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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법학사는 미개척의 영역이다. 본고에서는 조선법학사를 서술하기 위한 방법론을 

전개하였다. 우선 조선시대에 법학이 존재한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 다음을 검토하였다. 

첫째, 법전편찬과 법해석의 문제를 통하여 법학의 존재가능성을 논증하였다. 둘째, 

법률전문가를 확인하였는데, 여기서는 율과합격자 외에 고위 행정관료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법전이나 법서의 편찬은 법학의 발달을 토대로 

한 것으로 양자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전함을 입증하였다. 이어서 조선시대 법학의 

전개를 입법과 해석에서 찾았다. 그리고 16세기 경국대전주해의 편찬을 둘러싼 법해석의 

대립을 소개하여 법학이 존재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향후 조선법학사를 서술하기 

위한 과제와 방법에 대한 단상을 밝혔다. 

주제어: 한국법학사, 법률가, 법전 및 법서의 편찬, 경국대전주해, 사찬법서

Ⅰ. 한국 ‘法學’史 구상의 전제

한국법학사는 현재 미지의 영역이다. 심지어 조선시대까지 전통사회에 법과 법학 

그리고 법학자의 존재 자체에 대해 의문을 품기까지 한다. 물론 “한국법학사”라는 

저서가 있지만, 법학계를 넘어서서 다른 학문분야에서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 이유는 법학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결여이고 

또한 방법론적 성찰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법학사의 성립 가능성을 모색한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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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과 주체

‘학문’ 또는 ‘학’은 주체인 인간이 대상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체계이며, 대상을 

원리에서 방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서 대상은 불변적으로 주어진 객관적 

실체이며, 방법으로는 귀납과 연역이 있으며, 인식은 객관적으로 타당하여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렇다면 ‘법학’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공동체의 ‘법’에 대해 

귀납적으로든 연역적으로든 종합적으로 인식하여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하는 학문

이다. 즉, 법학은 ‘공동체의 실정법에 대한 방법적 인식’이다. 여기서 법은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법전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법, 즉 ‘實定法’과 법

전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법으로 인식되는 慣習法이나 條理 등이 있다. 

법학은 일차적으로 성문법은 물론 불문법까지 포함하여 존재하는 실정법 질서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넘어서 ‘정당한 법’ 또는 법의 존재근거 등을 검토하는 

것 역시 법학의 대상이다. 전자는 법조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해석하여 실정법

질서를 이해하려는 ‘법해석학’이며 대부분의 법학이 이에 해당한다. 후자는 일반적인 

학문적 인식인 ‘법이론’ 내지 ‘법철학’에 해당한다. 

법해석학에서는 규범텍스트인 법문언과 그 맥락에 대한 해석이 중심이다. 문언과 

맥락에 따른 이론적 합리성이 앞서고, 의도와 목적에 따른 실천적 합리성이 뒤따

르는 것이다. 법학은 체계화를 요구한다. 즉, 통일적 관점에 따라 정돈된 법인식과 

법개념의 질서이어야 한다. 법이론은 실천적 성격보다는 더 근원적인 질문을 법과 

법학에 던지며, 법의 본질 등을 탐구하는 학문이다.1)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과 ≪대명률≫을 비롯한 법전이 있었기 때문에 법학의 대

상이 존재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2) 법은 현실의 분쟁이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다. 대상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에 적합한 법조문을 찾아서 이를 사건에 

1) 심헌섭, “법학의 학문성”, 법철학연구, 9-1(한국법철학회, 2006), 7-14쪽 참조. 
2) 식민지 초기에는 ‘조선 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었다. 일례로 통감부의 검

찰관으로 대한제국에 와서 법전조사국 위원을 역임하고 1929년에는 조선총독부 법무행

정의 최고직인 法務局長을 역임한 松寺竹雄을 들 수 있다. 그는 1927년에 발표한 

“朝鮮の慣習觀”에서 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였다(정긍식, “일본의 관습조사와 그 의

의”, 한국근 법사고[박영사, 2002], 252-3쪽 참조). 심사자 중 1인이 “松寺竹雄은 학

자인지, 정치관료인지. 그의 (조선법에 대한) 논변이 그리 중시될 수는 없지 않는지.”

라고 지적하였다. 그의 조선법에 대한 논변 내지 명제가 학문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식민지 조선에서 법무행정의 최고책임자의 이 명제는 이후 조선법 전체에 대

해 강력한 구속력을 가졌을 것이다. 향후 식민지기에 조선법[제사]에 대한 연구가 그 

당시는 물론 해방 후에 끼친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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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결론, 즉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이를 ‘법률적 삼단논법’이라고 한다. 

사건에 적용할 법조문을 찾는 것, 다시 말하면 법조문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법학

이다. 이 점에서 조선시대에도 법해석학이 존재하였음을 쉽게 수긍할 수 있다(III. 

참조). 

조선시대의 법을 논하면서 항상 등장하는 쟁점은 ‘法과 禮’ 그리고 ‘王과 法’의 

관계, 나아가 법의 근원—하늘, 天命— 등이다. 이는 개별 법조문의 해석을 넘어

선 본질적인 질문이다. 이에 답을 하는 것은 법해석학이 아닌 ‘법이론’의 영역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시대에도 법해석학을 넘어서 이론적인 법학—법철학․법이론—

이 존재할 수 있다. 

학문의 대상으로 법이 존재한다고 하여 즉자적으로 법학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을 운용하는 주체가 존재해야 한다. 로마에서는 법학이 고도로 발달하여 법으로 

세계를 통일하여(루돌프 폰 예링), 근대민법전의 모태가 되었다. 로마법이 이러한 

기여를 할 수 있게 된 배경은 일차적으로 종교와 도덕으로부터 분리된 법의 독자

적인 영역이 구축되어 있었으며, 나아가 사회적 명망가로 구성된 전문법률가들이 

세속적이고 합리적인 법의 학문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3) 

따라서 조선‘법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운용의 주체를 확정해야 한다. 법학의 

주체—법률가—가 하는 역할은 단순히 사건에 적용될 법조문을 제시하는 것만

으로는 부족하며, 법질서 전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법질서의 모순을 

제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한다.4) 따라서 법률을 전문적

으로 다루는 전문가집단을 상정하지 않고서는 조선법학의 성립을 말할 수 없다. 

조선의 ‘법률가’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어, 대개는 三峯 鄭道傳(1342

[충혜왕 복위 3]∼1398[태조 7]), 茶山 丁若鏞(1762[영조 38]∼1836[헌종 2]) 정도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법률가보다는 經世家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여기

에도 조선법학을 수립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산이 있다. 본고에서는 ‘朝鮮’法學史의 

존재를 확립하기 위해 주체인 법률전문가를 새롭게 접근한다. 

3) 최병조, “로마법의 의의와 개관”, 로마법․민법논고(박영사, 1999), 4, 6쪽[원: 1995].
4) 심사자 1인의 의견에는 “‘법학자’는 법학적 논변을 일구어내고 학문적 탐구를 수행하는 

자로서, 자신의 사상적 응축 결정을 제도로, 또는 구체적 사건에 임하여 해결방안으로 

제시해 내는 주인공으로서의 학자일 터인데 그들을 ‘법학의 주체’라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라고 하여, ‘법학자’와 ‘법학의 주체’, 즉 법학자와 법률가를 구분해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양자를 엄밀히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지와 또 그 실익이 무엇인가도 

의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대상으로 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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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근방법

조선시대 법학사와 관련된 연구성과를 살펴본 후, 조선법학사를 구상 내지 정립

하기 위한 방법론적 검토를 하자. 

