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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은 ‘살맛나고 올바른 나라’, 즉 그의 정치 비전인 “생생지락”(生生之樂)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사법(司法)분야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법과 질서를 어기는 자에 대
해서 그는 엄격한 처벌을 내렸는데(사형집행률 86%), 그것을 어떻게 정당화하였나? 이
러한 일련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세종실록』에 있는 100여 개의 법에 대
한 기록과 536건에 달하는 그의 사죄(死罪) 판결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종이 생각하
는 좋은 판결은 ‘인의(仁義)로운 판결’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그는 죄인을 형벌
로 다스리는 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지만, 법
맡은 관리가 형벌을 남용하여 인격과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불가하며, 그 경우에도 ‘만
의 하나’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심히 살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의(義)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마 하지 못하
는’ 인(仁)의 마음이 빠진 정의는 곤란하다는 게 세종의 재판 판결 정신이었다.
세종은 법률이나 감옥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제도이고 기구이지
만, 백성들이 법을 잘 알아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데 궁극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그
래서 최종적으로는 “감옥이 텅 비게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
는 무엇보다 감옥제도에서 백성들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 많다는 것을 개탄하고, 나라에
서 가장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는 감옥 죄수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억울함이 없는 재판을 만들기 위하여 세종이 기울인 노력은 무엇
이었나? 첫째, 감옥제도의 개선이다. 세종은 죄수들이 감옥에서 더위나 추위 또는 병으
로, 그리고 고문이나 남형으로 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누차 강조하고 또 확인하는 행정
을 하였다. 둘째, 이런 어진 마음은 억울하게 벌을 받은 사람의 누명을 풀어주는 조치로
도 나타났다. 1433년(세종 15년) 7월의 약노(藥奴) 사건 등이 그 예다. 셋째, 세종은 백성
들이 잘 모르고 한 범죄나,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잘못인 경우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
였다. 세종실록에서 이렇게 세종시대판 죄형법정주의라고 할 수 있는 여러 사례를 찾을
수 있다(재위 18년의 사헌부의 요망한 무당 처형주장을 세종이 반대한 사례, 재위 22년
의 사헌부 관리 안순기 죄지은 궁녀를 변호한 사례 등)
주제어: 세종, 법 관념, 죄수의 삶의 질, 공정한 재판, 죄형법정주의, 인의(仁義)로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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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께서는) 크고 작은 형벌을 애써 삼가서 불쌍하게 할 것을, 관리에게 경계하셨다.
비록 한 대의 매라 할지라도 모두 조정의 율문(律文)에 의거해서만 하고, 절대로 형벌을
남용하지 못하게 금지하셨다 […] (감옥을 지을 때) 도면으로 그려 안팎에서 모두 볼 수
있게 하되 도면 이의의 공간을 못 만들게 하셨다. 추운 곳과 더운 곳을 다르게 하였으며,
구휼하기를 완전하도록 하여, 횡액에 걸려 여위거나, 병든 자가 없게 하셨다.1)
– “왕(세종)의 사망을 중국에 알리는 부고문” 중에서

I. 이끄는 말
이 글은 『세종실록』에 나타난 법과 정치 관계에 대한 국왕 세종(世宗, 1418-1450년 재
위)의 생각을 살펴보는 데 주된 목적을 둔다. 세종은 정치의 중요한 책무를 ‘백성의 억울함
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부왕 태종의 사망 후 처음으로 ‘생생지락(生

生之樂)의 나라’라는 정치비전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약소(弱小)한 백성의 원억(冤
抑)을 없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나(세종실록 05/07/03),2) 수령들의 잘못된 판결을 고소하
여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야말로 정치의 존재 이유라고 말한 것(세종실록
13/1/19) 등이 그 예이다. “정치하는 도리는 아랫 백성의 심정이 위에 통하게 하는 것[爲政
之道 使下情上達]”이라는 안숭선의 말(세종실록 15/10/23)을 세종은 흔쾌히 받아들여, 수
령고소금지법 개정을 지시하였다.
백성들의 비명횡사를 막기 위하여 ‘의문사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감옥행정을 합리화하
였으며, ‘나라에서 금하는 조항을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두려워 피하게’ 하기 위하여 훈
민정음을 창제하기도 하였다. 훈민정음을 반포한(1446년) 직후에 잘못한 관리의 죄를 임
금이 직접 한글로 작성하여 의금부에 내린 일이나(세종실록 28/10/10), 훈민정음을 익힌
사람을 문서담당 관리로 선발하라고 지시한 일(세종실록 28/12/26) 등이 그 예다.
그런데 세종시대의 재판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선행연구를 검토해보면, 세
종리더십에 대한 연구와 한글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분
야의 연구는 1996~2005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전체 연구 성과의 40%가 이
시기에 나왔다. <그림 1>에서 보듯이 2005년도를 정점으로 세종 및 한글 연구가 급증하고
1) 大小刑罰, 克用愼恤, 戒飭官吏, 雖一笞一杖, 皆用朝廷律文, 切禁枉濫 … 作圖以示中外, 依圖營
構, 寒暑異處, 周恤甚備, 無有橫罹瘦病者矣.
2) 『세종실록』 5년 7월 3일자 기사. 이하에서는 ‘세종실록 05/07/03’로 약기(略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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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대별 세종 연구 성과의 증감 추이

있다. 경제적 성장과, ‘한류현상’, 해외여행과 해외연수의 증가 등에서 보듯이 문화적 자부
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이다. 즉 정치학을 비롯한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자아준거적 학문’의 필요성과 ‘한국형리
더십 원형찾기’ 노력도 세종 연구의 증대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연구를 분야별로 나눠보면, 어문학 분야가 전체 연구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51%), 인재쓰기 등 세종의 정치리더십에 대한 분야가 41%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국방, 축성 등 국방 분야나 세제개혁 등 경제 분야의 논문이 각각 4%와 2%에 머물고 있다.
반면 그 시대의 법과 재판에 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극히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박현모 외 2009).
박병호(2001)와 김홍우(2007)의 연구는 이 분야의 대표적인 것이다. 박병호 교수(2001,
288)는 세종의 법전 편찬에의 각별한 노력 – 세종은 재위 2년부터 17년에 이르기까지, 재
위기간의 절반(16년)을 법전 편찬 개보수 작업을 계속하였다 – 에 주목하면서 “민본적 법
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백년대계의 기반이 세종시대에 이루어졌다”고 말하였다. 박병호
2001, 294-302)는 세종시대 민본적 법치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① 중국 삼대의 법을 존
중하되 ② 법 적용 당시의 시속과 민심에도 부합하는 양법미의(良法美意) 전통에 부합하
며 ③ 법의 안정성을 위하여 경솔한 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 등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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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세종시대의 법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에 그쳤고 구체적인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 점에서 세종시대의 ‘수령고소금지법’3)을 집중적으로 다룬 김홍우 교수(2007)의 연구
는 주목할 만하다. 김 교수는 세종 1년부터 재위 29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전개된 수령
고소금지법에 관한 논의를 분석하여 세종의 인명존중 사상을 서술하였다. 김홍우 교수의
이 서술은 선행 연구자인 심희기 교수의 것(2001; 2006)을 토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다르
다. 즉 심희기 교수(2001; 2006)가 수령고소금지법 개정을 조선초기의 단심제(單審制)를
넘어서 다심제(多審制)로 전환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한 것과 달리, 김홍우 교수(2007)는 그

