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록으로 읽어낸 조선 시 의 형법 법제

30)은 지 민*

Ⅰ. 서론

조선은 유교적 법치국가인 동시에 왕도정치 국가 다. 기본적으로 경국

전이나  명률에 근거한 사회 지만 민형사상 판결권은 최종적으로 국

가의 최고입법자이자 최고법관인 왕에게 있었다. 그런 만큼, 법제가 실제 적

용에서는 탄력적으로 변용되어 적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식기록이었던 조

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에서는 사건의 원인과 결과만이 나타나기 때

문에 어떻게, 왜 법제가 실제로 변용되는지 알기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궁

중 비화를 다룬 ‘비공식적’ 사료인 한중록은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

기와는 다른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궁중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가장 엄격하게 법제가 적용되어야 할 궁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지 알 수 있다. 특히 한중록은 고금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임오화변, 

즉 아버지 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죽인 사건에 해 정사(正史)에서는 알 

수 없는 사실까지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한 국가의 유일한 후계자를 죽

인다는 일은 아무리 왕이라도 법적 근거나 명분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도

체 조는 어떤 죄목으로 사도세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했으며, 어떻게 그

런 행위가 가능했을까.

본 연구는 이런 의문에서 출발했다. 연구 목적은 한중록을 통해 조선

의 형법 체계 및 적용 실상을 알아보는 것이다. 우선 조선시  기본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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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 전과 기본 형법서  명률, 속 전을 바탕으로 조선의 형법 제

도의 변화상과 그 성격에 해 정리해보았다. 한중록에 나타난 형법의 실

제 적용 사례를, 조가 사도세자를 처벌할 때 근거로 든 죄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도세자의 죄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군신의 예를 저버

린 것과, 부자지간의 예를 저버린 것이다. 그러나 조와 사도세자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했을 때 군신의 예를 저버린 것, 즉 반역죄로 포괄하여 살펴보

았다. 사형 이외의 다른 안이 없었는지, 또한 ‘뒤주 형벌’이 등장하게 된 

과정에 해 연구해보았다. 또한 궁중 생활과 관계된 사건을 어떻게 처벌하

는지 함께 살펴보았다.

Ⅱ. 법전을 통해서 본 조선의 형법 체계

1. 기본법이자 특별형법 경국대전

고려 시 에는 통일된 법률 체계가 없었다. 당나라나 송나라, 심지어 원

나라의 법률을 부분적으로 차용하여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었다. 그래서 ‘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 고려의 법은 사흘만 지나면 흐

지부지된다는 말처럼 법령 개폐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적용 기준이 없어 관

리의 재량이 상당히 컸다. 고려 말에 부상하던 신흥 사 부는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통일된 법체계의 수립의 필요성을 느꼈다. 특히 조선 건국 초기에

는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났고 이를 해결하는 과

정에서 새로운 법령이 끊임없이 만들어졌다. 이런 복잡다양하고 모순되는 

법령을 정리한 것이 바로 경국 전(經國大典)이었다.

경국 전은 조선 시 의 가장 기본적인 법전이다. 정도전은 1395년   

조선경국전을 집필하여 법전 편찬의 원칙을 제시했는데 경국 전은 이 

같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정비된 것이다. 다섯 번의 개정을 거치며 1485년

(성종 16년)에 완성 ․ 반포된 경국 전은 조선 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가장 

포괄적이고 기준이 되는 법전이다. 육전(六典) 중 ｢형전(刑典)｣ 부분이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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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 관한 부분인데,  명률에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1) 즉, 형사부문에서는 기본적으로  명률을 적용한다는 뜻

이다.  명률이 일반 형법으로서 기능하고 경국 전이 특별법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형전｣에는 노비나 관리와 같은 신분에 한 몇 가지 규정과 

통치 질서 침해에 한 형벌 규정 정도가 있다. 특이한 점은 28개 항목 중

에 5개의 항목2)과 부록3)이 노비의 신분 제도에 해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다. 이 항목들을 종합하면 노비와 양인의 혼인에 관한 규정, 노비의 자녀에 

관한 규정, 공노비와 사노비에 관한 규정, 노비의 상속에 관한 규정, 노비에

게 가하는 형벌에 한 규정, 노비의 소송에 관한 규정 등으로 나눌 수 있

다. 노비에 한 가혹한 규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치 질서의 안

정을 위한 항목도 두드러진다. 난언(亂言)이라고 하여 정사와 관계되는 불온

한 말을 한 자에 해서는 임금에게까지 보고하여 사실 조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왕권을 침해하는 자는 그 행위가 사소하더라도 극형을 가하도

록 하고 있다. 건국 초기에 만들어진 법전인 만큼 통치 질서와 체제의 안정

을 꾀하는 항목을 다수 담고 있는 것이다.

2. 일반형법 대명률

 명률(大明律)은 명 태조 주원장이 약 30년에 걸쳐 편찬하도록 한 명

나라의 기본 형법서로, 이전까지 중국의 입법성과를 포괄하고 있다. 1367년

부터 1397년에 이르기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개정된  명률이 우리나라

에 언제 전래되었는지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없다. 다만 이성

계의 위화도 회군 이후, 1388년 9월(고려 우왕 14년) 전법사(典法司)의 상소

문에서 이에 해 최초로 언급하고 있다.

1) ｢형전｣의 첫 항목에서부터 ‘용 명률(用大明律)’이라며  명률에 권한을 위임함

을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밑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2) 천첩(賤妾), 천처첩자녀(賤妻妾子女), 공천(公賤), 사천(私賤), 천취비산(賤娶婢産) 

항목.

