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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머리말

법제사 연구의 출발점은 法源史이다. 그렇지만 법학계에서는 연구인력의 부족으
로, 사학계에서는 법에 대한 인식의 결여로 법원사를 홀대하여 제대로 된 연구서

조차 없는 실정이다. 근래 역사학계에서는 법전과 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

하 고,1) 때맞추어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자료총서사업의 일환으로 기본법전을 

해제와 함께 출간하 다.2) 

대전회통은 고종 2년(1865)에 편찬된 조선왕조 최후의 종합법전으로, 1785년(정

조9) 대전통편 반포 후 약 80년만에 편찬되었다. 대전통편 반포 후의 수교 가운데

서 구히 준수해야 할 것뿐만 아니라 祖宗成憲尊重主義에 따라 經國大典, 續大
典, 大典通編을 집대성한 종합법전이다.3) 
이전의 經國大典 등 세 법전을 종합한 大典會通만으로도 조선시대 전체 법제의 

* 이 논문은 2000년도 BK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본 논문을 작성함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권재문 조교가 자료조사를 도와주었으며, 

{敎式啓草}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안승준 전문위원의 도움으로 열람할 수 있었다. 또
한 韓國法史學會 제53회 定例學術發表會(2000. 1. 28)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린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1) 한상권, ｢조선시대 법전 편찬의 흐름과 각종 법률서의 성격｣, 역사와 현실 13(한국역사

연구회, 1994), 302∼320면.

2) 규장각에서 발간한 법전은 다음과 같다. 1997년: 經國大典(解題 南智大), 大典續錄, 大
典後續錄, 經國大典註解(이상 1책; 解題 南智大), 各司受敎, 受敎輯錄, 新補受敎輯錄(이
상 1책; 解題 具德會), 典錄通考(2책; 解題 梁晋碩), 1998년: 續大典(해제 洪順敏), 大典
通編(2책; 해제 廉定燮), 典律通補(2책; 해제 沈載祐), 1999년: 大典會通(2책; 해제 鄭肯
植), 六典條例(2책; 해제 延甲洙), 2000년: 銀臺便攷(2책), 兩銓便攷, 銀臺條例(이상 1책; 
해제 吳洙彰) 그리고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에서 원문․역주 신보수교
집록(청년사, 2000)을 번역․발행하 다. 

3) {大典會通}  凡例 “一以經國大典續大典大典通編 合部而 通編以後受敎及稟奏定式 今所見
行者 會粹添補 通爲一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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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을 개관할 수 있다. 그래서 식민지기에 조선총독부는 大典會通을 한국의 관습 
또는 사회와 역사의 특질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인식하 다. 淺見倫
太郞은 大典會通에 經國大典 등 三典을 모두 수록한 사실에 주목하고, 여기에서 
준법정신의 미약과 贓吏의 폐풍 등 조선사회의 폐단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찾았
다.4) 朝鮮總督府에서 법전편찬사를 기획하면서 조선초기 經濟六典(1396년 편찬)부
터 法規類編(1902년 편찬)까지 다루면서 大典會通과 六典條例를 같이 설명하 다. 

여기에서는 經國大典과 續大典, 大典會通 목록을 피상적으로 비교하 다.5) 이후에

도 大典會通 序와 凡例 등으로 간단하게 대전회통 편찬과정과 편찬의의를 살펴보
고 전반적인 내용만 소개하 고,6) 대전회통 역주에서도 마찬가지 다.7) 

본고에서는 대전통편에 대한 보완논의에서 출발하여 {承政院日記}  등 연대기와 
{入朝日錄}와 {敎式啓草} 등을 통하여 대전회통의 구체적인 편찬과정을 검토한 
다음 체제와 의의를 살펴보고, 편찬 의의를 논구하기로 한다.

Ⅱ. 編纂過程

19세기말은 조선사회의 전환기이었다. 강력한 왕권으로 개혁정치를 지향하던 正
祖가 승하한 후 純祖, 憲宗, 哲宗이 즉위하면서 정치실권을 老論名文家가 장악한 
勢道政治가 전개되었다. 세도정치기에는 田政, 軍政, 還穀 등 三政이 극도로 문란
하 고, 1830년대부터 이양선의 출몰과 서양의 중국침략은 조야에 많은 혼란을 야

기하 다. 게다가 신유사옥 때(1801) 종교의 자유를 위해 프랑스에 군대의 파견을 

요청한 黃嗣永의 帛書가 발각되자 서양에 대한 危懼는 더욱 증대하 다. 19세기 

중엽 조선은 안으로는 삼정의 모순과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이라는 내우외환의 와

중에 있었다. 

안동김씨 세도정치하에 사회가 극도로 불안하고 밖으로는 서양열강들이 중국에 

침투해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1863년 철종이 後嗣를 남기지 않고 승
하하자, 興宣大院君 李昰應의 아들이 高宗으로 즉위하 다. 흥선대원군은 19세기 

4) 淺見倫太郞, 朝鮮法制史稿(巖松堂書店, 1923), 324면. 
5) 朝鮮總督府 中樞院, 朝鮮舊慣制度調査事業槪要(1938), 115面; 麻生武龜, 李朝法典考(朝

鮮總督府 中樞院, 1936), 203∼266面; 조선총독부에서 같은 목적에서 經國大典(1938년), 
大典續錄, 大典後續錄, 經國大典註解(1935년), 各司受敎, 受敎輯錄, 新補受敎輯錄(1943
년), 續大典(1935년), 校註 大典會通(1939년)을 지속적으로 발행하 다.

6) 延正悅, ｢大典會通에 關한 一硏究｣, 논문집  14(한성대학교, 1990, 253∼268면; 韓國法典
史(학문사, 1997), 310∼330면에 재수록.

7) 李鍾日 외, 大典會通 硏究: 卷首․吏典編(한국법제연구원, 1993), 3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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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의 외척세도의 閥閱政治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인재를 널리 구하 으며, 

국가재정의 확보를 위해 서원을 철폐하고 전정과 환곡을 재정비하 다. 그리고 관

료정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備邊司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복설하 다. 그리고 왕

권을 강화하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하 다.8) 국가의 통치제도를 재정비하고 권위

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통치규범의 정비, 즉 법전편찬은 필수적 요청이었다. 그래

서 즉위 초에 대전회통의 편찬에 착수하 다. 

1. 編纂 준비 논의

법전편찬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9세기 초 대혁명 후 프랑스

에서처럼 특정이념과 이성에 따라 연역적으로 법전을 편찬하는 방식과 19세기 후

반 독일에서처럼 학설을 종합․정리하는 방식이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배경에서 

제정․공포된 개별법령을 종합하는 방식도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마지막 방법이 

보편적인 것으로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로, 經國大典 이하의 법전이 편찬되었다. 
조선시대에 제정법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왕의 명령이다. 왕의 명령은 “敎”라고 

하며 이것이 형식화된 것을 “王旨”, “敎旨”라고 하고 각 관청에 하달된 교지를 시
행하는 의미에서 “受敎”라고 하 다. 六曹 등 해당관청이 모두 이러한 입법을 하
기 때문에 법의 수는 아주 급속히 늘게 되었다. 그래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 전후

규정이 다르거나 각 관청 상호간에 법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생기게 되어 관리들

과 백성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법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을 통일

시키는 것이 법전편찬이었다.9) 개별수교는 일차적으로 大典續錄, 受敎輯錄 등 ‘錄’
의 형태로 정리되며, 최종적으로는 經國大典 등 ‘典’의 형태로 종합되어 구히 준
수해야 할 祖宗成憲으로 된다.10) 그러나 개별수교의 종합정리라는 법전편찬의 방
식은 편찬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항상 불완전하 다. 편찬 당시에 누락된 수교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교는 언제든지 등장하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조선왕조는 지속적으로 법전을 편찬하여 법령의 통일을 꾀하 다.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법전을 편찬하려는 의도와 달리 불완전성 때문에 법전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은 편찬 직후부터 나타났으며, 1785년 대전통편 편찬 후에도 마

찬가지 다. 1794년 右議政 李秉模은 대전통편을 편찬할 때 누락된 수교와 그 후

8) 이상은 한 우, 다시 찾는 우리 역사(경세원, 1997) 제4편 제9장 “19세기 전반 서울과 

지방의 갈등”, 제5편 제1장 “문호개방과 개혁운동(1863∼1894)” 부분을 요약하 다. 

9) 朴秉濠, 조선초기의 법원, 韓國法制史攷(법문사, 1974), 406∼407면 참조.
10) 법전편찬과정과 수교와 록, 전 등의 관계에 대해서는 金池洙, 受敎의 法的 性格과 理

念, 韓國法史學論叢<박병호교수환갑기념 Ⅱ>(박 사, 1991); 洪順敏, 조선 후기 法典 編
纂의 推移와 政治運營의 변동, 한국문화 21(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8), 170∼
17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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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포된 수교를 受敎輯錄의 예에 따라 수집하여 매 3년마다 대전통편에 첨입할 
것을 상주하여 윤허를 받았지만,11) 그의 奏請은 실현되지 않았다. 3년 후 그는 다
시 備局堂上 趙鎭寬과 李書九가 분장할 것을 주청하여 윤허를 받았다.12) 이후 조
선왕조실록 등에 대전통편을 다시 편찬하 다거나 수정하 다는 기사가 없는 것

으로 보아 이 역시 실현되지 않았다. 

대전통편 편찬 이후 법령 집성의 방향은 법전의 수정편찬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

사무에 대한 법령을 종합하는 것으로 선회하 다. 1808년(순조 8)에 {萬機要覽}을 
편찬하 는데, 이는 국가의 재정․경제의 제도와 실정 및 그 운용에 대한 <財用編
>(6卷)과 국내 군사의 체제와 군정을 집행하는 각 기관과 진 의 직장과 경비조달 

방법을 서술한 <軍政編>(5卷)으로 구성되어 있다.13) 
그후 1838년(헌종 4)에도 대전통편의 보완은 재론되었다. 右議政 李止淵은 당시

의 인사가 문란하고 또 근래에 대전통편 조문이 준행되지 않아, 釐正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조와 병조에 준수를 명할 것과 政格의 수교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은 
문헌이 불비한 것에서 연유하므로 兩銓曹에서 수교를 정리하여 책으로 편찬하여 
구히 준행할 것을 주청하니 헌종은 허용하 다.14) 그러나 세도정치 하에서 관료

질서의 확립은 기대되기 어려워 이 주청은 실현되지 못하 다. 새로운 법전편찬은 

세도정치의 폐해를 극복할 의지를 가진 흥선대원군의 집권기에야 가능하 다. 