것을 “사회적 약자들의 숨은 고통,” 즉 원억(冤抑)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론과정으로 보고
있다.4)
하지만 이들 연구들은 세종시대 왕과 신료들의 법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담론 연구에 그
치고, 세종이 내린 옥사 판결에 대한 분석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그렇게 볼 때 조선 초
기 사회범죄에 대한 정태헌(1988)의 연구는 귀중하다. 이 연구는 세종시대를 포함하여 조
선 초기[태조-성종]의 범죄를 처음으로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범죄
연구사에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다. 하지만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종시대의 경
우 사례 조사가 정확치 못하였다. 예컨대 정태헌(1988, 31)은 세종시대의 “형조 삼복계(刑
3) 종래 연구자들은 이 법을 ‘부민고소금지법’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이는 우리말 어법 사용에 위배
될 뿐더러 실록에도 나오지 않는 말이다. 우선 부민(部民)으로 하여금 수령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곧 ‘수령고소금지법’이라고 불러야 한다. 이것은 마치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를 평가하
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을 경우, 그것을 ‘교사평가금지법’이라고 해야지 ‘학생평가금지법’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것과 같다. 뿐만 아니라 『세종실록』에는 ‘부민고소금지법’이라는 말이 없다. 단지
“부민의 고소를 금지하는 것”[部民告訴之禁](세종실록 07/03/24)이라고 되어 있고, 그와 반대되
는 법도 “부민이 수령을 고소(告訴)하는 법”[部民告訴守令之法](세종실록 13/06/14)이라고 기록
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어법에 맞고 그 의미도 쉽게 이해되는 ‘수령고소금지법’
이란 명칭을 사용한다.
4) 최근의 연구로, 수령고소금지법을 세종의 중용의 리더십의 사례로 분석한 정윤재 교수(2013)의
논문이 있다. 정 교수는 세종이 신하들의 “견해를 두루 묻고 경청하며 토론을 꾸준히 이어간 끝
에, 자신의 주견(主見)을 확고하게 잡으면서도 반대주장도 헤아려 마침내 그것도 어느 정도 반
영하는 선에서 최종결정을” 내린 중용의 덕을 발휘한 군주라고 평가하였다. 다만 정 교수는 “이
러한 세종의 노력으로 (수령고소금지법이) 결국은 개정이 아니라 폐지(廢止)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이는 역사적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 성종 때 전 정언(正言) 정극인(丁
克仁)이 수령고소금지법을 폐지하자고 다시 주장하는 등 논란이 재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성종
실록 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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曹三覆啓)에 오른 자가 572명이고, 이중 사형이 면제된 자는 2명뿐”이라고 하였으나, 조사
결과 536건에 70명이 “면사”(免死) 판결을 받고 있다. 즉, 좀 더 엄밀하고, 구체적인 옥사
판결 사례 연구가 요구된다 하겠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메우고, 법과 좋은 정치의 관계에 대한 세종의 생각을
구명(究明)하기 위하여 먼저, 그 시대 사람들의 형벌 내지 사법(司法)에 대한 언행을 살펴
보고, 나아가 536건에 해당하는 세종의 사죄(死罪)판결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세종의 ‘형벌’에 대한 생각
세종의 사법(司法)에 대한 기록, 즉 ‘법에 대한 민사·형사의 재판 및 그에 관련되는 국가
작용’(이희승 1998)에 대한 판단과 조치는 『세종실록』 속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즉
위한 직후의 사면조치로부터 시작해서(세종실록 00/08/11), 사죄(死罪)에 해당하는 죄수
들에 대한 최종 판결(세종실록 00/10/30), 법과 정치의 관계(세종실록 07/07/19) 및 재판에
임하는 왕 자신의 생각을 밝힌 일(세종실록 06/06/04), 감옥의 시설을 개선하게 하고 죄수
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명령(세종실록 05/03/04) 등이 그것이다. 『세종실록』에서 세종의 사
법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기사는 약 100여 건이고, 실제로 사죄(死罪) 죄수를 판결한
것이 536건으로 추려지는데, 그것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정신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듯
하다. 즉, ‘형벌은 정치를 돕는 수단이다.’ ‘국가에서 형벌을 쓰는 것은 죄 짓는 자가 없어지
기를 기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명확히 알려주되, 그 선을
넘은 자에 대해서는 엄형에 처한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은 형벌이란 정치를 돕는 수단이라고 보
았다. 그는 국가에서 형벌제도를 둔 것은 국가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일이라
고 생각하였다. 덕으로 감화시키는 정치가 제일이나 그것만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기 때
문에 형벌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바, 옛날 “순(舜)임금이 재판관 고요(皐陶)를 임명하여 오
형(五刑)을 밝혀서 오교(五敎)를 돕게” 하였고, 그 결과 “온화하면서도 밝은 정치”[雍熙之
治]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세종에 따르면 형벌은 “덕으로 감화시키는 정치”[德治]를 보조[從]하는 데 그쳐
야지 그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되었다. “형벌은 성인이 매우 중히 여기어 어쩔 수 없을 때에만
이를 사용했다”[聖人所甚重 不得已然後用之]는 그의 말이 그것이다(세종실록 1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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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부득이’(不得已) 할 때만 형벌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세종은 철
저히 ‘형이보치’(刑以輔治)의 입장에 서 있었다(세종실록 07/07/19).
하지만 당시 관리들은 덕으로 감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이는 대신 엄격한 형벌로 일관하
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재위 7년에 세종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법을 맡은 관리가 형을 적용할 때에 대개 중한 법을 적용하니, 내 심히 딱하게 여
기노라[予甚愍焉]. 죄가 경한 듯도 하고 중한 듯도 하여 의심스러워서, 실정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경우면 경한 법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當從輕典]. 만약 실정이 중
한 편에 가까운 것이더라도 아무쪼록 법에 지나치지 않도록 하라. 『서경(書經)』에 ‘조심하
고, 조심하라. 형을 시행함에 조심하라’[欽哉欽哉, 恤刑之欽哉]고 한 말을 내 항상 잊지 않
고 있다(세종실록 07/07/19).

여기에서 세종은 관리들의 엄형주의(嚴刑主義)가 유교의 기본정신[慎刑]에 어긋난다는
점, 따라서 법 맡은 관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흠휼(欽恤)정신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관리
들이 대체로 엄격한 처벌로 자기를 현시(顯示)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참으로 훌륭한 관리
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판결로 그들의 마음을 얻는 자라는 게 세종의 생각이었다. 그는
재위 14년에 지방에 내려가는 수령들에게 “그대들은 다 학문의 공력이 있으니 백성 대하
는 일을 익숙하게 알고 있을 터이다. 각기 마음을 다하여 어루만지고 사랑하라. 형벌은 중
대한 일이니 조심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刑罰重事 不可不愼]”라고 당부하고 있다(세종실
록 14/01/15). 세종의 이러한 신형론(愼刑論)은 ‘사죄(死罪)에 대해서는 거듭 세 차례 재조
사해서 아뢰게 하는’ 삼복제(三覆制)를 강조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세종실록 03/12/22;
08/06/24).5)
그런데 세종에 따르면 형벌을 지나치게 쓰지 않으려고 마음먹은 관리들조차도 간혹 “그