3) 부록 노비결송정한(奴婢決訟定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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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률을 의형이람(議刑易覽)4)과 비하면 고금을 참작하 고, 더욱이 매우 상

세합니다. 하물며 중국의 현행법제이니 더욱 마땅히 모방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그

러나 우리나라의 율(律)과는 맞지 않는 것이 있으니, 엎드려 생각하건  전하께서

는 중국어와 우리나라의 말에 정통한 사람에게 명하여 이를 참작하고 고치게 하여 

중앙과 지방 관리들을 가르침으로써 태(笞) 한 , 장(杖) 한 라도 율에 따라 시

행하게 하며, 만약 율에 따르지 않고 제멋 로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하는 경우에

는 그 죄를 죄로서 물으소서.5)

이 상소문으로는 4번의 개정판 중 어느 판본의  명률이 언제 우리나

라에 유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1388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전래

되었고 의형이람과 비하여 검토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88년 이전에 전래된  명률은 태조가 즉위교서에서 적용의지를 밝힘

으로써 조선 시 의 법제 속으로 편입된다. 정도전이 작성한 태조 즉위교서

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명률을 적용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고려 말기에는 형률이 일정한 제도가 없어서 형조 ․ 순군부(巡軍府) ․ 가구(街衢)가 

각기 소견을 고집하여 형벌이 적당하지 못했으니, 지금부터는 형조는 형법 ․ 청송(聽

訟) ․ 국힐(鞫詰)을 관장하고, 순군은 순작(巡綽) ․ 포도(捕盜) ․ 금란(禁亂)을 관장할 것

이다. 형조에서 판결한 것은 비록 태죄(笞罪)를 범했더라도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

들이고 관직을 파면시켜 누가 자손에게 미치게 하니, 선왕의 법을 만든 뜻이 아니

다. 지금부터는 서울과 지방의 형을 판결하는 관원은 무릇 공․사의 범죄를, 반드시 

명률에 기록된 임금의 교지에 위배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사직할 수 있도록 하

고, 자산을 관청에 몰수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가산을 몰수하게 할 것이며, 그 부

과해서 환직(還職)하는 것과 수속(收贖)해서 해임하는 것 등의 일은 일체 율문에 

의거하여 죄를 판정하고, 그전의 폐단을 따르지 말 것이며, 가구는 폐지할 것이

다.6)

이 즉위교서를 보면 고려 말기에는 일정한 형률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태조 원년,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짐과 동시에 새로운 형법을 만들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접적으로  명률을 형법으로 삼겠

4) 원나라의 법전  원통제(大元通制)와 지정조격(至正條格)을 중국의 속어로 알

기 쉽게 풀어 쓴 법률해설서.

5) 高麗史 志 卷第38 刑法一 職制 우왕 14년 9월 전법사의 상소.

6) 太祖實錄 券1, 太祖 元年(1392) 7月 丁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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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언급은 없지만, ‘반드시 명률에 기록된 임금의 교지에 위배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이라는 구절을 볼 때 간접적이지만 공식적으로  명률을 적

용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조선경국전 본론 중 헌전 총서(總序)에

서 형사법의 일반법으로  명률을 수용하자는 언급을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조선 초기에  명률이 형법으로서 갖는 위상을 알 수 있

다.7)

그러나  명률을 수용하겠다는 선언이  명률의 원문을 그 로 조선

에 적용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전법사의 상소에도 나와 있듯이, 당시 관리

들은 중국의 법제인  명률은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율

에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으므로 이를 고쳐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1395년(태조 4년)에  명률을 이두로 해석한  명률직해(大明律直解)가 

간행되었다.  명률직해는 원문을 단순히 해석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실

정에 맞춰서 개작 번역한 것이었다. 관청명과 관직명은 실정에 맞게 전부 

변경했으며, 형벌의 속금(贖金)도 명나라에서 쓰던 동전이 아니라 당시 조선

에서 쓰던 오승포(五升布)로 환산했다. 도형과 유형의 거리 규정도 조선의 

크기에 맞게 바꾸어 개작했다. 최 한 원문 규정을 수용하되, 불합리하거나 

실정에 맞지 않는 항목은 개정하여 적용했던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명률은 이미 고려 말부터 일정한 향력을 행사했

으며 개작 해석본인  명률직해가 편찬되기도 하며, 성종 때 5차 개정을 

통해 완성․반포된 경국 전보다 훨씬 이전부터 형사규범의 위치에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명률이 조선의 법체계 속에서 완전하고 공식적

인 지위를 갖게 된 것은 경국 전을 통해서다. 경국 전 ｢형전｣의 첫 

번째 항목인 용률(用律)에서는 ‘용 명률(用大明律)’, 즉 명률을 적용한다

고 규정한다. 이는  명률, 엄 히 말해서  명률직해가 경국 전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경국 전에서는 형법 규정

이  명률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해

서는 침묵하고 있다.8)

7) 조선경국전은 정도전이 사적으로 집필한 법전이지만,  명률에 한 당  지

배층 관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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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완화된 형법 속대전

경국 전이 반포된 이후로도 다양한 수교(受敎)가 나왔다. 이 둘이 충

돌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법인 수교가 우선적으로 적용되겠지만, 
명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통일된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사안마다, 

담당 관리마다 다른 규정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았다. 통일된 새로운 법전의 

요구에 따라 편찬된 것이 바로 속 전(續大典)이다.

1746년( 조 22년)에 편찬된 속 전은 경국 전 편찬 이래로 공포된 

법령과 수교 중에서 실제로 시행할 항목들만 간추려서 편집한 법전이다.   

