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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률과 명률의 형벌체계와 형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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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중국은 형법이 옛날부터 그 발전정도가 현저하였다. 이를 잘 보여주는 법전이 7세기 중엽

에 편찬된 �唐律疏議�와 14세기 후반에 편찬된 �大明律�이다. 중국의 법률수준을 대표하

는 양대 법전은 체제 면에서 總則과 分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總則에 해당하는 名例律을 

篇首에 배치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당률이 北朝 율학의 전통을 계승해 12篇

目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명률은 �元典章�의 영향을 받아 吏․戶․禮․兵․刑․工의 六

典體制를 갖추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隋의 開皇律을 계승한 당률과 당률을 기반으로 편찬한 명률의 형벌체계는 동일한 五刑

이지만 내용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당률과는 달리 명률은 (1)자유형인 徒刑과 流刑에 신체

형인 杖刑을 倂科하였으며, (2)오형에 없는 肉刑인 刺字를 두었으며, (3)오형에 없는 추방

형인 遷徙와 安置를 徒罪와 流罪 사이에 두었으며, (4)오형에 없는 充軍을 流罪와 死罪 

사이에 두었으며, (5)오형에 없는 陵遲處死를 死罪에 두었다.

당률과 명률은 형벌론도 차이점이 있다. 類推解釋의 허용범위를 둘러싸고, 당률은 量刑 

 * 덕성여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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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위해 引律比附를 허용함으로써 定量的인 데 초점을 맞춘 반면, 명률은 법에 명시되

어 있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해 성질이 비슷한 다른 조항을 끌어다 적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도

록 적용범위를 넓힘으로써 定性的인 引律比附까지 허용하였다. 또한 율문이 효력을 발휘하

는 시간적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당률은 行爲時法主義를 취한 반면 명률은 裁判時法主義

를 택하였다. 외국인 범죄에 대해서도, 당률은 屬人法主義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는 반면 명

률은 屬地法主義를 취하였다.

[주제어] 당률소의(唐律疏議), 대명률(大明律), 명례율(名例律), 태․장․도․유․사 

오형,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금지

Ⅰ. 머리말

중국의 형법은 옛날부터 그 발전정도가 현저하였다. 중국 고대 형법의 우

수한 일면을 예시하면, 중국에서는 그리스, 로마, 게르만 계통의 고법과는 달

리 예부터 죄를 범할 의사가 없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중국에서는 또한 군주나 관리의 자의를 막고 지배에 한계를 부여하고자 하는 

“죄형법정주의적” 제도의 성립도 매우 오래되었다. 또한 고대 중국에서의 자

유형(노역형)의 발달정도도 세계에서 비교할만할 것이 없을 정도로 뛰어났

다. 7세기 형법전인 당률의 경우, 유럽의 19세기에 정립된 刑法典에 뒤지는 

것은 아니었다.1) 

그에 비해서 유럽에서는 16세기에 들어서기까지는 형법은 중국 형법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었다. 유럽의 형법은 민법에 비하여 현저히 발달

이 늦었으며, 유럽에서 획기적 형법전이라 불리는 Carolina刑法(1532)도 중

국의 당률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시기적으로 明代 중기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중국은 이 시기 내용상 당률을 능가하는 명률까지 성립시켰다. 중국 고

래의 문헌에 의하면, 형법전 편찬 공포에 두 가지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하

나는 재판관의 擅斷억제를 위해서이며, 그 둘째는 일반인의 범죄적 동기를 

억압하기 위해서이다. 유럽 중세말기 성립된 카롤리나형법이 갖는 의의도 역

1) 니이다 노보루(仁井田 陞) 지음, 임대희․박순곤 옮김, �중국법제사연구－형법편�(1959),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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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동일하며, 같은 법전에 정해진 형벌이 대단히 잔혹했다고 해도 이 법전이 

있으므로 독일에서는 여하튼 재판관의 擅斷을 면할 수 있었다. 유럽에서는 

범죄 및 형벌은 대개 成文法律로 정해지지 않고,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여

기에 어떤 형벌을 과해야 할지는 군주나 재판관의 임의였던 시대가 오래 계

속되었다. 중세이래의 이러한 擅斷主義가 가져오는 불이익을 참을 수 없게 

되어, 개인의 이익이나 자유를 위한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주장이 발전하

고, 범죄와 형벌의 관계가 법률에 의해 규정될 것을 요하여 “법률 없으면 범

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罪刑法定主義의 결실을 마침내 보게 되었다. 유럽 

근세의 형법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명문화되어 있고, 독일 카롤리나형

법에도 그것과 관련되는 조문이 있다.2) 

반면 중국의 법률사상에는 당률 이전의 晉律에서 이미, 국가형벌권 남용

을 억제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

록 하는 소위 罪刑法定主義的 제도와 비슷한 것이 있었다. “법률에 의해서 

단죄할 경우에는 모두 律令의 正文에 의거해야 한다.”3)는 주장이 이미 3세

기 중엽 晉律에서 대두한 것이다. 晉이후 南北朝시대의 율에도 이와 비슷한 

규정이 있는데, 더 지나서 7세기에 편찬된 唐律에서는 “무릇 죄를 판결할 때

에는 모두 반드시 율․령․격․식의 正文을 갖추어 인용해야 한다.”고 하였

다.4) 晉律과 唐律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죄형법정주의 이념과 일맥상통한다. 

�唐律疏議�는 당 제국의 刑法과 형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모아 편찬한 刑法典

으로 지금까지 완형을 전하는 것 가운데 最古의 중국 법전으로 중국의 형법

이 고래로 그 발달의 정도가 뚜렷하였음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大明律�은 당률을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명 태조 朱元璋은 원 말 사회 혼

란에 대응하고 황제 중심 통치 체제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였다. 洪武帝는 법률을 ‘민란을 막는 도구이며 통치를 보완하

는 방법’으로 여겼고, 법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의 뜻이 정해져 위아래가 평안

2) 니이다 노보루(仁井田 陞) 지음, 임대희․박순곤 옮김, 위의 책(1959), 358쪽. 

3) �晉書� 권30, 刑法志. “律法斷罪 皆當以法律令正文”.

4) �唐律疏議�, 제484조, 斷罪不具引律令格式. “諸斷罪皆須具引律令格式正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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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고 여겨 법률 제정을 건국 초기에 먼저 해야 할 일로 보았다.5) 

그리고 황제 중심 통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唐律을 모방하여 明律을 제정

하였다. �大明律�은 당률의 기본 정신을 흡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명 건

국 초기 30년의 통치 경험을 융합한 것으로, 조문은 당률보다 간략하고 입법 

정신은 宋律보다 엄격하여 형식과 내용에서 모두 발전을 이룬 중요한 법전이

라 하겠다.6)

본고는 중국의 양대 성문법전인 �唐律疏議�와 �大明律� 비교 검토함으로

써 두 법전이 지니는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편목과 총칙

을 분석한다. 당률과 명률은 범죄와 형벌의 일반적인 원칙을 규정한 總則과 

범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分則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적․일반적 규정을 

먼저 배치하고 특수적․개별적 규정을 뒤이어 배치함으로써 일반적인 것으

로부터 특수한 것으로의 방향을 취한 것이다. 당률과 명률은 현대 법률학 체

제로 보면 總則에 해당하는 名例律을 冒頭에 배치하였다. 모든 율문을 총괄

하는 總則인 名例의 연원은 戰國時代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隋律과 唐律 그

리고 明律에서 總則을 名例라 칭하는데, 그 이름이 시작된 것은 北齊律이다. 

편목과 총칙에 대한 검토를 통해, 隋와 唐 2대에 걸친 율이 모두 北齊율을 

바탕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전통이 명률에까지 이어졌음을 밝힌다.

다음 형벌체계에 대한 검토를 한다. 先秦 시대의 형벌은 肉刑 중심의 五刑

이었는데, 육형이 폐지되고 새로운 오형의 형벌체계가 처음 성립된 것은 남

북조시대 특히 北朝에서였다. 북위에서 새롭게 絞刑이 등장하는데, 이는 사

형의 기준이 희생자의 고통이 아니라 신체의 온전함 여부로 바뀌었음을 의미

한다. 流刑도 北齊까지 거리상의 차이가 없었으나 北周에 이르러 5등급으로 

나누고 거리상 차등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隋의 開皇律에서 笞杖徒流死의 

새로운 오형제도가 확립되었으며, 隋代에 확립된 오형의 형벌체계가 唐律을 

거쳐 明律에 이른다. 당률과 명률의 형벌체계는 동일한 오형이지만 내용 면

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

5) 張晋藩 주편, 한기종․김선주․임대희․한상돈․윤진기 옮김, �중국법제사�(소나무, 2006).

6) 張晋藩 주편, 한기종․김선주․임대희․한상돈․윤진기 옮김, 위의 책(2006), 4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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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형벌론에 대한 검토를 한다. 이를 통해 죄형법정주의를 구성하

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율문의 시간 한계를 규정한 행

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형률의 인적적용 범위인 속인법주의와 속지법

주의 등에서 당률과 명률이 각각 차이점이 있음을 밝힌다. 이상의 비교 검토

를 통해 중국의 2대 성문법전인 당률과 명률에 대한 이해가 한 단계 더 심화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篇目과 總則 

1. 隋唐시대

약 150년간 남북조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중국을 통일한 隋 文帝는 통일

된 통치 구조를 확립하고자 옛 제도를 참고하여 율령을 제정하여 가혹한 법

을 없애고 너그러우면서도 공평하게 하는 데 힘썼다.7) 隋의 비교적 큰 입법 

활동은 두 차례 있었는데, 하나는 文帝의 開皇律令 제정이며 다른 하나는 煬

帝의 大業律令의 제정이었다. 개황율령은 위진남북조 이래의 옛 율을 참작했

지만 주로 북제율을 표본으로 삼았다. 

北齊율은 역대 통치자의 경험을 총괄해, 형률이 겨냥하는 바를 政權 및 禮

敎를 해치려는 범죄에 집중해 十惡의 연원이 되는 ‘重罪十條’8)를 확립했다. 

北齊율은 “法令이 明審하고 科條가 簡要”하여9) 隋代의 開皇律에 흡수되었

고, 또 唐律의 제정에 기초를 제공했다.10) 隋와 唐 2대에 걸친 율은 모두 北

齊율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었다.11) 北齊율은 12篇目12)으로 구성되었으며 

7) �舊唐書� 권50, ｢刑法志｣ 제30, 刑法. “隋文帝參用周齊舊政 以定律令 除苛慘之法 務在寬平”.

