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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敎謄錄≫의 內容과 價値*1)

鄭 肯 植**

 

록: ≪受敎謄 ≫은 1775년( 조 51)부터 1811년(순조 11)까지의 수교 

84개 는 85개를 정리한 것이다. 다른 수교자료집과는 달리, 당시 행정의 실

태를 반 하여 이두문을 그 로 수록하 다. ≪受敎謄 ≫에는 다른 수교자

료에서 찾을 수 없는 수교가 44개 있으며, 다른 수교자료  ≪承政院日記≫, 
≪審理 ≫, ≪秋官志≫ 등보다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

다. 이를 분석하면 조선시  입법과정을 입체 이고 구체 으로 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수교의 형식도 다른 수교자료집과는 다른 방식인데, 앙의 형조 등

에서 발송한 수교를 경상감 에서 이를 수령하 기 때문이다. 수령 후 이를 

집행하려는 의지를 앙에 보고한 것이 많은데, 보고를 받은 앙 서는 비

변사의 경상도 담당방으로 추측된다. ≪受敎謄 ≫으로 앙에서 제정된 수

교가 지방에 달되는 양상을 살필 수 있으며, ≪承政院日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교 제정일과 ≪受敎謄 ≫에 나타나는 경상감 의 수령일자의 간

 * 이 논문은 서울 학교 법학발 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 의 2011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 서울 학교 법과 학･법학 학원 교수

[일러두기] 본고의 기 자료인 ≪受敎謄 ≫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강독･번

역한 결과물을 이용하 다. 그리고 심사 원들은 사료를 보는 시야와 분석 역을 확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감사를 드린다. 하지만 지 사항에 한 기  연구가 없는 상황 등으로 본격

으로 이에 해서는 본격 으로 다루지 않았다. 단 본고에 한 모든 책임은 필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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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조사하면 조선후기 법령의 속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시행에 따른 사목 등을 부기한 것도 있고, 結辭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해 지

방 서에서의 구체 인 집행방법 등을 악할 수 있다. 
유일본인 ≪受敎謄 ≫은 조선후기 지방에서의 형사사법의 실체를 악

할 수 있게 해 주는 에서 사료  가치가 더욱 높다.

핵심어: 수교, 수교등록, 회통, 조선의 입법, 경상감 , 수교의 

1. 머리말

조선은 ≪經國大典≫과 ≪大明律≫을 토 로 한 법 국가이다. 법 을 바탕으

로 국법질서의 통일을 기도하 지만, 실에서는 새로운 법령의 등장은 필연이었

다. 즉, 법 에서는 일반추상 인 규범을 수록하 기 때문에 개별구체 인 사건

에 한 단은 계속 축 되었으며, 이 개별  단인 국왕의 判付는 당해 사건에

만 용되는 것과 이후에도 동일 는 유사한 사건에 해서 구속력을 갖는 것의 

두 가지가 있다. 그 에서 후자, 즉 재의 례법에 해당하는 부는 ‘受敎’의 

형태로 이후에도 법  구속력을 지니게 되었다.

수교는 원래 개별 사안에 한 국왕의 단을 의미하며, 나아가 국왕의 명령인 

법령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 다. 조선시 에 법 편찬은 이러한 수교를 일반추상

규범으로 통일･종합하는 과정이다. 개별사안에 한 단인 수교는 ≪經國大典≫

과 ≪大明律≫ 등 법 의 흠결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 다. ‘ ’이 씨 이라면, 

‘수교’는 날 이라고 할 수 있다. 

수교는 조선 건국 후는 물론 ≪經國大典≫ 편찬 이후에도 계속 집 되었으며, 

그래서 담당 서에서 업무상 편의를 하여,  국왕의 입장에서는 법의 통일  

용을 해서 각종 수교를 연 별로 종합 으로 수집･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

러나 수교의 방 한 집 은 도리어 법령의 통일 인 용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

가 있었다. 그래서 수교들 에서 구  효력을 부여해야 할 것들을 집성하여 

‘ ’을 편찬하 다. 그리고 이러한 수교들을 토 로 각종 류의 법 이 편찬되

었다. 즉 조선시 의 법 편찬은 ‘受敎 → → 大典’의 단계를 거쳤다.1) 

 1) 김지수, 1991 ｢受敎와 條例의 法的 性格과 理念｣, 한국법사학논총( 통법과 주반정, 
남  출 부, 37쪽에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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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기에 수교를 집성한 자료로서 재 남아 있는 것은 宣祖 연간에 일차

으로 정리된 ≪各司受敎≫가 있으며, ‘ ’으로는 1493년(성종 24)의 ≪大典續 ≫

과 1543년( 종 38)의 ≪大典後續 ≫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수교 가운데서 비교

 구효력을 부여할 만한 것을 선별한 것이다. 조선후기에는 ≪續大典≫ 편찬

의 기 작업으로 1698년(숙종 24) ≪受敎輯 ≫과 1743년( 조 19) 경 ≪新補受敎

輯 ≫이 편찬되었다.2) 

≪續大典≫ 편찬 후에는 새로운 수교자료집3)을 종합 으로 편찬하 다는 기록

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개별 서에서는 업무의 편의 등을 이유로 개별 으로 

수교를 정리하 다.4) 이들은 “受敎謄 ”, “受敎定例” 등의 명칭으로 총 34종, 37

건이 존하고 있으며, 규장각에 25종 28건이, 장서각에 6종5)이 그리고 국립 앙

도서 과 국회도서 에 각각 1종이, 日本 東京大學 法學部 圖書館에 1종이 소장

되어 있다. 이  이미 공간된 ≪各司受敎≫, ≪受敎輯 ≫, ≪新補受敎輯 ≫을 

제외하면 30종 31건이다.6)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가장 많이 소장되

어 있는데, 이는 규장각이 조선시  政府文書 내지 官文書를 보 하는 기 이라

는 성격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이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受敎

定例≫(古5120-176)7)와 ≪受敎定例≫(奎12407)8)  ≪特敎定式≫(古951.009 T296)과 

 2) 洪 敏, 1998 ｢조선 후기 法典 編纂의 推移와 政治運營의 변동｣, 한국문화 21, 참조. 

 3) “수교자료집”은 官府文書  官府文書의 일종으로 成冊文書에 해당한다. 수교를 수록한 

성책문서를 별도의 (부)문서 양식 내지 종류로 할 것인지에 해서는 숙고가 필요하다. 
재 18세기 이후의 자료만 발견되고 있다. 잠정 으로 각종 수교를 모은 成冊文書를 “수교자

료집”으로 명명한다. 

 4) 국왕의 명령을 ‘수교’라고 하 는데, 모든 (수)교가 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으로 인

정된 수교는 구보존이 되고, 그 지 않은 것은 폐기문서[休紙]가 될 것이다. 심사자의 지

처럼 법으로 되는 것과 아닌 것의 구별기  등에 한 언 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로서는 이에 한 기 을 제시할 수 없다. 다만 ≪승정원일기≫에는 “出擧條” 등의 표 이 

보이며, 수교자료집에는 “俾卽載之受敎”(17. 정조 8년[1784]), “以此判付, … 亦令禁府･刑曹載

之受敎”(18. 정조 8년[1784]), “以此傳敎, 載之該曹受敎事, 使之定式施行.”(25. 정조 9년[1785]), 
“今配享功臣子孫, 一從 勳功臣子孫例, 用宥世之典, 載之法書, 照此遵行”(30. 정조 11년
[1787]) 등의 표 이 보인다(강조는 필자; 이하 같다). 이에 해서는 향후 귀납 인 연구가 

필요하다. 

 5) 자료의 동일성 내지 복성은 각 기 에서 제공하는 서지사항이나 해제를 참조하 다. 원문

을 조하면 복자료가 더 있을 수 있다. 이는 향후 연구를 기 한다. 

 6) 향후 조사를 진행하면 다양한 기 에서 더 많은 자료가 발굴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해외에 

소장된 것은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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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敎謄 ≫(奎15142)9)은 학계에 소개되었다.10) 30종의 수료자료 가운데, 국립

앙도서 에 소장된 ≪受敎謄 ≫(古6022-77)은 다른 수교와는 특이한 것이다. 

이는 후술하는 것처럼 지방 서-경상감 -에서 앙으로 하달받은 수교를 보고하

는 것이다.11) 

본고에서는 ≪受敎謄 ≫의 체재와 내용을 일별하고(제2장) 특히 受敎의 行移

過程을 으로 검토한 후(제3장) 마지막으로 사료  가치 등에 언 한다(제4

장). 그리고 체에 한 이해를 돕기 해 부록으로 ≪受敎謄 ≫ 체 목록(부

록: 1)과 원문  련자료를 수록하 다(부록: 2, 3).

2. ≪受敎謄 ≫의 體裁  構成

1) 體裁

≪受敎謄 ≫(古6022-77)은 재 국립 앙도서 에 소장되어 있는 유일 筆寫本

이다.12) 2권 2책으로 線裝本이며, 제1책은 49장이며, 제2책은 50장으로 모두 99장

이다.13) 책의 크기는 31.5×21.5cm이며, 한 쪽에 12행, 1행에 22자를 백지에 그 로 

정서한 필사본이다(부록 2-1, 2: 표지  첫 면 참조).14) 

기재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 행에 1자를 띄우고 수교를 받은 날짜와 이를 뜻하

 7) ≪受敎謄 ≫(古5125-23)은 ≪受敎定例≫(古5120-176)의 고본으로 내용은 같으며, 부록이 다르

다. 