최종고는 ‘법학사’를 법학이 역사적으로 생성, 발전, 변화했는가를 검토․정리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인물, 즉 법학자에 중심을 두어 통사적으로 서술하였다. 먼저 세

계사적․보편사적 입장에서 로마법 이하 서양의 법학사를, 마지막에 한국법학사를 

통사적으로 다루었다. 독립된 통사인 한국법학사에서는 근대 이후에 무게중심이 

있으며, 조선시대는 律科와 律學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또 법사상을 시대의 흐

름과 인물중심으로 통사적으로 서술하였다.5) 인물을 중심으로 접근한 점에서 조선

[후기] 법학의 분화와 학파의 계승을 분석할 수 있는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역사학분야에서는 고려시대의 율학과 교육정책 등을 규명한 송영춘의 연구가 

있다.6) 유기준은 조선 전기 율관과 율학청의 형성과정7)을, 이남희는 기술직을 다루

면서 부분적으로 율과합격자를 검토하면서, 조선시대에 율과합격자의 진로와 사회적 

대우 등을 소개하였고,8) 金良洙는 조선 후기 중인의 지방관진출을 경기도와 충청도를 

다루면서 율관출신자를 소개하였다.9) 조윤선은 숙종대 재판의 실태를 다루면서 형조의 

관원을 검토하였는데,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의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인사

에서 전문성을 찾기 어렵다고 하였다.10) 법사학계에서도 조선의 법학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11) 근래에 최병조는 현대 법학의 관점에서 조선시대의 

법률논쟁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12) 이는 단편적이어서 전체 흐름을 

 5) 최종고, 법학사(경세원, 1986), 한국법학사(박영사, 1990), 한국법사상사(서울대출판부, 

1989)[이상 발행연도는 초판임] 참조. 

 6) 송영춘, 고려시  잡학교육 연구(형설출판사, 1998) 참조.

 7) 유기준, 조선초기 형률 연구: 율문과 율학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6) 

참조.

 8)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 인 연구: 잡과입격자와 그들의 가계 분석(이회문화사, 1999) 참조.

 9) 金良洙, “조선후기 中人의 지방관 진출: 경기와 충청도 守令先生案을 중심으로”, 국사

논총, 76(국사편찬위원회, 1997) 참조. 
10) 조윤선, “숙종대 형조의 재판 업무와 합의제적 재판제도의 운영”, 사총, 68(고려대학교 

사학회, 2009) 참조. 
11) 굳이 들자면 法書에 대한 정긍식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법서의 출판과 보급으로 본 

조선사회의 법적 성격”, 서울 학교 법학, 48-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조선

전기 중국법서의 수용과 활용”, 서울 학교 법학, 50-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참조.
12) 최병조, “조선시대의 죄형법정주의 斷想: 소급입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法史學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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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조선’법학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법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개인 중심으로 진행하거나 개별 사건에 집중해서 조선

시대 법학의 전승과 분화를 찾을 수 없다. 역사학 분야에서는 율과합격자의 신분

이나 사회적 지위 또는 제도 자체에 주목하고 법학은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방법론적 성찰도 

없었다. 

본고에서는 법학 중에서 법해석학적 관점에서 다루기로 한다. 法과 禮, 王과 法 

등 法理論的 관점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는 자칫하면 알맹이가 없는 공허한 

이론적 흐름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 즉, 유교—성리학—이념이 압도적인 조선 

후기의 상황에서는 원론적 차원에서의 논의만 반복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법학의 본령은 개개 법조문을 통합적으로 해석하여 완결한 법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다. 法解釋論은 궁극으로는 입법론, 즉 법전편찬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조선의 

법제사적 특징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표방하여 지속적으로 법전을 

편찬한 통일법전국가이다. 통일법전의 편찬은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을 고려하면 조선시대에 법학과 그 흐름에 

대해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첫 시도인 본고에서는 우선, 이에 대한 방법론적인 탐색으로 법전

편찬과 해석 그리고 법률전문가집단을 획정한 다음, 법전과 사찬법서의 편찬을 

통한 법학의 발달을 검토하고(II.), 조선시대의 법학의 전개과정을 입법과 해석 등

에서 나타난 법적 담론과 16세기 중엽 ≪경국대전주해≫의 편찬을 둘러싸고 발생한 

법해석논쟁을 소개하여 이를 확인한다(III.). 이를 바탕으로 조선—한국—법학사 

구상을 위한 과제와 그 방법의 편린을 제시한다(IV.). 이 논문을 계기로 조선[한국]

법학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되어 한국법학사의 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

한다. 

45(한국법사학회, 2012); “조선 전기 奴婢와 主人 관계에 대한 지배층의 관념: 成宗 

8년(1477) 主人 謀害 사건을 중심으로”, 서울 학교 법학, 53-1(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5세기 후반 조선의 법률논변: 私婢 斤非 사건을 중심으로”, 서울 학교 법학, 

52-1(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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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朝鮮’法學에 대한 視野: 방법론적 모색

여기서는 ‘조선’법학사의 성립가능성을 법전편찬과 해석, 법률전문가의 존재 그

리고 법서 편찬을 검토하여 논증한다. 

1. 법전편찬과 해석의 문제

조선은 건국 직후 법전편찬을 선언하여 1397년(태조 6)에 최초의 성문법전인 

≪경제육전≫을 반포하였다. 이는 1413년(태종 13)의 ≪속육전≫, 1433년(세종 15)의 ≪신

찬경제속육전≫으로 거듭 났다. 그리고 세조는 이전의 법령을 종합하여 영세불변의 

‘경국대전’의 편찬에 착수하였다. ≪경국대전≫은 1466년(세조 12)에 일단 완성된 후 

네 차례의 수정을 거쳐 1485년(성종 16)에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 

≪경국대전≫을 편찬함에는 건국으로부터는 약 1세기, 세조 때로부터는 약 30년이 

소요되었다. 비록 방대한 분량이지만 법전을 편찬하는데 1세기 내지 30년이 소요

되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장기간이 걸린 이유는 모순이 없고 따라서 

수정의 필요도 없는 완전한 법전을 편찬하려고 의도하였기 때문이다.13) 그러나 

이러한 의도와 신중함에도 불구하고 해석에서 논란의 여지는 존재하였다. 

그 이유로는 다음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경국대전≫에 수록된 조문은 일시에 

제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사건을 해결하면서 정립된 수교를 후대에 집성하였고, 이는 

≪속대전≫ 등 후대 대전의 편찬에서도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취지나 배경을 

달리하는 조문이 있기 마련이며 이는 결국 나중에 서로 충돌하여 해석에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14) 이 점에서 조선시대의 법은 이론에 

바탕을 둔 ‘理性法’15)이라기보다는 사례에 바탕을 둔 ‘판례법’에 가깝다고 할 수 

13) 이러한 의도는 ≪經國大典≫ <禮典> [雜令]門의 “官吏不謹守成法 輒以己意輕改舊章者

依律論”의 律[형벌]을 ≪經國大典註解(後集)≫에서 ‘참형’으로 주해하려 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비록 이 해석은 효력을 갖지는 못하였지만 법개정을 극도로 꺼렸다는 점은 

분명하다. 정긍식․田中俊光․김영석 역, 역주 경국 주해(한국법제연구원, 2009), 

223쪽 참조.
14) 가장 대표적인 조문은 입법목적이 거의 유사한 ≪經國大典≫ <禮典>의 [奉祀]와 [立後]

문을 들 수 있다. 둘 다 제사승계와 관련이 되지만 [奉祀]문은 사후봉양에, [입후]문은 

가계계승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서 논란이 되었다. 일례로 첩자가 있는 

경우 [봉사]문에 따르면 중자가 계승할 수 있지만, [입후]문에 따르면 첩자가 계승할 

수 있어서 서로 모순이 되었다. 정긍식, “16세기 첩자의 제사승계권”, 사회와 역사, 53 

(한국사회사학회, 1998) 참조.



‘朝鮮’法學史 구상을 위한 試論 / 鄭肯植   651

있다.16) 따라서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는 조문이 같은 법전 안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같은 문구나 단어이지만 여러 개소에 존재하는 경우에 그 의미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경국대전≫에는 ‘子孫’이 모두 18곳에 있는데, 그 의미가 

“자와 손[子及孫]”만인지 아니면 자손대대로인 “子子孫孫”인지에 따라 권리관계 

등이 다르게 된다. ≪經國大典註解(前集)≫에서는 일일이 그 의미를 설명하여 권리관

계 등을 분명히 하였다.17) 

다음으로 법전을 편찬할 때나 입법 당시에는 전혀 예기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이다. 이는 기존의 법을 새롭게 해석하든가 아니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였다. 