2. 編纂過程

흥선대원군은 부분적으로 備邊司의 폐지와 議政府의 復設, 宗親府의 위상강화 
등의 관제를 개혁하여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 다. 그러나 부분적인 관제개정만으

로는 개혁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도의 개혁이 요구되

어 大典通編의 補刊에 착수하 다. 

11) {正祖實錄}권41 正祖 18년 10월 癸未 “右議政李秉模啓言 聖上御極後 節目定式及受敎定
式 俱載通編 而亦或有不載於通編者 又有通編頒行後新定式 備堂中差出編輯堂上 謹依受
敎輯錄例一一蒐輯 繼又每三年添編 以至億萬年著以爲式 實合遵奉之道矣 從之”(국사편찬
위원회 인, 조선왕조실록  제46권 517면 a[이하에서는 실록 46-517a로 약칭하며, 한 

면의 순서대로 a, b, c, d로 표시함]).

12) {正祖實錄}  권46 正祖 21년 윤6월 甲辰 “右議政李秉模又啓言 臣於年前 以當宁受敎定式
之當添入大典通編之意仰奏矣 請備局堂上趙鎭寬李書九 分掌編輯 允之”(실록  47-29a).

13) {萬機要覽}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2권으로 번역하여 민족문화추진회에서 
1971년에 발행하 다. 이에 대해서는 金奎聲의 해제 참조.

14) {憲宗實錄}  권5 憲宗 4년 12월 丁丑 “右議政李止淵啓 <중략> 卽通編所載 而近有不當
爲而冒爲者 此皆不得不更加釐正處也 自今大政爲始 一依古式無或違越之意 分付兩銓 凡
政格之列朝受敎 諸臣筵奏之或行或否 皆由於文獻不備之致 令兩銓曹 廣加搜聚 參酌裁定 
彙成冊子 以爲啓下遵行 永作條例之地 似好故敢達矣 大王大妃敎曰 所奏甚好 依此申飭 
俾有實效 而冊子彙定時 銓官就質于廟堂 以作永久法式”(실록 48-461a).



제41권 4호 (2001) 大典會通의 編纂과 그 意義 327

1) 전체과정

대전회통의 편찬은 1895년(고종 2) 정월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대전통편 편찬 

후의 수교를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하 다. 의정부에서 대전통편 편찬 후 80년 동

안 개정된 것은 各司謄錄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各司謄錄 가운데서 1785년 이후의 
受敎나 定式을 일일이 상고하여 책자로 만들어 3월까지 제출하도록 하 다.15) 이 

작업은 3월중에 완료되어 본격적으로 편찬에 착수하 다. 3월 16일 의정 趙斗淳
은 대전통편 편찬 후 80년간의 수교 가운데 조례와 관련되는 것을 모아 편집하기

로 하고 철종실록이 완성되는 것을 기다려 별도의 기관에서 담당할 것을 주청하

여 趙大妃의 윤허를 받았다.16) 
철종실록의 편찬이 완료되자17) 본격적으로 대전통편 보간작업에 착수하 다. 윤

5월 18일에는 조대비는 李鍾淳에게 전교를 내려 의정, 判府事, 左議政을 總裁官
으로 선정하 으며, 의정부에서는 이종순을 통하여 校書館에 纂輯所를 설치하고, 
(찬집)당상관을 대전통편 찬집례에 따라 차출할 것을 주청하여 윤허를 받았다.18) 

이튿날 趙斗淳, 李裕元, 金炳學을 敎式纂輯 總裁官으로, 金學性, 鄭基世, 南秉吉, 
洪鍾序, 朴珪壽를 堂上官으로 임명하여19) 敎式纂輯所에서 대전회통 편찬을 주도하
다. 이들 당상관들은 법전편찬이 완료될 때까지 他職에 임명되어도 改差되었으

15) {右捕廳謄錄(규15144)}20책 乙丑 正月 28일 <議政府甘結> “右甘結 大典通編之輯 在於
乾隆五十年 而編輯以後 今爲八十載矣 其間亦不無因時制宜變通增損之節 或因筵奏而施行 
或因受敎而定式 具載於各司謄錄是如乎 今不可不收合而會粹 以皈一統 玆以發甘爲去乎 
各司謄錄中 乾隆五十年(1785년[정조 9]: 필자 보충)以後 或因受敎或因筵奏定式諸條 一一
詳考謄寫冊子來納是矣 三月內齊到 無至稽緩不及之弊爲乎矣 萬一違越甘罪不辭”; 捕盜廳
謄錄  중(보경문화사 인본, 1985), 597면 상단.

16) {承政院日記}  高宗 2년 3월 16일[辛亥] “(趙)斗淳曰 大典通編成于正宗乙巳 今爲八十年
矣 其間受敎與稟奏定式之關於條例者 必裒輯一通 臨事審閱 亦率由不忘之義也 待實錄告
功後 別爲開局差出堂郞 以爲分掌會粹之地 恐好 故仰達矣 大王大妃殿答曰 依爲之”(國史
編纂委員會, 承政院日記 : 高宗  1-624하; 이하에서는 日記로 약칭함); {高宗實錄} 권2 
고종 2년 3월 16일(실록 상-181b); 이하에서는 {承政院日記}와 {日省錄}, {고종실록}의 
내용이 같거나 유사하면 {承政院日記}만 인용하기로 한다.

17) {高宗實錄}  권2 高宗 2년 윤5월 16(실록 상 189c).
18) {承政院日記}  高宗 2년 윤5월 18일[辛巳] “傳于李鍾淳曰 通編纂輯時 總裁官 以領議政 

判府事 左議政 爲之 (중략) 李鍾淳以領議政言 啓曰 頃以通編 以後受敎及稟奏定式 開局
續輯之意 經禀承允矣 實錄今已告成 仍以校書館爲處所 名之曰纂輯所 而堂上員數略遵通
編例 政官牌招開政差出何如 傳曰允”(日記 1-746상, 중); 이는 李裕元(1814년[순조 14]∼
1888년[고종 25])의 문집인 {橘山文稿}(奎 古4254-3) 第5冊: <人日編>, 같은 날짜에서
도 확인된다.

19) {承政院日記}  高宗 2년 윤5월 19일[壬午] “傳曰 (중략) 敎式纂輯總裁官三單 領議政趙斗
淳 判府事李裕元 左議政金炳學 堂上五單 金學性鄭基世南秉吉洪鍾序朴珪壽”(日記 1-747
상); 다만 {日省錄}에만 총재관 임명이 18일로 되어 있고, 내용도 “金學性鄭基世南秉吉
洪鍾序朴珪壽 纂輯堂上單付”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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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20) 아울러 각사의 서리들까지 동원하 다.21) 

敎式纂輯 堂上官인 金學性의 일기인 {入朝日錄}22)으로 전체적인 편찬과정을 살
필 수 있는데,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찬집당상관들은 윤5월 25일 교서관에서 總裁官과 堂上官 전원이 회동하여, 吏典
은 홍종서, 戶典은 김학성, 禮典은 박규수, 兵典은 정기세, 刑典과 工典은 남병길
이 분담하기로 결정하 다.23) 매일 교정당상관 1인이 교대로 纂輯所에 나가고 닷
새마다 모두 모이기로 하 다. 

교정당상관들은 3월에 수집된 各司謄錄 가운데 대전통편을 보완할 법령을 선
별․정리하 다. 이 과정에 실록 등을 참조해야 할 것을 대비하여 日省錄 등을 實
錄纂輯의 예에 따라 옮겨 두었다.24) 기존의 수교를 종합하는 작업은 7월에 거의 
완료된 듯하다. 8월 3일 조대비는 통편찬집 업무를 빨리 마칠 것을 명하 다.25) 

이튿날 교식찬집소에서는 찬집작업이 끝났음을 보고하 다.26) 조대비는 행상호군 

김학성, 우찬성 정기세, 대호군 남병길, 남릉군 홍종서, 대호군 박규수를 校正堂
上官으로, 修撰 李敎鉉, 任孝直을 校正郎廳으로, 대호군 남병길을 監印堂上으로, 
應敎 李冕光, 掌令 鄭顯裕를 監印郎廳으로, 前都事 崔瑆煥, 前敎授 張之捖을 別
看役으로 임명하 다.27) 그러나 찬집소의 보고와는 달리 기존의 수교를 정리하는 

20) {承政院日記}  高宗 2년 8월 1일[癸巳] “敎式纂輯所啓曰 本所堂上洪鍾序 除拜知義禁矣 
職務相妨 所帶金吾之任 今姑改差何如 傳曰允”(日記  1-811중); 校正․監印郎廳도 같다. 
{承政院日記}  高宗 2년 10월 22일[癸丑] “敎式纂輯所啓曰 監印郎廳鄭顯裕 除拜獻納矣 
職務相妨 所帶臺職 今姑許遞何如 傳曰允”(日記 1-869중).

21) {訓局謄錄}(藏 2-3400) 高宗 2년 9월 29일 “纂輯所甘結內 總裁官大監敎是分付內 會通
補刊 今旣垂訖 各司書吏之多數 使役無甚緊關 一竝還送本衙”; 延甲洙, 大院君 執政의 성
격과 權力構造의 변화, 한국사론  27(서울대 국사학과, 1992), 217면에서 재인용.