 8) 鄭肯植･趙志晩･金大洪･田中俊光, 2009 朝鮮後期 受敎資料 集成(I) -刑事篇: 1(奎章閣 所藏

本)- 참조.

 9) 鄭肯植･趙志晩･田中俊光･金泳奭, 2010 朝鮮後期 受敎資料 集成(Ⅱ) -刑事篇: 2(奎章閣 所藏

本)- 참조.

10) 자세한 내역은 鄭肯植 외, 朝鮮後期 受敎資料 集成(I)의 <부록 1 : 규장각  기타 기  소

장 “수교” 자료 황> 참조.

11) 국립 앙도서 (http://www.nl.go.kr/nl/index.jsp)에서 원문을 열람할 수 있다.

12) “受敎謄 ”이라는 書名에 해 의심을 할 수 있으나, 표지에도 같으며, 특히 제2책인 <卷 

坤>의 첫 면 첫 행에 “受敎謄 ”이 있으므로 “受敎謄 ”을 서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부록 

2-3 참조).

13) 제2책 74쪽은 완 한 내용이 아닌데, 후 에 락되었는지 처음부터 그러한지는 알 수 없다. 

14) 서지사항은 국립 앙도서 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참조하 다(최종 속일: 201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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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到付’까지 기재하고 나서 행을 바꾼 다음, 그 이후 모든 내용을 행을 바꾸지 

않았다. 날짜는 원칙 으로 연호나 묘호를 사용하지 않고 干支를 기재하 다. 그

러나 외가 있는데, 1786년(정조 10)의 28번과 1795년(정조 19)의 69번 수교는 冒

頭에서, 1783년(정조 7)의 15번, 1784년(정조 8)의 18번, 1790년(정조 14)의 40번, 

1801년(순조 1)의 74번, 1811년(순조 11)의 77번에서는 수교를 그 로 인용하면서 

청의 연호를 밝혔다(부록 2-3, 4: 연호 사용례 참조). 국왕이나 왕실을 나타내는 

‘王, 上, 判, 啓, 命, 聖, 傳, 世, 敎, 先, 朝’와 국왕의 묘호 앞에는 1자를 띄웠다.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의 姓名은 모두 기재하거나 성만 기재하여 통일성이 없다. 

한 수교나 당시 행정의 실태를 그 로 반 하여 이두문을 그 로 수록하 다. 

그리고 수교와 련되는 내용은 체를 한 문단으로 수록하 지만, 별도의 추

가 인 내용이 있으면 문단을 바꾸어 수록하 다. 그 내용은 부분이 節目 등으

로 다음이다. 

10. 正祖 4年[1780] 放未放啓本規式: 별행으로 規式과 서문 등을 수록하 으며, 아울

러 朔啓改定式을 행을 바꾸어 추가하 다. 

12. 正祖 6年[1782] 定配罪人物故啓本規式: 별행으로 보고양식을 수록하 다.

20. 正祖 8年[1784] 禁標內入葬: 수교 2개만 기재하 다.

21. 正祖 8年[1784] 禁標內入葬: 水營에서 행할 차를 기재하 다.

23. 正祖 8年[1784] 檢驗定式事例: ‘後  內’로 표시하고 구체 인 규정을 수록하 으

며, 아울러 割註로 세부내용을 설명하 다(부록 2-5: 목 추가 참조). 

27. 正祖 10年[1786] 奴告主: 노비 등의 주인 등에 한 개별  범죄에 한 처벌 규

정을 별행으로 수록하 다.15)

31. 正祖 11年[1787] 禁紋緞: 구체 인 규정을 수록하고, 할주로 세부내용을 설명하

다. 

48. 正祖 15年[1791] 奪符宣傳官 禁府都事之作弊 擅用刑棍  狀聞事: 수교의 내용을 

모두에 할주로 설명하 다. 

73. 正祖 24年[1800] 貶下守令反罵上營 用投印律: 상 서의 질문에 한 회답의 

양식을 수록하고 할주로 세부내용을 설명하 다. 

 형식과 부수된 내용을 보면 ≪受敎謄 ≫은 앙 서가 아니라 수교를 실제

로 집행하는 지방 서에서 취해야 할 구체 인 업무지침을 수록한 것으로 여겨진

15) ≪大明律≫ 등의 규정을 발췌하고 조선의 실정에 맞는 수교를 추가하 다. 추가된 수교는 ≪受

敎定例≫(古5120-176)의 부록 <諸事目>  [新 事目]에 수록되어 있다. 정 식 외, 朝鮮後期 

受敎資料 集成(I), 20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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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受敎謄 ≫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이두가 많이 사용된 이다. 먼  수

교의 수령상황을 나타내는 起頭와 집행의지를 밝힌 結辭 부분은 이두로 되어 있

다. 그리고 수교 본문 에는 신이나 국왕의 발언은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다

음의 경우는 이두를 사용하 다: 목 등의 연결,16) 신 발언의 인용,17) 判付나 

回啓의 인용,18) 지방의 굴검요청 계19) 등. 그리고 목 등 구체 인 시행을 

한 내용은 이두를 사용하 다.20) 

이두는 수교의 수령 등의 상황과 내용의 연결 그리고 이두를 사용한 원래의 문

서를 인용할 때 그 로 사용되었다. 특히 집행을 한 목에는 어김없이 사용되

었는데, 이는 수교 집행자의 편의 때문일 것이다. 

2) 構成

英祖 51년(1775)부터 순조 11년(1811)까지 37년 동안 모두 84개의 수교가 있는

데, 첫 수교는 내용상 2개이다. 조 는 1개(2.4%), 정조 는 72개(84.7%)인데,  

≪大典通編≫ 편찬 이 은 24개, 이후는 48개이며, 순조 는 11개(12.9%)이다. 후

술하겠지만, 지방에서 수교를 수령한 상황을 수록한 것이기 때문에 수교의 발령 

시기 자체는 큰 의미가 없지만, 정조 , 특히 ≪大典通編≫ 편찬 이후 순조 의 

수교가 59개(70.2%)로 부분이다. 마지막 수교는 純祖 16年[1816] 7월의 것이다. 

16) 10. 正祖 4年[1780]: “｢…分付｣事, 傳敎敎是乎等以, 參 諸道放未放啓本後 移文爲去乎, 此後

段, 依此擧行向事. 謹啓爲相 事”(이탤릭체는 이두문이며, “｢…｣” 부분은 수교내용이다. 이
하 같다).

17) 15. 正祖 7年[1783]: “據其時判書臣徐浩修, 就議大臣爲白乎則, 領議政徐命善以爲, ｢… 伏惟上

裁｣ 云是白乎旀, 右議政李徽之以爲, ｢…｣” 

18) 十五. 正祖 7年[1783] “…去辛丑正月二十二日, 因全羅道寶城郡殺獄罪人鄭大仁獄事回啓, 判
付內, ｢罪人鄭大仁段, 實因狼籍, 證援分明, 故殺獄情節, 斷然無疑是去乙, …｣”

19) 八四. 純祖 16年[1816]: “丙子七月二十八日 啓/啓爲相 事. 陜川郡守徐鳳輔牒呈內, ｢本郡邑

內面上三里場基洞居, 姜召史 其夫鄭卜萬爭閧後, 卜萬第四日致死, 仍爲掩埋是如, 傳說喧藉. 
故應問各人等, 推捉取招, 則詞證吞吐, 獄情疑眩, 未檢之前, 無以定執眞贓是如｣ 牒呈爲白有臥

乎所, 不可不開檢乙仍于, 差定檢官, 使之掘檢爲白乎旀,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良厼, 謹具啓

聞”.

20) 20. 正祖 8年[1784]: “甲辰三月 日到付, 元事目./一. 禁標內入葬, 勒限掘移爲白乎矣, 繩有有主

墳地內, 盜葬之律爲白齊.一. 禁標內冒葬 , 依盜田 條强占1)官民山場律, 論斷爲白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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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물론 상단의 수교제목도 필체가 동일하며  국왕 純祖21)의 묘호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1817년 이후 순조 재 기인 1834년 사이에 한 사람이 정서한 듯하다. 

별도의 目 은 없지만, 본문 상단에 제목을 기재한 것이 25개가 있는데,22) 연속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특정인이 정리하 을 가능성도 있다. 이  9개는 

기존의 수교보다 제목이 자세하여 제목만으로 수교의 내용을 쉽게 악할 수 있

는데,23) 표 인 것은 1790년(正祖 14)의 다음 수교이다.