제사승계와 관련하여 ≪경국대전≫ [입후]門18)은 1개의 조문[주 포함]으로 구성되

어 있지만, ≪속대전≫에서는 5개의 조문[주 2개 포함]이 추가되었다. 이는 주자성리

학의 이념이 확산되고 이에 따라 가계계승이 중시되어 입후가 보급되었다. 이 과

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교로 정립되고 이것들이 ≪속대전≫에 수록된 

결과이다.19) 이외에 소송과 살인사건에 대한 수교는 ≪속대전≫ <형전>에 [文記], 

[聽理], [殺獄], [檢驗]門으로 독립하여 수록되었다.20) 이러한 조문의 재정리나 門의 

신설은 법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대명률≫이 형사일반법이었다. 그러나 ≪대명률≫은 중국의 사회를 

15) 이성법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프로이센일반란트법(Allgemeines Landrecht für die preussischen 

Staaten, ALR)을 들 수 있다. 이는 자연법사상에 입각하여 제정한 것으로 법으로 인간

의 삶 전부를 규율할 수 있다고 믿었다(최종고, 서양법제사[전정신판: 박영사, 2003], 

187-188쪽 참조). 현재까지도 효력을 갖는 것으로는 1804년의 나폴레옹민법전을 들 수 

있다. 이는 프랑스 대혁명기에 나폴레옹이 주도적으로 제정하였으며, 나폴레옹은 국민을 

위한 민법전, 즉 법학자의 해석이 필요 없는 법전을 추구하였다(최종고, 앞의 책, 318쪽). 
16) 다만 ≪經國大典≫은 판례법보다는 이성법적 성격이 더 짙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송에 

대한 규정에서는 추상성이 더욱 분명하다. 이는 임상혁 교수(숭실대학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17) 정긍식 외 역, 앞의 책, 20쪽 및 48-50쪽 참조.
18) ≪經國大典≫ 등 법전은 “개별 조문 → 조 → 육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성격의 

개별 조문을 모은 것을 법전 자체에서도 ‘○○條’라고 한다. 그러나 ‘條’라는 용어는 

현재의 ‘條’와 혼동되고 또 조(본고에서는 문)에 속한 조문이 많은 경우, 참고로 ≪經

國大典≫ <刑典> [禁制]는 14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개별 조문을 특정을 

할 수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門’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19) 정긍식, “속대전의 위상에 대한 소고: ‘봉사 및 입후’조를 대상으로”, 서울 학교 법학, 

46-1(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참조.
20) 沈載祐, “18세기 獄訟의 성격과 刑政運營의 변화”, 韓國史論, 34(서울大學校 國史學科,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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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대명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어느 정도 

변용을 해야 하였다. ≪대명률직해≫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친족용어를 

고유용어로 번역을 하였다.21)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친족관계와 노비제도이다. ≪대명

률≫의 적용과 관련하여서 조문 자체와 조선의 사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합리적

인 해석이 가능하였다.22) ≪대명률≫을 적용하면서 조선적 법학이 발생하고 학문적 

역량이 성장하였다.

법학은 실용성이 강한 학문으로, 분쟁해결, 즉 재판을 주목적으로 한다. 조선시대

에는 ≪경국대전≫ 등 國典과 ≪대명률≫ 그리고 수교로 法源이 다기하였다. 그러나 실

제 재판에는 모든 법전이 활용되지는 않았다. 분쟁해결, 즉 재판은 수령 考課의 한 

지표이었으며, 수령들은 넘쳐나는 재판으로 고생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대

한 법전에서 재판과 직결되는 조문만 수록한 詞訟法書의 출현은 당연하였다. 초기

에는 민사재판[詞訟]과 관련된 사찬법서가 먼저 출현하였고 후에 형사재판까지 포

함한 법서가 등장하였다.23) 이들 법서를 편찬하는 것은 법학적 지식 없이는 불가

능하다. 우선 재판절차를 이해하여야 하고 그 다음 여러 법전과 수교에서 관련되

는 조문을 발췌해야 한다. 때로는 수교나 조문 상호 간의 모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

고 이의 조화로운 해석을 도모해야 한다. 뒤에 나온 사찬법서가 그 이전 것보다 

내용이 풍부해지는 현상은 앞의 것을 이어서 발전한 것임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학 역시 발전하고 전승되었다.

이상에서 법전편찬이나 새로운 수교의 정립 나아가 법조문의 해석 그리고 사찬

법서의 편찬에서 조선적 법학이 성립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 법률전문가의 존재

오늘날 법률전문가라면 판사나 검사, 변호사를 떠올린다. 이들은 사법시험 등 국가

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소정의 연수를 거친 전문가이다. 조선시대 

역시 과거 중에 律科가 있었으며, 이에 합격한 자들이 律官으로 활동하였다. 우선 

조선시대의 법률전문가로 율과합격자를 상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다음의 이유로 

21) 朴秉濠, “麗末鮮初의 親族의 稱呼와 範圍”, 서울 학교 법학, 44-4(서울대학교 법학

연구소, 2003) 참조. 
22) 조지만, 조선시 의 형사법: 명률과 국 (경인문화사, 2007) 참조.
23) 임상혁, 조선전기 민사소송과 소송이론의 전개, 서울대 법학박사학위논문(2000); 정긍식, 

“해설: 잊혀진 법학자 申瀿”, 잊 진 법학자 신번: 譯註 大典詞訟類聚(민속원,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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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하기에는 주저된다. 

우선 율과는 雜科로 文科보다 격이 떨어졌다. 율과는 初試에서 18명을, 覆試에서 

9명을 선발하여 그 수가 문과보다 적었다. 율과에 1등(1명), 2등(3명), 3등(5명)으로 

입격한 자는 각각 종8품, 정9품, 종9품의 관계를 주었는데, 1등은 문과는 물론 譯科

보다도 낮았다.24) 그리고 형조에 소속된 율과출신 관원은 律學敎授 1員<종6품>, 

兼敎授 1원<종6품> 別提 2원<종6품>, 明律 1원<종7품>, 審律 1원<종8품>, 律學

訓導 1원<정9품>, 檢律 1원<종9품> 등으로 최고가 參上의 끝인 종6품에 불과하

였다.25) 별제는 녹봉이 없는 無祿官이며, 遞兒職26)이다. 전반적으로 품계가 낮고 

대우도 좋지 않았다. 

역관 등과 달리 율관은 종6품 전후에 관직을 떠나는 하급기술직이었다. 7품 去

官者만이 아니라 시보격인 權知 등도 군역을 면할 정도가 되면 사직하는 예가 많

았다. 1573년(선조 6)에 유희춘의 건의에 따라 율관을 6품으로 승진시켰으며, 조율

단계에서 사실상 형벌이 결정되는 조선의 형사법체계에서 영조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여 조율을 담당하는 율관의 임무를 강조하였다.27) 잡과입격자 중에서 관직

소지자가 많지만, 율관은 적고, 또 품계소지자보다 기타 직역소지자가 많다. 律官은 

실력을 중시하여 19세기까지도 정원 9명을 채우지 않았다.28) 1763년(영조 39)에는 

관찰사 등이 검률을 임금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직접 파면하는 것29)과 1772년(영조 

48)에는 형조의 낭관이 율관에게 나무에 매다는 형벌인 懸罰을 시행하여 징계하는 

것을 금지하였다.30) 이러한 사실은 율관의 사회적 위상과 관료사회에서의 지위, 

즉 전문가로 대우받지 못하는 하급직임을 잘 드러낸다. 