5) 사죄삼복제는 고려시대부터 나타나고 있다. 1057년(문종 1) 8월 상서형부(尙書刑部)에서 인명
이 중요하므로 사형수는 삼복한 뒤에 처결(處決)해야 한다는 주(奏)를 올린 사실이 있으며, 『고
려사』 형법지에도 이와 관련된 기사가 많다. 조선시대에 들어 1397년(태조 6) 최초의 법전인 『경
제육전』 형전에 용형상의 제도로 입법화되어 반시(頒示)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1401년(태종 1)
2월 변남룡(卞南龍) 부자 조사 과정에서 삼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간(諫)한 사실 등으로 보아
그 실행 여부에는 의문이 있다. 더욱이, 조선 후기에는 결안정법(結案正法)이라고 하여 자백만
얻으면 그 자리에서 처형하는 사례도 자주 있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2001) 『민족문화대백과사
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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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適中)함을 잃고 형벌을 남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한 ‘권력의 자기
현시 경향’ 외에 “착오로 인해 잘못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착오
는 중앙이 아닌 지방의 경우 더 자주 일어났는데, “외방의 수령들이 홀로 주현의 일을 맡아
각기 자기의 사정으로 법을 굽혀 태(笞)와 장(杖)을 가하는 자가” 의외로 많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세종의 해법은 법 맡은 관리들에게 ‘긍휼지심’[矜
恤之心]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수령을 내려 보낼 때 형식적으로 접견하거나 이조판서 등
으로 대신하게 하지 않고 왕이 일일이 만나 백성 사랑을 신신당부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

다. 재위 8년에 연풍 현감(延豐縣監) 권심 등을 내려 보낼 때가 그랬다. “옛적부터 임금이
혼자서 다스릴 수는 없는 것이요, 수령을 신뢰하여 백성을 보호하게 하였다. 이제 수령을
신중히 선발하여 내가 직접 보고 보내는 것은 그 책임이 중대하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나
의 지극한 심정을 받아들여, 백성 사랑하는 것을 마음 중심에 두라”라는 세종의 말이 그것
이다(세종실록 08/02/26). 세종은 “비록 부득이하여 형벌을 쓰더라도 만약 불쌍히 여기며
구휼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억울하게 죽는 자가 거의 없게 될 것”[庶無枉死者]이라고 보고,
관리들 마음속의 ‘긍휼지심’을 상기시키려 노력하였다(세종실록 14/01/15).
둘째, 국가에서 형벌을 쓰는 것은 죄 짓는 자가 없어지기를 기약하는 것[期于無刑]이라
고 세종은 생각하였다(세종실록 06/08/21). 그는 형벌을 덕화정치의 보조수단으로 보았지
만, 형벌제도를 경시하거나 소극적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그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감옥을 개선하고 재판과정을 공정하게 만들어서 억울하게 죽거나 원통한 판결을 받지 않
으며, 나아가 죄수로 하여금 스스로 새로워지는 사법행정을 닦아가려 하였다. 그리고 그
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형벌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였다.
재위 7년에 세종은 “옥(獄)이란 것은 죄 있는 자를 징계하자는 것이요, 본의가 사람을 죽
게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한때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죄 때문에 처형되지 않고 불합리한 감옥행정이나 시설 때문에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
고 말하였다. 그가 지은 범죄 자체는 밉고 나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 지은 사람 자
체를 미워하거나 부당하게 처벌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감옥 일을 담당한 관
원들은 “마음을 써서 고찰하지 아니하여 심한 추위와 찌는 더위에 사람을 가두어 두어 질
병에 걸리게 하고, 혹은 얼고 주려서 비명에 죽게 하는 일이” 있는데, 이는 진실로 형벌 제
도의 목적, 즉 형이보치(刑以輔治)의 취지로부터 동떨어진 행동이라는 게 세종의 생각이
었다.
따라서 세종은 감옥 맡은 관리들에게 날마다 감옥 시설을 “몸소 상고하고 살피며 옥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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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리하고 쓸어서 늘 정결하게 할 것이요, 질병 있는 죄수는 약을 주어 구호하고 치료하
라”라고 지시하였다(세종실록 07/05/01). 하지만 왕의 이런 당부와 규찰지시 - “그 중에
마음을 써서 거행하지 않는 자는 서울 안에서는 사헌부에서, 외방에서는 관찰사가 엄격히
규찰하여 다스리게 하라” - 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대한 관리들의 태도는 잘 바뀌지 않는
듯하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재위 19년에 내린 왕의 ‘의문사 방지 규정’ 마련 지시가 이를
반증한다.
옥(獄)이라는 것은 본래 악한 것을 징계하자는 것이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
다 […] 지금부터 서울 안의 옥에 갇힌 죄수[獄囚]로서 죽은 자가 있거든 죄의 경중을 분별
할 것 없이 모두 다 사연을 갖추어 아뢰라. 외방에서는 다만 죄수로서 죽은 자에 대해 형
조에만 보고하고 (왕에게) 계달하지 아니하니, 서울과 지방의 법이 달라 실로 온당치가 못
하다. 지금부터는 지방의 죄수로서 사형을 받은[致死] 자도 또한 경중을 불문하고 본범
(本犯)의 죄명과 처음에 가둔 월일과 병에 걸린 일시와 치료한 약과 병 증세와 신문할 때
때린 매질[訊杖]의 횟수와 죽은 일시를 갖추어 기록하여 형조에 문서를 넘겨[移文] 주고,
또 따로 (내게) 보고하되 그것을 항식(恒式)으로 만들라(세종실록 19/01/23).

