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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문화교류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되어 온 것으로 법제도가 있
다. 법제도란, 일정한 법체계에 속하는 여러 제도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각국의 법제
도는 그 나라의 사회적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고, 법제도의 영향관계는 특정 지역에서
의 국제질서를 파악하는 데에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이다.
백제의 법제도는 어떠한 시대배경에 의해 제정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왕조의 영향에 의해 형성되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도 구체적인 연구
도 부족하다. 법제도 중에서도 율령은 보다 중요성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성문법으로
서 국가통치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 글의 검토대상인 백제의 율령은 법전이 남
아 있지 않고 극소수의 일문이 남아 있는 정도이다. 적어도 율령이라는 형식 그 자체
가 중국왕조의 영향 하에서 수용되었던 것임은 확실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중국왕
조의 율령을 수용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점이 많다.
1) 이 글은 이미 발표한 鄭東俊, ｢高句麗ㆍ百濟律令における中國王朝の影響についての試論｣,
國史學 210, 2013의 내용 중 백제 부분만을 분리하고, 논문 발표 이후에 견해가 바뀐
내용이나 새롭게 참조한 연구성과들을 수정ㆍ보완한 것이다. 특히 박사학위논문의 일부
로 편입하면서 수정ㆍ보완한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그것을 일일이 주기하지 않고 내용
과 결론이 일부라도 바뀐 부분만 주기하였다. 주기한 부분 이외에는 기존의 내용과 논지
는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밝혀둔다. 이 글을 박사학위논문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중
국고대 법제사 전문가인 미즈마 다이스케[水間大輔]씨(中央學院大學 法學部 准敎授)에게
많은 조언을 받았다. 지면을 빌어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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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 율령의 기원에 대해서는 소위 ‘泰始律令 계수설’이 통설이다. 즉 아사미 린타
로[淺見倫太郞]가 東晉과의 조공관계에 기초하여 고구려의 晉律 계수를 최초로 추정
한2) 이래, 한국의 전봉덕 등이 그 진율을 西晉(265∼316)의 태시율령(268)이라고 특
정하고,3) 노중국 등은 백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해하고 있다.4)
그러나 이 설은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서, 백제가 수용한 율령은 당시 최첨
단의 소위 ‘율령’이고 태시율령 이후의 것이었을 터라는 선입관에 기초한 것은 아닐
까? 본래 ‘태시율령 계수설’이 제시되기에 이른 원인은 4∼5세기의 백제가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였다고 과대평가되어 온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
는 당시의 중앙집권체제는 미완성이고 특히 지방에 대한 장악이 아직 불충분하였다는
지적이 있다.5) 그 때문에 4∼5세기의 백제가 당시 최첨단의 소위 ‘율령’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발전단계에 이른 것인가에는 의문이 있다. 정말로 태시율령을 수용하고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역시 율령관련 사료의 분석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국왕조의 율령에 대해서는 최근 사료도 점차 축적되고 연구도 발전되어
왔다. 20세기 후반 이후 출토문자자료에 의한 秦漢 율령 연구의 활성화, 宋 天聖令의
발견에 의한 21세기의 唐令 복원연구 등이 그 실례이다. 그것에 의해 백제 율령의 기
원으로서 중국왕조의 율령(특히 진한 율령)을 실제로 참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연구 환경의 변화에 따라 4∼5세기에 반포된 백제 율령의 일문을 그 모법일 가능성이
있는 진한 율령의 조문 및 태시율령의 일문과 비교하여, 계수관계를 밝힐 수 있다고
기대된다.
이 글에서는 고대 동아시아에서의 율령의 전파와 변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진한 율
령의 조문 및 태시율령의 일문과 백제 율령의 일문을 비교하여 백제 율령에서의 소위
‘태시율령 계수설’을 검증하겠다. 태시율령은 중국왕조의 율령 중 최초로 형법으로서
의 율과 행정법으로서의 영이 구별되고 양쪽 모두 법전으로서 편찬된 것이므로, 그것
을 계수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백제 율령의 성격도 결정될 것이다. 또 중국왕조의 율
령이 백제에 수용되었던 경로도 추정하겠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글에서는 백제의 모반죄ㆍ살인죄ㆍ도죄ㆍ관인수뢰죄
에 대한 처벌규정을 검토하겠다. 그것들을 검토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현존하는 사료

2) 淺見倫太郞, 朝鮮法制史稿, 嚴松堂書店, 1922, 119쪽.
3) 田鳳德, ｢新羅의 律令攷｣, 서울大學校論文集-人文社會科學 4, 1956 ; 盧重國, ｢高句麗
律令에 關한 一試論｣, 東方學志 21, 1979.
4) 盧重國, ｢百濟律令에 대하여｣, 百濟硏究 17, 1986.
5) 金瑛河, ｢三國ㅍ時代의 王과 権力構造｣, 한국사학보 12, 2002, 255～258쪽. 金瑛河는
이러한 상태를 ‘中央集権体制’ 대신에 ‘大王専制体制’라고 부르고, 이 단계에서는 촌락공
동체에서 해체된 농민에 대한 직접지배를 도모하였지만, 중앙과 지방에 대한 斉民支配는
관철할 수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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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약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국가와 사회의 질서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기본법
령이기 때문이다. 검토할 때에는 중국왕조 율령의 수용과 변용에 더하여 관습법과의
갈등에도 주의하고자 한다. 율령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중국왕조와는 사회경제적인 기
반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서, 기존의 관습법 등의 영향에 의해 개변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백제의 율령관련기록을 검토한 후, 역대 중국왕조 율령의 변천을 정리
하고 나서, 역대 중국왕조의 율령과 백제의 율령관련기록을 비교하여 중국왕조 율령
의 전파시기와 전파경로를 검증하겠다.

Ⅱ. 사료에 보이는 백제율령의 내용
1. 소위 ‘율령’과 성문법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 두고 싶은 문제가 세가지 있다. 첫째는 한
국사ㆍ일본사 연구에서의 율령이라는 단어의 의미이다. 한국사ㆍ일본사 연구에서는
율령은 형법으로서의 율령과 행정법으로서의 영을 법전으로 편찬한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주로 隋唐의 律令格式 체제를 모델로 만들어진 7∼8세기 일본의 법체계에
서 도출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왕조에서 율령의 성격은 시대에 따라 변천이 있고, 더구나 그 변천에
대한 이해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다. 曹魏(220∼265) 이전의 율령은 종래 泰始律令 이
후와는 달리, 배열순서 등에 ‘篇章之義’(篇ㆍ章과 같은 체계와 배열의 순서가 있는
것)와 같은 일정한 질서가 있는 기본법으로서의 율과 ‘편장지의’가 없는 추가단행법(=
詔)의 집성으로서의 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6)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前
漢 초기의 출토문자자료인 張家山漢簡 ｢二年律令｣(B.C.186의 율령이라고 추정된다.)7)
등에 기초하여 율에는 기본법 외에 추가단행법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설이나8) 漢代의
율령을 전부 단행법의 집성이라고 간주하여 律典은 조위부터 편찬되었다는 설도 있
6) 中田薰, 法制史論集 4, 岩波書店, 1964, 6∼9쪽 ; 堀敏一, ｢晋泰始律令の成立｣, 東洋
文化 60, 1980, 24∼33쪽.
7) 張家山漢簡은 1983∼1984년 湖北省 荊州市 荊州區 張家山의 247호 漢墓에서 1263매나
출토되었다. ｢曆譜｣가 呂后 2년(B.C.186)으로 끝나고 율령 중에서 呂氏 일족을 우대하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二年律令｣은 여후 2년의 율령을 기록한 것이라고 생
각된다(張家山247號漢墓竹簡整理小組, 張家山漢墓竹簡(247號墓), 文物出版社, 2001,
133쪽의 주1).
8) 冨谷至, ｢晋泰始律令への道-第一部秦漢の律と令-｣, 東方學報 72, 2000, 89∼92쪽 ;
滋賀秀三, 中國法制史論集, 創文社, 2003, 3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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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 소위 ‘율령’과 대비하여 秦漢時代처럼 단행법의 집성이었던 율령을 ‘원시율령’이
라고 정의하는 견해도10) 등장하였다. 이 글에서도 백제의 율령을 검토할 때에 작업가
설로서 ‘원시율령’이라는 개념을 채용하겠다. 이 개념을 채용한 이유는 앞서 서술한
대로 ‘태시율령 계수설’은 검토의 여지가 있고 백제의 율령은 ‘원시율령’과 같은 태시
율령 이전의 것을 수용하였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백제와 똑같이 중
국왕조의 율령을 수용한 고대 일본에서도 7세기 후반의 近江令ㆍ飛鳥淨御原令에 대
하여 이러한 원시율령적 성격이 지적된11) 적도 있기 때문에, 같은 현상이 백제에 있
었을 가능성도 시야에 넣어야 할 것이다. 이하, 태시율령 이전의 ‘원시율령’과 구별하
기 위해서, 형법으로서의 율과 행정법으로서의 영을 법전으로 편찬한 태시율령 이후
의 율령을 ‘율령’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율령은 양쪽을 함께 가리키는 총칭으로 사용
하겠다.
둘째는 백제의 율령을 ‘고유법’과 ‘계수법’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분석해도 좋은가
하는 문제이다. 본래 종래 일본의 율령을 검토할 때에는 ‘고유법’(특정 사회에 고유한
것으로 발생ㆍ발달한 법)과 ‘계수법’(타국의 법률을 채용한 법)으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방법이 취해져 왔는데, 백제의 법령을 검토할 때에도 마찬가지의 방법이 채용되고 있
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고대 일본의 소위 ‘율령’이 당 ‘율령’의 계수법을 중심으
로 한다는 역사적 특질에서 유래한다. 일본의 경우, 7세기 중엽이 되어 처음으로 본
격적으로 중국율령을 계수하였다고 이야기되어 왔기 때문에, 모법인 당 ‘율령’과 비교
하여 다른 것을 계수법과는 구별되는 고유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하여 백제의 경우는 일본과 달리 본래 어느 시기 중국왕조의 율령을 수용하
였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더구나 백제의 율령은 그다지 남아 있지 않고, 중국율령과
비교하여 어디까지가 계수법이고 어디까지가 고유법인가를 판단하기 어렵다. 게다가
그 비교의 대상인 중국왕조의 율령도 당 ‘율령’의 내용은 오늘날 알려져 있지만, 수
이전의 율령은 단편적으로밖에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백제에서의 율령 반포라는 문
제에 대해서는 고유법과 계수법이라는 관점은 취하지 않는다.
셋째는 이 글에서는 백제의 법령 중 ‘성문법 단계의 법령’만을 대상으로 하여 검토
하겠다. 백제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앞서 관습법이 시행되고 나중에 성문법
이 반포되었던 것에 틀림없다. 백제의 경우 중국왕조의 율령을 수용함에 의해 처음으
로 성문법이 실시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관습법이 없어지는 일 없이 병존하였다고 생
9) 廣瀨薰雄, 秦漢律令硏究, 汲古書院, 2010, 28∼29쪽.
10) 滋賀秀三, 中國法制史論集, 2003, 21쪽. ‘원시율령’이라는 단어는 소위 ‘율령’을 완성
된 것으로 인식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바가 있지만, 소
위 ‘율령’의 전단계를 가리키는 단어로 그 내용에는 이의가 없고 대체할 용어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11) 大隅淸陽, ｢大寶律令の歷史的位相｣, 日唐律令比較硏究の新段階, 山川出版社,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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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백제의 경우는 성문법이라고 판별할 수 있는
사료가 그다지 남아 있지 않고, 특정 법령이 관습법인가 성문법인가를 구별하기는 어
렵다. 그 때문에 이 글에서는 단순히 ‘관습법 단계의 법령’과12) ‘성문법 단계의 법령’
을 구별하여, 후자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겠다. 이 글에서 말하는 ‘성문법’이란
입법수속을 거쳐 문자로 표현되어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을 가리키고, 구체적으로는
소위 ‘율령’과 같은 법전은 물론 단행법령과 그 집성도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창석은 중성리비ㆍ냉수리비 등을 근거로 율령 반포 이전의 신라에
서는 소위 ‘敎令法’이라는 법체계가 있다고 하여, 이것을 성문법의 일종이라고 해석하
고 있다. 김창석이 말하는 교령법이란 어느 사건에 대하여 왕 등의 지배자집단이 ‘敎’
로 판결을 내리고, ‘令’이라는 행정수속을 통하여 실시한다는 법체계를 가리킨다. 확
실히 ‘교’는 문서화된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판례에 속하는 것이어서 성문법
이라고는 할 수 없다.13) 그 때문에 이 글에서는 검토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2. 사료에 보이는 백제 법령의 내용

