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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의 법체계와 조선에 한 향

－ , 제, 교 등 왕법을 심으로－

임상 *

1)

[국문 요약]

이제까지 고려의 법제에 한 논의는 주로 고려율에 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는 은연 에 

고려의 국가 체제를 율령 심으로 보려는 시각에서 비롯한다. 그리하여 해지는 법률의 내

용이 국 율령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차이 나는지를 따지는 데 치 되었다. 이것만으로는 

체 인 모습을 보는 데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율령에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고

려의 법제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왕법들, 곧 제(制), (判), 교(敎) 등과 같은 형식의 

법률들에 하여 상 으로 등한시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이들이 갖는 성격과 체계상의 

기반에 하여 주목하여 검토하 고, 그리하여 오히려 그것이 고려의 법체계에서 핵심을 이루

고 있다는 것과 조선에서의 질 인 변화에 있어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밝히려 하 다.

고려는 그제까지의 통  질서의 토  에 선진  이성의 산물로 여겨져 온 당률의 통

도 이어 받아 형정을 비롯한 기본 질서를 성립시켰고, 수시로 제, , 교와 같은 왕법을 발하

여 고려 사회의 특성에 합치하는 국가 통치를 구 해 나아가는 법체계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환경과 시의에 응한 왕법이 국정의 주도 인 규범이 되어 갔으며, 이들

은 분류, 정리, 보존되어 통치의 규범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체제는 조선 왕조로 환하는 

 * 숭실 학교 법과 학 교수; truthfinder@s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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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재빨리 새로운 법제를 정비할 수 있는 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 

조선은 ≪ 명률≫을 자기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법률 통을 집 성한 ≪경국 ≫

을 법제의 최 심에 두는 독자 인 통일법 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 다.

[주제어] (判), 제(制), 교(敎), 조(詔), 부, 수 , 수교, 선례, 안, 식목독감, 경제

육 , 고려율, 율령, 당률, 송형통

Ⅰ. 머리말－율령과 고려율

이제까지 고려의 법제에 한 논의는 주로 고려율에 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경향은 은연 에 고려의 국가 체제를 율령 심으로 보려는 시각에서 

비롯한다. 출발이 이 게 이루어지면 마침내 이른바 동아시아 율령국가 논의에 

포섭되는 데 이르는 것이 보통이다.1) 율령과 련해서는, 잘 알려진 로, 삼
국사기의 기록에서 고구려는 소수림왕 3년(373년)에, 신라는 법흥왕 7년(520년)

에 율령을 반포하 다. 이 시기 신라의 율령 시행에 해서는 체로 인정하는 

쪽이다.2) 더욱이 근래에 이를 증명한다고 여겨져 흥분을 일으키는 석문 자료

들이 발굴되기도 하 다.3) 그리하여 통일신라기에는 율령격식(律令格式)의 체

계가 갖추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고구려에 해서도, 심지어 율령 반포의 기사

 1) 남 학교 민족문화연구소의 민족문화논총 37(2007) 에서는 <동아시아 율령체제와 고려

율령>이라는 특집을 기획한 바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실렸다. 김호동, ｢고려

율령에 한 연구 황｣; 全永燮, ｢高麗時代 身分制에 한 再檢討－唐律令과의 비교를 

심으로－｣; 이정희, ｢고려시  賦役令의 내용과 특징｣; 韓基汶, ｢高麗前期 佛敎關聯 律令의 

內容과 性格｣; 魏恩淑, ｢원간섭기 元律令의 受容問題와 榷貨令｣; 大津透, ｢古代日本におけ

る律令の受容｣; 石田重雄, ｢高麗時代の恤刑－慮囚․疏決․獄空を中心に－｣; 鄭顯文, ｢唐

律令 高麗律令之比 ｣; 戴建國, ｢宋代量移制度 略｣.

 2) 金昌錫, ｢新羅 法制의 형성 과정과 律令의 성격－포항 성리신라비의 검토를 심으로－｣, 

한국고 사연구 58(한국고 사학회, 2010), 174면.

 3) 단양 성비(1978년에 발견), 울진 평비(1988년에 발견)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법흥왕 때인 

511년으로 연 가 확실히 보이는 평비에서 ‘奴人法’이란 말이 나타나, 발견 기부터 율

령제 시행의 증거로 검토되었다[朱甫暾, ｢蔚珍鳳坪新羅碑와 法 王代 律令｣, 한국고 사

연구 2(한국고 사학회, 1989)].



고려의 법체계와 조선에 한 향   9

조차 없는 백제에 해서도 당시의 국세나 정비된 국가 체제를 들면서 율령 체

제를 인정하고 있다.4) 하지만 이들에 해서는 율령제의 시행을 구체 으로 밝

주는 자료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5) 최근에는 발굴된 백제의 목간에서 율령 

시행을 확인하려는 근도 이루어진다.6)

율령이 도입되어 시행되었다는 근거로 제시되는 것들은 체로 역사서에 

해지지는 법률 기사, 최근 발견된 석문의 내용 따 에서 법의 존재가 나타난

다거나 국의 율령과의 련성이 찾아진다는 사실이다. 이를 바탕으로 더 나

아가 국 율령의 편목에 맞추어 그 내용들을 배치하는 작업도 이루어진다. 이

러한 연구 경향에는 율령 개념에 한 이해의 차이가 있다는 을 짚어볼 필요

가 있겠다. 율령의 반포에는 ① 국식의 율령제도를 도입하여, ②성문법  국

가통치체계를 확립한다는 의미가 있다. 뒤쪽의 의의에만 치 하여 바라보게 된

다면, 삼국과 고려는 율령국가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율령은 단순한 성문의 

법률이라고만 념하는 것은 보편 인 세계사  논의에 맞지 않는다. 일반 으

로 율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의 ․진․남북조시 부터 발달하기 시작하

고, 수․당 시기에 정립되어, 한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까지 

향을 끼친 특별한 통치규범  체계 곧, 율령격식의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제까지 이루어진 논의만으로 특히 백제의 

율령 시행을 단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지 까지 삼국의 율령에 한 많은 근을 보면, 그 나라들이 성문법 국가

다는 것을 증명한 데에는 이르 겠지만, 오히려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율령격식

이라는 체제에 기반하여 국가 규범이 운 되고 있었는지에 하여 따져보는 

부분은 망각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러한 성향은 고려의 법제에 한 연구에

 4) 盧重國, ｢高句麗律令에 關한 一試論｣, 동방학지 21(연세 학교 국학연구원, 1979); ｢百濟

律令에 하여｣, 백제연구 17(충남 학교 백제연구소, 1986).

 5) 盧重國, ｢百濟律令에 하여｣, 56면에서는 무녕왕릉의 매지권에 나오는 “不從律令”이 방증

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논문에서도 인정하듯이 그것은 일반 으로 매지권들이 갖는 

형 인 문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정 이지 못하다.

