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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개화기(1894~1909)의 민사소송제도에 관한 역사적 의의와 

법적인 의의를 찾아보려 한다. 이를 위해 ｢民刑訴訟規程｣ 및 ｢民刑訴訟規

則｣과 漢城裁判所 및 平理院의 舊韓末 民事判決集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화기 민사소송 관련 법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추적하고, 제정

ㆍ개정된 민사소송법제가 실제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찾은 

뒤, 전통법과 다른 새로운 형식의 민사소송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아보았다.

  개화기 민사소송에 관련된 신식 법제도는 ‘재판소’, ‘판사제도’, ‘변호사

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들 수 있다. 1895년 ｢裁判所構成法｣에 의해 도입

된 ‘재판소’는 사법과 행정의 분리를 시작하게 하였으나, 실제 제대로 운

영된 재판소는 漢城裁判所 및 平理院 등 소수였던 한계가 있다. 1907년 

이후 재판소는 4급 3심의 심급제를 갖추었으며, 현재의 법원조직의 기원

이 되었다. 1895년에는 재판소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제도’가 도입되

었지만, 초기의 판사는 법령상 지위와는 달리 행정관으로서의 성격을 완

전히 탈피하지 못하였다. 판사제도는 1905년 이후 법관양성소 출신 및 

유학생 출신의 판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며 점차 전문화되었다. 1907년 

이후 판사는 사법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소송의 대리인으로서

의 ‘변호사’는 1895년에 바로 도입되지 못하였으며, 일본의 제도와 유사

한 ‘代人制度’가 도입되었다. 초기의 代人은 법전문직은 아니었으나 법정

에서 소송대리의 역할을 수행하여 소송당사자들의 권리 구제의 길을 도왔

다. 이후 1905년 변호사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당사자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1907년 이후 한국인 변호사

는 점차 줄어들었고 일본인 변호사들의 활동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개화

기에 ‘재판소’, ‘판사’, ‘변호사’제도가 도입된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당사자가 공개의 재판정에서 전문화된 법관에 의한 민사재판을 받을 수 

있을 길을 열어준 의의가 있다.  



  조선시대의 법전인 ≪經國大典≫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통합하여 규정

한 것이었다. 1895년에서 이르러서야 최초의 민사소송법인 ｢民刑訴訟規

程｣이 제정되었다. 동규정의 민사소송관련 조문은 25개조에 불과했으나, 

당시 민사소송 실무에서 민사소송법의 주된 준거법이었다. 동규정은 訴狀

ㆍ答辯書ㆍ判決書ㆍ委任狀ㆍ執行命令書의 樣式, 심급관할, 소송비용 등 

대해 규정하였지만, 조문의 숫자가 적고 간략하여 소송실무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어 ｢廷吏規則｣ 및 ｢執行處分規則｣에 의해 보충되었다. 1905년

에 제정된 ≪刑法大全≫은 형법전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으로서의 지

위를 가지고 있었다. 1905년 이후에도 ｢民刑訴訟規程｣이 주된 민사소송

법이었지만 민사소송절차에서 부족한 점이 있어 ≪刑法大全≫에 의해 보

충되었다. 1908년 7월 13일에는 ｢民刑訴訟規則｣이 제정되었다. 동규칙은 

일본의 明治 ｢民事訴訟法｣을 母法으로 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141개조를 

규정하였다. 동규칙은 1908년 8월 신식 재판소의 개청에 대비하여 임시

적이지만 재판을 함에 부족함이 없는 민사소송법으로 반포된 것이었다. 

동규칙은 1912년 ｢朝鮮民事令｣에 의한 일본 明治 ｢民事訴訟法｣이 직접 

의용되기 전의 한국의 민사소송법이었다. 즉 1895~1908.7까지는 漢城裁

判所 및 平理院의 민사소송절차에서 ｢民刑訴訟規程｣이 민사소송법으로 적

용되었고, 1908.8.~1912까지는 ｢民刑訴訟規則｣이 민사소송법으로 적용되

었다. 

  조선시대의 민사소송법과 현재의 민사소송법은 다른 법제도이다. 민사

소송의 영역에서 현행법의 기원은 1912년 ｢朝鮮民事令｣에 의해 시작되었

었다고 보는 것이 그동안 정설이다. 하지만 현행 민사소송제도의 기원은 

1907년 丁未七條約이후 부터 시작되었다. 정확히 1907년 12월 ｢裁判所

構成法｣ 및 1908년 7월 ｢民刑訴訟規則｣에 의해 시작되었다. ｢民刑訴訟規

則｣은 사실심과 법률심의 구분, 기각과 각하의 구분, 판결과 결정의 구분, 

공동소송, 소송절차의 정지사유, 소송참가 등 현행 민사소송법상 존재하

는 거의 모든 제도와 내용이 규정되었다. 그러므로 동규칙은 현행 민사소

송법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 개화기의 민사소송제도의 가장 중요한 의의



는 민사소송에서 근대적인 ‘기판력’과 ‘강제집행력’이 확보되었다는 점이

다. 또한 개화기에는 민법보다 민사소송법을 먼저 제정하였다. 그 이유는 

민법은 舊法ㆍ慣習法 및 條理에 의해 해결할 수 있었지만, 민사소송법이 

없으면 재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개화기의 민사소송제도는 신식 민사소송제도의 도입기(1895~1904.12) 

및 발전기(1905~1907.6) 및 정착기(1907.7~1909)를 거치며 점차적으로 

발전하였다. 결론적으로 개화기부터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당사자가 공

개된 재판소에서 판사에 의해 민사재판을 받게 된 것이 역사적 의의이다. 

그리고 현행 민사소송제도의 起源은 1907년 이후의 민사소송제도부터 시

작되었으며, 개화기 민사소송제도에서 서구식ㆍ근대적 ‘기판력’과 ‘강제집

행력’을 갖추게 된 것이 법적 의의가 된다. 이 ‘過渡期’의 신식 민사소송

제도는 조선시대와 현대사회의 민사소송제도를 이어주는 ‘징검다리’와 같

다.

주요어: 민사소송제도, ｢民刑訴訟規程｣, ｢民刑訴訟規則｣, ≪刑法大全≫, 漢

城裁判所 및 平理院, 판사제도, 변호사제도, 舊韓末 民事判決集, 

기판력, 강제집행력, 징검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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凡例

[典據로 삼은 사료의 출처]

1. 개화기의 민사판결서는 법원도서관에서 간행한 舊韓末 民事判決集
(법원도서관 간행, 2005), 전52권을 참조하였다. 그리고 법원도서관 

구한말 민사판결문 응용시스템(http://khd.scourt.go.kr/)을 참조하였

다.

2. 官報는 1894~1910년의 대한제국기의 관보를 지칭한다. 官報의 

원문은 舊韓國 官報(亞細亞文化史, 1973) 및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및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http://www.dlibrary.go.kr/)의 것들을 비교 참조하였다.

3. 민사소송 관련 공문서 등은 다음을 활용하였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국사편찬위원회, 1986 

   司法稟報(乙), 法部(朝鮮) 編, 1897, 서울대학교규장각 소장, 奎 

17279 

   公文接受, 法部 法務局(朝鮮) 編, 서울대학교규장각 소장, 奎 17277

의23 

4. 신문자료(皇城新聞, 독립신문, 大韓每日申報)의 원문은 한국언론

진흥재단의 미디어가온 (http://www.mediagaon.or.kr/)을 참조하였

다.

5. 조선고등법원 판결의 국역본은 법원도서관(http://jkd.scourt.go.kr/)을 

참조하였다.

6. 조선왕조실록의 원문ㆍ국역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국역본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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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史料 引用方法]

1. 구한말 민사판결은 ‘재판소, 판결선고일자, 판결서 번호’의 형식으로 

표시하고, 출처가 舊韓末 民事判決集인 경우에는 舊民集으로 약

칭한다. 예컨대 “漢城裁判所, 1902년 6월 2일, 光武 6년 제204호, 
舊民集 제19권, 25면”과 같다.

2. 개화기의 법령은 ‘｢  ｣’로 인용하였다. 다만 개화기 법령 중 刑法大全

은 조선시대의 법전과 같이 ‘≪ ≫’에 의해 인용하였다.

   예, ｢民刑訴訟規程｣, ｢裁判所構成法｣ 등.

   예외, ≪刑法大全≫

3. 개화기의 법령, 신문자료, 판결서의 국한문혼용체는 현대 우리말로 변

환하여 서술한다. 법령의 조문에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였

다. 

    예, ｢武官及司法官任命規則｣은 ｢武官 및 司法官任命規則｣ 

    예, ｢民刑訴訟規則｣ 第二十三條는 ｢民刑訴訟規則｣ 제23조

4. 신문자료 중 대한매일신보는 순한글판과 국한문혼용판을 구분하여 

인용한다. 예컨대 大韓每日申報는 국한문 혼용체의 신문을 지칭하

고, 대한매일신보는 순한글판 신문을 지칭한다.

5. 본문의 서술에서 법령명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뒤의 법령은 ‘동법’ㆍ‘동

규정’ㆍ‘동규칙’ 등으로 약칭한다.

6. 개화기의 법령자료들은 官報에 실린 원문을 기준으로 인용하였다. 

그런데 법령의 공포일과 官報의 발행일이 같은 경우에는 官報의 

발행일만 표시하였고, 양자가 다른 경우에는 법령의 공포일과 官報
의 발행일을 모두 병기하였다. 

   예를 들어 1907년 12월 23일에 공포된 法律 第8號 ｢裁判所構成法｣은 

1907년 12월 27일에 官報에 수록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官報
1907년 12월 27일: 1907년 12월 23일 法律 第8號 ｢裁判所構成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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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표시하였다.

7. 朝鮮高等法院의 判決은 朝高判으로 약칭하며, 국역 고등법원판결록

(民事篇)은 조고판(국)이라 약칭한다.

8. 1897.10년 조선은 大韓帝國으로 국호가 변경되었다. 이 연구에서 당

시 우리 국민을 지칭하는 단어는 1897년 이전에는 ‘조선인’이고 

1897년 이후는 ‘한국인’으로 사용한다. 다만 원사료에서 ‘조선인’과 

‘한국인’을 혼용한 예가 적지 않다. 사료의 표현은 원문 그대로를 살

려 인용하였다.

9. 개화기 당시 법령의 법률용어와 현대의 법령의 법률용어가 다른 경우

는 당시 법률용어를 먼저 표기하고 현대의 법률용어를 병기하였다.

    예, 控訴[抗訴], 上告趣意書[上告理由書], 對手者[相對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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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분쟁이 존재하였으며, 그 

때 당사자들은 분쟁을 ‘조정’, ‘자력구제’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수도 있

으나, 일반적인 해결방법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

를 가리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민사재판이라고 부르며, 우리나라에서

도 민사재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었다. 그렇다면 현재의 민사소송

법은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그리고 민사소송법의 각 제도들의 가진 의미

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의 역사를 알아보는 것이 필

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은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에 법전편

찬위원회가 구성되어 기초한 것이 제4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1960년 4월 

4일에 법률 제547호로 제정ㆍ공포되었던 것으로, 196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02년 6월 30일로 마감되었으며, 이때까지를 구민사소송법이

라 할 수 있다. 2002년 1월 26일 전면개정 법률 제6226호의 민사소송법

은 2002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신 민사소송법

이라고 부른다.

  현행 민사소송법의 기원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시대까지 갈 수 

있다. 1912년 3월 18일 조선총독부가 제령 제7호 ｢朝鮮民事令｣을 공포

하면서, 이에 의해 조선은 일본국 민사소송법을 의용하여 민사재판을 실

시하게 되었다. 이 법은 1948년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뒤에도 당시 헌

법 제100조에 의하여 구민사소송법이 등장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되었

다.1) 특히 1912년 ｢朝鮮民事令｣에 의해 현행 민사소송법의 역사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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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긴 했지만, 이는 강제적으로 일본 민사소송법 체제를 받아들였다는 한

계가 있다.

  조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민사소송의 역사 중에서, 1912년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는 시기까지의 민사소송의 내용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많

은 학자 및 실무가들의 관심이 이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

고 선행연구에 의해 조선시대 전기 및 후기의 민사소송도 어느 정도 알려

져 있다. 그런데 개화기의 민사소송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의 사이에 있는 개화기의 민사소송을 주

목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른바 개화기는 각종 제도와 사회구조가 급변하

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제도 역시 크게 변하였다. 국

사학ㆍ국문학ㆍ사회학 등 여러 분야에서 개화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축적

되었지만, 아직 법학분야의 연구는 충분하지 못하다. 특히 개화기 민사소

송은 어떤 법을 적용하였는지, 개화기의 민사소송법은 어떤 과정을 거쳐 

입법되었는지, 실제 민사소송은 어떻게 행해졌는지 등은 거의 알려져 있

지 않다. 

  그러므로 개화기 민사소송관련 ‘법제도’의 역사적인 변천과정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개화기의 민사소송 관련 ‘조직’ 혹은 ‘인적구성’에 

관해서는 ‘재판소’제도와 판사 및 변호사 등 ‘법조전문직’제도를 들 수 있

다. 조선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던 ‘재판소’제도가 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

을 추적하고, 역시 조선시대에 없었던 법조전문직인 판사 및 변호사제도

의 도입과정 및 발전과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민사소송을 컴퓨

터작업을 통하여 결과물을 추출하는 과정으로 비유해 본다면, 제도의 도

입과 변화는 컴퓨터 본체 및 부품의 변화에 해당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개화기에는 조선시대와 달리 단행 민사소송법이 입법된 시기였

다. 그러므로 민법 및 민사소송법제의 입법과정과 그 법령의 입법배경ㆍ

입법과정ㆍ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刑法大全≫의 제정 

1) 호문혁, 민사소송법제12판(법문사, 2014), 14~17면; 同旨 이시윤, 新民事訴訟法제6판(박영

사, 2012), 4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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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민법전도 제정하자던 심상훈의 奏本2)에 나온 ｢民法常例｣는 공포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민사소송법의 입법과정과 변화를 추

적한다. 그리고 개화기 민사판결서를 통해 제ㆍ개정된 민사소송법제가 재

판절차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 볼 수 있으며, 역으로 판결서에 등장

한 법리가 민사소송법제의 입법에 영향을 준 것이 있는지도 알 수 있다. 

다시 민사소송을 컴퓨터작업을 통하여 결과물을 추출하는 과정에 비유해 

본다면, 민사소송의 운영은 컴퓨터를 활용한 작업에 해당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통법제의 연속선상에 있는 민사소송과는 다른 새로운 민사

소송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 그동안 현행 민사소송

법의 모태가 되었던 근대적 민사소송법 제도는 1912년 ｢朝鮮民事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왔다.3) 따라서 1912년을 기점으로 현행 민사

소송제도와 같은 신식재판과 그 이전의 조선시대의 재판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개화기에도 민사소송제도가 충분히 변화ㆍ발전되

었음을 증명한다면, 일제시대 이전에 이미 현행 민사소송법의 모태가 된 

민사소송제도가 도입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개화기의 민사소송에 관한 연구는 개화기의 ‘재판소’에서 어떤 ‘민

법ㆍ민사소송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였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의 목적은 개화기 민사소송 관련 법제도의 역사적 변천과

정을 추적하고, 제ㆍ개정된 민사소송법제가 실제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운

영되었는지를 알아보아, 전통법제의 연속선상에 있었던 민사소송과는 다

른 새로운 형식의 민사소송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제2절 연구의 현황

  본 연구의 목적인 개화기 민사소송법의 입법과정과 운용을 알기 위해서

2) 官報 1905년 6월 20일.

3) 崔鍾庫, ｢韓國의 西洋法受容史｣(박영사, 1981), 3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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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먼저 선행연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람이 사는 곳에 민사 분쟁이 

없을 수 없으며, 민사소송도 행하여지고 민사소송 관련 법제들도 계속 존

재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도 민사소송은 존재하였으며, 개화기의 민사

소송도 조선시대의 민사소송의 연속선상에서 수행된 부분이 많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민사소송에 관한 선행연구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우선 朴秉濠는 미개척분야였던 한국법사학에서 조선시대의 不動産訴訟

法에 관한 연구를 통해 조선 민사소송법 연구의 기틀을 마련했다.4) 특히 

그는 조선시대의 민사소송에서 소송당사자, 呈訴期限, 停訟, 訴의 開始와 

審理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또한 개화기의 재판제도 및 변호사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화기 민사소송의 연구를 위한 단초를 제공했다. 특히 

그는 갑오개혁기, 대한제국기, 통감부기의 재판제도가 모두 달랐으며, 각 

시기별로 재판제도가 변한 역사적 의의가 있음을 논증하였다.5) 

  조선시대 전기의 민사소송에 대한 연구는 임상혁에 의해 행해졌다.6) 그

의 연구를 통해 조선전기의 민사소송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전기에 ‘確定力의 관념’이 등장하였음을 논증하였고, 형사절차와 

다른 민사소송절차와 법원리들이 존재하였음을 실증하여, 조선시대의 민

사소송절차의 단면을 알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조선전기에 비해 조선후

기는 민사소송에 관한 소송자료가 많지 않다.7) 

  그리고 1517년 안동부 결송입안을 분석하여 민사소송절차의 실례를 밝

힌 鄭肯植의 연구도 있다. 이 연구는 소송의 당사자들이 ‘大典’과 ‘式’을 

구분하여 사용하였음을 실증하여, 조선시대 민사소송에서는 ‘성문법’과 

‘관습법’이 동시에 중시되고 준수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즉 ≪經國大典

≫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없었지만, 이러한 법의 흠결을 관

례적 소송절차 즉 관습법이 보충하였다는 것이다.8) 

4) 朴秉濠, ｢不動産訴訟法｣, 韓國法制史攷(법문사, 1974), 249~318면.

5) 朴秉濠, 近世의 法과 法思想(진원, 1996), 349~362면.

6) 임상혁, ｢朝鮮前期 民事訴訟과 訴訟理論의 展開｣,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0.

7) 조윤선, 조선후기 訴訟연구(국학자료원, 2002).

8) 鄭肯植, ｢1517년 安東府 決訟立案 분석｣, 法史學硏究35(한국법사학회, 2007). 또한 立案은 판

결의 형식 및 그 내용 절차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라는 것에 대한 소개를 한 글도 있다. 鄭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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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화기의 민사소송에 관한 직접적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개화기

의 司法制度, 민법전, 형사소송법전 등 유사한 주제에 대한 연구는 있었

다. 우선 鄭肯植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鄭肯植은 한국근대법사에 대한 

연구에서 각 시기(개혁기, 복고기, 통감부기) 법제의 흐름을 정리하고, 법

령의 입법형식과 공문서의 양식을 분석하였다. 또한 사법제도에 대한 연

구를 통해 개화기 민사소송절차를 이해할 단초를 제공하였다.9) 

  또한 김병화의 韓國司法史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갑오개혁 

이전과 갑오개혁 이후, 통감부설치 이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각 시기의 

재판기관(재판소), 재판소의 직원(판사, 검사, 정리)의 업무 등을 정리하였

다.10) 개화기의 재판제도에 대한 큰 틀을 최초로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

으나, 주로 법령에 대한 소개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 

 한편 민사소송은 아니지만 개화기의 형사재판 절차에 관하여는 도면회의 

연구가 있다. 개화기 중 1894~1905년까지로 시기를 한정하여 형사재판

제도의 변화가 갖는 역사적인 의미를 찾아보았다.11) 개화기의 형사재판제

도와 재판소 등의 근대화, 형사법령의 제정과정 등을 史的으로 추적한 것

은 유의미하지만, 당시의 형사판결서를 통한 법적인 분석이 부족한 한계

는 있다. 

  다음으로 단행 민법전이 편찬되기 전의 민사개별법의 도입과정에 대한 

김희수의 연구12)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개화기의 민법관련 법제의 입

법과정을 추적하였으며, 당시에는 통합적인 민법전은 만들어지지 못했음

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그리고 1908~1912년까지의 검찰제도와 사법제도 및 민사분쟁에 관한 

문준영의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한국검찰제도의 발전과정을 연구하

였으며,13) 이를 집성하여 법원 및 검찰의 발전과정에 대해 일본과 대만의 

植, ｢16세기 立案 2건｣, 서울대학교 法學47-3(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464~498면.  

9) 鄭肯植, 韓國近代法史攷(박영사, 2002).

10) 김병화, 韓國司法史(中世編)(일조각, 1982).

11) 도면회, ｢1894~1905년간 형사재판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문학박사학위논문, 1998.

12) 김희수, ｢開化期 近代的 民事法制의 形成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1986.

13) 문준영, ｢한국 검찰제도의 역사적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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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비교하였다.14) 그리고 1908년 8월 이후 한국에 설치되었던 京

城控訴院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법사학적인 의미를 밝히고, 신재판제도 아

래 민사 분쟁의 양상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15) 또한 한말의 법무보좌관

이 1907년 초에 통감부에 배치되어 재판사무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를 

밝히고, 특히 법무보좌관 도입 전후의 판결문의 변화양상을 소송서류의 

형식, 판결서 등에 대한 보좌관의 認印의 실태, 판결서의 기재방식의 변

화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16) 또한 그는 경성공소원의 판결문과 그 

이전의 한성재판소 및 평리원의 판결문에서의 어음제도를 비교ㆍ정리하

여, 당시 재판소가 관습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를 규명하였다.17)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통해 1908년 8월 이후 1912년까지 민사소송의 운영 및 발

전과정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영록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영록은 한말 외국인 대상 민

사소송의 구조와 실태를 연구하여, 외국인이 한국인과 공동피고가 되는 

경우에 한국 재판소가 그 외국인에 대해서 재판권을 행사하였음을 증명하

고, 내외국인 교섭사건에서 재판이 정치적 외교적 영향에 민감하였음을 

밝혀내었다.18) 또한 그는 광무 건양기의 부동산 이중매매 및 이중전당을 

구한말 판결문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19)  

  그리고 일본 연구자에 의한 개화기 민법학 수용과 한국인 판사의 법지

식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 요시카와 아야꼬(吉川絢子)는 관비유학생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이 법학교육을 받고 귀국 하여 어떤 활동을 하였

는지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1900년 중반 이후 한국의 법학교과서에서 일

14)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역사비평사, 2010).

15) 문준영, ｢경성공소원 민사판결원본철을 통해 본 한말의 민사분쟁과 재판｣, 법학연구22-1(충

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6) 문준영, ｢한말 법무보좌관 제도하의 재판사무의 변화｣, 법학논고39(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17) 문준영, ｢한말의 민사분쟁과 식민지 사법권력: 관습에 관한 재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52-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8) 이영록, ｢한말 외국인 대상 민사재판의 구조와 실태: 한성부재판소의 민사판결을 중심으로｣, 
법과사회41(법과 사회 이론학회, 2011).

19) 이영록, ｢광무ㆍ건양기 부동산 이중매매 및 이중전당에 관한 연구｣, 法史學硏究44(한국법사

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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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이혼법을 적용한 사례가 있음도 밝혀내었다.20)

  위의 연구사를 정리해 보면, 초기에 朴秉濠, 鄭肯植의 선행연구에 의해 

개화기 재판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

지만 개화기의 민사소송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하겠다. 

민ㆍ형사 혼재기인 개화기의 형사재판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京城控訴院

의 민사판결문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특히 개화기의 민사소송에 분야에

서 일제에 의한 침략이 본격화되던 시기인 1908년 8월 이후 1912년까지

의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있었다. 따라서 우리 민사소송의 역

사에서 연구가 미진한 부분은 1894~1909년까지이며, 본 연구에서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한다.

제3절 연구의 자료와 방법

Ⅰ. 연구의 자료

  본 연구에서는 개화기의 민사소송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해 다음을 연구

의 자료로 삼았다.

  첫째, 개화기 당시의 민사재판과 관련법령이다. 즉 재판소의 구성, 개화

기의 민사 및 민사소송, 강제집행에 관한 법령 등이다. 기본적으로 韓末

近代法令資料集, 官報, 奏本등을 통해 당시 공포된 법령의 題名과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法部의 起案이나 質稟回信書, 答辯書,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제정과정 및 법조문의 해석논쟁 등을 알 수 있었다. 

특히 統別法律關係往復文은 통감부 체제 하에서 민사소송 관련 법제의 

입법배경 및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21) 그리고 개인이 편찬한 법전

20) 吉川絢子, ｢근대 초기 한국의 민법학 수용과 판사에 대한 영향-1900~1910년대 이혼법을 중심

으로-｣, 法史學硏究46(한국법사학회, 2012).

21) 統別法律關係往復文, 서울대학교 규장각소장, 奎 17852

    統別法律關係往復文은 ｢民刑訴訟規則｣,｢民事訴訟費用規則｣, ｢民事訴訟期限規則｣, ｢民事訴訟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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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裁判에 關한 法律에서 당시 재판에서 적용된 민사소송법규정을 알 

수 있었다.22)

  둘째, 연대기자료이다. 우선 관찬자료격인 朝鮮王朝實錄를 활용하여 입

법과정을 연구하였다. 다음은 사찬자료라 할 수 있는  독립신문, 皇城

日報, 대한매일신보 등의 기사 및 논설도 살펴보았다. 또한 개화기 잡

지의 법학에 대한 논설 및 법학교과서23), 註解書를 검토하였다. 그 중 

1909년의 韓國民刑訴訟法註解24)는 주목할 만한 자료이다. 이 책은 

1908년 ｢民刑訴訟規則｣을 註解한 것이며, 저자들은 경성공소원에 재직하

던 일본인 서기들이다. 이 책은 동규칙과 당시 明治 民事訴訟法을 비교하

여 설명하였으며, 당시 조선의 재판실무에 비추어 동법의 해석론을 전개

하였다. 그리고 朱定均이 강술한 民事訴訟法 교과서도 유의미한 자료이

다25) 이 책은 필사본이어서 저술년도가 미상이지만, 1909~1910년경에 

반행된 법학교과서로 추정할 수 있으며, 당시 민사소송법에 대한 설명을 

싣고 있다. 그리고 朝鮮司法界の往事な語る座談會도 그 시기의 민사재

판을 알아내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이는 개화기 당시 法務輔佐官으로 조

선에 왔던 일본인 판사들이 재판사무에 대한 소회를 풀어놓은 좌담회자료

로서, 비록 野史的인 성격을 갖지만, 그들의 주장은 간접증거로 경청할 

필요가 있다.26)

  셋째, 당시의 민사판결서를 검토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법원도서관이 

간행한 舊韓末 民事判決集이다. 이 자료는 제1심 법원인 漢城裁判所 판

數料規則｣등의  민사소송법제들의 입법배경 및 경위를 다룬 문서들을 수록하고 있다. 

22) 張裕淳, 裁判에 關한 法律(발행자불명, 1908년): 1908년 張裕淳이 私撰한 법전으로, 당시 민

사소송 및 형사소송에 적용되는 법령을 모은 책이다.

23) 朱定均, 法學通論, 1908(京城日報社, 隆熙 2年); 洪在祺, 民事訴訟法(국립중앙도서관 古

6663-4, 출판연도미상).

24) 田中正身ㆍ田位義正 著/李興洙 譯, 韓國民刑訴訟法註解(廣學書舖, 1909)

25) 朱定均, 民事訴訟法(고려대학교 도서관소장, 집필연도 불명[1909년 추정])

26)｢朝鮮司法界の往事な語る座談會｣, 朝鮮司法協會雜誌19-10ㆍ11(朝鮮司法協會, 1940)/南基正 

譯, 日帝의 韓國司法府 侵略實話(六法社, 1978): 이 회고담은 1907 전후부터 조선에 도래한 

일본인 사법보좌관 및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이 1940년에 모여 조선의 사법을 회고한 것이다. 

이후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南基正이 좌담회 자료를 편역하여 日帝의 韓國司法府 侵略實話로 

출판하였다. 이하에서는 南基正의 번역본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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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제2심인 高等裁判所ㆍ平理院의 판결 등을 4948여건 수록하고 있어 

매우 방대하다. 민사재판의 형식적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기

도 하며, 내용적 면에서 개화기의 민사소송을 이해할 수 있기도 하다. 우

리 재판소의 역사는 ‘고등재판소→경성공소원→조선고등법원→해방이후의 

미군정기→현대의 대법원’으로 변화ㆍ발전하였는데, 특히 舊民集은 최

초의 재판소인 한성재판소ㆍ고등재판소의 판결을 수록하고 있는 자료이

다. 따라서 한국의 민사재판에서 전통시대와 현대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상 열거한 연구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개화기는 韓國法史에서 최초로 

“민사절차법, 민사소송법 교과서, 민사판결서”가 모두 갖추어졌던 시기였

고, 또한 그 자료들이 현존하므로 이를 분석하여 당시 민사재판을 알 수 

있다.

 

Ⅱ. 연구의 방법  

  개화기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려면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필요하다.

  첫째 역사적인 방법이다. 즉 역사적인 시각으로 재판소제도 및 법조전

문직(판사 및 변호사)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살펴보며, 개화기 민사소송법

제의 입법배경 및 과정을 알아보고 그 의의를 평가하는 것이다. 둘째, 법

학적인 방법이다. 이는 당시의 법조문과 판결서 및 주해서를 통해 법학적

인 논증을 해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개화기의 민사소송법상의 법학

적인 쟁점을 개화기 전후시기 및 당시의 일본의 민사소송법과 비교해 보

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자의 방법을 모두 사용한다.

  그리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1894~1909년 사이의 개화기를 논문의 

목적에 따라 시기를 구분하고자 한다. 보통 사학계에서는 한국근대사의 

기점을 1876년 丙子修護條約의 체결이나 그 이전인 1860년대로 잡아서 

開港期로 부른다. 그렇지만 한국법제사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한국근대법

사의 기점을 1894년 갑오개혁기로 잡는다.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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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구분하는데, 改革期(1894.5~1895.11), 復古期(1896.1.~1905.12), 

統監府期(1906.1~1910.8)가 된다.27) 개화기의 법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법학적인 시기구분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민사재

판의 영역에서는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시기를 구분한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1894~1910년

까지의 개화기의 역사에서, 민사재판에 영향을 준 ‘역사적 사건’ 및 그 시

기에 적용된 민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새롭게 시기를 구분하였다. 

  이 기준으로 개화기를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나누어 보자면,  ｢民刑訴

訟規程｣에 의한 재판을 한 시기는 제1기(1894~1904.12)가 된다. 그리고 

｢民刑訴訟規程｣에 의해 민사재판을 하면서 ≪刑法大全≫에 의해 보충된 

시기는 제2기(1905.1~1907.6)가 된다. 그리고 ｢民刑訴訟規則｣에 의한 민

사재판을 행한 시기는 제3기(1907.7.~1909.7)로 부를 수 있다. 다만 

1909. 7~1912의 민사재판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제4장 제3절에서 간략히 다루었다. 그 이유는 이 시기는 ｢民刑訴訟

規則｣을 적용하여 地方裁判所, 控訴院등이 재판을 한 시기였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京城控訴院判決集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895~1908.7까지의 舊民集의 판

결서와 ｢民刑訴訟規程｣ 및 ｢民刑訴訟規則｣을 주로 다루므로, 京城控訴院

判決集의 분석과 이해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제1기는 1894~1904년까지이다. 역사적으로 甲午ㆍ乙未改革으로 새로

운 민사재판관련 제도가 정비되던 시기이다. 그 이전 조선시대에는 ‘律’과 

‘典’에서 실체법 절차법 구분 없이 함께 수록되었는데, 이를 탈피하여 최

초의 단행 민사소송법이 등장한 시기인 것이다. 즉 1895년 ｢民刑訴訟規

程｣제정 공포 이후부터 1905년 ≪刑法大全≫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시기

이다. 

  제2기는 1905년부터 1907년 6월까지로 구분한다. 이 시기에 조선은 

乙巳勒約이 체결되어 외교권을 일본에게 넘겨주었다. 乙巳勒約의 체결로 

27) 鄭肯植, 앞의 책(각주 9), 42~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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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부가 도래하여 민사재판에도 영향을 주었고, 형사 관련 법령이었던 

≪刑法大全≫이 민사재판에서도 의미가 있음에 주목하였다.

  제3기는 1907년 7월(정미7조약 체결 이후)부터 1909년 7월 기유각서

의 제정까지이다. 이때 정미7조약의 체결에 의해 차관정치가 행해지면서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이 강화되었다. 특히 현행 민사소송법의 전

신이라 할 수 있는 1908년 ｢民刑訴訟規則｣이 제정ㆍ공포되고, 민사재판

이 그에 따라 이루어진 시기였다. 

