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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韓國法制史 관련 문헌자료 검색법*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鄭 肯 植**

1)

Ⅰ. 시작하면서

韓國法制史를 공부해온 지 15년이 지났고, 모교에 韓國法制史 담당 전임교

수로 부임하여 연구와 교육에 종사한 지도 5년이 지났다. 그리고 근래에는 그 

동안의 연구를 정리한 저서도 上梓하 다(자세한 것은 拙著, 韓國近代法史攷
[박 사, 2002. 1] 서문 참조). 그 동안의 연구․학술 활동을 돌이켜보면 개인

적 역에 무게중심이 있었다. 물론 학회활동 등으로 법사학계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하 지만, 한국법제사 전임 교수가 단 1명뿐인 ―이는 물론 전공교수

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국법제사만 강의하는 교수가 혼자라는 뜻이다

―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법학계 전체에 대해서는 그 기대에 크게 부응하

지 못하 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교육의 측면에서는 한국법제사를 전공하려는 대학원생들에게는 세미나를 통

하여 한국법제사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나마 ―물론 부족한 점은 많지

만―, 어느 정도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상을 좀더 

넓혀 개별 분야의 연구에서 한국법제사의 연구성과나 관련자료를 필요로 하는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목을 시원스럽게 축여주지 못하 다.

필자는 학부에서 역사학과 거리가 먼 법학을 공부하 고, 대학원에 진학하
면서 역사학이면서 동시에 법학인, 하지만 規範學인 법학보다는 事實學인 역

사학의 색깔이 짙은 한국법제사를 공부하기 시작하 다. 발길을 돌린 그 첫 

순간부터 필자를 가장 곤혹스럽게 했으며, 지금까지도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

* 본고는 2000년 제1학기 대학원 법률정보론(2000. 5. 27)에서 강의한 내용을 토
대로 보충한 것이며,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주신 정인섭 교수께 감사를 드린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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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대상인 史料이다. 즉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하려고 할 때 그 주제와 관

련되는 기초적인 사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그것들은 어떻게 편찬되었

으며 그 성격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된 을 찾기 어렵다. 사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제대로 된 논문이 나올 수 없는 것은 不問可知의 사실이다.1) 

또 하나 힘든 점은 국사학계의 연구업적을 쉽게 조사하기 어려운 점이다. 

역사가 일천하고 전문연구자가 소수인 한국법제사 분야에서는 몇몇 특정분야

를 제외하고는 거의 연구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무모하게 전체의 연구에 달

려들 수는 없다. 이는 연구에 받친 공력에 비해 나온 성과는 너무나 보잘것없

는 그야말로 비효율적이며, 지적인 낭비이다. 소수뿐인 연구자가 한국법제사의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학문에는 왕도는 없다”는 명제에는 어긋나더라

도, 연구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국사학계의 

연구성과를 충분히 흡수하여 비판적으로 소화하여 법제사의 모습으로 탈각을 

시켜야 한다.2)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처럼 기존연구에 대한 비판

적 검토 없이는 이를 극복한 참신한 연구는 나올 수 없고, 기껏해야 같은 내

용을 다른 聲調로 읊조리는 앵무새가 될 뿐이다.3)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사학계의 관련 연구목록과 연구동향 등을 즉시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문은 아직 입문의 단계에도 이르지 못한 初

入者에게는 너무 무리한 요구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스스로 포기하거
나 포기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독불장군처럼 모든 것을 다할 수도 없고 

또 가능한 일도 아니다.

1) 사료의 성격과 관련하여서는 “史料批判”이 문제로 된다. 이는 역사학의 모든 
분야에서 당연히 논의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현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사
료는 결국 후대사람들이 편찬하여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료에는 편찬자들의 문제
의식이 자연스럽게 반 이 되어 있다.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왜
곡하기도 한다. 이는 법학적 논의를 빌면 일종의 (公․私)文書僞造이다. 특히 가문과 관
련된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대해서는 李樹健, “조선시대 身分史 관련 자료의 비
판 ―姓貫․家系․人物관련 僞造資料와 僞書를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14(한국고문
서학회, 1998. 12) 참조.

2) 이 경우 (한국)법제사의 正體性 내지 獨自性이 문제로 된다. 법제사는 대상이 
아닌 방법 또는 접근 내지 해석의 문제이다. 따라서 역사학에서 다룬 주제라도 이를 법
적으로 분석․해석한 것은 훌륭한 법제사 연구성과가 될 수 있다.

3) 그 동안 한국에서의 법사학의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韓國法史學會 편, 法史學硏
究를 참조하기 바란다. 韓國法史學會는 1973년에 창립되어 1974년 法史學硏究 창간호
를 발행한 이래 2001년 10월 제24호를 발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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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사정들은 지난 15년 동안, 특히 처음 몇 년 동안 필자의 개

인적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그렇지만 개인적 경험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몇몇 연구자의 업적이나 주위의 대학원생의 혼돈을 살펴보아도 사정

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모두 역사학의 기초가 부족하거나 사료에 대한 체

계적 훈련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현상일 것이다.

전공자가 극히 적고 또 앞으로도 크게 늘 가능성이 희박한 특수분야인 한국

법제사 연구가 활발히 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연구자의 양성과 함께 저변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귀가 맞는 밑그림을 바탕으로 튼튼한 

기둥이 세워지고 거기에 낱낱의 벽돌이 쌓여 집이 만들어지고, 아기자기한 장

식품이 덧붙여져 삶의 터전이 되듯이 학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앞으로 전문적으로 한국법제사를 전공할 연구자뿐만 아니라 이

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현행법의 연구에서 역사적 사실이 필요한 

연구자를 위하여 개괄적으로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관련 주요사료와 연구문헌, 

그리고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하여 향후 연구의 보조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4)

본문의 순서는 먼저 한국법제사의 의의와 방법에 대해 평소에 생각하고 있

던 바를 간략히 정리한 다음(Ⅱ), 法制史料, 일반사료, 辭典과 硏究史 整理書로 

나누어 사료를 소개하고(Ⅲ), 이어서 역사문헌과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
넷사이트를 언급한 후(Ⅳ), 마지막으로 大典會通의 총목차 및 주요내용과 주제

별 조사분야에 대해 안내하기로 한다(Ⅴ). 본고는 현단계에서 필자의 試論일 

뿐 완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독자는 이를 바탕으로 각자 사료에 대한 이해

와 식견을 넓혀가기를 바란다.

