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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朝鮮時代의 權力分立과 法治主義*

―그 試論的 考察―

鄭 肯 植**

1)

Ⅰ. 머리말

법치주의는 절대권력에 대한 통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객관적이고, 사전

에 예고된 법규에 의한 통치이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서구에서 시민혁명을 통

하여 절대권력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특히 행정권에 대한 제약 

내지 견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법치주의의 기능은 행정부에게 의회 등 다른 기관에서 제정한 법규범을 부

과하고 법원 등 제3의 기관이 국가활동을 법규범에 따라 그 준수 여부에 관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법치주의의 생성조건은 국가권력 자체

에게 법적인 구속을 가할 수 있는 정치적, 사상적 상황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서구에서는 시민혁명이 이를 가능하게 하 다. 결국 이는 왕권과 시민계급의 

타협을 실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타협의 산물이었다.1)

서구에서 왕권과 시민계급의 타협의 산물로 절대왕권을 제약하고 시민의 권

리를 확장시키는 도구의 역할을 한 법치주의의 개념은 시민혁명이 발생하지 

않은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존재해야 할 역사적 이유가 없다. 그러나 국가가 

존재하 고 또 국왕 내지 그 권력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 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한국에도 법치주의 개념이나 사상 또는 이와 유사

한 것들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역사에서도 서구에서처럼 

절대왕권을 제약하려는 도구로서 법치주의 사상 내지 제도의 존재 여부를 규

* 본고는 2001년 8월 Microsoft 사의 지원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주최한 
학술대회인 “韓國에서의 法의 支配(Rule of Law in Korea)”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1) 박정훈, “행정법”, 김문환 외, 법학의 이해, 길안사, 1998, 204-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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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소수의 법사학 연구자들은 주로 사법분야를 연구하 으며, 공법 

분야, 특히 조선시대까지의 전통법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하 다.2) 그리고 역

사학계에서는 정치사적, 제도사적 연구에 치중하여 제도의 확립과 변천 등 객

관적 사실을 상당히 규명하 으나, 제도운 의 모습 등을 규범적 측면을 분석

하는 것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근대 이전의 공법과 그 이념에 
대한 연구는 공백상태로 남아 있다. 특히 德治主義―나쁘게 말하면 人治主義

―가 지배적인 정치사상이었다는 선입관은 더욱 公法史와 그 理念性에 대한 

연구를 무시하게 하 다. 특히 禮主法從 내지 법은 德治의 보조의 관념 때문

에 역사를 법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연구방법은 생소하고 경원되어 왔다. 

그러나 제도는 곧 법이고, 역사적 현상은 법적 사실이다.3)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과연 한국의 역사에
는 法治主義라는 개념 내지 사상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는가?”, “또 法治主義는 

德治主義와 양립될 수 없는가?”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역사적으로 법치주의의 

사상과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양립할 수 없다”라고 답하 다. 즉 조선시대

까지는 전제군주국가이며, 법치주의는 덕치주의와 양립할 수 없고, 오로지 국왕

의 인격에만 의존하는 인적 지배체제 다고 믿어왔다. 고려까지는 그만두더라

도 조선의 경우는 어떠할까? 태조는 즉위교서에 “儀章과 法制는 한결같이 고려
의 것을 따르게 하려고 한다”4)라고 언급하 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위 해답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인가 아니면 傳統의 重壓으로 받아들

2) 전통시대의 통치구조에 대한 최초의 그리고 가장 체계적이며 뛰어난 업적으로
는 1923년에 간행된 自山 安廓의 {朝鮮文明史 ―朝鮮政治史―}를 들 수 있다. 그는 서
양법제사의 틀로 한국사를 분석하 으며,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한국사를 서술하
다. 그러나 그의 저술은 1980년대 후반까지 후대의 연구자에게 주목받지 못한 채 사
장되어 있었다. 자세한 것은 拙稿, “自山 安廓의 傳統法史 理解 ―{朝鮮文明史}를 중심
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38권 3․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졸저, 韓國近
代法史攷, 박 사, 2002 재수록 참조. 근래의 연구로 진희권, “조선에서의 국가권력의 
통제”, 안암법학 8, 안암법학회, 1998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본고와는 반대로 왕권의 전
제성을 다루고 있는 金泰永의 논문에서 권력의 통제에 대해 시사를 받았다(金泰永, “朝
鮮초기 世祖王權의 專制性에 대한 一考察”, 한국사연구 87, 한국사연구회, 1994). 그렇
지만 정치사적 측면에서 세조대의 勳戚 집단의 형성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규범적 분

석은 미흡하다.
3) 朴秉濠, “朝鮮時代의 王과 法”, 近世의 法과 法思想, 진원, 1996, 429-430면.
4) {태조실록} 태조 원년 7월 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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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진 허상인가? 전제군주국가이었다면 국왕은 정말 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하

고, 왕권을 견제할 아무런 사상적․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료를 통하여 구체적 역사상황에서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껏 이러한 검증

작업은 성공적으로 수행되지는 못하 다. 따라서 “법치주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국왕은 절대권력을 행사하 다”는 명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야 한다.

본고에서는 위의 문제제기에 대한 試論的 접근으로 조선시대, 특히 통치제
도가 완성되고 이를 胚胎한 사상적 논의가 전개된 초기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

에서 법치주의 사상의 발현과 그 제도적 형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종래 제대로 언급되지 않은 조선시대의 統治構造와 權力, 주로 王權에 대한 

制度的․慣行的 牽制裝置를 살펴보고, 아울러 사후적 權利救濟制度를 언급하여 

법치주의가 존재할 수 있는 제도적 배경을 검토하기로 한다(제Ⅱ장). 이어서 

法治主義의 요소를 왕과 법의 神聖性, 法源, 法에 대한 觀念,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鄭道傳의 구상을 검토하여 왕과 법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조선적 법치주

의를 논증하기로 한다(제Ⅲ장).

Ⅱ. 統治構造와 權力分立

본격적인 立論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치주의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통치구

조와 권력분립, 그리고 권리구제 등을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절대권력은 절
대 부패한다”는 표어처럼 절대자의 자의적 통치로는 조선왕조는 500년이라는 

장기간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5)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 국왕 

등의 전제를 예방하는 제도와 백성들의 불만을 제도적으로 포용하는 제도는 

존재하 을 것이다.

1. 統治構造

몽골침략과 이어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으로 고려의 사회는 극도로 혼란하

5) 미국의 한국사학자 팔레는 그 동안 긍정적으로 평가해온 조선왕조의 長期持續
性과 安定性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할 것을 제안하 다. 그는 조선왕조의 안정적 
장기지속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학자들이 강조한 긍정적인 측면뿐

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 또는 그 이면에도 주목할 것을 제안하 다. James B. Palais, 
“조선왕조의 官僚的 君主制”, 조선시대사학회 편, 동양 삼국의 왕권과 관료제, 국학자료
원,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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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고 조선을 건국한 신흥사대부들은 국가질서를 확립

하기 위해서 법을 중시하 다. 태조는 卽位敎書에서 법치주의를 선언하 으며, 

사실상 조선건국을 주도한 三峯 鄭道傳(1342∼1398)은 {朝鮮經國典}(1394)을 

저술하여 통치의 대강을 밝혔는데, 여기에는 법에 의한 통치와 재상중심의 국

정운 을 밝혔다.6) 법치주의의 강조에 따라 1397년(태조 6)에는 우리나라 최

초의 성문법전인 {經濟六典}을 공포하여 건국의 기틀을 마련하 다. 成宗代인 
1484년 {經國大典}의 편찬으로 조선의 통치체계는 확립되어 부분적인 置廢와 
수정을 거쳐 관제가 완전히 바뀐 甲午改革期(1894)까지 큰 틀은 유지되었다.7)

왕정국가인 조선은 국왕을 정점으로 하여 행정집행을 담당하는 六曹와 그 

소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조는 唐의 六部制를 받아들여 성립되고 변천

된 고려의 六部制를 계승하여 성립하 다. 그 업무분장은 관리의 任免과 평가

를 맡는 吏曹(文選勳封考課之政), 인구와 賦稅, 화폐 등을 담당하는 戶曹(戶口
貢職錢糧食貨之政), 제례와 외교, 교육 등을 담당하는 禮曹(禮樂祭祀燕享朝聘學

敎之政), 군무와 호위, 무기, 통신 등을 담당하는 兵曹(武選軍務儀衛郵驛兵甲器

仗門戶管鑰之政), 법률과 상언, 소송, 노비 등을 담당하는 刑曹(法律詳讞詞訟奴

隷之政), 건설과 공업 등을 담당하는 工曹(山澤工匠營繕陶冶之政) 등이다.

육조의 屬衙門은 經國大典의 편찬과 함께 90여 中央官衙 중 議政府, 中樞院, 

宗親府, 忠勳府, 儀賓府, 敦寧府 등 20여 堂上衙門을 제외한 모든 아문을 육조
에 分屬시켰다. 判書는 해당 曹를 대표하며 정사에 참여하고 소속관리를 감독

하 다. 屬司의 행정계통은 “國王―判書․參判․參議―正郞․佐郞―吏屬”의 체

계이며, 일상적인 업무는 자율적으로 “正郞․佐郞―吏屬”의 체계가 중심이었

다. 속아문의 행정계통은 “屬衙門―屬曹―國王”, “屬衙門―提調―國王”의 중심

6) 정도전의 법사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가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韓永愚, 
鄭道傳思想의 硏究, 개정판: 서울대학교출판부, 1983; 崔鍾庫, “鄭道傳의 法思想”, 法史
와 法思想, 박 사, 1980; 李在龍, “三峯 鄭道傳의 法思想”, 민족문화연구 23, 고려대 민
족문화연구소, 1990.

7)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기관은 備邊司이다. 비변사는 1555년 을묘왜변을 계기로 
文武合坐機關으로 임시로 설치되어 그 후 의정부를 대신하는 최고의 정책결정기관이 되

었다. 그러나 법제화되지 않은 채 임시기관으로 존속하다가 1746년 續大典을 편찬하면서 
정식기관으로 되었다. 그러나 1865년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정
부를 復設하면서 폐지되었다. 아울러 흥선대원군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관제를 대
대적으로 개정하 다. 大典會通의 편찬과 그에 따른 관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拙稿, “大
典會通의 編纂과 그 意義”, 서울대학교 법학 제41권 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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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육조와 그 관원은 국왕과 중신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 다. 육조의 기

능발휘는 왕권, 의정부 기능의 강약과 관련하여 신축은 있었지만, 모두 규정된 

職掌을 확실히 관장하면서 庶務를 집행하 다. 국왕과 육조 및 그 소속관사가 

조선시대 행정의 핵심이었다.

지방행정체계는 國王―監司―守令의 단일적 행정체계를 이루었다. 六曹와 

八道는 그 직장과 행정체계상 상하의 관계 지만, 육조는 팔도의 보고를 그대
로 국왕에게 보고하 고, 관찰사는 국왕의 위임을 받아 육조의 간섭 없이 도

내의 정사를 자율적으로 수행하 다. 특히 조선전기에는 관찰사는 특정한 지

역, 즉 監營에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도내를 巡行하여 해당지역의 사무를 

직접 처리하 다.8)

2. 權力分立

삼권분립은 행정에 대해 입법권에 의한 사전통제와 사법권에 의한 사후통제

가 그 핵심내용이다. 그러나 삼권분립은 시민혁명에 성공한 서구의 역사적 산

물로 그 자체가 보편적 타당성을 갖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현실적인 행정

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법률로터 자유로운 역에서 보는 것처럼 미약하

다. 따라서 엄격한 삼권분립이 아닌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사실상의 권력분립을 상정할 수 있으며, 조선시대에서 이를 찾을 수 있다.

위에서 국왕―육조가 행정체계의 핵심임을 보았다. 국왕중심의 행정체계에 
대한 견제는 우선 의정부에서 찾을 수 있다. 고대 중국에서 왕위는 賢能人이 

계승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 는데, 세습이 확립된 周代 이후에도 관념적으

로 유지되었다.9) 현실적으로 국왕의 부족한 능력을 보충하는 것은 재상이었다. 

