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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천명했다. 

이는 인간이 개인적이고 개별적 존재이지만 타인과의 끝없는 관계 속에서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의 공동체 내지 사회 안에서 인간은 반복적인 일상을 통해 

타인과 교류한다. 반복적이고도 순환적인 인간의 일상은 그들의 정체성과 타인과의 

관계성을 고스란히 담기 마련이다. 특히, 타인과의 관계는 갈등과 대립을 통해 선

명히 드러난다. 

중국에는 인간의 일상 속 갈등과 대립을 다룬 문학 장르가 있다. 바로 公案 說

이다. 공안은 재판사건 파일로, 공안에 소설적 허구와 흡인력 강한 이야기 요소를 

덧입힌 것이 바로 공안소설이다. 공안소설은 중국 명 만력 연간부터 ‘××공안’의 명

칭으로 10여 종 이상이 등장했다. 거의 동시기에 등장했다는 사실은 당시 공안소설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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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독자들의 열렬한 관심을 반 한다. 반면 독자의 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공

안 시리즈의 무분별한 탄생은 자연히 문학성의 저하를 초래했다.1) 그러나 공안 시

리즈물들이 일상 속 인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촉발된 사회 범죄를 그려내어 당시 사

회상을 스케치했다는 점에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청대에 독특한 스타일, 즉 소설과 史實의 경계에 위치한 작품집이 등장했다. 18

세기 초에 출간된 藍鼎元의 《鹿洲公案》이 바로 그것이다.2) 엄 히 따지자면, 《녹

주공안》은 공안소설이 아니라 실제 재판사건 파일인 공안이다. 즉 청대 지방관을 

지낸 관리가 다루었던 사회범죄와 그 판결에 관한 기록이다. 그러나 관부의 공식적

인 성향의 공안과는 다르다. 분명 실존했던 지방관의 공식적 공안이기는 하지만, 

전개상 소설적 요소와 그 지방관의 문학적 감성, 절친했던 벗의 개인적인 평이 곁

들여 있다는 점이 독특하고 신선하다. 사실과 소설적 요소가 넘나드는 작품 특성

상, 후자에 비중을 실어 공안소설로 인식하기도 한다.3)

《녹주공안》은 실제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 18세기 중국을 살아가던 이들의 일상

과 비뚤어진 일상이 빚어낸 범죄를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조선에도 동일한 맥

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작품집이 있다. 바로 18～19세기를 장식한 실학사상의 집

대성자인 茶山 丁若鏞의 《欽欽新書》이다. 이 책에는 중국과 조선의 다양한 판례와 

살인사건 기록이 상세하게 실려 있다.4) 전체적으로 살인사건과 관련된 상세한 해

 1) 고숙희, < 《鹿洲公案》; 18C 초 공안서사물 속 사회범죄의 자화상>, 《中國 說論叢》 
v.37, 한국중국소설학회, 2012.8, 95쪽.

 2) 龔敏의 <試論藍鼎元《鹿洲公案》之文本性質>(《中山大學學報(社 科學版)》, 2012.11)
에서는 《녹주공안》을 공안소설이 아닌 역사서로 인식했고, 중국학계에서 상황에 따라 

풍속, 법학, 문학적 측면에서 이 작품을 수용했음을 언급하며 《녹주공안》의 속성에 대

해 논의를 전개했다. 중국의 공안소설 전문 연구학자 중 한 사람인 黃岩柏은 《녹주공

안》을 장르상 공안소설로 인식했다. 그는 이 작품집이 문언으로 쓰여졌고, 작가가 지현

으로 있을 때 직접 처리한 사건을 기록했으며, 원래는 공안소설이 아니었는데 후대인이 

공안소설의 반열에 올려놓았다고 언급했다. (黃岩柏 《中國公案 說史》, 遼寧人民出版

社, 1991, 209쪽)

 3) 주1)의 논문, 96쪽.

 4) 흥미롭게도 《흠흠신서》에는 16세기 말 중국인 余象斗가 편집한 《廉明公案》의 이야기 

19가지가 수록되어 있다. 이 사실을 밝혀 낸 이는 일본의 중국사 대가 미야자키 이치

사다(宮岐 定)이다. 박소현의 <진실의 수사학 -《欽欽新書》와 公案 說의 관계를 중

심으로->(《中國文學》 v.69, 한국중국어문학회, 2011)에서는 《欽欽新書》와 《廉明公

案》을 중심으로 공안과 소설의 경계에 대해 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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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법적 절차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이처럼 일상의 개인 간 갈등과 대립이 

범죄로 이어져 살인 등의 참혹함이 발생했으며 관리의 법적 개입이 불가피했던 상

황을 가늠케 한다. 《흠흠신서》는 당시에 살인사건을 담당했던 관리들의 지침서로 

그 활용도가 높았다고 전해진다.

현재, 두 작품집 관련 연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녹주공안》은 중

국에서 주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문학적 측면보다는 문화적 측면에서 텍스트를 

다각도로 분석했다.5)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된 편이지만 試論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관련 한국 논문으로는 3편이 존재하는데,6) 문학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에서 《녹주공안》을 분석했다. 한국과 중국의 《녹주공안》 관련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타 텍스트와의 상호분석 연구보다는 텍스트 자체 연구에 치우쳐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에 반해 《흠흠신서》는 국내에서 문학⋅사학⋅법학⋅철학계 등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었다. 아울러 조선시대 당시 관리 지침서로서 국

가경 이나 다산의 정치사상적 측면에서도 연구 대상으로 두루 활용되었다.7)

이처럼, 기존에 두 작품집의 연관성을 발견하여 연구를 진행한 논문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본 연구의 출발은 18세기 재판사건 파일로 일상과 범죄의 반 이라는 측

면에서 《녹주공안》과 《흠흠신서》의 동질성을 발견한 데서 시작되었다. 이 연구 과

정을 통해 일상에서 촉발되고 재현되는 한중 범죄사건을 분석함으로써 당시 사회상

을 극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범죄가 반 하는 사회적 현상을 바탕으

로 인간성 탐구에까지 그 연구 지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필요성

과 학술적 연구가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배경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녹주공안》과 《흠흠신서》를 대상 텍스

트로 삼아 18세기 한중 사회의 일상과 범죄를 통해 당시 사회상과 인간의 속성을 

읽어 내고자 한다. 

 5) 해당 논문은 〔참고문헌〕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6) 고숙희, <18세기 한중 공안서사물에 나타난 ‘Justice’ - 《鹿洲公案》과 《欽欽新書》를 

중심으로>, 《中國 說論叢》 v.44, 2014; 고숙희, < 《鹿洲公案》; 18C초 공안서사물 

속 사회범죄의 자화상>, 《中國 說論叢》 v.37, 2012; 박계화, <소송사회의 필요악 訟

師>, 《中國語文學論集》 v.68, 중국어문학 연구회, 2011.

 7) 해당 논문은 〔참고문헌〕 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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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鹿洲公案》과 《欽欽新書》

《녹주공안》8)과 《흠흠신서》9)의 실제 간행연도는 각각 1732년과 1822년으로,10) 

18세기를 배경으로 한 기록들이다. 두 작품집의 저자 남정원(1680～1733)과 정약

용(1762～1836)은 18세기에 활발한 활동을 했던 인물들이다. 남정원은 주로 옹정

제(재위 1722～1735) 시기에 관직생활을 했으며, 재직 중에 처리했던 사회범죄와 

재판 관련 내용, 조주부 보령현과 조양현의 民風을 저서 《녹주공안》을 통해 생동감 

있게 그려내었다. 18세기를 배경으로 공간을 달리하여 조선에도 또 다른 남정원이 

있었다. 바로 다산 정약용으로, 남정원과 마찬가지로 목민관으로서 직접 접했거나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범죄사건을 기록으로 남겼다. 바로 《흠흠신서》이다. 정약용

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로, 정조시대에 주로 활동했다. 《흠흠신서》는 평범

한 일상의 범죄화를 다룬 저서로, ｢剪跋蕪詞｣부분에는 다산이 직접 처리한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녹주공안》 24편과 

《흠흠신서》 ｢전발무사｣ 부분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녹주공안》 24편과 《흠흠신서》 ｢전발무사｣ 16편에는 18세기 한중 사회의 일상

과 범죄 양상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다. 《녹주공안》에는 18세기를 살았던 목민관 남

정원의 당시 사회에 대한 시선이 잘 표출되어 있다. 그의 시선은 항상 백성들의 일

상에서 야기되는 범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녹주공안》 전편은 18세기, 엄 히 

표현하자면 청초의 특정 지역 潮州府의 일상을 다루고 있다. 목민관의 재판 기록인 

만큼 그곳의 일상은 고요하거나 평화롭지 않고 거칠면서 잔인하고 폭력적이다. 《녹

 8) 《녹주공안》은 《三公奇案⋅鹿洲公案》(藍鼎元, 寶文 書店, 1990)을 주 연구 대상 텍

스트로 삼고, 《鹿洲公案-淸朝地方裁判官記 -》(藍鼎元 著, 宮崎 定 譯, 平凡社, 

2003)을 보충 자료로 활용한다.

 9) 《흠흠신서》는 《欽欽新書》 1⋅2⋅3(丁若鏞 著, 法制處, 1979)과 朴錫武⋅丁海廉 校

註本 《欽欽新書》(丁若鏞 著, 現代實學社, 1999)를 주 연구 대상 텍스트로 삼고, 인

용문 번역은 朴錫武⋅丁海廉 역주본 《흠흠신서》(丁若鏞 著, 現代實學社, 1999)를 참

고한다.