여기서 세종은 감옥 제도의 원래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이어서 백성이 억울하
게 죽는 일이 없도록 기록으로 남기라고 지시하고 있다. 지방감옥의 죄수들까지도 감옥에
서 죽은 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여 보고하게 함으로써 관리 소홀로 인하여 - 정당한
죄 값을 받는 것으로서의 사형이 아니라 - 죽거나 병들지 않게 하라고 엄중히 지시하고 있
는 것이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감옥시설의 개선과 관련한 당시 사람들의 부정적 인식이다. 재위
14년에 세종은 김종서에게 “사람들의 말에 ‘감옥을 만들면 임금에게 재화(災禍)가 생긴다’
고 하니, 이 말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종서가 그런 말은 “고전(古典)에
는 없는 것”이라고 대답하자, 세종은 이렇게 말하였다. “감옥을 수리하는 것은 죄수들로
하여금 그 침식(寢食)을 편하게 하고자 함이고, 처음부터 형벌하기를 좋아해서 한 것은 아
니다. 무엇이 재앙의 화(禍)를 불러올 것이 있겠는가. 이것은 반드시 세속의 말일 것이니
매우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다[甚無理也]”(세종실록 14/07/18). 여기서 보듯이 세종은 잘못
된 속설과 관련하여 신하와 함께 고전과 논리적 관계를 따져본 다음 “매우 이치에 맞지 않
는 말”이라고 결론짓고 있는데, 그의 합리적인 태도를 잘 보여준다.6)
6) 세종의 합리적 사고는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에 대한 회의적인 말에서도 나타난다. 즉 경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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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 따르면 나라에서 사면을 단행하는 것은 한 때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힌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새로움을 열어가게’ 하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 “사면(赦)이란 것은 덕
의(德意)를 선포하고 더러움[瑕疵]을 씻어내어 스스로 새로움을 열어가는 길”[赦者 所以
宣布德意 蕩滌瑕穢, 使開自新之路]이라는 말이 그것이다(세종실록 04/02/05). 여기서 중요
한 것은 자기 스스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길[自新之路]을 열어준다는 말인데, 이는 죄수라
할지라도 “이전의 허물을 씻고 스스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길을 열어갈 수 있다”[開其自新
之路]는 믿음에 기초한 생각이었다.
말하자면, 비록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 반성해서 새
사람이 되어 나가도록 교도행정을 펼쳐나가야 하며, 그럴 때 궁극적으로는 형벌제도 자체
가 불필요해질 것이라는 게 세종의 생각이었다. “옛날 어진 임금들이 형벌을 쓴 이유는 장
차 형벌 쓸 일이 없어지기를 기약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중한 법 위에 무지한
백성들을 놓아두어야만 하겠느냐”[先王用刑 期于無刑 豈忍以無知之民 重置之於法乎](세
종실록 06/08/21)라는 그의 말이 그것이다.
셋째, 세종은 백성들에게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명확히 알려주되, 그 선을 넘은 자에
대해서는 엄형에 처하였다. 형벌 제도 자체가 불필요하여 지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우선 법
을 알아야 한다는 게 세종의 생각이었다. 재위 중반에 허조에게 언급한 “우부우부(愚夫愚
婦)들로 하여금 범죄를 피할 줄 알게 하겠다”[使愚夫愚婦知避]는 말이 그것이다(세종실록
14/11/07). 백성들에게 법을 알게 해서 스스로 범죄를 피하게 하겠다는 세종의 신념은 일관
되게 나타났다.
물론 세종도 법률의 난해함을 알고 있었다. “율문(律文)이란 것이 한문(漢文)과 이두(吏
讀)로 복잡하게 쓰여 있어서 비록 문신(文臣)이라 하더라도 모두 알기가 어렵다”고 말하였
다. 문신(文臣) 중에 정통한 자를 가려서 따로 『대명률(大明律)』 등의 글을 강습(講習)시키
라고 지시한 것이나(세종실록 08/10/27), 『지정조격(至正條格)』 등 법률서적을 신하들에게
배포한 일(세종실록 16/12/28), 금령(禁令)의 조문을 33가지로 요약하여 광화문 밖과 도성
서 “어느 일을 잘하였으니 어느 좋은 징조가 감응(感應)하고, 어느 일을 잘못하였으니 어떤 좋지
못한 징조가 감응한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 갖다 붙인 사리에 맞지 않는 언론”이라는 권채의 말
에 대해서 ‘그럴듯하다’고 대답하였다. 세종에 따르면 천인감응설은 “한나라와 당나라 선비들이
천재지설에 빠져서 억지로 끌어다 붙인 것”에 불과하였다(세종실록 14/05/05). 하지만 그는 가뭄
이 들거나 흉년이 생기면 ‘하늘이 내린 경고’라고 간주하고 신하들의 말을 더 적극 듣는 자세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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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 문과 종루 등지에 걸어서 다 알 수 있게 한 것은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조치였다(세
종실록 11/02/05).7)
그런데 백성들로 하여금 법을 알게 하는 것에 대하여 허조와 같은 신하들은 반대의견을
갖고 있었다. 재위 중반에 있었던 세종과 허조의 논쟁이 그것이다. ‘법률을 이두문으로 번
역할 것인가’라는 의제를 놓고 세종은 법률을 알기란 참으로 어렵다는 점, 따라서 사람들
이 범해서는 안 될 큰 조항을 이두문으로 번역해서 백성들에게 알리자고[知律文] 말하였
다. 이에 대해서 이조판서 허조는 간악한 백성이 진실로 율문을 알게 되면, 죄의 크고 작은
것을 헤아려서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없이 법을 제 마음대로 농간하는 무리가 이로부터
일어날 것”이라고 하여 반대하였다.
그러자 세종은 “그렇다면, 백성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고[使民不知] 죄를 범하게 하는 것
이 옳겠느냐”며 반박하였다. 백성에게 법을 알지 못하게 하고[民不知法] 그 범법한 자를
벌주게 되면, 조사모삼(朝四暮三)의 술책에 가깝다는 것이었다. 세종에 따르면 조종(祖
宗), 즉 태조와 태종시대에 “율문을 읽게 하는 법을 세우신 것은 사람마다 모두 알게 하고
자 함”[立讀律之法 欲人皆知之也]이었는바, 모름지기 “일반 백성으로 하여금 금법(禁法)
을 알게 하여 두려워서 피하게 함이 옳다”[然須令細民 知禁而畏避也]고 주장하였다(세종
실록 14/11/07).
재위 13년 6월에 과거의 판결사례를 열거하면서 신중한 옥사(獄事)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그러한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다. 세종의 이른바 ‘형옥의 변’[刑獄之變]은 한자로 3844
자로 되어 있는데, 중국과 우리나라의 11건의 판결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형옥의 변’에서
세종은 “옥사(獄事)란 것은 사람의 사생(死生)이 매인 것인데, 진실로 참된 정상을 얻지 못
하고 매질로 자복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였다. 그에 따르면 관리들은 대체로 죄
수를 쉽게 자복시켜 빨리 옥사(獄辭: 판결서)를 마무리 짓는 데서 자신의 유능함을 보이려
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매질하는 밑에서는 무엇을 요구하여도 얻지 못할 것이 없다”(세
종실록 23/10/20)는 말처럼, 고문에 의한 자백은 잘못된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만
약 “매질로 자복을 받아서, 죄가 있는 자를 다행히 면하게 하고, 죄가 없는 자를 허물에 빠
지게 하면, 사람들은 원망을 머금고 억울함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천지의 화기
를 상하게 하고, 수재(水災)와 한재(旱災)를 부르는” 바, 강제 자백을 받기 위한 고문은 절

7) 신하들의 법 지식을 끌어올리고, 보다 나은 법전 편찬을 위해서 세종은 『경제육전』(經濟六典)이
라는 법전을 경연에서 강독하기도 하였다(세종실록 12/03/27; 13/10/29; 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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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세종의 명령이었다(세종실록 13/06/02).
세종은 잘못된 판결의 예로 중국 진(晉)나라 임치현의 한 과부의 경우로부터, 서울 수구
문(水口門) 밖 막산(莫山)의 무고사건까지 억울한 11개 재판을 열거하였다. 이어서 그는
“슬프도다.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고, 형벌로 수족이 끊어진 자는 다시 이을 수 없으
니, 진실로 한번 실수하면 후회한들 미칠 수 있으랴. 이것이 내가 밤낮으로 불쌍히 여기어
잠시라도 마음속에 잊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가 옥사 판결에 얼마나 마음을 깊
이 쏟았는지를 헤아릴 수 있는 대목이다.
『삼강행실도』를 편찬 간행해서 백성들에게 널리 알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다. 그는 백성들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삼강행실도』 등을 통해서 자세히 알리되, 그럼
에도 죄를 지은 자에게는 자기의 죄를 인식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 뒤에서 살펴볼 것처
럼 - 거의 예외 없이 엄형(嚴刑), 즉 사형을 선고하였다. “죽는 자로 하여금 구천(九泉)에서
원한을 품지 않게 하고, 산 자로 하여금 마음속에 한탄을 품음이 없게” 하는 것이야말로
옥사 판결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보았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의 심정이 서로 기뻐하
여 감옥에 죄수가 없게 하고, 화한 기운이 널리 펴져서 비오고 볕 나는 것이 시기에 순조롭
게 될 것”[群情胥悅 致囹圄之一空 協氣旁流 臻雨暘之咸若](세종실록 13/06/02)이라는 게
세종의 생각이었다.
‘형옥지변’에서 인상적인 것은 법 맡은 관리가 지켜야 할 7계명이다. 즉 ‘원한과 한탄 없
는 판결’을 위해서는 법관이 ‘정밀 명백하고 공평한 마음’[精白虛心]에 입각하여 다음 사항
을 실천해야 한다. ① 자기의견에 구애되지 않기[無拘於一己之見] ② 선입된 말에 묶이지

말기[無主於先入之辭] ③ 부화뇌동 말기[毋雷同而効轍], ④ 옛날 방식에 구애되지 말기[毋
苟且以因循], ⑤ 죄수의 쉬운 자복을 기뻐하지 않기[勿喜囚人之易服], ⑥ 판결서(判決書=