  이처럼 새롭게 시기를 구분한 이유는 각 시기별로 재판소제도, 판사제

도, 변호사제도의 등장과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사재판에서

의 준거법이 각기 달랐기(｢民刑訴訟規程｣, ≪刑法大全≫, ｢民刑訴訟規則｣) 

때문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개화기(1894~1909)를 세 시기로 구분하여 민사

소송법제의 조문과 판결서를 분석하였다. 그 중 특히 중요한 민사소송법

상의 쟁점들(가령 관할, 결석판결, 소송참가, 청송기한, 청원에 의한 재심

리와 확정력, 강제집행 등)을 조선시대-제1기-제2기-제3기로 나누어 비

교하였다.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의 관할과 제1기 및 제2기의 관할과 제3

기의 관할과 현행법상의 관할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화기 민사소

송과 조선시대 또는 현대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화기의 민사소

송의 특징을 잘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쟁점들을 시간의 

순으로 비교하면 개화기 민사소송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에 대

한 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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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신식 민사소송제도의 

도입기(1894~1904.12)

  1894년 조선은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다. 

1894년 6월 25일 영의정 金弘集을 수반으로 초정부적 회의기관인 軍國

機務處를 설치하였다. 군국기무처는 甲申政變의 정강을 발전시키고 농민

군의 폐정개혁요구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총208건의 개혁법령을 공포함

으로써 조선사회를 서구와 같이 근대적 국민국가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후 1894년 9월 23일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가 ‘조선의 일본 보호

국화’를 관철하기 위해 조선주재 일본공사로 부임하였다. 그는 11월 21일

에는 군국기무처를 폐지한 후, 金弘集ㆍ朴泳孝 연립내각을 조직하였다. 

정부는 1894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정부의 행정관을 고문으로 

초청하여 의정부를 비롯한 重要 衙門에 배치하였다. 이들의 협조 하에 조

선정부는 통치조직ㆍ관료조직ㆍ사법제도ㆍ회계조세제도ㆍ사회제도 등에 

걸쳐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1) 

  또한 다른 제도들과 아울러 민사소송에 관한 법제도들도 개혁되었다. 

민사소송제도에 관한 개혁 중 특히 1895년 ｢裁判所構成法｣의 제정에 의

한 裁判所의 설치, 단행 소송법인 ｢民刑訴訟規程｣의 제정, 판사제도 도입 

및 변호사제도의 전신인 代人制度의 등장을 주목할 만하다. 

  본장에서는 제1절에서 최초 재판소의 등장과 그 의미, 판사제도의 등장 

및 대인제도의 도입 등의 역사적 의미를 찾아본다. 그리고 제2절에서는 

민사소송법령의 입법과정과 실무를 살펴보는데, 특히 그 중 ｢民刑訴訟規

程｣의 의의와 한계를 찾아보고자 한다.

1) 의정부 고문 이시즈카 에이조(石塚英藏)(일본 법제국 참서관), 탁지고문 니오 코레시게(仁尾惟

茂)(일본 대장성 主稅官), 법부고문 호시 도오루(星享)(일본 중의원 의장)등 3명은 조선 내정개혁 

기획의 중추를 맡았다. 법원행정처, 法院史(1995), 16~17면.



- 13 -

제1절 재판제도의 도입

Ⅰ. ｢裁判所構成法｣과 재판소제도 

1. 甲午改革期의 ｢裁判所構成法｣과 재판소의 등장 

  갑오개혁 기에 군국기무처가 공포한 법령에 의해 사법제도는 크게 변화

되었다. 먼저 1894년 6월 28일 ｢各衙門官制｣에 의해 종전의 형조를 폐지

하고 法務衙門이 설치되었다. 법무아문은 사법행정과 경찰, 사면 등을 관

장하였으며, 향후 설치될 고등법원 이하 각 지방재판소를 감독하였고, 총

무국ㆍ민사국ㆍ형사국ㆍ회계국을 두고서 司法人事와 민사ㆍ형사재판사무

를 담당하게 되었다. 법무아문의 설치에 이어 7월 2일 議案에 의해 각아

문ㆍ각군문ㆍ각부 등에서 임의로 체포∙구금하여 재판하고 처벌하던 것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7월 8일 議案으로 모든 죄인은 사법관의 재판에 의하

지 않고서는 함부로 형벌을 줄 수 없게 하여 사법권은 법무아문에 있음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것은 법령상 선언적 차원에 불과하였지만, 행정과 사

법을 형식적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시도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2) 

  근대적 의미의 재판소는 1895년 3월 25일에 공포하고 4월 1일부터 시

행한 法律 第1號 ｢裁判所構成法｣3)에 의해 생겨났다. 재판소구성법은 장

차 사법권의 완전한 독립을 염두에 두고 행정권으로부터 분리된 재판소의 

창설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었다.

  그런데 재판소 제도는 일본에서 1890년 ｢裁判所構成法｣을 제정하여 도

2) 법원행정처, 앞의 책(각주 1), 17~18면. 

3) 官報 1895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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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한 것으로,4) 당시 한국의 전통적인 제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동안 개

화기에 도입된 ｢裁判所構成法｣과 재판소제도의 제정 주체가 누구인지가 

논란이 되었다. 처음에는 호시 도오루가 직접적으로 재판소구성법을 만들

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5) 나아가 일본 외무성에서 기초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6) 근래에 와서는 한국정부의 자주적 개혁입법에 의해 성립

되었다는 견해가 있다. 이 주장에 의하면 호시 도오루(星亨) 또는 일본 

외무성이 법제정을 전적으로 주도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료적 근거가 박

약하며, 조선인 관리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

한다. 또한 재판소구성법의 조문과 메이지 일본 입법례를 비교분석하면, 

재판소구성법은 어느 하나의 법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역대 법

원조직 법제를 다양하게 참조하되 조선의 특수사정을 감안하고 부분적으

로 영국의 법원조직 법제까지 수용하여 만든 복합적 법전이라고 한다.7) 

이에 반박하여 동법은 일본 공사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으며, 동법제정

의 목적은 일본의 식민침탈에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8) 나아가 일

본공사관 직원들의 초안을 기초로 호시를 비롯한 고문들과 조선인 관리가 

협의하여 만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9) 이 주장은 일본이 재판소구성법의 

입법에 관여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고 한다. 우선, 일본공사관에서 1894년 12월 말부터 1895년 1월 사이에 

작성한 ｢朝鮮政府歲計｣에서 법부아문 및 고등재판소와 순회재판소의 경비

를 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든다. 또한 1895년 3월 14일 이노우에가 일

본 본국 내각에 발송한 문서에는 “조선정부에 官制초안을 아직 교부하지 

않았다”는 대목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각고문인 이시즈카가 “호

시가 매우 열심히 형률 및 재판소구성법 등의 조사입안에 종사하고 누차 

4) 山中永之佑, 新日本近代法論(法律文化社, 2002), 190~194면.

5) 김병화, 韓國司法史(中世編)(일조각, 1982), 27면.

6) 김상수, ｢조선고등법원과 현대 한국법-조선고등법원의 생성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23(법과사

회이론학회, 2002), 94면.

7) 신우철, ｢근대 사법제도 성립사 연구-우리‘법원조직’법제의 초기형성-｣, 法曹56-9(법조협회, 

2007), 238~286면.

8) 문준영, ｢1985년 裁判所構成法의 出現과 日本의 役割｣, 法史學硏究39(한국법사학회, 2009).

9)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역사비평사, 2010), 200~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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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가지고 나의 집무실에서 협의하러 왔다”고 회상하는 대목도 근거로 

한다. 따라서 재판소구성법은 1895년 1~3월 사이에 일본 공사관 직원들

에 의해 어느 정도 초안이 완성되었고, 3월 16일에 서울에 도착한 호시 

도오루를 포함하여 다른 고문들, 조선인 관리 등이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마무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재판소구성법의 제정에 일본인 고문관들이 관여하였다는 것은 

일본의 법과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일본의 법원조직법제는 ｢司法職

務定制｣(1872. 8. 3)을 기본으로 하여, ｢裁判所構成法｣(1890)을 통해 완

성되었다. 따라서 1895년의 ｢裁判所構成法｣은 일본의 ｢裁判所構成法｣ 및 

기타 1886년 ｢裁判所官制｣의 규정을 본 받은 것이었다. 따라서 동법은 

일본의 법과 조문의 구성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하였다.10) 특

히 일본인 공사는 법부에 요청하여 평리원과 한성재판소의 죄수를 직접 

摘奸하는 등 사법행정사무에 깊이 관여하였다.11) 따라서 일본인이 주도하

였고 식민침탈의 목적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더 설득력이 있으며, 

특히 호시 도오루를 비롯한 여러 일본인 고문들이 힘을 합쳐 재판소구성

법을 입안하였다는 마지막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재판소구성법에 의하면 재판소는 지방재판소ㆍ한성 및 인천 기타 개항

장재판소ㆍ순회재판소ㆍ고등재판소ㆍ특별법원의 5종으로 구분되었다(재판

소구성법 제1조). 한성재판소는 1895년 4월 15일 法部令 제1호에 의해  

법무아문권설재판소가 있던 자리에 설치되었으며, 그 이전까지 한성부에

서 수리된 민사ㆍ형사소송으로서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사건은 모두 

한성재판소로 이관되었다.12) 인천 및 기타 개항장재판소, 지방재판소는 

전국 각 부에 점차로 개설하기로 하고 관할구역은 각 부의 행정관할구역

과 동일하게 하였다. 따라서 종래 감영ㆍ유수영 및 기타 지방 관아에서 

행하였던 재판사무는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재판소가 관할하게 되었다. 

고등재판소는 한성재판소 및 인천재판소에서 행한 판결에 불복하는 사건

10) 문준영, 앞의 글(각주 8), 46~49면.

11) 대한매일신보 1904년 11월 26일: 죄수적간(罪囚摘奸)

12) 官報 1895년 4월 16일: 1895년 4월 15일 法部令 第1號 ｢漢城裁判所 設置에 關한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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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당하는 상소심 재판기관이었다. 그런데 1895년 4월 29일 법률 제7

호에 의해 관찰사 및 기타 지방에서 행한 재판에 불복하는 상소사건도 순

회재판소를 개설할 때까지는 모두 고등재판소에서 수리ㆍ심판하게 하였

다. 특별법원은 법부대신의 주청에 의해 임시 개설되는 재판소로서 재판

에 회부할 사건과 개정할 장소는 법부대신의 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었다. 

원래 구상에는 특별법원이 없었으나 1895년 1월 하순경 대원군의 손자 

李埈鎔의 쿠데타 음모가 발각되자 당시 입안 중이던 재판소구성법에 왕족

사건을 특히 다루는 특별법원 규정을 두었던 것이다.13)

  이처럼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었으나, 그 시행일에 모든 각급 재판소가 

바로 개설된 것은 아니었다. 재판소를 설치하기에 앞서 전국 지방행정조

직의 개혁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급 재판소는 

1895년 5월 26일 監營ㆍ按撫營ㆍ留守府 및 인천ㆍ부산ㆍ원산의 監理署

를 폐지하고 전국을 23개 府로 재편하는 등 지방행정제도를 바꾼 이후에

야 순차적으로 설치하려 하였다.14)

  위의 ｢裁判所構成法｣에 의해 실제 개청되고 재판이 활발하였던 것은  

‘漢城裁判所’ 및 ‘高等裁判所’였다. 舊民集에 의하면 1895년 4월 22일

에 첫 번째 漢城裁判所 판결15)이 등장하였으며, 1895년 5월 20일에는 

첫 번째 高等裁判所의 판결16)이 등장하였다. 이후 高等裁判所는 1899년 

平理院으로 이름을 개칭되었다.17) 이때 고등재판소를 大審院18)으로 개칭

하려는 논의도 있었지만19), 결국에는 평리원으로 개칭하였다. 이는 당시 

일본의 최고심인 대심원을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었으나, 당

13) 도면회, ｢1894~1905년간 형사재판제도 연구｣, 서울대학교 문학박사학위논문, 1998, 122면.

14) 官報 1895년 5월 28일: 1895년 5월 26일 勅令 第97號 ｢監營ㆍ按撫營 및 留守府를 廢止하

는 件｣
15) 漢城裁判所, 1895년 4월 22일, 開國 504년 제72호, 舊民集 제3권, 1면.

16) 高等裁判所, 1895년 5월 20일, 開國 504년 제1호, 舊民集 제4권, 18면.

17) 官報 1899년 6월 5일: 1899년 5월 30일 法律 第3號 ｢裁判所構成法 改正｣
18) 大審院은 明治시대 일본에서 설치된 최고상급심이었다. 일본에서는 1875년 ｢大審院諸裁判所職

制章程｣의 제정에 의해 대심원이 설치되었다. 일본에서 대심원의 설치는 행정청과 사법성의 분

리가 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자세한 내용은 山中永之佑, 앞의 책(각주4), 182~189면 

참조.

19) 法部來文 1899년 5월 15일: 照會 第143號; 皇城新聞 1899년 5월 30일: 七議提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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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위정자들은 ‘大審院’이라는 용어 대신 ‘平理院’을 선택하였다. 이에 대

해 당시 “대한에 요새 알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고등재판소를 평리원이라

고 이름을 고치는 것이다. 이름이 재판소이든 평리원이든 오직 공평한 법

률만 실시하면 국내에 억울한 백성이 없고 관과 백성들이 서로 한마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청나라 글자로 다섯 자 또는 석자로 현판을 하고, 그 

안에서 하는 일이 공정하지 못하면 세계적인 수치가 될 것이라”20)는 비

판도 있었다.

  이러한 재판소의 등장은 근대 사법의 획기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근대적 의미의 재판소가 등장함으로써 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리를 

발전시킬 단초가 되었으며, 비로소 行政과 司法을 형식적으로 분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法部는 당시 재판사무 및 재판소의 업무에 대한 권한

을 담당하는 부서였다. ｢法部官制｣에 의하면 법부의 하부조직으로 民事局

ㆍ刑事局을 설치하였고, 특히 民事局은 민사소송사무, 재판소 설치사무, 

관할구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그렇지만 초기에는 사법과 행정이 실질적으로 분리ㆍ독립된 것은 아니

었다. 즉 재판소 위에는 이를 감독하는 法部가 있었으며, 법부대신은 사

법행정과 恩赦 및 復權의 사무를 관리하고 검찰사무를 지휘하며 특별법

원, 고등재판소 이하 각 지방재판소를 감독하였다(法部官制 제1조).21) 그

리고 법부는 중앙 사법행정기관으로서 각급 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감독함

에 그치지 않았다. 법부의 대신ㆍ협판 및 칙ㆍ주임관이 고등재판소ㆍ특별

법원ㆍ 순회재판소의 판검사를 겸임하였다. 더욱이 작량감경할 사유가 있

거나 법적용상의 의문이 있는 것은 모두 법부에 지령을 청하여 결행하게 

하였다.22) 그러므로 형식상의 변화는 있었으나, 과거에 수령이 단독 처결

하는 권한은 태형에만 있고 그 이상은 관찰사 또는 형조의 지시에 의해서

만 가능하였던 것과 별 차이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23) 

20) 독립신문 1899년 6월 8일. 

21) 官報 1895년 3월 29일: 1895년 3월 25일 勅令 第45號 ｢法部官制｣
22) 官報 1895년 6월 1일: 1895년 윤5월 28일 法部令 第6號 ｢漢城ㆍ開港場ㆍ地方裁判所의 民

刑事事件 審理 중 指令을 請하여 行하는 件｣
23) 문준영, 앞의 책(각주 9), 271~275면; 同旨 조지만, ｢大韓帝國期 典律體制의 變化-高等裁判所 



- 18 -

  이처럼 초기의 재판소는 미비한 점들이 몇 가지 있었다. 첫째, 재판소

구성법에 의한 재판소 중 실제 만들어져 운용된 것은 漢城裁判所, 高等裁

判所ㆍ平理院 등 소수였다. 기타 재판소인 特別法院은 임시로 만들어졌다

가 폐지되었으며, 巡廻裁判所도 제대로 설치되지 못하였다. 순회재판소가 

설치되지 못한 것은 전문적인 법관의 부재, 사법제도의 개혁을 주도했던 

세력의 실각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둘째, 법령에서는 지방재판소에서도 판사가 재판을 하게 하였지만, 현

실에서 지방재판소의 재판은 사실상 군수에 의해 이루어졌다. 법령과는 

달리 사실상 사법과 행정의 분리가 명확히 되지 못하였다. 이는 1895년

에는 전문적인 법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였고, 관제의 개편이 되지 않아 

함경도ㆍ평안도 등의 지방까지 재판소를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였

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임시로 지방에서는 군수가 판ㆍ검사를 겸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1896년에는 경기관찰부의 관찰사ㆍ목사ㆍ감리는 재판

소 판사를 겸하였다.24) 그런데 지방의 군수와 판사의 겸직은 1907년까지

도 계속되었으며,25) 이는 1907년 통감부가 시정개선을 통해 조선의 사법

제도를 개혁하자는 주장을 하게 한 이유가 되었다. 

  셋째, 초기 재판소에서는 민사와 형사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으며, 민

사사건인데 형사제재를 가하기도 하였다. 즉 당시에는 민사소송에서 빚을 

진 사람이 증거가 있어도 채무관계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도 笞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다만 사용 횟수는 20대를 넘지 못하게 하였

다.26) 또한 1896년에 山訟분쟁을 형사로 취급하여 고등재판소에서 태

100ㆍ징역10년의 형벌을 가하기도 하였다.27) 또한 법률상 근거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의 피고를 재판소에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였다.28) 

  넷째, 재판소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한 ‘惡習ㆍ舊習’이 쉽게 사

및 平理院 上訴判決宣告書｣를 중심으로-｣, 法曹61-6(법조협회, 2012), 148면.

24) 官報 1896년 1월 15일; 독립신문 1896년 8월 29일.

25) 大韓每日申報 1906년 3월 31일: 郡守兼判; 大韓每日申報 1907년 8월 3일: 法訓各裁 

26) 독립신문 1986년 4월 7일.

27) 독립신문 1896년 7월 18일.

28) 독립신문 1896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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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지 않았다. 예컨대 원고가 한성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가 

전임 法部大臣에게 부탁하여 재판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고를 잡아 가두

는 일이 생기기도 하였다.29)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재판소의 등장은 의미가 있었다. 첫째, 비록 

일부지역이지만 지방에서도 재판소가 설치되어 근대적인 재판제도를 도입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상소심인 高等裁判所를 설치하여 

재판에 대한 불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왕족의 재판을 담당하는 

特別法院을 만들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특별법원은 왕족에게도 재판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특권을 폐지하자는 의도가 있었다. 넷째, 재

판소의 등장과 함께 공정한 재판을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

다. 그 예는 재판소 소속관원들이 소송에서 돈을 받거나 식사를 대접받으

면 재판소에 고해 바로잡을 수 있게 하였으며, 재판소 정리들이 막으면 

문 밖에서 기다리다 관원이 나오면 이를 고할 수 있게 한 것을 들 수 있

겠다.30) 또한 법부에서 한성재판소의 판사들은 사사로운 편지를 받지 못

하며, 일반인들은 판사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법부관원이라도 공무

가 아니면 왕래하지 못하게 훈령하였다.31) 

2. 大韓帝國期의 ｢裁判所構成法｣과 재판소의 변화

  고종은 1897년 8월 10일 연호를 ‘光武’로 개정한 뒤, 10월 11일에는   

황제에 즉위하면서, 국호를 大韓帝國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1899년 8월 

17일 ｢大韓國國制｣를 공포하였다. 이는 경국대전체제의 해체와 근대적 법

치주의의 등장을 의미한다.32) 또한 대한국국제는 독립협회 등의 민권운동

세력과 황실로 대표되는 전제적 정치세력 사이의 투쟁에서 후자가 승리한 

29) 독립신문 1898년 3월 1일.

30) 독립신문 1896년 8월 27일.

31) 독립신문 1896년 9월 15일; 독립신문 1896년 4월 7일

32) 구본신참을 내세운 ｢大韓國國制｣는 법의 형식만 근대적 모습을 취하였을 뿐 내용은 전통적인 

요소가 가득하여 미완성이었다는 평가로는 이원택, ｢개화기 ‘禮治’로부터 ‘法治’로의 사상적 전

환:미완의 ‘大韓國國制體制’와 그 성격｣, 정치사상연구14-2(한국정치사상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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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33) 당시 爲政者들은 법과 제도를 통해 조선을 개

혁하려 하였지만 개혁은 쉽게 성공하지 못하였다. 정치적으로 개화파와 

보수파 사이의 대립에서 결과적으로 보수파가 승리하였고, 1899년 ｢裁判

所構成法｣을 비롯한 각종의 새로운 법제가 ‘과거로 회귀’하였으며, 1904

년에 ｢漢城裁判所官制｣의 개정에 의해 다시 갑오개혁기의 법제도로 회복

되었다.

  즉 갑오개혁기의 재판소 등장으로 사법제도의 개혁이 시작되었으나, 대

한제국기에는 일견 재판제도가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1897년 ｢漢城裁判所官制規程｣에 의해 시작되었다. 1898년 1월 27일 고

종황제는 법부대신 이유인의 상소를 받아들여, 한성재판소와 경기재판소

를 폐지하고 재판사무를 한성부와 경기관찰부로 이관시킨다는 조칙을 내

렸다. 1898년 2월 9일 勅令 제4호에 의해 두 재판소는 폐지되었고, 勅令 

第5號로 새로운 ｢漢城府裁判所官制規程｣이 제정되었다. 이때 수반판사는 

漢城府判尹이 겸임하고, 판사 2인 중 1인은 漢城府少尹이 겸하였다. 이 

때 ｢漢城裁判所官制｣에서 인정한 수반판사의 판결서인증권, 합동심리권, 

법부대신의 감독권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를 통해 ｢漢城裁判所官制｣보

다 ｢漢城府裁判所官制｣가 더 복고적ㆍ퇴보적이었다.34) 

  이처럼 된 이유는 집권세력의 신식 재판제도에 대한 몰이해와 반감 때

문이었다. 또한 전통적인 지방 관리들은 자신들의 중요한 직무인 訟事를 

맡은 재판소를 척폐의 대상으로 여겼다. 이러한 사정은 구한말 민사판결

의 숫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초기인 1895~1899년까지 한성재판소 

판결의 수는 대략 1610여건 정도였으며, 연평균은 322건이었다. 그러나 

대한제국기인 1900~1902년에는 판결의 수가 407건으로 연평균 135건

으로 줄었다.35) 즉 갑오개혁 초기에 재판제도의 개혁으로 재판소의 판결

이 많았지만, 대한제국기 재판소가 복고된 후 민사판결의 숫자가 반으로 

준 것이다. 특히 재판소에 전문적인 법관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제일 

33) 법원행정처, 앞의 책(각주 1), 23~24면.

34) 문준영, 앞의 책(각주 9), 238~240면.

35) 【附錄5】舊民集 수록 재판소 현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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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문제였으며, 한성부윤이 한성부재판소 판사를 맡았으므로 사법관과 행

정관을 겸임한 것도 문제였다.

  물론 당시 위정자들이 재판소 즉 법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였다. 

재판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은 당사자는 재판제도 및 재판소에 대한 긍정

적인 감정36)을 가졌지만, 신식 재판제도 및 재판소에 대해 부정적 불만을 

표출하면서 당시 조선의 정부가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고 주장하기

도 하였다. 예를 들면 “조선에도 고등재판소가 있으니 만약 원과 관찰사

와 내부에서 이토록 괄시할 지경이면 고등재판소에 가서 정하는 것이 옳

을 듯하지만, 여러 관원들에게 이렇게 무법하게 대접을 받은 백성이 고등

재판소에 갈 생각은 없을 것이고, 그 고등재판소에서 이 일을 공평하게 

처리할 것인지 미더움이 없어질 것이다.”37)를 들 수 있다. 이 기사는 고

등재판소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부족함을 지적하는 글이다.

  이처럼 재판제도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졌으며, 개화파에 대한 보수파

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들 주장에 의하면 ‘재판소’라는 미명 하에 서구

식 제도를 도입하여 결국 혼란만 야기하였다 한다. 예컨대 법률의 공정함

을 요구하는 독립협회 대표의 주장에 대해 법부대신 申箕善은 “法律을 좀 

더 밝히기로 나라 일이 더 잘 될 것 무엇 있소(…) 德을 닦아야 하지

요”38)라 응답하였다. 여기서 보수파였던 신기선의 입장에서는 儒家식의 

예와 법을 중시하여야 하지, 法家식인 법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

을 가지고 있었다. 개화기의 신식 법률은 법가식 법에 불과한 것이 아닌

가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成均館 敎授였던 慶賢秀는 상소에서 “法司로 하여금 독립협회를 

윤허한 명을 환수하고, 속히 政府에 명하시어 좋은 쪽으로 회의하게 하

며, 새 법으로서 正道를 벗어난 것은 일체 혁파하게 하소서.”39)라고 하였

36) 진사 정성우가 大臣들을 비방하는 상소를 하였는데, 대신들은 조선시대처럼 형벌을 가하지 않

고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다. 독립신문 등에서는 이를 재판제도, 

신식법률의 장점이라 부르며 칭송하였다. 이 사건의 법적인 의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문준영, 

앞의 책(각주 9), 247~250면.

37) 독립신문 1897년 3월 16일: 불쌍한 조선 백성, 무법한 조선 정부

38) ≪高宗時代史≫4(국사편찬위원회, 1970), 667면: 高宗 35년(1898) 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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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말로는 새로운 법 중 정도에 벗어난 것을 혁파하라고 하였지만, 그 

상소문의 취지를 살펴보면 신식 법에 관한 반감을 담고 있다. 비슷한 취

지인 宮內府 特進官인 閔泳駿의 상소는 “지금은 다만 옛 법이 다 못쓰게 

되었고, 그렇다고 새 법이 실행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새 법도 아니고 옛 

법도 아닌 가운데 법 자체가 실종된 나머지, 번잡하고 소란스러운 것이 

지난날보다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40)라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大韓帝國은 1899년 5월에 ｢裁判所構成法｣을 改正하게 

되었다. 개정의 내용의 핵심은 ‘한성재판소’를 없애고 ‘한성부’로 돌아가자

는 것41)과 경기재판소를 경기관찰부에 설치하는 것,42) 고등재판소를 평

리원으로 개칭하는 것 등이었다. 

  또한 1899년 재판소구성법에 의해 하급재판소에도 점차 專任判事를 임

명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계획은 무산되었고 한성재판소에서만 실현되었

다. 1900년 12월에 ｢巡廻裁判所細則｣이 제정되고, 1901년 1월 순회재판

소 판사 8인이 판결될 것으로 예정되었다.43) 하지만 임명된 이들은 자격

도 능력도 없는 자들이었고, 순회재판보다는 암행어사 같은 임무가 부여

되었다. 심지어 정부예산이 없어 재판경비는 각 군에서 임시 지출하라고 

할 정도였다. 그래서 1901년 4월 1일 법부대신 조병식이 순회재판소를 

설치말 것을 주청하여 결국 순회재판소는 제대로 설치되지 못하였다.44) 

이후 1904년 초 평리원재판장은 법부대신이 겸장하고, 수반판사는 법부

협판이 겸장하게 하였다.45) 

  그런데 1904년 법부는 당시 한성부의 사무가 번잡하고 소송이 많고, 

39) ≪高宗實錄≫ 38卷, 高宗 35년(1898) 10월 6일: 伏願陛下令法司還收獨立協會允許之命, 詗捉會

員之染於淫邪之說者, 置之竄逐之典, 以嚴向背之分. 亟命政府, 從長會議, 凡新法之出於不經者, 一

切革罷.

40) ≪高宗實錄≫ 36卷, 高宗 34년(1897) 11월 13일: “而今只見舊章之都壞, 亦未有新法之隻行. 不

新不舊之間而章法無有. 叢脞擾攘, 尤甚於往日.”

41) 官報 1899년 6월 5일: ｢裁判所構成法 改正｣
42) 官報 1898년 2월 12일: 1898년 2월 9일 勅令 第6號 ｢京畿裁判所를 京畿觀察府에 設置하는 

件｣
43) 皇城新聞 1900년 12월 29일: 巡迴所細則

44) 도면회, 앞의 글(각주 13), 1998, 242~243면: 皇城新聞 1901년 4월 1일: 巡回裁判의 勿施

45) 皇城新聞 1904년 1월 12일: 政府奏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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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외국인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한성부에서 처리하게 되면 외교적으

로 문제가 되므로, 한성재판소를 독립하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46) 그래서 

1904년 4월 ｢漢城裁判所官制｣를 개정하여 다시 한성부에서 한성재판소를 

독립시켰다.47) 그리고 법부에서 한성재판소 및 평리원에 대해 일체의 민

ㆍ형사 재판을 즉시 판결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고 훈령하였는데,48) 

이는 독립된 한성재판소에서 소송이 적체됨이 없이 신속한 판결을 할 것

을 요구한 것이다. 

  일련의 과정에 의하면 대한제국기 재판제도의 개혁은 실패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근대적 재판제도는 시작되었으므로, 재판소 자체

를 폐지하거나 혁파하지는 못하였다. 비록 ‘漢城裁判所’의 명칭이 ‘漢城府

裁判所’로 변경되었던 것처럼, 일견 재판제도가 과거로 복고화하는 듯 보

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재판소의 민사소송 실무는 크게 변한 것이 없었

다. 그리고 민사판결서에서 ‘漢城府裁判所’를 다시 ‘漢城裁判所’로 변경하

여 기재하는 등 양자의 명칭을 혼용하였다. 특히 1899년에 한성재판소를 

폐지하고 한성부로 합설하였지만, 평리원과 법부에는 전국 각지에서 각종 

사건들이 몰려들었다. 당시에 제기된 소는 단순한 사적인 분쟁뿐 아니라 

지방관의 비리와 탐학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관찰사와 군수의 범죄사건을 평리원에서 관할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하

지만 아무리 지방민들이 관찰사 및 군수를 고소ㆍ고발해도 고소한 인민이 

무고죄로 처벌받았고, 지방관들이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었던 점은 한계였

다.49)

  1904년에 한성부에서 한성재판소가 다시 독립하여 별개기관이 되었다. 

1895년의 ｢裁判所構成法｣체제 아래 상소심을 맡은 高等裁判所에서 행한 

판결의 숫자는 1895~1899까지 71건이어서 연간 17건이었던 반면, 

1899~1908년까지 상소심을 담당한 平理院은 345건으로, 평리원의 연평

46) 皇城新聞 1904년 3월 30일: 法部請議

47) 皇城新聞 1904년 4월 5일: 首判呈辭; 官報 1904년 4월 5일

48) 皇城新聞 1904년 4월 29일: 飭速裁決

49) 서영희, 대한제국정치사연구(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93~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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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사건 수는 34.5건이었다. 따라서 수치상으로 평리원의 재판소는 고등

재판소보다 평균적으로 두 배 이상 활성화되었다 할 수 있다.50) 그리고 

본 연구【附錄5】의 舊民集의 판결 건수에 의하면 민사판결의 수는 일

시적으로 감소하였지만 곧 그 수치가 회복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민사

소송은 외견상 일시적으로 퇴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1895~1905년의 기

간을 모두 살펴보면 조금씩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할 수 있다.

Ⅱ. 법조전문직의 최초 등장

  조선시대에는 행정관이 사법관을 겸하여 사법사무를 행하였지만, 1894

년 갑오개혁 이후에는 행정관과 사법관이 구분되었다. 특히 재판소에서 

전문적인 법관이 등장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행정부 소속의 검사와 사

법부 소속의 판사로 분리되어 있지만, 개화기에는 판사와 검사 모두 행정

부인 법부에 소속이었다.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것은 판사이므로, 여기서

는 판사의 직제 및 역할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원고 및 피고의 소

송을 전문적으로 돕는 법률전문가인 代人制度가 등장하였다. 

1. 판사제도의 등장

(1) 판사제도의 법제화 과정

  판사제도는 1894년 ｢法務衙門官制｣에서 처음으로 법에 규정되었다. 동

법에서 대소 관원의 公罪를 처리하는 義禁司에서 判事 1인(법무아문 대신

이 겸장), 知事 혹 同知(協辦이 겸장), 主事 4인(법무아문 主事 중에 겸

장)을 임명한다 하였다.51) 1895년 3월 ｢法部官制｣에서 司法官의 자격은  

考試 혹은 외국유학생 중에 임명하는 것으로 하였고(동법 제3조), 법부에 

50)【附錄5】舊民集 수록 재판소 현황 참조.

