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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續大典의 위상에 대한 小考*

― ‘奉祀 및 立後’조를 대상으로―

1)

鄭 肯 植**

Ⅰ. 머리말

法源史, 즉 법전과 그 편찬과정에 대한 연구는 법제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통일법전에 의한 법치주의를 표방한 조선에서는 초기부터 經濟六典

(태조 6; 1397)을 비롯하여, 經國大典(성종 15; 1486), 續大典( 조 23; 1747), 大

典通編(정조 9; 1785), 大典會通(고종 3; 1865) 등 지속적으로 법전을 편찬하 다. 

조선시대의 법전편찬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았다. 법사학자들은 주로 경국대전을 중심으로 그 편찬과 의의에 대해서 연구를 

하 으며, 또 經濟六典을 복원하 고, 법전편찬에 대한 통사적 서술이 있었다.1) 

그러나 후대의 각종 법전과 법서의 편찬 과정 등에 대해서는 단편적으로 소개하

으나 전모를 밝혀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차적으로는 연구자의 

부족 때문이고, 소수의 연구자들마저도 법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

지지 않고 법전을 이용하여 개별분야의 연구에 진력을 하 기 때문이다.

한 동안 법과 법전은 역사연구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도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법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조선은 德治主義 ―나쁘게 말하면 人治主義―를 표방하는 

전제군주국가로 오로지 국왕의 인격에만 의존하는 인적 지배체제이었다. 또 법치

주의는 덕치주의와 양립할 수 없고, 통치의 수단은 禮主法從에서 드러나듯이 法,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4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1) 朴秉濠, “朝鮮初期의 法源”, 韓國法制史攷(법문사, 1974); 윤국일, 경국대전연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6); 田鳳德, 經濟六典拾遺(아세아문화사, 1989); 연세대학교 국학연
구소 편, 經濟六典輯錄(신서원, 1993); 연정열, 朝鮮法典史(학문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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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政令이 아니라 禮, 즉 敎化이었기 때문에 법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또 설사 법이 있고 법전이 완비되었더라도 사법과 행정을 겸하는 관리가 자의로 

처리하기 때문에 법과 법전은 空文에 불과하고 법전은 전혀 권위가 없었다.2) 다

시 말하면 법은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데 전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또 법은 현실을 전혀 반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국사학계에서도 법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3) 한

상권은 종래 역사연구에서 법의 활용을 강조하면서 법전과 법률서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촉구하 다.4) 洪順敏은 선행하는 受敎輯錄과 典錄通考

의 편찬과정과 함께 속대전의 편찬과정과 그 의의를 밝혔다. 그는 속대전 편찬을 

편면적이 아니라 정치적 상황5)의 변화를 배경으로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결론적

으로 종래에 속대전이 過大評價되었고, 오히려 典錄通考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고 보았다.6) 근래에는 현전하지 않는 경제육전 등의 편찬과정과 그 의미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7) 또 수교집록 등 대전 류의 근거가 되는 법

전에 대한 번역까지 이루어져 법원사는 물론 법제사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 다.8)

현재 법전편찬사에 대한 주된 연구는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법

에 대한 편견을 극복한 이러한 연구는 법학계는 물론 역사학계에서 연구공백을 

2)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濫觴은 식민지기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치 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정긍식, 한국근대법사고(박 사, 2002), 252-3쪽.

3) 이의 계기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奎章閣資料叢書 法典篇”을 간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경국대전 등을 해제와 함께 인․간행한 것을 출발로 2001년까지 
모두 19종 21책을 간행하 다.

4) 한상권, “조선시대 법전 편찬의 흐름과 각종 법률서의 성격”, 역사와 현실 13(한국역
사연구회, 1994), 302-320쪽.

5) 속대전 편찬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식민지기에 이미 제시된 바 있다(麻生武龜, 李朝
法典考[朝鮮總督府 中樞院, 1936]). 그러나 이는 식민통치의 기초자료를 정리하기 위
한 정책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연구이므로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6) 洪順敏, “조선 후기 法典 編纂의 推移와 政治運營의 변동”, 한국문화 21(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8. 6), 165-205쪽.

7) 林容漢, “朝鮮初期 法典 편찬과 편찬원리”, 한국사상과 문화 6(한국사상문화학회, 
1999); “경제육전등록의 편찬목적과 기능”, 법사학연구 24(한국법사학회, 2002); “<經
濟六典>의 편찬기구 ―檢詳修例司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23(조선시대사학
회, 2002); “경제육전속집상절의 간행과 그 의의”, 조선시대사학보 27(조선시대사학회, 
2003) 등.

8)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 역, 신보수교집록(청년사, 2000); 수교집록(청년
사, 2001); 각사수교(청년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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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는 중요한 업적이다. 하지만 법학자의 눈에는 문제로 비치는 것도 적지 않

다. 첫째, 법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법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처리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一般抽象的인 규범이다. 법은 현재의 문

제를 해결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또 정치로부터 종속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독자적으로 정치를 규정하기도 한다. 즉 사회로부터 

향을 받아 법이 규정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법이 사회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역

할도 한다. 사회와 법은 서로 고 당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종래 역사

학계의 연구에서는 전자의 측면, 즉 법의 종속적 측면이 강조되었고, 법의 독자

적인 측면은 소홀히 다루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둘째, 법전 등 결과물에 대한 

연구는 많으나 개별조문의 성립과정에 대한 연구는 드물다. 그래서 實證性의 측

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것은 개별주제에 대한 연구로 규명될 것이

다. 하지만, 법전에서 뽑을 수 있는 모든 주제에 대한 개별연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정도는 아니지만 지름길을 찾아야 한다. 그 길은 수교집록 등 정리된 

법전자료를 바탕으로 같거나 유사한 또는 모순되는 수교들이 종합․정리되어 법

전에 수록되는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제를 한정하여 제사승계와 관련된 

續大典 禮典 奉祀 및 立後조에 수록된 개별조문의 성립과정을 추적하려고 한다. 

이를 통하여 조선시대 법전편찬의 의미, 나아가 속대전의 위상에 대해 검토하려

고 한다. 예비적으로 조선시대의 중요한 법전과 법서, 법전편찬의 원칙을 살펴본 

후, 속대전의 위상에 대한 기존평가를 검토한다. 이어서 제사승계와 관련된 개별 

수교들이 속대전 奉祀 및 立後조에서 종합․정리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끝으로 

조문으로 정리되는 과정을 검토하여 이에 터잡아 속대전을 다시 평가하여 위상

을 재정립하려고 한다.

이 글은 續大典과 典錄通考에 대한 역사학자의 평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에

서 출발하 다. 초점은 법사학계와 역사학계의 열린 대화의 창을 마련하는데 있

다. 이 글이 씨앗이 되어 법사학계는 물론 역사학계에서도 법전편찬에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Ⅱ. 문제 제기

1. 법전편찬

통일법전국가인 조선은 초기부터 법전편찬에 많은 노력을 기울 다. 13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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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六典의 편찬에서 출발하여 1485년 경국대전(乙巳大典)의 편찬으로 조선초기

의 법전편찬은 완결되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새로운 법령이 지속적으로 공포되어 

새로운 법전편찬은 불가피하 다. 경국대전 반포 이후 속대전 반포까지 편찬된 

법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자. 1492년(成宗 23)에는 경국대전 시행 후에 공포된 

법령을 수록한 법령집인 大典續錄이 편찬되었고, 1543년(中宗 38)에는 대전속록 

이후의 법령집인 大典後續錄이 편찬되었다. 1555년(明宗 10)에는 경국대전의 조

문 가운데 해석하기 어려운 조문이나 용어에 대한 공적 注釋書인 經國大典註解

가 편찬되었다. 1636년(인조 14) 또는 1639년(인조 17)에 각사수교가 편찬되었다. 

1698년(肅宗 24)에는 대전후속록 이후의 법령집인 受敎輯錄이, 1707년(숙종 33)

에는 경국대전과 그 후에 나온 법령집인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수교집록의 조문

을 분류⋅통합한 법전인 典錄通考가 편찬되었다. 1740년(英祖 16)에는 수교집록 

이후의 법령집인 新補受敎輯錄이 편찬되었다. 신보수교집록 편찬과 續大典 편찬 

사이에 전록통고에 그 후의 수교를 증보․수록한 법전초안인 增補典錄通考가 편

찬되었으며, 1746년( 조 22)에 續大典이 편찬되었다.