중국정사 외국열전에 보이는 고구려ㆍ백제의 법령은 실제의 법령을 그대로 인용하
고 있다고는 한정할 수 없고, 다른 외국열전과 마찬가지로 모반죄ㆍ살인죄ㆍ도죄14)
12) ‘고유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글에서 말하는 ‘관습법 단계의 법
령’을 상세히 분석한 최근의 연구성과가 있어 참고가 된다(韓鈴和, ｢韓國 古代의 刑律 硏
究｣,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2, 17∼64쪽).
13) 성문법ㆍ관습법ㆍ판례법ㆍ불문법 등의 정의와 그것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대 법학의
성과를 집대성한 법률학사전을 참조하였다[竹內昭夫ㆍ松尾浩也ㆍ鹽野宏 編, 新法律學辭
典(第3版), 有斐閣, 1989 ; 金子宏ㆍ新堂幸司ㆍ平井宜雄 編, 法律學小辭典(第4版補訂
版), 有斐閣, 2008]. 예를 들어 춘추시대에는 청동기에 기록하였다고 생각되는 刑書(鄭)
ㆍ刑鼎(晋)ㆍ刑器(宋) 등이(張晋藩, 中國法制史,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1 ; 眞田芳憲
監修, 何天貴ㆍ後藤武秀 譯, 中央大學出版部, 1993, 70∼85ㆍ104∼111쪽 ; 中國法制史
編寫組, 中國法制史, 群衆出版社, 1982, 47∼51ㆍ57∼61쪽을 참조), 신라에서는 금석
문에 보이는 ‘奴人法’(鳳評碑)ㆍ‘佃舍法’(赤城碑) 등이 성문법의 초기 사례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6세기 신라의 금석문에 기초하여 법흥왕이 율령을 반포
한 의미를 기존 법령의 집대성으로 간주하거나(盧鏞弼, 新羅高麗初政治史硏究, 韓國史
學, 2007, 14∼47쪽) 고유법과 계수법을 비교 검토한다는 연구방법을 피하여 신라 내부
에서의 법령의 발전과정을 추구하여 법흥왕이 반포한 법령은 소국법→교령법→율령법이
라는 발전단계 중 율령법에 위치한다는 해석하거나 하는 견해가 나와 있다(金昌錫, ｢新
羅 法制의 형성과정과 律令의 성격｣, 韓國古代史硏究 58, 2010). 그러나 전자는 중국
왕조 율령의 발전과정을 참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출토문자자료에 기초한 秦漢 율령의 연
구에 입각하지 않았고, 후자는 재판의 결과만을 기록한 판례를 법원으로 하였으므로 불
문법에 상당하는 교령법을 성문법에 가까운 것으로 위치한다고 해석하는 문제가 있다.
다만 후자는 교령법 이후 법흥왕이 반포한 법령에 대해서 원시율령적 성격의 율령법에
위치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14) 다른 외국열전에 보이는 모반죄ㆍ살인죄ㆍ도죄의 사례는 이하와 같다. 周書 卷50, 突
厥傳, “其刑法: 反叛ㆍ殺人及姦人之婦ㆍ盜馬絆者, 皆死. … 盜馬及雜物者, 各十餘倍徵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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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처벌규정을 요약한 것일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사료가 적은 백제 법
률의 연구에서는 중요한 사료임에 틀림없다. 이 글에서는 이들 사료의 내용을 죄목과
처벌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
백제의 성문법은 고구려ㆍ신라의 그것과 달리 반포된 사실이 사료에 기록되지 않았
다. 문헌에 의한 추정에 따르면, 4세기 중엽15) 또는 5세기 전반에16) 반포되었다고 생
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백제에서는 4세기 중엽에는 문서기록이나 서기관의 존재
가 보인다.17) 6세기 이후에는 횡혈식고분의 구조와 규모가 규격화되고 은제관식 등이
계서화된 현상이 보이고,18) 그 현상은 신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배경
에 신분에 따른 墓葬이나 부장품에 관한 규정과 같은 성문법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행정문서를 내용으로 하는 동시기의 목간이 출토되고 있다. 이상의 사항으로
생각해 보면, 늦어도 6세기 이전에 성문법이 반포되었다고 인정될 것이다.
백제 성문법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는 성문법 반포 이전과 그 이후의 변화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백제에서 성문법 반포 이전의 상태를 엿볼 수 있는 사료가
보이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고구려에서 성문법 반포 이전의 상태를 엿볼 수
있는 A-1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성문법 반포 이전과 그 이후의 변화를 검토하기로 하
겠다.
중국왕조ㆍ일본의 율령에서 모반죄ㆍ살인죄ㆍ도죄의 처벌규정은 다른 외국열전에
보이듯이 전형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고구려ㆍ백
제의 법령에 관한 사료 중에도 보인다. 또 관인수뢰죄의 처벌규정도 백제의 법령에
관한 사료 중에 보인다.

A-1 牢獄이 없어서, 죄 있는 자는 諸加가 評議하여19) 곧바로 그를 죽이고, 처자
를 沒入하여 노비로 삼는다.

(향三國志숙卷30, 高句麗傳)

同 吐谷渾傳, “其刑罰: 殺人及盜馬者死. 餘則徵物, 量事決杖.” ; 舊唐書 卷197, 牂柯蠻
傳. “其法: 劫盜者二倍還贓. 殺人者出牛馬三十頭, 乃得贖死, 以納死家.” ; 同書 卷198, 天
竺國傳, “謀反者幽殺之. 小犯罰錢以贖罪.” ; 同 波斯國傳, “其叛逆之罪, 就火祅燒鐵灼其舌,
瘡白者爲理直, 瘡黑者爲有罪. … 其强盜一入獄, 至老更不出, 小盜罰以銀錢.”
15) 盧重國, ｢百濟律令에 대하여｣, 1986 ; 朴林花 ｢百濟 律令頒布時期에 대한 一考察｣, 慶
大史論 7, 1994 등.
16) 정동준, 동아시아 속의 백제 정치제도, 일지사, 2013(2008년 최초 발표) ; 洪承祐, ｢
百濟律令 반포시기와 지방지배｣, 韓國古代史硏究 54, 2009.
17)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百濟開國已來. 未有以文字記事. 至是, 得博士高
興, 始有書記.”
18) 山本孝文, 三國時代 律令의 考古學的 硏究, 서경문화사, 2006, 67∼168쪽을 참조.
19) ‘諸加’는 ‘大加’ㆍ‘小加’ 등 고구려 초기의 지배층을 합하여 부르는 단어이다. 고구려 초
기에는 형벌을 운용할 때 제가의 평의를 요하였다(淺見倫太郞, 朝鮮法制史稿, 1922,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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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그 형벌. 反叛하거나 군대에서 물러난 자 및 사람을 죽인 자는 참형에 처한
다. 물건을 훔친 자는 유형에 처하고, 그 장물은 2배로 그것을 징수한다.
(향周書숙卷49, 百濟傳)
A-3 그 법 적용. 叛逆하는 자는 죽이고, 그 집안을 籍沒한다. 사람을 죽인 자는
노비 셋으로 죄를 속죄하게 한다. 관인으로서 재물을 받거나 훔친 자는 3배
로 장물을 추징하고, 인하여 終身禁錮에 처한다.

