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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당률과 현행법을 비교하여 보면, 법리(法理)적인 면에 있어서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

는 요소가 당률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이 반영되고 있다. 그러한 면을 검토하기 위해서 

본고(本攷)에서는 손괴(損壞)와 관련된 규정을 대상으로 비교하여 보았다.
손괴(損壞)라는 개념의 성립요건은 기본적으로 “고의성(故意性)”과 “재물을 영득(領得)

하지 않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당률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그에 

더해서 현행법의 개념에서는 손괴(損壞)의 개념에서, 재물(財物)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것

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당률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당률에서는, 구단(丘壇)에서 대사(大祀)등을 행할 때, 구단(丘壇)을 훼손하거나 파괴한 

경우에 엄벌(嚴罰)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왕조(王朝)나 국가(國
家)등에 연관된 권위와 결부시켜서 가중(加重)처벌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점은 대사(大祀) 
때에 제단(祭壇)에 올려놓은 제물(祭物)을 손상(損傷)시켰을 경우에는 같은 이유로 현행법

 * 본 연구는 경북대학교 2011년도 연구교수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 경북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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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단순한 손괴로 처리하게 된다. 이 사안에서는 손상의 경우와 해당 물품을 훔쳤을 때

의 도죄(盜罪)와 마찬가지로 엄벌에 처해지도록 했으나 이점 자체에서도 전통중국법의 중시

하고 있는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천존상(天尊像)이나 불상(佛像)을 훔쳤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현행법에서는 단순한 손괴

(損壞)로 간주하고 있겠지만, 전통 중국법에서는 가중(加重) 처벌하고 있다. 이점은 종교 자

체를 왕조에 대한 옹호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전통중국의 입장에서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덤을 파헤치거나 고의로 관곽이나 시체를 손괴(損壞)한 경우는 현행법에서도 손괴(損

壞)와 다른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어느 쪽이나 큰 범위에서는 손괴(損壞)의 범주에 속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사안(事案)은 그 범죄가 가지는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현행법

이나 당률에서 모두 엄형에 처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비갈(碑碣)․석수(石獸)를 훼손

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서는 단순한 손괴(損壞)에 그치겠지만, 전통 중국법에서는 좀 더 엄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주제어] 고의, 당률, 대사, 망실, 발총, 배상가, 배장, 배징, 불응득위, 비부, 손괴, 
시신유기, 영득죄, 은닉, 장물, 파괴, 현행법, 훼손

Ⅰ. 서언(序言)
 

당률(唐律)을 한국의 현행법에 맞추어서 재분류(再分類)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당률이 가지고 있는 법체계와 한국의 현행법이 가지고 있

는 법체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각기 주안(主眼)으로 삼고 있

는 법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재

분류(再分類)해 보려고 시도하는 것은 이 시점에 법사학(法史學)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학도(學徒)들이 당률에 그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전통법과 서양법의 접점을 찾아보

면서 그 이해를 꾀하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

한국의 현행법을 이재상의 형법각론1)에서 분류한 바를 기준으로 삼아

서, 당률을 분류하는 표본으로 삼았다. 또한 당률에는 하나의 조문(條文)에 

실린 내용이, 한국의 현행법에서는 여러 법조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도 

1) 이재상, 형법각론(박 사, 1989, 제5판 2006) 제1편 제5장 제8절 손괴의 죄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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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필자가 한국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다 보면 전혀 상관없을 

내용인 것처럼 보이는 조항들이, 해당 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판결되는 경우

도 있었다. 그만큼 법리(法理)라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알 수도 있었고, 전

통중국법을 이에 맞추어서 분석해야 하는 점에서 약간의 어려운 점도 있는 

것이다.

손괴(損壞)라는 것은 타인의 재물(財物)등을 파괴(破壞)2)하거나 은닉(隱

匿)3) 또는 기타의 방법4)으로 그 효용(效用)을 해치는 것5)을 내용으로 한다. 

재산죄 가운데 재물(財物)만을 객체(客體)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이다. 그러

나 재물을 득(領得)한 경우에는 도죄(盜罪)에 해당하며, 훼손(毁損)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해치기만 한 경우에는 손괴죄(損壞罪)가 되는 것이다. 그리

고 손괴죄에는 고의성(故意性)이 있었는지 여부(與否)가 중요하다. 고의성(故

意性)이 있었으면 손괴죄가 되지만 고의(故意)가 없었으면 과실(過失)로 끝

나는 것이다. 

2)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供)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

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도7219 판결>. 
3) 은닉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들어서 재물 이용자의 그 이용가능성을 

침해하여 그 효용을 해치는 것을 말한다.(권오걸, 스마트 형법각론(형설출판사, 2011), 695쪽 

참조)
4) 우물에 연결하고 땅속에 묻어서 수도관적 역할을 하고 있는 고무호오스 가운데 약 1.5미터를 발굴

하여 우물가에 제쳐 놓음으로써 물이 통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고무호오스의 구체적인 효용을 해

(害)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71.1.26. 선고 70도2378 판결>
5) 피고인이 피해자 K를 좀 더 호젓한 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따라 오라

고 하 는데 피해자가 따라 오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갔기 때문에 위 가방을 돌려 주기 위하여 부근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 <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1345 판결>에서는 ≪형

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供)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결하 다. 그밖에,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 페인

트로 도색하여 광고문안을 지워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1,10,22.선고 91도

2090 판결). 



죄명 도죄(盜罪) 손괴죄(損壞罪)
망실죄(忘失罪)․
과실죄(過失罪)

득(領得)여부
재물을 득(領得)한 

경우
훼손(毁損)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해친 경우

고의성(故意性)
여부

고의성(故意性) 있음
고의성(故意性)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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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행 손괴죄에서는 ‘재물(문서)손괴죄’와 ‘공익건조물(公益建造物)

파괴죄’가 기본적 구성요소이다. ‘미수범(未遂犯)’을 처벌하며, ‘경계침범죄

(境界侵犯罪)’를 규정하고 있다. 재물손괴죄(財物損壞罪)는 재물의 이용가능

성(利用可能性)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익건조물파괴죄는 소

유권(所有權)에 관계없이 재물의 기능(機能)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경계침

범죄는 토지경계를 명확히 하여 소유권의 이용가치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손괴죄의 공통된 보호법익은 재물 내지 부동산의 “효용”이라고도 

한다.6) 손괴(損壞)와 파괴(破壞)는 그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소재를 불

분명하게 하여 발견되지 못 하게 하는 은닉(隱匿)과도 다르다. 재물손괴죄는 

미필적(未畢的)고의(故意)이더라도 고의(故意)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그 

재물을 취득하여 제 것으로 만드는 득죄(領得罪)와는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둔다.7) 

그런데, 본고의 제목에서 “손괴(損壞)유형(類型)”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훼손(毁損)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해치거나 고의성(故意性) 있더라도, 

대사(大祀)와 관련된 조항이나 종교적 신령성(神靈性)을 해치는 경우나 발총

(發塚)과 같이 범죄행위가 전통법에서나 현행법에서 사회일반으로 보아서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손괴(損壞)를 초월하므로 가중 처벌해야 하

기 때문에, 손괴를 초월하게 된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전체적으로 손괴(損壞)

의 유형(類型)을 가지고 있는 범죄를 포함하여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6) 권오걸, 스마트 형법각론(형설출판사, 2011), 687쪽.
7) 일반적으로 득죄(領得罪)는 절도죄(竊盜罪)등에 해당하므로, 손괴죄(損壞罪)보다는 무거운 형벌

이 적용되지만, 당률에서는 대상물(對象物)에 따라서는 손괴죄도 득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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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공(公共)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

당률에서 관부(官府) 재물을 훼손시키는 것은 대부분 관인(官人)의 직무와 

관계되는 범죄로, 주요한 것으로는 관축(官畜)의 상해(傷害)와 관물(官物)의 

훼손(毁損)이라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를 한국의 현행법으로 보자면, 

오히려 모두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8) 

훔친 경우에는 강도나 절도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게 될 것이다. 이에는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했다[領得罪]는 점이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다. 

그에 비해서 손괴죄(損壞罪)는 범죄자(犯罪者)가 손괴(損壞)를 했더라도 본

인이 굳이 어떠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범죄자가 재물을 훼

손했기 때문에 재물의 점유자인 관부(官府)나 해당 사회(社會)가 정신적으로

나 심리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나 효용상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처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관(官)과 사(私)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

가 크게 차이(差異)난다. 손괴죄의 대상인 재물로는 타인(他人)의 소유라면, 

개인 소유이든 국가의 소유이든 불문(不問)한다. 관(官)과 사(私)의 구분은 

대상물의 소유(所有)에도 적용되며, 또한 범행을 누가 저질 는지도 구분된

다. 그런데, 당률의 손괴죄에서는 관(官)과 사(私)의 구분에 따른 처벌의 차

이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 공공(公共)의 신령(神靈)스러운 곳의 기물(器物)을 훼손한 경우

1) 丘壇에서 大祀를 행할 때 丘壇을 훼손하거나 파괴한 경우 

(第436條 雜律 48 毁大祀丘壇)

｢잡률｣의 毁大祀丘壇조 [율문]에서 규정하기를 “구단(丘壇)에서 장차 대사

(大祀)를 행할 때, 수위(守衛)가 있는데 훼손한 경우는 유형2천리에 처한다. 

행사일(行事日)이 아니면 도형1년에 처한다. 유문(壝門)의 경우에는 각각 2등

8) 관축(官畜)의 상해(傷害)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고, 관물(官物)의 훼손(毁損)은 재산의 

배임(背任)이라고 보는 일부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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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한다”9)고 되어있다. [소의]에서는 “원구(圓丘)에서 하늘에 제사지내고, 

방구(方丘)에서 토지에 제사지내며, 오시(五時)에 기(氣)를 맞이하여 오방(五

方)의 상제(上帝)에 제사지내는데 모두 각각 단(壇)이 있음을 말한다”면서, 

“구단(丘壇)을 훼손하거나 파괴한 경우에는 유형2천리에 처한다”10)고 하

다. 제사(祭祀)지내는 날이 아닌 경우에 훼손하 으면 도형1년에 처한다.11) 

구단(丘壇)은 흙으로 쌓아올린 언덕으로서 제사를 준비하는데 쓰인다. 유문

(壝門)은 구단(丘壇)의 밖에 흙을 쌓아 만든 문이다. “유문(壝門)을 훼손한 

경우에는, 제사(祭祀)지내는 날이면 도형2년반에 처하고 제사(祭祀)지내는 

날이 아니면 장형90대에 처한다”12)고 되어있다. 

현행법에서는 장례식(葬禮式) 제사(祭事) 예배(禮拜) 설교(說敎)방해죄(妨

害罪)가 있어서, 이를 방해(妨害)하면 징역(懲役) 3년 이하나 5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제158조).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며, 행사의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13) 현행법에서도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니

다. 

“중사(中祀)․소사(小祀)에서 훼손한 경우에는 각각 2등씩 차례로 감한

다”14)고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도 훼손한 것이므로, 손괴죄에 해당한다. 행

사가 있는 날이었는지, 평일이었는지의 시점에 따른 구분으로 처벌이 달라

진다. 