Ⅱ. 法制史의 意義와 方法

法制史는 법을 통하여 역사를 바라보는 분야로 역사의 법적 기초를 연구하는 

4) 유사한 작업은 沈羲基의 논문(“朝鮮時代의 法典과 法制資料”, 韓國法制史講義 
―韓國法史上의 판례와 읽을 거리―[삼 사, 1997], 26-42면)이 있다. 이외에도 선학들
의 연구에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이를 개별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너무 번거로워 본고
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생략하 다. 특히 崔大權, “논문구성과 작성에 관한 몇 가지 생
각 ―특히 법학논문의 구성과 작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39권 1호(서울
대 법학연구소, 1998. 5)는 본고의 집필에 많은 자극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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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이다. 따라서 법학의 일부분이면서 동시에 역사학의 한 분야로 일반적으

로 分類史 내지 分野史라고 부른다. 규범의 해석이 아닌 역사적 사실로 법을 파

악하는 점에서는 법학보다는 역사학에 가까운 학문이며, 대상을 법 내지 규범으

로 한정하는 측면에서는 일반역사와는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법제사란 법규

범의 형성과 전개를 역사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법규범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밝혀내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한국법제사는 한국법의 과거 
모습이 어떠하고, 어떻게 발전해왔으며, 서구의 이질적인 법이 수용된 후 오늘

날까지 어떻게 변용되었고, 또 서구법과 전통적인 법의식이 서로 향을 끼쳤는

가를 규명하여, 나아가 앞으로 법이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만 그치지 않고 현재에 봉사하며, 미래에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다.5) 

현재 한국법사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여 우리 자체의 방법론 내지 실천적 의의

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않다. 여기서 일단 법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규명하여 
법변화의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기로 한다.6)

한편 법학과 역사학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 측면은 바로 解釋學이다. 법

학은 텍스트인 法條文을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역사학은 史料를 객관적

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임무이다.7) 법조문에 대한 해석적 훈련을 한 법학도는 

역사학을 학부시절부터 전공하지 않은 다른 분야의 연구자보다는 역사학을 하

는데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학부시절에는 법학을 하 지

만 역사학자로 뛰어난 활동을 하는 연구자도 적지 않다.

한국법제사에 대한 연구가 일천한 현재에 방법론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느낌이다. 하지만 방법론은 사물을 보거나 분석하는 시각으로 학문의 출발점

이다. 따라서 출발점인 방법론에 대한 자기 나름의 입장을 정리한 후에야 비

로소 체계적인 연구에 착수할 수 있고, 또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사학 방법론은 크게 歷史的 法史學 方法論과 法學的 法史學 

方法論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8)

5) 朴秉濠, 韓國法制史(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86), 1-2면; 朴秉濠, “韓國法史學
의 反省과 展望”, 한국법학의 과거․현재․미래(1)(법학교수회, 1998) 참조.

6) 일반적인 법사학의 의의와 연구방법 등에 대해서는 최종고․김상용, 法史學入
門(법문사, 1985) 참조.

7) 최종고, “法史學的 法學方法論”, 서울대학교 法學 제24권 1호(서울대 법학연구
소, 1983) 참조.

8)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沈羲基, “韓國 法史學의 硏究現況과 課題”,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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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歷史的 法史學 方法論이다. 이는 역사적 방법에 입각하여, 과거의 사

실에서 규범적 요소를 발견하여 그 의미를 규명하는 것으로, 發見主義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사학적 방법을 원용하 기 때문에 명명된 것으로, 역사학자들

에게는 유용하다. 그렇지만 역사학에는 충실한 방법론이 될지는 모르지만, 현

재의 법해석과 이해에 크게 도움을 주지 않고 또 접근하기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법학자에게는 그리 호감이 가지 않는 방법론이다. 일단 역사학이란 과
거의 사실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은 바로 어제의 일을 완벽히 복원할 수 있는가? 

기억 속에 남아 있을 듯한 어제의 사실도 불가능한데 하물며 몇백 년 전의 사

건을 어떻게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겠는가? 남아 있는 사료의 파편을 이리저

리 맞추어 그럴싸한 그림을 만들고 거기에 그럴듯한 이야기를 한다. 그는 어

지러이 흩어져 있는 사건의 편린을 정리한다. 이때 모든 조각을 줍지는 않는
다. 중요한 것만,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면 이야기가 된다. 우선 

자기를 설득하고 다음은 독자를 설득한다. 이것이 바로 역사이다. 역사가의 이

야기는 바로 현재의 관점이다. 역사란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순수한 과거의 복원은 불가능

하다.9)

책, 43-74면 참조. 法史學方法論上의 분위기를 일본에서는 ‘文科風’, ‘法科風’으로 부르기
도 하는데, 이는 역사학에서 출발하여 법제사를 연구하는 학자는 대체로 전자의, 법학
에서 출발하여 법제사를 연구하는 학자는 대체로 후자의 방법을 따랐기 때문이다; 林紀
昭/朴秉濠 譯, “日本에서의 律令硏究와 나의 問題關心”, 법사학연구 11(한국법사학회, 
1990), 175-176면 참조. 그러나 아직 한국에서는 법학, 역사학 분야 모두 법제사 연구
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9) 역사(학)에서 현재적 관점을 중시하고 역사연구의 상대성을 주장한 대표적인 학
자는 국의 카(E. H. Carr)이며(김택현 옮김, 역사란 무엇인가[까치, 1997] 등 수많은 번
역본이 있다), 그의 역사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우리나라에 많은 향을 끼쳤다. 심희기
는 제대로 된 법사학 서술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학문공동체(academic community)가 
수긍할 수 있는 문제제기(쟁점이나 이슈)가 있어야 하고, 둘째,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 것인가를 명시해야 하며(방법론), 셋째, 연구의 결과 무엇인가를 주장(결론이나 정책
적 함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략… 요컨대 법사저술의 생명은 명시적이건 묵시
적이건 간에 ‘현재적 관점에서의 관련성과 중요성’에 달려 있으므로 법사서술의 문제의
식은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현재적 문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강조는 원저자; 앞의 논문[주 8], 44면). 또한 대부분의 학자는 이에 대해 대체로 수
긍하고 있다(구체적인 예는 같은 논문, 46-47면 참조). 그러나 현재적 문제에 대한 지나
친 傾倒나 意識은 자칫하면 사료의 누락, 잘못된 이해 등 역사해석의 오류를 가져올 우
려도 있다. 현재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은 역사연구의 계기가 될 뿐이며, 그것이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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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法學的 法史學 方法論이다. 이는 법학적 분석틀을 응용하여 현행법의 

개념과 제도로 과거의 법제를 분석하는 것으로, 編入主義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방법론은 법학적 방법론에 터잡은 것이기 때문에 법학자들에게는 유용하다. 

그리고 현재의 용어와 분석틀을 동원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쉬운 장점이 있

다. 또 현행법의 해석에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예컨대 惡意의 無斷占有者

에게 不動産에 대한 時效取得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최병조, 심희기의 논문
은 실제적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집필되었다.10) 이 연구들은 대법원 판례의 

기존 입장을 변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다(1997. 8. 21. 선고 95다28265 

판결).11) 서구법을 수용한 우리의 법현실을 고려하면 여기에서는 자연히 비교

법제사적인 태도를 취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한국법제사의 

지평을 넓히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이는 자칫 잘못하면 단순히 현재의 법률관계에 과거사실에 나열하고 

대입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법의 역사성을 몰각한 것으로 온당하다

고 할 수 없다.12) 현행법제가 전통과 단절된 우리의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복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예컨대 同姓同本禁婚이라든가 戶主制, 親養
子制 등에 대해서는, 역사(학)가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실마리를 제공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역사(학)는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은 아니다. 인간인 
연구자는 사회적․역사적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연구의 대상은 사회 속에서 배태
되므로 자연히 연구자의 잠재적 의식 속에는 현재적 문제가 자리잡기 마련이며, 주제의 
선정과 서술에 그의 문제의식이 저절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역사연구에서 지나친 
문제의식, 곧 현재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겠다는 강력한 목적의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
다고 하겠다. 마치 공기 속에 있으면서도 공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비유
할 수 있을까?

