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국대전의 갱치학: 홉治국가의 이념과 질제 

맥 엔 I I 흔댁정신문화연구뭘 

본 논문은 경국대전에 반영된 조선 전기의 정치이념과， 경국대전의 예치 

국가적 성격이 이후 조선의 정치 및 사회에 미친 영향을 구명(究明)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톨 위해서 먼저 경국대전의 편찬자톨의 정치적 동기와 ‘주례 

(周빼)적 세계판’올 고찰한 다륨 예전(빼典)에 대한 집중적 분석을 룡해 조 

선왕조의 ‘외유내법(外빼內法)적’ 인 성격율 규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국 

대전온 태종 · 셔|조 등의 ‘국왕중심론. 과 정도전 · 셔|종 등의 ‘재상중심론’ 의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 국왕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법률적 첨묵이 뜻하는 

.왕의 법， 그러나 신료에 의한 국정운영.이라는 상징적 의미， 그리고 국왕의 

친족과 공신에 대해서 ‘후히 폰대하되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位I綠 不

任以훌)"의 원칙이 갖는 경험적 지혜 동올 밝혀냈다. 다론 한편 ‘경국대전 

체저|’가 형성된 이후 조선온， 조선전기의 훌世*률의 의도와 달리， 점차 예 

(빼)보다는 치 (治)률 중시하는 체제로 변질되는 촉면도 있었옵율 지적하 

였다. 

제도 그 자체는 스스로 행할 수 없고， 善心만 가지고 청치훌 할 수는 없다 

- 유형원 r랩용演톰훌錄」 1) 

1) 유형원 r，짧樓훌훌」 補遺. 이 말온 “한갓 선심(홈心)만 가지고는 청사훌 할 수 없으며， 

한갓 제도〔法〕만 가지고는 스스로 행해질 수 없다. (徒홈不足以罵政 徒法不能以自行〕는 

맹자의 말(r굶子」 離훌上 第1)올 유형원이 변형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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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셔 론 

경국대전(1460-1485)은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이면서도 사실은 낯선 대상이다. 

중 · 고둥학교 역사책을 통해서 경국대전은 “유교의 정치이념과 의례 · 제도가 집 

약된 조선왕조의 정치규범의 표준이자 근본법전”이라고 배워왔다. 그러나 정작 경 

국대전이 어떤 사랍들에 의해 무엇올 위해 만들어졌는지. 유교 정치이념이라고 할 

때 그것은 어떤 것올 지칭하며，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전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가급적 당시 사람들의 말과 경국대전의 

내용을 통해서 이 같은 물읍들올 풀어가는 한편， 경국대전에 담긴 조선전기 정치 

가들의 예치(禮治)국가론의 이념과 그 실제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경국(經國)’ 이란 말과 ‘대전(大典)’ 이란 법전 형식 

이다. 경국， 또는 비슷한 의미의 경세(經世)란 말은 정도전의 『조선경국전(朝離經 

國典).1이나 정약용의 『경세유표(經世遺表).!1 동의 저술올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렴， 

국가경영 내지 세상올 다스리는 지혜를 가리킨다. 임금이 신하들에게 “경국제세 

(經國濟世)의 방략(方略)을 지녔다"2)라거나 .. 경국의 원대한 지혜〔覆散〕를 가졌 

다" 3) 또는 “경세의 문장(文章)을 갖췄다"4)라고 칭찬하거나， 파거시험에서 “경세 

의 계책에 대하여 쓰라 .. 5)고 할 때의 용법이 그것이다. 유교정치의 특정이기도 한 

경국의 종합적 사유와 실천지향적 지식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역사적 통찰력올 

얻되， 특정의 이념이나 책에 사로잡히지 않고， 국가로 지칭되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유교적 지식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려는 조선전기의 지식인들에게서 자주 발 

견된다. 

다음으로大典’ 이란 말은 역대 임금들이 경세의 큰 지혜률 모아 완성한 것으 

2) 세종이 남은(南閒)에게 한 말 r세종실록J 04/01/05(쫓찾) . 

3) 황회에게 세종이 한 말 r세종실록J 17/03/29(辛표). 

4) 태종이 권근(權近)에게 한 말 r태종실록J 09/02/14(丁~).

5) 세조가 성균판 유생들에게 시험올 보이며 한 말 r세조실록J 04/02#25(쫓未). 정약용에 

따르면 經世란 ”官制 · 田制 ( ... ) 퉁 나라룰 경영하는 제반 제도에 대해셔 ( ... ) 기본 골 
격을 세우고 요목올 베풀어서， 우리나라〔훌郭〕률 새륨게 개혁해보려는 생각”올 말한 

다. 정 약용 r與擔堂全書」 범撥훌誌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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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구히 실시되어야 할 법”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의정부에서 논의되고 국 

왕이 숭낙하여 실시된 법규〔敎릅)6) 모옴집인 .퉁록(鷹錄)’이 임시적인 것〔權宜之 

法〕이라면， 대전은 완성된 조종성헌(祖宗成憲) 의 대법전인 것〔經久之法〕이다. 

그런데 .대전’이라는 용어는 한자문화권의 율령격식(律令格式)이라는 전통적인 

법의 양태에서 벗어난 것이다. 즉 법령올 어긴 자률 처벌하는〔罪之也〕 법규인 律

과， 그것올 어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행정규정 〔法也〕인 令 7) 율령올 시행하 

는 과정에서 그것의 옳고 그릅올 가리는 교정법(橋.ïE法)인 格， 율령에 관계된 시 

행사항의 세목을 규정하는 법활인 式8)이라는 법 양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경국대전 면찬자들이 ‘大典’ 이란 용어률 사용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기본적으로 r조선경국전』에서 ‘典’ 이라는 법률용어훌 사용한 정 

도전의 법사상과 무판하지 않아 보인다. 즉 정도전 둥은 『周禮」의 모텔에 따라서 

조선왕조률 세우려 했고， 天官의 太宰가 “나라의 육전올 맡는다〔掌建郭之六典r 

는 주례의 표현에 따라 .令 이라는 말올 쓰지 않고 .典’ 이라는 용어률 사용한 것 

이다(윤국일 1990, 123-24) .9) 실제로 경국대전 편찬자는 “예로부터 制作의 융성함 

이 주나라만한 것이 없었다”면서， “경국대전이 주나라의 제도와 예법과 표리(表 

훌)를 이루게"10) 제작되었는 바， 그것은 “간결함으로써 번거로움올 제어”하는 ‘6 

천체제’ 와 “덕으로 다스리되” “백성들을 법도 안에 들여놓게"11) 하는 것이라고 데 

6) 법 제정의 기본이 되는 王命은 중국 황제의 경우 助릅 · 聖릅 · 制짧라고 불렸으며， 조선 
국왕의 경우 王릅 · 上릅 · 判읍 · 敎읍 풍으로 기술되었다. 그런데 세종 7년(1425) 7월 
이후부터는 敎冒로 일걷게 되었고. 교지률 하달받은 것을 受敎라 기록하게 되었다 r세 

총실록J 7/7/7( 甲或).

7) r생종실록J 13/1O/08(쫓西). “영(令)이란 법이요， 옳(律)이란 것옹 처벌(盧圖)하는 것” 

이라는 노사신의 말. 다시 말해서 “율이 법령올 어긴 사랍을 처벌하고 제제하는 .... 오늘 

날의 형법”이라면영은 행정적인 명령이나 금지를 규정하는” “오늘날의 행정법이라 

할 수 있다" (김석근 2001 , 52).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r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J (1990). 

9) 정도전의 私홉법전인 r조션경국전J(태조 3, 1394) , 조준이 주판 편찬한 r정쩨육전J(태 

조 6, 1397) , 그리고 r정제속육전J(태총 13, 1413). r경제신찬육전J(세종 8. 1426) 둥도 
모두 ‘典’ 의 형태훌 띠고 있다. 

10) 서거정 r경국대전 序」， r역주 정국대전J(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11) 최항 r정국대전을 율리는 천문(훌文)J. r역주 경국대천J (성남: 한국갱신문화연구원， 

1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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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있다. 

그렇다면 경국대전에 담겨져 있는 유교적 정치이념은 어떤 성격의 것인가. 요약 

해서 말하자면， 경국대전은 ‘공식적으로는 유가를 천명하면서도 실제로는 법가척 

방식에 따라 작동되었던〔外佛內法)' 조선왕조 정치체제의 특정을 잘 보여준다. 잘 

알려진 것처럽， 조선왕조는 “주자학올 바탕으로 한 유교의 정치이념”에 따라 건국 

되었으며 (함병춘 1993 , 341), 조선건국자들의 유교적인 국가구상 (confucian 

program)은 경국대전 안에 구현되었다(김운태 2α)2， 121; M. Deuchler 2003 , 13). 

그런데 경국대전은 제도〔政〕와 형벌〔뻐〕의 현실척 필요성을 인정한 바탕에서 덕 

행〔德〕과 예(禮)의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헌전(憲典)은 6 

전 가운데 하나이지만， 나머지 법전이 모두 현전에 힘입어 이록되지 않는 바 없는 

데， (--.) 특히 형률 같은 것은 현전 중에서도 헌전”이라고 하여 “정치를 보좌하는 

법 〔輔治之法r으로서 헌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12) 문제의식이 그것이다. 

실제로 당시의 국왕과 신료들은 이른바 유가적인 “덕교(德敎)"만으로 정치률 

할 수 없으며， “정치률 돕는 기구와 백성올 어거하는 방법〔輔治之具 細民之術r으 

로서 경국대전과 갈은 법망(法網)을 만들지 않으면 안훤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즉 “정치훌 내는 근원은 비록 덕교에 근본하였다 하더라도 백성을 어거 (鳳車)하는 

도리는 반드시 법제로 말미암는다 .. 는 송회헌(宋希厭)의 말이나13) “덕으로 다스리 

되” “백성들을 법도 안에 들여놓게 “ 해야 한다는 경국대전 편찬자들의 생각이 그 

것이다. 