10) 《흠흠신서》의 간행 연도는 19세기 초이지만, 조선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을 다룬 ｢상형

추의｣와 ｢전발무사｣ 부분이 18세기 후반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실제 정약용 역시 18

세기 후반에 활발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흠흠신서》를 18세기 산물로 간주

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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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안》 24편에 기록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五營兵食>: 고액의 세금 체납, 관리 파업, 세금 징수에 고통 받는 백성들

의 일상 서술.

 2. <三宄盜尸>: 거짓 고발과 사라진 주검을 둘러싼 사건으로, 파렴치한 訟師

와 가정 내의 일상적 갈등을 다룸.

 3. <邪敎惑民>: 사이비 종교 後天敎가 백성들의 일상에 끼친 악 향 서술.

 4. <幽魂 質>: 농사철 물싸움에서 야기된 집단 패싸움과 범죄 행위 기록.

 5. <葫 地>: 조양현의 거친 인심, 폭력과 범죄의 양산 등을 중심으로 폭력적

이며 잔인한 일상 제시.

 6. <沒字詞>: 일상 속 백성들의 갈등과 고소장 代書人의 비리 등을 다룸.

 7. <龍湫埔奇貨>: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고와 당시 경제적⋅정신적으

로 고통 받던 백성들의 일상 묘사.

 8. <死丐得妻子>: 악독한 訟師와 胥吏 관련 비리, 무고행위를 통해 청대 사

회의 일상 조명.

 9. <賊輕再醮人>: 강도와 성희롱이라는 충격적이며 파렴치한 사회범죄 기록.

10. <兄弟訟田>: 토지소유권 분쟁에서 비롯된 형제간의 불화를 다룸.

11. <閩廣洋盜>: 일상에서 발생하는 해적질과 그로인해 고통 받는 백성들에 대

한 기록.

12. <卓洲溪>: 빈민의 생계형 강도 문제를 다룸.

13. <改甲冊>: 악질 訟師와 胥吏을 중심으로 그들의 악행과 백성의 일상에 끼

친 폐해 묘사.

14. <雲落店私刑>: 악질 胥吏의 횡포와 잔인함에 대한 묘사.

15. <三山王多口>: 일상 속 重婚과 인신매매에 관한 기록. 

16. <西谷船戶>: 船團 감독관과 선장의 불법적 행위 서술.

17. <忍心長 >: 인신매매를 통한 중혼 이야기.

18. <仙村盜>: 백성의 일상뿐 아니라 국가 기반에도 큰 폐해로 작용하는 거대 

폭력조직에 관한 서술.

19. <尺五棍>: 일상에서 벌어지는 잦은 소송과 어리석은 백성들의 群像 조명.

20. <林軍師>: 일상의 소송화, 소송의 일상화에 관한 기록.

21. <山門城>: 토호의 횡포와 그들의 고액 세금 체납이 사회와 백성들의 일상

에 미치는 악 향 묘사.

22. <猪血有靈>: 악덕 訟師의 소송교사와 사건 날조가 백성들의 일상에 끼치는 

폐해 서술.

23. <古柩作孽>: 백성의 일상과 사회에 악 향을 미치는 미신에 대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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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蜃樓可畏>: 사회 안에서 개인 간의 갈등과 대립을 촉발시켜 평온한 일상

을 깨뜨리는 잦은 무고와 악질 訟師에 관한 서술.

이상, 《녹주공안》의 기록은 18세기 청에서 발생했던 실제 재판사건 파일이다. 전

편에 걸쳐 청대 백성의 일상과 범죄 양상이 사건 담당관 남정원의 시선을 통해 재

구성되어 독자에게 선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녹주공안》에 반 된 18세기 사회의 일상과 범죄는 공간적 배경을 초월하여 정

약용의 《흠흠신서》 에 이르러 다시 재현된다. 《흠흠신서》는 전체 5부, 30권으로 이

루어졌다. 1819년에 완성되어 1822년에 간행되었으며, 사회범죄 중 살인사건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법 절차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흠흠신서》의 서문에는 

저술 동기와 책의 전체 구성이 소개되어 있다.11) 전체적인 체제를 살펴보면 ｢經史

要義｣12), ｢批詳雋抄｣13), ｢擬律差例｣14), ｢祥刑追議｣15), ｢剪跋蕪詞｣16) 부분으

로 구성되어 있다. 

｢전발무사｣ 16편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17) 

11) ｢余旣輯牧民之說, 至於人命, 則曰是宜有 門之治, 遂別纂爲是書. 冕之以經訓, 用昭

精義, 次之以史跡, 用著故常, 所 經史之要三卷. 次之以批判詳駁之詞, 用察時式, 

所 批詳之雋五卷. 次之以淸人擬斷之例, 用別差等, 所 擬律之差四卷. 次之以先朝

郡縣之公案, 其詞理鄙俚 , 因其意而潤色之, 曹議御判, 之唯謹, 而間附己意, 以

發明之, 所 祥刑之議十有五卷. 前在西邑, 承命理獄, 入佐秋官, 又掌玆事. 流落以

來, 時聞獄情, 亦戱爲擬議, 其蕪拙之詞, 係于末, 所 剪跋之詞三卷, 通共三十卷, 名

之曰欽欽新書.｣
12) 당시 조선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던 《대명률》과 《경국대전》 속 형벌 규정의 기

본 원리와 지도 이념이 되는 유교 경전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논했다. 아울러 중국과 

조선의 사서 중에서 참고 될 만한 선례를 뽑아서 요약했다. 중국은 79건, 조선은 36건

으로 모두 115건의 판례를 분류하여 소개했다. 

13) 살인사건 문서를 작성하는 관리에게 모범을 제시하기 위해 청나라에서 발생한 비슷한 

사건을 선별하여 해설하고 비평을 가했다.

14) 당시 살인 사건의 유형과 그에 적용되는 법규 및 형량이 세분되지 않아 죄의 경중이 무

시되고 있는 사실에 착안하여 중국의 모범적인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제시했다. 

15) 정조가 심리했던 살인 사건 중 142건을 골라 살인의 원인⋅동기 등에 따라 22종으로 

분류했다. 각 판례마다 사건의 내용, 수령의 檢案, 관찰사의 題辭, 형조의 回啓, 국왕

의 判付를 요약했고, 필요에 따라 자신의 의견과 비평을 덧붙 다.

16) 정약용이 곡산부사와 형조참의로 관직생활을 하던 중에 다루었던 사건과 직⋅간접적으

로 관여했던 사건, 유배지에서 접한 16건의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비평과 해석을 가했다.

17) ｢전발무사｣의 기록은 모두 17건인데, 17번째 기록은 검험 관련 하교에 대한 跋文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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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遂安郡金日 獄案>: 3인이 길을 가다가 술김에 싸움을 하게 되어 한 사

람이 사망에 이른 사건을 통해 일상 속에서 발생 빈도수가 높은 범죄양 제시.

 2. <松禾縣姜文行査啓跋辭>: 남의 산에 묘자리를 써서 산주인에게 구타당한 

사건.

 3. <谷山府强人金大得跟捕査決狀>: 소를 사가지고 오다가 강도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 

 4. <遂安郡崔周 覆檢案跋詞>: 남편을 죽인 자를 살해한 여인의 이야기.

 5. <北部咸奉連獄事詳覈回啓>: 환곡을 독촉하러 간 나졸이 구타당해 죽음에 

이른 사건.

 6. <黃州申著實獄事筵奏>: 엿장수가 외상을 진 피해자를 쳐 죽게 만든 사건.

 7. <康津縣趙奎運爲子復讐案批評>: 자식을 죽인 자를 사적으로 응징한 사. 

 8. <擬康津縣白家女子必娘必愛覆檢狀題詞>: 계모와의 불화로 자살한 전처 

소생 두 딸에 대한 이야기.

 9. <擬康津縣朴光致檢案跋詞>: 자식의 죽음을 타인의 죄로 돌린 부친에 대한 

이야기. 

10. <擬康津縣張召史初檢案跋詞>: 한 여인이 전남편 동생에게 떠 려 사망한 

사건.

11. <康津縣鄭節婦初檢案跋詞>: 부녀자 협박 사건.

12. <擬海南縣尹啓萬覆檢案跋詞>: 젊은 아내가 도망치자 지인을 의심하여 언

쟁 중 살인을 저지른 사건.

13. <擬康津縣私奴有丁初檢案跋詞>: 노비에 대한 양반의 횡포를 다룬 사건.

14. <擬康津縣金家子覆檢案跋辭>: 홀로 집에 있던 아이의 죽음으로 이웃을 심

한 사건.

15. <擬康津縣金啓甲獄事五査狀跋辭>: 寒疾에 걸린 사람을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

16. <擬楊根郡李大哲同推狀題辭>: 구타당한 후 바닥에 곤두박질쳐서 죽은 여

인에 관한 사건.

이상, 《흠흠신서》 ｢전발무사｣의 기록들은 실제 18세기 조선에서 발생한 사건파

일들이다.18) 전편에 걸쳐 조선 ⋅정조시대 백성의 일상과 일상에서 빈번히 촉발

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했다.

