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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역〉

古代中國에서 情과 法의 충돌
1)

朱 勇*

鄭 肯 植**
․趙 銀 姬*** 譯

“父慈子孝는 天經地義”이다. 혈연관계와 혼인관계를 기초로 연결되어 있는 친

족단체 내부에서는 자연적으로 권리와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한 倫理親情 관계가 
형성된다. 개인은 혈연신분에 의하여 단체 내부 기타 친족구성원에 대해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윤리규범의 역할은 바로 혈연, 혼인관계 가운데서 자체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윤리질서를 유지하는데 있다. 법률은 윤리규범과는 달리, 인

간의 사회성에 주목하여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일반 사회관계를 조정한다. 직접적

인 목적이 다르기에 윤리와 법률은 자체의 역할을 실천하는 과정 중에 불가피하

게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다. 윤리와 법률의 충돌은 의무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나

타난다. 즉 윤리관계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 친정의무와 국가통치를 기초로 하는 

법률의무 사이의 충돌로 나타난다. 윤리관계 가운데서 관련 개인은 사회를 넘어

서는 친정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卑幼가 尊長을 모시
는 것은 어떠한 사회관계와 관련되는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전자는 그 본

래의 신분에 의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이와 동시에 개인

도 그 사회적 지위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는 반드시 국가, 조직 또는 기타 사회

적 지위에 상응하는 법률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법률상의 의무이행은 국가강제

력의 구속을 받는다. 사회 구성원은 모두 一身二任인 바, 특정한 가족의 구성원이

면서 또한 일반적 의미에서의 사회성원으로서 윤리적 신분을 가지는 동시에 법적 

신분을 가진다. 두 가지 신분은 동시에 두 가지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윤리친정과 법률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양자간의 충돌을 감소시키며 양

자로 하여금 더욱 효과적으로 사회의 존속을 유지시키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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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많은 문명이 줄곧 탐구하여온 문제이었다. 윤리친정과 법률의 충돌은 宗法
을 위주로 하고 윤리를 중요시하는 동양사회에서 더욱 강렬하게 표현된다. 이러

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중국문명은 복잡하고 전형적인 동양적 색

채를 띤 하나의 情法關係의 원칙을 확립하 다. 즉, 情과 法이 서로 병립하며 또 
상호 경중이 있다(情法竝立 相互輕重). 법으로 정을 해치지도 아니하고 정으로 

법을 매몰시키지도 아니하며 情과 法을 모두 중시하여 공동으로 다스린다. 그 구

체적인 방법은 윤리가 법에 융합되고, 친정의무를 법률화하는 것으로서, 다양한 

상황을 구분하여 법이 情에 따르고 情이 법에 양보하거나, 또는 情과 法이 서로 
피하는 해결기준을 선택하는 것이다.

고대 중국에 있어서 情과 법의 충돌, 그리고 이러한 충돌을 위하여 확립된 해

결기준이 중국사회에 대해 미친 향은 막대하다. 고대중국 통치자들은 제도건설

에서 입법자의 지혜를 과시하 다. 그들은 애초부터 ‘惡法’의 성격과 ‘息訟’의 요

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중국전통사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법률을 사람들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 으며, 律에 禮를 도입하고 法에 情을 도입하는 전제 아래 
입법자는 ‘情法竝立’이라는 기준을 통하여 본래의 성격에 의하면 해결하기 어려

운 모순을 해결함으로써 입법적으로 높은 기술을 과시하 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기준의 확립은 법률의 발전이 시종 윤리도덕의 제한과 구속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 다. 즉 제도로부터 관념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률은 독립발전의 단계에 이르

지 못하 다. 특히 親情의무와 법률의무의 병행은 심지어 의무를 이행하는 정도
에 있어서도 전자가 후자에 우선하게 함으로써, 사회개체가 국가정치생활과 사회

생활 중에서 독립적인 법인격을 획득하지 못하게 하 고 개체독립성의 발전이 

법률 상 매우 큰 제한을 받게 되었다.

Ⅰ.

법률은 보편적 구속력을 가진 일종 행위규범이다. 법률은 자체의 성격상 그가 

전체 사회성원에게 사회적 지위, 혈연신분, 자연성별 등을 막론하고 무조건적으

로 법률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 다. 이 점에 관하여 先秦法家가 이론적으로 논증
하고 극력 제창하 을 뿐만 아니라 통일된 중앙집권제국이 건립된 후 역대 황제, 

관리도 이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었다.1) 그러나 宗法親情의 사회 전반에 대한 
깊은 향 때문에 법률은 반드시 一體遵行, 劃一標準하여야 한다는 것에 사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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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君臣이 기본적으로 공감을 가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고대법률은 여전
히 상당히 宗法倫理의 측면으로 기울어졌다. 법률규범은 친정관계에서 비롯되는 

바, 그것은 법률관계자의 親情신분에 따라 법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표
준을 改變하기 때문이다.

우선, 친족관계 중의 尊卑長幼 및 가족 중의 夫妻 사이는 법률상 분명히 불평
등한 지위에 있다. 이러한 불평등지위는 尊卑長幼 사이 및 夫妻 사이의 상호침해
행위를 구분하여 처리하는 규정 중에서 집중적으로 반 되고 있다. 漢唐明淸 등 
역대 왕조의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 다. 즉 尊長과 卑幼 간에 서로 욕하고, 

때리고, 해치고, 죽이는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卑幼는 언제나 존장보다 더 무
거운 형사책임을 져야 하고, 더 엄중한 제재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夫의 지위는 
妻보다 높으며, 夫는 妻에 비하여 더 많은 법률상의 특권을 향유한다. 夫妻 사이
에 서로 욕하고, 때리고, 상하고, 죽이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妻는 夫보다 더 
무거운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더 엄격한 제재를 받으며 夫는 반대이다. 婚姻관
계를 유지함에 있어서도 妻는 夫보다 반드시 더 많은 의무를 져야 한다. 妻가 만
일 법률상 특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夫는 ‘七出’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관

계를 해소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법률은 妻에 대해서는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밖에 자녀에 대해서도 부친은 모친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존비장유의 신분불평등은 중국 고대법률 중 아주 명확하고, 그 등급차이도 아

주 현저하며 기타 일반 사회관계와 신분차별을 넘어섰다.2) 이러한 현저한 차별

이 있는 신분불평등의 법률관계가 역대로 이어지고 큰 충격을 받지 않은 원인은 

사회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법률 자체로부터 연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존비장유의 親情관계는 일종의 상대적 관계이다. 尊長은 원히 존장인 것이 아

니고 卑幼 역시 원히 비유인 것이 아니다. 종법혈연의 그물형 구조에서 인간은 

모두 그 혈연신분과 대응되는 위치를 가지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물형 

구조의 혈연윤리관계는 자연적으로 교체되어, “先爲人子, 後爲人父”가 되고, 본래 

卑幼의 신분인 사람은 자연적 원인으로 尊長의 신분을 획득한다. 倫常의 그물은 

1) 秦始皇이 “사건은 모두 법으로 결정해야 한다(事皆決於法)”를 주장한 이후 漢文帝, 隋
文帝, 唐太宗, 明太祖, 淸康熙帝 및 역대의 관리, 사상가들 모두 다양한 측면에서 “法
須劃一”,　“一斷於律”,　“以律從事” 등 公平한 法執行의 사상을 주장하 다.

2) 고대 중국에 있어서 官과 民, 師와 徒, 정부에서의 上下級 사이의 법률적 지위는 모
두 다르지만, 친족관계 중 존비장유의 신분적 불평등은 이러한 불평등보다 훨씬 더 
현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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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력의 추진 하에서 천천히 수직 이동한다. 그물의 모든 코는 모두 기회가 균

등하게 비유로부터 존장으로의 과정을 거친다. 법률은 혈연윤리관계의 자연변천

을 승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새 존장의 특권과 지위를 보호한다. 이처럼 모든 

가족구성원은 법률상 모두 완전히 동등한 대우를 받아 먼저 비유가 되고 그 다

음 존장이 된다. 특정한 시점에서 신분차별은 일정한 시간 내에서의 기회균등으

로 교체된다. 법률이 강조하고 있는 동일대우원칙이 현실의 친정관계에서 체현되

지는 않지만, 자연력이 추진하는 혈연윤리의 그물에 완전하고 진실하게 반 된

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자체는 역시 공정한 것이다.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을 庇
護하지 않았고, 다만 일정한 사회내용을 포함한 자연관계를 보호할 뿐이며, 자연

관계 중 모든 사람의 기회는 균등하다. 차별적 신분제도를 체현한 법률은 모든 

사람의 기회가 균등한 자연관계의 기초 위에 뿌리박고 있으며, 법률은 다른 방식

으로 그 내재적 평등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회에 의하여 광범

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사회제도가 어느 정도의 불공평을 초래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만일 이러한 

사회적 불공평을 초래하는 제도가 일정한 자연적 기초 위에 확립된다면, 이 제도

는 역시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또 구체적인 실천과정 중에서 사회적 어

려움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존비장유의 신분불평등 및 남녀지위의 구

별은 모두 어느 정도 사회제도와 자연요소가 서로 결합되고, 자연적인 차별을 기

초로 사회적 불평등을 확립하는 특징을 띠고 있다. 현대 법률의 상속제도 역시 

불평등한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자연적 기초 위에 마련되었기에 

사회적 공정과 평등을 중요시하는 현대인 및 현대법률에 의하여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법률은 가족을 국가통치의 기본단위로 확인하며 가족 내부의 윤리 

응집력을 강제적으로 보호한다. 가족은 사회의 세포이지 국가의 세포가 아니다. 