경국 전의 213개 항목 중에 137개를 개정 ․ 증보했는데 특히 호전과 형전 

분야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백성의 

평안’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너그러움과 밝음으로 교와 형을 닦으

심에 일 의 법전을 정했다’는 구절이 바로 속 전의 편찬 목적인 것이

다. 체제의 안정을 목적으로 편찬된 경국 전과는 달리, 속 전은 조선 

중기를 넘어가는 안정기에 내실을 더 튼튼히 다지기 위해 백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임어(臨御)하신 지 20년에 조석으로 근심하시고 부지런히 

하사 조종의 심법을 잘 이어받으시고 오직 너그러움과 밝음으로 교(敎)와 형(刑)을 

닦으심에…(중략)…일 (一代)의 법전을 정하 으며…(중략)…드디어 속 전이라 이

름 하셨다. (중략) 아, 우리 전하께서는 백성을 사랑하고 물건을 아끼시며 선왕의 

정치를 받들었고 좋은 법도는 신하들의 간언(諫言)에 따르시어 크게 밝히고 크게 

이으셨도다. (중략) 압슬형(壓膝刑)과 낙형(烙刑)을 덜고 전가사변(全家徙邊)의 형을 

감(減)하심은 덕의가 충만하여 가히 큰 명(命)을 이으실 것입니다.9)

이 때문에 속 전은 형전 부분에서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악형(惡刑)을 폐지하고 형벌에 일정한 제한을 두었다는 것이다. 1725

8) 조지만, 조선시 의 형사법, 경인문화사, 2007, p.236.

9) 續大典 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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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조 원년)에 압슬형이 이미 폐지되었고,10) 1733년( 조 33년)에는 낙형

을 없앴다.11) 또한 죄인을 가족과 함께 평안도나 함경도의 변방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형벌인 전가사변을 장형 또는 유형으로 고쳤다가12) 속 전에

서는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조의 형벌 완화 정책은 속 전
편찬 이후로도 계속되어 이후 정조 에 만들어진  전통편에까지 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속 전에는 법전의 우열관계를 명시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경국 전에 따라 명률을 쓰되, 경국 전, 속 전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

우에는 이 두 법전을 우선하여 적용한다.13)

이런 규정을 보았을 때,  명률이 일반형법으로서의 성격을, 경국 전
이나 속 전과 같은 국전이 특별형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구도가 정착되

었음을 알 수 있다.

4. 조선 형법의 전반적인 체계

앞에서 살펴본 경국 전과  명률, 속 전을 통해 조선 시  형법

의 전반적인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조선시  형법은 일정한 신분의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 하는 신분형법(身分刑法)이었다.14) 즉, 동일한 범죄행위라 하더라도 가

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또는 이들의 관계에 따라 형량에 상당한 차

이를 보이는 것이다. 존장(尊長)과 비유(卑幼)로 표현되는 가부장적 질서의 

친족관계와, 양인과 천인, 주인과 노비 등의 사회적 신분 차이와, 왕, 왕실, 

10) 英祖實錄 券3, 英祖 元年 正月 丁巳.

11) 英祖實錄 券35, 英祖 9年 9月 庚午.

12) 英祖實錄 券59, 英祖 20年 7月 辛巳. 경국 전에 실린 조문 두 개를 제외하

고는 모두 장형이나 유형으로 고치도록 했다.

13) 續大典 ｢刑典｣ 中 用律: 依原典用大明律 而原典․續典有當律者從二典.

14) 심의기, ｢典律體系下의 刑法｣, 韓國法制史講義, 삼 사, 1997, pp.20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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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등 국가 관직체계 내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에 따라 형벌이 가중되거

나 경감되었다.15) 예를 들어,  명률에서 폭행 자체는 중범죄가 아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폭행한 경우에는 참형에 처하며, 살해한 경우에는 능

지처사형(陵遲處死刑)에 처하는 등 극형을 부과했다. 또한 관민이 고을 수령

을 살해한 경우에는 참형에 처했지만, 관리가 살인을 한 경우에는 장(杖) 백

에 그칠 뿐이었다. 또한  명률에는 ‘팔의(八議)’라고 하여 형법상 특권

을 갖는 계층을 특별히 구분하고 있다. 팔의는 의친(議親), 의고(議故), 의공

(議功), 의현(議賢), 의능(議能), 의근(議勤), 의귀(議貴), 의빈(儀賓)을 뜻하는

데 왕족이나 공신, 당상관 등이 이에 해당했다. 이들 팔의에 속하는 사람들

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죄를 경감 받는 등의 형법상 특권을 향유했다.

둘째, 조선시  형법은 삼강오륜으로 표되는 유교적 덕목을 보호하는 

명분형법(名分刑法)이었다.  명률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 한 

범죄행위 열 가지를 ‘십악(十惡)’으로 꼽고 있다. 십악은 사면의 상에서도 

제외되는데, 모반(謀反), 모반(謀叛),16) 모 역(謨大逆), 악역(惡逆), 부도(不

道), 불경(大不敬), 불효, 불의, 불목(不睦), 내란을 지칭한다. 국가적 법익

을 침해하는 정치범죄에 더해서 가족이라는 유교적 덕목을 해치는 범죄가 

모두 십악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삼강오륜을 중시하던 당 의 사회상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치범죄는 극형에 처했는데,  명률에서는 이런 정치범에 

해 반역죄를 적용하여 기본적으로 규정된 태장도유사(笞杖徒流死)의 다섯 

형벌이 아닌 능지처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

었는데, 개 목을 매는 교형(絞刑)과 목을 베는 참형(斬刑)으로 나눠서 공

개적으로 집행되었다. 그런데 반역죄나 강상죄와 같이 당 인의 관념으로 

극악한 범죄에 속하는 경우에는 교형, 참형보다 더욱 잔혹한 방법인 능지처

사에 처하도록 무려 열 세 개의 규정에 걸쳐 규정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선시 의 형법은 유교적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조선시  형법은 기본적으로 연좌(緣坐)를 허용했다. 자신의 행위가 

15) 심재우,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 태학사, 2009, p.42.