律學敎授 등은 照律을 담당하였다.31) 그러나 이들이 구체적으로 담당한 업무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지방에서 최종재판권자는 수령과 감사이며, 중앙에서

24) 문과 갑과 제1등은 종6품, 나머지는 정7품, 을과는 정8품, 병과는 정9품이며, 譯科는 

각각 종7품, 종8품, 종9품이고, 陰陽科와 醫科는 율과와 같다. 
25) ≪大典會通≫에서는 한성부와 8道, 4都[개성, 광주, 수원, 강화] 및 제주목에는 검률 1원

을 두었다. 
26) 체아직: 1개의 관직에 대한 祿俸을 여러 명이 근무평정에 따라 나누어 받는 관직으로, 

기술직과 무관에 많았다. 
27) 이남희, 앞의 책, 59-61쪽. 
28) 이남희, 앞의 책, 82, 102쪽.
29) ≪特敎定式≫ <本曹稟定> 20. [律官啓治]; 정긍식․조지만․田中俊光․김영석, 조선후기 

수교자료집성(Ⅱ)(한국법제연구원, 2010), 244쪽.
30) ≪特敎定式≫ <備局稟定> 46. [醫律等官毋得懸罰]; 정긍식 외, 앞의 책, 220쪽.
31) ≪육전조례≫ <형조> [附 律學廳]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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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조의 관원이었다. 그렇다면 율관들은 최종재판권자가 판단, 즉 판결을 할 때 

해당 조문을 적기하는[照律] 등의 보조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들이 제시하는 

조율의 결과는 판관이 결정을 하는데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였을지도 모른다. 

율관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그들의 관료

사회에서의 지위와 사회적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들을 법률전문가로 보

기는 어려울 것이다.32) 

그렇다면 조선시대에 누구를 법률전문가로 보아야 할 것인가? 사법과 행정이 분리

되지 않은 조선시대에는 관료가 곧 법률가라고 할 수 있다. 수령 고과의 기준인 守令

七事33)는 순수한 행정적인 것보다는 사법적인 것이 더 많다. 관료의 자질을 평가

함에 있어 재판관의 역할이 중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을 결정하거나 중요한 사건을 판결할 때에는 국왕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법적 논변이 등장하고 이의 

종합․집성은 법학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것이 집적되는 과정은 법학이 발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은 법으로 제도화하여 구체성과 실천성을 띠게 된다. 즉 정책과 그 구체적 

발현태인 제도는 곧 법이다. 정책과 제도는 이념이나 이상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주장하는 자[관료]는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며, 이에 반대하는 자 역시 그러하다. 

이러한 논변은 이념적․정책적일뿐만 아니라 법적인 논변이기도 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을 해결할 때에는 그들이 지향하는 이념과 정책에 입각하여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전거를 제시하여 논변을 전개하였다(III. 참조). 조선 후기 

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혁은 제도론이면서 동시에 법적 논변이다. 이 점

에서 經世論은 법적 논변이고, 經世學은 곧 법학이며, 그들의 사상은 사회사상

이며 동시에 법사상이다.34) 단지 지금까지 제도개혁론자를 제도와 사상의 측면에

서만 주목하여 그렇게 인식하였을 뿐이지 그들이야말로 法律家이며 法思想家이다. 

조선시대에 논의된 수많은 법적 논변을 귀납적으로 종합하여 분석하면 특정한 

32) 율관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그들의 법학자적 지위 내지 위상은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이 부분은 심사자 중 1인의 지적으로 보완하였다). 
33) ≪경국대전≫ <이전> [考課] “七事 農桑盛 戶口增 學校興 軍政修 賦役均 詞訟簡 奸

猾息”.
34) 여기에서 법학자의 정체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법학이 사건의 해결, 즉 법조문의 

해석을 넘어서서 국가질서의 형성이라는 점에 주목하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는 

현재에도 마찬가지이다. 헌법의 통치구조론은 국가질서와 관계되지, 국민의 권리와 직결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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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흐름과 전승 그리고 분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成憲尊重論’, ‘更張論’, ‘變法論’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경향성은 주장자들의 

출신배경이나 이념적 지향 그리고 정치적 당파성에 따라 구획할 수 있을 것이다. 

3. 법전 및 법서 편찬과 법학의 발달

1) 법전편찬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법전편찬은 기존의 수교를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 즉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1388년(우왕 14) 이후의 수교를 집성한 것이 1397년

에 반포된 ≪경제육전≫이다. ≪경제육전≫은 이름 그대로 육전체제에 개별문별로 

조문을 수록하였고, 이는 ≪경국대전≫에까지 이어졌다. ≪경국대전≫은 <이전> 30문, 

<호전> 30문, <예전> 36문,35) <병전> 52문, <형전> 29문,36) <공전> 14문 등으로 

문서양식과 부록을 제외하면 총 191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 법전인 ≪대전

회통≫은 <이전>에서 署經이 늘어 31문, <호전>에서는 軍資倉, 常平倉이 倉庫로 

합쳐져서 29문, <예전>에서는 璽寶가 늘어 37문, <병전>에서는 雜令이 늘어 53문, 

<형전>에서는 殺獄, 檢驗, 姦犯, 赦令, 贖良, 補充隊, 聽理, 文記, 雜令 등 9문이 

늘어 38문, <공전>은 변동이 없어서 모두 202문으로 구성되어 있다.37) 

법전편찬은 기존의 수교를 종합․정리하는 것으로, 지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작업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작업만은 아니다. 이는 법전의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경국대전≫ 등 법전은 “條 → 門 → 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典은 

6曹의 업무와 관련되고, ‘문’은 유사 또는 관련되는 조를 함께 분류한 것이다.38) 

내용적으로 관련이 있는 조는 本文과 註(大註와 小註[細註])로 구성되어 있고, 이

들은 동시에 입법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다. 따라서 개별 수교를 

조로 통합할 때와 조들을 문으로 묶을 때에는 상당한 법학적 지식이 필요하며, 반복

35) <禮典>에는 [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 이하 25종의 문서양식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度牒式]만 ≪대전통편≫에서 폐지되었을 뿐이다. 
36) <刑典>에는 부록으로 [奴婢決訟定限]이 있었는데, 이는 ≪속대전≫에서 폐지되었고, 

≪속대전≫에서는 부록으로 [笞杖徒流贖木]과 [決訟該用紙]가 추가되었는데, 후자는 

≪대전통편≫에서 폐지되었다. 
37) 13개 문의 변화는 璽寶만 ≪대전통편≫에 있고, 나머지는 모두 ≪속대전≫에 있다. 
38) 문으로 분류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1865년(고종 2)에 편찬된 행정사

례집인 ≪육전조례≫는 육조를 기본으로 하였다. ≪경국대전≫ 등은 분명하지 않으나, 六

曹의 속사나 개별 官司와의 관련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검증은 다음

으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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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법전편찬과정에서 법학적 지식이 축적될 수 있었을 것이다. 

≪경국대전≫에서 ≪대전회통≫으로 변화를 보면 <형전>에 문이 9개가 추가되었

으며, 신설된 문은 모두 1698년(숙종 24)에 간행된 ≪수교집록≫에 처음 등장하였다. 

≪경국대전≫과 ≪수교집록≫ 사이에 편찬된 법전은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각사

수교≫가 있는데, ≪대전속록≫과 ≪대전후속록≫에서 문의 변화는 많지 않고, ≪각사수교≫

에는 문을 구분하지 않고 육조와 한성부, 장예원만 추가하였다. ≪수교집록≫을 편찬

할 때, ≪경국대전≫에 바탕을 두면서 200여 년 동안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門을 

만들고 거기에 적합한 수교들을 종합․정리하여 배치한 것이다. 여기에는 내용의 

적절성뿐만 아니라 체계정합성 그리고 조문 상호의 접근성까지 고려되었을 것이다. 