법망 내지 법제를 통해서 .‘백성들올 어거”하려는 홍치자들의 생각대로 경국대 

전은 세조에 의해서 기틀이 마련된 후 예종 · 성종까지 3대에 걸쳐 수정 · 보완되는 

동안14) 그 당시의 당면과제와 문제해결방식올 내포하게 되었다. 즉 빈번한 강도의 

출몰문제훌15) 고발자 포상제도로 해결하려 한다든지 (제典/補盛條) , “사대부가 의 

12) 정도전 r三峰集』 제 14권 「朝蘇짧園典 하J ， 톰典後序(鄭拖). 

13) r世祖實짧'J 14/06/14(王賣). 出治之源雖本於德敎 而없民之道必因乎法制. 

14) r경국대전」옹 CD 1460년(세조6)에 호전(戶典)의 편찬율 시작으로 하여(병술대전)@ 

1469년(예종1년)에 6천 체제훌 갖추었고(기축대전) @ 1474년(성총5)에 기존의 법전을 

수정 · 보완하여 r경국대전 속록」과 함께 전국에 반포되었으며(갑오대전)， @ 1뼈4년 

(성총15)에 최종척으로 완성하여， 그 다옴해 정월부터 시행되었다. 정국대전의 편찬과 

정과 각 시기별 내용의 변화에 대해서는 윤국일(1990 ， 73-1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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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바이자 “선비의 수족"16) 인 노비의 신분문제를 여러 논의률 거쳐 종모법 

(從母法)으로 정하게 한 것이라든지(제典/公購條) , 논란이 되던 여자의 재혼문제 

를17) 그 부녀의 아들과 손자에 대한 과거용시 금지규정으로 반영시킨 것(體典/諸 

科) 퉁이 그 예이다. 말하자변 경국대전은 15세기 후반기 조선사회를 원어낼 수 

있는 시대의 거울로서 당시의 치안 · 풍속 · 노비 풍의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국대전이 완성 · 반포된 후 조선왕조는 거대한 이 시스댐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국왕과 신료들은 자신들의 조치와 말을 정당화하거나 뒷받침하기 위해 

서 경국대전을 인용했으며. 특정의 정책과 인물올 반대하거나 비판할 때도 경국대 

전을 근거로 들곤 했다. 특히 언관들은 경국대전과 “조종성헌”을 들어서 국왕의 

자의적인 행동을 반대하였는데 18) 경국대전의 언관에 대한 면책특권은 중요한 보 

호막이 되곤 했다. 뿐만 아니라 경국대전은 관료선발의 주요한 시험과목으로서 예 

비관료들의 국가관 형성에도 큰 영향올 미쳤다 19) 요컨대 경국대전은 국정운영의 

중요한 지침이자. 각종 행정행위의 근원이었올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정치적 

문서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기존의 연구를20) 바탕으로 경국대전의 정치성과 그것의 한 

15) r세조실록J 14/03/27(丁젖) . 

16) r세조실록J 14/06/18(병오): 14/06/14 (王寅) . 

17) r셰조실록J 13/08/02(ζ未).

18) 예컨대 연산군이 대간올 잡아 가두차 장령 이달선(李達善) 퉁은 이 같은 조치는 ”조종 

(祖宗)의 성헌(成憲)에 어굿낳” 뿔만 아니라. 이로써 “(경국)대전의 성법이 무너질까 

두렵다”면서 대간의 석방을 요청했다(r연산군일기J 01/08/11 辛西).

19) 예컨대 문과복시(文科覆試) , 무과복시(武짜覆試)， 의과초시(醫科初試) , 수령의 취재 
(取才)나 녹사(錄事)에서 『경국대전』을 강(講=경전을 앞〔臨文〕이나 뒤〔背講〕에 펴놓고 보 

면서 문의(文意)를 강론하게 하는 것)하게 하였으며， 역과초시(~짧파初試)에서도 r경국대 

전』율 해당 언어로 번역하게 하였다. 또한 음양과초시(陰陽科初試). 율과초시(律科初 

試)에서도 『경국대전』을 임문(臨文)하게 하였으며， 서울과 지방의 관리에게는 매년 말 

에 이조(東홈) 및 관찰사가 『경국대전』올 추첨하여 강(講) 시험올 보이게 하여 그 통 

(通) . 불통(不通)올 기록해 두었다가 전최(嚴最)할 때 참작하게 했다. 

20) r정국대전」에 관한 기존의 연구로는 『경국대전」의 역사척 의의 (박병호 1996: 지교헌 
1991) 및 그 편찬과정(이성무 1990: 한상권 1994)올 개괄적으로 셜명한 것과윤리의 
법화(法化)"(최종고 1989, 91) 내지 ’‘법의 윤리화"(김석근 2001 , 67)라는 관점에서 r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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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禮典을 중심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예전온 ‘예치이념의 법전화’ 라는 조선 

조 건국자들의 정치적 프로젝트가 가장 압축적으로 녹아 있는 텍스트라 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자는 경국대전의 편찬으로 조선왕조의 정치가들이 “백성들 

을 법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상대적으로 성공했올지 모르나， 세종시대와 같 

은 조선전기의 ‘활력있는 정치’를 유지시키는 데는 실꽤한 것으로 보고， 유교적 

예치이념이 제도화될 때 야기되는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11. 경국대전의 핸찬과정과 구썽 

1，편찬과정의정치성 

경국대전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세조 6년(1460)에 편찬되기 시작하여 성종 16 

년(1485)에 완성되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정도전의 사찬(私擾)법전인 『조선경국 

전J (태조 3, 1394) , 조준이 주관 편찬한 『경제육전.JI(태조 6, 1397) ,21) rr경제속육 

전J(태종 13 , 1413) , r경제신찬육전J(세종 8, 1426) 둥의 법전이 있었다.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왜 조선왕조의 건국자들은 이전의 왕조와 달리 국가의 통일된 법 

전올 편찬하려 했는가하는 점과， 이 전에 법전이 여렷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조 

가 경국대전이라는 또 다른 통일법전을 마련하려 했는가 하는 점이다. 나아가 『속 

대전J . Ii"대전통편J . rr대전회통』과 같은 조선후기의 일련의 법전이 편찬된 배경과 

그것의 정치적 의의는 무엇인가.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 군주로서 태조의 정치적 의지와 ‘조선왕조의 셜계자’ 정도전의 의도 

이다. 고려말의 정치 및 사회적 혼란올 배경으로 조선왕조를 창업한 이성계는 자 

신의 왕조가 그 이전의 왕조와 연속적이면서도 차별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 

가 있었고 22) 조선건국기의 .왕자의 난’ 을 겪으면서 그는 더욱더 정치의 요체가 

국대전」의 법 판념 및 정치이념에 주목한 글， 그리고 “경국대전 체제”의 신분구조률 분 

석한 최근의 논문(조우영 2(03) 퉁올 들 수 있다. 

21) r조선정국전J • r경제문감'J . r경제육전」의 법 사상에 대해서는 지교헌의 글(1991 ， 28-

38)을 참조할 것. 

22) ‘즉위교서. 에서 이성계는 ‘의장(農章)과 법제(法制)는 한철같이 고려의 고사(故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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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에 있다고 믿고， 이롤 선언하기에 이르혔다 23) 이성계의 이같온 법치에 대한 

강조는 다른 한펀 전제왕정의 필수적 조건이기도 하다. 정도전의 .재상중심의 정 

치 〔家宰論〕’ 나 ‘간관(課官)제도론’ 에서 볼 수 있듯이 • 조선의 건국자돌은 전제정 

으로 전락가능한 왕정체제 (kingship)의 근본적 취약성올 인식하고 있었다. “인주의 

자질에는 어리석은 자질도 있고 현명한 자질도 있으며， 강력한 자질도 있고 유약 

한 자질도 있어서 한결같지 않으니” 총재가 적절하게 보좌하여 “인주로 하여금 大

中의 지경에 들게 해야 한다’'24)는 말이 그것이다11'조선경국전』 및 『경제육전」과 

같은 통일 법전의 편찬 동기도 바로 이같은 맥락에서 찾을 수 있겠다. 

둘째， 세종시대부터 본격화된 의례와 제도에 대한 연구를 종합 · 법전화 해야 할 

필요성이다. 세종은 예조 · 의례상정소 · 집현전의 신하들로 하여금 정도전 동의 

저작에 반영된 중국 古制와 고려시대까지 전해 내려온 유교적 의례를 종합하고 옴 

악올 정리하는 한편， 각종 역사서(6"고려사J . i'자치통감훈의J)와 유교경서 및 유교 

윤리서 (1'사서언해.JI . D"대학연의.! . 1"효행록J . l'삼강행실.0) 동을 편찬하게 하였다. 

『오례의주(五禮樓注)J나 세조 2년(1456)에 편찬된 『세종조상정의주(世宗朝詳定構 

注)J와 『세종실록오례(世宗賣鐵표禮).0 둥은 조선왕조의 유교척인 예제의 토대가 

되었으며1"주자가례』에 입각해 혼례 · 상례 · 봉제사 · 양자법 퉁올 규정하였는데， 

이로써 일반백성들의 가족제도 및 가정의례가 유교적으로 재정립될 수 있었다(이 

영 춘 2001 , 104-106). 

