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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글은 태종 13년(1413년) 書雲觀 述者 黃思祐 사건을 다룬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국사편찬위원회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번역문으로 보면서 떠오른 몇 가지 소견을 

밝히고자 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것들은 ① 한국법제사 한문 사료의 번역, ② 조선

에서 의용 되었던 大明律 기준 텍스트의 정립, ③ 大明律 연구에서 중국의 관계 자료

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에 관한 것이다. 그 취지상 한국법제사 연구

방법론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해당하므로, 대상 사건 자체에 관한 실질내용적인 고찰은 

이 문제들을 답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다루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고찰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① 한문 사료의 번역에 있어서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엄밀히 검토되어 번역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과, 특히 大明律의 번역에 있어서는 오늘날의 번역보다는 直

解文이 더 정확하다는 점에서 이를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② 大明律의 기준 텍스트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大明律直解≫가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조선의 사정에 맞게 번안된 텍스트로서 새로운 현지화 입법에 상당

하는 것임을 잘 인식해서 중국이 아닌 조선의 大明律 연구에서는 이것을 저본으로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12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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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좋아질 수 있었다. 감사드린다. 

[일러두기] ⦁大明律의 조문 및 항 구분은 Jiang Yonglin의 예를 따랐다.

⦁楊一凡 編, 中國律學文獻 (2004)은 예컨대 第四輯 第二冊 = 楊 IV-2 식으로 인용

한다.

⦁大明律 조문의 국역은 [會譯] 및 [處譯]에 의하였다. 直解文의 이두에는 밑줄을 긋고 

현대어 풀이를 붙였다.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각주에서 인용할 때에는 편의상 ｢임금 治年-西曆年.月.日.②｣

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끝의 원문자는 기사의 순서이다(②=2번째기사).

⦁한문 중 밑줄 친 것은 인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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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③ 끝으로 중국의 大明律 注解書 활용에 관한 한, 조선에 수입되어 실제로 이용

되었는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大明律이라는 법규범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요긴한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십분 활용하되, 조선의 사정을 충분히 살펴서 신중하고도 통찰력 

있게 참조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④ 황사우 사건 자체로 말하자면, 모든 면에서 당시의 天文垂象에 관한 전통적인 

관념을 배경으로 국가제도화된 틀 속에서 문제된 전형적인 사안에 속하는데, 어쨌든 

이 사건 당시까지의 고려시대와 조선 초의 선례들을 고려하더라도 그 법적 규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낼 수가 없었다. 

주제어: 經國大典, 唐律疏議, 大明律, 大明律直解, 書雲觀, 述者, 失占天象조, 月蝕, 

日蝕, 天象, 天文, 天文垂象, 推步, 黃思祐 사건

Ⅰ. 머리말

이 글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하는 조선왕조실록의 한 

기사를 번역문으로 읽던 중 생긴 의문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① 한국법제사 한문 

사료의 번역, ② 조선에서 의용 되었던 大明律 기준 텍스트의 정립, ③ 大明律 연구

에서 중국의 관계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등에 관해 품게 된 

약간의 소견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글의 목적상 법제사의 본령이라고 할 당시 법에 관한 실질내용적인 논의는 

이해에 도움이 되는 한도에서 최소한으로 그쳤다. 고찰의 발단이 되었던 실록의 

기사는 태종 13년(1413년) 日月蝕을 담당하던 書雲觀의 담당관원 黃思祐의 日蝕 

예보에 관련된 것이다. 이 사건은 전통사회에서 天文이 가졌던 국가 운영상의 역

할과 기능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불가능한데, 東亞의 역사에서 두드러지는 

天文의 이러한 위상은 災異論이라는 워낙 독특한 사상적 전제와 함께 정치와 밀

접히 통합된 채 역사 속에서 제도로 정착되었던 것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이 사건에 해당될 大明律의 율문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국내의 

동 율문에 대한 번역과 이해의 현황을 살펴보고(II), 이어서 황사우 사건 자체를 소개

하면서, 그 기회에 로마에서의 유사 현상에 대한 약간의 비교법적 자료를 부언하

였으며(III.1), 이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의문점을 중심으로 황사우 사건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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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III.2), 마지막으로 이상의 고찰에서 드러난 사료 이해상의 방법론적 논점들을 

정리하고 사견을 밝혔다(IV).

II. ≪大明律≫ 제196조【失占天象】조 

조선이 依用한 大明律에서는 제196조【失占天象】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

였다.

❙《大明律》제196조【失占天象】조:1)

  凡天文垂象, 欽天監官失於占候奏聞者, 杖六十.

  [直解] 凡天文亦이 垂象爲有去等하였거든 書雲觀所任員亦이 氣候看審事乙를 失錯

申聞爲在乙良한것을랑 杖六十.

  [處譯] 무릇, 天文의 現象을, 天文에 관한 일을 맡은 官司인 欽天監의 官吏가 

잘못 占쳐 가지고 奏上한 者는 杖六十의 刑에 처한다.

  [會譯] 무릇 천문현상에 대해 흠천감의 관리가 점을 잘못 쳐서 아뢴 경우 장 

60에 처한다.

이에 대한 국내의 주해를 보면, [處譯]의 경우 다음과 같은 역주가 보인다.

｢註(115)天象=天體의 現象. 日月星辰을 말한다. “天垂象 見吉凶 聖人則之”(易, 繫

辭上)｣(p.312)

｢註(116)天文=天空의 現象. 日月星辰등을 말하는 것. “天上星象之事 統名曰天文” 

(六部成語, 天文 注解)｣(p.313)

그러나 이처럼 천문 현상과 관련한 규정이 律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단순히 천문 

현상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인 확인과 정보의 획득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의 

전통적인 천문학․점성술은 推步(天體 운행의 관측)와 占變의 두 요소가 병존하는 

擬似科學으로서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그리고 이에 조응하는 文化意識에 따라 

1) Jiang Yonglin의 영역은 Da Ming lü, art.196 (Failing to Prophesy Heavenly Portents) In 

all cases concerning the heavenly bodies or special phenomena, if officials at the 

Directorate of Astronomy fail to prophesy and memorialize, they shall be punished by 60 

strokes of beating with the heavy st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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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상관관계에 기초한 天人感應說의 배경 하에2) 하늘이 내리는 祥災․吉凶

의 징조를 잘 파악하여 인간사회의 禍福에 대비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려는 군왕 

차원의 치세의 관점에서 마련된 것이었다.3) 이런 점에서 어휘 하나하나를 보다 엄

밀히 역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태종실록 기사에서 엿볼 수 있는 이러한 당시의 

관념은 당시로서는 전형적인 것이었다.

❙ 태종 14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11월 1일(신해) 두 번째 기사 

  … 유두명(柳斗明)은 아뢰기를, “지금 밝으신 주상의 상경(賞慶)과 형위(刑威)가 

틀린 것이 없는데, 봄부터 여름까지 가뭄이 몹시 심하고, 맹동에 이르러 일식

(日食)․월식(月食)이 있었으니,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작당을 음모한 것입니다. 

하늘이 전하를 권고(眷顧)하여 견고(譴告)한 것인데, 오히려 좇지 않으시니, 천의

(天意)는 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였다.

  

① 우선 율문 제목의 天象은 율문 자체의 天文垂象의 축약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관건은 天文垂象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處譯]과 [會譯] 모두 이것을 

“천문(의) 현상”으로 옮겼다. 더욱이 [處譯]은 天象과 天文을 모두 日月星辰이라 

하여 구별하지 않으면서, 설명에서는 하나는 ‘天體’의, 다른 하나는 ‘天空’의 현상

이라 하여 어의상 반드시 동일하지 않은 두 개념을 혼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설

명은 [處譯] 註(115)가 인용한 易經의 해당 구절과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이 

繫辭上 [11]의 구절은 온전히 인용하면 ｢天垂象 見吉凶 聖人象之, 河出圖 洛出書 

聖人則之｣인데, 가령 ≪唐律疏義≫ 第110條 職制 20 玄象器物: [疏議] ｢易曰: “玄

象著明 莫大於日月, 故天垂象 聖人則之”｣와 같은 자료와 중첩되면서 잘못 소개된 

것 같다. 이 조문의 배경이 되었던 易經의 繫辭 구절을 가장 정확하게 재현한 것은 

直解文이다. 垂는 동사이므로 “天文이 象을 垂하다”는 형식이 아니면 부정확한 것

인데,4) 直解文은 이를 제대로 읽어서 “凡天文이(亦) 垂象하였거든(爲有去等)”이라 

2) 상세는 조셉 니담 著, 李錫浩ㆍ李鐵柱ㆍ林禎垈 譯, 中國의 科學과 文明 II (乙酉文化社, 

1986), 306ff. (제13장).
3) 상세는 미조구치 유조 외 엮음, 김석근ㆍ김용천ㆍ박규태 옮김, 국 사상 문화 사  

(책과함께, 2011 [일어원서 2001]), 897ff. (천문ㆍ역법).
4)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卷三 (東京: 大修館書店, 昭和五十九年 修訂版),【垂象】�あ

やをあらはし示す. 象は、日月星辰などをいふ. (p.168). 즉 모로하시에 의하면 垂象은 

天體를 통하여 징조를 나타내 보여준다는 의미라는 것인데, 그에 대한 예로 바로 우리

의 繫辭 구절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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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로 옮긴 것이다. ≪大明律直解≫를 번역한 것으로 알려진 [處譯]이 이와 다른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會譯]도 이 점은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天文이 天體 (heavenly bodies)라면, 象은 그것이 드러내는 통상적이지 않은 특이한

[變異] 불길하거나 상서로운 현상(special phenomena)을 가리키며, 바로 그렇기 때

문에 그것이 인간 사회에 시사하거나 초래할 의미와 결과를 파악해야 할 과제이기

도 했던 것이다. 이것은 占候, 直解文에 따르면 氣候看審, 작업을 통해서 밝혀야 

했고, 당연히 임금에게 주문해야 했던 것이다. [處譯]의 註(118)은 ｢占候=日蝕 月

蝕과 星象變異를 보고 吉凶을 占치는 것. “欽天監 預卜 日月蝕之期 及星象變異

之術 名曰占候 (六部成語, 占候 注解)｣(p.313)라 유익한 尾註를 붙였다.