가족이 사회구성단위라는 것은 주로 협의의 사회활동분야와 경제분야에서 체현

된다. 이론적으로 국가는 가족의 조합이 아니고 국민의 조합이다. 개인은 모두 

국가 통치하의 활동주체로서 반드시 자기의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국가에 책

임져야 한다. 그러나 고대 중국에 있어서 가족은 비교적 강한 응집력을 갖고 있

었고 국가통치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가족내의 모든 구성원에게까지 뻗지는 못

하 다. 법률은 이러한 상황을 확인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가족을 하나의 통일체

로 보아 그 내부 구성원으로 하여금 일정한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家長에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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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지배권을 부여하 다.

경제적으로 법률은 가족을 하나의 통일체로 인정하고 있다. 家長은 가족을 대
표하여 대외적으로 경제교류와 재산교환에 참여하며 가족 내부에서는 법에 의하

여 가족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다. 가족의 기타 구성원은 재

산관계상 독립적인 주체자격을 갖지 아니하고 개인명의로 경제활동에 종사할 수

도 없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한다. 唐律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
정하고 있다.

<律文> 무릇 同居하는 卑幼가 사사로이 함부로 재물을 사용한 경우 10필이

면 태형 10대에 처하고, 10필마다 1등씩 가중하되 죄의 최고형은 장형 100대이

다. (하략) <疏議> 무릇 동거자 가운데에는 반드시 존장이 있다. 존장이 아직 

살아 있다면 자손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3)

가족의 존속은 가장의 존재를 기초로 한다. 본래의 가장이 죽으면 그를 핵심으

로 하는 가족도 따라서 해체되고 동시에 새로운 가족이 형성된다. 다만 본래의 

가장이 살아있다면 그 자손은 자라서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재산을 나눠가져

서는 아니 되고 스스로 가족을 이루어서도 아니 되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를 구성한다. 법률은 ‘別籍異財’죄를 규정하여 祖父母, 父母가 살아있는 가정
에서 가정을 독립하고 재산을 분할하는 자손을 엄격히 처벌하 다.4)

어떤 형사법률관계에서 법률은 가족을 독립적인 책임주체로 본다. 법률은 가장

에게 家族範圍 내에서 일정한 정도의 감독관리권을 부여하는데 이를테면 자손에 
대한 교령권, 징계권을 포함한다. 가장권과 관련하여 가장은 가족구성원에 비하

여 국가에 대하여서도 더욱 많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가족 내부 구성원이 죄

를 범하면 법률은 구체적인 행위자가 누구인가는 고려하지 않고 단지 가족을 하

나의 통일체로 보아 처벌한다. 그 구체적인 방식은 가족의 法定代表者, 즉 가장

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실제 행위자의 책임은 추궁하지 않는 것이다. 법률이 

3) ≪唐律疏議≫, <戶婚>, ｢卑幼私輒用財｣, “<律文> 諸同居卑幼, 私輒用財者, 十疋笞十, 
十疋加一等, 罪止杖一百. <疏議> 凡是同居之內, 必有尊長. 尊長旣在, 子孫無所自專.”

4) 唐, 宋, 明, 淸 각 왕조의 법률에는 모두　‘別籍異財’ 죄가 있다. 역주: ≪唐律疏議≫,  
<戶婚>, ｢子孫不得別籍異財｣, “무릇 조부모․부모가 살아있는데 자손이 호적을 따로 
하고 재산을 달리 했을 경우에는 도형 3년에 처한다(諸祖父母․父母在, 而子孫別籍․
異財者, 徒三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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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에게 가족 내부에 대한 일정한 관리권을 부여한 이상, 그 책임에는 가족질서

와 가족구성원에 대한 감독관리를 유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가족구

성원의 범죄는 우선 가장의 관리감독직책의 실수이고 당연히 그 법적 책임을 부

담해야 한다. 唐宋明淸律에는 모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가족구성원의 共
同犯罪에 대해서는 尊長이 형사책임을 지고 기타 성원은 무죄이며,5) 혼인이 법

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고 조부모 또는 부모가 主婚者인 경우, 조부

모나 부모가 독립적으로 형사책임을 지고 혼인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6)

범죄자 가족의 특정상황은 심지어 이미 유효한 판결을 개변하여 범죄자 본인

의 형사처벌에 대하여 일종의 특수한 방식을 취하게 할 수도 있다. 즉 流罪囚는 
조부모, 부모가 질병을 앓고 가족 내에 부모를 모실 다른 성년남자가 없으면, 받

아야 할 형벌을 면하거나 또는 다른 형벌로 변경하여 범죄자가 귀가하여 조부모 

등을 모실 수 있도록 하며, 死罪를 범하 다 하더라도 특별절차를 거쳐 다른 형

벌로 변경할 수 있다.7) 淸代 監候[不待時] 死刑犯에 대한 처리방식 중 하나인 
“留養承祀”는 범죄자의 범죄구성이 비교적 엄중하고 법에 의하여 사형에 처하여

야 하나 그가 獨子거나 또는 父母, 祖父母가 年老하고 모실 사람이 없는 경우에
는, 사형을 면하게 하고 다른 형벌에 처함으로써 그가 父母를 모시고 혈통을 계
승할 수 있도록 하 다.

법률은 가족을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로 강조하고 家長權에 대한 확인과 보호를 
강화하며 가족구성원 간의 윤리응집력을 강화한다. 반면 때로는 이러한 경향은 

법률의 일반적인 원칙에 반하기도 하여 어느 정도 國家司法權에 대한 侵害를 그 
대가로 한다.

5) ≪唐律疏議≫, <名例>, ｢共犯罪造意爲首｣, “무릇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주모자
를 首犯으로 하고, 隨從者는 1등을 감한다. 만약 家人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尊長만을 처벌한다(諸共犯罪者, 以造意爲首, 隨從者減一等. 若家人共犯, 止坐尊長).”

6) ≪唐律疏議≫, <戶婚>, ｢嫁娶違律｣　“무릇 혼인하는데 律을 어겼다면 조부모․부모가 
主婚者이면 주혼자만을 처벌한다(諸嫁娶違律, 祖父母, 父母主婚者, 獨坐主婚).”

7) ≪大淸律例≫, <名例>, ｢犯罪存留養親｣, “무릇, 死罪를 지어 常赦不原*에 해당하지 않
는 사람으로, 그의 조부모, 부모가 늙고 병들어서 봉양해야 하는데, 그 집에 男丁이 
없으면, 그의 범죄명을 기록하여 왕에게 보고하여 재결을 받는다. 만약 도형이나 유형
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이면 장1백대에 그치고 나머지 죄는 속전을 받고 집에 머물
러서 부모 등을 봉양하게 한다(凡犯死罪非常赦不原者, 而祖父母, 父母老疾應侍, 家無以
次成丁者, 開具所犯罪名, 奏聞, 取自上裁. 若犯徒, 流者, 止杖一百, 餘罪收贖, 存留養
親)”; * ‘常赦不原’은 十惡, 살인 등 重罪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범죄를 일컫는다(역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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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은 同居共財하는 가족을 기본단위로 한다. 한 가족의 기본 財産權에 대
한 所有者 신분과 기타 財産權의 所有者 신분은 모두 각자 독립적인 상호평등한 
所有權 主體이다. 만약 상호 간에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다면, 법률의 所
有權保護에 대한 일반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국고대 법률은 所
有權保護 일반원칙을 확정하는 동시에 특정윤리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財産
權 침해행위가 발생하 을 경우, 다른 특수원칙을 적용하 다. 법률의 규정에 의

하면, 가족구성원이 아니어도 五服親의 범위에 속하여 친족윤리관계에 있는 구성
원 간의 재산절도는 범죄를 구성하지만 행위자에 대하여 일반적인 절도죄로 처

리하지 않고 보통절도죄의 法定刑罰보다 감경하여 처벌하 다.8)

八議제도의 실시는 입법상 귀족, 관료에게 일련의 사법적 특권을 부여하 다. 