10) 이와 관련된 학술적 논의는 비교법실무연구회 편, 판례실무연구(1)(박 사, 1997)
에 수록되었다. 崔秉祚와 沈羲基는 로마법과 전통법에 근거하여 주장을 개진하 다. 崔
秉祚, “不動産의 占有取得時效와 占有者의 所有意思推定 ―민법 제245조 제1항․제197
조 제1항 및 양조문의 관계에 관한 역사적․비교법적 고찰―”이 판례변경에 결정적인 
향을 미쳤다(로마法․民法論考[박 사, 1999], 序文 i 참조); 沈羲基의 논문 “朝鮮時代
의 呈訴期限法과 現代 韓國의 取得時效 ―田宅에 대한 ‘過五年勿聽法’을 중심으로―”, 
“18世紀初 安東府田畓決訟立案의 法制的 分析”은 韓國法制史講義에 수록되었다.

11) 이 판결의 전문과 의의 및 이후의 판례의 동향에 대해서는 비교법실무연구회 
편, 판례실무연구(2)(박 사, 1998) 799-849면 참조.

12) 禹柄彰, “朝鮮時代에 있어서의 財産法 硏究 ―朝鮮王朝實錄의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6); 이 논문은 현행민법의 체계에 따라 조선시대 재산법
을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법의 시대에 따른 변화도, 필자의 주장도 찾을 수 없다. 
이는 법학도 역사학도 아닌 정체성이 불분명하며 법학, 역사학 어느 관점에서 보아도 
의의를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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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하다. 인간이 만든 법과 법제는 보편성을 띠면서도 그 역사적 경험이 다르

기 때문에 차별성을 지닌다. 보편성을 지니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큰 문제는 

없다.13) 현행법과 과거의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 후자의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

진다. 우선 전통법을 아무런 개념조작이나 논리분석 없이 막연히 대입하면, 현

행법과 같은 것만 남게 된다. 그래서 전통법은 그 고유성 내지 차별성은 사라

지게 되고, 엄청나게 결함이 많은 아주 불완전한 법으로 된다. 그 결과 전통법
은 연구하거나 고려할 가치가 없는 절대적 폐기물로 몰락한다.14) 그렇지만 때

로는 전통법 가운데서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것을 발견하여 나름대로 설명

할 수 있다. 이 경우 약간 나아졌지만, 사정은 마찬가지다. 여전히 전통법 고

유의 속성과 특징은 捨象되어 있다. 이것이 이 방법론의 문제이며, 치명적인 

한계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방법론적으로는 우선은 역사적 법사학 방법론이 우리의 현실에서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과거의 법을 연구함에서는 현대의 시각․법개념․도

구가 아니라 당시의 사회상황 속에서, 사회실정에 조응하여 역사적인 개념을 

규정해야 한다. 일상적인 어휘, 사회제도, 거래실정 등을 논리적으로 조작하여, 

확고한 정의를 부여함으로써 그것을 학문적 수준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당

시의 역사 속에서, 일반인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법’을 탐구하는 것이 법제사

를 탐구하려는 학문적 자세이며, 과제이다.15) 하지만 방법론은 사물을 파악하
는 하나의 시각이므로, 연구목적과 문제의식에 따라 유효적절하게 동원하면 

되므로 반드시 이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필자의 입장에 설 때에도 여전히 남는 문제는 있다. 바로 설명과 분석도구

이다. 전통법과 단절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용어는 연구자만을 위한 

것일 뿐 학문공동체를 위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의 개념과 용어를 구사

13) 이 경우도 용어 등은 여전히 문제가 된다. 가령 所有權은 잉여생산물이 존재하
여 사유재산제도가 인정된 후부터는 보편적인 개념이다. 전통법에서는 ‘所有權’이라는 
용어는 없고, ‘己物’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己物 또는 많은 유사한 용어를 분석한 후에 
얻은 결론이다. 만약 개념분석을 하지 않으면 보편적인 것조차 찾을 수 없다. 소유권, 
점유 등의 용어에 대해서는 朴秉濠, 韓國法制史攷(법문사, 1972), 195-220면 참조.

14) 이의 대표적인 예로는 1906년에서 1910년까지 일본이 한국의 관습을 조사한 
경과인 慣習調査報告書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졸고, “일제의 관습조사와 그 의의”, 
한국근대법사고(박 사, 2002) 참조.

15) 滋賀秀三, 中國家族法の原理(創文社, 昭和 42), 7面. 그러나 이는 자칫 잘못하면 
사료만의 나열에 그칠 復舊主義로 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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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이해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다. 그리고 법학의 강점은 대상을 세 하

게 분석하고 요소들의 관계를 정치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법은 역사의 주체인 

人間들을 맺어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법적 분석틀은 과거의 현상을 분석

하는 데도 여전히 유의미하다. 歷史的 法史學 方法論에 입각할 때에도 현재의 

법적 개념과 분석방법은 유용하며, 여기에서 일반역사학자에 비해 법사학자의 

강점이 드러난다.

Ⅲ. 史料論

한국법제사 연구는 부진하다.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은 전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다. 법은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空法이요, 설

사 있었더라도 중국법과 다름없다는 가설이 난무하 다. 이는 식민지기부터 

각인된 뿌리깊은 상식이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연구자들이 傳統法에 대해 등
을 돌렸는지도 모른다.16) 이런 분위기에 주요사료에 대한 소개의 미흡은 이런 

경향을 더욱 부채질하 는지도 모른다. 즉 역사학자는 주로 법에 대한 인식에

서, 법학자는 사료에 대한 접근의 곤란 때문에 법제사연구를 홀대한 흐름이 

더욱 증폭되었다.

역사학의 출발점은 사료이며, 법사학도 예외는 아니다. 일차적으로 한국법제

사와 관련되는 法制史料와 一般史料를 소개한 후,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유용
한 사전류 등을 소개하기로 한다.

1. 法制史料

한국법사 연구의 일차적 대상이 되는 사료를 법제사료라고 부르기로 한

다.17) 그 중 법전은 1차적인 사료로, 사회구조와 변동에 관한 사항을 모두 수

록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사 분야에서는 조선전기, 특히 경국대전에 대해서만 

16) 졸고, 앞의 논문(주 14), 252-253면; 한편 이러한 인식은 한국법제사 연구의 출
발점이 되기도 하 다. 朴秉濠, 앞의 책(주 13), 序文; 정긍식 대담 “瀛山 朴秉濠 : 법학
과 역사학의 가교”, 정신문화연구 제23권 4호(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0. 12), 246-247
면 참조.

17) 심희기, 앞의 논문(주 4)에서는 법전(관찬․사찬), 판례집, 법률고문서, 관습법과 
법민속학적 자료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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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치중되어 있고, 법전편찬이 집중된 조선후기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없다. 역사학 분야에서는 사회상을 밝히는데, 법전자료를 활용하 으나,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 법전에는 사회의 변화를 추인하는 조문과 사회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조문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변화된 사회현실과 무관한 것이 혼

재되어 있다. 법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조문의 성격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

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전이 편찬된 시기의 사회분위기에 대한 폭넓은 인식이 
필요하다. 법전은 최고의 추상성을 띠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節

目․事目, 受敎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전은 장기적인 변화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고, 속대전은 경국대전과 약 300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변화의 

과정을 추적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 수교들을 종

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18)

법제사료는 내용에 따라 법전과 사례집으로, 또 편찬주체에 따라 관찬법전
과 사찬법서로 구분할 수 있다. 또 법전은 그 위상에 따라 大典, 續錄, 輯錄, 

通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大典’류는 여러 위상의 법령을 망라하여 육전체

제에 따라 분류하여 법전형태로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이는 법전체계에서 

최고의 위상을 갖는 것으로 조선왕조의 永世不變의 成憲으로 받아들여졌다. 