16) 모반(謀叛)은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남의 나라를 좇는 것으로, 오늘날의 외환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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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근 의 형법17)

과는 달리,  명률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연좌를 인정한다. 예를 

들어 제277조는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범죄자의 직계존속과 16

세 이상의 아들은 교형에 처하고, 부인과 16세 미만의 자식은 공신의 집에 

노비로 주며 재산은 모두 관에서 몰수하도록 규정한다.

넷째, 조선시  형법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구조

다. 이는  명률을 비롯한 형법 법전들이 범죄 형량에 있어서 절 적인 

요건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현행 형법에서는 살인죄에 해 사형,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18) 이 중에서 법관

이 재량에 따라 형량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명률
제325조에서는 손이나 발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에는 태(笞) 

20 , 손발 이외의 물건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태 40 에 처

하는 등, 재량의 여지가 없는 법정형을 명시한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런 구조에서 왕은 예외 다는 것이다. 물론 왕 역

시 국전에서 크게 어긋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왕은 조

선시 의 최고법관으로 유일하게 최종판결권과 사형판결권, 사면권 등을 단

독으로 행사할 수 있었다. 왕은 기존의 판결을 모두 뒤집고 최종판결을 확

정지을 권한을 가졌다. 오직 왕만 사형을 판결할 수 있었는데, 사형에 해당

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판은 모두 왕에게 보고를 해야 했으며 왕의 

재가가 있어야만 형이 확정․집행되었다. 

Ⅲ. 한중록에 나타난 형법 적용의 사례

한중록은 세자빈에서 왕의 생모로 최고의 지존 자리에 있던 혜경궁 홍

17) 헌법 제13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

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8) 형법 제250조 제1항: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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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가 약 70년 동안 궁궐에서 지내면서 겪은 일을 기록한 회고록이다. 개인

이 집필한 회고록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실록이나 승정원일기 같은 공식

적인 사료에서는 꺼리는 궁중비화도 거리낌 없이 서술되어 있다. 궁중이라

는 특수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도 기록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형법서

들을 바탕으로 한중록에서는 어떤 형사사건을 찾을 수 있으며, 어떤 규정

이 적용 ․ 변용되었는지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실체법적 측면에서 본 형사 사건

유교 국가 던 조선에서 가장 중시되는 덕목은 삼강오륜이었고 가장 극악

하게 처벌되는 죄목은 강상죄, 그 중에서도 반역죄 다. 한중록에는 반역

에 연루된 사람들에 한 처벌 양상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난다.

첫째는 말 한 마디 잘못했다는 이유로 반역으로 몰린 경우다. 반역의 의

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든 사소한 행위가 많은데 심의지나 윤숙의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조는 사도세자를 죽인 뒤, 이 사건에 해 언급하는 것을 

금했다. 그래서 사도세자 사건은 ‘임오화변(壬午禍變)’이라 했으며 그가 갇

힌 뒤주는 ‘일물(逸物)’이라 불 다. 이 금기어를 내뱉은 탓에 심의지는 역

적으로 몰렸다.  조실록에 이에 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19) 사도세자

가 뒤주에 갇힐 때, 홍봉한이 그 ‘일물’을 갖다 바쳤다고 비판하는 상소를 

한유가 올렸다. 조는 한유를 불러 도 체 일물이 무엇이냐고 다그쳤다. 

한유는 처음에 목기(木器)라고 답했다가 계속되는 추궁에 모물(某物)이라 

얼버무렸다. 그런데 이 사건에 함께 연루된 심의지는 “전하, 일물을 진정 

모르시오?”라고 답했다가 임금을 공격한 역적으로 몰려서 사형에 처해졌

다. 유사한 경우로는 한림 윤숙의 사건이 있다. 윤숙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는 조의 처분을 죽음을 각오하고 

말렸으며 사태를 방관하고 있던 의정 신만, 좌의정 홍봉한을 크게 질타하

는 바람에 왕의 분노를 사 귀양까지 갔다.

19) 英祖實錄 券44, 英祖 47年 8月 5日 癸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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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건들로 보아, 반역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는 상당히 넓었음

을 알 수 있다. 직접적으로 모반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왕의 

심기를 거스르는 말 한마디로도 역적으로 몰릴 수 있었던 것이다. 윤숙은 

조 앞에서 바닥에 머리를 찧어 피범벅이 되는 등 강경하게 조의 처분을 

말려서 귀양을 갔지만 이듬해 풀려났다. 반면, 심의지는 ‘일물’이라는 단어

를 내뱉었다는 이유로 목숨까지 잃었다. 결국 어떤 행위가 반역에 해당하는

지,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순전히 왕의 판단에 달려있었다고 할 수 있

다.

둘째는 적극적으로 반역의 의도를 갖고 행동을 한 경우로, 윤지의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1755년 2월, 윤지를 비롯한 소론 일파가 전라도 나주에서 

조를 비판하는 흉서(凶書)를 써 붙이는 역변이 일어났다. 약 3개월에 걸쳐 

조가 직접 친국을 했다. 흉서를 써 붙이는 행위는 ‘난언(亂言)’이라고 하

여 정사와 관계되는 불온한 말을 하는 것이다. 경국 전에는 난언에 해 

특별규정을 두어 반드시 임금에게 보고하여 사실 조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

이 있다. 또한 윤지의 흉서는 조를 직접 비판한 것이므로 반역죄에 해당

하며, 이는 임금이 친히 심문을 할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이었다. 특이한 점

은 조가 역적을 사형시킬 때 사도세자를 포함하여 백관이 곁에 서서 지켜

보도록 했다는 것이다. 경국 전에는 반역죄인의 처벌 절차에 해, 삼복

계(三復計)라고 하여 왕이 형조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재가를 거친 후에 사

형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뿐, 반드시 조정의 문무백관이 형 집행과정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런데도 조가 반역죄인을 처형하는 자리에 

사도세자와 백관을 불 다는 것은 반역죄에 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이

었을 것이다.