 6) 홍승우, ｢百濟 律令 반포 시기와 지방지배｣, 한국고 사연구 54(한국고 사연구회, 2009); 

덕재, ｢백제의 율령 반포 시기와 그 변천｣, 백제문화 47(공주 학교 백제문화연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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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이어져, 해지는 법률의 내용이 국 율령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차이 나

는지를 따지는 등 부분의 노력이 고려율에 한 연구에 치 되었다. 이는 

해지는 다양한 사료에 천착하여 고려 율령을 복원해 내려는 등의 목할 성과

를 내기도 했다.7) 하지만 법제의 체 인 모습을 보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

를 노정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고려율을 포함하여 그동안 검토가 미약했던 형

식들, 특히 제(制), (判), 교(敎) 등과 같이 왕법(王法)이라 불릴만한 것들을 

심으로 살펴보고 그 체계상의 기반에 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고려율과 왕법

잘 짜여진 율령 체제를 완성하여 주변 국가들에까지 미친 향이 컸다고 평

가받는 것이 당률(唐律)이다.8) 고려도 당률을 본떠 율령을 제정하 다는 기사

가 고려사 ｢형법｣지에 실려 있다. 그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당률을 채용했다

고 한다.9)

고려시 의 제도는 체로 당(唐)을 본떴다. 형(刑)․법(法)에 이르러서는 당률을 받아

들여 시의를 참작하여 썼으니, “옥 령 2개조, 명례 2개조,  4개조, 직제 14개조, 호혼 

4개조, 구고 3개조, 천흥 3개조, 도  6개조, 투송 7개조, 사  2개조, 잡률 2개조, 포망 8개

조, 단옥 4개조이다.” 모두 71개 조문으로서 번잡한 것을 빼고 핵심을 간추려 한 때에 시

행하 으니, 이 한 근거 없다고 할 게 아니다.

 7) 남 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고려시  율령의 복원과 정리(경인문화사, 2010).

 8) ‘唐’은 넓은 의미로 일반 인 국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9) 高麗一代之制, 大抵皆倣乎唐. 至於刑․法, 亦採唐律, 參酌時宜而用之, 曰 : “獄官令二條, 

名例十二條, 衛禁四條, 職制十四條, 戶婚四條, 廐庫三條, 擅 三條, 盜賊六條, 鬪訟七條, 

詐僞二條, 雜律二條, 捕亡八條, 斷獄四條.” 摠七十一條, 刪煩取簡, 行之一時, 亦不可 無

據[고려사 志 38 刑法 1, 권(아세아문화사, 1990. 인본), 8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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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서는 구체 인 조문의 내용까지 밝히지 않아서, 실제로 제정되었

는지부터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 기사를 인정하는 입장 안에서도 그 시행 시

기나 성격에 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보인다.

기부터 일본의 연구자들은 독자 인 율령의 제정 없이 당률을 그 로 의

용하 다는 견해가 많았다.10) 하지만 고려사 ｢형법｣지에 제정 연월이 붙어 

있지 않은 채 실린 규정들을 보면,11) 많은 것들이 내용상 당률의 법의(法意)를 

가지면서도 다른 문장으로 표 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번잡함을 덜고 간추

려 고려율을 제정하 다는  서문의 기사를 수 하는 주장도 나왔다.12) 이후 

부분의 한국 학자들은 독자 인 율 의 존재를 정하 다.13) 수용한 당률은 

송(宋)을 통했을 가능성도 지 되었지만,14) 신라를 거쳐 받아들여졌다고 보는 

것도15) 무난하다.

69개조(71개조에서 옥 령 2개조를 뺀 수)로 된 율이 들어 있는 법 이 실재

했는지 여부와 계없이 고려에서 율령의 통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서 새삼

스러운 것이 아니다. 고려가 직  계승한 신라에서부터만 따져도 고려의 성립

10) 花村美樹, ｢高麗律｣, 朝鮮社 法制史硏究(東京 : 岩波書店, 1937); 北村秀人, ｢高麗時代

の歸鄕刑‧充常戶刑について｣, 朝鮮學報 81(朝鮮學 , 1976); 濱中昇, ｢高麗における唐

律の繼受と歸鄕刑․充常戶刑｣, 歷史學硏究 483(歷史學硏究 , 1980).

11) 제정 연월이 붙어 있는지 여부를 기 으로 이른바 편년 조항와 무편년 조항으로 나  뒤, 

후자에 하여는 율 에서 뽑은 기사로 악하는 것이 일반 인 경향이다(김호동, 앞의 , 

11면). 후술함.

12) 淺見倫太郞, 朝鮮法制史稿(東京 : 巖松 書店, 1922), 191~214면. 이 에서는 무편년 조

항들을 가지고 당율에 근거하여 편제해 보고 나서 60여 개조의 조항들이 악된다고 확인

하 다. 그리고 제정 시기는 성종 때로 보고 있다.

13) 林奎孫, ｢高麗律令｣, 동국 학교 논문집 13(1974); ｢高麗律令－名例律－｣, 아카데미 논총 
3(세계평화교수 의회, 1975); 尹熙勉, ｢｢高麗史｣ 刑法志 ｣, 동아연구 6(서강 학교 동

아연구소, 1985); 韓容根. ｢高麗律 成立에 한 一 察｣, 국사 논총 21(국사편찬 원회, 

1991); 宋斗用, 韓國法制史 (진명문화사, 1985); 武田幸男, ｢朝鮮の律令制｣, (岩波講座)世
界歷史 6(東京 : 岩波書店, 1971) 등.

14) 仁井田陞, ｢唐宋の法と高麗法｣, 東方學 30(東方學 , 1965). 이 에서는 결론 으로 무

편년 조항들이 당률뿐 아니라 ≪송형통≫(宋刑統)의 향도 받았음을 논증하면서, 그들 가

운데 고려의 독자 인 율문도 있음을 지 한다.

15) 林奎孫, ｢高麗律令｣. 186면; ｢高麗律令－名例律－｣, 229~230면; 朴秉濠, 韓國法制史(한국

방송통신 학출 부, 1990), 10~11면; 김호동, 앞의 , 35면.



12    法史學硏究 第48號

시기에 이미 400년의 시행 경력을 지닌다. 수백 년에 걸친 장기간의 운용 경험

은 타자를 자기화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다. 따라서 고려의 법제에 율령격식의 

통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은 무나 당연하다. 실제로 율(律), 령(令), 격(格), 식

(式)의 명칭을 갖는 고려의 법률은 수없이 남아 있으며, 그리고 이들은 응하

는 당률 조문과 같은 형태로 유지되어 해지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16)

더구나 ‘ 재 시행되는 율령(今所行律令)’, ‘율에 따라 처벌한다(依律斷罪)’ 

하는 따 의 표 이 자주 나오는 데다, 뒤에 보겠지만 율령서로 시험하여 율

을 선발하는 등의 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데에 비추어 볼 때, 재 의 기 이 되

는 명문의 법률이 존재하 다는 것은 뚜렷하다. 한 로 고려 말에 명과의 무

역을 지시킨 일이 있었는데, 그 때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 든 것 가운데 하

나가 뚜렷한 법령(著令)이 없다는 것이었다.17) 여기서도 고려는 사회의 통제를 

법령으로 규율하 고, 처벌은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했던 국가 음을 알 수 있

다. 다만 요한 것은 그 법률을 율령격식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다.

고려는 율령제의 통도 갖고 있지만, 필요한 시기마다 (判), 제(制), 교(敎)

의 형식으로 특별법이라 부를 만한 것들을 제정하 다. 그리고 뒤에 설명하겠

지만, 이들로써 시의에 처하 을 뿐 아니라, 이들을 집 , 분류하여 후 에도 

규범으로 활용되도록 하 다. 임 의 명령은 조(詔), 교(敎), (判), 제(制) 등의 

여러 형식으로 내려지며, 결국 군주정인 국가에서 이들은 모두 왕법(王法)으로

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형법｣지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18) 거기에 들어 있는 제, , 교들을 이른바 편년조(編年條) 

16) 당률의 조문을 간략하게 하기도 하고, 두 조문을 합치기도 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분석한 것

으로는 송두율, 앞의 책이 자세하다.