8) 又列重罪十條 一曰反逆 二曰大逆 三曰叛 四曰降 五曰惡逆 六曰不道 七曰不敬 八曰不孝 九曰不義 

十曰內亂 其犯此十者 不在八議論贖之限(�隋書� 권25 刑法志).

9) 是後 法令明審 科條簡要(�隋書� 권25 刑法志).

10) 장진번(張晋藩) 주편, 한기종․김선주․임대희․한상돈․윤진기 옮김, 앞의 책, 349쪽.

11) 정수덕(程樹德) 저, 임병덕 역주, �구조율고(九朝律考) 四�(세창출판사, 2014), 315쪽.

12) 一曰名例 二曰禁衛 三曰戶婚 四曰擅興 五曰違制 六曰詐僞 七曰鬪訟 八曰賊盜 九曰捕斷 十曰毁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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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名과 法例를 합하여 名例라 하였다. 隋律과 唐律 그리고 明律에서 總則을 

名例라 칭하는데, 그 이름이 처음 시작된 것은 北齊律이다.

개황률은 내용면에서 이전과는 크게 다른 면이 있는데, 첫째로 笞․杖․

徒․流․死라는 새로운 五刑제도를 확립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새로운 오

형제도의 확립은 고대 중국 법제사에서 획기적인 대사건으로 이것이 ‘開皇

의 治’라는 번성 시대를 촉진했음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다음으로, 북제율

의 重罪十條를 발전시켜 ‘十惡’13)의 大罪로 만들어 율문에 기재함으로써 지

배층의 독재정치나 통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단죄를 강화했다. 북

주와 북제 때는 비록 10조의 죄명은 갖추었으나 十惡이라는 죄목은 없었다. 

개황 연간에 법제를 정하면서 비로소 이 죄목을 갖추게 되었는데, 옛 법률 

조문을 참작하였지만 그 수는 10조목을 유지하였다.14) 開皇律의 체제는 北

齊律을 준용하여 12篇目15)으로 하였으며, 총칙 역시 북제율을 따라 名例라 

칭하였다.

개황률에 이어 煬帝 때 大業律令을 제정하였다. 大業律이 후세의 전통 법

전 끼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은데, 이는 당률이 개황률을 그대로 계승했기 

때문이다.16) 大業律의 篇目은 18편인데,17) 開皇律의 戶婚을 戶律과 婚律, 賊

盜를 賊律과 盜律, 廐庫를 倉庫와 廐牧, 鬪訟을 鬪律과 告劾의 두 편으로 나

누고 請求와 關市 두 편을 추가하여, 대체로 그 篇目은 증가하였지만 그 조

항은 그대로였다.18) 총칙을 명례라 한 것도 개황률 그대로이다. 

대외팽창과 무리한 토목공사로 인심을 잃은 수나라를 대신하여 건국한 唐

十一曰廏牧 十二曰雜律(�隋書� 刑法志).

13) 十惡은 1.謀反, 2.謀大逆, 3.謀叛, 4.惡逆, 5.不道, 6.大不敬, 7.不孝, 8.不睦, 9.不義, 10.內亂 등이다.

14) 周齊雖具十條之名 而無十惡之目 開皇創制 始備此科 酌於舊章 數存於十(�唐律疏議� 권1 名例 十惡).

15) [開皇]三年 又敕蘇威牛弘等 更定新律 (……) 凡十二卷 一曰名例 二曰衛禁 三曰職制 四曰戶婚 五曰

廐庫 六曰擅興 七曰盜賊 八曰鬪訟 九曰詐僞 十曰雜律 十一曰捕亡 十二曰斷獄 自是刑網簡要 疎而

不失(�隋書� 권25 刑法志).

16) 皇朝武德中 命裴寂殷開山等定律令 其篇目一准隋開皇之律(�唐六典注� 권6 尙書刑部).

17) [大業]二年 新律成 凡五百條 爲十八篇 詔施行之 謂之大業律 一曰名例 二曰衛宮 三曰違制 四曰請

求 五曰戶律 六曰婚律 七曰擅興 八曰告劾 九曰賊律 十曰盜律 十一曰鬪律 十二曰捕亡 十三曰倉庫 

十四曰廐牧 十五曰關市 十六曰雜律 十七曰詐僞 十八曰斷獄 其五刑之內 降從輕典者 二百餘條 其加

杖決罰訊囚之制 並輕於舊 是時百姓久厭嚴刻 喜於寬刑(�隋書� 권25 刑法志).

18) 정수덕(程樹德) 저, 임병덕 역주, �구조율고(九朝律考) 四�(세창출판사, 2014), 3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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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開皇律을 기준으로 624년(武德 7)에 武德律을 완성하였다.19) 당률이 수

율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근거로는 篇目이 전적으로 동일하다는 점,20) 刑名

이 笞․杖․徒․流․死 5등급으로 동일하다는 점, 十惡에 대한 조문을 계승

하였다는 점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十惡이라는 명칭은 隋 文帝 때 開皇律

을 更定할 때 처음 생겼으나 그 뒤 煬帝 때 제정된 大業律에서 삭제되었다

가21) 이후 唐 武德律에서 다시 복원되었다.22)

이후 637년(貞觀 11)에 제정된 貞觀律은 무덕률에 비해 형벌을 대폭 경감

했다. 寬仁愼刑의 사상에 비추어 법률을 제정하였기에 정관율은 같은 종류의 

죄형에 대한 처벌 가운데 가장 관대한 법률이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貞觀

之治로 불리는 태평성대가 출현할 수 있었다. 태평성대의 출현은 법제의 상

대적인 건실함과 뗄 수 없는 것으로, 법제는 태평성대의 출현을 추진하는 원

동력이자 태평성대의 외부적인 표지이기도 하다. 법제 없는 태평성대 없고, 

태평성대이면서 법제가 쇠락한 경우도 없었다. 중원을 차지한 소수민족일지

라도 기반을 다진 후에는 반드시 법을 통해서만 광대한 한족 지역을 통치할 

수 있었다.23)

당률은 이때 수정된 뒤에는 唐代 전체에 걸쳐 格式에서 내용까지 기본적

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고종이 제위를 이은 뒤 무덕․정관이래의 律令

格式을 참조해 새롭게 수정 편찬했다. 고종은 새로운 시대상황에 부합하기 

위해 옛 제도에서 불편한 것을 삭제하고 정정함으로써 651년(永徽 2)에 500

조 12권의 永徽律을 제정하였다. 고종은 영휘율을 편찬하면서 입법이론 작

19) 무덕률의 편목은 이전의 개황률에 준하며, 형명의 제도도 대략 같았으며, 조문 수 또한 500조로 

변경하지 않았다.([開皇]三年 因覽刑部奏 斷獄數猶至萬條 以爲律尙嚴密 故人多陷罪 又勅蘇威牛弘

等 更定新律 除死罪八十一條 流罪一百五十四條 徒杖等千餘條 定留唯五百條 凡十二卷 �隋書� 권

25 刑法志)

20) 당률의 12篇目은 1.名例, 2.衛禁, 3.職制, 4.戶婚, 5.廐庫, 6.擅興, 7.賊盜, 8.鬪訟, 9.詐僞, 10.雜律, 

11.捕亡, 12.斷獄 등인데, 隋 開皇律의 篇目 역시 1.名例, 2.衛禁, 3.職制, 4.戶婚, 5.廐庫, 6.擅興, 

7.賊盜, 8.鬪訟, 9.詐僞, 10.雜律, 11.捕亡, 12.斷獄 등으로 양자가 전적으로 동일하다.

21) 煬帝卽位 以高祖禁網深刻 又敕脩律令 除十惡之條(�隋書� 권25 ｢刑法志｣) 이로써 십악은 각 조문

에 나뉘어 예속되었고 또한 두 가지를 삭제하여 8조목으로 조정되었다.

22) 大業有造 復更刊除 十條之來 唯存其八 自武德以來 仍遵開皇 無所損益(�唐律疏議� 권1 名例 十惡).

23) 장진번(張晋藩) 주편, 한기종․김선주․임대희․한상돈․윤진기 옮김, 앞의 책,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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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율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조문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疏를 만든 작업이었다. 율문에 대한 注疏 작업이 처음 이루어진 것

은 晉律에서였다.24) 張斐와 杜預는 晉代의 저명한 律學家로 진율에 注를 달

았다. 그 이후 南朝의 각 왕조에서는 그들이 注한 진율을 사용하면서 張杜律

이라 일컬었다.25) 注疏 작업은 唐代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은 

653년(永徽 4)에 마침내 律疏 30권을 완성해 천하에 공포 시행했는데, 이로

부터 刑獄의 판결은 모두 律疏의 해석으로써 기준을 삼게 되었다. 

晉의 張杜律에서 시작하여 당의 永徽律로 이어진 율문에 대한 注疏 작업

은 당이 법제를 강화하고 더 나은 법률을 시행하며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 법리학의 큰 발전이기도 했다. 이는 

이후 역대 왕조의 입법에 이론적 근거가 됐다.26) 현존하는 �唐律疏議�는 

653년(영휘 4)에 長孫無忌 등이 당시에 개정 반포한 永徽律에 注疏를 더하

여 편찬한 것이다.27) �唐律疏議�는 율문과 疏議․注․問答과 ｢進律疏表｣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12편의 율문마다 맨 앞에 疏議의 형식으로 그 편명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더했다. �唐律疏議�는 12편 30권 502조로 구성되

어 있는데,28) 1편 名例律 6권 57조가 모든 율문의 準則이다. 조문 수는 전체 

조문의 10분의 1 남짓하지만, 범죄와 형벌을 정하고 적용하는 원칙은 대부분 

여기에 규정되어 있다. 

당률은 수율을 비롯하여 이전 형률을 바탕으로 시대변화에 민감하게 대

응하고 통치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발전을 거듭하였다. 당률은 한편으로 

篇目, 五刑, 十惡 등에서 수율을 계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율문에 대한 올

바른 이해를 위해 입법이론으로 律疏 작업을 강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수나

24) 其後明法掾張裴[斐]又注律 表上之(�晉書� 권30 刑法志).

25) 정수덕(程樹德) 저, 임병덕 역주, �구조율고(九朝律考) 三�(세창출판사, 2014), 131쪽.