獄辭) 빨리 만들려 하지 말기[勿要獄辭之速成], ⑦ 다방면으로 따져보고 되풀이해서 구해
낼 방도를 찾기[多方以詰之 反覆以求之]가 그것인데, 이것은 비단 재판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현명한 판결을 내리려는 지도자의 핵심덕목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쨌든 백성들에게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명확히 알려주되, 그 선을 넘은 자에 대해
서는 엄형에 처하는 형벌 적용의 원칙은 세종의 사죄(死罪)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
다. 이에 대해서는 장을 바꾸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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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세종의 옥사 판결 분석
조선시대 형법에서 사죄(死罪), 즉 사형(死刑)에 해당하는 죄는 『대명률』에 따라서 “형지
극자”(刑之極者)로 표현되어 사형을 언도 받았다.8) 사형집행 방법에는 대체로 교(絞)·참
(斬) 두 가지가 사용되었다. 사죄의 구체적으로 예로는 ‘살인’ 즉 고의로 인명(人命)을 빼앗

은 자와,9) 투구살상(鬪敺殺傷), 즉 우발적인 다툼 등에서 유래한 싸움 중에 죽이거나 상처

입힌 것과,10) ‘강도’ 즉 수괴(首魁)가 이끄는 떼강도사건을 비롯해 모반대역 등 정치범11) 등
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강간’(奸淫 = 强奸), 즉 주로 어린 여자 아이 성폭행과, 3범 이상의
재범 절도범인 ‘절도’(竊盜)와,12) ‘월경’(越境) 즉 함부로 국경 바깥[外境] 으로 나가서 그곳
사람들의 재물을 훔치거나 국내의 물건을 훔쳐서 저쪽 땅에 전매(轉賣)한 자 등이 포함된
다(『경국대전』 형전 장도(贓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세종실록』에 기록된 사죄 판결, 즉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죄인에
대한 판결은 약 536건인데, ‘살인’(238건), ‘구타살상’(144건), ‘절도’(69건), ‘강도’(61건), ‘강
간’(13건), ‘(단순)도둑질’(10건), ‘월경’(越境)(1건)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세종 재위 32
년간 연평균 32건의 사죄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선후기의 정조시대의 연평균 93건에 비
하면 훨씬 적은 수치이다.
8)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 오형명의(五刑名義)
9) 이를 테면, 謀殺人, 謀殺制使及本管長官, 謀殺祖父母父母, 殺死姦夫, 謀殺故夫父母, 殺一家三
人, 採生折割人, 造畜蠱毒殺人, 鬪敺及故殺人, 屛去人服食, 戱殺誤殺過失殺傷人, 夫敺死有罪妻

妾, 殺子孫及奴婢圖賴人, 弓箭傷人, 車馬殺傷人, 庸醫殺傷人, 窩弓殺傷人, 威逼人致死, 尊長爲
人殺私和, 同行知有謀害 등이 해당, 夫敺 『大明律講解』 卷第18.

10) 鬪敺, 保辜限期, 宮內忿爭, 皇家袒免以上親被敺, 敺制使及本管長官, 佐職統屬敺長官, 上司官與
統屬官相敺, 九品以上官敺長官, 拒敺追攝人, 敺受業師, 威力制縛人, 良賤相敺, 奴婢敺家長, 妻
妾敺夫, 同姓親屬相敺, 敺大功以下尊長, 敺期親尊長, 敺祖父母父母, 妻妾與夫親屬相敺, 敺妻前
夫之子, 妻妾敺故夫父母, 父祖被敺. 『大明律講解』 卷第20.

11) 謀反大逆, 謀叛, 造妖書妖言, 盜大祀神御物, 盜制書, 盜印信, 盜內府財物, 盜城門鑰, 盜軍器, 盜

園陵樹木, 監守自盜倉庫錢糧, 常人盜倉庫錢糧, 强盜, 劫囚, 白晝搶奪, 竊盜, 盜馬牛畜産, 盜田野

穀麥, 親屬相盜, 恐嚇取財, 詐欺官私取財, 略人略賣人, 發塚, 夜無故入人家, 盜賊窩主, 共謀爲
盜, 公取竊取皆爲盜, 起除刺字. 『大明律講解』 卷第18(刑律).

12) 실록에 나오는 ‘(단순)도둑질’은 예컨대 궁궐의 물건 등을 훔친 죄로서, 초범(初犯)인 경우를 가
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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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종시대 사죄(死罪)사건의 분류
범죄

살인

구타살상

절도

강도

강간

도둑질

월경

합계(%)

사형

210

111

67

58

11

7

1

465(87%)

감형

28

33

2

3

2

3

0

71(13%)

합계(%)

238(44)

144(27)

69(13)

61(11)

13(2)

10(2)

1(0)

536(100%)

• 연 평균 판결 건수 : 세종(32건) 〈 정조(93건)
• 관형 판결 건수

: 세종(13%) 〈 정조(74.8%)