17) 공양왕 3년 5월 기유 : 군자소윤 안노생을 서북면 찰방별감으로 삼아 상국과 교역하는 것을 

하 다. 처음에 … 국가가 그것을 하 으나 뚜렷한 법령이 없었고 변방의 리들 한 

엄하게 하지 않아 왕래하면서 크게 장사하는 것이 길에 지어 이어졌다. … (以軍資 尹

安魯生爲西北面察訪別監, 禁互 上國 . 初, … 國家雖禁之, 未有著令, 邊吏又不嚴禁, 往

來 販, 絡繹於道. …) [고려사, 世家 46, 상권 893면]

18) 최근 고려사 ｢형법｣지의 기사를 심으로 (判)에 한 검토가 심도 있는 검토도 이루어

졌다. 蔡雄錫, ｢高麗史 刑法志 所在 “判”에 한 察｣, 동방학지 148(연세 학교 국학

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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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라 부르며 따로 분류하기도 하 다. 제정 연 가 붙어 있다는 에 착안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 지 않은 조문들은 고려의 독자  율 에서 뽑은 기사라 

추정하 다.

일반 으로 국왕이 내리는 말이나 명령은 조(詔)나 칙(勅) 는 이들을 합친 

낱말인 조칙(詔勅) 등의 표 으로 나타난다. 임 의 하명이니 만큼 법이나 다름

없다고 하겠지만, 특히 제, , 교로 나타나는 것들은 내용상 법규  성격이 강

하다. 이 게 볼 때 이들은 그때그때 왕법의 형식으로 제정된 단행(單行) 법률

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19) 굳이 구별하는 경우에는, 우선 제는 군왕의 능동

인 법제  명령20)이나 그 칙령을 하는 문서21)라 할 수 있다.22) 은 일정한 

사안에 해 해당 청이 상신하고 논의를 거쳐 그에 한 단과 결정으로서 

내려지는 임 의 명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용례가 잘 나타나는 것

19) 滋賀秀三, ｢法典編纂の歷史｣, 中國法制史論集(東京 : 創文社, 2003), 16~18면에서는, 국

의 법  편  편찬과 련하여, 체계 으로 편성되어 당시 법제의 심으로 이루는 ①基本

法典, 수시로 필요에 따라 여러 왕언(王 )의 형식으로 내려지는 ②單行指令 그리고 집

된 단행지령들을 검토하여 모순을 제거하고 장래에 실효성 있는 것들을 추출하여 조문화한 

편찬물인 ③副次法典 의 세 가지로 분류하 다.

20) 田鳳德, 經濟六典拾遺(아세아문화사, 1989), ⅶ면(｢經濟六典解題｣)에서는 “國王의 能動的 

命令은 敎라고 하 으며 그 形式化된 것을 敎旨 傳旨 傳敎등으로 불 다. 各司에서 新法

을 만들거나 法을 改定하고 이를 啓聞하여 王의 判斷을 받아서 施行하는 것을 王旨 는 

判旨라고 稱”한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국왕의 명령을 받는 입장에서는 수교(受敎)와 수

(受判)은 구별이 생기게 된다. 이 게 구별하는 교와 지는, 고려의 경우에 견주게 되면, 

결국 제(制)와 (判)이라 할 수 있다.(敎旨는 王旨의 명칭을 바꾼 것이므로  과 같이 

비하여 이해할 것은 아니다. 뒤에 서술함.) 고려말에는 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교(敎)의 

형식만이 나타나므로 제와 교는 내용상 차이가 없다. 의 책에서는 ≪경제육 ≫은 수 을 

심으로 만들어졌다고 본다. 하지만 뒤에 밝히듯이 수 과 수교는 시기에 따른 명칭의 변

화이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경제육 ≫ 반행 기사에 나오는 ‘수

’이라는 용어도 한 굳이 교에 한 것과 에 한 것을 뚜렷이 구별하면서 한 표 이

라 볼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의 책에서도 수교가 문서화된 왕명을 총칭하는 것으로는 

서술한다(ⅹ면).

21)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2(東京 : 大修館書店, 1985), 253면.

22) 李佑成, ｢高麗土地․賦役關係 ｢判‧制｣에 끼친 唐令의 影響｣,  동문화연구 23(성균

학교 동문화연구원, 1989), 284면에서는 자 에 따르면 ‘制는 斷也 齊也’의 뜻이라 하여, 

“여러 條文中에서 必要한 것은 斷取(切取)하고 여러가지 오랜 慣行과 새로 入된 制度간의 

이러 러한 矛盾을 整齊시키려 한 것”이라 해석한다. 하지만 여기서 ‘斷’은 자른다기보다는 

단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判’에도 ‘斷也’란 뜻이 있다(大漢和辭典 2, 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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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은 기사일 것이다.23)

공양왕 원년(1390) 12월 :

간에서 번갈아 을 올려 청하 다.

“옛 제도에 따라 환 을 6품 에 임명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

조 이 상언하 다.

“환 은 국 로부터 충렬왕에 이르기까지 참 이 될 수 없었습니다. … 충렬왕 때의 

제도에 따라 조 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시옵소서.”

좌사의 오사충 등도 간언하 다.

“조종의 제도에 환시(宦寺)는 직이 없었습니다. … 이제 내시부를 다시 세우고 3품의 

품계를 주는 것은 다시 망국의 철을 밟는 것입니다. 궁 의 사(給事)에게 음식과 

의복만 지 하고 내시부는 폐지하시옵소서.”

(判)하 다.

“이제부터 환 은 조 에 임명하지 않으며, 내시부는 하지 않는다.”

이라 붙어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형식을 갖는 규정들은 다수 존재한다. 

곧, 련 기 이나 신료가 임 에게 아뢰면[上奏], 국왕이 받아들이거나 수정

하는 형식으로24) 하는 법규가 많은데, 결국 이도 한 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구별들이 뚜렷한 것이 아니다. 한 로 법규 명령이 조로써 

내려지면, 제나 의 경우와 다름없게 된다. 제와 의 구별 한 명확히 하기 

어렵다. 특히 고려사의 여러 지(志)에 하는 제,  등은 부분 후 맥락 

23) 恭讓王元年十二月. 臺諫交章請 : “依 制, 宦官不許拜六品, …” 趙浚上 : “宦 , 自國初至

慶陵朝不得叅官. … 願遵慶陵之制, 不許拜朝官.” 左司議吳思忠等 : “祖宗之制, 宦寺無

官. … 今復立內侍府階三品, 復蹈亡國之轍. 願宮中給事 , 只給衣食, 罷內侍府.” 判曰 :

“自今不許朝官, 毋革內侍府.”(고려사 志 29, 選擧 3, 銓注－宦寺之職, 권 641면) 列傳 

33, 吳思忠에도 같은 기사가 나온다(고려사 하권 633면).

24) 체로 ‘奏 … 從之’의 꼴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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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수록되기 때문에 의미상 경계를 찾기 어렵다. 그리하여 같은 취지를 지닌 

명령이 의 형식으로 내려지기도 하고 조의 형식을 갖기도 한다. 그 가 고
려사 ｢선거｣(選擧)지의 과목(科目)조에서도 보인다.25)

인종 11년(1116) 12월 : 하 다. “네 아들이 제술과, 명경과에 합격한 경우 오부, 양경, 

모든 주․부․군․ 으로 하여  그 부모를 찾아서 알리고 따로  30섬을 하사하도

록 한다. 죽은 경우에는 작을 한 등  올려 수여한다.”

의종 3년(1149) 12월 : 하 다. “형제 셋이 제술과, 명경과에 합격한 경우 그 아버지에게 

직을 제수하고 그 어머니에게  20석을 하사한다. 죽었을 경우에는 벼슬을 추증한다.”