9) [律文] 諸大祀丘壇將行事, 有守衛而毁者, 流二千里, 非行事日, 徒一年. 壝門, 各減二等.(당률소의
第436條 雜律 48 毁大祀丘壇)

10) 此時有損壞丘壇者, 流二千里.(당률소의 第436條 雜律 48 毁大祀丘壇.[疏])
11) 非行事日, 謂非祭祀之日而毁者, 徒一年.(당률소의 第436條 雜律 48 毁大祀丘壇.[疏])
12) 毁壝門者, 將行事之日, 徒二年半, 非行事日, 杖九十.(당률소의 第436條 雜律 48 毁大祀丘壇.[疏])
13) 대법원 1982.2.23. 도 2691(공보 679-399)
14) 毁中․小祀, 各遞減二等.(당률소의 第436條 雜律 48 毁大祀丘壇.[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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毁大祀 丘壇

수위(守衛)가 있는데 훼손 유형2천리

436條
행사일(行事日)이 아닐 때 도형1년

毁大祀 壝門 

수위(守衛)가 있는데 훼손 도형2년반

행사일(行事日)이 아닐 때 장형90대

毁中祀 丘壇

수위(守衛)가 있는데 훼손 유형2천리에서 2등 감한다

436條
행사일(行事日)이 아닐 때 도형1년에서 2등 감한다

毁中祀 壝門 

수위(守衛)가 있는데 훼손 도형2년반에서 2등 감한다

행사일(行事日)이 아닐 때 장형90대에서 2등 감한다

毁小祀 丘壇

수위(守衛)가 있는데 훼손 유형2천리에서 4등 감한다

436條
행사일(行事日)이 아닐 때 도형1년에서 4등 감한다

毁小祀 壝門 

수위(守衛)가 있는데 훼손 도형2년반에서 4등 감한다

행사일(行事日)이 아닐 때 장형90대에서 4등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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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고, 대사(大祀)인지 중사(中祀)나 소

사(小祀)인지 행사의 등급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진다. 감형(減刑)을 할 때

에는 도형(徒刑)전체가 하나의 등급으로 간주되어 1등급 감형하면 장형(杖

刑)100대로 되며, 유형(流刑)도 감형(減刑)을 할 때에는 유형(流刑)전체를 

마찬가지로 하나의 등급으로 간주되어 1등급 감형하면 도형(徒刑)3년이 된

다.

2) 大祀 때에 신에게 바치는(神御) 물품을 훼손한 경우 

(第435條 雜律 47 棄毁亡失神御之物)

당률과 같은 전통 중국법에는 “십악죄(十惡罪)”15)가 있어서, 이에 해당하

15) 십악(十惡)에 관해서는 김택민, 동양법의 일반 원칙(아카넷, 2002)의 ｢제5장 중죄(십악) 엄형주

의 원칙｣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십악은 특권 계급에 관련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 사면

령(赦免令)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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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현행법과는 달리, 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엄형에 처해진다. 

｢잡률｣ <棄毁亡失神御之物조>의 [율문 에는 “대사(大祀) 때에 신에게 바치

는(神御) 물품, 또는 황제의 옥새(御寶)․황제(乘輿16))가 입고 부리는 물품

(服御物)이거나, 황제가 입고 부리는 물품은 아니지만 황제가 사용하는 물품

을 버렸거나 훼손한[棄毁] 경우는 각각 도죄(盜罪)로서 논한다[以盜論]”17)라

고 규정하 다. 이 조항은 대사(大祀) 때에 신에게 바치는(神御) 물품․황제

의 옥새(御寶)18)나 황제(乘輿)가 입고 부리는 물품(服御物)을 버리거나 훼손

한 경우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손괴(損壞)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규정에는 이에 덧붙여, “망실(亡失)하 거나 잘못으로 훼손한 경우는 도죄

(盜罪)에 준(準)하여 논하되[準盜論] 2등을 감한다”19)고 되어있다. 즉, 고의

(故意)가 아닌 망실(亡失)등의 경우에도 도죄(盜罪)로 처벌하고 있다. 일반적

으로는 고의(故意)가 아니라면 손괴에 이르지 않으므로 무죄(無罪)로 되지

만, 이 경우에는 사안(事案)이 엄중하여 대불경(大不敬20))에 해당하므로 처

벌되고 있다. 

16) 乘輿; 乘輿라는 것은 고대에 천자(天子)나 제후(諸侯)가 올라타는 차량을 가리키는 용어이거나 황

제가 사용하는 기물을 가리킨다. 단순히 거마(車馬)나 전차(戰車)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뒷시대로 가면서, 단순히 황제(皇帝)를 가리키는 대칭(對稱)이 되어버렸다. 
17) [律文] 諸棄毁大祀神御之物, 若御寶․乘輿服御物及非服而御者, 各以盜論.(당률소의 435조, ｢잡

률｣ 47. 盜毁天尊佛像. [소의])
18) “황제의 옥새(御寶)”란, 皇帝의 여덟 가지 옥새(八寶), 太皇太后․皇太后․皇后의 옥새(寶)를 말하

며(당률소의 51조, 권6, 名例 51, <稱乘輿車馬及制勅>; 당률소의 271조, 권19, 賊盜 24, <盜御

寶及乘輿服御物>), 황제의 옥새(御寶)를 버렸거나 훼손한[棄毁] 경우는 교수형(絞首刑)에 처한다.
19) 亡失及誤毁者, 準盜論減二等.(당률소의 435조, ｢잡률｣ 47 <棄毁亡失神御之物>) 단, 準盜罪로 논

한 경우에는 除名․免官․倍贓․監主加罪․加役流의 법례에 포함되지 않는다.
20) 대불경(大不敬)은 황제의 권위에 손상을 입히거나 자칫하면 황제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

한 사안이다. 김택민, 동양법의 일반 원칙(아카넷, 2002), ｢제5장 중죄(십악) 엄형주의 원칙｣ 제6
절 대불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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棄毁亡失

神御之物

棄毁大祀神御之物 유형2500리(적도 23, 24) 유형2500리 435條

非服而御之物 不入十惡(적도 24)
도형1년반(贓重者, 
計贓各加凡盜一等)

435條

其擬供神御, 
及供而廢闕, 
若饗薦之具已饌呈

①신어에 바치려고 예정된 것, 
②바치고 폐결(廢闋)된 것, 
③향천(饗薦)의 물품으로 이미 
찬정(饌呈)된 것 -->도형2년

①신어에 바치려고 예정된 것, 
②바치고 폐결(廢闋)된 것, 
③향천(饗薦)의 물품으로 이미 
찬정(饌呈)된 것 -->장형100대

435條

未饌呈
아직 찬정되지 않은 것 

-->도형1년반
아직 찬정되지 않은 것 

-->도형1년반
435條

옥새(御寶)를 
버렸거나 훼손

교수형(적도 24) 도형2년 435條

棄毁服而御之物 적도 24 도형1년반 이상(以盜罪) 435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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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사(大祀)에 사용되도록 제공된, 신령에게 제사지내는 물품을 버렸

거나 훼손하 거나 잃어버린 행위를 가리킨다. 이런 종류의 행위는 관물을 

버렸거나 훼손한 죄에 속하므로 비록 손괴죄에 속하지만, 버렸거나 훼손한 

바의 물품이 특수하여, 천지(天地)․조종(祖宗)을 모독(冒瀆)하거나 불경(不
敬)한 성질을 지니고 있으므로 일반 범죄와 달리 ‘대불경(大不敬)’의 성질로 

간주되고, ‘십악(十惡)’에 열입되었다. 율문에서는, 대사(大祀) 때에 신에게 

바치는(神御) 물품․어보(御寶)나 황제(乘輿)가 입고 부리는 물품(服御物)을 

버리거나 훼손한[棄毁] 경우는 기율을 위반하는 고의(故意)범죄에 속하는 것

인데, 범행자는 각각 도죄(盜罪)로 논죄한다[以盜論]. 특히 대사(大祀)제사를 

진행하는 단계21)에서 어느 시점에 범행했는지를 세 하게 구분하여 처벌 수

준을 달리 규정하 다는 점이 주목된다.22) 이 사안은 손괴죄(損壞罪)이지만, 

21) 제사 의례가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지를 소상하게 언급한 내용은 대당개원례 등을 참조

할 수 있겠다. 그 진행에 대해서는 하워드 J. 웨슬러, 비단같고 주옥같은 정치(임대희 옮김, 고즈

윈, 2005)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있다.
22) 唐律疏議 270조, ｢賊盜律｣ 23 <盜大祀神御物>조에 따르면, “대사(大祀) 신어에 바친 물품을 훔

친 경우는 유형2천5백리에 처한다. 그러나 신어에 바치려고 예정된 것이나 바치고 폐결(廢闋)된 

것, 그리고 향천(饗薦)의 물품으로 이미 찬정(饌呈)된 것의 경우는 도형2년에 처한다. 아직 찬정되

지 않은 것의 경우는 도형1년반에 처한다. 이미 마친[闋] 것의 경우는 장형100대에 처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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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도죄를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득죄(領得罪)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셈이다. 

버렸거나 훼손한[棄毁] 죄를 ‘도(盜)로 논하여[以盜論]’라고 하는 표현은, 

｢명례율｣ <칭반좌죄지(稱反坐罪之)>23)에 의해 “이왕법론(以枉法論)이나 이

도론(以盜論)으로 칭하는 종류는 모두 진범(眞犯)과 같다”라는 규정마저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중사(中祀)인 경우에는 대사(大祀)보다 2등급 감하

여 처벌하고, 소사(小祀)인 경우에는 중사(中祀)보다 2등급 감하여 처벌한

다. 

이를 현행법으로 보자면, 현충일(顯忠日)에 식장(式場)에서 헌화(獻花)해 

놓은 꽃을 의식(儀式)이 진행되는 사이에 고의적으로 치워버렸다던가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하여야 하는지 논의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행

법에서는 손괴죄로 처벌하겠지만 그다지 엄중한 처벌로 되는 것은 아니라

고 생각된다. 그러나, 전통 중국법에서는 위와 같이 상당히 중죄로 논죄되

는 것은 그만큼 국가적인 위계질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망실(亡失)하 거나 잘못으로 훼손한 경우”에는 ‘준도로 논하므로

[準盜論]’, 이 경우에는 ‘준왕법론(準枉法論)․준도론(準盜論)이라고 칭하는 

종류의 죄는 유형3천리에서 그치며’라는 처벌에 준하게 된다. 단지, 제명(除

名)․면관(免官)․배장(賠贓) 및 감림관(監臨官)과 주수관(主守官)의 가죄(加

罪)․가역류(加役流)의 범주에는 들지 않는다. “망실(亡失)하 거나 잘못으

로 훼손한 경우”는 실직(失職) 오범(誤犯)에 속하므로 손괴(損壞)에 이르지 

않아서, 고의(故意)범에 비해서는 그 벌이 가벼운 셈이나, “도죄(盜罪)에 준

(準)하여 논하되[準盜論] 2등을 감한다”24)고 규정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棄毁亡失神御之物>조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23) 당률소의 53조, 명례 53, 稱反坐罪之. 
24) 대사(大祀) 때에 신에게 바치는(神御) 물품을 망실하거나 잘못하여 훼손한 경우는 각각 도형2년반

이고, 어보를 망실하거나 잘못하여 훼손한 경우는 각각 도형3년이고, 황제(乘輿)가 입고 부리는 물

품(服御物)을 망실하거나 잘못하여 훼손한 경우는 각각 도형2년반이고, 황제가 입고 부리는 물건이 

아닌 경우는 각각 장형100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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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天尊像이나 佛像을 훔쳤거나 훼손한 경우 (第276條 賊盜 29 盜毁天尊佛像)

｢적도률｣ 盜毁天尊佛像조의 [율문]에는 “①천존상(天尊像)이나 불상(佛

像)을 훔쳤거나 훼손한 경우는 도형3년에 처한다. ②만약 道士나 女官이 천

존상을 훔쳤거나 훼손한 경우, 僧이나 尼가 불상을 훔쳤거나 훼손한 경우에

는 가역류(加役流)에 처한다. 진인상(眞人像)이나 보살상(菩薩像)인 경우에

는 각각 1등을 감한다. ③훔쳤으나 공양하려한 경우는 장형100대에 처한다. 

④훔친 행위와 훼손한 행위가 반드시 함께 할 필요는 없다”25)고 규정되어

있다.

천존상(天尊像)이란, 도교(道敎)의 최고신(最高神)이다. 天尊이라는 이름

을 가진 神은 많지만 당대에는 불교보다도 도교를 우선하 기에 도교의 최고

신을 불상보다도 앞에 표기하 다. 진인상(眞人像)이나 보살상(菩薩像)은 해

당 종교에서 최고신보다는 등급이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소의] 등을 포함하여 이 조문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아래와 

같다.