그래서 정도전은 {朝鮮經國典}에서 재상중심의 통치체제를 구상하 다. 고려

말 이래의 都評議使司와 議政府는 그 실현체이었다. 의정부는 領議政과 左右

8) 한충희, 朝鮮初期 六曹와 統治體系,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7 참조.
9) 孟子는 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축출할 수 있다는 ‘暴君放伐論’을 주장하

다. 그러나 이에 대해 孟子의 註釋者인 朱熹는 傑王과 같은 포악한 군주와 文王, 武
王과 같이 賢能한 신하일 경우에만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天子의 자리를 찬탈한 逆
臣이 된다고 하여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하 다({孟子集註} <梁惠王章句> 下8 “齊宣王
問曰 湯放桀 武王伐紂 有諸. 孟子對曰 於傳有之. 曰臣弑其君可乎. 曰賊仁者謂之賊 賊義
者謂之殘 殘賊之人謂之一夫. 聞誅一夫紂矣 未聞弑君也[註: ○王勉曰 斯言也 惟在下者 有
湯武之仁 而在上者 有桀紂之暴則可 不然 是未免於簒弑之罪也]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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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政(정1품), 左右贊成(종1품), 左右參贊(정2품) 각 1인으로 구성되는 원로대신

의 합의제 기관이다. 육조의 판서는 종2품으로 의정부 구성원보다 동급이거나 

낮다. 그리고 議政들은 提調[제주]로써 다른 실무행정기관의 최고책임자를 겸

임하 다.10) 즉 국왕과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經筵과 世子侍講院과, 문필을 

담당하는 弘文館과 藝文館, 그리고 역사를 기록하는 春秋館과 정치를 반 하

는 하늘을 관측하는 觀象監의 領事가 되었다. 사실 의정은 왕의 모든 행동

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왕에 대한 비

판을 서슴지 않았다.

육조와 의정부의 권한은 왕권과 宰相權(臣權)의 관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

났다. 1392년 건국 후 1405년(태종 5) 통치체제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都評議

使司와 議政府가 육조를 예속시키고 국정운 을 장악하 다. 1405년∼1413년

(태종 5∼13), 1436년(세종 18)에서 1455년(단종 3)까지는 議政府署事制의 운
으로 의정부가 육조의 보고를 받고 啓聞, 受命하는 등 국정운 을 주도하

다. 1414년(태종 14)에서 1435년(세종 17), 세조대에서 성종대(1455∼1494)까지

는 六曹直啓制에 따라 육조가 국정운 을 주도하면서 의정부의 기능은 미약했

다. 그러나 의정부는 六曹公事에 관여는 금지되었으나, 上疏나 上啓로 六曹를 

견제하 다. 1555년 乙卯倭變 이후 文武高官 合坐制인 備邊司가 상설기구가 

되면서 의정부는 유명무실화되었지만, 재상의 권한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사림
파가 정계에 진출하여 위상을 확립한 16세기 후반 선조대 이후에는 국왕―육

조의 행정체계는 재상의 견제를 받았다.11) 특히 세도정치가 본격적으로 된 19

세기 순조대 이후에는 국왕은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왕권은 미약하 다.12)

왕권―육조의 행정체계에 대한 또 하나의 견제역할을 한 것은 臺諫인 司憲

府와 司諫院이다. 兩司는 5품 이하 관원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 즉 署經權13)을 

10) 조선시대 제주제도에 대해서는 金松姬, 朝鮮初期 堂上官 兼職制 硏究 ―東班 
京官職과 臨時職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8 참조.

11) 일시적으로 왕권이 강화된 경우도 있다. 예컨대 숙종은 服制論爭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왕권을 강화하 고, 정조는 규장각을 동원하고 華城[수원]遷都를 기도해 왕권
을 강화하 지만 예외적인 경우이다.

12) 예컨대 헌종 사후 정권을 장악한 안동 김씨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강화도
에서 世系가 분명하지 않아 王統承繼에 흠이 있고 또 군주로서의 능력을 검증 받지 않

은 철종을 옹립하 다. 이는 철종 사후 고종의 옹립도 마찬가지이다.
13) 임용예정자의 본인과 四祖(父, 祖父, 曾祖, 外祖 및 妻의 四祖)에 하자가 없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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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국왕과 이조와 병조의 인사권을 제한하 다. 양사의 중요한 임무는 관

리와 국왕에 대한 탄핵이다. 탄핵은 개인적 비리는 물론 업무집행과 정책의 

수립에 대해서도 가능하 다.14) 그리고 문필을 담당한 弘文館도 점차 권한이 

확대되어 공론을 수렴하여 국정에 반 하 다.15)

국왕―육조의 행정체계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제도적으로는 議政府署事制를 

통한 원로대신의 통제와 사헌부, 사간원의 타아문의 업무에 대한 탄핵을 통한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16) 그리고 제도적이지는 않지만 여론을 통한 통제도 

들 수 있다. 왕에 대한 통제는 왕의 일생에 걸쳐 이루어진다. 우선 어린 시절 

세자로 책봉되었을 때부터 世子侍講院에서 장래 왕이 될 세자에 대해 聖學을 

교육하여 간접적으로 통제하 다. 즉 고대 중국의 성왕들이 재상과 관료를 중

시한 예로 교육하면서 왕권을 일차적으로 규율하 다.17) 국왕으로 즉위한 후

에는 經筵에서 이루어진다. 경연은 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실천하기 위한 국왕
에 대한 교육이다. 經筵에서는 四書三經 등 경전과 중국의 歷代史書 등을 講

讀하면서, 경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국왕의 행동과 현실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제기된다. 관료들은 경연에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왕권을 어느 정

도 견제할 수 있었다.18)

마지막으로 여론에 의한 왕권의 견제를 들 수 있다. 여론에 의한 통제는 성

균관 유생의 空館(수업거부와 단식), 유생들의 萬人疏, 伏閤上疏, 斧鉞上疏 등

臺諫에서 확인해주는 절차이다. 고려시대에는 모든 관리에 대해 하 으나, 태조대(5품 
이하)와 태종대(전부)의 변화를 거쳐 세종대에 5품 이하에 한정하 고 이것이 경국대전

에 규정되었다.
14) 양사의 탄핵 중에 문제가 된 것은 풍문에 의한 탄핵이다. 풍문은 사림의 공론

으로 인식되어 허용되었다. 鄭斗熙, 朝鮮時代의 臺諫硏究, 일조각, 1994, 제3장 ‘風聞彈
劾’에 관한 政治的 論爭 참조.

15) 양사 관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최이돈, “사간원 獻納 金朝鮮의 하루”,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2 ―정치․문화생활 이야기, 청년사, 1996 참조.

16) 兩司와 국왕―육조가 대립하는 경우 국왕은 양사의 관원을 파면하거나 下獄시
키기도 하 다. 이에 대해서는 그들은 집단으로 사직하거나 하옥되기도 하 으며, 이에 
동조적인 다른 관원들도 합세하 다.

17) 세자시강원의 관리는 국왕도 스승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 없었다. 尤菴 宋
時烈이 정치를 주도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그가 세자시강원에서 세자의 교육을 

담당하 기 때문이다.
18) 경연의 교육적 성격은 역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이용되었다. 정조는 

聖王으로 자처하여 신하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연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

으로 신하들을 교육하 다. 경연의 권력통제적 성격은 이 점에서도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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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9) 그리고 국왕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견제는 역사이다. 조선시

대에는 역사기록을 철저히 하 다. 그 산물이 {朝鮮王朝實錄}이다. 실록은 국

왕의 사후에 관련자료인 史草를 모아 편집하여 작성한다. 그리고 실록의 편찬

이 끝나면 사초는 洗草하여 그 원형을 알지 못하게 하 다. 그리고 역사기록

은 국왕은 물론, 후대의 왕도 직접 볼 수 없었다.20) 만약 실록을 열람할 경우

가 있으면 관리를 시켜 해당부분을 초록하도록 하 다. 역사기록은 제도적이
지는 않지만, 가장 강력한 왕권에 대한 견제이었다.

3. 權利救濟

삼권분립의 최종형태는 행정에 대해 司法審査를 통해 사후적으로 권리를 구

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권리구제의 전제는 官署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관습적 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1) 行政行爲와 權利

우선 私人이 국가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이는 경국대전 등 법전에 규정된 문서의 양식과 현존하는 각

종 고문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도 국가가 업무를 집행함에는 
일정한 법적 형식을 필요로 하 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文書樣式과 실제로 생

산된 문서에서 찾을 수 있는 행정행위와 法律書式集인 {儒胥必知}를 중심으로 
행정행위의 태양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經國大典} <禮典>에서는 문서양식
으로 다음의 25종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첩식만 1786년 {大典通編}을 편찬할 
때에 폐지되었고 나머지는 1865년 {大典會通}까지 존속되었다.21)

19) 특히 유생들의 교육기관인 성균관의 언론을 통한 정치참여 내지 왕권의 견제에 
대해서는 申千湜, “朝鮮朝 燕山君의 敎育彈壓政策과 敎育思潮”, 明知史論 7, 明知史學
會, 1995; 金燉, “朝鮮初期 儒生層의 動向과 그 성격”, 歷史敎育 61, 歷史敎育硏究會, 
1997; 피정란, “朝鮮中期 成均館儒生의 言論活動을 통한 政治參與에 대하여”, 成大史林 
12․13, 成均館大學校 史學科, 1997 참조.

20) 1431년 세종이 태종의 실록을 보고 싶어하 다. 이때 우의정 맹사성 등이 “만
약 보신다면 후대의 왕들이 본받아 나쁜 기록을 고칠 것이고, 이렇게 되면 史官은 국왕
이 볼 것을 두려워하여 사실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을 것이니, 후세에 진실을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반대하 고, 세종도 이를 따랐다. {세종실록} 세종 13년 3월 갑신 
참조.

21) 전통적인 공문서가 폐지되는 것은 갑오개혁 후인 1895년 6월 公文書類別及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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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文武官 4品 이상 告身式  2. 文武官 5品 이하 告身式

 3. 堂上官 妻 告身式  4. 3品 이하 妻 告身式

 5. 紅牌式  6. 白牌式

 7. 雜科白牌式  8. 祿牌式 

 9. 追贈式 10. 鄕吏免役賜牌式 

11. 奴婢土田賜牌式 12. 啓本式

13. 啓目式 14. 平關式 

15. 牒呈式 16. 帖式 

17. 立法出依牒式 18. 起復出依牒式 

19. 解由移關式 20. 解由牒呈式 

21. 度牒式 22. 立案式 

23. 勘合式 24. 戶口式 

25. 準戶口式

위 문서는 대부분 관리의 임명장이나 합격증, 관서 상호간의 문서양식 등을 

규정하 다. 그러나 관서에서 개인에게 권익을 부여하거나(10, 11), 개인이 관

서에 요청하는 문서도 있다(16, 22, 25). 우리는 경국대전에 규정된 문서의 양

식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행정행위가 있었고, 이는 관서의 일방적인 행위만
이 아니라 개인도 관서에 대해 청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전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백성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역시 문서를 통하여 볼 수 있다. 官署에서 발급하는 문서로는 향교

나 서원, 개인 등에게 발급하여 사실의 확인이나 권리나 특전을 인정하는 完

文과 정식의 증명문서인 立案을 간략히 한 立旨, 백성이 제출한 소지나 소장

에 대한 판단인 題辭 또는 題音[제김], 노비나 토지 등의 상속을 확인해주는 
傳准, 판결문 등을 요청에 따라 다시 발급해주는 謄給, 관에서 일반적으로 금

지한 행위를 허용하는 勿禁帖 등이 있다. 그리고 백성이 관서에 대해 행정행

위를 요구하는 문서로는 왕에게 冤抑을 호소하는 上疏, 上言, 原情 등이 있다. 