51) 官報 1894년 8월 4일: 1894년 7월 28일 議案 ｢法務衙門官制增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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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양성소를 두어 법부대신이 직접 관할하게 하였다(동법 제12조). 또한 

1895년 3월 ｢裁判所構成法｣에 의해 판사가 재판소에서 실제로 판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의해 재판소에서 판사가 재판권을 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裁判所構成法 제6조), 판사의 신분ㆍ자격ㆍ권한 등을 규정

하였다(동법 제33~39조). 이후 1897년 ｢漢城裁判所官制規程｣에서는 한

성재판소에서 판사의 역할을 규정하였다.

  1895년 서울에서는 한성재판소ㆍ평리원 등이 개청되었으나, 지방에서

는 재판소가 아직 제대로 설치되지 못하였기에 판사가 재판을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법부는 觀察使ㆍ參書官ㆍ郡守 등이 지방의 

재판에서 판ㆍ검사 직무를 담당하도록 훈령을 내렸으며,52) 특히 군수로 

하여금 관내의 소송을 청리하도록 하였다.53) 하지만 지방의 재판소 중 

경기재판소는 실제 개설되었으며, 경기재판소는 수반판사 1인이 민사사건

을 담당하고 판사 1인이 형사사건을 담당하였다.54) 그런데 1898년 경기

재판소는 일시적으로 폐지되고 경기관찰부가 재판을 하게 되면서, 관찰사

가 판사의 직을 겸임하였다.55) 실제 관찰사가 판사를 겸하는 사례가 몇 

건 있었다.56) 여컨대 1899년 제주목사 이상규가 제주목 재판소 판사를 

겸임하였다.57) 1899년 5월 법부대신의 명령에 의해 지방 및 개항장 등에

서도 郡守 및 主事 등이 판사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였다.58) 관찰사와 

감리가 사고가 있어 재판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판사서리를 임

명할 수도 있었다.59)

52) 官報 1895년 6월 11일: 1895년 6월 1일 法部訓令 第2號 ｢各府觀察使ㆍ參書官ㆍ郡守가 判

檢事事務를 執行하는 件｣
53) 官報 1896년 1월 15일: 1896년 1월 11일 勅令 第5號 ｢各郡郡守로 該管內訴訟을 聽理케 하

는 件｣ 
54) 官報 1897년 11월 1일: 1897년 9월 12일 勅令 第37號 ｢京畿裁判所設置에 관한 件｣ 
55) 官報 1898년 2월 12일: 1898년 2월 9일 勅令 第6號 ｢京畿裁判所를 京畿觀察府에 設置하는 

件｣
56) 독립신문 1896년 8월 27일. 

57) 독립신문 1899년 10월 5일.

58) 官報 1899년 5월 24일: 1899년 5월 22일 勅令 第22號 ｢開港場 及 地方裁判所判事事務處署

理에 관한 件｣ 
59) 독립신문 1899년 5월 20일: 판사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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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대한제국 선포 이후에는 판사의 임명 및 보직도 복고되었다. 즉 

1899년 개정된 ｢裁判所構成法｣에서 각 지방재판소 및 개항장재판소의 판

사는 별정한 규칙에 의하여 시험에 급제한 자로 임명한다고 했으나, 그 

부칙에서 당분간 각 관찰사 및 감리서의 감리가 판사직을 겸임하는 것으

로 규정하였다. 또한 형식상 독립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平理院도 재판장

이나 판사는 법부대신이나 협판 또는 법부의 국장 등 행정관이 겸임하였

고, 한성부재판소 판사 역시 한성판윤 또는 한성부윤 등이 겸임하였다. 

그러나 재판사무 때문에 정작 한성부의 행정업무가 적체되자, 1900년 11

월 3일 칙령 제48호로 ｢漢城裁判所官制｣를 개정하여 수반판사와 판사를 

전임으로 바꾸었다. 하지만 1901년 7월 24일에 판사를 전임으로 하는 것

이 실효가 없다는 구실을 들어, 한성판윤이 한성재판소 수반판사를 겸임

하게 하였다.60) 이후 1904년 4월 2일에 다시 관제를 개정하여 수반판사

와 판사를 한성판윤ㆍ부윤이 겸임하지 않는 것으로 복귀시켰다.61) 

  조선시대에 없었던 판사제도는 갑오개혁기 행정과 사법의 분리 시도와 

전문화된 법관에 의해 재판소를 운용하려는 목적에 의해 법제화되었다. 

그렇지만 한성재판소ㆍ고등재판소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재판소의 개청이 

미루어지고 전문적인 법관을 맡을 사람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 그래

서 지방에서는 관찰사ㆍ군수 등이 행정관과 판사의 직을 겸장하였던 것이

다. 더욱이 한성재판소ㆍ고등재판소의 경우에도 1899년 이후 정치ㆍ사법

의 復古시도 속에서 한성판윤이 수반판사 한성부윤이 판사를 겸하는 등 

후퇴하였다. 이후 1904년 ｢漢城裁判所官制｣를 개정에서 한성부윤과 한성

재판소 판사를 독립하여 비로소 판사의 독립적인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

다.

(2) 판사의 職制 

  1895년 ｢裁判所構成法｣에 의해 새로운 재판제도가 도입되었음은 이미 

60) 皇城新聞 1901년 7월 22일: 會議案件; 官報 1901년 7월 24일.

61) 官報 1904년 4월 5일; 同旨 도면회, 앞의 글(각주 13), 244~2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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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하였다. 특히 동법에는 재판소구성원으로서의 판사의 지위 혹은 신분

ㆍ업무ㆍ평의절차 등을 규정하였다. 즉 각 재판소는 判事ㆍ檢事ㆍ書記 및 

廷吏62)를 두었는데, 그 숫자는 재판소구성법에서 정하는 외에 법부대신이 

정하였다(裁判所構成法 제3조). 판사 및 검사의 직위는 勅任 혹은 奏任으

로 하였으며(동법 제34조),63) 판사 및 검사의 관등ㆍ봉급ㆍ진급에 관한 

규정은 칙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였다(동법 제35조). 판사의 직위는 정확

히는 勅任 1등 이하 奏任 4등 이상이었다.64) 그리고 판사 및 검사는 별

정한 규칙에 의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을 것을 자격으로 하였으나, 다

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자는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판사로 임명할 수 

있었다(동법 제33조). 지방재판소의 판사도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법

부대신이 추천하고, 내각총리대신을 거쳐 국왕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그

리고 순회재판소 판사는 고등재판소 판사, 한성재판소 판사, 법부의 칙임

관ㆍ주임관 중에서 법부대신의 추천을 받아 국왕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였

다. 또한 예비판사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 고등재판소에 예비판사 2명을 

두었으며, 예비판사는 법부의 칙∙주임관 중에서 임명하였고, 그의 직무 권

한 및 임명은 판사와 동일하였다.65) 재판소의 수반판사는 그 소속서기의 

분담을 정하여 그 1인에게 감독서기를 명할 수 있었다(｢裁判所處務規程通

則｣제15조). 만약 재판소 판사의 구성에 흠결이 있으면 판사ㆍ검사 혹은 

서기가 그 이유를 법부대신에게 보고하였다(동법 제9조). 그리고 각 재판

소 수반판사는 12월 초순에 다음해의 각 판사의 분담 및 대리의 순서나 

개정의 일자를 미리 정하였다(동법 제8조).66) 

  1895년 판사가 법제화 된 이후 재판소의 인적 구성은 계속 변화되었는

62) 廷吏는 처우가 判任官과 같았으며, 원고와 피고의 귀천을 불문하고 불러올 수 있었다. 필요시 

정복을 입을 수 있으며, 불응 시 순검소에 원피고를 데리고 갈 수 있었다. 법원행정처, 앞의 책

(각주 1), 38면.

63) 개화기에는 조선시대 正1品에서 從9品의 관등을 勅任官(정1품~종2품), 奏任官(3품~6품), 判任

官(7품~9품)으로 새롭게 나누었다. 官報 1894년 7월 16일: 議案 ｢官秩｣
64) 官報 1895년 6월 27일: 1895년 6월 25일 勅令 第134號 ｢判事ㆍ檢事ㆍ判事試補ㆍ檢事試補 

官等俸給令｣
65) 官報 1895년 閏5월 12일: 1895년 閏5월 10일 法律 第10號 ｢高等裁判所에 豫備判事를 置하

는 件｣
66) 官報 1895년 3월 25일: 1895년 3월 25일 勅令 第50號 ｢裁判所處務規程通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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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재판소’제도를 설명하면서, 1898년에 ‘한성재판소’가 ‘한성부재

판소’로 변경되었음을 보았다. 그리고 <표 1>의 재판소 인적 구성의 변화

과정을 보면, 1898년 한성부재판소에는 한성부판윤과 한성부소윤이 판사

를 겸임하였다. 그리고 외국어 능통자를 주사로 채용하려 하였는데, 이를 

통해 당시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소송도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수반판사의 신분이 1901년에는 칙임이었는데, 1904년에는 주임으로 

강등되는 등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 이처럼 대한제국의 수립 이후에는 통

치조직ㆍ행정제도 등이 갑오개혁 이전의 상태로 복고하면서, 판사의 임명 

67) 官報 1897년 11월 1일: 1897년 9월 12일 法律 第2號 ｢漢城裁判所官制規程｣
68) 官報 1898년 2월 11일: 1898년 2월 9일 勅令 第5號 ｢漢城府裁判所官制規程｣
69) 官報 1900년 12월 3일: 1900년 11월 30일 勅令 第48號 ｢漢城裁判所官制 改正｣
70) 官報 1901년 7월 24일: 1901년 7월 22일 勅令 第48號 ｢漢城府裁判所官制 改正｣
71) 官報 1904년 4월 5일: 1904년 4월 2일 勅令 第9號 ｢漢城裁判所官制 改正｣
72) 대한매일신보 1905년 1월 13일: 법대훈령

한성재판소(한성부재판소)의 직원

1895 ｢裁判所構成法｣에서 판사ㆍ검사ㆍ서기ㆍ정리를 규정함

1897 수반판사 1인, 판사 2인, 부판사 1인, 서기 8인, 정리8인67)

1898
수반판사 1인(한성부판윤이 겸임), 판사 2인(1인은 한성부소윤이 겸임), 검

사 1인, 주사 6인(1인은 외국어 능통자), 정리 8인68)

1900
수반판사 1인, 판사 2인, 예비판사 1인, 검사 1인, 검사시보 1인, 주사 6인, 

정리 4인69)

1901
수반판사 1인(勅任, 判尹겸장), 판사 3인(奏任, 1인은 小尹겸장), 검사 2인

(奏任 1인, 경무관겸장), 검사시보 1인, 주사 6인(判任), 정리(判任 대우)70)

1904
수반판사 1인(奏任 1등), 판사 2인 (奏任 4등 이상), 검사 1인(奏任 4등 이

하), 검사시보 1인(奏任 5등 이하), 주사 7인(判任), 정리 4인71)

1905
한성재판소 판사 2인 중 1인이 민사를 담당하고 1인이 형사를 담당하면 소

송이 적체되므로, 양 판사가 서로 같이 재판 담당(법부훈령72))

<표 1> 한성재판소의 직원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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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직제도에서도 복고화가 일어났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판사는 어떻게 임면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주임관ㆍ판임관급 일반 행정관, 무관, 사법관을 시험으로 

임명하는 법령이 1898년 12월 8일 칙령 제39호로 정해진 적이 있으나, 

제정 후 논란을 일으켜 실시되지는 못하였으며, 1900년 3월 27일 제정 

공포된 칙령 제12호 ｢武官 및 司法官任命規則｣에서 법률학 졸업생으로 

법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경유한 자나 법률학졸업증서가 없더라도 사법

업무에 뛰어난 자를 사법관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전문적인 사

법관의 임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려 했으나, 아직 법률 교육기관이 

부족하고 법률학 보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법관시험은 사실상 

시행되지 못하였다.73) 이 시기에는 실제 검사가 판사로 전임하거나 판사

가 검사로 轉任하기도 하였다.74) 뿐만 아니라 한성부재판소 판사 김영시

가 法部主事가 되고, 法部主事 이휘선이 한성부재판소 판사가 되기도 하

였다.75) 또 정3품 남궁억이 한성재판소 판사로 임명되기도 하였다.76) 이

를 종합하면 판사는 문ㆍ무과 출신 전통 관료들이 맡았으며, 전통 관료가 

법부로 轉任하여 판사의 직을 맡았던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판사가 행하는 심리 및 평의도 ｢裁判所構成法｣에 의하였

다. 합의재판소의 평의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순서는 官等이 가장 낮은 판

사가 먼저하고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하였으며, 관등이 서로 같은 경우에

는 연소자가 먼저 진술하였다(동법 제53조). 그리고 합의재판은 과반수에 

의하였다(동법 제54조). 이때 판사는 재판 사안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반

드시 표시해야 하였다(동법 제55조). 재판소에서 2인 이상이 합의 재판하

는 경우에는 首班判事가 재판을 선고하였다. 만약 판사들 간에 이견이 있

는 경우에는 수반판사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였다(동법 제12조). 민사소송

에서 판사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었으며, 민사소송이 종결되지 않으면 5

73) 법원행정처, 앞의 책(각주 1), 34면.

74) 독립신문 1899년 3월 15일: 법관상환 

75) 독립신문 1899년 4월 27일: 법관상환

76) 大韓每日申報 1905년 12월 28일: 兩氏被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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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이상 당사자를 가둘 수 없었다. 또한 판사는 사사로이 부탁을 받고 재

판하여서는 안 되며, 수반판사의 인가를 받아 판결을 선고하였다.77) 

  한성재판소와 달리 지방재판소의 재판권은 單席判事[단독판사]가 행사

하였다(裁判所構成法 제12조). 지방재판소에 2인 이상의 판사를 두는 경

우에는 판사는 단석[단독] 혹은 합석[합의부]으로 재판사건을 심리할 수 

있었다. 2인 이상이 동석하는 경우에는 수반판사가 재판을 선고하였으며, 

만약 판사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수반판사의 의견으로 결정하였다

(동법 제6조). 지방재판소의 판사가 신병 또는 특별사정으로 사무를 처리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부대신의 

지휘를 받았으며(동법 제9조), 재판소의 수반판사는 판사ㆍ서기ㆍ정리를 

관리ㆍ감독하였다(동법 제36조). 

  이를 정리하면, 이 시기 판사는 칙임 1등 이하 혹은 주임 4등 이상의 

신분이었다. 판사는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특별한 경우에는 시험에 합격

하지 않은 자도 임명 가능하였지만, 시험이 시행되지 못하였으므로 행정

관에서 판사로 전직하였다. 지방재판소에서는 수반판사가 재판을 선고하

였고, 판사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수반판사의 의견대로 하였지만, 고등

재판소와 같은 합의 재판소에서는 과반수의 의견에 의하였다. 특히 판사

가 여러 명인 경우 다수결에 의하여 재판을 하였던 것은 오판의 가능성을 

줄이고 재판의 공정을 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전문적 법지식이 있는 사

람이 부족하여, 대개 행정관이 판사를 겸하였던 한계가 있다. 

(3) 舊韓末 民事判決集에 수록된 판사

  漢城裁判所의 민사재판은 1895년 4월부터 1908년 8월 1일 한성재판

소가 경성지방재판소로 변경될 때까지 대략 14년간 계속되었다. 이 시기

의 민사소송과 1907년 12월의 ｢裁判所構成法｣에 의해 새로운 재판제도

가 도입된 이후의 민사소송을 구분하는 징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민사소송을 담당한 판사의 신분 및 경력의 변화를 들 수 있다. 판사의 

77) 독립신문 1897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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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및 경력의 변화를 알기 위해 구한말 판결집에 등장하는 판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95~1908.7까지 한성재판소 및 고등재판소ㆍ평리원에서 판결을 한 

판사는 151명이다.78) 大韓帝國官員履歷書등에 수록된 판사의 이력을 

살펴보면, 1895~1904년까지의 판사들 중 약 79%는 전통적 文ㆍ武科를 

합격한 사람들이었으며, 간혹 법관양성소 출신 법관이 존재하기도 하였

다. 예를 들면 판사 윤성보는 1895년 법관양성소를 졸업하고, 1898년 한

성재판소 판사가 되었다. 또한 판사 이용상 및 이원국은 1895년 법관양

성소를 졸업하고, 1901년에는 법부의 주사를 역임하였으며, 1906년에는 

한성재판소의 판사가 되었다. 전통관료가 판사를 맡는 것이 일상적이었

고, 법관양성소 출신이 재판을 하였던 것이 예외적인 경우였다. 

  또한 한성재판소 판사와 평리원 판사의 직을 순환하면서 맡은 것도 특

징이다. 예컨대 판사 김정목은 1899년에는 평리원의 판사였는데, 1900년

에는 한성재판소의 판사를 맡고 있었다. 오늘날 판사는 지방법원에서 고

78) 舊民集전 52권중 33권과 34권은 법원에서 편철할 때 중복이 되어서 동일한 판결집이다. 그

리고 49권~52권까지는 일본영사판결문이므로 일본인 판사들이 재판을 하였다. 따라서 1권~48

권까지의 한국재판소 판결 4829건 중에서 실제 재판을 한 한국인 판사의 수는 151명이다. 그리

고 1908년 8월부터 한성재판소, 평리원은 폐지되고 경성지방재판소 경성공소원으로 변경되었다. 

본 연구에서 표로 정리한 판사는 舊民集의 판결서에서 실제 판결을 한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판사로 임용 경력이 있으나 舊民集에서 판결을 하지 않은 판사들, 지

방의 재판소의 판사들, 경성지방재판소, 경성공소원의 한국인 판사들은 생략되어 있다. 개화기

의 사법관에 관한 연구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보충하기로 한다. 여기서는 1895~1904.12까

지의 판사를 정리하고, 본 연구 제3장 제1절에서 1905~1908.7월까지 판사를 정리하였다. 그리

고 본 연구의【附錄7】에서 두 시기의 판사의 명단을 합쳐서 표로 제시하였다. 

경력ㆍ학력  1895~1904.12

1895년 이전 문ㆍ무과 출신
구영조 등 64인

예외: 피상범(율과)

1895년 이후법부주사 출신 강화석 등 13인

법관양성소출신 윤성보 1인

留學生 신재영, 윤방현 2인(일본) 

<표 2> 舊民集에 등장하는 판사의 경력ㆍ학력(1895~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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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법원으로 전보하고, 평판사에서 부장판사로 승진한다. 하지만 당시의 

평리원과 한성재판소의 판사는 승진의 개념이 없이 그냥 자리를 轉職하였

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부의 주사들 중에서 한성재판소의 판사로 

임명되는 사람들도 있었다.79) 뿐만 아니라 한성재판소에서 지방의 군수가 

판사로서 재판을 하기도 하였다. 남양군수 민선호는 1901년 10월 ‘장작 

값에 대한 건’80)의 재판을 하였다. 남양군수가 한성재판소의 판사 역할을 

한 적도 있다는 것은 당시 판사가 행정관과 겸직한 경우도 있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또한 舊民集의 판결서를 보면 1900~1903년까지의 판결서에 등장한 

판사의 수는 그 ‘前後’시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판사를 맡

은 사람이 불과 몇 달 근무하고는 수시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81) 반면 

지방의 재판소는 판결 자체가 거의 없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군수가 판

사를 겸임하였다.82) 더욱이 지방의 재판소 중 경우에 따라 판사직을 겸한 

군수가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裁判主事가 재판을 한 사례도 있었다.83) 

  그리고 당시 판사들은 재판을 잘하고 청렴하여 칭송을 듣기도 하였고, 

또 부정을 저지르거나 재판과정에서 업무상 실수가 있어서 징계를 받기도 

하였다. 판사가 칭송을 받은 기록으로는 “고등재판소 판사 김교성이 뇌물

을 받지 않는다. 이 사람만 같으면 뇌물을 주는 자도 없을 것이고 문명개

화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84)는 기사를 들 수 있다. 반면 부정을 저지르거

나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기록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다음의 

몇 예이다. “판사 마준영이 고등재판소 판사로 있을 때 법부대신 이유인

의 청탁으로 민사판결을 할 때 법을 어겼고, 독립협회에서는 마씨를 징계

하라고 고등재판소에 청원하여 마씨가 면관을 당하였다.”85) 또한 동학운

79) 皇城新聞1898년 12월 28일: 圈點拔尤

80) 漢城裁判所, 1901년 10월 24일, 사건번호 없음, 舊民集 제17권, 409~412면.

81)【附錄6】: 舊韓末 民事判決集 1권~52권 정리표 참조.

82) ≪高宗時代史≫ 1906년 9월 5일: 법부대신 申箕善은 함경도관찰사이면서 함경도재판소장을 동

시에 맡았다. 

83) 江原道裁判所, 1905년 01월 29일, 光武 8년 민제74호, 舊民集 제27권, 35면: 판사는 裁判主

事 丁元燮이다.

84) 독립신문 1896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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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원흉이었던 고부군수 조병갑이 후일 고등재판소 민사국장을 맡았는

데, 그는 비리가 적발되어도 사직하지 않고 민사국에서 판결한 것을 변경

하거나 임의로 판결을 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조병갑이 수령도 지내고 

고부군수로 있을 때 치적이 높아 동학란을 평정한 공훈은 세상이 다 아는 

것이다. 그러니 고등재판소 사무 같은 것이야 조병갑의 능란한 수단으로 

독단하기 무엇이 어렵겠는가?”86)고 풍자하는 기사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誤決하면 판사가 형사피고가 되어 한성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법부대신 장박이 평리원 판사 박만서

에게 말하기를 박판사가 소송에서 오결하였으니 스스로 형사 피고인으로 

한성재판소에 자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직하라고 권고한 예를 들 수 

있다.87)

(4) ‘판사제도의 등장’의 의의와 한계

  판사가 법제화된 것은 행정과 사법의 분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주로 행정관들이 판검사를 겸임을 하고 있

었다. 그 이유는 법부가 1895년 6월 1일에 법부훈령 제2호에 의해 “각부

재판소를 장차 설치할 예정이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되었으므로 각부의 관

찰사로 하여금 당분간 이를 兼行하라”88)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찰

사는 재판소 판사의 직무를 집행하고 참서관은 재판소 검사의 직무를 집

행하였다. 또한 각 지방재판소에 지소를 설치하기 전에는 그 지방의 군수

로 하여금 재판사무를 겸임하게 하여 관내의 소송을 심리하였으며, 만약 

당사자가 불복하면 관찰사에게 상소하여 심판하게 하였다. 그런데 ‘당분

간’이라 하였던 이 상황이 1906년까지 계속되었다.

  즉 법상으로는 판사와 행정관의 겸임금지가 원칙이었지만, 실제는 군수

가 재판을 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법관양성소를 만들어 전문적 판사를 양

85) 독립신문 1898년 7월 8일.

86) 독립신문 1898년 7월 9일.

87)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21일: 장씨권고

88) 官報 1895년 6월 11일: 法部訓令 第2號 ｢各府觀察使ㆍ參書官ㆍ郡守가 判檢事事務를 執行하

는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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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려 하였으나, 경전을 숭상하고 법을 천시하던 당시의 양반관료사회는 

법관양성소의 원활한 활동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법관양성소는 2회의 졸

업생을 배출한 후 일시적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89) 

  이상에서 1895년 재판소구성법에 의해 등장한 판사제도에 대해 살펴보

았다. 판사는 조선시대에는 없었던 관직이며, 사법관으로서 판사로 법제

화되었다. 하지만 한성재판소의 판사들도 전문적인 법교육을 받은 판사들

은 거의 없었으며, 그들은 전통한학을 배운 자들로서 신식법률보다는 전

통법에 더 익숙하였다. 그래서 처음의 판사는 법령의 규정과 달리 ‘행정

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졌다 할 수 있다. 하지만 판사제도의 도입으로 행

정과 사법의 분리를 꾀하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2. 代人制度의 도입

 

  조선시대 서울에서는 15세기 후반부터 특히 소장을 대신 작성해주거나 

타인의 소송에 관여하여 이익을 취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자들이 있었

는데 이들을 外知部라 하였다. 외지부는 노비소송을 담당하는 장예원이  

都官支部였던 것에서 유래하였다. 그들은 단순한 소송 보조자였으며, 경

우에 따라 승소를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도 자행하였다. 결국 外

知部는 변호사라 부를 수는 없다. 외지부는 서울뿐 아니라 지방의 관아 

근처를 배회하다 소송을 대리하였다. 爲政者들은 그들이 사회혼란을 야기

한다고 판단하여 척폐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1478년부터는 외지부

를 잡아들여 장100을 치고 전 가족을 함경도로 보냈다(全家徙邊). 그리고 

외지부를 관에 신고한 사람은 강도를 신고한 것에 준하여 상을 받았다.90) 

그래서 조선 중기 이후부터 소송대리를 행할 수 있는 전문직이 사실상 존

재하지 않게 되었다. 조선시대에도 백성들의 재판 수요는 많았고 실제 분

89) 大韓辯護士協會, 韓國辯護士史 (1979), 14면.

90) 鄭肯植, ｢법률가상의 변천: 전통과 근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편, 법률가의 윤리와 책임(박
영사, 2003), 67~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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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도 적지 않았으나, 외지부의 금지로 법조전문직인 소송대리인이 발전할 

여지가 줄어들게 되었다. 그렇지만 소송을 부추겨 이익을 얻는 외지부를 

근절한다고 해서 소송이 줄어들지는 않았다.91) 개화기에 이르러 재판소가 

등장하고, 판사제도가 도입되었으므로 재판의 수요도 이전보다 더 커졌

다. 그러므로 재판제도의 개혁은 소송대리를 담당할 대인제도가 등장하기 

위한 배경이 되었다. 

  1895년 ｢裁判所構成法｣에 의해 판ㆍ검사의 職制와 役割을 규정하였으

나, 소송대리에 관한 제도를 만들지 못하였다. 代人制度는 1895년 4월 

29일 공포된 ｢民刑訴訟規程｣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동규정 제3조에서 

“소송인은 자기가 소송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소의 허가를 얻은 후 

그 소송을 代人에게 위탁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대인에게는 위임장을 교

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동규정 제4조에서는 ‘代人委任狀’의 

양식을 규정하였다. 그러면 동법 제4조에 의한 위임장의 예시와 舊民集
의 실제 위임장을 보자.

<그림 1> 1907년 산송사건 위임

장

  

   委任書 

住址ㆍ職業ㆍ姓名으로 代人이라고 定

함. 

何某에 對하여 訢訟에 付하여 某裁判

所에서 代理處辦할 事를 委任함. 

      開國  年  月  日 

       姓名                印   

<표 3> ｢民刑訴訟規程｣의 代人 

委任狀

  <그림 1>은 1907년 ‘山訟에 관한 건’92)의 판결서 뒤에 편철되어 있는 

91) 鄭肯植, 위의 글(각주 90), 68면. 

92) 京畿裁判所, 1907년 6월 25일, 제101호, 舊民集 제35권, 137~146면: 비록 1907년 판결에

서의 위임장으로 제1기(1895~1904년)와는 시기가 맞지 않지만, 1895년 재판소의 판결서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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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며, 내용은 “위임장. 이용균과 이연상의 산송 건이 있다. 이 사건을 

이용원에게 위임하여 판결을 받아낼 것을 복망한다. 1907(광무11)년 6월 

22일 이용균”이다. 위의 위임장은 ｢民刑訴訟規程｣의 예시와 유사하다. 

  代人은 단순히 소의 제기만 대신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소송수행을 

담당하였다. 특히 당사자 중 한사람이 재판정에 출석하지 못한 缺席裁判

의 경우에도 대인에 의한 재판이 가능하였다. 결석재판의 절차를 규정한 

1895년 7월 17일 法部令 ｢廷吏規則｣에 의하면 被招者가 긴급한 이유로 

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民刑訴訟規程｣ 제3조에 의해 대인에게 위임

장을 교부하여 대리하여 處辦케 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야 하였다(제

7조). 이 규정에 의하면 ‘代人’은 재판과정에서 당사자 본인이 재판을 수

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소의 허가’를 얻고, ‘당사자의 위임

장’을 교부받아야 재판을 수행할 수 있었다.  

  대인제도는 현행법상 법정대리와 임의대리의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성년은 20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했는데, 만약 護後人[법

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호후인이 代訴하고, 호후인이 없는 경우에는 

친척 중 성년인 자로 代訴하게 하였다(民刑訴訟規程 제2조). 즉 20세 이

상의 성년에게 미성년인 사람을 대리하여 소송을 하게 할 것을 규정한 것

이며, 이는 현행법상 법정대리에 해당한다. 현행법은 민소법이 아닌 민법

에 규정되어 있는데, 개화기에는 민법이 아직 존재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에 이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한 실제 사례는 1896년 ‘稧錢에 관한 

건’93)을 들 수 있다. 이 판결에서 원고는 金東完이고, 피고는 崔亨郁, 邊

繼敏, 金相淳, 韓鎭大이었다. 그런데 판결서의 원고는 “金東完父德濟”라

고 되어 있다. 이는 김동완의 아버지인 김덕제가 소송대리 한다는 뜻으

로, 실제의 원고는 김동완이고 김덕제는 호후인으로 소송을 대리한다 하

였다. 반면 소송인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경우에 재판소의 허가를 얻은 후 

소송을 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것(동규정 제3조)은 현행법상 임의대

위임장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이기에 인용한다.

93) 漢城裁判所, 1896년 2월 3일, 建陽원년 제79호, 舊民集 제6권,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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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해당하는 조문이었다.

  이러한 代人은 다시 代書人과 代言人으로 구분할 수 있다. 代書人은 사

법ㆍ행정사무의 구분이 없이 서류를 대신 쓰는 사람을 의미하였다. 1895

년 이후에 광화문 사거리에 ‘소지 씁니다.’라는 간판을 걸고 직업적으로 

訴狀을 대신 작성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94) 그리고 대서소에서 

소장을 작성한 뒤 돈을 지나치게 많이 받는 등 사회적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대서소를 혁파하자는 주장까지 등장하였다.95) 하지만 대서인은 필

요에 의해 계속 존재하였고, 1908년 7월 13일 法律 제13호 ｢民刑訴訟規

則｣ 제6조에 의해 법제화되었다. 동법에 의하면 “官吏ㆍ公吏가 아닌 사람

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여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만약 

서명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타인이 代書하게 하며, 날인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畵押하거나 拇印하여야 한다. 타인에게 代書하게 한 경우에는 代

書人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상을 

보면 대서인은 공문서 혹은 소장을 대신하여 작성하는 사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民刑訴訟規則｣에서 비로소 代書人이 규정되었으나, 실

제 그 이전에도 대서인이 활약하였던 것이다. 

  한편 代言人은 소송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 대언인은 재판소에서 당사

자를 대신해 변론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개화기 당시 대

서인과 대언인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으며, 한 사람이 代書 및 代言을 

함께 하였다. 특히 대언인은 재판이 개정되기 전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 허용이 되었는데, “대언인을 억지로 정함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법제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96)고 평가되기도 했다. 이를 보

면 당시 재판에서 대언인이 강제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인제도(대서인, 대언인)는 조선의 전통적인 제도는 아니었다. 

일본에서는 이미 1872(明治5)년 8월 3일 ｢司法職務定制｣ 및 1872년 9월 

27일 ｢訴訟入費償却假規則｣, ｢定限布達規定｣ 등에 의해 代書人ㆍ代言人ㆍ

94) 朴秉濠, 近世의 法과 法思想(진원, 1996), 317면.

95) 독립신문 1897년 8월 28일.

96) 독립신문 1898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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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書人 등의 업무를 공인하였다. 그리고 ｢司法職務定制｣ 제42조ㆍ제43조

에 대서인ㆍ대언인의 비용에 대한 규정도 두었다.97) 또한 당시 일본의 민

사소송에 관한 간략한 절차규정인 ｢訴答文例｣98)에도 ‘代書人’ㆍ‘代言人’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 그리고 1873(明治6)년 6월 18일 ｢代人規則｣ 및 

1876(明治9)년 2월 22일 ｢代言人規則｣이 제정되었다.99) 그러므로 일본에

서 먼저 소송대리인 제도로 대인제도를 도입하였고, 당시 조선에서 일본

의 제도를 도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소송대리인 제도

의 역사는 ‘外知部’→‘代人制度(代書人, 代言人)’→‘辯護士’로 변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외지부는 공인받지 못한 법률전문가였고, 변호사는 법조전문

직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인제도 특히 代言人은 전문적인 법조인인

가 아니면 법조브로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가? 이하에서 이를 검토한

다.