법전에 수록된 조문은 입법과정의 결과물이다. 어떤 조문이 법전에 수록되기까

지는 다대한 과정을 거친다. 즉 특정한 사안에 대해 담당관서에서 안을 제시하고 

조정에서 이를 검토하여 의견을 내며 최종적으로 국왕이 이를 승인하여 하나의 

법조문이 완성된다. 제정법의 궁극적 근원은 국왕의 명령이다. 특정사안에 대한 

최종결정, 즉 국왕의 명령을 ‘敎’라고 한다. 이것이 형식화된 것을 ‘王旨’, ‘敎旨’

라고 하고 각 관청에 하달된 敎旨를 시행하는 의미에서 ‘受敎’라고 하 다. 수교

는 관청을 통하여 백성에게 시행되도록 내려진 법적 성격을 지닌 국왕의 명령을 

일컫는다.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수교가 일반적인 법조문으로 되면 條例, 條令, 

條件 등으로 불리어졌다. 육조 등 해당관청이 모두 이러한 입법을 하기 때문에 

법의 수는 아주 급속히 늘게 되었다. 그래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 전후규정이 다

르거나 혹은 각 관청들 사이에 법이 모순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 관리들과 백

성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법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의 통일을 가

져오게 하는 것이 법전편찬이었다. 즉 법전편찬은 다양한 수교들을 통일․정리하

는 것이다.9)

그러면 조선시대 법전편찬의 원칙에 대해 보기로 하자. 태종은 經濟六典의 개

수와 새로운 수교의 법전화를 위해 元六典과 續六典을 편찬하 다. 이때 양자 사

9) 朴秉濠, 앞의 책, 406-7쪽; 田鳳德, “經濟六典 解題”, 앞의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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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모순되는 규정이 있어 이를 해결하는 원칙을 수립하 다. 모든 법령은 원육

전을 본위로 하며, 원육전의 규정과 모순되거나 다른 내용의 것은 모두 삭제하

다. 만약 부득이 한 경우에는 원육전의 규정을 그대로 두고 그 조문 밑에 割註로 

작게 표시하여 법의 통일을 유지하 다. 이는 법전편찬에 있어 元典 존중의 원

칙, 즉 원전인 경제육전은 창업주인 조종이 만든 성헌으로 절대적으로 존중되어

야 하며 속전이나 후대의 법령으로 개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祖宗

成憲尊重主義’ 원칙으로 전시대를 통해 기본원칙으로 되었다. 또 세종대에 신찬

경제속육전을 편찬하면서 따른 한 원칙이 확립되었다. 구히 지켜야 할 법(經久

之法)은 ‘典’에 수록하고, 일시적 필요로 시행할 법령(權宜之法)은 ‘錄’에 수록한

다는 ‘典과 錄’의 구별원칙이다. 즉 ‘典’에 수록된 법령만이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조종성헌으로 되는 것이다.10) 이러한 과정, 즉 경제육전 이래의 다양하고 모

순적인 수교들을 종합정리한 경과물이 바로 세조대에 시작하여 성종대에 반포된 

경국대전인 것이다.

‘典’에 수록된 조문은 세불변의 법으로 자손대대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

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법도 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수교가 지속적으로 등

장하며, 이는 다시 관리들의 법집행에 혼돈을 가져오게 되고, 나아가 사회의 혼

란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수교들을 종합․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서 續錄이 등장하 는데, 성종 5년(1472) 경국대전 갑오대전을 편찬하면서 수록

하지 않은 수교를 모은 “大典續錄”11) 및 1492년의 大典續錄과 중종대에 자주 거

론되는 大典後續錄이 그 예이다. 續錄 등에 수록된 수교는 ‘록’으로 되며, 대전과 

동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구적인 효력을 갖는 법으로 된다. 그리고 이러

한 ‘錄’ 중에서 자손 대대로 구히 준수해야 할 것은 후대의 법전편찬과정에서 

‘典’에 수록되어 조종성헌으로 되는 것이다. 즉 조선시대의 법전편찬은 공포․시

행된 수교들을 취사선택하여 정리편찬한 것이다.

그렇다면 ‘수교’와 ‘錄’ 등의 관계는 어떠한가. 우선 ‘수교→錄→典’의 원칙

적인 우선순위는 그대로 관철되어 대전과 록, 수교가 기본적인 상하관계를 유지

하 다. 대전속록, 수교집록 등 ‘錄’으로 편찬된 것은 비록 그 뿌리는 수교이지만 

개념적으로 더 이상 수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고, 더구나 수교나 록을 발

췌․정선하여 속대전, 대전회통 등 ‘典’으로 편찬하면 법적 권위와 지위는 형식

10) 朴秉濠, 앞의 책, 같은 쪽.
11) 조선왕조실록에 72개조가 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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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도 최고법규범으로 확고해졌다. 따라서 그 시원적 法源은 수교나 록․전이 

모두 같은 뿌리이지만 그 형식적인 지위와 성격은 이처럼 확연하게 구별된다.12)

그러나 이러한 편찬의도는 그대로 관철될 수 없었다. 우선 대전후속록의 명칭

을 정할 때조차 ‘續錄’이 아니라 ‘受敎’라는 명칭을 사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13)에서 보듯이 이미 편찬 당시에 구적 효력을 인정하기를 꺼리는 입장도 있

었다. 실제로 속록의 효력은 수교에 의해 제한을 받았다. 때로는 대전의 경우도 

마찬가지 다. 록이나 수교가 典의 하위법의 역할만을 한 것은 아니라, 수평적인 

보충법의 기능도 함께 가졌다. 특히 정치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

에 따르기 위해 속록이나 수교의 규정이 대전보다 가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 잠정적이나마 대전의 효력을 개폐하는 것이다.14)

이는 수교집록의 서문에서 간명히 확인되는데, “속록이 편찬됨으로써 대전이 

더욱 빛나고, (수교)집록이 이어짐으로써 속록이 더욱 완비된다. … 이 수교집록

의 편수는 처음부터 창작으로 여긴 것이 아니고 다만 관청에서 잘 보관하여 법

적용에 미혹됨이 없도록 참고용으로 갖추는 것이어서 속록의 편찬과는 달리 삼

가고 신중히 여긴다”15)라고 강조하 다. 즉 대전을 보완하는 것이 속록이며, 속

록을 보충하는 것이 바로 집록으로, 집록은 새로운 법의 제정 내지 법전편찬이 

아니라 다만 법을 적용하기 위해 보관용으로 편찬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전록통

고는 “살펴보는 데 편하게 하려는 것(取便於考覽)”으로 경국대전을 비롯하여 전

후속록과 수교를 종합한 것으로, 새로운 법전의 편찬이 아니라 다만 실무의 편익

을 위해 편찬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의 본질도 집록류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수교, 즉 ‘錄’에 수록된 것을 종합정리하여 ‘典’으로 한 것이 바로 1747

년( 조 23)에 반포․시행한 속대전이다. ‘전과 록’의 구별은 경국대전 편찬 이후 

법전의 명칭이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신보)수교집록 등인 것에서 그 원칙이 그

대로 유지되고 있다. 즉 ‘錄’은 단순한 수교와 달리 어느 정도 장기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는 權宜之法인 錄에 불과할 뿐이지 經久之法인 ‘典’은 결

코 아니다.

12) 이상의 논의에 대해서는 金池洙, “受敎의 法的 性格과 理念”, 韓國法史學論叢<박병호
교수환갑기념논문집>(박 사, 1991) 참조.

13) 중종 38. 9. 갑자(김지수, 앞의 글, 124쪽에서 재인용).
14) 김지수, 앞의 글, 132-6쪽 참조.
15) ≪受敎輯錄≫ <序> “… 續錄作 而大典爲益明 輯錄繼 而續錄爲益備 … 是編也 初非欲

擬於作制 惟以備有司藏守 使不迷於考據 與續錄之撰 不同 示謹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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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지의 정리

위에서 보듯이 조선시대 법전의 명칭은 다양하다. 우선 ‘大典’, 과 ‘續錄’, ‘輯

錄’, ‘通考’ 등이 보이며, 경국대전의 편찬 전에는 ‘續(六)典’, 속대전 편찬 후에는 

‘(典律)通補’, ‘(六典)條例’, ‘(銀臺)便考’ 등이 보인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

므로 이러한 법전명칭은 법전의 내용 나아가 법전의 위상과도 관련이 있다.

이 글의 단서를 열어준 논문16)에서는 법전 명칭의 차이에 주목하여 법전을 분

류하고 위상을 설정하 다. 그리고 속대전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에는 법전의 위

상이 달랐기 때문에 많은 법전이 편찬되었는데, 속대전은 체제와 내용에서 경국

대전과 대전통편, 대전회통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동격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

제가 있으며(167쪽), 여러 법전들이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는데도, 다시 속대전을 

편찬한 것에는 숙종에서 조 연간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작용했다(168쪽)”고 분

석하 다. 이어서 조선시대의 법전의 체제를 “大典, 續錄, 輯錄, 通考, 便考”류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大典’류는 여러 위상의 법령을 망라하여 六典體制에 따라 분류하여 법전형

태로 최종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이는 법전체계에서 최고의 위상을 갖는 것으로 

조선왕조의 永世不變의 成憲으로 받아들여졌다. ‘續錄’류는 대전 반포 후의 수

교 상호간의 모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시적인 법령을 刪削하고, ‘永世遵行’할 

‘良法美意’를 모아 편집한 것이다. 형식면에서 대전체제를 따르고 내용 면에서 

수교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대전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대전을 보완하

는 부차적인 법전의 성격을 갖고 있다. ‘輯錄’류는 담당관청에서 등록의 형태로 

모아 둔 수교를 해당 관서별로 묶거나 육전체제로 수교를 분류하여 정리한 것

이다. ‘通考’류는 속록류나 집록류 그리고 개별수교를 모아 일정한 체제로 편집

한 법전이다. 속록류와 집록류, 통고류의 편찬은 새로운 대전의 편찬으로 귀결

될 것이다. ‘便考’류는 법전들 가운데서 행정실무에 적합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또 ‘掌考’류는 개인적 차원에서 실무지침서로 편집한 것이다(170-2쪽).

이러한 분류는 법전의 명칭 등에 조응하는 것으로 복잡다기한 조선시대의 법

전과 법서를 분류하는데,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17) 이어서 (新補)受敎輯

16) 홍순민, 앞의 논문; 아래에서는 논문의 쪽수를 본문에 인용한다.
17) 다만 집록과 통고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한 설명과 장고류에 속하는 법서 내지 법전

의 소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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錄과 (增補)典錄通考 등의 편찬과정에 대해 서술하 다.

수교집록(1698; 숙종 24)과 전록통고(1706; 숙종 32)가 간행된 시기는 朋黨政

治期의 붕당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깨어지고, 정국이 급격히 전환되는 換局期

이다. 그렇지만 小論과 老論이 안배를 이룬 蕩平政治的 면모가 강한 시기 다. 