26) 張晋藩 주편, 한기종․김선주․임대희․한상돈․윤진기 옮김, 앞의 책(2006), 364~366쪽.

27) 張晋藩 주편, 한기종․김선주․임대희․한상돈․윤진기 옮김, 앞의 책(2006), 366쪽. 반면 니이다 

노보루는 737년(개원 25) 반포 시행된 ｢開元25년 율령격식｣을 �唐律疏議�로 보고 있다(仁井田 陞, 

�中國法制史 增訂版�(암파서점, 2005), 64쪽).

28) 율문은 원래 500조였는데 후에 職制律과 鬪訟律이 1조씩 첨가되어 502조가 되었다. 그러나 언제 

보태졌는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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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와 달리 확대된 영토, 광범위한 교역의 성립, 다양한 이민족의 통치, 사회

경제적 발전 등에 대한 법률적 필요성에 의한 것으로, 조문 수의 증가보다 

조문 해석의 확대를 통해 대응하고자 한 결과였다. 이를 통해 당은 貞觀의 

治와 開元의 治와 같은 번영기를 구가하였으며, 중국 전통 법리학의 발전에

도 기여했다.

2. 明代

원말 사회혼란을 수습하고 한족의 전통중화주의를 표방한 명나라는 건국

직후 법제를 정비했다. 당률을 기초로 한 �대명률�은 1367년(오왕 원년)의 

吳律이 모태가 되어, 1374년(홍무 7), 1376년(홍무 9), 1383년(홍무 16), 

1389년(홍무 22)의 네 차례의 개정 보완을 거쳐 1397년(홍무 30)에 최종 頒

示되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홍무제의 입법의지 및 제정노력이 인상적

이다.29) 그는 몽고 원 제국의 붕괴를 법 시스템의 이완에 있다고 보고 통치

의 원칙을 높이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법 조직의 연결망이 건전하게 정

착되어야 한다고 믿고, 법률 제정에 안내 지침을 제공하였으며, 성문화 작업

을 시작하였고, 법률을 제정할 관료를 임명하였으며, 개인적으로 특정 법률 

조항을 만드는 데 참여하였다. 

처음 오율을 만들 때 주원장은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세웠다. 첫째, 제국을 

통치하는 기본은 法과 禮라는 원칙, 둘째, 법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보호하는데 있고, 새로 정복한 왕조는 너그러운 법을 만드는 것이 지배하는데 

합당하다는 ‘寬’의 원칙, 셋째, 간결한 언어와 명확한 의미로 사람들이 법을 

이해하고 법에 걸리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簡’의 원칙이다.30) 

29) 홍무제는 명나라를 건국한 이후 30년의 통치기간(1368~1398) 동안 �대명률�을 포함하여 �大明

令�, �大誥�, �皇明祖制�, �敎民榜文� 등 수많은 법 규정을 생산하였다. 중국에서 어느 법률도 한 

사람의 재위 기간 동안 그렇게 여러 번 바뀐 것이 없으며, 그리고 몇 세기동안 바뀌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도 없다(Jiang YongLin, The Great Ming Code/Da Ming lu,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5)

30) Jiang YongLin,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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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률�의 기본형태는 홍무 22년(1389) 율에 이르러 정비되는데, 그 특

징적인 내용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당률을 계승하여 篇首에 총칙인 名例律을 배치하였다. 오율은 형벌

적용의 일반 원칙인 명례율이 갖추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률과 다르

다.31) �대명률�에서 명례율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완전히 당률 체제를 따르

는 홍무 7년(1374) 율부터이다.32) 그러나 범죄와 형벌의 상호관계를 설명하

는 명례는 12편목의 맨 마지막인 斷獄 뒤에 부록으로 붙어있었다. 명례가 법

전 맨 앞으로 이동한 것은 홍무 22년 율에서였다. 홍무 22년 율은 六部職掌

에 따라 이율․호율․예율․병률․형률․공률의 여섯 편으로 나누어 엮으면

서, 부록으로 붙여졌던 명례편을 따로 떼어내 편수로 하여 총 일곱 편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대명률 체제와는 차이가 있었다.33)

둘째, �대명률�은 唐律을 계승하였으면서도 六律이라는 새로운 격식을 창

조했다. 전국시대 魏의 �法經� 6편에서 시작된 중국 법전의 편목은 漢의 九

章律, 당률을 거치며 增損이 있었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명대에 이르러 

육부 행정체제와 법제의 12편목 체제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六部分編的 

체제를 확립하였는데, 이는 중국입법사상에서 일대의 창조였다.34) �대명률�

의 六分 체제는 周禮의 六官에서 유래하는 六分法으로, 六部職掌을 행정체계

로 한 통치체계를 법전에 적용하였던 �元典章�의 영향을 받았다. �대명률�에

서 六分 체제가 처음 갖추어진 것은 1367년 12월에 편찬된 오왕 원년율에서

이다. 오왕 원년율은 六分法을 택하였는데 이 체제는 12篇目으로 분류된 唐

律과는 현저히 다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건중심의 당률 편목이 보다 유

용하다는 판단에서 홍무 7년율(1374)에서 육분법을 버리고 다시 당률의 편

목을 따라서 12편으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통치 질서가 확립된 1389년에 홍

31) 1367년 11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50일 만에 편찬된 오율은 吏律 18조, 戶律 63조, 禮律 14조, 

兵律 32조, 刑律 150조, 工律 8조 등 六律 285조로 구성되었다.

32) 홍무 7년(1374) 율부터 ‘大明律’이라는 명칭을 쓰기 시작하였다. 명 법률 사에서 처음으로 기초법

률에 대명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제목은 마지막 판인 홍무 30년(1397) 율에서도 그대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大淸律로 이어졌다(Jiang YongLin, op. cit.).

33) 金九鎭, ｢大明律의 編纂과 傳來－經國大典 編纂의 背景｣, �白山學報� 20(1984).

34) 정긍식․조지만, ｢대명률 해제｣, �大明律直解�, 서울대학교 규장각총서 법전편(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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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22년율을 제정하며 최종적으로 육분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수․당 이래 

800년 동안 사용하던 법률체계와 구조는 이때쯤 변했다.35) 

홍무 22년율은 홍무제 말년에 이르러 다시 한 번 개정되는데, 이 때 완성

된 홍무 30년(1397)율은 명 왕조 전 시기에 걸쳐 전거가 되었다. �대명률�의 

최종결정판이라 할 홍무 30년율에 대한 홍무제의 입법의지는 “자손들은 그

것을 지키고, 여러 신하 가운데 조금이라도 고치자고 논의하는 자가 있으면 

조상의 제도를 어지럽게 바꾼 죄로 처벌한다.”고 한 聖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무제는 �대명률�을 “제왕의 祖宗들이 규정한 제도”라고 하였고, 편

찬자는 “백대의 尺度”라고 불렀으며, 재판관은 “만년까지 영속할 변함없는 

법”으로 간주했다. 청대에도 원칙적으로 �대명률�을 답습하였고 淸律은 청

초 이래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쳤지만, 그 기본적 형식 내용은 명률의 답습이

었다.36) 홍무 30년율은 7률 30권 460조이다.37) 총칙인 名例律은 47조로,38) 

형벌의 종류인 五刑, 특별한 중죄인 十惡, 죄를 지었을 때 황제에게 우선 의

논을 청해야 하는 여덟 종류의 특권층을 규정한 八議를 비롯하여, 범죄의 양

태, 법률 적용의 일반원칙, 용어 정의 등을 담고 있다. 

Ⅲ. 형벌체계 

1. 隋唐시대

형벌이란 국가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하여 그의 

책임을 전제로 하여 과하는 法益의 박탈을 말한다. 형벌의 주체는 국가이다. 

35) 장진번(張晋藩) 주편, 한기종․김선주․임대희․한상돈․윤진기 옮김, 앞의 책, 494쪽.

36) Jiang YongLin, op. cit.

37) �대명률�은 五刑, 十惡, 八議만 빼고, 모든 조문이 ‘凡’으로 시작되며, 율문 내에서의 내용 구분은 

권점 ‘○’로 표시하였다. ‘凡’자를 기준으로 조문 수를 헤아리면 홍무 30년율은 7률 30권 460조이다.

38) 당의 명례율을 따랐으나 명의 제도와 합치하지 않는 내용인 당률 10조 七品以上之官, 12조 婦人官

品邑號, 13조 五品以上妾有犯, 20조 府號官稱 등은 刪削하였다. 그리고 5조 職官有犯, 6조 軍官有

犯, 9조 應議者之父祖有犯, 15조 流囚家屬 등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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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형벌은 언제나 公刑罰이며 국가적 형벌이라고 할 수 있다. 범

죄에 대한 법률 효과인 형벌은 법익의 박탈을 내용으로 한다. 예컨대 사형은 

생명을, 자유형은 자유를, 벌금형은 재산을 박탈하는 법률효과이다.39)

중국 역대 형벌에서 先秦 시대의 형벌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肉刑 중

심의 五刑(墨刑, 劓刑, 刖刑, 宮刑, 大辟)이었다. 肉刑 중심의 五刑 체제에서 

새로운 오형 체계로 전환되는 데 획기적인 분수령이 된 것은 漢 文帝의 육형 

폐지 조치였다(기원전 167년).40) 새로운 오형의 형벌체계가 처음 성립된 것

은 남북조시대 특히 北朝에서였다.41) 이 시기는 전체적으로 형벌에서 팔다

리를 자르거나 신체에 해를 가하던 肉刑이 점점 사라져가면서 형벌제도가 점

점 규범화되면서 새로운 오형 제도로 변해가는 과도기였다. 北齊의 刑名에는 

死刑, 流刑, 耐罪,42) 鞭刑, 杖刑 등 다섯 가지가 있었다. 後周의 형명은 杖刑

(5등급), 鞭刑(5등급), 徒刑(5등급), 流刑(5등급), 死刑(5등급)이다. 후주와 북

제의 형벌 제도는 대체로 북위의 제도를 근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첨삭을 가

한 것이므로, 北魏의 형명도 사형, 유형, 도형, 편형, 장형의 오형으로 이루어

졌을 것이다.43) 

北魏는 사형을 나누어 두 종류로 하였으니 斬刑과 絞刑이 그것이다. 그리

고 대역부도는 腰斬형에 처하고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경우에는 轘刑에 처

한다고 하였으니, 이를 통해 사형은 본래 4등급으로 나뉘어 있었음을 알 수 

39) 이재상, �형법총론�(박영사, 2003), 547쪽.