셋째는 반역과 관계된 무고죄(誣告罪)가 있다. 나경언의 고변 사건이 무

고죄로 처벌받은 표적인 사례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나경언은 사

도세자를 역모로 고발한 인물이다. 조선시 는 능지처사형이나 연좌제까지 

도입하면서 반역을 엄정히 처벌한 만큼, 반역에 한 무고 역시 같이 처벌

했다.  조실록에 보면 나경언은 조가 친국하는 자리에서 사도세자의 

죄목을 적은 고변서를 갖다 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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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나라를 위해 이처럼 전달하 으니, 그 정성은 가상하다. 그러나 처음 올

린 글에 부언(浮言)을 만들어 사람을 도리에 어긋나는 악한 행위로 모함하 고, 또 

‘변란이 호흡 사이에 있다’는 등의 말로 임금을 위협하여 궐문을 호위까지 하게 하

고 도성이 들끓게 하 으니, 이후 불궤한 무리들이 다시 네 버릇을 본받게 될 것

이다.”20)

조는 사직을 위해 역모를 고발한 나경언의 정성은 칭찬하면서도 그 고

변을 ‘모함’이라 지칭하며 그를 무고죄로 장 6 를 때릴 것을 명했다. 
명률 제359조에서는 피무고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으로 반좌할 것

을 규정하는데, 속 전에서는 무고가 모반 역과 관계된 경우에는 피무고

자의 사형집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형, 부 시참으로 반좌한다.21) 사도세

자의 사건이 일어날 당시는 아직 속 전이 편찬되기 전이지만, 이 조항은 

1652년(효종 3년)에 이미 수교로서 내려졌던 규정이었다. 이 때문에 나경언

은 감히 왕세자를 반역으로 무고한 역죄인으로서 즉시 처형되어야 마땅했

다. 그런데 조는 나경언을 용서하고 장 6 로 끝내고자 했다. 윤동도를 

비롯한 여러 신하들이 ‘동궁을 무함하 으므로 역부도(大逆不道)의 율을 

시행하라’고 청했지만, 조는 “네가 이미 여러 신하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 으니, 그 정성이 비길 바가 없다.”며 나경언을 살리고자 한 것이다. 

사간 이심원과 장령 이지회, 판의금 한익모 등이 부 시참의 율과 노륙(孥
戮)의 율22)을 적용할 것을 청하자 조는 이들을 파직시켜버렸다.

한 달이 지나고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던 날, 조는 휘령전에서 손뼉을 

치며 정성왕후의 혼령이 ‘변란이 호흡에 와 있다’는 말을 했다고 하며 사도

세자를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고자 했다. 나경언의 고변에서 등장한 저 말을 

다시금 사용한 것을 보면, 조가 나경언의 말을 ‘부언’으로만 보지는 않았

던 것 같다. 또한 자신의 아들이자 유일한 후계자인 왕세자를 반역으로 모

함한 일개 평민에게 ‘여러 신하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 다’고 살려주려 

한 것을 보면 조는 사도세자를 반역으로 처벌할 마음을 이전부터 먹고 있

20) 英祖實錄 券44, 英祖 38年 5月 22日 乙卯.

21) 續大典 ｢刑典｣ 中 推斷: 誣告謀逆者不待時斬.

22) 노륙(孥戮)의 율: 죄인의 처와 자식까지 함께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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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2. 절차법적 측면에서 본 형사 사건

1755년의 기록에는 조가 친히 반역죄인을 심문하고 사형에 처하는 과

정이 나타나있다. 그런데 한중록에서는 그보다 몇 년 전, 상반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조가 왕으로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흉악 사건을 직접 살

피지 않고 내관들에게 맡겼다는 것이다.

조께서는 여러 사건 가운데 의금부나 형조에서 담당한 사형죄는 친히 살피지 

않으시고, 옹주들 처소에 계실 제는 내관에게 맡기시니라. 1749년 정월 경모궁께 

리청정을 시키실 때, 1748년 6월 화평옹주 상사 후 슬픔도 심하시고 병환도 잦

으셔서 휴양하시겠노라고 리청정령의 이유를 밝히셨으나, 실은 꺼림칙해서 안에 

들이기 싫은 사건을 내관에게 맡기기도 답답해서 다 동궁께 맡기고자 하신 뜻이

라.23)

의금부나 형조에서 담당한 사형죄는 개 십악에 속하는 범죄 다. 특히 

의금부는 반역과 관계된 정치범죄를 다루는 곳으로서 사형에 관련된 최종 

판결은 반드시 왕이 내려야 했다. 그런 엄중한 사안을 내관에게 맡겼다는 

것은 조의 편집증과 더불어 형사절차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적용되었음을 

말해준다. 조는 호오(好惡)의 구분이 강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와 사랑하

지 않는 이가 한 집에 있는 것조차 꺼렸다. 가장 사랑하던 화평옹주의 거처 

근처로는 사도세자가 얼씬도 하지 못하게 했으며, 사도세자와 화를 나눈 

뒤에는 귀를 물로 씻어낼 정도 다. 편집증적 성격을 이유로 법전에 규정된 

형사 절차를 무시하는 조의 처사로 보아 당시의 조선사회는 유교적 법치

국가보다 왕도국가의 성격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조가 사조세

자를 죽인 것도 기본적으로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그 근거 자체에는 

조의 자의적인 해석이 개입했을 여지가 상당히 큰 것이다.

