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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법서의 출판과 보급으로 본 조선사회의 법적 성격*

鄭 肯 植**

1)

Ⅰ. 머리말

법제사 으로 조선은 통일법 의 시 라고 규정한다.1) 건국 직후인 1395년(태

조 4) 大明律直解의 간행부터 1905년( 무 9) 刑法大全의 반포까지 지속 으로 

법률서, 즉 법 과 법서를 편찬⋅반포하 다. 이러한 법률서의 편찬은 고려와는 

다른 시  분 기를 반 하는 것이다. 즉 고려시 까지와는 달리 조선시 에는 

객  규범과 통일된 법 으로 통치하 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법률서 한 

다양한 주체에 의해 지속 으로 간행되었다. 특정한 주제의 서 이 출 ⋅보 될 

수 있는 것은 이를 받아들이는 사회 ⋅문화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가능하다. 

“책은 풍속이라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이다.”2)라는 표 과 같이, 특히 조선 

기에 법 이 편찬되고 법률서가 발간된 사실은 이를 수용하는 당시의 사회  분

기를 반 하는 것이다.

법의 요한 기능은 미래에 한 ‘豫測可能性’이다. 측가능성은 行爲規範으

로써 작동한다. 법주체가 재의 행동이 법 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를 미리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법주체가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의 기능

은 사 에 정비된 법  등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 에 고지된 법

에 따르지 않을 때, 법에 규정된 로 불이익 ―刑事的 處罰과 民事的 損害賠償

― 을 받게 되는 것을 법주체는 감수한다. 이러한 법의 기능은 裁判規範이다. 따

라서 행 규범과 재 규범으로서의 법은 피치자 ―受規者― 는 물론이고 통치자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7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1) 박병호, 한국법제사(한국방송통신대 출판부, 1984), 13면.
2) 테오필 고티에 지음/권유현 역, 모팽 양(열림원, 200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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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구속한다.

조선 기의 사료에 고려의 법 실을 비 하는 핵심어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高麗公事三日”이다. 이는 고려시 에 法的安定性, 즉 측가능성이 부족했다는 

것을 비 하는 것이다. 고려시 에는 통일된 법 의 편찬이 없었고,  조선시

처럼 唐律 등을 포 으로 受容하지도 않았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외국법을 개별 으로 수용하 다. 그 기 때문에 고려

의 법은 비록 개별사건의 처리에서는 합리 인 결론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행 규범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 다. 이러한 법의 통일성의 부족, 사  

측가능성의 결여가 바로 고려 멸망의 원인이라고 선 의 정자는 인식하 다. 

통일된 법 으로 피치자는 물론 통치자까지 구속하는 통일된 법과 법 의 요구

를 바탕으로 조선시 에는 지속 으로 법 이 편찬되었다. 바로 이 에서 조선의 

건국, 그리고 법 편찬은 역사의 발 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조선시 의 법률서의 편찬과정 등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시 의 흐름에 따른 법  등의 편찬과 그 역사  의미에 해서는 큰 논란은 없

다.3) 특히 서울 학교 규장각에서는 解題와 함께 규장각에 소장된 조선시 의 

법  19종 20책을 인⋅간행하여 학계의 연구기반을 확충하는 데 큰 기여를 하

다.4) 한 경국 과 회통 등 기본법 은 물론이고, 수교집록 등까지 번

역되어 연구의 기반을 넓  주었다. 

그러나 그 동안의 연구는 주로 법률서 자체의 편찬과정과 내용 등에 한 연

구에 머물러 있거나 는 법 편찬의 정치  의미에 을 두었다.5) 그래서 ‘법

률서의 보 과 법지식의  그리고 그 역사  의미’에 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조선시  법률서의 편찬과 보 이 조선의 역사, 나아

3) 朴秉濠, “朝鮮初期의 法源”, 韓國法制史攷(법문사, 1974); 한상권, “조선시대 법전 편찬
의 흐름과 각종 법률서의 성격”, 역사와 실 13(한국역사연구회, 1994) 등 참조.

4) 자세한 목록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issue/is042.jsp) 
간행/출판 ▷ 영인간행도서 ▷ 02. 법전편 참조(최종 접속일: 2007. 11. 30). 또 일찍부터 
법제처에서 각종 법전과 법서를 번역하여 학계에 제공하여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5) 대표적인 예로 다음을 들 수 있다. 洪順敏, “조선 후기 法典 編纂의 推移와 政治運營의 
변동”, 한국문화 21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8; 이에 대해서는 정긍식, “속대전
의 위상에 대한 소고 －‘봉사 및 입후’조를 대상으로－”, 법학 제46권 1호(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또한 근래에 법전을 중심으로 조선사회를 고찰하는 연구성과가 나
와서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오영교 편, 조선 건국과 경국 체제의 형성(혜안, 2004); 
오영교 편, 조선 후기 체제변동과 속 (혜안, 2005); 오영교 편, 세도정권기 조선사회

와 회통(혜안,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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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해서는 구체 인 분석과 해석을 하지 

않은 채 법 편찬이 갖는 역사  의의를 설명해왔다. 

본고에서는 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법률서의 출 과 보 이 갖는 역

사  의미에 을 두기로 한다. 조선왕조실록을 주 상으로 하여 조선시 의 

법률서의 편찬  간행 황을 조사하여 이것들이 갖는 함의를 추 하고자 한

다.6) 먼  시기 으로는 임진왜란을 심으로 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고찰하고, 

내용 으로는 조선의 법률서와 국의 그것으로 구분하여 살핀다.  기에 국

한되지만 찬이 아닌 私撰法書를 간단히 언 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법률서의 

보 상항에 해서는 기에는 魚叔權(생몰년 미상)의 故事撮要로, 후기에는 규장

각 소장 목록을 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7) 

Ⅱ. 조선 기의 법률서 간행의 황

1. 고유의 법률서

(1) 경국  이 의 법

태조 이성계는 즉 교서에서 격한 개 이 아닌 의장과 법제는 고려의 것을 

수할 것과 명률의 수용을 선언하 다. 이러한 창업주인 태조의 뜻을 좇아 鄭

道傳은 태조 3년(1394) 5월에 통치의 기본이념을 구체화하는 朝鮮經國典을 술

하여 태조에게 바쳤다(태조 3. 5. 30).8) 이는 周禮를 본받아 治賦禮政憲工의 六典

으로 분류된 것이며, 법  편찬을 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 의 법 은 1397년(태조 6) 12월에 완성된 經濟六典이다(태조 6. 12. 26). 

6) 조선왕조실록의 검색은 홈페이지(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에서 “분류색인
→문화→출판(인쇄⋅서책)”에서 하였다(최종 접속일: 2007. 11. 30).

7) 본고에서 우선적으로 책, 즉 서적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하고 또한 조선왕조실록 등에
서 찾을 수 있는 서명과 실제 책의 書誌事項을 대비해야지 완벽한 내용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서지사항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실
록의 기사를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특히 筆寫本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책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출판 상황이 오늘과는 크게 다르고 또 정식 출판을 위한 전제 그리고 
필사본 자체가 도서 유통의 한 방식 ―비록 원시적이지만― 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특
별히 구분하지 않기로 한다. 

8) 조선왕조실록에서 인용한 기사는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王
曆으로 연월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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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화도 회군으로 실권을 잡고 있었던 1388년(우왕 14)부터 당시까지의 모든 

법령 에서 재까지 시행되고 있고  장차에도 수해야 할 것을 골라 법

으로 편찬할 것을 명령하 다. 후일의 의정부에 해당하는 都評議使司에 檢詳條例

司에서 趙浚의 主宰 아래 편찬된 법 이다. 1399년에 정종은 경제육 을 치국의 

요체가 수록된 것으로 수를 명하 다(정종 1. 8. 8).

1399년(정종 1) 11월에는 條例詳定都監을 설치하여 경제육 의 개정⋅증보작

업에 착수하 다(정종 1. 10. 13). 그리고 1407년(태종 7) 8월에는 續六典修撰所

를 만들어 경제육 의 改修와 그 후에 공포된 법령을 수집하여 續六典을 편찬하

도록 했다(태종 7. 8. 18). 특히 河崙 등에 명하여 경제육  의 이두문과 방언

을 없애고 漢文으로 바꾸도록 하 다. 그리하여 1412년(태종 12) 4월에 經濟六典

元集詳節 3권과 續集詳節 3권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를 검토한 후 이듬해 2월

에 經濟六典元典, 經濟六典續典으로 공포⋅시행하 다(태종 12. 4. 14). 원육 과 

속육 은 주자소에서 인출하여 반포하 다(태종 13. 2. 30).
세종 역시 즉  부터 법  편찬에 뜻을 두어 1422년(세종 4) 8월에 六典修

撰色이란 임시 청을 설치하여, 李稷 등이 태종이 정한 편찬원칙에 따라 속 을 

개수⋅증보하 다(세종 4. 1. 21). 그리하여 1426년(세종 8) 12월에 新續六典 6책

과 謄錄 1책을 완성하여 배포했다(세종 8. 12. 3). 조에서는  법 을 각각 

800벌을 인쇄⋅반포할 것과 아울러 구히 수할 법령이 아닌 등록은 10벌만 

인쇄할 것을 청하 는데, 세종은 그 로 따르면서 등록도 100벌을 인쇄하도록 하

다(세종 8. 12. 15). 1482년(세종 10) 11월에는 詳定所 提調 성산부원군 李稷 

등이 六典 5권과 謄錄 1권을 편찬하여 올렸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이 있어 

다시 河演 등에게 신속육   등록을 개수하도록 하 다(세종 10. 11. 29). 1429
년 3월에 완료되어 일단 반포하여 리에게 나 어 주었다(세종 11. 3. 18). 

1430년에는 법 의 문체가 문제로 되었다. 이두로 된 조 의 경제육 은 알기 

쉬우나, 한문으로 된 하윤의 원육 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연은 속육 이 한문

으로 되었으므로 원육 도 한문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 으나, 세종은 내용의 

이해를 해 양자의 병용을 명하 다(세종 12. 4. 12). 이에 따라 1431년(세종 

13) 5월에는 이두로 된 경제육 을 강원도에서 인쇄⋅반포하고 詳定元六典은 회

수하도록 하 다(세종 13. 5. 13). 여기서 법 의 형식이나 권 보다는 실제 인 

활용, 즉 이해와 용을 우선하 음을 알 수 있다. 

새로 편찬한 원육 은 경연에서 강론하 다. 1431년(세종 13) 10월에는 집

의 학사들이 평소에는 의심을 하지 않다가 진강하면서 정 하게 읽으면 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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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정할 곳을 찾았다(세종 13. 10. 28). 이듬해에는 육  가운데 개정할 곳을 

인쇄하여 반포할 것을 명하 다(세종 14. 6. 14). 1433년(세종 15) 1월에 黃喜가 

더욱 검토⋅수정하여 正典 6권과 등록 6권으로 된 新撰經濟續六典을 완성하여 

공포하고, 주자소에서 인쇄하도록 하 다(세종 15. 1. 4). 경연에서 이를 강하여 

옳지 못한 것이 발견되면 다시 논의하 다(세종 15. 3. 5; 6. 21). 이러한 검토의 

결과로 속 을 수찬할 때 빠진 조문을 다시 인쇄하여 뒤에 붙이도록 하 다(세종 

17. 11. 20). 