18) 예를 들면, <擬康津縣白家女子必娘必愛覆檢狀題詞> 관련 사건은 1768년에, <北部咸

奉連獄事詳覈回啓> 관련 사건은 1787년에, <康津縣趙奎運爲子復讐案批評> 관련 사

건은 1791년에, <谷山府强人金大得跟捕査決狀> 관련 사건은 1797년에, <遂安郡金日

獄案>⋅<松禾縣姜文行査啓跋辭>⋅<黃州申著實獄事筵奏>⋅<遂安郡崔周 覆檢案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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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던 범죄⋅審理 양상이 정약용의 날카롭고도 엄정한 시선과 필치를 통해 드러나 

있다.

사건파일의 내용이 제시하듯, 《녹주공안》과 《흠흠신서》 ｢전발무사｣에 기록된 사

건들은 권력의 횡포, 채무분쟁, 구타, 강도, 절도, 무고, 탐욕, 불신, 묘자리와 물싸

움 등에서 촉발되어 발생했다. 일상에서 발생된 사건이 사회적 범죄로 확대되는데, 

결국 그 가해자와 피해자는 대부분 다름 아닌 일반백성이다. 두 작품집의 일상 속 

사건들은 18세기 청과 조선의 특정 지역에서 발생했지만,19)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지역에서 발생되었거나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사건들이다. 게다가 전

체 40편의 기록들은 18세기 청과 조선이라는 두 나라의 일상에서 야기된 공간 초

월적 사회범죄의 보편성과 유사성을 표출하고 있다.

Ⅲ. 18세기 한 사회, 그리고 藍鼎元과 丁若鏞

《녹주공안》과 《흠흠신서》 ｢전발무사｣에 나타난 18세기의 일상과 범죄를 연구하

는데 있어서 시대 고찰과 서사주체에 대한 조명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서사주체 남정원과 정약용은 18세기의 한 場을 장식한 인물들이다. 그들은 옹정

제와 정조라는 통치자가 중국과 조선을 다스리던 때에 정치적 활동을 했다. 그러므

로 당시 통치자에 대한 연구 역시 18세기와 서사주체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8세기의 중국은 만주족이 세운 淸의 시대 다. Susan Naquin과 Evelyn S. 

Rawski의 공저 《18세기 중국사회(Chinese Society in The Eighteenth 

Century》  서문에서 “……18세기는 淸朝를 수립한 통치자들이 명⋅청 교체의 혼란

으로 인해 중단된 경제적 성장과 사회변화의 파고를 진정시키려고 했던 시기로, 중

국 근대시기 가운데 가장 역동적인 시기 중 하나 다.”라고 언급했듯이, 청이 정

詞> 관련 사건은 1798년에 발생했다.

19) 《녹주공안》의 재판사건 파일들은 조주부 보령현과 조양현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며, 《흠
흠신서》 ｢전발무사｣의 경우는 곡산부와 강진현, 해남현 등에서 발생한 사건들로 강진현 

관련사건 비중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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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경제적으로 안정된 국면에 들어서고 민족 간 갈등을 해소하여 화합을 모색하려 

했던 중요한 때로, 사회가 변화하고 그 사회적 다양성이 부각되던 시기 다. 이 시

기에 사회적으로 가장 주시할 부분은 인구의 증가와 인구 이동 현상이다. 18C에는 

중국의 인구가 3억으로 증가했으며, 그에 따라 중국 각 지역이 개발되고 인구 이동

이 이루어졌다. 또한 홍수나 가뭄 등의 자연 재해 역시 대량의 ‘떠돌이 백성’을 만

들어내서 사회불안요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경제적으로는 농업회복의 장려와 변방 

지역 개발을 바탕으로 경제발전과 번 을 위한 토대를 만들었다. 이 시기에는 전국

적 규모로 상업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자본을 소유한 상인들이 등장하여 경제 번

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다. 중국의 18C는 청나라의 태평과 번 을 일구어낸 3인의 

황제인 康熙帝, 雍正帝, 乾隆帝의 시대이기도 했다. 이 3인의 황제는 청나라의 기

틀을 다지고 다양한 방면에서 안정적인 국면을 조성했다. 이들의 시대는 청나라 역

사가 ‘절정’을 치 달았던 우아하고 화려한 시기 고, 비극의 19C를 향해 질주하던 

시기이기도 했다.20) 특히 남정원은 옹정제가 청을 다스리던 시기에 관직 생활을 

했다. 옹정제는 중국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하고 왕조 경 에 있어서 지극히 신중하

면서도 성실했던 황제 다. 개혁황제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개혁과 변화를 모색하

고 주도했던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옹정제는 옹정 원년 정월에 11개의 유지를 

발표하여 강희제 만년의 폐정을 쇄신하고, 密折제도를 시행하고, 軍機處를 창설하

고, 改土歸流를 실시하고, 攤丁入地 제도를 시행하고, 賤籍을 폐지하는 등 일대 

개혁을 시행하여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사회경제부분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했다.21) 

이처럼 냉철한 판단력과 신중함으로 개혁적인 사회변화를 주도했던 옹정제가 있었

기에,22) 18C 초 중국에 남정원 같은 관리가 활동할 수 있는 제반 요건이 마련되

었던 것이다.

조선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당시 조선, 특히 정조시대는 조선 후기의 개혁과 대

통합을 모색하던 때로 18세기의 청과 다름없이 다양한 사회적 변화 양상이 펼쳐지

20) 고숙희, < 《鹿洲公案》, 18C 초 공안서사물 속 사회범죄의 자화상>, 《中國 說論叢》 
v.37, 2012, 98쪽.

21) 옌 총니엔, 장성철 옮김, 《대청제국 12군주열전》 상, 산수야, 2007, 212-220쪽 참조.

22) 미국 중국사 학계를 대표하는 역사학자 조너선 스펜스의 《반역의 책》(이준갑 옮김, 이

산, 2004)은 옹정제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의 정치적⋅사상적 고뇌와 정

치적 행보 등이 잘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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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시기 다. 정조가 통치한 시대는 조선시대 역사상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인 시

대이다. 그 이후 조선이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은 것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우뚝 도드라져 보인다.23) 정조가 조선을 경 하던 시대의 분위기와 정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조실록》과 《日省 》, 《弘齋全書》를 활용할 수 있다. 정조는 

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후 다방면에 걸쳐 개혁을 시도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 등에 걸쳐 변화를 주도하며 조선의 개혁과 대통합을 갈망했던 정조와 

일명 ‘철인정치의 시대’24)는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막을 내렸다. 정조 사후, 그

의 통치 시대는 健陵盛際로 칭송되었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국인에게 가장 관심

어린 역대 왕 중의 1인으로 남아있다.

남정원과 정약용은 각각 18세기 초와 18세기 후반부에 관직생활을 하면서 활발

한 활동을 펼쳤다. 남정원 관련 자료는 많지 않은 편이어서, 《녹주공안》 재판사건 

파일 뒤에 첨가된 曠敏本의 평을 중심으로 그의 삶을 살펴볼 수 있다.25) 아울러 

일역본 《녹주공안》에 첨가된 미야자키 이치사다의 작품 해설 부분도 남정원 이해에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남정원은 주로 옹정제(1678~1735) 시기에 관직생활을 했다.26) 그는 福建省 

漳浦縣 출신으로, 자는 玉霖 또는 任庵이라고 하며, 호는 鹿洲이다. 부친 藍王斌

이 일찍 세상을 떠나 고난에 찬 삶을 살았으나, 어려서부터 총명함을 드러냈기에 

친척들의 도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는 1703년 24세에 우수한 성적으로 생원

이 되었다. 그러나 과거 시험에서 그는 상당히 불운했다. 經史에 정통했으나 9번의 

과거응시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지 못했던 것이다. 1721년, 42세에 대만에서 朱一貴

의 난이 발생하자, 남정원은 사촌형 藍廷珍을 따라가서 반란 평정에 공을 세웠다. 

23) 안대회 《정조치세어록》, 푸르메, 2012, 9쪽 인용.

24) 이 문구는 이덕일 역사서 《정조와 철인정치의 시대》의 서명을 빌린 것이다.

25) 광민본은 청대의 저명한 문인이자 남정원의 벗으로, 재판사건 파일 속 평을 통해 남정

원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꺼리들을 제공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死丐得妻子>: 

｢妙在民忙官閑, 一場熱鬧忽然氷冷. 哭 自哭; 笑 自笑; 羞 自羞. 白日靑天, 何處

可以遁影耶?｣ <幽魂 質>: ｢疑獄難決之處, 不得不用權術. …… 盖罪人心虛, 自然

衆不同也. 此之旣得, 便可迎 而解. 曲折詳愼, 無枉無縱, 令君眞是包閻羅.｣
26) 남정원 생애 관련 내용은 臺灣大百科全書 site와 維基百科 site, 《三公奇案⋅鹿洲公

案》의 校點說明 부분, 번역본 《녹주공안》에 수록된 미야자키 이치사다의 해제 부분, 

《녹주공안》과 남정원 관련 학술 논문 등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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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남정진의 참모를 역임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平臺紀略》 1권을 편찬했

다. 그는 반란 평정의 공을 인정받아 貢生이 되었고, 1723년에 북경 國子監에서 

《大淸一統志》 편찬에 참여했다. 그 후 1727년에는 48세의 나이로 지방의 知縣으

로 관직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廣東省 潮州府 普寧縣 知縣으로 부임했는데, 

한 달 뒤에 潮陽縣 지현을 겸했다. 그는 두 지역을 관할하면서 강직하고 청렴한 관

리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 그러나 지현으로 재임된 지 2년 정도 지나 상관

인 道臺 樓儼의 미움을 사서 탄핵을 받아 면직 후 하옥되었다. 남정원은 옥중에서 

자신이 조주를 다스리면서 14개월 동안 처리했던 사건들을 기억해 내어 다른 사람

들이 정치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책을 지었다. 그 책이 바로 《녹주공안》으로, 재

직 중에 처리했던 사회범죄와 재판 관련 내용, 조주부 보령현과 조양현의 民風을 

생동감 있게 기록하고 있다.27) 이후, 그는 廣州府 知府에 임명되었으나 부임 한지 

한 달 남짓 되어 병사했다. 1733년, 그의 나의 54세 때 다. 남정원은 다양한 분

야의 저술을 남겼는데, 대표 저서로 《東征集》 6권, 《平臺紀略》 1권, 《鹿洲初集》 

20권, 《女學》 6권, 《棉陽學準》 5권, 《鹿洲全集》 24권 등이 있다.