40) 장국화 엮음, 임대희 외 옮김, �중국법률사상사�(대우학술총서 아카넷, 2003), 256~262쪽. 漢代 

육형이 후퇴하는 데에는 前漢의 文帝시대 태창령의 淳于意가 죄를 지어 육형이 과해지려 했을 때, 

그의 딸인 緹縈이 부친의 신체를 원래대로 돌려놓을 수도 없고, 또한 장래에 改過自新하려 해도 

그 방법이 없음을 생각하고 스스로 관비가 되어 부친의 죄를 贖하고자 上奏한 데 따른 것이다. 

어쨌든 이 시대는 戰國이래의 가혹한 형벌에 의해 사회를 위압할 필요가 적어지게 된 것이 육형을 

후퇴하게 한 주된 動因이었고, 때마침 소녀 제영의 애원이 그 계기가 된 것이라 생각된다(니이다 

노보루(仁井田 陞) 지음, 임대희․박순곤 옮김, 앞의 책, 35쪽).

41) 니이다 노보루(仁井田 陞) 지음, 임대희․박순곤 옮김, 앞의 책, 128쪽.

42) 耐는 耏로 쓰기도 하는데, �說文解字�의 耏자 하단 주에 이르기를 “내의 죄는 棍보다 가볍다. 곤은 

머리카락을 깎는 것이다. 머리카락을 깎지 않고 수염과 귀밑머리만 제거하는 것을 내라고 하고 또 

完이라 하니 완이란 것은 그 머리카락을 보존하는 것이다”고 하였다(정수덕(程樹德) 저, 임병덕 역

주, �구조율고(九朝律考) 一�(세창출판사, 2014), 219쪽). 내죄는 노역형에 주로 병과되기 때문에 

노역형을 총칭하는데 북주율에서는 이런 명칭이 없어졌다(니이다 노보루(仁井田 陞) 지음, 임대

희․박순곤 옮김, 앞의 책, 79쪽).

43) 정수덕(程樹德) 저, 임병덕 역주, �구조율고(九朝律考) 四�(세창출판사 2014),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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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44) �隋書� 刑法志는 北齊의 사형에 대해 “가장 무거운 형벌은 轘刑이

고 그 다음은 梟首이며, 그 다음은 斬刑으로 몸에서 머리를 절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絞刑으로 죽이지만 머리를 절단하지는 않는다.”고 기재하였다.45) 

北周의 사형에도 교형, 참형, 그리고 효수가 있었는데, 이는 모두 북위의 제

도를 계승한 것이었다.46)

생명형 가운데 絞刑의 등장은 사형의 기준은 희생자의 고통이 아니라 신

체의 온전함 여부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교형은 죽어도 신체가 보전되는 

반면, 참형은 몸통과 머리를 분리시켜 신체의 온전함을 손상하기에, 양자의 

차이는 신체를 온전히 보전하느냐 아니면 훼손하느냐에 있었다. 신체적 완전

성―살아 있을 때처럼 죽었을 때에도 신체를 온전하게 보전하는 것―의 

손상은 전통시기 중국의 형벌체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결과였으며, 가장 효

력을 발휘하는 위협이었다. 신체의 형태가 온전하지 않을수록 더욱 가혹한 

형벌이며, 이는 凌遲刑이 斬刑보다 더욱 두려운 형벌로 여겨졌던 이유이기도 

하였다.47)

流刑은 범한 죄를 논한 것이 사형에 처할 만하나,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

해줄 만한 경우 편과 태를 100대씩 가하고 두발을 잘라 변경으로 보내는 형

벌이다. 죄를 범한 정도의 경중에 관계없이 멀리 유배토록 하였다. 당초 거리

에 따른 형벌의 차등은 없으며, 그중 먼 지역으로 유배 보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남자는 장기간 도역에 처하고, 여자는 곡물을 찧는 일에 배치하며, 

모두 6년을 기한으로 하였다.48) 유형에 거리의 차등을 둔 것은 北周부터이

다. 流刑의 거리상의 차이는 北齊까지 아직 없었으나, 北周에 이르러 유형을 

5등급으로 나누고 2,500리~4,500리의 거리상 차등을 두었다.49)

隋의 開皇律에서 笞․杖․徒․流․死의 새로운 五刑제도가 확정되었다.50) 

44) 정수덕(程樹德) 저, 임병덕 역주, �구조율고(九朝律考) 四�(세창출판사 2014), 119~120쪽.

45) 其制刑名五 一曰死 重者轘之 其次梟首 並陳屍三日 無市者 列於鄕亭顯處 其次斬刑 殊身首 其次絞

刑 死而不殊 凡四等(�隋書� 刑法志).

46) 정수덕(程樹德) 저, 임병덕 역주, �구조율고(九朝律考) 四�(세창출판사, 2014), 185~6쪽.

47) 티모시 브룩 외 지음, 박소현 옮김, �능지처참�(너머북스, 2010), 43~48쪽.

48) 정수덕(程樹德) 저, 임병덕 역주, 앞의 책(2014), 316~317쪽. 

49) 정수덕(程樹德) 저, 임병덕 역주, 위의 책, 316~3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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隋律은 태형 및 장형을 각각 5등으로 나누고,51) 북주율의 영향을 받아 유형에 

거리의 차등을 두어 3등으로 하였으며, 북위의 영향을 받아 轘(裂)이나 梟首같

은 극형이 가해졌던 생명형을 교형과 참형의 2종으로 고쳤다.52) 이리하여 종

전의 사형의 종류는 거의 단순화 되었다. 隋律의 생명형 가운데 絞刑이 더해

진 것은 주로 북조계통의 율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수율은 천하통일과 함께 

남북양조의 율도 통합하였다. 요컨대 수율 형벌 체계의 오형 가운데 하나는 

생명형이며[絞, 斬], 둘은 자유형[流, 徒]이고, 둘은 신체형[杖, 笞]이었으며,53) 

여기에 재산형인 贖銅이 수반되어 있었다.54) 수의 개황률에 이르러 비로소 오

형이 死刑 2등급[교형, 참형], 流刑 3등급[1,000리+居作(노역) 2년, 1,500리+

居作 2년 반, 2,000리+居作 3년], 徒刑 5등급[1~3년], 杖刑 5등급[60~100대], 

笞刑 5등급[10~50대]의 20단계 형벌로 확정되었다.55) 새로운 오형제도의 확

립은 고대 중국 법제 사에서 획기적인 대사건으로, 고대 사회부터 형벌제도를 

상징하던 야만적인 수단이 隋에 이르러 비로소 문명적인 방향으로 바뀐 표시

인 셈이다. 이것은 전통시대 경제 문화의 고도한 발전을 표현한다.56) 

수대에 이르러 확립된 오형의 형벌체계는 唐을 거쳐 明에 이어졌다. 당률

의 형벌체계는 수의 개황률을 대체로 답습한 것이었으며, 오형 가운데 유형

에 다소 변경이 가해진 것 외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57) 당의 武德律에서는 

50) 張晋藩 주편, 한기종․김선주․임대희․한상돈․윤진기 옮김, 앞의 책(2006), 431쪽.

51) 정수덕(程樹德) 저, 임병덕 역주, 앞의 책(2014), 318~358쪽.

52) �隋書� 권25, 刑法志. “詔頒之曰帝王作法 沿革不同 取適於時 故有損益 夫絞以致斃 斬則殊刑 除惡

之體 於斯已極 梟首轘身 義無所取 不益懲肅之理 徒表安忍之懷……梟轘及鞭 並令去也”.

53) 니이다 노보루(仁井田 陞) 지음, 임대희․박순곤 옮김, 앞의 책(1959), 80~81쪽.

54) 笞十者銅一斤 加至杖百則十斤 徒一年贖銅二十斤 每等則加銅十斤 三年則六十斤矣 流一千里 贖銅

八十斤 每等則加銅十斤 二千里則百斤矣 二死皆贖銅百二十斤(�隋書� 권25 ｢刑法志｣).

55) �隋書� 권25, 刑法志. “其刑名有五 一曰死刑二 有絞有斬 二曰流刑三 有一千里 千五百里 二千里 

應配者 一千里居作二年 一千五百里居作二年半 二千里居作三年 應住居作者 三流俱役三年 近流加

杖一百 一等加三十 三曰徒刑五 有一年 一年半 二年 二年半 三年 四曰杖刑五 自五十至于百 五曰笞

刑五 自十至于五十 而蠲除前代鞭刑及梟首轘裂之法.

56) 張晋藩 주편, 한기종․김선주․임대희․한상돈․윤진기 옮김, 앞의 책(2006), 361쪽.

57) 당률의 형명은 대체로 개황률의 옛 면모를 계승하면서 다만 유형에 2,000리부터 3,000리까지를 

가중하였다. 현재 �隋書� 刑法志의 내용과 당률을 서로 고증해 보면, 개황률은 北齊의 제도를 그대

로 계승하였고, 형명도 그 중에서 무거운 것을 앞에 두었기 때문에 사형이 첫 머리에 위치한다. 

당률은 北周의 제도를 채택하였고, 형명도 그 중에서 가벼운 것을 앞에 두었기 때문에 태형이 첫머

리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조금 다를 뿐이다.(정수덕(程樹德) 저, 임병덕 역주, 앞의 책(2014), 3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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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3등을 ①2,000리+居作 1년, ②2,500리+居作 1년, ③3,000리+居作 1년

으로 하였다. 당의 武德律은 수의 開皇律에 비해 유배지의 거리를 각 1000리 

씩 연장하고, 반면 居作 3등(3년, 2년 반, 2년)을 모두 1년으로 단축한 점이 

다르다.58) 

남북조시대내지 수․당 시대에 정형화된 오형의 형벌체계는 때때로 변화

는 있지만, 隋 文帝의 開皇律에 법제화되어 唐, 宋, 明, 淸을 거쳐 20세기 초 

沈家本의 법제 개혁으로 형벌 규정을 새로 제정할 때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

되었다. 오형의 형벌 체계는 조선, 일본 등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도 널리 

전파되었다. 일본에서는 8세기부터 메이지시대인 1871년의 신법에까지 오형

의 틀을 사용해 왔다. 조선에서는 �대명률�의 수용을 통해 오형의 형벌 체계

가 조선의 현실에 적용된 이후 대한제국이 �刑法大全�을 頒示하는 1905년 

4월 29일까지 유지되었다.