② 중국의 각종 주해서를 보면, 天文이란 日月星辰雲物之類를 말하고, 垂象이란 

日重輪 雲五色 旄(모)頭慧孛(패)之類를 말한다. 즉 천문이란 두루 天體 일반을 말

하는 것이고, 垂象이란 해무리가 겹으로 나타난다든가, 구름이 오색으로 영롱하다

든가, 살별이나 별똥별 모양이 깃털 모양으로 특이하다든가 하여 인간의 주목을 

요하는 천문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천문수상(heavenly portents)은 길하기도 하고 

흉하기도 한데, 모두 인군이 덕을 닦음에 그에 응하여야 하는 바이므로 흠천감관직을 

설치하여 그에게 그 책임을 맡기고, 占候를 잘못하거나 奏聞하지 않는 것을 징계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찾아본 주해서들의 해당 부분을 소개한다.

❙《讀律瑣言》卷第十二 (楊 IV-2, 657): 

  垂象. 天文垂象有吉有凶, 皆人君修德之應, 欽天監官有其責而可失占候不奏聞也耶.

❙《大明律附例注解》(北京大, 491): 

  天文謂日月星辰之類, 垂象則天文所垂之象 見乎吉內者.

❙《大明律釋義》 卷十二 (楊 II-1, 585): 

  天垂象見吉凶如重輪五色日蝕月蝕旄頭慧孛之類. 欽天監官職司天文而失於占候奏

聞杖六十, 責其忽於天變也.

❙《大明律集解附例》(三) (學生書局, 979f.): 

  [纂註] 天文如日月五緯二十八宿之屬. 垂象如日重輪雲五色及旄頭慧孛景星慶雲日

月珥蝕之類. 此見天文垂象以示祥異, 遇異奏聞 則知恐懼修省, 遇祥奏聞 則知益

勉修德, 關於朝廷者不小. 若欽天監失於占候奏聞 則 非設官之意而有曠職矣. 故

杖六十.

❙《大明律附例》 上 (成均館, 526): 

  天文者日月五星二十八宿星辰之屬也. 垂象無如祥異說如日重輪雲五色旄頭慧孛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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星慶雲日月虧蝕之類.

❙《大明律直引》 卷之四 (楊 III-1, 267): 

  [釋義] (天文) 如日月五緯二十八宿之屬. (垂象) 如日重輪雲五色與夫旄頭慧孛之類.

❙《王儀部先生箋釋》 卷十二 (楊 II-4, 51): 

  而欽天監專以占候爲職. 若朦混不明 失於占候 不能預爲奏聞, 則 曠職甚矣. 故杖

六十.

❙《律條疏議》 卷之十二 (楊 I-2, 616): 

  [䟽議曰] 天文如日月五緯二十八宿之屬, 垂象如日重輪雲五色與夫旄頭慧孛之類. 

而欽天監官失於推占察候奏聞者 杖六十. [謹詳律意] 上天垂文以示祥異推步之職 

所宜候聞. 若有失占而不奏, 則曠職以怠官, 雖非妄對災祥實亦怠忽天變, 坐以杖

罪宜也.

③ 이 율문은 흠천감관이 過失로 천문현상을 잘못 파악한 경우이고, 故意로 천문

현상을 조작하거나 길흉의 징조를 사실대로 아뢰지 않은 경우에는 장형에 그치지 

않고 도형을 규정한 大明律 제387조【詐僞瑞應】조가 적용되었다(표 참조).

❙《大明律》 제387조【詐僞瑞應】조:5)

[1] 凡詐僞瑞應者 杖六十 徒一年.

  [直解] 凡虛事以로써 妄稱祥瑞爲在乙良한것을랑 杖六十 徒一年齊하라.

  [處譯] 무릇, 虛構로써 祥瑞의 징조라고 詐稱한 者는 杖六十徒一年의 刑에 처

한다.

  [會譯] 상서로운 징조를 허위 조작한 경우에는 장60 도1년에 처한다. 

[2] 若有災祥之類 而欽天監官 不以實對者 加二等. [講曰] 謂該杖八十 徒二年.

  [直解] 災異祥瑞之事乙를 書雲觀亦이 眞實以로써 進達不冬爲在乙良아니한것을랑 

加二等爲乎事하올일.

  [處譯] 만약 災害나 祥瑞 따위의 現象이 있을 때에, 書雲觀에서 眞實대로 奏達

하지 아니한 者는, 瑞應을 詐稱한 者보다 罪 2等을 加重한다.

  [會譯] 만약 나라의 재이 또는 상서로운 징조가 있는데도, 천문을 담당하는 관원이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등을 더한다. [강왈] 장80 도2년에 

해당함을 말한다.

5) Cf.《唐律疏議》第377條 詐僞 16 詐僞瑞應: [律文] 諸詐僞瑞應者, 徒二年. 若災祥之

類, 而史官不以實對者, 加二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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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문 大明律 제196조 제387조 [1]항 제387조 [2]항

귀책사유 과실 고의

주체

일반인 -

詐僞瑞應者

-

欽天監官
天文垂象, 

失於占候奏聞者

若有災祥之類, 

不以實對者

처벌 杖60 杖60 徒1년 杖80 徒2년

④ 이 글에서 간략히 다루어 보려는 태종 13년(1413)의 사건은 바로 大明律 제196조【失

占天象】조에 해당할 사안에 관계된 것이다. 大明律直解의 이 조문 直解文은 이미 

소개했듯이 ｢凡天文이 垂象하였거든 書雲觀所任員이 氣候看審事를 失錯申聞한

것을랑 杖六十｣이라고 하여 명나라의 天文臺인 欽天監6)을 조선이 개국과 함께 설

치했던 書雲觀7)으로 바꾸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現地化 조치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大明律을 역해함에 있어서도 조선이 조선을 위하여 마련했던 

法文텍스트인 直解文을 ([處譯]처럼8)) 번역의 저본으로 삼고, (지금까지 [會譯]이 

해온 것과는 반대로) 大明律의 한문 텍스트는 直解文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에 

관한 참고 기초자료로 부기하는 방식을 취해야 함을 보여준다. 그렇게 하지 않는

다면 외래법 수용에 있어서 독자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조상님들을 욕되게 하는 처

6) 참고로 書雲觀(‘欽天監’)이 관계된 大明律 조문으로는 그밖에 ｢若欽天監天文生 習業

已成 能專其事 犯流及徒者 各決杖一百 餘罪收贖 [直解] 書雲觀所任人이 天文習業已

成하며 能專其事한것을랑 流罪及徒罪를 犯하여도 各杖一百하고 其餘徒流罪을랑 收

贖하라.｣라고 규정하는 제19조【工樂戶及婦人犯罪】조가 있는데, 우리 사건에서는 書

雲觀所任人(‘欽天監天文生’)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논외이다.
7) 태조 1-1392.7.28.④: ｢문무 백관(文武百官)의 관제(官制)를 정하였다. … 서운관(書雲觀)

은 천문(天文)의 재상(災祥)과 역일(曆日)을 추택(推擇)하는 등의 일을 관장하는데, 판사

(判事) 2명 정3품이고, 정(正) 2명 종3품이고, 부정(副正) 2명 종4품이고, 승(丞) 2명, 

겸승(兼丞) 2명 종5품이고, 주부(注簿) 2명, 겸주부(兼注簿) 2명 종6품이고, 장루(掌漏) 

4명 종7품이고, 시일(視日) 4명 정8품이고, 사력(司曆) 4명 종8품이고, 감후(監候) 4명 

정9품이고, 사신(司辰) 4명 종9품이다. …｣.

書雲觀은 1415년(태종 15년)에는 禁漏房을 병합했고, 1466년(세조 12년)에 觀象監으로 

되었으며, 이후 經國大典에 규정되었다. Cf. ≪經國大典≫ 卷一 吏典【正三品衙門】[觀

象監] 〇掌天文地理曆數占筭(산)側候刻漏等事 (奎章閣, 77); 한충희, 조선 기의 정치

제도와 정치 (계명대학교출판부, 2006), 284f.
8)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處譯]의 이 부분 번역은《大明律》제387조【詐僞瑞應】조의 

번역과 달리 直解文에 따라 고치지 않고, 欽天監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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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될 것이고, 이미 당시에 조선 현실에 적응시킨 내용들을 現代譯을 이용하는 

독자들이 또 다시 재점검해야 하는 非經濟를 초래할 것이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이 사건은 아직 공식적으로 “用大明律”을 못 박은 經國大典이 

반포되기 한참 전이지만, 충분히 대명률 제196조가 활용될 사건이었다는 점이다. 

태조 4년(1395) 2월초 작성된 것으로 기록된 金祗의 跋文에 의하면 大明律直解가 

간행, 배부되어 시행한 것이 國初인 그때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로 당시의 법규 

이해와 그것들의 기본적인 사안법적(casuistic) 성격을 고려할 때 大明律의 垂法的인 

수용은 이미 國初부터 착실히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大明律直解의 頒行은 혹여 

오늘날의 관점에서 立法的 수용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당시의 관점에서는 분

명히 국법으로서의 선포였고 명백한 垂法 조치였던 것이다(후술 IV.2 참조). 그러

나 후술하겠지만, 이 사건 이전 조선조의 관계사건 기록은 大明律이 정한 杖 60대

의 처벌보다 훨씬 엄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한, 이 사건이 있기까지의 조선과 고

려의 天文垂象과 관련한 기사만을 참고한다. 