이러한 특권의 수혜자는 皇親, 國戚, 貴族, 官僚가 있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그들의 친족이 포함된다. 이처럼 일부 사회구성원은 그들의 특정한 친족신분에 

의하여 팔의의 특권을 향유한다. 따라서 죄를 범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실체적 또

는 절차적으로 법률의 일반원칙 이외의 특권을 향유하게 된다.9)

법률은 人身權이 侵害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불법으로 타인을 구타하면 당

연히 범죄를 구성하여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 唐律은 이에 대해 타인을 구타
한 자는 기본적으로 笞 40에 처하고, 구타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는 그 정도에 따라 加重處罰하도록 규정하 다. 사법기관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

위 내에서 罪囚에 대하여 고문을 하고 家長은 卑幼에 대하여 法定敎令權을 실행
한다. 이밖에 기관이나 개인은 모두 구타로 타인의 人身權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구타하면 범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법률은 동시에 자손에게 일종의 

救護權을 부여하고 있다. 특정한 경우 자손이 타인을 구타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이러한 특정한 경우는 祖父母, 父母가 타인에게 구타당하 을 경우를 전적으로 

가리킨다. 唐律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8) ≪唐律疏議≫, <賊盜>, ｢盜 麻小功親財物｣, “시마친․소공친의 재물을 훔친 자는 일
반인[凡人]의 경우에서 1등을 감한다. 대공친인 경우는 2등을 감하고, 기친인 경우는 
3등을 감한다(諸盜 麻 小功親財物者 減凡人一等, 大功 減二等, 期親 減三等).”

9) 唐宋明淸 법률에는 모두 이렇게 정하고 있다. 親, 故, 賢, 能, 功, 貴, 勤, 賓 등 여덟 
종류의 사람 및 일정 범위 내의 그의 친족이 流 이하의 죄를 범하 을 경우 減一等하
여 처벌하고, 死罪를 범하 다 할지라도 司法機關은 자체로 처리할 수 없으며 皇帝에
게 보고하여 황제가 특별한 裁斷을 내린다(≪唐律疏議≫, <名例律>, ｢八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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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祖父母나 父母가 他人에게 구타를 당해 子孫이 그 즉시 그를 (반격) 구

타하 다면 傷害가 아닌 경우에는 논죄하지 않으며, 傷害인 경우에는 일반인을 

구타하여 부러뜨린 상해를 입힌 죄에서 3등을 감하고, 죽음에 이르 을 경우에

는 일반법률에 따른다.10)

타인이 자기의 父母를 구타하는 것은 이미 범죄를 구성하는 바 당연히 사법기
관에 의하여 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피구타자의 자손이 父
母 등을 救護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구타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국가사법권의 
희생을 대가로 가족 중의 倫理凝集力을 강화시킨 것이다.

국가에 직책을 다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것은 문명시대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에 

대한 기본적 요구의 하나이다. 중국 전통사회에서도 사회구성원이 官을 위하여 
벼슬을 하고 국가를 위하여 직책을 다하며 국가관리에게 두터운 禮遇를 하는 것
을 격려하는 등의 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그러나 父母를 위하여 효도를 다하는 
것과 君國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양자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때, 법률은 다양

한 상황을 구분하여 달리 처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忠誠을 다하는 義務는 효도
를 다하는 情에 양보하여야 한다. ≪禮記≫ <王制>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모의 나이가 80이면 한 아들이 벼슬을 하지 않고 90이면 그 집이 벼슬을 

하지 않으며, 부모가 폐질이어서 그 사람이 아니면 부양할 수 없으면 한 사람

은 벼슬하지 않는다.11)

즉 父母가 연로하거나 또는 질병이 있으면 아들은 반드시 관직을 포기하고 父
母를 모셔야 한다. 父母의 이름을 존중하기 위하여 자손은 일상생활 중에서 부모
의 ‘諱’에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어떤 기관이나 관직의 명칭 가운데 그 父母의 
이름과 같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손은 그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으며 관직에 

재임할 수 없다. 또 父母가 돌아가시면 자녀는 父母를 위하여 服喪하여야 한다. 

복상기간에 자녀는 혼인할 수 없으며 향락을 누려서도 아니 되고 계속하여 官府

10) ≪唐律疏議≫, <鬪訟>, ｢祖父母爲人毆擊｣,　“諸祖父母父母爲人所毆擊 子孫卽毆擊之 非
折傷者 勿論, 折傷者 減凡鬪折傷三等, 至死者 依常律.”

11) ≪禮記≫, <王制>, “(父母)　八十者 一子不從政 九十者 其家不從政, 廢疾非人不養者 一
人不從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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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근무하여도 안되며 반드시 귀가하여 父母를 위해 服喪하고 효도를 다하여
야 한다. 상술한 제도에 대응하여 법률은 “委親之官, 棄親之任,　犯父祖名諱, 冒哀
從仕”　등의 죄명12)을 두어 관직을 탐내고 부귀에 미련을 두어, 효도를 다하는 情
을 포기하고 親情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관리에 대하여서 엄격히 징벌하 다.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활동 가운데서도 윤리응집력을 강화하는 원칙이 관철되

고 있다. 州縣正印官 내지 朝廷大臣, 皇帝에 이르기까지 역대왕조의 사법관리는 
구체적인 사건처리과정에서 “법을 집행할 때에는 정을 살펴야 한다(執法原情)”,　

“효자를 위하여 법을 굽힌다(爲孝子屈法)”을 이유로 법률에 대한 정상적인 적용

을 개변하고 “법을 굽혀 정을 펼친다(屈法伸情)”하 다.

윤리관계, 혈연친정은 당연히 광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서 그 표현

방식은 각양각색이다. 법률은 국가통치와 사회존속을 유지하는 마지막 준칙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혈연친정을 고려할 수는 없다. 윤리관계를 극도로 중시하고 법

률이 종법윤리로 기우는 중국고대에서도 마찬가지이었다. 법률은 자체의 성격에 

의하여 결정되며 반드시 그 근본을 국가정치에 두어야지 혈연윤리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이는 많은 법률관계 중, 윤리친정의 역할을 약소해지게 하고 심지어 

존재하지 못하도록 한다. 예컨대 親族容隱制度 가운데 역대 왕조의 법률은 적용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小功親 이하의 친족은 숨기는 것을 제한하 다. 친족간

의 부양 면에서 법률은 兄弟叔姪 간에는 상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Ⅱ.

情과 法이 충돌하는 경우, 법이 정에 따르든 아니면 정이 법에 양보하든 그 

기본적인 근거는 각자가 반 하는 사회관계가 사회정치생활 중에서 차지하는 지

12) ≪唐律疏議≫, <職制>, ｢府號官稱犯名｣,　“무릇 府號․官稱이 父․祖의 이름을 범하게 
되는데도 예를 탐하여 관직에 나아간 경우나 조부모․부모가 늙고 병들어 모실 사

람이 없는데도 부모를 내버려 두고 관직에 나아간 경우나 혹은 함부로 나이나 질병의 

상태를 더하여 시양자격을 얻고자 한 경우나 복상기간인데도 애통함을 무릅쓰고 관직

을 구한 경우에는 도형 1년에 처한다(諸府號官稱犯父祖名 而冒榮居之, 祖父母父母老疾
無侍 委親之官, 卽妄增年狀 以求入侍及冒哀求仕者 徒一年)”; ≪大淸律例≫, <禮律>,   
｢棄親之任｣,　“凡祖父母父母年八十以上 及篤疾, 別無以次侍丁 而棄親之任 … 杖八十”; 
｢匿父母夫喪｣, “若官吏父母死 應丁憂, 詐稱祖父母伯叔姑兄姉之喪, 不丁憂者 杖一百 罷
職役不敍 … 若喪制未終 冒哀從仕者 杖八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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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이다. 그러나 사회생활은 복잡한 것이다. 법률관계와 윤리관계의 충돌은 때로

는 백중하는 경우가 있다. 즉 그들이 구현하는 정치, 윤리준칙은 사회정치생활 

중에서 대체적으로 동등하게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충돌의 해결에 있어 법이 정

에 따르지도, 정이 법에 양보하지도 못한다면, 사회정치생활 중 情法關係는 조화
를 잃게 된다.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情을 상하거나 또는 법을 상하여 모두 사회
질서의 規範化에 불리하게 된다. 중국고대 법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서 서로 회피하여 양보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정과 법이 충돌하는 경우 상호 회피하는 방식으로 양자의 충돌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실현하는 예는 우선 復讐制度와 復讐觀에서 표현되고 있다. “父母之讐 不
共戴天”, 즉 血親復讐는 본래 인류의 권리이자 의무이었다. 인류가 문명사회에 

들어선 후 매우 오래 동안 사람들은 여전히 이러한 復讐權利를 향유하고 있었다. 