(향舊唐書숙卷199上, 百濟

國傳)

A-1에서는 당시의 법률이 諸加 등 지배자집단의 합의에 의해 운용되고 있었던 듯
하다(밑줄 부분 참조). 또 죄를 지은 자의 가족을 노비로 배상하는 것도 보인다(점선
부분 참조). 사료 상으로는 ‘노비로 삼는다’라고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은 중
국왕조처럼 국가가 신병을 몰수하여 관노비로 삼는20) 것은 아닐 것이다. A-1은 3세
기 또는 그 이전의 상황을 전하고 있어, 고구려의 국가기구가 정비되거나 성문법이
제정되거나 하는 4세기 이전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고구려에서는 제가 등의 지배자
집단에 의해 왕권이 억제되어, 죄인 가족의 신병을 몰수하여 관노비로서 보유할 만큼
의 사회적 조건이 정비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므로, 당시 관노비(공노비)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점선 부분에 보이는 노비는 피해자에게 배상으로 인도되는 사
노비라고 생각된다.
A-2ㆍ3에 의하면, 謀反罪ㆍ謀叛罪를 범한 자에 대한 형벌은 참형(A-2) 혹은 사형+
적몰(A-3)이라고 되어 있다. 살인죄를 범한 자를 참형(A-2) 혹은 노비로서 속죄(속형)
시키는(A-3) 것과 도죄를 범한 자에게 훔친 물건의 2배를 배상시킨다는(A-2) 정액적
인 배상제가 보인다. 역시 A-3에 보이는 관인수뢰죄에 대한 終身禁錮(평생 관직 취임
금지)는 주로 관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벌이므로, 도죄에 대하여 3배 징수를 규정한
것도 A-2와 달리 관인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21) 그 경우
A-3에는 도죄 일반에 대한 처벌규정이 보이지 않는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3년(373)에 성문법을 반포하고 있으므로.22) A-1은 관습법 단계
에 관한 사료라고 간주해도 큰 잘못이 없을 것이다. A-2ㆍ3은 사료가 전하는 시기가

20) 水間大輔, ｢西漢文帝元年以後的“罪人妻子沒入爲官奴婢”｣, 國家形態ㆍ思想ㆍ制度, 廈門
大學出版社, 2014.
21) 필자는 본래 이전에 A-3의 이 부분에 대하여 관인수뢰죄ㆍ도죄에 대하여 3배 징수를
규정한 것은 관인 이외에도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 관인은 3배 징수+終身禁錮에 처하
고 관인이 아니면 3배 징수에 그친다고 본 적이 있다(鄭東俊, ｢高句麗ㆍ百濟律令におけ
る中國王朝の影響についての試論｣, 2013).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사료의 문맥을 지나치
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철회하고 위와 같이 해석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뒷부분의 내용도 모두 수정하였다.
22)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小獸林王, “三年, 始頒律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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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에서 성문법이 반포되었다고 추정하는 시기보다 늦으므로, 모두 성문법 반포 이
후 법령의 일부거나 그 요약이라고 생각된다. 즉 A-2가 西魏ㆍ北周代(535∼581),
A-3이 唐代(618∼907)의 상황을 전하고 있으므로,23) 두 사료는 모두 성문법이 반포
된 이후의 처벌규정을 기록하고 있다고 인정될 것이다.
법령의 내용에서도 A-1에서는 법률이 지배자집단의 합의에 의해 운용되어 법률 운
용주체의 자의적인 판결이 가능하였으나, A-2ㆍ3에서는 중국왕조식 형벌체계를 부분
적으로 갖추고 구체적인 죄목에 의해 형벌을 부과하게 되도록 변화하였다. A-2ㆍ3의
변화는 고구려에서 성문법 제정 이전과 이후의 법령에 보이는 특징이기 때문에,24)
A-2ㆍ3은 성문법 반포 이후의 법령이라고 생각된다. 배상제의 면에서도 A-1의 점선
부분은 피해자측에 대한 복수적 배상제에 가까운 것에 비해, A-2ㆍ3의 점선부분에는
국가권력 등의 중재자에 의한 정액적 배상제가 보이고 게다가 ‘실형(유형ㆍ금고)+2∼3
배의 배상’까지 보이므로, 복수적 배상제→정액적 배상제→실형주의(또는 실형+정액적
배상)이라는 배상제에 관한 통설에25) 따르면, 진일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26)
다음으로 사료에 보이는 백제의 모반죄 실례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보이는 모반죄의 실례
번호

시기

모반자

처형

연좌형

전거(권)

비고

1

온조왕34년(16) 10월 馬韓舊將 周勤

自經+腰斬

誅妻子

백제본기(23)

ㆍ

2

비류왕24년(327) 9월 內臣佐平 優福

討

미상

백제본기(24)

왕 庶弟

3

전지왕원년(405)

碟禮

殺

미상

백제본기(25)

왕 季弟

4

삼근왕 2년(478) 봄

佐平 解仇
恩率 燕信

殺

棄市妻子

백제본기(26)

ㆍ

5

무령왕원년(501) 1월

佐平 苩加

斬+投江

미상

백제본기(26)

ㆍ

<표 1>의 1ㆍ2는 백제에서 성문법이 반포되기 이전의 모반 사례이지만, 성문법 반
포 이전과 그 이후를 대조해 보기 위해서 사례에 포함하였다.27) <표 1>의 실례에서
23) A-2는 西魏ㆍ北周代(535∼581) 백제의 사정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정동준, ｢백
제 22부사체제의 성립과정과 그 기반｣, 韓國古代史硏究 54, 2009, 270∼272쪽). A-3
은 백제의 사신이 鴻臚寺에 전한 정보에 기초하여 唐의 건국(618)부터 백제의 멸망
(660)까지의 사정을 전하고 있다고 판단해도 큰 잘못이 없을 것이다(鄭東俊, ｢翰苑百
濟傳所引の括地志の史料的性格について｣, 東洋學報 92-2, 2010, 24쪽을 참조).
24) 鄭東俊, ｢高句麗ㆍ百濟律令における中國王朝の影響についての試論｣, 2013, 7쪽.
25) 仁井田陞, 中國法制史硏究-刑法, 東京大學出版會, 1959, 301∼372쪽.
26) 최근에 백제에서 살인죄가 재산형으로 치환된 것은 진일보한 단계의 법의 원리를 반영
하고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韓鈴和, ｢韓國 古代의 刑律 硏究｣, 2012, 123∼126
쪽).

- 44 -

백제 율령에 미친 중국왕조의 영향

성문법 반포 이전과 그 이후의 변화를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범죄자는 모두 斬ㆍ殺ㆍ
(伏)誅 등의 사형에 처해지고 있다. 緣坐刑에 대해서는 誅妻子ㆍ棄市妻子 등 족형(일
족의 사형)에 가까운 것이 보이는데, 적몰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A-3은 7세기 중엽 백제의 사정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르면 모반죄의 연
좌형은 적몰이었다. <표 1>의 4에는 연좌형으로 범죄자의 처자가 적몰이 아니라 棄市
에 처해지고 있기 때문에, 적몰은 빠르면 <표 1>의 4 이후인 5세기 후반부터 늦어도
A-3의 시점에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백제에서 모반죄의 연좌형이
적몰이 된 것은 6∼7세기의 일이어서, 성문법 제정 당시에는 족형에 가까운 ‘처자의
사형’이 적용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Ⅲ. 역대 중국왕조 율령과의 비교와 전파경로
1. 모반죄ㆍ살인죄와 연좌형ㆍ속형
앞 장에서 검토하였듯이 백제의 모반죄ㆍ살인죄에 관한 법령에서는 모반죄에 대한
緣坐刑과 살인죄에28) 대한 贖刑에 관한 규정에 특징이 있었다. 이 장에서는 비교에
들어가기 전에 漢代∼唐代 율령의 내용을 개관하겠다. 역대 중국왕조의 모반죄ㆍ살인
죄에 대하여 검토할 때에는 前漢 초기의 율령인 張家山漢簡 ｢二年律令｣, 위진남북조
및 수(581∼618)의 율령을 전하는 중국정사의 형법지, 그리고 향唐律疏議숙(653) 등이
중요한 사료가 된다.29)
27) <표 1> 1의 연대는 신용하기 어렵지만 그 전후에는 마한 병합에 대한 기술이 보이므
로, 3세기 중엽의 일이라고 판단해도 큰 잘못이 없을 것이다(정동준, ｢백제 담로제(檐魯
制)의 역사적 위상에 대한 시론｣, 역사와현실 79, 2011, 199∼206쪽). 또 三國史記
의 백제본기는 백제왕실의 입장에서 서술된 書記 등의 역사서를 기초로 하여 편찬되었
다고 생각된다. 書記가 역사서의 이름이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역사 편찬의
기초자료가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때문에 성문법 반포의 전후에 모반죄에
대한 처벌에 그다지 차이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닐까?
28) 이 글에서 비교ㆍ검토할 살인죄란 漢律의 賊殺, 唐律의 故殺 등에 해당하는 고의살인이
다. 적살ㆍ고살 이외에 한률ㆍ당률의 戱殺ㆍ過失殺은 사형까지 이르지 않아서(이상 水間
大輔, 秦漢刑法硏究, 知泉書館, 2007, 97∼109쪽을 참조), 백제의 살인죄가 사형에 처
해진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백제의 살인죄에 적살ㆍ고살과 희살ㆍ과실살의 구별이 있었
던 것인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희살ㆍ과실살도 사형에 처해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백제
가 중국왕조의 영향 하에서 성문법을 제정한 것을 고려하면, 그러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
각된다.
29) 이하 ｢二年律令｣을 검토할 때에는 早稻田大學 簡帛硏究會, ｢張家山第二四七號漢墓竹簡
譯注(一)-二年律令賊律譯注(一)-｣, 長江流域文化硏究所年報 창간호, 2002 ; 專修大學
二年律令硏究會, ｢張家山漢簡二年律令譯注(一)ㆍ(二)-賊律ㆍ盜律-｣, 專修史學 35
ㆍ36, 2003ㆍ2004를, 中國正史의 刑法志에 대해서는 內田智雄 編, 譯注中國歷代刑法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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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漢代의 율령에서의 모반죄ㆍ살인죄 관련의 법령을 예로 들어보면, 이하와 같
다.
B-1 城ㆍ邑ㆍ亭ㆍ障으로 반란하여 제후에게 항복한 자 및 성ㆍ정ㆍ장을 守乘하여
제후의 군대가 와서 攻盜함에 굳게 지키지 않고 버리고 간 자, 혹은 그들에
게 항복한 자 및 반란을 도모한 자는 모두 腰斬에 처한다. 그 부모ㆍ처자ㆍ
형제자매는 연령에 관계 없이 모두 棄市에 처한다. …