의종 10년(1156) 6월 : 조하 다. “올해 장원한 황문장은 병인년 과거에 장원한 문부의 

아우이다. 형제가 함께 수석을 차지하는 것은 로부터 듣기 어려운 일이다. 아들 셋이 

제한 에 하여 해마다 그 어머니에게 곡식 30섬을 지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지막의 조는 두 형제이 장원한 일이 형제 셋이 합격한 경우에 못지않다고 

국왕이 나름 로 생각하여 결정하 기에 조라 했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셋은 모두 같은 종류의 사안을 다룰 뿐 아니라, 어느 것이나 먼

 번의 법규 명령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제 아래서 그 보충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규범력 있는 왕법들이 집 되고 그것이 선례로 참

조되는 체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만하다. 그리고 이러한 조, , 제, 

교 등의 왕법들은 율령격식의 체계와 공존한다. 에서 든 ｢과목｣조의 다른 

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도 있다.

인종(仁宗) 5년(1127년) 11월 : 하 다. “…

25) 仁宗十一年十二月. 判 : “四子登製述․明經科 , 令五部․兩京․諸州府郡縣, 辨報其父母, 

別賜米三十石. 已沒 , 超一等 爵.”

毅宗三年正月. 判 : “兄弟三人登製述․明經科 , 其父授職, 其母別賜米二十石. 沒 贈.” …

毅宗十年六月. 詔 : “今年壯元黃文莊, 乃丙寅科狀元文富之弟也. 兄弟俱占魁科在古罕聞, 

宜准三子登科例, 歲給母粟三十石.”(고려사 志 28, 選擧 2, 科目 2, 권 6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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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법업식(明法業式) : 이틀 안에 경(經)을 시험한다. 첫날에는 율(律) 10개조를 치르고, 

다음날에는 (令) 10개조를 치른다. 이틀간의 시험을 모두 통과하면 사흘째부터는 율을 

읽는 것과 을 읽는 것을 시험한다. 율을 읽는 데에는 문의를 이해하고 해석하여야 하는

데, 모두 여섯 상자에서 각각 여섯 문제를 내었을 때 문의를 이해한 것이 네 상자를 넘어

야 한다. 을 읽는 데에는 문의를 이해하고 해석하여야 하는데, 모두 여섯 상자에서 각

각 여섯 문제를 내었을 때 문의를 이해한 것이 네 상자를 넘아야 한다.26) …

명경업감시격(明經業監試格) : 장정(㽵丁)은 열두 상자로 하는데, 주역, 상서, 모
시가 마다 두 상자,  기, 춘추가 마다 세 상자이다. 백정(白丁)은 아홉 상자로 

하는데, 주역, 상서가 마다 한 상자, 모시,  기가 마다 두 상자, 춘추가 세 

상자이다.27)

율령격식의 운 이 확인되는 한 목이기도 하겠는데, 율령에 한 격과 식

이 으로써 제정되고 있는 것이다.28) 고려사 지(志)의 여러 조목들 가운데 

한 개 과조 안에서만도 , 교[제], 조를 비롯한 갖가지 왕법들이 나타나며, 이

들은 고려사에서 무수히 산견된다. 에서 살폈듯이 법규 명령으로 내려지는 

조, 제, 교는 사실상 같은 성격이라 할 만하고, 이들은 실제에서 과 그리 구별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들은 하나의 개념으로 묶을 수 있겠고, 이들은 왕법이

라 부를 만하다.

뚜렷한 것은 원 간섭기에 들어서면서 제는 자취를 감춘다는 것이다. 이 시기

에는 원에서 보낸 칙령만이 제로 표 되고 있다. 제가 칙령의 의미를 갖는다는 

26) 判 : “… 凡明法業式 : “貼經二日內, 初日貼律十條; 翌日貼令十條. 兩日並全通. 第三日以後, 

讀律, 破文兼義理, 通六机. 每義六問, 破文通四机; 讀令, 破文兼義理, 通六机, 每義六問, 

破文通四机. …(고려사 志 27 選擧 1, 科目 1, 권 591~592면)

27) 凡明經業監試格 : “庄丁 十二机, 以≪周易≫․≪尙書≫․≪毛詩≫ 各二机, ≪禮記≫․≪

春秋≫各三机; 白丁, 九机, 以≪周易≫․≪尙書≫各一机, ≪毛詩≫․≪禮記≫各二机,, ≪

春秋≫三机. …(고려사 志 27, 選擧 1, 科目 1, 권 592면)

28) 일반 으로 율령은 수시로 칙(勅)이나 격으로 개정 보완되었고, 식은 율령의 시행에 한 세

칙규정으로 이해된다[仁井田陞, 中國法制史<增訂版>(동경 : 岩波書店, 1974), 65면]. 이

게 볼 때 은 칙과 같은 왕법이 갖는 역할을 충실히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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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세종 때 기사에는 원의 간섭으로 제를 쓸 수 없어 으

로 체되었다는 분석도 나타나지만,29) 하지만 그 이 에 나온 조선경국 의 

내용을 보면, 제와 교는 계만 다를 뿐 국왕이 하는 말이라는 의미는 같다고 

말한다.30) 그리하여 굳이 따지자면, 제의 역할을 이은 것은 교라 할 만한다. 물

론 교는 그 이 부터 자주 쓰이는 표 이었고, 신라 시 에도 이미 왕의 명령

이라는 용어31)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다음 왕조에까지 이어져 조선에서는 왕법 

형식의 단행 법규로서 표 인 명칭이 수교(受敎) 다.32).

Ⅲ. 수 과 수교

수교라는 것은 ‘교를 받든다’는 동사 인 의미와 함께 ‘받들어 모신 (문서화

된) 교령’이라는 명사로서의 의미도 있다. 후자의 의미는 수교의 시행이 일반

29) 세종 15년 윤8월 27일 : … 정 가 의견을 올렸다. “고려 엽이 에는 신하가 검토하여 아뢰

는 것을 ‘주’(奏)라 하고 임 이 이를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제가’(制可)라 하여 모두 국

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원나라를 섬기게 된 이후에는 정동행성이 설치되어 국왕으로 승상을 

삼으니 계가 모두 내려가서 아문의 례에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신하가 ‘계’

(啓)하는 것은 ‘신’(申)’이라 하고, 임 의 받아들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 ’(判)이라 하

습니다. …” (鄭招議 : “高麗自中業以前, 凡臣下擬請, 之奏; 君上諾可, 之制可, 悉 中

國無異. 及事元以後, 立鎭東省, 以國王爲丞相, 事皆貶降, 始爲衙門之例. 臣下所啓, 之

申; 君上所可, 之判. …)[조선왕조실록 3(국사편찬 원회 인), 511면]) 뒤에 보겠지만, 

은 왕명의 형식으로 제정되는 법규범을 뜻하는 넓은 의미로도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시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굳이 따지려 한다면, 앞선 시기인 조선경국  
등의 내용을 참조할 때 개념 으로는 제를 직  신하여 쓰려 한 것은 교라고 보는 쪽이 

당해 보인다.

30) 朝鮮經國典 ｢敎書｣ : 한․당 이래 천자의 말 은 제조(制詔)나 조칙(詔勅)이라 하 고, 제

후의 말은 교서라 하 는데, 존비가 다를 뿐이지 입언(立 )한다는 뜻은 한가지이다.(漢唐以

來,, 天子之 , 或稱制詔, 或稱誥勑; 諸侯之 , 稱敎書. 卑雖殊, 其所以立 之義, 則一

也.)[鄭道傳, 三峰集Ⅰ(민족문화추진회, 1977), 415면]

31) 일 냉수리신라비나 포항 성리신라비에서도 임 의 명령이 ‘敎(’로 표 되고 있다(김창

석 앞의  188~189면, 203~204면 참조).