23) 정병설 옮김, 한중록, 문학동네, 2010, pp.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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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사도세자의 죄목

사도세자의 사인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설로 나뉜다. 하나는 사도세자가 

미쳐서 그랬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론과 소론의 당쟁에 희생되었다는 

것이다. 후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광증설을 부정하면서, 아무리 미쳤다고 

해도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조와 사도세자는 부자관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군신관계

다는 것이다. 왕조사회인 조선시 에 군신 간의 도리는 절 적인 덕목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었다. 사도세자가 광증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로 인해서

가 아니라, 광증으로 인해서 한 행동이 군신관계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조가 사도세자를 죽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한중록에 나타난 

사도세자의 행동들은 형사처벌의 상이 될 수 되는 것이었다. 바로  명

률을 비롯한 조선시  형법에서 가장 엄하게 처벌한 반역죄 다.24)

1. 반역죄

광증설과 당쟁희생설의 문제와 관계없이, 조가 사도세자를 죽인 명목상

의 원인은 반역죄 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기 직전에 조는 정성왕후

의 혼전인 휘령전에서 참배를 한 후 손뼉을 치며, “여기 여러 신하들도 

혼의 말이 들리는가? 정성왕후가 내게 이르기를 ‘변란이 한숨 쉴 사이에 박

두해 있다’고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25)  조실록 중에서 사도세자의 

죄목에 해 직접적으로 기록한 부분은 이뿐이다. 정성왕후의 혼을 빌어 

24) 조와 사도세자는 부자관계면서 군신관계 으므로 반역죄와 강상죄를 구분하는 

것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예를 들어, 사도세자가 조에게 ‘칼을 차고 가

서 아무리나 하고 오고 싶다’고 한 말은 조를 죽이겠다는 말인데, 이는 아들의 

아버지에 한 강상죄임과 동시에 신하의 임금에 한 반역죄에 해당한다. 여기

서는 조와 사도세자의 특수한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반역죄로 통일하기로 한

다.

25) 英祖實錄, 券44, 英祖 38年 閏5月 13日 乙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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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긴 했지만 조의 이 말은 사도세자를 변란, 즉 반란

의 주동자로 본 것이다. 그렇다면 도 체 사도세자의 어떤 행위가 반역죄에 

해당되었을까?

1762년 5월 22일, 당시 종1품 판의금부사 던 윤급의 겸종(傔從)26) 나경

언이 사도세자를 고변(告變)했다. 고변이란 반역을 고발한다는 뜻인데, 감히 

양반도 아닌 일개 평민이 유일한 왕위계승자를 반역이란 죄목으로 고발한 

것이다. 나경언이 올린 고변서는 현재 전해지지는 않지만  조실록에 일

부 기록이 남아 있다. 조는 고변서를 읽고 “네가 왕손의 어미를 때려죽이

고, 여승을 궁으로 들 으며, 서로(西路)에 행역(行役)하고, 북성(北城)으로 

나가 유람했으니, 이것이 어찌 세자로서 할 일이냐?”고 꾸짖었다.27) 여기서 

반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행동은 서로에 행역한 것, 즉 사도세자의 평양행

이다.

1761년 3월 말부터 약 20여 일 동안, 사도세자는 평양으로 여행을 갔다. 

당시 조가 사도세자의 평양행을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조

실록이나 한중록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정조는 자신이 집

필한 홍재전서(弘齋全書)에서 사도세자의 평양행을 ‘임금께 명령을 청하여 

적당(敵黨)의 음모를 막으려는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사도세자의 생활과 

정황을 고려했을 때 평양행은 단순히 유람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빼

어난 기생이 많기로 유명한 평양에 놀기 위해 갔다고 보는 것이다.28) 당시 

평안도 관찰사는 화완옹주의 시삼촌인 정휘량이었기 때문에 조 몰래 평양

으로 간다 하더라도 조에게 알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을 수 있다. 그리

고 실제로 1여 년 후, 나경언의 고변 사건이 터질 당시에 이미 조는 사도

세자의 평양행을 알고 있었고 그에 한 실제적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

태 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세자의 평양행이 반역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 다

26) 겸종(傔從): 청지기 또는 겸인(傔人). 노비가 아니면서 갓집의 일을 돌보는 사

람인데 개 평민이 맡아서 노비와 같은 천민은 아니었다.

27) 英祖實錄, 券44, 英祖 38年 5月 22日 乙卯.

28) 정병설, 권력과 인간, 문학동네, 2012,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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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사도세자와 같은 조선의 왕족은 신분상, 형사상 특권이 많았다. 

군역을 면제받거나, 범죄를 저질러도 감형을 받는 등의 특권을 누렸다. 그러

나 동시에 불이익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거주지역의 제한이 있었다. 왕족

은 원칙적으로 거주지역이 한양으로 제한되었다. 타 지역에서 왕족이라는 

신분을 악용하거나 반란을 도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족이 한양을 떠

나려면 출발 날짜와 돌아올 날짜, 도착지, 일정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왕에

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했다. 왕이 허락하여 지방에 머물 때도 그 지역

의 수령이나 관찰사는 왕족의 동정을 살펴서 왕에게 보고를 해야 했던 것이

다. 만약 몰래 지방을 다녀올 경우에는 왕족에게도 중벌을 내리고, 그 지방 

수령도 연  책임을 물어 파직시키는 것이 당시의 원칙이었다.29) 이 같은 

규정 하에서 사도세자가 조 몰래 평양을 다녀온 것은 그 사실 자체로 엄

벌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 다.

사도세자의 평양행은 실제 그 의도가 유람이었다 하더라도, 그의 평소 행

실과 맞물려 반역행위로 몰렸다. 의 증이 있었던 사도세자는 평상시에 생

무명 옷을 입곤 했다. 생무명 옷은 보통 상복으로 입는 것이니 조가 이를 

보고 사도세자가 자신이 죽기를 바라서 생무명 옷을 입었다고 오해할 여지

가 있었다. 또한 칼과 같은 무기에 관심이 많던 사도세자는 속에 칼이 들어

간 상장(喪杖)을 여러 개 만들기도 했으며 환도(環刀)와 보검도 수집했다. 