정약용 관련 자료는 정약용 자신의 서술과 역사적 기록, 현대 연구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자료들을 포함하여 상당수에 달한다. 그러나 정약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그의 저술 속에 투 된 정약용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따라서 그의 대표작 《牧民心書》와 <自撰墓誌銘>을 참고하여 그의 진정한 정신적⋅
학술적⋅시대 인식적 면모를 명확히 살펴 볼 수 있다. 이른 바 관리의 행정지침서

라 할 수 있는 《牧民心書》에는 당시 조선의 官界, 정약용의 애민의식과 관리 사회

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28) <自撰墓誌銘>은 정약용이 해배된 후 직

접 작성한 묘지명으로, 그의 처지와 심리상태, 당시 시대상이 잘 묘사되어 있다.29) 

주지하다시피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이다.30) 정약용은 星湖 李瀷

27) 고숙희, <18세기 한중 공안서사물에 나타난 ‘Justice’ - 《鹿洲公案》과 《欽欽新書》를 

중심으로>, 《中國 說論叢》 v.44, 2014, 101쪽.

28) 《목민심서⋅자서》를 통해 정약용의 저술 의도와 서명을 짓게 된 연유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29) <自撰墓誌銘(集中本)> 앞 부분: ｢此洌水丁鏞之墓也. 本名曰若鏞, 字曰美庸, 又曰

甫, 號曰俟菴, 號曰 猶. 取冬涉畏鄰之義也.｣ 
30) 정약용 생애 관련 부분은 정약용의 저서, 함규진의 《정약용: 조선의 르네상스를 꿈꾸

다》(한길사, 2012), 이덕일의 역사서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다산초당, 2012)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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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손인 李家煥과 매형 李承薰을 통해 성호의 저술을 접하고 실학에 경도되었

다. 남인 가문 출신으로 자는 美鏞이며, 호는 茶山, 俟菴, 猶 , 菜山이다. 兵曹

參知, 副護軍, 刑曹參議 등을 지냈으며, 저서는 《經世遺表》, 《牧民心書》, 《欽欽

新書》, 《 猶 全書》 등 500여 권에 달한다. 정약용은 28세에 전시에 급제하고 

초계문신이 되어 규장각에서 정조를 모시고 정치를 논했다. 1794년(정조18년), 33

세에 암행어사가 되어 여러 지방을 순시하면서 정약용은 백성들의 일상과 그 반복

적 일상 속에 내재되었다가 폭력적으로 표출된 각종 범죄를 목도했다. 그는 《여유

당전서》의 제1집 《시문집》을 통해 백성들의 고달픈 일상과 삶의 애환 등을 형상화

하기도 했다. 《흠흠신서》는 재판 기록, 즉 일상의 범죄화를 다룬 저서로, 특히 ｢剪
跋蕪詞｣에는 정약용이 직접 처리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31) 정약용의 일생은 

크게 3기로 나눌 수 있다. 1기는 정조를 만나 관직생활을 하며 활발히 활동했던 

18년간이고, 2기는 정조 사후 정권에서 려나 유배생활을 했던 18년간이며, 3기

는 1818년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후 75세에 세상을 떠나기까지의 18년간이

다. 이른 바 정약용의 일생은 정조와 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32) 그

로 인해 정조의 죽음과 함께 그의 인생도 일변하여 파란만장한 삶을 보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Ⅳ. 《鹿洲公案》과 《欽欽新書》 ｢剪跋蕪詞｣ 속 일상
과 범죄

《녹주공안》과 《흠흠신서》 ｢전발무사｣에는 백성들의 일상과 일상 속 갈등 및 분규

로 인한 범죄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일상의 범죄화 양상은 권력의 횡포, 채무분쟁, 

가정불화, 구타, 강도, 절도, 무고, 불신, 묘자리, 물싸움 등에서 기인했다. 

참고했다.

31) ｢剪跋蕪詞｣: ｢古人斷獄, 燭跋屢剪. 如盛吉秉燭垂泣, 蓋盛德事也. 余在西邑, 再蒙憲

批, 査理寃獄, 因荷先朝知照, 入爲刑曹參議, 疏理京外之獄. 旣流落窮荒, 猶思宿昔, 

每聞人命之獄, 疑晦不白, 輒有擬議, 共若干首. 今附編次, 名之曰, 剪跋蕪詞, 共三

卷.｣
32) 정조와 정약용의 만남, 정조의 총애와 관련된 기록은 <自撰墓誌銘>에 상세히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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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권력의 횡포는 고액의 세금체납, 악질 서리의 횡포, 토호와 양반의 무도한 

횡포 등의 양상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고액의 세금체납과 관련된 사건은 《녹주공안》의 <五營兵食>, <山門城> 등을 예

로 들 수 있다. <五營兵食>을 살펴보도록 한다.

본관은 조양현 지현대리로 임명된 지금, 주된 임무는 조세를 거두어 군량미를 

조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세미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 1석당 부가세 1두는 천하

의 통례이다. 오늘 본관은 특별히 관대하게 부가세를 감해줄 것이다. 무릇 올해 

분 조세를 내는 경우 1두당 부가세를 5합만, 즉 1석당 부가세를 5승으로 하겠다. 

전년도 분에 대해서도 1두당 3합으로, 즉 1석당 부가세를 3승으로 낮추도록 한다. 

이 부가세는 오직 관청의 필요경비로 사용할 것이며 본관은 전혀 손대지 않는다. 

(本县代庖伊始, 专职催科以濟兵食. 查向来粮米徵收, 每石粮加耗一斗乃普天通

例. 今本县特從宽減. 凡纳本年粮米, 一斗收耗羨五合, 每石耗米五升. 纳 年米, 

一斗收耗羨三合, 每石耗米三升. 只僅取足供粮道养廉奏銷之用, 本县毫不濡染

焉.)

이 작품에는 고액의 조세체납이라는 사회적⋅경제적 범죄 양상이 잘 나타나 있

다. 조세체납은 국가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회범죄이다. 1727년, 조양현에 부임

한 남정원은 인근 군 에 군량미를 조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러나 연이은 

흉년으로 군량미 조달이 어려워 다른 지역에서 곡식을 빌려 조달해야 할 상황이었

다. 남정원은 곡식을 빌리게 되면 그 부담이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을 염려하여 방

안을 강구했다. 바로 조양현 지역의 골칫거리인 고액 조세체납액 징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결국 각종 회유와 협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여 

군량미를 조달하는데 성공했다. <山門城> 역시 지역 토호의 횡포와 세금 체납에 얽

힌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횡포가 백성의 일상에 미치는 악 향이 잘 드러

나 있다. 《녹주공안》에 나타난 지역 토호의 세금 관련 횡포가 정부와 일반 백성에

게 피해를 입힌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도 수령, 아전 토호 및 지역의 부유한 

이들이 세금 관련 부정을 저질러 지역 농민들에게 그 피해를 그대로 넘겨주기도 했

다.33) 

33)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수령, 아전, 토호 등을 비롯하여 지역의 

부민들은 都結이나 防結의 형태로 수세방식을 바꿔 실제 세액의 몇 배를 착복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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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 서리의 횡포로 인한 사건으로는 《녹주공안》의 <改甲冊>, <雲落店私刑> 등

이 대표적이다. <改甲冊>을 예로 들어본다. 

조주부 관할의 소송 사건은 가능한 한 많은 백성을 끌어들여 고통을 겪게 하고 

그로써 [소송사건을 만들어 내는 자가] 힘을 과시했다. 혹은 가공의 인물을 날조

하여 그 이름을 팔아 많은 이익을 얻거나, 혹은 관청에 뇌물을 써서 자신의 이름

은 숨긴 채 다른 이에게 덮어씌우기도 했다. 대개 송사와 관청의 악질서리가 즐겨 

이런 일을 하여 이익을 보았는데, 내가 지현이 된 뒤 그런 행위를 엄금했으나 아

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다. …… 정계량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 “실은 이름이 아통입니다. 병무계 서리 임집현에게 부탁해서 호적을 고쳤

습니다.” 곧 임집현을 구속해서 대질심문하니, 그는 뇌물 삼백문을 받고 호적을 고

친 일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임집현에게 장형 사십대를 때리고 병무계에서 쫓아냈

으며, 차꼬를 채워 두 달 동안 시장에서 조리돌림 했다. (潮属词讼，好牵告多人

相磨累以示武. 或捏造花名, 居奇网利，或行赂改匿，移向他人. 盖讼师, 蠹役乐

此为利, 余方厉禁之而未止也. …… 启亮知不可隐, 乃 : “實名阿桶, 托兵書林集

贤代改 .” 拘林集贤对质, 則得其錢三百文, 代爲改官甲冊是實. 林集贤痛責四

十板, 革 兵书, 荷校于 两月.)