  이 당시 代人制度가 제도적으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民刑訴訟規程｣의 

문구로만 남아 있을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100) 그러나 舊民集의 실제 

민사판결에서 원ㆍ피고의 소송대리인101)으로 대인제도가 있었다. 특히 초

기에는 代言人102)이라는 이름으로 재판정에서 소송대리를 맡았으나, 모

친103)ㆍ자식104) 혹은 첩105)ㆍ재종숙106) 등의 가족이 대인을 맡는 경우도 

97) 大韓司法書士協會, 司法書士大觀(1975), 30면.

98) ｢訴答文例｣의 제정년도는 미상이지만, 1890년 일본 민사소송법(명치 민사소송법)이 반포되기 

전의 민사절차법으로 볼 수 있다.

99) 谷正之, ｢辯護士の誕生とその背景(4)-明治時代前期の代言人法制と代言人の活動-｣, 松山大學論

集21-2(松山大學校, 2009).

100) 大韓辯護士協會, 앞의 책(각주 89), 19면.

101) 漢城裁判所, 1895년 5월 21일, 開國 504년 제146호, 舊民集 제3권, 98면. “소송대리인 이

용한(李用漢)”

102) 漢城裁判所, 1897년 5월 18일, 建陽 2년 제12호, 舊民集 제2권, 59면. “피고 정진환 代言

人 洪大有”

103) 漢城裁判所, 1896년 2월 1일, 建陽 원년 제57호, 舊民集 제6권, 19면. “피고 김영식 소송

대리인 母 김소사”

104) 漢城裁判所, 1897년 12월 2일, 光武 원년 민제44호, 舊民集 제9권, 31면. “피고 이성집 소

송대리인 子 이예노”

105) 漢城裁判所, 1896년 6월 13일, 建陽 원년 제4호, 舊民集 제6권, 161면. “피고 강익현 소송

대리인 妾”

106) 漢城裁判所, 1897년 12월 2일, 光武 원년 민제49호, 舊民集 제9권, 47면. “원고 류정희 소

송대리인 재종숙 류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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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고, 이웃집 사는 글 모르는 사람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도 대인을 맡는 것도 가능하였다. 따라서 당시 대언인은 

전문적인 변호사 제도와는 거리가 있었다. 또한 1895~1908년까지 대언

인에게 변호사 자격이 강제된 것도 아니었으며, 변호사 아닌 자라도 재판

소의 허가를 얻으면 소송대리가 가능하였다. 이후 1908년 7월 제정된 ｢
民刑訴訟規則｣에서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대리를 할 경우에는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동규칙 제69조), 변호사대리의 원칙

은 1908년부터 있게 되었다. 

  그간 洪在祺가 1907년 12월 30일 최초로 변호사로 등록하였다고 알려

졌지만, 구한말 판결에서 최초로 등장한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인은 李冕

宇였다. 1906년 12월 원고 李鳳奎가 피고 張在斗에게 제기한 ‘손해금에 

관한 건’107)에서 원고 대인의 자격으로 ‘辯護士 李冕宇’가 등장하였다. 이

를 보건대 홍재기가 변호사로 등록하기 이전인 1906년부터 한국에 변호

사가 있었던 것이다. 1895~1908년까지 舊民集의 한성재판소 평리원 

판결 중 307건에는 대인이 등장하며, 그 중 57건의 판결에서는 변호사가 

대인으로 등장한다. 대인이 등장한 판결 중 변호사인 대인이 관여한 재판

은 대략적으로 18.5%의 비율이다. 한편 변호사법은 1905년에 제정되었

으므로, 변호사자격을 가진 대인은 1906년 이후 판결부터 등장하였다. 

  그리고 1904년경부터 日本人 변호사가 한국에 와서 소송대리인이라 칭

하고, 재판소에 증거서류를 제출하거나 기일변경 또는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는 등 비공식적으로 법률사무를 다루기도 하였다.108) 또한 일본인들끼

리의 영사재판에서는 일본인 변호사들이 관여하였다. 그런데 1904년 무렵 

일본인 변호사가 한국인과 한국인간의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소송대리권

을 갖고 있지는 않았고, 다만 한국인사건에 대한 일본인 변호사의 소송대

리권은 1909년에 이르러서야 인정되었다. 하지만 한국인과 일본인간의 민

사소송에서 일본인이 일본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하였다고 볼 수 

107) 平理院裁判所, 1906년 12월 22일, 光武 10년 민제2120호ㆍ제82호, 舊民集 제33권, 439

면.

108) 김병화, 앞의 책(각주 5), 65면.



- 40 -

있다. 예컨대 1897년 한성재판소 판결에는 일본인 원고 가나모리(金森玄

三)가 피고 梁在範에게 제기한 ‘牛皮價에 관한 건’109)에서 일본인 쓰야마 

다케치로(陶山武治郞), 補佐人 키타 쿠니이치(喜田都一)가 원고의 대인으

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일본인 원고 만교쿠 이와키치(萬玉

巖吉)가 피고 李仲景 등에게 제기한 ‘債訟에 관한 건’110)에서 일본인 하마

다 리시치(濱田利七)가 원고의 대인이었다. 그리고 1903년 원고 청나라 

상인 姜雲卿이 피고 黃炅秀에게 제기한 ‘債訟에 관한 건’111)에서 일본인인 

마쓰모토 요시타로(松本由太郞)가 원고의 대인을 맡기도 하였다. 1907년

에는 원고 일본인 가토 카헤이(加藤嘉兵衛)가 피고 金成鎭에게 제기한 ‘債

訟에 관한 건’112)에서는 한국인 崔錫根이 원고의 대인을 맡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일본인 원고의 대인을 한국인이 맡았던 유일한 사례이며, 더욱

이 1905년 이후 새로운 재판제도가 등장한 이후의 사례이므로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대부분의 사건에서 일본인이 일본인 원고의 

대인이었다. 그리고  일본인 원고가 제기한 소에서 일본인 대인들이 반드

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다. 이상의 舊民集에 등장한 대

인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9) 漢城裁判所, 1897년 3월 25일, 建陽 2년 민제208호ㆍ민제209호, 舊民集 제8권, 129~132

면. 

110) 漢城裁判所, 1897년 3월 25일, 建陽 2년 민제210호, 舊民集 제8권, 133면. 

111) 平理院裁判所, 1903년 6월 8일, 光武 7년 민제381호ㆍ제43호, 舊民集 제22권, 21면. 

112) 漢城裁判所, 1907년 11월 16일, 隆熙 원년 민제640호, 隆熙 원년 제406호, 舊民集 제46

권, 125면.

113) 일본영사재판소에서 한국인인 장도가 대인을 맡은 시기는 1900~1901년경이었다. 장도는 일

舊民集
대인 관여 판결 수

 한성재판소ㆍ평리원 등 한국 

재판소(4827건)
일본영사재판소(121건)

 대인 등장 판결  전체 4827건 중 307건 전체 121건 중 86건

외국인이 대인으로 

관여한 판결

한국재판소의 307건 중 

일본인이 대인으로 관여한 

사건 19건, 프랑스인이 

대인이었던 것 2건 등 21건.

일본영사재판소 121건 중 

일본인이 대인인 사건 

81건, 한국인 변호사 

張燾113)등이 대인인 것 



- 41 -

 

  <표 4>에 의하면 한성재판소 및 평리원의 사건 4827건 중 대인이 관

여한 건수는 307건으로 6.3%정도의 비율이다. 반면 일본 영사재판소에서 

대인이 관여한 사건은 전체사건 121건 중 86건으로 71%의 비율이다. 서

구식 근대법을 받아들인 일본의 영사재판소에서는 대인이 관여하는 재판

이 대인이 없는 재판보다 일반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재판소에

서 일본인이 대인이었던 사건도 19건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에서 일본

인과 한국인들의 민사 분쟁도 적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한성재판소ㆍ평리원 등에서 대인은 1895~1905년까지는 일반인 

자격이었고, 1905년 ｢辯護士法｣이 제정ㆍ공포된 이후에는 변호사인 대인

의 수가 많아졌다. 따라서 1905년을 기점으로 그 전과 후의 대인제도의 

성격이 달라졌다 할 수 있다. 또한 한성재판소 및 평리원의 판결에 등장

하는 한국인 변호사는 모두 18명인 데 비해, 영사재판소의 판결에 등장하

는 일본인 변호사의 수는 모두 24명이었다. 이후 한국에서 활동하는 일본

인 법관 및 변호사 수가 점점 증가하였다.

  이처럼 1895년에 도입된 대인제도는 처음에는 전문적인 법조인의 모습

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대인은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소장을 대신 작성하

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민사소송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할 

수 있다.

본 1896년 東京法學院 法律學科에서 유학하였고, 1899년 일본의 대심원, 동경공소원, 동경지방

재판소, 동경구재판소 등에서 견습하였다. 그리고 1899년 10월 일본국 사법대신의 증명서를 받

았다. 1900년에는 조선에 귀국하여 사립 광흥학교 교사로 법학통론, 형법, 재판소구성법, 일본어 

과목을 가르쳤다. 大韓帝國官員履歷書9(국사편찬위원회, 1972), 262면.

5건.

변호사가 대인인 판결 

307건 중 변호사가 아닌 일반 

대인 250건, 변호사인 

대인57건.

일본영사재판소 사건 86건 

중 변호사 관여는 35건.

舊民集 등장 

변호사 수

변호사인 대인 57건은 18명의 

변호사 중복(1906년 이후 

판결에 등장)

변호사 관여사건 35건 중 

24명의 일본인 변호사

<표 4> 舊民集에 수록된 代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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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民刑訴訟規程｣에 의한 민사소송

Ⅰ. 민사소송법제 도입과정과 추후입법

1. 갑오개혁과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1894년 11월 21일 칙령 제1호 ｢公文式｣이 제정ㆍ반포되었는데114), 공

문식은 법령의 형식을 규정한 최초의 입법이었다. 공문식에 의해 법령은 

法律ㆍ勅令ㆍ各 衙門 大臣의 案 등으로 구분되었다.115) 그러나 법률과 칙

령은 헌법이 부존재하고 국회가 개설되지 않았으므로 구별이 무의미한 것

이었다.116) 또한 이와 같은 공문식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일본의 1886

년 2월 26일 칙령 제1호 ｢公文式｣을 모방한 것이었다.117)

  그리고 1894년 갑오개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신식 법령들이 ｢公文式｣
의 양식에 맞추어 제정ㆍ공포되었다. 특히 甲午ㆍ乙未년간에 사법제도에 

대한 일대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1895년 3월 25일부터 

5월 21일 사이에 70건의 법령이 제정ㆍ공포되었으며, 특히 34건의 법령

은 3월 중 대략 6일 만에 만들어진 것들이었다.118) 1894~5년 당시 제정

된 민사소송에 관한 간단한 단행 입법이 있었다. 이 민사소송 관련 법령

명과 내용을 살펴보자.

114) 官報 1894년 11월 21일.

115) 議案은 군국기무처에서 개혁입법을 공포한 방식이며, 奏本은 각의에서 결정된 각의안을 종합

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기 위해 작성한 문서였다. 法律은 오늘날 법률과 거의 같은 의미이며, 勅

令은 대통령령으로 볼 수 있다. 部令은 행정각부의 명령이며, 訓令은 상관이 관할 관리와 감독을 

받는 관리에게 내리는 명령이다. ｢公文式｣에 의한 법령의 구분과 법령제정절차는 鄭肯植, 韓國

近代法史攷(박영사, 2002), 60~81면 참조.

116) 전종익, ｢개화기 중추원의 기능과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1998.

117) 鄭肯植, 앞의 책(각주 115), 66면.

118) 남만성, ｢한국법제의 근대화과정｣, 법전월보7(현암사, 196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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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議案 ｢掖隸 및 各衙門 各宮所屬兵丁中 民事刑事犯處理에 관한 件｣
(1894. 8. 28.)119)

② 奏本 ｢私債中 文憑이 없는 者는 聽理를 許諾치 아니하는 件｣(1894. 

12. 12.)120)

③ 法部令 第6號 ｢漢城開港場地方裁判所의 民刑事事件 審理中 指令을 

請하여 行하는 件｣(1895. 閏5. 28.)121) 

④ 奏本 ｢地方官制를 改定하기 前까지는 內部의 訴訟을 當分間 漢城府

尹으로 하여금 聽理케 하는 件｣(1895. 12. 10.)122) 

⑤ 法律 第7號 ｢監營留守營 及其他地方裁判의 上訴를 高等裁判所에서 

受理 審判하는 件｣(1895. 4. 29.)123)

⑥ 奏本 ｢民事와 刑事를 區分하는 件｣(1895. 3. 29.)124) 

  우선 ① 議案이 제일 먼저 공포되었다. 그 내용은 “대소 관원의 私罪와 

대소 민인의 재판권은 모두 법부아문에 속하므로, 앞으로 掖隸 이하 府衙 

및 각궁 소속 각영 병정에 이르기까지 민ㆍ형사사건을 범한 자는 즉시 체

포 이송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보면 당시 민사의 영역도 형사와 

마찬가지로 범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② 奏本이 공포

되었는데, “私債 중 文憑이 없는 자는 청리를 허락하지 말 것이며, 또 원

ㆍ피고라도 이를 지적하여 그 可據ㆍ可報가 불가능한 것이라면 역시 시행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는 채권ㆍ채무관계 소에서 문서로 된 증거에 의

하여 재판함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③ 法部令이 공포되었으며, 이에 의

하면 “한성재판소ㆍ개항장재판소ㆍ지방재판소는 민ㆍ형사를 구분하지 않

고, 법률ㆍ법례의 적용상에 疑議가 있는 경우 일체의 문서를 첨부하고 

(법부에) 지령을 청할 수 있다. 그리고 지령을 받아 판결을 행할 수 있

다”고 하였다. 실제 이에 의해 지방재판소에서 법부에 법률적용ㆍ해석을 

119) 官報 1894년 8월 29일.

120) 官報 1894년 12월 16일.

121) 官報 1895년 6월 1일.

122) 官報 1895년 12월 10일.

123) 官報 1895년 5월 2일.

124) 官保 1895년 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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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했던 사례도 있었다. 1895년에 청나라 商社인 同順泰와 조선인 李興

善과 安學柱 등 사이에서의 민사 분쟁이 그 예이다. 이 건을 영사재판소

에 제소하는 것이 맞는지, 한성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 맞는지가 문제되

었다. 당시에는 어떤 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 타당한지 명확한 근거법규

가 없었고, 한성재판소 판사도 어떻게 처리할지 몰랐다. 따라서 판사가 

법부에 질품서를 보냈고, 법부대신서리 張博은 “조선인에 대한 소송은 조

선의 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하였다.125) 한국

인과 외국인간의 관할에 대해서는 관할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전술한 것처럼 재판사무의 처리에 가장 기본이 되었던 입법은 1895년 

｢裁判所構成法｣의 제정ㆍ공포였다. 동법이 제정된 이후 재판사무 처리를 

위한 입법으로는 ⑤ 法律이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감영ㆍ유수영 및 

기타 지방에서 하는 재판에 불복한 상소는 순회재판을 개시할 때까지 모

두 고등재판소에서 수리 심판한다”는 것이었다. 순회재판소가 아직 미설

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고등재판소에서 임시로 재판한다는 것이었다. 또

한 ④ 奏本에서 “지방 관제를 개정하기 전까지 部內의 소송을 당분간 한

성부윤으로 하여금 청리하게 한다”고 하였다. 즉 지방에도 재판소를 설치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당시 관제가 개정되지 못하였으므로 일시적으로 

한성부윤으로 하여금 재판사무를 청리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⑥ 奏本

에 의해 재판소에서 사건을 심리할 때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고 혼동하지 

말라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법령의 공포를 정리해보면, 민사소송에서 관제의 개

정 전까지 일시적으로 고등재판소에서 청리하라는 것, 민사와 형사를 구

분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민사소송에 관한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내용들의 입법이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당시 입법자들이 개청될 재판소

에서 단행 소송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중요한 것은 간단하게나마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25) 照會 1895년 10월 10일: 第549號



- 45 -

2. ｢民刑訴訟規程｣의 제정

  한국법사에서 최초의 단행 민사소송법은 1895년 4월 29일 공포된 法

部令 第3號 ｢民刑訴訟規程｣126)이었다. 이 ｢民刑訴訟規程｣은 일본의 ｢訴答

文例｣를 축약한 것으로 양자의 조문을 비교하면 비슷하였다. 당시 ｢民刑

訴訟規程｣의 제정과정에 대하 한국에 주재하던 일본 공사의 법무보좌관들

이 초안을 만들었다는 비공식적인 일기사료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裁判所構成法｣은 법부고문 호시 도오루(星亨)가 제정과정에 깊이 관여하

였고, 호시의 아래에 법부ㆍ고등재판소ㆍ한성재판소ㆍ법관양성소 등에서 

근무하는 補佐員과 雇員 등이 있었다. 그 중 야마자키(山崎)는 호시의 명

을 받아 자신이 ‘｢刑法艸案｣ 총칙편’과 ‘조선의 법전인 대전회통의 형벌을 

개정하는 법률’ 및 ‘｢民刑訴訟規程｣’의 초안을 만들었다 주장하였다. 즉 

그는 사법제도 창설기에 적합한 간단한 소송절차법을 성안하고, 이를 바

로 번역시켜 공포ㆍ시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한성재판소에 

가서 판사와 검사를 지휘하여 심문ㆍ재판의 방법부터 내용까지 가르치고 

매 사건을 거의 내가 직접 재판했다고 할 만한 실상”이었고 “조선인들이 

도로변에서 나의 통행을 맞이하고 빈번히 머리를 조아리고 소송의 승리를 

청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였다.127) 하지만 미야자키의 주장과 달리 ｢
刑法艸案｣은 호시 고문관이 주도적으로 기초하고, 후임인 노자와 케이치

(野澤鷄一)고문관이 마무리 작업을 한 것이다.128) 위의 자료에 의하면 ｢
民刑訴訟規程｣을 제정할 때 일본인 호시 고문 및 그의 보좌원이 초안을 

제정하는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지만, 미야자키 보좌원의 주

장 외에 이를 입증할 공식적인 자료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일본공사의 법

률보좌원이 ｢民刑訴訟規程｣을 제정하는데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

다. 그러나 1895년 ｢裁判所構成法｣의 제정에 일본의 영향이 지대하였고, 

126) 官報 1895년 5월 2일.

127) ｢星亨在韓時代｣, 전기고본 13회; 문준영, 앞의 책(각주 9), 207~208면에서 재인용.

128) 鄭肯植, 앞의 책(각주 115), 151~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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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刑訴訟規程｣이 ｢訴答文例｣를 축약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동규정

의 제정주체는 조선이었으나 제정과정에서 일본의 압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규정은 완전한 자주적 입법이라 할 수는 없을 듯하다. 

  ｢民刑訴訟規程｣은 모두 제2장 44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 제1장은 

민사절차 규정이고, 訴狀, 答辯書, 判決書, 委任狀 등과 민사소송에 필요

한 절차를 25개 조에 걸쳐 설명하였다. 제2장은 형사절차법으로 公訴狀, 

告訴狀, 告發狀, 私訴狀, 刑事判決宣告書, 上訴書 등의 양식을 규정하였

다.129) 하지만 ｢民刑訴訟規程｣은 지나치게 간략하여 빠진 내용이 적지 않

았다. 특히 管轄, 缺席判決, 强制執行의 방법 등이 대표적인 입법의 불비

였다. 그래서 ① 法部令 第4號 ｢民刑訴訟의 節次에 관한 件｣130), ② 法部

令 第8號 ｢執行處分規則｣131), ③ 法部令 第9號 ｢廷吏規則｣132), ④ 奏本 ｢
山訟事件을 民事로 聽審하는 件｣133) 등이 제정ㆍ공포되었다.

  이러한 ｢民刑訴訟規程｣은 1905년 ≪刑法大全≫이 제정된 이후에도 민

사소송법의 준거법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1905~1908의 舊民集의 민사

판결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규정은 1895부터 1908년 7월 

｢民刑訴訟規則｣의 공포시까지의 민사소송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134) 

  ｢民刑訴訟規程｣의 제정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

다. 첫째, 동법은 절차법 규정만 모은 최초 단행 절차법이었다는 점이다. 

동법의 입법으로 실체법과 절차법이 형식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던 전통법제를 탈피하여, 이 법으로부터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이 시

작된 것이다. 둘째, 동법은 무엇보다 재판절차의 ‘형식적인 면’에 통일을 

이루었다. 즉 소장 및 판결서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다음으

로 ｢民刑訴訟規程｣에 의한 민사소송 서류의 양식의 변화를 살펴본다. 

129) 본 연구의 목적은 민사소송을 알아보는 것이므로, 형사소송에 관한 제2장 부분의 설명은 생

략하기로 한다.

130) 官報 1895년 5월 3일.

131) 官報 1895년 7월 17일.

132) 官報 1895년 7월 17일.

133) 官報 1900년 5월 1일.

134) ≪刑法大全≫ 제정과 ｢民刑訴訟規程｣의 관계는 본 연구 제3장 제2절 Ⅰ.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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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민사소송 서류의 정비 

1. 재판절차에서 조선어의 공식언어화

 

   민사소송 영역에서 ｢公文式｣이 크게 기여한 것은 법언어의 변화였다. 

즉 ｢公文式｣의 제14조는 “법률과 칙령은 국문을 위주로 하고, 한문은 附

譯하거나 국한문을 혼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른 변화는 전시대의 

법령이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것이었다. 그리고 ｢
裁判所構成法｣에 의해 재판소의 공식 언어로 ‘조선어’를 사용하게 되었으

며, 소송관계인 중 조선어에 능통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통역을 

사용할 수 있었다(裁判所構成法 제51조). 그리고 외국인이 소송관계인인 

경우 판사가 외국어에 능통하면 그 외국어로 구두로 審訊할 수 있었지만, 

소송기록은 조선어로써 작성하여야 하였다(동법 제52조). 뿐만 아니라 ｢
民刑訴訟規程｣의 訴狀ㆍ答辯書ㆍ判決書 등도 모두 국한문 혼용체로 작성

되었다. 

  이러한 입법들에 의해 민사소송에서도 한문을 배격하고 국한문 혼용체

를 사용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민사재판정의 공식 언어는 조선어였으며, 

민사판결서에서도 국한문 혼용의 언어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언어를 조선

어(국한문혼용체)를 사용하게 되면 한자를 아는 양반계층만 소송에 쉽게 

접근 가능한 것이 아니다. 즉 한자를 잘 모르는 평민계층도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고, 평민계층의 피고가 소를 제기당한 경우에도 한글로 된 답

변서 제출이 가능해졌던 것이다. 이렇게 한문을 사용하지 않고 국문을 공

식적 언어로 삼은 것은 자주독립을 표방한 갑오개혁의 성격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135) 특히 민사소송의 영역에서 국문

의 사용은 ‘소송의 대중화’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135) 鄭肯植, 앞의 책(각주 115),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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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着名ㆍ署押에서 印章으로의 변화

  조선시대의 문서에는 手決(花押)이 존재하였다. 즉 수결을 통해 그 문

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명시하고, 문서의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착명ㆍ서압은 문자의 자형을 기본 바탕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문자로 읽힐 수 있는 판독적 특성이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추상적인 특성

도 있었다.136)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문서뿐 아니라 分財記, 去來明文 등 

법률문서에서도 착명ㆍ서압이 존재하였으며,137) 판결서에 해당하는 決訟

立案에도 착명ㆍ서압이 존재하였다. 즉 조선시대에는 개인 간의 법률문서 

및 공식적인 결송입안에서도 착명ㆍ서압을 통해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

하고, 공문서로서의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법률문서의 착명ㆍ서압도 錯綜되어 위조문서‚ 위격문서의 등장 등 폐해가 

많았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개화기의 법률문서인 판결서ㆍ위임명령장ㆍ소장ㆍ

답변서를 작성할 때 통일적인 인장을 사용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게 되었

다. 당시 정부에서 사용하는 인장에 대한 일괄적이고 통일된 지침은 

1894년 ｢公文式｣에서 시작되었으며, 공문식에 의해 법률과 칙령, 외교관

련 문서, 관리 임명장에 印璽를 사용하게 되었다.138) 이후 1895년 6월 1

일 ｢公文類別及式樣｣139)에 의해 훈령ㆍ지령 등에 더 이상 署押을 사용하

지 않고 官章으로 대용하게 하였다.140)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인장의 사용

에 대한 용례를 정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재판절차에 사용된 인장은 여러 

법령에 그 용례가 규정되었다. 법부는 재판소의 印章을 직접 만들어 각 

136) 박준호, ｢조선시대 着名ㆍ署押 양식 연구｣, 古文書硏究24(한국고문서학회, 2004), 173~174

면.

137) 박준호, ｢手決(花押)의 개념에 대한 연구-禮式으로서의 署名과 着押-｣, 古文書硏究20(한국

고문서학회, 2002), 95면 참조.

138) 김건우, ｢갑오개혁기 ｢공문식｣과 공문서의 변화｣, 古文書硏究29(한국고문서학회, 2006. 8), 

137~162면.

139) 官報 1895년 6월 1일.

140) 鄭肯植, 앞의 책(각주 115), 76~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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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에 교부하였다(勅令 第50號 ｢裁判所處務規程通則｣제13조). 또 법부

에서 순회재판소 판사의 인장도 만들어 교부하였다(奏本 ｢巡廻裁判所細則

｣제7조).141) 민사판결서에는 수반판사의 인장을 반드시 사용하였다(法律 

第2號 ｢漢城裁判所官制｣제5조). 또한 재판정에서 소송인ㆍ증인 기타자의 

진술한 要領과 기타 사건에 필요한 사항을 필기한 기록을 작성하여 당해 

판사ㆍ서기가 기명하고 押印하였다(｢民刑訴訟規程｣ 제11조). 즉 인장에 

관한 법령들에 의하면 판결을 내린 판사 및 주사는 판결서의 말미에 본인

의 성명 및 인장을 명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판결서에서 이를 지

켰는지 살펴보자. 그 중에서 1895의 4월 22일에 판결된 최초의 한성재

판소의 민사판결서를 우선 살펴보자.

<그림 2> 최초의 판결서(1895년 4월 22일)와 판사의 서명날인

141) 官報 1900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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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판사들의 서명날인 예1

 

<그림 4> 판사들의 서명날인 예2

  

   

  <그림 3>의 1899년의 판결서142)에는 재판장 兪箕煥, 판사 李根澔, 판

사 閔泳璇, 예비판사 金澤, 예비판사 朴慶陽, 주사 柳遠聲이 모두 기명날

인하였다. <그림 4>의 1900년 판결서143)는 판사 洪鍾宇, 吳相奎, 朴慶陽, 

金基肇, 李徽善과 주사 李稱翼이 모두 기명날인하였다. <그림 2>는 1895

년 4월 22일의 최초의 민사판결문이다. 이 최초의 민사판결서에도 판사

의 인장이 찍혀있다. 위 판결서를 보면 재판을 한 재판장 및 판사 그리고 

주사들까지 기명하고 압인을 하였다. 따라서 당시 민사판결서는 인장의 

용법에 관한 ｢民刑訴訟規程｣의 규정을 충실히 따라 작성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대중의 입장에서 어떤 판사가 판결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인장의 사용은 판결서에서 법적 판단의 주체와 책임을 명확히 한

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판결서의 작성과정이나 혹은 작성 후에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고친 부분에 날인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당시 법에 명시된 사항이

었다. 당사자가 재판정에서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데(民刑訴訟規程 

제7조), 이때 모든 서류는 淨書하여 2통을 작성하고 고친(塗抹ㆍ改竄) 個

所에는 押印하여야 하였다(동규정 제8조). 실제 판결서 중 문구작성에 오

142) 高等裁判所, 1899년 5월 30일, 光武 3년 제25호, 舊民集 제2권, 91면. 

143) 平理院裁判所, 1900년 6월 9일, 光武 4년 제14호, 舊民集 제17권, 115~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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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가 생긴 경우에 그 부분을 고치고 압인을 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誤記를 수정한 押印 1 

 

<그림 6> 誤記를 수정한 押印 2

  <그림 5>의 판결은 1895년 ‘債訟에 관한 건’144)이다. 판결서 오른쪽 

판결요지를 보면 처음에는 “가옥 값 889냥 6전(家舍價 捌百捌拾玖兩陸

錢) 변상하라고” 판시하였는데, 수정한 개소에 “410냥(肆百拾兩)”으로 

144) 漢城裁判所, 1895년 9월 15일, 제133호, 舊民集 제1권,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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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고 동그라미를 그렸다. 그리고 수정한 개소에 재판소의 인장을 날

인하였고, 판결서의 상단에 수정한 글자의 개수를 4개라 적었다. 판결서

의 왼쪽을 보면 “不報”를 “不給”으로 수정하였고, 역시 상단에 수정한 글

자는 1개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림 6>의 판결은 ‘어음전(於音錢)에 관

한 건’145)에 대한 건이다. 여기서 판결서의 좌측에 판결이유 중 “原告가 

得債以給하였는데” 부분을 “原告가 得債以給 劉氏하였는데”라 수정하고 

새롭게 삽입한 “劉氏”부분은 인장으로 날인하여, 고친 개소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렇게 판결서를 작성할 때 글자의 오류로 수정하거나 새롭게 글

자를 추기할 필요가 있으면, ｢民刑訴訟規程｣의 규정을 따라 인장으로 압

인을 하였다.

  이처럼 1895~1907년까지의 민사소송에서는 위의 ｢民刑訴訟規程｣의 규

정에 의해 인장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1908년 2월~7월까지의 민사소송

에서는 이전의 민사소송과 달리 인장을 사용하지 않은 예가 등장한다. 판

결서의 말미에 판사 및 주사들이 기명하고 날인하는 것이 원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08년의 판결서 몇 개에서는 판사들의 날인이 없는 대신 그 

사유를 적시한 것이 있다. 그 사유는 크게 ‘由’, ‘病’, ‘不捺’이다. 다음의 

판결서의 예를 살펴보자.

<그림 7> 판사 박용태가 ‘病’으로 

不捺

 
<그림 8> 판사 이범직이 ‘由’로 

不捺 

145) 漢城裁判所, 1904년 6월 9일, 光武 8년 제351호, 舊民集 제23권, 361~363면.



- 53 -

 

<그림 9> 판사 박용태가 ‘不捺’

  1908년 민사판결서에서 재판을 한 판사들이 기명은 하였지만, ‘病’, 

‘由’, ‘不捺’이라 쓰고 인장을 찍지 않은 것은 법령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 관해서는 1895년 ｢民刑訴訟規程｣에 규정되지 않았으며, 1905년 

≪刑法大全≫에 규정되지도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病’은 판사가 병으로 판결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한다. 그 예는 

<그림 7>에 예시를 든 1908년 7월 평리원재판소의 ‘地段價에 관한 

건’146)이다. 이 판결에서 판사 洪鍾檍, 洪祐晳, 金基肇, 宋振玉는 인장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판사 朴瑢台는 ‘病’이라고 적시하고 인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다. 유사한 사례로 1908년 2월 ‘水座價에 관한 건’,147) 1908년 6

월 ‘債訟에 관한 건’148)등 모두 3건이 있다. 

  둘째, ‘由’는 판사의 휴가로 재판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다. 그 예는 <그

림 8>의 1908년 3월 한성재판소의 ‘於音錢에 관한 건’149)이다. 이 판결

146) 平理院裁判所, 1908년 7월 6일, 隆熙 2년 민제163호ㆍ隆熙 2년 제142호, 舊民集 제46권, 

37면.

147) 平理院裁判所, 1908년 2월 14일, 隆熙 2년 민제48호ㆍ隆熙 2년 제25호, 舊民集 제46권, 

307면.

148) 漢城裁判所, 1908년 6월 9일, 隆熙 2년 집제18호ㆍ隆熙 2년 제228호, 舊民集 제47권, 93

면. 