문종은 1451년 2월에 新撰經濟續六典 반포 후의 세종 의 법령을 정리하려고 

하 다. 그해 8월에 禮曹判書 李承孫이 제주와 별감을 두어 편찬을 건의하 다. 

이에 해 승정원에서는 각 사의 수교와 등록들을 승정원에서 모아서 집

과 함께 편찬하도록 하 다(문종 1. 8. 10). 집 에서는 고려사 등의 편찬작업

이 끝난 후 실록과 함께 작업에 착수하려고 하 다(문종 1. 9. 16). 그러나 문종

와 단종 에 법 이 편찬되지는 않았다.9) 

(2) 경국 의 편찬

종합법 인 경국 의 편찬10)은 수성의 군주인 세조에게로 넘어갔다. 1454년, 

세조가 즉 한 직후에 梁誠之는 법제 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하 다(세조 1. 7. 5). 

이에 따라 집 을 심으로 육 의 수찬이 진행된 듯하다. 1456년에 명나라의 

사신이 오면 일이 많기 때문에 육 의 수찬을 정지시켰다(세조 2. 2. 5). 이듬해인 

1457년 양성지는 더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이 “續典 이후의 條章을 선택하여 新典

을 撰述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元典⋅續典⋅謄錄 등 3종의 책을 종합하여 이를 

참고해서 六典을 만들어 大成”할 법 의 편찬을 건의하 다(세조 3. 3. 15). 즉, 

세종  편찬된 신찬경제속육  이후의 법령을 종합하여 새로운 법 을 편찬한 다

음, 이를 토 로 경제육 , 속육 , 육 등록 등을 종합하여 만세불변의 종합법

인 六典을 편찬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이에 따라 법 편찬에 착수하 는데, “六

典詳定官 등이 각기 편찬한 법 을 올리니, 임 이 직  보고 筆削하 다”라는 

기사(세조 4. 윤 2. 22/24)에서 보듯이 1458년경에 부분 으로 완성되었다. 1459

년에는 喪中인 최항을 起復시켜 육 의 수찬을 명하 다(세조 5. 4. 28/ 5. 13).

세조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재정⋅토지와 노비⋅형벌⋅소송⋅상속 등을 규정

 9) 이상의 서술은 다음을 요약하였다. 박병호, 앞의 책, 397-406면.
10) 이하의 서술은 위의 책, 408-414면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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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호 과 형 의 편찬에 우선 으로 착수하 다. 1460년에 “經國大典 戶典”을 

완성하여 반포하고, 이미 배포된 육 과 등록 의 호 을 거두었다(세조 6. 7. 

17). 이듬해에는 몇 차례 詳定⋅讎校하여 최종 으로 형 을 완성하 다(세조 7. 

4. 15/ 5. 9/ 25/ 7. 15). 

이어서 나머지 4 도 편찬에 착수하 다. 1465년 5월에는 체가 완성되어 宰

樞⋅郎官 각각 1인씩을 육 을 수교하도록 하 다(세조 11. 5. 21).11) 1466년(병

술년) 12월에는 일단 경국  체가 완성된 듯하다. 하지만 다시 검토에 착수

하 다. 1467년 2월에는 실무차원에서는 경국 의 교감 등이 완료되어 신숙주 

등 원로에게 詳定所에서 육 을 감교하도록 하 다(세조 13. 2. 11)12) 그해 6월

과 7월 그리고 12월까지 상정소 당상  등이 육 을 보고하고, 검토하고 안에 

해 임 이 직  조목을 의론하여 결정하 다. 12월에는 호 과 형 을 먼  印

頒하고 체는 1468년부터 시행하기로 하 고, 干支에 따라 “丙戌大典”이라고 하

다. 그러나 세조는 완벽한 법 의 편찬을 해 시행을 미루었는데, 세조가 

1468년 9월에 昇遐함에 따라 이 병술 은 면 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사장

되었다. 세조는 흥의 군주답게 모든 법령을 종합하여 새롭게 편성하 으므로 

‘경제육 ’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 이라는 ‘經國大典’13)을 

이름으로 결정하 다. 

종이 즉 하자 한명회는 병술 의 재검토를 건의하여 1469년에 완성한 다

음 세조의 에 고하고 이듬해부터 시행하 다( 종 1. 9. 27). 이를 “己丑大

典”이라 한다. 이 기축 은 형식상 법의 효력을 가진 최 의 경국 이다.14) 

11)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吏典: 이조참판 姜希孟, 호조좌랑 金紐; 戶典: 좌부승지 李永垠, 
사헌장령 李克基; 禮典: 예문 제학 李承召, 사온 주부 李枰; 兵典: 병조 판서 金礩, 성
균 직강 朴叔秦; 刑典: 지중추원사 梁誠之, 공조 좌랑 魚世恭; 工典: 인순부윤 成任, 병
조 정랑 鄭忻. 都廳: 좌참찬 崔恒, 동지중추원사 金國光, 이조 판서 韓繼禧, 호조 판서 
盧思愼, 성균 주부 柳洵.

12) 高靈君 申叔舟, 영의정 韓明澮, 綾城君 具致寬, 延城君 朴元亨 등이다. 
13) 후술할 경국대전주해(후집)에서는 경국대전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경’은 경륜하

는 것이다. 큰 것을 ‘방’, 작은 것을 ‘국’이라고 하며, 방이 있는 바를 또한 ‘국’이라고 
한다. 주례의 주에 ‘전’은 떳떳함, 경(조리), 법이라고 한다. 왕을 일러 예라고 하니 항
상 잡은 바로써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다. 나라의 관부를 일러 예라고 하니, 법이 항상 
지키는 바로써 다스려 법식(표준, 모범)으로 삼는 것이다(經經綸之也 大曰邦 小曰國 邦
之所居亦曰國 周禮註 典常也經也法也 王謂之禮 經常所秉以治天下也 邦國官府謂之禮 
法常所守以治 爲法式也).

14) 현전하는 서거정의 서문과 최항의 전문은 이때 지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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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종 역시 그해 승하하여 시행을 보지 못하 다. 게다가 이에 해서도 

교정의 필요성이 거론되어 1470년(성종 1) 10월에 교정을 마치고 이듬해부터 시

행하기로 하 으며 이를 “辛卯大典”이라고 한다(성종 1. 10. 27). 그러나 이 역시 

논란이 되어 1471년에 교정청이 신묘 에 락된 조문 130여 조를 보고하 고 

그것을 수정하여 1473년에 완성한 후 이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이를 “甲午

大典”이라 불 다. 조종성헌존 주의에 따라 락된 조문은 하는 것과는 다

른 “大典續錄”으로 별도로 간행하 다. 그런데 수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완 한 법 이 있을 수 없었다. 1481년에 다시 논란되어 법 의 개수에 착수하

여, 1484년에 완성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도 불완 한 이 있으므로 시행을 연기

하여 더욱 완비된 법 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성종은 이는 신법을 

창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교와 속록에 있는 조문을 에 추가하는 것이며  

개정할 곳은 있지만 많지 않으므로 강행하 다. 성종의 단안으로 1484년 12월에 

경국 이 완성되어 1485년부터 시행하 는데, 이를 “乙巳大典”이라 한다. 오늘

날에는 최종본인 이 을사 만이 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법 안정성

을 확보하기 하여 새로운 법 이 반포되면 그 이 의 법 은 물론, 목 까지 

회수하여 소각하 기 때문이다. 

사료상으로는 경국 의 인쇄부수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1509년( 종 4)에 

종은 경국 의 印頒을 度僧의 革罷와 련하여 조사하도록 하 다. 1492년에 

도승을 할 것을 명령하 는데도 그때까지 다시 인출하지 않았다고 승정원에

서 보고하 다. 그 때에 나라에서 쓸 것 1천 건을 인출하도록 하 다( 종 4. 윤

9. 11). 

(3) 경국  이후의 법

1473년(성종 4) 경국  갑오  반포와 함께 간행한 속록은 해오지 

않는다. 하는 속록은 經國大典 시행 후 1491년(성종 22)까지의 행법령

을 수집⋅편찬한 법령집이다. 편찬자인 세조의 의도와 성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국  시행 이후에도 많은 법령이 새로 제정되었다. 그 가운데는 서로 되

는 것이 있어 법의 시행에 차질을 가져왔다. 그래서 다시  법 편찬이 필요하

다. 경국 을 잇는 의미에서 구히 시행할 만한 법령을 뽑아 다듬고 증감하

다. 1491년 10월에 왕명에 의하여 勘校廳을 설치하여 편찬에 착수하여 1492년

(성종 23) 7월 28일에 완성하여 1493년 5월 8일에 공포 시행하 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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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 의 폭정을 거치면서 통일을 기약할 수 없는 수많은 법령이 양산되었

다. 종 의 1차 인 과제는 연산군 의 법령을 정비하고 아울러 속록 편찬 

후의 법령을 재통일하여 정치의 안정을 기하는 일이었다. 이를 해 후속록

이 1513년( 종 8) 11월에 편찬되었다. 그러나 편찬 직후 이에 한 논란이 제기

되었다. 해를 건 뛴 1515년 6월 후속록의 조문 가운데 유효한 것은 고 

 그 이후에 내린 수교도 많기 때문에 이를 속록으로 할 수 없고 유효한 조문

은 수교로 하기로 결정하 다.16) 

하는 大典後續錄은 와 같은 논란을 거쳐 폐지된 1차 후속록을 이은 

법 으로 大典續錄의 시행 후 1542년(中宗 37)까지의 약 50년간의 법령을 정리⋅

편찬한 법령집이다. 1차 후속록이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후속록”이라

는 명칭은 계속 사용되었다. 1543년( 종 38)에 이르러 왕명에 의하여 새로이 후

속록을 편찬하게 되어 의정 尹殷輔, 좌의정 洪彦弼, 우의정 尹仁鏡, 좌찬성 柳

灌, 공조 서 柳仁淑, 호조 서 成世昌이 編纂堂上이 되어 속록 이후의 법령

을 모아 경 을 참작하여 구히 시행할 것을 뽑아 손질하여 兩司의 署經을 거쳐 

그해 9월경에 완성하여 인쇄하 으며 11월 14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법 의 용어와 문장은 문용어와 특이한 문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특히 경국 은 문구가 간결하여 더욱 그

러하 다.  구체 인 사건에 한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문은 물론 용어 

하나하나의 의미에 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때문에 일 부터 법

이나 법률용어에 한 풀이가 요구되었다. 

1481년(성종 12) 경연에서 侍讀官 金訢은 “경국 에 난해한 곳이 많아 리

들이 깨달아 수하지 못하니 주해를 해서 알기 쉽도록 할 것”을 건의하 다(성

종 12. 9. 17). 그러나 즉시 경국 의 주해에 착수하 는지는 알 수 없다. 경국

의 주해는 명종 에 이루어졌다. 