<그림 2> 세종과 정조의 옥사 판결 비교

그런데 <표 1>과 <그림 2>에서 보듯이, 사죄사건에서 세종이 감형 판결을 내린 경우는
71건으로 13%에 불과하다. 이것은 조선후기의 정조가 매우 적게 사형판결을 내리고 대부
분 관대한 판결을 내린 것과 대조를 이룬다. 즉 정조가 내린 형량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전체 범죄인 1112건 가운데 36명, 즉 3.2%만이 최종적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고, 감형(44%)이나 석방(30.8%)이 대부분이었다(심재우 2009, 138). 정조의 관형 판
결은 그의 탕평정책에 따른 것으로, 당쟁의 와중에서 사죄에 걸린 정치범에 대해서 정조
는 관대한 판결을 내렸고, 그 조상들의 죄명을 탕척시키는 조치를 취하곤 하였다(박현모
2009).
이에 비하여 세종은 건국한 지 채 얼마 안 된 ‘수성기’(守成期)의 군주였다. 따라서 나라
에서 엄히 금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되 그것을 넘어섰을 경우 어김없이 처
형함으로써 국가의 기강을 세우려 하였다. 형조에서 도둑질을 금지하는 조항을 올리자,
“이 사항을 서울과 지방에 밝게 보여서 궁벽한 시골의 어리석은 남녀들에게 모두 두루 알
도록 하고, 각 고을 수령들로 하여금 매양 월말에 모두 기록하여 보고하도록 하라”고 지
시한 후, 그 설명한 건수를 조정에 보고하여 확인하게 한 것은 금법에 대한 사전공지의
한 예이다(세종실록 17/09/10). 좋은 판결이란 한마디로 “죽는 자는 원한이 없고 산 자는
한탄이 없게 하는”[使死者不含怨於九泉 生者無抱恨於方寸]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는 충분한 사전공지와 엄정한 법 집행이 꼭 필요하다는 게 세종의 생각이었다(세종실록
1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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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세종의 옥사 판결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가?
첫째, 존장이나 친족에 대한 범죄, 공권력을 이용하여 국가재산을 훔친 경우는 가중처벌
을 하였다. 장모와 간통한 자를 참형시킨 경우나(세종실록 05/10/27), 아비의 첩을 간통하
고 살인한 자와 숙부를 구타 살해한 자를 능지처참시킨 것(세종실록 14/04/20; 26/10/21),
아비의 머리를 잡고 구타한 자를 참형시킨 것(세종실록 05/11/16; 06/12/22; 08/12/14;
08/12/17; 11/12/06; 18/08/11) 등이 전자의 사례라면, 재위 6년에 백성들을 구제할 진휼미를
훔친 수령 최세온을 참형에 처한 것은(세종실록 6/8/15) 후자의(공권력 오용) 사례이다.
세종은 또한 범죄 혐의자가 공권력에 대항한 경우나, 고위 공직자일 경우도 엄형에 처하
였다. 살인을 저지른 후에 체포를 거부한 이준경(李准敬), 김독동(金禿同) 등의 사례(세종
실록 30/10/11; 31/10/05)나, 체포에 항거하다가 살인한 사노(私奴) 와도(臥道)의 사례(세종
실록 27/03/23)에서 보듯이 공권력에 저항하면 대부분 참형(斬刑)에 처해졌다. 세종은 특
히 그 범죄자가 중요한 관직자인 경우 훨씬 무거운 벌을 내렸다. 왕의 비서실장격인 지신
사 조서로(趙瑞老)의 간통 사실을 보고 받은 세종이 “지신사는 그 직분이 (왕명의) 출납을
맡았으니, 그 임무가 지극히 무겁거늘, 이제 그 죄가 강상을 범하였으니 용서할 수 없다”면
서 경상도 영일로 유배를 보낸 것이 그 예이다(세종실록 05/10/08).
둘째, 이와 반대로 실정법보다 관대한 형벌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 국내에 거주하
는 왜인(세종실록 10/08/13)이나 여진족(세종실록 23/06/03), 또는 명나라 사신(세종실록
13/12/09) 등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사죄를 범하였더라도 대체로 죄를 묻지 않거나 관대
한 벌을 내렸다. 이는 일차적으로 조선왕조의 사대교린 방침에 따른 것으로 명나라 사람
과 왜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범법 행위를 하였더라도 자국의 법률에 따라 처벌 받도록 준
(準)치외법권을 존중하였다. 다른 한편, 여진족을 관대하게 처벌한 것은 세종정부의 이민
족 포용정책과 관련이 깊다. 세종은 귀화한 여진족이 사죄를 범하였을 경우, 범법 사항을
일러주고[解諭]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내려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세종실
록 25/06/24).
공신이나 종친 또는 그들의 후손일 경우도 감형을 받았다. 즉 재위 16년에 공신의 후손
인 윤삼산을 면사(免死)시킨 것이나(세종실록 16/06/03), 양녕대군의 아들 이혜를 사형 대
신 직첩을 거두고 고성에 안치시키는 형벌에 처한 것(세종실록 29/10/03) 등이 그 예다. 이
는 ‘화가위국’(化家爲國) 즉 역성혁명 및 일련의 ‘왕자의 난’에 협력한 공신들에 대한 이씨
왕실의 약속을 지키고, 왕실을 안정시키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지만, 상엄하관
(上嚴下寬)의 판결원칙을 지키려는 세종에게 늘 아킬레스건과 같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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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죄수의 나이가 아주 많거나 어릴 경우 ‘차마 할 수 없는 마음’을 베풀어 관대한 형
벌을 내렸다. 세종은 15세 이하와 7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비록 사죄를 지었다 하더라
도 구속하거나 고문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증언에 의거해 죄를 결정하라”고 하였다(세종
실록 12/11/27). 재위 27년에 11세 소년을 처벌에서 제외한 것(세종실록 27/03/11) 등이 그
예다. 특히 그는 “어린 자는 뒤에 허물을 고칠 수 있고, 늙은이는 여생(餘生)이 얼마 남지
아니한 자이니, 다 자자(刺字)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세종실록 11/07/30)라고 하여, 자
자하는 벌, 즉 얼굴에 문신을 새겨 넣는 벌을 어린이와 노인에게는 금지하였다. 당시 유계
문(柳季聞)은 “자자(刺字)하는 것은 그의 죄를 표기(表記)하는 것이니, 늙은이나 어린이라
고 하여 유독 면제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하였으나, 허조(許稠)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장형(杖刑)도 하지 아니하고 속전(贖錢)을 받는 것인데, 하물며 자자의 고통은 태형(笞刑)
이나 장형보다도 더한데 어찌 자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여 자자를 반대하였다. 그
러자 세종이 허조의 말대로 “나이가 70세 이상인 자와 15세 이하인 자에게는 자자하지 말
라”고 명한 것이다.
넷째, 백성들이 왕 자신을 욕한 것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처벌하였다. 강원도의 어느 수
령이 오랫동안 소송사건을 판결하지 않고 미루기만 하자 그 지역의 조원(曹元)이라는 사
람이 왕을 비난하였다가 - “이런 수령을 임명한 것을 보니 임금이 틀림없이 무능하다” 의금부에 갇혔다(세종실록 06/04/04). 이 사건에 대하여 세종은 “그의 죄를 묻지 말라. 무
지(無知)한 백성이 나를 착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려는 것
과 같은 것이니, 차마 어찌 죄를 주겠느냐. 속히 놓아 보내라” 라고 판결하였다(세종실록
06/04/17).
재위 15년에 강원도 이천(伊川) 사람 전남기(全南己)가 대출 받은 곡식 받기를 독촉하는
관리들에게 “지금 임금이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서해도에도 임금을 세울 수 있다”고 해서
난언죄로 잡혀온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죄를 논한다면 극형이나, 그 뜻을 얻지 못해 나를
원망해서 한 말인데, 무엇이 나를 손상되게 하고 해롭게 하겠는가”(세종실록 15/03/13)라
는 말이 그것이다.
다섯째, 세종은 백성들이 잘 모르고 범죄하였거나,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잘못으로 처
벌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세종시대판 죄형법정주의이다. 재위 18년에 사헌부는 “귀신을 공
중(空中)으로 불러서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같이하여 사람들을 현혹(眩惑)시키는” 요망한
무당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세종은 “사건에 앞서 금지하는 법을 세우지 아
니하고 갑작스레 하루아침에 법으로 처치하는 것은 불가하다”면서 그들을 서울 밖으로 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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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고, 또 금지하는 법을 세워 그 폐단을 막으라고 판결하였다(세종실록 18/05/12).
이처럼 죄형법정주의 의식은 비단 왕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세종 재위 22년 11월
에 대사헌 조박(趙璞)은 자기 휘하의 사헌부 관리 안순에게 죄 지은 궁녀를 처형하라고 지
시했다. 그러나 안순은 “사헌부는 법을 잡고 있는 관청[司]이지,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관청이 아닙니다. 또한 그 죄를 밝히지 않고 죽이는 것은 불가합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
다. 그러자 조박은 “이것은 성상의 어명”이라고 말하였다. ‘왕명’이라는 권위를 빌어 부하
직원을 압박한 것이다. 하지만 안순은 다시 “인명은 지극히 중한 것이고, 죽으면 다시 살아
나지 못합니다. 그 죄를 알지 못하고 극형에 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땅히 담당기관
[攸司]에 회부하여 먼저 그 죄를 밝히십시오”라고 항명하였다. 그러자 조박은 화를 내며 임
금에게 이 사실을 일러 바쳤는데, 뜻밖에도 세종은 오히려 안순을 옳게 여겨 형조에 내려
먼저 그 죄를 조사하게 하였다(세종실록 22/11/28).
이와 같이 세종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을 중시하되,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범
죄자의 처지와 판결이 미칠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형량을 다르게 매겼다. 종친이나 고
위 관료에 대한 엄한 처벌이나 백성들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자칫 자의성(恣意性) 논란이
생길 수 있는 판결이기도 하였으나, 그가 사망할 때 ‘밝고 지혜로운 재판관’으로(세종실록
32/02/22)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면서도 진실된 마음으로 가지고 재판에 임하였
기 때문이었다.