(張家山漢簡 ｢二年律

令｣ 賊律 제1ㆍ2간)
사람을 賊殺하거나 싸워서 사람을 죽인 자는 棄市에 처한다. 그 과실 및 戱
하여 사람을 죽인 자는 贖死에 처한다. 사람을 상처입힌 자는 除한다.

(同上

제21간)

B-1은 모두 전한 초기의 율령인데, 거기에서는 반란하여 제후에게 항복하는 것, 제
후의 침공을 받고 나서 도망가는 것 또는 항복하는 것,30) 반란을 도모하는 것에 대하
여 범죄자를 요참에 처하고, 그 부모ㆍ처자ㆍ형제자매를 기시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년율령에서는 收라는 연좌형으로서의 적몰과 유사한 것은 존재하지만, 모반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31) 살인죄는 적어도 고의에 의한 것은 기시에 처해진다.
이러한 전한 율령의 모반죄ㆍ살인죄의 규정은 後漢(25∼220)의 율 및 그 목록이 포
함되어 있는 古人堤漢簡(89∼113 추정)의32) 제14간ㆍ제29간의 정면에서 그 변화를
검토할 수가 있다. 고인제한간의 한률 및 그 목록에는 모반죄에 관한 것이 보이지 않
지만, 살인죄에 관한 것은 ｢이년율령｣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33) 따라서 살인죄의 처
벌규정에 관해서는 내용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魏晉南北朝의 율령에서의 모반죄ㆍ살인죄 관련의 기록을 예로 들어보면,
이하와 같다. B-2∼4와 C-2ㆍ3은 중국정사 형법지의 기술이다. 그것들은 법령을 그
대로 인용하고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일문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성격의
ㆍ譯注續中國歷代刑法志, 創文社, 1964ㆍ1971을, 唐律疏議에 대해서는 律令硏究會
編, 譯註日本律令 5∼8: 唐律疏議譯註篇 1∼4, 東京堂出版, 1979∼1996을 각각 참조
하였다. 사료 중에서 < >을 붙인 부분은 할주이다.
30) ‘攻盜’는 그 용례로 보아 ‘강도’보다도 더욱 해악이 심한 도적을 가리키지만, 이 조문의
‘공도’는 제후의 군대에 의한 침공을 범죄에 비겨, 모욕하여 불렀을 것이다(早稻田大學
簡帛硏究會, ｢張家山第二四七號漢墓竹簡譯注(一)-二年律令賊律譯注(一)-｣, 84∼85쪽).
31) 角谷常子, ｢秦漢時代における家族の連坐について｣, 江陵張家山二四七號墓出土漢律令の
硏究 論考篇, 朋友書店, 2006, 182∼184쪽.
32) 古人堤漢簡이란 1987년 湖南省 張家界市 古人堤의 漢代 房屋 건축유적에서 출토된 90
조각의 木牘이다. 목독의 기년으로 보아 後漢 和帝ㆍ安帝代(89∼113)의 것이라고 생각된
다. 그것들 중 2매의 목독에 적률의 조문과 적률ㆍ도률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다(水間大
輔, 秦漢刑法硏究, 2007, 445∼446쪽).
33) 水間大輔, 秦漢刑法硏究, 2007, 445∼4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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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이고, 앞 장에서 서술한 외국열전과 마찬가지로 율령의 조문을 요약한 것일 가능
성도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것들은 내용상 본래의 조문과 크게 다르
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이들 사료를 죄목과 처벌의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겠다.
B-2 漢의 옛 율 중 魏에서 행해재지 않는 것을 고쳐서 모두 그것을 없애고, 다시
옛 뜻에 의거하여 五刑을 만들었다. … 또 적률을 고쳐서 단지 말로 하는 것
및 종묘ㆍ원릉을 범하는 것을 大逆無道라고 하고, 腰斬에 처하지만 家屬의
연좌는 조부모ㆍ손자에 미치지 않았다. 謀反大逆에 이르러 때가 되어 그를
잡아서 혹은 汙瀦라고 하고 혹은 梟菹라고 하여 그 삼족을 夷에 처하는 것은
율령에 없지만 엄하게 惡跡을 없애고자 하기 때문이다.34)

(향晉書숙卷30, 刑

法志)
B-3 神䴥 연간에 司徒 崔浩에게 조서를 내려 율령을 정하였다. … 大逆不道는 요
참에 처하고 그 同籍을 주살하며, 14세 이하는 腐刑에 처하고 여자는 縣官에
沒하였다. … 太保ㆍ高陽王 雍이 논의하였다. “ … 생각건대 적률에는 다음
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도모하여 발각된 자는 流刑에 처하
고 從犯은 5년형에 처한다. 이미 상처를 입힌 자 및 죽이려고 하였으나 다시
살아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종범은 유형에 처한다. 이미 죽인 자는 참형에
처하고, 따라서 공을 더한 자는 사형에 처하며, 더하지 않은 자는 유형에 처
한다.’”

(｢魏書숙卷111, 刑罰志)

B-4 天監元年 8월에 … 이에 尙書令 王亮ㆍ侍中 王瑩ㆍ尙書僕射 沈約ㆍ吏部尙
書 范雲ㆍ長兼侍中 柳惲ㆍ給事黃門侍郞 傅昭ㆍ通直散騎常侍 孔藹ㆍ御史中
丞 樂藹ㆍ太常丞 許懋 등으로 하여금 參議ㆍ斷定하게 하고, 20편을 정하였
다. … 그 謀反ㆍ降叛ㆍ大逆 이상은 모두 참형에 처하였다. 부자ㆍ형제는 연
령에 관계 없이 모두 기시에 처하였다. 어머니ㆍ아내ㆍ자매 및 응당 기시에
연좌되어야 할 자의 아내ㆍ아들ㆍ딸ㆍ첩은 똑같이 奚官에 보임시켜 노비로
삼고,35) 貲財는 沒官에 처하였다.

(향隋書숙卷25, 刑法志 梁)

위진남북조와 隋의 율령관련기록을 보면, 시대가 내려감에 따라 모반죄에 대한 족
형의 적용범위가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B-2에 따르면, 족형의 적용
범위는 전한부터 조위까지 바뀌지 않고 삼족이었다. 그러나 曹魏 말부터 西晉에 걸쳐
34) 內田智雄 編, 譯注中國歷代刑法志, 1964, 110∼115쪽에서는 ‘不在律令, 所以嚴絶惡跡
也.’라는 부분에 대하여 ‘그 형벌의 방식을 율령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극악한 행위를
이루는 것이 또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그 흔적을 끊었기 때문이다’라고 주기하고 있
다.
35) 어머니ㆍ아내ㆍ자매는 범인의 어머니ㆍ아내ㆍ자매를(딸은 생략되었다고 추정), 아내ㆍ
아들ㆍ딸ㆍ첩은 범인의 아버지ㆍ아들ㆍ형제자매의 아내ㆍ아들ㆍ딸ㆍ첩, 다시 말해서 범
인의 형수ㆍ제수와 조카 및 며느리와 손자를 가리킨다(內田智雄 編, 譯注續中國歷代刑
法志, 1971, 27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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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한 여성에 대한 족형이,36) 東晉에서 여성 전체의 족형이 면제되고, 그 후 여성은
적몰되기만 하게 되었다.37) 또 B-4에 따르면, 梁(502∼557)에서 범인의 부자ㆍ형제가
기시에 처해지고 어머니ㆍ아내ㆍ자매나 재산이 적몰되었다. 또 수의 연좌형은 양과
마찬가지였다.38) 北魏 건국 이전의 代國 시기에는 대역죄 범인의 친족을 전부 참형에
처하고 있었지만,39) B-3에서는 북위 太武帝의 神䴥 4년(431)에 崔浩가 행한 율령 개
정에 의해 범인의 친족 중 미성년 남자와 여자를 족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다.40)
또 謀反ㆍ謀大逆ㆍ謀叛41) 등의 범죄는 한대에는 ‘大逆不道(無道)’로42) 일괄하여 다
루어지고 있었지만,43) B-2에 보이듯이 조위대 즈음부터 ‘모반대역’과 ‘대역무도’로 구
별되고,44) B-4처럼 늦어도 양대 즈음부터 모반ㆍ모대역ㆍ모반으로 구별되었다고 생각
된다.
이와 관련하여 B-1에서는 謀反 및 梁律 이후에서 말하는 謀叛罪에 상당하는 범죄
이외에도 적의 공격을 받아서 도망한 자의 죄까지도 하나의 조문 속에 뒤섞여서 규정
되고 있지만 B-2ㆍ4에는 謀反ㆍ謀叛ㆍ謀大逆罪만이 보이므로, 늦어도 양대 빠르면
조위대부터 謀反ㆍ謀大逆ㆍ謀叛罪와 적의 공격을 받아서 도망한 자의 죄가 개념상
구별되었다고 생각된다. 당대에는 ‘主將守城’ㆍ‘主將臨陣先退’가 謀反ㆍ謀叛ㆍ謀大逆
罪와는 별도의 조문 속에 규정되고 있고, 처벌도 다르다.45)