정확한 법집행과 이를 통하여 통치의 안 을 기하기 해 1550년(明宗 5) 

에 禮曹에 주석을 담당할 부서를 설치하여 경국 의 주해에 착수하 다. 大典

註釋官인 通禮院 左通禮 安瑋와 奉常寺正 閔筌은 경국  에 애로가 있는 조

15) 담당자는 우찬성 魚世謙, 廣川君 李克增, 호조참판 權健, 이조참의 李諿, 예조참의 安
瑚, 예조참의 安琛, 병조참지 李枰, 형조참의 尹坦, 공조참의 金碔 등이다.

16) 김돈, “중종대의 법제도의 재정비와 ≪대전후속록≫의 편찬”, 한국사연구 127(한국사
연구회, 2004), 4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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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주석하 다. 다시 서 鄭士龍과 참  沈通源이 검토⋅정정한 뒤에 고를 

만들어, 의정 沈連源, 좌의정 尙震, 우의정 尹漑 등이 최종 으로 검토를 하

다. 이런 과정을 거쳐 명종 9년(1554) 에 완성하여 이듬해부터 시행하 다. 이

를 “經國大典註解 前集”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주해 들이 참고용으로 

간직하기 해 경국 의 字句를 간단하게 주석하 다. 이것을 “經國大典註解 

後集”이라고 한다. 1554년 3월에 淸洪道觀察使로 부임하게 된 주해 인 안 가 

정부의 명으로 경국 주해( 집)를 간행하면서 후집도 함께 인쇄 간행하게 하

다. 경국 주해( 집)는 정사룡이 서문을 썼으며 甲寅字本 1권 21장이고 후

집은 안 가 서문을 썼으며 일본에 원본이 유일본으로 소장되어 있다.17)

독특한 법서로는 서울 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필사본인 各司受敎를 들 수 있

다. 이는 1546년(명종 1)부터 1571년(선조 4)까지의 수교와 1573년 이후의 수교

가 추록된 것으로 육조와 한성부, 장 원 별로 해당 수교를 정리하 다.18) 앞의 

여러 법 과 달리 이두문이 사용되고 있는 등 수교의 원래  형태를 간직하고 

있는 에서 유일본으로 사료  가치가 높다. 형식이나 내용으로 보아 출 을 

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조 등 해당 서에서 수교를 정리한 어떤 의미에서

는 등록이라고 할 수 있다.

2. 형사 련 법률서

조선은 건국 직후부터 형사법의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 으며, 이는 태조 즉

교서에서 명률의 수용의 천명, 그리고 각종 국 형사법률서의 수입에서 나

타난다. 여기서는 명률과 그 주석서  무원록 등 형사법의 정비라는 에서 

국에서 수입된 법률서를 검토하려고 한다.19) 

형사 련 법률서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명률의 수용과 번역이다. 명률은 

고려 말기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당시 국제정치의 상황에 따라 모범법 으로 인

식되어 1395년(태조 4)에 조 의 명으로 檢校中樞院 高士褧과 金祗가 이두로 번

역하고, 鄭道傳과 唐誠이 윤색하여, 배주지사 徐贊이 100여 질을 인출하 다.20) 

17) 이상은 박병호, 한국법제사, 18-21면.
18) 이에 대해서는 구덕회, “각사수교 해제”, 각사수교(청년사, 2002) 참조.
19) 조선전기에는 지속적으로 많은 중국법률서가 수용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고로 다

룰 예정이다. 본고에서는 다만 보급의 관점에서만 다룬다. 
20) 대명률직해 跋文; 대명률에 대해서는 조지만, 조선시 의 형사법 － 명률과 국 －(경

인문화사, 2007), 31-5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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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415년(태종 15)에는 大明分類律을 간행하고 율학과 율학생도  리, 

里正들과 함께 익히도록 하 다(태종 5. 5. 6). 태조 의 명률의 번역에 문제가 

있어서 1431년에는 당률소의와 議刑易覽 등을 참조하여 다시 번역하게 하 는데

(세종 13. 6. 22/23), 그 결과는 알 수 없다. 그리고 궐내에 소장된 명률의 주석

서인 大明講解律, 律學解頤, 律學辨疑 등을 梁誠之가 교정하여, 강해율은 경상도, 

해이는 라도, 변의는 忠淸道에서 각각 5백 건씩 刊印하여 반포하 다(세조 12. 

7. 1).

1426년(세종 8)에는 文臣 에 정통한 자를 가려서 따로 訓導官을 두어 唐律

疏議, 至正條格, 大明律 등을 강습시켰다(세종 8. 10. 27). 그리고 1427년에는 鑄

字所에서 인쇄한 당률소의를 원에게 나 어 주었다(세종 9. 3. 23). 吏文謄錄, 

지정조격, 大元通制 등 국 법률서에 한 학습은 1431년(세종 13)에도 거듭 申

飭되었다(세종 13. 1. 21). 1460년(세조 6)에는 承文院의 리들이 학업에 태만하

니, 8품에서 去官하는 자는 지정조격을 습독하여 시험하 다(세조 6. 5. 19). 한 

신하들에게 강해률과 율학해이 등을 頒賜하 다(세조 14. 8. 6). 그리고 律條疏議

를 수입하여 인쇄하 는데, 오자가 있기 때문에 다시 교정하 다(성종 18. 12. 

16).  1495년에는 국에서 對款議頭를 수입하여 배포하 다(연산군 1. 12. 2).

구체 인 흠휼정책의 일환으로 恤刑敎旨를 鑄字所에서 印出하여 경외 과 고

에게 반포하고  紙本의 보존을 해 行刑하는 사에서는 게시 에 원본을 

걸어두고 업무를 인수인계[解由]할 때 하도록 하 다(세종 13. 6. 12/ 19). 한 

한성부에 명하여 檢屍狀式을 간행하게 하고,  각도 찰사와 제주 안무사에게 

지하여 板을 새겨서 인쇄하여 도내 각 고을에 반포하게 하 다(세종 21. 2. 6). 

수령들이 형사사건을 심리하면서 엄형으로 신문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으

로 자복하지 않는다고 인식하 다. 그래서 구체 인 형사사건의 심리에 도움이 

되는 국의 형사사례집인 棠陰比事나 疑獄集21) 등의 책을 발간하여 守令들이 

읽게 되면 寬刑의 정책에 도움이 있을 것으로 기재되어 간행하 다(성종 14. 8. 

24). 1539년( 종 34)에는 사헌 상진의 건의에 따라 棠陰比事를 印頒하 다(

21) 책 이름. 1卷, 附錄 1권. 宋 桂萬榮이 지은 것을, 明 常熟人 吳訥이 增補하였다. 桂萬
榮이 五代의 和凝⋅㠓 父子가 지은 疑獄集의 뜻을 취하고, 宋 開封인 鄭克의 折獄龜
鑑을 참작하여 李翰의 蒙求體를 따라 次韻한 것이 72韻으로 모두 144건인데 각각 주
를 하였다. 吳訥이 이를 정리하여 80조목만 남기고 또 빠진 것 33건을 더 넣었다. 그
리고 부록 4건으로 따로 1권을 만들었다. 折獄龜鑑은 김지수가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鄭克 편저/ 김지수 옮김, 옥귀감: 고  국의 명 례(소명,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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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34. 10. 7). 

법의학서인 無寃錄도 수입되었다. 1435년(세종 17)에 법의학지침서로 무원록이 

거론되었으나 실제의 재 에서 활용되기에는 용어 등이 무 어려웠기 때문에 

주석작업이 필요하 다. 洗寃錄과 平寃錄 등을 참조한 신주무원록은 1438년(세종 

20)에 완성되었다. 이듬해에 세종은 강원도 찰사 兪孝通에게 인쇄를 명하여 

1440년 에 출간되었고, 이어서 각지에서 간되었다.22) 

이외에 1423년(세종 5)에는 至正條格, 吏學指南, 御製大誥를 각각 50부를 인쇄

하 으며(세종 5. 10. 3), 1427년에는 주자소에서 인쇄한 당률소의를 경외의 원

에게 나 어주었고(세종 9. 3. 23), 1434년에는 至正條格을 문신에게 나 어 주었

다(세종 16. 12. 28). 

3. 사찬법서

조선 기 정자의 주된 심은 안정 인 사회, 즉 분쟁이 없는 사회를 건설

하는 것이었다. 無訟社會를 건설하기 해서는 합리 인 분쟁처리 차를 정비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는 경국 의 호 과 형 에 분산되어 있다. 실

제 지방에서 재 을 하는 수령의 입장에서 보면 재 을 하기 해서는 우선 경

국 과 속록류 그리고 각종 수교  명률을 참조해야 했다. 그런데 이들 법

과 법을 모두 考閱하는 것은 무 방 한 작업이다. 실제 재 에서 자주 쓰이

는 조문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 실 인 수요는 종합 인 법 보다는 재

에 요긴한 조문만 발췌하여 종합⋅정리한 법률서이었고, 이러한 수요에 부응한 

사찬법서가 등장하 다. 

조선 기의 표 인 사찬법서는 金伯幹이 편찬한 詞訟類聚이다. 이는 명률, 

경국 , 大典續錄, 大典後續錄, 大典註解, 各年受敎 에서 민사소송에 필요한 

조문을 뽑아서 분류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고 이를 沈希安이 교정을 하 다. 

그의 사후에 아들 金泰廷이 라감사로 재직할 때인 1585년(선조 18)에 주에서 

목 본으로 간행하 다. 이 책은 재 을 할 때에 용할 조문을 한 곳에 정리하

기 때문에 리 보 되었으며, 聽訟官의 지침서로 활용되었다. 후에는 부분

으로 내용이 보충되어 보 되었으며, 후기에는 형사 련 조문이 추가되어 決訟

類聚補로 출간되기도 하 다. 

22) 자세한 것은 김호, “해제: 신주무원록과 조선 전기의 검시”, 신주무원록(사계절,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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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송유취의 발간을 후로 하여 이와 유사한 법서들이 등장하 다. 이들 책은 

우선은 필사본의 형태로 유포되다가 나 에 본의 형태로 보 되었다. 재까지 

확인된 최 의 것은 服式23)으로 연산군 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 필사

본으로는 相避, 聽訟提綱 등이, 본으로는 詞訟類抄, 大典詞訟類聚, 決訟指南 등

이 있다.24) 이는 찬법률서는 아니지만 실제에서는 찬법서보다도 실질 으로 

더 큰 향은 끼친 책이다. 