① 일반인이 훔쳤거나 훼손하 다면 각각 도형3년에 처한다.

② 성직자(聖職者)가 자신이 섬기는26) (종교적) 선성(先聖)의 형상을 훔쳤거나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가역류(加役流)로 처벌하는 것이며, 이는 속인(俗人)

의 경우보다 가중(加重) 처벌하는 것이다.27)

이 조문에서는 훔치든지 훼손하든지 어느 한쪽의 행위만 있더라도 本條의 

요건이 된다고 해서, 득죄(領得罪)가 되는 훔친(盜) 행위와 손괴죄(損壞罪)

25) [律文] 諸盜毁天尊像佛像者, 徒三年. 卽道士女官盜毁天尊像, 僧尼盜毁佛像者, 加役流. 眞人菩薩, 各
減一等. 盜而供養者, 杖一百.(盜毁不相須)(당률소의 276조, ｢적도｣ 29. 盜毁天尊佛像. [율문])

26) 자신이 섬기는 종교가 아닌 경우, 가령 道士 등이 佛像이나 菩薩像을 훔쳤거나 훼손한 경우나, 僧이나 

尼가 天尊像 혹은 眞人像을 훔쳤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각각 일반인[凡人]의 法과 마찬가지이다.
27) [疏]議曰, 凡人或盜或毁天尊若佛像, 各徒三年. ｢道士女官盜毁天尊像, 僧尼盜毁佛像者, 各加役流｣, 

爲其盜毁所事先聖形像, 故加役流, 不同俗人之法. ｢眞人菩薩, 各減一等｣, 凡人盜毁, 徒二年半, 道士

女官盜毁眞人, 僧尼盜毁菩薩, 各徒三年 ｢盜而供養者, 杖一百｣, 謂非貪利, 將用供養者. 但盜之與毁, 
各得徒流之坐.(당률소의 276조, ｢적도｣ 29. 盜毁天尊佛像. [소의])



案件 內容 도죄(盜罪) 손괴죄(損壞罪)

盜毁天

尊佛像

천존상(天尊像)이나 불상(佛像)을 
훔쳤거나 훼손

득죄(領得罪)와 손
괴죄(損壞罪)를 구분
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벌

도형3년

276條

道士나 女官이 천존상을 훔쳤거나 
훼손

가역류(加役流)

僧이나 尼가 불상을 훔쳤거나 훼손 가역류(加役流)

진인상(眞人像)이나 보살상(菩薩像) 1등을 감한다

훔쳤으나 공양하려한 경우 장형100대

공임(工賃)이 많이 드는 것을 훼손
공임(工賃)을 계산하
여 좌장죄(坐贓罪)로 
논한다. 

각각 수리하여 
건립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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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훼손한(毁) 행위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다(盜毁不相須).28) 이

는 범죄자가 속하고 있는 종교 집단의 입장에서 볼 때에, 험한 효험을 가

진 신령스러운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죄악이라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① 진인상이나 보살상을 일반인이 훔쳤거나 훼손하 다면 도형2년반에 처하

고,29) 성직자(聖職者)가 훔쳤거나 훼손하 다면 (加役流에서 1등을 감하여) 

도형3년에 처한다. 

② 그 밖에 화생(化生)․신왕(神王)과 같은 상을 훔쳤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해

서는 안 되는데 행한 경우[不應得爲]30)”조(條)의 사리가 무거운 쪽에 따라서 

처벌한다. 즉 이때에는 장형80대에 처한다.

 

28) 故注云 ｢盜毁不相須｣. 其非眞人菩薩之像, 盜毁餘像者, 若化生神王之類, 當｢不應爲從重｣.(당률소

의 276조, ｢적도｣ 29. 盜毁天尊佛像. [소의])
29)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의 성자(聖者)가 아니라면 일반인에 대한 형벌과 같다. 其道士等盜毁佛像及

菩薩, 僧尼盜毁天尊若眞人, 各依凡人之法.(당률소의 276조, ｢적도｣ 29. 盜毁天尊佛像. [소의])
30) 해서는 안 되는데 한 경우는 태형40대에 처한다. 이치상 그 사안이 무겁다면 장형80대에 처한다. 

(당률소의 450조, ｢잡률｣ 62, 不應得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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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31)나 도교32)와 같은 종교의 신령성(神靈性)을 보호하는 법들은 대부

분 각 종교의 신들을 나타내는 형상들을 훔치거나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처

벌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종교에 관해서는 지금은 국가 체제

와 관련이 없이 법률에서는 개별적인 조직으로 되어있지만, 당대를 비롯한 

중국의 중고(中古)시대에는 종교조직이 비록 국가조직 자체는 아니었지만, 

국가로부터 후원을 받으면서도 견제를 받는 애매한 관계가 유지되었다. 이에

는 종교조직을 통해서 일반인을 교화(敎化)하면서 한편으로는 왕조(王朝)의 

국가지배의 정당성을 선전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33) 따라서, 종교적인 

권위에 침범하는 행위는 사적(私的)인 역을 뛰어넘는 공공의 역에 준하

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여진다. 이 사안에서는 훔친 경우에 도죄(盜罪)를 적

용하고 훼손한 경우에 손괴죄(損壞罪)를 적용하지만 그 형량은 마찬가지

던 점에서 매우 사회적인 향에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하 던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보더라도, 사원(寺院)의 승관(僧官)제도가 

국가 조직에서의 관직(官職)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승관(僧官) 제도를 우

대하면서,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인정하고 있었던 점도, 이와 동일한 범주에

서 마련되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당률에서는, 이에 덧붙여서, 득죄(領得罪)에 해당되므로 손괴죄(損壞罪)

에서는 벗어나지만, “장물(贓物)을 자신이 착복해버린 경우에는 곧 일반 도

법(盜法)에 따른다. 만약 공임(工賃)이 많이 드는 것을 훼손하 다면 공임(工

賃)을 계산하여 좌장죄(坐贓罪)로 논한다. 각각 수리하여 건립하게 한다”34)

라는 규정도 첨부되어 있다. 

31) 布目潮渢, ｢隋開皇律と佛敎｣, 橋本芳契博士退官記念佛敎硏究(淸文堂, 1975).
何柏生, ｢佛敎與中國傳統法律文化｣, 法商硏究(1999.4).

32) 王永平, ｢论唐代道教的管理措施｣, 山西师大学报(2002). 
33) 아서 라이트, 김유철 옮김, ｢당태종과 불교｣, 당대사의 조명(아르케, 1999).

스탠리 바인스타인, 임대희 옮김, ｢당대 불교종파 형성과정에서의 황실후원｣, 당대사의 조명(아
르케, 1999).
何玆全, 안순형․임대희 옮김, 중국사원경제사연구(학고방, 2013) 참조.

34) 有贓入己者, 卽依凡盜法. 若毁損功庸多者, 計庸坐贓論. 各令修立.(당률소의 276조, ｢적도｣ 29. 盜
毁天尊佛像. [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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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公的)인 문서(文書)나 기물(器物)을 훼손한 경우

1) 제서(制書)나 관문서를 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당률소의 438조 ｢잡률｣ 50 棄毁亡失制書官文書)

｢잡률｣에는 “제서(制書)나 관문서(官文書)35)를 버리거나 훼손36)한 경우

에는 도죄(盜罪)에 준해 논한다[準盜論]”37)라고 규정하 다. 이는 손괴에 

해당하는데, ｢적도율｣에 “제서(制書)를 훔친 경우에는 도형2년에 처하고, 

관문서(官文書)를 훔친 경우는 장형100대에 처한다”38)라고 하 다. “제서

(制書)를 버리거나 훼손하 다”에서 버린 경우이거나 훼손한 경우 가운데 

하나만이라도 해당하면 죄가 된다.39) 훼손의 경우는 반드시 문자(文字)를 

손상시켜야 처벌한다. ‘제서(制書)’라 한 것에서 칙(勅)이나 주초(奏抄)도 또

한 같다. ‘관문서(官文書)’란 담당 부서(曹司)에서 시행하는 공안(公案)이나 

부(符)․회람문서(移)․보고문(解)․첩(牒) 같은 것을 말한다. “도죄(盜罪)에 

준해 논한다[準盜論]”는 것은 각각 도법(盜法)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을 말

한다.

 

35) 唐代 公文書는 크게 왕언(王言)과 관문서(官文書)로 나뉜다. 왕언(王言)에는 ①冊書(立后建嫡 등에 

이용), ②制書(=詔書)(行大賞罰․授大官爵 등), ③慰勞制書(褒贊賢能 등), ④發日勅(增減官員․廢

置州縣 등), ⑤勅旨, ⑥論事勅書(慰喩公卿 등), ⑦勅牒의 7종이 있으며(唐六典 卷9, 中書省․中

書職掌 참조), 관문서(官文書)에는 부(符)․회람문서(移)․關․解․牒 등이 있다.
36) ‘훼손’이라면, 반드시 文字를 손상(損傷)시킨 경우에만 이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만약 문서의 내용

(內容)을 바꾸고자 한 경우에는 거짓으로 增減시킨 法에 따른다.
37) 棄毁制書及官文書者, 準盜論.(당률소의 438조 ｢잡률｣ 50 棄毁亡失制書官文書)
38) 盜制書者, 徒二年. 官文書, 杖一百.(당률소의 273조, 권19, ｢적도｣ 26, 盜制書)
39) 버리거나 훼손한 것 가운데 하나만 犯해도 죄를 주는 것으로서, 양자 모두 구비되어야 죄를 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案件 內容 領得 損壞 亡失 

棄毁
亡失

制書

官文書

거짓으로 관문서(官文書)를 
만들거나 증감(增減); “식(式)을 
어겨 조작한 것”에 따라 처벌

장죄(杖罪) 이하이면 
장형100대.

369조
도죄(徒罪) 이상은 

1등을 더한다

주관 관원 스스로 피하고자 한 
것이 있어서 버리거나 훼손; 
“식(式)을 어겨 조작한 것”에 
따라 처벌

장죄(杖罪) 이하이면 
장형100대.

도죄(徒罪) 이상은 

1등을 더한다

제서(制書)를 버리거나 훼손
(準盜論) 
도형2년

438조

관문서(官文書)를 버리거나 훼손
(準盜論) 

장형100대

제서(制書)를 망실(亡失)하 거나, 
잘못으로 훼손

도형1년

(?,장형90대)

관문서(官文書)를 망실(亡失) 
하 거나, 잘못으로 훼손

장형80대

잘못으로 부(符)․회람문서(移)․ 

보고문(解) 첩(牒)을 훼손
장형60대

關․刺를 잘못하여 훼손 장형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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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서(制書)나 관문서(官文書)를 망실(亡失)하 거나, 잘못으로 훼

손”한 경우에는 故意가 아니므로 손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각각 2등을 감

한다”라고 하는데, 이는 각각 버리거나 훼손한 죄에서 2등을 감하는 것을 말

한다. ‘망실(亡失)’이란 떨어뜨렸거나 도둑맞은 것을 깨닫지 못한 경우를 말

한다. “잘못으로 훼손하 다”는 것은 잘못으로 훼손하여 문자(文字)를 파손

시킨 것을 말하며, 각각 2등을 감한다. 그러므로 <주>에서 “훼손의 경우에는 

반드시 문자(文字)를 손상시켜야 처벌한다”라고 하 다. 즉 제(制)․칙(勅)․

주초(奏抄)를 훼손한 경우에는 도형1년에 처하고40) 관문서(官文書)를 훼손

40) 감형을 하는 경우에는 도형2년에서 1등을 감하면 장형100대가 되고, 2등을 감하면 장형90대가 되

어야 할 것이다. 무언가 특수한 감형이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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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는 장형80대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당률에서는 감형(減刑)인 경우

에 유형(流刑)과 도형(徒刑)은 그 전체를 하나의 등급으로 보아서, 도형2년에

서 2등급을 감형하면 장형90대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도형(徒刑)의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형1년으로 감형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만약 훔치거나 훼손하여 문서의 내용을 바꾸고자 한 경우는 마땅히 증감

법(增減法)에 따라, 제(制)․칙(勅)이나 주초(奏抄)라면 교수형(絞首刑)에 처

해야 하고,41) 거짓으로 관문서(官文書)를 만들거나 증감(增減)하 거나42)주

관 관원 스스로 피하고자 한 것이 있어서 버리거나 훼손하 다면 “식(式)을 

어겨 조작한 것”에 따라 처벌하되, 장죄(杖罪) 이하이면 장형100대에 처하고 

도죄(徒罪) 이상은 1등을 더한다.43)

그런데, “잘못으로 부(符)․회람문서(移)․보고문(解) 첩(牒)을 훼손하

거나 잃어버린 경우”44)에는 故意가 아니므로 손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장

형60대에 처한다. <주>에 “아직 담당 관청에 접수되지 않고 원안 상태로 있

는 경우를 말한다”45)고 첨부되어있다. 즉 아직 담당 부서에 접수되지 않은 

사이에 잘못으로 훼손한 경우로 관(關)․자(刺)는 율(律)에 규정이 없더라도 

또한 부(符)․회람문서(移)와 마찬가지로 처벌한다.46) 관(關)․자(刺)를 잘

못하여 훼손한 경우 역시 장형60대에 처한다.