IV. 세종의 인의(仁義)로운 판결 사례
감옥에 있는 힘없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히 보살피고 재활(再活)
의 기회를 준 사례는 실록에서 여럿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가 1433년(세종
15년) 7월의 약노(藥奴)사건이다(김영수 2005).
황해도 곡산(谷山)에 사는 여자 양민 약노는 주문(呪文)을 외어서 사람을 죽였다는 혐의
로 투옥되었다. 그녀가 준 밥을 먹고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담담관청에서는 그녀의 자백을
받기 위하여 형벌을 수없이 가하였고, 그녀는 고문과 매 때림을 견디지 못하여 마침내 주
문을 외워서 그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였다. 이 사건을 보고받은 형조의 관리는 아무래도
그 말이 허망하다고 생각해, 그 주문을 “닭과 개에게 실행시켜 보았으나 죽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그 까닭을 물으니 약노는 “갇혀 있는 지가 여러 해 되어서 주문 접하는 귀신이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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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험이 없어졌다”며 “빨리 법대로 처치해 달라”고 말하였다.
죄수의 최종사형판결을 내려야 하는 세종은 약노의 사건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음을
발견하고(“주문 외어서 살인했다는 것은 허망하다”), 이 사건을 의금부에 내려 재조사하게
하였다(1차 재조사). 그런데 약노는 뜻밖에도 의금부의 관리에게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죄사항과 주문 외는 술법을 다 설명하고, “빨리 나를 죽여주오”라고 말하였다. 의
금부관리는 “지난번 1, 2차 조사 때는 죄를 모두 숨기더니, 지금 와서는 어찌 쉽사리 자복
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약노는 “처음에는 죽기를 면하려고 애써 변명을 하였지마는, 이
제는 덮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면서 거듭 “빨리 죽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 말씨
가 애처롭고 간절하였다”는 게 의금부 관리의 덧붙이는 말이었다.

세종은 이 보고를 듣고 좌부승지 정분(鄭苯)을 보내 다시 실정을 알아보게 하였다(2차

재조사). 처음에 정분에게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고 거듭 죽여 달라고 말하던 약노는 “임금
께서 네가 여러 해 동안 갇혀서 때리는 매에 고통당하는 것을 불쌍하고 딱하게 여기시어
사정의 실상을 알고 싶어 하신다. 네가 과연 주문 외는 술법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겠지만, 만약 매에 못 이기어 거짓 자복하였다면 진실로 가엾고 딱한 일이
다. 그러니 사실대로 대답하라”라는 정분으로부터 임금의 뜻을 듣고는 약노는 마침내 태
도를 바꿨다. 약노는 하늘을 우러러 크게 울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본래 주문 외는 일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의 죽은 것이 마침 내가 밥을 먹여 주었
던 때였는데, 그것으로 나를 의심하여 강제로 형벌을 수없이 하여 꼭 자복을 받으려 하였
습니다. 고문과 매 때림을 견디지 못하여 거짓 자복하였습니다. 이제 비록 실정대로 말해
올린다 하여도 또 형장을 쓸 것이니, 내가 어떻게 견디어 내겠습니까. 죽기는 마찬가지입
니다. 태장(笞杖)을 당하는 것보다 한번 죽는 것이 나으니, 빨리 나를 죽여주시기를 청합
니다(세종실록 15/07/19).