32) 김지수, ｢受敎의 法的 性格과 理念｣ 韓國法史學論叢<朴秉濠敎授還甲紀念論文集> Ⅱ

(박 사, 19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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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정형화되어 법령 체계의 하나를 이루는 법령 형식으로 정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교를 받들었다’는 의미에서 보면, 하명하거나 하교하는 입장

이 아닌 수명하는 입장에서의 용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법 으로는 수 (受

判)이나 수제(受制)도 성립할 수 있다.33) 하지만 수제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제

를 사용하지 않은 원간섭기 이후의 고려나 조선에서는 수제가 성립할 수 없을 

것이겠지만, 그보다 이 에도 수제라는 용어는 고려사에 나타나지 않는다.34) 

하지만 고려 말기부터 ‘ 을 받는다’는 수 은 보인다.

① 충렬왕 14년(1288) 4월 감찰사가 방을 붙 다. “나라에 잇달은 가뭄으로 미곡이 여

물지 않는데도, 무식한 무리들이 송악산에 기우제를 지낼 때 골짜기에 모여 술을 마시고 

못된 짓을 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사법기 이 이미 처벌을 청하여 을 받았다. 그러나 

령이 해이해져 …”35)

② 공민왕 14년(1365) 9월 법사가 상송하 다. “… 근년에 청의 천민이 함부로 

직을 받는 일이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제부터는 비록 참  이상이라도 고

발로 드러나게 되면, 수직(守直)으로서 을 받은 경우를 빼고는 바로 직첩을 거두고 친

히 죄를 묻도록 하여야 합니다. …” 도평의사사에 부(判付)하여 논의 로 시행하 다.36)

③ 공양왕 3년(1392) 도평의사사가 상언하 다. “… 모두 이조(吏曹)에서 을 받아 직

첩을 발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따랐다.37)

이러한 수 의 용례로 볼 때 국왕의 처분 명령 자체는 이 된다. 의 내용

33) 수조(受詔)도 가능하지만, 이 용어는 요, , 원, 명의 칙령을 받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34) 물론 제재나 제어를 받는다는 의미로는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국왕의 하명을 받는다는 

의미로 쓰이는 것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35) 監察司榜曰 : “國家連因旱乾, 禾穀不登. 無識之徒, 因祭松岳, 群飮山谷, 因緣失行 有之. 

故法司已曾論請受判. …”(고려사 志 39 刑法 2, 禁令, 권 864면)

36) 典法司上疏曰 : “近年, 官司賤口冒受官職 , 難以數計. 今後, 雖參以上, 如有現告, 除守直

受判, 直取謝貼, 親問論罪. …” 判付都評議使, 擬議施行.(고려사 志 38 刑法 1, 公式－職

制, 권 849면)

37) 都評議使司上 : “… 並吏曹受判給牒.” 從之.(고려사 志 29 選擧 2, 銓注－ 贈, 권 

648~6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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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뜻에서 지(判旨)라 고도 나타난다. 그리고 을 내려 보내는 행 는 

의 ②에서 보듯이 ‘ 부’(判付)라고 하 다. 그런데 이 부는 명사로도 쓰

다. 창왕 즉 년(1388)에 조 은 시무책으로 아래와 같이 말한다.38)

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먼  기강을 세웠습니다. 나라에 기강이 있는 것은 몸

에 맥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몸에 맥이 없으면 기가 통하지 못하고, 나라에 기강이 

없으면 법령이 시행되지 못합니다. 법령이 시행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나라라고 할 수 없

습니다. … 구폐는 되었으나 신법은 시행되지 못하는 탓에, 원성이 크게 일고 기강이 

문란하여, 병이 맥에서 시작하여 골수에 다다랐으니 편작이라도 고치기 어려울 지경입

니다. 이제부터 부와 법제(判付法制)를 새겨서 간행하여 석과 같이 굳게, 사철과 같

이 믿음직스럽게 지키도록 하며 감히 범법하여 령을 어기는 이는 사법기 에 맡겨 한

결같이 다스리도록 하시옵소서. …

여기에서 부가 명사처럼 쓰인다는 것뿐 아니라, 그 간행을 구하는 취지를 

밝히는 데에서 그리고 법제란 낱말과 꼭 붙어 놓이는 데에서 법 인 성격을 갖

는 것임을 명확히 보여 다.39) 여기서 부는 례로 해석하거나 는 그것까

지 포함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부를 

례라고 상정하더라도 그것은 법규 명령이 재의 법원이자 국회이기도 한 

조정(朝廷)에서 논의 끝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는 데에는 문제 되지 않는다. 그 다면 특정한 사안의 해결을 통해 국왕의 명

38) “古之爲國 , 必先立紀綱. 國之有紀綱, 猶身之有血脉也. 身無血脉, 氣有所不通; 國無紀綱, 

令有所不行. 法令不行, 國非其國矣. … 然 弊甫革, 新法不行, 怨讟方 , 紀綱紊亂. 病自

血脉, 達于膏肓, 雖有扁鵲, 卒難治也. 願自今, 判付法制, 刋板施行, 如金石, 信如四時. 敢

有犯法觸禁 , 一委憲司治之. …” 이 기사가 고려사 열 (고려사 列傳 31, 趙浚, 하권 

594면)과 형법지(고려사 志 38 刑法 1, 公式－職制, 권 850면)에 모두 나오는데, 자에

서는 시기가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후자에서는 조 이라는 이름 없이 헌사(憲司)라고만 되

어 있다. 조 이 사헌으로 있으면서 올린 것이라 여겨진다.

39) “判付法制”를 ‘ 부된 법제’라고 새겨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더라도 법률  성격이 뚜렷

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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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형식으로 제정되는 수교와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고려 말에 보이기 시작하는 수 은 결국 국왕의 명령으로 형성되는 법규범을 총

칭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조선에 들어서까지 이어진다. 하지만 태종 때까지이

다.40) 이후에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이  시기의 수  내용을 인용하는 기사들이 

있을 뿐이고, 수 을 하는 사례는 나오지 않는다. 이 때부터는 수교가 등장한다. ≪

경제육 ≫의 개정 으로서 1413년(태종 13)에 편찬된 이른바 ≪속육 ≫에 공식

으로 을 교로 바꾸는 조치가 수록되어 있다면서 그것이 안 지켜지는 일도 있

다는 기사41)가 한다. 그리하여 이즈음부터는 수 도 수교로 바 었을 것이다.42)

수교는 태종 때부터 많이 보이기 시작하지만, 그 이 에는 조선은 물론 고
려사에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43)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 인용되는 수

과 고려사에 산견되는 지의 내용들은 수교와 그 형식이 다르지 아니하다. 

수교는 수 에서 명칭이 변화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당연한 일이다. 결국 

조선의 수교는 고려의 수 에서 이어온 것이 된다.

Ⅳ. 왕법의 운

, 제, 교 등의 왕법들이 분류, 보 되었고, 이들의 집 이 법 과 같은 역할

40) 이후에 수 은 결을 받는다는 의미로나 쓰이게 된다.

41) 이조에서 아뢰었다. “≪속육 ≫에서는 을 교로 왕지를 교지로 바꾼다고 하 습니다. 그

런데도 교작첩과 외리의 정조, 안일차첩에서는 그 로 왕지라 합니다. 이는 실로 부

합니다. 모두 고쳐 교지로 하도록 하옵소서.” 이를 따랐다(吏曹啓 : “≪續典≫, 改判爲敎, 改

王 爲敎旨, 而官敎爵牒, 及外吏正朝安逸差貼, 仍稱王旨, 實爲未便, 請竝改以敎旨.” 從

之.)[조선왕조실록 3, 650면].