한국의 현행 형법에서는, 자기 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이미 타인(타 기

관)에 접수되어 있는 문서에 대하여 함부로 이를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

하지 못하게 하 다면 문서손괴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을 채권자가 몰래 그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문서변조

죄가 아니라 손괴죄가 성립된다.47) 

41) 당률소의 367조, 권25, 詐僞 6, 詐爲制書及增減.
42) 諸詐爲官文書及增減者, 杖一百.(당률소의 369조, 권25, 詐僞 8, 詐爲官文書及增減[律文1])
43) 卽主司自有所避, 違式造立及增減文案, 杖罪以下, 杖一百, 徒罪以上, 各加所避罪一等.(당률소의

369조, 권25, 詐僞 8, 詐爲官文書及增減[律文2])
44) 誤毁失符․移․解牒.(당률소의 438조 ｢잡률｣ 50 棄毁亡失制書官文書)
45) 謂未入所司而有本案者.(당률소의 438조 ｢잡률｣ 50 棄毁亡失制書官文書[注])
46) 당률소의 438조 ｢잡률｣ 50 棄毁亡失制書官文書, ｢소의｣. 
47) 권오걸, 스마트 형법각론(형설출판사, 2011), 691쪽.



案件 內容 損壞

棄毁亡失

符節印

궁(宮)․전(殿)의 문부(門符)․발병부(發兵符)․전부(傳符) (準盜論) 유형2천리

437條

사절(使節)이나 황성(皇城)․경성(京城)의 문부(門符) (準盜論) 도형3년

다른 부(符) (準盜論) 도형1년

궁(宮)․전(殿)의 문자물쇠
유형2천리에서 

3등을 감한다 

황성(皇城)․경성(京城)의 문자물쇠
도형3년에서 3등을 
감한다

관문서(官文書)의 인(印)을 버리거나 훼손 도형2년

다른 인(印)을 버리거나 훼손 장형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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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 절 ․ 문의 열쇠를 버리거나 훼손하는 경우 

(당률소의 第437條 雜律 49 棄毁亡失符節印)

｢잡률｣ <棄毁亡失符節印조>의 [율문]에는 “부(符)․절(節)․인(印)이나 문

자물쇠(門鑰)을 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각각 도죄(盜罪)에 준해 논한다

[準盜論]”48)라고 규정하 다. 이는 손괴에 해당하는데, ｢적도율｣에“관문서

(官文書)의 인(印)을 훔쳤다면 도형2년에 처한다. 다른 인(印)이라면 장형

100대에 처한다”, “궁(宮)․전(殿)의 문부(門符)․발병부(發兵符)․전부(傳

符)를 훔쳤다면 유형2천리에 처하고, 사절(使節)이나 황성(皇城)․경성(京城)

의 문부(門符)라면 도형3년에 처한다. 다른 부(符)는 도형1년에 처하고 문자

물쇠(門鑰)는 각각 3등을 감한다”49)라는 규정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符)․절․印 이하를 망실하 거나 잘못으로 훼손”한 경우에는 

故意가 아니므로 손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각각 2등을 감한다”라고 하는

데, 이는 각각 버리거나 훼손한 죄에서 2등을 감하는 것을 말한다.

48) 棄毁符․節․印及門鑰者, 各準盜論.(당률소의 437조 ｢잡률｣ 49 棄毁亡失符節印, [律文])
49) 盜官文書印者, 徒二年. 餘印, 杖一百.(당률소의 272조, 권19, ｢적도｣ 25, 盜官文書印) 

盜宮殿門符發兵符傳符者, 流二千里, 使節及皇城京城門符, 徒三年, 餘符, 徒一年. 門鑰, 各減三等.(당
률소의 274조, ｢적도｣ 27, 盜宮殿門符)



案件 內容 손괴죄(損壞罪) 망실죄(忘失罪)․과실죄(過失罪)

棄毁亡失

官私器物

①棄毁官私器物 배상(賠償)

445조
②亡失及誤毁官私器物

고의(故意)가 아니므로 손괴에 
이르지는 않지만, 배상(賠償)

③在倉庫, 故棄毁 배상(賠償)

④非可償者 坐而不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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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官私의 器物을 훼손시킨 경우 

(당률소의 445조, 권26, 雜律 57 棄毁亡失官私器物)

당률 ｢잡률｣ 棄毁亡失官私器物조 [율문]에 “①관사(官私)의 기물(器物)

을 버리거나 훼손시키거나, ②망실하거나 잘못으로 훼손시킨 경우에는 각각 

배상(賠償)시킨다”50)고 규정되어있다. 이 경우는 주석에, “倉庫에 두지 않고 

별도로 지키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그에 대해서, “③비록 倉庫에 있더

라도 고의로 버리거나 훼손시킨 경우에는 배상(賠償)가격을 징수하는 것은 

법대로 한다”51), “④그러나 배상(賠償)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벌하되 배상

(賠償)시키지는 않는다”52)고 하 다. 이 조문에는 행위자가 분명하지 않으

나, 조문(條文)사이에 “만약 강도(强盜)당한 경우에는 각각 처벌하지 않고 배

상(賠償)시키지도 않는다”라는 규정이 적혀져 있으므로, 이러한 물품을 관리

하는 관리(官吏)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규정은 주로 배상(賠償)시키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①과 ③은 손괴(損

壞)에 해당하며, 배상(賠償)시키고 있다. ②는 고의(故意)가 아니므로 손괴에 

이르지는 않지만, 배상(賠償)토록 하고 있다. 

당률에서는 위와 같이 배상가(賠償價)를 징수한다는 규정을 볼 때에, 이

러한 사항의 손괴(損壞)와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50) 諸棄毁․亡失及誤毁官私器物者, 各備償.(당률소의 445조, 권26, 雜律 57 棄毁亡失官私器物[律
文])

51) 卽雖在倉庫, 故棄毁者, 徵償如法.(당률소의 445조, 권26, 雜律 57 棄毁亡失官私器物[律文])
52) 其非可償者, 坐而不備.(당률소의 445조, 권26, 雜律 57 棄毁亡失官私器物[律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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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을 엿볼 수 있게 된다. 당률에서의 배상(賠償)은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① “실화(失火)”나  잘못하여 堤防을 터뜨린 경우[误決隄防] 및 교

량(橋梁)훼손(毁損) 등과 같이 실수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경우에, 단지 형사

책임만을 지며, 배상(賠償)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태, ② “고살관사우마(故杀
官私牛马)”과 같이 형사책임을 지면서 동시에 배상(賠償)을 하여야 하는 경

우, ③과실로 타인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 배상(賠償)의 책임만을 지

고 형사상의 제재(制裁)는 받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53) 그밖에 재산권 

이외의 권리를 침범한 경우에 형사 책임은 지지만 배상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가운데 ②의 경우가 손괴(損壞)와 관련하여 배상(賠償)하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田振洪씨가 정리한 바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로 배상(賠

償)하는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가령 축산(畜産)을 예로 들자면, ①관축

(官畜)을 고의(故意)나 과실(過失)로 살상(殺傷)하 다면, 그 감가(減價)된 바

를 배상(賠償)한다. ②동물끼리의 본성이나 서로 다투다가 관축(官畜)이 살

상되었다면 축주(畜主)쌍방이 감가(減價)된 바의 반(半)씩 분담한다. ③긴급

한 상황에서 인신(人身)의 안전을 위해서 부득위하게 살상하 다면 배상하

지 않아도 된다.54) 

｢잡률｣의 <無故於城內街巷走車馬>에서는 “축산(畜産)을 살상(殺傷)한 경

우에는 감손시킨 차액을 배상(賠償)케 한다. 다른 조문에서 투살상(鬪殺傷)

에서 1등을 감한다고 한 경우에 축산(畜産)을 죽 거나 다치게 하 다면, 모

두 이에 준한다”55)고 하 다. 

｢잡률｣의 <盜決堤防>조에는 “고의로 堤防을 터뜨린 경우[故決隄防]에는 

도형3년에 처한다. 재물을 물에 떠내려가게 하여 잃게 한 장죄가 도형3년보다 

무거운 경우56)에는 장죄(贓罪)에 준해서 논한다. 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53) 吴萍, ｢唐律“赔偿”制度研究｣, 江西社会科学(2000.5).
54) 田振洪, ｢唐代法律有關侵害官畜的賠償規定｣, 農業考古(2010.1).

田振洪, ｢唐律中的畜產與損害賠償｣, 重慶工商大學學報(2008), 25-6면.
55) 당률소의 392조, ｢잡률｣ 4, 無故於城內街巷走車馬.
56) “損害를 입힌 장죄(贓罪)가 무거운 경우”라는 것은 실수로 불을 내었기 때문에 불이 번져서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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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상한 경우는 고살상죄(故殺傷罪)로 논한다”57)라고 규정되어있다. ｢잡률｣의 

<水火損敗徵償>[율문]에서 “물이나 불로 (남의 물건을) 손상하거나 망가뜨렸

는데, 고의로 범한 경우는 배상가(賠償價)를 징수하고 과실인 경우는 배상(賠

償)시키지 않는다”58)고 하 다. “물․불로 손상하거나 망가뜨렸다”는 것은 

위의 여러 조문 중에 물․불로 손상하고 망가뜨려 죄를 얻는 경우를 말한다. 

“고의로 범한 경우는 배상가(賠償價)를 징수한다”는 것은 “고의로 隄防을 터

뜨린 경우”, “다른 사람의 집에 물을 흘러들게 한 경우”59) 또는 “고의로 관부

(官府)․해사(廨舍) 및 사가(私家)의 사택(舍宅)․재물(財物)을 태운 경우”60)

와 같이 손상하거나 망가뜨린 것이 있는 경우 등은 각각 배상가(賠償價)를 

징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수로 불을 낸 경우”61)이거나 “隄防을 수리하지 

않아 손상시켜 피해를 입힌 경우”62) 등은 각각 배상(賠償)시키지 않는다. 이

와 같이, 고의(故意)인 경우에는 손괴(損壞)로 처리하면서 배상(賠償)하도록 

했지만, 과실(過失)인 경우에는 각각 배상(賠償)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현행법의 손괴(損壞)개념과 같은 법리(法理)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나타

내고 있다.

그런데 위의 조문의 주(注)에 “부(符)․인(印)․문자물쇠(門鑰)․관문서

(官文書)”을 비롯하여 보(寶)․절(節)․목계(木契)․제칙(帝勅)등을 고의로 

버리거나 훼손시킨 경우에는 배상(賠償)가격을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하 다. 