그러나 이같온 의례의 집성과 서척의 편찬이 곧 예치국가률 가능케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누척된 국왕의 수교와 빈번한 체제의 변화， 그리고 여러 법전의 공 

존으로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일선의 관리들도 의례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 

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유교척 예치이념의 관점에서 품계와 기능에 따 

라 행정체계를 재조직하되， 이를 통일된 종합법전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었다. 톡 

의거하게 “ 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판혼상제의 예법에 있어서는 총래 불교적 방식율 버 
리고 유교식 예법올 따라야 함올 천명하였다(r태조실록J 1/7/20 丁未).

23) “서올과 지방의 형(뻐)을 판결하는 판원온 무릇 공사(公私)의 범최률， 반드시 〈대명률 

(大明律))의 션칙(宣勳)올 추탈(追훌)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사첩(謝貼)을 회수하게 

하고， 자산(훌慶)을 관청에 몰수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가산(家塵)올 몰수하게 할 

것”이라고 하여 이성계는 ‘준법선언’ 을 하였다(r태조실륙J 1/7/20 丁未) . 

24) 정도전 r삼봉집』 제l3권 · 조선경국전 上. 治典總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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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이러한 법전을 과거 및 승진시험의 과목￡로 선정함으로써 관료의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와 행정구조에 대한 이해도 제고될 수 있었다. 

셋째， 단종으로부터 왕위룰 찬탈했던 세조의 정치적 목적이다. 즉 경국대전 편 

찬은， 그 동안 다루어지지 않았지만찬탈군주 세조의 정치적 필요성을 배경으 

로 하고 있다. 일종의 ‘궁중쿠데타’ 를 통해 집권한 세조는 자신의 집권올 정당화 

하고 통치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경국대전이라는 ‘국가적 대사업. 올 추진할 필요 

가 있었다. “세조 혜장대왕께서는 聖神하시고 文武를 겸전하시어 간사한 무리들올 

몰아내어 세상을 편안히 하섬에 어려움올 두루 겪으시었고， 六龍올 타고 왕위에 

오르심에 처음부터 끝까지 크게 밝히셨습니다라는 최항의 「경국대전을 올리는 

글〔쫓文JJ은 왜 세조에 의해 경국대전이 편찬되기 시작했는가를 이해하게 하는 실 

마리이다. 그 이전의 법전과앙) 차별성을 갖는 “萬代의 成法‘’ (r경국대전 序J)을 만 

들어 지배의 정당성올 강화하고 통치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세조의 정치척 동기가 

바로그것이다. 

이러한 법전 편찬의 정치성은 영조가 『속대전』올 편찬할 때나 정조가 『대전통 

편』을 편찬할 때 , 그리고 대원군이 『대전회통』올 편찬할 때도 상황은 다르지만 공 

통적으로 나타났다. 즉 경국대전이 처음 기획되어 추진된 시기는 왕권의 강화를 

강력하게 지향하던 세조시대이며， 국왕이 정국올 주도하던 영 · 정조의 당명정치 

기에 『속대전』과 『대전통편』과 같은 ‘大典’ 이 편찬되었던 것이다. 또한 고종 초년 

에 이루어진 『대전회통』의 경우도 국왕의 생부 대원군이 권력을 집중척으로 장악 

하여 행사하려고 시도하던 시기에 편찬되었다. 말하자변 조선조 4대법전의 편찬사 

례에서 볼 수 있듯이 왕권의 강약과 법전편찬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대 

체로 정치적 위기률 극복한 국왕 내지 최고권력자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추진하는 개혁정책올 정당화하기 위하여 대전류나 통고류의 법전올 편찬하였다. 

“이에 비해 붕당간의 역학관계가 정국운영의 중심축을 이루는 붕당정치기에는 속 

록류나 집록류 외에 통고류나 대전류의 법전 편찬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 

“국왕의 위상과 권한이 극도로 약화되고 정치권력의 중심이 벌열가문으로 이동한 

25) 조선시대 이전의 법전의 예로는， 고조선의 r8조법금J(r漢書』지리지) . 고구려 · 신라 · 
백제의 법치에 대한 기록(r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소수림왕 3년조， 백제본기 다루왕 6 

년조 .28년조， 신라본기 법흥왕 7년조 퉁， 지교린 1991 , 26-27), 고려시대의 r8關계율」 
(한영 우 1997 , 73) 둥올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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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도정치기에는 훤고류 외에는 대전류나 통고류 둥의 법전 편찬이 거의 이루어지 

지 않았다는 지적은 법전편찬의 정치성을 잘 보여준다(홍순민 1998 , 205).26) 

2, 구성메 나타난 ‘빼빼的 셰계관’ 

그렇다면 경국대전27)은 어떤 내용올 담고 있는가. 이 법전은 모두 6권으로 更

典·戶典·體典·兵典·페典·그[典이 각각 1권을 이루고 있으며， 서문 격으로 

「경국대전 序J(서거정)와 「경국대전을 올리는 글〔훌文)J (최항)이 앞에 불어 있다. 

경국대전은 편찬자 서거정의 말처럼 “周官 · 周禮와 함께 서로 표리를 이루고” 

있는데， 이는 우주의 질서에 상웅하는 종합법전이라는 의미와 함께， 병전 · 형전보 

다 예전을 우선시하는 체제률 따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경국대전은 천지(天地)와 사시(四時)로 비유되는 주례의 자연관과 유기 

적 세계관을 지향하고 있다. “예로부터 제작의 융성함이 주나라만한 것이 없었는 

데， 주관(周官)에서는 육경(六9뼈)을 나누어 천지(天地)와 사시(四時)에 짝하였으 

니， 육경의 직책은 하나만 없어도 안된다 는 편찬자(서거정)의 말이 그것이다. 특 

히 국왕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세조의 노력으로 인해 약간 모호하게 설정되긴 했지 

만， 국정의 총괄자로서 재상의 위상과 역할에서 ‘주례적 체재(體載)’의 영향올 발 

견할 수 있다. 즉 “정권은 재상에게 있지 않으면 안된다〔政*휩;可不在宰相r왜)라 

는 정도전의 재상중심의 정치론과， “모든 일이 (국왕의) 한 몸에 모이는 수고로 

움"29)을 자청했던 태종과 “한 사랍에게 명령을 듣는 의리"30)를 강조하면서 재상 

에게로의 권력 위임을 거부한 세조의 국왕중심론， 그리고 ”태조께서 제정하여 놓 

으신 법에 따라서 ( ... ) 재상에게 전임 (專任)"하게 3 1) 하겠다는 세종의 생각이 절충 

26) 정긍식 역시 “법전편찬 자체가 정치적 사건”이라고 하면서， “법전 편찬은 강력한 권력 

의 후원 아래 진행”되었던 역사적인 사례로 “중국에서 진시황제의 법제정비 .. 와 “유럽 

에서의 나폴레옹 법전편찬” 그리고 “5.16 후의 구법령 정비사업” 둥올 들었다(정긍식 

2001 , 341). 

27) 현존하는 『경국대전」은 성종 15년에 최종 수정 반포된 ‘ζB大典’ 으로서 史庫本 · 平壞
本 · 훌뼈本 · 大邱本 둥이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6권 4책 내지 6권 3책으로 되어 있다. 

28) 갱도전三峰集』 제9권 「經濟文짧상J. 

29) r太宗實錄J 14/04/17(康申).

30) r世祖實錄J 07/06/23(王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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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결과， 의정부의 권능은 어정쩡한 상태로 32) 그러나 국정의 총괄자로서의 위상 

이 명기되었다. “의정부는 百官올 통솔하고， 온갖 정사〔應政〕를 공명히 하며， 음 

양을 고르게 하며 , 나라〔郭國]를 운영해간다〔經輪)"(更典 京官職)는 표현이 그것 

이다. 이처럼 태종과 세조와 같은 강력한 국왕들의 ‘국왕중심정치론’ 에도 불구하 

고 경국대전에 재상의 역할을 중요하게 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 

가. 그것은 “전장법도(典童法度)가 주나라에 이르러 크게 구비되어 진선진미해져 

서 렬어내거나 더할 것이 없게 되었다"33)는 말처럼， 주례 체재의 제도적 완결성에 

대한 인식과， 제도개혁의 모델로서 주례가 갖는 실용성 때문이었다(최연식 2003 , 

227).짜) 요컨대 경국대전은 “天地四時에 짝하여” 만들어진 “周官의 六9빼’을 모델 

로 삼아 구성되었으며， 인재의 선발과 파견〔更典〕으로부터 사회기간산업의 관리 

(I典〕에 이르기까지 국가경영의 총괄자로서 - 원칙적인 의미에서 - 재상의 역 

할을 고려한 가운데 만들어진 종합법전이다. 

둘째， 周代의 예에 따라서 6분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는 경국대전의 체제는 고 

려시대와 같다. 그러나 경국대전은 고려시대 법전35)의 更 · 兵 · 戶 . 7flJ . 禮 · 工部

31) r世宗實錄J 18/1여/12(여申) 

32) 최숭회는 경국대전이 “독단척인 세조시대가 지나”간 시첨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왕권 

과 의정부 .6조의 정치권력이 균형”울 이룬 상태로 “완성”될 수 있었다고 본다(최숭회 

2002 , 377). 그런데 r경국대전」의 의정부에 관한 규정올 “균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올 r조선경국전」과 비교해 본다면， 어정쩡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라고생각된다. 

33) 丁若짧 r與擔堂全홉J <論語古今註〉 薦政下.

34) 정도전이나 갱약용 퉁이 『주례』훌 모델로 하여 국가의 툴올 구성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주례」의 천관총채(天官家宰) . 지관사도(地官司徒) . 춘 

판종백 (春官宗伯) . 하판사마(夏官司馬) . 추관사구(秋官러뚫) . 동관고공기 (~官考工

記)의 예에 따라서， 정도전은 치전(治典) . 부전(嚴典) . 예천(續典) . 청전(政典) . 헌 

전(憲典) . 공전(T典)의 순서로 〈조선경국전〉을 썼으며， 청약용도 천관이조(天官更 

홈) . 지관호조(地官戶홈) . 춘관예조(春官禮홈) . 하관병조(夏官兵홈) . 추판형조(秋官 

빼j홉) . 동관공조(쪽官I홈)의 순서로 〈경세유표〉훌 구생했다. 정도전 r三峰集J <朝解

輕園典〉 上 · 下， 丁若훌 r與種堂全홉J <經世遺表>.