‘續錄’류는 대전 반포 후의 수교 상호간의 모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인 

법령을 刪削하고, ‘永世遵行’할 ‘良法美意’를 모아 편집한 것이다. 형식면에서 
대전체제를 따르고 내용면에서 수교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대전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대전을 보완하는 부차적인 법전의 성격을 갖고 있다. ‘輯錄’류

는 담당관청에서 등록의 형태를 모아 둔 수교를 해당 관서별로 묶거나 六典體

制로 수교를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通考’류는 속록류나 집록류 그리고 개

별수교를 모아 일정한 체제로 편집한 법전이다. 속록류와 집록류, 통고류의 편

찬은 새로운 대전의 편찬으로 귀결되었다. ‘便考’류는 법전들 가운데서 행정실
무에 적합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또 ‘掌考’류는 개인적 차원에서 실무지침서

로 편집한 것이다.19)

18) 한상권, “조선시대 법전 편찬의 흐름과 각종 법률서의 성격”, 역사와 현실 13
(한국역사연구회, 1994), 302-320면.

19) 洪順敏, “조선 후기 法典 編纂의 推移와 政治運營의 변동”, 한국문화 21(서울대
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8. 6), 170-172면 참조;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법전편찬에서 
정치적 동기를 중시하여 “전록통고는 기존의 법전들을 統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전
의 지위를 갖지 못하 는데 비해, 속대전은 실제로는 속록의 성격을 갖는 것임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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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입법의 기초는 개별사안에 대한 국왕의 판단, 즉 명령이다. 담당관

서에서 의견을 올리면 국왕은 이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된다. 이때 국왕이 독단적

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들의 의견을 물으며 대개는 다수의 의견에 따

른다.20) 이러한 국왕의 명령을 ‘敎’라고 부르며, 담당관서에서는 ‘受敎’라고 한

다. 이러한 수교가 입법의 원천이며, 법전편찬의 기초자료이다. 수교는 일시의 

법령으로 상호간에 모순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서 수교를 종합한 집록류가 등장한다. 수교 가운데 임시적인 것을 제외하고 종

합한 것이 ‘속록’의 편찬이며, 속록 가운데 구히 준수해야 할 조문을 종합하는 

것이 ‘대전’편찬사업이다. 대전 편찬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교가 등장하게 되어 

이념과는 다르게 수교가 대전을 변경하는 일이 잦았다.21) 그래서 대전과 속록, 

수교를 종합한 법서가 등장하 는데, 이것이 통고류이다. 그리고 법령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사례집이 별도로 편찬되었다.
한국법제사연구에서 법전과 법서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현재 중요한 법

전과 법서의 대부분은 번역되었다. ‘大典類’, ‘續錄類’, ‘便考類’ ‘事例類’로 구분

하여 최근에 번역된 것을 중심으로 소개하기로 한다.22)

1) 法典

가. 大典類

* 韓㳓劤 외 4인, 經國大典 -飜譯編- ․ 經國大典 -註釋編- , 韓國精神文化

구하고 대전으로서 경국대전과 더불어 二典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된 것은 편찬을 주
도한 국왕, 숙종과 조의 왕권의 강약에 있다. 다시 말하면 ‘탕평정치’라고 불리는 
조대 정치사의 기본적 성격, 곧 국왕이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행사하려는 지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흐름은 정조대의 대전통편과 고종대의 대전회통의 편찬
으로 이어졌다(203-205면)”라고 하여 전록통고를 높이 평가하고 속대전을 낮게 평가한 
오류가 있다.

20) 세종은 貢法이란 새로운 토지세법을 제정할 때에는 1430년(세종 12) 3월부터 8
월까지 5개월 동안 조정의 관리와 지방의 백성에 이르기까지 17만여 명의 여론을 조사
하고, 10년간의 시험기간을 통해 부작용을 검토한 뒤에 전국적인 시행에 들어갔기도 
하 다. 졸고, “조선시대의 권력분립과 법치주의 ―그 시론적 고찰―”, 서울대학교 法
學 제42권 4호(서울대 법학연구소, 2001. 12), 50면 참조.

21) 金池洙, “受敎의 法的 性格과 理念”, <박병호교수환갑기념논문집Ⅱ> 韓國法史
學論叢(박 사, 1991) 참조.

22) 내용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각 번역서 등의 해제를 참조하기 바란다. 본고에서
는 분량 등의 사정으로 자세한 설명은 다음으로 미룬다. 그리고 미처 언급하지 못한 중
요한 자료도 있을 것이다. 이 역시 보완조사를 한 다음을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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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院, 1985, 1986: 2001년 동방미디어에서 CD-ROM으로 발행

* 윤국일, 경국대전연구 ,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經濟六典 복원 

포함

* 법제처 역, 續大典  제19집, 1965.23)

* 법제처 역, 大典通編  제8집, 1963.

* 韓國古典國譯委員會 譯, 國譯 大典會通 , 고려대학교 출판부, 1960.

* 李鍾日, 大典會通 硏究(4) , 한국법제연구원, 1994∼8: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通編 포함

* 田鳳德, 經濟六典拾遺 , 아세아문화사, 1989.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소 편, 經濟六典輯錄 , 신서원, 1993: 전봉덕 등의 저

서는 최초로 1397년에 편찬된 經濟六典 복원

* 金鐸敏․任大熙 主編, 譯註 唐律疏議(3) , 한국법제연구원, 1994∼1998: 

직접적인 法源은 아니나 大明律의 토대이므로 반드시 참조해야 한다.

* 법제처 역, 大明律直解  제13집, 1964: 吏讀를 중심으로 번역하고, 이두가 

없는 부분은 원문을 번역하 다. 그러나 실제 조선시대의 형사법원은 大明

律直解가 아닌 大明律講解이다.24)

나. 續錄類

* 법제처 역, 大典續錄․大典後續錄․經國大典註解  제69집, 1975.

* 법제처 역, 受敎輯錄 , 新補受敎輯錄  제16집, 1964: 詞訟類聚와 합록

*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번역반 역, 受敎輯錄 ․ 新補受敎輯錄 , 청

년사, 2000, 2001: 현재 各司受敎 도 번역 중임

* 법제처 역, 典錄通考  제35, 67, 68집, 1969, 1974.

* 법제처 역, 典律通補  上․下 제47, 54집, 1971, 1972.

다. 便考類

* 民族文化推進會 역, 萬機要覽(3) , 1970.

* 법제처 역, 居官大要․居官要覽  제128집, 1983.

* 법제처 역, 百憲總要  제108집, 1979.

23) 기관 또는 단체에서 번역․발행한 경우에는 기관만 표기한다. 그리고 법제처 
번역본은 법제자료의 일련번호이다.

24) 이에 대해서 정긍식․조지만, “大明律 解題”, 大明律講解(서울대학교 규장각, 
2001), 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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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역, 詞訟類聚  제16집, 1964.

* 법제처 역, 受敎定例․律例要覽  제38집, 1970.

* 법제처 역, 兩銓便攷  제96집, 1978.

* 법제처 역, 刑典事目․欽恤典則  제82집, 1976.

* 법제처 역, 惠政要覽  제114집, 1980.

* 법제처 역, 國朝五禮儀  제118, 120, 123, 125, 126집, 1981, 1982: 續國朝

五禮儀 등 포함

* 법제처 역, 銀臺條例  제101집, 1978.

* 법제처 역, 六典條例  제24, 27, 60집, 1966, 1967, 1974.