 

(財物)을 태워 損害를 입혔을 때에, 장물을 계산한다면 도형2년보다 무거운 경우를 말하며, 좌장죄

(坐贓罪)에 준해 죄를 준다. 즉 官府․廨內의 財物을 태운 바의 장물이 50疋에 해당한다면 계산하

여 도형3년에 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만약 실수로 불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살상(殺傷)한 경

우에는 “鬪殺傷罪에서 1등을 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유형3천리에 처하고, 다
른 사람의 팔․다리 2개를 부러뜨려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도형3년에 처하는 것을 말한다. 

57) 당률소의 425조, ｢잡률｣ 37, 盜決堤防.
58) 당률소의 434조, ｢잡률｣ 46, 水火損敗徵償.
59) 당률소의 425조, 권27, 雜律 37, 盜決隄防.
60) 당률소의 432조, 권27, 雜律 44, 燒官府私家舍宅.
61) 당률소의 430조, 권27, 雜律 42, 非時燒田野 및 당률소의 431조, 권27, 雜律 43, 官廨倉庫失火 

참조.
62) 당률소의 424조, 권27, 雜律 36, 失時不修隄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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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개인의 재산 및 재물을 훼손하여 손괴한 경우

1. 개인(個人)의 신령(神靈)스러운 곳의 기물(器物)을 훼손한 경우

1) 무덤을 파헤치거나 고의로 관곽이나 시체를 손괴(損壞)한 경우63) (發塚); 

당률소의 277조, ｢賊盜｣30, 發冡
｢적도율｣ <發冡>조의 [율문1]에는 “무덤을 파헤친 경우에는 가역류(加役

流)에 처한다. (모두 파헤쳐야만 이와 같이 처벌한다. 招魂해서 매장한 것도 

그러하다.) 관곽(棺槨)을 이미 연 경우에는 교수형에 처한다. 파헤쳤지만 아

직 다 열지 않은 경우에는 도형3년에 처한다”64)라고 규정했다. [소의]에 따

르면, 무덤을 파헤친 죄는 다음과 같이 상황에 따라 나누어 처리한다.

① 예기(禮記)65)에 ‘葬이라는 것은 감추는 것[藏]으로, 사람이 볼 수 없게 한 

것’이라고 하 다. 예전에 장례지내는 것은 섶나무로 두텁게 싸서 들 복판에 

묻는 화장을 채용했는데, 후대에 이르러 관곽(棺槨)으로 바꾸어 토장을 사용

했다.66) 

② 무덤을 파헤친 경우에는 가역류에 처한다. 파헤쳤지만 아직 다 열지 않은 

경우에는 도형3년에 처한다. <注>에 “다 파헤쳐야만 이와 같이 처벌한다. 

招魂해서 매장한 것도 그러하다”고 덧붙인 의미는, 파헤쳐서 ‘棺槨에 이른’ 

것이 바로 다 파헤친 것이고, 애초에 屍身없이 招魂해서 매장했을 경우에 

단지 끝까지 파헤치기만 했더라도 바로 다 파헤친 것이며, 이러한 경우 모두 

加役流에 처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③ “이미  관곽(棺槨)을 연 경우에는 교수형에 처한다”는 것은 관(棺)과 곽(槨)이 

있는 경우 반드시 관(棺)과 槨 두 가지 모두를 열었어야 하는 것으로, 물품을 

63) 한국의 현행법에서는 형법 제159조 시체등의 오욕죄에 해당한다.
64) 諸發冢者, 加役流.(發徹卽坐. 招魂而葬, 亦是) 

已開棺槨者, 絞, 發而未徹者, 徒三年.(당률소의277조, ｢적도｣30, 發冡[律文1])
65) 예기(禮記) ｢壇弓｣ 上. 
66) 분구묘의 출현이나 보급에 관련해서는, 楊寬, 中國歷代陵寢制度(장인성․임대희 옮김, 서경, 

2005)의 <제1장 능묘의 기원>에 구체적으로 잘 서술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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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거나 시신을 건드린 것과 관계없이 모두 교수형(絞首刑)에 처해지는 것

을 말한다. 그러나  관곽(棺槨)을 사용하지 않고 매장한 경우에 만약 파헤쳐

서 시체가 드러났다면 또한 이미 관곽(棺槨)을 연 경우에 대한 처벌과 마찬가

지이다. “파헤쳤지만 아직 다 열지 않은 경우에는 도형3년에 처한다”라는 

것은 무덤을 파헤쳤더라도 아직 관곽(棺槨)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도형3년에 처한다.

현행 형법에서는 “분묘(墳墓)를 발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67)고 되어있다. “분묘발굴죄(墳墓發堀罪)”이므로 손괴죄(損壞罪)와는 별

도의 죄목이다.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보자면, 고의성이 있으며 득재

물을 하지 않은 단계이므로, “분묘발굴죄(墳墓發堀罪)”는 손괴죄와 같은 범

주에 속하지만 그 사회적인 파급 효과는 매우 엄중하게 볼 수밖에 없으므로 

별도의 죄목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더라도 본고(本攷)에서 보는 손괴(損壞)

와 큰 범주에서는 유사한 사정이므로, 이곳에서 함께 다루고자 한다. 이점은 

전통 중국법에서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그 범죄를 손괴와 같은 유형으

로 보아도 될 것이다.

당률에서는 위의 규정에 이어서, [율문2]에, “무덤에 전부터 구멍이 뚫어

져 있었거나 아직 빈(殯)하지 않았거나, 시체가 들어있는 관(棺)을 훔친 경우

에는 도형2년반에 처한다. 의복(衣服)을 훔친 경우에는 1등을 감한다. 기물

(器物)․벽돌(甎)68)․판(版)69)인 경우에는 일반 盜罪로 논한다”70)고 규정되

어 있는데, 이는 득죄(領得罪)와 연관되므로, 손괴(損壞)의 범주를 뛰어넘

고 있다. 

67) 형법 제160조 분묘발굴죄(墳墓發堀罪). 미수범은 처벌한다.(162조).
68) 煉瓦. 습기를 막기 위해 棺槨 주위에 넣는 것. 
69) 棺槨의 측면에 있는 板. 
70) 其冢先穿及未殯, 而盜屍柩者, 徒二年半, 盜依服者, 減一等. 器物甎版者, 以凡盜論.(당률소의 277

조, ｢적도｣ 30, 發冡[律文2])



案件 內容 領得 損壞 亡失

發冡

무덤을 다 파헤친 경우 加役流

277조

招魂해서 매장한 것을 파헤친 경우 加役流

관곽(棺槨)을 연 경우 絞首刑

파헤쳤지만 아직 다 열지 않은 경우 徒刑3年

시체가 들어있는 관(棺)을 훔친 경우 도형2년반

의복(衣服)을 훔친 경우 1등을 감한다

시체(屍體)나 
관곽(棺槨)에 
손상을 입힘

땅을 파다가 시체[死人]가 나왔는데, 
다시 묻지 않았거나

도형2년

267조
무덤[冡墓])에서 여우[狐]나 
너구리[狸]를 (잡기 위해) 연기를 
피우다가 관곽(棺槨)을 태운 경우

도형2년

殘害死屍

사체(死體)를 잔해(殘害)
각각 투살죄에서 

1등을 감한다
266조

사체를 수중(水中)에 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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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율｣ 穿地得死人조71)에 시체(屍體)나 관곽(棺槨)에 손상을 입혀서 무

거운 처벌을 받는 여러 가지 상황을 규정하 다. 그 내용으로서는, 

① 땅을 파다가 시체[死人]가 나왔는데, 다시 묻지 않았거나(도형2년),

② 무덤[冡墓])에서 여우[狐]나 너구리[狸]를 (잡기 위해) 연기를 피우다가 관곽

(棺槨)을 태운 경우에는 도형2년에 처하며, 

③ 시체를 태운 경우에는 도형3년에 처한다. 

④ 시마친(緦麻親) 이상 尊長의 (棺槨이나 시체인) 경우에는 각각 차례로 1등씩 

더한다. 

⑤ 卑幼의 경우에는 각각 일반인(凡人)에 대한 죄에서 차례로 1등씩 감한다. 

⑥ 子․孫이 조부모(祖父母)․부모(父母)의 무덤에서, 부곡(部曲)․노비(奴婢)

71) 諸穿地得死人不更埋, 及於冢墓燻狐狸而燒棺槨者, 徒二年, 燒屍者, 徒三年. 緦麻以上尊長, 各遞加一

等. 卑幼, 各依凡人遞減一等.(당률소의 267조, ｢적도｣ 20, 穿地得死人[律文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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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인의 무덤에서 여우나 너구리를 잡기 위해 연기를 피웠다면 도형2년에 

처한다. 

⑦ 관곽(棺槨)을 태웠다면 유형3천리에 처하며, 시체를 태웠다면 교수형에 처

한다.

라고 규정하 다.72) 이러한 조항은 고의(故意)로 시체에 손상을 준 경우와 

구별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비록 시체와 관에 손상을 입혔지만 

모두가 과실에 의한 손상인 것이며, 고의성(故意性)이 없으므로 손괴(損壞)

에 도달되지 않는다. 

그에 비해서, 사체(死體)를 잔해(殘害)한 경우는, 위의 내용과 관련되면서

도, 현행 형법에서는 <시신(屍身)유기(遺棄)>로 분류한 더욱 엄격한 규정이 

있다. 손괴(損壞)의 수준을 훨씬 뛰어 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적도율｣殘

害死屍조의 [율문]에 “사체(死體)를 잔해(殘害)하 거나, 사체를 수중(水中)

에 버렸다면 각각 투살죄에서 1등을 감한다. (사체를) 버렸지만 잃어버리지 

않았거나 머리털(상투)을 잘랐거나 혹은 상처를 입혔다면 각각 또 1등을 감

한다. 만약 자손이 조부모․부모에게, 부곡․노비가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하 다면 각각 감하지 않는다”73)라고 규정하 다. 

여기에서, “사체(死體)를 잔해(殘害)하 다”는 것은 육체를 지해(支解)74)하

거나 골체(骨體)를 절단[割絶]하거나 태우는[焚燒] 것을 말한다. <주>에서

는 “불태웠거나75) 지해(肢解)한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하 다. 

<주>에서 “시마친(緦麻親) 이상 존장(尊長)의 사체(死體) 다면 감하지 않는

다”는 것은 잔해(殘害)하 거나 사체(死體)를 수중(水中)에 버렸다면 각각 투

72) 若子孫於祖父母父母, 部曲奴婢於主冢墓燻狐狸者, 徒二年, 燒棺槨者, 流三千里, 燒屍者, 絞.(당률

소의 267조, ｢적도｣ 20, 穿地得死人[律文2])
73) 諸殘害死屍, 及棄屍水中者, 各減鬪殺罪一等.(당률소의 266조, ｢적도율｣ 19, 殘害死屍[律文])
74) 지해(肢解)라는 것은 사람을 살해해서 토막낸 것을 말한다. 살해하고 바로 支解하거나 혹은 먼저 

支解하고 후에 살해했더라도 모두 支解와 같으며, 모두 不道罪에 넣는다.(당률소의 259조, 권17,
賊盜 12조, 殺一家三人支解人)

75) 고의로 불에 태워 살해하거나 혹은 살해한 즉시 불에 태운 경우에는 죄는 支解와 의미가 같으므로 

모두 참수형에 처해야 하며, 죄에 수범․종범의 구분이 없다. 妻子는 流刑2천리에 처한다.(당률소

의 259조, 권17, 賊盜 12조, 殺一家三人支解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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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법(鬪殺法)에 따라 참형(斬刑)에 처해야 하고 감형(減刑)하는 예(例)에 넣지 

않는 것을 말한다. “머리털(상투)을 잘랐다”는 것은 머리털을 잘라버린 것을 

말한다. 생전(生前)에도 사람과 투구(鬪毆)해서 머리에서 머리카락을 떨어뜨

렸다면 도형1년반, 또 머리카락을 제거한 것이 한치 이상이면 장형80대로 규

정하고 있다. 사체(死體)의 머리카락을 제거하면 생전(生前)의 그것보다 죄가 

무거워 도형3년에 처한다. “상처를 입혔다”는 것은 고의로 그 사체에 상처를 

낸 것으로 지해(肢解)한 경우가 아닌 것을 말한다. 생전(生前)이라면 상해(傷

害)의 정도, 가해(加害)의 수단에 따라서 형(刑)의 경중(輕重)이 있지만 여기

서는 작은 상해(傷害) 더라도 사체(死體)의 보호를 중시하여 상해(傷害)의 

정도의 대소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각각 또 1등을 감한다”는 것은 일반인[凡

人]의 경우 각각 투살죄(鬪殺罪)에서 2등을 감하며, 시마친(緦麻親) 이상 존장

(尊長)은 단지 1등만을 감하는 것을 말하지만, 대공친(大功親) 이상 존장(尊

長)이나 소공친(小功親) 존속(尊屬)은 곧 <불목(不睦)>76)의 죄에 넣는다.