22) {入朝日錄}(奎 古4254-28) 起乙丑正月 止丙寅十月(표지는 “隨筆” 六임); 金學性(1807년
[순조 7]∼1875년[고종 12])이 조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日錄 형식으로 적은 책이다. 표
지서명은 ‘隨筆’로 되어 있으며, 완질본은 8책이었던 듯하나 현재 제2, 5책의 2책이 결
본인 본이다(서울대학교 규장각 홈페이지(http://kyujanggak.snu.ac.kr) 해제 참조). 金
學性은 본관이 청풍으로 1829년에 庭試文科 丙科로 합격하 고, 이후 이조참판 등을 지

냈고, 철종 즉위 후에는 호조, 예조, 형조, 공조 판서 등 요직을 거쳤으며,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후에도 계속 중용되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인물대사전[중앙M&B, 

1999], 504면 참조).

23) {承政院日記}  高宗 2년 윤5월 25일 “(朴齊寬)又以敎式纂輯所言啓曰 本所堂上分房 別單
書入之意敢啓 傳曰知道”(日記 1-752중); 구체적인 분담내역은 {入朝日錄}에만 있다.

24) {承政院日記}  高宗 2년 윤5월 25일 “(朴齊寬)又以敎式纂輯所言啓曰 今此纂輯時 就內閣
日省錄中 多有參訂考閱者 依實錄廳例 從便移來之意敢啓 傳曰允”(日記  1-752중).

25) {承政院日記}  高宗 2년 8월 3일[乙未] “傳曰 通編纂輯之役 斯速竣畢事 分付”(日記 
1-813하).

26) {承政院日記}  高宗 2년 8월 4일[丙申] “差校正堂上 本所啓曰 纂輯今幾告畢”(日記  
1-815상).

27) {承政院日記}  高宗 2년 8월 4일[丙申](日記  1-815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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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집작업은 8월 15일경에 종료된 듯하다. 

<표 1> 입조일록 관련 자료 

날 짜 내  용

윤5. 

19[19]
1) 敎式纂輯廳 堂上官 5인 임명(差下)

25[23] 校書館에서 회동; 六典 분담자 결정
26, 27 進纂輯所
28 進纂輯所; 이후 매일 1인, 매 5일 전원회동

6월 5, 10, 14, 15, 20, 24, 25, 29 進纂輯所
7월 4, 5, 10, 13, 15, 18, 20, 30 進纂輯所

8월2)

3[25] 進纂輯所; 빨리 마칠 것 전교
4[26, 27] 완성 보고; 校正堂上 임명
5, 7, 10 進纂輯所
13

宣惠廳 濬川司 堤堰司 개정, 歸․移葬 給假 개
정
3)

16 吏典割付始役
20 吏典割付畢, 戶典割付始役
21 戶典割付畢, 禮典割付始役
24 禮典割付畢
25 進纂輯所
26 兵典割付始役
27[30] 兵典割付畢, 刑工典已其間割付

9월

1[30] 始刻役
5, 12, 15, 20 進纂輯所
10 凡例成
18 頒饌總裁官以下 來會有慈敎
25[32] 大典通編改稱大典會通事 下敎
26[33] 兩銓便考 編纂 건의4)

10월
5, 16, 30 進纂輯所
20 大典會通 開印

11월

20, 25 進纂輯所
23 大典會通 印役畢
28 大典會通 進上件 封裹
30[34] 大典會通 仍進于仁政殿 豹皮下賜

12월 17[35] 大典會通 완간, 京外頒給, 六典條例 편찬 착수5)
1) [ ]안의 숫자는 {入朝日錄}과 동일한 내용인 {承政院日記}를 인용한 본문의 주
임.

2) 원문은 9월이나, 9월이 중복되므로 8월로 수정함. 

3) 구체적인 내용은 [표 2 : 敎式啓草] 참조.
4) 양전편고는 11월 1일 완성, 3일 頒給. 
5) 六典條例는 1867년 5월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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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종합․정리된 수교를 대전통편의 체제에 따라 분류하 는데, 이것이 ‘割
付’이다.28) 교식찬집소에서 7월 30일 吏典 割付에 착수할 것을 보고하 다.29) 그

래서 吏典은 8월 16일에서 20일, 戶典은 20일에서 21일, 禮典은 21일에서 24일, 
兵典은 26, 27일에, 刑典과 工典은 그 사이에 완료되어 9월 1일에 마쳤다.30) 이어 
9월 1일 板刻作業에 착수하 으며, 9월 10일에는 凡例가 완성되었고, 18일에는 총
재관 이하에게 음식을 내려 노고를 치하하 다. 

법전이 모습을 갖추어 가는 9월 25일에 법전의 명칭을 정하 다. 의정 조두순

은 {大典通編}을 보충한 것이므로 명칭은 그대로 두고, 資政殿, 宣政殿 등의 고례
에 따라 다만 “仁政殿 編輯”을 밝힐 것을 주청하 다. 이에 대해 대비전에서는 기

본 궁전의 건축이 시작되었으니 책이름도 새로 정할 것을 지시하자, 조두순이 중

의를 모아 “大典會通”31)으로 할 것을 건의하여 그렇게 결정하 다.32) 9월 26일에

는 대전회통의 판각이 진척됨에 따라 纂輯所에서 이전과 병전[兩銓]의 조례를 모

28) “割付”의 분명한 뜻은 알 수 없는데, “원고를 나누어(割) 해당부분에 붙이는(付≒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선별한 수교를 해당조문에 배열하는 것이다. [표 2]에서 보듯이 

6월에서 8월초까지 조문화에 대한 논의가 많으며 8월 20일 이후에는 논의도 적고 게다

가 법전에 누락되거나 반 되지 않은 것도 있다.

29) {承政院日記}  高宗 2년 7월 30일[壬辰] “敎式纂輯所啓曰 吏典行當割付矣”(日記 1-809
상); {敎式啓草}  7월 30일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入朝日錄}에는 8월 16일로 되어 있
는데(“吏典割付始役”), “行當”과 “始役”의 차이로 보아 7월 말에는 작업을 준비한 것으
로, 8월에는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30) {承政院日記}  高宗 2년 9월 1일[癸亥] “(金)炳學奏曰 通編割付 今幾告訖”(日記  1-832
하).

31) “會通”은 {周易} <十翼> [繫辭傳] 上 “성인은 세상의 움직임을 보는 방법이 있어 그 
모이고 통하는 것을 보고 그 전례를 행하며, 말을 붙여 그 길흉을 판단한다(聖人有以見
天下之動 而觀其‘會通’ 而行其典禮 繫辭焉 以斷其吉凶).”에 나오는 용어이다. 이를 “사물
이 모이고 바뀌고 통하는 것을 본다(觀看其物之會合變通)”는 것으로 “會”는 “리가 모인 
곳으로 남을 수 없는 곳(會謂理之所聚 而不可遺處)”을, “通”은 “리가 움직여 막힘이 없
는 것(通謂理之可行 而無所礙處)”으로 풀이하 다. 즉 “會通”은 고정되지 않고 시세의 
추이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大典會通”은 이전의 변화를 수용하고 앞으로의 
바뀜에도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불후의 법전이라는 뜻이다(諸橋轍次, 大漢和辭典  5
[大修館書店, 1984], 1006面, “會通” 항목 참조).

32) 이 부분은 승정원일기에는 법전명칭을 따로 정할 것만 나오며, 실록에는 대전회통으로 

결정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 

{承政院日記}  高宗 2년 9월 25일[丁亥] “(趙)斗淳曰 敎式刊役方張矣 有經稟後定之者 今
此書 卽通編原書中補刊者也 仍舊曰大典通編 而纂輯處所 仰遵資政宣政故事 曰仁政殿編
輯 恐合述事之義 故玆敢達矣 大王大妃殿答曰 依爲之 法殿今旣營建 冊名新定 似好矣”
(日記  1-848중) 

{高宗實錄}  권2 高宗 2년 9월 25일 “생략 (趙斗淳)又曰 補刊冊名之稱 以大典會通 自外
爛商者 而[未知; 이 부분은 실록에는 누락되어 日省錄에서 보충하 음]何以爲之乎 敎曰 
通編補刊 名以大典會通”(실록  상-198d); {承政院日記}에는 이튿날부터 “大典會通”이 사
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은 {高宗實錄}에서처럼 9월 25일에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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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兩銓便攷의 편찬을 건의하여 착수하 다.33) 

10월 중순에 판각이 완성되어 10월 20일 大典會通을 인쇄하기 시작하 고(開
印), 11월 23일에는 大典會通의 인쇄가 완료되었다(印役畢). 28일에는 進上할 大典
會通을 포장하여(封裹) 30일에 大典會通을 箋文과 함께 仁政殿에 올렸다. 인정전
에서는 총재관 이하 관원과 別看役, 寫字官, 唱準, 律官, 計士, 捕校, 錄事, 員役, 
工匠 등 대전회통 편찬 종사자들에게 상을 내려 치하하 다.34) 보름이 지난 12월 

17일 경외에 반포하 다.35) 이로써 六典體制에 따른 최후의 종합법전이 빛을 보게 
되었다. 12월 20일 예조판서 金炳國은 原任將臣이기 때문에 대전회통에 따라 政府
堂上으로 다시 임명한 예36)에서 보듯이 대전회통은 반포 즉시 시행되었다. 
2) 조문화 과정

대전회통은 다른 법전편찬과 마찬가지로 대전통편 편찬 이후의 수교를 종합․

정리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었다. 이는 두 단계로 이루어졌다. 우선 찬집과정으

로 기존 수교 가운데 앞으로도 준수해야 할 것을 선별하여 종합하는 작업이다. 다

음은 할부과정으로 선별된 수교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대전통편의 해당부분에 배

치하는 작업이다. 이 할부과정에서 총재관이나 당상관들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또 새롭게 규정을 추가하거나 개정하는 일도 있다. 찬집총재관들은 이러한 

업무를 조정하여 대전회통 편찬을 주도하 다.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趙
斗淳와 洪鍾序이다. 조두순이 수교를 종합하고 내용별로 중의에 따라 분류하면 홍
종서가 분석하여 편찬하 다.37) 마지막 찬집소에서 결정한 것은 최종적으로는 국

왕, 당시는 조대비의 재가를 받아야 하 다. 때로는 조대비가 직접 조문의 개정이

나 추가를 명령하기도 하 으며, 이에 따라 친집소에 조문을 마련하 다. 