2. 明代

�대명률�을 통한 명대 형법의 입법사상과 원칙은 “明刑弼教”, “重典治國”, 

“以例輔律”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밝은 형법을 통해 교화하고, 무거운 법전

을 통해 나라를 다스리며, 사례로써 율을 보완함은 명대 황제 중심의 통치 

구조를 안정시키고자 함에 있었다. 특히 백성들로 하여금 법제를 준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위반하였을 때는 무거운 형법을 가했다.59) 1369년(홍무 2) 上

諭에서 ‘형벌은 다스림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며, 형벌이 밝으면 결국 형벌이 

없는 수준을 기약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에서 �대명률�을 제정한 홍무제의 

입법사상을 확인할 수 있다.60) �대명률�의 형률체계 역시 당률과 동일하게 

오형이다. 하지만 차이점 또한 내포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8) 唯三流皆加一千里 居作三年二年半二年 皆爲一年 以此爲異(�唐六典注� 권6 尙書刑部).

59) 김경록, ｢명초 홍무제의 국가통치 구상과 대명률｣, �법사학연구� 53(2016), 104쪽.

60) �명태조실록� 권47, 홍무 2년 11월 18일(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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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명률�의 오형은 자유형인 徒刑과 流刑에 신체형인 杖刑을 倂科

하였다는 점에서 당률 체계와 달랐다. �대명률�은 도형 5등(1년, 1년 반, 2

년, 2년 반, 3년)에 장형 60대 내지 100대를, 유형 3등(2천리, 2천 5백리, 3천

리)에 각각 장형 100대를 병과하였다. 唐은 秦․漢 이래 하나의 죄에 여러 

가지 형벌을 내리는 제도를 삭제하고 一罪一罰로 다스렸다. 그러나 당 이후 

다시 복잡하게 변해서, 예를 들면 宋의 경우에는 유형에 장형을 더하고 문신

을 새겨서 하나의 죄에 세 가지 형벌을 가하는 一罪三刑이 이루어졌다.61) 

徒刑에 杖刑을 부과하는 형벌체계는 元代에 보인다. 원대의 형벌체계는 도형

을 1년, 1년 반, 2년, 2년 반, 3년의 5등으로 나누고 여기에 장형을 병과하였

다.62) �대명률�에서 도형과 유형에 장형을 병과하는 것은 이러한 전통에 기

인한 것이다.

자유형인 徒罪․流罪에 신체형인 장형을 병과하는 까닭은, 도죄․유죄도 

모두 장죄인데, 죄가 장 100에 이르면 사람이 이 이상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장죄를 줄이고 5등급의 도죄를 정하여 차례로 더한 것이며, 다섯 가지 도죄

로도 족히 그 허물을 다할 수 없으나 그 죄가 또 죽음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경우 비로소 다시 3등급의 유죄를 정한 것이다.63) 당률이 형벌체계를 자유

형 중심으로 구성한 반면, 명률은 신체형 중심으로 구성하였던 것이다. 또한 

형벌의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는 贖錢 규정이 있는데, 당률에서는 贖銅을 斤

으로 헤아려 ‘銅 1근’(태 10)부터 ‘銅 120근’(교형․참형)까지로 차등화 하였

고, 명률에서는 이것을 錢으로 헤아려 ‘동전 600文(=0.6관)’(태 10)부터 ‘동

전 42貫’(교형․참형)까지로 차등화 하였다. 이상 隋 개황률에 이르러 확립

된 오형 형벌체계의 변천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61) 명대 丘濬이 말하기를 “송나라 사람은 5대에서 刺配를 행하던 법을 이어받아 등허리에 장형을 가

하고, 유배를 보내고, 얼굴에 자자를 실시했다. 이로써 한 사람이 한 사건의 범죄 때문에 세 가지 

형벌을 받았다.”고 했다.(장진번(張晋藩) 주편, 한기종․김선주․임대희․한상돈․윤진기 옮김, 앞

의 책, 434쪽)

62) 니이다 노보루(仁井田 陞) 지음, 임대희․박순곤 옮김, 앞의 책, 366쪽.

63) �大淸律輯註�(하) 812쪽. “蓋徒流皆杖罪也 原立法之意 杖一百之外 人不堪再受 定爲五等徒 以遞加

之 五徒不足以盡其辜 其罪又不應至死 乃復定爲三等流”; 823~824쪽. “竊謂 罪至杖一百 人不可再

受 故減杖增徒”.



五刑 등급

수율 당률 명률

개황률(583년) 무덕률(624년) 영휘율(653년) 홍무율(1389)

正刑 贖刑(銅) 正刑 正刑 贖刑(銅) 正刑 贖刑(銅錢)

신체형

笞刑
5

등급

태10 1근 태10 태10 1근 태10 600문

태20 2근 태20 태20 2근 태20 1관200문

태30 3근 태30 태30 3근 태30 1관800문

태40 4근 태40 태40 4근 태40 2관400문

태50 5근 태50 태50 5근 태50 3관

杖刑
5

등급

장60 6근 장60 장60 6근 장60 3관600문

장70 7근 장70 장70 7근 장70 4관200문

장80 8근 장80 장80 8근 장80 4관800문

장90 9근 장90 장90 9근 장90 5관400문 

장100 10근 장100 장100 10근 장100 6관

자유형

徒刑
5

등급

도1년 20근 도1년 도1년 20근
장60+

도1년
12관

도1년 

반
30근 도1년 반

도1년 

반 
30근

장70+

도1년 반
15관

도2년 40근 도2년 도2년 40근
장80+

도2년
18관

도2년 

반
50근 도2년 반

도2년 

반
50근

장90+

도2년 반
21관

도3년 60근 도3년 도3년 60근
장100+

도3년
24관

流刑
3

등급

유1000리+

거작2년
80근

유2000리+

거작1년
유2000리 80근

장100+

유2000리
30관

유1500리+

거작2년 반
90근

유2500리+

거작1년
유2500리 90근 

장100+

유2500리
33관

유2000리+

거작3년
100근

유3000리+

거작1년
유3000리 100근

장100+

유3000리
36관

생명형 死刑
2

등급

絞刑
120근

교형 교형
120근

교형
42관

斬刑 참형 참형 참형

<표 1> 오형 형벌체계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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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명률�은 오형 형벌체계에 없는 肉刑인 자자형이 있다. 고대의 육

형의 하나인 자자형은 한나라 文帝에 의해 공식적으로 폐지되어 당률에는 보

이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五代 시기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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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부활하여 국가의 공식적인 형벌체계로 제도화되었으며, 원대를 거

쳐 명나라의 형법전인 �대명률�에 보인다.64) �대명률�은 盜犯에 대해 부가

형으로 자자하도록 하였다.65) 

셋째, �대명률�은 오형 형벌체계에는 없는 추방형인 遷徙와 安置를 도죄

와 유죄 사이에 두었다. 천사는 죄인을 고향 땅 1000리 밖으로 귀양살이 보

내 다시 돌아와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이른다.66) 죄인을 변방으로 

쫓아내는 유배의 일종인 천사는 당에 이르기까지 없었으며, 송에 이르러 처

음 시작된 제도이다. 법을 어긴 이가 ‘죄는 가벼우나 실정이 무거울’ 경우에 

쓰는 형벌이다. 즉 죄가 가벼우므로 三流로 처벌하면 너무 혹독하고, 실정이 

무거우므로 五徒로 처벌하면 잘못을 징계하는데 부족하기에 이 제도를 만들

어 1000리 밖으로 유배 보내 종신토록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遷徙는 송대의 配隷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徒罪보다는 무겁고 流罪보다

는 가벼운 자유형이다.67) 遷徙는 流罪의 절반에 해당하며 徒 2년에 준한

다.68) 명률은 당률을 근본으로 오형을 제정하면서도, 도형과 유형 사이에 천

사를 만들어 오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

다.69) 반면 安置는 2000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어 그곳에 살게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형이다.70) 

64) 니이다 노보루(仁井田 陞) 지음, 임대희․박순곤 옮김, 앞의 책(1959), 37쪽․90쪽. 

65) �大明律�, 刑律, 監守自盜倉庫錢粮. “監臨이나 主守 자신이 창고의 돈이나 식량이나 그 밖의 물건

을 훔치면, 오른팔 팔뚝의 안쪽에 ‘盜官錢’이나 ‘盜官粮’ 또는 ‘盜官物’ 세 글자를 刺字한다.”; 白晝

搶奪. “대낮에 타인의 재물을 빼앗으면 모두 오른팔 팔뚝의 안쪽에 ‘搶奪’ 두 글자를 자자한다.”; 

竊盜. “절도의 경우, 초범은 오른팔 팔뚝의 안쪽에 ‘竊盜’ 두 글자를 자자하고, 재범은 왼팔 팔뚝의 

안쪽에 자자한다.”

66) �大明律�, 五刑, 名義. “遷徙 謂離鄕土一千里之外”; �大明律例諺解� 권3, 14~15장.

67) �大明律例諺解� 권3, 14~15장.

68) �大明律集說附例�, 戶律, 禁革主保里長. “遷徙……比流減半 准徒二年”.

69) �律條疏議� 名例, 67~70쪽.