자손이 조부모․부모의 시체를 잔해한 경우와 부곡․노비가 주인의 시체

를 잔해한 경우는 투살죄와 같이 처벌하며 감형하지 않는다. 자손은 십악(十

惡)의 <악역죄(惡逆罪)>77)를 적용하며, 때를 기다리지 않고 형을 집행한

다.78) 당률에서는 존비(尊卑)나 양천(良賤)의 차이에 따라서, 그 처벌 규정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점은 형행 형법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

으로 현행법에서는 존비(尊卑)나 양천(良賤)에 따른 차별이 없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처벌의 차이가 생기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전통법의 개념과

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에 “모두 의도가 악(惡)한 경우를 말한다”는 것은 “사체를 잔해하 거

나”이하의 조문에서 모두 의도(意圖)가 악(惡)한 것을 말한다. 가령 악한 마

음이 없다는 것은 만약 스스로 화장[焚燒]을 원하 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장(水葬)을 유언하 거나,79) 타향에서 객사한 경우 유골만 수습해서 고향

76) 당률소의 제6조, 권1, ｢名例｣ 6. <十惡>. 不睦.
77) 당률소의 제6조, ｢名例｣ 6. 十惡 [율문5] 惡逆.
78) 판결이 내리면 계절이나 시기를 선택하지 않고, 곧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79) 이 시기에 일반적인 장법(葬法)은 전통적인 토장(土葬)이며, 수장(水葬)은 물론 화장(火葬)도 예외적이



案件 內容 損壞 亡失

毁人碑

碣石獸

다른 사람의 비갈(碑碣)이나 
석수(石獸)를 훼손

도형1년

443條

다른 사람의 사당의 묘주(廟主)를 
훼손

1등을 더한다. (도형1년반)

수고[功力]를 들여 만든 물건인데 
고의로 손실을 입히거나 훼손

그 비용(庸)을 계산하여 
좌장죄(坐贓罪)로 논한다.

잘못으로 손실을 입히고 훼손한 
경우

수리하거나 세우
게만 하고 처벌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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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경우를 말하며,80) “굳이 처벌하지 않는다”81)고 한다.

2) 다른 사람의 비갈(碑碣) ․ 석수(石獸)를 훼손하는 경우 

(第443條 雜律 55 毁人碑碣石獸)

｢잡률｣ 毁人碑碣石獸조 [율문]에 “다른 사람의 비갈(碑碣)이나 석수(石獸)

를 훼손한 경우에는 도형1년에 처한다. 만약 다른 사람의 사당의 묘주(廟主)

를 훼손한 경우에는 1등을 더한다. 그런데 수고[功力]를 들여 만든 물건인데 

고의로 손실을 입히거나 훼손한 경우는 그 비용(庸)을 계산하여 좌장죄(坐贓

罪)로 논한다. 각각 수리하거나 세우게 한다”82)라고 규정되어있다. 이 조는 

비갈(碑碣), 석수(石獸)나 사당 안에 봉송하는 신주(神主)인 묘주(廟主)를 훼

손한 죄이거나, 수고[功力]를 들여 만든 물건을 훼손한 죄에 대한 형벌을 규

정하고 있다. 비갈(碑碣), 석수(石獸), 묘주(廟主)를 훼손하는 것은 타인의 선

조를 모독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수고[功力]를 들여 만든 물건을 훼손한 

것은 타인의 노동의 성과를 침범한 성질이 있다. 

다. 중국에서 화장이 일반 백성에게 받아들여진 것은 빨라도 당말오대(唐末五代)의 시기일 것이다. 
80)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객사(客死)한 자의 시신(屍身)을 관(棺)에 넣어 고향에 보내거나 그렇

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뼈로 만들어 고향에 보낸다. 
81) 將骨還鄕之類, 並不坐.(당률소의 266조, ｢적도율｣ 19, 殘害死屍, ｢소의2｣)
82) 諸毁人碑碣及石獸者, 徒一年, 卽毁人廟主者, 加一等. 其有用功修造之物, 而故損毁者, 計庸, 坐贓論. 

各令修立.(당률소의 443조, ｢잡률｣ 55 毁人碑碣石獸.[律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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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에 따르면 “｢상장령(喪葬令)｣에 ‘5품(五品)이상은 비(碑)를 세우는 

것을 허락하고 7품(七品) 이상은 갈(碣)을 세우는 것을 허락한다. 묘지의 구

역[塋域] 안에는 또한 석수(石獸)를 둘 수 있다’83)고 하 다. 그런데 다른 사

람의 비(碑)․갈(碣)이나 석수(石獸)를 훼손한 경우에는 도형1년에 처한다. 

‘다른 사람의 사당의 묘주(廟主)를 훼손한 경우에는 1등을 더한다’고 하 으

니 도형1년반에 처하는 것이다. ‘수고[功力]를 들여 만든 물건’이라는 것은 

루(樓)․관(觀)․원(垣)․참(塹) 등을 말하며, 고의(故意)로 손실을 입히고 

훼손한 경우에는 수리하거나 만든 비용[功庸]을 계산하여 ‘좌장죄(坐贓罪)로 

논한다’고 하 는데, 이는 10필(疋)이면 도형1년에 처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

는 10필(匹)마다 1등씩 더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의 모습으로 그대로 수리하

거나 세우게 한다”. 즉 타인의 비(碑)․갈(碣)이나 석수(石獸) 등과 같이 공

을 들여 수리한 물건을 고의(故意)로 훼손하면 형사책임을 추궁받고, 또한 

을 내려 다시 수리하여 복구하게 해야 한다. 

비(碑)․갈(碣)이나 석수(石獸)를 훼손한 경우는 벌이 가벼워 범행자에게

는 각각 도형1년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묘주(廟主)를 훼손한 경우는 벌이 무

거워 범행자는 각각 1등을 더하여 도형1년반으로 처벌한다. 아마도 비(碑)․

갈(碣)이나 석수(石獸)를 훼손한 것은 단지 타인 선조의 묘지 역을 욕되게 

했을 따름이고, 묘주(廟主)를 훼손한 것은 타인 선조의 혼령(魂靈)을 직접적

으로 욕되게 한 때문인 듯하다.84) 수고[功力]를 들여 만든 물건을 훼손한 죄

는, 고의(故意)로 훼손한 경우에는 수리하거나 만든 비용을 계산하여 좌장(坐

贓)으로 논하는데, 가령 1척인 경우는 태형20대이고, 1필(匹)마다 1등씩 더

하여 10필(匹)이면 도형1년이고, 10필(匹)마다 1등씩 더하여 죄는 도형3년에

서 그친다. 동시에 강제로 원래대로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배상(賠償) 하게 

하는 것이다.

83) 仁井田陞, 唐令拾遺, 832쪽.
84) 이러한 사례를 판결문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淸明集 ｢懲惡門｣(卷13-31), <王方再經提刑司, 釘

錮押下縣>의 “강씨부인[阿江]이 석(靈席)을 때려 부순 건에 대해서는 이칠(李七)을 출두시켜 진

술하여 증언시켰으므로 이미 명백해졌다(阿江打傷靈席一節, 追到李七供證, 已自分曉).”에서도 찾

아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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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덧붙여서, 손괴(損壞)에 까지는 이르지 않으나,“잘못으로 손실을 입

히고 훼손한 경우는 단지 수리하거나 세우게만 하고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실수로 말미암아 훼손하게 된 경우에는, 단지 원래의 모습대로 

수리(修理)하게 해야 하지만 형사책임을 추궁하지는 않는 것이다. 즉, 과실

(過失)로 훼손한 경우에는 비록 침해를 당한 사람의 노동 손실을 조성하 지

만 결코 주관적으로 훼손하려는 고의(故意)가 없었으므로, 율에서는 행위(行

爲)당사자(當事者)로 하여금 단지 수리(修理)해서 세우게 하지만, 형벌을 과

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2. 개인(個人)의 물건을 훼손한 경우

1) 고의로 관사(官私)의 말이나 소를 다치게 하거나 죽인 경우 

(唐律疏議 第203條 ｢廐庫｣ 8 故殺官私馬牛)

｢구고률｣ <故殺官私馬牛>조의 [율문]85)]에 “고의(故意)로 관(官)이나 개

인(個人)의 말이나 소를 죽인 경우에는 도형1년반에 처한다. 장죄(贓罪)가 무

겁거나,86) 다른 축산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감손된 가치를 계산해

서 도죄에 준하여 논죄하고[準盜論], 각각 감손(減損)된 가치를 배상(賠償)하

게 한다. 그 가치가 감손되지 않은 경우에는 태형30대에 처한다”87)라고 규

정되어있다. 이 조항은 관사의 말이나 소를 살상한 죄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

다. 말이나 소등의 축산(畜産)은 전통 시대에는 국가적으로 군사상으로나 교

통상으로나 매우 중요한 도구에 속한다.88) 유목(遊牧)을 생산의 바탕으로 삼

고 있는 지역이 매우 넓은 중국에서는 식량(食糧)이나 운반(運搬)의 수단으

로서도 매우 중요하 다.89)

85) 諸故殺官私馬牛者, 徒一年半. 贓重及殺餘畜産, 若傷者, 計減價, 準盜論, 各償所減價, 價不減者, 笞
三十. 見血踠跌卽爲傷. 若傷重五日內致死者, 從殺罪.(당률소의 제203조 ｢廐庫｣ 8 <故殺官私馬

牛>[律文1])
86) 당률소의 34조, ｢명례｣ 34, 平贓者 참조.
87) 諸故殺官私馬牛者, 徒一年半. 贓重及殺餘畜産, 若傷者, 計減價, 準盜論, 各償所減價, 價不減者, 笞

三十.(당률소의 제203조 ｢廐庫｣ 8 故殺官私馬牛 [律文1])
88) 당률소의 279조, ｢적도｣ 32, 盜官私牛馬殺에서도 말이나 소의 중요성을 언급하 다.



案件 內容 損壞; 處罰 亡失

故殺官

私馬牛

고의(故意)로 관(官)이나 
개인(個人)의 말이나 소를 죽인 
경우

도형1년반

203條

장죄(贓罪)가 무겁거나 다른 
축산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

감손된 가치를 계산해서 
도죄에 준하여 
논죄하고[準盜論], 각각 
감손(減損)된 가치를 배상

가치가 감손되지 않은 경우 태형30대

상처가 심하여 5일 안에 
죽었다

죽인 죄로 처벌

과오로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

처벌하지 않고, 
다만 감손된 
가치만을 배상

주인(主人)이 자신의 말이나 
소를 죽인 경우

도형1년

주인(主人)이 자신의 말이나 
소를 과오(過誤)로 죽인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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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에 이르기를 “관(官)이나 개인의 말․소는 그 쓰임이 중요하다. 소

는 농사의 기본이 되고, 말은 먼 길을 달리며 군수에 공급된다. 고의(故意)로 

죽인 경우에는 도형1년반에 처한다. ‘장죄(贓罪)가 무겁다’라는 것은 장물(贓

物)을 계산했을 때에 해당되는 죄가 (본죄인) 도형1년반보다 무거운 것을 말

한다. 가령 말을 죽 는데 그 가치가 비단(絹) 15필(匹)일 때에, 도(盜)에 준

하여 논죄[準盜論]하면 도형2년에 처해야 하므로 이것을 ‘장죄(贓罪)가 무겁

다’라고 하는 것이다. ‘다른 축산을 죽이거나’라고 하 는데, 말과 소를 제외

하고는 모두 다른 축산이 된다. ‘다치다’라는 것은 비록 죽지는 않았으나 손

상된 바가 있음을 말한다. 말․소나 다른 축산은 각각 감손된 가치를 계산해

서 도(盜)에 준하여 논죄[準盜論]한다. 