III. 황사우 사건

1. 황사우 사건의 소개

(1) 조선왕조실록의 기사  

먼저 사건의 추이를 전하는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국사편찬위원회의 온라인 제

공 번역문에 따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9)

태종 13년 1월 1일 日蝕이 일어났는데,10) 오정 3각(刻)부터 시작하여, 신초(申初) 

2각(刻)에 이르러서야 해가 제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처음에 서운관(書雲觀)에서 

예보하여 아뢰기를 “신초(申初) 3각”에 복원될 것이라 했으므로 1刻의 차이가 있

었다. 일식․월식에 관한 사무를 맡았던 담당 술자(述者)11) 황사우(黃思祐)에게 예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12)

 9) 이해의 편의상 어려운 한자말에는 간단한 설명어를 추가하였다.
10) 태종 13-1413.1.1.①: ｢일식이 일어나다.｣
11) Cf.《經國大典》卷一 吏典【正三品衙門】[觀象監] 〇日月食述者別給西班遞兒一 (奎

章閣,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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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문소전(文昭殿)에 나아가 원일 별제(元日別祭: 설날아침 특별제사)를 행하고, 

일식(日食)의 변고로 인해 향궐하례(向闕賀禮)를 정지하고, 조회를 받지 아니하였다. …

오정(午正)이 될 무렵, 임금이 소의(素衣)에 각대(角帶)를 띠고 정전(正殿)의 월대

(月臺)에 나오니,13) 일관(日官)이 북을 울렸다. 일식이 오정 3각(刻)부터 시작하여, 

신초(申初) 2각(刻)에 이르러서야 복원(復圓)되었다. 처음에 서운관(書雲觀)에서 예

보하여 아뢰기를, “신초(申初) 3각에 복원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임금이 대언(代言: 승지) 등에게 말하였다. “일식(日食)의 차(差)가 각 1각(刻)이면 

서운관은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지신사(知申事: 都承旨) 김여지(金汝知)가 대답하기를, “일식에는 상도(常度)가 있

습니다. 서운관에서 추보(推步: 천체 관측)하기를 조금 어긋나게 하였는데(稍差), 

죄가 있고 없음은 신 등이 알지 못합니다.” 하고, 

좌부대언(左副代言) 한상덕(韓尙德)은 말하기를, “일식은 비록 상도(常度)가 있다고 

하나, 인사(人事)를 닦으면 일식이 있어야 할 때에도 일식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人事修則當食不食). 혹 누각(漏刻)의 착오일지도 아직 모르니, 신은 죄가 없을까 

합니다(臣恐無罪也).” 하니, 

임금이 “죄상이 의심스러운 것은 경(輕)하게 처벌하고(罪疑惟輕), 공훈이 의심스러운 

것은 중(重)하게 상을 주라는 것(功疑惟重)이 성인의 가르침이다.” 하고, 

곧 술자(述者) 황사우(黃思祐)에게 미두(米豆) 20석을 내려 주었다.｣

황사우는 실록의 기사만으로 보면 (물론 당시의 천문 지식과 기술의 한계를 고려

해야만 하겠지만) 특별히 능력이 뛰어나지도, 또 맡은 바 소임 수행이 우수하지도 

않았던 전문직이었던 것 같다. 태종 12년(1412) 3월 8일(임진) 첫 번째 기사에 의하면 

기상상태(坤方, 즉 남서쪽의 우뢰소리)를 늦게 보고한 서운관 당직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고(단 중간 입직자의 계문 지체로 처리되어 책임을 면함), 또 세종 

13년(1431) 7월 11일(계유) 네 번째 기사에 의하면 “서운 판사(書雲判事) 황사우

(黃思祐)는 … 용렬하고 암매하여, 동쪽을 물으면 동쪽이라고 말하고, 서쪽을 물으면 

12) 태종 13-1413.1.1.②.
13) 〇태조 2-1393.7.1.①: ｢일식(日食)이 있어 해가 보이지 아니하였다. 처음에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해가 질 때에 일식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소복(素服)차림으로 해가 

지기를 기다리다가, 해가 지고 난 뒤에야 소복을 벗었다.｣

〇태조 6-1397.5.1.①: ｢일식(日食)하여 다 먹히니, 임금이 소복(素服)하고 구식(救食)

하였다.｣

〇정종 2-1400.3.1.①: ｢일식(日食)하니, 임금이 소복(素服) 차림으로 군신(群臣)을 거

느리고 북을 치며 구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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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쪽이라고 하니, … 함께 일할 수가 없다”는 평가를 받아 曆法 교정작업에서 배제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기사만으로 인물을 판단하기에는 신중해야 할 것

이다. 일식의 회복을 1刻의 오차로 예견했다는 것은 사실 당시의 과학 수준으로 

보자면 대단한 것일 것이다. 그 차이를 문제 삼는 것을 보면 전통 사회에서 천문

이 가졌던 국가의 존립과 통치에 대한 의미, 내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당시

인들의 관념을 새삼 느끼게 하는데, 이를 국가의 專有 영역으로 삼고 사사로운 지

식의 습득과 정보의 소지를 금지했던 것도 모두 다 이런 까닭이었다. 大明律 제

184조【收藏禁書及私習天文】조는 그 분명한 증거이다. 심지어 自首의 경우 처우

하는 규정의 적용도 배제되었다.

❙《大明律》제184조【收藏禁書及私習天文】조:14)

  凡私家收藏玄象器物, 天文圖讖應禁之書, 及 … 者 杖一百, 若私習天文者, 罪亦

如之, 並於犯人名下追銀一十兩, 給付告人充賞.

  [直解] 凡玄象器物 天文讖記 國禁文書及…乙을 私家良中에 藏置爲在乙良한것을랑 

杖一百爲旀하며 私習天文爲在乙良置한것을랑도 罪同齊하라. 並只모두 犯人矣의 

名下良中에 銀一十兩生徵爲하고 告人亦中에게 賞給爲乎事하올일.

  [處譯] 무릇, 天象에 관한 器物과 天文에 관한 秘訣文書와 國禁의 文書 및 …을 

감추어 가진 者는 杖一百의 刑에 처한다. 사사로이 天文에 관한 事項을 

배우는 者 罪 또한 이와 같으며, 모두 犯人에게서 銀10兩을 徵收하여 

告發人에게 賞으로 준다.

  [會譯] 무릇 사가에서 하늘을 본뜬 기구, 천문도참 등 금지서적 및 …을 수장한 

자는 장 100에 처하고, 만약 천문을 사사로이 익히면 죄가 역시 같으며 

모두 범인에게 은 10량을 추징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상으로 준다. 

❙《大明律》제24조【犯罪自首】조:

 [1] 凡犯罪未發 而自首者 免其罪 猶徵正贓.

  [直解] 凡犯罪人亦이 未發前自告爲在乙良한것을랑 免其罪爲遣하고 正贓物色乙良을

랑 生徵.

  [處譯] 무릇 犯罪가 發覺되기 前에 自首한 者에게는 그 罪를 免除한다. 그러나 

그 贓物은 追徵한다.

14) Cf.《唐律疏議》第110條 職制 20 玄象器物: [律文] 諸玄象器物, 天文, 圖書, 讖書, 

兵書, 七曜曆, 太一ㆍ雷公式, 私家不得有, 違者徒二年. 私習天文者亦同. 其緯候及論

語讖, 不在禁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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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會譯] 무릇 죄를 범하여 발각되기 전에 자수한 사람은 그 죄를 면하고 정장(正

贓)은 몰수[徵沒]한다. 

[3] … 若…幷私習天文者 並不在自首之律.15)

  [直解] … 天文乙을 私習爲在乙良한것을랑 自首律良中에 不在齊하라.

  [處譯] 만약 … 天文을 私習한 者는, 모두 自首의 規定에 依하여 恩典을 받지 

못한다.

  [會譯] 만약 … 아울러 천문을 사사로이 학습한 사람은 모두 자수지율(自首之律)

에 해당되지 않는다.

(2) 附論: 로마법상의 占候

비교법적으로 보자면, 세계 어느 문명 내지 국가에도 큰 틀에서는 이와 비견할 

만한 문화현상이 발견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형식은 그들이 섬겼던 神들이 달랐던 

만큼이나 상이하였다.16) 고대 로마만 하더라도 중요한 國事의 성공을 위한 祀典 

儀式이 매우 발전되어 있어서 鳥占(auspicium)이나 臟卜占(haruspicium)이 국가제

도로 되어 있었다. 로마인들은 징조를 크게 懇求한 것(signa impetrativa)과 이와 무

관하게 나타난 것(signa oblativa)으로 분류하였는데, 새가 나는 모습과 지저귐(signa 

ex avibus); 네발짐승과 뱀이 움직이는 모습과 울음소리(signa ex quadrupedibus); 

하늘의 징조(signa ex caelo), 특히 천둥과 번개; 닭이 모이 쪼아 먹는 모습(signa ex 

tripudiis); 그리고 특이한 경고의 징조(signa ex diris)가 징조의 다섯 종류였다.17) 

日月蝕을 災異論의 관점에서 포착하지는 않았다. 天文術士나 占星家(mathematicus, 

astrologus, Chaldaeus)의 활동을 국가가 독점하지도 않았고, 원칙적으로 민간의 그

러한 직업을 금압하지도 않았지만, 이들의 언행이 사회 혼란과 국가 기강, 특히 황

15) Cf.《唐律疏議》第37條 職制 37 犯罪未發自首: [律文13] 幷私習天文者 並不在自首

之例.
16) 가령 유태인들의 성서는 日月蝕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들어 있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

으로는 신화에 기초한 점성술 역시 배격하였는바, 日月星辰은 오히려 우상 숭배의 대상

으로 배척되고, “해와 달이 캄캄”해지는 현상은 세상 종말에 우주 전체에 임할 하느님의 

종말론적 심판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이들도 日月星辰에 징조가 나타

난다는 관념은 공통된다. Cf. Wycliffe Bible Dictionary, Charles F. Pfeiffer, Howard F. 