149) 漢城裁判所, 1908년 3월 23일, 隆熙 원년 민제700호ㆍ隆熙 2년 제102호, 舊民集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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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판사 金喆鉉, 皮相範, 李源國은 기명ㆍ날인을 하였는데, 판사 李範溭
은 휴가를 갔으므로 ‘由’라고 적시하였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1908년 4

월 ‘菜田 소송에 관한 건’,150) 1908년 4월 ‘家貰錢에 관한 건’,151) 1908

년 5월 ‘物價에 관한 건’,152) 1908년 4월 ‘給金에 관한 건’,153) 1908년 

4월 ‘債訟에 관한 건’154)등 모두 10건이 있다. 

  셋째, 판사가 ‘不捺’을 한 것이다. 그 예는 위의 <그림 9>인 1908년 3

월 ‘利益金에 관한 건’155)이다. 재판장 洪鍾檍, 판사 洪祐晳, 金基肇, 宋振

玉은 기명ㆍ날인하였으나, 판사 朴瑢台는 기명날인하지 않고, 기명을 한 

뒤 ‘不捺’이라고 썼다. 이는 다른 판사와 재판 결과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不捺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만 당시 판결서의 내용에 다수의견ㆍ소

수의견을 표시하지 않아 예단하기는 곤란하지만, 굳이 ‘不捺’이라는 표현

을 쓴 것은 재판결과에 동의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위의 예시처럼 판결서에 도장을 날인하지 않은 ‘事由’를 명시한 것은 

다음 1907년의 法部指令 때문이었다.

 

서류 및 판결서 등을 살펴보는 것은 판사들뿐이며, 한번 도장을 찍으면 

판사는 다시 도장을 찍지 않는다. 만약 의견이 하나로 되면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공정한 판결이 되겠는가. 따라서 

판결할 때 날장을 하거나 판사가 판결을 날장하지 않은 사유를 상세히 

적는 것이 타당하다.156)

241~245면. 

150) 漢城裁判所, 1908년 4월 6일, 隆熙 2년 민제41호ㆍ제139호, 제48권, 255면, 舊民集 제48

권, 255면. 

151) 漢城裁判所, 1908년 4월 18일, 隆熙 2년 민제132호ㆍ隆熙 2년 제142호, 舊民集 제48권, 

267면.

152) 漢城裁判所, 1908년 5월 3일, 隆熙 2년 민제218호ㆍ隆熙 2년 제161호, 舊民集 제48권 

277~278면.

153) 漢城裁判所, 1908년 4월 10일, 隆熙 2년 제151호, 舊民集 제52권 136~143면.

154) 漢城裁判所, 1908년 4월 10일, 隆熙 2년 제14호ㆍ隆熙 2년 제133호, 舊民集 제47권, 83

면. 

155) 平理院裁判所, 1908년 3월 24일, 隆熙 원년 제1723호ㆍ隆熙 2년 제49호, 舊民集 제46권, 

179~182면.

156) 大韓每日申報 1907년 8월 23일: 法部指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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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당시 법부는 판사들이 捺印을 하지 않는 사유를 명시하여 판결에 대

한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 훈령에 의해 ‘病’, 

‘由’, ‘不捺’등 사유를 명시한 판결이 등장한 것이다. 이는 현재는 합의가 

안 되어도 날인하여야 하고, 기명날인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라도 

그 사유를 적는 것과 다른 점이다. 

  한편 1907년까지 중앙의 정부의 공문서 및 판결서 등에서는 이 규정이 

비교적 잘 지켜졌으나, 지방에서 작성된 공문서 및 판결서에는 개혁된 인

장사용례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였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예컨대 일본인 

사법보좌관 야마구치(山口)가 조선의 인장에 대해 회고하며 “1907년경까

지 한국의 문서라고 하는 것에는 인장이 없었으므로 성명을 쓰고 그 밑에 

花押을 했다. 그리고 이 花押은 매우 애매한 것이어서 어느 것은 가로 줄 

하나를 그어둔 것도 있어 문서 작성의 眞否에 관한 판단이 매우 어려웠

다.”157)라 하였다. 과연 야마구치의 회고가 타당한지 지방의 請願書 혹은 

訴狀을 살펴보자. 

<그림 10> 1901년 최인품이 정읍군수에게 제출한 ‘請願書’  

  

157) 南基正 譯, 日帝의 韓國司法府 侵略實話(六法社, 1978),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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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1906년에 신성수가 진안군수에게 제기한 訴狀

  

  <그림 10>은 1901년 최인풍이 정읍겸금구군수에게 제출한 請願書158)

이다. 이 청원서에 대해 정읍군수는 청원서에 답변을 하며 날인하였다. 

<그림 11>은 1906년에 신성수가 진안군수에게 제기한 訴狀159) 이다. 이 

소장도 날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인장이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은 1899년의 所志160)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위 2

건의 사례를 보면 일본인 보좌관의 회고처럼 1907년까지 조선에서 소장 

및 청원서에 인장이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물론 지방의 判決書 및 請願書 중에 날인되지 않은 것도 있었으므로, 

야마구치의 주장이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 즉 지방의 판결서 및 공문서 

중에 한자만으로 작성되었던 것도 있고, 조선시대의 결송입안처럼 작성된 

것도 있다. 그러므로 당시 중앙행정기관의 개혁입법이 지방에까지 완전하

158) 請願書, 1901년 10월 일자 불명, 최인풍이 정읍군수에게 선산에 투장한 자를 찾아내어 그

로 하여금 掘移하도록 판결해 달라는 청원서이다. 문서의 형식은 청원서이지만 내용은 訴狀에 

해당된다.(호남기록문화시스템 http://honam.chonbuk.ac.kr/)

159) 訴狀, 1906년 8월 일자 불명, 辛成洙가 鎭安郡守에게 피고 金洛中이 선산에 투장하고 늑탈

하려하므로 무덤을 파서 옮길 것을 요청하며 제기한 訴狀

    (호남기록문화시스템 http://honam.chonbuk.ac.kr/)

160) 所志, 1899년 2월 일자 불명, 무안군 일로면에 사는 박희봉이 함평군수에게 제기한 소지에

는 인장은 없고 수결만 존재한다.

(호남기록문화시스템 http://honam.chonb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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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적용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림 10> 및 <그림 11>

에 의하면, 1895년 이후의 개혁입법에 의해 ‘所志’라는 전통적인 용어 대

신 ‘請願書’, ‘訴狀’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다. 또한 청원서와 소장의 용지

도 판결서의 재판용지와 같이 10행 20자의 양식에 따랐고, 소장과 청원

서에 인장도 사용하였다. 따라서 재판제도 개혁이 지방에서도 어느 정도

의 성공은 거두었다 할 수 있다.

  야마구치의 주장과 달리 지방에서도 이처럼 인장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

라, 그 인장의 용법에 대한 다툼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창원부윤

이 민ㆍ형사 판결서에 ‘裁判所의 印’이 아니라 ‘府尹의 印’을 사용하였던 

건에서 당사자들이 이러한 인장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판결서는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161) 또한 평안남도 재판소 판사서리 참서관 

서상규가 법부에 인장의 용법에 대해 질품한 사례도 있다. 즉 “각 군수의 

서리를 군주사가 맡으면 인장이 없으며, 참서관이 맡으면 印은 없고 章만 

있다. 그런데 章은 ‘참서관의 章’을 쓰고, 印은 ‘재판소의 印’을 쓰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므로 이를 법부에서 지령해 달라”162)고 청원하기도 했다. 

그러자 법부에서는 각 재판소에 “판사 서리가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서리

의 고유한 인장을 사용하지 않고 서리직의 인장을 이용하는 것이 오래된 

관례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리를 할 때에는 공문에 서리의 직과 성명을 

법례에 따라 쓰고, 인장은 서리자가 그 서리직을 맡기 전의 고유한 본관

직의 인장으로 쓸 것”163)이라 훈령하였다. 즉 1907년 11월 이후에는 법

부의 훈령에 의해 서리는 본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판결서에 책임유무를 

분명히 할 것을 법식으로 정한 것이었다. 또한 지방에서는 지방재판소의 

인장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며, 부윤의 인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못한다 

하였던 것이다.

  이후 1908년 閣令 제2호 ｢印章規程｣164)이 새롭게 공포되어 각 관청에

161) 皇城新聞 1907년 2월 4일: 訟案獨裁

162) 대한매일신보 1907년 11월 9일: 서리의 인장

163) 皇城新聞 1907년 11월 3일: 本職印章使用

164) 官報 1908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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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무상 처리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내각 중추원 및 각부본청의 印은 2촌, 내각 및 각부의 소관관청의 

印은 1촌 8푼, 내각 및 각 부 기타 소관관청의 印은 1촌 5푼, 친임관 章

은 1촌, 칙임관의 章은 9푼, 주임관의 章은 7푼, 친임관의 章은 6푼으로 

하였다(제1조). 官印은 官廳 및 局課의 칭호를 새기고, 官章은 각 해당 관

명 또는 직명을 새겼다(제3조). 위 ｢印章規程｣에 의해 관청에서 쓰는 것

은 ‘印’이고, 관리가 쓰는 도장은 ‘章’으로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의해 정

부의 각 관청에서 사용하는 印章에 관한 공식적인 기준이 마련되었고, 인

장의 크기 및 용법의 지침이 마련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이상을 통해 조선시대의 착명ㆍ서압이 개화기에 인장으로 변화하는 과

정을 살펴보았다. 인장은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사용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판사ㆍ주사는 인장을 날인하여 판결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다. 둘째, 판결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고친 개소를 압인하는 

것은 판결서의 ‘위조 및 변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판사가 판결

서에 날인하지 않는 경우 ‘由’, ‘丙’, ‘不捺’등의 사유를 명기하여 판결에서 

책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인장은 1895년 최초의 판결서부터 등장하였고, 재판서의 ‘형식

화ㆍ정형화’를 통해 재판체계를 다듬는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한편 일본

인 사법보좌관들에 의하면 개화기의 조선에서는 인장을 사용하지 않고 한

두 줄 지령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하였지만, 일본인들의 주장과 달리 

지방에서도 인장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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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서의 형식적 변화(決訟立案과 判決書의 차이)

(1) 조선시대의 決訟立案  

  조선시대의 판결서는 決訟立案이었다.165) 이에 관해 ≪經國大典≫<禮

典>｢立案式｣조에서 ① 某年月日某司立案 ② 右立案爲某事(문서의 형식) 

③ 云云(내용) ④ 合行立案者(발급의사) ⑤ 堂上官押 堂下官押(발급자)등

과 같은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규정하였다.166) 보통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방어를 

한다. 결송입안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과 방어에 대해 官府가 객관적인 제

3자적 입장에서 판단을 내려 입안을 발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시대의 민사소송절차는 당사자가 신청을 하고 관련되는 자료 등을 제

출하여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제출하는 주장과 자료 

등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면서 최종적으로 관부에서 판단을 내리는 방식을 

취하였다. ≪大典會通≫<禮典>[立案式]에 의하면 입안의 진정성을 나타

내기 위해 입안의 마지막 부분에 당해 관원들이 서압을 하는데, 결송입안

의 경우에는 당상관은 서압을 하고 당하관은 서압을 하면서 동시에 성명

을 쓰도록 하였다. 그리고 문서를 이은 부분 및 날짜 부분 글자를 지우거

나 고친 사이에 관인을 찍어서 위조를 방지하고 추기를 막는 등의 형식을 

취하였다.167) 

165) 1661(顯宗2년)의 漢城府 決訟立案에 대한 연구로는 朴秉濠, 韓國法制史攷(법문사, 1974), 

292~309면.

    ≪經國大典≫<禮典> [立案式]

   決訟立案則堂上官ㆍ堂下官僉押, 當該堂下官, 押上直書姓名 

某年月日某司立案 

右立案爲某事云云, 合行立案者 

堂上官押 堂下官押

166) 1517년 安東府 決訟立案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鄭肯植, ｢1517년 安東府 決訟立案 분석｣, 法
史學硏究 제35호(한국법사학회, 2007), 18면.

167) 자세한 결송입안의 형식 및 내용에 대해서는 鄭肯植, 위의 글(각주 166), 19~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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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화기 민사판결서의 형식

  조선시대와 달리 개화기에는 민사판결서의 용지에 관해 법에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즉 1895년 4월 11일 法部告示 제1호 ｢裁判用紙에 관한 件

｣168)에서 “지금부터 재판용지는 백지반절을 사용하여, 10행 印札紙를 만

들고 1행에 20자씩을 기입하여 謄書하는 것이라고 정한다.”라 하였다. 실

제 판결서의 예를 들어보자.

<그림 12> 1902년 한성재판소 ‘家舍소송에 관한 건’  

 

<그림 13> 1902년 경기재판소 ‘宅舍ㆍ租苞 소송에 관한 건’

 

168) 官報 1895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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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는 1902년 한성재판소의 ‘家舍 소송에 관한 건’169)의 판결이

고, <그림 13>는 1902년 경기재판소의 ‘宅舍ㆍ租苞 소송에 관한 건’170)

의 판결이다. 같은 1902년의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裁判用紙에 관한 件｣
에서 규정한 재판용지의 한쪽 면의 10행 20자의 형식이 다름을 알 수 있

다. 즉 한성재판소는 8행 19자이고, 경기재판소는 10행 29자이다. 그 외

의 1895~1905년까지의 다른 판결서의 형식을 보면 1행에 20자를 지킨 

판결서도 있으나, 보통은 10행 17자, 23자, 25자 등 일정하지는 않았다. 

판결서를 직접 작성한 서기 혹은 판사의 글씨크기 등에 의해 조금씩 차이

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나, 대체적으로 행과 글자 수에 관한 형식을 잘 지

키고 있었다. 개화기 판결서는 조선시대와 달리 ‘인쇄된 규격용지’에 판결

서를 작성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러한 재판용지의 형식적인 변화는 

조선시대의 결송입안과 비교가능하다. 조선시대에는 재판의 용지라는 것

이 없었으며, 白紙의 용지에 결송입안을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개화기의 민사판결서의 양식을 살펴보자. 우선 ｢民刑訴訟規程

｣의 판결서의 양식과 舊民集의 실제 판결의 예를 통해 판결서의 기본적 

양식을 살펴보고, 이를 조선시대 결송입안과 비교해 보자.

169) 漢城裁判所, 1902년 3월 7일, 光武 6년 사건번호 불명, 舊民集 제18권, 237면.

170) 京畿裁判所, 1902년 8월 26일, 사건번호 없음, 舊民集 제43권, 79~88면.

 ①    開國   年    ② 第 何 號 

 ③        判決書 

 ④                  住址                               職業 

                        原告                          姓名 

 ⑤                  住址                                職業 

                        被告                          姓名 

 ⑥     判決의 要旨 

    被告는 原告訴求에 應하여 債錢을 辦償함이 타당하다.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함. 

           原告訴求에 應할만한 理由가 無함.                         原告

 ⑦     理由 

 原告(被告)의 主張은 債券(證據)에 照하여 其 正直한줄을 認함. 此에 對하여 被告(原告)의 

訴答(陳供)은 某某然故로 正當이라고 하며 可치 아니하니 因하여 原告의 訴求 被告의 訴求

는 其 理由가 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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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1896년 한성재판소 ‘債訟에 관한 건’

  <그림 14>의 판결서는 1896년 ‘債訟에 관한 건’171)이다. 판결서의 작

성순서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① 연도, ② 사건번호, ③ 재판의 종류(판

결서ㆍ결석판결서ㆍ결정서), ④ 원고주소ㆍ이름ㆍ나이ㆍ직업, ⑤ 피고주소

ㆍ이름ㆍ나이ㆍ직업, ⑥ 판결요지, ⑦ 판결이유, ⑧ 판사의 기명 및 판사

의 인장, ⑨ 서기의 기명 및 서기의 인장의 순이다. 이러한 민사판결서는 

｢民刑訴訟規程｣의 판결서의 양식을 비교적 충실히 따른 것이었다. 특히 

‘판결이유’는 “원고(피고)의 주장은 質卞(書證ㆍ對質ㆍ論辯)에 비추어 정

직함을 인정한다.”는 투식어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은 육하

원칙에 의해 이러이러하며, 이에 반해 피고의 주장은 육하원칙에 의해 어

떻다”는 식으로 판결문을 작성하였다. 판결서를 작성할 때 판사는 증거를 

171) 漢城裁判所, 1896년 8월 3일, 建陽원년 제266호, 舊民集 제5권, 34면.

         開國 年 月 日 

 ⑧              裁判所印             某某裁判所 判事姓名                   官印  

                                                         (會審判事 數名 有한 時에는 連署) 

 ⑨                                             書記 姓名                   官印  

<표 5> ｢民刑訴訟規程｣ 判決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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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판단하였으며, 양 당사자의 대질에 의해 시시비비를 따졌다. 그리고 

판사는 당사자의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를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

렸다. 이에 의해 판사는 원고 혹은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식으로 판

결을 하였다. 이와 같은 민사판결서의 작성과정은 조선시대의 결송입안의 

구조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개화기 판결서와 결송입안의 형식에서 다른 점도 있었다. 첫째, 

판결서는 서두에 ‘事件番號’를 명기하였다는 점이 결송입안과 다르다. 둘

째, 결송입안은 당상관이 서압하고 당하관은 서명ㆍ서압을 하였지만, 판

결서는 판사 및 서기가 모두 서명ㆍ날인하였다. 셋째, 판결서에는 판결의 

요지와 판결의 이유를 분리하였던 반면, 결송입안은 양자의 구별이 없었

다. 넷째, 판결서의 분량이 적절하게 조절되었다는 점에서 결송입안과 다

르다. 결송입안은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 증인의 신문, 재판관의 

법적인 판단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기에 분량이 비교적 길었던 반면, 개화

기의 민사판결서는 증인의 신문, 제출된 증거의 내용 등은 자세히 기재되

지는 않았고, 당사자의 주장과 법관의 판단만 기재되어 있다. 이런 점에

서는 조선시대의 결송입안이 개화기의 민사판결서보다 더 사실관계를 알

기가 더 쉬운 장점도 있다. 

  개화기 민사판결서는 조선시대의 결송입안과 달리 형식적으로 정형화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판결서의 용지의 형식을 정하고, 언어를 규정한 

점에서 형식적인 통일성을 갖추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인 법부

보좌관들은 민사판결서의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즉 漢城裁判所ㆍ

平理院 등에서는 위 판결서의 형식을 비교적 잘 지켰으나, 지방에서는 판

결서의 형식이 통일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통감부기의 고쿠

분(國分) 輔佐官은 “지방의 재판의 형식은 訴狀의 한 구석에 한 두 줄 정

도의 指令을 쓰는 데 지나지 않고 따로 판결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172)

라고 회고하기도 하였다. 그의 말이 맞는지 다음의 두 사례를 통해 살펴

보자.

172) 南基正 譯, 앞의 책(각주 157),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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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1905년 ‘山訟事件’

<그림 16> 1901년 순천군 판결서 

  <그림 15>의 사례는 1905년 4월 박희봉이 함평군수에게 제기한 산송

사건의 訴狀173)이며, 이는 고쿠분(國分)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이다. 

즉 박희봉이 제기한 산송사건의 소장의 뒷부분에 함평군수가 4줄로 작성

하여 원고에게 돌려준 것이며, 소장에 題音한 것으로 판결서를 갈음한 것

이다. 그러나 <그림 16> 1901년에 순천군수의 판결서174)는 고쿠분(國分)

173) 訴狀, 1905년 4월, 무안군 朴凞奉이 咸平郡守에게 제기한 소장: 투장자가 투총을 파내지 않

으면 무덤을 옮기지 못하므로 피해자가 직접 발거하게 해달라는 소제기이며, 군수는 총주가 없

으면 굴이할 수 없으므로 총주를 잡아 올 것을 명령함.

    (호남기록문화시스템http://honam.chonbuk.ac.kr/) 

174) 判決書, 1901년  10월 28일, 순천군수의 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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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과 다르다. 이 판결은 박희봉 사례처럼 소장의 뒷부분에 몇 줄 적

어 돌려준 것이 아니라, ｢民刑訴訟規程｣의 조문에 충실히 따른 판결서를 

작성한 것이다. 더욱이 판결서용지의 규격도 한성재판소 및 평리원의 규

격과 같으며, 판결서의 언어도 국한문 혼용이었고, 판결을 내린 군수의 

인장도 있었다. 따라서 일본인 보좌관들의 회고처럼 일부 지방에서 소장

에 한두 줄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을지 모르나, 지방에서도 ｢民刑

訴訟規程｣을 충실히 따른 판결이 있었다.

Ⅲ. 민사소송의 운용

1. ｢民刑訴訟規程｣ 등에 의한 민사소송

  ｢民刑訴訟規程｣ 제1장은 민사소송절차를 규정하였는데, 제1관은 始審裁

判所라는 제목 아래 19개의 조문을 규정하고 제2관은 上訴裁判所라는 제

목 아래 6개 조문을 규정하였다. 결국 동규정에서 민사소송에 관련된 조

문의 수는 모두 25개였으며, 민사소송에 관한 간략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

만 우선하여 규정되었다. 하지만 25개 조문만으로는 민사소송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규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裁判所構成法｣의 제정과 함께 1895년 3월 25일 勅令 第50號 

｢裁判所處務規程通則｣도 공포되었는데, 이 법령은 판사의 업무 및 재판소

의 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民刑訴訟規程｣이 제정ㆍ공포

된 지 1년 후인 1896년 12월 26일에 法部訓令 ｢裁判所細則｣175)이 제정

되었는데, 동법은 민사소송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民刑訴訟規程｣, ｢裁判所細則｣, ｢裁判所處務規程通則｣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시기의 민사소송절차를 槪觀할 수 있다.

    (호남기록문화시스템http://honam.chonbuk.ac.kr/)

175) 官報 1896년 12월 26일.



- 66 -

(1) 始審裁判의 절차

1) 訴狀과 答辯書의 提出 

  ｢民刑訴訟規程｣은 원고가 始審裁判所에 제출하는 訴狀 및 피고가 제출

하는 答辯書의 형식을 규정하였다. 즉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呈]하는 소

장 또는 답변서는 다음의 안에 준하여 작성하였다(民刑訴訟規程 제1조). 

다만 민사소액사건은 예외적으로 취급하였는데, 즉 청구하는 금전과 물건

의 구분 없이 엽전 50냥 이하의 경우에는 訴狀과 訴答書를 제출하지 않

고 구술로도 가능하였다.176) 

  그렇다면 동법에 의한 소장ㆍ답변서의 양식과 한성재판소에 실제로 제

출되었던 소장을 살펴보자.

176) 官報 1895년 5월 3일: 法部令 第4號 ｢民刑訴訟의 節次에 관한 件｣

        訴狀 

                  住址                          職業 

                      原告                      姓名 

                                                     年齡 

                  住址                          職業 

                      被告                      姓名 

                                                     年齡 

      訴求 

被告는 原告에 對하여 貸錢 本邊을 合하여 備報할 事와 竝 此 訴訟의 費用을 償報

할만한 旨의 裁判함을 請願함 

      事實 

原告는 미리 被告에게 邊 若干을 約하여써 錢 若干을 貸與하였으나 被告는 其 期

限이 經過하여도 備報치 아니하니 其 事實은 債券에 徵照하여 明함. 

   證據物은 別로 添付함 

          開國 年 月 日 

                                      原告 姓名                      印  

          某某裁判所長 姓名 座下 

<표 6> ｢民刑訴訟規程｣의 訴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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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訴答 

                  住址                          職業 

                      原告                      姓名 

                                                     年齡 

                  住址                          職業 

                      被告                      姓名 

                                                     年齡 

      訴答의 要旨 

被告는 原告의 訴求에 應할 만한 者 아니니 訴訟費用은 原告로부터 辦償함이 可하

다고 裁判함을 請願함. 

      事實 

原告는 被告에게 債전을 備報치 아니하였다 云하여도 被告는 일찍이 그것을 債用

한 事가 無하고 따라서 被告로서는 毫라도 備報를 怠한 事가 無하니 其 事實은 證

據에 徵하여 明白함. 

   證據物은 別로 添付함 

          開國 年 月 日 

                                       被告 姓名                印  

          某某裁判所長 姓名 座下 

<표 7> ｢民刑訴訟規程｣의 答辯書

<그림 17> 1906년 ‘債訟에 관한 건’의 訴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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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의 訴狀은 1906년 3월 14일 ‘債訟에 관한 건’177)의 소장이

다. 여기서 원고는 朴有觀이고 피고는 韓鎭成이며, 소구 내용은 “원고는 

피고에 대해 당오전 10만 냥과 官邊利子[법정이자]와 기한까지 갚지 않

은 것에 대한 손해금을 모두 받을 취지로 재판소에 청원한다.”는 것이다. 

즉 원고 박유관이 피고 한진성에게 대여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던 것이

다. 이에 대한 판결은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어음을 전당잡히고 차용

한 當錢 10만 냥을 관변이자와 함께 변상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실제 訴狀은 ｢民刑訴訟規程｣의 訴狀의 형식처럼 原告, 被告, 訴求, 事實의 

순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民刑訴訟規程｣의 소장양식이 실무에서도 그

대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장의 오른쪽에는 ‘定價金은 매 장

마다 엽전 1전’으로 한다는 인장이 있다. 당사자가 소장을 제출하려면 현

재 ‘인지’에 해당하는 ‘소장인찰지’를 구매하게 한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所志’를 제출할 때 백지의 용지를 사용하였지만, 개화기

에 소장의 양식을 규정한 이후에는 ‘소장인찰지’ 양식을 준수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대흥군 사는 김병도가 산송사건으로 경기재판소에 소를 제기

하였다. 이때 원고가 흰 종이에 訴狀을 써서 제출하였더니, 재판관이 신

식규례에 어긋난다 하고 그 소장을 白退하였다. 또한 구습에 젖어 신식법

례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훈칙하여 다음부터는 인찰지에 소장을 써서 제출

하게 하여 白退당하는 폐단이 없게 하라”고 하였다.178) 또한 1899년에는 

高等裁判所의 ｢訴訟章程｣에서도 소장으로 쓸 인찰지에 대해 규정하였다. 

즉 군에서는 그 군의 인찰지를 사용하고, 도에서는 그 도의 인찰지를 사

용할 것이며, 원고는 2장씩을 제출하여 한 장은 보존하게 하였다.179) 여

기서 소장을 2장씩 제출하게 하고 그 중 한 장을 해당 재판소에서 보관

하게 하였던 것은 소송관련 서류를 국가가 보관 및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에는 당사자가 제출한 所志를 국가가 보존

하지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 

177) 漢城裁判所, 1906년 3월 14일, 光武 10년 제86호, 舊民集 제28권, 301면.

178) 독립신문 1897년 12월 14일.

179) 皇城新聞 1899년 1월 9일: 訴訟申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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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현재 舊民集에는 判決書와 그 판결의 원인이 된 訴狀이 함께 

편철되어 있지 않다.180) 더욱이 판결서는 ‘사실관계’를 기재하지 않았으

며, 다만 사건명, 당사자, 판결요지, 판결이유 순으로 기재되어 있다. 제기

된 소에 대한 소장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판결서만으로는 판결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단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답변서는 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呈]하여야 

하였다(동규정 제9조).181) 이처럼 개화기에 소장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현행법과 다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
民刑訴訟規程｣에 송달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

다. 이 규정은 소가 제기된 뒤 15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舊民集에서 소장은 남아 있는 것이 있으나 답변서

는 남아 있는 것이 없어, 조문의 정확한 뜻을 알기는 어렵다.

  訴狀 및 答辯書의 실제 예시를 보여주는 것으로는 1907년의 “訴訟演習

會實況”도 있다. 이는 보성전문학교에서 열었던 ‘訴訟演習會’의 연습실황

이다.

180) 法部訴狀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형사소송 관련 고소ㆍ고발장ㆍ청원서이다. 자세한 것은 
法部訴狀, 奎章閣資料叢書 錦湖시리즈 訴訟案篇, 서울대학교 규장각, 2000참조.

181) 현행법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56조).

    訴狀

                           北署齋洞一統三戶            商民

                              原告   徐中淳            年三十三

                              右訴訟代理人辯護士 卞榮晩

                                              同 徐相楫

                           中署漢洞二統五戶            農民

                              被告   朴天煕            年三十一

     債務履行請求事件

  目的物

一, 秋麥五百石

右目的物을 金전으로 換筭면 二千圜一定 請求

前記秋麥 五百石을 被告 朴天煕로브터 原告의게 供給케 실 判決을 請求오며 訴訟費用도 

被告의게 負擔케 심을 請求
  事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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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및 <표 9>는 보성전문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소송실무상 訴狀과 答辯書182)를 연습하게 한 것이다. 일반인들에게도 유

익한 자료이므로 신문지상에서 공개하여, 민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참조하게 하였다. 연습회의 訴狀은 원고의 이름과 피고

182) 皇城新聞 1907년 6월 5일: 訴訟演習會實況(訴狀); 皇城新聞 1907년 6월 6일: 訴訟演習會

實況(答辯書)

    光武九年九月二十五日에 原告가 被告 朴天煕로브터 秋麥 五百石을 買入기로 約束고 其

秋麥은 十年六月二十九日에 新麥을 供給기로 고 同時에 代金으로 爲先一千五百圜을 

支給얏더니 同十年六月二十九日이 經過야도 其麥을 供給치 아니으로 同年七月三日

에 原告가 其麥을 請求기 爲야 被告 朴天煕를 往訪고 昨年九月二十五日에 約束 
秋麥 五百石을 供給라고 請求오니 …(中略)… 如此 道理기 有올잇가 原告 該麥 

五百石을 影子도 不見고 先與 一千圜을 乾沒  아니라 又五百圜을 請求오니 被告

로 야곰 右秋麥 五百石을 供給 後에 五百圜을 推去케 야쥬심을 伏望.

          光武十一年六月 日

                                         原告   徐中淳

        漢城地方裁判所裁判長  閣下 

<표 8> 訴訟演習會實況: 訴狀

    答辯書

                            中署漢洞二統五戶           農民

                               被告    朴天煕          年三十一

                               右訴訟代理人辯護士 南亨祐

                                               同 金奎炳

                            北署齋洞一統三戶           商民

                               原告    徐中淳          年三十三

  答辯要旨

    原告訴狀에도 陳述과 치 果然再昨光武九年九月廿五日에 原告와 秋麥 五百石을 買賣 
次로 契約을 成立온 後에 該麥은 昨十年六月二十九日에 供給기로 고 爲先該麥의 

代金으로 新貨 一千五百圜을 領受온 바 該麥價 昨年六月의 麥價時勢 依야 妥定기

로 얏더니 昨年에 至야 麥況이 大凶야 果然麥 五百石을 難辦온 것을 僅僅히 麥 

五百石을 辦得와 六月二十八日에 原告에게 供給 次로 陸路로 馱去다가 原告의 所陳

과 如히 萬山洞에 至야 日沒온 故로 不得已야 …(中略)… 矣身은 些少間이라도 不責

任 事가 無고 全然히 不可抗力을 依야 物의 滅失을 生 것이오니 矣身의 五百圜請

求가 何에 不當 理由가 有올잇가 眞所請此原告의 請求 賊反荷枚이오니 自己의 物을 

自己가 損失고 其損害 他人의게 及코져 이오니 엇지 如此 理가 有올잇가 右事實

을 詳細 照亮심을 伏望.

          光武十一年六月 日

                                            被告   朴天煕
        漢城地方裁判所裁判長  閣下

<표 9> 訴訟演習會實況: 答辯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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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름을 적시하고 ‘債務履行請求事件’이라는 제목 아래 사실관계를 적

시하고 있다. 새로운 민사소송이 시작된 1907년에 연습회가 행하였기에, 

‘債務履行’, ‘請求’ 등의 법률용어가 등장할 수 있었다. 또한 答辯書는 피

고 이름, 원고 이름을 적시한 뒤에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에 대한 피고의 

답변사항을 적시하였다.

  이처럼 ｢民刑訴訟規程｣에 소장과 답변서의 형식이 규정되었고, 실제 판

결서도 동규정에 따라 소장 및 답변서를 작성하였다. 조선시대의 결송입

안은 판결서에 사실관계를 시간의 순서로 적시하고, 당사자의 주장 및 판

관의 법적 판단을 서술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개화기의 판결서는 당사

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사의 법적판단을 기술하였으므로, 개화기의 판

결서만으로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단점이 있다. 