70) �大明律例諺解� 권3, 14~15장. 가령 謀叛인의 父母․祖孫․兄弟는 호적의 같고 다름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2,000리에 유배 보내 安置한다(�大明律� 刑律 謀叛). 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蠱毒을 

만들거나 저장하거나, 제조법을 가르치거나 제조하도록 시키는 자의 妻子나 동거하는 家口는 비록 

실정을 몰랐더라도 모두 2,000리에 유배 보내 安置한다(�大明律� 刑律 造畜蠱毒殺人). 반면 특별

한 중죄인의 경우 3,000리에 유배 보내 안치하기도 한다. 실례로 謀反․謀大逆인의 백부나 숙부, 

형이나 동생의 아들은 호적의 같고 다름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3,000리에 유배 보내 安置하도록 

하였다(�大明律� 刑律 謀反大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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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대명률�은 오형 형벌체계에는 없는 充軍을 流罪와 死罪 사이에 두

었다.71) 죄인을 군역에 충당하는 충군은 범죄의 실정이 무거워 유형으로는 

그 죄 값을 다 치를 수 없고 그렇다고 사죄로 처벌하는 것 또한 합당하지 

않을 때 가하는 형벌이다. 流刑은 죄인을 평민으로 삼아 먼 지방에 보내 종

신토록 돌아오지 못하는데 그치지만, 充軍은 변방에 있는 衛所로 유배 보내 

군역을 지도록 하기 때문에 죄가 유형보다 무겁다.72) 가령 指揮, 千戶, 百戶 

따위의 軍官이나 일반 군인이 徒罪를 범하면 장 100을 치고 2000리 이내에 

있는 衛로 보내 충군하고, 流罪이면 3등급 거리의 원근에 따라 장 100을 치

고 각 위로 보내어 충군하며, 먼 변방에 있는 衛所로 보내 충군하는 邊遠充軍

에 해당하면 율문에 따라 徒流할 지방으로 옮겨 보냈다.73) 

충군은 형벌과 명초 사회현상에 대한 국가정책과의 긴밀한 관련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홍무연간은 명 건국직후로 몽골과의 전쟁, 각지의 

반란진압 등으로 병력소요가 많았지만, 오랜 전란으로 일반 백성들의 징집에 

대한 거부감도 높아 홍무제의 고민도 많았다. 이에 홍무제는 충군제도를 활

용하여 해결하고자 했다. 중국의 역대 왕조 가운데 가장 효율적으로 충군제

도를 운영한 明은 이를 통해 각종 범죄에 대한 형벌과 병력충원의 이중 효과

를 거두었다. 명대는 민호와 군호로 구분된 호적제도에 기반 하여 변방의 都

司와 衛所에는 군호를 充役시켰는데, 충군대상자를 군호로 포함시킴으로써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박탈하였다. 명대 충군은 크게 充軍, 邊遠充軍, 

永遠邊遠充軍으로 형벌수준이 구분되어 엄중한 刑政의 측면도 있었다.74)

또한 충군에 해당하면 徒流할 지방으로 옮겨 보내는 것은 명의 군제와 밀

71) �대명률�의 充軍 조목은 모두 29조목으로 명례률의 5조목, 이율의 2조목, 호율의 3조목, 병률의 

15조목 형률의 4조목 등이다(김경록, ｢명초 홍무제의 국가통치 구상과 대명률｣, �법사학연구� 53, 

2016, 100쪽). 이후 1550년(嘉靖 29) ｢充軍條例｣는 213조항이었으며, 1585년(만력 13) 39조항이 

더 늘어났다. 이처럼 충군은 명대 중요한 형벌로서 이후 관련 내용이 계속 늘어났다.

72) �大淸律輯註�(상) 名例, 3쪽.

73) 가령 河南布政司에 속한 府의 지역의 죄수는 廣西都指揮使司가 관할하는 南寧衛大平千戶所로, 山

東 및 山西 포정사에 속한 부의 지역의 죄수는 廣東都指揮使司가 관할하는 海南衛로 보내는 따위

이다(�大明律� 名例律 徒流遷徙地方). 충군할 경우 모두 자자는 면해주었다(�大明律� 名例律 軍官

軍人犯罪免徒流).

74) 劉濤, ｢明大誥與明代社會管理｣(산동대학박사학위논문, 2014), 299~3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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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하게 연관이 있었다. 홍무제는 명의 방위체제를 방어중심으로 구성하고 변

방에 주요 都司체제를 갖추었다.75) 변방의 都司와 그 휘하의 衛所는 기본적

으로 군역을 담당한 병력이 주둔했지만, 이의 충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병력

수요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었는데, 국가재정 

지출이 없이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充軍이었다. 군관이나 군인의 경우, 도죄

나 유죄를 범하면 죄를 면해주는 까닭은 이들을 도형이나 유형에 충당하면 

軍伍가 점차 줄어들게 되므로, 군사력의 손실을 막기 위해 거리를 정해 충군

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76) 또한 도형은 노역이고 유형은 고향을 떠나게 하는 

것이므로, 군인이 고향을 떠나 군역에 복무하는 것은 도형․유형과 큰 차이

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충군은 형벌의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군역

의 충원이란 측면도 있었다.

다섯째, �대명률�은 사죄에 오형 형벌체계에 없는 陵遲處死를 두었다.77) 

능지처사는 대역죄라든가 부모살해 등 특별한 죄인에게만 과하는 생명형이

다. 陵遲의 원래 뜻은 산이나 구릉의 완만한 경사를 말한다. 따라서 능지는 

가능한 한 느린 속도로 고통을 극대화하면서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는 말이

다. 구체적으로 능지처참은 천천히 칼로 한 점 한 점 몸을 베어내고 거의 다 

베어냈을 때 배를 가르고 목을 잘라 죄인의 목숨을 빼앗는 형벌이다. 능지는 

고통이 극에 달하여 죽게 하는 것으로 형벌 중 가장 극형이다.78) 능지형은 

중국의 사법재판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생명형 중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

다. 능지라는 용어와 이와 결합된 특별한 처형 절차는 요대와 송대에 이르러

서야 중국의 사법체계에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 기원은 중앙아시아로 추

정되는데 이 때문에 당률에는 능지가 언급되지 않았던 것 같다. 능지는 원대

에 처음으로 공식 승인되었으며 정치적 범죄에 대한 예외적 극형으로 남겨두

었던 것 같다. 명대에 와서 능지형은 최악의 정치적․윤리적 범죄에 적용하

는 일반적 형벌로 간주되기 시작하여 청대에까지 지속되었으며, 19세기의 

75) 김경록, ｢명초 홍무제의 군사인식과 군사정책｣, �군사� 99(2016), 167~169쪽.

76) �大明律附例注解� 권1, 156쪽.

77) 티모시 브룩 외 지음, 박소현 옮김, 앞의 책(2010), 167~8쪽.

78) �大明律集說附例� 권18,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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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방문객들에 의하여 독특한 중국적인 고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79) 

당률 오형의 형벌체계는 자유형이 도형과 유형 2등급이며, 생명형이 교형

과 참형 2등급이다. 그러나 �대명률�의 경우, 도형보다 무겁고 유형보다 가

벼운 천사와 유형보다 무겁고 사형보다 가벼운 충군을 포함하면 자유형은 

4등급이며, 생명형은 능지처사형을 포함하면 3등급이다. 이들까지 포함시켜 

�대명률� 형벌체계를 재구성하면, 신체형 10등급(태형 5등급－장형 5등급), 

자유형 11등급(도형 5등급－천사－안치－유형 3등급－충군), 생명형 3등급

(교형－참형－능지처사형) 등 총 24등급이 된다.

Ⅳ. 형벌론 

1. 罪刑法定主義와 擅斷主義

형벌권은 다른 어느 분야와 비교할 수 없이 국민의 자유를 강력히 제한할 

수 있는 국가의 권력수단이다. 국가는 이에 의하여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고, 그 자유를 無期에 이르기까지 제한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강력한 국

가형벌권의 행사가 무제한 허용되어서는 안 되므로,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명시하여 국가의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罪刑法定主義인데, 이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

가 類推解釋禁止의 원칙이다. 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죄

형법정주의는 새로이 형벌을 과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유추해석을 금할 것을 

요구한다. 즉 유추해석에 의하여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거나 기존의 구성요

건에 대한 형을 가중할 수는 없다.80)

79) 티모시 브룩 외 지음, 박소현 옮김, 앞의 책(2010), 117쪽. �대명률�에는 범인을 능지처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죄목이 15개 조항 있는데, 이 가운데 특별한 중죄인 十惡에 해당하는 것이 11개 

조항이다. 

80) 李在祥, �刑法總論�(박영사, 2003), 9~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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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률사상에는 晉律에서 이미 “재판은 원칙적으로 法律正文의 적용

에 따라 행해야 하며”, “正文이 없는 때는 보충적으로 名例에 比附하여 죄를 

판단할 수 있고”, “正文 및 名例가 미치지 않은 바의 행위는 論罪할 수 없다”

고 하였다.81) 요컨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주

장으로, 이는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引律比附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서 유추해석을 엄격히 금지하는 근대 형법상의 죄형법정주의와는 거리가 있

다. 晉 이후 남북조시대의 율에도 이와 비슷한 규정이 있다.82)

唐律에는 재판은 법률의 적용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명문이 있다. “무릇 

죄를 판결할 때에는 모두 반드시 율․령․격․식의 正文을 갖추어 인용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태30이다”라고 하여,83) 刑獄을 판결할 때는 반드시 해당 

법조문인 正條에 의거해야만 하며, 正文을 갖추어 인용하지 않은 경우 태형

30대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재판은 법률의 적용에 따라 행해야 한

다.’는 당률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죄형법정주의 이념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당률 등에서는 그 원칙이 엄격하지 않았다. 법률의 적용(형법의 효

력)에 대하여 말하면, 중국 구래의 법률은 법률의 적용에 관하여 절대적 법정

주의를 관철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보충적으로 유추해석을 행할 여지를 

남겨 놓고 있었다.84) 당률은 量刑의 조정을 위해 比附 즉 유추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률은 “무릇 斷罪해야 하는데 그 正條가 없지만 죄를 감면해

야 할 경우에는 擧重明輕 즉 무거운 죄를 들어 가볍다는 것을 밝히며,85) 가중

해야 할 경우에는 擧輕明重 곧 가벼운 죄를 들어 무겁다는 것을 밝힌다.”86)고 

하였다. 율문 내에 범행에 대한 죄명과 형량이 없는 경우 다른 조문을 比附하

여 그 형을 가감하도록 한 것이다. 범죄를 심문할 때 해당 법조문인 正條가 

81) 律法斷罪 皆當以法律令正文 若無正文 依附名例斷之 其正文名例所不及 皆勿論(�晉書� 권30 刑法志).

82) 니이다 노보루(仁井田 陞) 지음, 임대희․박순곤 옮김, 앞의 책, 359쪽.

83) �唐律疏議� 484條, 斷罪不具引律令格式. “諸斷罪皆須具引律令格式正文 違者笞三十”.

84) 니이다 노보루 지음(仁井田 陞), 임대희․박순곤 옮김, 앞의 책, 125~126쪽.

85) �唐律疏議� 권6, 명례, 제50조 斷罪無正條. “諸斷罪而無正條 其應出罪者 則擧重以明輕”. 