42) 1413년 이후의 수 도 보인다. 태종 18년(1418) 5월 21일 : 조에서 분묘의 보수(步數)에 해 

상언하 다. “ 락 12년(1414) 3월의 본조 수 은 ‘문무양반의 조부모 분묘에서 품계에 따른 

보수, 그리고 서민의 부모 분묘에서 보수는 주척을 써서 한계를 정한다.’는 수교입니다. …” 

이를 따랐다.(禮曹上墳墓步數上 : “永 十二年三月本曹受判 : ‘文武兩班祖父母墳墓隨品步

數, 及庶人父母墳墓, 步數, 定用周尺定限.’ 受敎. …” 從之.)[조선왕조실록 2, 226면]

43) 정종 연간에 하나 정도 보인다(정종 2년 12월 1일 기사[조선왕조실록 1, 1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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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 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이 역할을 수행하는 고  기

이 있었다. 식목도감(式目都監)이 그것인데, ‘도감’이라는 명칭을 가졌지만,44) 

법률에 한 사항45)을 상설 으로 검하는 기 으로서, 우두머리는 정1품의 

재추(宰樞) 을 뿐 아니라, 도병마사의 의장까지 겸하 다.46) 이러한 까닭으로 

충선왕 에는 한때 도평의사사(都評議司使)를 신하여 도당(都 )의 치를 차

지하기도 하 다.

식목도감은 고려의 특유한 제도라 하겠는데, 문종 때에 정한 직 구성이 

해지고 있어서, 문종 이 부터 성립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목도감은 

일반 으로 제도, 격식을 장하는 합의기 으로 여겨진다. 그 밖에 리의 품

질(品秩) 변경과 같은 일도 담당하 고, 나아가 ‘고려식목형지안’(高麗式目形止

案)으로 알 수 있듯이, 군제의 조직과 구성에까지 여하고 있어,47) 고려의 제

도 반에 계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요한 것은 안(判案)의 보존이

라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식목도감이 안을 보존한다는 것은 다음의 사실로 알 수 있다.48)

두경승이 동료 신료들과 함께 “식목도감이 소장하는 안은 나라의 귀감[國之龜鏡]인

데도, 지  분류[部秩]가 헛갈리고 어지럽게 되어 있어 갈수록 보 하며 참고하기[稽 ] 

어려워져갑니다. 잘 교감하고서 사(轉寫)하여 보존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아뢰니, 

그를 따랐다.

앞에서 국왕의 법규 명령을 받드는 것이 수 (受判)으로 표 된다는 , 국가

44) 조선시 에 도감은 임시기 의 의미를 지녔다.

45) ‘式目都監’이라는 명칭에서도 율령격식의 ‘식’과 같은 법식의 항목을 주 하는 기 으로서 

창설되었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46) 변태섭, ｢高麗의 式目都監｣, 역사교육 15(역사교육연구회, 1973), 49면.

47) 末松保和, ｢｢高麗式目形止案｣について｣, 朝鮮學報(朝鮮學 , 25), 1962(高麗時代史論著

集 3, 太學社, 1983, 631~640면에 재수록).

48) 景升 同列奏 : “式目都監所藏判案, 國之龜鏡, 部秩錯亂, 漸難稽 , 宜加檢討, 謄寫以藏.” 

從之.(고려사 列傳 13, 杜景升, 하권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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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강으로서 행되어야 할 규범으로서 법제와 함께 들어지는 게 부(判付)

라는 을 살폈다. 따라서 여기서 식목도감에서 분류하여 보 한다는 안은 

부하 거나 수 한 내용이 담긴 자료임에 틀림없을 것이다.49) 결국 안은 계

기  는 식목도감이나 도병마사의 심의, 그리고 국왕의 결재를 거쳐 법률로 

행할 의도를 가진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이 나라의 귀감으로 표

되는 것은 무나 당연한 일이다. 임 의 명령인 이 선례로서 참조되는 것은 

지당하며 그 사례는 기부터 찾을 수 있다. 다음은 문종 때의 기사이다.50)

원목왕후 서씨는 이천 사람으로 내사령 서 의 딸이다. 종 13년 8월에 그를 맞아들여 

숙비로 삼고 흥성궁주라 하 다. 17년 3월 어머니 최씨를 이천군 부인으로, 계모 정씨를 

이천군 군으로 추증하 다. 문종 11년에 죽었다. … 서성에서 아뢰었다. “을미년 12월

의 지를 보면, ‘경흥원주 귀비는 문화 비의 에 따라 장례하며 그 능호는 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성, 경흥 두 분은 모두 선왕의 비(妃)입니다. 효의 를 추구함에 달라서

는 안됩니다. 더구나 흥성궁주는 후사도 없어 임 께서는 상복도 입지 않습니다. 능호는 

제하고 세시에 사하도록 하옵소서.” 제하여 따랐다. 시호를 원목왕후라 하 다.

여기서 선례가 된 을미년 지의 내용 한 그보다 수십 년 의 례를 따

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51) 내려진 들이 이후의 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안을 보존하는 식목도감은 늦어도 문종 때에는 만들어진 것

49) 蔡雄錫, 앞의 에서는 고려사 편찬에 자료가 되었던 ‘式目編修 ’(式目編 )이 그에 해

당할 자료일 것이라고 추정한다(67면). 이 에서는 고려사의 여러 자(志)에 실린 , 교들

은 고려사의 ｢세가｣나 고려사 요에 실린 , 교들과 출처를 달리 하는 것으로 보고 있

다. 그리하여 ｢형법｣지 등에 수록된 자료들의 출처로 식목편수록 내지 안을 지목한다.

50) 元穆王后徐氏, 利川人, 內史令訥之女. 顯宗十三年八月, 納爲淑妃, 稱 盛宮主. 十七年三

月, 追贈母崔氏爲利川郡大夫人; 繼母鄭氏利川郡大君. 文宗十一年五月卒. … 中書省奏 :

“伏審乙未十二月判旨 : ‘景 院主貴妃, 依文和大妃例葬, 除其陵號.’ 盛․景 , 皆是聖

妃. 追孝之禮, 不宜有異. 况 盛無後, 上旣無服, 請除陵號及歲時奉祀.” 制從之, 贈謚元穆

王后.(고려사 列傳 1, 后妃 1, 하권 7~8면)

51) 문화 비(文和大妃)의 생몰연 는 알 수 없으나, 성종의 왕비 으므로 1055년(을미년)으로부

터 몇십 년의 간격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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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이 듯 고려는 입법을 리하는 상설 고  기 을 설치하고, 제정

된 법령을 분류‧보 하여 후세까지 규범으로 이용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사례의 시기인 문종 때에 내려진  다른 왕명이 350년이 지

난 고려 말에까지 선왕(先王)의 성헌(成憲)으로 확인되는 것52)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53) 그리하여 법령 제정시에도 “선왕의 지을 따르며 한두 얕은 견해를 

덧붙여” 만든다고 표명하며,54) 이를 반하는 데 하여는 지를 따르지 않는 

죄(不從判旨)로 처벌한다는, 정형화된 문구도 종종 나타난다.