* 金東柱 역, 臨官政要 , 을유문화사, 1974.

* 丁若鏞 / 다산연구회 역주, 牧民心書(6)  창작과비평사, 1988.

* 丁若鏞 / 이익성 역, 經世遺表(3)  한길사, 1998.

라. 事例集

* 민족문화추진회 역, 審理錄(6)  1999∼2000.

* 朴錫武․丁海廉 역주, 欽欽新書(3) , 현대실학사, 1999.

* 법제처 역, 交隣志  제102집, 1979.

* 법제처 역, 度支志(3)  제91-93집, 1977.

* 법제처 역, 秋官志(4), 附: 增脩無寃錄  제75-78집, 1975.

* 법제처 역, 春官志(2)  제85, 86집, 1976.

* 金指南 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 通文館志(4)  1998.

2) 法典․法書 출판

가. 朝鮮總督府

조선총독부에서는 한국의 제도와 관습을 조사하기 위해서 법전을 원본 그대

로 활판으로 출판하 다. 주로 규장각 소장본을 臺本으로 하고 異本을 對校하

다. 판본비교에서는 아직도 유용하다. 특히 1939년에 발간한 校註 大典會

通 은 欄外에 자세한 주석과 주석색인을 첨부하 다. 주석에서는 간단한 용어
설명과 대전회통의 판본비교,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과의 상이를 밝혔다. 

발간 내역은 아래와 같다.

經國大典 (1934), 大典續錄, 大典後續錄, 經國大典註解 (1935), 受敎輯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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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司受敎․受敎輯錄․新補受敎輯錄 합록, 1943), 續大典 (1935), 大典會通

(1939), 大明律直解 (1936)

나. 서울대학교 奎章閣

國學關聯 자료의 보고인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는 1997년부터 소장하고 있는 

법전을 인․출판하여 학계에 제공하고 있다. 규장각에 소장된 여러 판본 가운
데서 가장 善本을 선택하 으며, 또 법전에는 각각 연구자들의 충실한 해제가 

있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인․출판한 목록은 다음과 같다.

經國大典 , 大典續錄․大典後續錄․經國大典註解 , 各司受敎․受敎輯錄․

新補受敎輯錄 (이상 1997년), 續大典 , 典錄通考 , 大典通編 , 典律通補 (이

상 1998년), 大典會通 , 六典條例 (1999년), 銀臺便攷 , 兩銓便攷․銀臺條

例 (2000년), 大明律直解 , 大明律講解 , 大明律附例(2) (2001년)

다. 기타

이외에도 간헐적으로 법전이 인․출판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보경문화사

에서는 大明律直解 를, 아세아문화사에서는 經國大典 , 經國大典註解 , 大

典續錄․後續錄 , 續大典 을,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에서는 經國大典註解
를 인․출판하 다. 經國大典註解 는 일본에 소장된 판본을 이용하 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後集>이 수록되어 있다. 위 규장각 본 등을 

<前集>이라고 하며 조문에 대한 해석인데 반해, <후집>은 단어 등에 대한 풀

이이다.

그리고 鄭求福 편, 決訟類聚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에는 決訟類聚

補  외에 詞訟類聚 , 決訟類聚  등도 수록되어 있다. 鄭肯植․任相爀 편, 
十六世紀 詞訟法書 集成 (한국법제연구원, 1999)에는 16세기에 편찬된 聽訟

提綱 , 大典詞訟類聚 , 詞訟類抄 , 聽訟指南 , 詞訟錄  등의 소송관련 법규

를 종합한 법서가 수록되어 있다. 원본은 일본에 있는데, 임진왜란 당시에 건

너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服式 ( 법사학연구  22, 한국법사학회, 2000. 

10)과 相避  등도 소개되었다.

위에서 소개한 법전과 법서 외에 事目, 節目 등이 있다. 이는 실제 법령의 
집행 등 세부적인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별도의 자료로 발간된 것도 있으

며 또 조선왕조실록 등에 개별적으로 수록된 것도 있다. 하지만 현재 事目, 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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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등을 종합․정리한 것은 없다. 지방행정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邑事例

가 있는데, 이 역시 산재되어 있다.25) 향후 사목과 절목, 읍사례의 정리도 중

요한 과제이다.

2. 一般史料

법전과 법서의 편찬배경과 아울러 개별적 법령의 적용사례 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사료의 참조와 검색은 불가피하다. 이에는 연대기와 개인의 기
록인 문집, 일기, 구체적인 법률행위의 결과를 알려주는 고문서 등이 있다. 여

기에서는 주요사료를 간략하게 소개하며, 자세한 것은 해당 사료에 대한 연구

물을 참조하기 바란다.

1) 年代記

연대기의 대표적인 것은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高麗史節要, 朝鮮王朝

實錄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번역되었으며 또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다. 이

중 삼국사기와 고려사는 紀傳體이며, 삼국유사는 야사집, 고려사절요와 조선왕

조실록은 編年體이다. 기전체는 왕실의 역사인 本紀와 제도에 대한 기록인 志, 

年表, 개인전기인 列傳으로 구성되는데, 刑法志는 고려사에만 있다.
조선후기의 관찬연대기는 朝鮮王朝實 외에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등이 있다. 방대한 실록을 축약한 增補文獻備考가 있으며, 또 사안별로 실록의 

내용을 요약․수록한 다양한 서적이 있다. 이외에 각 관서의 기록인 各司謄錄

도 있으며, 그 외에 각종 謄錄이 있다. 현재 增補文獻備考는 완역되었으며, 비

변사등록, 승정원일기 등은 번역중이다. 이들 모두 훌륭한 법제사료로, 연구주

제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검색을 하는데, 많은 시간
이 소요된다. 이를 위해 색인집이 발간되었다. 그러나 시대상을 파악하는 연구

를 위해서는 通讀해야 한다.

* 국사편찬위원회 편, 조선왕조실록색인 , 196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증보문헌비고색인 , 1983.

25) 金泰雄, “甲午改革期 全國 邑事例 편찬과 ‘新定事例’의 마련”, 국사관논총 66(국
사편찬위원회, 1995. 12), 43-60면; “朝鮮後期 邑事例의 系統과 活用”, 고문서연구 15(한
국고문서학회, 1999. 6), 23-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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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古文書

고문서는 개인이 의사를 표시하기 하거나 어떤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

하는 문서이다. 법령은 추상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인간의 행위는 나타나지 

않으며, 중앙에서 국왕의 사후에 편찬된 실록도 마찬가지이다. 고문서를 통해 
법규범의 실제적인 작동모습과 법에 대한 인간의 대응을 살필 수 있다. 상속

의 실태를 보여주는 許與․和會文記 등 分財記, 재판과정을 소명하게 알려주

는 決訟立案과 所志, 거래관행을 보여주는 買賣文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

는 契文書, 행정의 실태와 관련된 官文書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고문서의 양

식과 종류는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 이하에 26종이 수록되어 있으며, 

조선후기 고문서의 실태는 ≪儒胥必知≫에 자세히 나와 있다. 고문서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26) 고문서에 대한 기초연구와 주

요 자료집은 다음과 같다.

* 崔承熙, 韓國古文書硏究 , 증보판: 지식산업사, 1989.

* 고문서학회 편, 고문서연구 ; 고문서학 체계의 확립과 고문서의 활용 및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1992년 창립된 학회로 2002년 2월까지 20집을 발행

하 다.