≪受敎謄 ≫: 奴犯主山 當禁之內 嚴刑絶島仍本役充定事(노가 주인 산의 禁葬地域을 

범하면 엄형하고 외딴섬[絶島]으로 보내어 그 로 본역을 지게 할 것

[40])

≪受敎定例≫(古5120-176): 奴犯主山(노가 주인의 산을 범함[65]) 

≪特敎定式≫(古951.009 T296): 奴主相訟(노와 주인의 소송[1.94])24)

 제목에서 보듯이 이 ≪受敎謄 ≫은 제목만으로 범죄사실과 처벌내용 등 수

교의 체 내용을 악할 수 있다.  印札紙가 아닌 백지에 그 로 필사한 것으

로 보아, 담당 서에서 정식으로 정리한 것은 아니며 담당 서리 등이 임시로 정리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25) 따라서 이는 담당 서리들이 업무의 편의를 하여 백

지에 정리하면서 제목까지 별도로 붙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受敎의 行移過程

1) 다른 資料와의 比

후술하듯이 ≪受敎謄 ≫은 앙 서에서 반포한 수교 자체가 아니라 지방

서에서 수령한 수교를 정리한 것이다. 그 다면 일차 으로 반포된 수교 자체와 

21) 묘호는 처음에는 純宗이었으나 철종 8년(1857)에 純祖로 追 되었다.

22) 다음이다: 9~13(5개), 32~36(5개), 38~40(3개), 42~52(11개), 60(부록 2-6: 난외 제목 참조).

23) 다음이다: 32, 34, 36, 38, 40, 45~47, 51; 동일 는 유사한 것은 4개로 33, 44, 52, 60이다. 

24) 각각 정 식 외, 朝鮮後期 受敎資料 集成(I), 190쪽  정 식 외, 朝鮮後期 受敎資料 集成

(Ⅱ), 150쪽 참조.

25) 백지에 정서한 형조 련 수교자료는 이 ≪受敎謄 ≫과 ≪受敎定例≫(奎12407)뿐이며, 나
머지 거의 모든 수교는 印札紙에 정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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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수록된 수교를 비교하여 異同을 확인해야 한다.26) 비교의 편의를 해 이

미 공간된 ≪受敎定例≫(古5120-176)와 ≪受敎謄 ≫ 두 곳 모두에 있는 수교를 

상으로 하 다.27)

① 제1유형: “△△關內”로 시작하는 유형으로 “1777년(정조 1) 매장된 시체의 

검험에 한 수교”를 검토하기로 한다.28) 

≪受敎謄錄≫: 4. 禁掘檢29)

＿丁酉五月十六日到付

備邊司關內, 節＿啓下敎. 今五月初十日, 左右相入＿侍時,＿傳曰, “昔我＿肅祖之敎, … 

藹然於＿辭敎之外.” ＿傳曰, “先王斯有不忍人之心, … 此後又或有年數已久, 可以掘檢

, 亦勿經自開檢, 必也＿啓聞後爲之事, 定式施行, 知委京外.”事. 傳敎敎是置, ＿傳敎

內辭意, 奉審施行爲乎矣. 今此＿聖敎實出於重民命愼刑獄之盛意, 凡在按法之臣, 孰敢

不仰軆, 萬一而大抵, 獄體 以無寃 爲主爲旀, 今此聖敎, 亦以無寃 爲主敎是則, 從

今以後, 一以無寃 爲主, 俾無一毫參差之弊, 惕念擧行爲乎矣, 到付形止到關, 卽時星

火馳報, 宜當向事.30)

≪受敎定例≫: 28. 掘檢申明31)

正宗元年丁酉, ＿傳曰, “昔我＿肅朝之敎 … 藹然於辭敎之外.” 傳曰, “先王斯有不忍人

之心, … 此後又或有年數已久, 可以掘檢 , 亦勿輕自開檢, 必也啓聞後爲之事, 定式施

行, 知委京外.”

수교 본문은 “昔我肅祖之敎~知委京外”32)인데, 양자는 거의 일치한다. ≪受敎定

例≫와 ≪受敎謄 ≫에 차이가 있는 날짜와 상황은 ≪承政院日記≫ 정조 원년 5

월 10일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受敎謄 ≫은 ≪受敎定例≫의 본문을 

26) 지방 서에서 上奏하는 수교(5개)는 장래에 해 효력을 발생하는 일반  수교가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다. 

27) ≪승정원일기≫ 등 련 자료의 비는 <부록 3>, 단 분량상 짧은 것으로 하 으며, 아울러 

번역을 첨부하 다. 

28) “關內”, “爲相 事”에 해서는 “2. ≪受敎謄 ≫의 形態”에서 상술한다.

29) 원문의 형식은 <부록 2-2: 첫 면> 참조. 이 수교에는 제목이 없다. 

30) “＿”는 원문의 빈 칸을 표시하는 것이다(이하 같다).

31) 정 식 외, 朝鮮後期 受敎資料 集成(I), 174-5쪽  원문은 53-56쪽 참조.

32) 수교 본문은 한자로 768字이어서 분량 상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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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로 옮겨두고, 첫 머리에서는 수교를 수령한 날짜와 지시한 서, 즉 여기서는 

비변사를 기록하는 등 ≪受敎定例≫보다 더 자세하게 기재하 다. 그리고 수교 

본문이 끝난 다음에는 “事. 傳敎敎是置, ＿傳敎內辭意, 奉審施行爲乎矣.”33)라고 

있는데, 이는 수교를 받들어 집행하겠다는 지방 서의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추

가 으로 ≪無寃 ≫에 따라 검험을 하고 아울러 수교를 수령한 사실을 즉시 보

고하도록 하 다. 

② 제2유형: “△△爲相 事”로 시작하는 유형으로 “1786년(정조 10) 정배 인 

죄수가 친상을 당하 을 때 휴가를 주는 수교”를 검토하기로 한다. 

≪受敎謄錄≫: 28.34)

＿乾隆丙午七月二十五日到付

刑曹爲相 事, 節＿啓下敎. 以忠淸監司狀＿啓, “洪州牧囚推罪人海南縣船格孫福深, 遭

其父喪給由, 過葬後使之還囚, 令該曹禀處事.” ＿傳曰, “依狀請施行事, 回諭. 此後, 除

非死囚及關係 獄外, 依法典, 直爲給暇, 以形止狀聞, 以此定式施行事, 令該曹分付諸

道.”事, ＿傳敎敎是置, ＿敎旨內辭意, 奉審施行向事.

≪受敎定例≫: 44. 定配罪人遭親喪 關係逆獄外給由35)

正宗十年丙午, 因海南縣船格孫福深, 遭其父喪, 給由, 過葬後, 卽使之還囚, 令該曹稟處

事. ＿傳曰, “依狀請施行事, 回諭. 此後除非死罪及關係 獄外, 依法典, 直爲給暇, 以形

止以聞, 以此定式施行事, 令該曹分付諸道.”

≪受敎謄 ≫의 본문인 수교내용은 “以忠淸監司狀啓~令該曹分付諸道”로 ≪受

敎定例≫와 거의 일치하며, 차이는 날짜와 수교 제정의 계기인데 이는 역시 ≪承

政院日記≫ 정조 10년 7월 19일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수교에 해 보자. 죄수의 휴가[給由]에 한 사항이므로 담당 서는 

형조이다. 忠淸監司가 장계로 孫福深에게 휴가를  것을 형조에 보고하고, 형조

에서는 이를 정조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정조는 나아가 “以此定式施行事, 

令該曹分付諸道”,36) 즉 이를 일반 으로 시행할 것을 명령하여 수교로 완성되었

33) 번역: “본문[생략]”라는 일로 교하셨습니다. 교지의 뜻에 따라 받들어 시행할 일이다. 

34) 원문의 형식은 <부록 2-3, 4: 연호 사용례> 참조. 이 수교에는 제목이 없다. 

35) 정 식 외, 朝鮮後期 受敎資料 集成(I), 182쪽  원문은 81쪽 참조.

36) 번역: 이것을 법식으로 정하여 시행할 것을 형조[해조]에 명하여 여러 도에 분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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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을 받은 형조에서는 이를 지방으로 발송하 는데 이를 받은 날짜가 엿새 뒤

인 7월 25일이다. 이를 받은 지방 서에서는 교를 시행할 것을 다짐하 다.37)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선 ≪受敎謄 ≫은 이두38)

와 정확한 날짜와 상황까지 있는 등 수교의 원래 모습에 훨씬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39) 그리고 본문인 수교를 기 으로 앞에 있는 ‘起頭’에서는 날짜와 수교의 

發令官署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뒤에 있는 ‘結辭’에서는 수교의 집행의지 등을 

밝히고 있다.40) 

2) ≪受敎謄 ≫의 形態 

≪受敎謄 ≫의 형태는 다른 수교자료집과는 다른 방식이다. 다른 수교자료집

은 ≪受敎定例≫에서 보듯이 연도가 먼  나오고 그 다음에 수교의 발화자와 그 

내용이 수록되고, 발화자가 국왕이 아닌 신하이면 그 의견을 국왕이 수용하는 형

식으로 되어 있다.41) 발화자의 발언내용이 수교인 것이다. 그런데 ≪受敎謄 ≫

은 수교를 후로 기두와 결사가 추가되어 있다. ≪受敎謄 ≫의 내용은 ① 앙

에서 지방으로 수교를 보내어 집행을 지시하는 것과 ② 지방 이 국왕에게 보고

하는 것 두 종류로 나  수 있다. 起頭는 수교를 수령하게 된 날짜 등 배경을 알려

주는 것이며, 結辭는 마무리하는 것이다. 기두는 2개의 유형으로, 결사는 3개의 유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  앙에서 지방으로 보내는 수교의 기두와 결사에 

해 자세히 살펴보고, 이어서 지방 이 보고하는 경우에 해 검토하자. 