Ⅲ. 조선후기 법률서의 간행

1. 법률서의 간행 황

(1) 법 의 정비

우선 임진왜란 와 에 을 보존하기 한 조처와 조선 기의 법 의 재간

행에 해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1594년에는  등을 홍문 에서 다시 장정하여 궐내로 들이도록 하 다(선

조 27. 10. 24). 후에는 재간을 해 지방에서 서책을 구하고  간행하 는데, 

이 때 법률서가 구체 으로는 언 되지 않았다(선조 33. 2. 3/ 37. 12. 2). 법  

편찬의 원자료가 되는 등록을 베껴서 안 하게 실록을 안한 곳에 나 어 보

하 다( 해군 1. 12. 21/ 2. 9. 19). 최 의 법 인 경제육 을 개간하려고 하

으나 민간은 물론 홍문 에도 없어서 결국 開刊하지 못하 고( 해군 4. 6. 3), 

그래서 오늘날 이는 해오지 않는다.25) 1665년에는 함경 감사 민정 의 건의에 

따라 명률, 경국  등을 인출하여 함경도에 보내었으며( 종 6. 10. 5), 4년 

후에는 경국  100권을 인쇄하여 반사하 다( 종 10. 2. 23). 1700년에는 제주

목사가 속록, 무원록 등 율문에 한 책을 요청하자 의정 徐文重이 제주는 

兵火가 미치지 않은 곳이므로 1권씩 보내 보 하도록 하 다(숙종 26. 2. 17). 

23) 정긍식⋅임상혁, “資料 服式”, 法史學硏究 22(한국법사학회, 2000) 참조.
24) 자세한 것은 정긍식⋅임상혁, “해제와 연구”, 16세기 사송법서집성(한국법제연구원, 

1999) 참조.
25) 실록을 통한 복원이 이루어졌다. 전봉덕, 經濟六典拾遺(亞細亞文化社, 1989); 윤국일, 

경제육 과 경국 (평양: 1986; 재간: 신서원, 1998);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經
濟六典輯 (다은,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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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해군이 즉 한 1608년에 법령 내지 법 의 정비에 한 최 의 건의가 

있었다. 교리 崔起南은 “법은 오직 경제육 과 경국 뿐이고, 나머지는 權奸이

나 서리에게서 나와 백성에게 이롭지 않다. 그러므로 양 에 수록되지 않은 법령

의 폐지”를 청하 다. 이에 해 필요성은 인정하 으나 즉각 인 조처는 없었다

( 해군 즉 년 12. 20). 1625년 晝講에서 승지 徐景雨가 수교의 교정⋅분류 간

행을 청하 다. 그는 재 용하는 법률은 명률과 후속록, 때로는 수교인데, 

수교는 檢律이 謄書한 것뿐이기 때문에 수교를 용하기 해서는 개간이 필요

함을 역설하여 승인을 받았다(인조 3. 9. 19).26) 1664년에는 본격 으로 속록과 

같은 형태의 수교 간행이 논의되었다( 종 <개수> 5. 11. 3). 이는 다시 1682년

에 재론되었다. 승지 서문 은 “外方의 군읍에는 법률 서 이 갖추어 있지 않고, 

受敎는  알지 못하다. 그래서 守令들이 法例에 따르지 않고 부분 억측으로 

결단하고 있으므로, 속록과 수교들을 모아서 인반할 것”을 요청하여 備局의 

堂上官 李翊이 그 일을 담당하 다(숙종 8. 11. 16). 이후 몇 차례 정치  변화를 

거쳐 1698년(숙종 24)에 활자본으로 受敎輯錄이 간행되었다.27) 1732년( 조 8)부

터 수교집록의 후속작업에 한 논의가 제기되어, 新補受敎輯錄이 1743년( 조 

19) 경에 편찬되었다. 그러나 이는 곧 반포된 속 과의 계로 간행되지는 못

한 채 필사본의 형태로 해온다.28) 

종합법 인 경국  편찬 이후에도 법령은 계속 증 하 고 이는 후속록에 

일단 종합되고 다시 수교의 형태로 산재해 있었다. 리들이 이 게 많은 법령을 

참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법 의 조문을 내용별로 종합할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수교집록을 편찬한 후인 1701년(숙종 27) 가을, 숙종은 여러 

법률서를 분류⋅통합하여 하나의 종합법 인 典錄通考의 편찬에 착수하 다. 이 

작업은 1708년(숙종 32) 8월에 완료되어 이듬해 9월에 간행하 다. 이 법 의 특

색은 어디까지나 조종성헌인 경국 을 주로 하고 그 후의 법령은 경국

의 조문 다음에 한 자를 낮추어 실음으로써 경국 의 존엄성과 요성을 재

확인하게 하 다.  수교집록의 조문  후 수교가 다른 것은 후의 수교가 유

효한 것으로 처리하 다. 1743년( 조 19)경 新補受敎輯錄이 편찬되고, 이어서 

록통고의 증보에 착수하여 1746년( 조 22)경에 증보 록통고를 편찬하 다. 이

26)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나온 것이 필사본인 각사수교이다.
27) 구덕회, “수교집록 해제”, 수교집록(청년사, 2001) 참조.
28) 구덕회⋅홍순민, “신보수교집록 해제”, 신보수교집록(청년사,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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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간행되지 않고 필사본의 형태로 남아 있다.29)

종합법 의 편찬은 기존의 법 에 그 동안의 수교를 종합⋅정리하는 것이다. 
앞의 (신보)수교집록과 록통고의 편찬은 새로운 종합법 을 편찬하기 한 

비 작업이었다. 1688년(숙종 14) 6월에는 이조 서 朴世采가 辭職疏에서 “經濟司

를 설치하여 경국  후의 모든 법령 에서 시행할 수 없는 법을 바꾸거나 증

보하여 續大典이라는 법 을 편찬함으로써 제도를 一新할 것”을 주장하 다. 그

러나 이 주장은 당시의 정치  사정 등으로 수용되지 않고 다만 비 작업만 진

행되었다. 본격 인 작업은 정치 으로 안정된 조 에 시작되었다. 1740년(
조 16)에 편찬에 착수하여 1744년 7월에는 따로 纂輯廳을 설치하고 堂上⋅郎廳

을 임명하여 편찬작업을 마무리하 다. 1744년 8월에는 거의 완성되어 조 자

신이 序文을 썼으며 11월 하순에 일단 완성되었다. 그리고 구택규와 정하언을 교

정 으로 임명하여 다시 반 인 교정을 거쳐 1745년 5월에 校書館으로 하여  

경국 과 속 을 간행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작은 條目에는 락되거나 

잘못된 것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교정 과 함께 三司가 회동하여 검토한 후 인

쇄하여 1746년( 조 22) 4월 11일에 인쇄를 완료하 다. 특히 법령의 취사는 

조가 직  결정하 으며, 특히 緩刑主義를 표방하여 全家徙邊과 烙刑, 周牢 등 

잔혹한 형벌을 폐지하 다. 
속 의 편찬으로 법 은 이원화되었으며,  실제 법을 집행할 때에는 명

률과 국조오례의 등 여러 법 을 참조해야 하는 불편함은 여 히 있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피하기 해 이를 통합할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는 무 번

거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1781년(정조 5) 2월에 법 만 통합하고 아울러 속  

편찬 때 락된 수교와 그 이후의 수교를 종합하는 大典通編의 편찬에 착수하

다. 1784년 찬집청을 설치하여 이듬해 2월에 일단 완성되었다. 그러나 정조는 前

現任의 신들에게 재검토를 명하고  각 典마다 당해 서로 하여  逐條校正

하게 하 다. 속  편찬을 주 한 金在魯의 아들인 金致仁을 총책임자인 總裁

에, 교정실무자에는 이가환, 申大季을 임명하 다. 교정이 끝난 6월에 木版本 인

쇄작업을 시작하여 9월에 220부의 인쇄를 마쳤으며 지방 아에 보낼 것은 각 監

營에서 따로 翻刻하여 배포하게 하여 공식 으로는 1786년(정조 10) 1월 1일부

터 시행되었다. 
통편은 祖宗成憲尊重主義에 입각하여 비록 폐지된 경국 의 조문일지라

29) 이상은 박병호, 앞의 책, 2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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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삭제하지 않고 그 로 남겨두고 할주의 형태로 그 사실을 표기하 다.  각 

항목의 조문을 경국 을 제1차로, 속 을 제2차로, 속 후의 행법령을 

제3차의 순서로 수록하고 각각 ‘原’, ‘續’, ‘增’字로 표시했으며 표[橫看]로 된 경

국 과 속 의 조문을 모두 直行으로 고쳤다. 
통편의 편찬으로 법 은 통일되었지만, 형사재 에 필수 인 명률이 빠

진 등으로 여 히 불편하 다. 그래서 통편과 명률을 합친 법률서를 편찬

하 는데, 이것이 典律通補이다. 이는 앞서 법 과 법서 편찬의 경험이 있는 具

允明이 1761년( 조 37)에 편찬하 다. 이는 국 만이 아니라 大明律講解, 大明律

附例, 國朝五禮儀, 國朝續五禮儀, 喪禮補編, 通文館志, 經國大典註解, 無寃錄도 참

조하 다. 정조는 이 책을 정식으로 간행하기 하여 구윤명에게 증보를 명하

다. 그는 1787년(정조 11)에 일단 완성하여 정조의 승인을 받았으나 비변사에서 

수정을 건의하여 확정하지 못하 는데, 노령인 구윤명이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여 

결국 미완인 채로 끝났다.30) 

(2) 사례집의 편찬

추상 인 법과 구체 인 용사례는 수 의 두 바퀴와 같다. 사례의 집 은 한

편으로는 법의 용을 명확하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법의 통일  

용에 장애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례를 종합⋅정리하는 것은 법 안정성

에 필수 이다. 

1744년( 조 20)에 조와 련된 사례집인 春官志가 편찬되었다. 그러나 양

으로나 질 으로 그리 훌륭한 편은 못된다. 본격 인 사례집은 형조의 업무, 즉 

刑政과 裁判에 한 기록을 정리한 秋官志이다. 형조 서 金魯鎭이 참고할 사례

가 없어서 재  등 업무에 불편하기 때문에 형조 좌랑 朴一源에게 조선 국  이

래의 각종 법례, 례, 례를 모은 추 지를 편집하도록 하 다. 1781년(정조 5)

에 일단 완성되어 정조의 명에 따라 의정부에 한 기사도 증보하여 1791년(정

조 15)에 증보되었는데, 필사본으로 남아 있다.31) 

審理錄은 정조가 리청정한 때부터 死罪사건에 한 손수 처리한 결을 모

은 것이다. 이는 御製를 정리하는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는 무 소략

하기 때문에 1798년(정조 22) 5월에 홍인호의 건의로 다시 진행되어 7월부터 본

30) 위의 책, 21-7면.
31) 위의 책, 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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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으로 착수하 다. 이듬해에 홍인호의 아우 의호가 추진하 으나 제 로 진행

되지 않았다. 1799년 11월에 정조는 빨리 간행하기로 하 으나 완성을 보지 못

한 채 승하하 다. 1801년(순조 1)에 弘齋全書를 간행할 때에 심리록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홍의호는 1802년에 자신이 편집한 심리 부를 출간할 것을 상소하

여 규장각에서 간행하도록 하 다. 그러나 이는 출간되지 않은 채 필사본으로 남

아 있다.32) 그 외에도 재정과 련된 度支志, 국왕이 직  장해야 하는 재정과 

군사에 한 법령과 사례를 종합 으로 수록한 萬機要覽 등도 간행되었다.