* ｢특별기획: 고문서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정신문화연구  제15권 1호(한

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3); 여기에는 박병호, ｢고문서 자료의 수집․정리

문제｣; 정구복, ｢고문서 연구의 현황과 문제점｣; 김재문, ｢조선왕조의 법전

상의 고문서와 한국법연구｣ 등이 수록되어 있다.

* 전경목, 우반동과 우반동 김씨의 역사 (신아출판사, 2001); 이는 고문서를 

주된 사료로 활용하여 한 가문의 역사를 규명한 역작이다.

* 田鳳德, ｢法律古文書類集(10)｣, 법제월보  제6권 7호∼제8권 6호(법제처, 

1964. 8∼1965. 6); 규장각에 소장된 고문서를 중심으로 번역과 용어 등을 

설명하 다.

* 李樹健, 慶北地方古文書集成 , 남대학교출판부, 1981

* 정구복 외, 朝鮮前期古文書集成 ― 15세기편― , 국사편찬위원회, 1997.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古文書集成 ; 1981년 이후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고문서를 조사하여 解題와 함께 인 또는 正書하여 출판하 다. 2001년 

26) 한국인이 고문서를 활용한 최초의 연구는 朴秉濠, 韓國法制史特殊硏究(한국연구
원, 1960)인데, 이는 한국법제사고에 다시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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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58책을 발간하 다.

* 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嶺南古文書集成(2) , 남대학교출판부, 

1991, 1992.

* 서울대학교 규장각, 고문서 ; 규장각 소장 고문서를 인․정서하여 출판

하고 있으며, 2001년까지 23권이 발행되었다.

3) 日記

실록과 법전은 물론이거니와 고문서에도 개인의 구체적인 삶은 나타나지 않

는다. 선인들은 하루의 삶을 정리․반성하기 위해 일기를 작성하 다. 개인의 

일상생활을 기록하는 일기류는 공식사서나 법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세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일기류는 編纂主體에 따라 個人日記와 官廳日記로, 

또 전자는 官員日記와 生活日記로 구분할 수 있다. 관청일기는 관청에서의 업

무를 日誌式으로 정리한 것이며, 관원일기는 관원이 관직에서 수행한 업무 등

을 정리한 것인데, 행정의 실태나 법의 작동 모습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

료이다. 그리고 생활일기는 이름 그대로 일상생활을 기록한 것이다. 실록 등 

다른 자료에서 찾을 수 없는 세세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의 법이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현상을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근래에 微視史․生活

史가 새로운 역사의 흐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일기류는 가장 적합한 자

료라고 할 수 있으며, 일기류가 집중적으로 발굴되어 한국사연구의 새로운 기

원을 장식하고 있다. 일기류의 사료적 성격과 현존현황을 소개한 논문은 다음

과 같다.

* 정신문화연구  제19권 4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12). ｢기획논문: 조

선조 ‘일기’류 자료와 내용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여기에는 정구복, ｢조선

조 일기의 자료적 성격｣, 전경목, ｢日記에 나타나는 朝鮮時代 士大夫의 일

상생활 ―吳希文의 ‘瑣尾錄’을 중심으로―｣, 丁淳佑, ｢朝鮮後期 ‘營建日記’

에 나타난 學校의 性格 ―祭儀的 機能과 그 意味를 중심으로―｣, 이해준, 

｢한말∼일제시기 ‘생활일기’를 통해본 촌락사회상 ―求禮 柳氏家의 ‘是言’

과 ‘紀語’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 염정섭, ｢조선시대 일기류 자료의 성격과 분류｣, 역사와 현실  24, 한국역

사연구회 199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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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文集

문집은 개인의 공식적인 기록이다. 한 개인이 생전에 생산한 모든 지적인 

활동을 그의 사후에 정리한 것이 바로 문집이다. 여기에는 詩文이나 편지, 정

치적 의미를 띠는 상소문, 생활에서 느낀 記, 그리고 사상을 정리한 雜著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개인의 삶을 정리한 行狀이 있는데, 이는 인물을 파

악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다. 상소문은 실록 등에 요약되어 있는데, 문집에는 全

文이 있으므로 중요한 것은 사료적 가치가 높다. 가장 유의하면서 조사해야 

할 부분은 개인의 사상을 정리한 잡저 부분이다. 그러나 문집의 경우 사후에 

後孫이나 門人이 편찬하기 때문에 사료의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이점을 유의

하면서 사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문집자료는 민족문화추진회에서 현전하는 모
든 문집을 종합하여 標點影印 韓國文集叢刊 을 발행하고 있는데, 2001년 12

월까지 260책을 발간하 다. 분량이 방대한 문집을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다음

과 같은 해제집과 색인집이 있다.

* 尹南漢, 韓國文集雜著記說類記事索引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 서울대학교 규장각, 규장각소장 문집해제 : 규장각 소장 문집을 세기별로 

해제집을 2001년 12월까지 7책이 발행되었다.

* 민족문화추진회, 표점 인 한국문집총간 색인 : 위 한국문집총간 을 대

상으로 한 것이며, 2001년 현재 5책이 발행되었다.

3. 辭典과 硏究史 整理書

1) 辭典

사료를 읽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각종 사전류

가 필요하다. 그리고 방대한 사료를 직접 읽어 연구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발

굴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 색인집 등이 필요한데, 이를 工具

書라고 한다. 현재 공구서는 거의 편찬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법제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사전류와 공구서는 다음의 것이 있다.

* 법제처, 古法典用語集  제110집, 1979.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4) ; 2001년 증보판이 

CD-ROM으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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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韓國漢字語辭典  4책, 1996.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漢韓大辭典 ; 총15책 예정, 2001년까지 4권 발행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국고전용어사전(1) , 1991.

* 金在得 편, 古文獻用語解例 , 배 사, 1983.

* 오희복, 봉건 관료기구 및 벼슬이름 편람 , 여강출판사, 1992(평양: 김일

성종합대학출판사, 1989)

* 이홍직 편, 국사대사전 , 1960.

* 장지 ․장세경, 이두사전 , 산호, 1991; 장세경, 이두자료 읽기사전 , 한

양대학교 출판부, 2001.

* 東洋文庫, 經國三典語彙集覽 , 東京: 東洋文庫, 1977.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소, 高麗史索引 , 절판

* 법제처, 舊韓國法令目錄 附錄 統監府法令目錄 , 1970.

*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韓國女性史資料集 近世編 法典 , 동대학출판부, 

1989.

이외에도 국어사전이나 고어사전, 나아가 한문으로 된 용어의 語源 등을 파

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大漢和辭典 , 중국의 辭源 , 辭海 , 中文大辭典  

등도 필요하다.

2) 硏究史의 整理

지금까지 구슬을 찾고 줍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 다. 이제는 그 구슬을 

어떻게 꿸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자. 구슬을 예쁘게 꿰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 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야 자기만의 독

창성도 발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연구에서는 연구사의 정리이다. 한국

법제사는 법학이면서 동시에 한국사의 한 분야이다.27) 따라서 한국사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섭취하여야 한다. 한국사학 분야의 연구논저목록과 연구사 

정리서는 다음과 같다.

* 정긍식, 한국법사학 논저목록(1945∼1990) , 한국법제연구원, 1992.

27) 법학 분야에서는 개별논문에서는 물론, 학위논문에서조차 제대로 된 연구사 정
리가 없다. 기존의 연구를 필자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비판한 다음에 자기 주장을 내세
워야 비로소 참신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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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득진, 한국사논저총목록(1945∼1984), 민족문화사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휘보 : 계간으로 발행되며 연구자로부터 자료

를 받아 제공하고 있다.