정국의 주도자는 당론을 내세우기보다는 실무관료 성향이 강한 南九萬과 崔錫

鼎 등이었다. 따라서 이들 법전은 붕당정치에서 탕평정치로 이행하는 환국기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변동을 수용하고, 탕평정치를 지향하는 정국운 의 결과물

이다. 그러나 이들 법전은 수교를 그대로 수록하 기 때문에 적용면에서는 무

리가 있어 내용과 체제에서 완비된 대전류의 법전편찬이 필요하 다(186-8쪽). 

新補受敎輯錄(1740; 조 16)은 형전 부분이 전체의 43.1%(612/1419)을 차지하

고 있으며, 특히 寬刑主義를 수용한 조항이 많다. 이는 당시 민의 성장을 비롯

한 사회변동과 이를 수용하려는 조의 정치적 의도가 수용된 것을 반 하고 

있다(191쪽). 增補典錄通考는 전록통고 편찬 후 40년 만에, 신보수교집록 편찬 

후 10년 만에 편찬되었지만, 충분한 것은 되지 못하 다. 숙종과 조대의 집록

류와 통고류의 편찬을 종합한 완결된 대전류의 법전편찬이 요구되었다(193쪽).

즉 붕당정치에서 탕평정치로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환국기에 법전편찬이 이루

어졌으며, 이 법전에는 정치적 요구뿐만이 아니라 민의 요구까지 수용되었다. 그

러나 이러한 법전은 완전하지 못하 기 때문에 대전류의 새로운 법전이 필요하

여, 속대전의 편찬에 착수하 다. 이어서 그는 속대전 편찬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

1729년( 조 5)에 己酉大處分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조는 법전을 보

수하려고 계획하 다(193쪽). 속대전의 편집방향은 경국대전을 잇는 것을 목표

로 삼록과 수교집록 그 밖의 수교를 모아 정리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

은 이전의 모든 법전을 종합정리한 법전은 아니라는 점이다(강조 필자; 아래 

같음). 속대전은 대전류의 법전을 지향하면서도 내용적으로는 속록류의 법전 

형태로 구성되는 등 지향과 실제 사이의 괴리가 있다. 속대전의 次序는 경국대

전에 따라 조항을 설정하고 각 법전의 내용이나 새로 들어간 내용을 이에 맞추

어 분류 편집하 다. 속대전은 탕평정치를 추구하고 민에 대한 형벌을 관대히 

하려는 조의 의지가 강하게 반 된 법전이다. 영조의 뜻에 따라 명칭은 大典

이었지만, 경국대전을 수록하지 않았고, 또 전록통고 등도 포함시키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수교를 수록하는 데 방향을 두었다. 결국 대전류의 법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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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보다는 속록류에 포함시켜야 할 법전이라고 하겠다. 속대전의 이러한 지향

과 내용의 불일치는 종합법전, 즉 대전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좀더 

완비된 법전의 편찬을 요청하게 되었으니, 이에 따라 대전통편이 편찬되었다. 

대전통편은 경국대전과 속대전을 통합하는 위에 속대전 이후 제정되어 시행되

는 수교까지 통합하여 편찬하 다. 이로써 대전통편은 경국대전 이후 대전류의 

편찬의 흐름에 속록-집록류의 편찬 흐름, 그리고 형식적인 면에서 統屬의 성격

을 갖는 통고류의 흐름까지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종합법전이 되었다. 이는 형

식적인 면에서 법전 편찬의 완결을 뜻하는 것이었다(197-9쪽).

즉 속대전은 조의 의지가 강하게 반 되었으며 이는 탕평정치의 결과로 보

고 있다. 그러나 속대전의 체제나 내용은 경국대전의 그것을 표방하나 실제로는 

이전의 수교를 종합한 것으로 명칭과 내용에 괴리가 있는 법전이다. 따라서 ‘大

典’류가 아니라 ‘續錄’류로 평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종합법전인 대전통편과 나

아가 대전회통이 편찬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조선 후기 법전편찬의 정

치적 배경을 분석하고 이어서 속대전의 위상에 대해 평가하 다.

조선시대 법전 편찬의 흐름에서 주목되는 것은 숙종 연간에서 조 연간 약 

50여년 사이에 6종의 輯錄류와 通考류의 법전이 집중적으로 편찬된 점이다. 이

는 정치사의 기류를 왕권이 주도적으로 장악하려는 蕩平策이 제기된 것과 함께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반 한 것이다. 전록통고는 기존의 법전들을 統屬한 것

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의 지위를 갖지 못하였는데 비해, 속대전은 실제로는 속

록의 성격을 갖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으로서 경국대전과 더불어 二典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된 것은 편찬을 주도한 국왕, 숙종과 영조의 왕권의 강약에 

있다. 다시 말하면 ‘탕평정치’라고 불리는 조대 정치사의 기본적 성격, 곧 국

왕이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행사하려는 지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러한 흐름은 정조대의 대전통편과 고종대의 대전회통의 편찬으로 이어졌다.

법전은 기본적으로 국가경 을 위한, 통치를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 자체가 국왕의 명령이므로, 법전 편찬의 주체는 궁극적으로 국왕으로 귀결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조대의 경국대전의 편찬에서 보듯이 법전편찬은 국

왕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에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붕당 간의 역학관

계가 정국운 의 중심축을 이루는 朋黨政治期에는 속록류나 집록류 외에 통고

류나 대전류의 법전편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국을 주도하는 붕당이 급격히 

교체되는 換局期에는 집록류와 통고류가 편찬되었다. 국왕이 정국을 주도하는 

蕩平期에는 대전류가 편찬되었다. 왕권이 극도로 약화되고 권력의 중심이 閥閱



2005. 3.] 續大典의 위상에 대한 小考 321

家門으로 이동한 세도정치기에는 편고류 외의 법전편찬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았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고종 초년에는 다시 대전회통 등의 법전이 

편찬되었다. 이를 좀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사의 전개, 정국의 동향을 

미시적으로 관찰하면서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203-5쪽).

즉 정국의 전환과정인 18세기 전반에 집중적으로 법전편찬이 이루어졌고, 속대

전은 탕평정치에 바탕을 둔 조의 향으로 내용에 걸맞지 않게 “大典”이란 칭

호를 얻었으며,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왕권의 강화와 법전편찬은 일치하며 따라

서 법전편찬과 정치사를 결합시킨 미시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연구자는 속대전에 대해 “경국대전을 이음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경국대전

과 전록통고 등을 수록하지 않은 단순한 수교를 종합한 속록에 불과한데, 그럼에

도 불구하고 ‘대전’이란 칭호를 얻은 것은 탕평정치기의 강력한 왕권의 향 때

문이다”라고 평가하 고 경국대전과 전후속록, 수교 등을 종합한 전록통고를 높

이 평가하 다.

속대전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기존의 입장과는 다른 것이다. 기존의 평가는 속

대전 편찬과정에 대한 치 한 연구 없이 결과만으로 평가한 것인 반면에, 이 연

구는 정치사적 관점, 즉 왕권과 법전편찬을 연계시켜 평가한 점에서 의의가 있

다. 그러나 두 입장 모두 문제가 있다. 즉 완성물과 그 것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함께 고찰해야지만 온전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왕권과 법전편찬의 관련성, 형식적 法源史와 정치사를 결합한 미시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법원사의 역에서는 우선적으로 一般抽象

的 規範이라는 법의 속성에 주목하여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사적 고찰로 개

별 입법의 배경을 규명하여 법원사의 내용을 살찌워야 한다. 그러면 연구자의 이

러한 평가의 타당성을 제사승계와 관련된 봉사조와 입후조의 성립과정을 살펴서 

검증하기로 한다.

Ⅲ. 奉祀條와 立後條의 성립과정

여기에서는 續大典 禮典 奉祀條와 立後條의 성립과정을 大典前後續錄과 各司

受敎, 受敎輯錄, 新補受敎輯錄 및 典錄通考와 비교하여 속대전의 의의와 위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경국대전 봉사조와 입후조는 제사승계와 관련되는 것으로 조문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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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奉祀] 文武官六品以上 祭三代 七品以下 祭二代 庶人 則只考 (할주: 宗子秩卑 

支子秩高 則代數從支子 ○始爲功臣者 代雖盡 不遷別立一室 ○曾祖代盡當出 則

就伯叔位服未盡者 祭之 ○士大夫二妻以上 竝 ) 若嫡長子無後 則衆子 衆子無後 

則妾子 奉祀(할주: 嫡長子 只有妾子 願以弟之子爲後者聽 欲自與妾子別爲一支 則

亦聽 ○良妾子無後 則賤妾子承重 凡妾子承重者 祭其母 於私室 止其身) ○旁親

之無後者 祭(할주: 士大夫無子女 欲以奴婢墓直 主祭者 從財主之意 署文記 使

奉其祀 大夫六口 士以下四口)

[立後] 嫡妾俱無子者 告官立同宗支子爲後(할주: 兩家父同命立之 父歿則母告官 

尊屬與兄弟及孫 不相爲後)

즉, 祭享者는 奉祀者나 그 형제의 관직에 따른 差等奉祀이다. 적장자 단독승계

를 규정하되, 兄亡弟及과 妾子奉祀를 허용하 다. 功臣은 不遷位로 家廟에서 

세토록 제향을 누리며, 代盡한 先祖은 神主를 埋安하지 않고 현재 봉사자의 伯叔 

가운데 服이 다하지 않은 자가 봉사하는 最長房遷 를 규정하 다. 그리고 傍系

親이 無後이면 立後를 하지 않고 조상의 제사에 祭하게 하 고, 아울러 노비 

등이 봉사하는 것(墓直奉祀)을 허용하 다. 그리고 宗子가 嫡妾 모두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에만 양가의 부모가 관청의 立案 ―주로 禮曹의 허가―을 받아 同宗

支子를 입후하며, 존속과 형제, 손자는 입후할 수 없다.