(3) 고종 의 황

삼정문란 등 세도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조선을 흥시키려는 흥선 원군은 

1865년(고종 2) 정월에 통편 보편의 편찬에 착수하여, 敎式纂輯所를 설치하

다. 법 편찬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통편의 보편이 아닌 大典會通

으로 명칭을 정하고 그해 11월에 완성이 되어 12월에 각 청과 지방에 반포하

다. 1870년에는 五禮便考, 양 편고와 함께 회통을 편수하 지만, 회통

은 개정되지 않았다.33)

1865년 9월 大典會通의 편찬이 어느 정도 진행되자, 이 과 병 의 조례를 별

도로 수집하여 兩銓便考의 편찬에 착수하여, 그해 11월에 일단 완성되었다. 그러

나 반포하지 않고 수정하여 1870년(고종 7) 11월에 반포하 다.  1865년 12월 

회통의 편찬에 짝하여 각 아문의 규례를 會典의 형식으로 편찬한 六典條例

의 편찬에 착수하여 1867년 5월에 완성하여 반포하 는데, 어람용으로 10질을 

따로 바쳤다.

1886년(고종 23) 3월에 회통, 명률, 무원록 등 법률서가 오래 되어 이용

할 수 없어서 정식 각이 있는 감사에게 다시 인출하도록 하 다. 慶尙監司 南

一祐는 각이 燒燬되어 인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즉시 개 하여 인출하도록 하

다. 1903년(고종 40; 무 7) 8월에는 법 양성소 학도와 각도의 재 소에 律

書를 배포하려고 하여 명률을 개 하여 印頒하 다.34) 그리고 1905년 4월에 

刑法大全을 반포하 다.35) 

32) 박병호, “해제”, 심리록(1)(민족문화추진회, 1998) 참조.
33) 자세한 것은 정긍식, “大典會通의 編纂과 그 意義”, 법학 제41권 4호(서울대학교 법학

연구소, 2001) 참조. 
34) 이 때 인쇄된 것은 대명률강해로,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2001년 영인출판되었다.
35) 형법대전에 대해서는 문준영, “대한제국기 ≪형법대전≫ 제정에 관한 연구”(서울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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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갑오개  이후 일본의 향으로 법률의 형식 등이 바 었을 뿐만 아니

라 법령의 양도 폭증하 다. 1895년에서 1910년까지의 법률은 137건, 칙령은 

1,071건, 포달이 204건 등이다. 이에 따라 신법령을 종합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지속 으로 법 을 간행하 다. 1896년에는 내각기록국에서 法規類編을 2책으로 

간행하 으며, 1908년 4월에 다시 7책으로 간행하 고, 1909년 法規續編을 간행

하 다. 1907년 7월 한국정부재정고문부편찬으로 現行大韓法規類纂을, 1910년 

7월 韓國度支部大臣官房編纂으로 現行韓國法典을 간행하 다. 그리고 1910년 7월 

개인이 司法法規類纂을 간행하 다.36) 

2. 형사 련 법률서

조선 기에는 형사와 련된 국법률서가 많이 수용되었다. 하지만 후기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만 律文과 事例를 종합한 大明律附例가 수용되었다. 이는 

국의 경우도 명률을 반포한 후, 그 기 와는 달리 지속 으로 사례가 속출하

다. 이러한 사례를 종합할 필요가 있었다. 1500년에 편찬된 問刑條例를 이어서 

1585년(萬曆 13)에 명률부례가 편찬되었다. 특히 여기에는 권두에 “六贓圖, 附

納贖例圖, 收贖鈔圖, 律例錢鈔圖, 招議須知, 贖鈔人數, 不准家人共犯” 등 당시까지 

형성된 實例를 수록하여 법집행에 도움을 주었다.37) 大明律附例가 언제 수입되었

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1695년(숙종 21), 수교를 정리하면서 “ 명률의 附例와 

같이 편집”할 것을 청한 기사(숙종 21. 1. 3)와 1777년(정조 1)에 傷害致死의 경

우에 상해와 사망 사이의 因果關係를 擬制하는 辜限에 해 부례의 에 따라 

고한기간을 20일 추가한 가 있다(정조 1. 7. 15).38) 그리고 규장각의 목록에는 

大淸律(例) 등이 보이지만, 실제 활용되지는 않은 듯하다.39)

조선 기 사찬법서인 사송유취는 여러 모로 편리하 기 때문에 후기에는 형사 

련 규정까지 보완한 決訟類聚補가 간행되었다. 특징은 모두에 鬪毆, 辜限 등을 

학석사학위논문, 1998); 정진숙, “1896∼1905년 형법 체계 정비에 관한 연구 －≪형법
대전≫ 제정을 위한 기초 작업을 중심으로－”(서울대 문학석사학위논문, 2007) 참조.

36) 이상은 최종고, “해제 한말의 법령집”, 法規類編 壹(아세아문화사, 1982) 참조.
37) 정긍식⋅조지만, “대명률 해제”, 大明律附例(서울대학교 규장각, 2001), 28-9면 참조.
38) 대명률부례는 조선후기에 상당히 활용된 듯하다. 1907년 張燾가 편찬한 新 刑事法規

大全(上)(보성사 간)에는 “附例明律”로 수록되어 있다(부산: 민족문화사, 1985 영인출판).
39) 다산 정약용은 大淸律 등을 이용하여 欽欽新書를 저술하였다. 심희기, “欽欽新書의 法

史學的 解剖”, 사회과학연구 5-2(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5), 25-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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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고 형사재 에 꼭 필요한 20여 綱條를 첨가했으며, 부록으로 五刑圖와 收贖之

圖를 추가하고 명률, 경국 , 수교집록  형사재 에 꼭 필요한 것만을 수

록하 다. 

 인명사건에서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므로, 기에는 新註無寃錄

을 간행하 다. 그러나 이에는 애매하고 잘못된 곳이 있으므로 1748년( 조 24) 

9월에 왕명으로 具宅奎가 내용을 증보하고 애매한 용어를 바로 잡고 해석을 붙

여 새로 편찬하 는데, 이를 增修無冤錄(舊本)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완벽

하지 않아서 구택규의 아들 구윤명이 먼  보완하고 다시 律學敎授인 金就夏의 

도움을 받아 반 으로 증수하여 增修無冤錄(新本)을 간행하 다. 나아가 1790

년(정조 14)에 고증하고 바로잡아 한 로 토를 달고 필요한 주석을 달아 증보하

여 1792년에 간행했다. 이것을 增修無冤錄諺解 는 增修無冤錄大全이라고 부른

다.40) 

조는 악형의 지, 흠휼정책을 실천하고, 속 에 반 하 으며, 조는 

1740년에 <濫刑禁斷事目>을 반포하 다. 정조는 이를 이어서 1776년 6월에 <刑

具釐正綸音>을 내려 형구의 규격을 정하 다. 그리고 1778년 형구의 사용범 를 

명시한 흠휼 칙을 제정하 다. 이 책은 교서 에서 활자로 개인하고, 이를 본

으로 삼아 지방에서 번각⋅출간하 다.41) 

Ⅳ. 법률서의 보

1. 출 련 법규

출 에 있어 가장 요한 것은 정확한 책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기계출 이 

아닌 인력에 의존하여 출 을 하는 당시에는 서 의 인쇄와 출 에 여하는 인

원에 한 상벌이 요하 다. 이에 한 규정은 속록과 후속록에 있다.

≪ 속록≫ < > [취재] 校書館에서 서 을 인쇄하여 출간할 때 착오가 없

으면 監印官은 그때마다 啓達하여 따져서 상을 다. 唱准人은 긴 한 일을 잘 

40) 박병호, 한국법제사, 31면.
41) 沈載祐, “정조대 欽恤典則의 반포와 刑具 정비”, 奎章閣 22(서울대학교 규장각,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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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한 에 따라 특별 근무일수를 지 한다. 한 권마다 세 자 이상 착오가 

나면 감인 은 따져서 벌을 주고, 창 인과 守藏⋅均字匠⋅印出匠은 모두 그 

근무일수를 삭감한다.42) 

≪ 속록≫ <병 > [제수] 교서 의 창 인은 여러 책을 출 한 경우 종9품

직[領職]을 제수한다.43)

≪ 후속록≫ < > [잡령] 書冊을 인출할 때 감인 ⋅감교 ⋅창 ⋅수장

⋅균자장은 1권마다 1자를 잘못 놓은 경우 笞 30에 처하며 1자마다 1등을 더

한다. 인출장은 1권마다 1자가 먹이 진하거나 희미한 경우 태 30에 처하고 1자

마다 1등을 더한다. 모두 자 수를 계산하여 죄를 다스린다. 원은 5자 이상

이면 출하고, 창  이하 장인은 죄를 논한 뒤에 근무일수 50일을 삭감하며, 

모두 사면령 후를 가리지 않고 처벌한다<할주: 원본의 자가 잘못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44)

즉 서 을 출 하는데 공이 많은 감인 과 창 에 해서는 근무일수를 더 주

는 등의 방식으로 장려를 하 고, 자에 착오가 있으면 처벌하 다.45) 그리고 

구체 으로 잘못된 자의 수를 헤아려 처벌하 다. 

실제로 柳希春(1513[ 종 8]∼1577[선조 10])의 미암일기를 보면 서 의 인출

에 문제가 있어 처벌을 받은 가 나온다. 유희춘이 교서  제주로 있을 때, 內

訓과 皇華集의 자획이 不精한 상태로 印出되었다. 유희춘은 이에 해 책임을 지

고 제주직에서 물러날 것을 밝혔다. 이에 해 자획의 不精은 감인⋅감교의 잘못

이고, 제주는 직  교정하지 않았고  법 에는 “監印과 勘校  창  등만의 

죄를 다스린다”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는 잘못이 없으므로, 사직을 허용하

지 않았다. 국왕은  사실에 해, 자의 오류가 아니라 자가 희미한 것으로 

처벌하도록 명하 다. 그에 따라 창 인 등을 처벌하 다.46)  교서  張文翰은 

42) ≪大典續錄≫ <禮典> [取才] “校書館 書冊印出時 無誤錯 則監印官 臨時啓達論賞 唱准
人 依事緊例 給別仕 每一卷三字以上誤錯 則監印官論罰 唱准人及守藏均字匠印出匠 並
削仕”

43) ≪大典續錄≫ <兵典> [除授] “校書館唱准人 諸書印出時 領職除授”.
44) ≪大典後續錄≫ <禮典> [雜令] “書冊印出時, 監印官⋅監校官⋅唱准⋅守藏⋅均字匠, 每

一卷一字誤錯者, 笞三十, 每一字加一等. 印出匠, 每一卷一字, 或濃墨或熹微者, 笞三十, 
每一字加一等, 並計字數治罪. 官員, 五字以上罷黜, 唱准以下匠人, 論罪後削仕五十, 並勿
揀赦前<할주: 元本字誤者, 不在此限>”.