고려는 이러한 왕법으로써 시의에 응하며, 시 의 변천이 일으킬 수 있는 

법제의 괴리도 보완해 나아갔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55) 그리고 이러한 왕법은 

분류, 집 되어 하나의 체계를 갖춘 정리를 이루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율

이 있었으나(≪송형통≫) 왕명인 칙(勅)으로 율에 우선하게 하여 사실상 칙령

격식 체계를 운 하 다고 평가되는 송56)과 유사한 면을 보여 다. 그리고 조

52) 문종 원년(1047년) 8월 : 상서형부(尙書刑部)에서 사형 집행을 거듭 아뢰자, 임 이 말하 다.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귀 한데도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과인이 사형의 죄를 

들을 때마다 반드시 세 번이나 다시 살펴보면서도 혹이나 정상을 잘못 살피지 않았을까 걱

정한다. 만일 억울한 일이 있는데도 호소할 길이 없어 한을 머 고 소리를 삼켜야 한다면 

얼마나 애통한 일인가? 심리를 신 히 하라.”(尙書刑部覆奏死刑, 王曰 : “人命至重, 死 不

可再生. 寡人每聽死囚, 必待三覆, 尙慮失其情實. 倘有寃枉, 欲訴無路, 飮恨呑聲, 可不痛

哉? 其審愼之.”)(고려사, 志 39, 刑法 2, 恤刑, 권 871면); 우왕 6년(1380년) 5월 : 헌부(憲

府)에서 상소하 다. “사형의 죄에 하여는, 반드시 세 번 거듭 아뢴 뒤 임 과 신하가 함

께 심의하여 결을 내리는 것이 선왕의 성헌입니다. … 이제부터는 앙과 지방에서 사형

의 죄는 소재지의 리가 도당(都 )에 자세히 문서로 보고한 뒤에 도당의 심의를 거치고 

임 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도록 하옵소서.” 우왕이 받아들 다.(憲府上䟽曰 : “凡大辟, 必三

復奏, 君臣同議斷決 , 乃先王之成憲. … 請自今, 中外大辟, 所在官吏, 具報都 , 擬議以

聞施行.” 禑納之.) (고려사, 志 39, 刑法 2, 恤刑, 권 873면)

53) “이제 선왕의 지에 있는 내용을 받들고 한두 가지 얕은 견해를 덧붙여 후 에 용할 법조를 

만든다”(今遵先王判旨內事意, 附以一二淺見, 條列于後.) 하는 표 도 이에 속한다고 하겠다.

54) 都官上書曰 : “國家創制立法設官分職, 各有攸司. 凡事之難 , 當理處決. 歷年旣久, 隨事弊

生; 弊之巨 , 無若爭訟. 以今日納司文契觀之, 皆援引數百年閒. 玄遠事迹, 則知訴訟所由古

矣. 近來人不習法, 先王法制懵然, 莫知訟 由是而背理, 聽 以之而致疑. 若不更新條令習

人耳目, 則爭訟之弊未易遽革. 今遵先王判旨內事意, 附以一二淺見條列于後. …” 從之.(고
려사 志 39 刑法 2, 訴訟, 권 875면)

55) 朴秉濠, 앞의 책, 11면.

56) 仁井田陞, 앞의 ,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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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시 에 시사의 변화를 수교로써 보충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57) 다만 조선이 

이것을 임시법으로 확고히 념하여 구히 운 할 만한 것은 따로 개정 법

에 수록58)하게 한 것은 고려와 질 으로 다른 것이다.59) 그리고 조선의 수교는 

≪ ≫(大典)에 오르기 까지는 거기에 수록된 법규들보다 낮은 지 를 가

졌지만, 고려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 고려의 왕법이 송처럼 율령보다 

우선하 는지는 확실히 알기 어렵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시의에 응한 왕법의 

실효성이 높아져 심  지 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형법｣지 서문에

서도 당률을 본뜬 율령은 “한 때[一時] 용”되었다고 하는지도 모른다.

Ⅴ. 조선에 한 향

고려는 기에 당시 선진  이성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당률의 통을 계승

하여 보편 이고 합리 인 국가통치를 추구하는 한편, 고려 사회가 지니는 독

자 인 사정은 제, 과 같은 왕법으로써 특별히 규율하여 보완하는 법체계를 

구성하 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일이 흐를수록 이들 왕법은 법체계의 심

으로 자리잡아 갔다. 이 게 수 된 왕명들은 안으로 분류, 보존되도록 하여 

규범으로 국정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 체제는 말기에 

가서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체로 고려 왕조 반에 걸쳐 큰 논란 없이 

유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의 법체계도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

다고 해야 할 것이다.

조선 왕조가 성립하고서(1392년) 바로 직후라 할 만한 1397년에 ≪경제육 ≫

57) 김지수, 앞의 , 126면.

58) 를 들면 ≪續大典≫ <刑典> 恤囚, “獄 , 所以懲有罪, 本非致人於死. …‧ 不奉行 , 嚴

加糾理, [英宗乙卯下敎]” [大典通編<규장각자료총서 법 편> 下(서울 학교, 1998. 

인), 217면] ‘英宗’은 조를 가리키며, 조 때 반행된 ≪續大典≫에는  부분( 쓴이가 

쳤음)이 “當宁乙卯下敎”로 되어 있다[續大典 <규장각자료총서 법 편> 下(서울 학교, 

1998. 인), 423면].

59) 任相 , ｢高麗의 裁判에 한 察｣, 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1993, 43∼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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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六典)이라는 조선 최 의 법 이 만들어진다. ≪경국 ≫이 만들어지기

까지의 지난한 과정을 생각해 보면 번개처럼 만들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알

려진 로 ≪경제육 ≫은 화도 회군한 1388년(우왕 14년)부터의 법률들을 모

아서 편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법률들은 말할 것도 없이 왕법들이다. 조선

왕조실록의 ≪경제육 ≫의 반행 기사는 명시 으로 수 (受判)이 재료가 되었

음을 밝히고 있다.60)

태종 13년(1413년) 2월 30일 :… 국 에 정승 조  등이 수  가운데 수할 만한 것들을 

선별하여 ≪경제육 ≫이라 이름 붙여 올렸고, 이를 간행하여 서울과 지방에 배포하 다.

여기서 수 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든 분류, 정리된 안들을 가리키는 것

이라 하겠다. 실제로 고려사에서 왕법으로 실린 조문들은 아래와 같이 ≪경

제육 ≫에서도 확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61)

우왕 14년(1388년 : 창왕 즉 년) 10월 : 헌사에서 을 올렸다. “사 부로서 조정에 벼슬

하는 이는, … 부모의 상례인 경우 말고는 외로 나가지 못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드

시 사직하고서 간다. 반할 경우 엄히 다스린다. …”

士大夫之仕宦于朝 , … 父母奔喪外, 不許出關外, 其事有不獲已 , 必辭職然後

乃行, 違 痛理.62)

60) 國初, 政丞趙浚等, 撰受判可爲遵守 , 目爲 ≪經濟六典≫ 以進, 刊行中外(조선왕조실록 
1, 663면).

61) 근래에 조선왕조실록의 기사 등을 토 로 경제육 을 복원해 보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윤국일, 경국  연구(평양 : 과학,백과사 출 사, 1986); 田鳳德, 經濟六典拾遺; 연세

학교 국학연구원 편, 經濟六典輯 (도서출  다은, 1993)이 나왔다. 경제육 의 改撰과정

은 윤국일, 경제육 과 경국 [경국  연구에서 앞부분의 연구 부분만 떼어나 새로 

조 한 것임](신서원, 1998), 13~21면  경제육 집록, 3~10면 참조.. 여기서만 보면, 반행

된 속육 은 1413, 1426, 1435년의 세 종류가 있게 된다. 이를 經濟六典輯 에서는 續集

詳節, 新續六典, 新撰經濟續六典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세 한 

구별 없이 인용하기도 한다. 이후 경제육 은 경국 의 최종본이 확정되면서, 통일

인 법령 시행을 해 그 이 의 경국 들과 함께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물론 이후의 기

사에서도 경제육 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 본은 남겨져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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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 1년(1399년) 12월 1일 : ≪경제육 ≫에 “조정에 벼슬하는 이는 부모의 상례인 경

우 말고는 을 나가지 못한다. 부득이한 때에는 반드시 사직하고서 간다. 반할 경우 엄

히 처벌한다.”라고 실려 있다.