국가역할의 확대, 지연정치의 강화에 따라 生殺의 권리도 국가에 의하여 더 많이 
통제되었고 復讐權도 여러 제한을 받게 되었다. ≪周禮≫는 다양한 살인행위를 
구분하여 달리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復讐行爲를 위하여 일정한 절차를 
확립하고 있다. 즉 “무릇 원수를 갚으려는 경우 관리[士]에게 신고하고 살인하면 

무죄”이며, “무릇 살인을 하여도 의로운 경우에는 복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살인

하면 죽인다”13)라고 하 다.　또 ≪春秋公羊傳≫은 “아버지가 죄로 죽지 않았으면 
아들이 원수를 갚는 것은 옳다”14)라고 하여 한층 명확히 하 다. 父母가 타인에 
의하여 살해되었으나 자녀가 그를 위하여 復讐하지 못하고 구차히 목숨을 구하
는 경우, 그 자녀는 情과 道理에 용납되지 않아 不孝之名을 벗어날 수 없다. 그

러나 復讐殺人을 허용하는 한편으로 세대를 거듭하는 復讐殺人으로 인하여 필연
적으로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정권에 위협을 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주권의 중요한 구현인 사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게 된다. 중국처럼 종법윤

리를 극도로 중시하는 나라에 있어서 국가법률은 개인의 복수를 허용하는 것에

서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전면적으로 금지하기까지에는 기나긴 어려운 과정을 거

쳤다. 법률제도를 포함한 여러 제도가 건전하고 완벽하게 된 唐朝에 와서도 復讐
의 금지에는 사회적으로 여전히 큰 어려움이 있었다. 唐朝의 통치자는 國家統一
司法權을 강화하는 총체적인 구상이 있었기에 더욱 광범위하게 법률의 강제성을 

13) ≪周禮≫, <秋官>, ｢調人｣, “凡報仇讐者 書於士 殺之無罪”, “凡殺人而義者 令勿讐 讐
之則死.”

14) ≪春秋公羊傳≫, <定公四年>, “父不受誅 子復讐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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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여 어느 정도 국가사법권을 파괴하는 民間復讐행위를 금지
하 다. 그러나 이는 또 唐代 禮法과 倫理를 중시하는 기본국책과는 부합되지 않
았다. 그래서 官府에서 民間에 이르기까지 復讐의 허용여부에 대한 광범위한 논
의가 전개되어 찬성자도 반대자도 또한 折中者도 있었다.

唐 武則天代(701-704)에 同州人 徐元慶의 부친이 縣吏 趙師 에 의하여 살해되

어, 徐元慶이 趙師 을 살해하여 復讐하고 官府에 자수하여 자기의 죄를 인정하
다. 徐元慶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하여 朝廷 상하에서는 의논이 분분하
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諫官 陳子 은 한편으로는 徐元慶의 살인행위를 법
률에 의하여 定罪量刑하여 徐元慶을 사형에 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徐元慶의 
자신을 버리면서 효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情과 禮에 의하여 表彰을 주어, 朝廷
에서 그를 위하여 비각을 세워 旌表하고, 나아가 이러한 처리방식을 令에 실어 
원히 법으로 삼자고 하 다.15) 그의 의견은 君臣 상하의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陳子 의 논의의 기초는 법률과 親情 양자의 충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충돌은 법률과 親情 어느 한쪽의 불공정, 불합리도 의미하지 않는다고 

여기는데 있다. 양자의 기점이 다르기에 다른 평가기준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는 이 두 가지 기준에 대하여 取此捨彼의 간단한 방법을 택할 수는 없고 다
양한 경우를 구분하여 동시에 채용하 다.

唐 順宗代(805) 禮部員外郞 柳宗元은 陳子 의 의견에 반대하 다. 그는 ≪春
秋≫의 “아버지가 죄로 죽지 않았으면 아들이 원수를 갚는 것은 옳고, 죄로 죽었

으면 아들이 복수를 하는 것은 칼을 들이대는 행동으로 복수를 하여도 해가 없

어지지 않는다”16)를 인용하여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하 다.

만약 徐元慶의 부친이 죽을 죄가 있었다면 縣吏 趙師韞이 徐元慶의 부친을 

죽인 것은 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천자를 대신하여 법을 집행한 것이다. 그

런데 徐元慶이 趙師韞을 살해한 것은 법률을 적대시하고 천자를 적대시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표할 수 없다. 반대로 徐元慶의 부친

은 무고하게 피살되고 趙師韞은 순전히 사적인 원한을 갚는 것인데도, 각 계층

의 사법기관은 徐元慶을 위하여 寃을 씻어주지 아니한다면 徐元慶의 행위는 經

15) ≪舊唐書≫, <孝義傳>, “如臣(陳子 )等所見 謂宜正國之法 置之以刑 然後旌其閭墓 嘉
其徽烈 可使天下直道而行 編之于令 永爲國典.”

16) ≪春秋公羊傳≫, <定公四年>, “父不受誅 子復讐 可也, 父受誅 子復讐 此推刃之道也 復
讐不除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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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에 부합되는 것으로 “이는 예를 지켜 의를 실천(是守禮而行義也)”한 것이므

로, 徐元慶을 처벌할 수 없다(뒤의 가설 중, 柳宗元의 논의의 기초는 여전히 經

義이다).

柳宗元은 법과 經義를 하나의 일관된 틀 안에 넣어 법과 經義, 법과 親情의 
충돌을 부정하고 있다. 그는 “위법하면 旌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것은 또 經義
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經義에 부합되면 형벌에 처할 수 없고 그것은 법률을 위
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여겼다. 또 그는 復‘讐’의 함의를 엄격히 제한하여

야 한다고 제기하여 법률과 직접적인 충돌을 발생하는 부분의 복수행위에 대한 

合‘理’性을 배제함으로써 법률과 親情 및 禮와의 일치에 도달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17)

唐 憲宗 6년(811) 富平人 梁悅이 부친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秦果를 살해하고 
縣衙에 가서 자수하 다. 梁悅의 처리방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憲宗은 
이러한 禮法 충돌사건의 처리에 대하여 詔書를 내려 尙書省에서 평의하도록 하
다. 憲宗은 詔書에서 난점을 다시 언급하 는데, 바로 예와 법의 충돌이라 하

다.18) 職方員外郞 韓愈는 황제에게 올리는 上書에서 복수행위를 처리하기 어려
운 연유와 법률이 復讐를 회피하여 금지하지도 허용하지도 않은 원인과 아울러 
해결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 다.

복수는 춘추 등 여러 책에서 보이나 그르다고 하여 죄를 준 것은 없으며, 법

률에 가장 자세하나 역시 조문이 없지만 법의 흠결이 아니다. 복수를 허용하지 

않으면 효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교화와 괴리되고 만약 허용하면 법을 믿고 

17) ≪柳河東集≫, 卷四, <駁復讐議>, “정려와 처벌은 병립할 수 없으니 정려를 벌주는 것
을 ‘亂’이라고 하니 형을 더럽힘이 지나치며, 벌을 정려하는 것을 ‘僭’이라고 하니 예
가 크게 무너지니, 과연 이를 세상에 보여 후대에 전하면 의를 좇는 자는 갈 바를 모
르고 해악을 피하려는 자는 설 바를 모르니 이를 법으로 하는 것이 옳겠는가? <중략> 예
에서 복수라고 하는 것은 대개 원통함이 아주 심한데도 호소할 바가 없는 것이다. 죄
와 법에 걸리어 큰 형벌에 빠지는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旌與誅莫得而幷焉 誅其可
旌 玆謂亂 刑甚矣, 旌其可誅 玆謂僭 壞禮甚矣, 果以是示于天下, 傳于後代, 趨義者不
知所向, 違害者不知所立, 以是爲典, 可乎? …　禮之所謂讐者 蓋以寃抑沈痛而號無告也 
非謂抵罪觸法陷于大戮).”

18) “복수의 사건은 예경에 의거하면 의로는 하늘을 함께 하지 못하고, 법령에 비추면 살
인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예와 법 이 둘은 모두 교화의 끝이니 다름이 있다(復讐
之事 据禮經 則義不同天, 征法令 則殺人者死, 禮法二事 皆王敎之端 有此異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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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하게 되어 금단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수사건이 있으면 

그 사유를 갖추어 상서성에 보고하고 상서성은 의견을 모아 황제에게 보고하여 

마땅히 처리하면 경과 법 모두 그 취지를 잃지 않을 것이다.19)

唐朝는 중국고대에 있어서 禮法관계, 情法관계 면에서 모순이 돌출한 시대이
다. 한편으로는 유가의 德治, 禮治사상을 治國治民의 기본방침으로 하여 정치, 경

제, 법률제도에 큰 향을 끼쳤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된 중앙집권의 확립, 여

러 제도의 완벽성과 강대한 국력은 국가정치통치가 사회에 대한 浸透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 다. 사법제도상의 國家主義는 통치자가 사회를 規範化시키는 첫째 
목표로 되었다. 그래서 親情을 중시하는 禮와 정치통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률 사이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되었고 점점 격렬해지게 되었다. 해결할 방

법을 찾기에는 어려웠고 불가능하 다. 유일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만 折衷
하고 서로 피하는 것이었다. 陳子昻의 “誅其罪 旌其情”으로부터 韓愈의 “尙書省
集議奏聞 酌其宜而處之”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러한 서로 피하는 정신을 

체현한 것이다.