이 작품에서 남정원은 소송의 일상화가 지극히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린 조주부의 

상황을 통해 악덕 송사와 관청에 속한 악질서리의 행위를 폭로하고 있다. 이 작품

에 등장하는 악질서리 임집현은 뇌물을 받고 호적을 고쳐준 일로 가혹한 형벌과 조

리돌림까지 당했다. 명청시대의 주현행정을 ‘서리정치’라고 묘사할 정도로, 지방행정

에 있어서 그들의 위치와 역할은 중요했다. 지방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권력이 그 지방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여 해당지역 실정과 실무에 능한 서리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일부 육방관속 역시 동일한 폐해를 남기기도 했다. 실제

로 서리는 관청의 말단관리로서 정식 급여를 받지 못하여 경제적 처우 문제로 인해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소송이나 세금징수와 관련된 

했다. 또 그들은 災結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隱結이나 漏決로 만

들어버리기도 했다. …… 결국 농민들은 규정된 세보다 훨씬 많은 양을 부담해야 했으

며, 모자란 세액은 토지나 가옥, 솥 등을 팔아 넣어야 했다. 부담을 끝내 견디지 못한 

농민들 중에는 생활기반을 잃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역사비

평사, 2013), 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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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토호와 양반의 무도한 횡포는 《녹주공안》의 <山門城>, ｢전발무사｣의 <擬康津縣

私奴有丁初檢案跋詞>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擬康津縣私奴有丁初檢案跋詞>

를 예로 들어본다.

초곡면 박산리 개인의 사내종 지유정은 낙안 선씨의 종으로서 박산리 향족 김도

윤 여종의 남편이다. 여종의 남편이 된 지 20여 년에 자녀 4,5명을 낳았으며, 겸

하여 머슴살이를 했다. 김상하는 김도윤의 큰아들로서 재산을 나누어 따로 살았으

며 각기 그 토지를 경작했다. …… 지유정은 발끈하고 화를 크게 내며 “큰댁 작은

댁은 모두가 자기 집의 일이요, 오늘과 내일은 모두 이 놈이 알 바 아니오.” 하며 

말이 많고 공손치 않게 화를 내며 돌아서 가는 것이었다. 김상하는 성냄을 이기지 

못하고 지게(땔감을 지는 것이다)를 들어 던졌다. 이때 마침 지유정은 돌아보다가 

그의 오른쪽 관자놀이를 정통으로 맞아 즉시 땅에 쓰러지면서 얼굴 가득 피가 흘

렀고 그 이튿날 아침에 죽게 되었다. (草谷面朴山里私奴池有丁 , 樂安宣氏之

奴, 而朴山里鄕族金道潤之婢夫也. 作婢夫二十餘年, 産子女四五口, 兼之爲雇

工. 金尙夏 , 道潤之長子, 而析産分居, 各田其田. …… 有丁勃然大怒曰: “大

, 都是自家之事. 今日明日, 俱非此漢所知.”, 語多不遜, 忿然回去. 尙夏不勝

忿怒, 以支莒〔所以擔樵也〕擧而擲之. 適値有丁回顧, 正中有丁之右額角. 卽時

仆地, 流血滿面. 厥明日食時, 奄然致死.)

이 작품은 홧김에 노비를 죽인 양반에 대한 이야기다. 1807년 10월, 김도윤의 

노비 지유정은 벼를 거둘 일꾼을 얻으러 김상하의 집에 왔다가 선뜻 품꾼을 빌려주

려 하지 않자 화를 내며 돌아섰다. 이때 예기치 못한 노비의 언행에 화를 참지 못

한 김상하가 지게를 던졌는데, 지유정의 오른쪽 관자놀이에 맞아 거꾸러져 즉사했

다. 김상하는 죄를 면하기 위해 지유정이 본래 앓고 있던 종기가 심해져 죽었다고 

진술하도록 사람들에게 사주했다. 그러나 검시를 통해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게 되

었다. 비록 노비의 사나운 언행이 사건을 초래했지만, 인간의 생명보다 신분질서가 

우위를 점했던 조선시대의 어두운 일면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녹주공안》의 <山門城>에도 조주부의 다양한 풍경과 일상 및 당시 지방사회와 백성

들의 일상에 악 향을 끼치는 지역 토호의 횡포가 적나라하게 서술되어 있다.34)

34) <山門城>: ｢赵氏聚族千丁衣冠之士济济数十, 左右乡村推巨擘焉. 排户赵麟, 赵伯, 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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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채무분쟁은 소액의 외상값과 환곡금 독촉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전
발무사｣의 <北部咸奉連獄事詳覈回啓>와 <黃州申著實獄事筵奏> 등에 그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北部咸奉連獄事詳覈回啓>를 살펴보자.

함봉련은 양주 의정리 백성이다. 평창의 나졸 모갑이 환곡을 독촉하러 의정리 

김태명의 집에 가서 송아지를 끌고 가다가 길에서 김태명을 만났다. 김태명이 송

아지를 도로 뺏으려 하니 모갑은 뺏기려 하지 않았다. 김태명이 드디어 모갑의 배

를 짚고 앉아 그 무릎으로 가슴을 짓찧고 송아지를 빼앗아 가지고 가다가 길에서 

땔감을 지고 돌아오는 함봉련을 만났다. 함봉련은 김태명 일가 사람의 머슴이었다. 

김태명이 함봉련을 손짓해 부르며 “저기 가는 자가 도둑이다. 우리 송아지를 훔친 

자이니 혼을 내주라.”라고 하니, 함봉련은 땔감을 진 채 서서 손으로 그 등을 떼

었다. 모갑은 밭 사이에 넘어졌다가 곧 일어나 갔다. 평창으로 돌아가 두어 되의 

피를 토해내고, 그 아내에게 “나를 죽인 자는 김태명이니 복수하라.”하고 그 까닭

을 갖추어 설명하고 나서 숨이 끊어졌다. (咸奉連 , 楊州議政里民也. 平倉卒某

甲督還餉, 到議政里金太明家, 取犢而去, 路遇太明. 太明還取犢, 某甲不肯. 太

明遂據某甲之腹, 以其膝骨, 撞築胸膛, 奪犢而去, 路遇咸奉連負樵而還. 咸奉連

, 金太明族人之傭賃也. 太明遙呼奉連曰: “彼去 賊也 盜吾犢 也 汝其批之.” 

奉連負樵而立, 以手擠其背. 某甲仆於田間, 卽起而去. 歸至平倉, 嘔血數升, 

其妻曰: “殺我 金太明, 汝其報讎.”, 備告之故, 訖而絶.)

1787년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 작품은 환곡을 독촉하러 간 나졸이 대신 송아지

를 끌고 오다가 송아지 주인을 만나 실랑이를 벌이게 되고 결국은 폭행당한 후 집

으로 돌아와 죽음을 맞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다. 환곡은 춘궁기에 농민에게 식량

과 종자를 대여했다가 추수기에 거두어들이던 것을 말한다. 환곡은 還上이라고도 

하며 원래는 흉년이 든 해에 어려운 백성에게 나라의 곡식을 꾸어주던 賑貸를 목적

으로 했는데, 이의 운 을 가리켜 還政이라 했다. 그렇지만 진휼목적의 환곡은 오

래 보관되어 온 軍資穀을 새로운 곡물로 교체하는 수단이 되었고, 많은 기관들이 

국가재정 보충의 구실로 환곡을 이용해 거두어들인 이자곡이라 할 수 있는 耗穀을 

활용했다. 환곡의 분급량을 늘리려는 기관도 나타났으며, 창고에 있는 환곡을 盡

分35)하여 모곡을 최대한으로 거두어들이려는 관청도 늘어났다.36) 이러한 원인으

镐，自康熙六十一年以来, 至雍正六年, 积欠正供粮银一百六十九两, 米六十八石有

奇. 因差刘科, 张利, 刘德催之不应, 無可如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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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환곡과 관련된 사회적 폐단이 나타났고, 환곡을 징수하는 관리와 환곡금을 갚아

야 하는 백성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黃州申著實獄事筵奏>는 엿장

수 신착실이 외상값을 받으러 갔다가 언쟁이 벌어져 상대를 치게 되는데, 마침 

상대가 뒤에 있던 지게뿔에 찔려 죽게 된 사건으로, 1798년에 발생했다. 두 사건

은 모두 사소한 실랑이와 언쟁에서 비롯되어 일방의 죽음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셋째, 가정불화는 형제간의 토지 분쟁, 계모와 전처소생 자식들 간의 소통부재를 

통해 표출되고 있다. 《녹주공안》의 <兄弟訟田>, ｢전발무사｣의 <擬康津縣白家女子

必娘必愛覆檢狀題詞>가 대표적 작품이다. <兄弟訟田>은 유산으로 남겨진 토지소

유권에 대한 분쟁에서 비롯된 형제간의 불화를 다룬 사건 기록이다. 두 형제는 본

래 화목한 사이 으나 각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부친이 일부 토지에 대

한 소유권을 정해주지 않은 바람에 소송을 하게 된 것이다. 남정원은 법으로써 냉

정하게 형제의 소송 사건을 처리하기 보다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어 예전

처럼 두형제가 잘 지내도록 교화했다. 법과 도덕 내지 윤리 사이의 균형을 적절히 

조절한 처리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족 내 재산분쟁은 가정에서 흔히 일어

날 수 있는 분쟁 중의 하나이다. 계모와 전처소생 간의 갈등 역시 대표적인 가정 

내 불화이다. <擬康津縣白家女子必娘必愛覆檢狀題詞>를 살펴보도록 한다.