89) 최근에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장롱, 늑대 토템(송하진 옮김, 김 사, 2008)에서도 유목지대의 삶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데, 농경 위중에서 살고 있는 한국사람에게는 중국에서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겪고 있는 유목적인 삶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소설로서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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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손된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령 축산의 가치가 비단(絹) 10필(匹)이었

는데, 죽은 뒤에 그 가치가 비단(絹) 2필(匹)이라면 곧 8필(匹)의 가치가 감

손된 것이고, 혹 다쳐서 그 가치가 비단(絹) 9필(匹)이 되었다면 이것은 1필

(匹)의 가치가 감손된 것을 말한다. 축산을 죽여 8필(匹)의 가치가 감손되었

다면 8필(匹)을 배상(賠償)시키고, 다쳐서 1필(匹)이 감손되었다면 1필(匹)을 

배상(賠償)시키는 것과 같이, 그 죄는 각각 8필(匹) 및 1필(匹)을 훔친 것에 

준하여 단죄(斷罪)하는 것이다. 

‘가치가 감손되지 않은 경우’라는 것은 원래 가치가 견 10필(匹)이었는

데 비록 죽이거나 상해를 입혔어도 가치가 감손되지 않고 그대로 10필(匹)

인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태형30대에만 처하고 배상(賠償)시키

지 않는다. 주(註)에, “피가 보이거나[見血]90) 절름거리면 다친 것으로 간

주한다. 만약 상처가 심하여 5일 안에 죽었다면 죽인 죄로 처벌한다”고 규

정지었다.

注에서 “피가 보이거나 절름거리면 다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 는데, 

‘피가 보이다’라는 것은 상처의 크기에 관계없이 피가 보이면 처벌한다는 것

을 말하고, ‘절름거린다’고 하는 것은 피는 보이지 않았어도 뼈마디가 어긋났

다면 또한 다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상처가 심하다”라는 것은 상처

입은 것이 심함을 말하며, 5일 안에 죽게 되었으면 역시 죽인 죄를 적용하고 

감손된 가치를 배상(賠償)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고의성(故意性)이 없으므로 손괴(損壞)에는 이르지 않는 경우로

서, “과오로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다만 감손된 가치

만을 배상(賠償)하게 한다. 주인(主人)이 자신의 말이나 소를 죽인 경우는 도

형1년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한 [소의]에서는, “과오로 죽이거

나 다치게 한 경우”란 눈으로 미처보지 못하 거나, 마음속에 미처 의식하지 

90) 見血이라고 하는 의미를 ‘멍들었다’라던가 ‘피가 맺혔다’라고 해석하고, 出血을 ‘피가 난다’라고 해

석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으나, 중국법에서 見血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많은 사례

를 구하여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한국어의 속어로서 ‘피봤다’라는 말이 이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참고로, 현대 중국어에서는 ‘一針見血’이라는 용어를 ‘급소를 찌르다’라던가 ‘따끔한 경

고를 하다’ 또는 ‘추호의 가차도 없다’라는 성어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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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경우, 혹은 축산을 매어 두거나 방목하는 장소가 아닌 데에서 과오로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 혹은 맹수를 죽이려다 축산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다만 감손된 가치를 배상

(賠償)하게 한다. 주인(主人)이 자신의 말이나 소를 죽 다면 도형1년에 처하

고, 과오(過誤)로 죽 다면 처벌하지 아니한다.

2) 樹木 ․ 稼穡을 훼손하거나 벤 경우 (第442條 雜律 54 棄毁器物稼穡)

｢잡률｣ <棄毁器物稼穡>조의 [율문]에 “관사(官私)의 기물(器物)을 버리거

나 훼손한 한 경우이거나 수목(樹木)91)․가색(稼穡)을 훼손하거나 벤 경우에

는 도죄에 준하여 죄를 논한다”92)고 규정하 다. <소의>에 이르기를 “‘관사

(官私)의 기물(器物)을 버리거나 훼손하 다’라는 것은 잡기(雜器)․재물(財

物)을 함부로 버리고 던졌거나 훼손시켜 파괴한 것을 말한다. ‘수목(樹木)․

가색(稼穡)을 훼손하거나 벤 경우’에서 심은 작물을 가(稼), 거두는 작물을 

색(穡)이라고 하는데, 보리․벼 등이다. 각각 장물(贓物)을 계산하여 도죄(盜

罪)에 준하여 죄를 논한다[準盜論]”93)라고 규정되어있다. 

관사(官私)의 기물을 훼손하여 버리거나, 수목이나 가색을 훼손하거나 베

어버린 경우는 고의범(故犯)에 속한다. 관인에게는 기율을 위반하는 것이 되

고, 일반민에게는 파괴하는 것이 되므로, 처벌이 비교적 무겁다. 범행자는 각

각 준도(準盜)로 논하는데[準盜論], 즉 훼손하고 베어버린 장물을 계산하여, 

1척이면 장형60대이고, 1필(匹)마다 1등씩 더하여 5필(匹)이면 도형1년이고, 

5필(匹)마다 1등씩 더하여, 죄의 최고형은 유형3천리에서 그친다. 동시에 그 

배상(賠償)을 강제하는 것이다. 이 사안은 현행법에서 재물손괴죄(財物損壞

罪)로 처리된다.

그에 비해서 잘못하여 훼손하 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고의성(故意性)

91) 林鸿荣, ｢隋唐五代时期的林业法制｣, 北京林业大学学报(2006). 
92) 諸棄毁官私器物及毁伐樹木․稼穡者, 準盜論. 卽亡失及誤毁官物者, 各減三等.(당률소의 제442조, 

권26, ｢잡률｣ 54 棄毁器物稼穡.[律文])
93) 議曰 棄毁官私器物, 謂是雜器․財物, 輒有棄擲․毁壞, 及毁伐樹木․稼穡者, 種之曰稼, 斂之曰穡, 

麥․禾之類, 各計贓, 準盜論.(당률소의 제442조, 권26, ｢잡률｣ 54 棄毁器物稼穡.[疏])



案件 內容 損壞 亡失

棄毁器

物稼穡

관사(官私)의 
기물(器物)을 버리거나 
훼손한 한 경우

도죄에 준하여 죄를 
논한다[準盜論].

442條

수목(樹木)․가색(稼穡)
을 훼손하거나 벤 경우

도죄에 준하여 죄를 
논한다[準盜論].

잘못하여 훼손하 거나 
잃어버린 경우

각각 3등을 감한다. 장물(贓物)은 
모두 배상(賠償)시킨다.

실수(失手)로 
사물(私物)을 훼손

훼손된 가치에 따라 
배상(賠償)하게만 하고 형사 
책임은 추궁하지 않는다.

445條

122   法史學硏究 第52號

이 없으므로 손괴죄에 이르지 않는다. “만약 관물(官物)을 망실(亡失)하 거

나 잘못으로 훼손한 경우는 고의(故意)로 범했던 바에서 각각 3등을 감한

다”94)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 의미는, 관사(官私)의 기물(器物)․수목(樹

木)․가색(稼穡)을 망실하거나 잘못으로 훼손한 것을 말하며, 각각 고의(故

意)로 범한 죄에서 3등을 감해 죄를 다스리고, 그 장물(贓物)은 모두 배상(賠

償)시킨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만약 실수(失手)로 사물(私物)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다면 <棄毁亡失官私器物>95)조에 따라서 오로지 훼손된 가치에 따

라 배상(賠償)하게만 하고 형사 책임은 추궁하지 않는다. 

이 율은 원래 한(漢)나라에서 나왔다. 한율(漢律) ｢적률(賊律)｣에는 ‘적

벌수목(賊伐樹木)’의 항목이 있으며, ｢금포율｣에는 <훼상말실현관재물(毁傷

亡失縣官財物)>이라는 항목이 있고, 위률(魏律)에는 이를 나누어 달리 설

94) 卽亡失及誤毁, 謂亡失及誤毁官私器物․樹木․稼穡者, 各減故犯三等.(당률소의 제442조, 권26, 
｢잡률｣ 54 棄毁器物稼穡.[疏])

95) 官私의 器物을 버리고 훼손시키거나, 망실하거나 잘못으로 훼손시킨 자는 각각 배상시킨다.(倉庫에 

있지 않고 별도로 지키는 것을 말한다.) 만약 强盜당한 자는 각각 처벌하지 않고 배상시키지도 않

는다. 만약 비록 倉庫에 있더라도 고의로 버리거나 훼손시킨 자는 배상가를 징수하는 것은 법대로 

한다. 그러나 배상할 수 없는 자는 처벌하되 배상시키지는 않는다.(符․印․門鑰․官文書 등을 말

한다.)(당률소의 445조, 권26, ｢잡률｣ 57, 棄毁亡失官私器物, [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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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훼망률｣이 있는데, 이것은 진서(晋書) 권30 ｢형법지｣에 실린 위률
의 ｢서(序)｣에 보인다. ｢적률｣은 수목을 함부로 베거나, 사람이나 축산을 살

상하는 것이나 여러 인(印)을 잃어버린 것 등이 있었고, ｢금포율｣에는 현관

의 재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따라서 이를 나누어 ｢훼망률｣

이 되었다. 당률의 이 조항은 ｢훼망률｣과 ｢적률｣이 합쳐져 하나가 되었는

데, ｢잡률｣에 실려있는 것으로 그 법이 한나라에서 당나라 중엽까지 자못 변

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함부로 官私의 田園에서 채소․과실 등을 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第441條 雜律 53 私食官私田園瓜果)

｢잡률｣ 私食官私田園瓜果조 [율문1]에 “관사(官私)의 전원(田園)에서 함부

로 채소․과실 등을 먹었다면 좌장죄(坐贓罪)로 논한다. 버리거나 훼손한 경

우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가지고 간 경우는 도죄(盜罪)에 준하여 논죄한다[準

盜論]”96)라고 규정되어있다. 

이 조항은 관사(官私)의 과실, 채소, 주식(酒食)을 사사로이 먹은 경우이거

나, 버리거나 훼손하거나 가지고 간 죄의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버리거나 

훼손한 경우도 또한 마찬가지이다”라는 부분이 손괴(損壞)에 해당하는 것인

데, 손괴죄(損壞罪), 즉 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버리거나 훼손한 것을 계

산하여, 함부로 먹은 죄와 같이 처벌하는 것이다. 가지고 간 경우에는 장물

(贓物)을 계산하여 준도죄(準盜罪)로 논한다. 모두 소비한 장물(贓物)을 징수

하여 관(官)이나 주(主)에 각각 돌려준다.