37) ≪受敎謄 ≫은 부분 발령된 수교를 그 로 인용하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에 해서는 후

술한다.

38) ≪受敎謄 ≫에서 이두의 사용례는 앞의 주 16~20 참조. 

39) 이는 ≪各司受敎≫와 ≪受敎輯 ≫에 비된다. 정 식, 2005 ｢속 의 상에 한 소고 

― ‘ 사  입후’조를 상으로 ―｣, 서울 학교 법학 46-1 참조.

40) 기두와 결사에 해서는 후술 “2. ≪受敎謄 ≫의 形態” 참조. 

41) 수교의 형태에 해서는 구덕회가 언 한 바 있다. 그는 ≪各司受敎≫의 규정형식을 분석하

여 發議 를 기 으로 4종으로 구분하 다(구덕회, 2000 ｢≪各司受敎≫ 해제｣, 한국역사연

구회 세 2분과 법 연구반 역, 各司受敎, 13쪽). 그러나 ≪受敎謄 ≫은 수교의 달 과

정을 드러내기 때문에 ≪各司受敎≫와는  다른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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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교등록≫ 기재 형태(1)

＿干支 ○月 ○日 到付／
刑曹關內, 節啓下敎. (수교 내용) 事, 傳敎敎是置, 敎㫖內辭意, 奉審施行向事.

(1) 起頭의 類型

기두에서는 수교를 최 로 발령한 서가 앙 서로 다양한데, ≪受敎謄 ≫

의 기두는 날짜 다음에 각각 ‘△△關內’, ‘△△爲相 事’, ‘ 啓’로 시작하는 세 유

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 △△關內, 節啓下敎: 이것은 상  청의 關文으로 수교의 집행을 지시하는 

형식으로 다음과 같다(제1유형). 

여기서 ‘起頭’는 날짜부터 “節啓下敎”까지이며, 本文은 수교의 내용 그리고 結

辭는 “事, 傳敎敎是置, 敎㫖內辭意, 奉審施行向事”이다. 이 형태는 부분 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84개의 수교 거의 모두에 공통되는 套式語라고 할 수 있다. 

起頭의 ‘到付’는 “공문서나 지령이 도달되어 받다.”의 의미이며, ‘ ’은 문의 

약칭으로 ‘關文’은 “동 의 서 사이에 는 상 서에서 하 서로 보내는 官

文書樣式”이고, ‘內’는 “안[內]”의 뜻으로 내용을 소개･인용하는 역할을 한다. ‘節

[디 ]’는 “명령, 분부, 지시의 뜻으로 ‘知委’와 같다.”42) ‘啓下’는 “임 에게 啓聞

을 올려 재가를 받았다.”는 의미이며, ‘敎’는 “왕명”이다. 그리고 결사의 ‘事[일]’는 

“-일”이고, ‘敎是置[이시두]’는 “-입니다.”이며, ‘向事[안일]’은 “-할 일/-한 일”이란 

의미이다.43) 

를 으로 直譯하면 “○○년 ○月 ○日에 도착･ 수한 형조의 문이다: 

(국왕의) 재가를 받은 수교는 …[내용]…이다. 와 같이 傳敎하셨습니다.44) 교지

의 뜻을 받들어 시행할 일”이다. 즉 앙 서에서 결정된 수교를 문 등의 형태

로 수령하여 그 수교를 집행하겠다는 의사를 지방 서에서 표시한 것이다. 이의 

이해를 돕기 해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할 수 있다. 

42) ‘節’의 다른 의미에 해서는 주 56 참조. 

43) 이상은 장세경, 2001 이두읽기사  각 항목 참조.

44) “ 와 같이 傳敎하셨습니다”는 “ 와 같은 왕명[傳敎]입니다”로도 번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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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교등록≫ 기재 형태(2)

＿干支 ○月 ○日 到付／
禮曹爲相考事, 節啓下敎. (수교 내용) 事, 傳敎敎是置, 敎㫖內辭意, 奉審施行向事.

○月 ○日에 도착･ 수한 △△의 문으로 지시한 수교이다. (수교 내용) 와 같

이 교하셨습니다. 교지의 뜻에 따라 받들어 시행할 일이다.

이러한 기두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21개이며, 형식은 약간 다르지만 상

청에서 하 청에 집행을 지시하는 것인 刑曹長房回通(6),45) 秋曹私通(13) 

그리고 조의 元事目(20)까지 포함하면 24개이다.  특징 인 것은 첫 수교인 

1776년( 조 52)의 수교부터 1784년(정조 8) 22번 수교까지는 모두 이 형식이다. 

형조의 문 등이 20개이며, 비변사의 문이 3개이다.46) 

② △△爲相 事: 이것은 수교의 작성에 여한 상 청을 밝히는 것이다. 제1

유형과는 달리 구체 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방

에게 집행을 지시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제2유형).47)

기두는 제1유형과 같으며, 여기서 ‘相 ’는 “서로 비교하여 고찰하다. 조사하다. 

잘 살피다.”라는 뜻으로 ‘△△爲相 事’는 “△△에서 처리한 일이다”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55개인데, ‘節啓下敎’가 있는 것은 49개이며, 

이것 없이 바로 본문인 수교가 수록된 것은 6개이다.48) 

를 으로 직역하면 “○○년 ○月 ○日에 도착･ 수하 습니다. 조에

서 처리한 일이다. (국왕의) 재가를 받은 수교는 …[내용]…이다.”이다. 이는 간략

하게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할 수 있다. 

○月 ○日에 도착･ 수한 △△에서 처리한 수교이다. (수교 내용  결사 생략) 

이는 1784년(정조 8) 23번 수교부터 1813년(순조 13) 80번 수교까지 지속된다. 

45) 후술 주 49 본문 참조.

46) 이에 해당하는 수교는 1~22, 69, 74이다. 

47) 1784년(정조 8)의 23 수교만 ‘刑曹爲相 ’로 되어 있는데, ‘事’는 필사과정에서 실수로 락

된 듯하다. 

48) 이에 해당하는 수교는 23, 24, 31, 53, 61, 63이다. 



≪受敎謄 ≫의 內容과 價値 79

형조, 비변사, 의 부, 조 등 모든 서에 해당한다. 

(2) 結辭의 類型과 追

結辭는 기두의 제1유형에서 본 것처럼 “－－事, 傳敎敎是置, 敎㫖內辭意, 奉審

施行向事”가 기본형이다. 그리고 수교를 수령한 상황의 보고를 명령한 것49)도 이

에 포함할 수 있다. 변형으로는 특별한 결사가 없는 것(6, 20, 63), 私通으로 지시

한 것(13) 등 4개가 있다(제1유형). 그리고 수교의 내용에 따라 말미에 일반론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22개이다. 이는 다른 수교자료집에는 없는 것으로, 그 내

용은 개 수교의 행이나 즉시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제2유형).50) 

 하나의 유형으로 수교의 말미에 수교를 시행하기 한 구체 인 節目 등이 

추가된 것이 7개가 있다(제3유형). 그리고 일반론과 사목이 모두 수록된 것도 1개 

있다(제4유형). 각각 해당하는 수교는 다음이다. 

제3유형: 10. 放未放啓本規式(1780), 12. 定配罪人物故啓本規式(1782), 20･21. 禁標

內入葬(1784), 23. 檢驗定式事例(1784),51) 31. 禁紋緞(1787),52) 73. 貶下守令反罵上營  

用投印律(1800)

제4유형: 27. 奴告主(1786)53)

제1유형은 앙의 수교가 지방에 달되는 과정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제2

유형 이하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추가 인 내용은 다른 

수교자료나, ≪秋官志≫, ≪承政院日記≫ 등 찬자료 등에서는 찾을 수 없는 유

일한 자료이다. 제2유형에서는 수교를 반포한 이후 정부의 집행의지 등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제3, 4유형에 수록된 사목 내지 목은 재 같은 내용이 ≪秋官志≫ 

등에 일부만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추상  내용을 규정한 수교가 구체 으

로 집행되는 상세한 내역을 악할 수 있다.54)

49) 표 은 개 다음이다: “祗受形止 依例狀聞[卽爲狀聞], 宜當向事(삼가 {수교를} 수령한 상황

을 례에 따라 장문함이[즉시 장문함이] 마땅한 일).” 

50) 이에 해당하는 수교는 18, 19, 22, 25, 26, 32, 33, 34, 36, 38, 39, 41, 43, 53, 57, 64, 65, 72, 
74, 75, 77, 80이다. 그 내용은 통일 으로 정리할 수 없다. 

51) ≪特敎定式≫ “5.7. 檢驗定式事例”; 鄭肯植 외, 2011 朝鮮後期 受敎資料 集成(Ⅱ), 266쪽 참

조.

52) ≪秋官志≫ 卷10 <掌禁部> ｢申章 奢侈｣ [禁紋定式] 참조.