33) {承政院日記}  高宗 2년 9월 26일[戊子] “纂輯廳啓曰 大典會通板刻之役已始 而原編體制
謹嚴 只以綱領揭補 吏兵典中許多條例 別爲蒐輯 名曰兩銓便攷 以備常目之資恐好 而此非
私自彙成之書 宜奉有聖敎 … 傳曰知道”(日記 1-849중); “纂輯廳”은 여기에만 등장하며, 
나머지는 모두 “纂輯所”로 되어 있다. 

34) {承政院日記}  高宗 2년 11월 30일[辛卯](日記  1-893하).
35) {承政院日記}  高宗 2년 12월 17일[戊申] “纂輯所啓曰 大典會通今旣頒行矣 … 又啓曰 

大典會通今已印訖矣 分賜於各司及外道監邑鎭驛何如 傳曰允”(日記  1-908상).
36) {承政院日記}  高宗 2년 12월 20일[辛亥] “趙斗淳曰 禮曹判書金炳國所帶政府堂上 間雖

疏遞 而係是原任將臣也 依大典會通新式 政府堂上 還差何如 大王大妃殿答曰 依爲之”(日
記 1-911상). 

37) 李裕元, {林下筆記}  卷26 <春明逸史> [大典會通 編輯] “前略 命開局編輯 心庵趙公 潁
樵金公炳學 及余俱充總裁之任 會同於芸館 心庵則擬廣卷數 僉議則欲爲隨類附錄 議論不
一 洪悠齋鍾序 時任校正 分析立說 竟以分類載入磨鍊”;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硏究院 
編, 林下筆記(1961), 6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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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敎式啓草 

일  자 내        용 대전회통 반
1)

비고
2)

’64. 1. 10 通禮院 奉禮 혁파 吏 京官職 20a1(上95) [40]

’65. 1. 22
종친의 관계 上輔國崇祿大夫 추가
외명부의 읍호 사용 제한

吏 京官職 6a3(上67)
吏 外命婦 1b7(上58) [41]

    1. 20
3) 上輔國에게는 上相 추증4) 吏 追贈 69b4(上194) [52]

    3. 28 비변사 폐지 의정부 합설 吏 京官職 10a5(上75) [51]

    6. 13

교식찬집소 인사관례 등 31개조 別單 보고
[원 1]

良才驛을 迎華驛으로 개칭 吏 外官職 41a10(上137)
濟州인 望單子에 출신지역 懸註 吏 除授 59b2(上174)
妻父同名者 개명 금지 吏 改名 71a1(上197)

    6. 10 宗親府 注簿를 太僕寺 예로 自辟 吏 京官職 8a1(上71) [44]

    6. 15 殿最法 제한 吏 考課 65b5(上186) [48]

    6. 24
纂輯所兵房別單 2개조
兵曹 堂上官과 承旨의 摠管 겸직 금지 兵 京官職 3b6(下12) [원 2]

    6. 29

홍종서 상소

[원 3]
충훈부 兼都事 吏 京官職 9a5(上73)
忠義 郎廳 自辟 吏 京官職 8a2(上71)
律員, 算員 轉職 논의5)

    7. 21
종친부 領宗正卿 判宗正卿 知宗正卿 宗正
卿 吏 京官職 8a3(上70) [49]

    7. 30

衙門 변동 등 6개조 별단 보고

[원 4]

東班 京官職 17아문 개정6)
義禁府 都事 종8품, 
五部  都事 종9품

吏 京官職 10b4(上76)
吏 京官職 28a4(上111)

齊陵 獻官 波州牧使로 선임 吏 差定 67b6(上190)
兩司와 刑曹 佐郞의 春秋館 겸직 폐지 吏 京官職 19a1(上93)
의정부 司錄의 校書館 겸임 금지 吏 京官職 14b3(上84)
규장각 司卷, 領籤, 監書 폐지7) 吏 京官職 14a4(上83)
長興 부사 交差 폐지 吏 外官職 39b7(上134)
律員, 算員의 임용 吏 考課 65b8(上186)
지방관 임명

    8. 13
宣惠廳, 濬川司 서반으로, 
堤堰司 의정부 합속8)

兵 京官職 3b1, 7(下12)
吏 京官職 8b8(上72) 8. 15

    8. 16 삼촌숙부모, 친형제, 외조부모 歸․移葬 給假9) 吏 給假 70b7(上196)  8. 15[50]

    8. 21 인사 규례와 관련된 兵房別單 2개조 보고
    9.  1 본종 종조손, 종숙질, 처 동성4촌 등 상피 吏 相避 72b4(上200) [47]

    9. 11
上輔國에게는 上相 추증 吏 追贈 69b4(上194) 9. 10[52]

敦寧府 都正 이상 종친, 儀賓 임용10) 吏 京官職 9a6(上74) [원 5]

    9. 20 經典翰者는 弘文館 하위직인 응교 이하 금지 吏 京官職 16b5(上88) [원 6]

    9. 25 世子翊衛司 左右 명칭 유지 兵 京官職 10b5(下26) [46]

    9. 29 歸․移葬 給假에 亡妻 추가 하명11) 吏 給假 70b7(上196) [50]

   10.  5 종친부 都正 가설, 璿派人 임명 吏 京官職 7b10(上70) [54]

   10.  6 健元陵 참봉 자격 吏 京官職 33a5(上12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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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5

弘文館 副提學, 典翰 實職, 承政院 都承旨
는 홍문관 직제학 겸직, 奎章閣 檢書官 임
용법

吏 京官職 16b5∼7
   (上88)  11. 4[56]

 1) 법전의 편명, 항목명이며, 숫자는 장수, a는 앞장, b는 뒷장, 행수의 순서이고, ( )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발행 대전회통의 책과 면수임.

 2) {敎式啓草}의 날짜와 다른 경우에 날짜를 밝히고, 본문에서 인용한 {承政院日記}의 
주를 표시하며, {敎式啓草}에만 있는 원문은 선별적으로 인용한다.

 3) 날짜가 아닌 원문의 순서대로 함.

 4) 9월 11일 참조. 5) 7월 30일 참조.

 6) [표 5 : 관제변화] 참조.

 7) 成均館 參下官(정7품 이하 관원) 폐지 논의가 있으나 대전회통에는 반 되지 않았음.

 8) {立朝日錄}에서 보충. 9) {立朝日錄}에는 8월 13일에 있음.
10) 義禁府에 대해서도 명이 있으나 해당 조문 없고, {承政院日記}에는 9월 10일임.
11) 亡妻는 대전회통에는 누락되었으나 {兩銓便攷} <東銓> [給假] “亡妻及妻父母 歸葬

移葬 並留十五日”로 규정됨.
    [ 원 문 ]

 1) 敎式纂輯所別單 중략 一良才驛改以迎華驛 作蔭窠矣 兼察訪移定於慶安爲白齊 중략 一
嶺南西北松都濟州人望單子 依典式懸註爲白齊 一妻父同名者改名 不在法典 永爲防塞爲
白齊

 2) 纂輯所兵房別單 一兵曹堂上及承旨除摠管 則遞兵曹堂上及承旨 摠管除兵曹堂上及承旨 
遞摠管事

 3) 議政府啓曰 卽見南綾君洪鍾序上䟽 則以爲勳府始有經歷都事各一員 經歷中減 有書寫 
忠義一窠 以假都事稱號單望啓下矣 假都事改稱兼都事 作爲自辟窠 <忠義中曾經守令及
京職六品以上人備擬 以三十朔定爲瓜限 亦一一選部隨品遷轉爲辭令 廟堂稟處> 繼又有
宗府郞廳亦爲積滯 兼郞一窠 與勳郞一體釐正稟處事命下矣 중략 勳裔嫡長 前啣人之就
其原有之寡 稍變其名 而區處不害爲方便之道 依此施行 宗府郞前啣人 依勳郞例 許令自
辟 亦爲平允之政 並令單付啓下 因此而有所申明舊典者 算員律員之授中外職者 載在通
編 初未裁革之時 駸˝弛廢 今其六臘成送之狀 遂成一文具 而止此 亦斑駁之甚者 使之照
法檢擧之意 分付該曹 何如

 4) 敎式纂輯所啓曰 중략 一金吾五部參下官 已爲換置矣 金吾則從八品衙門 五部則從九品
衙門施行爲白齊 一齊陵獻官以坡州牧使差定爲白齊 一兩司及刑曹佐郞之兼春秋 司錄之
兼校書 成均參下官內閣之司卷領籤監書名色 長興府使之交差文武等事 今無見行之例者 
並以今廢二字懸錄爲白齊 一律員算員照法檢擧 已有定奪矣 依寫譯輪回例 各準四十五朔
遷轉 算員則仍仕本曹爲白齊 하략

 5) 傳曰 從今以後 敦寧金吾之任 宗親儀賓 隨品檢擬事 定式
 6) 傳曰 曾經典翰人 應敎副應敎外 上下番玉堂 勿爲檢擬事 定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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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회통에 편입된 개별조문의 성립과정은 敎式纂輯廳에서 편찬한 {敎式啓草}38)와 
{承政院日記} 등 연대기를 통하여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敎式啓草}에서 관련
되는 내용은 <표 2>와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대전통편 편찬 후에 반포된 수교와 고종 즉위 후의 관제변화는 대부분 찬집․

할부과정에서 특별한 수정 없이 편입되었다.39) 본격적으로 편찬에 착수하기 전인 

1864년 1월 10일 奉禮院의 奉禮를 혁파하 으며,40) 1865년 1월 22일 國舅, 宗親, 
儀賓 등에게 上輔國崇祿의 加階와 內命婦의 邑號 사용의 제한을 명하 다.41) 이러

한 변화는 그대로 대전회통의 해당 부분에 반 되었다. 