관서에 제출하는 所志, 발괄[白活](평민), 單子(양반)와 집단적으로 올리는 等狀

이 있다. 관의 처분에 대해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다짐[侤音]이 있다. 지방관

樣이 공포되면서부터이다. 權泰檍, “갑오개혁 이후 공문서 체계의 변화”, 규장각 17, 서
울대 규장각, 1994 및 졸저, 앞의 책(주 2), 제1부 제3장 “입법과 공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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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령의 처분에 불복하여 監司에게 올리는 議送과 감사가 수령에게 처분 등 

명령을 하는 甘結이 있다. 그리고 大小科에 합격한 자가 사정으로 覆試(會試)

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정을 청원하는 陳試狀이 있다.22)

각종 법률서식을 수록한 편자 미상의 {儒胥必知}는 내용으로 보아 純祖 연
간인 19세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문서양식이 다양하지는 않지만 백

성이 官署를 상대로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上言이나 所志類를 모아둔 점에서 

사인이 관서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음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上言과 

소지, 단자로 구분하여 수록하 다. 상언은 주체에 따라 사림과 자손으로 구분

하고 그 내용은 충효열과 학행에 대한 旌閭와 贈職의 신청이다. 그리고 擊錚

原情을 별도로 마련하여 관서에 대한 백성의 다양한 요구수단을 보여준다. 山

訟所志가 가장 많고 그 외에 免役 신청소지와 분실문서에 대한 立旨 신청소지

가 있어 19세기 전반의 사회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법전과 관행적으로 통용된 다양한 종류의 문서가 있었는데, 이는 거의 모두 

직접적으로 관서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도 오늘날에 

못지 않은 행정행위가 존재하 음을 推知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행위

는 관서에서 일방적으로 사인에게 명령을 발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

인이 관서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청할 수 있고 또 거부행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에는 사인
이 국가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공문서가 존재하 다.

(2) 訴訟과 權利救濟

조선시대에는 사법과 행정이 분리되지 않아서 행정관이 사법관을 겸하 고, 
審級制度는 지방관(州牧郡縣의 守令)―觀察使―刑曹의 순으로 상급심이다. 국

왕은 최고의 통치권자로 최종재판권을 행사하 다. 그리고 사헌부와 사간원도 

監司나 判書를 탄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법기관의 역할을 하 다. 지방관 

등의 판결에 불복하면 상급심인 감사나 형조에 상소하거나 상소로 국왕에게 

호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兩司에 탄핵을 신청할 수 있었다.23)

진정한 의미에서 권력분립을 논하기 위해서는 사인간의 권리분쟁을 해결하

22) 이상은 최승희, 韓國古文書硏究, 개정판: 지식산업사, 1989 참조.
23) 조선시대 사법제도에 대해서는 오갑균, 조선시대 사법제도 연구, 삼 사,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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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일반적 소송절차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모자란다. 오늘날의 개념을 빌

자면 행정쟁송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었는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행정쟁송은 행정행위의 주체인 관인에 대한 제소라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니

고 있다. 우선 지방관은 국왕을 대리하여 백성을 통치하는 점에서 국왕의 분

신이기도 하다. 관인에 대한 제소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면 국법질서가 유지되

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 반대로 아주 제한하면 관리의 침탈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할 수가 없고 이는 결국 국가의 기반을 허물게 된다. 따라서 濫訴로부터 

관리를 보호하여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관리의 침탈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할 방도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방법으로 나온 것은 申聞鼓와 部民告訴禁止法이다. 寃抑을 호소하는 자

는 주무관청이나 관찰사에게 호소하고 또 사헌부에 고소하며 최종적으로 신문

고를 치게 하 다. 그리고 宗廟社稷에 관계되거나 不法殺人에 관한 것 이외로 
民이 그 觀察使나 守令을 고발하면 受理하지 않고 杖100 徒3년에 처했으며, 

다만 自己訴寃만 허용하여 審理하 다.24) 유교이념을 표방한 신진사대부는 신

문고를 설치하고 自己寃抑을 伸訴할 수 있는 소원제도를 법제화하 다. 이는 

유교정치의 산물로 고려시대에 비해 백성들의 발언권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

었다.25) 그러나 擊鼓者의 대부분이 문무관료와 양반이며 在京人이어서 실효성

이 없었다. 이러한 신문고의 한계 때문에 새로운 민원수단을 강구하 고, 그 
결과 上言, 擊錚이 대두하 다.

상언과 격쟁이 증가하여 16세기 중엽에는 그 범주가 경국대전의 “自己寃抑”

에서 “刑戮及身, 父子分揀, 嫡妾分揀, 良賤分揀”의 4사건으로 확대되었다. 규제

에도 불구하고 17, 18세기를 거치면서 상언․격쟁은 확대일로에 있었다. 숙종

대와 조대를 거치면서 다시 새로운 4사건인 “子孫爲父祖, 妻爲夫, 弟爲兄, 

奴爲主”가 확립되어 대상만이 아니라 주체까지 확대되었고 또 신문고가 복설
되었다.26) 이에 따라 상언․격쟁이 더욱 격화되자 조는 이의 남발과 非四事

件의 猥濫을 체제 내에 흡수하여 통제할 목적으로 1771년에 신문고를 복설하

24) {經國大典} <刑典> [訴冤條] 참조.
25) 자세한 것은 李泰鎭, 韓國社會史硏究 - 農業技術 발달과 社會變動-, 지식산업

사, 1986, 제6장 “士林派의 留鄕所 復立運動 -朝鮮初期 性理學 定着의 社會的 背景 -”; 
심희기, “한국적 전통성과 시민적 덕성 -部民告訴禁止法과 世宗의 苦惱 -”, 世宗時代 文
化의 現代的 意味,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참조.

26) {續大典} <刑典> [訴冤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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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정조는 상언․격쟁이 백성의 원억을 파악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 이를 

적극적으로 비호하 다. 우선 闕內擊錚 외에 衛外擊錚을 허용하 고 {續大典}
에서 금지된 非四事件에 대한 격쟁 중에 民隱에 대한 것을 허용함으로써 백성들

이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소원할 수 있게 하여 각종 침탈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상언․격쟁은 이상적 왕도정치를 추구하던 
정조에 의해 가장 효과적인 쟁송수단이 되었다.

정조대의 상언․격쟁의 내용을 보면 干恩이 전체의 40% 이상으로 가장 많

으며 주로 문서로 하는 상언을 통하 다. 그 다음은 사회경제적 비리와 침탈

을 호소한 것이 20%로 주로 격쟁으로 호소하 다. 나머지는 伸寃, 山訟, 立後 

등이 있다. 干恩은 忠孝烈에 대한 상언이 많으며, 伸寃은 격쟁을 이용했는데, 

獄事나 하급관리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리에 대한 것이 많다. 民隱은 양인이 
한 것이 최고이며, 賦稅收奪, 상공업에 대한 것이 압도적이다. 守令이나 官屬

의 非理橫侵 역시 민은의 주요원인이었다. 이는 평민층의 성장과 권리의식의 

상승을 반 한다.27)

관서의 행위에 대한 쟁송은 일반적 절차를 통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절차, 즉 

국왕에 대해 직소하는 上言․擊錚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이것은 조선시대 사법

제도의 특성에 연유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서구와는 달리 행정의 독자성, 즉 우
월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권리구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민본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법치주의에 바탕을 둔 것으로 우리의 

전통법제가 결코 왕권이나 국가 우위의 체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28)

행정쟁송의 구체적인 전개양상과 이와 관련된 법이론 등은 구체적인 사건의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29) 官署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백성들이 대응하는 

27) 이상은 韓相權, 朝鮮後期 社會와 訴寃制度, 일조각, 1996 참조.
28) 정조대에 성행한 상언․격쟁은 순조 이후 勢道政治期에는 소멸되었다. 그 결과 

민은에 대한 합법적인 구제수단은 사라졌고 백성은 농민항쟁의 형태로 탐관오리의 침

탈에 대항하 다. 그 최종적이고 최대는 갑오농민전쟁이다. 일본과의 비교에 대해서는 
하라 다께시/김익한 외 역, 직소와 왕권, 지식산업사, 1999 참조.

29) 국가 등에 대한 개인의 권리구제의 실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문서나 조선왕
조실록 등 연대기 자료에서 구체적인 사건을 추출하여 관련 법규와 당사자들이 동원한 

법적 논변을 함께 고찰해야 한다. 연구대상으로는 세금의 부과와 이에 대한 백성의 대
응, 독점적 상권과 禁亂廛權, 荒蕪地 등의 개간에 대한 소유권 인정 立案의 발급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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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과 또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거나 경제적 이

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관서에 행위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해나가는 양상이 규명

되어야만 조선시대 행정쟁송제도의 진면목과 법치주의가 실현되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를 통해 행정쟁송과 사인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일반소

송과의 차이점도 드러나고 따라서 행정쟁송제도의 독자성도 부각되어 조선시대

에 실질적인 법치주의 내지 민본정치의 실상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Ⅲ. 法治主義의 要素

위에서 우리는 조선시대에 법치주의가 존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즉 국왕의 절대권력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권력분립

이 존재하 으며, 백성들은 관서의 일방적인 명령에 복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하고 이에 터 잡아 관서에 대해 특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을 보

았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정비된 사법제도를 통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되었

음을 확인하 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조선시대의 법치주의의 요소를 국왕과 법에 대한 인

식, 그리고 왕권을 견제하는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王의 神聖性

조선의 건국은 易姓革命이라고 한다. 국운이 다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
는 고려의 王氏를 대신하여 天命을 받은 李氏가 나라를 세운 것이다. 이러한 

천명에 바탕을 둔 역성혁명은 단지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당시 民人들의 사고

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즉 朝鮮 太祖 이성계의 즉위와 관련된 神異한 이야

기가 太祖實錄의 첫머리에 수록되어 있다.30) 天命的 支配關係의 합법성은 왕

이 가지고 있는 천부적 능력의 신성성과 결부되어 있다. 이는 당시까지 지속

된 왕권의 속성에 대한 신앙을 반 하고 있는 것이다. 정도전은 왕을 강력

30) 물론 이러한 이야기는 新王朝에 대한 사상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太祖實錄
을 편찬하면서 조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조선의 건국을 찬양하고 이성계의 덕을 칭
송하기 위해 정도전이 지은 夢金尺, 受寶籙 등에도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는 
당시 집권층의 조작만으로는 볼 수 없다. 조선후기 새로운 세상을 갈망할 때 유사한 圖
讖思想이 크게 성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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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앙집권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구심점으로 보았다. 왕은 종묘와 사직이 귀

의하는 곳이며, 子孫과 臣庶가 믿는 존재로 하늘의 職事를 대신해 天民을 다

스리며, 천지와 인물의 종주로 되는 것으로 인식하 다. 즉 代天理物31)하는 왕

은 천심에 따라 통치하여야 하고, 천심은 곧 민심의 반 인 공론이다. 공론의 

수용은 왕이 하늘을 대신한다는 명분이었고, 통치의 정당성과 연결되었다.32)

하늘에는 법칙, 즉 天理가 있다. 이 천명을 받은 왕은 왕권의 신성성과 속
성을 보증받았다. 왕의 신성성은 법의 정신적 기초로 작용하게 되었다. 왕은 

천명에 순응하며 대신한다. 천명은 곧 민심이었다.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

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정치를 수행하는 것이 왕의 임무이었다. 왕은 신성한 

존재로 자유로운 권력자이었다. 그러나 무제한의 권력을 갖는 절대적인 존재

는 아니다. 유교적 왕도정치를 실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

라 제도적으로도 제약이 존재하 다.33)

다시 말하면 신성한 존재인 국왕은 그 神聖性 때문에 내재적인 제약이 따랐

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신성성은 국왕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명에 순응해야 한다는 자의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 다. 물

론 국왕이 신성한 존재라는 것은 유사 이래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34) 그러

나 이러한 전통적 왕의 신성성은 조선의 건국과 함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

다. 都評議使司에서는 다음과 같은 즉위상소문을 올렸다.

社稷은 반드시 德이 있는 자에게 돌아가고 王位는 오래 비워둘 수가 없는데, 

공로로 보든 덕망으로 보든 中外의 人心이 모두 따르니 마땅히 位號를 바르게 하

여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되고 하소서 (중략) 백성들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하늘

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요청도 거절할 수 없으며, 하늘의 뜻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중략) 하늘이 만백성을 낳아서 군장을 세운 것은 백성들을 

길러 서로 잘 살게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君道에 잘잘못이 있으면 인심도 

向背가 있게 되니 천명의 거취가 여기에 걸려 있음은 변함 없는 이치입니다.35)

31) ‘代天理物’은 {書經} <皐陶謨> “天工人其代之”를 주희의 제자 蔡沈이 “人君 代
天理物”라고 해석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선초에 국왕의 절대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주 인용되었다. 김태 , 앞의 논문(주2), 118면 참조.