≪경국대전≫ 이후 법전을 편찬하면서 ≪경국대전≫의 문을 기준으로 수교를 문에 삽입

하고 또 새로운 문을 창설할 때에 조종성헌존중론, 경장론, 변법론의 입장에서 정

리하였을 것이다. 이는 편찬자의 여러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전편찬

에서 법학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계승과 분화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 사찬법서

16세기 중엽 이후 관찬 법전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는 실제적 필요, 즉 지방에서 

재판을 하는 수령들의 편의를 위한 사찬법서가 탄생하였다. 魚叔權의 ≪故事撮

要≫39)나 편자미상의 ≪服式≫이 그 시초이며, 이후 본격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

서로 편자가 미상인 ≪詞訟類抄≫, ≪聽訟提綱≫, ≪相避≫, 申瀿의 ≪大典詞訟類聚≫ 등

이 있다.40) 

그 대표적인 것은 金伯幹(1516∼1582)이 편찬하였으며, 沈希安 등이 교정하여, 

그의 아들 金泰廷(1541∼?)이 전라감사로 재직하면서 1585년 전라도 광주에서 간행한 

≪詞訟類聚≫이다. 이는 국전인 ≪경국대전≫을 중심으로 ≪대명률≫과 ≪대전속록≫, ≪대전

후속록≫, 각종 수교에서 민사소송과 관련된 조문을 발췌하여 소송절차 등에 따라 

주제별로 편집한 것이다. 본문의 구성은 재판절차에 따라 당사자와 재판관의 개

인적 관계를 판단하는 ‘相避’을 머리에 두고, 소송의 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斷訟, 

聽訟’, 이어서 소송기간과 관련되는 ‘親着, 決訟日限’을 두어, 절차에 관한 규정을 

39) 정호훈, “조선 관료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을 담다: 공사실용서 ≪고사촬요≫”, 실용서로 

읽는 조선(글항아리, 2013) 참조.
40) 田川孝三, “大典詞訟類とその類書”, 東方學志, 23․24(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0) 

및 任相爀, 앞의 논문, “제4장 조선 전기의 소송법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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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였으며, 그 다음에 실체법 규정을 두었다. 실체법은 다시 贖身, 陳告, 鄕役, 

免役, 功臣, 惠恤, 婚嫁, 驛路, 公賤 등 신분, 禁制, 買賣, 買賣日限, 徵債 등 거래

관계, 立後, 奉祀 등 양자, 상속인 私賤 등으로 분류하였다.41) 

부록에서 주목할 것은 ‘使孫圖’와 ‘聽訟式’이다. ≪경국대전≫에서는 직계자손이 

없는 경우 4촌까지 상속할 수 있는데, 3촌 조카와 아저씨, 4촌 손자와 형제들 사이의 

선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경국대전주해≫에서는 3촌 조카와 4촌 

손자가 우선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사손도’는 이를 알기 쉽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청송식’은 관례적 재판절차를 정리한 것이다.42)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

[척(隻)]가 이에 대응하면 소송이 개시된다[始訟]. 이어 원고가 진술하고 당사자가 

관련문서를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된다. ‘청송식’의 핵심적 내용은 위조

문서를 감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문서, 즉 증거에 의한 재판’이 실무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청송식에서는 기존의 법과 수교 및 

실무경험에 근거하여 위조문서를 감별하는 핵심적인 방법을 17개를 정리․제시하

였다. 

형사사건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규정이 없는 ≪사송유취≫를 보완한 ≪決訟類聚補≫

가 17세기 중엽에 간행되었는데, 이 역시 편자 등을 알 수 없다. 범례에 따르면 찬

자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편찬하였다: 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송유취≫의 ‘斷訟’

을 ‘勿許聽理’로 수정하며, ‘禁制’는 그 취지에 따라 ‘聽訟’에 넣고 ≪사송유취≫의 

편별을 조정하였다. ② 간략함을 우선하여 법문의 핵심적인 내용만 수록하였다. 

③ 옥송과 관련된 조문만 초록하였다. ④ 서로 모순되는 수교는 후에 나온 것만 수록

하였으나 때로는 모두 수록하여 訟官이 처리하도록 하였다. ⑤ 개인의견에는 ‘按’을 

표시하였다. 찬자는 법과 재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을 조정하였으며, 조종성

헌존중주의를 탈피하여 후법을 우선하였고, 또 개인의견을 개진하는 등 법학적 측

면에서도 ≪사송유취≫보다 진일보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儒胥必知≫는 ≪사송유취≫나 ≪결송유취보≫와는 다른 차원의 사찬법서로, 백성들이 

관에 권리주장 등 청원을 할 때 작성하는 法律書式集으로, 18세기 말에 吏胥層이 

편찬한 것으로 추정된다. 초간본이 간행된 이후에도 내용이 추가되면서 계속 간행

되었다. 그래서 서울, 전주 등지에서 판각한 100여 종 판본이 남아 있으며, 또 민간

41) 任相爀, 앞의 논문, 113-115쪽 참조.
42) 정긍식, “1517년 安東府 決訟立案 분석”, 법사학연구, 35(한국법사학회,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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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임에도 불구하고 版心이 있는 등 고급스러운 책이다.43) 서식집은 단순히 문서

양식만 제공하는 것으로 법학적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실무관행

이나 소송절차를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쓸모 있는 서식집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널리 

보급될 수 없다. 이 점에서 ≪유서필지≫는 법학적으로도 의미있는 법서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본대로 사찬법서는 실용적 필요에 의해 탄생하였지만, 단순히 법조문이나 

서식을 정리․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름의 이론체계를 갖추고 법과 실무[관례]를 

종합한 법지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편찬자들을 법학자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찬법서의 저자는 ≪사송유취≫의 김백간과 ≪大典詞訟類聚≫의 

신번 외에는 대부분 알 수 없으며, 알려진 저자마저 자세한 정보는 찾을 수 없다. 그

렇기 때문에 사찬법서 저자들의 법지식 획득과 그 전승을 파악할 수 없어 아쉬우

며 또 ≪결송유취보≫를 제외하고는 16세기에만 존재했다는 한계가 있다.44) 

III. ‘朝鮮’法學의 전개

여기서는 시론적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조선’법학 성립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법학이 성립되면 법이론이 형성되고, 법이론은 입법과정이나 

구체적인 사건을 해결하면서 정립되기 마련이다. 주장자들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법이론과 법학이 확립되며 전체적인 흐름을 형성하여 비록 師承 등 직접적인 관련

성은 찾기 어렵겠지만, 하나의 학파 내지 집단을 구성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 수 

있다. 여기서는 입법과 법해석에 나타난 법이론의 전개와 16세기 중반 ≪경국대전

주해≫를 둘러싼 법리논쟁을 소개하여 단서를 열고자 한다.

1. 입법과 해석의 문제 

<朱子家禮>에서는 四代奉祀를, ≪경국대전≫에서는 三代差等奉祀를 규정하고 

있다. ≪경국대전≫은 1390년(고려 공양왕 2)의 [大夫士庶人祭儀]를 잇고 있다. 1427년

(세종 9)에 <주자가례>에 따른 사대봉사가 논의되었고, 2년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

43)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사계절, 2006)에 수록된 전경목, 김봉좌의 해제 논문 참조. 
44) 18세기에는 具宅奎가 편찬한 ≪百憲總要≫ 등이 있으며, ≪결송유취보≫ 이외의 사찬법서

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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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 논의에서는 차등봉사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가 함께 논의되었다. 

삼대차등봉사를 주장한 자는 좌의정 黃喜, 판부사 卞季良, 예조판서 申商, 형조

참판 金孝孫 등이며, 근거는 다음이다: ① 儀禮制度에는 차등이 있으며, 이는 

天理이므로 사사로이 없앨 수 없다. ② 明制도 그러하다. ③ 禮制는 常道를 규정

하는 것이므로 變禮를 모두 규정할 수 없다. ④ <朱子家禮>에는 四代奉祀를 긍정

한 근거가 없다. ⑤ <朱子家禮>를 따르면 明制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생기니 祖宗

成憲을 준수해야 한다. 이의 핵심은 명분적 사회와 국가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신분과 관품에 따라 봉사대수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대봉사를 주장한 자는 樂學別坐 朴堧, 이조참판 鄭招, 이조판서 許稠, 우대언 

許誠, 府院君 李稷 등으로, 근거는 다음이다: ① 五服制로 高祖에 대한 服은 있으

면서 봉사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② 禮는 동등해야 하므로 四代奉祀를 해야 

한다. ③ <朱子家禮>에서 龕室 넷을 두고 있으므로 사대봉사를 규정하고 있다. 