관제 개정 또는 신규입법 등 수정해야 할 것은 敎式纂輯所에서 別單으로 국왕
에게 보고하 고, 국왕, 즉 조대비가 개별적으로 이를 재가하는 방법을 취하

다.42) 6월 13일에는 교식찬집소에서 개정대상인 31개의 別單을, 24일에는 兵房別
單 2개조를 올렸다. 7월 30일에는 吏典을 割付하면서 衙門의 升降과 官房의 變通 
등 개정할 필요가 있는 別單 6개조를 보고하 다.43) 이러한 별단에 대해 조대비는 

개별적으로 승인을 하여 대전회통에 편입되었다. 나아가 纂輯官들도 의견을 제시
하여 편입되기도 하 는데, 종부시의 종친부 합속에 따른 관원 변화,44) 原任將臣
들의 복식규정,45) 翊衛司의 명칭 ‘左右’ 유지46) 등이다. 또 이러한 찬집관의 의견
38) {敎式啓草}(藏書閣 소장: 분류번호 2-2100)는 1859년(철종 10)∼1889년(고종 26)의 기
록이다. 

39) 대전통편 편찬 후에 반포된 준수해야 할 수교 가운데 상호모순 내지 유사한 수교들은 

대전회통 편찬과정에서 통일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규정들의 입법과정은 개별 역의 연

구에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40) {承政院日記}  高宗 1년 1월 10일[壬子] “徐承輔以吏曹言啓曰 通禮院奉禮 依大君時例差
出何如 傳曰旣承慈敎矣 此窠永爲革罷者爲定式”(日記  1-9상).

41) {承政院日記}  高宗 2년 1월 22일[戊午] “傳曰 宰臣䟽 才有批敎矣 因此而又有所變通 國
舅之例授輔國 有欠尊敬 自今爲始 國舅與資窮宗親儀賓 並以上輔國崇祿下批 王子君婦人
外 一依文武命婦例施行事定式”(日記  1-572하).

42) {承政院日記}  高宗 2년 6월 10일[癸卯] “(趙)斗淳曰 大典通編今當改修矣 六典中 申明舊
規 間補新制 多有禀定 而筵體至嚴 恐不敢一一煩瀆 以別單書入 大王大妃殿答曰 依爲
之”(日記 1-763하); {大典會通}  <凡例> “一 衙門之昇降 法制之變通 謬例之釐正 時措之
刱因者 竝具列別單 稟裁睿旨 主務簡核”.

43) {承政院日記}  高宗 2년 7월 30일[壬辰] “敎式纂輯所啓曰 중략 衙門之升降 官方之變通 
有不得不釐改處 別單書入之意 敢啓 傳曰知道”(日記 1-809상).

44) {承政院日記}  高宗 2년 6월 10일[癸卯] “(趙)斗淳曰 宗簿寺旣合屬於宗親府 衙門體貌自
別 宗府主簿一員 毋論蔭進 可以合人 依太僕寺例 永爲自辟窠 何如 大王大妃殿答曰 依爲
之”(日記 1-762하). 

45) {承政院日記}  高宗 2년 7월 30일[壬辰] “(趙)斗淳曰 通編纂輯 方張儀飭間事 有所變通者 
原任將臣體貌 宜與武宰 有所區別 凡於戎服軍服之班 許餙玉鷺 於紗笠氈笠之上 似好 故
仰達矣 大王大妃殿答曰 依爲之 時原任大臣 亦一體爲之可也”(日記  1-809하); <禮典> 
[儀仗] 16b6(上336) 참조. 

46) {承政院日記}  高宗 2년 9월 25일[丁亥] “趙斗淳曰 翊衛司翊衛以下至洗馬 本有左右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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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從父兄弟와 同姓五寸叔姪 사이의 相避規定처럼 대비전에서 추가의견을 
내어 편입되기도 하 다.47)

그리고 대비전에서 미리 적극적으로 찬집소에 법안을 제시하 다. 이러한 입법

으로는 관리들의 人事考課[殿最]의 완화,48) 宗正卿의 복설과 官階 검토,49) 歸葬과 
移葬할 때에 휴가를 주는 범위 확대,50) 비변사의 폐지와 의정부의 복설(3. 28)에 
따른 관원의 개차,51) 上輔國에게는 上相 추증,52) 敦寧府 都正 이상 종친, 儀賓 임
용, 五衛都摠府 郎廳의 선임,53) 宗親府의 都正54)과 健元陵 參奉의 선임,55) 弘文館 
副提學, 典翰의 임용56) 등이 있다. 

而因正廟朝庚申口傳下敎 去左右字矣 今於通編補刊 仰稟濬裁爲宜 故敢達矣 大王大妃答
曰 左右字書之可也”(日記 1-848중).

47) {承政院日記}  高宗 2년 9월 1일[癸亥] “(金)炳學奏曰 通編割付今幾告訖 而以朝臣相避 
有所仰達者 從父兄弟 旣有相避之規 則從祖從孫 宜無異同 迨今補刊之會 一體著式 妻邊
相避 亦不無存商 妻同姓四寸及 友婿以外 並令勿爲互避 恐好矣 上曰所奏甚切 當依爲之 
同姓五寸叔姪 亦當互避 一體永爲定式”(日記  1-832하). 

48) {承政院日記}  高宗 2년 6월 15일[戊申] “大王大妃殿曰 每於六臘殿最時 輒有陞降 則黜
陟幽明之意也 而挽近以來 有降無陞 上考而置之中 下則有之中 下而置之上 考無之實心 
勵圖必無大犯科 極不治之人 而道帥臣考績爲題亦有爛商停當者 若於此際 則仍用無陞有降
之法 則反涉太刻之嫌 而實非所以上下孚之義 自今爲始 陞降之規 更勿擧行事 分付兩銓”
(日記  1-767하). 

49) {承政院日記}  高宗 2년 7월 21일[癸未] “傳曰 宗正卿 不可無階級之分別 大君王子君 以
領宗正卿下批 大臣與正一品 以判宗正卿下批 從一品正二品 以知宗正卿下批 從二品 以宗
正卿下批 一依勳府君例 定式”(日記  1-801중).

50) {承政院日記}  高宗 2년 8월 15일[丁未] “傳曰 自今爲始 歸葬移葬請由 以三寸叔父母親
兄弟及外祖父母 一體呈辭事定式”(日記 1-821상); 9월 29일 “傳曰 自今爲始 式暇時 以三
寸叔父母親兄弟及亡妻 一體施行(日記  1-850하). 

51) {承政院日記}  高宗 2년 9월 6일[戊辰] “傳曰 備邊司旣合政府 副提調永減事 分付纂輯
所”(日記 1-837중).

52) {承政院日記}  高宗 2년 1월 20일[丙辰] “傳曰 (趙)斗淳曰 摠府堂上及宗正卿陞輔國 則皆
以上相貤贈 其考雖非勳堂宗正 輔國以後拜判敦寧之人 皆與爵宜無異同 一體施行之意 定
式似好 故仰達矣 大王大妃殿答曰 依爲之”(日記 1-570하); 9월 10일[임신] “傳曰 上輔國
宗班 旣以贈議政定式 則未資窮宗班 亦隨資級 贊成正亞卿佐貳等職 依朝官例 一體定式事 
分付纂輯所”(日記 1-839하).

53) {承政院日記}  高宗 2년 9월 12일[甲戌] “傳曰 摠府郎廳復舊例 以宣薦檢擬與武兼 一體
擇差 永爲定式事 分付纂輯所”(日記  1-841상); <兵典> [京官職] 6a5(下17) 참조.

54) {承政院日記}  高宗 2년 10월 5일[丙申] “傳曰 宗府承襲都正外 一窠加設 以璿派文臣中
差出 而依宗正卿例爲之 例兼有司事定式”(日記 1-855중).

55) {承政院日記}  高宗 2년 10월 6일[丁酉] “傳曰 自今爲始 健元陵參奉 必以大君王子君祀
孫 勿拘年紀生進幼學 令宗府自辟定式”(日記  1-856상).

56) {承政院日記}  高宗 2년 11월 4일[乙丑] “傳曰 副提學 依內閣直提學例常設 典翰依直閣
例會圈 弘文館直提學 依藝文直提學例 都承旨 例兼敎書 令本官 撰進察任時 以牙牌招之
前 檢書官中二員 自本官檢書自辟 啓下使之擧行事定式 ○傳曰 都承旨 旣兼弘文館直提學
矣 藝文直提學 毋得兼帶事定式”(日記 1-877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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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령 제안자의 차이는 용어에서도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찬집소나 신료

들이 입안을 할 때에는 “啓曰”, “奏曰” 또는 “敢啓”로 시작하며, 마지막에 승인한
다는 취지인 “依爲之” 등이 기재된다. 국왕[조대비]이 내리는 것은 “傳曰”로 시작
하며 마지막은 “一體施行”, “定式” 등으로, 때로는 구체적으로 찬집소에 하명하는 
“分付纂輯所”로 나타난다. 
법전편찬의 구체적으로 크게 삼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各司謄錄 등에서 기존

수교를 종합․정리하는 ‘纂輯’ 과정과 이를 내용별로 분류․정리하여 기존법전에 
편입하는 ‘割付’ 과정이다. 찬집과정에서는 纂輯堂上官들이, 할부과정에서는 校正
堂上官들이 활동하 다. 중요한 과정은 2단계인 할부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의 수교는 정리되며 또 찬집소나 신료, 국왕 등이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고 이것이 

법전에 수록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 판각작업을 하는 ‘監印’ 과정이
다. 수교를 수집․정리한 후 이를 법전체제에 맞게 배열하고 판각을 하여 인출하

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57)

Ⅲ. 체제와 의의

1. 體制

대전회통은 대전통편을 보완하여 발행한 것[補刊]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았
다. 편집체제는 전적으로 대전통편에 따랐다.58) 즉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을 

합쳐서 분류하고, 대전통편 이후의 受敎와 稟奏定式 중 효력이 있는 조항을 모아
서 보충한 것이다. 따라서 대전통편의 체제59)를 그대로 따라 경국대전은 “原”, 속
대전은 “續”, 대전통편은 “增”, 새로 추가되거나 대전통편 이전에 이미 遵用되었으
나 누락된 조문은 “補”를 陰刻하여 조문의 내력을 분명히 하 다. 그리고 三典은 
모두 載錄하 고 다만 오류가 분명한 것만 바로잡았고 또 삼전의 법식 중 확실히 

변통된 것 이외에는 비록 지금 준수, 시행되고 있지 않아도 경솔하게 廢, 革 등을 
細字[割註]로 표시하지 않는 신중함을 유지하여 祖宗成憲尊重主義를 준수하 다. 