* 김동수, 한국사논저 분류총목(3)  혜안, 1996.

* 근대사연구회 편, 韓國中世社會 解體期의 諸問題 ―朝鮮後期史 연구의 

현황과 과제(2)―  한울, 1987: 1986년까지 연구분야별로 10인의 필자가 

토론한 결과를 정리하 는데, 그때까지의 연구에 대해서는 가장 충실한 것

이다.

*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입문(3) , 풀빛, 1996: 고대에서 현대까지 분야별

로 정리하고 마지막에 논저목록을 제시하 다.

위의 것 외에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韓國史論 과 역사학회에서 발

행하는 역사학보 에 “回顧와 展望”이라는 제목으로 연구사 정리가 주기적으로 

수록된다. 이를 이용하면 역사학계에서의 연구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Ⅳ. 歷史 文獻 檢索

컴퓨터의 발전과 이에 수반한 전산기술의 발전은 정보화․디지털의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역사연구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1998년 정부주도의 정보화 정책은 한국사 관련자료의 전산

화․정보화를 촉진시켰다. 이에 따라 역사연구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자료와 연구물의 전산화로 접근이 용이해졌다는 점이다. 여

기에서는 한국사관련 자료나 문헌을 제공해주는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소개하

기로 한다.28) 전문기관 외에 동호인모임 또는 개인적으로 한국사관련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주는 개인 또는 기관(주로 학교)이 많이 있지만 일일이 파악하
기 곤란하기 때문에 생략하며, 구사편찬위원회를 참조하기 바란다.

① 국사편찬위원회(http://www.nhcc.go.kr)

국립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는 고유의 編史業務만이 아니라 연구지원 사업으

28) 자세한 것은 한홍구, “한국역사 정보화의 방향과 과제”, 역사학회 편, 역사학과 
지식정보사회(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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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각종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반드시 참고해야 할 분야만 소개한다.

* 한국사데이타베이스: 한국통사, 한국사연표, 소장사료목록,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 현대사, 승정원일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역을 세부목록

을 참조하기 바라며, 일부자료는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승정원일기는 검

색이 가능하다.

* 한국사연구휘보: “총류, 고대, 고려, 조선, 근대, 현대, 고고, 민속, 서지” 등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사관련 논문 및 저서의 목차가 검색이 가능하다.

*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색인어통제어휘사전)를 제공하여 특정한 단어로 주

제와 관련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② 서울대학교 규장각(http://kyujanggak.snu.ac.kr)

奎章閣 소장 자료에 대한 서지자료와 부분적으로 해제를 제공한다. 한국학
과 관련된 최대의 장서이며, 중국서적도 상당히 소장되어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대한제국기의 공문서는 거의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점이다.

③ 한국정신문화연구원(http://www.aks.ac.kr)

왕립도서인 藏書閣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서지자료의 제공과 

한국학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문서를 전문적으로 조사․

수집․발간하는 기관이므로 고문서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다.

④ 민족문화추진회(http://www.minchu.or.kr)

1960년대부터 古典國譯 사업을 담당하 다. 그 동안 번역․출판한 저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문집총간 에 대한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http://koreanhistory.or.kr)

200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역사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전산화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이 대표 주관
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민족문화추진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학진흥원 

등이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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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한국 역사학 정보실 홈페이지(http://www.hongik.ac.kr/~khc)

홍익대학교 역사교육학과에서 제공하는 사이트(The Korean Historical 

Connection; KHC)로 한국에서 이루어진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분야의 연구 

업적과 한국미술사에 대한 업적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어로

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다.

⑦ 국가지식정보통합검색시스템(http://www.knowledge.go.kr)

한국전산원이 중심이 되어 각 분야의 정보와 지식을 데이터베이스로 하여 

제공하고 있다. 지식DB는 통합검색시스템,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화, 역사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는 다음과 같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해당 사

이트로 링크가 되어 있다.

* 유교문화 종합정보DB 구축사업

* 한국독립운동사 문DB 구축사업

* 한국독립운동사 종합지식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한국여성사 지식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한국역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2차사업

* 한국역사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 한국학 고전 원문 정보 디지털화 구축사업

⑧ 미국내 한국학 관련 자료실(http://koreaweb.ws)

어로 된 한국관련 자료와 연구소, 연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Ⅴ. 法典의 編制와 內容

한국법제사 연구의 기초자료는 법전이다. 따라서 법전의 기본체제와 내용을 

소개하지 않고서는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조선시대 법전의 편제는 周禮의 

天地四時를 본떠 吏戶禮兵刑工의 六典體制로 되어 있다.30) 그렇기 때문에 현

29)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구축사업 각 기관별 사업대상은 한홍구, 앞의 논문, 48
면 <표 3> 참조.

30) 權延雄, “法制篇”, 韓國學基礎資料選集 -近世Ⅱ篇-(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9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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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의 분류체제에 익숙한 연구자는 이해하기 어렵고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31) 육전체제는 경국대전 등 대전류에 완비되어 있으며, 

각사수교, 만기요람, 육전조례, 양전편고 등은 이를 바탕으로 하여 편찬목적에 

따라 각 법서의 특징을 살렸다. 다만 실제 재판에 참고하기 위해 편찬한 사찬

사송법서만 체제가 다르다. 조선조 최후의 종합법전인 大典會通의 체제와 내

용은 다음 표와 같다.

大典會通의 條文目錄과 主要 內容

편별 條 文[230조] 主要內容

卷首

大典會通序, 進大典會通箋, 經國大典序, 進經國大典箋, 
英廟御製續大典卷首, 英廟御製續大典小識, 續大典序, 進
續大典箋, 正廟御製大典通編題辭, 大典通編序, 進大典通
編箋, 大典會通凡例

편찬 이유 및 배경과 

원칙, 편찬 관련자, 국
왕의 의지

吏典

(31)

內命婦, 外命婦, 京官職, 奉朝賀, 內侍府, 雜職, 外官職, 
土官職, 京衙前, 取才, 薦擧, 諸科, 除授, 限品敍用, 告身, 
署經, 政案, 解由, 褒貶, 考課, 祿牌, 差定, 遞兒, 老人職, 
追贈, 贈諡, 給假, 改名, 相避, 鄕吏, 雜令

관료제도, 중앙 및 지
방행정제도, 행정실무, 
인사, 임용 및 考課․
상벌․복무, 일상사무, 
改名, 相避

戶典

(29)

經費, 戶籍, 量田, 籍田, 祿科, 諸田, 田宅, 給造家地, 務
農, 蠶室, 倉庫, 會計, 支供, 解由, 兵船載粮, 魚鹽, 外官
供給, 收稅, 漕轉, 稅貢, 雜稅, 國幣, 獎勸, 備荒, 買賣限, 
徵債, 進獻, 徭賦, 雜令

재정, 조세, 호적, 토
지․가옥, 농업, 봉급, 
화폐, 도량형, 매매, 
채권징수, 수로, 운
수․교통

禮典

(62)