서로 피하는 방식으로 情法충돌을 해결하는 방식은 특히 移鄕避讐制에서 선명
하게 표현되었다. 殺人者는 律에 따라 응당 사형에 처해야 하지만 赦免될 수 있
다. 사면된 자가 고향에 돌아가면 被殺者의 자손과 함께 생활할 수도 있다. 만일 

피살자의 자손이 父母 등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다시 赦免된 살인자를 살해한다
면 情과 禮로 볼 때 용서할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법으로 볼 때는 물론 새로운 

살인행위를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親情의 요구, 禮의 평가, 법률의 표준

은 상호 간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한다. 國家司法主義의 입장에서는 그 사유가 어
떻든 법률의 강제력으로 모든 살인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순수한 國家司法主義政策을 실행한다면 필연적으로 親情과 禮에 대한 직접적
인 침해를 초래한다. 때문에 唐律은 한번 더 서로 피하는 입장을 취하 다. 피살

자의 가문에 아직 期親 이상의 친족이 있을 경우, 赦免令을 집행하고 또한 復讐
殺人을 방지하기 위하여 赦免된 살인자는 다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천리 밖
의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20) 공간상의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復讐情緖를 가라앉히

19) ≪舊唐書≫, <刑法志>, “伏以子復父讐 見于春秋 見于禮記 又見周官 又見諸子史 不可
勝數 未有非之 罪之者也, 最宜詳于律 而律無其條 非闕之也, 蓋以爲不許復讐 則傷孝子
之心 而乖先王之訓, 許復讐 則人將恃法專殺 無以禁其端也　… 宜定制曰 凡有復父讐者 
事先具其事申尙書省 尙書省集議奏聞 酌其宜而處之 則經律無失其指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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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또한 復讐하는데 일정한 難關을 조성하려는 것이었다. 법률에 移鄕避讐의 규
정을 둔 것은 被殺者의 자손 또는 그 期親이 赦免되어 고향에 돌아온 살인자에
게 復讐할 권리가 있음을 뜻하지 않는다. 만일 復讐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은 여
전히 復讐를 한 자를 처벌한다. 한편으로는 회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금

지하는 이중규정은 모두 復讐殺人의 악성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마땅히 

지적해야 할 것은 移鄕避讐는 일종의 소극적인 防犯조치이고 실제효과도 현저하
지 않다. 그러나 법률을 중시하면서도 情을 고려하는 원칙 하에서 이러한 서로 
피하는 방식으로 親情과 법률의 충돌을 처리하는 것은 일종의 理智的인 선택이
라고도 할 수 있다.

復讐를 허용하지 않는 唐律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입법상 復
讐는 특수한 행위가 아니고 다만 일반적 의미에서의 傷害행위로 보아 법에 따라 
처단한다. 이는 國家司法主義가 唐律의 復讐관련 문제에서 명확하게 체현되었음
을 뜻한다. 그러나 동시에 唐律의 일부 관련 조문 중 여전히 復讐행위에 대한 법
률태도상의 일부 미묘한 점을 볼 수 있다. 즉 ≪唐律疏議≫ <鬪訟>은 다음과 같

이 규정하 다. 즉 祖父母, 父母가 타인에게 구타를 당하 을 경우 자손은 도와

서 反擊할 수 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상처

를 주더라도 一般鬪傷罪에 비하여 경감처벌한다.21) 이 조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唐律은 일부 구성상의 제한을 두고 있다. 첫째, 반격행위를 한 자손은 응당 

父母와 同行한 자여야 한다. 둘째, 자손의 반격은 부모가 타격을 받은 즉시 있어

20) ≪唐律≫, <賊盜>, ｢殺人移鄕｣, “[율문] 무릇 살인해서 사형에 처해야 할 자는 사면령
이 내려 죄를 면제받았더라도 千里 밖으로 移鄕한다. [소의] 살인해서 사형에 처해야 
할 자는 사면령이 내려 죄를 면제받았더라도 사망자의 집에 期親 이상의 親屬이 있다
면 천리 밖으로 移鄕해서 戶를 이루게 한다. 그리고 특별한 勅令으로 사형을 면제받
았더라도 역시 사면령이 내린 예에 따라 移鄕한다([律] 諸殺人應死 會赦免者 移鄕千里
外 疏議曰 殺人應死 會赦免罪 而死家有期以上親者 移鄕千里外爲戶 其有特赦免死者 亦
依會赦例移鄕)”;　≪唐律疏議≫, <賊盜>, ｢祖父母父母夫爲人殺｣, “[소의] 전략 만약 祖
父母․父母를 살해했기 때문에 죽음으로 죄값을 갚아야 할 경우라면 사면령이 내리더
라도 타향으로 이주시켜 복수를 피하게 해야 한다. 그와 피해자의 자손은 원수가 되
므로 유배지를 옮기게 해야 한다(若殺祖父母 父母應償死者, 雖會赦 仍移鄕避讐, 以其
與子孫爲讐 故令移配).”

21) ≪唐律疏議≫, <鬪訟>, ｢祖父母爲人毆擊｣, “무릇 祖父母나 父母가 他人에게 구타를 당
해 子孫이 그 즉시 그를 (반격) 구타하 다면 부러뜨린 傷害가 아닌 경우에는 논죄하
지 않으며, 부러진 傷害인 경우에는 일반인을 구타하여 부러뜨린 상해를 입힌 죄에서 
3등을 감하고, 죽음에 이르 을 경우에는 일반 법률에 따른다(諸祖父母 父母爲人所毆
擊 子孫卽毆擊之 非所折傷者 勿論, 折傷者 減凡鬪折傷三等 致死者 依常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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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전자의 입법의도는 자손은 응당 상대방을 권유하여 쟁의를 저지하거나 

또는 좀더 온화한 방식을 택하여 부모를 구호해야 한다는 것에 있는 것이지, 격

렬한 반격행위를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후자의 입법의도는 자손이 반격하는 

것은 일종의 급박한 自救行爲로 위급한 상황 하에서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만

일 사건이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벗어났다면 위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

에 대한 처리는 응당 정상적 법률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즉시에 반격해야 

한다는 이러한 제한은 明淸律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淸律
에서는 “조부모나 부모가 타인에게 구타를 당해 자손이 그 즉시 반격하 다면 

부러뜨린 傷害가 아닌 경우에는 논죄하지 않으며, 부러진 傷害인 경우에는 一般
鬪傷罪에서 3등을 감하고, 만약 조부모나 부모가 살해되어 자손이 즉시 살해자를 

죽 으면 논죄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또 ‘卽時’에　대해서 淸律은 “조금 늦으
면 투구와 살인으로 논죄한다”라고 부가․설명하 다.22)

특히 명청률이 자손이 부모를 구하기 위해 살인자를 살해했을 경우를 허용하

는 것은 모두 일종 복수와 유사한 행위인 것이다. 唐明淸律이 制限性條件을 附加
한 기초 위에서 반격을 허용한 것은 다른 면에서 법률과 親情 간의 서로 피하는 
원칙을 체현한 것이다.

중국고대법률은 친족이 서로 容隱하는 제도를 확립하 다. 가족 내부에 한 사

람이 죄를 범하 을 경우 다른 구성원은 官府에 그 범죄를 은닉할 수 있으며, 심

지어 범죄자에게 알려 도망치게 함으로써 법적 제재를 면하게 할 수 있다. 자손

에게 있어 친족을 위하여 은닉하는 것은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도 한다. 