봉사조는 祭享者와 奉祀者 그리고 無後인 경우에 대한 2개의 본문과 이에 대

한 7개의 할주로, 입후조는 1개의 본문과 2개의 할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간단한 규정으로는 제사승계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포섭할 수 없다. 그리고 15세

기에는 경국대전에서 예정하고 있는 제사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따라서 사회

적 기반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완벽한 입법은 기대할 수 없었다. 이 규정에 포

섭되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면 결국 개별적인 수교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전후속록과 수교집록 등에 수록되었고, 속대전에 종합․정리되었다. 이 

과정을 실제의 제사승계와 관련하여 세 히 살펴보자.

1. 家廟

주자가례에서는 가묘에서 조상의 神主를 모시고 봉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

며, 경국대전에는 이를 직접 규정하지는 않지만 가묘 소재 가사를 제사를 주재하

는 자손이 독점적으로 상속하도록 하여 이를 상정하고 있다. 선초부터 지속적으

로 가묘의 건립을 권장하 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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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각사수교≫ 예조수교: 丙午六月十一日 承傳 國家大事 惟祭祀是去乙  近

年以來 有司等親爲尋常 凡祭享所用庶品乙  不務精潔至爲未便 不喩  士大夫家廟

段  載在國典爲乎矣  或廢而不立 不知報本追遠之意 亦不爲當 各別申明擧行事(37; 

[1546, 명종 1])

A2. ≪수교집록≫ 제례: 士大夫家廟 載法典 或廢而不立 不知報本追遠之意 各

別申明擧行(322; 위와 같음)[≪전록통고≫ 제례]19)

A는 1546년(명종 1)의 예조수교로, 제사에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며, 또 사대부

가에서 가묘를 건립하지 않으니 가묘건립을 독려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수교집록에서는 앞부분의 제사에 대한 규정은 삭제된 점이다. 그리고 수교

집록과 전록통고에서는 祭禮條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에는 국가제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편제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속대전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조선후기 종법적 제사승계가 보편적으로 됨에 따라 굳이 법전에 이를 

수록하여 가묘건립을 강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선초에 가묘의 설립을 독려하 지만, 제대로 거행되지 않아서 1427년(세종 9)

에 가묘가 있는 집은 主祭者가 독점상속하도록 하 으며, 이는 ≪經國大典≫ <戶

典> [田宅]條에 “立廟家舍 傳於主祭子孫”로 수록되었다. 그러나 이는 兄亡弟及과 

부녀가 제사를 모시는 婦法과 관련하여 가사의 상속에 대한 문제를 낳았다. 즉 

아들 없이 사망하여 제사를 중자가 받들게 될 경우에는 상속과 모순이 생기게 

되었다. 즉 경국대전 형전 사천조에는 男女均分相續을 철저히 규정하고 있다. 이

에 따르면 가묘소재 가사는 당연히 딸에게 상속되어야 하고 만약 딸이 없으면 

첩자나 본족이 상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속과는 다르게 가묘소재 가사는 봉사

자, 즉 중자의 장자가 상속하는 것이 經國大典 戶典 田宅條이다.

B1. ≪각사수교≫ 한성부수교: 丙辰正月初二日 承傳內 長子無子 次子奉祀 則

當入處有祀堂家舍是在果  其長子女息 無所於歸 而次子曾居家舍 元係祖先傳給之

物是去等  換給長子女 無失所 甚合於情義叱分不喩亦  無撤毁祀堂喩只  曾傳長子

之家 已爲頹落 自備材力改造 則換給不當 自今以後 永爲恒式 嘉靖 丙辰四月初九

18) 아래 각사수교, 수교집록, 신보수교집록 끝의 일련번호는 각 수교의 번호이다. 朝鮮總
督府 中樞院에서 1943년 활자본으로 발간하면서 붙인 것이며, 한국역사연구회의 번역
서도 같다. 그리고 각사수교에서 이탤릭체로 된 부분은 吏讀이다.

19) 전록통고는 일일이 원문을 표기하지 않고 같은 수교 다음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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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159; [1556, 명종 11])20)

B2. ≪수교집록≫ 봉사: 長子無後 次子奉祀 則當入處有祠堂家舍 其亡子女息 

無所於歸 而次子曾居家舍 元系祖先傳來之物 則還給亡子女息 不失所 合於情義 

永爲恒式 嘉靖丙辰(374; [위와 같음])[≪전록통고≫ 봉사]

B3. ≪수교집록≫ 봉사: 長子無後 次子奉祀 則立廟家舍 當傳給主祭子孫 而曾傳

長子之家 已爲頹落 自備物力改造 則還給不當 以此科斷 嘉靖丙辰(375; [위와 같음])

B4. ≪각사수교≫ 한성부수교: 漢城府啓目 府判官 李彦惺 輪對內辭緣 正是當

今痼弊是白置  自今以後 立廟家舍乙  主祭子孫世世相傳爲白乎矣  如或年久頹落 以

至祀宇雨漏不能保(存 無力修創)者 與堅固可寓之家 隨宜相換 移廟奉安者外(無後

之人 自)以爲終非己物 擅自放賣 取價爲利 使祖先神(主 無所於歸)者乙良  一切禁

斷 毋得放賣 何如 嘉靖三十五年四月二十四日 啓依允(161; [1546, 명종 1])21)

B5. ≪수교집록≫ 봉사: 立廟家舍 主祭子孫 世世相傳 而年久頹落 無力修創 

與堅固家相換者外 無後之人 擅自放賣者 則一切禁斷 嘉靖丙辰(376; [위와 같

음])[≪전록통고≫ 봉사]

B6. ≪속대전≫ 봉사: 立廟家舍 傳給於主祭子孫 而擅賣者禁斷

사료 B1-3는 1556년(명종 11)의 한성부수교가 근거이다. 원칙적으로 봉사자가 

가묘소재 가사를 상속하되 형망제급으로 봉사할 次子의 가옥이 조상 전래의 것

이면 가묘가 있는 집과 차자의 집을 교환하여 이를 망자의 딸에게 주었다. 아울

러 가묘소재 가사가 망장자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인 때에는 봉사자가 승계하

는 것은 부당하므로 망장자의 처나 딸이 살도록 하 다. 그리고 가묘가 있는 집

을 매각하는 것 역시 문제로 되었는데, 이에 관한 규정은 사료 B4, 5까지이다. 

사료 B4는 같은 해의 한성부 수교인데, 가묘소재 가사는 주제자손이 대대로 相

傳해야 하는 것인데, 퇴락한 가묘소재 가사를 튼튼한 집과 바꾸어 신주를 봉안하

는 것 외에 무후인의 가묘소재 가사를 자기 것이 아니라 하여 임의로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 다.

사료 B1-3에서는 각사수교의 내용을 둘로 분리하여 수교집록에 수록하 고, 

전록통고에서는 앞의 수교만 수록하 을 뿐, 망장자가 마련한 가묘소재 가사를 

봉사자에게 상속시키지 않고 그의 딸에게 상속시킨 수교는 삭제되었다. 사료 B4, 

20) 끝의 “가정 병진년 4월 9일”은 시행일인 듯하다.
21) 규장각 소장 ≪각사수교≫에는 15개의 결락된 자가 있는데, 이는 “(  )”로 묶었다. 조

선총독부 중추원본에서는 詞訟類聚로 보충하 으며, 본고에서는 이에 의거하 다(아래
도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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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에서는 한성부 수교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수교집록과 전록통고에 수록되었다. 

사료 B에서 다룬 가묘소재 가사의 상속은 ≪속대전≫ [봉사]조 주에 “立廟家舍 

傳給於主祭子孫 而擅賣者禁斷”라고 간략히 수록되었다. 그런데 경국대전에서는 

호전 전택조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호전에 수록되어야 하며, 또 전단은 불필요한 

내용이다. 하지만 전택조가 아닌 봉사조에 수록되었는데, 그 이유는 후술할 총부

법과 관련해서이다. 그리고 가묘는 토지보다는 제사와 더 관련이 깊다. 따라서 

법조문을 내용별로 분류하여 법전을 편찬하는 원칙에 비추어보면 속대전이 더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봉사조

(1) 冢婦法

부녀가 남편 사후에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를 총부법이라

고 한다. 그러나 주자가례에 대한 이해가 심화됨에 따라 명종대에 형망제급과 입

후와 관련하여 총부법이 논란되었다.22)

C1. ≪각사수교≫ 예조수교: 司憲府關內 曺關及司諫院牒呈內節  承傳內 士大夫

無子孫者以乎爲在果  有子孫乎第亦中  身後無服喪之人 情禮俱乖爲是昆  長子之妻

生存 而父母身死爲去等  次子之長子爲祖父母 當服三年之喪事乙良  承傳內辭緣 以

兩司署經 出依牒何如 嘉靖二十六年十一月二十一日 啓依允(40; [1547, 명종 2])

C2. ≪수교집록≫ 입후: 士大夫身後 無服喪之人 情禮俱乖 長子之妻生存 而無

子則 父母喪 次子之長子 爲祖父母 服三年喪 嘉靖丁未承傳(365; [위와 같음]) 

[≪전록통고≫ 입후조]

C1, C2은 1547년(명종 2) 예조의 수교에 기초하고 있다. 형망제급에 따라 망

장자의 아우가 조부모를 위해 3년 상을 입도록 하 고, 이에 따라 자연히 제사도 

차자의 장자에게 옮겨갔고(移宗), 망장자의 遺妻는 제사를 이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수교에서는 服制만 언급하 을 뿐 봉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7년 후에 재론되어 수교 C3이 나왔다.