諸科, 儀章, 生徒, 五服, 儀註, 宴享, 朝儀, 事大, 待使客, 祭
禮, 奉審, 致祭, 陳弊, 奉祀, 給假, 立後, 婚嫁, 喪葬, 取才, 
璽寶, 用印, 依牒, 藏文書, 獎勸, 頒氷, 惠恤, 雅俗樂, 選上, 
度僧, 寺社, 參謁, 京外官迎送, 京外官相見, 京外官會坐, 請
臺, 雜令, 用文字式(이하 문서양식), 文武官四品以上告身
式, 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 堂上官妻告身式, 三品以下妻
告身式, 紅牌式, 白牌式, 雜科白牌式, 祿牌式, 追贈式, 鄕吏
免役賜牌式, 奴婢土田賜牌式, 啓本式, 啓目式, 平關式, 牒
呈式, 帖式, 立法出依牒式, 起服出依牒式, 解由移關式, 解
由牒呈式, 度牒式, 立案式, 勘合式, 戶口式, 準戶口式

과거(관리 및 아전 선
발), 교육, 친족관계와 
범위, 의례(제례․혼
례․상장례), 외교, 가
계계승, 문서 및 印信
의 보관 및 정리, 사
회 정책 및 보장, 종
교, 관리 격식, 각종 
문서양식(총 26종)

서는 각종 法書의 序와 六典 별로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31) 육전체제는 행정과 형벌 규정이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민사관계 등 내용적으

로는 현행법을 포괄하고 있다. 육전과 공사법의 구분은 대상을 보는 시각의 차이일 뿐, 
그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세한 것은 졸저, 앞의 책, 209-2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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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별 條 文[230조] 主要內容

兵典

(53)

京官職, 雜職, 外官職, 土官職, 京衙前, 伴倘, 外衙前, 軍
官, 驛馬, 草料, 試取, 番次都目, 軍士給仕, 諸道兵船, 武
科, 告身, 褒貶, 入直, 擲奸, 行巡, 啓省記, 門開閉, 侍衛, 
疊鼓, 疊鐘, 符信, 敎閱, 屬衛, 名簿, 番上, 留防, 給保, 成
籍, 軍士還屬, 復戶, 免役, 給假, 救恤, 城堡, 軍器, 兵船, 
烽燧, 廐牧, 積芻, 護船, 迎送, 路引, 驛路, 改火, 禁火, 雜
類, 用刑, 雜令

군사제도, 중앙 및 지
방군대, 궁궐 방위, 치
안, 군역, 군인선발, 
통신, 육상 교통

刑典

(39)

用律, 決獄日限, 囚禁, 推斷, 禁刑日, 濫刑, 僞造, 恤囚, 
逃亡, 才白丁團聚, 捕盜, 贓盜, 元惡鄕吏, 銀錢代用, 罪犯
準計, 告尊長, 禁制, 訴寃, 停訟, 賤妾, 賤妻妾子女, 公賤, 
私賤, 賤娶婢産, 闕內各差備, 跟隨, 諸司差備奴跟隨奴定
額, 外奴婢, 殺獄, 檢驗, 姦犯, 赦令, 贖良, 補充隊, 聽理, 
文記, 雜令, 笞杖徒流續木, 決訟該用紙[폐지]

法源, 형사절차, 행형
방법, 수사절차, 금지
사항, 민사소송, 노비
제도, 상속제도, 살인, 
소송절차(※ 일반형법
은 육전체제인 大明律

이다.)
工典

(14)
橋路, 營繕, 度量衡, 院宇, 舟車, 裁植, 鐵場, 柴場, 寶物, 
京役吏, 雜令, 工匠, 京工匠, 外工匠

도로, 공사, 선박, 광
공업

주제별로 관련되는 주요사료와 법전의 해당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法源史: 법원사는 법전편찬의 내력과 의의 등을 규명하는 것이다. 각종 

법전의 서문과 범례, 跋文이 중요한 자료이며, 구체적인 편찬과정과 배경은 조

선왕조실록 등 연대기를 참조해야 한다.
2) 公法史: 吏典과 兵典이 주된 자료이며, 禮典도 중요하다. 육전조례, 양전

편고 등 행정사례집, 임명장(告身), 解由 등 고문서, 각 관청의 日記, 邑事例 

등이 중요한 자료이다. 牧民心書 등 牧民書도 1차적인 사료이다.

3) 土地法史: 호전 가운데 조세와 관련된 항목과 이의 사례집이 중요하며, 

그외 토지거래에 관한 각종 고문서, 매매․환퇴․전당문기 및 입안, 토지대장

인 양안 또는 깃기(衿記), 收稅記도 중요하다.
4) 去來法史: 기본적으로 토지법사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법전보다는 고

문서가 중요하다. 상인에 대해서는 장부가 있으며, 독점상권을 확보하고 이를 

철폐하기 위한 일련의 문서가 있다.

5) 團體法史: 법전보다는 사례집과 향안, 향약, 계, 동계 등 고문서를 주로 

참조해야 한다. 그리고 문집에도 각종 계(족친계, 동갑계, 학계 등)에 대한 자

료가 많다. 절이나 향교와 관련된 문서도 중요하다. 상인단체와 관련된 자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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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司法史: 이전의 지방제도, 호전의 田宅 항목, 형전의 앞부분 및 聽理, 文

記 항목을 참조하며, 詞訟法書가 핵심적인 자료이다. 그리고 소송의 실제를 알

기 위해서는 각종 소지, 결송입안이 중요하다. 그리고 소송을 우화적으로 표현

한 訟事小說도 사료적으로 유용하다.

7) 身分法史: 관직과 관련된 이전과 병전, 병전과 형전의 노비관련 항목이 

중요하다. 호적자료, 상속문서, 소송자료도 살펴보아야 한다. 향촌사회에서 신
분 내지 계층을 살피기 위해서는 鄕宲이나 契宲도 중요하다.

8) 家族法史: 본문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장 기초적인 자료는 족보이

다.32) 이전의 限品敍用, 相避, 예전의 諸科, 五服, 婚家, 給假, 형전의 私賤이 

중요하며, 신분법사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특히 상속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는 상속과 관련되는 고문서는 특히 주목해야 한다.

9) 刑法史: 형전과 병전의 用律 항목, 大明律, 唐律疏議가 일차적인 자료이
다. 그리고 流配日記, 徒囚案 등 고문서, 소설류, 刑政圖도 유용하다. 사례집으

로는 추관지, 심리록, 흠흠신서, 살인사건에 대한 보고서인 檢案이 실태를 파

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33)

10) 法意識 등: 법전의 序와 箋文 및 跋文, 문집에 관련된 내용, 소설이나 

구비문학에 전해오는 이야기도 중요하다.

이상의 연구분야 내지 주제와 사료는 그 동안 필자가 강의․연구하면서 활

용하고 생각한 것이다. 연구자의 문제의식에 따라 훨씬 더 다양한 분야가 있

을 것이며, 따라서 중요한 사료도 있을 것이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듯이, 결국 

연구자가 스스로 연구하면서 관련된 자료를 찾는 것이다. 본고는 한국법제사

의 체계를 꾸릴 때 반드시 필요한 기초분야와 그와 관련된 자료 가운데 필수

적인 것만 소개하 다. 이를 바탕으로 역사의 망망대해에서 뜻하지 않은 암초
에 좌초하는 일을 막는 초보적인 海圖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구체적인 

해도를 작성하고 암초를 헤쳐나가는 일은 독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며 해도를 

접는다.

32) 조선시대의 족보에 대해서는 심승구, “朝鮮初期 族譜의 刊行形態에 관한 硏究”, 
국사관논총 89(국사편찬위원회, 2000. 3) 참조.

33) 검안에 대해서는 김호, “奎章閣 소장 檢案의 기초적 검토”, 조선시대사학보 4
(조선시대사학회, 1998. 3)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