법률은 자손이 관부에 부모를 고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唐律에서는 祖父
母, 父母가 죄를 범하 을 경우 자손이 官府에 제보하면 자손은 “干名犯義”죄를 

범하게 된다. 문제는 자손이 부모를 고발하면 법률에서 보호하는 親情관계를 침
해하게 되고 응당 법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고발당한 부모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론적으로 말할 때 고발한 

상황이 사실에 부합되면 피제보자의 행위가 법적 보호를 받는 사회관계를 침해

하고 법률에 저촉된다는 것을 뜻한다. 때문에 제보자가 누구든, 제보자의 동기가 

무엇이든, 또는 제보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든 피제보자는 응당 법률에 의하여 

22) ≪大淸律例≫, <刑律>, ｢父祖被毆｣, “祖父母 父母爲人所毆 子孫卽時還毆 非折傷勿論, 
致折傷以上 減凡斗三等. 若祖父母父母爲人所殺 而子孫卽時殺死行凶者 勿論”; “少遲卽
以鬪毆論, 少遲卽以擅殺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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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唐律 <鬪訟律>의 규정에 따르면 자손이 조부모, 부모를 

고발하면 자손을 絞刑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피제보자인 부모는 고발의 사실여

부를 떠나 모두 자수로 보고 처벌을 면제한다. 즉, 같은 범죄라도 타인에 의해 

제보되면 법적 책임을 지고 자손에 의해 제보되면 범죄자는 처벌을 면할 수 있

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 규정을 해석할 수 있고, 그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淸
代 학자는 법률 가운데 이 非常한 제도에 주의를 돌려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고대법률에 이러한 常理에 어긋나는 규정이 있는 것은 父母가 죄를 범했을 경우 
자손이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기 목숨을 바쳐 父母를 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인 바, 

자신이 죄를 범하여 처벌받는 대가로써 父母의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 즉 

특정 상황 하에서 법률이 재차 양보하여 循環범죄의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後罪
가 前罪를 배제하고 後罪를 처벌하며 前罪를 면해줌으로써 親情에 대한 긍정과 
보호를 실현한다. 법률 자체로 볼 때 일종 우회적인 방법으로 죄는 반드시 처벌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형식상 國法의 엄숙성을 유지한다. 이러한 법률과 親情 
간의 서로 피하는 원칙은 父母와 자손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기타 친족 관계 
중에서도 일정하게 체현된다.23)

이밖에 父母가 자손을 고발하면 설사 모함이라 하더라도 범죄를 구성하지 않
는다. 만약 고발한 사건이 사실이라면 제보자는 물론 무죄이다. 그러나 피제보자

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처벌한 것인가? 唐律에서는 被告는 자수한 것과 같음으로 
처벌을 면제하 다. 여기에서 자손이 父母를 제보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
다. 자손이 父母를 고발했을 경우 父母는 免罪지만 자손은 처벌을 받는데, 父母
가 감당해야 할 법률책임을 자손이 위법으로 제보하는 방식으로 자손에게로 이

전되는 것이다. 그러나 父母가 자손을 제보한 경우 쌍방은 모두 법률에 의해 처
벌을 면한다. 이 제도의 社會的 危害性은 선명한 것이다. 그 입법취지에 대해 우

리는 다만 법률과 親情 간에 서로 피하는 측면으로부터 이해할 수밖에 없다.

23) ≪唐律疏議≫, <鬪訟>, ｢告期親尊長｣, “무릇 期親尊長․外祖父母․남편․남편의 祖父
母를 고발한 경우에는 (고발한 것이) 비록 사실이라도 도형 2년에 처한다. 그러나 고
발한 범죄가 (도형 2년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고발한 죄에서 1등을 감한다. 만약 誣告
한 죄가 (도형 2년보다) 무거운 경우에는 誣告한 죄에 3등을 더한다. 大功親의 尊長을 
고발한 경우에는 각각 1등을 감하고, 小功親의 尊長, 麻親의 尊長인 경우에는 2등을 
감하며, 誣告한 죄가 무거운 경우에는 각각 誣告한 죄에 1등을 더한다(諸告期親尊
長․外祖父母․夫․夫之祖父母 雖得實 徒二年, 其告事重者 減所告罪一等 所犯雖不合
論, 告之者猶坐, 卽誣告重者 加所誣罪三等. 告大功尊長 各減一等, 小功 麻 減二等, 
誣告重者 各加所誣罪一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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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倫理관계 자체는 親疏遠近의 구분이 있는데, 이는 親情 의무 상 輕重의 차이가 
있는 것에 표현되고, 법률상에서는 법적 의무의 구별로 표현된다. 다양한 법률관

계 중에서 당사자가 응당 짊어져야 할 親情의무가 다르기에 반드시 다른 법적 
의무를 져야 한다. 그래서 일부 법률관계에서 두 명 이상 상호 交叉倫理 관계에 
있는 당사자와 관련되기 때문에 법률관계 중에서의 情과 情 자체의 충돌이 발생
한다.

情과 情의 충돌을 처리하기 위하여 중국고대법률은 喪服制度를 도입하여 倫理
關係의 親疏정도를 계량화하 다. 情-情충돌 당사자간의 倫理관계 및 親情의무의 
진행정도의 비교는 “重情壓輕情”의 원칙을 적용하 다. 법률관계 당사자는 그와 

친 한 倫理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만 親情의무로부터 변화된 법률의무를 지고 
疏遠한 倫理관계인 당사자에 대해선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唐律의 규정에 의하면 백성이 죄를 범했을 경우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간에는 
서로 容隱할 수 있고 官府에 제보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분명히 이 규정은 親情
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확립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사건에 있어서 자신과 加害
者, 및 被害者 모두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을 때 양자에 대해 모두 일정한 親情의
무를 져야 한다. 법률기초 위에서 두 가지 親情의무는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한다. 

자녀는 응당 죄를 범한 父母의 罪行을 隱匿해야 한다. 그러나 모친이 부친을 살

해했을 경우 자녀는 兩難의 곤경에 처하게 된다. 모친을 容隱하는 것은 자녀로서 
당연한 기본적 親情의무의 하나로서 禮에도 부합되고 법률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殺父之讐 不共天”인 바, 원수 중에서도 부친을 죽인 원수보다 악의 정도가 더

한 것은 없다. 이때 자녀는 親情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다시 곤경에 처하게 된
다. 어떻게 이 충돌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唐律은 重情壓輕情의 원칙을 취하
다. 唐律은 모친이 부친을 살해하 을 경우 嫡母, 繼母, 또는 慈母를 불문하고 자
녀는 자손이 祖父母, 父母를 고발하지 못한다는 禁令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모

친을 위하여 容隱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官府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 다.24) 그리고 唐律 親屬爲人殺私和　조문에는 더욱 명확한 규정이 있다.

24) ≪唐律疏議≫, <鬪訟>, ｢告祖父母父母｣, “무릇 祖父母나 父母를 告發한 자는 絞首刑에 
처한다. 또 嫡․繼․慈母가 그 아버지를 살해했거나 養父母가 그 본래의 親父母를 살
해했을 경우에는 모두 告發하는 것을 허락한다(諸告祖父母․父母者, 絞 卽嫡․繼․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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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五服 내의 親屬이 서로 살해한 경우, 먼 친속이 가까운 친속을 살해

하 다면 고발해야 하지만, 가까운 친속이 먼 친속을 살해하 다면 고발해서는 

안된다. 친소 관계가 같은 경우에는 卑幼가 尊長을 살해하 다면 고발할 수 있

지만, 尊長이 卑幼를 살해하 다면 고발할 수 없다. 그리고 서로 숨겨줄 수 있

는 관계인 경우에는 먼 친속이 가까운 친속을 살해하거나 義服親이 正服親을 

살해하거나 卑幼가 尊長을 살해하 다면 역시 고발해야 하지만 고발하지 않았

더라도 역시 죄는 없다.25)

살인자, 피살자와 자신의 親疏 정도에 따라 전혀 다른 제보의무를 확정하는 것
은 唐代 법률이 親情의무 사이의 충돌을 해결하는 기본원칙이었다.

淸代 1820년(嘉慶 25) 江蘇 농민 胡覲堯는 며느리 황씨에 대한 强姦未遂로 인
해 그 아들 胡成琳에 의해 살해되었다. 법률에 의하면 胡成琳의 행위는 “十惡”에 

해당되는 重罪이므로 마땅히 凌遲處斬하여야 했다. 被害者 胡覲堯의 아내, 즉 범

죄자 胡成琳의 모친 胡姜씨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남편이 죽은 후 아들까
지 잃을까봐 胡成琳의 아내, 胡成琳의 장인 등과 共謀하여 범죄자의 罪行을 隱匿
하 다. 사건 발생 후 胡成琳은 능지처참을 당했다. 淸律은 胡姜씨 및 胡成琳의 
아내, 胡成琳의 장인 등이 胡成琳 본인과 容隱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었기에 
서로 범죄를 隱匿할 수 있다고 규정하 다. 그러나 이 사건은 交叉倫理관계에 있
고 또한 原罪가 침해한 親情관계가 容隱관계 당사자간의 親情관계보다 重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은 情-情 충돌 중 ‘重情壓輕情’의 원칙에 의하여 피고의 죄행을 

은닉한 胡姜씨, 및 胡成琳의 아내, 胡成琳의 장인 등을 처벌하 다.26)

마찬가지로 자손이 부모를 구하기 위해 반격하는 규정 중에서도 이 원칙을 체

현하 다. 법률은 자손이 부모가 타인에게 구타당할 때 부모를 구하기 위해 가해

자에 대해 반격하는 것을 허용하 다. 법률규정에 부합되기만 하면 반격한 자손

은 법률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친족들간의 구타 사건 중 자손의 救護反擊행
위에 있어서 또다시 親情의무 자체의 충돌이 발생하 다. 조부모, 부모의 尊長이 
조부모, 부모를 구타할 때 자손이 반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분명히 반격하

든 않든 자손은 모두 親情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또한 여기에서는 간단히 ‘重情
母殺其父, 及所養者殺其本生, 竝聽告).”