57) 염정섭은 대전통편의 해제에서 “纂輯, 校正, 監印” 과정으로 파악하 다. 여기서 ‘校正’
은 오늘날처럼 단순히 자구의 수정이나 誤脫字를 바로잡는 것이 아닌 내용, 체제 등 책
의 전체를 검토하는 중요한 작업이다(정긍식, 앞의 해제, 6∼11면).

58) 이하 {大典會通} [凡例] 참조.
59) 대전통편 편찬의 어려움은 경국대전과 속대전의 도표[橫看]를 문장[直書]으로 바꾸는 
작업이었다. 대전통편 편찬자들은 내용에 따라 本文[大字]과 割註[小字 또는 細字]를 유
효적절히 배치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하 다. 대전회통 편찬자들은 대전통편 체제를 그

대로 따라서 편집체제의 변화에 따른 난점을 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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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삼전 외에는 각전의 법식 중에 서로 모순되거나 다른 곳이 있으면 일응 

지금의 법식에 따라 등재 수록하여 위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 하 다. 관제의 변화를 충실히 반 하여 삭감한 것과 변혁한 것도 모두 밝히

고 今革․今廢 등의 割註로 표시하 지만, 他典에 자주 나오더라도 긴급하고 중
요한 것이 아니면 今革을 일일이 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삼전의 例에 따라 
조문마다 受敎라는 자를 쓰지 않았으나, 大刑政과 大變通에 관계되는 것에는 
특히 수교의 年條를 밝혔는데, 이는  관제의 변화(15건)와 정조대(11건)와 고종대
(6건)의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조종성헌존중주의는 철저하게 준수되지 않았다. 대전회통과 다른 법전

과 다른 곳은 모두 119個所(권수 5, 이전 22, 호전 9, 예전 23, 병전 33, 형전 23, 
공전 4)이며, 대전통편과 다른 곳은 8개소(이전: 3, 병전 2, 형전 3)이다.60) 이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三典의 오류를 바로 잡은 것이 33개소,61) 지명의 변화에 따른 
차이가 23개소, 숫자의 차이가 29개소,62) 법전의 명칭, 관직의 변화가 11개소 등

이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算, 筭”을 “籌”로 바꾸었다.63) 이 중 지명과 궁궐명칭 
등은 祖宗成憲尊重主義를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고 당시의 현실을 반 하여 아무 

표시 없이 개정하 다. 전체적으로 보아 大典會通은 大典通編을 거의 그대로 답습
하면서 내용상 가장 정확한 법전이라고 할 수 있다. 

2. 개정 내용

1) 개괄

대전회통은 새로운 내용의 추가, 기존 규정의 수정․폐지 외에 관제의 변화, 인

원의 변화까지 자세하게 규정하 다. 대전회통은 대전통편 체제를 그대로 따라 별

도의 項目64)이 추가되거나 순서의 변화는 없이, 모두 89개 項目에 걸쳐 887個所
가 수정되었다(자세한 내역은 <표 3>, <표 4> 참조). 수정된 항목의 수는 병전

(24; 27%), 이전(21; 24%), 형전(17; 19%), 예전(15; 17%), 호전(11; 12%), 공전

(1; 1%)의 순서이며, 각전 별로 수정비율은 이전(66%), 병전(45%), 형전(44%), 

호전(38%), 예전(24%), 공전(7%)의 순서이다. 文武官制를 규정하고 있는 이전과 
60) 대전회통과 三典의 판본비교는 정긍식, 앞의 해제, 48∼53면 참조.
61) 다만 <刑典> [私賤條] “七分之一”은 大典會通만 오류이고 “十分之一”이 옳다(34a5[下
279]). 

62) 종래 대전회통의 번역에서는 판본을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와 관련하여 상당부

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63) 위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免新과 面身”, “納贖과 納粟” 등은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
다.

64) 조선시대 법전은 현재처럼 획일적인 편제가 확립되지 않아 연구자마다 명칭이 달라 혼

란이 야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典, 項目, 條(文)”으로 편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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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전의 변화가 가장 크다. 

<표 3> 개정 종합(개; %)

項  目 수정 부분

유지 개정 합계 大字(추가) 小字(수정) 합계

吏典 11(34) 21(66 / 24)  32(100 / 14)  43(14 / 39) 259( 86 / 33) 302(100 / 34)

戶典 18(62) 11(38 / 12)  29(100 / 13)   3( 5 /  3)  57( 95 /  7)  60(100 /  7)

禮典 48(76) 15(24 / 17)  63(100 / 27)  25(34 / 23)  49( 66 /  6)  74(100 /  8)

兵典 29(55) 24(45 / 27)  53(100 / 23)  30( 8 / 28) 366( 92 / 47) 396(100 / 45)

刑典 22(56) 17(44 / 19)  39(100 / 17)   8(16 /  7)  41( 94 /  5)  49(100 /  6)

工典 13(93)  1( 7 /  1)  14(100 /  6) ․   6(100 /  1)   6(100 /  1)

전체 141(61) 89(39 /100) 230(100 /100) 109(12 /100) 778( 88 /100) 887(100 /100)

* 개정, 대자, 소자의 비율은 앞은 各典에서의, 뒤는 육전 전체에서의 비율임.

<표 4> 개정일람표

편별 조          항

吏典
編名(1[0/1]), 內命婦(1[0/1]), 外命婦(2[0/2]), 京官職(122[23/99]), 外官職(41[2/39]), 
京衙前(53[0/53]), 取才(1[0/1]), 薦擧(6[0/6]), 諸科(2[0/2]), 除授(17[5/12]), 限品敍用
(3[1/2]), 解由(1[0/1]), 褒貶(1[0/1]), 考課(19[2/17]), 差定(4[0/4]), 老人職(5[2/3]), 追
贈(7[3/4]), 贈諡(1[0/1]), 給假(2[2/0]), 相避(5[1/4]), 雜令(8[2/6])

戶典 祿科(4[0/4]), 倉庫(5[0/5]), 會計(2[0/2]), 支供(2[2/0]), 解由(1[0/1]), 魚鹽(1[1/0]), 外
官供給(1[0/1]), 收稅(2[0/2]), 漕轉(32[0/32]), 雜稅(2[0/2]), 徭賦(8[0/8]) 

禮典
編名(1[0/1]), 諸科(31[13/18]), 儀章(7[2/5]), 朝儀(6[2/4]), 祭禮(6[0/6]), 奉審(5[0/5]), 
給假(1[0/1]), 立後(2[1/1]), 婚嫁(1[0/1]), 璽寶(2[0/2]), 用印(1[0/1]), 藏文書(1[0/1]), 
獎勸(4[4/0]), 惠恤(1[1/0]), 雜令(5[2/3])

兵典
京官職(165[18/147]), 雜職(1[0/1]), 外官職(99[6/93]), 京衙前(1[0/1]), 驛馬(2[0/2]), 
草料(3[0/3]), 試取(37[0/37]), 番次都目(17[0/17]), 武科(3[2/1]), 入直(6[1/5]), 行巡
(2[1/1]), 啓省記(1[0/1]), 門開閉(1[0/1]), 侍衛(1[0/1]), 疊鐘(1[0/1]), 符信(38[0/38]), 
敎閱(4[0/4]), 名簿(1[0/1]), 番上(3[0/3]), 留防(1[0/1]), 軍器(3[0/3]), 兵船(1[0/1]), 廐
牧(2[1/1]), 雜令(3[1/2])

刑典
囚禁(4[0/4]), 推斷(15[1/14]), 濫刑(1[1/0]), 恤囚(3[2/1]), 逃亡(1[0/1]), 銀錢代用
(1[0/1]), 告尊長(2[0/2]), 禁制(2[0/2]), 訴寃(3[0/3]), 公賤(3[2/1]), 殺獄(5[1/4]), 檢驗
(2[0/2]), 補充隊(1[0/1]), 聽理(1[0/1]), 雜令(3[1/2]); 笞杖徒流續木(1[0/1])1), 決訟該
用紙(1[0/1])1)

工典 營繕(6[0/6])
* 항목 뒤 괄호 안의 수자는 전체, 대자인 추가부분, 소자인 할주로 된 수정부분이다.

항목에서 “○”를 기준으로 구분하 으나, 小字는 “○”가 없어도 내용에 따라 처리하 다.

1) 目錄에는 있지 않으나 본문에서 분리하여 설정한 것으로 독립항목으로 파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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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개소는 모두 887개이며, 大字로 추가된 개소가 109개, 小字로 수정된 개
소가 778개이며, 전체는 병전(396; 45%), 이전(302; 34%)로 압도적이며, 나머지는 

10%미만이고, 대자로 추가된 것은 이전(39; 39%), 병전(30; 28%), 예전(25; 23%), 

형전(8; 7%), 호전(3; 3%)의 순서이며 공전은 없다. 각전 별로 추가된 것(大字)은 
예전(34%), 형전(16%), 이전(14%), 병전(8), 호전(5%)의 순서이다. 관제 변화와 

관련이 없는 예전과 형전에 새 조문이 많이 추가되었고, 관제 등의 변화가 많은 

이전과 병전에 수정하는 조문이 많다. 