Vos, John Rea editors (Peabody, Massachusetts: Hendrickson Publishers, Fifth printing 

2001), s.v. Eclipse (p.488f.).
17) Der Kleine Pauly. Lexikon der Antike, Band I (dtv, 1979), s.v. Augures (pp.734-736); 

상세는 Theodor Mommsen, Römisches Staatsrecht, Erster Band (Zweiter unveränderter 

Nachdruck der dritten Auflage, Graz: Akademische Druck- und Verlagsanstalt, 1969), 

76ff.



12   �서울대학교 法學� 제53권 제3호 (2012. 9.)

제의 안녕에 危害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추방 등의 법적인 

제재가 가해졌음은 물론이다.18) 이러한 빈번한 법적 조치는 점성술이 민간에 만연

했었음을 반증한다.19) 

참고로 관련 로마법 개소들을 소개한다.      

❙Pauli Sententiae 5.21 [De vaticinatoribus et mathematicis]  

  1. Vaticinatores, qui se deo plenos adsimulant, idcirco civitate expelli placuit, ne 

humana credulitate publici mores ad spem alicuius rei corrumperentur, vel certe 

ex eo populares animi turbarentur. Ideoque primum fustibus caesi civitate 

pelluntur: perseverantes autem in vincula publica coniciuntur aut in insulam 

deportantur vel certe relegantur.

(자신이 神으로 충만한 양 꾸미는 점쟁이들은, 사람들의 輕信으로 인해 공공의 

풍속이 어떤 것에 대한 희망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특히 그로 인해 민간의 

정신이 혼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로부터 추방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래서 먼저 笞에 처한 다음 도시로부터 추방된다. 그러나 완강(히 계속하는 

그러)한 자들은 공공의 감옥에 투옥되거나 섬으로 重流配 또는 輕流配된다.) 

  3. Qui de salute principis vel summa rei publicae mathematicos hariolos haruspices 

vaticinatores consulit, cum eo qui responderit capite punitur.

(황제의 安危나 國事에 관하여 占星術士, 卜占家, 臟卜術士, 점쟁이들에게 

문의하는 자는 응답한 자와 함께 사형으로 처벌된다.)

  4. Non tantum divinatione quis, sed ipsa scientia eiusque libris melius fecerit 

abstinere. Quod si servi de salute dominorum consuluerint, summo supplicio, 

id est cruce, adficiuntur: consulti autem si responsa dederint, aut in metallum 

damnantur aut in insulam relegantur.

(豫言뿐만 아니라 예언술 자체 및 그에 관한 책들도 그만 두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노예가 주인의 安危에 관하여 문의하면 극형으로, 즉 십자가형으로 

18) Karl-Wilhelm Weeber, Alltag im Alten Rom: ein Lexikon (DüsseldorfㆍZürich: Artemis, 

1997), s.v. Wahrsager (p.391f.); s.v. Außenseiter (pp.31-35, 33f.); 상세는 Lucetta 

Desanti, Sileat omnibus perpetuo divinandi curiositas. Indovini e sanzioni nel diritto 

romano (Milano – Dott. A. Giuffré Editore, 1990); Frederick H. Cramer, Astrology in 

Roman Law and Politics (Philadelphia: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954) (특히 

법적 제재에 관해서는 제2부, p.232ff.).
19) 특히 종교적 비관주의로 채색된 로마고전기의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에 나타난 점성술의 

면모에 관해서는 Karl Dietrich Bracher, Verfall und Fortschritt im Denken der frühen 

römischen Kaiserzeit (Böhlau Verlag WienㆍKölnㆍGraz, 1987), pp.17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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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된다. 문의 받은 자는 응답한 경우 鑛山勞役刑에 처해지거나 섬으로 輕

流配된다.) 

❙C.9.18.2 Diocletianus / Maximianus (a.294). 

  … Ars autem mathematica damnabilis interdicta est.

(… 단죄 받을 점성술은 금지된다.)

❙Mosaicarum et Romanarum Legum Collatio, Titulus XV. [De Mathematicis, 

Maleficis et Manichaeis]

  II. Ulpianus libro VII de officio proconsulis sub titulo de mathematicis et 

vaticinatoribus: 

  1. Praeterea interdictum est mathematicorum callida impostura et obstinata persuasione. 

Nec hodie primum interdici eis placuit, sed vetus haec prohibitio est denique 

extat senatus consultum Pomponio et Rufo conss. factum quo cavetur, ut 

mathematicis Chaldaeis ariolis et ceteris, qui simile inceptum fecerunt, aqua 

et igni interdicatur omniaque bona eorum publicentur, et si externarum 

gentium quis id fecerit, ut in eum animadvertatur.

(1. 뿐만 아니라 점성술사들의 교활한 詐欺와 끈질긴 설득작업도 금지된다. 

오늘날 처음으로 이것들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는 게 정설인데, 이 금지는 오래

되었으며, 더욱이 폼포니우스와 루푸스가 집정관 할 때 만들어진 원로원의결이 

있는데, 그 규정에 따르면 점성술사, 칼데아術士, 卜占家 및 유사한 일을 착

수한 기타의 자들은 水火不通刑에 처해지고 그들의 전 재산이 몰수되며, 異

邦族屬에 속하는 자가 그런 일을 한 경우에는 그 자를 처벌한다.)  

  2. Sed fuit quaesitum, utrum scientia huiusmodi hominum puniatur an exercitio 

et professio. Et quidem apud veteres dicebatur professionem eorum, non notitiam 

esse prohibitam : postea variatum. Nec dissimulandum est nonnumquam inrepsisse 

in usum, ut etiam profiterentur et publice se praeberent. Quod quidem magis per 

contumaciam et temeritatem eorum factum est, qui visi erant vel consulere vel 

exercere, quam quod fuerat permissum.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의 학식이 처벌되는지 아니면 실행과 영업이 

처벌되는지가 문의되었다. 그리고 참으로 古법률가들에 있어서는 그들의 영

업이 금지된 것이고 지식이 금지된 것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되었다. 나중에는 

변하였다. 영업하면서 또한 공개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때로 슬며시 관행이 

되었음이 은폐되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물론 허용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문의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간파된 자들의 완강함과 무모함으로 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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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은 것이다.)

  3. Saepissime denique interdictum est fere ab omnibus principibus, ne quis omnino 

huiusmodi ineptiis se inmisceret, et varie puniti sunt ii qui id exercuerint, 

pro mensura scilicet consultationis. Nam qui de principis salute, capite puniti 

sunt vel qua alia poena graviore adfecti; enimvero si qui de sua suorumque, 

levius. Inter hos habentur vaticinatores, quamquam ii quoque plectendi sunt, 

quoniam nonnumquam contra publicam quietem imperiumque populi Romani 

inprobandas artes exercent.

(더욱이 거의 모든 황제들에 의하여 아주 자주 어떤 자가 도대체 이러한 종류의 

어리석은 짓거리에 관여하지 않도록 금지되었다. 그리고 그런 실행을 한 자들이 

다양하게 처벌되었는데, 즉 문의의 정도에 따라서. 즉 皇帝의 安危에 관해 

문의한 자는 사형으로 처벌되거나 다른 중한 형벌이 가해졌다. 그러나 자신

이나 자기 眷屬의 安危에 관해 문의한 자는 더 가볍게 처벌되었다. 이들 중

에는 점쟁이들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때로 공공의 평온과 로마 제국에 거역

하여 배척해야만 하는 술수를 실행하므로 이들 역시 강력히 처벌되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5. Denique divus Marcus eum, qui motu Cassiano vaticinatus erat et multa 

quasi instinctu deorum dixerat, in insulam Syrum relegavit.

(요컨대 神皇 마르쿠스는 [同 황제에 대한] 카씨우스의 逆反20)을 예언했고, 

많은 것을 마치 神들의 感動에 의한 것처럼 이야기했던 자를 시리아의 한 

섬으로 輕流配 보냈던 것이다.)

  6. Et sane non debent inpune ferre huiusmodi homines, qui sub obtentu ex 

monito deorum quaedam vel enuntiant vel iactant vel scientes confingunt.

(神들의 豫告에 의한 것이라는 구실 하에 어떤 것들을 발설하거나 유포하거나 

알고 있는 척하는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정녕 처벌받지 않아서는 안 된다.) 

❙C.9.18.5 Constantius (a. 357).

  Nemo haruspicem consulat aut mathematicum, nemo hariolum. Augurum et vatum 

prava confessio conticescat. Chaldaei ac magi et ceteri, quos maleficos ob 

facinorum magnitudinem vulgus appellat, nec ad hanc partem aliquid moliantur. 

Sileat omnibus perpetuo divinandi curiositas. Etenim supplicium capitis feret 

20) Avidius Cassius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 대한 반란 사건(175년). Cf. 상세는 

Jose Antonio Garzon Blanco, “Avidio Cassio”, Baetica. Estudios de Arte, Geografia e 

Historia, 8, 1985, pp.24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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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dio ultore prostratus, quicumque iussis obsequium denegaverit.

(아무도 臟卜術師나 占星術士에게, 아무도 卜占家에게 문의하지 말지어다. 鳥占

家들과 卜術家들의 不正한 迷信영업은 침묵할지어다. 占星家들과 呪術師들 및 

악한 행실들의 엄첨남으로 인해 사람들이 行惡者라고 부르는 기타 사람들도 이 

방면에 아무 짓도 행하지 말지어다. 점쳐 알려는 호기심은 모든 이에게 영원히 

緘口할지어다. 이 명령들에 순종을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 劍이 보복자가 되어 

거꾸러뜨려지는 사형을 당할 것이다.) 

2. 황사우 사건의 분석

위 태종실록의 기사를 읽고 나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

  ① 술자 황사우의 처사와 같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② 왜 처벌을 논의한 결과가 처벌이 아니라 정반대로 포상이었을까?

