안도 본문기로 여겨서 함께 넘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급입안이 매매 부분에 대해 관에서 증빙해주는 문서라면
결송입안은 소송의 과정과 결과를 보장해주는 문서다. 둘 다 관에서 특정한
목적에 관한 증빙을 해주는 문서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유권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발급받은 결송입안은 사급입안처럼 승소자의 ‘소유권’도 증빙해주는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효남은 매득 이후 사급입안을 발급 받지 않았다. 이는 이효남이 직접적
인 분쟁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이전의 매득문기인 본문기와 결송입안을 소
유한 것만으로도 소유권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이
무는 구입하고 한 달이 채 안 되서 사급입안을 신청하였다. 이 경우는 이무
가 한 번 소송에서 패하였던 분쟁 당사자였으므로 뒷날 있을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조치로 판단된다. 이무가 결송입안 속에서 패소자였기
때문에 본문기, 결송입안 외 사급입안이라는 또 다른 과정을 한차례 더 거쳐
소유권의 확립을 공고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Ⅳ. 맺음말
그동안 조선시대 소송에 관한 연구는 노비, 토지와 같이 재산적 가치를 지
닌 재원의 다툼에 주목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노비와 토지는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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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재산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법제적, 풍속에서는 家垈 또한 중요한
재산이었다. 그러나 이를 주시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가
사를 놓고 다투며 해결해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였기 때문
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였던 가사 소송의 진행사항과 판결을 통
해 ‘가사 소송’ 의 양상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송이 종결된 후 계쟁
가대가 매매 되어지는 경과를 살펴 송사 이후 개인이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
해 관문서를 선택적으로 발급 받는 양상도 살펴보았다.
주요 이용 자료는 1638년 한성부 결송입안이다. 원고 이무와 피고 최립
사이에서 발생한 가대 소송의 주 무대는 한성부 중부 돈녕부하계이다. 이무
는 계쟁 가대를 구입한 뒤에 무너진 담장을 쌓는 중에 소송에 휘말렸다. 구
입한 가사에 대해 옆집과 구분되는 담장을 쌓는 행위는 물리적인 벽을 세움
으로써 안팎 즉 소유권을 구분 짓고자 했음이다. 이에 반발하여 최립은 담장
이 자신의 집 쪽으로 모점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최종적으로 1638년 소송은 최립의 승소로 끝을 맺는다. 그러나 4년 뒤에
이무는 이효남이라는 사람을 사이에 두고 매매를 하여 계쟁 가대를 쟁취하였
다. 즉 최립→이효남→이무 사이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 과정은 최립
이 이효남에게 계쟁 가대를 판지 불과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특히 이효남
이 이무에게 되팔 때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10냥을 추가하여 받았다.
이효남은 최립에게서 가사를 구입한 뒤 사급입안을 발급받지 않았다. 그러
나 이무는 구입하자마자 사급입안을 신청하였다. 이를 통해 이무는 계쟁 가
사에 관해 뺷경국대전뺸에 지정된 법적 절차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白文도 이
효남에게서 넘겨받았다. 즉 가사 구입과 관련된 이전의 매매과정을 증빙해줄
수 있는 明文, 결송입안, 사급입안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는 이무가 계쟁 가
대의 소유자임을 명확하게 증빙해주는 자료였다.
이처럼 가옥매매 이후 가사와 공대 뿐 아니라 가사를 수리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소송이 파생될 수 있었다. 이무와 최립의 소송은 담장을 쌓게 되
면서 옆 집 사이에 발생한 첨예한 갈등이었다. 이들의 소송은 17세기 사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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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이는 1661년 한성부 결송입안과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조선초기부터 한성부 내 가대 부족은 심심찮게 거론되어 온 사회적 문제
였다. 이것이 양란을 거친 17세기에 들어서는 더욱 증폭되었다. 이 당시에
발급된 두 건의 한성부 결송입안에는 시대상이 반영되어 공통적으로 가사를
두고 다투고 있다. 또한 仕宦과 군역을 위해 서울에 머물러야 하나 머물 곳
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1638년 한성부 결송입안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1661년 한성부
결송입안과 비교를 통해 17세기 한성부 중부의 家舍訟에 관해 일고찰을 하
였을 뿐이다. 향후 이미 발굴 된 한성부 결송입안 외에도 앞으로 더 많은 한
성부 결송입안이 발굴되고, 이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된다면 기존에 연구되
지 못한 한성부 소송의 양상과 가옥소송에 대한 연구가 풍부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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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경기도 장토문적 19책 숭덕 3년 한성부 입안 정서