32) 조선시대 왕권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성무, “조선시대의 왕권”, 조선시
대사학회 편, 동양 삼국의 왕권과 관료제, 국학자료원, 1999 참조.

33) 박병호, 앞의 논문(주 3), 430-436면.
34) 이에 대해서는 김기흥, “삼국시대의 왕”, 역사비평 54, 역사문제연구소,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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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소문은 조선왕조 최초의 王位論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그 입론이 인심과 하늘의 뜻만 내세우고 다른 초월적 권위에 假託이 없

다는 것이다.36) 그렇지만 국왕의 신성성은 여전히 강조되어 경국대전에는 국

왕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즉 국왕은 그 위상과 권한을 문자로 표현

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제한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이었다.37) 그러나 선초부터 

초월적 권위에 기대어 왕실의 존엄을 높이려는 생각은 약화되었다. 이는 祭天
儀禮가 국조오례의에서 삭제된 것에서 드러난다.38)

그러나 제천의식의 불거행, 초월적 권위의 미약에도 불구하고 왕의 선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연현상을 하늘의 뜻으로 해석하는 논리가 사라지지 않았다. 

하늘로부터 받은 초월적 권위는 왕과 臣僚들이 백성을 통치하는데 유용하 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과 천명에 대한 관념이 허구이고 위선임을 알면서도 겉으

로 드러내지 않았다. 특히 천문현상은 왕의 덕과 직결되는 것으로 중시하
다.39) 특히 일식과 월식은 군주의 부덕을 하늘이 징계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력하 다. 신료들은 이를 빌미로 국왕의 실정을 비판하고 수양을 강조하여 

엄격한 법집행을 요구하 다. 그러나 연산군(재위: 1494∼1506)은 월식을 달과 

태양 그리고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여 발생하는 자연적 현상이라고 하여 행실

과 통치의 반성을 요구하는 신료들의 요구를 거부하 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연산군은 엄격한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신료들의 위선을 깨뜨림으로써 행동

에 대한 규제를 약화시키려고 하 다.40) 이러한 전통적 國王觀과 정치사상을 

정면으로 거부한 연산군은 중종반정으로 권좌에서 물러나고 조선조 최고의 폭

35) {태조실록} 태조 원년 7월 정미.
36) 이태진, “조선왕조의 유교정치와 왕권”, 동양사학회 편, 東亞史上의 王權, 한울

아카데미, 1993, 104면.
37) 김태 , 앞의 논문(주 2), 117면. 이는 1897년 大韓國國制에서 절대군주임을 명

시하고 있는 것과는 큰 대조를 보인다. 오종록, “조선시대의 왕”, 역사비평 54, 역사문
제연구소, 2001, 283-284면.

38) 조선초기 제천행사에 대한 논의는 金泰永, “朝鮮 初期 祀典의 成立에 대하여 
―國家意識의 變遷을 中心으로―”, 歷史學報 58, 역사학회, 1973; 韓亨周, “朝鮮 世祖代
의 祭天禮에 대한 硏究 ―太․世宗代 祭天禮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震檀學報 
81, 진단학회, 1996 참조.

39) 자연현상과 유교정치사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李熙德, 高麗儒敎政治思想의 硏究 
―高麗時代 天文․五行說과 孝思想을 中心으로―, 일조각, 1984; 韓國古代 自然觀과 王
道政治, 혜안, 1999; 高麗時代 天文思想과 五行說硏究, 一潮閣, 2000 참조.

40) 오종록,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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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으로 낙인이 찍혔다.

왕은 천명에 순응하며 천명은 곧 민심이었다.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연

의 질서에 순응하는 정치를 수행하는 것이 왕의 임무이었다. 왕은 신성한 존

재로 자유로운 권력자이었다. 그러나 무제한의 권력을 갖는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다. 유교적 왕도정치를 실천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적으로도 제약이 존재하 다. 왕은 의정부, 육조 등의 고위관료들의 의견
에 따라 종국적 결정권을 행사하 으며, 三司의 제도적․도덕적 견제를 받았

다. 어린 세자 시절부터 재위시절까지 경연 등을 통해 유교적 도덕론과 역사

적 경험으로 교육과 통제를 받았다. 왕은 통치조직과 관료제도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나의 기관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천명을 부여받은 신

성한 존재로 세습되지만, 그 천명을 현실사회에서 실현해야 하는 도덕적 제약

을 부담하고 있는 기관이었다.41)

전통적인 천명사상에 입각하여 등극한 왕은 신성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

러나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왕권은 내재적 제약을 받았다. 민심을 반 하고 

있는 자연현상을 거울로 삼아 국왕의 不德을 반성하고 自己修養에 노력하여 

정치를 바로잡아야 하 다. 이러한 도덕적 의무는 곧 국왕의 절대권을 제약하

는 중요한 기제이었다.42)

2. 法源의 整備

(1) 法典編纂

법치주의의 전제조건은 객관적인 법의 존재이다. 조선시대 개별법이 정립되

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조선시대 입법절차는 두 가지 방법이 있

다. 첫째, 우선 의정부와 육조 등 담당관서의 제안(關)에 의거하여 예조에서 
왕에게 보고하여 比准을 받은 뒤에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심사, 즉 署經을 받

으면 법안, 곧 依牒이 성립한다.43) 이러한 입법과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정

41) 박병호, 앞의 논문(주 3), 436-437면.
42) 한편 왕의 神聖性은 왕권의 절대성을 강화하고 보장하는 역할도 하 다. 특히 

왕위계승의 正統性이 결여된 왕의 경우는 이를 더욱 강조하 다. 예컨대 세조는 “나의 
왕위 또한 公器이며 사직 역시 천하 만세의 공기이다. 나는 응당 공기를 받을 사람이
다. 그러므로 받은 것이다(세조 3년 3월 신묘)”라고 선언하 다. 그는 왕권의 超越性과 
無私性을 내세우는 주자학의 王權觀을 사용하여 절대성을 강조하 다(김태 , 앞의 논
문(주 2),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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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공식문서의 양식을 규정한 예전에 수록한 듯하다. 즉 개별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가 아니라 추상적인 일반법규를 정립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44) 둘째로 개별사건에 대한 왕명으로 법이 정립되는데, 이 경우가 대부분

이다. 구체적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에서 의견을 올리면 이에 

대한 국왕의 결정이 법으로 된다. 이는 왕명을 받들었다는 의미에서 受敎라고 

한다.45) 이 경우 왕이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臣僚들의 의견을 수
렴하여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는 많은 토론이 있으며, 대개는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46) 이러한 법령은 관습에 바탕을 둔 판례법으로 先例로 후대에 

羈束力을 갖는다. 이러한 법령은 판결에서 확인된 관습법의 성문화라고 할 수 

있다. {經濟六典}과 {經國大典}은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반포된 법령 가운데 
자손 대대로 준수하여야 할 祖宗成憲을 집성한 것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후손

들은 이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祖宗成憲尊重主義).47)

조종성헌은 준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자로 확립되지 않은 것은 준수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법전편찬은 필연적인 요청이다. 법치주의를 확고히 하기 위

해 조선왕조는 지속적으로 법전을 편찬하 다. 우선 정도전은 1394년(태조 3) 

{朝鮮經國典}을 저술하여 통치이념을 분명히 하 다. 최초의 법전은 1397년(태

조 6)의 {經濟六典}이다. 이후 태종대, 세종대에 각각 {續六典}과 {新撰經濟續
六典}을 편찬하 다. 태종대에는 경제육전의 조문을 중심으로 편찬하여 경제육
전의 조문을 조종성헌으로 하 으며, 세종대에는 법령의 내용을 구히 준수하

43) {經國大典} <禮典> [立法出依牒式] 참조.
44) 현재까지 立法出依牒式이 발견된 예는 없다. 따라서 이는 이상적인 입법방법이

었을 뿐 사실상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45) 예컨대 노비를 관장하는 刑曹나 掌隷院에서 기존의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

로운 사건이 발생하 을 때 형조 등에서 사건의 처리방법을 정리하여 국왕에게 보고하

면 국왕은 다른 신료들과 논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이 수교이다. 조선시대 법전
편찬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우선 개별 수교를 유별로 집성한다(各司受敎, 受
敎輯錄). “受敎” 가운데 일시적이지 않은 것을 별도로 편집하여 임시적인 법전을 편찬
한다(大典續錄). “錄” 가운데서 구히 준수하여야 할 법령을 종합 정리하여 大典을 편
찬한다(經國大典, 續大典). 그러나 대전의 규정을 “수교”가 변경하기도 하여 상호간에 
상하의 효력은 없었다.

46) 丁玉泰, “李朝立法節次에 관한 一考察”, 논문집 法學․行政學篇 29, 전남대학교, 
1984 참조.

47) 조종성헌존중주의는 마지막 법전인 大典會通에도 형식적으로는 유지되어 경국
대전 규정은 조종성헌으로 陰刻으로 “原”으로 표기되어 있고, 만약 효력이 없으면 割註
로 “廢”라고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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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할 ‘典’과 그렇지 않은 일시적인 법령인 ‘錄’으로 구분하여 ‘典’만 조종성헌

으로 하 다. 이때까지의 법전편찬방식은 일시적인 법령을 종합하는 것으로 상

호간에 모순이 있었다.

세조는 이러한 법전편찬 방식을 지양하여 모든 법령을 종합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법전을 편찬하여 자손대대로 구히 준수할 萬歲成法을 완성하기로 

하 다. 세조대와 예종대에 완성되었으나 갑작스런 죽음으로 시행에는 이르지 
못하 다. 성종대에 세 차례의 개정을 거쳐 1484년(성종 15)에 완성되어 이듬

해부터 시행되었다. 이것이 현전하는 {經國大典}(乙巳大典)이다.

현재 을사대전만 전해올 뿐 그 이전의 법전은 전해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선초에는 법의 통일적 적용을 중시하 다. 새로운 법전의 편찬과 

반포에도 불구하고 구법에는 밝고 신법에는 어두운 관리나 구법이 이로운 사

람 등이 신법을 적용하지 않고 구법을 여전히 적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
게 되면 법의 통일성, 즉 법치주의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하여 법전이 편찬되면 그 이전의 법전은 수거하여 소각하 다. 그래서 최종

법전만 전해올 뿐 그 이전의 법전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 법도 바뀌어야 한다. 이의 계기는 民本政治에서 찾았

다. 즉 법은 백성을 위한 것, 즉 良法美意이어야 하므로 백성의 믿음인 民志나 

民信을 저버리는 법은 조종성헌이 아니라고 여겨 이를 폐기하고 새로운 법을 

정립하 다. 조종성헌존중주의는 급작스런 법의 변화와 예기치 않은 폐해를 

막는 역할을 하 고, 이후에는 이 원칙과 變法論 내지 更張論 사이의 拮抗關

係에서 법이 발전해왔다.48) 그래서 경국대전이 편찬된 후 반세기가 지나기 전

에 이미 {大典續錄}(1492, 성종 23)과 {大典後續錄}(1543, 중종 38)이 반포되

었다. 그리고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1555년(명종 10)에는 경국대전의 용어

나 난해한 조문을 풀이한 {經國大典註解}를 반포하 다.49)

16세기는 1세기 동안에 걸쳐 완성된 제도가 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여말 이래로 위정자들은 소송의 폭주를 막는데 고심하 고, 이러한 

현상은 조선건국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중앙차원에서 법의 정립이 아

48) 金池洙, “受敎의 法的 性格과 理念”, 한국법사학논총 <박병호교수 환갑기념논문
집>, 박 사, 1991 참조.

49) 經國大典註解는 前集과 後集이 있는데, 전집은 법조문에 대한 有權解釋이며, 후
집은 용어풀이집으로, 원본은 일본에 있다.