36) 小早川欣吾, ｢支那法における族刑と緣坐刑との關係について｣, 法學論叢 46-6, 1942,
970∼974쪽.
37) 西田太一郞, 中國刑法史硏究, 岩波書店, 1974, 191∼197쪽.
38) 小早川欣吾, ｢支那法における族刑と緣坐刑との關係について｣, 1942, 970∼974쪽. 다만
부자ㆍ형제에 대한 사형은 梁에서는 ‘노소 없이’ 행해졌던 것에 비해 隋에서는 그러한 기
술은 보이지 않는다. 수에서는 연령에 따라 사형에 처해지는가 여부가 결정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39) 魏書 卷111, 刑罰志, “昭成建國二年(339): 當死者, 聽其家獻金馬以贖. 犯大逆者, 親族
男女無少長皆斬.”
40) 松下憲一, ｢北魏崔浩國史事件-法制からの再檢討-｣, 東洋史硏究 69-2, 2010, 36∼
39쪽.
41) 당률을 참조하면, 謀反은 ‘천자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도모하는’ 것, 謀大逆은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營造物(종묘ㆍ산릉ㆍ궁전 등)을 파괴하려고 도모하는’ 것, 謀叛
은 ‘나라에서 이탈하여 외국 혹은 괴뢰정권 쪽에 배반하여 투항하려고 도모하는’ 것이다
(律令硏究會 編, 譯註日本律令5: 唐律疏議譯註篇 1, 1979, 33∼36쪽).
42) 大庭脩, ｢漢律における‘不道’の觀念｣, 秦漢法制史の硏究, 創文社, 1982, 134∼136쪽.
43) 早稻田大學 簡帛硏究會, ｢張家山第二四七號漢墓竹簡譯注(一)-二年律令賊律譯注(一)-｣,
2002, 84쪽.
44) 內田智雄 編, 譯注中國歷代刑法志, 1964, 110∼115쪽.
45) 唐律疏議 卷16, 擅興律 ‘主將守城’條, “諸主將守城, 爲賊所功不固守而棄去及守備不設
爲賊所掩覆者, 斬.” ; 同 ‘主將臨陣先退’條, “諸主將以下, 臨陣先退, 若寇賊對陣, 捨仗投軍
及棄賊來降輒殺者, 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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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죄의 속형규정은 전한에서는 금 2근8량, 서진에서는 금 2근의 납부였지만,46)
양부터는 絹 16필을 수부터는 동 120근을 남부하게 되었다.47)
다음으로 당률에서는 모반죄ㆍ살인죄에 대하여 이하와 같이 정해져 있다.

B-5 대체로 反을 도모하거나 대역한 자는 모두 참형에 처한다. 부자 중 나이 16
세 이상은 모두 교형에 처한다. 15세 이하 및 모녀ㆍ처첩ㆍ조손ㆍ형제ㆍ자매
혹은 部曲ㆍ資財ㆍ田宅은 모두 官에 몰수한다.

(향唐律疏議숙 卷17, 賊盜律

‘謀反大逆’條)
대체로 叛을 도모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 이미 실행에 옮긴 자는 모두 참형
에 처하고, 처자는 流 2,000리에 처한다.

(同上 ‘謀叛’條)

대체로 사람을 죽이려고 도모한 자는 徒 3년에 처한다. 이미 상처를 입힌
자는 교형에 처한다. 이미 죽인 자는 참형에 처한다.

(同上 ‘謀殺人’條)

B-5에서는 謀反罪와 謀叛罪의 처벌에 차이가 보인다.48) 즉 전자의 경우 범죄자는
참형에 처해지고, 성년 부자는 교형, 미성년 부자 및 모녀ㆍ처첩ㆍ조손ㆍ형제ㆍ자매는
적몰에 처해지고 있다. 반면 후자의 경우 범죄자가 범죄를 실행하였을 경우(已上道)에
만 가족이 유형에 처해지고 있다. 살인죄를 범한 자는 참형에 처해지고 있고, 속형 규
정은 수와 마찬가지이다.49)
이상의 검토결과를 앞서 검토한 백제의 처벌규정과 맞추어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게 된다.
<표 2> 역대 중국왕조와 백제의 모반죄ㆍ살인죄
왕조

모반죄

연좌형

살인죄

속형

前漢

腰斬

棄市(부모ㆍ처자ㆍ형제)

棄市

금 2근8량

西晉

棄市?

族刑의 범위 축소(出嫁 여성 제외)

ㆍ

금 2근

東晉

棄市?

棄市?(부자ㆍ형제) + 籍沒(여성)

ㆍ

ㆍ

46) 唐六典 卷6, 刑部郎中, “贖死, 金二斤八兩. 贖城旦舂ㆍ鬼薪白粲, 金一斤八兩. 贖斬ㆍ
腐, 金一斤四兩. 贖劓ㆍ黥, 金一斤. 贖耐, 金十二兩. 贖遷, 金八兩. 有罪當腐者, 移內官, 內
官腐之. (張家山漢簡「二年律令」具律 제119간) 晉氏受命, … 贖死二斤, 贖五歲刑一斤十
二兩, 四歲ㆍ三歲ㆍ二歲各以四兩爲差.”
西晉 이후의 贖刑은 正刑이 아니라 換刑으로서의 속형이다. 二年律令에서는 贖死가 환
형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예는 보이지 않지만, 정형ㆍ환형의 양쪽에 대해서 정한 것이라
고 생각된다.
47) 隋書 卷25, 刑法志 梁, “天監六年八月, … 罰金一兩已上爲贖罪. 贖死者金二斤, 男子十六疋.” ; 同 隋, “高祖,
旣受周禪, 開皇元年, … 應贖者, 皆以銅代絹. … 二死皆贖銅百二十斤.”
48) 中村茂夫, ｢緣坐考｣, 金澤法學 30-2, 1988, 108∼111쪽.
49) 唐律疏議 卷1, 名例律 死刑條, “死刑二: 絞. 斬.<贖銅一百二十斤.>” 隋의 사례는 주46의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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梁

斬

棄市(부자ㆍ형제) + 籍沒(기타)

ㆍ

금 2근 → 絹 16필

北魏

腰斬

族誅(성년남) + 宮刑(미성년) + 籍沒(여성)

斬

ㆍ

隋

斬

斬(부자ㆍ형제) + 籍沒(기타)

ㆍ

동 120근

唐

斬

絞(성년 부자) + 籍沒(기타)

斬

동 120근

백제(5세기 이후)

斬

棄市(처자) → 籍沒

斬

노비 3구

백제의 성문법 반포 당시 모반죄의 처벌규정은 범인과 그 처자에 대한 사형이라는
점에서 족형의 범위가 축소되는 서진 이전 중국왕조의 율령과 유사하다. 또 A-2에
의하면, 백제의 법령에서는 ‘反叛’죄와 ‘退軍’죄(적군에게 항복 또는 전장에서 마음대
로 퇴각ㆍ도망하는 범죄)의 처벌이 같았을 가능성이 있어서,50) 이 점도 조위 이전의
율령과 공통된다. 한편 속형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속죄할 경우에 백제에서는 노비를,
중국왕조에서는 황금ㆍ동ㆍ견 등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속형의 내용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2. 도죄ㆍ관인수뢰죄의 분리와 노역형
앞 장에서 검토하였듯이, 백제의 법령에서의 도죄ㆍ관인수뢰죄에 관한 사료에서는
도죄와 관인수뢰죄가 서로 다른 시기의 사료에 보여서 양자의 관계를 알기 어렵고 정
액적 배상제가 중심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먼저 한대의 율령에서의 도죄ㆍ관인수뢰죄의 법령을 예로 들어보면, 이하와 같다.
C-1 盜贓의 가치 660전을 넘는 것은 黥하여 城旦舂에 처한다. 660부터 220전에
이르는 것은 完하여 城旦舂에 처한다. 220에 차지 않는 것부터 110전에 이
르는 것은 耐하여 隸臣妾에 처한다. 110에 차지 않는 것부터 22전에 이르는
것은 벌금 4량에 처한다. 22전에 차지 않는 것부터 1전에 이르는 것은 벌금
1량에 처한다.

(張家山漢簡 ｢二年律令｣ 盜律 제55ㆍ56간)

뇌물을 받아서 법을 어그러뜨리거나 뇌물을 행하는 경우는 모두 그 장물에
따라서 盜로 처리한다. 죄가 盜보다 무거운 경우는 무거운 경우로 그것을 논
한다.