④ 明의 <公候品官之家祀先圖>에는 4位를 배치하고 있다. ⑤ ≪經濟六典≫에 

따르면 부자 간에 벼슬이 다르면 祭享代數도 다르게 되어 神主의 처리 등에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이의 핵심은 服制와 祭享의 일치, <朱子家禮>와 明의 제도와의 

합치에 있다.45)

차등봉사를 주장한 자는 4품 이상의 고위관료이었으며, 사대봉사는 신진학자, 특히 

집현전 출신이 많았다. 즉, 고위관료는 보수적 입장에서, 신진관료는 개혁적 입장

에서 주장을 하였다. 

조문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한다. 1477년(성종 8)의 사건이다. 유학 朴仁昌의 

이씨 부인에 대한 추문이 있었고, 박인창은 이를 빌미로 이씨와 이혼을 하려고 하였다. 

박인창의 婢 보명은 그의 사주를 받아 이씨를 고소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추가하였고, 

박인창은 이씨와 이혼을 하였다. 보명은 박인창의 명에 따라 이씨를 무고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우선 이 사건은 ≪대명률≫ [干犯名義]조와도 관련이 되지만 “노비가 

주인을 고소하면 이를 수리하지 않고 사형에 처한다”라는 1420년(세종 2)의 수교가 

주대상이다. 여기서 법적 쟁점은 남편의 노비가 처의 노비로 인정되는가이며, 이를 

긍정하면 보명은 사형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으면 양형이 문제로 된다. 

이에 대한 입장은 ① ‘노비인정설—絞刑說’, ② ‘노비인정설—免死說’, ③ ‘노비

불인정설—죄질경미’, ④ ‘노비불인정설—告尊長條 적용설’, ⑤ ‘罪疑惟輕說’로 

45) 정긍식, 朝鮮初期 祭祀承繼法制의 成立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1996), 128-13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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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졌다. ①은 부부가 모두 가장이 되고, 이를 부정하면 노비가 패거리를 지워 

주인의 배우자를 모함할 우려가 있으며, 이혼하였더라도 즉각적으로 노비를 구분

할 수 없고, 이씨와도 6, 7년의 생활관계가 있으며, 보명이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

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다. ②는 ①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박인창의 지시 때문

이라는 점을 들었다. ③은 이혼하였기 때문에 주종관계가 없으며, 노비가 본 주인을 

돕는 것이 常情이고, 사안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임을 근거로 하였다. ④는 주인이 

이혼하여서 그 처와는 주종관계가 없기 때문에 노비가 옛주인을 고소한 법[告尊長]

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는 이혼은 보명의 무고가 아니라 오랜 반목의 결과

이며, 보명은 박인창에게 아부하기 위해서이므로 보명에게만 책임을 전부 물을 수 

없다고 보았다. 

이 논의에 참여한 인원은 35명이며, 이 중 18명이 노비인정설을, 17명이 교형설을 

취하였다. 의정부와 병조, 사헌부 관원이 ‘노비인정설—교형설’을, 병조를 제외한 

육조와 사건원 관원이 ‘노비불인정설—면사설’을 주장하였다. 결국 성종은 노비

인정설—교형설을 취하면서 1등 감경하였다.46)

다음은 1478년(성종 9) 庶兄이 嫡弟를 살해한 사건을 소개한다. 이의 쟁점은 ≪대

명률≫에서는 이 경우 일반인의 형벌에서 감경하고 있는데, 조선특유의 사정인 嫡庶

關係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대명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형이 아우를 구타한 

예에 따라 감형하게 되어 결국 서자가 적자를 구타하였지만 감형을 하는 적서의 

명분을 훼손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용납할 수 없어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처음에는 이 사안에만 국한되었으나 곧 嫡弟가 庶兄을 살해한 경우까지 확대되

었다. 입장은 ①-1: 別立科條必要說, ①-2: 別立科條不要說, ①-3: 良賤相毆律說, 

①-4: 卑幼毆殺尊長律說, ①-5: 凡人毆殺律說과 ②-1: 嫡庶兄弟同等處罰說, ②-2: 

嫡庶兄弟差等處罰說로 나누어졌다. 성종은 양천상구율(①-3)을 바탕으로 하면서 

별립과조필요(①-1)의 입장을 견지하였고, 이에 따라 형조에서는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논의에 참여한 자는 44명이었다. 제1차 논의에서는 정1품인 영경

연사, 정2품인 지경연사와 대간은 별립과조필요설(①-1)을, 정3품인 육조참의와 병

조참지는 양천상구율설(①-3)을, 정2품인 호․병․형조판서와 종2품인 호조․병

조․형조참판은 범인구살율설(①-5)을 주장하였다. 제2차 논의에서는 대간 및 육조참

의와 병조참지는 적서형제동등처벌설(②-1)을, 호․병․형조판서는 적서형제차등처

46) 서정민, 조선초기 誣告罪와 反坐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2012), 

63-6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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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설(②-2)을, 종2품인 호․병․형조참판은 동등처벌설을 주장하였다. 여기서 관서의 

업무에 따른 종적 분리보다는 관원 사이의 품계에 따른 횡적 분리가 두드러져 보

인다.47)

위에서 조선 초기에 국한되었지만, 입법과 해석을 둘러싼 입장의 차이와 의견이 

일치하는 집단, 나아가 법학 내지 법이론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48) 

2. ≪경국대전주해≫의 편찬과 법학 

≪경국대전주해≫는 조선의 유일한 공식유권해석집이다. 이는 1545년경에 착수하여 

1555년(명종 10)에 서울에서 간행되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선 1554년 10월에 安瑋가 

≪경국대전주해≫를 청주에서 간행하였는데, 이는 ‘前集’과 ‘後集’으로 되어 있으며, 

전집은 서울의 그것과 내용이 같다(淸州本). ≪경국대전주해≫는 堂下官인 通禮院 

左通禮 安瑋, 奉常寺正 閔筌 등이 이를 堂上官인 판서 鄭士龍, 참판 沈通源, 참의 

李夢弼 등이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3정승이 확정을 하여 임금의 재가를 받은 것이다. 

서울에서 간행된 ≪경국대전주해(전집)≫은 최종적으로 국왕의 재가를 받아 공식

적으로 채택된 해석이며, 청주에서 간행된 ≪경국대전주해(후집)≫은 그렇지 않은 것

이다. 지금껏 알려진 것과 달리 ≪경국대전주해(후집)≫에는 용어풀이만이 아니라 원

칙적으로 전집에 수록되어야 하는 법률해석과 관련된 주해도 있다. 여기에 수록된 

주해는 안위 등이 찬집하였지만, 최종적으로 국왕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들이다. 

따라서 ≪경국대전주해≫ 편찬과정에서 법적 논쟁의 존재, 해석의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49)

나아가 우리는 申瀿이 1576년 8월에서 1580년 10월 사이에 편찬한 ≪대전사송

유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른 사찬 사송법서와는 달리 六典 모두를 대상

으로 하고 있으며, 주제별로 분류하여 관련 조문을 발췌해서 나열한 것을 넘어서서 

찬자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견해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按此”와 주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개인적인 주석을 부가한 “私註”로 개인의견

을 제시한 곳이 각각 18개소, 7개소로 모두 25개소이다. 또 “安相國” 즉, 安瑋로 

47) 김대홍, 조선초기 형사법상 引律比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2012), 

113-140쪽. 
48) 특정 관점에 따른 법적 담론을 소개한 것으로는 정긍식, “朝鮮前期 相續에서의 公私

論辯”, 新世紀의 民事法課題: 仁齋 林正平敎授 華甲紀念(법원사, 2001), 547-566쪽 참조. 
49) 정긍식, “≪경국대전주해≫의 편찬과 그 의의”, 정긍식․田中俊光․김영석 역주, 경국

주해(한국법제연구원, 2009), 13-16쪽, 21-2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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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주해(후집)≫을 인용하고 있는 곳은 7개소로, 한 곳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같은 입장을 표시하는 것이고, 1곳에서는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가 제시한 개인의견은 “① 수교의 효력발생시기, ② 해석의 통일, ③ 법리