22) 이순구, “朝鮮中期 婦法과 입후의 강화”, 고문서연구 9․10(한국고문서학회,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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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수교집록≫ 입후: 長子死後 更爲立後 以主祭祀 則長子之婦 不可 婦

之名 爭其田民 依衆子例分給 嘉靖癸丑承傳(368; [1553, 명종 8]) 53

C4. ≪각사수교≫ 예조수교: 甲寅十月二十三日 承傳內 禮記 喪服小註內 嫡婦

不爲舅姑後者 則姑爲之小功 其註云 禮 舅姑爲適婦大功 爲庶婦小功 今此言不爲

後者 以其夫有廢疾 或他故不可傳重 或死而無子 不受重者 故舅姑以庶婦之服 服

之亦爲有乎矣  我國禮義之家 不深考經義 以明聖賢立敎垂世之義乙仍于  長子生時 

其父雖歿 其(母在堂 以)主婦奉祀爲在如中  其身雖序居長嫡 未嘗歸重於己 不可指

謂傳重奉祀是  其身旣無後身死 其妻雖存身 且不得承重 其妻不可謂之 適之婦

是去乙  法典內 不分此意爲有臥乎等用良  凡士庶之家 名爲長子之妻 則不顧其夫未

曾奉祀 自稱 婦 舅姑 亡 便倫序當傳重者 不得書名於神主 至 奉祀家舍及供祀

田民乙良置  終不歸其所生是去向入  其不放賣奉祀之物 致令先主無所於歸者 十無

一二爲置  婦人當祭不得書名於祝文爲去等  冒稱 婦奪主奉祀 大悖情禮爲良置  習

俗相蒙 莫或正之爲臥乎在亦  父母未歿之前 先死長子之妻 則不可謂奉祀是在果  父

母旣歿之後 長子曾爲奉祀而 身死者之妻乙良  限其身 歿仍奉其祀事 下禮曺(52; 

[1554, 명종 9])

C5. ≪수교집록≫ 입후: 父母未歿之前 先死長子之妻 不可奉祀 父母已歿之後 

長子曾爲奉祀 而身死者之妻 限其身歿 仍奉其祀 嘉靖甲寅承傳(373; [위와 같

음])[≪전록통고≫ 봉사]

C6. ≪속대전≫ 봉사: 長子死無後 更立他子奉祀 則長子之婦 毋得以 婦論(할

주: 田民 依衆子例分給 立廟家舍 傳給於主祭子孫 而擅賣者禁斷)

1553년의 수교(C3)는 立後를 한 경우인데, 장자 사후에 입후를 하 으면 망장

자의 유처는 총부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재산은 중자의 예로 상속을 받았다. 그리

고 1554년(명종 9)의 예조수교(C4)는 경전에 근거를 두고 망장자 유처의 奉祀權

을 부인하 다. 즉 禮記에 근거하여 총부가 봉사할 수 없음을 논증하고, 진정한 

봉사자가 제사를 지내지 못하며 또 자기 소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재산을 

매각하는 등의 폐단을 언급하 다. 이를 막기 위해 총부의 봉사권을 제한하 다. 

이에 바탕을 둔 수교가 바로 C5이다. C5은 위 예조수교를 정리하여 입후를 하지 

않은 경우, 망장자의 遺妻는 부가 생전에 봉사를 하 으면 살아 있는 동안만 봉

사할 수 있고, 생전에 봉사하지 않았으면 총부가 되어 봉사할 수 없고 형망제급

에 따라 망장자의 아우의 자가 제사를 이었다.

속대전에서는 위 수교를 정리하 지만, 형망제급보다는 입후에 중점을 두면서 

제사와 관련된 재산에 대해 언급한 내용으로 C3를 정리한 것이다. 실제 명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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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논란이 된 총부법에 대해서는 망부 생전의 봉사 여부와 관계없이 간단히 언

급하 다. 속대전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속대전 편찬 당시의 사회상을 반 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2) 친자출생

입후를 둘러싼 핵심적인 문제는 입후자와 친생자간의 가족 내에서의 지위문제

이다. 즉, 더 이상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없어서 입후를 하 는데, 그 후에 적자

이든 첩자이든 친생자를 낳은 경우에 입후자와 친생자의 관계가 문제로 되었다. 

禮와 부자의 義로 보면 입후자가 우선하지만, 情으로 보면 혈연이 가까운 친생자

가 우선하게 된다.

D1. ≪각사수교≫ 예조수교: 癸丑四月二十日承傳 爲之後者 爲之子 古今之通

義 不易之定規是乎等用良  無嗣之人 立同宗支子爲後大義一定 固不可以一時之見 

輕易罷繼以啓 循情之端是去乙  故長興庫令李  亦無子息乙仍于  以同宗支子漢恒 

依法呈本曺繼後 而又於後妻李氏 生男 死之後 同李氏 亦罷繼爲乎爲  呈上言 至

爲悖理 該曺是在如中  所當防啓 而反以已定之父子 援引不當之例 許罷繼 後於義

於法 無一可者叱分不喩  大明令內 無子以同宗昭穆相當之姪 承繼先 同父周親 次

及大功小功 麻 如俱無方 許擇立遠房同姓爲嗣 若立嗣之後 却生親子 其家産乙  

與原立子均分是如爲在如中  親子當奉祭祀 而繼後子與親子義同兄弟論以衆子 乃大

明令之本意是去等  鑿知私見 紛 改易不得是沙餘良 況 李 生時乙良置亦  不得

罷繼爲有去乙  李氏婦人以  不知義理之所在 乃欲罷繼 該曺苟循其意 至爲非矣是昆  

依大明令 罷繼安徐爲乎矣  自今以後永爲定法 使之毋得紛 罷繼爲只爲  下禮曺

(48; [1553, 명종 8])

D2. ≪수교집록≫ 입후: 立嗣之後 却生親子 則子當奉祭祀 以繼後子論以衆子 

毋得紛 罷繼 嘉靖癸丑承傳(366; [위와 같음])[≪전록통고≫ 입후]

D3. ≪수교집록≫ 입후: 旣有繼後子 而使己出主祭 大有乖於禮制 更爲定制釐

整 康熙己酉承傳(370; [1669, 현종 10])[≪전록통고≫ 입후]

D4. ≪속대전≫ 봉사: 凡無子立後者 旣已呈出立案 雖或生子當爲第二子 以立

後者 奉祀

1553년(명종 8)의 예조수교(D1)에는 罷繼를 금하고 친자를 장자로 하여 봉사

하게 하고 입후자를 중자로 하 으며, 이는 수교집록에 수록되었다(D2). 예조수

교(D1)의 근거는 大明令이며 또 의리보다는 혈연을 강조하 다. 그러나 이 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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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義理의 자를 삼는 입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다시 논란되었다. 결국 

1669년(현종 10)에 위 수교를 재검토하라는 수교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속대전에

는 그 간의 논란을 매듭지워 계후자를 우선하여 봉사자로 하고, 친자는 출생순서

에 따라 중자로 규정하 다.23)

3. 입후조

(1) 입후의 조건과 대상

경국대전 입후조에서는 적처와 첩 모두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에 입후를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에 대해서는 단순히 “同宗支子”라고만 규정하 다. 또 봉사조에

서는 첩자와 관련하여 아우의 자만 입후할 수 있도록 하 다. 즉 첩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입후를 할 수 없고 다만 아우의 자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첩자가 

있어도 입후를 하여 논란이 되었다.

E1. ≪수교집록≫ 입후: 無嫡子而有妾子者 以嫡族之疎遠者爲後 則有妾子者 

與無後同 依大典 嫡妾俱無子者 乃許繼後 嘉靖丙申承傳(364; [1536, 중종 31]) 

[≪전록통고≫ 입후]

E2. ≪수교집록≫ 입후: 嫡長子有妾子 非同生之子 勿許爲後 嘉靖癸丑承傳

(367; [1553, 명종 8])[≪전록통고≫ 입후]

E3. ≪수교집록≫ 입후: 嫡長子無後 妾子奉祀之法 依癸丑年議得施行 議得前

立後者 勿改 雖在癸丑年立法後 如有宰相之人上言 特蒙判下者 勿改 嘉靖丙辰承

傳(369; [1556, 명종 11])[≪전록통고≫ 입후]

E4. ≪대전후속록≫ 입후: 凡嫡長子無後者 以同宗近屬立後 欲以身別爲一宗 

則雖疎屬聽[≪전록통고≫ 입후]

E5. ≪경국대전주해≫ 입후: 同宗支子爲後 嫡長子 嫡妾俱無子 而立後者 必以

弟之子爲後 然後得奉祖以上之祀 同宗支子 雖得爲後 不得奉祖以上之祀 盖先祖不

可捨己孫 而享於兄弟之孫也 無弟之子者 不在此例(1555, 명종 10)

E6. ≪속대전≫ 입후: 凡嫡長子無後者 以同宗近屬 許令立後 

1536년(중종 31)의 수교(E1)에서는 첩자가 있어도 먼 친족의 적자를 입후하는 

것은 아들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경국대전에 따라 입후를 허용하지 않았고, 

23) 이에 대해서는 정긍식, “16세기 첩자의 봉사권”, 사회와 역사 53(한국사회사학회,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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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년(명종 8)의 수교(E2)에서는 첩자가 있으면 아우의 아들을 입후하는 것만을 

허용하 다. 3년 후인 1556년에는 1553년의 수교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에 따

라 첩자봉사법을 준행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를 소급적용하지 않으며 재상가에서 

국왕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 다(E3). 16세기까지 첩자의 봉

사권은 보호를 받아 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만 입후가 허용되었다.