지하에 세 칸짜리 실을 만들어 군기붙이를 숨겨두는 행위 역시 왕으로서

의 조가 보기에는 충분히 역모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다.

결정적인 행동은 한중록에서 찾을 수 있다.

수구(水口)를 통해 윗 궐로 가신다 하다가 못 가시고 도로 오시니, 이는 처분

을 받으시기 전전날과 전날인 윤5월 11일과 12일 사이라. 상황이 이러니 어찌 허

황한 소문인들 나지 않으리오. 소문들이 낭자하니, 전후 일이 다 본심으로 하신 것

이 아니지만, 정신을 잃고 인사도 모르실 적은 홧김에 하시는 말씀이 “병기로 아

무리나 하려노라”, “칼을 차고 가서 아무리나 하고 오고 싶다” 하시니, 조금이나 

온전한 정신이면 어찌 부왕을 죽이고 싶다는 극언까지 하시리오.30)

29) 신명호, 조선 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문화, 돌베개, 2002, p.29.

30) 상게서, 한중록, 문학동네, 2010,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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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기 이틀 전과 전날 사이인 새벽에 일어난 

일이다. 이 날은 밤새 큰 비가 내렸다고 한다. 사도세자는 폭우를 뚫고 수

구를 통해 조가 있는 경희궁으로 칼을 차고 가서 부왕을 죽이려다가 중간

에 돌아왔다. 사도세자 주변에는 항상 그를 배행하는 궁인들이 여럿 있었을 

것이고 이런 엄청난 일이 소문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사도세자는 금지된 평양행을 조 몰래 다녀왔고, 평소에 군기붙이를 숨

겨두거나 생무명 옷을 입는 행동을 했으며 첩 빙애를 포함한 궁인들을 거의 

백 명 이상 죽 다. 나경언의 고변이 조로 하여금 사도세자의 처분을 생

각하게 한 방아쇠 다면, 사도세자가 칼을 들고 조가 있는 경희궁으로 발

걸음을 옮겼던 행동은 그에 쐐기를 박는 것이었다.

2. 감형 또는 정상참작의 가능성

현행 형법에서 어떤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세 가지 

기준이 있다.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 책임능력의 유무다. 물론 현행 형

법의 잣 로 조선시 의 형법 적용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사도세자

가 죽음에 이르게 된 과정이나 죄목 역시 현 인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힘들

다. 그러나 현행 형법31)과 조선시 의 형법에는 공통점이 있다. 일정한 요

건을 충족하면 감형이나 정상참작을 해 준다는 것이다. 한중록에 나타난 

사도세자의 기이한 의 증이나 강박증을 포함하여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그

가 광증이 있었음을 밝혔고, 광증, 즉 정신병은 현행 형법이나 조선시 의 

형법에서 모두 감형의 상이 되는 요건에 해당했다. 그런데 사도세자는 왜 

감형이나 정상참작을 받지 못했을까?

정상참작이 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의 행위자가 책임능력이 없어야 한다. 

즉, 행위 당시에 정신병이 있어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명률이나 속 전에서도 명시되어 있다.  명률에 명

31)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

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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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노소폐질수속(老少廢疾收贖)’ 조항이 세종실록에 나타난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중략) 락 18년 9월 본조의 수교에,  명률의 노소폐

질수속조에 ‘무릇 나이 70세 이상과 15세 이하 및 폐질자(廢疾者)로서 유형에 해당

하는 죄 이하를 범한 자는 수속(收贖)한다.’ 하 으니, 이제부터 나이 70세 이상과 

15세 이하로서 유형에 해당하는 죄 이하를 범하면 율문에 따라 시행하고, 그 몸을 

수군에 충당한다는 것은, 부인에게 3년 동안 한하여 속전을 바치게 하는 예에 따

라 수속하게 하 습니다.”32)

폐질, 즉 고칠 수 없는 병을 앓는 자는 속전(贖錢)을 바치게 하여 죄를 

면하게 한다는 조항이다. 그런데 단서조항이 있다. 유형에 해당하는 죄 이

하를 범한 자여야 감형이 된다는 것이다. 속 전에도 유사한 조항이 있

다. ‘실성하여 살인한 자는 사형시키지 않고 감형하야 유배를 보낸다’는 조

항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사도세자의 죄목, 범죄행위의 성격이다. 사도세자

는 공식적으로 반역죄로 죽었다. 반역죄는 조선시 의 형법에서 극형에 처

한 죄목이었다. 역죄인은 능지처사형에 처했으며, 그 아들은 교수형에 처

했다. 가족 역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다.  명률직해에 반역죄에 관한 

규정이 나온다.

무릇 모반과 역은 공모자를 주범과 종범을 가리지 않고 능지처사하고, 부자

(父子)로서 나이가 16세 이상이면 모두 교수형에 처하며, 15세 이하와 어머니, 처, 

첩, 할아버지, 손자, 형제자매 및 아들의 처첩 등은 공신 집에 넘겨주어 노비로 삼

고, 재산은 모두 관아로 몰수한다. 남자로서 나이 80세가 넘은 자와 심한 병에 걸

린 자, 부인으로서 나이 60세를 넘은 자와 죽을병에 걸린 자는 모두 연좌의 죄를 

면한다.

광증이 있어도 유형 이하에 해당하는 범죄자만 감형 받을 수 있었고 반

역죄는 온 가족이 연좌되어 처벌되는 만큼 정상참작이 불가능한 구조 다. 

그리고 노소폐질수속조와 같은 조항의 의미는 무조건 감형해 주는 것이 아

32) 世宗實錄, 券46, 世宗 11年 10月 27日 庚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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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왕에게 주청하여 재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반역과 같은 죄목

은 감형된다고 해도 능지처사형에서 교형이나 참형으로 감해지는 정도가 전

부 다. 또한 모반, 모 역, 악역 등 십악에 속하는 극악한 강상죄는 애초에 

사면의 상에서 제외되는 죄목이기도 했다. 설사 조가 사도세자의 광증

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사도세자는 살아날 수 없던 것이다. 정신병이 있어

도 사형을 감하지 않은 사례는 심리록33)에도 ‘길주(吉州) 정강(鄭江)의 옥

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가 수록되어 있다.