  ③ 그렇다면 도대체 罪疑惟輕이라는 논변은 무슨 의미일까?

이상의 의문들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잘못된 천문 관측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

書雲觀 述者의 잘못된 氣候看審은 이 사건 이전에도 몇 건이 기록된 바 있다. 

그러나 그 처벌의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논급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관련 律을 

거론하는 것으로 볼 때, 治政의 이념적 要諦를 건드릴 수 있는 심각한 當罰的 행위

라는 이유만으로 탄력적인 형사사법으로 대처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무엇

인가 고려시대 이래로 — 書雲觀은 고려시대부터 있었다21) — 관행적으로 의거했던 

법규범에 따라 시행했을 것으로 짐작은 된다. 가령 다음과 같은 ≪高麗史≫의 기록은 

이를 뒷받침한다.

❙《高麗史》1047년 3월 1일(음), 1047년 3월 29일(양), 문종 1년 

  ○ 三月 乙亥朔 日食, 御史臺奏, “春官正 柳彭, 太史丞 柳得韶等, 昏迷天象, 不

預聞奏, 請罷其職.” 制, “原之.” 復駁曰, “日月食者, 陰陽常度也, 曆算不愆, 

則其變可驗. 而官非其人, 人失其職, 豈宜便從寬典? 請依前奏科罪.” 從之. 

최근의 고려시대 율령 복원에 따르면 ≪高麗令≫ 13 儀制令 [2] 日月蝕조로 ｢舊

21) 고려 때에는 천문, 曆數, 推後, 刻漏 등의 담당 관아로 太史局이 있었는데, 25대 忠

烈王 34년(1308년)에 司天監을 합하여 書雲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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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 日月食, 太史局預奏, 告諭中外. 伐鼓於社, 上素襴避殿, 百官素服, 各守本局, 

向日拱立, 以待明復｣(“예전의 詔勅에 의하면, 日月蝕이 있으면 太史局이 미리 아

뢰어 중앙과 지방에 가르쳐 알리고 사직단에서 북을 치고 임금은 흰 襴衫을 입고 

正殿을 피하고 온갖 신하들은 흰옷을 입고 각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해를 향하여 

두 손을 마주 잡고 고개를 숙이고 서 있으면서 해의 빛이 회복되기를 기다린다” 

— 필자)와 같은 규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22) 이런 연장선상에서 조선

에서도 처음부터 이 중대한 國事를 둘러싼 사안들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태조 13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4월 15일(신묘) 두 번째 기사 

  겸 서운 주부(兼書雲注簿) 김서(金恕)가 월식(月食)을 아뢰었는데, 끝내 먹히지 

아니하였다.

❙태조 13권, 7년(1398 무인 / 명 홍무(洪武) 31년) 4월 17일(계사) 두 번째 기사 

  간관(諫官) 박신(朴信) 등이 상소(上疏)하였다.

  “겸 서운 주부(兼書雲注簿) 김서(金恕)가 월식(月食)을 추산(推算)하여 예조에 

고하였으나 끝내 월식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恕)는 직책이 추보(推步)를 전문

으로 하면서, 이제 천상(天象)에 혼미(昏迷)하여 나라 사람들을 속이었사오니 징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하옵건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그 직첩을 거두고 율(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이때에 이르러 소(疏)는 올렸으나 아직 아뢰지는 않았으므로, 임금이 간관(諫官)․

헌사(憲司)․형조(刑曹)를 불러 꾸짖었다.

“일관(日官)이 추보(推步)를 잘못하였으니 마땅히 그 죄를 의논하여야 할 터인데, 

맡은 바 법관(法官)이 내버려두고 묻지 않으니 죄가 또한 같다. 김서(金恕)의 

잘못은 사람들이 함께 다 보는 것인데 오히려 말을 하지 않으니, 과인(寡人)의 

실덕(失德)과 재상(宰相)의 과실을 어찌 말하겠는가?”

잡단(雜端) 전시(田時)가 대답하였다.

“장무(掌務) 시사(侍史) 윤창(尹彰)이 견책을 당하여 집에 있으므로, 신 등이 모두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형조 정랑(刑曹正郞) 유영문(柳榮門)은 대답하였다.

22)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고려시  율령의 복원과 정리 (景仁文化社, 2009/재판 

2010), 549. 복원의 근거는《高麗史》1047년 2월 미상(음), 문종 1년: 

○ 文宗元年二月乙亥朔 日食. 御史臺奏 “舊制, 日月食, 太史局預奏, 告諭中外. 伐鼓

於社, 上素襴避殿, 百官素服, 各守本局, 向日拱立, 以待明復. 今太史官昏迷天象, 不

預聞奏, 請科罪.” 從之. 

그런데 2월은 3월의 오기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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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조에 일찍이 교지(敎旨)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탄핵하지 못하였습니다.”

보궐(補闕) 허지(許遲)는 대답하였다.

“소(疏)를 이미 올렸습니다.”

임금이 오히려 간관(諫官)이 죄주기를 청한 것이 늦다 하여 박신(朴信)과 허지

(許遲)로 하여금 일을 보지 말게 하였는데, 소(疏)를 보고 나서 서(恕)를 죄주기를 

상신(上申)한 대로 하였다.

❙태종 11권, 6년(1406 병술 / 명 영락(永樂) 4년) 6월 6일(갑자) 두 번째 기사 

  서운 부정(書雲副正) 박염(朴恬)을 동래(東萊)로 유배시켰다. 사간원에서 상소하

였다.

“정전(政典)에 이르기를, ‘때에 앞서는 자도 죽이고 용서하지 않으며, 때에 미치지 

못하는 자도 죽이고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선왕(先王)이 하늘의 

경계를 삼가하는 까닭이었습니다. 지금 서운 부정(書雲副正) 박염(朴恬)이 일식

(日蝕)의 변(邊)을 추보(推步)하여 시일(時日)과 분도(分度)를 정하였으나, 일식하는 

것이 정한 분도(分度)를 지났고, 때도 정한 때에 어긋났으니, 이미 그 직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해[日]란 것은 모든 양기(陽氣)의 으뜸인데, 덮이거나 

먹히는 것이 있으면, 천변(天變)의 큰 것이므로, 마땅히 중외(中外)에 포고(布告)

하는 바는 구식(救食: 日蝕復圓 祈願) 하는 전례(典禮)를 거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염은 이에 천상(天象)에 어두워서 구식(救食)하는 일을 폐(廢)하도록 하였으니, 

바라건대, 유사(攸司)에 내려 법대로 시행하소서.”

임금이 다만 외방에 유배하게 하였다.

❙태종 14권, 7년(1407 정해 / 명 영락(永樂) 5년) 10월 1일(신사) 첫 번째 기사 

  서운 부정(書雲副正) 윤돈지(尹敦智)를 순금사(巡禁司)에 가두었다. 이 앞서 윤

돈지가 술자(述者)가 되어 아뢰기를,

  “이달 초하룻날 사시(巳時) 초(初)에 일식(日食)을 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임금이 시신(侍臣)을 거느리고 소복(素服)차림으로 정전(正殿) 월대

(月臺) 위에 나가서 진시(辰時)부터 오시(午時)까지 기다렸으나, 일식(日食)하지 

않았다. 임금이 이에 소복을 벗고 들어와서 윤돈지를 옥에 가두었다. 그 이튿날 

임금이 지신사(知申事) 황희(黃喜)에게 이르기를,

  “예전에 일식해야 마땅한데 일식하지 않았다는 말이 있는데, 나는 작은 나라의 

임금이지마는, 천자(天子) 같은 이는 공구(恐懼) 수성(修省)하면 혹 이런 이치가 

있을 것이다. 지금 갑자기 술자(述者)의 추보(推步)가 차오(差誤)가 있다고 하여 

죄를 돌리는 것은 불가하지 않겠는가!”

  하니, 황희가 대답하기를,

  “홍서(洪恕) 등이 지금 명나라 서울[京師]에 가 있으니, 돌아오면 윤돈지의 허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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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윤돈지가 또 말하기를, ‘이달 보름에 월식(月食)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니, 

그날이 되면 그 잘잘못을 징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조금 뒤에 석방하였다.

이러한 기사들은 日月蝕의 예보가 군왕으로 하여금 거행케 하는 救蝕의 祀典 

儀式을 제때에 할 수 있게 하려는 國事 수행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시 되었던 사안

임을 잘 보여준다.23) 東亞의 전통적 관념에 충실한 이러한 모습은 이미 고려조에

도 동일하였다. 

❙《高麗史》1046년 3월 1일(음), 1046년 4월 9일(양), 정종(靖宗) 12년 

  ○ 三月 辛巳朔 日食, 王避殿素襴, 救食. 

❙《高麗史》1157년 3월 16일(음), 1157년 4월 26일(양), 의종(毅宗) 11년 

  ○ 三月辛巳 月食, 王素服, 率近臣, 救之.