(同上 제60간)

50) 다만 연좌형을 부과해야 할 反叛罪와 그것을 부과할 수 없는 살인죄를 함께 연좌형을
부과하지 않는 ‘斬’에 처하였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반죄와 살인죄는 별도의
조문에 보이고 더구나 반반죄에만 연좌형이 부과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반
반죄와 퇴군죄도 다른 조문으로 정해져 있는 것과 동시에 반반죄에만 연좌형이 부과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다른 조문에 정해져 있으면서도 양쪽 공히 연좌형이 부과
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퇴군죄는 後漢書 卷70, 孔融列傳에 後漢 말 건
안 연간(196∼220)에 ‘大逆不道’로 棄市에 처해졌던 孔融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후한까
지는 ‘대역부도’의 하나로서 반반죄와 같은 조문에 있고 똑같이 처벌되었다고 생각되므
로, 曹魏 이후의 어느 시기에 반반죄와 조문도 처벌도 달리 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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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 초기의 율령인 C-1에서는 제55ㆍ56간에서 도죄를 범한 자를 부정한 이익(장
물)의 가격에 기초하여 黥ㆍ完ㆍ耐 + 노역형(城旦舂ㆍ隸臣妾)51) 혹은 벌금형(벌금 4
량ㆍ1량)에 처해야 하는 것을 정하고, 제60간에서 부정행위가 얽힌 뇌물수수를 행한
자를 도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을 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도죄를 범한 자도 뇌물수
수죄를 범한 자도 같은 형벌에 처해지고 있었던 것이 된다. 특히 뇌물수수죄의 경우
부정행위가 얽혔을 때(이하 ‘枉法’)에만 처벌되고, 거꾸로 枉法이 얽히지 않은 경우(이
하 ‘不枉法’)에는 처벌되지 않는 점과 관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면서도 민중끼리의 뇌
물수수에 의해 범죄자가 고발자를 매수한 경우에도 양자에게 적용되는 점에 주목된
다.52)
이와 관련하여 전한 文帝代 이후 수뢰죄를 범한 관리는 파면되고 나서 관직 취임이
금지되고, 후한에서는 자신은 물론 자손의 관직 취임까지도 금지되었지만,53) 자손의
관직 취임 금지에 관해서는 후한대의 일시적인 조치일 가능성도 있다.54) 다만 전한도
후한도 뇌물수수죄를 범한 관리 본인의 관직 취임이 금지되었음은 확실하다.
다음으로 위진남북조의 율령에서의 도죄ㆍ관인수뢰죄 관련의 기록을 예로 들어보
면, 이하와 같다.

C-2 그 후 천자가 또 조서를 내려 刑制를 개정시키니, … 漢律을 두루 취하고
정하여 魏의 법을 만들고 새로운 율 18편을 제정하여, … 盜律에 受所監ㆍ
受財枉法이 있고 雜律에 假借不廉이 있으며, 令乙에 呵人受錢이 있고 科에
使者驗賂가 있으니, 그 사항이 서로 비슷하므로 분리하여 請賕律로 삼았다.
(향晉書숙卷30, 刑法志)

51) 종래, C-1의 黥ㆍ完ㆍ耐는 전부 肉刑이고, 城旦舂ㆍ隷臣妾 등은 노역형이라고 간주한
연구자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출토문자자료의 분석 등 새로운 연구에 의해 완ㆍ내는 경
등의 육형과는 다른 성격의 형벌이고, 성단용ㆍ예신첩 등도 C-1의 단계까지는 무기한의
노역에 종사하여 여러 종류의 권리 제한, 속신제도 등이 있기 때문에 노역형보다는 신분
형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陶安あんど, 秦漢刑罰體系の硏究, 創文社,
2009, 12∼81ㆍ121∼130쪽 ; 鷹取祐司, ｢秦漢時代の刑罰と爵制的身分序列｣, 立命館文
學 608, 2008). 이 글에서도 완ㆍ내가 육형과 다른 형벌임은 인정하지만, 성단용ㆍ예신
첩은 文帝의 刑制 개혁 등에 의해 기한이 있는 노역에 종사하도록 바뀌므로(鷹取祐司,
｢秦漢時代の司寇ㆍ隷臣妾ㆍ鬼薪白粲ㆍ城旦舂｣, 中國史學 19, 2009, 123∼124쪽), 한의
문제 이후에 관해서 말하면 신분형보다는 노역형으로 간주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52) 冨谷至, ｢儀禮と刑罰のはざま-賄賂罪の變遷-｣, 東洋史硏究66-2, 2007, 38∼45쪽.
53) 後漢書 卷39, 劉愷傳, “孝文皇帝時, 貴廉潔, 賤貪汙, 賈人及吏坐贓者, 皆禁錮不得爲吏.
(漢書 卷72, 貢禹傳) 安帝初, 淸河相叔孫光坐贓抵罪, 遂增錮二世, 釁及其子. … 愷獨以
爲 ｢… 如今使贓吏禁錮子孫, 以輕從重, 懼及善人, 非先王詳刑之意也.｣”
54) 鎌田重雄은 贓吏 자손의 관직 취임 금지를 後漢의 제도라고 간주하였지만(漢代史硏究,
川田書房, 1949, 171∼178쪽), 최근 廖伯源은 이것을 일시적인 특례라고 하였다(秦漢史
論叢, 中華書局, 2008, 209∼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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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太平眞君) 6년 봄에 … 처음에 盜律에 장물 40필로 大辟에 이른다고 하였
다. 민정을 게을리 하는 일이 많으므로 그 법을 엄격하게 하여 장물 3필로
모두 사형에 처하였다. … 律에 ‘枉法은 10필, 義贓은 200필로 大辟에 처
한다.’ (太和) 8년에 이르러 비로소 祿制를 반포하고 다시 義贓은 1필, 枉法
은 다소 구분 없이 모두 사형이라고 정하였다.

(향魏書숙卷111, 刑罰志)

C-2에서는 조위 때에 관인수뢰죄에 관한 조문이 신설된 請賕律에 편입되었음이 기
록되어 있다. 그것은 서진에 계승되고 양이 되어 그 청구률이 受賕律이라고 개칭되었
다. 청구률ㆍ수구률 등은 관인의 처벌규정이기 때문에 그 조문에 보이는 수뢰죄도 관
인에게만 적용되었다고 생각된다.55)
또 위진남북조 이후는 도죄보다 관인수뢰죄(특히 왕법) 쪽을 무겁게 처벌하는 경향
이 있고, 특히 C-3에서는 북위대에 관인수뢰죄만으로도 사형에 처해지며 불왕법도 처
벌되고 있다. 역시 서진대에는 수뢰죄를 범한 관리가 除名(免官 + 관직 취임 금지)이
되고 있는데,56) 劉宋代부터는 기한이 있는 관직 취임 금지가 사료에서 많이 확인되므
로,57) 서진대의 관직 취임 금지는 조위대까지의 종신금고와 달리 기간이 정해져 있었
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당률에서의 도죄ㆍ관인수뢰죄 관련의 법령을 예로 들어보면, 이하와 같다.
C-4 대체로 監臨主司가 재물을 받아서 법을 어그러뜨린 경우는 1척은 杖 100에
처하고 1필마다 1등을 더하여 15필은 교형에 처한다. 법을 어그러뜨리지 않
은 경우는 1척은 장 90에 처하고 2필마다 1등을 더하여 30필은 加役流에
처한다.

(향唐律疏議숙卷11, 職制律 ‘監臨主司受財’條)

대체로 절도는 재물을 얻지 못한 것은 笞 50에 처하고 1척은 장 60에 처하
며, 1필마다 1등을 더하여 5필은 徒 1년에 처하고 5필마다 1등을 더하여
50필은 가역류에 처한다.

(同上 卷19, 賊盜律 ‘竊盜’條)

C-4에서는 절도죄보다 관인수뢰죄(특히 왕법) 쪽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 두 죄가
職制律과 賊盜律이라는 별도의 편목에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
련하여, 절도죄에 대해서는 범인에게서 훔친 물건의 2배로 재물을 징수하고, 관인수
뢰죄에 대해서는 ‘彼此俱罪之贓’(재물을 수수한 두 당사자가 모두 처벌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뢰죄를 범한 관리에게서 부정하게 얻은 재물만 징수한다.58)
55) 冨谷至, ｢儀禮と刑罰のはざま-賄賂罪の變遷-｣, 2007, 46∼50쪽.
56) 太平御覽 卷651, 引晉律, “吏犯不孝, 謀殺其國王侯伯子男官長, 誣偸, 受財枉法及略人
和賣, 誘藏亡奴婢, 雖遇赦, 皆除名爲民.”
이 사료에서는 ‘受財枉法’한 吏를 ‘除名’에 처하고 있다. 이의 ‘제명’은 범죄를 범한 관리
를 ‘免官’한 다음에 신분을 ‘庶人’으로 떨어뜨리는 처벌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직 취임 금
지인 ‘禁錮’를 포함하고 있다.
57) 程樹德, 九朝律考, 中華書局, 1963(초판은 1927년), 242∼243ㆍ3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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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률에서는 앞서 서술한 북위처럼 불왕법도 처벌되는 점이 주목되고, 왕법은 최
고 사형, 불왕법은 최고 加役流에 처해진다.59) 덧붙여 관리는 왕법은 제명되고 나서
6년의 관직 취임 금지에 처해지고, 불왕법은 면관되고 나서 3년의 관직 취임 금지에
처해졌다.60)
이상의 검토결과를 앞서 검토한 백제의 처벌규정과 맞추어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역대 중국왕조와 백제의 도죄ㆍ관인수뢰죄
왕조

도죄

관인수뢰죄

전한

黥城旦舂ㆍ完城旦舂ㆍ耐隷臣妾 / 벌금

좌동(盜律) + 終身禁錮

조위

ㆍ

請賕律을 분리

서진

ㆍ

請賕律을 존속 / 除名(관직 취임 금지)