45) [취재]조의 규정은 ≪續大典≫ <禮典> [獎勸]조에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규정되었다. 
“校書館書冊刊印後 監印官以下 考其能不 賞罰<割註: 無誤錯 則印官啓達論賞 唱準人 
許給別仕 每一卷三字以上誤錯 則監印官論罰 唱準人及守藏均字匠印出匠 並削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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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禮儀를 인출할 때, 자획이 부정하여, 지질 확인자인 分紙色 창 과 字不正의 

창 에게 4字 이상은 근무일수[削仕] 100일, 2∼3자는 삭사 50일, 1자는 삭사 20

일을 보고하 다.47)

2. 법서출  황

구체 으로 법률서의 보 황을 어숙권의 고사촬요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

다.48) 故事撮要는 1554년(명종 9) 也足堂 魚叔權이 편찬한 類書로 大夫와 胥吏 

 선비까지 알아야 할 일상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우리의 심인 

“冊版目錄”은 <八道道程> 내에 수록되어 있다. 앙에서 간행된 책 실물은 책이 

없어지더라도 서명은 남아 있으나, 지방에서 간행된 책은 그러하지 않다. 그 기 

때문에 이 책 목록은 임란 이 의 지방에서 책의 출 황을 소상히 알려

다.49) 선조 18년(1585) 이 의 목록을 종합하면 모두 987종이 된다. 책 목록에

는 모든 책이 수록된 것은 아니다. 앙에서 간행된 책은 부, 佛書는 거의 수

록되지 않았다.50) 여기에 따르면 법률서는 통  서 분류법인 4部 체제에서는 

史部 政法類에 해당한다. 모두 24종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지역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51) 

지역
經

(217)
史

(115)
子

(393)
集

(242)
미상
(20) 지명  서명

경상(387) 78 50(11) 147 105 7

상주: 祥刑要覽(명 吳訥), 의성: 田制, 
천: 疑獄集(晉 和凝), 경주: 이학지남, 

신주무원록, 명률강해, 원육 , 小全

명률(세조 때 양성지 명), 진주: 무원록, 
양산: 師律提綱, 하동: 경국

46) ≪眉巖日記≫ 1573. 2. 26; 3. 1; 3. 16; 3. 17; 3. 24.
47) ≪眉巖日記≫ 1573. 3. 1.
48) 金烋의 “海東文獻總錄”도 중요한 자료이지만, 중국법률서는 처음부터 빠져있고 또 당

시에 존재하는 책만이 아니라 그 때까지 간행된 모든 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성격상 제외하였다. 

49) 金致雨, 故事撮要의 冊版目  硏究(부산: 민족문화, 1983), 48-9면.
50) 앞의 책, 51-7면.
51) 앞의 책, 69-118면 및 146-151면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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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經

(217)
史

(115)
子

(393)
集

(242)
미상
(20) 지명  서명

라(337) 71 34(6) 142 81 9
주: 율학해이, 詞訟類抄(李志奭), 남원: 

신주무원록, 담양: 명률강해, 주: 
명률강해, 昌平: 경제육 (경제육 상 )

황해(77) 23 12(2) 30 12 -
해주: 聽訟筆法(成守琛), 곡산: 易刑義

南52)

평안(67) 20 6(-) 29 11 1

강원(61) 9 9(3) 28 13 2
원주: 신주무원록(1440, 1447), 檢屍格

式, 명률강해

충청(37) 5 2(2) 12 17 1 공주: 직해 명률(1546), 당률53)

함경(19) 11 2(-) 3 3 -

경기(2) - - 2 - -

그리고 서 의 매를 해 紙數와 가격을 명시한 “書冊市准”이 있다. 1576년

(선조 9) 乙亥字本 復刻本 이 의 본에는 법 류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 

복각본에는 경국 과 후속록이 수록되어 모두 34종이다. 내용은 “經國大典 紙 

15帖10張, 價 綿布 半疋 米 1斗5升”과 “후속록 紙”이다.54) 그리고 1674년( 종 

15) 간부터는 책가시  신에 “書冊印紙數”가 수록되었다. 이는 간행에 필요한 

종이수를 표시한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간본인 1743년( 조 19) 印書體 木活字

本까지 수록되어 있으며, 모두 188종인데, 법률서는 다음 5종이다: 경국  紙 

7卷 15張, 후속록 紙 1卷 8張, 명률 紙 8卷, 詞訟錄 紙 1卷, 決訟類抄 紙 1

卷 5張.55)

먼  “冊版目錄”에서 법률서의 비율은 체에서는 987종  24종으로 2.4%를 

차지하며, 사부 내에서의 비율 20.9%(24/115)이다.  “書冊印紙數”에서는 1576

년 이 에는 거의 유통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후에도 경국  

정도만 유통되었을 뿐 거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18세기 엽에는 188종 가

운데 5 내지 6책으로 비율은 2.7% 내지 3.2%이다.56)

52) 議刑易覽의 오기로 보인다. 
53) 단순히 당률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당률소의가 아닌 唐詩일 가능성도 있다.
54) 金致雨, 앞의 책, 32-3면.
55) 앞의 책, 4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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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고사촬요의 책 목록과 비되는 것으로 규장각의 도서목록을 선택하

여 법률서 소장 황을 조사하 다.57) 이에는 서울 학교 규장각에서 2005년에 

발행한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해설집 4에 수록된 ｢규장각목록소재도서 

재소장여부조사표｣를 활용하 다. 조선왕조에서는 궁 에서 각종 도서를 보

하며 이를 목록으로 작성하 다. 이 목록은 왕실도서목록의 에서 정리할 수 

있는데, 28종이 있다. 이  西庫藏書錄, 奉謨堂奉安御書總目, 奎章閣書目, 奎章總

目, 書香閣奉安總目은 규장각에서 체를 별도로 정리하여 조선후기 왕실에서 소

장한 도서를 소상히 알 수 있다. 奎章總目은 1781년(정조 5) 왕명으로 규장각의 

閱古觀과 皆有窩에 소장된 華本에 간략한 해제를 붙인 서목이다. 奉謨堂奉安御書

總目은 조선 후기 규장각의 모당에 소장되어 있던 御製, 御筆, 御畵, 顧命, 遺

誥 등 어서의 총목이다. 모당에 안된 기록들은 1785년(정조 9)에 보수하여 

모당으로 이 하 다. 이는 조 의 기록이 부분을 차지한다. 이 서목에는 

성격상 법률서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奎章閣書目은 두 종이 있는데(규11670, 규11706), 규11670본으로 생각된다.58) 

이는 규장각이 1868년(고종 5)에 경복궁으로 이 되기 약간 에 작성된 서목이

다. 서목의 구성은 閱古觀書目(附新內下⋅隆文樓⋅隆武樓), 西庫書目, 摛文院書目

이 각각 1책으로 작성되어 서가별로 목록이 구분되어 있다. 체 으로 보아 규

장각도서의 서가목록으로 사용되었다. 제1책 閱古觀書目에는 附新內下와 隆文樓

⋅隆武樓의 서목이 있는데, 후자는 교서 의 서고 으므로, 교서 의 서목으로 

볼 수 있다. 書香閣奉安總目은 창덕궁의 書香閣에 보 한 국왕 련 자료의 목록

이다. 작성연 는 철종  이후로 추정된다. 西庫藏書錄은 규장각의 서고에 수장

된 도서의 목록으로 한국본 심이나 국본도 있다. 편찬 시기는 1865년 내지 

1866년이다.59) 조사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56) 전후속록을 1책 또는 2책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57) 전자는 지방의 서적목록, 후자는 중앙, 특히 왕실의 서적목록인 점에서 비대칭적이다. 

하지만 전기와 후기의 성격이 같은 서적목록을 발견하지 못한 현재로서는 부득이한 
상황이다. 

58) 위 “조사표”에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하였다. 그러나 후술하는 新律
綱領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닐 수도 있다.

59) 이상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편, 규장각 소장 왕실자료 해제⋅해설집 2(2005), 539-5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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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고(1,800) 서(3,700) 총(700) 향(179) 계(6,475)

경국 4 4

고사촬요 4 2 6

당률 1 1

명률 2 2

명률강해 1 1

명률목록 1 1

명회 1 1

속록 1 1 2

통편 2 4 1 7

회통 1 1

후속록 2 2

청률례 1 1

청률 1 1 2

청회 1 1

무원록 1 3 4

무원록언해 4 4

사송유 1 1 2

수교집록 2 2

신보수교집록 1 1

심리록 1 1 2

字恤典則 1 3 4

록통고 1 1

률통보 1 1

田制詳定 1 1

증수무원록 2 2

증수무원록언해 1 1

추 지 1 1

탁지정례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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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고(1,800) 서(3,700) 총(700) 향(179) 계(6,475)

탁지지 1 1

통문 지 3 6 9

16(0.9) 50(1.4) 3(0.4) 2(1.1) 71(1.1)

刑部重囚招冊 1 1
국서60)

일본서
刑書統會 1 1

新律綱領 1

* 고: 西庫藏書錄 서: 奎章閣書目 총: 奎章總目 향: 書香閣奉安總目

 표에서 보듯이 법률서의 비율은 체 목록에서는 6,475책 가운데 71책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률서가 가장 많이 등재된 목록인 奎章閣書目에서는 

3,700책 가운데 50책으로 1.4%를 차지하고 있다.61) 

조선시 에는 법 을 편찬하여 반포하 지만, 구체 인 부수는 거의 알려져 있

지 않다. 다만 세종 인 1426년의 신속육 과 등록을 각각 800벌과 100벌을 인

쇄한 것이 유일한 기록이다. 그리고 종 인 1509년에 경국 을 1천벌 인쇄

한 기록이 남아 있다. 서책은 서울에서 일단 출 을 한 다음 지방에서 필요한 서

책을 飜刻하여 인쇄하 다. 통편을 편찬한 후 서울에서는 220부를, 지방에서 

필요한 것은 각 監營에서 인쇄하도록 하 다. 8도이므로 각 감 에서 100부만 

인쇄하 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천부는 될 것이다. 이를 보면 법 은 개 1천벌 

내외로 인쇄한 듯하다. 주로 리들에게 승진 등의 요건으로 규정하여 학습을 강

조하는 등으로 법 의 보 에 많은 노력을 기울 다. 체 으로 본다면 법의 

요성과 국가의 시책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잠정 으로 법률서는 장서나 유통 등

의 면에서 크게 시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62) 

60) 중국서 2책은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新律綱領”은 1871년에 반포
된 것으로 중국법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新律綱領”이 수록된 점을 보면 이 목록이 
1871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어쨌든 본고의 취지와는 다른 종류의 책
이므로 통계처리에서는 제외하였다. 

61) “大淸律” 등 조선에서 간행되지 않은 책과 엄격한 의미에서 법률사례집으로 볼 수 없
는 책까지 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법률서의 비율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62) 물론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발굴⋅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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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법률서로 본 조선사회의 성격

1. 법치주의의 확산

조선시  법률서의 편찬과 출 을 통하여 조선사회의 성격에 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조선 기의 특징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기본법 은 많은 논란을 거쳐 

편찬되었다. 둘째, 국법서가 수입⋅활용되었다. 셋째, 사찬법서가 편찬되었다.