이런 취지라면 推步의 差誤는 그 내용이 어디에 관련된 것인가(日月蝕의 유무, 

그 始終 日時의 정확도, 天球상의 위치와 分度 등)와는 무관하게 어쨌든 적어도 

當罰性 면에서 처벌의 대상인 것이고, 실제로도 현행법상의 可罰性이 확실한 행위에 

해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김서나 박염의 경우처럼 처벌받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흥미롭게도 마지막 기사는 전통적인 天譴說을 염두에 둔 임금이 日蝕이 

일어나지 않자 안도하면서, 군왕의 정성이면 일식을 방지할 수도 있다는 天人相關

說에 기대어 스스로를 정당화하고,24) 술자 윤돈지를 방면하려는 의도를 보인 것에 

대해 황희가 오히려 천문 지식을 중국에 의존하려는 태도를 보이자25) 다른 예보를 

23) 유교 祀典과 재난에 관해서는 이욱, 조선시  재난과 국가의례 (창비, 2009), 35ff.
24) 君德의 상실에 대한 하늘의 꾸짖음[天譴]과 결부된 災異觀에 대해서는 미조구치 유조 

외 엮음, 김석근ㆍ김용천ㆍ박규태 옮김, 국 사상 문화 사  (책과함께, 2011 [일어원서 

2001]), 317ff. (재이); 그 근원인 敬天 사상의 한국적 반영에 관하여는 주운영(朱云影) 

저, 최병수ㆍ반채영 옮김, 국의 통문화, 한국에 미친 향 (도서출판 개신, 2008), 

155ff.; 조선의 災異論은 이욱, 조선시  재난과 국가의례 (창비, 2009), 76ff.
25) 이러한 태도는 당시로서는 오히려 일반적인 것이었다. 天文ㆍ曆法에서 한국이 중국에 

의존했던 史實에 대해서는 주운영(朱云影) 저, 최병수ㆍ반채영 옮김, 국의 통문화, 

한국에 미친 향 (도서출판 개신, 2008), 100ff. 조선은 개국하고 명나라의 大統曆을 

사용하였다. 과학혁명의 機運이 도래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조선이 선진으로 여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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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미로 그를 석방한 전말의 기록이다. 推步의 差誤가 어떤 종류의 것이고,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그리고 그에 대한 임금과 다른 朝臣들의 관념이 어떠해야만, 어떤 

방식의 처벌이 어떻게 가해지는지를 가늠하기에는 적어도 이 시기까지는 사료 자

체가 부족하다. 

(2) 술자 황사우 포상의 문맥

이 문제를 논의한 承政院의 정3품 관원이었던 김여지와 한상덕 모두 이 天象의 

문제에 관하여는 일단 그 어긋난 시차를 사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황사우의 

잘못으로 돌려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하였다. 

한상덕의 경우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天人感應說에 입각한 “人事修則當食不

食”을 주장하여 임금이 정사에 임하는 태도에 따라서는 일식과 같은 천문 현상도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이라 지적함으로써 그러한 현상의 궁극적인 책임은 임

금이 지는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태도 역시 전래적인 것으로 고려조에도 확

실히 확인된다. 혜성이 나타나자 赦免을 베풀고 왕이 自責하고, 각종 사회적인 慰

撫策을 쓰거나, 일식이 일어난다는 日官의 예측에 따라 잔치를 중지시키고 행실을 

삼가는 등의 조치가 다 그러한 까닭이다.26) 

❙《高麗史》989년 9월 16일(음), 989년 10월 18일(양), 성종 8년 

  ○ 成宗八年九月甲午 彗星見, 赦, 王責己修行. 養老弱, 恤孤寒, 進用勳舊, 褒賞

孝子․節婦, 放逋懸, 蠲欠負, 彗不爲灾. 

❙《高麗史》1283년 1월 1일(음), 1283년 1월 30일(양), 충렬왕 9년 

  ○ (癸未) 九年 春正月 丙辰朔 日官奏, “日當食.” 停宴會. 

❙《高麗史》1320년 1월 1일(음), 1320년 2월 10일(양), 충숙왕 7년 

  ○ (庚申) 七年 春正月 辛巳朔 元來告, 日當食, 停賀正禮, 百官素服以待, 不食.

중국이 欽天監을 무려 한 세대나 이끌었던 서양 선교사 요한 아담 샬 폰 벨(Johann Adam 

Schall von Bell, 湯若望, 1591∼1666)의 낡은 수정 천동설적 천문학에 의존했던 결과 

7세기 이래 천년을 이어온 東亞 문명의 우세가 1700년을 경계로 역전되는 현상을 맞

았던 것은 애석한 일이다. Cf. 金容雲ㆍ金容局 共著, 東洋의 科學과 思想—韓國科學

의 可能性을 찾아서— (一志社, 1984/5刷 1998), pp.169-171.
26) 오늘날 위정자가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위난에 당면하여 공연이나 골프 등을 즐기는 

것을 비난하는 국민정서도 이러한 전통의 영향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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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麗史》1320년 1월 1일(음), 1320년 2월 10일(양), 충숙왕 7년 

  ○ 七年正月辛巳朔 元來告日當食, 故停賀正禮. 百官素服以待, 不食. 元史云, 

“是日日食, 帝齋居損膳, 輟朝賀.” 

황사우 사건에서 이러한 논의 끝에 임금이 賞을 내린 것들 보면, 그리고 다른 

경우들과 달리 최종 처결에 앞서 罪疑惟輕과 함께 功疑惟重을 聖訓이라 거론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임금의 의도는 일식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한 서운관의 담당

자를 죄주려던 것이 아니라, 상을 주려고 한 뜻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임금이 대언(代言) 등에게 “일식(日食)의 차(差)가 각 1각(刻)이면 서운

관은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문의했다는 질문과 서로 상치된다.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원문을 다시 잘 살펴보면, 태종의 질문 자체가 “日食差一刻, 書雲

觀得無罪歟?”였음이 주목된다. 왜냐하면 이때 쓰인 語末助詞 “歟”는 話者가 추측한 

것을 상대방이 증명하기를 요구하는 때,27) 그러니까 화자의 주장이 긍정되기를 바

라는 때에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번역을 “일식(日食)의 차(差)가 각 1

각(刻)이면 서운관은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와 같이 그 의도가 죄의 유무에 

대한 진정한 의문이나 유죄의 긍정을 기대하는 질문인 것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일식의 차가 일각(일 뿐)이니, 서운관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닌가?”와 같이 회자의 

無罪 의도가 드러나게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 신료들의 답변 역시 稍差(조금 어

긋남) 또는 漏刻之差(아주 짧은 동안의 어긋남)임을 애써 강조함으로써 최종결정

권자인 임금의 속뜻에 화답하였다. 일식 현상에 관하여 1刻의 오차 범위 안에서 

예보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관념상 결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당시 가능했

던 과학기술 수준 내의 대견한 예보였던 것이다.28) 더욱이 이 差誤는 復圓이 예보

보다 더 늦어진 것이 아니라 더 당겨진 것이므로, 해의 빛이 더 일찍 원상회복된 

것이어서 變異가 일각이라도 일찍 사라지기를 바랐던 임금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27) 金元中 編著, 孔在錫 監修, 虛詞辭典 (玄岩社, 1989), 518. 말하자면 라틴어의 nonne와 

같은 용법이다(가령 Cicero, Tusc. 1.17: nonne respondebis? “너는 대답할 것 아니겠나?”, 

즉 ‘너는 대답할 것이다’).
28)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도 예보가 적중하는 일이 어긋나는 일보다는 많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잘못된 占候로 말미암아 처벌하는 예가 위에서 살펴본 것을 제외하면 거의 

없기 때문이다.

Cf. 태종 12-1412.7.1.①: ｢태양(太陽)이 일식(日食)하지 아니하였다. 처음에 서운관(書

雲觀)에서 아뢰기를, “오는 7월 초1일 갑신(甲申)은 비록 범일(泛日: 일ㆍ월식 가능일)

이라 하더라도 일수(日數)의 천수(千數)가 모두 공(空)이라 일식할지 혹은 일식하지 

않을런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더니, 이날에 이르러 과연 일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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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功德에 돌릴 수도 있을 좋은 일이었을 것이다. 결론이 米豆 20석의 포상

인 것은 당연하다.

 

(3) 罪疑惟輕 논변의 기능

그렇다면 이 사안은 罪疑惟輕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였지만, 처벌의 사례가 아닌 

만큼 죄의유경의 적용 방식 자체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못한다. 오히려 이

곳에서 죄의유경이 등장한 것은 함께 짝을 이루어 聖訓이라 표현된 功疑惟重의 

토포스를 도입하기 위한 포석일 뿐이다. 그렇다면 임금의 애당초 질문은 형식은 

罪의 유무를 묻는 것 같지만, 실은 功의 유무를 묻는 것이고, 천문 예측의 사소한 

빗나감은 功의 存否가 아니라 그 輕重의 면에서만 의심이 가능하다면 가능할 뿐

이라는 전제하에 포상을 보다 확실히 근거지우기 위하여 功疑惟重이라는 古來의 

格率을 원용했던 것이다.  

IV. 맺음말 

이제 마무리하기로 한다.

1. 한국법제사 한문 사료의 번역과 관련하여 

만일에 “書雲觀得無罪歟?”의 의미가 진정한 의문을 도입하는 취지이거나, 국사

편찬위원회의 제공 번역문에서 읽어낼 수 있듯이 무죄를 부정하기를 바라는 취지

라면 이 임금의 뜻을 알아챈 신료들의 논의 역시 아마도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

었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실록의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임금의 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한 “歟” 한 글자로 모든 것이 결판나는 과정을 충실하게 수록하였다. 그런 의

미에서 ‘술자 황사우가 간발의 차이로 처벌이 아니라 포상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과 문제 제기는 오늘날의 잘못된 번역문만을 보는 경우에나 발생하는 

가짜 질문일 뿐이다. 다행스럽게도. 이 예 말고도 天文垂象에서 垂 글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번역에서 그것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도 살펴보았다. 이 

글은 이처럼 원사료의 번역에서 글자 한 자 한 자가 정확한 의미의 이해를 위하여 

꼼꼼히 검토되어야 함을 경계삼기 위한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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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에서 依用되었던 大明律 기준 텍스트의 정립과 관련하여 

모든 텍스트의 연구에는 원본의 가치가 항시 전제되고, 은연중에 그것을 추종하

는 것이 다른 판본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과학적인 것처럼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조선이 “用大明律”을 선언했다는 사실만으로 오늘날 우리가 조선시대를 

연구하면서 참고하는 大明律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그대로의 大明律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두 나라의 사정이 달라서 필연적으로 수정 보완하여야만 