이 말을 전해들은 세종은 심히 측은하게 여겨 최종 조사를 한 번 더 하였는데(3차 재조
사), 약노는 단지 어떤 사람이 죽을 때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려 10년간 감옥에 갇
혀 있었고, 그 사이에 “문초하는 형장을 11차례나 맞았고, 의금부에서 또 15차례나 형장을
당했던 것”을 알게 되었다. 형장을 받는다는 게 죽는 것보다 고통스럽다는 것을 수십 번이
나 겪으면서 그녀는 자신의 무죄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죄를 자복함으로써 목숨을 끊고
자 하였던 것이다.13)
13) 실제로 재위 7년에 저주 살인의 혐의를 받은 강계의 동을지라는 여자는 『대명률』에 따라 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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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살인죄 누명을 쓴 노비출신 여죄수 약노는 3차례의 재조사 끝에 무죄판결을 받았
다(무죄석방 및 식량 제공). 쉽게 판결하며 지나칠 수 있었던 이 약노사건에 대해서 세종은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죽어가는 죄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어진[仁] 마음으로
임했다. 그리고 무고한 백성의 미세한 목소리를 듣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도대체 세종은 어떻게 억울한 사정을 가려낼 수 있었을까? 재위 19년 11월에 세
종이 한 말을 보면 그 실마리를 볼 수 있다. “사헌부에서 죄인을 국문할 때면 반드시 억지
로 하는데, 실정을 다 고백하게 한 다음에야 그만두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가끔 죄를
억지로 만들어 얽어매는 일이 있다. 그런 까닭에 국문한 문안(文案)을 보면서 (나는) 비록
의심할 만한 것이 없어도 조금씩 의심을 한다”(세종실록 19/11/12)는 말이 그것이다. 법 맡
은 관리들의 잘못된 관행을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 세종은 죄수의 형량을 놓고
신하들과 토론을 벌여 적당한 형량을 저울질하기도 하였다. 아내의 간부를 죽인 낙안 죄
수 소을진(所乙進)에 대해서 형조와 의정부의 신하들로 하여금 형량을 의논하게 한 다음
결정한 일이 그것이다(세종실록 190/9/11).
‘차마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내리는 세종의 인의(仁義)로운 태도는 청소년 범죄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평양 대성산 떼강도 탈출사건’이 그 좋은 예다. 세종 재위
29년째인 1447년 2월, 평양의 감옥에 갇혀있던 20여 명의 무장한 떼강도들이 관청의 아전
과 관노의 도움을 얻어 집단 탈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몇 년째 계속되는 흉년으로 먹
고 살기 힘들어진 백성들이 대성산을 굴혈(窟穴)로 삼고 있는 것을, 조정에서 거듭 명령하
여 체포한 지 일 년만에 발생한 사건이었다(세종실록 29/03/19). 조정에서 해당 관리를 처
벌하고, 다시 도적 떼들을 체포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는 도망하거나 탈옥 도중에
사망하였으며, 평양의 형방 주사(刑房主事) 손효숭은 많은 뇌물을 받고 도적 떼에게 정보
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에서 논란이 된 것은, 도망가다 잡힌 나이 어린 죄수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
다. 형을 따라 입산하였다가 도적의 무리가 된 13세의 이영산과, 18세 먹은 김춘과 은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참형(斬刑)을 면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세종의 제안에 대하여 조정의 관리
들은 한결같이 반대하였다. “사람이 악한 짓을 하는 것은 반드시 장년(壯年)만이 아니며”,
당(唐)나라 이적(李勣)의 경우에서 보듯이 13세나 15세의 도적은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하고 있다(세종실록 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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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니, 모두 법대로 처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영의정 황희까지도 참형을 강력히 주장하
자 세종은 마지못하여 참형을 허락하였다. 하지만 그는 곧 “이제 다시 생각한즉 죽이는 것
은 불가하다”면서 사형집행을 거절하였다. 그 때 의정부 관리가 아주 그럴싸한 제안을 하
였다. 평안도에 두 개의 명령, 즉 죄수들을 법대로 처형하라는 명령과 나이어린 이영산 등
은 사면해주라는 명령을 순차적으로 내리라는 제안이 그것이다.
의정부 관리에 따르면 “이렇게 하시면, (사면해주라는 국왕의) 교지가 필시 처결한 후에
도달될 것이니, 아랫 백성들은 전하의 살리기 좋아하시는 덕을 잘 알게 될 것이옵고, 법도
또한 어그러짐이 없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참으로 솔깃한 제안이었지만 세종의 판단은
달랐다. “임금이 되어 아랫사람 대하기를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는 것은 옳지 않다”[人主待
下 不可若是其巧也]는 게 세종의 결론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영산 등은 생명을 건질 수 있
었다(세종실록 29/05/12).
여기서 보듯이, 세종은 왕의 체면도 살리고 법령도 집행하는 “권도(權道)를 발휘”하라는
교묘한 유혹을 물리치고, 나이 어린 죄수에게 재생(再生)의 길을 열어주는 어진 판결을 고
수하였다. 특히 ‘백성 속이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세종의 진실된 태도는 주변의 많은 관
리들에게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저들처럼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수의 처지에 선다 하다라
도, 우리 임금은 지금과 똑같은 태도를 보이겠구나’하는 큰 신뢰감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세종정부의 각종 정책 역시 국왕의 어진 재판과 일관된 모습을 통하여 신뢰를 얻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V.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종은 죄인을 형벌로 다스리는 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
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일이지만, 법 맡은 관리가 감옥 시설을 잘못 관리하여 형
벌을 남용하여 인격과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사회와 국가
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죄에 대해서는 엄형을 내리는 반면, 미성년자나 노인 또는 외국인의
경우 관형을 내리곤 하였다. 누적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엄형에 처하였으나, 단순 범
죄 등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을 통하여 ‘스스로 새로워지는 길’을 열어주
곤 하였다.
허조를 비롯한 당시 대다수 신료들과 달리 세종은 백성들을 신뢰하고 있었다. 특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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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라의 질서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형벌 제도가 백성들로부터 믿음을 얻어야 한다고 보
았다. 당시 대다수 법 맡은 관리들이 자기 의견을 고집하여 이래저래 죄를 추가하거나 국
왕의 사면령에도 불구하고 석방하지 않는 등의 농간을 부리는 데 반하여 세종은 법 집행
에 있어서는 “백성에게 신의를 보이는”[示信於民](세종실록 07/11/09) 일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보았다. 화폐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을 시행하려고 할진대, 모름지기 금석(金石)
같이 굳어야 하고 분분히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若欲行法 須堅如金石 勿令紛更可也]고
말하곤 하였다(세종실록 07/04/14).
그는 국왕이란 하늘을 대신하여 하늘이 맡긴 백성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
고 있었다. 따라서 “임금은 천도(天道)에 순응해야”[順天道]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상
(賞)주기는 봄·여름에 하고, 벌주기는 가을·겨울에 해야”[賞以春夏 刑以秋冬]한다면서,
사죄 집행을 자연이 갈무리를 하는 시점인 추분이 지난 뒤에 거행하게 하였다(세종실록
12/03/02). 이처럼 가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배경에는 혹시나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
람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으며, 형을 받
은 자는 다시 벗어날 수 없다”(세종실록 12/12/03)는 세종의 말이 그것이다.
세종은 이를 위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수의 경우 일차로 두 고을의 수령이 합동 신문한
다음, 이웃 고을로 옮겨서 다시 다른 수령에게 사실을 심문하게 하는(세종실록 12/12/03)
등 잘못된 판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말하자면 ‘만의 하나’ 억울한 사람이 생기
지 않도록 신료들에게 당부하고, 그들이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를 규찰하는 한편,
감옥에서 의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화하였다.
그런데 세종의 옥사 판결을 관통하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차마 하지 못
하는 마음’이다. ‘매 때리는 규정’을 만들어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꺼림이 없게
할 수는 없게”(세종실록 17/09/30) 한 것이나, 감옥제도를 개선하여 감옥에서 억울하게 죽
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것, 그리고 사람의 등에 매질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들이 그 예
다. 즉 세종에 따르면 “사람의 오장(五臟)은 모두 등과 가까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등을 다
쳐서 죽는 사람이 흔히 있다. 그러므로 일찍이 법을 세워서 등에는 매질을 하지 못하게 하
였다. 그러나 관리가 분노를 참지 못하여 공공연히 등에 매질을 하고, 또 개인 집에서 고문
을 집행할 때에 대체로 등을 때리는 일이 많아서 사람의 생명을 상당히 해치고 있으니 정
말 마음 아픈 일이다. 지금부터는 중앙과 지방의 관리나 그 외 누구든지 어린 사람이나 노
비를 고문할 때에 등에는 매를 때리지 못하게 하여, 내가 백성에게 형을 집행하는 데 조심
하는 취지[予欽恤之意]에 부합되게 하라”(세종실록 12/11/21)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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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보듯이 그는 감옥의 죄수처럼 나라에서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처지를
헤아려, 혹시라도 관리들의 잘못으로 그의 생명이 손상될 것을 우려하는 ‘어진 마음’을 가
지고 있었다. 세종에 따르면 국가에서 질서를 지키게 하고 의(義)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
만, ‘차마 하지 못하는’ 인(仁)의 마음이 빠진 정의는 곤란하였다. 그냥 정의로운 나라가 아
니라 ‘인의(仁義)로운 나라’를 세종은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어진 마음으로
한글이라는 문자를 창제하여 ‘문자권력’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주었고, 시계를 만들어 시간
이라는 고급 정보를 도성의 백성들과 공유하였다.
비록 그는 백성들을 정치의 주인[民主]으로 만들 생각은 하지 않았으나,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生主]이 되도록, 그래서 “각기 생생하는 즐거움[生生之樂]을 누리는”(세종실록
05/07/03) 세상을 만들려 하였다. 그로부터 27년 뒤 1450년에 그가 사망하였을 때 “당시 사
람들이 30여 년간 그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였다”[民樂生生者 凡三十餘年]는 기록
이 보이는데(세종실록 32/02/17), 이는 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투고일 2013년 12월 31일
심사일 2014년 01월 15일
게재확정일 2014년 0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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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King Sejong’s “Confucian Spirit of Law”:
A Focus on His View of Law and Fair Judgment

Hyun Mo Park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This paper investigates King Sejong’s 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 by analysing 536
cases that was dealt with during his reign (1418-1450). King Sejong emphasized that
officials in charge of enforcing the law must refrain from misusing punishments and
violating human dignity and life, and that the law must be enforced in such a way as to
avoid even a single incident where a person is punished by an unwarranted judgment. It is
important that justice be upheld, but justice without benevolence was to be avoided at all
cost. Sejong wished to make a country with justice and benevolence, not just a country with
justice.
Sejong saw the law and prison as an indispensable system in a reality where all kinds
of people live together, but he also thought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the system was to
make people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law and have them refrain from committing
crimes. He had a dream to make a country with an empty prison. He deplored the fact that
quite a number of inmates suffered death on an unfounded charge and trie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prison inmates, people whose situation was most vulnerable in the country.
Then, what did Sejong do in his endeavor to ensure the prevention of unfair judgments?
First, he improved the prison system. Sejong repeatedly emphasized that there should be
no deaths of inmates from severe hot or cold weather, sickness, punishment out of the law,
or torture, and he carried out an administration that confirmed no such deaths. Second, this
benevolence showed itself in the measure he took to clear a person of false charges. The
case of Yak No that took place in July 1433, in the 15th year of Sejong’s reign, is a good
example. Third, Sejong was opposed to punishing the people for their innocence about the
law and for their acts of violation before the law was enacted. Forth, he made sure that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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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the criminal himself but also the people around him knew the essence of the crime
committed and punished accordingly so that people took caution against the crime. And
fifth, he requested his law officials to put themselves in another’s place before adjudging.
This is the essence of King Sejong’s Confucian spirit of law.
Keywords: King Sejong, Confucian spirit of law, conception of justice, quality of life of
prison inmates, fair judgments, principle of lega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