53) ≪秋官志≫ 卷10 <掌隷部> ｢私賤 奴主｣ [奴告主]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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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수교등록≫ 기재 형태(3)

＿干支 ○月 ○日 封啓／ 啓爲相考事.  (上奏 내용)  緣由謹具啓聞.

(3) 監司의 上奏

≪受敎謄 ≫에는 지방 이 국왕에게 보고하는 수교가 모두 5개이다. 이 수교

의 내용은 이미 매장된 시체에 한 掘檢의 승인을 국왕에게 요청하는 것으로 다

른 수교집에서는 찾기 어려우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啓[文]’는 “신하가 政務와 련하여 국왕에게 上奏하는 문서형태”이다.55) ‘

계’는 “書狀이나 書啓 등을 密 하여 임 에게 보고하는 것”이며, ‘啓爲相 事’는 

“ 계로 처리할 일”이다. 본문은 ‘節到付’로 시작하는 것(79, 82, 83)과 그 지 않

은 것(81, 84)이 있는데, 이는 “이번[節]56)에 도착･ 수”하 다는 의미이다. 이어서 

縣監이나 郡守 등의 첩정이 수록되어 있다. ‘牒呈’은 하 청에서 상 청에 올

리는 문서형태로, 내용은 馳報･牒報･相 ･上  등이다.57) 따라서 첩정에 근거하

여 찰사가 계를 올리는 것이다. 계의 내용은 定配罪囚가 자살한 것에 해 

향리 등의 책임을 묻는 것, 매장된 시체의 검험을 요청하는 것58) 등에 해 국왕

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결사는 “緣由幷以馳啓(79), 緣由謹具啓聞(81~83), 謹

具啓聞(84)”이다. ‘연유’는 “까닭, 이유, 원인, 사정”이다. ‘치계’는 “지방 이 히 

임 에게 아뢰는 것”, ‘계문’은 “ 찰사 등이 임 에게 로 써서 아뢰는 것”이다. 

결사의 의미는 “( 와 같은) 사정[내용]을 삼가 갖추어 보고합니다”이다. 이를 

어로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月 ○日 계이다. 계로 처리할 일이다. (수교 내용) 내용을 삼가 갖추어 보고

합니다.

이러한 수교는 기존의 수교와 달리 단순한 행정처리의 승인을 국왕에게 요청하

는 것이다. ≪受敎謄 ≫에 보이는 지방 이 보고하는 이러한 문서형태는 ≪經國

54) 구체 인 목 내지 사목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추후의 과제로 미룬다. 

55) 崔承熙, 1989 韓國古文書硏究, 152쪽.

56) ‘節’: 때, 기회, 이때, 이번.

57) 崔承熙, 앞의 책, 186쪽.

58) ≪受敎謄 ≫ 四. 正祖 1年[1777] 禁掘檢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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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수교 發令 서

  서 형태 해당 수교 계

형  조

關內[18] 1~3,  5, 7~12, 14~17, 19, 22, 69*, 74*

50爲相 事[30]
23, 25, 27~30, 33~36, 38, 40, 46, 47, 52~55, 57, 60, 63, 
64, 68, 70~72, 75~78

기타[2] 刑曹長房回通內: 6 秋曹私通內: 13

비변사

關內[3] 4, 18, 21

24
爲相 事[21]

26, 31, 32, 37, 39, 41, 43~45, 48~51, 56, 58, 59, 61, 62, 
66, 67, 80

의 부 爲相 事 42, 65, 73  3

  조
爲相 事 24

 2
元事目 20

지방 啓 79, 81~84  5

大典≫ <禮典>이나 ≪典律通補≫ <別編> [京司啓本式] 등에서 찾을 수 없고,  

지방 은 원칙 으로 啓目을 쓸 수 없다.59) 그러나 일정한 틀이 있는 것으로 보

아, 19세기 이후 나름의 형태가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 굴검에 한 정조 

원년(1777)의 수교가 19세기 반까지 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文書의 主體 

≪受敎謄 ≫에 나타나는 문서의 발송과 수령 주체를 검토하자. 우선 지역을 

알 수 있는 단서는 본문에 나오는데, 경상도이다. 1811년(순조 11)에 경상감사가 

漆谷府에 배소를 정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수교(77)와 정배죄인의 사망에 따른 

련자의 처벌(79), 매장된 시체의 검험[掘檢]을 요청하는 수교(81~84)에 泗川縣, 義

城縣, 玄風縣, 咸陽郡, 陜川郡 등의 명칭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분명하다.60) 여기

서 경상감사는 지방 의 첩정을 수령하여 이를 국왕에게 승인할 것을 요청하

다. 따라서 이 6개 수교의 발송주체는 경상감사임이 분명하다. 

59) ≪經國大典≫ <禮典> [用文字式]  ≪典律通補≫ <別編> [京司啓本式] “大事啓本, 事啓目, 外
則無啓目”

60) ≪受敎謄 ≫ 77: “刑曹爲相 事, 節啓下敎. 因本道漆谷府勿定配所啓本…”; 79: “…泗川縣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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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79개의 완성된 수교를 발송한 주체는 起頭의 서를 통해 알 수 있는데, 

형조가 가장 많으며 <표 6>과 같다. 

1784년(정조 8) 4월(23번 수교)을 후로 수교의 발송주체를 표시하는 방식이 

“△△關內”에서 “△△爲相 事”로는 바  듯하다. 다만 특이하게 1791년(정조 15)

의 69번과 1801년(순조 1)의 74번 수교는 각각 “啓爲到配事云云關是白置有亦”,61) 

“節到付刑曹關內”62)이다. 이들의 특징은 일반추상 인 수교를 내리는 것이 아니

라 개별사건의 처리에 한 것, 즉 69번 수교는 정배죄수가 10명이 넘었기 때문에 

죄수를 더 이상 배정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며, 74번 수교는 發塚罪人의 처

벌에 한 내용이다. 따라서 수교의 내용에 따라 형태가 다르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특이한 내용은 형조의 長房 回通과 私通이 언 된 사실로, ‘장방’은 “서리들이 

거처하는 방”이며, ‘회통’은 “아 들 사이에 왕래하는 문서로, 통지하기 한 것”

이다.63) 1779년(정조 3)의 6번 수교는 覆한 죄인의 심리문안의 형태에 한 내

용이며, 1783년(정조 7)의 13번 수교는 살인사건 죄수에 한 조사보고서[査案]

의 형태를 통일하기 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형사재 의 심리 내지 처리와 직  

련이 없는 문안의 작성 등에 해서는 이러한 실무를 직  담당하는 서리들이 

‘回通이나 私通’의 형식으로 국 인 통일을 추구하 다고 생각할 수 있다. 

‘ 계’는 “書狀이나 書啓 등을 하여 임 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임 에게 

직  보내는 문서이다. 이는 掘檢을 요청하는 것64)에만 등장하고 있다.

기두와 결사의 형태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최 의 문서는 앙 서나 경상도의 

지방 이 발송하 고, 이를 경상감사가 수령한 것이다. 즉, ≪受敎謄 ≫은 형조 

등에서 경상감 으로 關文 등의 형태로 수교를 발송하면 감 에서 이를 수령하고 

앙의 지시 등에 따라 수교를 집행할 의사를 밝힌 경상감 에서 발송한 문서

를 수록한 것이다. 이를 종합 으로 리･정리를 담당한 서가 남은 문제이다. 

우선 경상감 을 상정할 수 있다. 즉 경상감 이 문서를 앙 서로 발송하고 副

李儒謹牒呈內云云…”; 81: “…義城縣令柳 春牒呈內…”; 82: “…玄風縣監李鐸遠牒呈內…”; 
83: “…咸陽郡守金芝淳牒呈內…”; 84: “…陜川郡守徐鳳輔牒呈內….”

61) 번역: “(국왕이) 재가하신 배소에 도착하라는 일 ……하는 문이옵다고 하 어요.” 

62) 번역: “지  도착･ 수한 형조의 문 내에”

63) 최승희, 앞의 책, 244쪽.

64) ≪受敎謄 ≫ 四. 正祖 1年[1777] 禁掘檢
※ 참조.



≪受敎謄 ≫의 內容과 價値 83

本을 따로 작성하여 보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우선 

부본이라면 필체가 다양해야 하는데, 1인의 필체이며,65)  부본을 작성하는 는 

드물기 때문이다. 

그 다면 앙 서에서 수령한 문서를 정리하 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문

을 발송한 서에서 정리하 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만약 그 다면 형조나 비변

사 등이 기두에 등장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앙 서는 비변사 는 승정원이다. 

승정원은 왕명을 출납하는 서이며, 국왕에게 올라온 각종 문서를 보 하

다.66) 그러나 승정원의 본연의 임무는 왕명을 수령･발송하는 것이지, 왕명의 시행 

여부에 한 것까지는 장하 다고 보기 어렵다. 비변사는 서울과 지방의 군국

사무를 총 하여 8도를 장하는 句管 上을 두었다.67) 따라서 비변사는 수교의 

집행 여부를 총 하는 기 이므로 지방으로 내려 보낸 수교가 실제로 도달하 는

지 그리고 제 로 집행되는지에 해 악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受敎謄 ≫은 

비변사의 경상도를 담당하는 부서[房]의 서리들이 보 하고 있다가 특정 시 에 

정서하 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受敎謄 ≫에 수록된 문서의 행이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국왕) 수교 승인→승정원→ 앙 서/지방 서68)→경상감 →비변사의 경상도 담

당방

≪受敎謄 ≫은 형조를 시한 앙 서에서 하달된 수교를 경상감 에서 

수한 후 이 상황과 후속조처 등을 다시 비변사로 보고한 것을 비변사의 경상도 

담당방에서 정리한 것이다. 