25) ≪唐律疏議≫, <賊盜>, ｢祖父母父母夫爲人殺｣, “其有五服內親自相殺者, 疏殺親 合告, 
親殺疏 不合告, 親疏等者 卑幼殺尊長得告, 尊長殺卑幼不得告. 其應相隱者 疏殺親 義服
殺正服, 卑幼殺尊長 亦得論告, 其不告者, 亦無罪.”

26) ≪比引成案新編兩岐成案新編≫ 卷上 <子殺父而母容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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壓輕情’의 원칙을 적용하기도 어려웠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唐律은 또 
아래에서 보듯이 “구타할 권리가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해선 반격하지 못하며, 만

약 구타할 경우는 범죄”라는 원칙을 확정하 다.

그런데 祖父母나 父母의 尊長이 祖父母나 父母를 구타하는 것은 律에 따르

면 구타하더라도 죄가 없는 경우이므로 (그 자손은) 다만 말려서 구할 수 있을 

뿐 그 (祖父母나 父母의) 尊長을 구타할 수 없는데, 함부로 그 즉시 (반격) 구

타하 을 경우에는 당연히 鬪毆한 죄의 일반법에 따른다. 만약 남편의 祖父母

나 父母가 妻의 祖父母나 父母와 서로 구타하 다면 그 자손의 아내라 하더라

도 또한 남편의 祖父母나 父母를 그 즉시 (반격) 구타해서는 안되며, 만약 그 

자리에서 (반격) 구타하 을 경우에는 그대로 일반 법률에 따른다.27)

親-親충돌을 해결하는 관건은 親疏 정도를 계량화하여 親疏관계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게 하고 구체적인 親情의무의 輕重 정도를 확정하며, 다시 ‘重情壓輕情’의 

일반원칙을 적용함으로써 親親충돌의 해결방식을 좀더 倫理之情에 접근시키고 
사회에 승인되도록 하는 것이다.

Ⅳ.

사회개체의 一身二任 ―즉 가족구성원과 국가공민―이 개별행위 및 인간관계
에서 親情과 법률의 필연적인 충돌을 결정하 다. 다양한 문명과 국가는 다기한 

방식으로 이 충돌의 해결을 설정하 다. 이러한 각각 특색이 있는 해결방식은 또

한 다양한 정도에서 각각 법률제도의 내용과 기능을 결정하 고 심지어 각각 문

화의 발전방향에 향을 주었다.

자손이 가족의 윤리관계에 의하여 家長에게 특수한 親情의무를 져야 하는 것은 
여러 나라 초기 입법에 모두 체현되어 있다. 자손이 가장의 監督 및 懲戒 의무에 
복속하는 점에서 로마법은 ‘家父長權’을 확립하 다. 초기의 가부장권은 내용상 

매우 광범위하 다. 家子는 가부장권 아래에 있으며, 독립적 인격과 독립적 民事

27) ≪唐律疏議≫, <鬪訟>, ｢祖父母爲人毆擊｣, “律文但稱祖父母․父母爲人所毆擊 不論親疏
尊卑, 其有祖父母․父母之尊長 毆擊祖父母․父母 依律毆之無罪者 止可解救 不得毆之, 
輒卽毆者 自依鬪毆常法. 若夫之祖父母․父母 共妻之祖父母․父母相毆 子孫之婦 亦不合
卽毆夫之祖父母․父母, 如當毆者 卽依常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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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利能力이 없다. 가부장은 家子에 대해 감호권, 징계권, 심지어 家子를 죽일 권
리도 있었다. 가자는 자기의 신분으로 대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없었다. 

그러나 가부장권은 성격상 엄격한 제한이 있었다. 가부장권은 公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 기본원칙은 초기 로마법에서 확립되었다. 家父의 家子에 대한 권력은 
私法분야에만 제한되었다. 일단 국가나 단체의 정치행위, 사회행위에 관련되면 순

수한 법률관계는 완전히 가족의 親情관계를 배척하고, 家子는 家父에 대하여 ‘家
父權’에 의해 발생된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國家司法主義原則이 점차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법률은 가부장권의 역할에 대해 진일보 제한하 는데, 司法領域에
까지 확장되어, 家子가 가족관계에 근거하여 家父에 대해 져야 할 親情의무도 많
은 범위 내에서 國家强制力에 의한 법률의무에 양보하게 되었다. 콘스탄티누스

(Constantinus) 황제기, 家父의 家子에 대한 生殺權이 폐지되었다. 만일 家父가 家
子를 살해한다면 법률에 의하여 殺親罪로 家父를 極刑에 처하 다. ≪12表法≫ 
중 이미 명확하게 규정한 “賣子三次解放” 원칙28)도 보다 엄격한 의미에서만 집행

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일부 순전히 국가와 사회와 관련된 원인으로 家父, 家子
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가부장권이 필수적으로 법률에 의해 해제되었고, 家子는 
가부장권에 의한 親情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었다.29) 家父權의 변화를 묘사함에 
있어서 메인(H. S. Maine)은 고대법 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 다.

帝政시기에 우리는 아직 이러한 모든 권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

나 그것은 이미 아주 작은 범위 내에 국한되어 있었다. 가족 내에서 家族犯罪

를 징벌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리는 이미 民事政務官의 관할권(the cognisance 

of the civil magistrate)으로 이행되었고 혼인을 주재하는 특권은 이미 조건 

있는 否定權으로 격하되었으며, 매매의 자유는 사실상 폐지되었고 入養은 유스

티니안(Justinian) 황제의 개량제도 중에서 고대에서의 중요성을 거의 상실하

다. 만일 자녀의 동의가 없이 養父母에게 이전하 다면 효력을 잃게 된다. 총괄

적으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에 유행한 여러 가지 관념의 변두리에 매우 

접근하여 있다.30)

28) ≪十二銅表法≫ 第四表: [父權法] 第2條b “父가 子를 3차에 걸쳐서 매각한 경우에는 
자는 父權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29) 법률규정: 家父가 노예로 전락됨으로써 家父 인격의 大減等을 초래하거나, 또는 家父
가 형법을 위반하여 家父 인격의 中減等을 초래하거나, 또는 家子가 국가의 어떤 특
정 직무를 맡음 등으로 인하여 家父權이 모두 자동으로 해제되고, 家父와 家子 사이
의 家父權에 기초하여 형성된 親情방면의 권리와 의무도 따라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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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법에서 아들은 재산관계 면에서 보다 큰 自主性을 가지고 있는 바, 심지

어 로마법의 관련 규정을 초월하 다. 게르만법에 의하면 父權 아래에 있는 아들
은 자기의 독립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아들의 재산에 대해 부친은 管理權과 
收益權 및 動産에 대한 處分權을 가지고 있지만 아들 재산 중의 不動産에 대해
서는 부친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처분하려면 반드시 아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위법이 된다. 다시 말하면 아들은 자신에게 속하는 고

유재산에 대해서 가족윤리관계에 기초한 부친 내지 가족 전체에 상대한 친정의

무를 지지 아니한다.

親情의무를 약화하고 법률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통하여, 또는 법률의무를 중시

하고 親情의무를 경시하는 방식으로 親情과 법률의 충돌을 해결하는 것은 국가
정치통치를 강화하고 사회개체의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결과이기도 하며, 나아가

서는 그 발전을 추진하는 새로운 동력이 되기도 한다. 국가정치통치의 끊임없는 

강화에 따라 국가법률이 가족의 방어선을 넘어 가족내의 개별주체에 모두 침투

되었으며 개인을 가부장권으로부터 해방시켜 국가통치 아래의 독립개체로 되게 

하 고, 동시에 그들을 국가공민의 명의로 독립적으로 법률권리를 향유하고 법률

의무를 부담하게 하 다.

중국 夏商周三代에는 가족과 국가가 하나가 되어, 국가는 가족의 확대이고 가

족은 국가의 축소판이었다. 宗法的 血緣관계는 국가정치관계와 고도로 결합되었
다. 사회 전체는 혈연, 정치의 이중원칙으로 연결되고 전형적인 宗法국가를 구성
하 다. 秦帝國이 단일한 官僚政治體制를 수립하 지만 종법적 혈연요소는 새로

운 봉건정치와 연계되었고 국가정치생활 중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하 다. 비

교적 강한 응집력을 가지고 있는 가족은 일정한 방면에서 국가정치요소의 침투

를 배척하 다. 법률은 이러한 현실을 확인하고 가족구성원을 법률의무와 親情의
무의 이중의무 부담자로 규정하 다. 중국 전통법률 2000여 년의 발전과 변화 

가운데서 가장이 자손에 대해 갖는 여러 권력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

하 다. 자손이 가족윤리관계에 기초하여 가장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親情의무가 
사회․정치적 원인에 의해 면제되는 경우는 아주 적었다.