조선 기에 편찬된 표 인 법 은 기본법 인 경국 과 이를 잇는 속

록과 후속록 등을 들 수 있다. 기본법 의 탄생과정은 그야말로 忍苦의 과

정, 難産의 결과이었다. 태조  경제육 은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태종, 세종 까

지 계속 논란을 거치면서 수정⋅증보되었고, 문종 에도 논의가 사라지지는 않았

다. 경국 은 세조 에 착수하여 일단 완성이 되었으나 차탁마를 거듭하여 

성종 에 최종본이 등장하 다. 그리고 속록도 성종에만 다른 내용으로 두 

차례 편찬되었으며, 후속록은 종 에 일차로 편찬되었으나 곧 폐기되고 명

종 에 다시 편찬되었다. 

이러한 법 편찬을 둘러싼 논의과정은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세우기 한 과

정과 노력이었다. 선 의 정자들이 표방한 실질 인 통치이념은 바로 법치주의

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한 세기 동안 지속 으로 법 편찬에 심을 기울

다. 그리고 법 을 편찬함과 동시에 인쇄⋅반포하 다. “臣民들로 하여  모두 

법을 세운 것을 알게 하고 … 무릇 사람이 죄에 빠지는 것은 그 법을 알지 못하

기 때문”(세종 15. 3. 5)이라고 인식하 으며, “ 개 백성을 휴양해 生息하도록 

하는 것은 임 의 先務이나, 법을 세우고 제도를 정하는 것도 한 늦출 수 없는 

일이다.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며, 법을 세우는 것은 

세상을 규제하는 한 방법으로서 원래 이것은 거행하고 것은 버릴 수도 없는 

것이어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것”(세종 1. 7. 5)이라고 하여 법을 세우는 것, 

즉 법 편찬이 바로 애민정신의 발로임을 인식하 다. 조선 기 법 편찬은 민본

정신을 법치주의를 통하여 실 하기 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애민정신이 직 으로 드러나는 분야는 백성들의 생명⋅안 와 직결되는 형

사법 분야이다. 특히 재 에서는 經驗과 先例가 요하기 때문에 국의 법서와 

사례집 등을 수입하여 활용하 다. 국의 명률은 형사법의 일반법으로 측가

능한 형사법서로 활용되었고, 무원록은 억울함을 씻어 주기 한 법의학서로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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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었다. 그리고 각종 국의 법해설서나 사례집은 구체 인 형사재  등에서 

활용되어 흠휼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토 가 되었다. 

법 이 편찬되고 이것이 리 알려져 규범체제가 완비되어도 실제로 법을 집

행하는 리 등이 이를 이해하여 수하지 못하는 법은 법일 뿐이다. 리들이 

애민사상에 바탕을 둔 민본정치를 실천하려고 애를 써도 방 한 법 과 수시로 

제정되는 수교를 일일이 이해하는 것은 힘에 벅찬 일이다. 이러한 애로를 해결

하기 해 실무지침서에 가까운 사송유취 등 사찬법서가 편찬되어 리 보 되

었다.

양란의 혼란을 겪은 조선후기에도 법 의 편찬은 여 히 활기를 띠었다. 조선

후기의 특징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개병법령을 종합한 수교집록 등 수

교집과 법 과 수교를 종합⋅정리한 록통고 등 명실상부한 종합법서가 편찬되

었고, 이를 토 로 속 과 회통 등 기본법 이 지속 으로 편찬되었다. 둘

째, 추 지 등 사례집이 편찬되었다. 셋째, 고종 에는 삼정문란을 극복하고 국가

체제를 재확립하기 하여 법 은 물론 각종 행정사례집이 간행되었다. 

수교는 개별사안에 한 단으로 내용도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산재해 있

어 실제 법의 집행에 혼란을 가져오는 등 법의 통일을 해하 다. 이를 극복하

기 해서는 우선 으로 이를 종합할 필요가 있다. 수교집록 등의 편찬은 바로 

법의 통일, 나아가 법치주의를 실 하기 한 임시의 조처 고, 기본법 인 속

의 편찬은 흥기를 맞이하여 법의 통일로 국가를 법치주의의 새로운 반석 

에 세우려는 國家再造의 노력이었다. 그리고 사례집의 편찬은 조선의 법경험을 

집성하는 것으로 자주 인 법문화, 나아가 법치국가를 확인하는 요한 작업이라

고 평가할 수 있다. 한 추상 인 법규범을 구체 인 사건에 용한 사례집의 

편찬은 더 이상 자의 인 법해석을 용납하지 않고 역사  경험, 조선인의 심성에 

합당한 법을 집행하려는 법치주의의 體化의 과정이었다. 

조선 기, 법 의 편찬과 보  그리고 이를 통한 애민사상과 민본정치의 실

은 물  토 를 도외시하고는 불가능하다. 물  토 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인쇄술

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개략 으로 법 은 개 1

천부 정도 출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려 이래의 인쇄술의 발달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法治主義’, ‘法의 支配’의 에서도 더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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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서와 왕권

법 편찬은 한편으로는 왕권을 강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왕권을 제약한다. 

실제 역사상으로는 법치주의는 제도에 의한 통치, 즉 인  권  내지 통치 ―德

治主義 내지 人治主義― 에 한 부정에서 출발하 다. 

조선시 , 법의 근원은 국왕이었고, 법 편찬은 왕권을 강화하고 국왕의 권

를 더 높이는 역할을 하 다. 이 에서 선 의 국왕은 지속 으로 법 편찬에 

심을 가졌다. 특히 왕권에 正當性이 결여된 세조는 종 의 고식 인 법 편찬

을 止揚하여 자손 로 수할 萬世成法인 경국 의 편찬에 착수하 다. 특히 

세조는 경국 의 개별조문을 직  筆削하 다(세조 4. 윤2. 22/ 24/ 7. 4. 15). 

특히 史臣도 형 과 호 은 세조가 직  지은 ‘御製’로 인식하 다( 종 1. 9. 

27). 특히 최종 경국 을 편찬하면서 성종은 大明律의 63)에 따라 경국 을 

감교한 후에는 경솔하게 개정하지 못하게 하고, 개정을 청하는 자를 처벌할 것을 

제의하 다(성종 15, 4. 8).

법 의 편찬은 법치주의의 완성으로 ‘人格的 支配’를 극복하고 ‘制度的 統治’

를 선언하는 것이다. 그 기 때문에 왕권을 제약하는 기능을 하 다. 그래서인지 

경국 과 ⋅후속록  경국 주해에는 서문이나 문 등에 국왕의 인

격이 면 으로 등장하지 않고, 다만 신하들이 군주의 업 을 칭송하는 것에 그

칠 뿐이다. 

그러나 후기의 법 은 경국 과 기존 列聖들의 수교를 정리한 것으로 법

편찬 자체에는 조나 정조는 세조보다 기여한 바가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序文이나 箋文 외에 “英廟御製題續大典卷首勉勅後昆”, “英廟御製續大典小識復

勅群工”, “正廟御製大典通編題辭” 등이 있으며, 특히 조는 육 의 첫머리에 御

製御筆을 두어 속 을 편찬⋅반포하는 의의를 밝혔다.64) 

 조선후기의 특징 인 상으로는 國王이 내라는 명령 내지 訓諭인 “綸音”

이 많아졌다. “조선왕조실록(원문)”에서 “綸音”을 검색하면 체 672건이 나오는

63) 명 태조는 1397년(洪武 30) 대명률을 최종적으로 반포하면서 수정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變亂祖制”의 죄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실제 대명률은 1585년(萬曆 13) 대명률
부례를 편찬할 때 55자를 고친 것 외에는 명말까지 수정되지 않았다. 정긍식⋅조지만, 
앞의 해제, 10-11면.

64) 속대전 편찬과 관련된 정치적 배경 등에 대해서는 앞의 홍순민의 연구가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속대전보다 典錄通考를 높이 평가하는 견해에는 찬성하지 않는다(주 3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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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조가 158건, 정조가 196건으로 모두 354건이며, 이는 체의 53%를 차지

한다.65) 윤음은 내용이나 상이 다양하지만, 서를 통한 체계 인 법령의 제정

이 아니라, 법의 궁극 인 권 자인 국왕이 직  내리는 것이다. 윤음은 제도를 

통한 법제정이 아니라 국왕 개인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국왕의 개인  인격의 

발로로 악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후기로 갈수록 제도에 의한 통치보다는 인격에 의한 통치

가 짙어졌다고 할 수 있다.66) 이러한 경향성의 단 는 인조반정 후인 1642년 晝

講에서 李睟光이 인조에게 과거에서 주자가례와 경국  신에 心經과 近思錄

을 과목으로 할 것을 건의한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67) 

그리고 국가경  내지 통치에서 법의 상이 낮아지는 것은 법률서의 보 에

서도 찾을 수 있다. 1585년에 완성된 어숙권의 고사촬요에서 체 987종 가운데 

법률서는 24종으로 2.4%를 차지한다. 그런데 조선후기 규장각의 표 인 서목 

5종에서는 법률서는 체는 1.1%,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규장각서목에서도 

1.4%로 그 비율이 반으로 낮아진다. 특히 고사촬요는 앙 서가 아닌 지방에 

소장된 서 목록임을 감안하면 그 의미는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반 으로 볼 때 조선 기에는 국가경 에서 법이 차지는 비 이 높았고 그 

결과 법률서의 인쇄와 보 이 활발하 다. 한 법 편찬 등에서도 국왕이 아주 

긴 하게 여하 어도 국왕 개인의 인격 내지 의지가 면에 등장하지는 않았

다. 조선 기의 경우, 법 편찬과 련된 왕조실록의 기사는 비교  자세하다. 하

지만 후기의 경우는 소략하며, 추 지 등의 편찬과 련한 기사는 더욱 그러하

다. 특히 국가의 두 기둥인 재정과 군사에 한 내용을 수록한 만기요람의 경우, 

왕조실록에는 편찬과 련된 기사는 거의 없다.68)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1차 으

65) 윤음에는 중국 황제가 내린 윤음, 그리고 수정실록 등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많을 수 있다. 또 내용적으로 법으로 볼 수 없는 윤음도 있을 수 있다. 하지
만 영⋅정조대에 집중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향후 치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66) 이를 막스 베버(Max Weber)의 표현을 빌면 카리스마(Charisma)적 지배라고 할 수 있다.
67) 인조실록; 인조 2. 9. 9. “요즈음 선비들의 풍습이 조금도 좋게 성취되는 효과가 없습

니다. 心經과 近思錄을 실천하는 선비가 이미 하나도 없게 되었으니, 어떻게 그들을 
힘입어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는 아름다움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대저 인재를 성취
시키는 길이 하루아침에 크게 고쳐질 수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신의 소견으로는 성균
관과 四學의 선비들에게 심경과 근사록을 誦習하도록 하고, 과거를 보일 때에 우선 가
례와 대전 대신에 이들 과목으로 선비를 뽑는 程式을 삼게 한다면 반드시 효과를 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인조는 관례이기 때문에 따르지는 않았지만 발언 그 자체에 대
해서는 수긍하였다.