입후를 할 수 있더라도 누구를 입후할 수 있는가가 문제로 되었다. 특히 제사

를 가계계승이 아닌 사후봉사로 여기며 혈연의식이 강한 상황에서는 더욱 문제

로 되었다. 1543년에 편찬된 대전후속록에서는 근친을 우선하고, 원친의 경우에

는 별도의 宗을 만들 때에만 허용하 다(E4). 근친에 대해서는 1555년에 편찬된 

경국대전주해에서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 다(E5).24) 전록통고

에서는 경국대전주해를 제외하고 모두 수록하 다. 속대전에서는 대전후속록에 

따라 적장자가 무후이면 동종의 가까운 친족으로 입후하는 것을 허용하 다.

(2) 절차

입후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경국대전에서는 양가의 부모가 함께 하는 것만 규

정하 을 뿐 더 이상의 내용은 없다. 그러나 입후자는 친자와 같이 봉사를 하고, 

재산을 상속하기 때문에 입후에 대한 확실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후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입후의 절차에 대한 완비가 요구되었다.

F1. ≪신보수교집록≫ 입후: 外方之人 願爲立後者 先爲呈狀於本道監司 監司

送於禮曺 或以同宗之長子 及獨子爲後者 一邊父母俱歿 則有違法例 竝勿聽理 作

木則每一名 正木五疋 或錢五兩 康熙庚申承傳(486; [1680, 숙종 6])

F2. ≪속대전≫ 입후: 外方立後者 呈狀本道觀察使 用錄啓聞 自本曺成立案下

道(할주: 繼後文書 無長官時 則次堂上二員 聯名入啓)

F3. ≪속대전≫ 입후: 以同宗之長子 爲後者 及一邊父母俱沒者 竝勿聽

1680년의 수교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지방에서 입후하기 위해서는 

그 도의 관찰사를 거쳐 예조에 청원해야 하고, ② 장자나 독자를 입후하거나 일

방의 부모가 모두 죽었을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고, ③ 계후입안을 발급받기 위한 

24) 아우의 아들은 3촌으로 같은 조부의 후손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만 조부를 봉사할 수 
있으며, 만약 종질 등은 직계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봉사할 수 없다. 다만 아우에게 아
들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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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인 질지[作紙]에 대해 규정하 다. 속대전에서는 절차규정과 입후금지 규정을 

구분하 다. 절차적으로는 위 규정대로 하되 할주에서 담당 장관이 없을 때 다음 

당상관이 입계하도록 하고, 구적인 법으로 볼 수 없는 질지에 대한 규정은 삭

제하 다. 그리고 독자를 삭제하고 장자만 계후자로 삼지 못하게 하고 또 한 쪽

의 부모가 모두 죽은 경우에도 금지하 는데, 독자는 곧 장자이기 때문에 조문을 

간명하게 정리한 것이며, 후일의 분쟁에 대비해서 양쪽 부 또는 모가 반드시 관

여하게 하 다.

(3) 재입후

입후를 한 후 다른 사정으로 親家가 오히려 무후로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

다. 이 경우 친부모와 양부모 가운데 누구를 우선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되었다.

G1. ≪각사수교≫ 예조수교: 甲寅二月十四日 承傳內 大臣議得內 爲人之後者 

若本生父母絶祀 則義當歸宗 而於所後之人 亦已父子分定 以歸宗之故 而遽棄而絶

之 非但義有不可 使孤魂無托 情甚難忍 然本生義重 歸宗不可計其欲與不欲 如以

不欲而不歸宗 則是輕所生而重爲後 不可立法 而示民以薄爲人後者 如遇本生父母

絶祀 則依法歸宗 許立後之家改立 若其父母已死 不得改立其後 則從傍親例班  
不絶祀 於情於義似爲俱當是如爲昆  依議得施行(51; [1554, 명종 9])

G2. ≪수교집록≫ 봉사: 爲人後者 本生父母絶祀 則依法歸宗 許立後家改立 若

其父母已死 不得改立 則從傍親例班  不絶祀 嘉靖甲寅承傳(372; [위와 같

음])[≪전록통고≫ 봉사]

G3. ≪속대전≫ 입후: 爲人後者 本生父母絶嗣 則罷繼歸宗 許其所後家 改立後

(할주: 若所後父母已死 不得改立後 則從旁親班 之例 權奉其神主 不絶祀)

1554년(명종 9)의 예조수교(G1)에서는 친부모를 우선하여 파계하여 친가로 돌

아가고 양가에서는 다시 입후하는 것을 허용하 다. 그런데 만약 양부모가 모두 

죽어 입후할 수 없으면 무후로 죽은 傍親의 예에 따라 계후자가 친가와 양가의 

제사를 모두 모시게 하 다. 이 수교는 결론부분만 수교집록에 수록되었다. 그러

나 이는 원칙과 예외의 형식을 띠고 있으므로, 속대전에는 罷繼하여 歸宗시키고 

재입후를 허용하는 본문과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傍親班 의 예에 따

르는 할주로 규정되었다.



2005. 3.] 續大典의 위상에 대한 小考 331

(4) 駙馬의 再婚

公主나 翁主가 無後로 사망한 경우 그 남편인 부마의 재혼이 논란이 되었다. 

만약 재혼을 금지하면 奉祀할 자손이 없게 되며, 또한 생리적 욕구로 인한 사회

적 문제도 발생하게 될 우려도 있다. 그렇다고 재혼을 허용하여 정실부인이 자를 

출산하면 그 아들은 공주보다 친모를 우선하게 되어 가문 내에서 공주의 위상이 

떨어지게 되고, 만약 축첩을 허용하면 첩자가 공주를 奉祀하게 되어 공주의 격은 

더욱 떨어지게 된다.

H1. ≪수교집록≫ 입후: 駙馬無子者 同宗枝子立以爲後 勿令再娶 康熙辛酉承

傳(371; [1681, 숙종 7])[≪전록통고≫ 입후]

H2. ≪속대전≫ 입후: 駙馬無子者 同宗支子立以爲後 勿令再娶

1681년(숙종 7)의 수교에 따라 속대전에서는 부마가 무자이면 동종지자로 입

후하고 재혼을 금지하 다. 그런데 이 규정과 관련된 사건은 숙중대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선초부터 논란이 되었는데, 자세히 살펴보자.

세조는 옹주 사후에 후사가 없는 雲城府院君 朴從愚를 가엾이 여겨 良家女와 

재혼을 허용하 다. 그 후 그녀는 첩으로 소생은 첩자로 비정되어, 後娶를 옹주

와 함께 廟하지 않고 따로 모시게 하 다.25) 1474년(성종 5)에 박종우의 자가 

양첩자임을 이유로 庶 禁錮法 때문에 관직의 제한을 받자 박종우의 처가 자의 

許通을 요구하 는데, 이조에서는 “공주 사후에는 부마는 개취할 수 없고, ‘禮無

二嫡’을 이유”로 허통에 반대하 으나 그대로 두게 하 다.26) 1482년(성종 13)에

는 河城尉 鄭顯祖와 班城尉 姜子順이 사족녀를 첩으로 취한 것이 문제로 되었다. 

만약 처로 하면 공주와 함께 廟되므로 “예무이적”의 명분에 입각하여 첩으로 

비정하고 나아가 宗親과 朝官이 사족녀를 첩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 다.27)

그 후 1510년(중종 5)에는 하성위 정현조 후취 이씨의 자 鄭承秀가 허통을 청

하 는데, 전왕의 수교와 혼례를 거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허통을 허용하지 않

았다.28) 이 문제는 1518년(중종 13)에 재론되었다. 정승수의 상소에 따라 예조에

25) ≪세조실록≫ 세조 6. 5. 갑오[국사편찬위원회 인, 조선왕조실록 7권 396쪽(이하 “7- 
396”으로 인용함].

26) ≪성종실록≫ 성종 5. 2. 병진[9-87].
27) ≪성종실록≫ 성종 13. 5. 경오․임신[10-331].
28) ≪중종실록≫ 중종 5. 3. 병자[1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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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씨를 적처로 정하 고 삼공도 이에 찬성했으나 중종이 반대하 다.29) 이

튿날 삼공은 다음을 근거로 다시 허통할 것을 주장하 다.