2001. 12.] 朝鮮時代의 權力分立과 法治主義 45

니라 향촌사회에서 구체적인 적용이 문제로 되었다. 향촌에서의 수요에 따라 

새로운 법서가 민간차원에서 등장하 다. 위에서 본 것처럼 실제 재판을 담당

한 이는 수령이다. 수령이 되기 위해서는 경국대전을 이해하고 있어야 했지만, 

그들은 법률전문가는 아니었다.50) 그래서 실제 재판은 胥吏들의 손에, 다시 말

하면 백성들의 休戚은 그들에게 맡겨져 있었다. 그리고 外支部51)의 발호로 소

송은 줄기는커녕 더욱 늘어나고 있었다. 진정으로 민본정치를 실현하고 소송
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수령들이 직접 재판을 담당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방대한 경국대전과 수시로 반포되는 수교를 비전문가인 수령들이 알아서 제대

로 재판을 하기에는 역겨웠다. 이러한 목민관들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민

사소송과 관련되는 경국대전, 대명률, 受敎를 종합한 私撰法書가 등장하 다. 

현재 국내에는 {詞訟類聚}만 전하지만, 일본에는 이전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

는 {聽訟提綱}, {詞訟類抄}, {大典詞訟類聚} 등이 전하고 있다.52) 사찬법서의 
등장은 분쟁의 해결에 법이 동원되었다는, 다시 말하면 법치주의가 사회의 저

변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찬법서가 최초로 

등장한 16세기는 법치주의의 확립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리고 16세기는 정치적․사회적 변동이 심하 다. 15세기는 새로운 체제의 

정비에 주력한 시기로 지배층의 변화 등 사회가 비교적 안정이 되었다. 그러

나 16세기에는 중앙에서는 신구 정치세력이 교체되기 시작하 으며 그 와중에

서 네 차례의 士禍가 발생하 다. 향촌사회에서는 사화를 겪어 중앙으로의 진

출에 좌절한 士林이 지지기반을 형성해갔으며, 아울러 경제력의 성장을 바탕

으로 평민이 차별적 사회제도에 저항을 하기 시작하 다. 총체적으로 혼란과 

위기의 시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

하기 위해 다시 한번 법과 법준수가 강조되었다. 이는 1543년에 편찬된 {大典
後續錄}의 서문(成世昌 찬)에 잘 드러난다.

다스림은 道를 같이하고 정치는 풍속을 바꾸는 것에서 연유하니, 다스림에는 

50) 文科 覆試에서 경국대전을 보고 이해하는 것(臨講)이 시험과목으로 되어 있다.
51) 外支部는 소장을 대신 작성하는 변호사와 유사한 역할을 하 다. 그들은 처음

에는 소장을 작성하는 정도이었다. 점차 그들의 활동 역이 확대되어 소송당사자들을 

도와주고 나아가 소송을 부추기기까지 하 다. 조정에서는 소송이 폭주하는 원인에는 
외지부가 소송을 교사한다고 인식하여 그들을 강도에 준하여 처벌하고, 신고한 자도 강
도를 신고한 자에 준하여 포상하여 16세기 말부터는 사라졌다.

52) 사찬법서에 대해서는 정긍식․임상혁, 十六世紀 詞訟法書 集成, 한국법제연구
원,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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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왕의 도를 근본으로 하고 정치는 반드시 시무의 마땅함에 합치해야 한다. 선

왕의 大經大法은 백세가 지나더라도 당연히 준수하여 잃지 않아야 하나, 科令

條目에 이르러서는 시의와 더불어 변하여 中正을 택해야 한다. (중략) 다만 관

리들이 昇平에 익숙해져 재물을 탐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간사함이 날로 일어

나 獄訟이 더욱 번잡해지니 전하께서 科條가 너무 많아 다스림의 효용을 기대

하기 어려워 中正에 맞는 것을 도모하여 恒法으로 삼으려고 깊이 생각하셨다. 

(중략) 臣 成世昌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한갓 善만으로는 정치를 하기에 

부족하고, 法만으로는 스스로 행하기 어려우니, 옛 성왕은 깊이 그 까닭을 알아 

몸소 실천하여 거짓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들은 마음으로 감화되어 

쉽게 교화를 이루었으며, 법으로 금지를 두고 지켜 고치지 않았으니 그래서 백

성의 뜻이 정하여지고 법이 쉽게 행하 다. 그러나 후세에는 그렇지 않아 명령

한 것이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거슬러 백성이 따르지 않으니, 백성이 따르지 

않으면 채찍질하여 따르게 하거나 혹 법을 고쳐 그에 따랐다. 심지어 朝令暮改

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법으로 금지한 것에 어둡게 하여 그 쫓는 바를 적절하게 

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간사함이 더욱 번잡해져서 교화가 행해지지 않았다. 끝

내 법을 다 쓸 수 없게 되었으니 나라는 나라가 아니게 되었다. 이런 까닭으로 

법이 있되 준수되지 않으면 법이 없는 것보다 못하니 법이 없으면 백성이 오히

려 꺼리는 바를 알아 방자하게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데, 법이 있고도 준수되지 

않으면 두려워 금하는 것을 알겠는가? 이로써 호령이 공허하고 문서가 번잡해

지니 비록 좋은 말과 정치라도 끝내 공허한 문구에 지나지 않으니 명령을 하여

도 따르지 않고, 교화를 시켜도 거행하지 않아 頹廢하여 떨치지 못하니 國勢가 

날로 추락하여 망하지 않은 자가 그 얼마인가? 성상은 이 이치를 밝게 깨달아 

다스림에는 반드시 선왕을 본받고, 정치는 반드시 시의에 따라 번잡한 법은 오

히려 성근 것보다 못함을 알아 敎令을 낼 때마다 백성을 아끼고 물건을 소중히 

하는 마음이 아닌 것이 없으니 모두 조종헌장의 옛 것에 뿌리를 두었다(고딕은 

강조; 필자).

즉 시세에 따른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원칙은 준수하되 細目만 고쳐 中正을 

취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따른 입법을 강

조하여, 본성에 거스르는 법은 백성을 핍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령모개하
여 법의 통일성이 없게 된다. 이는 법을 준수하지 않게 되는데, 있는 법을 지

키지 않는 것은 법이 없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국가가 

망할 것이라고 인식하 다. 즉 법의 준수와 통일, 즉 법치주의를 국가의 존망

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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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란을 거친 후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다시 법전편찬에 착수하 다. 

양란 후에는 전후의 혼란을 정비하기 위해 수교가 등장하 는데 이는 {受敎輯
錄}(1698, 숙종 24), {新補受敎輯錄}(1739, 조 15 추정)의 편찬으로 완결되었

다. 조는 경국대전 편찬 이후의 ‘典’을 종합한 {續大典}(1746, 조 22)을 편

찬하 다.53) 정조는 번잡한 법령을 종합하려는 시도에서 착수하 으나 너무 방

대하여 경국대전과 속대전, 그 후의 수교를 집성한 {大典通編}(1785, 정조 9)을 
편찬하 고, 고종은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大典會通}(1865, 고종 2)

을 편찬하 다. 그리고 {典錄通考}, {典律通補} 등 종합법전과 {春官志}, {秋
官志} 등 각종 사례집 등이 편찬되었다.54)

조선시대는 한마디로 통일법전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기본법전인 경국대

전을 편찬하는 데도 건국 후 1세기가 경과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법전을 

편찬하 다. 이런 점에서 조선왕조의 장기적 안정과 지속을 가져온 요인은 바
로 법치주의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전편찬은 공권력의 필요에 

의한 이상적 규범의 창설과 수용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實效

的인 관습법과 판례법을 포용하 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더욱 현실성을 지녔

으며 따라서 법치주의 이념은 사회에 根着할 수 있었다.

(2) 大明律의 受容

조선건국의 주체인 신흥사대부들은 여말의 혼란한 사회를 정비하기 위해 법

제, 특히 형사법의 정비를 서둘 다. 그들은 유교적 전통에 입각한 명률에 주

목하 다. 정도전은 {朝鮮經國典} <憲典> 총서에서 대명률의 수용을 언명하

다. 정도전이 지은 태조의 즉위교서에는 官吏의 公․私犯罪에 대해 부분적으
로 대명률을 수용할 의지를 표명하 다. 대명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두로 번역한 {大明律直解}(1395, 태조 4)를 간행하 다.55)

대명률에 대한 논의는 세종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즉 특정범죄에 

대해 대명률을 적용할 경우, 당해 조문의 형량이 조선의 실정과 민심에 적합

53) 수교집록에서 속대전까지의 편찬에 대해서는 洪順敏, “조선 후기 法典 編纂의 
推移와 政治運營의 변동”, 한국문화 21,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8 참조.

54) 조선시대 법전들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해제와 함께 발간되었다.
55) 이 직해가 불완전하여 태종대에 다시 번역에 착수하 으나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세종 연간에 중국의 해석서인 大明律講解가 수입되었다. 大明律講解에 대해서는 
정긍식․조지만, “大明律 解題”, 大明律講解,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1, 22-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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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여부와 이론적 타당성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 다. 이러한 과정을 거

쳐 經國大典 刑典이 처음으로 완성된 세조대에 用律條에 “대명률을 적용한다

(用大明律)”로 규정되어 대명률은 조선에서 일반형법의 지위를 차지하 다.56)

대명률을 검토한 결과 適實性이 인정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입법하 고, 

그 입법은 {大典續錄}을 비롯한 국전에 특별법으로 규정되어 우선적으로 적용
되었다. 대명률의 수용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획일적․통일적인 형벌의 적
용을 가져왔으며, 그와 함께 구성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에 대한 논의

는 법에 대한 이론적 탐구에도 일조하 다. 이는 죄형법정주의, 나아가 법치주

의가 정착되는데 이론적․실무적으로 기여하 다.

3. 法에 대한 관념

經國大典 序(서거정 찬)와 進經國大典箋(최항 등 찬)에서 찾을 수 있는 법에 

대한 관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법은 天地四時의 자연질서와 같아
야 하며, 이러한 법은 周의 古法에서 찾을 수 있으며, 조종성헌은 존중하여야 

하며, 민심에 합치되어야 한다. 즉 법이 자연질서와 일치된다고 함은 古制와 

민심에 합치됨을 뜻하고, 따라서 구성을 지닌 그러한 법을 경솔히 개정해서

는 안된다는 것이다. 夏殷周 三代聖王의 제도는 ‘古制’ 또는 ‘古訓’이라고 하여 

정치의 기준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입법이 고제와 고훈에 합치하고 또 시의에 

적중하는지를 살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소 신민의 왕에 대한 소망을 위로하
는 것이 되고 만세에 전할 법을 세우는 것으로 인식하 다.

고법을 중시한 것은 역사적 경험을 무시하고 고제에 없는 법을 제정하여 자

칫 타당성과 실효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즉 고법을 본받으면 법

의 구성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법이 절대적 권위를 갖는 것

은 아니다. 고법의 타당성은 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연질서와 사회질서의 

동일성에 고법의 기준을 삼는 사고가 근저에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
나 이는 運命的 질서, 自然法的 질서의 의미를 지닌 전통적 질서사상과는 다

르다. “현재에 알맞고 고제에 어그러지지 않으며 민에게 이로울 뿐만 아니라 

관에게도 便宜한 사항”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지배권력의 신성성만을 강조한 

것도 아니며 민에게 불리하면 고법의 자연법성은 부인될 수 있는 것이다. 따

56) 趙志晩, “朝鮮初期 {大明律}의 受容過程”, 법사학연구 20, 한국법사학회,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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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고법은 시의에 적합하고 민에게 유리할 때 비로소 良法美意가 될 수 있

는 것이다.