2) 訴訟費用 

  한국 속담에 ‘송사에 휘둘리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여

러 가지 의미가 있으나, 특히 지루한 법정공방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피해가 막심한 것을 지적하는 말이다. 즉 민사소송절차에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소송비용의 부담문제이다. 조선시대에는 소송비용(혹은 수수료)을 

패소자가 부담하지 않았으며, 재판에서 승소한 사람이 관청에 입안을 신

청한 경우에 한하여 입안을 발급받는 대가로 소정의 ‘作紙[질지]’를 납부

하였다.183) 이는 소송물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달랐으며,184) 판결을 받을 

때 내는 ‘作紙’를 면포로 받을 때에는 법문에 따라 20권을 넘지 않았

다.185) 이러한 ‘作紙’는 소송비용으로 볼 것인지 소송수수료로 볼 것인지 

애매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사람이 결송입안을 받기 위한 수익자 

부담의 비용의 측면이 강하였다. 반면 개화기는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던 점에 차이가 있다.

183) 朴秉濠, 앞의 책(각주165), 285면

184) ≪大典續錄≫ <戶典> [雜令]: 凡決訟該用紙 家舍得決 瓦家一間二卷 草家一間一卷 斜出則瓦家

一間一卷 草家一間十張 田地得決則十負二卷 斜出則一卷 奴婢得決則一口三卷 斜出則一卷 皆用楮

注紙 毋過二十卷.

185) ≪受敎輯錄≫ <戶典> [作紙]: 決訟作木 依法文 毋過二十卷 [康熙壬寅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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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재판을 받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비용을 지

급하는 裁判有償主義와 재판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불이

익을 주는 敗訴者負擔主義가 있으나,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법제

가 더 많다.186) ｢民刑訴訟規程｣에서도 소송비용은 본인ㆍ대인 또는 증인 

등의 출두일비 및 재판소에 제출하는 서류ㆍ인료ㆍ잡비용을 패소자[落訟

者]가 승소자[勝訴者]에게 지급하라 하였다(동규정 제6조). 그렇다면 실

제 舊民集의 판결서에서 소송비용에 관한 법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알아

보자.

<그림 18> 1905년 한성재판소 ‘산송에 관한 건’

<그림 19> 1902년 한성재판소 ‘家券에 관한 건’

186) 전병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간의 검토｣, 民事訴訟13-2(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2009), 153~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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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는 ‘山訟에 관한 건’187)이며, 판결요지는 “피고는 원고 청구

에 따라 先山 가장자리 앞에 勒葬한 아비의 묘를 이장해야 한다.”라 하였

다. 피고가 패소한 사례로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송비

용은 피고의 부담이다.”라고 하였다. 즉 개화기 민사판결서의 판결요지에

는 ‘원고[혹은 피고] 승소’라는 문언과 함께 ‘소송비용은 피고[혹은 원고]

가 부담한다.’라고 적시하였다.

  그런데 <그림 19>의 ‘家券에 관한 건’188)의 판결요지는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집문서를 찾아 문서 주인에게 각각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

였다. 그런데 피고가 패소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

담한다.”고 하였다. 이는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의 원칙에 어긋나는 판결

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그렇다면 위의 두 사례는 모순되는 것이다. 개화기에는 민사소송에서는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충실히 지켰다. 다만 1902년 및 

1903년에 이를 어긴 판결들이 있었다. 정확히 1901년 7월 한성재판소까

지는 패소자부담의 원칙을 잘 지켰는데, 1901년 8월 28일 한성부재판소 

판결189)부터 “소송비용은 (원ㆍ피고가) 각자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러한 상황은 1903년 7월까지 계속되었으며, 1903년 8월 6일 판결190)부

터 다시 패소자부담의 원칙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1904년 판결에서도 

다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한다.”191)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왜 소송비용의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 일시적으로 지켜지지 않

았을까? 원칙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변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民刑訴訟

規程｣의 소송비용에 관한 조문이 개정되지도 않았다. 다만 1901년 7월 

22일 勅令 第16號 ｢漢城府裁判所官制 改正｣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1898년 2월 9일 勅令 第5號로 ｢漢城府裁判所官制規程｣192)이 공포되어 

187) 漢城裁判所, 1905년 5월 19일, 光武 9년 제341호, 舊民集 제24권, 425~428면.

188) 漢城裁判所, 1902년 6월 2일, 光武 6년 제204호, 舊民集 제19권, 25면.

189) 漢城府裁判所, 1901년 8월 28일, 光武 5년 민제7호ㆍ제4호, 舊民集 제16권, 211~214면.

190) 漢城府裁判所, 1903년 8월 6일, 光武 7년 제96호, 舊民集 제20권, 345면. 

191) 漢城裁判所, 1904년 6월 28일, 光武 8년 제381호, 舊民集 제23권, 제467~476면.

192) 官報 1898년 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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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재판소의 직원으로 수반판사는 한성부 판윤을 겸임하고, 판사는 한

성부 소윤이 겸임하였다. 그런데 1900년 11월 30일 勅令 第48號로 ｢漢

城裁判所官制 改正｣193)가 반포되어 다시 행정관리가 수반판사 및 판사를 

겸임하는 것을 금하였다. 그 후 다시 1901년 7월 勅令 第16號로 ｢漢城府

裁判所官制 改正｣194)을 반포하여 수반판사는 판윤이 겸임한다고 하였다. 

위의 1901년 8월 28일 한성부재판소 판결의 수반판사는 嚴俊源이었다. 

그는 무과출신으로 1901년 6월 2일 從二品에 승진하였고, 6월 2일 한성

부판윤 칙임3등에 임명되고, 7월 24일 한성부재판소 수반판사에 임명되

었다. 즉 한성부재판소 수반판사와 한성부판윤을 겸임하였던 것이다. 

  그 시기 민사소송에서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원ㆍ피고 

각자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한 이유는 1901~1903년까지의 재판소 

판사들의 출신성분과 그들의 신식법에 대한 반감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즉 당시 실권 관원들은 보수파였고 전통적인 문ㆍ무과 출신이었다. 따라

서 이들은 전통적인 경전에 밝았으며, 신식 법률은 불필요하다고 하였다. 

도리어 신식법 때문에 혼란이 야기된다는 주장까지 하였다. 그들은 당사

자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이 공평에 맞는 것이라 여겼던 것이다. 

하지만 ｢民刑訴訟規程｣에서 정한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의 원칙은 일시적

인 후퇴기를 제외하면 舊民集에서 비교적 잘 지켜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에는 소송비용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규

정되지 않았고, 1907년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졌다.

  이처럼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개화기 민사소송과 승소자가 ‘作

紙’를 부담하는 조선시대 민사소송의 차이는 무엇 때문인가? 조선시대에 

승소자가 ‘作紙’를 부담하였던 것은 수익자 부담의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民刑訴訟規程｣에 의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함은 패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게 하는 것이다. 소송비용을 패소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한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

193) 官報 1900년 12월 3일.

194) 官報 1901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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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裁判의 편의와 공정을 위한 제도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심리가 시작되었다. 

이때 사건처리의 편의를 위해 소송사건은 수리의 순서에 따라 번호를 정

하고 그 순서대로 심리하였다(民刑訴訟規程 제12조).195) 그렇다면 실제 

판결에서도 ｢民刑訴訟規程｣ 제12조와 같이 수리 순서에 따라 번호가 매

겨졌는지 살펴보자.

              <그림 20> 1904년 6월 28일 ‘海稅 

利金에 관한 건’

 

<그림 21> 1904년 6월 28일 

‘資本錢에 관한 건’

 <그림 22> 1904년 6월 29일 

‘債訟에 관한 건’

  

  위의 세 판결은 모두 한성재판소의 판결이다. <그림 20>는 1904년 6

월 28일 ‘海稅 利金에 관한 건’196)이고, <그림 21>은 1904년 6월 28일 

‘資本錢에 관한 건’197)이며, <그림 22>는 1904년 6월 29일 ‘債訟에 관한 

195) 舊民集은 사건번호를 “光武 7년 제222호, 光武 2년 민제621호, 光武 3년 제86호”등의 형

식으로 부여하였다.

196) 漢城裁判所, 1904년 6월 28일, 光武 8년 제381호, 舊民集 제23권, 467~476면.

197) 漢城裁判所, 1904년 6월 28일, 光武 8년 제382호, 舊民集 제23권, 477~4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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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198)이다. 세 판결은 접수 순서에 따라 光武 8년 제381호, 光武 8년 제

382호, 光武 8년 제383호 등으로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다. 그러므로 실제 

舊民集의 판결서는 ｢民刑訴訟規程｣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던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의 決訟立案에 사건번호가 없었던 것과 

비교된다. 조선시대의 결송입안은 판결을 받은 당사자에게 발급하였으므

로 사건번호가 불필요하였지만, 개화기의 민사판결서는 국가가 보관 관리

하였으므로 사건번호가 필요하였다.  

  그리고 각 재판소는 1년 동안 각 부 또는 각 판사가 매주 개청이 가능

한 재판일자를 미리 정하여 관내의 공중이 통행하며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였고, 개정기일에는 그 날 재판할 사건을 연속하여 심리 판결하였

다(｢裁判所處務規程通則｣ 제1조). 이 경우 소송인을 소환하는 시각 및 심

리하는 순서는 소송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판사가 정할 수 있었다(동규칙 

제2조). 

  각 재판소에는 訟廷仕進記199)를 두어 판사로 하여금 개정시각 전에 날

인하여 재판소 수반판사가 즉시 조사한 후에 檢印하고 만약 불출석한 자

가 있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이유 및 그 결말을 仕進記에 注記하였으며, 

그 抄錄은 재판소 수반판사가 매월 법부대신에게 제출하였다(동규칙 제3

조). 그리고 재판선고서와 기타 중요한 문서의 원본은 판사가 친히 작성

하였다(동규칙 제5조). 심리의 순서는 각 부 혹 각 판사가 접수하는 사건

의 號數에 따랐으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순서를 변경할 수 있었다

(동규칙 제7조). 판사가 訟廷仕進記를 작성하고 법부대신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와 판사가 판결서를 직접 작성하게 하는 제도는 판사의 책임을 

위한 것이었다. 한편 필요한 경우 접수한 사건의 순서를 바꾸어 심리하도

록 허용하는 것은 재판의 편의를 위한 제도였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재판의 공정을 위한 제도도 다음과 같이 마련되었

다. 1896년 12월 26일 法部訓令 ｢裁判所細則｣에 의하면 첫째, 외부인 및 

198) 漢城裁判所, 1904년 6월 29일, 光武 8년 제383호, 舊民集 제23권, 481~484면.

199) 官報의 원문은 ‘訟廷任進記’이지만 仕進記가 오늘날 출근부와 비슷한 단어였던 만큼‘訟廷

仕進記’로 보는 것이 문맥상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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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로운 편지의 왕래를 일체 금지하여야 하며, 만약 각부 관리가 公事로 

인하여 재판소 관리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집무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

나야 하였다. 둘째, 비록 재판소 관원일지라도 업무 시간에는 다른 집무

실을 왕래할 수 없었다. 셋째, 민ㆍ형사 재판정에 비록 재판소 관원이라

도 본인의 직무가 아니고서는 방청할 수 없으며 사사로운 접촉을 일절 금

하였다.200)

4) 재판의 심리 

  법에 의하면 재판의 심리는 공개하였다. 심리에서 민ㆍ형사사건의 변론

과정도 무도 공개하여 방청을 허용하였다(裁判所構成法 제46조). 또한 민

사소송으로 판결한 안건은 각각 그 개요를 모아 5일마다 법부에 보고하

였다(裁判所細則). 특히 재판의 공개를 법규정에 명문한 것은 이때부터이

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어떤 송사이든지 방청을 허락하여 누구든지 재

판소에 들어가 송사할 때에 재판관이 심리하는 것을 보고 들을 권리가 있

다. 방청인이 재판을 보고 듣는데 재판관이 감히 법률을 어기고 규칙에 

벗어나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재판정에서 당사자가 하는 말과 증거들

을 세상 사람이 알게 되므로, 조금이라도 법관 혹은 송민이 규칙에 어긋

난 일을 하면 곧 세상에 퍼질 것이다.”201)라 하여 재판의 공개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재판 공개의 원칙은 법에서 규정된 것과 달리 항상 

인정되었던 것이 아니며, ‘당사자가 청원’하는 경우에 허용되었다.202) 그

리고 공개재판을 하는 것은 사건이 중요하거나 소송 당사자가 유명인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았다.203) 

5) 判決

  판결은 바로 행하여야 하며, 기일을 정하여 이를 할 수 있으나, 結審한 

200) 官報 1896년 12월 26일.

201) 독립신문 1897년 11월 6일: 논설

202) 독립신문 1898년 8월 10일: 공개재판; 독립신문 1898년 11월 8일: 공개재판

203) 皇城新聞 1906년 5월 3일: 柳落李勝(內部參書官 柳成烈과 前判官 李承業이 여러 번 공개재

판함을 기록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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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7일이 지나지 않도록 하였다(民刑訴訟規程 제13조). 즉 결심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의 판결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절차에

서 당사자의 변론과 심리가 종료되면 종국판결을 하였다. 이때 판결은 구

술이 아닌 서면으로 하였으며, 반드시 판결서를 작성하였다(동규정 제14

조). 만약 소송인이 판결서의 등본을 원하는 경우 規費를 납부하여 이를 

청구하고 혹은 허가를 얻어 등사할 수 있었다(동규정 제15조). 특히 판결

서를 등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의미가 컸는데, 1908년 이후에는 판결등본

을 발급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民刑訴訟規則 91조).204) 그

런데 당사자가 판결서를 등사하여 받지 않고, 제1심에 제기한 소장을 상

소심에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래서 법부에서는 고등재

판소에게 “민사소송에서 지방재판소의 판결서를 첨부하지 않고 고등재판

소에 상소하면 고등재판소는 수리하지 말라.”205)고 훈령하기도 하였다. 

또한 1899년 高等裁判所에서 만든 ｢訴訟章程｣에 의하면 패소자가 상소할 

때 판결서 1부를 등사하여 발급해 주기를 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도 하

였다.206)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계속하여 판결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1901년에는 법부에서 각 재판소에 “민ㆍ형소송에서 승소

자도 판결서를 처음부터 발급받지 않고 패소자도 패소한 이유를 역시 題

給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는 소송법규에 흠결이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각 군에 신칙하여 발급받을 것”207)이라고 훈령하였다. 

  

(2) 상소절차

  원고 또는 피고는 시심재판소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상소할 수 

있었다(民刑訴訟規程 제20조). 상소를 하려면 상소의 취지를 기술한 상소

장을 상소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하였다(동규정 제23조). 상소가 제기되면 

상소재판소는 원재판소에 조회하여 소송기록을 송치하라고 청구할 수 있

204) 판결등본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한 것은 본 연구의 제4장 제2절 Ⅲ. 3. 민사집행제도 참조.

205) 皇城新聞 1898년 11월 3일: 其末乃現

206) 皇城新聞 1899년 1월 9일: 訴訟申明

207) 皇城新聞 1901년 8월 27일: 裁判規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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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동규정 제24조). ‘米價에 관한 건’에 대한 원심과 상소심의 판결을 

하나 예로 들어보자. 원심에서는 “원고 서춘선ㆍ김만녀, 피고 노덕인”이

며, 판결요지는 “피고는 원고 등의 청구에 따라 장물인 줄 모르고 쌀 2포

를 잘못 구매하였으니 장물 판매금의 절반을 받고 장물을 주인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208)고 판시하였다. 이에 피고 노덕인이 상소하였으며, 상소

심에서는 “원고 노덕인, 피고 서춘선ㆍ김만녀”이고, 판결요지는 “피고 등

은 원고 청구에 따를 만한 이유가 있음.”209)이라고 하였다. 현행법에 의

하면 상소심에서는 원고ㆍ피고라는 용어를 쓸 것이 아니라 ‘피항소인ㆍ항

소인’ 또는 ‘상고인ㆍ피상고인’이 타당할 것인데, 상소심에서도 ‘원고ㆍ피

고’라고 한 것으로 볼 때 당시로는 그러한 구분은 없었다.

  그리고 상소에는 기간이 필요하며, ｢民刑訴訟規程｣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원고 또는 피고가 원심에 불복하는 경우의 상소기

간은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였다. 순회재판소에 대한 상소

는 관할 순회재판의 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상소기간을 경과하여도 이

를 행할 수 있지만, 개정 후 10일을 경과하지는 못하였다(동규정 제21

조). 그리고 재판소에서 소송인ㆍ증인ㆍ감정인 등을 소환하는 경우에 반

드시 소환장을 받은 시간부터 출두시각까지 24시간 이상을 주었다(동규

정 제10조). 이후 1905년 ≪刑法大全≫ 期間에 관련된 규정에서도 申訴

하는 기간은 형사는 판결 후 5일 이내며, 민사는 판결 후 15일 이내였다

(형법대전 제20조). 

  따라서 1895~1907년까지는 민사절차의 控訴[抗訴]의 제기기간은 15

일이었다. 이에 대해 이토(伊藤)통감은 “한국과 같이 교통이 불편한 장소

에서 공소제기 기간 15일은 너무 짧으므로 이를 개정해야 한다.”210)고 

주장하였다. 이후 상소기간은 1907년 6월 法律 第1號로 ｢民事ㆍ刑事의 

訴訟에 關한 件｣에서 3개월로 늘었다. 그리고 1908년의 ｢民刑訴訟規則｣
208) 漢城裁判所, 1896년 6월 11일, 建陽 원년 제11호, 舊民集 제4권, 136~138면.

209) 高等裁判所, 1896년 6월 23일, 建陽 원년 제23호, 舊民集 제4권, 140~143면.

210) 이토 통감은 당시 한국은 교통이 지극히 불편하다고 하였다. 자신이 다녀본 조선을 회고하면

서 서울에서 평양까지 가는 데 몇 주가 걸렸고,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비나 눈이라도 오면 더

욱더 다니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南基正 譯, 앞의 책(각주 157),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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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控訴期間은 판결을 선고한 일로부터 민사에는 1개월이며, 형사에

는 5일로 규정되었다(民刑訴訟規則 제31조). 즉 1895~1907년까지 控訴

제기 기간은 15일이었는데, 1907년에는 3개월로 연장되었다. 그런데 다

시 3개월이 너무 길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1908년 이후에는 공소제기 기

간이 1개월로 다시 단축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민사소송의 상소제기의 

기간을 1달로 정하게 되었다. 또한 상소의 기간 중에 상소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상소심이 종료될 때까지 판결의 집행을 정지하였다(동규정 제22

조). 그리고 시심재판소에 대한 규정 중 상소재판소에 대한 규정과 저촉

되지 않는 것은 준용하였다(동규정 제25조).

(3) ｢執行處分規則｣과 집행명령제도 도입(1895~1904)

  개화기는 민사강제집행제도가 시작된 시기였다. 그 시작은 1895년 ｢民

刑訴訟規程｣에 의해 되었으며, 동 규정에 집행을 하기 위한 ‘執行命令書’

의 형식을 규정하였다. 즉 소송인이 판결을 집행하고자 할 때 해당 사건 

관할재판소에 청구하여 집행명령서를 받아야 하였다(民刑訴訟規程 제16

조). 집행명령서는 다음의 안에 준하여 작성하되 이를 판결서에 添綴하고 

재판소 印으로 契印하였다(동규정 제18조). 그리고 재판소는 집행명령서

를 발급하는 때에는 정리에게 명하여 집행을 완료하게 하였다(동규정 제

17조). 동규정에 의한 집행명령서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그렇지만 동규정은 강제집행의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 그래

     執行命令書 

原告姓名 對 被告姓名 某某의 訴訟 

右 別書 判決의 한 대로 執行할 事를 命함. 

      開國  年  月  日 

                             某某 裁判所 判事 姓名                          官印  

                                                        (會審判事 數名있는 때에는 連署) 

                                         書記 姓名                          官印

<표 10> ｢民刑訴訟規程｣의 執行命令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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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895년 7월 17일 法部令 제8호 ｢執行處分規則｣이 제정되어 강제집행 

절차가 보충되었다.211) 이에 의하면 재판소에서 집행명령을 할 때는 채무

자의 자력과 그의 사정을 작량해 7일 이상 2개월 이하의 기한 안에 집행

할 기한을 정할 수 있었다(동규칙 제1조). 그리고 재판소는 채무자가 다

른 사람에게 변제할 것이 있으면 채무증서[債券]의 유무를 조사하여, 만

약 그 債券이 있으면 당해 채무자를 불러 직접 집행권리자(채권자)에게 

변상하도록 명할 수 있었다(동규칙 제2조). 만약 廷吏가 이미 집행처분에 

착수한 후에는 그 물건에 대해 채무자는 물론 타인으로 하여금 침해하지 

못하게 하였다(동규칙 제6조). 그러나 집행처분에 관한 법령은 있었으나 

1895~1904년까지 실제 집행명령이 행하여졌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는 부

족하다.212)

2. 민사소송의 管轄制度 

(1) 조선시대의 관할

  개화기의 관할에 대해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조선시대 민사소송에서의 

관할을 설명하는 편이 개화기와 조선시대의 관할을 비교하기에 더 용이할 

것이다. 조선시대 민사소송의 관할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임상혁은 조선시

대의 민사소송 관할을 ① 재판권의 지역적 한계로서 土地管轄, ② 동일사

건을 심리하게 되는 여러 법원 간 재판권의 한계로서 審級管轄로 분류하

였다.213) 이에 따르면 土地管轄은 지방과 서울로 나누어, 지방에서의 토

지관할은 고을의 수령, 곧 목사ㆍ부사ㆍ군수ㆍ현령의 직무상 책임이 미치

는 지역과 일치하였다. 즉 원고는 피고가 속한 주ㆍ부ㆍ군ㆍ현의 수령에

게 제소하였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장예원, 한성부, 형조, 사헌부가 민사

소송을 담당하였다.214) 審級管轄은 지방의 수령에게 불복할 경우 관찰사

211) 官報 18945년 7월 17일; 이희봉, ｢한말법령소고｣, 학술원논문집19(학술원, 1980), 175면.

212) 1905~1908의 민사집행은 본 연구 제3장 제2절 Ⅲ 참조; 1908년 이후의 민사집행은 본 연구  

제4장 제2절 Ⅲ. 3. 참조.

213) 임상혁, ｢朝鮮前期 民事訴訟과 訴訟理論의 展開｣,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0,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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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호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이를 議送이라고 하였는데, 중앙에

서 지방행정의 감독을 위해 파견된 敬差官이나 御使에게도 할 수 있었다. 

심급을 위반한 소송은 越訴라고 하여 처벌대상이었으나 종종 받아들여지

기도 하였다.215) 의송제도 이외에도 신문고 및 상언ㆍ격쟁216)을 통해 억

울함을 호소하는 방법도 있었다.

(2) 개화기 관할 법제의 변화과정

  당시 위정자들은 관할에 관한 일반적인 법규정을 한꺼번에 입법하지 않

았으며, 관할제도는 여러 번의 개정을 걸쳐 입법되었다. 우선 1894년 지

방의 재판을 제외한 法務衙門의 대부분의 재판을 義禁司에서 임시로 담당

하였는데, 의금사를 법무아문임시재판소로 개칭하고 여러 재판을 모두 그 

재판소에서 하게 하였으며, 법무아문에서는 재판과 형벌적용 등을 못하게 

하였다.217) 이후 1895년 3월 25일 ｢裁判所構成法｣에 재판의 관할에 일

반원칙을 마련하였다. 각 재판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법부대신이 정하

게 하였다(동법 제2조). 이처럼 ｢裁判所構成法｣의 제정으로 재판소의 관

할을 정하여 판결을 하게 되었으나, 재판소가 설치되기 전에 이미 漢城府

에 소송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되었다. 

  1895년 4월 16일에 한성재판소를 한성부 中部 登天坊 惠政橋 근처에 

설치하여, 종래 漢城府 관할 안의 민ㆍ형사의 송사는 한성재판소의 심리

판결에 속하게 하였으며, 당시에 한성부에서 수리된 민ㆍ형사 송사 중 아

직 판결을 하지 못하였던 것은 모두 한성재판소에 이송하여 계속 재판하

게 하였다.218) 한 달 뒤인 1895년 4월 29일 공포된 ｢民刑訴訟規程｣에서

214) 朴秉濠, 앞의 책(각주 94), 330~332면.

215) 조선후기 산송사건에서 월소가 많았다. 이를 심급관할의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지방관이 토

호세력과 유착하여 일반 백성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越

訴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지적이 있다. 자세한 것은 전경목, ｢山訟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司法

制度 운용실태와 그 특징｣, 法史學硏究 18(한국법사학회, 1997); 同旨 김경숙, ｢조선후기 山訟

과 사회갈등 연구｣, 서울대학교 문학박사학위논문, 2002.

216) 상언격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韓相權, 朝鮮後期 社會와 訴冤制度(일조각, 1996), 19~31

면.

217) ≪承政院日記≫ 1894년 12월 16일.

218) 官報 1895년 4월 16일: 1895년 4월 15일 法部令 第1號 ｢漢城裁判所 設置에 관한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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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할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못하였다. 다만 동규정에 제1심에 

해당하는 始審裁判所와 제2심에 해당하는 上訴裁判所에서의 재판절차만

을 규정하였으므로, 동규정은 심급관할에 대해서만 간접적으로 규정하였

다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시에 심급관할의 규정을 어기고 郡과 道의 재판

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고등재판소에 소를 직접 제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1896년 법부에서 이를 엄금하는 훈령을 공포하기에 이르렀다.219)  

  그리고 초기에는 경기도 각 군도 한성재판소의 관할구역이었다. 이를 

알 수 있는 기록으로는 “경기도 관찰사와 각 군수들이 민ㆍ형소송을 직접 

한성재판소에 보내지 않고 수원으로 이송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수원

에서는 법부로 보내고 법부에서는 한성재판소로 이송한다. 이는 경기도 

관찰사와 군수들이 격례를 모르기 때문이다. 경기도관찰사는 재판관을 겸

하지 않는데 재판을 가끔 행하기도 하니 왜 그렇게 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경기도 관찰사와 각 군수들은 민ㆍ형사 간에 바로 한성재판소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220)는 기사가 그 근가가 된다. 

  그렇지만 경기도재판소와 한성재판소는 관할이 점차 명확히 구별되었

다. 그래서 한성재판소는 漢城안 인민의 사송만 청리하여야 하며, 경기도 

각 군 인민의 사송은 별도 재판소를 설치하여 청리하자는 청원이 법부에 

제기되기도 하였다.221) 그래서 1897년에는 法部令으로 한성재판소와 경

기재판소의 관할구역을 정하게 되었다.222) 그래서 경기재판소는 경기도 

35개 군의 민ㆍ형사를 관할하였고, 한성재판소는 한성의 민ㆍ형사를 관할

하게 되었다. 특히 漢城裁判所의 관할은 한성 안에 家居하는 사람과 寄留

하는 ‘사람’의 소로 한정되었다. 그런데 이 법령에서 ‘사람’이 ‘원고’인지 

‘피고’인지는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만일 干證이나 원ㆍ피고 대질의 편

219) 官報 1896년 12월 26일: 法部訓令 ｢郡과 道의 裁判을 거치지 아니하고 高等裁判所에 直訴

함을 금지하는 件｣
220) 독립신문 1896년 10월 3일.

221) 독립신문 1897년 8월 12일.

222) 官報 1897년 11월 20일: 1897년 11월 1일 法部令 第7號 ｢漢城ㆍ京畿裁判所의 管轄區域을 

定하는 件｣ 이에 의하면 漢城裁判所는 漢城五署를 관할하였고, 京畿裁判所는 경기를 관할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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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기타 이유로 인해 수반판사가 다른 재판소에 수리하는 것이 나은 경우

에는 고등재판소에 보고하였으며, 고등재판소에서 해당 안건을 관할재판

소에 이송하여 심사하게 하였다. 이때 해당 재판소에서는 초심하는 안건

으로 간주하였다.223) 하지만 1899년 전후 개화파의 실각, 보수파의 득세 

등에 의해 한성재판소는 폐지되었고, 결국 행정부인 한성부가 서울 지역

의 재판을 관할하게 되었다.224) 1904년에 이르러 다시 한성재판소와 한

성부가 분리되었고, 서울의 민형사 사건은 다시 한성재판소의 관할이 되

었다.

  반면 지방의 재판 관할은 서울과 다르게 운영되었다. 서울에서는 재판

소가 설치되었고 판사에 의한 재판이 가능하였지만, 당시 지방에서는 재

판소를 설치하고 인적 구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

방의 편의를 위하여 각 군수가 관내 일체의 소송을 청리하게 하였다.225) 

이에 지방의 군수가 민사소송을 처리하는 방침을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만약 각 군의 군수가 민ㆍ형사를 물론하고 疑義가 있거나, 형사에서 징역 

이상에 처하는 경우에는 재판소의 수반판사에게 질품하여 處辦을 기다려

야 하였다. 각 군의 백성들이 군수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개항장재

판소나 지방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었으며, 개항장재판소 및 지방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등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었다. 이때 상소기

간은 민사는 15일이었으며 형사는 3일이 원칙이었으나, 군수의 협박을 

들은 경우, 수소재판소의 휴정, 질병이 있는 경우 등은 기간이 지나도 수

리하였다.226) 또한 지방의 재판에서 경우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지 않아 

백성들이 어느 재판소에 제소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그래

서 법부에서 평안남도관찰사에게 훈령하여, 어느 고을에서 재판을 관할할 

223) 官報 1897년 11월 1일: 1897년 9월 12일 法律 第2號 ｢漢城裁判所官制規程｣
224) 官報 1898년 2월 2일: 1898년 1월 27일 奏本 ｢漢城ㆍ京畿裁判所를 廢止하여 漢城府ㆍ京

畿觀察府로 句管케 하는 件｣
225) 官報 1896년 1월 15일: 1896년 1월 11일 勅令 第5號 ｢各郡郡守로 該管內訴訟을 聽理케 

하는 件｣ 
226) 官報 1896년 6월 29일: 1896년 6월 25일 勅令 第29號 ｢各郡郡守의 該管內訴訟 聽理케 하

는 件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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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를 명확히 정하여 소를 제기함에 기준으로 삼으라 하였다.227)

  그렇다면 지방의 재판소는 실제 몇 곳에 설치되었을까? 1896년에는 함

흥재판소가 설치되어 운영되었으며,228) 1898년에는 독립된 경기재판소가 

폐지되었고,229) 경기재판소는 경기관찰부에 합쳐 설치되었다.230) 그리고 

개항장재판소는 昌原港ㆍ平壤港ㆍ沃溝港ㆍ城津港 등에 설치되었는데,231) 

이후 개항장재판소는 昌原ㆍ平壤ㆍ沃溝ㆍ城津재판소로 개칭되었다.232) 그

리고 龍川港ㆍ義州에도 재판소가 설치되었다.233) 당시 법부가 평리원을 

관장하였고, 평리원은 각도재판소에서 제기된 사건을 직접 관장하기도 하

였다.234)

  정리하자면 이 시기의 민사소송을 담당하였던 재판소는 서울의 경우 한

성재판소, 고등재판소(평리원)이었고, 지방의 재판소는 13도 재판소가 설

치되었는데, 지방에서는 주로 개항장을 위주로 재판소가 설치되었다. 그

리고 재판소가 등장하기 이전에 한성부 등에서 심리 중이던 사건은 그대

로 한성재판소 등으로 이전되어 심리하게 되었다. 반면 대부분의 郡 단위

의 경우에는 서울처럼 재판소가 따로 설치되지 못하고 郡守가 재판을 지

속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특히 지방에서 개항장을 위주로 재판소가 설치

된 것은 개항장의 민사 분쟁이 많았기 때문이다.  

  

(3) 舊韓末 民事判決集과 심급관할 

  어떤 재판소에 관할권이 있는지 정하는 것이 재판의 시작이다. 관할제

도 중 ｢民刑訴訟規程｣에서 시심재판소와 상소재판소로 나누어 심급관할을 

227) 독립신문 1897년 12월 7일.