 

96) 諸於官私田園, 輒食瓜果之類, 坐贓論, 棄毁者, 亦如之, 卽持去者, 準盜論.(당률소의 제441조 ｢잡

률｣ 53 食官私田園瓜果.[律文1])



案件 內容 領得 損壞

441條
私食官私

田園瓜果

관사(官私)의 
전원(田園)에서 함부로 
채소․과실 등을 먹었다면

좌장죄(坐贓罪)

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좌장죄(坐贓罪)

주관(主管) 관리(官吏)가 
억지로 가지고 가게 한 경우

주관(主管) 관리(官吏)를 
도죄(盜罪)(眞盜法). 그 장물은 
배징(倍徵)하고 장물이 5필(疋)이 
되면 면관(免官)

감림(監臨)하는 
주사(主司)가 직접 강제로 
취하 다면

주관(主管) 관리(官吏)를 
도죄(盜罪)에 2등을 더하며 
제명(除名)․배장(倍贓)은 모두 
일반 율(律)에 의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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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문2]는 담당하던 관리를 문책하는 규정으로서, “전원(田園)을 담당하는 

주관(主管) 관리(官吏)가 채소나 과실 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먹게 하 다

면 좌장죄(坐贓罪)에 1등을 더한다”97)고 규정되었다. 즉 1척(尺)이면 태형30

대에 처하고 1필(匹)마다 1등씩 더한다. 給與하여 가져가게 하 다면 준도죄

(準盜罪)에 1등을 더해 1척(尺)이면 장형70대에 처하고 1필(疋)마다 1등씩 

더한다는 말이다. “억지로 가지고 가게 한 경우”라는 것은 주관(主管) 관리

(官吏)가 위세 또는 힘으로 제3자로 하여금 강제로 가지고 가게 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주관(主管) 관리(官吏)를 도죄(盜罪)로써 논(論)하는데, 

장물(贓物)을 계산하여 진도법(眞盜法)과 같게 하는 것이다. 그 장물은 배징

(倍徵)하고 장물이 5필(疋)이 되면 면관(免官)시킨다. 

만약 감림(監臨)하는 주사(主司)가 직접 강제로 취하 다면 일반 도죄(盜

罪)에 2등을 더하며 제명(除名)․배장(倍贓)은 모두 일반 율(律)에 의거한다. 

주관(主管) 관원이 그 즉시 그 사실을 알렸다면 주관 관원은 처벌하지 않는

다. “관(官)의 주식(酒食)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함부로 먹은 경우에는 또한 

이에 준한다”는 것은 함부로 먹었다면 좌장죄(坐贓罪)로 논하고, 버렸거나 

97) 主司給與者, 加一等. 彊持去者, 以盜論. 主司卽言者, 不坐. 非應食官酒食而食者, 亦準此.(당률소의
제441조 ｢잡률｣ 53 食官私田園瓜果.[律文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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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한 경우에는 또한 가지고 간 자와 같이하여 준도죄(準盜罪)로 논하며, 

동의없이 또는 허락없이 가지고 간 경우에는 절도죄(竊盜罪)로 논한다는 말

이다. 만약 주관 관원이 사사로이 가져갔다면 모두 감림관(監臨官)․주수관

(主守官)의 도법(盜法)과 같이 한다. 만약 주관 관원이 아닌 자가 (또) 먹을 

차례(食次)가 아닌데도 가지고 간 경우에는 도죄(盜罪)로써 논한다. 강제로 

가져간 경우에는 강도법(强盜法)98)에 의한다.

위에서 언급된 배징(倍徵)․배장(倍贓)99)은 훔친 물건의 곱절을 갚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 田振洪씨100)는 배징(倍徵)․배장(倍贓)이 한대(漢

代)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았다.101) 그에 덧붙여서, “貪財旣重, 故令倍備”라는 

사례를 들어서,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점유하거나, 또는 

그 권리의 유무를 의심하면서 점유하는 경우”를 민법에서는 악의(惡意)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以盜論”으로 처리하여 배징(倍徵)하며, 바로 당률소의
제441조 ｢잡률｣ 53 <食官私田園瓜果>를 그 사례로 들고 있다. 또한, 당률

소의 제197조 ｢구고｣ 2 <驗畜産不實>에서 “만약 이 때문에 (축산의) 가격

에 증감이 발생하여, 그 장죄(贓罪)가 무거운 경우에는 증감된 가격을 계산

해서 좌장죄(坐贓罪)로 논한다. (贓物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경우에는 도죄

(盜罪)로 논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하여, “이로 말미암아 증감한 장물

(贓物)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경우에는 장물을 계산하여 도죄(盜罪)로 논하고 

아울러 배장(倍贓)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 것도 “貪財旣重”에 해당한다고 

간주하 다. 그리고 당률소의 제420조 ｢잡률｣ 32 <私作斛斗秤度>에서, 

98) 당률소의 281조, 권19, ｢적도｣ 34, 强盜, 당률소의 282조, 권19, ｢적도｣ 35, 竊盜.
99) 당률소의 33조, ｢名例｣ 33 <以贓入罪>[율문3]. 

김택민, 동양법의 일반원칙(아카넷, 2002), 611면. 
戴炎輝, 唐律通論(正中書局, 1964), 321면. 
仁井田陞, 中國法制史硏究(刑法)(東京大學出版會, 1980), 252면 참조. 
仁井田陞은 배징(倍徵)․배장(倍贓)이 시기나 민족에 따라서 9배에까지 이르는 것을 밝히고 있다.

100) 田振洪, ｢論唐律中的“倍備”處罰原則｣, 五邑大學學報(2009), 11-2면.
101) 周禮 권36 ｢秋官｣<司曆>에 나오는 “任器․貨賄”라는 용어를 鄭司農(郑玄)의 注에서 “도적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데 사용한 병기이며 도적이 훔친 재물이며, 그 병기나 도적의 장물은 ‘入于司兵’
한다”고 하 다. 賈公彦의 釋(贾公彦의 疏、陆德明의 释文疏)에서 이 “入于司兵”을 그 책임을 더 

한 것이므로, 지금의 배장(倍贓)과 같은 것이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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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두(斛斗)나 저울이나 자를 사용하여 관물(官物)을 내고 들이는데 공평하

게 하지 않음으로써 증감(增減)이 있게 한 경우에는 좌장죄(坐贓罪)로 논한

다. 자신이 착복하 으면 이도죄(以盜罪)로 논한다”고 한 것은 “증감(增減)함

으로써 재물을 얻어 자신이 착복하 으면 이도죄(以盜罪)로 논하는 것으로, 

제(除)․면(免)․배장(倍贓)은 위의 당률소의 419조, 권27, ｢잡률｣ 31, <市

司平物價不平>에서 언급하 듯이 “모두 진도(眞盜)의 제(除)․면(免)․배장

법(倍贓法)”에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 배장(倍贓)을 하도록 하는 것은, 원래

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부분도 있지만, 도적을 잡느라고 힘들 던 사람에 대

한 장려금이나 상금으로도 쓰 던 것이다. 田振洪씨는 배장(倍贓)를 받는 제

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위에서 결국 배장(倍贓)을 받지 않는 사안

도 6가지로 분류하여 언급하고 있다.

Ⅳ. 結論

손괴(損壞)는 현행법에서도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해당 

법규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한 조건들을 당률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여 

보면, 현행법에서 가지고 있는 구분이 엄 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

률이 가지고 있는 법리적인 구분이 매우 엄 하 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고의성(故意性)이 구비되어야 이 조항이 법적으로 적용되었을 뿐 아니라, 재

물(財物)을 득(領得)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또한 같은 법적인 구

분이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 어긋나는 경우에 대처하여 별도의 법적인 제재가 마련되어 

있었던 경우도 있었다. 법적으로 범죄를 저질 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허

술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법적인 구분을 하면서 법리적인 구분이 명확하

던 점에서 현행법에서 가지고 있는 법적인 고려(考慮)가 당대에도 명확하

게 구분되고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당률의 치 한 법리적 배려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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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전통시대에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던 가치에 따라서는, 단순히 손

괴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현행법과는 달리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구단(丘壇)등과 같은 국가의례에 연관된 행사에서의 사건이라

던가, 천존상(天尊像)이나 불상(佛像)과 같은 종교적 상징물에 대한 손괴가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그리고 당률에서는 손괴에 해당하는 안건에 관

해서 배상(賠償)하도록 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곱절배상(倍償)시키는 경우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배상이나 갑절배

상(倍償)에는 몇 가지의 경우로 분류하고 있었던 점에서 당률의 엄 한 구분

에 주목하게 된다.

그러나 당률에서는 손괴죄의 개념이 있었던 것은 본고(本攷)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나, 과연 당률에서 지적한 사안 이외에 손괴죄 관련 사안을 구분하

여 법적용을 할 수 있었을지는 확인하기 힘들다. 물론 비부(比附102)) 조항이 

있었더라도, 주현(州縣)단계에서 사법(司法)처리하는 현령(縣令)이나 서리(胥

吏)들이 이러한 사안에 관해서 현행법의 법리대로 고의성(故意性)과 무(無)

득(領得)의 원칙을 배려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뿐 아니라, 전통 중국법에

서 국가 권위와 관련된 사안에도 손괴적(損壞的)인 요소가 자주 출현하는데, 

이를 손괴(損壞)의 범위로 제대로 판단했을지도 의문이 생기게 된다.103) 아

마도 이러한 애매한 경우에는 사법실무에서 불응득위(不應得爲)104)로서 처

리하는 것이 가장 무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102) 비부(比附)에 관해서는 김택민, 동양법의 일반 원칙(아카넷, 2002)의 ｢제3장 죄형법정주의 원칙｣

의 제2절의 2. 비부(유추)를 참조.
103) 당대의 판결문을 모아놓은 張鷟의 龍筋鳳髓判는 판례의 수량이 풍부하지 않기에 이것만으로는 

당대(唐代)의 사법(司法)에서도 비부(比附)가 광범하게 적용되었을지는 아직 판단하기 쉽지 않다. 
송대의 判決文인 淸明集에서는 ｢懲惡門｣(卷12-11) 誘人婢妾雇賣, ｢懲惡門｣(卷12-13) 爲惡貫盈, 
｢懲惡門｣(卷14-41) 嚴四爲爭渡錢溺死饒十四에서 비부(比附)를 적용하고 있다. 

104) 唐律疏議 卷27, 第450條 雜律 62 不應得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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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中文要約

任大熙*

105)

在現行法上, 損壞可以根據不同的條件情況而適用法律. 這些條件也同樣
在唐律中適用. 現行法中損壞的分類, 使得法適用時嚴密. 從這點來看, 唐律
中損壞罪具有法理上的分類也可以理解爲非常的嚴密. 適用法律時不僅須具
備故意性的要件, 也須具備不得獲取財物這點法律意義上的要件.

如不符合上述要件時, 也必然會另外的法律制裁. 對犯下法律犯罪行爲, 

處罰並不會松懈. 現行法中不僅有法律上的分類, 法律的分類也很明確. 從
這點來看唐律也有同樣明確的規定. 這些都可以看出唐律的規定很周密.

從另一方面來看, 與現行法律不同的是, 因爲傳統時代重視的價值的原因, 

不再是單純的損壞罪, 而會看到對損壞處以更爲嚴重的處罰. 代表性的事例
如與丘壇等國家禮儀關聯的重大活動中的事件, 天尊像或者佛像這類宗教象
征物的損壞. 而且, 在唐律中的損壞罪的相關案件中, 也出現了需要賠償的
情況. 另外還經常出現了成倍賠償的情況. 這些賠償和成倍賠償的情況說明
唐律中出現了不同種類的分類, 可視爲唐律出現了嚴密的區分.

但是, 本文雖可以確認唐律中損壞罪的概念, 卻無法確認唐律中記載的案
件之外的損毀關聯案例的區分, 法律如何適用的問題. 雖固然可以適用比附
援引條款, 但在州縣階段的司法處置如縣令或者胥吏們能依照現行法的法理, 

考慮到故意性和無獲取財物的原則來處理這類事例, 則難以實現. 而且, 傳統
中國法中國家權威和相關的事例, 也是損壞中經常出現的要素. 在損壞的範
圍內是否順利判斷出來也有疑問. 大概對待這類模糊情況, 司法實務中用“不

 * 慶北大學校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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應得爲”來處理, 應該是最有可能的處理方式.

 

[Key Words] 故意, 唐律, 大祀, 亡失, 發塚, 賠償價, 倍贓, 倍徵, 不應得爲, 

比附, 損壞, 屍身遺棄, 領得罪, 隱匿, 贓物, 破壞, 現行法, 毁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