삼대성왕의 고법의 모범성과 신성성에 대한 신앙적 사상은 조선 선왕의 법

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태조가 제정한 법인 조종성헌은 구적 불변성이 부

여되어 조종성헌존중주의의 사상적 밑받침이 되었다. 세종은 續典의 편찬은 

신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祖宗 때부터 행해온 것을 수록하는 것에 불과하다

고 명언하 다. 조종성헌의 구성․불가변성은 전시대를 통해 준수되었다. 그

러나 그 내용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절대적으로 준수될 수는 없었지만, 그 형

식성은 유지되었다.57)

특히 세종은 ‘帝王’이 통치하는 새로운 왕국 ‘一代의 제도’를 고안하면서 삼

대가 아닌 漢唐의 제도까지 염두에 두고 제도를 고안하려고 하 다. 역사적 

현실에서 양법으로 운용된 제도들의 長處까지 고려한다는 가장 독창적이며 주

체적인 제도를 모색하 다. 새로운 제도의 정립과정에는 전국의 관민을 상대

로 하여 새 법안의 便否를 조사하 다. 이러한 참여는 일시적이며 우연한 것

이다. 그러나 제도정비의 초기 과정에서 생긴 것은 피지배민까지 동원한다는 

성리학의 지배이념이 현실적으로 작동되었음을 의미한다.58)

법은 고법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훌륭하여야 했다. 즉 법은 良法

美意이어야 하 다. 그 기준은 폐단이 없는 것으로 上下相安하는 것이다. 신법
의 제정이나 법의 개정․폐지의 정당성은 고법인 양법미의를 규범으로 제시하

거나 조종성헌으로의 복귀를 주장하 다. 고법이 양법미의라는 신앙은 구불

변성의 신앙과 결부되고 조종성헌으로 인식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고법의 

구불변성의 신앙은 사회의 변화에 따른 개정필요성과 충돌될 수밖에 없다. 이

러한 충돌 속에서 개정불가가 아닌 不可輕改性, 즉 제한된 법적안정성을 추구

하게 되었다. 태종과 세종은 국기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조종성헌을 고수하
다. 고법을 묵수하여 왕조를 유지한 漢과 고려와 新法으로 개혁하여 南下한 

宋의 역사적 교훈을 강조하 다. 그래서 조종성헌만으로 구성을 강조하고 

입법목적 달성에 노력을 하 으며, 꾀를 부려 법을 고치려는 자를 不守法으로 

57) 朴秉濠, “朝鮮前期 立法者의 法律觀”, 近世의 法과 法思想, 진원, 1996, 398-406면.
58) 金泰永, “려말선초 성리학 왕정론의 전개”, 조선시대사학보 14, 조선시대사학회, 

2000; 金泰永, “주자학 세계관과 조선 성리학의 주체의식”, 대동문화연구 37, 성균관대
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0, 25-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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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려고 하 다. 조종성헌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심을 진정시키고 國脈을 

안정시키는 것으로 인식하 다. 人情을 따르는 것은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

며, 법을 경솔히 고치는 것은 백성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고려말의 역사적 교훈을 강조하 다. 법의 개정을 억제하고 구성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법의 제정에 신중성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해당 관서의 업무집행

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령은 필요한데 判書 등이 직접 국왕의 승인과 삼사의 

署經을 받아 법령을 제정하도록 하 다.

법은 목적이나 운용에 있어서 四時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는 왕과 신

하, 백성들 사이에 법에 대해 一定性이나 恒常性 의식을 갖고 있음을, 특히 민

이 법의 일정성을 믿고 있음을, 곧 법이 민의를 반 하고 있음을 뜻한다. 민

신․민지라고 하더라도 민이 공식적으로 자기주장을 할 제도적 보장이 존재하

지 않았다. 민지는 관료나 양반 등의 이목을 통하여 간접으로만 표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59)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민지를 직접 파악하

기 위하여 새로운 법의 제정이나 시행을 앞두고 백성들의 의사를 묻기도 하

다. 세종은 貢法이란 새로운 토지세법을 정할 때에는 조정의 관리와 지방의 백

성에 이르기까지 173,000여 명의 여론을 조사하고, 또 10년간의 시험기간을 통

해 부작용 유무를 검토한 뒤에 전국적인 시행에 들어갔다.60) 이러한 전통은 후

기에도 이어져 조는 1750년( 조 26) 균역법을 실시하기 전에 문신관료, 유
생, 향리, 백성들에게 良役의 편리함과 불편함의 여부를 묻는 여론을 조사하

59) 朴秉濠, 앞의 논문(주57), 407-422면.
60) {세종실록} 세종 12년 8월 무인; 공법 시행을 위한 여론 조사는 1430년(세종 

12) 3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5개월 동안 하 다. 정부의 관리와 각도의 수령, 일반 
백성 등 조사 대상자 172,806명의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98,657명, 반대 74,149명으
로 나타났다. 도별 찬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도  별 찬   성 반   대

경 기 도 수령 29; 품관․촌민 17,076 수령 5; 품관․촌민 236

평 안 도 수령 6; 품관․촌민 1,326 관찰사․수령 35; 품관․촌민 28,474

황 해 도 수령 17; 품관․촌민 4,454 수령 17; 품관․촌민 15,601

충 청 도 수령 35; 품관․촌민 6,982 관찰사․도사․수령 26; 품관․촌민 14,013

강 원 도 수령 5; 품관․촌민 939 수령 10; 품관․촌민 6,888

함 길 도 수령 3; 품관․촌민 75 관찰사․수령 14; 촌민 7,387

경 상 도 수령 55; 품관․촌민 36,262 수령 16; 품관․촌민 377

전 라 도 수령 42; 품관․촌민 29,505 수령 12; 품관․촌민 257

계(172,806) 98,657명(57%) 74,149명(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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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백성들에게 균등한 부역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이 불가피한 조치

임을 강조하고 1751년 여론에 따라 양역을 감하는 조치를 하 다.61)

이처럼 입법에 백성들의 의사를 반 하기 위하여 언로를 열어두었으며, 이

것만으로 부족하여 직접 의견을 묻기까지 하 다. 이렇게 해서 성립된 법은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4. 王權의 牽制

여기에서는 제도적으로 완비된 왕권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이념적으로 추구

한 모습을 鄭道傳의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도전은 이성계와 함

께 주도적으로 조선을 건국하고, 국가의 기본틀을 마련하 다. 그는 李芳遠 ―

태종― 과의 권력투쟁에서 패배하여 1398년 왕자의 난에서 죽어 비록 그의 

이상은 당대에는 실현되지 못하 지만, 그의 정치사상, 법사상은 500년 조선왕

조를 이끌어간 주춧돌이 되었고, 그의 사상은 실현되었다.62)

(1) 王權 牽制를 위한 구상

정도전은 1394년에 저술한 {朝鮮經國典}에서 국가통치의 대강을 밝혔다. 주

례의 향을 받았으나 현실에 맞게 조정하 다. 서두에 치국의 대요로 定寶位, 
國號, 定國本, 世系, 敎書를 기술하여 천지자연의 이치에 따라 인으로써 왕위

를 지켜야 할 것, 왕위세습은 장자나 현자로 해야 한다는 것 등을 서술하 다. 

治典에서는 군신의 직능과 관리선발 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재상

이 모든 통치의 실권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 다. 예전에서는 예를 질서로 정

의하고 상하차등을 전제로 하고 서로 화합하는 조화관계를 중시하 으며, 언

로를 개방하여 상하의 통정이 원만해질 것을 강조하 다. 憲典에서는 인을 바
탕으로 한 덕치를 강조하고 예방적 보조적 수단으로서 법과 형벌을 강조하

다. 주례를 모델로 하되 중국 역대의 제도를 절충하고 다시 조선의 현실에 맞

게 조정하 다. 즉 宰相, 과거, 三卿制度는 주례에서, 군사, 수령, 부세, 補吏法 

등은 漢唐의 제도에서 채용하 다.63)

이러한 그의 사상은 1395년에 저술한 {朝鮮經國典}의 보유편으로 治典을 

61) { 조실록} 조 26년 5월 경신; 7월 계묘, 기유.
62) 韓永愚, 鄭道傳思想의 硏究, 개정판: 서울대학교출판부, 1983 참조.
63) 한 우, 위의 책, 38-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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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한 {經濟文鑑}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상권에서는 역대 왕조의 재상

제도의 변천과 그 득실을 서술하고 재상의 직책과 진퇴를 기술하 다. 唐虞三

代에는 현명한 재상이 막강한 실권을 가지고 제왕을 보필하여 이상적인 정치

를 구현하 다. 漢唐時代에는 초기에는 재상권이 강하 으나 후기에는 약화되

어 군주의 전제권이 강화되었다.

대간과 감사, 수령 등의 직책을 논하 다. 臺官은 정치를 감찰하고 탄핵하는 
관료로서 그 지위와 직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대관은 군주와 재

상의 실정까지도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 諫官은 군주와 백관의 실정을 비판

하는 직책으로, 삼대에는 모든 국민이 간쟁을 할 수 있으나 간관이 생겨나면

서 言路가 좁아졌다. 언로와 언권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간관의 자질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대간의 권한이 재상을 능가해서는 안되

고, 정권이 대간에게 있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진다고 경고한다.
감사와 수령은 지방자치를 표방하고 있는 삼대가 아니라 중앙집권을 주축으

로 한 한당의 제도를 모범으로 하 다. 그는 일원적 통치를 중시한 결과이다. 

감사는 수령의 비행을 규찰하고 수령의 치적을 평가하는 임무를 가지므로 品

秩을 높여야 하며 또 감사와 수령에 대한 통제권을 재상에게 부여하여 재상중

심의 중앙집권을 확립하려고 하 다.64)

아래에서는 재상제도에 대한 그의 구상과 언론, 여론을 통한 왕권의 견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宰相 중심의 官僚制

정도전은 세습군주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재상제를 중시하 다. 군주
는 국가의 상징이며, 국민통합의 구심체이다. 군주는 관념상 가장 존귀하고 막

강한 권력자이며, 천명의 代行者로 정당성을 지닌다.65) 그러나 왕은 상징적․

개념적 존재이지, 실제로 절대권력을 가진 절대권력자는 아니다. 왕이 행사하

는 권한은 재상을 선택․임명하는 권한과 재상과 정사를 협의․결정하는 권한

뿐이다. 그러나 협의․결정하는 권한은 중요사안에 대해서이지, 작은 일은 재

상의 독자적인 처리에 맡겨야 한다.66) ‘宰相’의 ‘宰’는 宰制로 주재하여 평균하

64) 한 우, 위의 책, 42-45면.
65) {朝鮮經國典} <治典> 官制 “人君 代天工 治天民”
66) {經濟文鑑} 宰相 “人主之職 在論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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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스린다는 뜻이며, ‘相’은 ‘輔相’으로 도와준다는 뜻이다. 보상은 왕의 명령

과 의지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왕의 옳은 일은 적극적으로 

봉행하되 옳지 않은 일은 끝까지 거부하여 막음으로써 왕을 옳은 길로 인도해

야 함이다. 사실상 재상중심의 정치운 체제를 구상하 던 것이다.67)

최고정책 결정권자로서의 재상은 “獻可替否”의 주체로서 군주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군주와 可否를 토론해야 한다. 현군은 유능한 인물을 재상으로 임명
하고 재상의 의견을 존중하는 군주이다. 모든 결정은 최종적으로 군주의 재가를 

받아야 확정되지만 그 결정의 주도권은 재상에게 있어야 한다. 정령 등을 협의

할 때 군주가 독재를 할 때 이를 견제할 직접적인 방법은 재상에게는 없다. 그

러나 간접적인 방법은 宮官의 억제, 왕의 사유재산 금지, 언로의 개방, 臺官과 

史官의 설치, 경연제도 등이다. 그리고 최종적인 것은 저항권이다.

최고정책 집행자로서의 재상은 내외의 모든 관료를 통솔한다. 통솔은 百職
을 총괄한다는 의미로 결국 만민을 다스리는 최고의 정책집행자라는 뜻이다. 

이를 위해 재상은 인사권, 군사권, 재정관할권, 爵賞․刑罰權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권한 중 작은 것은 직접 처리하며, 중대한 것만 국왕과 협의한다. 재상

은 음양을 조화시키는 책임을 진다. 천명․천리의 형식적 대행자는 군주이지

만, 실질적인 대행자는 재상이기 때문에 실정으로 인한 천재지변 등에 대해서 

군주만이 아니라 재상도 책임을 진다.
재상은 그 직무에도 불구하고 통치권의 대강만 장악해야 하고, 그 세부적인 

衆目은 백사의 관료들이 처리해야 한다. 즉 재상은 통치의 큰 줄기와 기본방

향만 제시하는데 그치고, 九卿 이하 백사의 관료는 재상이 결정한 법도와 명

령을 잘 준수하여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衆官이 중목을 집행함에는 

철저한 ‘一官一職’의 원칙을 준수하여 서로 직능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중

관의 권한은 종적으로나 횡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안배되어 조화를 이루어야 한

다. 통치의 대강은 군주―재상―육관―百司의 피라미드형으로 일사분란하게 되

어야 한다.68)

이러한 재상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역사적으로 재상제도를 평가하 다. 