광주리를 함께 들고 아름다운 저수지를 따라 약을 캐다가 치마끈을 서로 맺고 

맑은 못을 바라보고 꽃처럼 떨어졌으니, 보던 사람은 마음이 쓰려 코가 시큰거렸

고, 듣는 사람은 정신이 나가 애가 끓는 듯 했다. 이웃에서는 눈을 부라렸고, 길 

가던 사람은 입으로 꾸짖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아아, 저 나씨는 비록 그 스스로

를 위한 변명을 하려하나 그가 또한 무슨 말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筐

筥同攜遵芳渚, 而採藥裙帶相結, 望淸池而落花, 見之 , 傷心而酸鼻, 聞之 , 

消魂而斷腸. 鄰里爲之努目, 行路無不咄口. 噫, 彼羅女, 雖使渠自爲之解說, 其

亦何辭以免死.) 

1768년 3월에 발생한 사건이다. 강진에서 계모의 학대를 받던 자매가 저수지에 

35) 본래 환곡은 반은 창고에 두고 반만 대여해 줄 수 있었는데, 모두 나누어 주는 것을 진

분이라고 한다. 

36)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역사비평사, 2013, 329-330쪽.



108  《中國文學硏究》⋅제69집

투신자살하고, 계모는 자식을 구박한 죄로 고문을 받다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

었다. 그러나 사실 자매의 죽음은 계모와는 무관했다. 처음에 이 사건을 지켜본 이

들은 자살한 자매에게 연민의 정을 품어 나씨를 사악한 계모로 몰았지만, 나씨의 

성품이 본래 순하고 딸들을 구박한 적도 없으며 도리어 자매가 샘이 많고 음험했다

고 하는 동네 주민의 진술로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 계모와 전처소생 간의 갈등

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 왔다. 그들의 관계는 항상 선과 악의 갈등과 대치

라는 이분법적 사고 안에서 형성되었다. 이 사건은 평범한 가족 구성원내에서 이루

어지는 일상적 대화와 상대에 대한 관심어린 행동이 나씨와 백씨 자매들 간에 존재

했더라면,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넷째, 구타⋅강도⋅절도사건은 일상의 사소한 상황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녹

주공안》의 <卓洲溪>와 <西谷船戶>, ｢전발무사｣의 <遂安郡金日 獄案>, <谷山府强

人金大得跟捕査決狀>, <擬康津縣朴光致檢案跋詞>, <擬康津縣私奴有丁初檢案跋

詞>, <擬康津縣金啓甲獄事五査狀跋辭>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遂安郡金日 獄案>을 예로 들어 본다.

판부에 이르기를, 김일택 형사사건은 3인이 같이 가다가 한 사람이 죽은 것이

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하여 문득 장난치다가 죽인 것인데, 김일택은 박태관이 때

렸다 했고, 박태관은 김일택이 때렸다 했다. 꼭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고, 또 곁에

서 본 증인이 없으니, 이른바 두꺼비 씨름이며 까마귀의 암수를 누가 알겠느냐고 

말하는 격이다. 옷과 갓이 찢어지거나 부서지지 않은 사실과 개의 간을 먹도록 권

한 일이 김일택이 이 범행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틀림없는 증거일수는 없으니, 다

시 조사관으로 하여금 실정을 조사하여 판단해서 아뢰게 하라 했다. (判付曰, 金

日 獄, 三人行一人死. 同是醉中, 便是戲殺, 而日 則曰太寬打, 太寬則曰日

打. 旣無必殺之心, 又無傍觀之證, 所 蟾之角觝, 誰知烏之雌雄. 衣冠之獨不裂

破, 狗肝之偶爲勸喫, 不足爲日 難脫之眞贓, 更令推官査得實情, 斷案以聞.) 

1798년에 발생한 사건이다. 판부의 기록처럼, 이 사건의 전말은 술에 취한 세 

사람이 길을 가며 농담하고 장난치다가 취기에 몸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 한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사건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평범한 상황, 즉 지인과의 동행이 

예측치 못한 살인 범죄로 이어진 경우이다.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상황 속에 

일상의 균형을 깨고 평화로운 상태에 균열을 일으키는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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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이웃 간의 불신이나 타인에 대한 무고는 지나친 개인적 이익과 욕망으로 

야기되었다. 《녹주공안》의 <三宄盜尸>, <龍湫埔奇貨>, <死丐得妻子>, <蜃樓可畏>

와 ｢전발무사｣의 <擬康津縣白家女子必娘必愛覆檢狀題詞>, <擬康津縣朴光致檢案

跋詞> 등이 해당된다. <三宄盜尸>를 살펴보자.

 정미년 가을, 7월 13일은 내가 보령현 지현으로 부임한 날로, 그날부터 나의 

관리생활이 시작되었다. 한 달 남짓 지나서 조양현의 백성 왕사의가 동생이 독살

당했다고 고발했다. “사촌동생 아웅이 보령 현민 진천만의 집에 첩으로 들어간 어

미를 따라 갔습니다. 그러나 진천만의 본처 허씨는 질투가 심하여 짐독을 써서 아

웅을 독살했는데, 열 손가락이 갈고리처럼 굽었고 이와 입술이 모두 시퍼렇게 변

했습니다. (丁未秋, 七月十有三日, 余赴普宁尹, 初学政也. 甫月餘, 有潮民王士

毅 , 以毒殺弟名来告云: “從弟阿雄，随母嫁普民陈天萬为妾. 天萬嫡妻許氏妒, 

以藥鴆阿雄致斃, 十指勾曲, 齒唇皆青.”)

1727년에 발생한 사건이다. 왕사의는 訟師 陳偉度와 짜고 선량한 사람을 무고

하여 돈을 갈취하려 했다. 두 사람은 사전에 살인사건을 빌미로 범행 대상을 고소

하고, 살인사건 해결의 관건인 주검을 은닉한 채 범행 대상과 그 집안을 곤경에 처

하게 했다. 결국 사건판결 과정을 통해 왕사의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진위도는 

본래 진천만의 일족으로 집안의 재산분배과정에서 벌어진 사소한 다툼으로 감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을 공모한 사실이 밝혀졌다.

여섯째, 묘자리 분쟁이나 물싸움 역시 지극히 사소한 갈등과 개인적 욕망에서 시

작되었다. 《녹주공안》의 <幽魂 質>과 ｢전발무사｣의 <松禾縣姜文行査啓跋辭>가 

대표적이다. <幽魂 質>은 농사철에 관개용 물 부족으로 발생한 해프닝이 살인사건

으로 이어진 내막을 기록하고 있다. 명청시대에는 수리기술의 발달로 각 지역마다 

수리시설이 정비되었고, 각 지역마다 이전 시기에 비해 훨씬 많은 못이 있었다. 명

청시대 각 지역의 지방지에 수록된 다양한 못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 다

고 한다.37) 그러나 자연재해나 지역적 편벽성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 관개 관련 분

쟁이 자주 발생했다. <幽魂 質>은 농사용 물과 관련된 당시 사회의 일상을 잘 보

37) 오금성 외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이산, 2007, 4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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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고 있다. 延長埔와 上塘子 등의 마을에서는 함께 제방을 쌓고 하천 물길을 막

아 순서를 정해 각자의 논에 물을 댔다. 그러나 가뭄이 계속되어 물이 부족해지면

서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일족의 힘만 믿고 규칙을 지키지 않던 姜氏와 羅氏 양가

는 楊氏일가가 관개를 할 순서가 되었을 때 이를 무시하고 물 긷는 장소를 점령해

버렸다. 이로 인해 양씨 일가와 강씨⋅나씨 일가 간에 집안 패싸움이 벌어져 살인

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38) <松禾縣姜文行査啓跋辭>에는 남의 산에 

몰래 장사를 지냈다가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송화현에 모갑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어버이를 강씨의 산에 몰래 장사 지냈다. 

강문행은 그 일가 강의손과 모갑의 집으로 가서 그가 방안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끌어내어 뜰 가운데로 떨어뜨렸다. 마침 그 땅의 형세가 높고 방과 뜰의 높이는 

한길 남짓했다. 강문행은 화방위에 서서 끌어내었으며, 화방의 넓이는 겨우 발을 

디딜 정도 다. 때는 깊은 겨울로 땅은 얼어 굳었으므로 당연히 다친 바가 있었으

나 떨어진 뒤에 강의손은 또 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때리고 차고 해서 수일 뒤에 

모갑은 죽었다. (松禾縣有某甲, 偸葬其親於姜氏之山. 姜文行 其族 孫, 同往

某甲之家, 見某甲坐於房中, 曳而出之, 落于庭中. 適其地勢懸高, 房之於庭, 其

高一丈有餘. 文行立於火坊之上, 曳而出之, 火坊之廣, 可以容足也. 時又隆冬, 

地凍而 , 宜有所傷, 而旣落之後, 孫又從而曳其頭髮毆之踢之, 後數日某甲

死.)