① 이는 전례가 없는 일시의 법이며, 내용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는 폐습이

다. ② 공주 등이 무자로 죽으면 賤孼子가 공주 등을 봉사하는 것은 事體에 크

게 어그러진다. ③ 정현조의 일은 알 수 없고 또 한때의 잘못으로 첩으로 삼을 

수 없으며, 이는 후일의 폐단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중종은 “부마의 재취 여부가 아니라 정현조가 禎禧王后를 속여 사

족녀와 재취한 허물을 논하는 것이며 이미 결정된 것을 번복할 수 없다”고 하

다. 또 삼공은 “무후인데 재취를 할 수 없는 것은 대체에 타당하지 않다”30)고 주

장하고 대간에서 다시 청하 으나 들어주지 않았다.31) 나아가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처로 인정된 반성위의 처를 소급해서 첩으로 삼았다.32)

삼공 등은 부마가 재혼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또 현실적으로도 첩자가 아닌 

적자가 공주 등을 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 으나 중종은 정현조가 기망했다는 

것을 이유로 삼공의 논박을 피해갔다. 그러나 이를 허용하면 공주와 동격의 正嫡

이 생기게 되어 결국 공주 등이 사실상 첩으로 격하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1681년(숙종 7)에 東平尉 鄭載崙 사건에서 재론되었는데, 위에서 본 것처럼 

재취를 금지하고, 입후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33)

Ⅳ. 조문화의 단계

위에서 여러 수교들이 속대전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즉, 대전후속

록, 각사수교, 수교집록, 신보수교집록 등의 조문이 종합․정리되어 속대전의 그

것으로 되었다. 각사수교의 내용이 수교집록에 등재된 다음, 전록통고에서는 경

국대전과 대전속록, 수교집록의 조문이 내용별로 종합된 후, 속대전에서는 이를 

종합․정리하 다. 전록통고에서는 새로운 수교를 찾을 수 없고 다만 기존의 수

29) ≪중종실록≫ 중종 13. 10. 경진[15-484].
30) ≪중종실록≫ 중종 13. 10. 신사[15-484].
31) ≪중종실록≫ 중종 13. 10. 신사․임오[15-484].
32) ≪중종실록≫ 중종 13. 10. 갑오, 동년 11. 을묘[15-487, 493].
33) ≪숙종실록≫ 숙종 7. 7. 계해․정축[38-54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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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내용별로 정리하 다. 전체적으로는 각사수교, 수교집록, 속대전의 순서로 

정리되어 있다. 다만 입후의 조건과 대상(사료 E), 절차(사료 F)만 각각 대전후속

록과 신보수교집록에 직접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법전은 수교가 내려졌을 때 편찬된 것이 아니라 후대에 

편찬된 것이므로, 원래의 수교와 위 법전에 수록된 수교는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개개의 수교가 성립되는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단편적

이지만, 위 수교가 나오게 된 배경을 알 수 있는데, 모두 6개이다.

형망제급 및 총부법과 관련하여 가묘 소재 가사의 상속을 규정한 한성부수교

(B1)는 1555년 12월 경신에 보인다.34) 양자의 내용은 차이가 없다. 무후로 죽은 

적장자의 장조카가 조부에 대해 3년복을 입도록 한 예조수교(C1)는 예조판서 윤

원형 등이 이에 대한 정례가 없기 때문에 의론할 것을 청한 것에서 나왔다.35) 

망장자 유처의 봉사권을 부인한 예조수교(C4)는 1554년에 논의되었다.36) 입후

를 한 후에 친자 출생한 경우 파계를 금지한 예조수교(D1)는 1553년에 고 長興

庫令 李 의 사건을 해결한 결과이다.37) 첩자의 봉사권을 허용한 수교(E3)는 

1556년에 논의한 결과이다.38) 마지막으로 입후대상자를 제한한 대전후속록의 

규정(E4)은 1552년에 논의되었다.39) 각사수교에 수록된 수교는 수교가 완성된 

일자를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를 조선왕조실록에서 논의된 것과 비교하면 약 

한 달간의 시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한 달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

여 결론을 내리고 이를 정리하여 수교로 내리는데 소요되는 시간일 것이다.

다시 각사수교를 검토하자. 다른 수교와는 달리 이두가 사용되고 있으며, 내

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그리고 이를 수교집록과 비교하면 수교집록은 각사수

교에 수록된 것을 요약하고 이두를 없애 한문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예나 지금

이나 법률문장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이어서 순한문투로 된 것은 관리들이 이해

하기 어려웠다.40) 법령에 대한 이해와 집행의 편의를 위해 이두문을 사용하여 

34) ≪명종실록≫ 명종 10. 12. 경신[20-316].
35) ≪명종실록≫ 명종 2. 9. 정사[19-527].
36) ≪명종실록≫ 명종 9. 9. 을축[20-235]; 동년 10. 무자[20-238].
37) ≪명종실록≫ 명종 8. 4. 임진[20-131].
38) ≪명종실록≫ 명종 11. 9. 기사, 계유[20-361, 362].
39) ≪명종실록≫ 명종 7. 7. 병신[20-94].
40) 經濟六典은 이두문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래서 이를 “方言六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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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를 반포하 다.

각사수교에 있는 수교의 형식에 주목해보자. 형식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

다. 첫째, “일자, 承傳, 내용, 결구”의 형식인데, 결구는 “… 할 일(…事)”, “…을 

법으로 삼을 것(…永爲恒式)”, “…을 예조에 내린다(…下禮曹)”로 구성되어 있다

(A1, B1, C4, D1). 둘째, “○○官署 啓目, 내용, 何如, 일자 계, 依允”의 형식인

데, 의윤 앞에 다시 일자가 들어가는 예가 있다(B4, C1).41) 이러한 형식은 조선

시대 입법과정을 반 하고 있다. 전자의 형식은 국왕이 담당관서에 명령을 내

리는 것이다. 이 명령은 조정에서 논의된 결과를 법, 즉 수교로 삼은 것이다. 

후자는 小事를 왕에게 奏達하는 ‘啓目’ 양식의 문서이다. 즉 담당관서에서 필요

한 법안을 국왕에게 주달하여 승인을 받는 형식이다. ≪經國大典≫ <禮典> [立法

出依牒式]에서는 입법절차를 해당관서에서 법안을 제출하면 예조에서 임금에게 

보고하여 裁可를 받은 후 司憲府․司諫院의 署經을 받도록 하고 있다.42) 한성부

수교(B4)는 이러한 절차의 결과만 수록한 듯하다. 그리고 예조수교(C1)는 사헌부

와 사간원의 첩정이 있고 마지막에 兩司의 서경을 거쳐 依牒을 내도록 하는 등 

근접한 형식을 갖고 있다.43) 따라서 각사수교에 수록된 수교는 조선시대 법령

의 원초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44)

수교집록과 전록통고에 대해 살펴보자. 각사수교를 토대로 하고 있다. 태종대 

續六典을 편찬하면서 경제육전의 이두를 삭제하여 元六典을 편찬하 듯이, 각사

수교의 이두는 삭제하고 순한문으로 하 다. 그리고 번잡한 각사수교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 는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C4와 C5이다. 이를 정리하는 방식

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실관계나 내용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삭제

하여 법령의 핵심만 수록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다(B4, 5; C1, 2, 4, 5; D1, 2). 

또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하거나(A1, 2), 구분하여 수록하 다(B1, 2). 법령의 최

41) 전체적으로는 4개의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덕회, “각사수교 해제”, 각사수교, 
13쪽.

42) 韓 劤 외, 譯註 經國大典 ―飜譯篇―(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286∼287쪽; 李鍾
日, 大典會通 硏究(2) ―戶典․禮典篇―(정정판: 한국법제연구원, 1999), 297∼298쪽 
참조.

43) 법전에 규정된 절차를 갖춘 완전한 법안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1625년(인조 
3)의 號牌事目은 이와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다(정긍식, “1625年 號牌事目에 대한 
고찰”, 현대공법학의 과제[박 사, 2002] 참조).

44) 후대의 사목과 절목에서도 이두문이 사용되고 있다. 한 예로는 1625年의 號牌事目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긍식, 앞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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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완성본인 대전류의 조문과 비교하면 각사수교가 법령의 원초적인 형태 내지 

原案(Protocol)에 해당한다면, 수교집록은 실제의 법령이라고 할 수 있다. 전록통

고는 본래의 편찬목적에 맞게 기존의 대전속록과 후속록 그리고 각종 수교를 경

국대전의 체제에 따라 정리하 다. 전록통고에는 각사수교가 아닌 수교집록의 수

교가 게재되었다. 그리고 새로이 추가된 수교는 전혀 없다.45) 이 점에서 전록통

고의 편찬목적은 경국대전, 전후속록 그리고 각종 수교를 찾는데 편익을 제공하

는 것을 넘어서서 속대전 편찬의 기초자료를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속대전 편찬의 기본목적은 경국대전 이후 번잡한 수교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

는 속대전 편찬에 대하여 신하들에게 勅諭하는 조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이번에 대전의 속전을 편찬함에는 깊은 뜻이 있다. 일시적인 칙령이 곧 수교

가 됨으로서 律文이 수시로 한결같이 되지 않으니 관리가 봉행하기에 어렵고 

백성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후속록과 수교집록을 모아서 

속전을 완성함에 있어 번잡한 것을 없애고 요지를 바르게 하 다.46)

즉 개별사건에 대한 수교가 서로 모순되어 준행하기 어려우므로 전후속록과 

수교집록을 모아서 간략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편찬목적에 따라 대전속록과 후

속록 그리고 수교집록과 신보수교집록에 수록된 기존의 수교를 정리하 다. 속대

전의 조문이 완성되는 형태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수교를 

종합하여 일반추상규범을 만드는 것, 둘째, 기존의 수교를 아예 삭제하는 것, 셋

째, 기존의 수교에는 없지만, 이를 추가하는 것(F2 할주) 등이다. 이 가운데 첫째 

방식이 일반적이었는데, 이 때에도 기존의 수교를 그대로 傳寫하는 예도 있지만

(H), 대개는 수정을 하 다. 즉, 본문과 할주의 형태로 구분하여 당시의 법조문 

체계에 합당하게 수정하거나(G), 자구를 수정하고(F3),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을 확

정하 으며(D, E), 그리고 흩어진 수교를 통합하 다(B6, C6). 삭제된 것은 전제

로 하고 있는 사실이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아 불필요하기 때문에(A, B2, B3, 

C2, F1의 질지), 기존 수교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E6).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사승계와 관련된 여러 수교는 속대전에 다음과 같이 종

45) 제사승계와 관련된 재상상속에 대한 수교가 봉사와 입후조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수교들은 속대전에서는 형전 사천조에 포섭되었다. 그래서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46) ≪續大典≫ <英廟御製續大典小識復工> “今者大典續成 意固在也 一時令飭 便作受敎 
自有律文 隨時低昻 官吏眩於奉行 小民莫能措手 輯三錄 成續典 刪其繁 正其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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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었다.