삼대의 재상제도(冢宰)를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漢唐 이후를 부정적으로 인식

하 다. 세습군주제를 인정하면서도 군주 개인의 능력 차이에 따른 폐단을 막

67) {朝鮮經國典} <治典 總序> 참조.
68) {朝鮮經國典} 宰相 ‘中書之務當淸’ 및 諫官 ‘諫官與宰相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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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조처이었다. 이러한 재상 중심의 정치체제는 삼정승합의제인 의정부

로 이어졌고, {經國大典}에는 “總百官 平庶政 理陰陽 經邦國”의 추상적인 형

태로 규정되었다.69)

이러한 재상중심의 정치운 은 지방통치에도 이어졌다. 수령은 군주와 더불

어 共治하는 近民의 관리로 군현의 실질적인 통치자이다. 따라서 민을 존중하

려면 당연히 수령을 존중해야 하며, 군수 등을 존중하면 천하국가가 존중된다
고 하 다. 그래서 수령의 자질을 중시하여 현능한 자를 임명하고, 수령의 品

秩을 높여 ‘重外經內’, 즉 外職을 거친 사람을 중용하도록 하 다.70) 수령의 선

정은 수령의 자질과 지위를 개선하는 것만으로 달성할 수는 없다. 수령의 비

리와 위법을 감찰하는 감찰관이 필요하다. 정도전은 고려의 按察․按廉使 제

도를 계승하는 방향에서 감사의 지위와 권한을 높이고 감사에 대한 통제권을 

재상에게 귀속시켜 재상중심의 중앙집권제와 법치주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고 

하 다.71)

(3) 臺諫 중심의 言論

국왕이 아닌 재상중심의 정치운 을 지향하더라도 민의가 반 되지 않고, 
또 국왕이나 재상의 실정에 대해 비판을 할 수 없으면 재상제는 아무런 의미

가 없게 된다. 즉 정책결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민의가 수렴되지 않거나 여

론에 의한 비판과 감찰이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으면 법치주의에 바탕을 둔 민

본정치는 의미가 없게 된다. 정도전은 국왕이나 재상의 실정을 자유롭게 비판

할 수 있는 언로를 개방하는데 노력하 다. 언론의 자유가 민인 전체에게 개

방되어야 함을 역설하 다.
역사적으로 언로의 개방정도를 평가하여 이상적인 제도를 추구하 다. 상고

시대에는 諫官이 따로 없이 모두 의견을 개진할 자유가 있었고, 諫諍을 하지 

않으면 처벌까지 하 다. 秦에서는 천하의 비판을 싫어하여 전적으로 금지하

고, 漢에서는 간관을 설치하여 비판을 허용하 다. 이 때부터 언로도 폐쇄되

기 시작하 다.72) 정도전은 간관제도 때문에 언로가 좁아졌다고 인식하면서도 

69) 한 우, 앞의 책(주 62), 147면.
70) {經濟文鑑} 縣令 ‘郡守民之本也’ 참조.
71) 한 우, 앞의 책(주 62), 161-162면.
72) {經濟文鑑} 諫官.



2001. 12.] 朝鮮時代의 權力分立과 法治主義 55

간관제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즉 간관제도를 유지하면서 간관의 기능

을 대폭 강화하고 다른 한편 간관이 아닌 사람에게도 간쟁의 문호를 열어주면 

언로가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하 다. 간관은 고위직은 아니지만 재상과 대등

하며 ‘一官一職’ 원칙의 예외는 재상과 간관뿐이다. 간관의 임무는 군주의 비

행을 탄핵하는 것이다. 정도전은 모든 사람이 간관의 역할을 할 수 없는 현실

을 수긍하면서 간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언론정치의 길을 열어두었다.73)

언로를 넓히려는 정도전의 의지는 어사를 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御使 

역시 언로의 기능을 갖는다. 어사는 국왕의 耳目이 되어 재상을 비롯한 백관

의 비행과 위법을 규탄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

니라 견제하는 것이다. 백관의 비리와 위법을 규탄하여 정부의 기강이 확립되

면 재상 중심의 통치체제가 확립될 것이기 때문이다.74)

臺諫의 기능은 국왕의 독재와 관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여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다. 국왕의 독재는 재상에 의해 견제될 

수 있지만, 대간은 이차적으로 견제한다. 재상의 독재는 군주의 인사권에 의해 

일차적으로 견제되지만 이차적으로는 대간에 의해 견제된다. 백관의 위법은 

군주와 재상에 의해 일차적으로 견제되지만 이차적으로는 대간이 견제를 한다. 

대간의 실정은 군주와 재상에 의해, 또 臺․諫 상호에 의해 견제된다. 선초는 

고려보다 간관과 어사의 기능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었다. 이는 재상권의 강화
와 함께 여선 왕조교체와 더불어 나타난 정치제도상의 변화이다. 고려시대 中

書門下省에 속하 던 諫官이 독립하여 司諫院이 되고, 御史臺가 사헌부로 개

칭되면서 격도 높아졌다. 재상과 언권, 감찰권의 성장은 군주독재와 관리의 부

정․부패를 억제할 가능성, 즉 법치주의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언로의 개방은 국왕의 고문기관인 經筵, 求言進書制度 등을 언급하 으며, 

이는 정도전 사후 申聞鼓의 설치, 上疏制度, 輪對, 成均館 儒生의 示威運動 등
으로 언로의 자유가 개방되었다.75)

5. 王과 法의 관계

국왕이 신성한 존재라면 국왕이 발하는 법 또한 신성한 존재일 것이다. 선

73) 上同.
74) {經濟文鑑} 臺官 ‘御史之榮爲重’
75) 한 우, 앞의 책(주 62), 154-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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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에는 법을 조종성헌, 金石之典, 不刋(刊)之典, 垂世之規, 大經大法, 不易之大

法, 子孫萬世之法 등으로 표현하 다. 이것은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준수

의무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왕권에 신성성이 부여된 것과 마찬가지로 법에

도 이념적으로 신성성이 부여되었다. 법에 신성성이 부여된 것은, 법은 왕이 

만드는 것, 즉 천명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이는 다름 아닌 민심에 의해 만들어

졌음을 뜻한다. 곧 법의 근원은 왕에게 있다. 왕은 법을 統理하는 근본으로 여
전히 법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법의 본질이나 성격 또는 왕과 법의 관계가 논의되는 경우는 형벌의 적용에

서이다. 왕에게 재량권이 있어도 법대로 처벌할 것을 주장하고 법대로 하지 

않은 왕의 결정에 대해서 법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표현하 다. 또 법은 天下

의 公器이기 때문에 왕이 私情에 끌려 굽힐 수 없다고 주장하 다. 王土王民

思想이 바탕이 되어도 왕은 법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률관은 상호제
약적 상호감시하에 법이 운용될 것을 이상으로 하고, 그렇게 노력한 것은 법

의 공공성의 이상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이다.

왕은 법을 만들지만 법 아래 있을 것을 이념으로 하 다. 그 법은 조종성헌

으로 이를 어기면 불효이요, 또 천명이기 때문에 하늘, 곧 백성의 믿음을 배반

하는 것이다. 법에 대해 왕의 재량권마저 허용하지 않으려는 법의 공공성 이

념과 왕의 자의적 법적용, 권력의 행사는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소장이 있
었지만, 현실에서는 법의 공공성이 항상 강조되었다. 이것이 조선 왕조 존속의 

법적 기초라고 평가할 수 있다.76)

정도전 사상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민본주의이다. 군주보다는 국가가, 국

가보다는 민이 우위에 있으며, 민은 국가의 근본인 동시에 군주의 하늘이다. 

따라서 통치자의 모든 동작이나 시설, 명령, 법제 등은 모두 민을 존중하기 위

한 것이어야 한다. 군주나 관리는 민을 지배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민을 위해 
일을 하는 봉사자라는 의미가 뚜렷하다. 혁명은 하늘의 주관적인 의지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심의 반 으로 이룩된다. 혁명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

는데, 禪讓과 放伐이다. 暴君放伐論은 맹자가 주창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건국, 즉 정도전의 이론은 맹자의 그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정도전은 맹자의 

개인적 혁명이론을 집단적 혁명이론으로 고양시켰다는 점에서, 그리고 권력이

양과정에서 추대와 선양 그리고 인준의 새로운 형식을 도입하 다는 점에 차

76) 朴秉濠, 앞의 논문(주 3), 444-4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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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다.77)

Ⅳ. 휘갑

우리는 위에서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법치주의의 제도적 배경과 법치주의 관

념 등에 대해 살펴보고, 법치주의는 서구의 역사적 산물로 독특한 것이 아니

라 인류역사상 보편적인 것으로 우리의 역사와 전통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을 

논증하 다.

조선시대의 통치구조는 국왕과 6조, 屬司로 구성된 집행부와 이를 견제하는 

議政府, 臺諫 등이 기본틀이다. 그리고 집행권, 좀더 구체적으로는 국왕에 대

한 견제는 국왕이 되기 전부터 이루어져왔다. 世子侍講院과 經筵에서의 경전

교육, 成均館 幼生을 비롯한 여론 등이 강력한 견제기능을 하 다. 최종적으로

는 역사이다. 국왕도 선왕의 실록을 함부로 보지 못하 다. 역사에 기록되어 
후세에 길이 전해지는 것은 국왕의 독재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견제장치로 역할

을 하 다.

권리구제의 측면에서는 문서를 통하여 다양한 행정행위가 존재하 고, 이 

중에는 백성이 관서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까지 있는 점에서 일

찍부터 오늘날 행정쟁송에 해당하는 제도가 있었다. 그리고 권리구제는 소송

으로 보장을 받았다. 선초에는 소송의 폭증도 막고 백성의 관장에 대한 소송
을 금지하여 국가권력을 강화하려고 하여, 관리에 대한 소송을 극도로 억제하

다. 그러나 후기로 갈수록 소송할 수 있는 대상과 자격이 확대되었으며, 

조․정조는 직접 백성과 대면하여 이러한 권리를 더욱 확대하 다.

국왕은 신성한 존재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권은 내재적 제약을 지니고 있

었다. 국왕의 失政이 자연재해로 반 된다는 天人合一의 정치사상은 왕권의 절

대성을 더욱 제약하 다. 이러한 도덕적 의무는 국왕의 절대권을 약화시키고 臣
權 또는 制度的 統治를 중시하는 역할을 하 다. 여말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선초부터 법에 의한 통치를 선언하 고, 이는 법전의 편찬으로 이어졌다. 그래

서 태조대의 經濟六典에서 고종대의 大典會通까지 지속적으로 법전을 편찬하

다. 공식적인 종합법전만이 아니라 有權解釋集, 실무에 적합한 私撰法書 등 다

77) 한 우, 앞의 책(주 62), 103-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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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형태로 등장하 다. 형사법분야에서는 大明律을 수용하여 형사법을 정비

하 는데, 중국의 형법전의 수용은 한편으로 형벌의 통일성, 한편으로는 법이론

의 발전을 가져와 법치주의가 자리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다.

법에 대한 관념은 법치주의가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다. 법은 오래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백성을 위하는 아름다운 것이어야 한다

는 良法美意가 확고하게 인식되었다. 이는 법에서 역사성을 중시하는 祖宗成
憲尊重主義로 발현하 다. 이 원칙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도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의 경솔한 제정과 개정을 억제하여 法的安定性을 가져왔다. 