주인의 허가 없이 남의 산에 부모의 묘를 쓴 행위는 불법적인 것이다. 조선시대

에는 분묘와 관련된 산송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16~17세기를 전후로 등장하여 

18~19세기에는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성행했다. 묘자리 분쟁이라 할 

수 있는 산송의 출현과 열풍은 종법 질서 및 유교 의례의 보급에 따른 사회적 관심

의 확대, 묏자리 열풍, 용호수호의 확립과 분묘제의 변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

38) <幽魂 質>: ｢延长埔, 上塘子等乡共筑陂障水, 轮流以灌溉其田. 八九月之间早, 江、
罗两家恃强众, 紊规约, 不顾朔日为杨家水期, 恣意桔槔, 奄所有而踞之. 杨仙友不服, 

操 向阻, 弟兄杨文焕、杨世香随之. 罗明珠奔回, 告其乡 江立清, 号召乡众. 江子

千、江宗桂、罗达士、罗俊之、江阿明、江阿祖、江阿满、江阿尾、江献瑞等四五十

人, 荷戈制梃, 環攻之. 杨学文见父、叔在围困之中, 亦招呼三十餘人 之格鬪. 众寡

不敌, 仙友歼焉. 文焕等纷纷 窜. 世香受重伤不能自脱. 被擒入寨内, 夸示豪雄, 实

以医药 剂, 恐其死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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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39) 강문행 사건은 당시 조선의 분묘 관련 분쟁의 일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

다. 이렇듯, 18세기에 민간에서 자주 벌어지던 사소한 갈등 중 하나인 물싸움과 묘

자리 분쟁40)도 그 상황과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당시 사회상 조명에 좋은 자

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처럼 《녹주공안》과 《흠흠신서》 ｢전발무사｣에 기록된 사건파일들은 시대와 장소

를 불문한 일상 속 범죄의 보편성과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두 작품집에

는 특기할 만한 사건들이 등장한다. 《녹주공안》에는 重婚이라는 불법적 행위에 기

초한 인신매매의 유형이 존재하고,41) 지나친 송사로 우후죽순 등장하는 악덕 송사

들이 산재하며, 사이비 종교의 폐단이 일상의 평온함을 깨뜨리는 현상이 적나라하

다. ｢전발무사｣ 역시 객관적 시각에서 작성된 재판 파일을 통해 남편을 죽이고 살

해한 여인이 열녀인가, 살인자인가에 대한 첨예한 시각, 성교에 의한 파상으로 나

타나는 寒疾, 신분 사회 속 사노비의 애환과 처참함을 드러낸 사건들을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다. 결국, 《녹주공안》과 《흠흠신서》 ｢전발무사｣에 기록된 사건 파일들

은 18세기 한중 사회의 일상과 범죄의 만화경이라 할 수 있다.

Ⅴ. 《鹿洲公案》과 《欽欽新書》 ｢剪跋蕪詞｣ 속 인간 
군상

《녹주공안》과 《흠흠신서》 ｢전발무사｣에는 다양한 인간 군상이 등장한다. 그들은 

반복적이고 평온해 보이는 듯한 일상에서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나 있을 법한 우리

의 이웃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 이익과 욕망, 불신, 소통 부재 등의 원

39)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역사비평사, 2013, 260-263쪽.

40) 한국고문서 학회에서 편찬한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에서는 조선에서는 16세기 말

부터 관개를 둘러 싼 갈등이 첨예화되었음을 자료를 통해 밝히고(제4부 국가⋅공동체

와 소송), 노비소송⋅전답소송과 함께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3대 소송인 山訟, 즉 묘지 

관련 분쟁에 대해 그 출현과 역사적 배경을 서술하고 있다. (제3부 신분사회와 소송)

41) 한국고문서 학회에서 편찬한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에도 《녹주공안》의 경우처럼 

自賣, 즉 자신을 팔아 삶을 연명해야 했던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등장한다. (제3부 신

분사회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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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정신적 혹은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존재나 그 피해자로 등장하기도 한

다. 다양한 인간 군상, 특히 범죄와 연관되어 일상의 평화를 깨뜨리는 위협적인 존

재들을 통해 인간의 성향을 분석하는 과정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인간과 그들의 속

성에 대한 관심은 춘추전국시대부터 여러 사상가들의 사유의 세계를 확대시켜 왔

다. 인간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사회에 대한 관심과 사회 개혁 내지 변화를 주도하

고자 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군상과 그들의 속성 고찰은 18세기 

한중사회를 파악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하다.

《녹주공안》과 《흠흠신서》 ｢전발무사｣에 등장하는 인간 군상은 상당히 다채롭다. 

대체로 악덕 訟師, 잔인한 해적단, 사이비 교주, 부도덕한 관리와 말단 서리, 소위 

현대판 ‘갑질’의 전형인 무도한 양반, 조용하나 위험하고 위협적인 이웃 등이 다양

한 일상적인 사건 속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악덕 訟師는 불필요한 소송을 야기하는 사회암적 존재이다.42) 송사는 현대의 

‘변호사’에 해당된다. 전통시대에 악덕 송사에 의한 무분별한 訟事와 무고행위가 남

발되었음은 여러 역사⋅소설 관련 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할 경우 고소장은 본인이 직접 쓰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대부분의 향촌 사람들은 

글자를 몰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이때 전문적으로 소송을 맡아서 대

행해주는 이들이 바로 송사 다. 관청의 서리나 아역, 무뢰배 등이 송사로 활동했

는데, 대부분은 가난한 監生⋅生員출신이었다. 전통시대 관의 입장에서 볼 때 고소

장을 대신 써주고 의뢰인을 위해 책략을 꾸미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은 혐오스

런 존재 다. 그러나 보통사람들은 글을 몰라서, 또는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소송

을 진행하기 위해 송사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 경우 송사는 단순히 대필을 넘어

서서 소송을 부추겨 돈벌이를 하거나, 소송 접수에서부터 서리⋅아역에게 뇌물을 

주는 일등 소송전반에 걸쳐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해 주기도 했다.43)

《녹주공안》에는 전형적인 악덕 송사가 다수 등장한다. <猪血有靈>에는 소송 교

사와 사건 날조의 달인이라 할 만한 악덕 訟師 陳 泰가 등장한다. 그는 허위로 

살인사건을 만들어 소송을 교사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는 흉악무도한 인물이

42) 송사 관련 국내 논문으로, 박계화의 <소송사회의 필요악 訟師>(《中國語文學論集》 제
68호, 2011.6, 325-347쪽)를 참고 할 수 있다. 

43) 김선혜의 <재판> 부분(《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이산, 2007, 1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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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4) <三宄盜尸>에는 파렴치한 우두머리 격 송사 陳偉度와 공모자인 송사 王爵

亭이 등장한다. 그들은 사건을 날조하여 고발하고 시신을 은닉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했다. <林軍師>에는 지방에서 발생한 소송의 일상화 현상을 기록하여 

청대 사회의 일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는 많은 사람들을 소송에 끌어들이

고, 전방위적으로 소송을 교사한 당대 제일의 소송 전문가라 할만한 林軍師가 등장

한다. <蜃樓可畏>에도 평온한 일상 속에서 개인 간의 갈등을 촉발시켜 일상의 평화

를 깨는 악질 송사 鄭奕桐이 등장하는데, 그 역시 부도덕한 송사의 속성을 지닌 인

물이다.

잔인한 해적단과 사이비 교주는 주로 《녹주공안》에 등장하는 인물 군상이다. 

《녹주공안》의 공간적 배경이 조주부이기 때문에 잔인하고 난폭한 해적들이 다수

에 달한다. 조주부는 혜주부와 함께 해적의 본거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조직적

이면서 체계화된 해적단이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약탈을 자행했다. 그들의 불법 행

위는 사회질서와 백성의 일상을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현실

적 빈궁으로 생계형 범죄를 자행한 것으로 불가항력적인 측면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閩廣洋盜>에서는 조직화된 해적집단과 관련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閩廣

洋盜>에 등장하는 해적단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해적질을 자행하여 당시 

청대 사회의 일상화된 해적질의 양상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45)

사이비 교주는 <邪敎惑民>에서 그 전형을 확인할 수 있다.46) <邪敎惑民>에서는 

사이비 종교 後天敎가 선량한 백성과 그들의 일상에 끼치는 악 향을 중심으로 사

이비 종교의 폐해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47) 작품 속 신흥 종교 後天敎는 사람들의 

44) <猪血有靈>: ｢举练都草湖乡有讼师陈兴泰焉, 穷凶极恶, 终日唆讼为生, 常创诡名虛架

词, 赴道府控告素不相善之家, 或指海洋大盗, 或稱强盜劫掠. 上司提解羁絷牢狱, 久

之以无原告对质, 释宁营 , 其人已皆磨累破家不堪矣. 復而教唆命案, 代告包诉, 平

地兴無风之波, 尤兴泰长技也.｣
45) <閩廣洋盜>: ｢洋盗故惠、潮土产也, 其为之若儿戏. 然三五成群, 片 投合, 夺取 舟

驾出易大, 习为固然也久矣. 余以丁未秋莅普, 特严弭盗. 甫两月, 境绝穿窬, 山溪清

廓. 时尚未越俎代潮也.｣ 
46) 鄭鏞, <論藍鼎元《鹿洲公案》的史學價値>: ｢조주 일대는 閩南의 향을 깊이 받아 민

간 신앙 속에 등장하는 신령스런 존재들이 상당했으며, 미신을 믿는 民風과 民俗的 경

향이 사이비 종교의 출현을 초래했다.｣(《漳州師範學院學報(哲學社 科學版)》, 
2011.9, 36쪽) 

47) <邪敎惑民>: ｢潮俗尚鬼, 好 神 佛. 士大夫以大颠为祖师, 而世家闺阁结群入庙, 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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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심리를 자극하는 황당한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각양각색의 사회적 물의를 일

으키고 범죄를 자행했다. <古柩作孽>에도 혹세무민의 정황이 조주부 백성들의 미신

숭배를 중심으로 잘 나타나 있다.48) 이처럼, 미신적이고 혹세무민적 경향이 강한 

사이비 교주의 행태는 파렴치하고 황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들의 형상에는 

현실의 벽을 넘어서고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백성들의 기형적 바람이 투 되어 

있다. 아울러 사이비 교주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끝없이 

등장했던 조금은 불편하지만 낯설지 만은 않은 존재이다.