양

ㆍ

受賕律이라고 개명

북위

최고 사형

枉法ㆍ不枉法 모두 최고 사형

당

流ㆍ徒 / 杖ㆍ笞 + 2배의 징수

왕법 : 絞ㆍ流ㆍ徒ㆍ杖 + 제명(6년)
불왕법 : 流ㆍ徒ㆍ杖 + 免官(3년)

백제(6세기 이후)

流 + 2배의 징수 → 미상

미상 → 3배의 징수 + 종신금고

먼저 도죄에 대해서는 백제가 주로 정액적인 배상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중국왕조에서는 주로 노역형(성단용ㆍ예신첩ㆍ도 등)이나 신체형(경ㆍ장ㆍ태 등)을 부
과하고 있다. 백제와 중국왕조의 형벌에서는 양자의 성격이 크게 다른 것을 읽어낼
수 있다.
관인수뢰죄에 대해서는 백제의 법령이 시기에 따라 도죄ㆍ관인수뢰죄 중 한쪽만 전
하고 있어서, 양자를 똑같이 처벌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61) A-3과 같이 관인
58) 唐律疏議巻4, 名例律 ‘彼此俱罪之贓’条, “諸彼此俱罪之贓<謂計贓爲罪者.>, 及犯禁之
物, 則沒官<若盗人所盗之物, 倍贓亦沒官>. 取與不和<雖和, 與者無罪.>, 若乞索之贓, 並
還主.” ; 同 ‘以贓入罪’条, “諸以贓入罪, 正贓見在者, 還官ㆍ主. 已費用者, 死及配流勿徵, 餘
皆徵之<盗者, 倍備.>.”
59) 冨谷至, ｢儀禮と刑罰のはざま - 賄賂罪の變遷 -｣, 2007, 35∼37쪽.
60) 唐律疏議巻2, 名例律 ‘除名’条, “諸犯十惡ㆍ故殺人ㆍ反逆縁坐, 獄成者, 雖會赦, 猶除名.
卽監臨ㆍ主守, 於所監守內犯姦ㆍ盗ㆍ略人, 若受財而枉法者, 亦除名. 獄成會赦者, 免所居
官.” ; 同書巻3, 名例律 ‘免官’條, “諸犯姦ㆍ盗ㆍ略人及受財而不枉法 ; 若犯流ㆍ徒, 獄成逃
走 ; 祖父母ㆍ父母犯死罪被囚禁, 而作樂及婚娶者：免官.” ; 同 ‘除免官當敍法’條, “諸除名
者官ㆍ爵悉除, 課役從本色, 六載之後聽敍, 依出身法. 若本犯不至免官, 而特除名者, 敍法同
免官例. 免官者, 三載之後, 降先品二等敍.”
61) 필자는 본래 이전에 A-3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여, 그에 따라 백제의 관인수뢰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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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죄를 범한 자를 종신금고에 처하고 있는 점은 뇌물수수죄를 범한 관리의 관직 취
임을 금지하는 한대의 율령과 유사하므로, 양쪽의 영향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중국왕조 율령의 전파시기

이상의 검토결과를 보면, 백제에서 성문법 반포 이후 법령에서의 살인죄ㆍ도죄에
대한 처벌은 역대 중국왕조의 율령과 비교하여 다른 부분이 적지 않다. 백제에서는
성문법 반포 이후에도 도죄에 대한 처벌은 정액적인 배상제가 중심이고, 살인죄ㆍ도
죄를 범한 자를 노비로 배상하는 대신에 속죄를 인정하는 관습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
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백제의 법령에서의 살인죄ㆍ도죄에 대한 처벌은 성
문법 반포 이후에도 관습법적 성격을 가지고 관습법을 그대로 성문화한 것이었다고
보아도 큰 잘못이 없을 것이다.
백제의 성문법 반포 당시에서의 모반죄 관련 법령은 조위 이전 중국왕조 율령의 영
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동시기의 관인수뢰죄 관련 법령은 후한 이후 중국왕
조 율령의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백제의 법령은 후한 이후
조위까지 율령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게 된다. 다만 살인죄ㆍ도죄 관련의 법령 중
에는 관습법을 그대로 성문화한 규정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백제에서의 모반죄의 연좌형은 성문법 반포 후 동진 이후 중국왕조의 율령
에서 영향을 받아 족형과 비슷한 처벌에서 적몰로 바뀌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
은 단순한 수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중국왕조 율령의 경우 당에서도 성년의 남자를
적몰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형에 처하고 있지만, 백제 율령의 경우는 일가 전체를 적
몰하고 있는 듯이 읽어낼 수 있다. 일본의 소위 ‘율령’에서도 모반죄의 연좌형이 일가
전체의 적몰이라고 되어 있는62) 것으로 보더라도, 그것들은 백제에서 중국왕조의 율
령이 변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요컨대 이상의 검토결과에 입각하면, 백제의 법령에는 확실히 중국왕조 율령의 영
향이 인정되지만, 그 중에는 관습법을 그대로 성문화한 것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었
다고 하게 된다. 어쨌든 성문법 반포 당시의 백제 율령에서는 태시율령의 직접적 영
향은 인정될 수 없고, 오히려 그 이전인 후한 이후 조위까지의 율령에서의 영향만이
인정된다. 조위 이전의 율령은 법전이 아니라 단행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체계(소위
‘원시율령’)였기 때문에 백제에서 반포된 성문법도 소위 ‘원시율령’이었을 가능성이 높
련 법령을 도률과 분리 이전의 한대 율령에 유사하다고 하였다(鄭東俊, ｢高句麗ㆍ百濟律
令における中國王朝の影響についての試論｣, 2013, 쪽). 앞서 A-3의 해석을 수정하였으
므로 그에 따라 이 부분의 내용도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62) 律 巻7, 賊盗律 謀反大逆, “凡謀反及大逆者, 皆斬. 父子, 若家人資財田宅, 並沒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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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경우 중국왕조 율령의 수용은 일부의 조문을 선택하여 수용하는 것에 머물렀
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계적인 계수라고는 할 수 없고, 소위 ‘원시율령’과 같은
운용체계의 수용에 더하여 당시 필요한 단행법령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였다고 생각된
다.