228) 官報 1896년 1월 15일: 1896년 1월 11일 勅令 第4號 ｢咸興裁判所設置에 관한 件｣
229) 官報 1898년 2월 11일: 1898년 2월 9일 勅令 第4號 ｢漢城ㆍ京畿裁判所 廢止에 관한 件｣
230) 官報 1898년 2월 12일: 1898년 2월 9일 勅令 第6號 ｢京畿裁判所를 京畿觀察府에 設置하

는 件｣
231) 官報 1899년 5월 30일: 1899년 5월 25일 法部令 第4號 ｢昌原港ㆍ城津港ㆍ沃溝港ㆍ平壤市

裁判所管轄區域에 관한 件｣
232) 官報 1900년 12월 21일: 1900년 12월 19일 勅令 第53號 ｢昌原ㆍ城津ㆍ沃溝ㆍ平壤裁判所

를 設置하는 件 改正｣
233) 官報 1904년 11월 8일: 1904년 11월 4일 法部令 第3號 ｢龍川港ㆍ義州市裁判所 位置｣
234) 大韓每日申報 1906년 9월 21일: 平院句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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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당시 법에는 여타의 관할(합의관할, 

변론관할 등)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訴價의 개념이 명확

하지 못하였기에 사물관할이 문제될 여지가 적으며, 사실상 서울ㆍ경기 

등의 재판소만 제대로 운용된 점을 생각하면 합의관할, 변론관할 등을 논

의하기 적절하지 않다.

  개화기 민사소송에서 관할제도의 운용을 알아보기 위해 舊民集의 판

결서상 등장하는 재판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에 의하면 1895~1907년까지 한국의 재판소로는 한성재판소, 

고등재판소ㆍ평리원(임시겸찰평리원 포함), 경기재판소, 강원도재판소, 각

군재판소 등이 있었다. 위 표 중에서 한성재판소와 한성부재판소는 구분

하여 보아야 한다. 전술하였듯이 1895년에 한성재판소가 창설되었으나, 

사법제도의 복고화의 영향으로 1897년 한성재판소가 폐지되고 행정부인 

한성부가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판결에서는 ‘한성부재판

재판소 명 판결 수 재판소의 존치기간

1 한성재판소 2962건 1895년 4월 22일~1908년 7월 10일

2 한성부재판소 1225건 1897년 8월 26일~1904년 4월 3일

3 고등재판소 71건 1895년 6월 4일~1899년 6월 3일

4 임시겸찰평리원 2건 1899년 6월 13일~1899년 6월 15일

5 평리원 345건 1899년 7월 18일~1908년 7월 31일

6 경기재판소 152건 1899년 7월 13일~1907년 12월 28일

7 인천항재판소 11건 1901년 7월 8일~1907년 6월 26일

8 강원도재판소 9건 1902년 11월 27일~1907년 6월 26일

9 각 郡 재판소 10건 1907년 3월 12일~1908년 2월 22일

10 경성영사관 25건 1896년 5월 5일~1896년 12월 25일

11 경성일본영사관 48건 1906년 6월 22일~1905년 12월 6일

12 경성이사청 32건 1906년 7월 20일~1909년 10월 12일

13 나가사키(長崎) 공소원 4건 1903년 2월~1906년 6월 25일

14 경성지방재판소 37건 1908년 8월 11일~1909년 12월 29일

15 경성공소원 6건 1908년 10월 6일~1910년 4월 20일

16 통감부법무원 1건 1909년 6월 18일

17 경성지방법원 2건 1916년, 1918년 

18 고등법원민사부 2건 1910년 

<표 11> 舊民集의 재판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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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는 명칭으로 존재하였고, 1904년 한성부에서 한성재판소가 독립한 

이후에는 ‘한성부재판소’는 명칭은 없어졌다. 그리고 사실상 일본재판소인 

경성이사청, 경성일본영사관, 나가사키 공소원 등이 있다. 그 중 일본인 

원ㆍ피고를 관할하는 일본재판소는 여기서는 생략한다.

  우선 심급관할은 현행법은 4급 3심인 것에 비하여, 이 시기 민사소송의 

심급관할은 始審裁判所와 上訴審裁判所 두 개가 존재하였다. 위의 표에서 

심급관할을 알기 위해서는 한성재판소ㆍ한성부재판소와 고등재판소ㆍ평리

원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중 始審裁判所 즉 제1심 재판소는 크게 

서울을 관할하는 한성재판소와 지방재판소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 중 서

울을 관할하는 한성재판소가 제일 규모가 컸으며 판결의 수도 많았다.  

위 舊民集의 4948건의 판결서 중에서 한성재판소 판결서는 2962건이

고, 한성부재판소의 판결서는 1225건이며, 이 두 재판소 판결서를 합하면 

전체 판결서 대비 85%정도가 된다. 따라서 舊民集의 거의 대부분의 판

결서는 서울을 관할하는 한성재판소ㆍ한성부재판소의 판결이었다. 그리고 

1899년 복고기에 한성재판소를 폐지하고 한성부 소속의 재판소로 옮긴다

고 하였지만, 실제 민사판결집에서 등장한 판결서상 한성재판소와 한성부

재판소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명칭만 바

뀌었지 실제 민사소송을 하는 주체는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895년에 도입된 재판소 중 최초의 上訴審裁判所는 高等裁判所

였다. 당시 고등재판소는 한성재판소 및 인천재판소에서 행한 판결에 불

복하여 제기된 상소사건을 맡았다. 이러한 고등재판소의 인적 구성은 재

판장 1인, 판사 2인, 검사 2인 서기 3인이었다(裁判所構成法 제22~24

조). 舊民集 제52권의 4948건의 판결서 중 실제 판결이 남아 있는 고

등재판소 판결서는 1895년 6월 4일 판결235)부터 1899년 6월 3일 판

결236)까지 71건으로 그 시기 1464건의 전체 판결서의 수에 대비하여 

4.8% 정도이다. 이후 대한제국기의 上訴審裁判所인 ‘平理院’은 ‘高等裁判

235) 高等裁判所, 1895년 6월 4일, 開國 504년 6월 4일 제11호, 舊民集 제2권, 7면.

236) 高等裁判所, 1899년 6월 3일, 光武 3년 제27호, 舊民集 제15권, 117면.



- 88 -

所’가 명칭을 바꾼 것이었다. 평리원은 재판장 1인, 판사 4인, 검사 3인, 

주사 10인, 정리 4인으로 구성되었다.237) 그리고 고등재판소에서 평리원

으로 변경되기 전에 ‘臨時兼察平理院’이라고 하여 일시적인 재판소가 존

재하였다. 임시겸찰평리원은 ｢裁判所構成法｣이나 재판소에 대한 ｢官制｣등

에서는 규정되지 않았는데, 민사소송의 실무상 편의를 위해 고등재판소에

서 평리원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잠시 존재했던 재판기관으로 볼 수 있다. 

‘臨時兼察平理院’이 판결한 것으로는 1899년 6월 15일 ‘債訟에 관한 

건’238) 및 1899년 6월 13일 ‘田畓訟에 관한 건’239) 등 2건이 있다. 이후 

임시겸찰평리원은 ‘平理院’으로 개칭하였으며, 舊民集 전52권 4948건의 

판결서 중 ‘平理院’의 판결은 1899년 7월 18일 판결240)부터 1908년 7월 

31일 판결241)까지 모두 345건으로 그 시기 전체 판결서의 수 3484건과 

대비하여 대략 9.9%의 비율을 구성한다.

  이처럼 상소심재판소를 高等裁判所에서 平理院으로 변경한 것은 재판제

도의 복고화를 의도한 것이었다. 전술하였듯이 한성재판소를 폐지하고 한

성부로 재판소를 옮기게 되었는데, 이때 고등재판소를 폐지하고 상소심을 

담당할 평리원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를 두고 독립신문의 논설에서 “대

한정부에서 지금 옛 법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을 대강 듣고 말하였거

니와 이름을 재판소라 하든지 평리원이라 하든지 오직 공평한 법률만 실

시하면 국내에 억울한 백성이 없고 관민 간에 一心이 될 것”242)이라 논

평하였다. 즉 독립신문 논설에 의해서도 고등재판소가 평리원으로 이름이 

변경된 것은 재판제도의 복고화를 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경기재판소는 경기 3부 34군에서 불복하는 上訴案件을 청리하

게 하는 곳이었다. 이 경기재판소에서 수반판사 1인은 민사를 담당하였고 

237) 官報 1899년 6월 5일: 1899년 5월 30일 法律 第3號 ｢裁判所構成法 改正｣
238) 臨時兼察平理院裁判所, 1899년 6월 15일, 光武 3년 제5호, 舊民集 제2권, 99면.

239) 臨時兼察平理院裁判所, 1899년 6월 13일, 光武 3년 제2호, 舊民集 제10권, 309면.

240) 平理院裁判所, 1899년 7월 18일, 光武 3년 제18호, 舊民集 제15권, 147~150면.

241) 平理院裁判所, 1908년 7월 31일, 隆熙 2년 민제953호, 隆熙 2년 제158호, 舊民集 제48권, 

347면.

242) 독립신문 1899년 6월 8일.



- 89 -

판사 1인은 형사를 담당하였으며, 서기는 4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243) 

그리고 경기재판소의 위치는 서울 한성 平市署 앞이었다.244) 舊民集의 

4948건의 판결 중 경기재판소의 판결은 1899년 7월 13일 판결245)부터 

1907년 12월 28일 판결246)까지 모두 152건으로, 전체 판결 대비 3%정

도이다. 특히 舊民集 제17권, 제27권, 제33권에는 동일 당사자게 제기

한 동일한 사건에 대한 한성재판소의 판결과 평리원의 판결을 연속하여 

편집한 것이며, 이를 통해 서울에서는 한성재판소에서 불복한 것을 고등

재판소ㆍ평리원에 상소하는 원칙이 비교적 잘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성재판소ㆍ고등재판소의 구조와 경기지방군수ㆍ경기재판소의 

구조를 보면 제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나 피고가 상소심재판을 할 수 있

는 심급제도는 있었는데, 과연 그 심급은 몇 심이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를 위해 원심과 상소심의 재판관할은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다.

  <표 12>에 의하면 당시 서울에서의 재판은 제1심인 한성재판소에 불

복하는 경우, 고등재판소 혹은 평리원에 상소를 할 수 있는 심급관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반면 지방의 재판은 제1심은 군수에게 소를 

243) 官報 1897년 11월 1일: 1897년 9월 12일 勅令 第37號 ｢京畿裁判所 設置에 관한 件｣
244) 官報 1897년 11월 20일: 法部令 第6號 ｢漢城ㆍ京畿裁判所位置를 定하는 件｣
245) 京畿裁判所, 1899년 7월 13일, 사건번호 없음, 舊民集 제15권, 161~166면.

246) 京畿裁判所, 1907년 12월 28일, 제124호, 舊民集 제34권, 465~480면.

   【漢城管轄 裁判所】                            【地方管轄 裁判所】

                                                   
제2(3)심 平理院

 

                                                                 ↑

제2심 

高等裁判所ㆍ平理院                         

제2심 

道裁判所(京畿裁判所)

             ↑                                                   ↑     

제1심 漢城裁判所                         제1심 郡裁判所  

<표 12> 재판의 심급관할(1895~1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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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상소는 도재판소 등에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억울함이 있는 경우에 상소하면 서울에 있는 평리원에서 다

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의 경우 한성재판소에서 1심판결을 받은 

뒤에 항소하면 평리원에서 재판을 하였다. 그렇다면 한성의 재판은 2심구

조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방에서의 심급관할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방의 사례로 정광

현의 산송 건을 들 수 있다. 고양에 사는 정광현이 산지 매매 건에 대해 

고양군에 소를 제기하였지만, 군수에 의해 패소하였다. 그러자 정광현이 

다시 경기도관찰부에 소를 제기하였지만 패소하였다. 정광현은 분함과 억

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평리원에 소를 제기하여 다시 재판하였다.247) 이 

기록에 의하면 지방의 심급관할은 ‘郡’→‘道裁判所’→‘平理院’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지방의 경우 도재판소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평리원에 소

를 제기할 수 있었으므로, 지방의 재판은 2심인지 3심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대체적으로 이 시기에 심급관할 원칙이 대체적으로 잘 지켜졌다고 보이

지만,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경우도 있다. “근일에 억울한 일이 

있는 백성들이 한성재판소에 호소하면 평리원에 가서 호소하라고 한다. 

그래서 평리원에 가서 호소하면 법부에 가서 호소하라고 하고 법부에 호

소하니 한성재판소에 가서 호소하라 한다. 따라서 송민들이 소지를 가지

고 갈 곳이 없다 한다. 이는 속담에 미루쇠 법관인가 한다.”는 기사에서 

그런 사정을 알 수 있다.248) 이처럼 심급관할제도는 안정적으로 운용되지

는 않았다. 

  첨언하자면 한성재판소 및 평리원 등이 행정부인 법부의 소속이었다는 

점도 문제였다. 사법기관인 재판소의 상부기관으로 행정기관인 법부가 있

었음은, 진정한 의미에서 재판의 독립이라 평가할 수 없다. 물론 사법제

도의 근대화를 위해 잠시 평리원을 법부에서 분리하여 독립하고 법부대신

247) 大韓每日申報 1907년 6월 6일: 分半妥當

248) 대한매일신보 1907년 10월 13일: 시사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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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재판장을 겸임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參贊 윤덕영을 재판장으로 겸임

하게 하기도 하여 평리원의 독립을 꾀한 적도 있었다.249) 그렇지만 통감

부의 권고로 평리원은 다시 법부의 관하로 부속하도록 하였고, 재판장은 

법부대신이 겸장하기로 정하였다.250) 

  당시 법부에서도 越訴受理 및 심급관할의 위반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

를 엄금하려 하였다. 1906년 법부훈령에 의하면 “경기재판소에 수리하여 

판결하지 않은 朴始壽 등의 소송을 평리원에 越訴한 것을 수리함이 명확

하다. 이는 違格이므로 재판하는 것은 불가하다. 평리원의 판결은 모두 

취소하고 그 건에 대한 일체의 서류를 동봉하여 경기재판소로 환송하여 

바르게 재판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재판장과 수반판사는 월소된 안건을 

수리한 책임이 있으니 논죄하라”251)고 하였다. 이를 통해 비록 이 시기의 

심급관할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법부에서 심급관할을 엄격히 지키려

는 의지가 있었고, 심급관할을 위반한 재판관에게는 책임을 묻기도 하였

음을 알 수 있다. 

(4) 舊韓末 民事判決集과 토지관할 

  조선시대에는 원고는 피고가 속한 주ㆍ부ㆍ군ㆍ현의 수령에게 제소하는 

것으로 토지관할을 정하는 원칙이 법전에 규정되어 있었다.252) 일반적으

로 현행법상 토지관할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

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현행법은 모든 소송사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을 보통재판적이라 하며 피고와 관계있는 곳

을 기준으로 한다(민사소송법 제2조). 개화기에도 이처럼 원피고가 거주

지를 달리하는 경우 어떤 재판소에서 재판할 것인지 문제되었다. 

  ｢裁判所構成法｣ 및 ｢民刑訴訟規程｣에는 토지관할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

정하지 않았으며, 1908년 7월 ｢民刑訴訟規則｣에 이르러서야 토지관할에 

249) 皇城新聞 1906년 5월 30일: 法官遞任

250) 大韓每日申報 1906년 6월 22일: 法大例兼의 勸告

251) 大韓每日申報 1906년 7월 17일: 越訴受理의 論警

252)≪大明律≫<刑律>[告狀不受理條]: 若詞訟, 原告ㆍ被論在兩處州ㆍ縣者, 聽原告就被論官司告理歸

結, 推故不受理者, 各減犯人罪二等, 並罪止杖八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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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명문으로 규정되었다. 동규칙에 의하면 피고의 居地를 관할하는 재

판소가 소를 관할하며, 居地가 없거나 居地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후

의 住地를 居地로 간주하였다(동법 제64조). 하지만 法部令으로 한성재판

소의 재판관할을 정하는 것, 지방군수가 관내 소송을 청리하게 하는 것을 

볼 때, 이 시기에도 피고의 주소지를 토지관할로 하는 법원칙이 있었다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895~1908.7까지 피고의 주소지를 토지관할로 하는 원칙이 

실제 지켜졌는지를 살펴보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舊民集을 살펴보면, 

일본영사관 판결을 제외한 조선의 재판소 관할사건은 4828건이며, 그 중 

대략 4098건이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였다. 그렇다면 한

성재판소 및 평리원 판결에서 피고 주소지를 기준으로 토지관할을 정한 

건은 대략 85%의 비율이었다. 그런데 나머지 15%정도에 해당하는 730

건은 원고 및 피고 모두가 전라도에 거주하거나, 원고는 함경도 피고는 

충청도 거주, 혹은 원고는 서울인데 피고는 충청도인 사건, 원고와 피고 

모두 부산에 거주하는 사건 등이었다. 지방 거주자가 한성재판소에 제기

한 소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지만, 당시에는 한성재판소에 제기된 소를 

모두 심리하였다. 그렇다면 개화기에도 법에서 정하지는 않았지만 辯論管

轄도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지방에서 토지관할의 원칙은 어떠하였는지를 사례를 통해 살펴

보자. 예컨대 인천에 사는 安重基 및 李寅圭의 山坂의 사이에 일본인 타

케카와 모리츠구(武川盛次)의 산판이 있었는데, 산판을 다른 일본인에게 

매매하는 과정에 인천항 부윤 김창윤의 착오로 한국인의 산판까지 부당하

게 매매되었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건에서 두 명 한국인은 인천부윤 

김창윤을 피고로 경기재판소에 토지증명착오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 지

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경기재판소는 재판관할구역이 서로 

달라 판결을 할 수 없다 하였다.253) 

  한편 지방에서는 군수가 재판을 관할할 것인지 監理가 재판을 관할할 

253) 皇城新聞 1907년 7월 12일: 證明錯誤起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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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혹은 군수가 재판을 관할할 것인지 개항장재판소에서 관할할 것

인지 등이 문제되기도 하였다.254) 우선 군수와 감리의 관할 다툼은 다음

의 예에서 볼 수 있다. 沃溝郡守 崔永運은 外部에 “監理와 郡守는 서로 

직임과 권한이 다르므로, 內民訴訟은 군수가 담당하는 군의 재판소에 제

기하고 외교관계는 감리가 관할하는 감리서에 제기하는 것이 맞다. 그런

데 監理署에서 옥구항의 민사소송에 간섭하니 이는 前日本 監理가 부윤을 

겸직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은 관찰부 관할이고 감리서에서 관계할 바가 

아니므로 관찰부에서 재판을 시행하게 해 달라”255)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군수와 재판소간의 관할다툼의 사례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즉 

漆原에 사는 조영규가 김화숙의 조카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부

산 초량에 사는 김화숙에게 소를 제기하였던 사례이다. 이때 김화숙은 본

인에게 소제기 함은 억울하므로 바로 잡아 달라고 하였다.256) 이때 김화

숙의 사건을 부산항재판소에서 관할할 것인지,257) 동래군에서 관할할 것

인지 다툼이 생겼다.258) 그러자 김화숙은 평리원에 호소하였고, 동래 군

수 정영조도 법부에 김화숙 사건의 처리에 대해 보고를 하였다.259) 이에 

대해 평리원에서 동래군수에게 지령하기를 “첫째, 조카의 채무에 대해 삼

촌인 김화숙에게 채무액을 받아내려는 것은 부당하다. 둘째, 김화숙의 住

址가 부산항 안 초량에 있다. 이것은 부산항재판소의 관할이므로, 동래군

에서 수리하는 것은 격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소를 부산항재

254) 개항장에 감리가 설치되는 것은 1883년 8월 19일 인천ㆍ원산ㆍ부산 3개 개항장에 감리를 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감리는 개항장에 주재하는 각국영사와의 교섭, 개항장 내의 일체의 섭외 

통상사무관장, 개항장 내의 외국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과의 소송에 

대해 각국 영사와 공동으로 심리하며, 개항장경무서의 직무에 대한 감독권 행사하는 것이다. 자

세한 내용은 송정숙, ｢조선 개항장의 감리서(監理署)와 기록｣, 한국기록관리학회지13-3(한국기

록관리학회, 2013) 참조.

255) 外部全羅北道來去案, 1904년 1월 12일, 報告書 第1號, 규장각한국학연구원소장; 皇城新聞
1904년 1월 25일: 請遵章程

256) 司法稟報(乙), 1904년 2월 일자 불명, 문서 제목 없음: 族徵의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김화숙

의 상소 

257) 司法稟報(乙), 1904년 4월 5일, 訓令 第5號: 김화숙 사건에 대한 부산항재판소 판사의 군수

에 대한 훈령

258) 司法稟報(乙), 1904년 4월 6일, 報告: 김화숙 사건을 군수가 취급하는 것을 법외가 아니라

는 동래군수의 부산항재판소에 대한 보고 

259) 司法稟報(乙), 1904년 4월 2일, 報告 第1號: 김화숙 사건에 대한 법부대신에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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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로 옮기고 동래군수는 다시 간섭하지 말라”260)고 하였다. 이 건에서

는 흡사 현행법상 관할위반에 따른 이송과 유사한 법리가 등장하는데, 부

산 초량에 거주하는 피고의 재판관할은 부산항재판소에서 행하는 것이 타

당하며, 동래 군에서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개화기의 민사소송에서 한국의 접경지역(청나라,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한국재판소의 관할인가, 청나라ㆍ러시아의 재판소의 

관할에 해당되는지의 문제이다. 우선 청나라의 경계지역에 사는 한국인에 

대한 민사소송이 한국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지 문제되었다. 실제 함경북

도 鍾城의 吳三甲 등이 한국과 청국 간에 국경을 정해 官員을 파견하고,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백성을 우리 재판소의 관할에 있게 할 것을 청

원한 예가 있다.261) 또한 형사사건이긴 하나 청나라와의 재판관할에 대해 

平化의 檢事가 청국영토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대해 제기된 소를 수리할지 

여부를 법부에 질품한 예가 있었다. 그러자 법부는 “만약 그 사람의 이름

이 청나라 사람임이 명확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사

람의 거주지가 비록 청국의 영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청나라에 入籍하지 

않았으면 본래 우리 한국인이다. 따라서 정당한 우리의 현행법을 적용하

되, 체포ㆍ수색의 경우에는 청국의 관헌과 교섭하라”262)고 지령하였다. 

그리고 1904년 법부는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민사 분쟁에 대해 “龍川

郡ㆍ義州郡 양군이 재판소 관할구역을 반포하여 내외국민의 소송심판을 

각군의 판사가 수리하게 하라”263)고 훈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한국인이 러시아로 들어가서 사는 경우 한국 재판소의 관할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례도 있다. 법부는 “비록 러시아로 귀화한 사람이더

라도 우리나라 영역 안에 살고 있으면 조선신민으로 보아 재판하고, 조선

의 법률로 일체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서북지방의 각 지방관에

게 일체 훈령을 발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러시아에 귀화하여 러시아 국적

260) 皇城新聞 1904년 6월 3일: 萊民訴寃

261) 皇城新聞 1898년 10월 20일: 別報

262) 大韓每日申報 1907년 10월 23일: 邊界行法; 皇城新聞 1907년 10월 23일: 平北檢事報告

263) 皇城新聞 1904년 11월 17일: 訓飭兩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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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조선의 적을 상실한 자라 판단하기 불가하며 우리 

백성과 다름이 없다. 그들의 재산이 본국 영토 내에 있을 경우에 한하여 

조선의 법으로 일체 관할하여 민ㆍ형사소송을 하라”264)고 하였다. 

  이처럼 청나라 또는 러시아의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에 대하여 

한국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어느 나라 접경지인

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청나라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은 귀화하

지 않았으면 우리 재판소의 관할에 있다고 하였다. 반면 러시아 접경지역

의 한국인은 귀화를 하였더라도 영토 내에 살고 있는 백성이면 우리 재판

소의 관할에 속한다고 하였던 점이 다르다. 하지만 양자 모두 청과 러시

아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한국의 재판소에서 관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다는 점에서 관할권의 확장이라는 의미가 있다.265)

  이상을 통해 서울 및 지방 모두 비교적 토지관할의 원칙이 비교적 잘 

지켜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 거주지관할 법원에 소제기 하는 

비율이 85%에 불과한 것은 다음 이유 때문이라 생각된다. 첫째, 한성재

판소는 관할의 원칙을 비교적 충실히 지켰지만, 지방의 재판소는 재판소

가 설치된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즉 재판소가 실제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관할에 관한 법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지방의 재판소에서 관할해야 하는 사건이 한성재판소에 제기되면, 한성재

판소 판사들은 소를 돌려보내지 않고 사건을 수리하였다. 둘째, 소송요건

에 흠결이 있으면 본안판단으로 들어가지 않고 각하할 것인데, 당시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으므로 일단 재판소에 소가 제기되면 수리하였던 것이

다. 셋째, 관할위반의 이송 같은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1895~1908.7까지 민사소송법제에서 토지관할에 관해 법부령으로 한성

재판소의 관할을 정하기도 하고, 지방군수가 관내의 소송을 청리하기를 

정하는 등 피고의 주소지를 토지관할의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으

264) 皇城新聞 1908년 5월 31일: 法訓西北裁判所 

265) 일제시대에도 재외 한국인에게도 治安維持法을 확대 적용하여 관할권의 확장을 꾀한 예가 있

다. 水野直樹ㆍ이영록 역, ｢朝鮮에 있어서 治安維持法 體制의 植民地的 性格｣, 法史學硏究26

(한국법사학회, 2002), 62~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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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부족한 부분은 ≪大明律≫등 전통법전에 존재하는 피고의 소재지에 

소를 제기하는 규정을 개화기 민사소송의 준거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

다. 그리고 판결서를 살펴보건대 피고 주소지 관할원칙을 준수하였다 할 

수 있다.

(5) 개화기 민사소송에서 내ㆍ외국인간 관할

  한국에 거주하던 외국인과 한국인들 간의 민사 분쟁의 경우에 관할이 

문제가 된다. 즉 당시 한국에 일본인이나 청국인 등 외국인들도 많이 거

주하였는데, 만약 원고가 일본인이고 피고가 일본인이라면 일본영사재판

소의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 근거는 1876년 2월 27일 江華島條約(朝日

修好條約)의 조항에 의해 일본이 개항된 조선의 항구에서 치외법권을 가

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원고가 일본인(혹은 청국인)이고 피고가 한국인

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문제되었다. 이때 원고가 외국인이고 피고가 한국

인인 경우는 한국재판소에서 관할에 속하였다. 물론 지방(특히 개항장)에

서는 원피고가 한국인인 민사소송의 경우 군수가 관장하였지만, 외교관계

(외국인과의 소송)는 개항장의 監理가 담당하였다.266)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舊民集의 판결서 4948건의 판결서 중 외국인에 대한 

재판 건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266) 皇城新聞 1904년 1월 25일: 請遵章程

원고

외국인 한국인

피고

외국인 영사재판소의 관할(92건)
영사재판소의 관할(26건)

예외: 한성재판소 관할(2건)

한국인 한국의 재판소 관할(226건) 한국의 재판소 관할(4602건)

<표 13> 舊民集 외국인 한국인 소송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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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에 의하면 舊民集의 판결서 4948건 중에 한국의 판결서는 

4828건이어서, 한국의 재판소에서 관할하였던 사건이 약 97%였으며, 일

본영사재판소의 관할 사건은 3%였다. 그리고 한국의 재판소 관할사건 

4828건의 판결 중 외국인 원고가 한국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은 모두 

226건으로 약 5%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95%는 한국인 원고가 한국인 

피고에게 제기한 건이었다. 외국인이 원고인 사건 중 일본인이 180건으

로 제일 많았으며, 청국인이 그 다음이었다. 그렇지만 영국인, 미국인, 프

랑스, 독일인이 원고였던 사건도 존재하였다. 다만 피고가 외국인인 사건 

2건(청국인267) 및 일본인268))이 한성재판소에 제기된 점은 예외적인 사

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재판사례를 몇 개 들어보자. 우선 프랑스인에 관한 민사소송 사건

이다. 즉 “평리원에서 민사소송 중 신문할 것이 있어서 부령 李寅榮을 불

렀더니, 피고 이인영은 프랑스에 入籍하였으므로 재판소의 부름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하여 출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평리원은 한성부에 통지하

였고, 한성부에서는 이씨가 그의 처자를 데리고 프랑스에 入籍하였으니, 

정부에서 그 소장을 프랑스영사에게 송달하면 되고 해당 민사소송은 종결

한다고 보고하였다.”269) 이 건에서는 피고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였으므

로 한국의 재판소의 관할이 없으며, 프랑스의 영사재판관할에 속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평양 성내에서 미국과 프랑스 양국의 선교사가 땅을 매수한 일

로 발생한 분쟁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하여는 “이 건을 평리원에서 재판하

였는데, 이 때 외부 고문관 스티븐(須知分)과 평양감리 신대균이 동석하

여 심리ㆍ판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270)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의 분쟁

에서는 일본의 경우처럼 영사재판소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의 재판

267) 漢城裁判所, 1896년 6월 17일, 建陽 원년 제35호, 舊民集 제6권, 187면(피고: 청국상인 和

豊號, 李正儀, 包維周).

268) 漢城府裁判所, 1897년 12월 14일, 光武 원년 민제1088호, 舊民集 제10권, 61~64면(피고: 

마츠나가 타츠지로(松永達二郞), 李根培).

269) 大韓每日申報 1906년 5월 20일: 法籍得實

270) 皇城新聞 1905년 6월 10일: 地案會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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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서 시시비비를 가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외부 고문관이 재판과

정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었다. 그리고 외국인과 한국인이 재

판을 하게 되면, 한성재판소에 외국인과 교섭하는 권한이 있었으나, 평리

원은 외국의 公領事와 교섭하는 章程이 없어 한성재판소에 이송하였

다.271)

  그 중에서 당시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한국인 간의 민사 분쟁이 빈

번하였으며, 이 경우에 재판관할이 문제가 되었다. 1895년 재판소제도가 

등장한 직후 재판관할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 논란이 되었고, 일

본공사관과 한성부 간에 이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일본공사관의 기록을 

보자.

  종래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소송 안건은 민ㆍ형사를 물론하고 일본공

사관과 지방관청 즉, 漢城府와의 사이에 서면의 왕복만으로 적당히 처리

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1895년)에 조선 정부에서 ｢裁判所構成法｣을 공

포하고 이곳에 漢城裁判所라는 것을 설치한 이후 모든 외국인의 조선인

에 대한 소송사건도 역시 이 재판소에서 다루기로 되었다. 그러나 일본

인의 조선인에 대한 소송사건은 ｢日ㆍ朝 兩國 修好條規｣ 제8관에 의해 

다시 종전과 같이 실시할 것을 한성부관찰사에게 照會하여 이에 대한 

조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성부관찰사는 ｢裁判所構成法｣이 반포되었

으므로, 그러한 소송사건을 한성부에서 수리ㆍ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하

였다. 따라서 일본 공사관이 조회하는 사건은 일일이 漢城裁判所에 회송

하여 그곳의 심리 판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관찰사가 공사관에게 회답

하는 것으로 하였다. 즉, 관찰사는 다만 중간에서 이것을 중계하는 데 

불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도리어 소송사건의 해결을 지연, 정체

시키는 폐해가 있고, 또 기타 종래의 관례로서는 양국 官民을 위하여 소

송사건의 취급상 불편한 점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 나라 정부당국과 협

의한 뒤 ‘內規’를 정하였으며 당분간은 이를 시행한다.272)

  그래서 등장한 ‘內規’가 ｢日ㆍ韓 兩國人 교섭 소송사무에 관한 約定｣이

271) 皇城新聞 1903년 7월 16일: 敎民對質

272) 駐韓日本公使館記錄제10권(국사편찬위원회, 1986) ｢日ㆍ韓 兩國人 交涉 訴訟事務에 관한 

件｣; 원문 및 번역문은 한국역사통합정보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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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 내규에 의하면, 일본인이 原告가 되어 조선인에게 민사의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일본 영사관을 거쳐 조선의 해당 재판소에 出訴하고, 그 

手續[節次]은 모두 조선의 규정에 따랐으며, 소장 및 기타 소송서류는 일

본어로 적고 또한 일본어로 변론할 수 있었다(제1조). 반면 조선인이 원

고가 되어 일본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漢城府를 거쳐 일본 

영사관에 출소하고, 그 수속은 모두 일본의 규정에 따랐으며, 소장 및 기

타 소송서류는 조선어로 적고 또한 조선어로 변론할 수 있었다(제2조). 

  따라서 일본 공사관과 한성부의 조회ㆍ회답과 주한공사관에서 정한 내

규에 의하면, 원고는 일본인이고 피고가 조선인인 경우에는 조선의 재판

소에서 재판하게 하였고, 반대로 원고는 조선인이고 피고가 일본인인 경

우에는 일본의 영사재판소에서 재판하게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몇 년 후 1899년 한국인과 일본인의 민사소송이 다시 문제가 

되었다. 1899년 8월 10일에 한성부 판윤 金永準이 법부대신 趙秉式에게 

보낸 다음 보고서를 보자.