86) �唐律疏議� 권6, 명례, 제50조 斷罪無正條. “其應入罪者 則擧輕以明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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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경우 유추해석을 허용하는 斷罪無正條가 처음 등장한 것은 開皇律에서

였다. 이 조문은 北齊律이 949조, 北周律이 1,537조이던 것을 개황률에서 500

조로 응축하여 법률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斷罪無正

條는 율문에 죄명이 규정되지 않은 행위를 죄명이 있는 다른 행위로 유추하여 

처단함으로써, 죄를 범한 자가 요행히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율문의 경직성을 보완하여 탄력성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조문이었다.87) 

반면 �대명률�은 유추해석의 범위를 양형뿐만 아니라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해 성질이 비슷한 다른 조항을 끌어다 적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도록 적용범위를 넓혔다. 당률의 유추해석이 형량을 정하는 데 사용되

는 定量的인 것이라면, 명률은 이와 성격이 좀 다른 定性的인 유추해석까지 

더 넓게 허용한 것이다.88) �대명률�은 ‘律과 令에 기재된 것이 제반 사정을 

다 포섭할 수는 없으므로 만약 죄를 판결할 때 규정된 법조문인 正條가 없으

면 引律比附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89) 다만 유추해석이 무제한적으로 확대

되면 범죄와 형법을 제멋대로 결단하는 罪刑擅斷主義로 흐를 위험이 있으므

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두었다.

먼저 유추해석을 하는 절차를 법으로 정하였다. 사건 처리를 맡은 기관은 

죄명을 임시로 정하여 刑部에 보고하고, 형부는 다시 죄명을 의논하여 확정

해서 황제에게 아뢴 후, 황제의 최종 처결을 받도록 하였다.90) 그리고 황제

87) 比附는 통상 율문에 죄와 형이 규정되지 않은 행위를 죄명이 있는 다른 행위로 유추 처단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른 자가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어떤 죄의 해당 조문이 

일반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죄상에 따른 형벌의 가감에 대해 명문이 없는 경우에도, 다른 조문을 

비부하여 그 형을 가감한다. 따라서 만약 비부하여 다른 조문을 원용하지 않으면 교활한 자들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자유롭게 행동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죄를 감경해 주어야 할 자들 역시 감경할 

수 없게 된다. 

88) 律令硏究會, �譯註日本律令� 5(唐律疏議 譯註篇1, 1979), 302~304쪽.

89) �大明律�, 名例, 斷罪無正條. “凡律令該載不盡事理 若斷罪而無正條者 引律比附”. 가령 도성 문의 

자물쇠를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잃어버렸을 경우, 율문에는 잘못하여 도성 문을 잠그지 않은 것에 

대한 규정[門禁鎖鑰]만 있지, 자물쇠를 遺失한 죄는 따로 없다. 이것이 ‘기재한 것이 사정을 다 포

섭할 수는 없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이치를 따져 미루어, 성문의 자물쇠는 印信, 銅牌와 함께 모두 

단속하는 물건이므로 이를 잃어버리면 인신이나 동패를 잃어버린 데 대한 율[棄毁制書印信]을 比

附하여 擬斷한다는 것이다.

90)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함부로 斷決하였을 경우, 만약 죄의 증감이 있으면, 官司出入人罪로 논하

고, 설사 죄의 증감이 없을지라도 事應奏不奏로 논하여 처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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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特旨에 의해 마련된 판례를 같은 사건에 계속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황제의 특지로 판결한 것은 확정된 형률인 定律이 아니라 임시 처치

이므로 이를 引律比附하여 율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91) 이처럼 

대명률은 유추해석을 하는 절차를 법으로 정함으로써 설사 유사한 조항으로 

처벌한다 할지라도 처리를 주도면밀하고 신중하게 하고, 같은 사건에 계속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 절차를 밟도록 강제함으로써 권력자의 자의

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2. 行爲時法主義와 裁判時法主義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법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行爲時法主義가 현대 형법

의 일반원리다. 즉 행위 시에 처벌법규가 없던 것이 후에 범죄로 규정되었다 

할지라도, 행위 시에 죄가 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사후입법에 의하여 처벌받

지 아니한다는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무죄라는 것이다. 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遡及效를 금지하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국가 이념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92) 

중국의 경우 형법의 효력불소급의 원칙은 늦어도 기원전의 漢代法 이래 

확립되어 있었다. 唐令은 범죄시와 재판시의 법률을 달리할 때는 범죄시의 

법률에 따라야 하며, 재판시의 법률이 가벼울 때만 그에 따른다고 하였다. 

형벌법불소급주의가 원칙이지만, 범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형벌의 경중이 

있을 때 그 가벼운 쪽을 적용하고 이 경우에 한하여 소급효를 인정했다.93)

반면 �대명률�은 “율문은 그것이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지닌다. 만약 범

죄가 그 이전에 저질러졌으면 그것은 모두 새 율문에 따라 擬斷한다.”라고 

하여,94) 新律主義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율령은 공포일로부터 

91) �大明律�, 刑律, 斷罪引律令條. “凡斷罪 皆須具引律令…其特旨斷罪 臨時處治 不爲定律者 不得引比

爲律”.

92) 이재상, 앞의 책, 16~32쪽.

93) 니이다 노보루(仁井田 陞) 지음, 임대희․박순곤 옮김, 앞의 책, 179~80쪽.

94) �大明律�, 名例律, 斷罪依新頒律. “凡律自頒降日爲始 若犯在已前者 並依新律擬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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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는 것이며, 예컨대 범죄가 그날 전에 행해졌어도 소급적용한다는 원칙

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범죄가 이전에 있고 율문을 반포한 것은 뒤에 있어, 

범죄 사실이 훗날 발각되었다 할지라도 모두 새로 정한 율에 따라 견주어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는 범죄 후의 법률에 의한 소급처벌 요컨대 裁判時法

主義를 천명한 것으로, 신율의 遡及效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법규불소급을 원

칙으로 삼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95)

여기서 범죄시와 재판시의 처벌법규에 형의 경중에 변경이 있을 경우, 어

느 쪽을 따른 것인가가 문제 된다. 죄형법정주의가 확립된 현대 법에서는 

“신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형이 구법보다 가벼울 것을 요한다.”라고 하여, 

피고에게 이익을 주도록 하였다. 唐 역시 재판시의 법률이 가벼울 경우에는 

구법을 적용할 것까지 없다고 하였다. 반면 �대명률�은 신법의 소급효를 인

정하면서 율문이 제정되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판단 권한을 새 율문에 

줌으로써, 어떤 행동을 소급해서 범죄라고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명률

은 재판시법을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소급적용하여 처벌하도록 하였

다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한편 �대명률�은 新律主義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범인에게 고통보다는 이

익을 주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가령 죄를 범한 시점과 죄가 발각된 

시점 사이에 범죄인의 관직 유무나 관품 등에 변동이 생겼을 때, 私罪는 율

문대로 논하지만 公罪는 대체로 관원으로서의 특전을 인정하는 쪽으로, 즉 

범죄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96) 공죄는 공무로 말미암아 

죄를 얻게 된 것이므로 특별히 용서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97) 

또한 형사책임을 감면받는 노인, 어린이, 장애인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데 

95) �大明律�, 戶律, 娶樂人爲妻妾; 逃避差役. �대명률�은 舊律을 따를 경우 기한을 명시하였다. 가령 

“관원이나 吏典이 樂人에게 장가들어 처나 첩으로 삼으면 장 60이고 모두 이혼시킨다.……단 홍무 

원년 이전에 장가든 경우는 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홍무 원년(1368) 이전의 것은 舊律이며 이

후의 것은 新律이 된다. 또 “民戶가 인접한 지역의 州縣으로 도망가서 役의 차정을 피하면 장 100

에 원적으로 돌려보내어 본래의 역을 지게 한다.……단 홍무 7년(1374) 10월 이전에 다른 고을로 

흘러 들어가 그 지역 호적에 편입되어 역에 차정되었으면 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96) �大明律�, 名例律, 無官犯罪. “凡無官犯罪 有官事發 公罪亦得收贖紀錄 卑官犯罪 迁官事發 在任犯

罪 去任事發 犯公罪 笞以下勿論 杖已上紀錄通考”.

97) 공죄와 사죄의 구분에 대해서는 한상권, ｢公罪와 私罪｣, �법사학연구� 53호(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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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도, 죄를 범한 시점과 발각된 시점 사이에 변동이 생긴 경우, 책임능력

과 수형능력을 고려해 범죄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만일 

사람이 나이가 들거나 장애인이 되기 전에 죄를 범했으면, 그들은 범죄가 발

각된 시점의 나이나 장애상태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이

를테면 69세 이하일 때 죄를 범하고 나이가 70이 되어 범죄 사실이 발각되거

나, 혹 廢疾이 아닐 때 죄를 범하고 폐질이 된 후에 범죄 사실이 발각되면, 

범죄시에 늙거나 廢疾․篤疾인 것으로 보아 收贖하고, 89세일 때 死罪를 범

하고 90세일 때 발각되면 죄를 논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린이가 죄를 범하여 

성장할 때까지 발각되지 않았으면 그들은 범죄시의 나이에 따라 처리한다. 

이를테면 7세 때 死罪를 범하여 8세 때 범죄사실이 발각되면 죄를 논하지 

않는다. 10세 때 살인하여 11세 때 일이 발각되면 황제에게 奏請하고, 15세 

때 도둑질하여 16세 때 발각되면 그대로 收贖으로 논한다.98) 

현대 현행법은 행위시법주의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죄를 범한 시점에서 폐

질․독질이 아니었다면 발각시점에서 폐질․독질이 되었더라도 배려하지 않

는다. 반면 �대명률� 규정은 늙은이는 범죄가 드러난 사건의 발각시점을 기

준으로 하므로 노인을 우대하는 것이 되고, 어린이는 죄를 범한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어린이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된다. 형벌을 받는 사람을 동

정하는 입장에서 형을 집행함으로써 죄인을 欽恤하는 뜻을 드러냈다는 점에

서, 범죄시법과 재판시법 사이에 형벌의 경중에 있을 때 가벼운 쪽을 적용하

도록 한 당률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 

3. 屬人法主義와 屬地法主義

형법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라고 한

다. 형법은 시간적 장소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98) �大明律�, 名例律, 犯罪時未老疾. “謂如六十九以下犯罪 年七十事發 或無廢疾時犯罪 有廢疾後事發 

得依老疾收贖 或七十九以下犯死罪 八十事發 或廢疾時犯罪 篤疾時事發 得入上請 八十九犯死罪 九

十事發 得入勿論之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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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는 예외적으로 그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의 범

위에 관한 문제가 된다. 형벌법규의 대인적 효력에 대해, 당률은 “化外人이 

자국인 간에 서로 범한 경우에는 각각 본국의 俗法에 의한다.”라고 하여, 屬

人法主義를 천명하였다.99) 화외인은 각각 풍속이 있고 제도와 법률이 다르

므로,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각 본국의 풍속과 법률에 

의하는 속인법주의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일본인끼리 죄를 범하

면 일본국의 법률에 따르고, 고려인끼리이면 고려국의 법률에 따르고, 발해

인이면 발해국의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외국의 법률과 풍속을 존중하였

다. 반면 “타국인 간에 서로 범한 경우에는 중국의 법률로 논한다.”고 하였

다.100)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법의 불일치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중국의 법을 따르도록 하는 屬地法主義를 택하

였다. 가령 고구려인과 백제인이 서로 범한 경우에는 속지법주의에 따라 모

두 중국 법률로 刑名을 논하여 정한다는 것이다.