중국고대에는 사상과 의식의 면에서 儒家학설을 핵심으로 法家, 道家 등의 학
설이 융합되어 주류적인 의식형태가 형성되었다. 정치, 법률분야에서 儒家와 法

30) Maine, H. S. “Chap. Ⅴ. Primitive Society and Ancient Law,” Ancient Law, London, 
John Murray, Albemarle Street, W, 1919,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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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가 결합한 주류의식형태는 ‘禮法竝用’의 기본원칙으로 표현되었다. 장기적인 역

사변화과정 중 중국이라는 특정 문화토양 위에서 형성된 선명한 민족특색이 있

는 主流意識形態는 점차 전반 사회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民衆意識과 民族性에 
깊숙이 뿌리내렸다. 중국에서 어떠한 제도를 건립하든 이러한 主流意識形態에 부
합되어야만 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이었다. 고대 입법자들이 확립한 親
情과 법률의 충돌을 해결하는 특수방식은 이러한 주류의식형태 중에서 예법병용
의 기본원칙에 뿌리를 두었으며 이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고대 중국의 國情民俗
에 부합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親情충돌을 해결하는 특수방식은 중국사
회가 법률을 받아들이는 것을 촉진하 다.

법률은 자체의 가치표준 및 내재적 논리구조로 결정되며 그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동등한 신분일 것을 요구한다. 이 점은 宗法을 제창하고 等級을 중시하는 
중국전통사회와 어울리지 않는다. 사회개체로 볼 때 법률의무와 親情의무간의 성
격, 기능 및 조정수단 등의 차이 때문에 구체적인 이행과정에서 충돌의 발생은 

회피하기 어렵다. 중국고대 통치자들은 宗法親情, 법률의무와 親情의무가 병존하
는 國情民風에 적응하고 특수한 宗法等級制를 유지하며, 또한 일반적 의미에서의 

사회성원에 대한 동등대우로써 사회안정을 유지하고 禮를 法에 도입하고, 親情을 
법에 도입하 다. 親情과 법률이 충돌하는 면에서 情法竝立, 즉 공동으로 다스리

는 해결방식을 확립하 는데, 법으로 情을 상하게도 하지 아니하 고 또한 情으
로 법을 매몰시키지도 아니하 다. 2천여 년에 이르는 사회현실 및 司法實踐을 
볼 때 고대입법자가 확립한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는 특수방식은 그 성격상 해결

하기 어려운 모순을 어느 정도 해결하 을 뿐만 아니라 사회안정과 질서확립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역할을 하 으며 입법기술 방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고대입법의 걸출한 성과이다.

법률과 도덕은 각자 서로 완전히 다른 역에 속하며, 각각 서로 다른 평가기

준을 가지고 있다. 국가통치에 근거하여 형성된 법률의무와 道德倫理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親情의무를 억지로 결합하면 필연적으로 법률의 실천과 법률개념의 발
전에 다음과 같은 소극적인 향을 끼치게 된다. 첫째, 결합 자체 및 결합으로 

인한 충돌은 법률로 하여금 자체의 성격 및 자체 논리구조에 따라 사건에 대해 

완전한 평가와 처리를 할 수 없게 하고, 뿐만 아니라 법논리 자체의 완전함을 이

룰 수 없으며, 또한 필연적으로 처리기준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둘째, 모

든 국민의 法觀念의 형성에 소극적인 향을 끼친다. 한편으로 법률관념은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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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의 제한을 받으며 독립적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그에 비해 도덕표준은 사람

들에게 더욱 쉽게 받아들여진다. 도덕과 법률이 상호 충돌할 경우 어떤 해결방식

을 취하여도 사람들은 좀더 도덕적인 각도에서 도덕원칙의 향을 받은 법률관

계를 이해하기 쉽다. 主客이 바뀜으로써 법률의식의 전개에 향을 주고 법률관

념의 형성에 향을 준다. 다른 한편으로 법률과 도덕이 상호 연계되는 것은 자

연적으로 양자의 상호대립 관념의 발생을 초래한다. 도덕표준으로 법률을 이해하

고 도덕의 측면에서 법률을 인식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법률의 가치관에 대한 부

정적인 評價를 형성하게 된다. 중국전통사회에서　‘惡法’,　‘息訟’의 관념이 사람들 

마음 속에 깊이 스며들고, 따라서 법률은　‘公平’,　‘正義’와 거리가 멀어지며, 그 결

과 관념상 법률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안정을 수호함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기능을 한다고 중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情法竝立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식은 또한 사회 구성원 獨立性의 형성과 발전
에 향을 미친다. 법률의무와 親情의무의 이중의무 부담자로서 사회구성원은 두 
개의 규범체계, 두 개의 가치표준의 공동작용 하에서 자체의 사회실천을 전개하

게 된다. 사회구성원은 그 행위방식에서 반드시 이중표준을 종합하고 종종 어려

운 선택을 해야 한다. 親情義務의 법률화는 倫理關係가 사람의 행위에 대한 拘束
力 면에서 법률에 비하여 우선적인 지위에 있다. 법률의 실천은 國家强制力에 의
하고 도덕윤리의 실현은 사회여론과 사람들의 내재적인 良心準則에 의한다. 친정

의무의 법률화는 친정의무의 이행을 내적 動力을 갖춤과 동시에 國家政權을 최
종보장으로 하는 외적 강제력을 가하는 바, 그 목적은 親情관계의 절실한 체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구성원은 법률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반드시 그 생

활과 접하게 관련된 親情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후자는 그 성격에 의해 결정

되고 또한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사람들은 토지를 중히 여겨 대가족 범위 내에

서 생활하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親情의무의 요구는 거의 無所不在이다. 사회

구성원은 상당한 정도에서 이중구속력이 있는 가족윤리관계에서 생활하고 있는

데 가족내부의 일원으로서, 家長의 부속물로서 존재하며, 국가정치, 사회생활과 

접히 관련되는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독립된 法人格을 취득하지 못하 다.

[번역에 덧붙여]

본고는 2003년 9월 26일 中國 北京에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두뇌한국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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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한국법연구센터와 中國政法大學이 공동으로 개최한 “한중 전통법률과 윤
리사회 학술 세미나(中韓傳統法律與倫理社會 學術硏討會)”에서 발표한 논문(원제: 

論中國古代情與法的衝突)을 번역한 것이다.

참고로 위 세미나에서는 모두 5명이 발표하 는데, 논문은 鄭肯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의 조선후기 종법적 제사승계와 가족의 변화(朝鮮後期宗法制祭
祀的繼承和家族的變化), 崔永東(中國政法大學 法律史學硏究中心 硏究員)의 중국 

고대의 복수현상에 나타난 효도와 법률의 관계(從中國古代的復仇現象看孝道與法
律的關系), 李元澤(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계약교수)의 丁若鏞의 復讐論 :

≪欽欽新書≫ <經史要義>를 중심으로(19世紀丁若鏞的復仇論 : 以≪欽欽新書≫ <經史
要義>爲中心), 顧元(中國政法大學 法律史學硏究中心 硏究員)의 체제와 도덕의 배

반 :중국전통사법의 배경과 그 곤경(體制與道德的背反 : 中國傳統司法的背景及其困
境) 등이다. 이 자리에는 현대 중국법제사 연구의 태두라고 할 수 있는 張晉藩 
교수와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끝났다.

중국에서 법제사 연구의 출발점은 文化革命이 종료된 1980년대 초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초부터 중국법제사 연구는 일대 중흥을 이루었는데, 이때 중심적

인 역할을 한 학자는 張晉藩, 張國華 등이다. 필자인 朱勇은 중국법제사 연구에
서 차세대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주요연구저서로는 淸代宗族法硏
究 , 中國近代法制史 , 中國法制史(主編) , 중국법률의 험난한 역정(中國法律的
艱辛歷程)  등이 있다. 또 朱勇 부총장 등은 2003년 9월 28일에서 30일까지 본

교를 방문하여 집담회를 개최하는 등 양교 간의 상호교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

고, 역자는 교류의 취지에 따라 5월에 訪問하여 강연을 할 계획이다.

번역을 함에는 의미 전달을 중심으로 하 으며, 인용된 사료는 원문을 대조할 

수 있는한 모두 대조하여 번역의 정확성을 꾀하 는데, 많이 인용된 唐律疏議는 
金鐸敏․任大熙 主編, 譯註 唐律疏議 (전3책)(한국법제연구원, 1994, 1997, 1998)

을 참조하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