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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역주 사법품보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과 서

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지원으로 2012년부터 덕성

여대 역사문화연구소에서 번역 사업을 수행하여 총 40권으
로 출간한 성과물이다. ‘2019 교육부 학술‧연구지원 사업 우
수성과’로 선정되었다.

사법품보는  1894년부터  1907년까지의 사법제도 개혁 이후 

재판 관련 기록물로, 1894년 이후 각 도에 설치되었던 지방재
판소 등과 법부 사이에 오고간 보고서와 질품서 등이 수록되

어 있다. 이 기록물은 총 180책(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갑
128책, 을 52책)으로 되어 있다.

사법품보는  19세기 말 전통적 지배질서가 급격히 변화되는 

시기의 다양한 범죄 양상과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죄인 심문

기록 등을 통한 사법절차 및 운영, 독립협회 관련자 처리 및 외

국인 이권침탈 사건 등의 정치‧외교적 사건, 묘지소송 및 과부보쌈 등의 사회 경제적 사건, 활빈당･영학당
과 같은 민중들의 동향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을 포함하여 민중에 대한 삶의 변화 양태, 동학농민

전쟁 이후 농민전쟁 참여자들의 행적 등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19세기 말, 20세기 초 민중들의 삶
을 구체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의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사법품보는  100여 년 전 체제

의 안정과 지속을 위한 사법처리 과정, 민중들의 갈등과 순응, 당대인들의 시대인식 등을 오롯이 담고 있

으며, 대한제국기 다양한 사건과 사법절차 및 운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
고 있다. 각종 공문서 양식들이 수록되어 있어 기록 문화의 자체 및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보고(寶
庫)이기도 하다.

이같이 사법품보는 자료적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계에서 충분히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  사법품

보가 비록 국한문혼용이지만 한문 문법이 적용되었고 어려운 법률 용어와 조문이 많아 전문가들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글세대 젊은 연구자들에게 사법품보는 또 하나의 ‘외국어서적’으로 인식되
고 있다. 또한 법제사 관련 자료에 대한 관심과 요구 외에 학제간 연구영역도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여서,
사법품보  번역 필요성이 있었다.

사법품보가 180책에 달하는 거질의 자료인 만큼 번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갖가지로 강구하였

다. 이를 위해 번역팀은 번역 및 출판 워크숍, 교차검토, 자체평가, 용어용례사전 마련 등 체계적인 번역시
스템을 구축하고 축자번역과 쉬운 번역을 추구함으로써 번역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표현의 통일성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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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번역팀은 지난 10년 동안 매주 워크숍을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번역에 참여하여 치
열하게 번역 작업을 진행했다.

이러한 공동번역 과정을 통해  역주 사법품보는 전문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결과물이 되었다.  역주 사법품보를 통해 한문의 장벽으로 활용 못했던 자료 접근이 용이해져 대

한제국기 사회구조를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역주 사법품보는 한국학 토대연구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다. 앞으로 역사학, 법사학, 민중생활사, 법제사 연구 뿐만 아니라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정치,
경제, 사회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번역팀은 남아있는 분량을 완역하여 약 30여 권을 더 출
간할 예정이다.

Abstract

The translated Sabeoppumbo collection is a total of 40 volumes published as a trans-

lation project conducted by the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at Duksung
Women’s University. The translation project has been ongoing since 2012, with

the support of the Korean Studies Promotion Project of the Academy of Kore-

an Studies and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translated Sabeoppumbo was selected as the ‘2019 Academic/
Research Project of Excellent Achievement’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a series of court trial-related records after the reform of the judicial system
from 1894 to 1907, the original Sabeoppumbo contains an abundance of reports and inquiries between the district courts established in each province in 1894 and the Ministry of Law. It
consists of 180 books, preserved at the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The original Sabeoppumbo includes a wealth of examples of varied crime patterns in milieu of

rapid transformation of the traditional ruling order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It reveals not
only judicial procedures and operation seen through the interrogation records of criminals,

but also political, diplomatic, and social incidents, such as legal handling of persons associated
with the Independence Club, encroachment of foreign concessions, socio-cultural cases such

as tomb-site lawsuits and Gwabu-bossam (a kidnapping custom of widow for marriage), and
peasants’ movements by the Hwalbindang and Yeonghakdang groups that shed light on ordi-

nary people’s living customs and movements. It is also possible to examine the changes i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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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ordinary people including women, and the trajectories of the remnants the Donghak Peasant
War. The Sabeoppumbo provides a wealth of storytelling sources for reconstructing of the life of
people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The Sabeoppumbo shows the judicial procedures and operations for maintaining the stability

and continuation of social system, and for resolving conflicts and promoting the compliance of
the people during the era of Great Korea Empire. Since it employs various forms of official docu-

ments, the Sabeoppumbo is an invaluable repository of administrative reports for examining the
changes of record-keeping culture.

However, the original Sabeoppumbo has not been sufficiently studied in academia despite its
great value as a historical resource. Although it uses a mixed script of Korean and Chinese char-

acters, it applies classical Chinese grammar and uses legal terms and provisions that are not easy

for even experts to understand today. As a result, it is recognized as another ‘foreign language
text’ by the researchers of current hangul-only generation. In line with expanding interdisciplin-

ary research along with higher interest in and demand for historical sources on legal affairs, the
Sabeoppumbo translation project has been launched.

Since the original Sabeoppumbo is a huge collection of 180 books, various methods have been
devised to enhance the completeness of the translation. The translation team has established
systematic translation procedures including translation/publishing workshops, cross-review,

self-evaluation, and terminology dictionary, and has improved the quality of translation and promoted the unity of expressions by pursuing literal translation as well as easily readable transla-

tion. The translation team has also held weekly workshop over the past 10 years, and experts in
various fields have participated in the translation.

Through this co-translation process, the translated Sabeoppumbo has become easily accessible

not only to professional researchers but also to general public. Access to the materials with the
barrier of classical Chinese has become possible through this translated collection, enabling a holistic view of the social structure of the era of Great Korea Empire.

The translated Sabeoppumbo greatly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research foundation
for Korean Studies.It is expected that researches on political, economic, and ideological upheavals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as well as studies on jurisprudence, people’s life and

legal affairs will become more active with this resource. The translation team plans to publish
about 30 volumes by completing the translation of remaining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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