[판부] 이 사건은 매양 한 번 처결하려던 것을 지금껏 하지 못하 다. 사형죄에 

해당하는 자들 중 이러한 사람의 형을 감하는 경우는 속 전에서도 판례가 있으

니, 비슷한 조문에 비추어 적용할 단서는 많을 것이다.

[형조의 계사] 미치광이는 사형을 감한다는 내용이 비록 속 전에 실려 있으

나, 사형죄는 지극히 무거운 것이니, 비슷한 조문에 비추어 적용할 수가 없습니

다.34)

이 사건은 광증이 있는 정강이라는 자가 전패(殿牌)35)에 해 변(變)을 

일으킨 역사건이다. 판례에도 나타나 있듯이 사형죄, 그 중에서도 반역으

로 인한 사형죄는 지극히 무거운 것이므로 형조에서는 정강이 미치광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형수처럼 감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반역죄로 

몰린 사도세자는 그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불완전한 상태 든 간에 사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의 형법 규정이었다.

3. 뒤주 형벌의 의미

조는 사도세자를 역모의 주동자로 보고 죽일 결심을 했다. 앞서 살펴본 

33) 審理錄: 정조가 리청정을 하던 1775년 12월부터 1800년 6월까지 직접 심리

한 중범죄를 기록한 형사판례집.

34) 審理錄 券1, 戊戌年(1778), 함경도, 길주 정강의 옥사.

35) 전패(殿牌): 지방 객사에 세워둔 ‘전(殿)’자를 새긴 나무패. 왕의 상징으로, 그 고

을에 간 관원이나 수령이 그 곳에 배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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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 의하면 반역행위는 최소한 사형, 그 중에서도 능지처사에 해당했다. 그

런데 왜 사도세자는 일반적인 사형 방식이 아닌, 뒤주에 갇혀서 굶어죽는 

형벌을 받게 되었을까?

1762년 윤5월 13일, 뒤주에 갇히던 순간까지 사도세자는 왕세자 고 유일

한 후계자 다. 아직 폐서인 전교가 내려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왕세

자, 왕족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경국 전 규정에 따르면 왕실

과 가까운 친인척, 공신, 관리, 부녀자의 경우 설사 사형에 처할 죄를 지었

다 할지라도 칼과 뉴(紐)를 채우지 못하게 했으며 신 몸을 포박하기 위해 

철삭(鐵索)만 사용하도록 했다.36) 아직 왕족의 신분이기 때문에 차마 형구

를 씌우지 못해서 일단 뒤주에 집어넣은 듯하다. 사도세자가 뒤주에 들어가

고 나서야 조는 직접 폐서인 전교를 작성했는데, 이로 인해 사도세자를 

죽이는 일은 훨씬 쉽게 되었다.

또한  명률에 의하면, 모반 역을 하 더라도 원래 자백하지 않고 고

문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 범인은 모반 역죄의 혐의는 있으나 그 죄를 범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연좌도 행해지지 않는다. 조가 유일한 후계자인 

사도세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데에는 정조의 존재도 있었을 것이다. 정조

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세자를 죽일 수도 있었을 터인

데, 사도세자가 반역죄로 몰려서 사형에 처해진다면 그 아들인 정조는 연좌

의 죄로 함께 죽거나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조로서는 왕세손인 

정조는 살려야 사직을 이을 수 있으니 사도세자가 자결하거나 고문을 받다

가 죽는 상황을 바랐을 것이다. 뒤주에 가두는 것은 어찌 보면 일종의 고문

으로 행했을 것이다. 반역죄로 사도세자를 처벌하기로 결심했으나 그의 아

들인 정조는 연좌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오직 사도세자가 처형당하기 전

에 스스로 죽는 것뿐이었다. 사도세자의 생모인 선희궁이 조에게 사도세

자를 죽이라고 했다는 것도 그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정조를 비롯한 나머지 

식솔들은 연좌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일지도 모른다.

36) 심재우, 네 죄를 고하여라, 산처럼, 2002,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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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한중록에는 실록과 같은 공식적인 사료에서는 찾을 수 없는 궁중 비화

(秘話)가 많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것은 반역죄인에 한 처벌이다.   

한중록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인 사도세자 역시 반역죄로 처벌받은 만큼, 

주변 인물들이 어떤 언행을 하여 반역으로 몰렸는지 살펴보는 일은 흥미로

웠다.

법전이라는 것은 매우 절 적인 규범서인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지극히 

상 적인 글자놀이에 불과한 것 같기도 하다. 어떤 행동 자체는 사실로 존

재하지만 그 행동에 따르는 의도는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조

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두어 죽이는 과정은 철저히 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

다. 그러나 그 법의 어떤 조항을 어떤 이유로 적용할 것인지는 순전히 조

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심의지처럼 말 한 마디 잘못 내뱉은 죄

로 사형에 처해지는 사람도 있었으며 나경언처럼 감히 왕세자를 무고했지만 

조가 살리고자 했던 사람도 있었다. 사도세자 역시 그가 칼을 들고 경희

궁으로 침입하려 했다 하더라도 조가 그 행위를 역모라 판단하지 않았으

면 비참하게 굶어죽지 않았을 것이다.

조는 아버지면서 왕이었고, 사도세자는 아들이면서 신하 다. 임오화변

의 비극은 부자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군신관계로 옮겨가면서 발생한 것이리

라. 조와 사도세자가 평범한 아버지와 아들이었더라면 과연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면서 한중록을 덮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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