논쟁, ④ 입법론, ⑤ 현실에 대한 고려”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주류적 입장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상속인의 범위인 ‘使孫’에 대해서인데, 그는 별도의 “使孫

圖”를 제시하여 자기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경국대전주해≫ 찬자와 신번의 입장의 

본질적인 차이는 ≪경국대전≫의 ‘형제자매가 없다[無同生]’에 대한 해석이다. 전자, 

즉 안위 등 주류적 입장은 “재주가 독자인 경우 및 재주의 형제자매가 자손을 남

기고 죽은 경우”를 포함하는데, 신번은 “재주가 독자인 경우”만을 말한다. 그 결과 

주류적 입장에서는 4촌 손자, 4촌 형제까지만 상속권을 인정하지만, 신번에 의하면 

주류적 입장의 4촌 손자, 4촌 형제의 사손들까지 상속을 할 수 있어서 사손의 범위

가 확대되고 혈연상속이 강화되었다.50)

그러나 우리는 ≪경국대전주해≫와 ≪대전사송유취≫에서 법학적 논쟁, 법학형성

의 편린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우선 ≪경국대전주해≫의 해석에 동원된 정확한 

사료를 알 길이 없으며 따라서 찬자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 그리고 

≪경국대전주해≫를 편찬한 인물의 경력 등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대전사송유취≫

의 찬자 신번에 대해서는 거의 알 수가 없다.51) 그 결과 16세기 중엽 ≪경국대전≫의 

해석을 둘러싼 학파의 형성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법학의 분화와 전승을 파악할 

수 없다. 어쩌면 이 사실이 조선시대 법학자의 운명인지도 모른다. 

IV. 향후 과제와 수행방법

위에서 ‘조선’법학사 성립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는 시론에 불과할 

뿐, 본격적이며 제대로 된 ‘한국’법학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

하다. 여기서는 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법학은 법학자가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학자들을 정리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

50) 임상혁, “≪大典詞訟類聚≫와 조선전기의 법이론”, 법제연구, 18(한국법제연구원, 2000), 

229-230쪽 및 정긍식, “해설: 잊혀진 법학자 申瀿”, 앞의 책, 59-78쪽 참조. 
51) 신번은 생몰년을 알 수 없으며, 신숙주의 방계손이며 신공제의 3남이다. 후대 족보에

서는 이름조차 다르게 나온다. 그는 장예원 판결사(정5품)를 역임했으며, 지방수령을 

3년간 역임했고, 그동안 20여 차례 재판을 하였다. 정긍식, 앞의 책, 25-2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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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듯이 조선시대에는 법학자가 독립된 계층이 아니었고 관료들이 행정관과 사법관 

나아가 법학자를 겸하였다. 그들은 재판과 입법 등 구체적인 법경험을 통하여 법

지식을 축적하고 나아가 법학자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그렇다면 우선 조선시대 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자들을 정리해야 한다. 즉 조선시대 사법기관의 관원을 1차적

으로 정리해야 한다. 사법기관은 중앙에는 형조, 장예원(1764년[영조 40] 형조에 

병합), 한성부, 의금부 등이 있으며, 또 관원의 비리를 규찰하는 사헌부도 포함시킬 

수 있다.52) 

관원들의 명부를 정리한 ‘先生案’이 있는데, 불행히도 위 기관의 그것은 찾기 어렵다. 

현재 관원명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53) 그렇다면 결국 조선

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 관찬자료에서 개별적으로 검색해서 정리

해야 한다. 단순히 명단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들의 文科合格 여부

와 前後 經歷 그리고 出身家門이나 사회적 지위 등 전반적인 것을 종합해야 완전

하고 의미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 한 개인의 종합된 정보는 개인의 전문성을 판

별하는 기준이 되며, 이를 종적으로 횡적으로 연결하면 법률가집단의 형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전문적인 법률가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율과출신들을 정리하여야 한다. 

≪律科榜目≫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과 미국 하버드대학 연경도서관에 

각 1부가 소장되어 있다. 전자는 최종고가 소개하였고, 후자는 아직 제대로 소개

되어 있지 않다. 현재 잡과출신인 중인들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율과

출신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자료의 한계 등으로 부진하다. 이들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 율과출신과 근대적 법률가의 연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한국법학사의 ‘連續性’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들의 주고받은 법적 논변을 정리해야 한다. 이 역시 

관찬자료를 토대로 정리해야 하며, 나아가 대상을 확대하여 위에서 찾은 법률가들의 

개인기록, 즉 문집 등을 망라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법적 논변을 일관된 관점

에서 전체를 정리해야 활용하기에 편리하여 사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물론 그 

관점을 찾기 위해서는 조선사 전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조선의 사회와 

52) 수령이나 관찰사 등 지방관도 해당되지만 너무 많고 또 중앙관으로 활동하는 등의 이

유로 생략할 수밖에 없다. 
53) 다만 조윤선은 숙종대에 한정하여 형조의 관원을 정리하였다. 조윤선, “숙종대 형조의 

재판 업무와 합의제적 재판제도의 운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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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대한 안목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법 그리고 법적 논변에 대한 합리적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 

또 조선시대에 이미 정리된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다. 다행히 조선 후기 형조와 

관련된 수교는 당시에 필사본의 형태로 정리되어 있다.54) 여기에는 조정에서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대신들의 법적 논변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비록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성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다.55) 또 법전이나 법서 편찬주체 

등 특정주제나 대상에 주목하여 접근할 수도 있다. 이는 비록 전체를 그려내지는 

못하지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조선 전기와 후기는 사료의 양과 질 그리고 밀도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쉽고 편한 전기를 대상으로 작업을 한 후 이를 토대로 후기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 법학적 논변이 활발한 시기인 세종대와 성종대 등을 대상

으로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 작업들을 한 개인이 수행하기

에는 너무나 벅차다. 결국 이는 개인이 하기보다는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또 일괄된 문제의식으로 공동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공동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이고 자생적인 학문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 

연구집단이야말로 자생력이 있어 지속되며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다. 

V. 맺음말

위에서 ‘조선’법학사 성립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법학은 현존하는 법질서에 

대한 종합적 인식이며, 일차적으로 ‘법해석학’이 주류이다. 법학이 성립하기 위해

서는 그 대상인 법이 존재해야 하며 이를 운용하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 우선 법전이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법은 있었고, 이는 법해석학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법

주체는 율관이 아닌 관료 등을 상정하였다. 특히 경세가로만 알려진 학자들은 

훌륭한 법학자이며 법사상가이다. 앞으로 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법전편찬은 기계적으로 수교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관점에서 6전과 

54) 정긍식 외 역, 조선후기 수교자료집성( I∼III )(한국법제연구원, 2009, 2010, 2012)에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수교정례≫, ≪수교등록≫ 등을 정서․번역하였다. 
55) 정긍식, “1793년(정조 17) <婢夫定律>”, 서울 학교 법학, 53-1(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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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문에 수교를 체계정합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학적 지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법학이 성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경국대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문의 추가와 이에 수교를 배치하는 것은 수교의 내용은 물론, 6전체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사회변화에 대한 숙고가 있은 후에 가능하다. 이 점

에서 1698년(숙종 24)에 간행된 ≪수교집록≫의 편찬은 법학사에서도 의미가 있다.

또 실제적 필요에서 등장한 사찬법서 역시 법학지식의 산물로 손색이 없다. 사송

법서의 편찬은 민사소송절차와 필요한 실체법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사송유취≫에서 ≪결송유취보≫로 발전은 법학적 성취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18세기 말에 나온 ≪유서필지≫는 일반인들의 법지식에 대한 갈망과 이에 부응하는 

이서층의 지적활동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개는 사찬법서의 편찬자들을 알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의 지식의 전승을 파악할 수 없는 점이 한계이다. 