65) 물론 추후에 정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66) ≪經國大典≫ <吏典> [正三品衙門] ｢承政院｣ “掌出納王命”; ≪六典條例≫ <吏典> [正三品衙

門] ｢承政院｣ “[出納] 啓板奉安于廳內, 凡奏啓公事皆留置”

67) ≪續大典≫ <吏典> [增置 正一品衙門] ｢備邊司｣ “總領中外軍國機務 … ○都提調時原任議政

兼 提調無定數啓差 吏戶禮兵刑曹判書 兩局大  兩都留守 大提學 例兼 四員稱有司 上<有副

提調 則例兼> 八員兼差八道句管 上”; 이 규정은 ≪大典通編≫에서도 같았다. 그러나 ≪大

典 通≫에서 備邊司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六典條例≫ 등에서도 이러한 행정 행 내지 

문서의 행이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 

68) ‘지방 서’는 굴검을 요청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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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史料的 價値

≪受敎謄 ≫은 1775년( 조 51)부터 1816년(순조 16)까지 형식 으로는 84개, 

내용 으로는 85개의 수교를 수록하고 있다. 이는 경상감 에서 형사와 련된 

수교를 수하여 이와 련된 상황을 작성･보고하여 비변사의 경상도 담당 서리

가 정리한 행정문서이다. 이  5개의 수교는 일반 인 수교와는 성격이 다른 경

상감사가 개별  사안에 해 국왕에게 상주하는 것이다.  ≪受敎謄 ≫에는 

다른 수교자료에서 찾을 수 없는 수교가 46개가 있으며, 이 가운데는 이 자료에서

만 확인할 수 있는 것도 16개이다.69) 유일 자료는 내용 으로 일반  수교(43, 53)

와 세부 인 형사 차(6, 13, 61, 63), 수교의 구체 인 집행(20, 21), 도배수의 배정

(69), 개별사건에 한 단(74, 79)과 굴검요청(81~84)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

인 형사 차를 규정한 것은 수교를 반포한 후에 이에 부수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비변사 등에서 의논하여 결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형조 등에서 결정하 기 

때문에 찬자료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개별사건에 한 

단과 굴검의 요청은 향후에도 구속력을 가지는 수교로는 보기 어렵지만, 왕명

이고  이에 한 회답이기 때문에 수록된 것이다. 

특히 ≪受敎謄 ≫은 지방 차원에서 수교의 집행 등과 련된 내용을 알려주는 

요한 자료이다. 즉 군수나 감 등 지방수령이 掘檢 등을 요청할 경우, 지방수

령이 감사에게 牒呈으로 보고하면 감사가 啓로 이의 승인을 국왕에게 상주하는 

행정 차를 이 자료에서 잘 알 수 있다. 이는 형사와 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조

선 후기 지방행정의 차 인 면을 표하는 것이다. 즉, 조선후기 지방의 말단행

정단 와 앙 서와의 업무연락 등의 실태를 악할 수 있게 해주는 표 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70) 

≪受敎謄 ≫은 다른 자료보다 훨씬 더 풍부한 자료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표 으로 ≪大典 通≫ <刑典> [推斷]의 “고용인이 돈 10냥을 받고 5년 이상을 

69) ‘해당수교’: 1~3, 7, 9~12, 16, 22, 24, 25, 35, 39, 41, 42, 45, 48~51, 54, 56, 57, 59, 62, 64, 67, 
70, 72[30개]; ‘유일자료’: 6, 13, 20, 21, 43, 53, 61, 63, 69, 74, 77, 79, 81~84[16개]. 

70) 재 지방에서의 행정실태를 알려주는 자료는 日本 京都大學에 소장된 ≪嶺南狀啓謄 ≫이

다. 이에 해서는 황 주 외 역, 2004 嶺營日記･嶺南狀啓謄  참조. 그러나 형태 등은  

≪受敎謄 ≫과 차이를 보인다. 이에 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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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으로 정하고, 문서를 만들어 入籍한 경우에는 雇工으로 논한다. 돈이나 문서

를 받지 않고 입 하여 한두 해 부린 경우에는 一般人으로 논한다.”71)의 규정이 

성립되는 배경인 1783년(정조 7)의 “15. 雇工定制”를 들 수 있다. 이는 이는 8,500

여 자의 방 한 분량으로 ≪承政院日記≫, ≪審理 ≫, ≪秋官志≫ 등의 련된 

내용을 모두 정리하 으며, 정조의 부와 신하들의 발언을 모두 수록하 다. 이

를 자세히 보면, 1781년(정조 5) 1월 22일에 의정 등 4명의 발언과 정조의 부

가 수록되어 있으며, 본격 으로 논의된 1783년 6월 7일에는 정조가 신에게 문

의하여 답한 3명 그리고 6월 15일에는 여러 신하와 승지, 3사와 의 부 당상에게 

문의하여 답한 35명의 의견이 수록되어 있다.72)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여 비변사

에서 최종 으로 정리하여 정조의 승인을 받아 수교가 정립되었고, 그 핵심만 ≪

大典 通≫에 등재되었다.73) 따라서 수교, 나아가 의 규정이 입안되는 과정

과 배경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법제사 연구의 기 인 자료이다. 그러나 법제

사료로서 ≪受敎謄 ≫은 일반 인 것을 넘는 독자 인 가치가 있다. 

≪受敎謄 ≫의 가장 큰 특징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앙에서 제정된 수교가 

지방에 달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이다.  수교의 제정일은 ≪承政院日記≫

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경상감 에서 이를 수령한 일자와의 간격을 조사하면 조

선후기 법령의 속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다른 자료와 

비교하면 조선후기 정보의 력 내지 정도 그리고 각종 정보에서 수교―법령―

가 차지하는 상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후기의 통치에서 법이 갖는 역할을 가

늠하는 한 척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섣부른 단 내지 

제일 우려가 있다. 하지만 조선사회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그 의미를 규

명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며, 특히 조선사회에서 법이 차지하는 상이나 역

할은 거의 주목되지 않았던 을 고려하면 나름의 연구사  의의는 부여할 수 있

을 것이다. 즉 조선사회의 법의 에서 법령의 속도를 척도로 사회의 法化

의 정도를 측정하여 조선의 사회와 역사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수교의 집행과 련하여 추가 이고 세부 인 사항인 節目 등을 제시하

71) ≪大典 通≫ <刑典> [推斷] “倩工之人, 受値十兩, 議限五年以上, 立券入籍 以雇工論, 不受

値立券入籍, 一二年使喚 , 依凡人論”

72) 발언을 하지 않은 신하는 1781년에는 1명, 1783년 6월 7일에는 3명이다. 

73) 자세한 논의는 조지만, 2011 ｢≪大典 通≫ 刑典 규정의 成立沿革｣, 서울 학교 법학 
52-1, 64-5쪽 참조.



86   奎 章 閣  39

고 있다. 이러한 사목은 개별･분산 으로 규정되어 수교와는 독립 으로 존재하

고 있다. 세부 인 형사 차 내지 행정 례-오늘날의 內規-가 정립되는 과정을 보

여주고 있다. 특히 수교가 사목과 함께 연계되어 있어 사목의 이해와 해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를 ≪秋曹決獄 ≫(奎 15148-v.1-43)74) 등과 함께 분석하면 

조선후기 형사사법  지방에서의 司法行政의 실체에 근함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受敎謄 ≫을 분석하여 조선시  입법과정을 입체 이고 

구체 으로 악할 수 있을 것이다.75) 나아가 수교의 실제  집행 내지 용상황

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수교는 국왕의 명령으로 청의 업무이며, 수교집은 그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

이다. 官文書는 그 가치에 따라 평가과정을 거쳐 문서로서의 효력이 다한 폐기문

서는 ‘休紙’가 되어 재활용의 상이 되었고, 구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단된 

문서는 ‘謄 ’의 과정을 거쳐 보존되었다.76) 수교 역시 이러한 과정을 피할 수 없

다. 수교는 일차 으로 업무를 장한 서에서 후일의 업무 처리 후 참고용 는 

증빙용으로 정리한 ‘謄 ’으로 일차 으로 보존되었고, 이러한 수교를 정리한 것

은 “수교등록”으로 통칭되었고,77) 수교가 최종 으로 구보존문서로 남게 되는 

것은 ‘大典’에 수록되는 것이다.78) 따라서 “수교등록”은 문서의 일종인 개별  

74) ≪秋曹決獄 ≫은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자료로, 1822년(순조 22)부터 

1893년(고종 30) 사이에 형조에서 처리한 업무를 국왕에게 보고한 내용을 월별로 정리한 것

이다. 卷次를 보면 정조 즉 년(1776)부터 시작하여 1893년까지 매년 1권씩 총 118권이 만들

어진 것으로 보이나, 재는 43책만 남아 있다(단 1책만 국사편찬 원회에 소장되어 있다). 