[奉祀] ○長子死無後 更立他子奉祀 則長子之婦 毋得以 婦論(할주: 田民 依衆

子例分給 立廟家舍 傳給於主祭子孫 而擅賣者禁斷) ○凡無子立後者 旣已呈出立

案 雖或生子當爲第二子 以立後者 奉祀

[立後] ○凡嫡長子無後者 以同宗近屬 許令立後 ○外方人立後者 呈狀本道觀察

使 開錄啓聞 自本曺成立案下道(할주: 繼後文書 無長官時 則次堂上二員 聯名入

啓) ○以同宗之長子 爲後者 及一邊父母俱沒者 竝勿聽 ○爲人後者 本生父母絶嗣 

則罷繼歸宗 許其所後家 改立後(할주: 若所後父母已死 不得改立後 則從旁親班

之例 權奉其神主 不絶祀) ○駙馬無子者 同宗支子立以爲後 勿令再娶

봉사조에서는 총부를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중자로 재산상속을 하며, 입후한 

후에 친자가 출생하더라도 계후자를 우선하 다. 입후조에서는 입후의 원칙을 다

시 한 번 확인하고 계후 대상자의 범위를 추상적이지만 가까운 친속으로 제한하

다. 절차 규정을 정비하고, 장자나 한 쪽의 부모가 모두 죽은 경우에는 입후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생가가 絶嗣된 경우 파계와 재입후를 허용하 으며 부

마에 대해 입후를 강제하고 재취를 금지하 다.

속대전에서는 봉사조는 2개의 본문과 1개의 할주로, 입후조는 5개의 본문과 3

개의 할주가 추가되었다. 봉사조는 부분적으로, 입후조는 절차를 비롯하여 대폭 

추가되었다. 따라서 속대전에 이르러 제사승계가 법적으로 완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47)

47) 이후에 봉사조는 새로운 조문이 추가되지 않았다. 대전통편 입후조에는 死後立後에 
대한 할주 “정상이 가련한 경우에는 혹 한쪽 父母와 門長이 임금에게 상신하여 禮曹
에서 回啓하게 되면 立後를 허용한다(情理可矜則 或因一邊父母 及門長上言 本曹回啓 
許令立後)”만이, 대전회통 입후조에는 死後立後에 대한 할주 “한쪽 또는 양쪽 부모가 
모두 죽어서 常規에 얽매여 임금에게 立後를 상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禮曹에서 입양
할 수 없는 이유를 쓴 文書를 작성하여 임금에게 올린다(一邊或兩邊父母俱死 而拘於
常規 不得登聞者 本曹論理草記)”와 호적 작성과 과거합격 후에 계후문서를 비교하는 
본문 “式年마다 戶籍을 作成할 때와 科擧合格者를 발표한 후에 禮曹의 文書를 비교하
여 사사로이 立後한 자를 論罪하고, 호적대장에는 그들이 신고한대로 등재하지 아니
하며, 과거합격자명부에서도 그 이름을 뺀다(每式年成籍時 及 科擧出榜後 考較本曹文
書 私自立後者論罪 帳籍勿施 科榜拔去)”만이 추가되었다. 추가된 조문은 대부분 절차
와 관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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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휘갑

태조의 즉위교서에서 법에 의한 통치를 표방한 조선은 법제사적 관점에서 보

면 통일법전국가이다. 그래서 선초부터 지속적으로 법전을 편찬․반포하 다. 법

의 궁극적인 근원은 국왕이며, 이를 수교라고 불 다. 여러 시기에 걸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교는 후대에 집적되면서 수교 상호간에 모순되기도 하여 법의 통

일을 가져오기 어려웠다. 이렇게 다양한 수교를 종합․정리하는 것이 법전편찬이

다. 수교가 다양한 것처럼 법전도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최종의 형태는 

대전이며, 그 아래에는 속록, 집록, 통고 등 많은 명칭이 있다. 이러한 법전의 명

칭은 법전의 위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제사승계와 관련된 속대전 예전 봉사 및 입후조의 성립과정을 분

석하 다. 속대전은 경국대전 이후에 반포된 수교들을 정리한 대전속록, 대전후

속록, 각사수교, 수교집록, 신보수교집록 등을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인

데, 각사수교와 수교집록이 중심이다. 各司受敎에 수록된 수교는 이두문을 사용

하고 내용이 구체적인 점에서 국왕이 결정한 수교를 그대로 수록하 다. 이는 대

전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법령의 원초적 형태에 해당한다. 수교집록의 수교는 위 

수교에서 이두를 없애고 내용을 단순․명료하게 하 는데, 이는 법령에 해당한

다. 이러한 여러 수교를 내용별로 정리한 것이 전록통고이다. 전록통고에서는 각

사수교나 수교집록에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수교를 찾을 수 없다. 결국 전록통고

는 경국대전과 전후속록의 조문 그리고 각종 수교를 찾는데 편익을 제공하는 것

을 넘어서서 속대전 편찬을 위한 기초자료라고 할 수 있다.

속대전은 위의 여러 수교를 일관된 관점에서 정리하여, 一般抽象的 規範을 정

립하 다. 즉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수교나 규범적 의미가 희박해진 수교는 삭제

하 다. 그리고 유사한 수교를 종합하 으며, 법조문의 체계에 맞게 수교를 정리

하 다. 이러한 과정은 1485년 경국대전 편찬 후에 나온 다양한 법을 정비한 것

이다. 즉 속대전은 경국대전 이후의 각종 수교를 단순히 모은 것이 아니라 구

히 준수해야 할 조문만을 정리하여 경국대전 이후 변화한 시대상황에 적합하게 

체계를 정비하여 편찬한 것이다.

다시 문제제기로 돌아가자. 전록통고는 경국대전, 전후속록, 수교집록 등을 경

국대전 체제에 따라 종합한 것에 불과하며, 속대전은 이를 토대로 시대상황을 고

려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1485년 경국대전의 편찬으로 조선의 법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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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되었다. 그리고 16, 17세기는 두 차례의 전란, 그리고 인조반정, 유교이념의 

사회저변으로의 확산 등 한국사에서 변화의 시기 다. 변화의 시기에는 각각의 

상황에 따른 수많은 법령이 공포되기 마련이며, 이러한 상태에서는 법의 통일을 

바랄 수 없었으며, 법전을 편찬하여 법을 통일하는 것도 벅찼다. 결국 정치적으

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18세기에야 법전편찬이 가능하 다. 1747년 속대전의 

편찬은 바로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반 한 종합법전이며 이름 그대로 ‘大典’인 

것이다.

법과 정치, 권력과 규범, 왕권과 법전편찬, 이는 서로 관련이 있다. 통일적인 

법전을 편찬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권력, 즉 왕권과 이것이 작동하는 정

치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이 점에서 법전편찬 과정을 규명함에는 정치사적 접

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만이 전부는 아니다. 법은 일반추상적 규범의 

정립이라는 법 고유의 속성과 함께 정치나 경제로부터 상대적으로 自律性을 지

니고 있다. 법전편찬에서 ‘法의 獨自性’을 강조하는 것도, 반대로 ‘法의 從屬性’

을 강조하는 것도 모두 위험한 발상이다. 一般抽象的 규범인 법의 속성을 염두에 

두면서 한편으로는 토대, 즉 정치나 경제 그리고 사회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법사학자와 일반 역사학자의 대화가 필요하고 또 대화의 문과 마당

이 열려 있고 펼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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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ssay on an Evaluation of the Soktaechun(續大典)
― By Laws about the Succession of the Ancestor Worship―

48)
Geung-Sik Jung*

In this essay, I pursue the legislative process about the Succession of the 
Ancestor Worship in the Soktaechun of which meaning is the follower the 
Kyungkuktaechun(經國大典), and evaluate the compilation of the Soktaechun. The 
Chosun Dynasty which proclaimed rule of law was editing many codes like the 
Kyungcheryukchun(經濟六典), the Kyungkuktaechun, the Soktaechun, the Taechun 
-tongpyun(大典通編), Taechunhoetong(大典會通) and so on. The sources of laws were 
king's decrees which were called Sugyu(受敎). The codification was put together 
and arranged them according to the legal system in the Chosun Dynasty. The 
Sugyu before 1475 were arranged in the Kyungkuktaechun promulgated in 1485. 
After the Kyungkuktaechun, many Sugyus were enacted and so laws were 
complex. And then other codes were edited. Their names were various according 
to their contents like Taechun(大典), Sokrock(續錄), Chiprock(輯錄), Tongko(通考) and 
so forth. The highest code is Taechun which is the Great Code.

The Soktaechun was the first great code which was the law after the 

Kyungkuktaechun. It is evaluated that it was not the great code, the only Sokrock 

which is supplementary. This conclusion is derived by analyzing the political 

processes that many codes were compiled concerning the Soktaechun. But in this 

conclusion, the attribute of law and the significance of codification are missed.

In the Soktaechun, many Sugyus of the Gagsasugyu(各司受敎), Sugyuchiprock(受

敎輯錄) were selected and arranged. The Sugyu in the Gagsasugyu was the 

protocol because its contents were very plentiful and the Idu(吏頭) was used. The 

Sugyu in the Sugyuchiprock was simple and clear. Editing the Soktaechun, many 

Sugyus were revised or deleted according to purposes of the codification. Many 

complex Sugyus were unified and codified in the Soktaechun. So the Soktaechun 

was the Great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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