조선에서 법학의 전개를 입법과 해석에서 살펴보았다. 이 경우 관료들이 논쟁에 

참여하며 그들의 학문적 배경과 관직 등에 따라서 입장이 나누어졌다. 많은 자료를 

귀납적으로 분석하면 입법과 법해석에 대한 입장의 차이, 나아가 이에 기반을 둔 

‘法學派’의 형성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1555년(명종 10)에 간행된 ≪경국대전주해≫와 申瀿이 편찬한 

≪대전사송유취≫이다. 최종적으로 선택된 해석과 그렇지 않은 해석 그리고 이에 대한 

신번의 비판 등은 16세기 중후반 ≪경국대전≫의 해석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있었

고 이를 바탕으로 한 법학자 집단과 그 전승을 어렴풋이 그릴 수 있다.  

이를 위한 과제로 우선 사법기관 관련자의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명단의 정리와 

다양한 사료에서 법적논변의 정리를 제시하였다. 비록 정도는 아니지만 ≪수교등록≫ 

등 기정리된 자료의 활용도 언급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공동으로 해야 하며 이 과정

에서 진정한 학문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이다. 

법학적 논변은 법서—예컨대 ≪흠흠신서≫ 등—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수많은 분쟁과 재판기록이 있으며, 여기에는 다양한 법적 주장과 

논변이 담겨 있다. 이를 종합하면 조선적 법학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세가들은 그들이 지향하는 이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론을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뛰어난 법학적 논변이며, 법이론이다. 이는 한국 법제사는 물론 법학사의 

기름진 거름이다. 

그러나 현재 이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조차 조사․정리되어 있지 않다. 우선 조선

시대의 법률가라고 할 수 있는 형조 등의 관원명부도 정리된 것이 없으며,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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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한 율과출신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도 미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과 사건을 

해결하면서 등장한 법적 주장과 그 근거에 대한 자료와 경세가들의 주장을 체계적

으로 정리해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다음의 연구를 기약해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13. 8. 9      심사완료일 2013. 8. 27      게재확정일 2013. 8. 30



‘朝鮮’法學史 구상을 위한 試論 / 鄭肯植   667

참고문헌

≪經國大典≫, ≪特敎定式≫, ≪六典條例≫.

정긍식․田中俊光․김영석 역, 역주 경국 주해, 한국법제연구원, 2009.

정긍식․조지만․田中俊光․김영석, 조선후기 수교자료집성(Ⅰ∼Ⅲ), 한국법제연구

원, 2009, 2010, 2012.

정긍식․조지만․田中俊光, 잊 진 법학자 신번: 譯註 大典詞訟類聚, 민속원, 2012.

김대홍, 조선초기 형사법상 引律比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2.

김봉좌, “≪유서필지≫ 판본 연구”,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金良洙, “조선후기 中人의 지방관 진출: 경기와 충청도 守令先生案을 중심으로”, 

국사 논총, 76, 국사편찬위원회, 1997.

朴秉濠, “麗末鮮初의 親族의 稱呼와 範圍”, 서울 학교 법학, 44-4, 서울대학교 법학

연구소, 2003.

서정민, 조선초기 誣告罪와 反坐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12.

송영춘, 고려시  잡학교육 연구, 형설출판사, 1998.

沈載祐, “18세기 獄訟의 성격과 刑政運營의 변화”, 韓國史論, 34, 서울大學校 國史

學科, 1995.

심헌섭, “법학의 학문성”, 법철학연구, 9-1, 한국법철학회, 2006.

유기준, 조선초기 형률 연구: 율문과 율학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이남희, 조선후기 잡과 인 연구: 잡과입격자와 그들의 가계 분석, 이회문화사, 

1999.

임상혁, “≪大典詞訟類聚≫와 조선전기의 법이론”, 법제연구, 18, 한국법제연구원, 

2000.

任相爀, 朝鮮前期 民事訴訟과 訴訟理論의 展開,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0.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절, 2006.



668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3호 (2013. 9.)

전경목, “≪유서필지≫의 편간과 고문서학적 의의”,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 사계

절, 2006.

정긍식, “≪경국대전주해≫의 편찬과 그 의의”, 경국 주해, 한국법제연구원, 2009.

정긍식, “1517년 安東府 決訟立案 분석”, 법사학연구, 35, 한국법사학회, 2007.

정긍식, “16세기 첩자의 제사승계권”, 사회와 역사, 53, 한국사회사학회, 1998.

정긍식, “1793년(정조 17) <婢夫定律>”, 서울 학교 법학, 53-1, 서울대학교법학연

구소, 2012.

정긍식, “법서의 출판과 보급으로 본 조선사회의 법적 성격”, 서울 학교 법학, 

48-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정긍식, “속대전의 위상에 대한 소고: ‘봉사 및 입후’조를 대상으로”, 서울 학교 

법학, 46-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정긍식, “朝鮮時代의 家系繼承法制”, 서울 학교 법학, 51-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정긍식, “朝鮮前期 相續에서의 公私論辯”, 新世紀의 民事法課題: 仁齋 林正平敎授 

華甲紀念, 법원사, 2001.

정긍식, “조선전기 중국법서의 수용과 활용”, 서울 학교 법학, 50-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정긍식, “해설: 잊혀진 법학자 申瀿”, 잊 진 법학자 신번: 譯註 大典詞訟類聚, 민

속원, 2012.

정긍식, 朝鮮初期 祭祀承繼法制의 成立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

논문, 1996.

정호훈, “조선 관료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을 담다: 공사실용서 ≪고사촬요≫”, 실용서

로 읽는 조선(글항아리, 2013) 참조.

조윤선, “숙종대 형조의 재판 업무와 합의제적 재판제도의 운영”, 사총, 68, 고려대

학교 사학회, 2009.

조지만, 조선시  형사법: 명률과 국 , 경인문화사, 2007.

최병조, “15세기 후반 조선의 법률논변: 私婢 斤非 사건을 중심으로”, 서울 학교 

법학, 52-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최병조, “로마법의 의의와 개관”, 로마법․민법논고, 박영사, 1999[원: 1995].

최병조, “조선 전기 奴婢와 主人 관계에 대한 지배층의 관념: 成宗 8년(1477) 主人 

謀害 사건을 중심으로”, 서울 학교 법학, 53-1,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朝鮮’法學史 구상을 위한 試論 / 鄭肯植   669

최병조, “조선시대의 죄형법정주의 斷想: 소급입법의 문제를 중심으로”, 法史學

硏究, 45, 한국법사학회, 2012.

최종고, 법학사, 경세원, 1986.

최종고, 서양법제사, 전정신판, 박영사, 2003.

최종고, 한국법사상사, 서울대출판부, 1989[초판].

최종고, 한국법학사, 박영사, 1990[초판].

田川孝三, “大典詞訟類とその類書”, 東方學志, 23⋅2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0.



670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3호 (2013. 9.)

<Abstract>

How to Construct a History of Jurisprudence 

in the Chosun Dynasty

Jung, Geung Sik*

56)

A history of Korean jurisprudence is still an unexplored field. In this paper, I 

study the methodology for narrating the history of jurisprudence in the Chosun 

dynasty. First of all, I examine following points in order to prove the existence of 

jurisprudence in the Chosun dynasty. Firstly, I examine interpretation of laws and 

codification of legal books in the Chosun dynasty. Secondly, I examine legal experts 

in the Chosun dynasty. I argue that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in the Chosun 

dynasty should be classified as legal experts in addition to low-ranking judicial officials 

who passed YulKwa (律科; the state examination in the subject of laws). Lastly, I 

examine reciprocal development between codification of legal books and jurisprudence.

Next, I analyze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laws in order to prove development 

of jurisprudence in the Chosun dynasty and introduce different legal opinions in the 

16th century in the process of codifying Kyeongkukdaechunchuhae (經國大典註解; 

The Commentary on Kyeongkukdaechun). I examine codification of legal books and 

private legal books in the 18th century that shows the existence of legal experts and 

their domestic succession. I also suggest some tasks and ideas for narrating the 

history of jurisprudence in the Chosun dynasty.

Keywords: history of jurisprudence in the Chosun dynasty, lawyers in the Chosun 

dynasty, codification, consolidation of legal books, Kyeongkukdaechunchuhae 

(The commentary on Kyeongkukdaechun), private legal books

*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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