35) 고려시대의 법전으로는 김지(金址)의 r주판육익(周官六훌)J과 r8빼빼律」 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現홉하지 않는다 r고려사」 페法志나 고려말의 법전올 흥해서 

그 내용을 추론할 수 있을 뿔이다(이성무 1990, 86-87: 한영우 1997,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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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서에 변경울 가하여 호전과 예전올 앞으로 배치하는 동 차별성올 보이고 있 

다. 세종 즉위년(1418)부터 순서가 바해어서 나타나고 있는 이 같은 법전 체제는 

채정과 세금 문제가 보다 복잡 다양해지고， 문화의 폭이 넓어졌다는 반증으로 해 

석되고 있다 36) 그런데 병전의 앞에 예전이 위치해있다는 것은 “예로써 법올 삼았 

던〔以禮而寫法)"37) 주례(周禮)의 체제를 따른다는 일차적 의미와 함께， 사병혁파 

이후 文民政治를 강조하려는 국왕과 신료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주례적 세계관에 따라 구성된 육전(六典)의 주요 내용올 경국대전을 중 

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치의 기본이 되는 중앙파 지방의 판제， 관리의 품계와 소속， 관리의 임 

면 · 사령 퉁올 담고 있는 이전(更典)이다(총 29항). 관제(정부조직)와 관련하여 

更典은 @ 먼저 宮中에 해당하는 내명부 · 외명부 · 종친부 · 충훈부〔功닮) . 의빈부 

(왕의 사위) . 돈녕부(왕의 먼 친척과 외척) . 내시부 둥이 각각의 품계와 명청이 

열거되어 있다.@ 更典에는 또한 의정부를 정점으로 하는 6조 중심의 관료체계와 

각각의 부속판청〔屬衛門〕의 역할과 관원 수 38) 그리고 직함(職衛)의 기록법39) 퉁 

올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인사행정에 해당하는 관리의 둥용절차와 근무규 

정 퉁이 나와있는 바， 취재(取才) . 천거(薦暴) . 제파(謝파)， 제수(除授) . 고신 

(告身) . 포펌(慶많) 둥이 그것이다. 또한 노인직(老A職) . 급가(給假) . 추중(追 

뼈) . 중시(觸誼) 동 관리의 복지 측면에 관한 제반 사항도 규정되어 있다.@ 更典

은 지방관제로서 8도와 부 · 목 · 도호부 · 군 · 현에 관한 규정은 물론 특수지방관 

청으로서 한성부와 개성부 동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둘째， 나라의 재정 경제와 관련된 호전(戶典)에서는 국가경비， 호적， 조세제도， 

토지제도 퉁이 포함되어 있다(30항) . 즉 호전은 @ 채정과 정부물품 조달〔창고와 

36) 한우근 외l'역주 경국대전: 주석면J(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303쪽. 
37) 丁若빼1'.經世遺表』 郭禮草本引 . 

38) 예컨대 경판직 정일품 아푼 의정부(議政府) 조항에는 그 역할(百官룡슐， 정사〔應政〕의 

공명수행. 음양의 조화， 웰園의 운영)을 기록한 다옴， “정 1품 영의정. 화-우의정 각 1 

원， 종1품 좌-우찬성 각 l원， 정2품 좌-우참찬 각 1원， 정4품 舍A2원. 정5품 檢詳 1원， 

정8품 司짧 2훤”이라고 하여 인원올 규쩡하고 있다(更典 京衝前) . 

39) 예컨대 ”대체로 직함은 먼저 품계〔階〕률 쓴 다음에 관청〔司〕이릅올 쓰며， 그 다음에 벼 

술을쓴다. 이 때， 품계가높고벼슬이 낮으면 행(行)이라하고， 품계가낮고벼슬이 높 

으면 수(守)라고 한다. 행자와 수자는 관청 이름 위에 쓴다 퉁이 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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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과 관련된 사항 및 화폐 둥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 수조권(收租 

權)을 기준으로 각종 토지의 유형을 분류한 다음， 토지의 상속과 매매 동올 규정 

하고 있다. 호전에는 또한 @ 조세의 방법으로서 ‘전분 6동 연분 9퉁 이라는 개편 

된 세제〔룰法〕와 토지측량〔量田〕의 문제， 그리고 @ 조세의 유형으로서 공물(貴 

物， 현물조세) , 부세 (願鏡， 잡세) , 부역 (眼彼， 노동력 ) 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호전에는 @ 토지 · 가옥 · 노비 · 우마의 매매와 둥기 제도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셋째， 교육 · 문화 · 외교에 해당하는 예전(채觀훌)에는 예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신유학자들의 생각들이 녹아들어 있다(61항). 즉 교육과 과거제도， 국가행사와 관 

련된 構式과 禮服사항， 가정의례 규정， 그리고 외교관계 퉁이 그것이다.CD 먼저 

문파 · 무과 · 잡과에 대한 규정， 성균관과 사학 유생의 교육이 포함된다.@ 다음 

으로 국가행사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오례의’를 적용한다”라고 하여 보조적이 

법규로 r국조오례의』률40) 준용함올 명시하고 있다.@ 관혼상제 (冠婚喪察)에 관 

한 규정과 事大字小에 관한 외교규정도 예전의 중요한 내용이다.@) 예전의 묻부 

분에는 음악 · 불교 · 각종 인장 및 공문서 작성양식이 규정되어 있다~대전회통』 

예전에는 과거제도와 판련된 규정이 훨씬 상세해졌고， 예치의 구현올 위한 내용도 

한충 강화되었는데 이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넷째， 군제와 군사에 관한 규정인 병전(兵典)에는 국방과 궁성 수비， 군사조직 

동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51항).CD 먼저 중앙 군사기구(京官職)로 중추 

부 · 오위도총부 · 오위 · 겸사복 · 내금위 · 훈련원 · 세자익위사 퉁이 포함된다.@ 

40) r오혜의』로 약칭되기도 하는 『國朝표禮嚴』는 셰종의 命에 의해 당시 집현전 학사였던 

정척(鄭隆) . 변효문(下孝文) 둥이 면찬올 시작하여， 성종(成宗) 5년(1474)에 신숙주 

(申꿨빠) . 정척 동에 의해 완성된 책이다. 편찬하는 과정에서 홍무예제(洪武禮制) 및 

고금(古今)의 예서(禮書)를 살피고 두우(암佑)의 『통전(通典)J의 체재(體載)를 따랐는 

떼， 특히 『통전(通典)J올 크게 참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례(五禮)는 @ 천지산천 

(天地山川) . 종묘사직(宗廠社樓) . 문선왕(文宣王=공자) . 능묘(陸養) 둥에 대한 제사 
의례(察祝優禮)의 절차룰 밝힌 킬례(솜禮)， @ 조하(朝寶) . 조참(朝參) . 왕가(王家)의 
혼례(婚禮) . 과거(科暴) . 각종 연회의 절차를 밝힌 가례(嘉禮)， @ 외교사신(外交使 

닮) 및 문서를 웅대하기 위한 빈례(훌禮)， @ 열병(閔兵) . 강무(講武) . 향사(혔關) . 
일식(日食) 때의 의례(樓禮)에 관한 군례(軍禮)， @장상(裵喪)의 절차를 밝힌 흉례(j2g 

禮)를 가리킨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r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J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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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군사기구(外官職)로는 절도사의 군영인 주진(主鎭)， 절제사 · 첨철제사의 진 

영인 거진(표鎭) , 동첨절제사 · 만호 · 도위의 진영언 제진(諸鎭) 퉁이 있다.@ 그 

외에 병전에는 무과시험과 취재〔試取J. 군역， 그리고 성곽과 보루〔城뚫) . 무기〔軍 

器) . 병선(兵船) . 봉수(像緣) . 역마(購馬) 둥 군사관련 사항올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병조판서의 지휘룰 받는 오위(표衛)의 위상인데， 이는 임 

진왜란 이후 오군영올 중심으로 분산된 군령체계와 달리병조에 의한 단일적 군 

령체계”의 특정올 보여준다(이태진 1985 , 87). 