75) 이와 련된 선구 인 연구는 丁玉泰, 1984 ｢李朝立法節次에 한 一 察: 受敎定制를 심

으로｣,  남 학교 논문집(법행정학편) 29를 들 수 있다.

76) 김 , 2008 ｢조선시  문서와 기록의 상: 사 , 시정기에 한 재검토｣, 고문서연구 
26, 46쪽.

77) 鄭肯植 외, 朝鮮後期 受敎資料 集成(I), 6-7쪽.

78) 이는 1865년(고종 2)의 ≪ 회통≫의 편찬과정에 잘 나타나 있다. 정 식, 2001 ｢大典 通의 

編纂과 그 意義｣, 서울 학교 법학 41-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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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이 때에는 휴지로 폐기처분이 될지 구보존 처분이 될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가 각종 에 수록되어 구보존이 되는 간단계의 문서를 종합･

정리한 것이다. 그 기 때문에 에 수록된 조문의 성격을 잘 악할 수 있다. 

국립 앙도서 에 소장된 ≪受敎謄 ≫은 1775년( 조 51)부터 1816년(순조 

16)까지의 수교 84개 는 85개를 정서한 것이다. 존하는 수교집은 업무에 참고

하기 해서 앙 서에서 독자 ･고립분산 으로 정리한 것이 부분이다. 그러

나 이 ≪受敎謄 ≫은 형조 등 앙 서에서 발송한 수교를 수령한 지방 서―경

상감 ―에서 수교의 집행과 련하여 보고한 문서를 비변사의 경상도 담당방에

서 정서한 것이다. 그 시기는 1817년(순조 17) 이후 헌종 즉 년(1834) 이 으로 

추정된다. 

≪受敎謄 ≫에는 다음의 특징이 있다. 우선 수교에 이두가 그 로 있는  등

으로 미루어보아 지방 서에서 앙으로부터 받은 수교의 원형을 그 로 보여주

고 있다. 둘째, 수교의 지방에의 하달과 앙에의 보고  수령이 감사를 경유하

여 掘檢의 허가를 받는 것 등 지방행정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셋째, 앙에서의 

수교 성립일자와 지방에서 이를 수한 일자의 비교를 통해 앙에서 제정된 수

교가 지방에 달되는 양상을 살필 수 있으며, ≪承政院日記≫에서 확인할 수 있

는 수교 제정일과 ≪受敎謄 ≫에 나타나는 경상감 의 수령일자의 간격을 조사

하면 조선후기에 수교의 속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넷째, 구체 인 

시행을 해 부기한 목과 결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해 지방 서에서의 구체

인 집행방법 등을 악할 수 있다. 유일본인 ≪受敎謄 ≫은 조선후기 지방에서

의 형사사법의 실체를 악할 수 있게 해 주는 에서 사료  가치가 더욱 높다.

≪受敎謄 ≫에는 다른 수교자료에서 찾을 수 없는 수교가 44개 있으며, 다른 

수교자료  ≪承政院日記≫, ≪審理 ≫, ≪秋官志≫ 등보다 훨씬 더 풍부한 내

용을 소개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분석하면 조선시  입법과정을 입체 이고 구

체 으로 악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수교집에서는 찾을 수 없는 

수교의 집행과 련된 목 등도 함께 수록되어 있는 은 사료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 

大典의 법문이 입법의 결과만을 나타낸다면, 수교자료는 입법과정을 가감 없이 

표출하고 있다. 입법은 정치의 과정이다. 그 과정에는 군신 간의 갈등, 정치  입

장이 다른 신하들이 타 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정치  입장은 실에 한 

인식이며 그들의 의견은 조선사회의 방향에 한 입장 표명이다. 이 과정에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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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논변이 등장하며 이는 수교로 귀결된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

한 조선후기의 여러 모습을 보여  것이다.

법은 ‘事件이면서 동시에 構造’이다.79) 법의 주된 상은 사회의 주류에서 배제

된 일탈과 비정상 인 사건이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고 일탈된 소수를 주류

로 편입시키려는 구체 인 시도는 개별사건을 해결하기 한 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법의 집 이 구조이며, 구조인 법은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이상 인 모습을 

구체 으로 그리고 있다. 그 모습은 조선 사회의 성격과 직결된다. 따라서 법에는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이 직 으로든 간 으로든 나타나 있다. 수교자료는 입

법을 둘러싼 배경과 그 과정을 잘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로서의 법의 상을 

더욱 잘 악할 수 있다. 

법은 사회와 역사의 체는 아니지만, 특정부분의 미세한 모습을 그릴 수 있는 

돋보기와 그 체를 鳥瞰할 수 있는 망원경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수교자료의 정

리가 한편에서는 개별사건의 악을 통한 역사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 다른 한편

으로는 미시 으로 사회를 그려내며 동시에 거 한 사회변화의 방향을 조감할 수 

있는 망원경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 한다.

논문투고일(2011. 10. 28), 심사일(2011. 11. 26), 게재확정일(201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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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受敎謄 ≫ 目

受敎謄  [乾]

一.1   屠牛禁斷[英祖 52年(1776)]☨

一.2.  特敎竄配  禀啓[英祖 52年(1776)]☨

二．  先朝受敎 書｢先朝｣二字[正祖 卽位年(1776)]☨

三．  奴婢推刷 依先朝乙亥節目 比摠擧行[正祖 卽位年(1776)]☨

四．  禁掘檢[正祖 1年(1777)]☨

五．  刑具釐正綸音[正祖 2年(1778)]☨

六．  覆罪人之結案 一一謄啓[正祖 3年(1779)]☨

七．  徒年限滿則放 [正祖 4年(1780)]☨

八．  罪關倫常草記[正祖 4年(1780)]※

九． 生進朝士充軍許入赦典幼學之降定水軍許令赴擧勿入赦典事[正祖 4年(1780)]

十．  放未放啓本規式[正祖 4年(1780)]

十一． 賊親屬 勿揀赦典事[正祖 5年(1781)]

十二．定配罪人物故啓本規式[正祖 6年(1782)]

十三．査啓付簽事[正祖 7年(1783)]

十四．査啓定式[正祖 7年(1783)]※

十五．雇工定制[正祖 7年(1783)]※

十六．充軍 依到配狀例 啓聞[正祖 7年(1783)]☨

十七．事係一律 必啓稟定奪絞斬[正祖 8年(1784)]※

十八．各宮房圖署[正祖 8年(1784)]※

十九．挽裳 飯 奸獄狀聞[正祖 8年(1784)]※

二十．禁標內入葬(1)[正祖 8年(1784)]☨

二一．禁標內入葬(2)[正祖 8年(1784)]☨

二二．不當招之兒 以證其不當證之案[正祖 8年(1784)]☨

二三．檢驗定式事例[正祖 8年(1784)]※

二四．爲父母, 以孝烈上 [正祖 9年(1785)]☨

二五． 啓條･疏放條･未 啓條, 分秩狀聞[正祖 9年(1785)]☨

二六．內侍訟卞[正祖 10年(1786)]※

二七．奴告主[正祖 10年(1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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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敎謄  [坤]

二八．定配罪人遭親喪  係關 獄外 直爲給由[正祖 10年(1786)]※

二九．徒年遇赦 雖干重獄 卽放[正祖 11年(1787)]※

三十．配享臣子孫世宥[正祖 11年(1787)]※

三一．禁紋緞[正祖 11年(1787)]※

三二．中官凡有訟卞 京司則必準內侍府尾粘公文 外方則必令代奴或親屬 無得親

呈接面事[正祖 12年(1788)]

三三．倫義重處 律例反輕事[正祖 12年(1788)]

三四．孝行無論爲親 他人 無得上 事[正祖 13年(1789)]

三五．檢驗跋辭 勿爲 偶之文 務從情實事[正祖 13年(1789)]

三六．檢官 避 勿饒貸 直爲狀聞重勘事[正祖 13年(1789)]

三七．禁草記防啓[正祖 13年(1789)]※

三八．朝官通訓以下係干殺越 自斷訊推 內侍亦無異同事[正祖 13年(1789)]

三九．乾隆甲子以後善政碑 無論竪石鑄鐵磨崖設臺 一倂毁撤事[正祖 13年(1789)]

四十．奴犯主山 當禁之內 嚴刑絶島仍本役充定事[正祖 14年(1790)]

四一．禁乘轎及乘擔機[正祖 14年(1790)]☨

四二．徒配難釋  禀請改 事[正祖 14年(1790)]

四三．守令有罪直書罷黜 勿請令攸司禀處事[正祖 14年(1790)]

四四．犯流  妻妾許從配所事[正祖 14年(1790)]

四五．漕船致敗地方官 上及侍從守令罷職 下及邊 護  營門決杖事[正祖 

14年(1790)]

四六．宮房踏條列邑 切勿聽施事[正祖 15年(1791)]

四七．訟理外拖及題外說話  原情燒火 加等減罪事[正祖 15年(1791)]

四八．奪符宣傳官禁府都事之作弊 擅用刑棍  狀聞事[正祖 15年(1791)]