부도덕한 관리와 말단 서리 형상은 시공을 초월하여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와 

문학 속에 등장해온 인물 군상이다. 명청시대에 주현에서 실질적 행정업무를 담당

하던 서리는 권세를 믿고 불법을 자행하던 고위 관리에 버금가는 인물들이다. 특히 

문학작품 속에서 그들의 형상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명청시대 사회경제사》에 의

하면, 서리는 주현관과는 달리 현지에서 충원된 인물들로 근무기간은 5년이지만 기

간이 끝난 뒤에도 이름만 바꾸어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서리

의 능숙한 사무 처리가 지방관에게는 도움이 되었지만 부정을 저지를 가능성도 상

당히 높았다고 언급하고 있다.49) 지방의 말단 관리인 서리 형상은 <五營兵食>, 

<死丐得妻子>, <改甲冊>, <雲落店私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五營兵食>에 

등장하는 서리들은 고액 체납자들의 뇌물을 받고 그들의 불법 체납을 모른 척 했으

며, 공무를 수행해야 할 관리로서 파업을 벌 다. 지방 세력가와 결탁한 서리의 부

정적 측면을 확인 할 수 있는 작품이다. <死丐得妻子>에 등장하는 鄭侯秩은 保正 

신분으로 양민을 괴롭히고 멋대로 도적을 풀어주는 등 관리로서의 임무에 태만하다

가 지현의 단속이 심해지자 도망을 친다. <改甲冊>의 경우, 서리 임집현은 뇌물을 

받고 호적을 고쳐주는 불법을 저지른다. <雲落店私刑>의 서리 역시 사소한 오해로 

사사로이 私刑을 가해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범행을 은폐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한다.

香拜佛, 不绝于途. 于是邪诞妖妄之说竟起, 而所谓后天教 行焉. 后天一教, 不知其

所自来.｣ 
48) <古柩作孽>: ｢邻邑愚氓, 亦有不远百十里而至 . 每日自辰至酉, 男子拥挤不绝, 妇人

半 , 百十辈 杂其中. 自戌至卯, 妇女拥挤不绝, 则有年 无赖潜伏城隅, 夺取簪

珥, 或竟相嬉戏, 暖昧不可知.｣ 
49) 한승현의 <지방행정> 부분(《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이산, 2007,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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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갑질’의 전형인 양반 형상은 ｢전발무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擬康津

縣私奴有丁初檢案跋詞>에 현대판 ‘갑질’ 양상의 원류가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

다. 이는 사노비 지유정이 품앗이 문제로 언성을 높이다가 주인댁 아들에게 지게로 

맞아 즉사한 사건기록이다. 철저한 신분 사회 속 노비의 비참한 일상을 극명히 드

러내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특히 신분질서가 엄격했던 시대에 양반과 노비의 신분 

차이는 상당했다. 조선시대에 양반을 우대한 근본적 이유는 평민들에 비해 도덕성 

유지와 회복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실제로 양반들 

가운데 평민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갖춘 이들이 있었지만, 대다수 양반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상당수의 부도덕한 양반들은 단지 양반이라는 이유만으로 

평민 이하의 백성들을 구타하고 고문하며 죽이기까지 했다.50) 

마지막으로 위험한 이웃은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 존재해 왔고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사실 위험한 이웃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다정하고 

친절하며 우호적인 이웃이 개인적 집착과 욕망으로 인해 위협적인 존재로 변할 뿐

이다. 《녹주공안》의 <幽魂 質>과 <卓洲溪>에는 본래 같은 마을 사람이었으나 관

개수로 인해 적이 되는 이들, 선량한 이웃이었지만 생계를 위해 강도로 돌변하는 

이웃들이 등장한다. ｢전발무사｣에서는 더욱 다양한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遂安

郡金日 獄案>에서는 지인이 살인자로 돌변하고, <黃州申著實獄事筵奏>에서는 엿

장수가 평소 외상으로 엿을 사 먹고 돈을 갚지 않던 이웃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며, 

<擬康津縣白家女子必娘必愛覆檢狀題詞>에서는 전처소생 두 딸의 자살로 계모 역

시 죽게 된다. 백필랑과 백필애 자살 관련 사건은 위험한 이웃보다 더 충격적인 위

험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다. <擬海南縣尹啓萬覆檢案跋詞>에는 젊은 아내가 도망

치자 지인을 의심하는 남편이 등장하고, <擬康津縣金家子覆檢案跋辭>에는 홀로 

집에 있던 아이의 죽음으로 이웃을 의심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일반적으로 이해관

계가 얽혀 있지 않은 일상에서 이웃은 친근한 존재이지만, 소소한 이해관계가 형성

될 경우 가까운 이웃은 곧 적이 되기 쉽다. 《녹주공안》과 《흠흠신서》 ｢전발무사｣에 

등장하는 다수의 평범한 이웃들은 술김이나 사소한 언쟁 중에 또는 탐욕과 불신으

로 잔인하고도 비열한 인간으로 돌변한다. 《녹주공안》과 《흠흠신서》 ｢전발무사｣에 

등장하는 인간 군상은 반드시 개인적 차원이 아닌 18세기 한중의 시대적 맥락에서 

50) 김호, 《정약용, 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책문, 2013, 340-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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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되어야 하며, 이는 인간과 사회의 긴 성과 불가분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Ⅴ. 나오며

《녹주공안》과 《흠흠신서》는 작품 배경의 공간적 차이는 존재하나 시간적으로는 

18세기를 배경으로 한다. 아울러 18세기 한중 관리의 개인적 기록이며 서사주체들

이 직접 목민관으로서 사회범죄를 담당했고, 그 내막을 상세한 기록으로 남겼다는 

특징과 동일성을 지닌다. 즉, 남정원이 《녹주공안》에서 범죄를 초래한 왜곡된 일상

을 통해 당시 청대 사회를 반 했듯이, 정약용 역시 《흠흠신서》에서 범죄와 관련된 

조선의 비뚤어진 일상을 기록하고 있다. 두 작품집은 모두 실제 발생했던 사회범죄

를 다루었다. 《녹주공안》의 기록은 사실과 소설적 필치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었고, 

《흠흠신서》의 경우도 그 사실적 기록과 문학적 필치를 도외시할 수 없다. 두 작품

집을 통해 남정원과 정약용은 청나라와 조선의 18세기 일상의 갈등이 범죄로 연결

되는 과정과 결과를 관리적 시각과 행동력 있는 사건담당관으로서 냉철하게 그려내

었다. 이를 통해 당시 사회상과 다양한 인간 군상, 그리고 사회 구성원인 인간 속

성 탐구의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 두 작품집의 연구적 가치가 존재한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녹주공안》 24편과 《흠흠신서》 ｢전발무사｣ 16편을 주 연구 대상 텍

스트로 삼아, 18세기 한중 사회의 일상과 범죄에 투 된 사회상과 다양한 인간 군

상 및 인간속성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녹주공안》과 ｢전발무사｣에는 일상과 

범죄의 상황이 관리적 시선에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상세하게 서술되어 18세기 한

중 사회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일상적 범죄 속에 출현하는 다양한 인

간 군상의 스케치 과정을 통해 보편적이며 반복재현적인 인간속성을 현 21세기 독

자들에게 제공하는 미덕을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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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文提要】

This paper is the study on routine and crime of Korea-China society 

in the eighteenth century, focused on 《Luzhougong'an》 and 

《Humhumshinseo》 ｢Chenbalmusa｣. 《Luzhougong'an》's author is Lan 

Ding-yuan, he was an upstanding local official in early Qing Dynasty. 

《Humhumshinseo》's author is Jung Yak-Yong, also he was a eminent 

scholar and a local official in the late Joseon period. The two works 

are case of a trial in the eighteenth century and Gong'an narrative, 

included routine and crime of Korea-China society. Also, this paper is 

the study on social aspect and human properties in the two works. 

First, aspects of routine and crime in the two works was caused by 

tyranny of the power, debt dispute, family troubles, Beatings, theft, 

robbery, false accusations, distrust, tombs dispute, irrigation dispute. 

Cases of a trial in the two works are kaleidoscope of routine and crime 

of Korea-China society in the eighteenth century. Secondly, various 

types of people and human properties in the two works was exposed 

through a shyster lawyer, cruel pirate, pseudo religious sect leader, 

corrupt officials and petty[minor] officials, cruel people of the upper 

classes.

As a result, the two works was clearly showed social aspect and 

human properties through routine and crime of Korea-China societ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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