조선에 맞는 해석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이고, 실제로 大明律을 조선에 맞도록 적지 않은 내용적인 손질을 해서 각종 受敎

를 통한 補整이 있었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大明律의 

텍스트 자체를 조선의 상황에 맞게 翻案한 直解文은 마치 그것이 한문을 단순히 

이해하기 편하게 吏讀만을 첨가한 번역문 텍스트인 것처럼 보고, 그래서 조선을 

연구할 때 필수적 사료인 大明律을 인용할 때 大明律 原本의 한문 텍스트만을 인

용하고, 直解文 텍스트는 서자 취급하여 아예 언급조차 안 하거나, 기껏 고려하는 

경우에도 말미에 없어도 되는 蛇足인 양 그저 附記만 할 따름인 게 현재 학계의 

실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直解文 자체가 조선의 

실정에 맞게 제도와 개념 등을 고쳐서 翻案한 새로운 입법작업에 해당하는 것이지, 

한문에 그저 토씨만을 단 작품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大明律直解≫를 편찬했

다는 것 자체가 한문 원문에 대한 내용적인 變改를 가한 가장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작업인 것이기 때문이다. 외래의 법문물에 대한 이러한 時空適應的인 접근은 모든 

사회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로마법을 수용하여 보통법으로 관용하던 

유럽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로마법의 當代的 慣用｣ (Usus modernus 

Pandectarum) 시기의 문헌들인데, 자기 시대와 무관한 로마의 行政 官制에 관한 

로마법대전의 제도적 부분들(D.1.10∼D.1.22)은 과감하게 고찰을 생략하고, 그 대

신에 그 法理에서 취할 바가 많다고 생각되었던 실체법적인 권한 일반론 부분

(D.2.1 이하)은 詳論하였던 것이다.29)

이런 의미 외에도 필자는 大明律에 관심을 가진 이래 거의 항상 현재 가용한 번

29) 학설휘찬(Digesta Iustiniani)의 순서에 따라 각 장에 대한 주해의 형식을 취했으면서도 

D.1.9∼D.1.20 해당부분이 과감하게 생략된 Augustin Leyser, Meditationes ad Pandectas, 

vol. I (editio nova, Franckenthalii, 1778); Wolfgang Adam Lauterbach, Compendium 

Juris, ed. Johann Jacob Schütz (Tubingae, Francofurti & Lipsiae, 1697) 등이 전형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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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문 중에서 直解文이 가장 정확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것은 그만큼 당시의 조

상님들의 한문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의 후손보다 한 수 위였다는 문화수준의 반영

일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大明律을 참조할 때, 그 대상이 중국이 아니라 

조선이라면, 당연히 直解文을 底本으로 삼아 연구에 임해야 하고, 한문 원문은 그

에 대한 참고 기초자료로서 고려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것이 조상님들의 독

자적 입지를 확인하고 승인한 가운데, 당시 법률생활의 면모를 밝히는 일이 될 것

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필자의 입장에 대하여는 예상했던 대로 전문심사자들의 반론 내지 신중

론이 제기되었다. 먼저 그 의견을 들어본다.

심사자 乙 : “조선시대에 적용된 대명률의 판본에 대해서 ‘대명률직해’라고 단정적

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태종과 세종대에 새로운 

직해를 편찬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완성되었다는 사료상의 근거는 없습니다. 또 

남아 있는 책은 직해가 아닌 강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901년 법부에서 법

관양성소의 교재로 발간한 책도 직해가 아닌 강해입니다. 이 전체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심사자 丙: “이 글은 우리 조상들이 번안한 새로운 입법 작업이기 때문에 대명률

직해를 저본으로 삼아야 하며, 한문 원문은 그에 대한 참고 기초자료로서 고려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대명률직해가 번안한 것이라는 것과 활용되었

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① 대명률직해에는 가령 ‘畝’을 어떤 곳에

서는 ‘負’로 어떤 곳에서는 ‘畝’로 표기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② 사송

유취 등 일반 수령들의 지침서에는 (직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문 원문만이 

수록되어 있으며, ③ 명백한 오역(예컨대 제299조 발총 3항)도 존재한다. ④ 또한 

세종 대의 도류천사지방 등의 논의에서도 직해를 기반으로 한 논의는 보이지 

않는다. ⑤ 또 직해에 나오는 지명, 관청명 등은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걸쳐 

있으며, 이후 변경이 있었다. ⑥ 친속상간조와 관련된 논의에서(연산군 2년(1496) 

12월 19일), 직해에서 從父姉妹를 ‘四寸姉妹’로 번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롭게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직해는 번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이나 일선 

수령단계에서 그리 광범위하게 활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문자는 원

문에 없는 것을 편의상 필자가 붙인 것임) 

우선 무엇보다도 조선시대의 언어생활이 가졌던 이중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적어도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는 이두문을 사용한 大明律直解를 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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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만이라도 한글로 再述하는 작업이 마땅히 따랐어야만 할 것인데,30) 당시 漢文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그 지식을 통하여 권력을 독점해온 양반관료 계층이 그러한 

착상에 이른다는 것부터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直

解가 있으나 별로 대접받지 못하였다는 지적(②, ④ 및 전체 취지)은 아쉽지만 너

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가령 숙종조의 수교가 이유야 어찌

되었든 이른바 諺文으로 된 법률문기의 효력을 부인하고 그러한 법원칙이 고종대

까지 이어지는 데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듯이31) 한글이 존재한 이후임에도 자국어에 

대한 홀대가 일상화한 문화풍토였던 점을 감안하면, 한글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문 법전을 이두문을 붙여서 직해하였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분명한 국정 운영의 의지가 반영된 것일 수밖에 없다. 正文비판의 관점에서 — 당

시인들도 알고 있었던 — 미흡한 점들(때때로 보이는 일관성의 결어[①], 번역상의 

오류[③], 현지 적응상의 미비점들[⑤, ⑥])은 전통사회에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헌의 탄생과 전승 과정에서 얼마든지 발견되는 흠일 뿐이다. 컴퓨터 작업을 통

하여 거의 무한대의 효율을 가지고 텍스트작업을 할 수 있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오류들은 부지기수로 일어난다. 하물며 방대한 한문 텍스트를 수작업으로 재가공

하면서, 그것도 오늘날의 법전(codification) 개념으로 자족적인 법령집을 마련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이 작업하는 마당에 이런 저런 형태의 사소한 오류들이 끼어드는 

것은 큰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물론 이상적인 관점에서는 관청 직제와 

관련해서도 일관성이 있기를 바랄 수 있지만, 조선조의 관제도 고정된 것이 아니

었고, 시간이 가면서 폐지되고 창설되는 일이 허다했는바, 이러한 모든 것을 그때

그때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 오늘날의 법령 개정작업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거니와 

30) 예컨대 서양의 경우 그 역사발전의 양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세 이래 문화 전반을 

지배해 온 라틴어가 법률생활에서도 서서히 자국어에 의해 침윤되면서 혼용되는 과도

기를 거친 다음 – 가령 단테의 위대한 점은 이런 과도기적 라틴어 이탈리아어 공존의 

시기에 자국어 문학을 최고봉으로 올려놓음으로써 그 이후의 언어생활의 방향에 결정

적인 기여를 했다는 데 있다 – 완전히 배제되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그 결과 어찌 

보면 역설적이게도 로마법이 계수된 대륙의 볍률용어에 로마법을 수용하지 않았던 영국

보다 現用되는 라틴어 법률용어가 현저하게 적게 되었다. 
31)《受敎輯 》256 ○出債成文 必具證筆者聽理 諺文及無證筆者 勿許聽理 [康熙乙卯承傳]

   ○ 대출 문서에 반드시 증필(證筆)을 갖춘 경우에만 소송을 들어 주고, 언문으로 쓰여져 

있거나 증필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들어주지 않는다. [1675년(숙종 1, 강희 을묘)에 

받은 전교]; 

�三班禮式�, 高宗(朝鮮)命編, (高宗5年, 1868): ｢徵債｣ ... ○ 私債成文諺文及無證筆者 

勿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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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안 방식의 直解에다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리이다. 위에서 지적

된 오류들은 사실 조선이 大明律을 현지 적응하는 과정이 어느 시점에 마감된 것

이 아니라 늘 새롭게 다시 제기되면서 변화해 갔다는 것을 증거 할 뿐이다. 요컨대 

옥의 티를 가지고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절대로 득책이 

아니다. 

또 1389년(洪武 22년)에 편찬된 ≪大明律≫을 저본으로 번역한 것으로 알려진 

현재 전하는 중간본은 100여 부라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분량을 인쇄하여 중외에 

반포한 것이지만, 아쉽게도 (아마도 洪武 30년律을 참고한) 태종과 세종 때의 수정 

보완작업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서 중간본에서 원문만 있는 부분이나 원문과 달

라진 부분은 원간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전승 상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

다.32) 이러한 전승 상의 사정을 심사자 乙처럼 “사료상의 근거가 없다”는 지적으로 

일축하는 것은 直解를 추진한 애초의 국정 의도를 지나치게 가볍게 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법률의 개정 사항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그 제정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大明律直解가 일단 미진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일단락된 형태로 존재한 이후로는 그것이 임금과 고위 조정신료들 사

이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된 흔적이 기록상 전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를 이유로 

그 존재가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률가들이 특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 

서양의 調書至上主義를 표현하는 法諺 ｢Quod non est in actis, non est in mundo｣

가 일말의 냉소적 어감을 지닌 채 지적하듯이 바로 “공문서에 없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라거나 ｢Quod non legitur, non creditur｣(“기록되어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믿지 않는다”)는 식의 경직된 실증주의적인 사고방식이다. 과거 서양의 경

우만 해도 겉으로는 로마법대전을 인용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거개가 실무에서 애