仕于朝 , 除父母奔喪外, 不許出關。 其事有不獲已, 必辭職而後乃行, 違 痛治63)

이처럼 안의 집 이 법 처럼 기능하 던 고려의 법체계가 있었기에 조선 

의 빠른 법  편찬이 가능하 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려에서 , 

제, 교에 따라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앙과 지방의 각 서일 터이므로 

아마도 안들의 편제는 기 별로 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여겨진다. 간행

되지 않고 실무 으로 이용되었으리라 여겨지는 조선의 각사수교(各司受敎)

에는 실제로 많은 수교들이 기 별 편제로 묶여 있기도 하다. 물론 이것은 ≪경

국 ≫ 반포 이후에 묶여진 것이므로, 그 체제를 따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데 여기에는 육조 이외에 한성부, 특히 형조 소속인 장 원에 하여도 따로 

수교가 모아져 있다. 한성부와 장 원에 따로 교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에 따

른 기 별 편제라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기 이라면 고려에서의 편제도 그와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은 건국 직후부터 주도 세력은 육 (六典)에 입각한 개 을 추구하 고, 

육 체제를 보여  정도 의 조선경국 (朝鮮經國典)은 그것의 가시화된 표

명이었다.64) 법 에서의 육  편제는 결국 육조라는 집행 기 별 분류 체계를 

말한다. 정총이 쓴 조선경국 의 발문에서는 고려말의 상황에 하여 “이른

바 육 이라는 것은 이름은 남아 있으나 실질은 없었다(名存實亡)”고 말한다.65) 

그 다면 고려조에도 육  체제에 한 의식은 있었다고 할 것인데, 무엇보다

도 최고  정무기 인 도평의사사가 이․ ․호․형․병․공의 6방으로 되어 

62) 高麗史 권 85, 志 39, 刑法 2, 恤刑.

63) 조선왕조실록 1, 159면.

64) 尹薰杓, ｢經濟六典의 編纂과 主 層의 變化｣, 동방학지 121(연세 학교 국학연구원, 2003), 

7~8면.

65) 三峰集Ⅰ, 4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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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조선 에도 도평의사사는 의정부로 개칭되는 1400년(정종 2)까지 존속

하 고, 한 이 시기에 육 체제의 ≪경제육 ≫이 신속히 편찬된 것이다. 이

게 기 별 편제의 법 이 재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안의 분

류 체계가 6방의 기 별로 되어 있었을 가능성66)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육 ≫ 반행 직 인 1395년에  명률직해가 편찬되는 것에

도 새로운 시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려는 아마도 기에 당률을 본떠 

율령을 제정하 고, 이후 왕법으로 시의에 맞게 국정을 운 하여 왔다. 조선도 

한 건국과 거의 동시에 당시 성리학  이념을 반 하여 새롭게 등장한 형률

이라 할 수 있는 명률에 하여  명률직해를 간행하는 등 완벽하지는 않더

라도 재빨리 수용하 다,67) 한 형률 이외의 사항들, 그리고 명률 등 수용된 

형률에 특별 용해야 할 사항들은 왕법으로써 규율되어 왔기에 이들을 집성

한 ≪경제육 ≫도  명률직해와 거의 동시에 편찬한 것이다. 결국 법제 운

 면에서 볼 때 고려의 통과 유산에 기반하여 새로운 체계로 재창출한 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체제는 이후 더욱 새로운 법률 체계로, 곧 ≪경국 ≫

을 심에 놓는 통일법  체계로 발 해 갔다.

Ⅵ. 맺음말

이제까지 고려의 법제도는 심지어 조선과 단 된 것으로까지 여겨져 왔고, 

그 지 않더라도 고려 법제의 난맥을 극복하면서 조선의 법제가 형성된 것으

로 여겨져 왔다. 여기에는 고려의 법제에 한 심을 고려 율령에 집 하면서 

은연 에 고려를 율령 체제의 국가로 보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그 체제가 막을 

내리는 것으로 인식한 듯도 하다. 조선에 들어서면서 통일법 시 로의 질 인 

66) 蔡雄錫, 앞의 , 67면에서도 이 가능성을 인정한다.

67) 이후에 조선은 명률을 자기화해 나아가는 과정을 거친다. 이에 하여는 趙志晩, ｢朝鮮初期 

≪大明律≫의 收容過程에 한 硏究｣(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1998.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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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가능하게 한 고려의 법제 운 의 

통에 해서는 그리 주목을 받지 못했고, 부정되기까지 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

서는 그동안의 연구에서 상 으로 등한시되어 왔던 제, , 교 등의 왕법에 

주목하여, 오히려 그것이 고려의 법체계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음과 조선에서의 

질 인 변화에 바탕이 되었음을 밝히려 하 다. 조선의 건국자들과 고려사 
｢형법｣지의 편찬자들은 고려 말의 법제 혼란이 새 왕조를 통해 극복될 수밖에 

없었다는 당 성을 역설했지만, 사실상 고려의 통은 자연스럽게 조선에 이어

졌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법제가 발 하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려는 그제까지의 통  질서의 토  에 선진  이성의 산물로 여겨져 

온 당률의 통도 이어 받아 형정을 비롯한 기본 질서를 성립시켰고, 수시로 

제, , 교와 같은 왕법을 발하여 고려 사회의 특성에 합치하는 국가 통치를 구

해 나아가는 법체계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환경과 시

의에 응한 왕법이 국정의 주도 인 규범이 되어 갔으며, 이들은 분류, 정리, 

보존되어 통치의 규범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체제는 조선 왕조로 환하는 

에도 재빨리 새로운 법제를 정비할 수 있는 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은 낡은 당률( 는 ≪송형통≫이나 원률)의 향 아래 이루어진 형사 기본

법 신 새로운 형률로서 명률을 받아들이면서, 국정 통치의 반은 집 된 수

, 수교를 바탕으로 한 ≪경제육 ≫을 일 부터 제정하고, 이를 개정, 보완해

가면서 통일법  시 로 나아간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조선은 ≪ 명률≫을 

자기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법률 통을 집 성한 ≪경국 ≫을 법제

의 최 심에 두는 독자 인 통일법 체제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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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egal System of Goryeo Dynasty
and Its Influence to Joseon Dynasty

－Focused on Laws Based on the Kings’ Orders－

Ihm, Sahng Hyeog*

68)

In most researches about the legal system of Goryeo dynasty(918~1392 A.D.) the 

Goryeo’s Lülei(律令) Code has been focused. Partly this tendency seems to originate in 

the view point that Goryeo belongs to the Lülei system states in East Asia. Therefore 

many researchers concentrated on the comparison analysis of Goryeo’s legal inheritance 

with Chinese (or Japanese) Lülei. This way has limitations for the legal system to be 

drawn fully. Because laws based on the king’s orders(王法), so called Pan(判), Je(制) and 

Gyo(敎) are overlooked. Here attention is paid to these laws. And it is concluded that 

these kings’ laws took charge of essential parts, and that they were a basic ingredient for 

the foundation of the changed system of Joseon Dynasty(1392~1910 A.D.).

Goryeo accepted Tanglü(唐律) which had been traditionally admitted as a reasonable 

code and according to circumstances legislated Pan(判), Je(制) and Gyo(敎) in order to 

achieve the legal structure matching the particular needs of its society. Gradually this 

kind of kings’ laws became leading regime because of their adaptabilities and they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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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mulated, categorized and referred as norms. This social heritage can make the next 

dynasty found the new legal system quickly. On this base Joseon could eventually 

accomplish unifying code system placing the ≪Gyeonggugdaejeon≫(經國大典) Code in 

the center.

[Key Words] Pan(判), Je(制) and Gyo(敎), Laws Based on the Kings’ Orders(王法), 

Goryeo’s Code, Lülei(律令), Tanglü(唐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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