다섯째， 형벌과 재판， 노비에 관한 형전 GflJ典) 조항이다(28항). 형전은 장예원 

(掌錄院)과 전옥서(典鐵홈)를 그 소속 관청으로 규청한 다음， 곧바로 “r대명률』올 

적용한다〔用律r라고 하여 형률로셔 대명률의 위치를 명기하고 있다. 즉 일반적인 

형률로서 『대명률』을 따르되， 대명률에 없거나 맞지 않는 부분올 경국대전 형률에 

의거해 척용하겠다는 것이다. 일반법으로서 대명률과 특별법으로서 경국대전 형 

전이 공존하는 체제인 셈이다. 이 때문에 경국대전 형전은 그 실제척인 적용 사항 

의 방대성에도 불구하고， 범죄사건 처결의 기한， 죄인의 구금， 죄인에 대한 신문 

및 처결 퉁 각종 형옥에 관한 사항올 간소화할 수 있었다. 즉 @ 형사법과 관련하 

여 범죄사항규정， 죄인에 대한신문및 처결절차， 억울한사정에 대한상소의 방법 

둥이 그것이다.@ 다른 한편 국가기강 및 @ 노비제도에 관한 규정온 형옥에 판한 

사항보다 훨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간악한 향리〔元惡椰更〕에 관한 규정파， 

웃어른 고발죄〔告尊長J. 소원(訴옳) 둥에 관한 사항， 公 · 私 노비에 관한 사항， 천 

첩 (購훌)자녀의 문제 둥에 대해서는 상당한 분량올 할애해 규정하고 있다 41) 

여섯째， 도로 · 교량 · 도량형 동에 관한 공전(工典) 조항이다(14항).CD 사회기 

간산업의 건설 · 유지 ·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도로와 다리〔橋梁J. 배와 수레〔冊 

41) r대전회통』의 형전에서는 『속대전」에서 중보되었던 살인사건〔般鐵J ， 변사체의 검시 〔檢

險J ， 강간법〔훌犯J. 공 · 사 노비가 대가를 지불하고 노비 신분올 변하는 사항〔免體〕 동 
11개 항목을 포함하여 r대전회통」에서 새로 추가된 강상죄(鋼常罪)에 대한 엄한 처벌 

규정과 공노비 혁파 조항 둥이 주목된다. 이 중에서 폰속과 비속 · 형제 간의 차서 (次
序) 또는 처첩간의 가족범최는 동일한 사안의 다른 경우보다 엄하게 취급하고 있는 바， 

이는 흐트러진 유교적 규범윤리를 강화하려는 국가적 노력으로 볼 수 있다(이재룡 

1995 , 249-258). 특히 r대전회통』에서 추가된 “부모상에 분상(흉喪)하지 않는 자”에 대 

한 처벌 조항(형전 推斷)은 천주교의 유입과정에서 나타난 제사빼지 〔廢察쩌eJ와 같은 

사회척 문제에 대한 법적 장치의 보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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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에 판한 규정이 그것이다.@ 또한 도량형에 관한 공조와 명시서 및 巨鎭의 역 

활 동이 들어 있다.@ 그리고 공전에는 중앙 및 지방관청의 장공인(!iÍ工A)의 수 

와 임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국대전에는 조선왕조라는 거대한 판료제률 유지 

시키기 위한 각종 사함들이 종합적으로 들어 있다. 즉 인채를 선발하고 파견하는 

과정(인사행정) . 국가재정의 운영(재무행정) . 형벌 및 재판규정(형법) . 국가의 대 

내외척 의식(構式)과 행정절차사항(행정법) . 노비 · 토지 동 각종 재산의 관리 및 

운영규칙(민법) 풍에 관한사항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경국대전 편찬자들 

이 가장 역정을 둔 것은 禮典으로서， “회암(P훨홈， 주자)이 한때에 꾀한 것을 모방 

하여 , 동방(東方)에 백대 (百代)의 법전을 세운” 세조나42) “상사(喪事)를 한결같 

이 r주자가례(朱子家禮)J와 같이 한 것"43)을 청송하는 사대부들에게 있어서 예전 

은 높은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의장(樓章)과 법제(法制)는 한결같이 고려의 고사(故事)에 의거하게"44) 

한 태조의 즉위교서에서 나타나듯이 과거와 큰 차이가 없었던 이전과 형전 둥과 

달리， 교육과 관혼상제의 예법 둥의 변화는 백성들의 실생활에 직접척으로 영향을 

주었올 것으로 보인다. 즉 관혼상제와 관련된 사서인(士應A)의 생활예법올 종래 

의 불교식이 아닌 r주자가례」에 입각하여 시행케 한 것이나， 학교를 세워 사서(四 

書)와 오경(五經)을 가르치되， 그 중 경의에 밝고 덕행올 닦은 사람올 과거롤 통 

해 선발하고， 충신 · 효자 · 의부(義夫) . 절부(節續)률 발탁 둥용， 정표(推表)한다 

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렇게 볼 때 r정국대전』은 국가를 하나의 학교로 보는 성리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교칙(按則)’과 같은 것으로서， 이상적인 예치와 현실적 

인 법치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의 결정이었다. 즉 “학교를 진흥”시켜 (更典 考課)

“백성올 다스리어 교화하게 하되 그들의 본성올 되찾도록 하는 것"(r대학장구서J) 

올 정치척 목표로 삼으면서도， 상벌이라는 당근과 채찍을 동원하는 법가적 방식을 

아울러 법제화한 것이다. 

42) r세조실륙J 14/06/14(王寅).

43) r성총실록J 04/02/1O(辛未).

44) r태조실록J Ol/07/28(丁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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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국대전애 나타난 애치사획 기획: 禮典흩 중심으로 

1 빼훌의구성:빼치국가론의이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경국대전의 예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가. 유교척 예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를 재정비하려는〔以禮而罵法〕 경국대전 예전의 내용을 차 

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의 선발과정과 관원 상호간의 예법에 관한 규정이다. 인사행정의 핵 

심에 해당하는 관료의 선발과정은 각종 시험〔諸科〕 및 실무를 통한 관리의 선발 

〔取才〕로 이루어져 있는데， 웅시자격과 시험과목， 선발 과정 및 방법， 선발인원 둥 

을 세세하게 나열되어 있다. 또한 예전에는 각종 회의 때 관원들의 품계에 따라 요 

구되는 의관(衣冠) . 복식 (服節) . 숭여 (乘與) . 마구(馬具) 퉁올 차별화하여 규정 

하고 있다〔憐章) . 뿐만 아니라， 경외(京外)의 관리들을 관아에서 맞이하고 전송하 

는 예법 〔京外官迎送〕 및 관리들 상호간의 상견례 〔京外官相見〕와， 함께 모였올 때 

의 좌차(座次)와 예식〔會座〕도 셜명되어있다 45) 새로 당상판직올 제수받은 관원 

이 의정부 · 이조 · 소속 아문에 인사하는 법〔參調〕 및 관인의 사용〔用引〕과 서 

류 · 문서 · 서책의 보관〔藏文書J. 의정부가 입법 · 법개정시나 기복(起復)시 각 아 

문에 발급하는 공문서의 형식〔公牌) , 사헌부의 각 관아에 대한 연말 결산과 검사 

에 관한 규정〔請臺J. 각종 공문서의 작성법과 그 양식， 그리고 각 관아에서 사헌부 

45) 즉 "7홈 이하가 5.6품에게는 계단 아래에서， 3.4폼에게는 중문(中門) 안에서， 2품에 

게는 중문 밖에서， 1품에게는 대문(大門) 밖에서 공손히 몸올 굽힌다〔輪뿔)"라는 「예 

전」 경 · 외관영송(京外官迎送)의 구절이나， “품계 차이가 둘〔隔等〕인 자는 앞에 나아 
가 재배(再拜)하고 상관(上官)은 답배(答拜)하지 아니한다. 품계 차이가 하나〔差等〕이 

면 답배한다. 옵례(揚禮)인 경우에는 격퉁(隔等)인 자가 앞에 나아가 읍(輯)하고 상관 

(上官)은 답융(答揚)하지 아니한다. 차퉁(差等)이면 답옵한다”는 구절(r예전」 京外官

相見)， 그리고 “당상관이 모여 앉울 때 정 1품은 북쪽， 총1품은 동쪽， 2폼온 서쪽， 3품온 

남쪽에 앉는다. c…] 정 1품이 없으면 총1품이 북쪽， 2품이 통쪽， 3품이 서쪽에 앉고， 3 

품 이하의 판원(官員)은 3품이 북쪽， 4품이 동쪽， 6품 이상이 서쪽， 7품 이하가 남쪽에 

앉는다 .. (r예전」 京外官슐坐)라고 하여 앉는 위치까지도 일정한 예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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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방의 관노비를 중앙으로 뽑아 올리는 일〔選上〕 역시 예전의 중요한 사항 

이다. 

둘째， 학업과 선행올 권장하는 사항이다〔雙動J. 예전은 성균관·사부학당〔四 

學) . 향교 둥 주요 학교에 입학할 자격과 정원수， 그리고 배울 학과목 둥율 규정 

하고 있다〔生徒J. 또한 학업의 권장을 위해서 과거급제자를 많이 배출한 부모와 

스숭에 대해 포상하였다. 즉 “다섯 아들올 과거에 급제시킨 자〔五子登科者〕의 부 

모에게는 왕이 쌀〔歲陽米〕올 내려 주되 이미 죽었으면 추중(追體)하고 치제(致察) 

한다는 구절이나， “매 과거 뒤에 가르친 유생(↑짧生) 중에 문과급제 3인(지방은 l 

인) 혹은 생원 · 진사 10인(지방은 5인) 이상올 낸 자는 그 스승을 왕에게 보고하 

여 품계롤 올려 준다는 구절이 그것이다. 특히 “효도 · 우애 · 절의 동의 선행올 

한 자”에 대한 포상 조항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즉 “효자(孝子) , 순손(順孫). 절부 

(節婚). 나라률 위하여 죽은자의 자손， 화목한 집안〔陸族J. 구환(救愚)과 같은둥 

속”에 대해서는 해마다 연말에 예조에서 정기적으로 기록하여 왕에게 아뢰어〔錄 

향〕 “상직(賞職)을 주거나 혹은 상물(賞物)을 주며 더욱 특이한 자는 정문(雄門) 

올 세워 주고 요역올 면제해준다〔復戶r는 조항이 그것이다. 

셋째， 상례와 제사의 예에 판한 규정이다. 예전에는 망자(亡者)와의 친소(親陳) 

및 망자의 신분에 따라 차별화된 다섯가지 종류의 상복〔五服〕이 자세히 나열되고 

있는데 , 크게 참최 (新훌， 3년복) . 자최 (齊豪， 1년복) . 대공(大功， 9개월복) . 소공 

(小功， 5개월복) . 시마(總麻， 3개월복) 둥으로 구분된다. 상복의 종류에 따라서 

애도의 갚이와 휴가 일수 둥도 다르게 적용되었다. 또한 각종 제사〔했禮) , 침묘 

(寢뼈) 및 산롱의 점검〔奉審J. 왕족 · 대신의 제사에 대한 국가의 예절〔致察) , 종 

친 · 대신들의 사망시 국가의 조문 및 부의 (ß흉憐) 예절〔喪裵) . 관료들의 시제(時 

察) . 초상 · 기일(룹日) 때의 휴가기간〔給假) . 그리고 사서인(士應A)의 봉사대수 

(奉祝代數)와 그 책임자에 관한 것도 규정되어있다. 