용되던 私撰의 표준주석서(Glossa ordinaria)와 같이 접근성이 훨씬 더 편한 실무용 

텍스트를 활용했던 것처럼33) 大明律의 경우에도 분명히 일선 실무자들은 直解를 

우선적으로 애용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이 조선시대 大明律의 기본 텍스트였

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34) 서양의 경우에는 심지어 公撰이 아닌 私撰이나 

私人 집필의 법규집에도 공식적인 법령집과 같은 효력을 인정한 예들이 적지 않은데,35) 

32)《大明律直解》(서울大學校奎章閣, 2001), 大明律 解題 (鄭肯植ㆍ趙志晩), 7ff., 26f.
33) 이런 사례의 또 다른 대표적인 예는 로마법대전의 번안인 바실리카법전의 私撰 대폭 

축약본인《六卷法書》(Hexabiblos)(1344-45)가 현대 그리스민법전의 시행까지 현행법

으로 활용된 것을 들 수 있다.
34) 이미(1964년) 同旨 [處譯]의 解題 (南晩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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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모두 법률실증주의가 지배하지 않았던 전통사회에서 오늘날의 의미의 입법은 

아니지만 중요한 垂法에 해당하는 성과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전통사회 조

선의 開倉期 국왕의 법정책적 결단이 명시적으로 반영된 大明律直解라면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어차피 모두가 오늘날과 같은 의회 입법의 

제정법주의와는 동떨어진 사회의 현상들이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중요한 것은 결국 형식적인 법령으로서의 효력 여부, 즉 법의 존재근거로서의 法

源性이 아니라, 무엇이 법인가를 인식하는, 그런 의미에서 法水를 길어낼 수 있는 

원천 근거로서의 法源性인 것이다. 심사자 丙이 지적한(⑥) 연산군 2년(1496) 12월 

19일의 李守長 간음 사건의 조정 논의만 하더라도 다양한 법률문헌들 — ≪율학

변의(律學辯疑)≫, ≪당률(唐律)≫, ≪율조소의(律條疏議)≫, ≪해이(解頤)≫ 등 —이 

經國大典, 受敎, 大明律 등보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동등한 차원에서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그 법발견 방식의 無時間的, 無體系的 성격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엄청 

놀라운 것이지만, 바로 그러한 모습이 당시 전통사회의 법문화의 특징이었던 것이다. 

新法優先主義 (Lex posterior derogat legi priori)는 당시 법 인식의 절대적 기본원

칙이 아니었다. 일단 만들어진 大明律直解가 법의 연원이 아니라고 부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조선시대에 大明律이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고, 적용되었는가를 따질 때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大明律直解가 

일차적으로 참조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조선이 사용했던 大明律을 영어로 표기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이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그것이 세계 학계의 

관행이라는 점을 들어서 중국어 발음대로 <Da Ming l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나의 사물을 하나의 명칭으로 부른다는 점에서는 분명 일리가 있는 주장

이다. 그러나 조선이 사용한 大明律은 의심의 여지없이 중국발음으로 읽히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 실질이 현지 적응된 모습으로 의용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두 개

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하나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조선이 사용한 大明律은 당연히 

<Dae Myeong Ryul>로 표기되는 것이 史實에 부합한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35) 가령 유스티니아누스 新칙법집(Novellae Iustiniani), 그라티아누스 교회법규집(Decretum 

Gratiani), 작센法鑑(Sachsenspiegel) 등이 대표적이다. 심지어는 입법회의에서 정식 법률로 

통과되지 않은 법률안에 불과한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법령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된 

것도 발견된다. 예컨대 신성로마제국의 경우 帝國宮廷顧問會議法(Die Reichshofratsordnung 

vom 16. März 1654)이나 恒久皇帝選出法案(Das Projekt einer beständigen Wahlkapitulation 

vom 8. Juli 1711)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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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음에 따른 표기를 괄호를 써서 부기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3. 중국의 大明律 관계 자료의 활용 문제와 관련하여 

大明律에 대한 오늘날 가용한 국역본의 번역을 살펴보면, 적지 않게 내용적인 

이해의 불충분함으로 인하여 오역이나 섬세․精緻하지 못한 번역이 발견된다. 이

러한 오류를 피할 수 있는 일차적인 방법은 앞서 언급했듯이 더 정확한 直解文을 

충실하게 이해한 바탕 위에, 이 直解文을 번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적

인 방법만으로는 모든 법률문장의 경우에 그렇듯이 大明律 율문의 정확한 이해에 

부족하다. 가용한 보조 자료를 충분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중국에서 활용되었던 大明律 注解書들을 참고하는 것이 유익하다. 당시 조선에 

그것이 소개되지 않았다든가, 알려지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용되지 않았다든가 하는 

이유는 오늘날 연구자의 입장에서 그 이용을 배제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당시의 시점에서 판단하여 취사선택하는 신중

함과 혜안만 갖추면 될 것이다. 

이상의 필자의 소견에 대하여 심사자 丙은 “대명률 번역 시에는 마땅히 당대뿐만 

아니라 현대의 여러 자료들이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당률, 청률 등도 번역을 위하여 

활용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

하였다. 그러나 왜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어차피 법률문헌의 의미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늘 ‘의미가 불분명’한 것이기도 

하지만 — 그렇지 않다면 해석상의 이견과 학설대립이란 없을 것이다 —, 의미가 

분명하더라도 그것을 더 단단히 근거지우기 위해서는 굳이 참고할 문헌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4. 황사우 사건 자체에 관하여

황사우 사건 자체로 말하자면, 모든 면에서 당시의 天文垂象에 관한 전통적인 

관념을 배경으로 국가제도화된 틀 속에서 문제된 전형적인 사안에 속하는데, 大明

律直解의 시행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사건 당시까지의 고려시대와 조선 초의 

선례들을 고려하더라도 그 법적 규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낼 수가 없었다. 이 

점을 밝혀줄 수도 있을 조선시대 천문 관련사건 전체에 대한 조망과 고찰은 차후의 

과제로 넘기기로 한다.

끝으로 蛇足 한 마디. 심사자 丙은 심사평에서 “황사우 사건에 대한 분석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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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마한 사건에서 많은 것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탁월하다”고 소감을 적었다. 그

러나 이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모든 법률사건은 그 법공동체의 인간의 삶이 

고스란히 반영된 문화의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선왕조실록은 법률사건에 

관한 기사 하나 하나, 그러니까 실제로 실록의 거의 모든 기사가, 조선인의 삶과 

그 규범적 대처방식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유의 성실한 역사의식을 

가지고서 응축적으로 문자화한 미증유의 역사기록이 아닌가. 그 기사들에서 무엇을 

어떻게 간취하고 읽어낼 것인가 하는 것은 법사학이 부지런히 그리고 꾸준히 공략

해야 할 과제이다. 그 작업에는 현행법으로 연마된 전문법학적 식견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삶에 대한 문화적 통찰력과 역사적 상상력 또한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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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f Officials at the Directorate of Astronomy Fail 

to Prophesy Heavenly Portents

— A Case in 1413 under the King Taejong —

Choe, Byoung Jo*

36)

In this paper, I try to express my methodological stance concerning the study of 

Korean legal history, motivated thereto when I have read the Korean translation of a 

case record of the Official Annals of the Yi Dynasty (朝鮮王朝實錄) which had 

occurred in 1413 under the King Taejong (太宗). The king discussed the case of a 

astronomer at the Directorate of Astronomy, Seo-un Gwan (書雲觀), whose prophecy 

had failed to predict exact time of the restoration of the sun from the eclipse by 

difference of one hour-unit. The Korean translation from the classical Chinese in 

which the Annals are written is inaccurate especially in reproducing the king’s intent 

to reward the official from the outset instead of punishing him even if the mandarin 

discussants were fully aware of it and expressing their consent, courteously but 

firmly. It renders the king’s intent to the opposite direction. This occurs because the 

translator failed to grasp the nuance of the questioning word 歟 which induces the 

affirmative answer to the rhetorical question as is the case with the Latin word 

nonne. A comparison of the Korean translations of the pertaining articles of the Dae 

Myeong Ryul (大明律; chin. Da Ming lü) with those of the Dae Myeong Ryul–Jik 

Hae (大明律直解) which is the old-style expository Korean translation of the Dae 

Myeong Ryul in the Yi Dynasty and the other old Chinese commentaries on the Da 

Ming lü has also made it clear that the former have some errors in reproducing legal 

provisions of the Dae Myeong Ryul. My final suggestions are therefore, first, that a 

more precise Korean translation must be prepared and the Dae Myeong Ryul–Jik 

* Professor, College of Law/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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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 is helpful for that purpose more than anything else and, secondly, that the 

Chinese commentaries are, with open mind, to be resorted to. 

And recognizing that the Dae Myeong Ryul–Jik Hae was the consciously 

modified and adjusted translation of the Da Ming lü to adapt it to the Korean 

situation, not a mere reproduction of the Chinese text with meager grammatical aids 

affixed, I maintain, thirdly, that it was in that sense even a new legislation sui 

generis and not only deserves to be, but also must be considered and treated as the 

official text for the Yi Dynasty. I regret, therefore, the practice of the Korean legal 

historians hitherto, who have usually disregarded or put aside it. 

What concerns the case itself, I have examined relevant preceding cases in the 

Goryeo Dynasty (高麗) and the Early Yi Dunasty (朝鮮), but found merely that they 

all shared and presupposed the same basic ideas of the archaic astrological ideology 

which was inseparably implicated with the politics of the ruler. No concrete result is 

to be reached in respect of pertinent legal norms and how a legal sanction was 

derived on the basis of the found facts. A further inquiry into the subsequent cases 

to the end of the Dynasty, I hope, may elucidate the problem.

Keywords: astrology, astronomer, astronomy, auspicium, Da Ming lü, Dae Myeong 

Ryul, Dae Myeong Ryul–Jik Hae, Directorate of Astronomy, eclipse of 

the moon, eclipse of the sun, heavenly portents, lunar eclipse, solar 

eclipse, Yi Dynas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