Ⅳ. 중국왕조 율령의 전파경로
1. 중국왕조의 율령이 직접 전파되었을 가능성

지금까지 검증한 사항은 일부 조문의 비교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다. 그것만으로는
어느 시기의 중국왕조 율령이 백제에 전파되었는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그 위험
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파경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어느 시기의 중
국왕조 율령이 백제에 전파되었는가 하는 점과 그 경로에 대해서는 현재 그것을 객관
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 추정하여
그 범위를 좁히는 작업에 머물러 두고 새로운 자료의 출현을 기다리기로 하겠다.
4세기의 백제에 대해서는 이하의 3가지 이유에서 兩晉의 율령이 전파된 경로를 상
정할 수 없고, 또 泰始律令 등을 수용해야할 역사적 배경도 확인할 수 없다.
첫째로 劉宋(420∼479) 이후와 달리 중국왕조에 정기적으로 사절을 파견하는 외교
적 통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다. 백제는 東晉의 簡文帝(재위 371∼372)에게서 최초
로 책봉되었지만,63) 아직 율령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정기적인 사절 파견은 보이
지 않는다. 율령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백제가 정기적으로 사절을 파견하게 된 시
기는 유송 文帝의 元嘉 연간(424∼453)부터이다.64)
둘째로 西晉 이후 율령의 운용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전문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65) 백제의 경우 그러한 전문가가 중국대륙에서 파견되는 것은 6세기
중엽부터이다.66)
셋째로 태시율령과 같은 법전 편찬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태시율
령을 편찬할 때에는 추가단행법의 증가에 의해 대량의 율령조문을 정리하거나, 행정
기구의 발달에 의해 증가한 행정명령을 독립시키거나, 죽간에서 종이에의 서사재료의
63) 晉書 卷9, 太宗簡文帝紀 咸安 2년(372) 6월조.
64) 宋書 卷97, 百濟國傳.
65) 窪添慶文, ｢樂浪郡と帶方郡の推移｣,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3, 學生社,
1980, 48∼50쪽. 窪添慶文은 첨단의 기술ㆍ사상 등은 숙달된 인간의 파견을 매개로 하
여 전해진다고 서술하고 있다.
66) 陳書巻33, 鄭均傳, “陸詡少習崔靈恩三禮義宗, 梁世百濟國表求講禮博士, 詔令詡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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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수반하여 일정한 질서가 있는 책으로서 법전을 편찬하거나 하는 필요성이 있
었다.67) 백제에서의 행정기구의 분화ㆍ체계화는 6세기 이후의 일이다.68)
2. 낙랑군 : 고대 동아시아에서의 중국문명의 매개자
중국왕조의 율령이 정기적 사절에 의해 전파되었을 리가 없다고 하면, 다음으로 한
반도 북부에 설치되어 있었던 樂浪郡을 경유하여 전파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왕조의 변군이었던 낙랑군은 설치(B.C.108) 당시부터 고대
동아시아에서의 중국문명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
여 권오중에 의하면, 낙랑군이 중국문명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後漢 光
武帝代(25∼57)부터 安帝代(106∼125) 및 公孫氏 정권기(189∼238)부터 曹魏의 正始
연간(240∼248)까지라고 되어 있다.69) 그 이후는 司馬氏의 쿠데타(249)에 의해 조위
중앙정권의 낙랑군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였는데, 魏末晉初에 東夷校尉가 낙랑군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에 의해, 백제는 직접적으로 중국왕조와 외교관계를 가지게 되었
다.70)
낙랑군은 중국왕조에서 보면 邊郡이지만, 그 영역 내에서 율령이 內郡과 똑같이 시
행되고 있었음은 다음의 여러 점에서도 확실시할 수 있다. 즉 ①변군에서 일반적으로
비정주민인 非漢人이 거주하는 변경에 대해서도 내지의 농경민을 사민하여 율령에 기
초한 군현지배를 관철하고 있는 것이 출토문자자료에 보이는 것, ②낙랑군은 내지와
마찬가지인 농경지역이어서 군현지배를 위해서 내지에서 사민시키지 않더라도 율령에
기초한 군현지배를 실시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 ③문서행정
관계의 출토유물과 향漢書숙地理志에 보이는 낙랑군의 60여 조 법령의 존재, ④내지와
똑같은 군현조직 등에서 확실하다.71) 그것은 최근 공개된 ｢縣別戶口統計簿｣ 등72) 문
자자료로도 뒷받침된다. 이것은 낙랑군 소속 각 현의 호구통계이지만, 이러한 문서는
군현지배가 어느 정도 실시되어 있지 않으면 작성할 수 없을 터이다. 따라서 낙랑군
에는 郡의 太守가 현지에서 채용한 屬吏 등 율령의 운용방법을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
가 적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낙랑군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 백제 등에 전
67) 堀敏一, ｢晋泰始律令の成立｣, 1980, 27∼39쪽 ; 冨谷至, ｢晋泰始律令への道-第二部魏
晋の律と令-｣, 東方学報 73, 2001, 69～75쪽.
68) 정동준, 동아시아 속의 백제 정치제도, 일지사, 2013(최초 발표는 2006년).
69) 権五重, ｢‘낙랑사’ 시대구분 시론｣, 韓國古代史研究 53, 2009, 140～144ㆍ149～151
쪽.
70) 西本昌弘, ｢楽浪ㆍ帯方二郡の興亡と漢人遺民の行方｣, 古代文化 41-10, 1989, 17∼
20쪽.
71) 金秉駿, ｢중국 고대 簡牘자료를 통해 본 낙랑군의 군현지배｣, 歴史學報 189, 2006.
72) 尹龍九, ｢새로 발견된 樂浪木簡: ｢樂浪郡 初元四年 縣別戶口簿｣｣, 韓國古代史硏 4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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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중국왕조의 율령은 중국왕조가 낙랑군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시기인 조위의 정시
연간 또는 그 이전의 것이었다고 추정된다.
3. 낙랑군과 대방군
중국왕조의 율령이 백제에 전파되는 경로를 생각하는 데에 낙랑군과 나란히 주목해
야할 것이 3세기 초에 公孫康이 낙랑군의 남부를 나누어 설치한 帶方郡이다. 최근에
는 묘제의 변화에 기초하여, 두 군의 주민 이동에 대하여 설명한 연구성과도 나와 있
다.73) 그것에 따르면, 북쪽의 낙랑군에는 중원계 유물이 많이 부장된 합장목곽묘를
조영하는 토착 漢人이 많이 거주하였다. 한편 남쪽의 대방군에는 중원 지역의 양식에
가까운 전축분을 조영하는 新來漢人(대방군의 설치에 수반하여 새롭게 온 한인)이 많
이 거주하고 있었다. 토착 한인이 낙랑군에 정착한 시기는 묘제나 유물로 보아 후한
초기인 1세기 전반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74) 이것은 후한의 光武帝에 의한 낙랑군의
재설치와75) 관련될 것이다. 또 신래한인은 대방군이 신설된 3세기 초에 그곳에 정착
하였다고 추정되어, 동시대의 중국문명에 대한 이해도가 낙랑군의 토착 한인보다도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생각된다.76)
그런데 옛 대방군 출신이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은 4∼5세기부터 백제의 정치와 외교
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것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백제의 옛 대방군 출신자
성씨

인물
高興
高達

활약
博士
南齊에 사신

관련유물

출토지

‘高’銘塼

황해도 신천군

楊氏

楊茂

南齊에 사신

‘楊氏’銘塼

황해도 신천군

王氏

王茂

南齊에 사신

正始九年(248)銘

황해도 신천군의 王卿墓

張氏

張威
張塞

劉宋에 사신
南齊에 사신

｢張撫夷塼｣(348)

황해도 봉산군

會氏

會邁

南齊에 사신

建興四年(316)銘塼의 ‘會景’

황해도

高氏

73) 오영찬, 낙랑군 연구, 사계절, 2006, 193∼211쪽. 구체적으로 말하면, 합장목곽묘는
낙랑군치라고 추정되는 평양의 대동강 남안 일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漢式의 칠기ㆍ장
신구ㆍ거마구 등이 출토되는 한편 세형동검ㆍ고조선식 거마구도 출토되고 있으므로, 기
원후 1세기 중엽부터 낙랑군의 재설치에 수반하여 정착한 한인이 토착화한 것이라고 한
다. 전축분은 대방군치에 상당하는 황해도의 북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3세기 초부터 완
성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방군의 설치에 수반하여 새롭게 온 한인이 중원의 양
식을 직접 가져왔다고 한다.
74) 오영찬, 낙랑군 연구, 2006, 131∼144쪽.
75) 三國史記 巻14, 高句麗本紀 2 大武神王, “二十七年(44)秋九月, 漢光武帝遣兵渡海伐樂
浪, 取其地爲郡縣, 薩水已南屬漢.”
76) 오영찬, 낙랑군 연구, 2006, 208∼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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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에 정리하였듯이, 근초고왕대(346∼375)의 博士 高興, 劉宋에 사신으로 파견
된 張威(424), 南齊에 사신으로 파견된 高達ㆍ楊茂ㆍ會邁(이상 490), 王茂ㆍ張塞(이상
495)77)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들은 중국대륙에서 온 망명자 혹은 사절의 후예라고
도 생각된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들과 같은 성씨를 칭하는 중국대륙에서 온 망명자
나 사절을 기록한 사료나 4세기 이전에 중국대륙에서 백제로 다수의 사람이 이주하였
음을 증명하는 유물 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백제가 314년 이후의 수십 년 동안
에 옛 대방군 지역을 영역으로 지배한 결과, 백제 국내에 많은 옛 대방군 출신자가
살게 되었음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또 옛 대방군에서 백제에 다수의 사람이 이주하
였음을 보여주는 유물도 많다. 따라서 현재의 자료상황에서는 그들이 중국대륙에서
온 이주자일 가능성보다는 옛 대방군 출신일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들이 활약한 시기는 백제에서 성문법이 반포되었을 추정시기와 일치하고 있어, 성문
법의 제정ㆍ반포에 그들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제1절에서 검토하였듯이 백제의 법령이 양진의 그것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
능성은 낮기 때문에, 중국왕조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서진 이전의 그것에서의 영
향일 것이다. 게다가 영향경로를 추정해 보면, 주로 대방군을 경유하여 후한ㆍ조위의
율령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이상의 사항을 감안하면, 백제의
법령은 대방군을 경유하여 후한ㆍ조위의 율령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Ⅴ. 맺음말 - 향후의 과제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백제에서의 소위 ‘태시율령 계수설’의 타당성을 판정하기 위
해 백제의 법령과 당 이전의 율령 중 모반죄ㆍ살인죄ㆍ도죄ㆍ관인수뢰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주로 다루어 비교검토하였다.
‘형법으로서의 율과 행정법으로서의 영을 구별한 법전으로서 편찬된’ 소위 ‘율령’은
‘曹魏 이전의 추가단행법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아직 법전으로서 편찬되어 있지 않았
던’ 중국왕조의 ‘원시율령’을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백제에 적용하기 어려
77) 鄭東俊, ｢高句麗ㆍ百済律令における中國ㅍ王朝の影響についての試論｣, 2013, 25쪽의
표6에서는 馮野夫ㆍ陳明도 넣어서 그들을 옛 낙랑군 출신이라고 추정하였지만, 근거가
된 유물인 낙랑의 칠반에는 제작에 관여한 四川 지역의 관리나 공인의 이름이 거기에 써
있다. 따라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그들과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낙랑군에 살고
있었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그 때문에 이 글에서는 풍야부ㆍ진명의 2인을 <표 4>에서
제외하였다. 오히려, 풍야부는 北燕의 馮氏 일족으로서 멸망 후에 망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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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흠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입법수속을 거쳐 문자로 표현되어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을 ‘성문법’이라고 간주하고, 그 반포 이후 법령의 성격을 검토하는 것으로 백제의
율령 수용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백제에서는 모반죄의 연좌형이 적몰이 된 것은 6∼7
세기의 일이어서, 성문법 제정 당시에는 족형과 유사한 ‘처자의 사형’이 적용되고 있
었다. 도죄ㆍ관인수뢰죄에 대한 처벌은 ‘실형 + 정액적 배상’이었다.
백제의 법령 중 모반죄ㆍ관인수뢰죄의 처벌규정에 관해서는 後漢 또는 조위 이전의
‘원시율령’의 영향이 인정되었다. 또 백제의 법령 중 살인죄에 대한 속형과 도죄에 대
한 처벌규정에 관해서는 관습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백제의 법령에 관해서는 3
세기 전반 중국왕조의 ‘원시율령’이 주로 帶方郡을 경유하여 4세기 전반에 전파되고,
4세기 중엽 또는 5세기 전반에 성문법으로서 반포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백제의
성문법은 태시율령과 같은 소위 ‘율령’이 아니라, 그 이전의 ‘원시율령’에서 영향을 받
아 성립하였던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일부의 율령을 비교 검토하여, 고대 동아시아에서의 율령의 전파
와 변용을 논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위험성을 가능한 피하
기 위해서는 비교검토의 대상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이후에는 덧붙
여 중앙관제ㆍ지방통치제도 등도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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