넷째， 각종 의식〔僅註) . 연향(훌享) 및 외교의례에 관한 규정이다. 경국대전에 

는 “각종 의식은 세종때 편찬된 『국조오례의』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기별 

로 종친 · 의빈 · 원정공신들 및 노인과 사신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것에 대해 규정 

되어있다. 또한 중국 사신〔使百〕과 일본 · 유구 동의 사객(使客)올 맞이하는 절차 

및 자격， 그리고 중국황제에게 올리는 외교문서〔奏本〕 작성법 풍을 규정하고 있 

다 46)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종친과 공신에 대한 예우 규정이다. 왕의 자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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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손(玄孫. 4ft孫) 밖의 同姓의 친척 〔宗〕파 왕의 父系〔親〕올 지칭하는 종친(宗親) 

에 대하여 경국대전은 영의정 다음의 관계(官階)를 부여하여 봉작(封홈)과 후록 

(庫雄)으로 우대하였으나〔尊位重緣〕 정사〔職事〕를 맡기지 않고〔不任以事〕 “親親

의 道”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뽕만 아니라 충훈부를 두어서 공신들올. 의빈 

부를 두어서 왕의 사위들〔關馬〕올， 그리고 돈녕부를 두어서 왕의 친족〔王觀〕파 외 

척올 담당하게 했다.찌) 말하자면 국왕과 왕비를 중심으로 그 주위의 모든 친족 및 

공신과의 관계훌 법제화하고 제도척으로 규정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한 것이 

다. 이는 역사적으로 종친과 외척의 정치개입이 가져온 후유증의 산물이자， 蘇初

‘왕자의 난’ 퉁올 거치면서 깨달은 교훈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공신들의 官府인 충훈부의 성격이다. 건국 및 국가척 위기를 극복케 한 공신 

들에게 3정숭 바로 밑의 지위를 주고， 세습토지인 功몸田 및 훈호(勳號)를 내리는 

식으로 우대함으로써 국왕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가 권력의 중압으로 인해 부패 

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화했음올 알 수 있다. 

다섯째. 사가(私家) 및 종실(宗室)의 결혼〔婚據〕에 대한 규정， 후사(後關) 세우 

는 일〔立後) . 그리고 음악에 관련된 사항〔雅倚樂J. 출가하여 숭려가 되는 일〔度 

뺨〕 및 절〔좋社〕의 창건과 증수(增修)에 관한 규정 둥이다. 기타 잡령 (雜令)올 두 

어서 제사률 지내지 않는 자나 과거시험 부정， 관리의 준법 사항 둥에 대해서 서술 

하고있다. 

46) “사대문서(事大文書)는 사신이 여청에 오르기 7.8일 전에 왕에게 보고〔량達〕한다. 

( ... ) 표(表) . 전(훌)은 본조(本홉)가 예문관에 공문을 보내어 글올 짓게 하며 무릇 사 

대문서에는 모두 어휘 (뼈譯=왕의 이릅)와 묘휘 (뼈譯=종묘에 있는 선왕의 이름)를 회 

피하며 본조(本朝)는 다른 글자로 대신 쓰되 두 자인 경우에는 한 자만은 회피하지 아 

니한다. ((예전〕 事大)는 구절이나， 일본국왕， 유구(流球)의 경우 “사신은 선위사(宣恩 

使) 3풍(品) 조관(朝官=중앙판훤)을 보내어 통사(通事; 통역)를 거느리고 가서 맞아 

하고 전송한다. 일본국의 여러 대신(大닮)의 사객(使客)[大닮使〕은 통사만 보내어 맞 

이해 오고 조관이 호송한다. 그 나머지의 거추(巨會)의 사철(使節)[巨曾使=大名〕 및 

대마도주(對馬島主)의 특송인(特送A)은 향통사(觸遇훌=홍역판)가 인솔해 오고 조판 

이 호송한다"(í예전」 待使客)는 내용이 그것이다. 

47) í更典」 京官職/ 外命歸 í禮典」 朝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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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빼치국가론의싫제 

전체적으로 볼 때， 경국대전 예전은 국가기강의 확립과 사회적 신분질서의 엄격 

화로 특징지어진다. 즉 각종 과거시험의 조건과 절차， 중앙과 지방 판리들의 영접 

과 전송. 관리들의 임명장 양식 및 각종 형태의 공문양식， 여러 가지 모임파 행사 

에 따라 다른 복장〔樓童〕과 의식절차〔懷註〕 동은 국가기강올 확립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또한 고려시대에 없었던 재가급지 규정올 만들어 48) 재가했거나 행실이 

방정치 못한 부녀의 아들과 손자에 대해서 파거 용시를 못하게 한다든지， 웃어른 

고발최〔告尊長〕를 도입하여 아들과 손자. 아내와 첩 또는 노비로서 부모나 가장 

올 고발하는 것은 반역 음모와 역적의 경우를 빼놓고는 교수형에 처한다고 규정 

한 것， 그리고 일반 백성 및 노비의 관원 고발 금지 규정은49) 사회척 신분질서의 

확립 차원에서 이해된다. “예의 핵심은 질서”라는 정도전의 예치관념50)이 그대로 

구현된 것이다. 

그런데 경국대전올 읽다보면 특이한 첨올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예치국가롤 구 

현하려던 경국대전에는 “왕의 지위와 권한에 대하여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 .. (신 

명호 1998 , 84)는 사실이다. 쁜만 아니라 조선시대 전시기에 걸쳐 국왕의 지위와 

권한을 규정한 문헌은 찾아볼 수가 없다 51) 왕과 신료들의 통치를 돕는 기구와 방 

48) 고려시대에는 재가금지 규정이 없었다. 공양왕 원년(1389)에 6품 이상 양반 부녀의 재 

가를 금한 객은 있으나(고려사 84 , 제法志 I 戶婚) 실현되지 못했고. 조선조 태총6년 

(1406)에는 재가금지가 어렵다하여 세차례 시집간 여자에 한하여 자녀안(쪼女案)에 기 

록하게 하였다. 婚女의 재가가 실제로 금지된 것은 성종8년(1477)으로， 이 때부터 재가 

금지 위한 부녀의 아들과 손자의 관직 임용을 제한시켰다. 한우근 외 r역주경국대전」 

311쪽. 

49) “종묘사직에 판련되는 문제이거나 불법 살인한 사건 이외에 이전(更典)이나 하인〔傑 

錄〕이 자기 관청의 관현올 고발하는 경우， 또는 품관(品官)이나 아전 또는 백성으로서 

자기 도의 관찰사나 수령올 고발한 경우에는 모두 받아주지 않고， 장(校) 100대와 도형 

(徒) 3년의 형에 처 한다 페典 r訴옳j 

50) ，조선왕조의 설계자’ 청도전은 .. 예에 판한 셜이 많지만 그 핵심은 질서”라고 보고， 입 

금과 신하 사이의 ”조정의 질서”나 국가와 국가 사이의 “사대(事大)의 질서”롤 모두 유 

교적 예법 〔周禮〕에 맞추어 시행하려 했다. 정도전 r三*훌훌J r朝蘇經園典」 禮典總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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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경국대전에 국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혜할 것인가. 그것 

은 첫째， 피치자들올 대상으로 만든 법전 안에 “형률을 포함한 모든 통치규범에 

대하여 유일한 최종 입법권자 .. (조우영 2003 , 50)인 국왕에 관한 사항올 규정할 수 

없다는 법 논리적인 귀결로 볼 수 있다. 둘째， 경국대전이 “왕의 법”이며， 따라서 

경국대전 안의 국왕에 대한 침묵은 왕의 “초월척 지위와 지배 .. (김홍우 2003 , 1)를 

암시한다는 셜명이 가능하다. 셋째， 국왕의 존재에 대한 신성화와 그것의 정치적 

효과이다. “천(天) . 지 (地) . 인 (A)을 판통하는 존재 (신명호 1998 , 78-80) 인 국 

왕의 지위와 권한올 텅 빈 공백으로 처리함으로써 세속의 신민과 차별화시키려 한 

것이다. 마치 국왕의 행차도에 국왕의 모습올 그리지 않음으로서， 누구나 국왕의 

존재를 느끼게 하면서도 그 신성성을 훼손시키지 않으려 했던 조선시대 사랍들의 

국왕관이 경국대전에는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52) 

그러면 국왕의 지위와 권한올 괄호침으로써 발생되는 실제적인 효과는 무엇인 

가. 그것은 일차척으로 특정의 계충이나 당파로부터 초월적인 국왕의 위상올 부각 

시키는 한편， 공정한 최종판결자로서 국왕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했올 것이다. 