鄭 肯 植 [서울 학교 法學 제48권 제4호 : 88～123116

로는 기에는 경국 을 비롯한 법 이 주 상이었고, 후기에는 법 은 물론 

사례집이라는 ‘법 ’과 ‘법서’라는 요도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법과 법

서에 한 사회  인식의 변화가 더 근본 인 원인일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은 2

차사료로 편찬자들의 시각이 반 되기 마련이다. 국가를 세우고 제도를 마련하는 

조선 기에는 법의 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따라 법과 제도 등에 한 심이 

높았기 때문에 자연히 왕조실록에도 련기사가 많이 수록된 것이다. 하지만 국

가제도가 정비된 후기에는 이에 한 심은 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왕조실

록에도 법에 한 기사가 어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특히 조

선후기에는 제도에 의한 통치보다는 국왕의 개인  역량 ―정치 이든 인격 이

든― 에 의지하여 조선사회를 유지하 다. 그래서 법률서의 보 도 보다 활발

하지 않았다. 법률서의 보 을 신한 것이 국왕의 권 가 면에 등장하는 綸音

이다. 특히 윤음은 많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한문 때로는 한

로 번역하여 鑄字로 印刊하여 반포하 다.69) 

Ⅵ. 맺음말

조선은 태조즉 교서에서 법치주의를 표방하 으며, 이를 실천하기 해 지속

으로 법 과 법서 등을 편찬하 다. 이는 고려 말의 법 실에 한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개별 인 왕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객  규범과 통일된 법 에 

바탕을 두고 국가를 경 하려는 의지가 반 된 것이다. 따라서 고려에서 조선으

로의 환은 법제사 으로도 발 이며, 조선시 의 법제사  특징을 통일법 의 

시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치주의의 실천은 법을 리는 물론 백성들에게도 

사 에 알려야 하는 것이 제조건이므로, 인쇄기술의 발달이 없이는 불가능하

다. 특히 ⋅정조 에 짧은 기간 동안 300여 건의 윤음이 반포된 것은 조선후

기 인쇄기술의 수 을 단 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기에는 기본법 을 편찬하는데 신 하 으며, 경국 을 잇는 것을 이

념으로 표방하 다. 그리고 애민정신과 민본정치를 구 하기 하여 형사사법에 

많은 심을 기울 는데, 이는 명률을 비롯한 국 법 과 법서의 수용과 발간

68) 김규성, “만기요람 해제”, 국역 만기요람1(민족문화추진회, 1982), 1-6쪽.
69)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개정증보판: 지식산업사, 1989), 123면 참조.



2007. 12.] 법서의 출 과 보 으로 본 조선사회의 법  성격 117

으로 나타났다.  실제의 수용에 부응하여 민사소송에 필요한 조문을 경국  

등 법 과 수교 그리고 명률 등에서 록한 사송법서가 사 으로 편찬⋅발간

된 것도 조선 기의 특징이다. 

조선후기에는 기본법  편찬과 그 제인 수교집와 양자를 종합한 법서가 편

찬되었다. 그리고 조선의 경험을 종합한 사례집이 편찬되었다.  삼정문란 등 

세도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해 고종 에 회통을 비롯한 많은 법서가 

기에 집 으로 간행되었다.  ‘綸音’이 량으로 반포되는 등 법제정의 주체

인 국왕이 면에 등장하 다. 

간행된 법률서의 성격, 그리고 書目에서 법률서가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국왕

이 직 으로 면에 등장하는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면, 기에는 법제도

가 상당히 강조되었다. 하지만 후기에는 여러 모로 법치주의 이념이 퇴색하고, 

국왕의 인격이 강조되었다. 즉 ‘制度에서 人格으로의 回歸’라고 단할 수 있다. 

그 동안 통시  법률서에 한 연구는 편찬 등 자체에 한 연구가 주를 이

루었고, 법률서의 보 과 그 사회  의미에 해서는 거의 길을 돌리지 않았

다. 사료의 非對稱性과 偏在性, 지나친 臆斷 등 본고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첫술에 배부른 법은 없다. 그 첫걸음이란 에 무게를 둔다. 

[보  론]

본고는 2007년 9월 5일, 청주 고인쇄박물 에서 청주고인쇄박물 과 경북  

남문화연구원의 주 으로 개최한 “2007 직지상 시상 기념 동⋅서 인쇄문화 

련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학술 회의 취지는 “<인

쇄술의 발달과 역사발 >이라는 주제 아래에 인쇄기술의 발 과 이를 통한 사

회  역사  향 계를 밝히는 것”이었다. 

지정논평자인 심재우 선생(한국학 앙연구원 교수)은 다음 네 가지를 지 하

다. 첫째, 기의 법서발간부수 1천부는 무 많으며, 배포처는 어디 는가? 둘

째, 법  등이 한자로 되어 있어서 하층신분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실

록 등에는 사 부들의 법률지식의 부족을 지 하고 있는데, 지방단 에서의 법지

식은 어느 수 이었는가? 셋째, 후기에는 법 편찬이 활발해지고  사법제도가 

정비되었다는 것이 일반 인 이해인데, 일반 인 이해와는 달리 후기에는 ‘제도

에서 인격으로 회귀’하 다고 규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목 본, 목

활자본, 속활자본 등으로 구체 으로 법 과 법서의 출 경 를 규명하면 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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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 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질문이었다.

우선 마지막 질문은 필자의 역량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생략한다. 첫째, 통

편의 에서 보듯이 법 의 출 부수 1천부는 일반 이었다고 생각한다. 배포처

는 앙과 지방의 각 서이었으며 지방의 郡이나 縣까지에도 법 은 배포되었

을 것이다.  일부는 內賜本으로도 활용되었을 것이다. 물론 지방은 물론, 앙

서의 장서상황을 알 수 없는 재로서는 추측에 불과하다. 둘째, 1583년(선조 

16) 李涵⋅金士元 奴婢訴訟에서 당사자들이 법 의 조문과 수교를 제시한 에서 

보듯이 지방에도 상당한 법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존재하 다. 특히 주목할 존재

는 ‘外知部’이다. 이들은 법지식을 바탕으로 소송을 도와주고 리한 사람이었다. 

이들은 정부의 강력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까지 여 히 존재하 다(조윤

선, 조선후기 소송연구[국학자료원, 2002] 참조).  순조 연간의 私撰書式集인 

‘儒胥必知’는 법지식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책이다. 새로운 연구과제를 제시한 

심재우 선생께 감사를 드린다.

역사학계의 일반 인 견해와 다르게 ‘제도에서 인격으로 회귀’ ―어쩌면 부정

 평가를 내포하고 있는― 라는 필자의 입장에 하여 한 연구자는 사석에서 

강력하게 반 의견을 제시하 다. 그 근거로 통편을 편찬할 때 개별조문에 

한 논의를 들었다. 비 에 한 필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새로운 거 한 연

구과제이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몇 가지 사항 ―향후의 연구주제― 만 언 한다. 

첫째, 개별조문에 한 논의만으로는 부족한 느낌이다. 본격 인 법 논변은 개

별구체 인 사실을 법조문에 포섭하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조선후기에는 이러한 

논의가 기에 비해 격히 어든다. 이는 명률의 수용과 정착에 한 조지만

의 연구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다. 재로서는 가설의 단계이지만 법 단

에서 후기에는 법논리보다는 ‘상황논리’ 는 忠孝貞節 등을 내포하는 ‘綱常倫理’

가 우선하 다고 생각한다. 상당한 수의 역사학자들은 조 와 정조 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평가도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는 19세기 

이후 조선의 상황, 즉 삼정문란과 식민지화의 역사  여정에 해서는 아무런 설

명이 없다. 왜 정조의 승하와 거의 동시에 세도정치와 삼정문란이 발생하여 조선

이 피폐하게 되었는지? 왜 찬란한 18세기 말의 조선이 불과 1세기 만에 ‘후발’제

국주의인 일본에 의해 식민지로 락하 는지? 이에 해서는 아무런 설명과 해

석을 주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제도,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도에 토

를 두지 않은 인격  지배는 국왕 ‘개인’의 사망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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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의 인격  지배에도 강 이 있다. 이는 齊民支配를 철하려는 국왕의 

의지이다. 土豪들의 침학과 수탈로부터 양민[小民]을 보호하려는 愛民精神에 바탕

을 두고 사법제도를 개 하 다. 그러나 그 성과는 당 뿐이었다. 이는 제도에 

기반을 둔 조선 기의 사회체제가 양란을 거친 후에도 비교  쉽게 회복된 역사

 사실과 비가 된다. 이 거 한 주제에 한 필자의 앞으로의 연구를 약속하

며 아울러 많은 연구자들의 질정을 기다린다.

주제어: 법서의 출 , 법서의 보 , 법문화, 법 편찬, 인쇄기술, 고사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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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ssay on the Legal Aspects of Chosun Society by 
Publications and Spread of Legal Books

 70)Geung Sik Jung*

In this article, I analyze legal aspects of traditional Korean Society by 

publications and spread of legal books. In Chosun Dynasty (1392∼1910), Codes 

and legal books were published and spreaded continuously from Taemyunglyulchikhae 

[大明律直解] (1395) to the Penal Code of the Imperial Korea [刑法大全] (1905). 

These facts were possible owing to social atmosphere. So Chosun Society is 

estimated as the society of ‘rule of law’.

In the former Chosun Dynasty, features of publications and spread of legal 

books are as follows: compilations of fundamental codes as like Kyungkuktaechun 

[經國大典], importations and uses of Chinese legal books as like Taemyunglyul 

and Muwonrok [無寃錄], publishings of private legal books as like Sasongyuchwi 

[詞訟類聚]. In the latter Chosun Dynasty, they are as follows: compilations of 

total codes in which the former codes and regulations were collected as like 

Soktaechun [續大典], compilations of legal cases and precedents as like Chukwanchi 

[秋官志], in King Kochong [高宗], diverse compilations of laws and cases as like 

Taechunhoetong [大典會通] and Yukchunchorye [六典條例] to restore the governmental 

systems. 

To know spread of legal books, I survey Gosachwalyo [故事撮要] and the 

book-lists of Kyuchangkag [奎章閣]. As the results, totally it was very low, but 

the importance of legal books was higher in the former Chosun Dynasty than 

the latter relatively. In the latter, Kings were emphasized in codifications, and 

Yuneum [綸音] which was Kings’ decrees was promulgated in a large. Especially, 

the King Yung-Chungcho [英正祖]’s those were over half in the tot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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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I think principle of ‘rule of law’ was important in the former Chosun 

Society, but its importance was lower in the latter. I decide the phenomena as 

‘return from system to personality’. And I hope to criticize and debate my 

theme.

Key words: publication of legal books, spread of legal books, legal culture, 

codification, art of printing, Gosachwaly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