四九．使星法外之杖 加數把馹 隨現狀聞事[正祖 15年(1791)]

五十．驛卒良妻所生 從願陞吏 不可從良事[正祖 15年(1791)]

五一．掖隸之稱以索帖 往來守令家  嚴處事[正祖 15年(1791)]

五二．邪學禁斷事[正祖 15年(1791)]

五三．犯禁之使臣 購來紋緞[正祖 16年(1792)]☨

五四．鄕戰飭禁[正祖 16年(1792)]☨

五五．鄕戰  勿論曲直 嚴刑充軍[正祖 16年(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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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六．諸道閫帥 毋得用刑[正祖 17年(1793)]☨

五七．殺獄檢驗 五家長[正祖 17年(1793)]☨

五八．圖出楷條 假稱宮監  摘發狀聞事[正祖 17年(1793)]※

五九．中官之作奸 地方官用島配[正祖 17年(1793)]☨

六十．婢夫定制事[正祖 18年(1794)]

六一．放未放啓本 年分成冊例秩秩開  別成冊子[正祖 18年(1794)]☨

六二．乘轎之申禁[正祖 18年(1794)]☨

六三．放未放曹上件一卷 別爲修 本曹[正祖 18年(1794)]☨

六四．遇赦未得放 徒年罪人[正祖 18年(1794)]☨

六五．災結私用･還穀立本 斷以重律[正祖 18年(1794)]※

六六．土地折受 毋敢自下擅爲事[正祖 18年(1794)]※

六七．堤堰司之弊[正祖 18年(1794)]☨

六八．徒罪勿爲移 於不限年[正祖 19年(1795)]※

六九．到配數滿十人[正祖 21年(1797)]☨

七十．到配罪人之 躱[正祖 23年(1799)]☨

七一．加辜限 除非稟旨收議歸一前 無敢輕易成獄[正祖 23年(1799)]※

七二．輕囚赦免卽放[正祖 24年(1800)]☨

七三．貶下守令反罵上營  用投印律[正祖 24年(1800)]※

七四．掘土暴骨 由於無棺[純祖 1年(1801)]☨

七五．縛娶之類 施以治盜律[純祖 5年(1805)]※

七六．重囚見失刑鎖 施以次律[純祖 10年(1810)]※

七七．慶尙道漆谷府 勿定配所[純祖 11年(1811)]☨

七八．到配啓本中 發配日子 亦爲擧論[純祖 11年(1811)]※

七九．定配罪人物故 首吏鄕刑吏及保授主人科治[純祖 12年(1812)]☨

八十．逋吏千石以上梟首[純祖 13年(1813)]※

八一．勒埋 開檢[純祖 15年(1815)]☨☨

八二．私和掩埋 開檢[純祖 16年(1816)]☨

八三．私和掩埋 開檢[純祖 16年(1816)]☨

八四．私和掩埋 開檢[純祖 16年(1816)]☨

※: 다른 수교자료에서 제목 따옴, ☨: 필자가 내용을 참조하여 붙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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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受敎謄  원본

      

        부록 2-1: 표지                         부록 2-2: 첫 면

  

 부록 2-3: 연호 사용례(1)               부록 2-4: 연호 사용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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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5: 목 추가

       

             부록 2-6: 난외 제목                       부록 3-3: 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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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受敎謄 ≫ 련자료

1) ≪수교등록≫ 

乾隆丙午七月二十五日到付 / 刑曹爲相 事 節啓下敎 以忠淸監司狀啓 洪州牧囚

推罪人海南縣船格孫福深 遭其父喪給由 過葬後使之還囚 令該曹禀處事 傳曰 依狀

請施行事 回諭 此後 除非死囚及關係 獄外 依法典 直爲給暇 以形止狀聞 以此定

式施行事 令該曹分付諸道事 傳敎敎是置 敎旨內辭意 奉審施行向事

2) ≪승정원일기≫ 정조 10년 7월 19일

○以忠淸監司狀啓 洪州牧囚推罪人海南縣船格孫福深 遭其父喪給由 過葬後 使

之還囚 令該曹稟處事 傳于趙衍德曰 依狀請施行事 回諭 此後除非死囚及關係 獄

外 依法典 直爲給暇 以形止狀聞 以此定式施行事 令該曹分付諸道 

3) ≪일성록≫ 같은 날자

綱  定囚推罪人給由之式 

目  忠淸監司 金光默狀啓 洪州牧囚推罪人海南縣船格孫福深 遭其父喪請給由 過

葬後 使之還囚 敎曰 依狀請施行事 回諭 此後 除非死囚及關係 獄外 依法典 直爲

給暇 以形止狀聞 以此定式事 令該曹分付諸道 

4) ≪정조실록≫ 같은 날자

○忠淸道觀察使金光默啓 洪州囚推敗船罪人孫福深 遭其父喪請給由 使之過葬後

還囚 回諭曰 依施 此後除非死囚及 獄外 依法典直爲給暇

5) ≪특교정식≫80) 1.76. 罪囚給由[正祖 10年(1786)] 

今上十年 忠淸監司狀啓 洪州牧囚推罪人海南縣船格孫福深 遭其父喪給由 過葬

後使之還囚 令該曹稟處事 傳曰 依狀請施行 回諭 此後 除非死囚及關係 獄外 依

法典直爲給假 以形止狀聞 以此施行事 令該曹分付諸道

80)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古951.009 T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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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교정례≫(古5120-176) 44. 定配罪人遭親喪 關係 獄外給由

[正宗 10年(1786)]81)

正宗十年丙午 以忠淸監司狀啓 洪州牧囚推罪人海南縣船格孫福深 遭其父喪給由 

過葬後 使之還囚 令該曹稟處 傳曰 依狀請施行事 回諭 此後 除非死罪及關係 獄

外 依法典 直爲給暇 以形止狀聞 以此定式施行事 令該曹 分付諸道

7) ≪청송정례≫ 82. 正祖 10年(1786) 定配罪人遭親喪 係關 獄外

直爲給由82)

正宗十年丙午 因海南縣船格孫福深 遭其父喪給由 過葬後 卽使之還囚 令該曹稟

處事 傳曰 依狀請施行事 回諭 此後 除非死罪及關係 獄外 依法典 直爲給暇 以形

止以聞 以此定式施行事 令該曹分付諸道

8) 번역: 부모상인 정배죄인에 한 역옥 외의 말미

1786년(정조 10) 7월 25일에 도착･ 수한 형조에서 처리한 수교이다. 

형조의 보고: 충청도 찰사가 “홍주목에 갇 서 조사받는 죄인인 해남  뱃사

공 손복심이 부친상을 당하여 말미를 주고 장례 후에 즉시 다시 가두도록 할 것을 

형조에서 처리하도록 할 것”이란 장계를 올렸습니다. 

정조: 장계로 청한 것에 따라 시행하라. 이후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수  역

옥과 계되는 죄수 외에는 법 에 따라 곧바로 휴가를 주고 그 상황을 장계로 

보고하며, 이를 법식으로 정하여 시행할 것을 형조에서 여러 도에 분부하라.

와 같이 傳敎하셨습니다. 교지의 뜻을 받들어 시행할 일이다. 

* ≪승정원일기≫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차이가 없고, 다만 ≪정조실록≫은 나중에 편찬된 

자료이기 때문에 분량이 적다. ≪수교등록≫은 문서의 수발과 관련된 문구(밑줄 부분)이 

더 있다. 

81)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古5120-176)

82) 한국학 앙연구원 장서각 소장(K2-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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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ugyodeungrok of Contents and its Value

Jung, Geung Sik

Sugyodeungrok [受敎謄 ] contains 84 or 85 decrees promulgated from the reign of 

King Chungjo (正祖 reign: 1776~1800) to the reign of King Sunjo (純祖, reign: 

1800~1834) and a decree promulgated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英祖, reign: 

1724~1776). Different from other collections, its decrees show themselves untouched―

we can see Idu (Korean words expressed using the meaning or the pronunciation of 

Chinese Character; 吏讀) of them.

The form of each decree is also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collections. It is because 

Sugyodeungrok is the collection of decrees which the office of the province 

Kyeongsang (慶尙道) received from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wrote short orders at the end of decrees and the receiver 

attached reports to the orders. We can see the process of the delivery to the provinces 

and the use in the provinces of decrees by Sugyodeungrok. Besides, we can guess the 

speed of decree-delivering in the late Chosun Dynasty by comparing the date of 

legislation found in Seungjeongwonilgi (承政院日記) and the date of receipt found in 

Sugyodeungrok. In these respects, Sugyodeungrok is very valuable.

Sugyodeungrok contains 44 decrees which are not found in other collections. Some 

decrees in Sugyodeungrok are much more substantial than those in other collections 

and contents in Seungjeongwonilgi, Simrirok (審理 ) and Chugwanji (秋官志). It will 

be possible to catch the process of legislation in Chosun Dynasty three-dimensionally 

and concretely by analyzing these decrees.

Keywords: Sugyo (Decree) [受敎], Sugyodeungrok [受敎謄 ], Legislation in 

Chosun Dynasty, Daejeonhoetong [大典 通], the province Kyeongsang (慶尙道), 

Circulation of Sug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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