다른 한편， 국왕의 폰재률 공백처리함으로써 ‘왕의 법， 그러나 신료에 의한 국정 

운영’ 이라는 정치적 효과를 가져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국왕올 초월적인 존재 

로 신성화함으로써 세속적인 일로부터 멀어지게 할수록， 세속의 권력과 재화의 문 

제는 신료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조선 중후기 이후 사대부들의 ‘성군 

론(聖君論)’ 과도 비슷한 효과(박현모 2001 , 25)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즉 국왕 

이 성인의 학문을 배우는 일에 열중하고 모범적인 도덕군자로 행동하게 활수록， 

권력올 .위임받은’ 신료들이 현실정치를 주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51) 다만 정도전은 r경제문감」에서 중국의 요 · 순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려의 신우 · 공양왕 
에 이르기까지의 임금된 덕목〔君道〕올 간략히 서술하고 있으며 r조선경국전」에서 국 

왕의 지위와 임금의 마음가짐. 그리고 세자교육 둥올 짧게 언급하고 있다. 국왕의 법척 

지위는 개항기의 r대한국국제J (l899 ， “고종헌법")에 이르러 보다 자세히 규정된다. 김 

홍우 교수에 따르면， ‘고총헌법의 반포률 촉발시킨 직접척 계기는” 만민공동회와 이률 

이꿀던 주역들의 “근대척 민중주의”였다. 이런 쟁에서 r대한국국제』는 "왕의 법에 대 

한 초월적 지위와 지배" (김홍우 2003 , 1)로부터 ‘민중의 법. 으로의 전환율 가져옹 중대 
한계기라할수 있다. 

52) IE祖의 화성행차도롤 보면 왕의 수레〔正罵홈〕나 왕의 의자〔龍庫〕에 있율 왕의 모습은 
늘 공백으로 처리되고 있다(한영우 1998, 30, 225 ,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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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경국대천에 반영된 예치국가의 성격은 어떤 것이며. 그것은 그 후 어 

떤 효파를 가져왔는가? 결론적으로 경국대전으로 인해 관료제의 기강이 수립되고 

행정체계와 유교적 사회질서는 자리잡았을지 모르나， 공동체 구성원들의 개성과 

활력， 그리고 국가척 역동성은 약화되고 침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특정 

한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조선의 현실과 장기적인 經圍의 판점에서 유교적 지식 

올 탄력척으로 사용하던 정도전 둥의 개방적인 사유나， ‘17년간의 긴 토론(l427~ 

1444) ’ 과 3단계의 파정올 거치면서 반대자들까지도 새로운 세제 (觸1])의 필요성 

올 인정한 상태에서 공법(責法)올 시행한 세종의 공론정치는 경국대전의 반포 이 

후 찾아보기 힘툴게 되었던 것이다. 이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국대전은 유교의 예 이념의 실행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상벌조항올 세세 

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가보다는 법가적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즉 “효도 · 우애 · 절의 동의 선행올 한 자”에 대해서 포상한다는 구절이나 “재가 

(再據)하거나 실행 (失行)한 부녀 (編女)의 아플 및 손자〔再據失行歸女之子及孫r 

는 “문과. 생원 · 진사시에 용시하지 못한다 .. 라고 제한한 조항(r예전」 諸科) 퉁이 

그것이다. 톡히 “삼강행실을 언문으로 번역하여 서울과 지방의 사족(士族)의 가장 

(家長) . 부로(父老) 혹온 교수(敎授) . 훈도(訓導) 둥으로 하여금 부녀자 · 어린이 

률을 가르쳐 이해하게 하고， 만약 대의(大義)에 놓통하고 몸가짐과 행실이 뛰어난 

자가 있으면 서울은 한성부가. 지방은 관찰사가 왕에게 보고하여 상올 준다”는 정 

국대전의 조항온 삼강(三鋼)올 바로 세우려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주목된다 53) 

그러나 “경국대전에 의거하여 “중외(中外)의 가로(街路)와 관문(官門)에 공함 

(空핍)올 셜치하여， 사랍들의 밀고(密告)하는 것올 받게 하고， 이어서 방을 내걸 

어” “도적올 잡게 한 자와 신고〔告〕하여 도적올 잡게 한 자가 있으면， 논상(論賞)" 

하라는 지시54)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왕조는 이후 공식적으로는 유가를 강조하면 

53) 이재룡 교수에 따르면 “『경국대전』은 […] 조선조 초기의 유교윤리가 아직 일반화되지 
않던 상황에서 편찬된 것이라서. 그 자체에는 유교적 규법관이 확고하게 명시되어 있지 

는 않다 이교수는 이어서 유교윤리가 일반화된 r속대전J(영조 22년)과 r대전통편』 

(정조 8년)에 이르러서야 유교척 예속(禮倚)올 법제화한 조문이 약간 보일 뽕”이라고 

말하고 있다(이재룡 1995 , 249). 그런데 이상에서 살펴본 『경국대전」의 예전 조항만올 
놓고 보더라도 유교척 규범관온 충분히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54) r世祖實鍵J 14/03/27(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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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실제로는 법가적 방식을 채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제도와 형벌보다는 덕 

행과 예로써 백성을 다스리라는〔道之以政 齊之以쩌 民免而無따 道之以德 齊之以

禮 有따且u"論語』 寫政〕 공자의 덕치의 정신이 아닌， 인간의 이기성을 전제한 가 

운데 상벌을 이용해 한비자적 방식으로 국가의 질서를 세우려 했던 것이다. 예 

(禮)보다는 치(治)가 강한 사회가 된 것이다 55) 

둘째， 경국대전 예전은 관료의 선발과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관원들의 의관과 복 

식 , 문서의 작성 및 사용법 등은 물론이고， 조정의 제사， 사족(士族)의 의복， 상복56) 

및 제사〔給假〕 및 결혼， 분묘(瓚養)의 한계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공식적인 영역 

외에도 가정 및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자녀의 나이가 10세가 차면 바야흐로 혼인을 의논하 

는 것을 허락하되 나이 차가 6세이고 진정으로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혼 

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나이를 가감(加減)하거나 딸을 숨겼다가 뒤에 발 

각된 경우에는 가장(家長)을 위혼망모율(馬婚훌冒律)로 논죄한다. 사대부로서 처 

(奏)가 죽은 자는 3년 뒤라야 다시 장가갈 수 있다. 만약 부모의 명에 의하거나 혹 

은 나이가 40이 넘어서도 아들이 없는 자는 1년 뒤에 다시 장가드는 것을 허락한 

다”는 「예전」 혼가(婚據)의 구절이나， “사족(士族)의 딸로서 나이가 30이 가까우 

면서도 가난하여 시집을 가지 못한 자는 본조(本費=예조)가 왕에게 보고하여 자 

재(資財)를 헤아려 지급한다. 그 집안이 궁핍한데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나이가 30세 이상이 차도록 시집가지 않은 자는 그 가장을 엄중하게 논죄한다” 

55) 유교에서의 “예치 (rule of U)" 의 개념과 “자기 규율척 힘”에 대해서는 함재학(21αlO)의 

Ch.2 참조. 함재학 교수는 유교의 .. 예는 治者의 행위를 견제하고 규율하는 헌법적 규범 

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마치 푸코의 규율 (discipline)과 같이 우리 몸의 작은 행 

동과 말에 대해서까지 상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56) 상복에 대해서는 본종(本宗) . 외친(外親) . 처친(奏親) . 부족(夫族=남편의 친족) 둥 

으로 나누어 “부(父)는 참최삼년(斷흉三年) , 모(母)는 자최삼년(齊哀三年)， 조부모(祖 

父母)는 자최부장기(齊훌不校期) , 증조부모(曾祖父母)는 자최오월(齊흉五月) , 고조부 
모(高祖父母)는 자최삼월(齊흉三月)， 처(奏)와 자(子)와 적손(觸孫)은 기년(期年=1 

년) , 중자처(覆子奏: 觸長子 이외의 ·觸出子의 奏) 대공(大功=9개월) , 형제처(兄弟奏) 

내지 적손처 (觸孫奏)는 소공(小功=5개월) , 처의 부모와 증손(曾孫)은 시마(總麻=3개 

월)" 둥과 같이 망인과의 친소후박(親陳庫博)에 따라 각각 다른 기간의 다른 상복을 착 

용하고 휴가를 내주었다(，禮典」 五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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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禮典」 惠|血)는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적인 영역이 거의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처럽 국가가 개인의 집안의 문제까지 관여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단 

이 문제는 “형제가 서로 더불어 담장〔뽑〕에서 싸우고 친척은 서로 더불어 관가에 

서 송사하며， 1구(口)의 종〔如〕을 수십 인이 한가지로 다투고 I무(故)의 토지〔土 

田〕를 놓고 수십 인이 한가지로 다투는” 무질서한 사회보다 낫고， “힘없는 소민 

(小民r의 입장에서 볼 때 “법망이 소루하여” “세도 있는 자가 이기고， 재산 있는 

자가 반드시 이기는 .. 57) 약육강식의 정치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다 r경국대전 서 

문」에서 서거정(徐居正)이 지적한 것처럼， 성인(聖A)이 제작한 경국대전은 “만물 

올 싣고 생육(生育)시키는 천지와 춘하추동 사시(四時) 와도 같이 우주와 국가， 

그리고 가정과 개인의 문제들에까지도 일일이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 

족(士族)의 의복은 철릭 [1站훌〕 및 치마〔養〕가 13폭(福)을 넘지 못하며， 서인(應 

A)의 의복은 9숭(升=720올)의 천으로 하되 철릭 및 치마는 12폭으로 한다 .. (雜

令)는 내용이나， “분묘는 한계를 정하여 (-- .) 종친은 1품(品)은 4방(方) 각 100보 

(步)， 2품은 90보， 3품은 80보， 4품은 70보， 5품은 60보， 6품은 50보로 하고， 문 · 

무관(文武官)은 종친보다 10보씩을 체감(週減)한다 (喪賽)라고 하여 신분에 따라 

서 분묘의 크기까지도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야말로 ‘치마폭에서 무텀의 

크기에 이르기까지’ 차동화되어 구획된 거대한 규올사회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셋째， 가례(家禮)와 방례(혜禮)의 통합 및 가부장적 국가관이다. 경국대전은 봉 

제사(奉察祝)나 혼인문제와 같은 가족관계의 예까지도 『국조오례의』의 체계에 의 

거하여 운용되도록 하였다. 이는 천지 안의 만물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 

으며， 모든 것이 우주의 질서〔四時〕에 맞게 변화해 간다는 유교척 이념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서 (r경국대전 서문j )， 시혜적 국가관 내지 가부장척 정치관으로 나타 

나고 있다. 가족의 모든 일을 간여하고 책임지려는 가부장의 역할과 같이 국가는 

구성원들의 교육과 역할 배분 및 생로병사와 관련된 모든 일을 규정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곤경에 빠진 구성원들에게는 구홀을 베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배고프고 추위에 떠는 걸인〔敵ε〕으로서 친족이 없는 자나 노인으로 

서 부양하고 보호할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의복과 양료(樓料)를 헤아려 지급한다. 