001 崇德三年六月日 漢城府立案
002 右立案爲決給事 節呈譯官李茂 右謹陳所志矣段 去丁▣(丑年)
003 四月分 醫員林大慶處中部貞善坊敦寧府下契 ▣
004 瓦家七間半 草家參間 空代一百二十間庫乙 給價買得▣(今)
005 年卽爲入接爲白有如乎 同家南▣(邊)墻垣 破毁已久乙仍
006 于 今方築墻爲白如乎 崔立稱名人亦 南邊空代十餘間
007 其矣基代是如發惡 使不得築墻爲白臥乎所 實爲▣(崔)
008 立家代 則林大慶自有盜賣之罪是白在果 崔立
009 亦 若或其矣家代 則傳傳放賣 已過三十余年 默無一
010 言爲有如可 便生賊心 欲奪他代 無異强盜 極爲痛
011 惡爲白良厼 上項林大慶․崔立等捉來 次次指示 明
012 正推閱 曲直現著者 依法科罪爲白乎矣 林大慶
013 分明盜賣 則依法還退 以懲其罪爲白只爲 漢
014 城府處分 崇德三年五月初七日 富字房付色 堂上題
015 書內 捉來推閱事 踏印 連次戊寅五月初七日 前行
016 典醫監 僉正 林大慶年三十五 白等 元告李茂 呈
017 狀辭緣推問敎是臥乎在亦 矣身上年分 同家舍放
018 賣的實爲白在果 同家舍亦 非矣身祖上家代 而矣身
019 段 劉仁▣(男)▣(處) 買得居生乙仍于 同家代基址段 詳知不
020 ▣(得是)白去乎 ▣(前)▣▣(財主)劉仁男推捉 ▣▣(推問)敎矣 大槪南邊
021 ▣▣(代)段 所謂隻人崔立現納文記相考 則可知其
022 實狀是白置 並以相考處置敎事 踏印 連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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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 折衝前僉使劉仁男條目節問事段 林大慶侤只音
024 據 同李茂買得家代 根本極問敎是臥乎在亦 矣
025 身入接時 同家代 果崔立家代果連境處 築瓦墻
026 見標叱分不喩 明有文記是白去等 豈有他家代冒
027 占之理乎 同崔立現納文記相考 則可知虛實是
028 白乎㫆 同家代地址乙 今南部以尺量 則亦知其眞僞
029 是白置 並以相考施行敎事 堂上郎廳署押踏印
030 堂上手決內 南部摘奸牒報事 連次中部爲相考▣(事)
031 府甘結內 譯官李茂買得家代與隣居崔立家相▣(爭)
032 李茂築墻時 崔立家代添入是如 元隻一時 兩邊基
033 址及家代 尺量明覈 牒報亦爲有去乙 部官親到
034 其家看審爲乎矣 李茂築墻時 崔立家代 長四間
035 廣周尺壹尺 添入於李茂家代爲遣 崔立家代段 十▣
036 是置 相考施行爲只爲 牒報據 五月十八工房付色 堂上
037 手決內 部官摘奸 所報如此 李茂亦 崔立空代冒占
038 的實 同空代 崔立處 依所報 還爲許給事 待令
039 堂上署押踏印 連次戊寅五月二十九日完議
040 元告譯官李茂 隻良人崔立等 墻代相爭
041 事分揀 隻崔立亦中 決給事 已爲啓下
042 爲有等以 上項中部貞善坊敦寧府下契住 元告
043 李茂果相爭墻代 長肆間廣周尺壹尺庫乙
044 粘連狀者 隻人崔立亦中 決給爲遣 合行
045 立案者
046 判尹(押) 佐尹(押)
右尹(押)

庶尹

判官

參軍

房掌 參軍 曺(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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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rocess of Securing
of Ownership after the Trial the Causes
of the 漢城府 決訟立案 in the 17th Century
Kwon, E-Sun*
43)

This study focuses on dwelling site trial cases while the study on existing
the Joseon lawsuits was done focusing on slave and land. slave and land have
been regarded as representative property values in the Joseon Dynasty.
However, in custom and law dwelling were also recognized as important
property. The little has been done on dwelling site trial cases, while research
on slave and land has been conducted actively.
In response, this paper intended to identify the status of ‘dwelling site
litigation’ through the progress and ruling of dwelling site litigation and to
examine the progress of the sale of controlled dwelling site after the end of
the lawsuit to reveal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ownership after the
trial. The main data for use is Hanseongbu(漢城府)’s Kyolsong iban[決訟立案]
in 1638. The Kyolsong iban took place between the plaintiff Lee Mu, and
the defendant Choi Lip at the 敦寧府下契 of Hanseongbu.
The beginning of the lawsuit occurred during building a fence on the
southern part of the house that Lee Mu had bought. Lee Mu’s act was to
clarify the ownership of the dwelling site he had acquired by building a fence
* Jeonbuk Institute, Associate Research Engi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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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c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neighboring house. In protest, Choi Lip
argued that the fence had been placed toward his’s own house. The winner
of the 1638 lawsuit is the Choi Lip.
Four years later, however, Choi Lip sold out the dwelling site of contention
to Lee Hyo-nam and Lee Hyo-nam sold it back to Lee Mu just two months
after he had bought it. In the process, Lee Hyo-nam added 10兩 more than
the price his purchased and sold it to Lee Mu. After four years, the final
owner of the dwelling site ends up with Lee Mu, and Lee mu was issued
with a government document in addition to the body of a documents and
Kyolsong iban, which were handed over to Lee Hyo-nam to consolidate his
ownership.
Their lawsuit was deeply related to the 17th century social phenomenon.
The contents of the 1638 and 1661 Hanseongbu issued in the 17th century
are related to a dwelling site trial cases in the central part of Hanseongbu.
Since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shortage of dwelling site in Hanseongbu
has been a social problem. This was amplified through the war and into the
17th century. As a result, they must stay in Hanseong for such reasons as

譯官 and 軍官, but it is not easy to find a place to live. And it can be seen
that this kind of the actual condition has served as a major reason for litigation.

[Key Words] dwelling site trial cases, 漢城府 Kyolsong iban(決訟立案), the
Lineage of Translators(譯官) lee mu, Office of Horse Affairs
choi Lip, formation of ownership after the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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