당률의 속인법주의 및 속지법주의는 명률에 이르러서 다시 바뀌었다. 당

률에서의 ‘화외인’은 고려인이라는 식의 외국인을 의미하지만,101) 명률의 화

외인은 外夷이기는 했어도 ‘명조에 내항한 사람 및 침입하다 잡혀서 각 지방

에 흩어져 안착한 사람들’을 가리킨다.102) �대명률�은 화외인이 명나라 황

제에게 복종하는 한 그들도 왕조의 신민이라는 ‘王者無外’의 원칙하에, “化

外人이 죄를 범하면 모두 대명률에 따라 적용할 법률을 헤아려 단죄한다.”

고 하였다.103) 

�대명률�은 화외인을 이방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외국인이 죄를 범할 경우 모두 중국의 법으로 다스리도록 하는 屬地法主義

를 택하였다. 항복하거나 체포한 오랑캐는 원래는 비록 같은 민족이 아니나 

歸附하였으면 곧 황제의 백성인 王民이기에 한인과의 사이에 구별을 세울 

 99) �唐律疏議�, 名例, 化外人相犯. “諸化外人 同類自相犯者 各依本俗法”.

100) �唐律疏議�, 名例, 化外人相犯. “異類相犯者 以法律論”.

101) �唐律疏議�, 名例, 化外人相犯. “化外人 謂蕃夷之國 別立君長者 各有風俗 制法不同”.

102) �大明律附例�권1, 명례, 216쪽. “來降四夷 及收捕之夷寇 散處安揷者 俱是化外人”.

103) �大明律�, 名例律, 化外人有犯. “凡化外人犯罪者 並依律擬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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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는 없으므로 마땅히 중국의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104) 요컨대 

국내의 백성인 한 민족을 달리하고 있어도 모두 명의 법률의 구속을 받는다

는 것이다. �대명률�은 ‘중국화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왕조의 법이 적용된

다.’고 선언함으로써, 당률과는 달리 외국법 적용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

제하였다.

당률과 대명률의 이러한 차이는 당과 명의 국제질서 및 대외정책의 차이

에서 기인한다. 당은 건국이후 지속적으로 대외팽창을 시행하여 광대한 영토

를 보유하고 해당 지역에 도호부를 비롯한 직접 통치정책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다민족 제국 통치에 형법체계도 다민족을 인정하고 지역적 독자성을 유

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반하여 명대는 원대 사회혼란의 역사적 

경험으로 중원을 중심으로 한 한족의 제국을 지향했다. 대외팽창보다는 몽골

을 비롯한 이민족의 침입에 철저히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명 중심 국제질서를 

안정시키고자 했다. 그 결과 명은 內地와 外蕃을 구분하고 외국을 별도의 국

가로 인정하였다. 이를 형법체계로 뒷받침한 것이 �대명률�의 화외인 범죄에 

대한 제한된 처벌규정이었다.

Ⅴ. 맺음말

이상의 논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당률과 명률의 체제는 總則과 分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總則에 해당

하는 名例律을 篇首에 배치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1) 당률은 12篇目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北齊-隋律에 바탕을 둔 것이다.

2) 명률은 홍무 22년(1389) 율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六典體制를 갖추었

104) �律條疏議�(상), 222쪽. 그 까닭을 대명률 주석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夷狄은 비록 우리 

부류가 아니나 귀부하면 바로 天子의 백성이며, 이들을 처벌하는 법률이 가벼우면 짐승 같이 사납

고 모진 마음을 항복시키기 힘들고, 법률이 무거우면 무지하여 죄를 지음을 불쌍히 여길만하기에, 

한결같이 통상적인 법률에 따라 중화인과 같게 단죄하면 마음으로 복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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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元典章�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2. 先秦 시대의 肉刑 중심의 五刑에서 北朝를 거치면서 隋의 開皇律에 이

르러 비로소 笞․杖․徒․流․死의 새로운 五刑제도가 확립되었다. 개황률

을 계승한 당률과, 당률을 바탕으로 편찬한 명률의 형벌체계는 동일한 五刑

이지만 내용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1) 당률과는 달리 명률은 자유형인 徒刑과 流刑에 신체형인 杖刑을 倂科

하였다. 

2) 당률과는 달리 명률은 오형에 없는 肉刑인 刺字를 두었다.

3) 당률과는 달리 명률은 오형에 없는 추방형인 遷徙와 安置를 徒罪와 流

罪 사이에 두었다.

4) 당률과는 달리 명률은 오형에 없는 充軍을 流罪와 死罪 사이에 두었다.

5) 당률과는 달리 명률은 오형에 없는 陵遲處死를 死罪에 두었다.

당률과 명률의 형벌체계는 笞刑 5등급[10대~50대], 杖刑 5등급[60대~100

대], 徒刑 5등급[1년~3년], 流刑 3등급[2000리~3000리], 사형 2등급[絞刑, 

斬刑] 등 五刑 20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상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大明律�의 형벌체계를 재구성하면, 신체형 10등급[태형 5등급－장형 5등

급], 자유형 11등급[도형 5등급－천사－안치－유형 3등급－충군], 생명형 3

등급[교형－참형－능지처사형]으로 24등급이 된다.

3. 당률과 명률의 형벌론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1) 유추해석의 범위를 둘러싸고, 당률은 引律比附를 量刑 조정을 위해 허

용함으로써 定量的인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명률은 그뿐만 아

니라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해 성질이 비슷한 다른 

조항을 끌어다 적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도록 적용 범위를 넓힘으로써 

定性的인 引律比附까지 허용하였다. 

2) 율문 적용의 시간적 범위를 둘러싸고, 당률은 行爲時法主義를 택한 반

면 명률은 裁判時法主義를 취하였다. 명률은 신율의 遡及效를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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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法規 不遡及을 원칙으로 삼는 罪刑法定主義에 위배된다.

3) 외국인 범죄에 대해, 당률은 化外人은 각각 풍속이 있고 제도와 법률이 

다르다고 보았으므로,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각 

본국의 풍속과 법률에 의하는 屬人法主義에 따라 재판하도록 하였다. 

반면 명률은 化外人을 이방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외국인이 죄를 범할 경우 모두 중국의 법으로 다스리도록 하는 

屬地法主義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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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nal System and Theory of Punishment of the 

Dang Dynasty’s Code and the Ming Dynasty’s Code

Sang-Kwon Han*

105)

China had developed the high standards of criminal laws from old times. 

The Dang Code with Commentaries(唐律疏議) complied in the mid-seventh 

century and the Great Ming Code(大明律) complied in the late fourteenth 

century clearly show such development of the criminal law system. These two 

codes representing a standard of Chinese legal system consist of the general 

provisions(總則) and particulars(各則), and both place the Law on Punishments 

and General Principles(名例律) as a general provision at the beginning of law. 

On the other hand, whereas the Dang Code with Commentaries consist of 12 

parts in succession to the tradition of Northern Dynasty(北朝)’s criminal 

jurisprudence, the Great Ming Code has System of Six laws(六典體制) 

categorized as Li(吏)․Ho(戶)․Ye(禮)․Byung(兵)․Hyung(刑)․Gong(工) 

influenced by the Institutes of the Yuan Dynasty (元典章). 

Though a penal system of the Dang Dynasty’s Code and the Ming Dynasty’s 

Code both have the Five Punishments(五刑) in common,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detailed contents. The Ming Dynasty’s Code is differentiated from the 

Dang Dynasty’s Code as follows; (1) it imposes the punishments of beating 

with the heavy stick(杖刑) in addition to the penal servitude(徒刑) and the 

 * Emeritus professor of Duk-sung Wome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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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ishments of life exile(流刑) which are the type of punishment of restricting 

physical freedom; (2) there is a tattooing (刺字) as a punishment of harming 

a body not included in the Five Punishments; (3) it contains the banishment(遷徙) 

and settling in remote regions(安置) in between the penal servitude and the 

punishments of life exile; (4) it imposes penalty of serving in the military(充軍) 

which is in between the punishments of life exile(流刑) and the death penalty(死罪); 

and (5) it stipulates the sentence to death by slicing(陵遲處死) as a type of 

the death penalty(死罪) not included in the Five Punishments.

Further, the Ming Dynasty’s Code and the Dang Dynasty’s Code are 

different in terms of the criminal jurisprudence. In regards to the limit of 

ana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law, while the Dang Dynasty’s Code allows 

to cite the Code and decide the case by analogy(引律比附) to adjust the 

sentence quantitatively, the Ming Dynasty’s Code further allows to qualitatively 

cite the Code and decide the case by analogy. With respect to the criteria 

of application of the codes, the Dang Dynasty’s Code applies the law based 

on the timing of committing a crime(行爲時法主義), but the Mingg Dynasty’s 

Code applies the law based on the timing of judging a matter(裁判時法主義). 

Also, regarding the foreign criminals, while the Dang Dynasty’s Code takes 

the principle of personal jurisdiction(屬人法主義), the Ming Dynasty’s Code 

is based on the territorial principle(屬地法主義). 

 

[Key Words] The Dang Code with Commentaries(唐律疏議), The Great Ming 

Code(大明律), General provisions(總則), Law on Punishments 

and General Principles(名例律), System of Six laws(六典體

制), The Five Punishments(五刑), Grundsatz nulla poena sine 

lege(罪刑法定主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