집 잃윤 어린아이 〔遺失小兒〕는 한성부와 해당읍〔本물〕이 보호하여 기르기를 원하 

57) r셰조실록J 14/06/14(王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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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랍에게 주고 관에서 의복과 양료(樓料)를 지급한다. ( ... ) 병든 사랍이 오부 

(五部)에 신고하면 월령의 (月令醫)를 보내어 치료하여 준다. 가난하여 약을 살 수 

없는 자에게는 관에서 이를 지급하고 본조(本홈=예조)에 보고한다. ( ... ) 병든 사 

람이 긴급하게 의원에게 구해 줄 것을 요구하면 즉시 가서 치료하여 주어야 하며 

즉시 가서 치료하여 주지 아니하는 자는 병자의 집에서 고발하게 하여 그 죄를 다 

스린다”는 「예전」 혜훌(惠빼)의 구절이 그것이다. 역대 임금이나 신료들의 말과 

저술에서도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같은 시혜적인 국가관은 일차적으로 자 

연재해로 인해 겪게되는 지역적 혹은 전국적인 흉년올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대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사람들의 의타심을 

야기하는 부정적 효과도 낳았던 것으로 보인다. 

넷째， 경국대전의 교육과정파 인재퉁용과정의 문제점이다. 경국대전은 학교의 

셜립과 교육과정의 체계화를 통해서 유교적 예치이념을 교육하는 한편， 유교적 교 

양올 갖춘 자 가운데서 관료를 선발하려는 조선 건국자들의 정치적 의지를 법제화 

하였다. 이조의 중요한 임무로서 “학교의 진흥 이 들어 있었고(이조 京官職)， 수 

령의 일곱가지 일 중의 하나가 화교를 일으키는 일 (이전 考課)이었다. 이를 위 

해서 서울에는 성균관(정3품 아문)과 사부학당〔四學)(종6품 아문)이 세웠고， 지방 

에는 향교와 서당을 통해서 모든 사서인들에게 유학적 식견을 갖추게 하려 하였 

다. 특히 경국대전의 예전 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균관과 사부학당과 같은 

국립대학에서는 유교적인 교파목올 정비하는 한편 정기적인 시험과 과거라는 퉁 

용과정올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갖춘 유능한 인재를 기르고 유덕자 

를 그 자리에 앉게 한다는 유교의 왕도정치의 원래 이념은 왜콕 ·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3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이되 전년(前年) 가을에 초시(初試)를 보이고 

그 해 초봄에 복시(覆試)와 전시(願試)를 보게 한다”는 예전(禮典)의 첫 조항은 

“그 재학(才學)과 도덕에서 족히 국정을 도울만한” 인재를 둥용한다는 과거제도 

의 원래 취지 58)를 왜곡시키고 말았다. 조선의 대부분의 유생들은 고전〔經典〕을 읽 

고 그것에서 경국책 (經國策)과 균형잡힌 사고를 개발하기보다는 “장구(章句)에 

좋은 글귀를 따다가 과거볼 계획 .. 59)에 급급하게 되었으며， 조선은 유학적 지식을 

58) 정도전 r三峰集」 제 13권 「朝蘇經國典」 入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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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식으로 교육하고 암기하는 거대한 학교로 변질되어 칸 것이다. 

IV. 컬 론 

경국대전을 “우리 法 史上 최대의 업적이며 영광"60)으로 보든， 허위적이고 악랄 

한 “통치계급의 무기’'61)로 보든 어떤 경우에도 이것이 대단히 정치적인 문서이며 

한국정치사상의 주요한 텍스트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동안 경국대전을 

法典의 하나로 보고 법률적 관점에서 주로 해석해온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국대전은 유교적 예치이념의 법전화’ 라는 관점에 

서 이해하고， 그것이 조선조 사회에 끼친 영향을 비판적으로 접근할 때 그것의 정 

치사상적 의미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정치제도나 법전에는 정치 

세력들의 이해관계는 물론이고 좋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이념이 함께 응축되어 있 

다. 따라서 경국대전이라는 텍스트 속에 들어가 그 속에 반영된 당시 정치가들의 

권력에의 의지 (w퍼 to power)가 어떤 방식으로 녹아들어 있으며， 그들의 정치이념 

이 어떻게 제도화되어있는지를 구명(究明)해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치사상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경국대전은 학교를 세워 유교이념을 가르치고 유 

학적 식견으로 무장한 관료를 선발하여 국가를 운영하려던 조선조 건국자들의 생 

각〔理念〕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자의적인 절대군주의 출현을 방지하면서도 정치 

적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군권과 신권이 조화된 국가체제를 건설하려던 정도전 동 

신유학자들의 정치적 이해(利害)를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경국대전에 나타난 유교적 예치프로그램은 “위정자가 덕행 

59) ~정조실록~ 12/8/3 王辰.

60) “『경국대전4은 정치의 요체가 법에 있으며 여말에 문란한 기강올 바로 잡는 것은 법률 

의 정립에 있다고 서약선명한 태조의 이상의 종국적 표현”으로서， “우리 법 史上 최대 

의 업적이며 영광이 아닐 수 없다，" (박병호 1974, 419) 

61) “한마디로 말하여 『경국대전』은 유교를 사상적 바탕으로 하여 국가정치에 대한 중앙집 

권화와 토지에 대한 강력한 국가적 지배， 엄격한 사회신분적 기초하에 정치 · 경제 · 군 
사 · 문화 둥 국가생활의 기본규범들을 지배계급의 이익에 맞춰 규제한 이왕조의 기본 
법전이며 기만성과 허위성， 악랄성과 가혹성으로 특징지어지는 통치계급의 무기였다 

(윤국일 1986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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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솔선수범”하고 “차이가 날 경우 禮로 뒷받침하라”는 공자의 생각과는 동떨어 

진 방향으로 흘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한 경국책 (statecraft)을 논의하고 제시하 

는 정치가 대신에 ‘죽은 지식 만을 외우는 관료가 늘어갔으며， “선하지 못한 행위 

를 부끄러워하고 앞장서서 지선(至善)에 이르고자 하는 인민들” 대선에 상벌(賞 

罷)을 의식해 “그저 형벌을 면하기에 급급한 인민”들이 늘어갔기 때문이다. 이 같 

은 문제점은 임진왜란과 병자 · 정묘호란을 거치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조 

선조의 지배층은 주변 강국〔明〕에 의지하거나 예치이념의 교조화라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조선후기에 들어서 유형원이나 정약용 동의 일부 유교적 지식인들이 현실의 문 

제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국가개혁안을 구상할 때， ‘경국대전 이전’ 의 개방적인 사 

유와 “經國의 지혜”를 재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요 

약하건대 경국대전은 유교적 예치국가를 건설하고자 한 조선전기의 經世家들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외유내법적 (外庸內法的)’ 인 “경국대전 체제”의 특성 (M. 

Deuchler 2003. 178)으로 말미암아， 조선은 점차 예(禮)보다는 치(治) 중심의 사회 

로 변질되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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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fT"II"T 1. 

A Study on the Confucian State pv에ects of 
the Kyõngguk Ta멍이1 

뻐un ma P톨배 Res잃rch Profl않sor， Academy of Korean Studies 

π너s is a study on the Confucian pr，이ects of the Kyðng맑k Taejðn(經國大典， Great Code of 

1485). Kyi5ngguk Ta멍ðn is the p디me αde of the ChosCn Dynasty and contains the state때h 

programs of Confucian intellectua1s in the e따ly period. It, having been announced in 1484, 

had an important influences on the kings and his subjects of the Dynasty. 1 found 3 points after 

having ana1yzed Kyðngguk Ta멍ön: 

First, αou-li (Rites of Chou) acted as a mode1 for Kyðngguk Taejön. The compilers, 1ike 

almost Confucian writers at those days, wrote that they had made it on the mode1 of Chou-li: 

the Six-minister system, priority of “1i(禮)" to Military(兵)" and 50 on. 

Second, Kyðngguk Ta멍ön has a power-ba1anced system between king and subject. King 

T웹ong and King S멍o wanted to make king-centered state whi1e many subjects including 

Chong Do-jon have designed to make prime-centered system. A5 the resu1t of 10ng debate and 

compromise during 93 years (1392~1485)， Kyðngguk Ta멍ðn cou1d have the power-ba1anced 

system between them. 

πrird， Kyðngguk Ta멍ðn has the dua1ity of Lega1ism and Confuci때ism. Kyðng맹kTa태ðn 

seeks, on the one had, first of a11 to raise the 1eve1 of public morality by way of diffusing the 

confucian mora1s. It, on the other hand, accounts much of the ro1e of xing (punishment). πlese 

two e1ements of Kyöngguk Ta며ön formed a ‘fundamental po1뻐ty’ which a1ways existed, 

throughout the history of Chosi5n Dynasty, in constant tension. 

Keywords: Kyöngguk Ta태ðn(經國大典， Great αde of 1485), Chou-li (周禮， Rites of 

Chou), Leg떠ism(法家)， Confuci때ism(擺家)， king-centered State, prime-centered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