대전회통은 대전통편이 편찬된 후 90년이 지난 후에 편찬되었다. 그렇지만 그 

동안의 사회변화를 반 하는 대폭적인 수정은 눈에 띠지 않는다. 이전과 병전이 

대폭 개정되었지만, 그 대부분은 관제나 인사와 관련된 조문이었다. 실제로 사회 

변화를 반 하는 것은 소수이었다. 다만 <戶典> [倉庫], 특히 [漕轉項目]이 대폭 
수정되었는데, 이는 三政紊亂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의 정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전회통은 기존의 체제에 따라 육전체제로 분류하여 담당관청의 업무에 따라 

조문을 추가하 다.65) 六典, 즉 吏戶禮兵刑工은 天地四時에 따른 세계를 바라보고 
분석하고 분류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육전 안에는 당시 사회의 모든 현상을 담을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조직, 관료제도 등 공법뿐만 아니라 토지의 매매 등 거래

관계, 혼인, 상속 등 사법, 나아가 각종 민형사 소송규정도 포함되어 있는 이름 그

대로 종합법전이다.66)

2) 주요 관제의 개정

대전회통을 편찬하면서 관제와 군제, 과거 등 전반적인 개정을 단행하 는데, 

이는 대전통편 편찬 후 변화된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우선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

정부를 복설하는 등 대대적으로 관제를 개편하면서, 관청의 위상을 고려하여 위치

까지 조정하 고, 또 官階의 개정뿐만 아니라 京官職과 外官職에서는 각 품계마다 
관직과 인원을 개정하 으며, 병전에서도 경관직, 외관직 등에 걸쳐 많은 개정이 

있었는데, 내용은 <표 5>와 같다. 

65) 대전회통의 전체적 내용에 대한 개략적 소개는 이종일 외, 앞의 책, 35∼70면 참조.

66) “전통법에는 행정법과 형법 등 公法만 있고, 私法은 없다”는 것이 종래 전통법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론에 근거하여 개화기 서구법 수용 원인의 하나로 

‘傳統法의 貧困’, 즉 사법적 규정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기 때문에 西歐私法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근래의 주장으로는 이진기, 현대사회와 법문화, 법사학연구  

21[한국법사학회, 2000], 77∼80면). 그러나 이러한 논변은 독일에서 로마법수용원인에 

대한 논의를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며, 우리 법사에 대한 이해 없이 피상적으로 주장

한 것에 불과하다. 자세히는 정긍식, 開化期 西歐法의 受容과 意義, 법제연구 8(한국법
제연구원, 1995), 43∼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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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관 제 변 화

관 청 原 품계 會通 품계 陞 降 업  무 기준관직

備邊司 續 정1품 폐지 문무합좌 최고기관

宗簿寺 原 정3품 宗親府 합속 승4등 왕실족보, 종친

繕工監 原 정3품 종3품 강1등 토목, 건축 副正
司䆃寺 原 정3품 종4품 강2등 쌀, 조미료 僉正
司宰監 原 정3품 종4품 강2등 魚肉, 소금, 땔감 僉正
濟用監 原 정3품 종5품 강4등 進上品, 下賜品 관리 判官
典牲署 原 종6품 종5품 승1등 祭祀用 犧牲 관리 判官
五 部 原 종6품 종5품 승1등 서울 행정단위 參上都事
內資寺 原 정3품 종6품 강6등 식료품, 연회 主簿
內贍寺 原 정3품 종6품 강6등 왕자, 공주용 물품, 의례용품 主簿
禮賓寺 原 정3품 종6품 강6등 세자, 세손 사부, 대외 연회 主簿
典設司 原 정4품 종6품 강4등 행사장비 別提
義盈庫 原 종5품 종6품 강2등 조미료 主簿
長興庫 原 종5품 종6품 강2등 돗자리, 종이 主簿
氷 庫 原 종5품 종6품 강2등 얼음 저장 別提
掌苑署 原 정6품 종6품 강1등 궐내 정원 別提
司圃署 原 정6품 종6품 강1등 궐내 텃밭 別提
水原府 原 外官 종3품 동반 정2품 승3등 留守
廣州府 原 外官 종2품 동반 정2품 승2등 留守
宣惠廳 續 동반 정1품 서반 정1품 동격 大同米, 木, 錢
濬川司 增 동반 정1품 서반 정1품 동격 서울 하천

堤堰司 續 동반 정1품 의정부 합속 제방, 수리시설

舟橋司 서반 신설 濬川司 합속 御駕의 舟橋
各各 殿守門將 서반 신설 서반 종6품 각전의 경비 담당

 * 이태릭체는 {敎式啓草}  7. 30에 언급된 것임.
 * 正從 各品을 1단위로 陞降 등급을 정하 음.

 * 업무는 오희복, 봉건 관료기구 및 벼슬이름 편람(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89; 

여강출판사, 1992)에서 정리하 음.

 * 宗親府는 정1품임.
 * 주교사 1790년(정조 14) 설치.

조선시대 중앙관제는 경국대전에 규정된 채로 큰 변화가 없었고, 다만 명종대 

설치된 문무합좌기관인 備邊司가 속대전에 규정된 정도이었다. 그 외에 인원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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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등 부분적인 개정만 있었다. 기존의 관제 변화에 비추어볼 때 대전회통에서 관

제개정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를 통해 관제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동반 중앙아문은 대전통편 86개에서 대전회통 83개로 줄었는데, 폐지아문은 1

개, 합속아문은 2개, 동반에서 서반아문으로 된 것이 2개, 외관직에서 경관직으로 

된 것이 2개이다.67) 서반 중앙아문은 대전통편 11개에서 대전회통 14개로 늘었는

데, 동반아문에서 서반아문으로 된 것이 2개, 신설아문이 1개이다. 그리고 軍營衙
門은 1개가 신설되고 부분적인 위상의 변화가 있고, 散職은 동일하다.68) 
주목해야 할 것은 동반직의 품계의 변화이다. 종부시는 종친부에 합속되어 폐지

되었지만 사실상 승격되었으며, 外官職인 수원부와 광주부는 京官職으로 되면서 
승격되었고, 典牲暑와 五部도 승격되었다. 그리고 繕工監 등 13개 아문은 크게는 
6등까지 강등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왕권중심의 개혁성향을 반 하고 있다. 우선 

비변사의 폐지와 종래 실직이 없는 예우아문인 종친부에 종친의 규찰을 담당하는 

종부시를 합속시켰다.69) 그리고 서울의 행정을 담당하는 五部와 외곽으로 방어 거
점인 廣州, 한때 遷都까지 고려했던 華城을 府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궐내의 물품 
등을 관장하는 대부분의 아문은 강등하 지만, 왕권을 상징하는 제사용 희생을 관

리하는 典牲暑를 승격시켰다. 이러한 관제 변화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왕권을 강
화하려는 흥선대원군의 의지가 상당히 반 되었음을 간취할 수 있다.70)

67) 各殿, 各陵, 園, 各園, 各墓는 제외하 다.

68) 散職에는 변화가 없다. 군 아문의 변화와 업무는 아래와 같다.

軍營衙門 續 임 무 軍營衙門 續 임 무 軍營衙門 續 임 무

1 訓練都監 1군대 훈련 5 經理廳 6 북한산성 담당  9 摠理營 × 수원에 위치

2 禁衛營 2서울 수비 6 扈衛廳 7 왕궁 호위 10 守禦廳 4 남한산성 관장

3 御營廳 3三軍門 7 龍虎營 8 왕의 거둥 호위 11 管理營 10 개성 관장

4 摠戎廳 5수원, 남양, 장단 8 捕盜廳 9 도적, 야간순찰 12 鎭撫營 11 강화 관장

 * 군 명칭 앞의 숫자는 대전회통에서의 위치이며, 續 아래의 숫자는 속대전에서의 위치임.
 * 업무는 오희복, 봉건 관료기구 및 벼슬이름 편람 에서 정리하 음.

69) 南美惠, ｢大院君 執權期(1864∼1873) 宗親府 振興策의 性格｣, 同大史學 1(동덕여대 사학
과, 1995) 참조.

70) 법전편찬 자체가 정치적 사건이다. 법전편찬은 강력한 권력의 후원 아래 진행되었음은 

중국에서 진시황제의 법제정비, {唐律疏議}의 편찬(唐 高宗 永徽 년간[650∼656년]), 유
럽에서 나폴레옹의 법전편찬, 5․16 후 구법령의 정비사업 등 보편적인 현상이다. 따라

서 법전편찬의 정치사적 해석 내지 연구는 법전편찬의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다. 속대

전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정치적으로 해석하 는데, 麻生武龜는 黨爭의 결과로 파악하
다(앞의 책, 141면, 146∼150면). 근래 홍순민은 {受敎輯錄}(1698년[숙종 24]) 등과 {續
大典}(1746년[ 조 22])의 편찬과정을 정치사적으로 치 하게 분석하 다. 법전편찬을 

둘러싼 정치세력들, 특히 왕과 신료들 사이의 관계를 다룬 그의 연구는 향후 법전편찬

사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다만 너무 정치사적으로 해석을 하여 {新補受敎
輯錄}을 속대전보다 높이 평가하 다(앞의 논문, 197∼199면). 이는 신보수교집록의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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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논의

개별적인 수교를 종합정리하는 방식으로 편찬한 대전회통은 자체로 완전한 것

일 수 없었다. 편찬 직후부터 개정논의가 등장하 다. 1866년(고종 3)에 호조에서 

宮房에 토지를 折授할 때의 규례를 大典會通 補刊을 간행할 때 보충할 것을 주청
하여 윤허를 받았다.71) 1869년(고종 6) 3월에는 領議政 金炳學은 宗親의 작위와 
벼슬 제도의 개정내용을 大典會通에 편입하고 아울러 다시 발간할 것을 주청하여 
승인을 받았고,72) 7월에는 홍문관과 예문관의 규례를 정하여 大典會通에 첨입하도
록 하 다73)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대전회통의 개정에 착수한 듯하다. 1870년(고

종 7) 5월과 6월에는 五禮便攷와 大典會通, 六典條例 등의 교정을 명하 다.74) 이 

과정에서도 여전히 개정논의가 지속되었다. 8월에는 墳墓界限을 획정하여 대전회
통에 수록할 것을 지시하 고, 아울러 大典會通 官職條의 奎章閣提學에 대한 규
정75)이 시행된 적이 없기 때문에 삭제할 것을 지시하 다.76) 그리고 10월에는 禮
典 五服條 庶母에 대한 齊衰杖朞를 緦麻服으로 개정하기로 결정하 다.77) 

그러나 大典會通 補刊 사업은 중단된 듯하다. {高宗實錄}, {承政院日記} 등 연
대기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사가 없으며 또 현존하는 대전회통에도 개정대상

이 된 조항만 그 내용 그대로 있지, 개정된 조항은 없다. 이는 결국 논의만 하다

가 개정작업의 방대성 때문에 유예된 것으로 판단된다.78) 그 후 대전회통은 본격

적인 개정 논의 없이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준수를 선언하기도 하 지만 부분적

으로 개폐를 거쳐 1910년 조선왕조의 멸망과 함께 그 운명을 다하 다.