그리고 법은 백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의 제정과 개정에 앞서 직접 백성

의 의견을 조사하기도 하고, 예비적으로 시행하기도 하 다. 이는 법치주의를 

통한 민본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법치주의의 토대를 닦은 이는 三峰 鄭道傳이다. 그는 {朝鮮經國典}
을 저술하여 조선통치의 기본방향을 제시하 고, {經濟文鑑}에서는 이를 역사
적으로 규명하여 가장 합리적인 제도를 구상하 다. 법치주의와 관련하여 그의 

사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재상을 중심으로 하여 세습군주제의 

폐단을 예방하도록 구상하 다. 재상과 관료가 통치를 전담하고, 국왕은 재상

을 선임하고 중대사만 재상만 상의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행정업무는 관

료들이 직책에 따라 담당하게 하여 職能的 權力分立을 추구하 다. 그리고 諫
官의 권한을 강화하여 言路를 확대하고 백성의 뜻에 따라 재상과 군주를 견제

하려고 하 다. 군주를 견제하기 위해 재상을 두고, 재상을 견제하기 위해 臺

諫을 두었으며, 재상과 臺諫을 견제하기 위해 다시 어사를 두어 권력에 대해 

이중, 삼중의 통제와 견제장치를 두었다. 그의 이러한 시도는 정치적 이유로 

당대에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의 기본구도는 결국 역사를 통하여 실

현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역사에서 살펴보면 법치주의 이상은 철저하게 관철되지 않

았다. 왕권이 강한 때, 예컨대 태종대나 연산군대에는 즉 법치주의는 이념 내

지 이상이었지 현실은 아니었다. 국왕의 절대적․자의적 권력행사에 대해 법

의 준수를 강조하는 이념의 정도에 그쳤다. 그리고 신권이 강하 을 때에도 

법치주의는 사라지고 권력강화를 위한 자의적인 법집행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법치주의가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쳐 一以貫之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
까? 잠정적으로 다음 몇 가지를 거론하는 것으로 을 휘갑하며, 향후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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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구과제로 남겨두려고 한다.

첫째, 시민혁명과 그에 따른 권력의 분립과 상호의 견제 장치가 제도화되지 

않았다. 둘째, 법의 형식적 평등, 획일적 적용보다 실질적 평등, 구체적 타당성

을 중시하는 실질적 정의관의 향이다. 셋째, 법의 적용을 주도하는 전문법조

인 집단의 부재이다. 조선의 역사를 살펴볼 때 서구의 시민혁명과 견줄 수 있

는, 따라서 왕권의 내용과 행사의 한계를 문서로 남겨 후대에까지 구속력을 
갖게 한 예는 없었다. 이 점에서 여전히 德治主義의 한계상황을 노정하고 있

다. 그리고 實質的 正義의 중시는 법치주의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법을 현실적

으로 적용할 때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면 기존의 법을 부정하고 새로운 법을 

정립하여 합목적성을 추구하 다. 특히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대명률을 형

사법의 普通法으로 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 다. 법적안정성보다는 합목적

성의 추구는 법률논리만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법치주의가 사회 전반에 뿌

리를 내리기에는 심성적 토대가 구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독자

적인 법조인은 존재하지 않았고, 유교적 소양으로 무장한 사대부가 법조인으

로 활동하 다. 그들은 소박한 정의감과 유교적 정신을 바탕으로 법을 집행하

다. 전문법조인이 없었기 때문에 독자적인 법논리의 발달은 불가능하 다. 

따라서 실질적 정의관과 법논리의 부재는 법이, 법치주의가 사회와 정치의 중

심에 설 수 없었다. 이런 제도적 심성적 상황은 법치주의가 사회를 지배하는 
지도원리로 되기에는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었다.78)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법치주의의 이념이 제기되고 그것이 구체적인 제도로 

발현된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고는 그 첫 시도 내지 시론적 접근이라

는 점에서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법치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논

변, 개별사건에서 법논리가 관철되거나 아니면 왜곡되는 과정, 그리고 제도의 

78) 역사의 일정단계에서는 정치조직, 즉 국가를 형성하게 되며 이 때부터는 객관
적인 규범에 의한 통치는 필연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법은 통치나 지배의 도구일 뿐, 그 자체가 국
가․사회를 운 하는 기본원리로까지 승화되지는 않는다. 이를 극복한 단계가 ‘법의 지
배(rule of law)’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역사발전에서 볼 때, 법에 의한 지배는, 古朝
鮮의 八條法禁 등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초기 법전을 편찬하는 단계는 
이를 극복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사회의 운 원리인 ‘법의 지배’가 사
회에 확립되는 시기는 16세기로 보고 싶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치 한 연구가 필요

하다. 그리고 역사는 단선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과 퇴보를 반복하는 과정이
다. 16세기에 확립된 법의 지배는 그 후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 퇴보하기도 하 다. 그
리고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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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型과 法源으로 기능을 한 예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지 않은 점 등이다. 첫술

에 배부를 수 없듯이 미진한 연구는 장래에 짊어지고 갈 숙명적 과제라고 변

명하며 등에 진 섶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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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ssay on Separation of Powers and Rule 

of Law in the Chosun-Dynasty

Geung-Sik, Jung
*

79)

Rule of Law may be defined as the regulation of absolute power or as 

governance by objective rule announced in advance. It has been recognised 

that until now there was no tradition of rule of law in Korea, but in this 

paper I will show the factors of rule of law in the former term of the 

Chosun-Dynasty because the doctrine of rule of law is necessary to smooth 

the rule of a country.
The new ruling elite who overcame the chaos of the decrepit 

Koryo-Dynasty and established the Chosun-Dynasty emphasized rule of law in 

order to set up social order. The ruling system of the Chosun-Dynasty was 

completed with the perfection of the Kyungkuk-Daechun(great codes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governing the nation forever) in 1484, and was maintained 

till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central administrative organ consisted of Ryukcho(the six departments) 

and its subordinate offices, and the local one was an unitary system which 

was made up of the King, Kwanchalsa(or Kamsa; Province Ministry), and 

Suryung(District Officials). The King was checked by institution and custom. 

First, institution-wise, Uechungpu, the committee of the highest civil officials, 

checked the king and Ryukcho. The relations between the king and Uechungpu 
were various according to the power of the king. In principle Ryukcho 

reported to Uechungpu before the king, and Uechungpu intervened and 

rejected Ryukcho's opinions. From late 16th century, Pipyunsa, the committee 

of highest civil and military officials, had become the most powerful 

institution, and checked the king. The king was also checked by public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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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which was mostly formed by Sarim(the gentry in the country) and 

Sungkyunkwan Yusaeng(Students of the National Academy). The institutions of 

impeachment was Samsa, consisting of Sakanwon which took charge of 

criticizing the king's misconducts, Sahunpu which censured officials' absurdities 

and irregularities, and Hongmunkwan which was responsible for the writings in 

the benefit of the king originally and additionally undertook speech. Samsa led 
the way in forming the public opinion, and positively checked the king and 

his nearest subjects.

Second, custom-wise, the king was checked by education. The Crown-Prince 

had to study Sunghak(the holy scholarship for the king) in which Saseo- 

Samkyung(the Four Books and Three Classics of Ancient China) were included 

during his childhood. The king studying Sunghak was an obligation, and later 
subjects blamed his misconducts and misrules by the authority of Saseo- 

Samkyung. Ultimately, history restrained the king. The present king could not 

read the preceding king's Sillok(the authentic chronological history of a 

Dynasty). This rule was accepted institutionally and customarily. Sillok was the 

last defend apparatus for the arbitrary power of the king.

In the Chosun-Dynasty, the judicial system was established, and the 
commoners could request not only private rights but also public rights. At the 

beginning of the Chosun-Dynasty, the commoners` actions were narrow and 

strictly restrained. But as times went by, it was extended without restraint. 

This was the institutional background for Rule of Law in traditional Korea.

The political idea that the king's powers were divine, and that the man who 

the heaven revealed as king should be the only one who becomes the King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construction of the Chosun-Dynasty. This 

political thought endowed the king and the law with divinity. On one hand 

the divinity allowed the king to have certain absolute powers, but on the 

other hand it practiced as an internal restrain. King Yunsan(reign: 1494∼1506) 

who denied this traditional belief and exercised his arbitrary privileges, was 

dethroned by the people who strongly believed in this idea. This incident 
reflects the fact that this idea had functioned in checking the king.



2001. 12.] 朝鮮時代의 權力分立과 法治主義 63

In the Chosun-Dynasty the statesmen manifested Rule of Law and had been 

compiling the Great Codes, Kyungche-Ryukchun(1397, during the reign of King 

Taejo), Kyungkuk-Daechun(1484, during the reign of King Sungjong), Sok- 

Daechun(1746, during the reign of King Youngjo), Daechun-Tongpyun(1785, 

during the reign of King Chungjo), Daechun-Hoetong(1865, during the reign of 

King Kojong) etc. The decrees were compiled and the Commentary of 
Kyungkuk-Daechun and private digestive codes for litigations were published. 

The codification in the Chosun-Dynasty was the registration of custom-laws and 

judge-made laws. The trials and efforts involving codifications was the direct 

symbol of Rule of Law in Korea.

In Chosun-Dynasty it was conscious that laws were the reflections of the 

Nature as four seasons. It was emphasized that laws were legislated in view 
of history which contained ancestors' experiences and lessons learned in the 

past. As laws were guaranteed the efficiency of enforcement in respect to 

history, they became vivid. On such basis, the principle that descendants must 

respect the laws made by their ancestors was formed(Chojongsunghun- 

Chonjungchuui). On the other hand not only the historicity but also the 

contents of laws were stressed. The purpose of laws was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The statesmen had exerted themselves in finding public opinions 

and sentiments. And so they conducted positive surveys of public opinions. 

For example, in 1430 King Sejong had surveyed about 180,000's opinions 

from high officials to commoners on a national scale in relations to a new 

tax-system. They had first carried out partly or preliminarily a law, then tested 

the effects of the law. After the law testified no problems, the law was 
enforced on a full scale. If the law made by the ancestors was against the 

public opinion, the law should no longer be valid and be abolished. Such the 

accent of the validity of laws made Rule of Law stable and permanent in the 

Chosun-Dynasty.

The idea of Rule of Law in Chosun-Dynasty was created by Jung 

Dochun(1342∼1398) who was at the head of constructing the Chosun-Dynasty. 
He planned a functional separation of powers. Although he accepte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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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monial monarchism, he designed Chaesang(the primary ministry) to make 

up for a patrimonial monarchism. Chaesang could dispose everything at his 

discretion except for very important matters which he must consult with the 

king. But he only generalized and adjusted administrative affairs, and the 

special officials undertook ordinary affairs. But Chaesang's power was so 

strong, that if he did not check the king, the king might become a despot and 
then the separation of power might be of no use. The power of making 

public opinions was strengthened in order to watch Chaesang and maintain it. 

Samsa was able to and really had to censure the king, Chaesang and other 

officials who did wrongs, and this made them conscious of their duties. 

Moreover to observe and check Samsa's neglection and misconducts and 

arbitrary actions, Usa was installed. Ultimately to realize Rule of Law, he 
permitted the right to resist despotism for the people.

All through the whole period of the Chosun-Dynasty, the idea of Rule of 

Law that the king should be subject to the law was always announced, 

stressed and reminded. This tradition was an important factor which allowed 

the Chosun-Dynasty to maintain stability for 500-years, a very long reigning 

period in world history.

【Glossary】

Chaesang 재상(宰相)

Chojongsunghun-Chonjungchuui 조종성헌존중주의(祖宗成憲尊重主義)

Daechun-Hoetong 대전회통(大典會通) Daechun-Tongpyun 대전통편(大典通編)

Hongmunkwan 홍문관(弘文館) Jung Dochun 정도전(鄭道傳)

Kamsa 감사(監司) King Chungjo 정조(正祖)

King Kojong 고종(高宗) King Sejong 세종(世宗)

King Sungjong 성종(成宗) King Taejo 태조(太祖)

King Youngjo 조(英祖) King Yunsan 연산군(燕山君)

Kwanchalsa 관찰사(觀察使) Kyungche-Ryukchun 경제육전(經濟六典)

Kyungkuk-Daechun 경국대전(經國大典) Pipyunsa 비변사(備邊司)

Ryukcho 육조(六曹) Sahunpu 사헌부(司憲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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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kanwon 사간원(司諫院) Samsa 삼사(三司)

Sarim 사림(士林) Saseo-Samtyung 사서삼경(四書三經)

Sillok 실록(實錄) Sok-Daechun 속대전(續大典)

Sunghak 성학(聖學) Sungkyunkwan 성균관(成均館)

Suryung 수령(守令) Uechungpu 의정부(議政府)

Usa 어사(御使, 御史) Yusaeng 유생(儒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