역 해제에서도 유지되고 있다(앞의 책, 17∼19면).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단지 법전의 

분량만을 고려한 것으로 법전편찬의 본래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오해이다. 즉 

법전편찬의 본질은 법령의 단순한 집적 내지 종합이 아니라 서로 모순되거나 유사한 

법령들을 ‘統一的이고 有機的’으로 종합․정리하는 것이다.
71) {高宗實錄}  권3 高宗 3년 8월 7일(실록  상-229a).
72) {高宗實錄}  권6 高宗 6년 3월 8일(실록  상-314c).
73) {高宗實錄}  권6 高宗 6년 7월 29일(실록 상-319d).
74) {高宗實錄}  권7 高宗 7년 5월 20일(실록 상-335b); 高宗 7년 6월 29일(실록  상-336a).
75) {大典會通}  <吏典> [京官職] 5b5(上66)참조.
76) {高宗實錄}  권7 高宗 7년 8월 25일(실록 상-338c,d).
77) {高宗實錄}  권7 高宗 7년 10월 15일(실록  상-342a); 刑法大全(1905년 제정)에는 서모에 
대한 복은 緦麻이다(동 제62조 제5호 참조).

78) 朝鮮總督府 中樞院 편, 校註 大典會通의 부록 ｢大典會通 解題｣에서는 典據 없이 1870
년(高宗 7)에 大典會通 補刊을 慶尙監營에서 改版印出하 다고 기술하고, 1865년판을 

“京版”으로, 1870년판을 “嶺南版”이라고 명명하고 각각 2회식 모두 4회 간행되었다고 
보고 있다(22∼23面). 그러나 고종실록이나 승정원일기 高宗 7년에는 大典會通을 다시 
간행하 다거나 補刊하 다는 기사는 없다. 그리고 大典會通은 1895년 법관양성소의 설
립에 맞추어 다시 발간되었고, 이 책의 일부가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

다. 대전회통의 판본에 대해서는 정긍식, 앞의 해제, 22∼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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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찬의 의의

대전회통이 편찬된 高宗초의 시기는 英正祖代 이후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세
도정치의 폐해를 보정하며 다른 한편으로 이양선의 출몰과 아편전쟁 등 서양세력

의 동양진출이 본격화되는 새로운 세기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때이었다. 

흥선대원군은 이러한 과업을 왕권의 강화를 통하여 수행하려고 하 다. 그는 실

직이 없는 예우아문인 종친부에 종친의 규찰을 담당하는 종부시를 합속시켜 왕권

을 강화하 다. 그리고 敎式啓草에서 보듯이 직접 관제개정에 관여하여 결정하
다. 이러한 의도는 대전회통의 명칭결정과 대전회통과 함께 兩銓便攷를 편찬한 것
에서도 두드러진다. 그리고 正祖代 이후 새로운 군대를 창설하여 왕권 강화를 기
도하 는데, 이러한 군제의 변화도 그대로 반 되었다.79) 

그러나 대전회통의 편찬은 기본적으로 대전통편을 보충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그래서 비변사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복설하며 종친부를 강화하는 등 왕권강화를 

위해 부분적으로 관제를 개정하고 대전통편 편찬 후의 수교를 종합정리하는 등 

기존의 틀을 유지하고 본질적인 변혁은 없는 편찬이었다. 즉 六典體制를 유지하는 
선에서 이루어진 유교적 복고정치의 회복 이상의 의미는 갖지 않았다.80) 이러한 

사실은 대전회통의 편찬작업이 진행 중인 때 通鑑 1권을 進講하면서 變法에 대한 
논의에서 잘 나타나 있다. “법가들은 刑名을 중시하고 예악을 소홀히 하여 기껏해
야 부국강병에 그쳤으며, 경솔한 법의 개정은 뜻하지 않은 폐단이 생기게 마련이

므로 구법을 준수하여 신중히 개정해야 하고 또 좋은 법만으로는 선정을 펼치지 

못한다”81)고 하여 새로운 개혁에 대해서 미온적이었으며 여전히 舊典, 즉 祖宗成
憲의 준수를 강조하 다.82) 이러한 고식적인 법전편찬은 반포 이후에도 새로운 법

령의 등장으로 계속 개정이 논의되었으며, 개항 이후의 새로운 상황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관제의 치폐를 거듭하여 갑오․을미개혁 이후에는 상당한 부분

이 휴지로 될 운명이었다.

79) {大典通編}은 정조 9년에 편찬되었기 때문에 정조대의 변화는 반 되지 않았다.

80) 한우근은 대전회통과 육전조례 등의 편찬을 대원군의 유교적 복고정치의 상징으로 보

았다; 韓㳓劤, 東學亂 起因에 관한 硏究(서울대학교 출판부, 1971), 11면 註8) 참조.
81) {承政院日記}  高宗 2년 5월 11일[乙巳]∼15일[己酉] 참조.
82) 이러한 조종성헌존중주의는 김병학이 지은 大典會通序와 조두순이 올린 進大典會通箋
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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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大典會通은 1865년(高宗 2)에 편찬된 六典體制를 따른 조선왕조 마지막 종합법
전으로, 1875년(정조 9) 大典通編 반포 이후와 당시 수교를 종합한 것이다. 기존
의 수교를 종합․정리하는 전통적인 법전편찬 방식은 그 목적과 달리 원래 완벽

한 것일 수 없기 때문에 편찬과 동시에 개정론이 제기되었다. 이는 대전통편의 경

우도 마찬가지 다. 이러한 논의는 1808년(순조 8) 임시적으로 국가중요사무인 財
政과 軍政와 관련된 법령을 종합한 萬機要覽을 편찬하는 것으로 결실을 맺었다.
흥선대원군은 관제개혁만으로는 왕권을 강화하는데 한계를 느껴 법전편찬에 착

수하 다. 대전회통의 편찬은 1865년 3월에 준비하여 윤5월에 본격적으로 착수하

여 그 해 12월에 완성되어 반포하 다. 처음에는 단순히 대전통편을 보완하는 의

미로 착수하 으나 거의 완성된 단계에서 그 명칭을 大典會通으로 결정하 다. 이

는 일면으로는 왕권강화를 위한 상징적 의미가 강하 으며, 명칭의 뜻은 모든 상

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구히 준수해야 하는 종합법전이다.

대전회통의 편찬을 위해 敎式纂輯所를 임시로 설치하고, 纂輯總裁官과 堂上官이 
업무를 주도하 다. 편찬작업은 찬집당상관들이 기존의 수교를 종합․정리하여 선

별하는 ‘纂輯’과정과 校正堂上官들이 선별된 수교를 기존의 법전에 배열하는 ‘割
付’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선별된 수교는 최종적으로는 국왕의 승인을 받은 후 
법전에 등재되었다. 할부과정에서 기존의 수교를 정리하고 또 새롭게 추가하기도 

하 는데, 이때 국왕만이 아니라 담당관료의 의견도 반 되었다. 찬집과 할부 과

정 등 구체적인 법전편찬과정은 본고에서 처음 규명된 사실이다. 이러한 편찬과정

은 經國大典 등 다른 법전편찬도 같을 것이다. 
대전회통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관제가 대폭 개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왕권강

화를 위한 개혁의지가 법전편찬에 그대로 반 된 결과이다. 대전회통 편찬의 기본

방침은 ‘祖宗成憲尊重主義’로 대표되는 복고주의이다. 즉 대전회통은 19세기말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등장한 흥선대원군의 유교적 복고정

치의 한 상징이다. 이러한 복고적 법전편찬은 그 명칭이나 목적과 달리 편찬 직후

부터 개정논의가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개정되지 않은 채 1894년 갑오개혁을 맞이

한 후 상당부분은 효력을 상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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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dification of the Taechunhoetong and its Meaning

83)

Geungsik Jung
*

The Taechunhoetong(大典會通) is the last great codes of the Chosun 
Dynasty, compiled in A.D. 1865(King Go-jong  2 reign). It consists of six 

books, i.e. Yi, Ho, Ye, Pyung, Hyung, Gong(吏戶禮兵刑工). The laws and 
regulations promulgated after the codification of the Taechuntongpyun(大典通
編) in A.D. 1875(King Jeong-jo 9 reign) were collected in these Codes. The 
compilation was launched in march 1865, completed and promulgated in 

december, and acted immediately(in lunar calendar). 

To compile the Taechunhoetong, the Gyosikchanjipso(敎式纂輯所; An ad hoc 
office for compiling codes) was established in the government. In compiling, 

at first the Chanjip-chongjaegwan(纂輯總裁官; A supervisor who controlled all 
the processes) assembled and chose the already enactive regulations. After 

the first process called Chanjip, the Chanjip-tangsanggwan(纂輯堂上官; A 
working-level officer who took part in compiling codes) arranged the already 

enactive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proto-codes. This second process is 

called Hwalpu(割付). In the second processes, both already effective and 
newly added regulations were recorded in the codes. At this step, not only 

the King's but also the minisers' opinions were reflected.

The noticeable transformations in the Taechunhoetong  are the changes of 

Government organization to enforce the King's power and those of the tax 

system to mitigate people's burden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compilations was reactionism called Jojong-Sunghun-Jonjungjeui(祖宗成憲尊重
主義; The principle of obeying the ancestors' laws), which had been 
advocated since the 15th century. The Taechunhoetong  is the symbol of a 

confucian reactive policy to solve the difficult circumstances in the 19th 

century. The aim of the compilation of the Taechunhoetong was to make the 

codes permanent, but its reactive attribute caused the revisional opinions 

immediately, only to remain valid till the Kapo  Reform(1894).

* Assistant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