  일본공사관에서 한성부 판윤에게 공문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주장하

였습니다. 그 내용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한국인에게 소송을 제

기하려면, 일본공사관을 경유하고 또 직접 소장을 한성재판소에 제기하

여 재판소에서 심리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은 1895년 3월의 ｢裁

判所構成法｣의 제10조에서 한성 및 각 개항장 재판소 위치를 지정하고, 

11조에서 한성재판소가 외국인이 한국인에 대해 제기한 민ㆍ형사사건을 

재판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최근(1899년) 일본인 원고가 한국인 피

고에게 제기한 소를 한성재판소에서 수리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한성재

판소는 일본인이 한국인에게 소를 제기한 것을 한성재판소가 수리하는 

것은 관할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서류를 공사관에 보내었다. 지금까지 재

판소구성법이 변경됨에 따라 재판소 권한이 바뀌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

였는데, 이처럼 처리하니 이해가 안 된다. 따라서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

한 소송은 조선의 규정에 따라 재판소에 제기하는 것이 권리에 부합한 

것이다. 그런데 이 권리를 무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조사하여 속

히 바로잡아 달라’는 것 입니다. 그런데 본인 한성부 판윤으로서는 귀정

하기 어려워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신 후 지령해주시면 일본공사관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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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겠습니다.273) 

  그로부터 며칠 뒤인 1899년 8월 17일에 한성부 판윤 金永準이 법부대

신 서리 趙秉式에게 보고하였다.

  일본인 원고가 용인에 사는 한국인에게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한성재판소에 청리하였는데 지금 수리하지 않는다는 사건을 이

미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에 수리하였다가 불수리한 이유는 관할구

역이 여러 차례 변하여 재판소의 권한 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전에 

일본인이 한국인들에 대하여 한성재판소에 소의 제기를 하고 한성재판

소가 수리를 하였다고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아

마 그때는 한성재판소가 경기도 각 군을 관할할 때일 것입니다. 그렇지

만 지금은 경기 각 군은 해당지방재판소가 관할하고, 한성재판소는 5서 

안만 관할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법부에서 일본인 원고가 지방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훈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 

조사해보았습니다. 지난 1899년 6월 5일에 반포된 ｢裁判所構成法｣의 내

용을 열람해보니, 제10조에 의하면 한성재판소 및 개항시장 재판소는 

11개이었습니다.274) 제11조 전항에서 각 재판소는 일체의 민사 및 형사

를 재판하고 또한 외국인으로 본국인에 대한 민ㆍ형사 건을 재판함이라

고 하였습니다. 즉 개항시장재판소 11곳에서만 외국인에 대한 재판을 

허락하고, 지방재판소에서는 외국인의 재판을 허락하는 법령이 없습니

다. 따라서 이를 조사한 후 지방재판소에 송안을 보내어 판결을 받을 이

유를 다시 지령하여 일본 공사관에서 다시 비난함이 없게 하실 것을 바

랍니다.275)

 

  위의 한성판윤의 두 보고서를 보면, 일본인인 원고가 경기도 용인에 살

고 있는 한국인 피고를 상대로 한성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였는데, 한성재

판소가 관할권이 없다고 일본 공사관에 돌려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논하고 있다. 일본 공사관의 주장에 의하면 1895년 ｢裁判所構成法｣ 제11

조에서 외국인이 한국인에게 소를 제기하면 한국의 재판소에서 관할한다

273) 司法稟報(乙), 1899년 8월 10일, 報告書 第1號. 

274) 官報 1899년 6월 5일.

275) 司法稟報(乙), 1899년 8월 17일, 報告書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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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건도 한성재판소에서 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 이에 반하여 한성판윤의 주장에 의하면 ① 관할구역이 여러 번 바뀌

어 재판소가 관할을 정함에 어려움이 있으며, ② 먼저 한성재판소에 소가 

제기되었을 때는 경기도도 한성재판소가 관할하였을 것이지만, 1899년 

현재는 경기도는 경기재판소의 관할이고 한성재판소의 관할이 아니고, ③ 

일본인 원고가 한성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음을 들어 

한성재판소가 이 사건을 수리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던 중에 법부에서는 일본인 원고가 제기한 소를 한성재판부에서 처

리할 것을 훈령하였다. 이러한 훈령을 받은 한성부 판윤 金永準은 1899

년 개정된 ｢裁判所構成法｣ 제11조276)는 1895년 ｢裁判所構成法｣ 제11조

와 달리 외국인이 한국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지방재판소에서 관할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주장하였으며, 그 근거로 개정 1899년 ｢裁判所構成法

｣의 제10조277)에 의하면 한성부 및 개항시장재판소에서 외국인이 한국인

에 대해 제기한 소를 재판할 수 있지만, 이 규정에 의해 외국인이 지방재

판소에 소 제기할 수 있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

리고 1896년경까지는 경기도는 한성재판소의 관할이었지만, 1897년에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경기재판소의 관할과 한성재판소의 관할이 명확히 

구별되었음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 처음에는 경기도 용인은 한성재판소의 

관할이었지만, 법개정으로 인해 용인은 한성재판소의 관할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 경우 외국인 원고가 한국인 피고에게 제기한 소가 개항

장재판소의 관할인지 해당 지방재판소의 관할인지 정하는 것도 문제였다. 

이에 대하여 위 사건 2년 뒤인 1901년에는 법부에서 외국인인 원고가 우

리나라 지방재판소 구역에 있는 한국인에게 제기한 소에 대해 다음과 같

이 훈령하였다. 

276) 第11條 前項 各裁判所는 一切 民事 及 刑事를 裁判하고 又 外國人으로써 本國人에 對한 民刑

事件을 裁判함이라. 

277) 第10條 漢城府 及 開港市場裁判所는 左와 如함이라. 

   漢城府裁判所, 仁川港裁判所, 釜山港裁判所, 元山港裁判所, 慶興港裁判所, 務安港裁判所, 三和港裁

判所, 昌原港裁判所, 城津港裁判所, 沃溝港裁判所, 平壤市裁判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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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원고가 지방민에 대하여 개항장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면 개항

장재판소에서 관할 밖이라고 하고 지방재판소로 가라 하면서 각하하며, 

그런데 지방재판소에서도 수리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는 흠결이다. 앞으로는 외국인이 거류지 부근의 개항장재판소에 제소하

는 사건이 그 지역의 우리 인민들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백성이 소재하

는 지방 관할 지방재판소로 보내어 재판을 하여 판결하게 하라278)

  즉 1901년 법부에서 외국인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개항장재판소와 

지방재판소의 관할에서 피고인 우리 백성이 소재하는 지방재판소의 관할

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인과 외국인의 관할의 원칙

이 정립되었다. 특히 ① 일본인 원고가 한성 5서 안의 한국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한성재판소에서, ②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상대로 한 제소에서는 경기재판소에서 관할하는 원칙이 정해졌다. 앞의 

표에서 보듯이 일본인이 원고이고 한국인이 피고인 경우에 한성재판소에

서 재판을 한 사례는 180여건 정도 되었다. 따라서 관할의 원칙을 잘 지

킨다면 일본인인 원고가 제기한 소라 하여 우리 재판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가 일본인이고 피고가 한국인인 재판이 개화

기 동안 활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6) 관할제도 도입의 의의와 한계

  이처럼 1895년 이후 ｢裁判所構成法｣ 및 ｢民刑訴訟規程｣ 등의 신식법률

에 의해 관할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 법전에 규정된 관할제도

는 실제 민사판결에서 비교적 잘 지켜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관할을 확

정하는 문제는 소송을 제기할 때 처음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즉 

관할이 확정되어야 본안판단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시기(1895~1908.7)까

지의 심급관할은 始審裁判所와 上訴審裁判所의 2심 구조였다. 그리고 토

지관할은 조선시대법과 동일하게 피고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재판소이었

278) 皇城新聞 1901년 11월 19일: 在港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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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근대적인 재판소에 의한 재판은 한성 및 경기도에서만 활발하였

고 지방에서는 재판소가 실제 개청되지 못하였으므로, 실제 제대로 운영

된 재판소는 서울의 한성재판소 및 평리원뿐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합

의관할ㆍ변론관할ㆍ관할위반의 이송제도 등은 입법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

지 못하였다.

  이 시기의 관할은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토지관할, 심급관할 등의 제도

와 유사하다. 또한 일본인 원고가 한국인 피고에게 소를 제기할 때 관할

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裁判所構成法｣의 규정에 대한 해석론

을 통해 관할구역을 정하였음도 주목할 만하다.

3. 親着決折法을 대체한 缺席判決制度

(1) 결석판결제도의 등장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되는 중 불리하다고 느낀 원고나 피고가 재

판정에 출정하지 않으면 소송이 무한정 지연되는 폐단이 있게 된다. 이러

한 경우에 조선시대는 親着決折法을 적용하여 해결하였다. 즉 친착결절법

은 원ㆍ피고가 원정을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시키는 동안 형세가 불리하게 

되면 재판정에 출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그러면 소송이 무한정 지연

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법이었다. 이 법은 소송이 개시되어 50

일 안에 이유 없이 30일이 지나도록 출정하지 않으면, 계속 출정한 자에

게 승소판결을 내리도록 하였다.279) 50일의 기간 중에 관청이 개정하지 

않은 날은 산입하지 않으며, 출정한 때는 자기의 성명과 수결 또는 수촌

을 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親着이었다.280) 조선시대의 친착결절법은 한성

부의 소송 실례를 보면 실제 준행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281) 이러한 친

279) ≪經國大典≫ <刑典> [私賤]: 相訟奴婢元告ㆍ被論中, 自知理屈, 累月不現, 再囚家僮後滿三十日

不現者, 始訟後五十日內無故不就訟過三十日者, 並給就訟者 以就訟庭親着名字爲驗.

280) 朴秉濠, 앞의 책(각주 165), 279~282

281) 朴秉濠, 앞의 책(각주 94), 3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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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결절법은 소송의 지연을 막고자 하는 제도였다.  

  조선시대에 당사자의 불출석에 대해 ≪經國大典≫에 親着決折法을 규정

하여 결석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에 비해, 개화기에는 결석판결

제도를 인정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개화기의 결석판결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현행법과 비교하면, 현행법은 결석의 효과를 법문에 규정하고 있

다.282) 우리 현행 민사소송법 시행 이전에는 일본 민사소송법이 의용되었

기 때문에 결석판결제도가 존재하였으나, 현행 민사소송법을 제정하면서 

결석판결제도는 없어지고 대석판결이 원칙이 되었다.283) 

  그러나 ｢民刑訴訟規程｣에서는 결석판결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으며, 결

석판결제도는 추후에 입법된 ｢廷吏規則｣에 규정되었다. 이 규칙에 의해 

‘결석재판’이 행해졌다. 실제 한성재판소 등에서 판결한 결석판결서284)의 

판결요지에는 거의 예외 없이 “7일의 기간 내에 재판정에 나올 것이며, 

나오지 않을 경우 ｢廷吏規則｣ 제6조에 의해 결석 재판한다.”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廷吏規則｣ 제6조의 내용은 “招來를 받은 자가 집에 없는 경우

에는 그 집의 사람에게 招帖을 전하여 알게 하여 재판정에 오게 하되, 소

재한 지방과 거리의 멀고 짧음과 사건을 상세히 기록하여 해당 재판소에 

歸呈하며, 그 기한을 출석 요구받은 사람의 집사람에게 상세히 보고하되, 

기한을 넘어가는 때에는 결석재판을 바로 행할 것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결석재판 기간은 원고 또는 피고가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후 7일이다.”

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석재판의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애매하

였다. 그래서 1899년 한성부재판소 수반판사 이채연은원고가 소를 제

기하여 피고가 되는 사람에게 招帖을 보낸 후 7일이 되도록 재판정에 오

지 않으면 곧 결석판결을 하며, 피고인 사람을 가둔 후 3일이 되도록 원

282) 현행법상으로는 변론기일에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결석하면, 소송 진행의 길이 막혀 사건

의 해결이 지연되며 소송제도의 기능이 마비되게 되므로 결석의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즉 한쪽 

당사자의 결석의 경우에는 진술간주(민사소송법 제148조)와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3항)

로, 양쪽 결석의 경우에는 소의 취하간주(민사소송법 제268조)로 대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간주를 기일해태의 효과라고 한다. 호문혁, 민사소송법제12판(법문사, 2014), 350면.

283) 결석판결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결석재판을 제도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다

음 참조. 한종렬, ｢缺席判決과 對席判決의 竝存｣, 論文集25(경북대학교, 1978).

284) 漢城府裁判所, 1902년 1월 25일, 光武 6년 민 제13호, 舊民集 제18권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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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되는 사람이 재판정에 오지 않으면 피고를 곧 석방한다”285)고 고시하

였다. 7일의 의미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여 피고에게 초첩을 보낸 후 7일

이 되도록 재판정에 나오지 않으면 곧 결석판결을 하라는 뜻이다.

  이러한 결석재판은 전통적인 제도가 아니라 서구식 법제도였으므로 초

기 도입과정에서 진통도 있었다. 즉 결석판결제도에 대해 “인천조선신보

에서 말하였듯이 결석재판은 문명국에서나 행하는 것인데, 대한제국에서 

이 법을 행하는 것이 이해가 어떠할 것인지 의문이며, 결석재판이 위태한 

것이라는 점은 많은 지식인들이 동의한다.”286)는 비판도 있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결석판결은 적지 않게 행하여졌다. 실제 ｢廷吏規則｣ 제6조 

에서는 결석판결 선고의 예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제 舊民集에서 실제 결석재판을 한 사례를 보자.

<그림 25> 1901년의 ‘어음전(於音錢)에 관한 건’

285) 독립신문 1899년 9월 30일: 한부고시

286) 독립신문 1898년 8월 31일.  

缺席裁判期限 

   原吿 又 被吿가 來待하라는 通報를 見한 後七日(但所在地로셔裁判所지 里數는 每

八十里一日式京內則 距離 定給하되 半日式 七日外로 計算홈) 

<표 14> 결석판결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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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1907년의 ‘債訟에 관한 건’

  <그림 25>는 1901년의 ‘어음전(於音錢)에 관한 건’287)인데, 이 결석판

결에서 판결이유로 “｢廷吏規則｣ 제6조에 의해서 결석재판을 한다.”고 판

시하고 있다. <그림 26>은 1907년 10월의 ‘債訟에 관한 건’288)이다. 위 

두 판결을 포함하여 舊民集 중 한국의 재판소에서 나온 민사판결 사례

인 4828건의 사례 중 결석판결의 건수는 208건으로 결석판결의 비율은 

전체 민사판결 중 대략 4.3%가 된다. 1907년 4월 25일 원고가 결석인 

사건이 등장한 이후 대략 9건은 원고가 결석인 민사판결이었다. 하지만 

나머지 199건은 모두 피고가 결석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1심에 해당하는 

한성재판소의 결석판결의 수는 189건이었고, 2심에 해당하는 것은 고등

재판소 1건, 평리원 18건이었다. 또한 평리원 판결은 1907년 4월 10일 

판결 이후부터 1908년까지의 판결이었다. 그렇다면 원고가 결석인 사건

은 대략 5%였고, 제2심에서의 결석판결은 대략 10%였으며, 더욱이 이러

한 판결은 1907년 4월 이후에 내려졌다. 정리하자면 대부분(90% 이상)

의 판결은 피고가 결석이었던 제1심의 판결이었다.

  <그림 25> 및 <그림 26>을 비교하면 1901과 1907년 결석판결은 몇 

287) 漢城府裁判所, 1901년 9월 30일, 사건번호 없음, 舊民集 제16권, 247~249면.

288) 漢城裁判所, 1907년 10월 10일, 隆熙 원년 제67호 舊民集, 제42권 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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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廷吏規則｣ 제6조의 적용 여부이다. 즉 

1895~1907년 6월까지의 민사판결에서는 <그림 25>처럼 ｢廷吏規則｣ 제

6조에 의해 결석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1907년 10월 이후의 결석판결서

에는 ｢廷吏規則｣ 제6조에 의해 판결을 한다는 문구가 등장하지 않았다. 

둘째, ‘판결의 요지’와 ‘판결의 이유’의 분리 여부이다. 즉 1895~1907년 

초까지의 결석판결서는 ‘판결의 요지’와 ‘판결의 이유’를 분리하지 않았던 

반면, 1907년 10월 이후의 결석판결서는 그림 28에처럼 ‘판결의 요지’와 

‘판결의 이유’를 분리하여 판시하였다. 셋째, ‘변론기일’이라는 단어의 등

장 여부이다. 즉 1901년 결석판결에서는 ‘변론기일’이라는 법률용어를 사

용하지 않았으나, 1907년의 결석판결서에서는 “변론기일에 불출석해서 

결석판결을 행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결석재판의 실제 예를 들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廷吏

規則｣에 따라 실제 결석재판을 한 사례가 신문 등에 나오기도 하였다. 우

선 “나주군 公納 일로 군수 李鎬奭를 다시 조사하고자 법부에서 누차 불

러도 병을 칭하고 참석하지 않으므로, 金永珪의 청원에 의하여 결석재판

을 하였다.”289)는 기록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전사보 박희인의 7500냥

짜리 양복을 조재도의 전당포에 가서 1200냥에 典執하였고, 조재도가 그 

양복을 放賣하였다. 그래서 박씨가 그 양복을 찾기 위해 지방재판소에 소

를 제기한 이후 긴급한 일 때문에 재판연기를 청원하고 시골에 내려갔더

니, 재판소에서 결석판결을 하였다”290)는 기록도 있다. 이 사례를 통해 

당시 당사자의 청원에 의해 결석판결을 행하기도 하였고, 법원의 직권에 

의해 결석판결을 행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당사자의 청원에 

의해 결석판결이 가능하였다는 것은 ｢廷吏規則｣ 및 ｢民刑訴訟規則｣에 근

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석판결제도의 모법이 되었던 일본 明治 ｢民

事訴訟法｣ 제246조에서 결석판결은 재판정에 출정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

해서 가능하였다는 것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다음 결석재판 

289) 皇城新聞 1900년 6월 11일: 決席請裁

290) 대한매일신보 1909년 5월 22일: 박씨결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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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도 살펴보자. 

  평양에 사는 김진귀의 죽은 형인 김진범이 원래 장도순과 物主관계가 

아니라 同業관계였다. 그런데 김형식이 장도순 쪽에게 받을 돈이 있어 

김진범을 장도순의 물주라고 칭하고, 1903(광무7)년 김진범이 죽은 후

에 김진범의 동생 김진귀에게 4만 냥을 받기 위해 평안남도 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였다. 이 재판과정에서 김형식의 비리간상이 드러나서 도망

갔고, 재판소는 결석판결서를 김진귀에게 성급하였다. 그 후에 김형식이 

다시 행패를 부리므로 김진귀가 그 패악을 참을 수 없어 1만 냥을 주었

으며, 다시는 김진귀를 괴롭히지 말라는 뜻으로 김형식에게서 증표를 받

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7(광무11)년 6월경에 김형식이 평양군에 

다시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평양군수 백낙균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

형식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김진귀가 지금까지의 일련의 사건

을 변호사 안병찬에게 위임하였다. 그러자 변호사 안병찬은 김형식이 평

양군에 제기한 소장이 수리된 것은 크게 4가지 잘못이 있다고 하였다. 

첫째, 이미 몇 년 전에 2심 재판소(평안남도 재판소)의 판결을 받았는

데, 다시 1심의 소를 제기함은 잘못이다. 둘째, 형의 채무를 동생이 대

신 갚는 것은 원래 어떤 법률규정이 없는 허황된 것이다. 셋째, 김형식

의 돈 1만 냥을 받고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증표가 존재한다. 넷째, 

김형식의 소장은 처음부터 印紙를 첨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안병찬의 항변을 들은 군수가 실수임을 깨닫고는 판결서에 자필로 

효주하고는 ‘取消’ 두 글자를 쓴 뒤에 취소한 이유를 설명한 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러자 김형식이 도주하였고, 김형식이 나타나기를 기다려 

非理健訟律에 처한다는 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김형식이 

일본인 변호사 사이토 하마고로(齋藤濱五郞)에게 위임하여 평양군수를 

위협하고 집행명령서를 강제로 받아 김진귀의 가산을 압류하였다. 그러

자 김진귀와 안병찬은 1심 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 대한협

회 평양지회에도 청원하였다. 평양지회에서는 ‘일본인 변호사의 위협이 

너무 심하여 당장 창피를 면할 이유로 판결이행명령서를 발급한 것이었

고, 가산집행명령서는 발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안병찬의 주장은 

평양군수가 가산환출급명령서를 발급하였는데, 이전의 2심 재판소(평안

남도 재판소) 판결서가 있는데 열람하지 않고 잘못하여 청리하였으므로 

본군 판결서는 당연히 無效이며, 따라서 집행명령서도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평양군 판결서가 무효이므로 집행명령서도 역시 무효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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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91) 

  이 사례는 개화기 민사소송의 한 단면을 보여주며, 여러 법적인 쟁점도 

드러난다. 첫째, 원고의 불출석에 의한 결석판결 사안이었다. 대부분의 결

석판결은 피고 측에서 불출석한 것이지만, 본건에서는 원고인 김형식이 

결석판결을 통해서 패소하였던 것이다. 둘째, 채무자의 범위와 부제소의 

합의를 들 수 있다. 즉 형의 채무를 동생이 갚을 법적인 이유와 근거가 

없으며, 4만 냥의 채무 중에서 1만 냥을 주고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부제소의 합의를 하였고, 부제소의 합의 이후 다시 소 제기하는 것은 부

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법상 부제소의 특약과도 유사하다. 셋째, 판사

의 판결취소이다. 즉 2심 판결이 존재하고, 당사자의 부제소의 합의가 있

는 사안을 판결한 1심 판사인 군수가 자신이 한 판결을 취소한 것이다. 

넷째, 판결이 무효(취소)인 경우에 그에 기한 집행명령서도 역시 무효라

는 점도 알 수 있다. 원문에는 ‘무효’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법상 무효ㆍ취

소에 해당하는 것을 엄밀히 구분하여 사용한 것은 아니다. 여섯째, 소장

을 제출할 때 인지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

장에서 인지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1905년 

이후부터의 일이다.292)

  이처럼 결석판결에 대한 규정이 1895년 ｢廷吏規則｣에 규정된 이후 계

속하여 정리규칙에 의해 결석재판을 하였지만, 1908년 7월 ｢民刑訴訟規

則｣에 의해 결석재판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등장하였다. 새롭게 만들어진 

｢民刑訴訟規則｣에 의하면 민사의 원고나 피고가 심문기일[변론기일]에 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소는 결석판결을 행할 수 있었으며(제24

조), 제1심이나 제2심의 재판소에서 행한 결석판결에 대해 결석자로부터 

故障의 申提[異議의 提起]를 할 수 있었다(제25조). 즉 ｢民刑訴訟規則｣에 

의하면 결석판결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지 않고 법원의 직권으로 행하게 

291) 皇城新聞 1908년 3월 22일: 金訴事實

292) 印紙의 첨부가 되지 않은 소장의 효력 불인정은 본 연구 제3장 제1절 Ⅰ재판소제도의 발전부

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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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리고 ｢民刑訴訟規則｣에 의하면 결석판결에 대하여 故障[異議]

의 제기를 할 수 있었으며, 이 점에서 그런 규정이 없는 ｢廷吏規則｣에 의

한 결석판결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民刑訴訟規則｣ 제24조의 법문은 ‘심

문기일’이라고 명시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 절차에서 ‘변론기일’을 뜻한

다. 따라서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인 경우 결석판결을 하였다. 그러

나 ｢廷吏規則｣은 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출정하지 

않으면 결석판결을 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일본 明治 ｢民事訴訟法｣과 한국의 결석판결도 같지 않았다. 당시 일본

의 명치 민사소송법상의 결석판결은 출정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행하였

고(제246조), 출정하지 않은 당사자가 원고이면 재판소는 소의 각하를 선

고하고(제247조), 출정하지 않은 당사자가 피고이면 재판소는 자백간주하

여 원고의 청구를 정당하다고 하는 때에는 피고의 패소를 선고하며 청구

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의 각하를 선고하였다(제248조). 이에 반해 

｢廷吏規則｣에서는 자백간주, 소의 각하 등의 관념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였

고, 단지 정해진 기간에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패소판결을 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조선시대의 친착결절법과 ｢廷吏規則｣의 결석판결을 비교해보

면, 조선시대의 친착결절법은 50일 중 30일을 불출석한 당사자가 있고 

나머지 당사자가 21일 이상을 출석하면 승소하게 된다는 것이며, 결석판

결은 7일의 기간 동안 출석하지 않으면 결석판결을 한다는 것이다. 즉 ｢
廷吏規則｣에서는 조선시대보다 짧은 기간을 인정하였다. 이는 개화기에는 

조선시대보다 더욱 재판의 신속을 꾀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불출석하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당사자의 권

리구제를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廷吏規則｣에서

도 재판기관의 편의와 재판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결석재판을 인정하였다.

(3) 결석판결제도 등장의 의의

  결석판결제도는 재판의 신속을 위하여 중요한 제도였다. 즉 조선시대에

는 피고가 소송을 회피하면, 원고가 직접 피고를 잡아 송정(재판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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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리고 가야 하였다. 그래서 만약 소에 응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재판

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개화기에는 원고의 소제기가 있으면 

廷吏가 피고에게 소제기 당한 사실을 알려 재판정에 나오게 하였다. 통고

를 받은 당사자가 출정하지 않고 회피하면, 바로 결석판결에 의해 패소하

게 되었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소송에 패소하기 싫으면 재판정으로 출정

을 하도록 간접적인 강제가 되었다. 물론 조선시대의 친착결절법도 소송

을 차일피일 미루는 당사자를 패소하게 한 점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개

화기의 결석재판은 조선시대의 친착결절법보다 간편하고 강력한 힘을 가

졌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당시 漢城裁判所의 廷吏의 숫자가 7ㆍ8명으로 

적은 데 비해 소의 제기는 많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소제기 당한 사

실을 직접 통지하라 하여 소제기를 한 원고들의 원망을 산 경우도 있었으

나,293) 舊民集의 판결서 중 결석판결서가 210여 건이 존재하였던 것으

로 볼 때, 결석판결이 실제 활발하였다 할 수 있다. 이후 우리나라 구민

사소송법 시대까지 결석판결제도가 존치되었고, 이후 현행 민사소송법에

는 결석판결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대석판결을 원칙으로 하며 결석의 효

과를 법에 규정하고 있다.

제3절 소결

  이상에서 개화기 민사소송 중 제1기(1894~1904)의 민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다. 당시 조선은 내우외환을 겪는 와중에 여러 사회제도의 개혁

으로 그 난국을 타개하려는 하였다. 이 시기는 전통시대에서 갓 벗어나고 

아직 완전한 근대화를 이루지는 못한 ‘過渡期’였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것

과 현대적인 것이 공존하였다. 그 중 민사소송법제의 개혁과정에 대하여

는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1895년 ｢裁判所構成法｣에 의해 근대적인 재판소가 등장하였으므

293) 皇城新聞 1898년 9월 15일: 必也無訟



- 112 -

로, ‘행정과 사법’의 형식적인 분리가 시작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법조전문직이 최초로 등장하였다. 즉 판사제도가 도입되어 전문

적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비록 대인이 반드시 법

조전문직은 아니었지만, 대인제도를 입법해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셋째, 단행 민사소송법으로서 ｢民刑訴訟規程｣을 입법한 것은 전문적ㆍ

독립적인 민사소송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 중 하나로서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이 법은 일본의 법제를 근간으로 하여 제정ㆍ공포된 것으로

서, 판결서ㆍ소장ㆍ답변서ㆍ집행명령서ㆍ위임장 등 민사소송에 필요한 서

식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제1심의 소송절차와 제2심의 소송절차를 간략하

게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舊民集에 수록된 민사판결서를 살펴보면 동

법에 규정된 서식ㆍ법제도 등을 비교적 충실히 지키고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비록 이 법은 조문의 수가 적고 간략한 내용의 규정만 있었지

만, 개화기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법의 

제정’을 따라 충실히 ‘민사소송실무’가 행해졌던 것이다. 

  넷째, 개화기의 민사소송은 전통시대의 민사소송과 달리 ‘형식적 측면’

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재판의 공식 언어를 지

정한 점, 재판용지의 규격을 정한 점, 판결서의 고친 개소에 대한 압인 

및 판결을 내린 판사ㆍ서기들의 기명날인을 규정한 점 등은 조선시대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다섯째, 개화기는 한성재판소 및 평리원에서 민사재판이 실제 활발히 

행하여졌다. 구체적으로 심급제가 만들어졌고, 당사자 중 피고의 거주지

를 관할하는 재판소에 소제기를 하게 하는 토지관할제도가 갖추어졌다. 

또한 결석판결을 통해 재판을 회피하려는 당사자는 곧바로 패소하게 하였

으므로, 재판절차의 신속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過渡期’의 개혁에도 한계가 있었다. 첫째, 완전한 의미의 행정

과 사법의 분리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즉 지방에는 단독의 재판소가 설치

되지 못하였다. 둘째, 법조전문직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즉 판사는 법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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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사법관이 되었어야 하는데 실상은 행정관이 사법관을 겸하고 있었

던 한계가 있다. 대인도 완전한 법조전문직으로서의 지위까지는 갖지 못

하였다. 셋째, 재판소의 등장, 법조전문직으로서 판사 및 대인제도의 입법

화, ｢民刑訴訟規程｣ 등은 완전히 자주적인 개혁은 아니었고, 일제의 간섭

에 의해 이루어진 면이 있었다는 점이다. 즉 개혁의 주체가 순수하게 자

주적인 것은 아니었으며, 일제의 ‘간접적인 간섭’에 의한 개혁인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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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신식 민사소송제도의 

발전기(1905~1907.6)

  갑오개혁기의 개혁입법은 대한제국의 선포 이후에 복고기를 거쳐 조금

씩 발전하였다. 그런데 1900년 이후 외세의 침략시도가 한층 심하여졌다. 

급기야 1905년에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일전쟁이 벌어졌다. 당시 爲政

者들은 내우외환을 극복하고 정치질서를 바로잡는 방법으로 ‘舊本新參’격

인 ≪刑法大全≫을 제정ㆍ공포하여 대한제국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강조하

려 하였다. 그렇지만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정부대신 및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을사5적의 주도하에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것이 1905

년 11월 17일의 이른바 을사늑약(韓日協商條約)이다. 을사늑약으로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게 되었고, 통감부가 설치되어 초대 통감으로 이

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渡韓하였다. 그는 ‘施政改善’이라는 명목으로 조

선의 내정에 간섭할 기틀을 마련하였다.1) 

  이러한 상황에서 민사소송의 영역도 그 전시기와 다른 변화를 겪게 되

었다. 특히 통감부에 의해 재판소 제도가 변화되었다. 또한 통감부에 초

빙된 일본 사법보좌관이 초빙되고, 판사직제의 변화도 있었다. 또한 변호

사제도도 최초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刑法大全≫의 제정은 민사소송에

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제1절에서 통감부 설치에 의한 

재판제도의 변화모습을 살펴보고, 제2절에서는 ≪刑法大全≫에 의해 보충

된 민사소송의 양상을 살펴본다.

1) ‘施政改善’의 실상은 일제의 한국침략구상의 성격을 가졌다. 제1단계는 일본군 점령하에 目賀田

개편을 주도하던 시기(1904.2~1905.11), 제2단계는 통감부설치기1(1905. 11~1907.7), 제3단

계는 통감부설치기2 차관정치기(1907.7~1910.8.22)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 권태억, ｢
1904~19010년 일제의 한국침략 구상과 ‘시정개선’｣, 한국사론31(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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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재판제도의 발전

Ⅰ. 統監府期 재판소제도의 발전

  1905년 이후의 재판소 제도는 전 시기인 1895~1904년까지와 큰 틀에

서는 다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1895년 제정된 ｢裁判所構成法｣은 1899년

의 개정되었고, 1905년 이후의 재판소도 1899년 ｢裁判所構成法｣의 적용

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1905년 통감부의 출현에 의해 재판소제도는 

조금씩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漢城裁判所’는 ‘漢城府’로부터 완전히 분리ㆍ독립하였다. 1904년 

｢漢城裁判所官制｣의 개정에 의해 한성재판소는 한성부에서 독립하였으며, 

한성부윤ㆍ판윤이 한성재판소 판사직을 겸할 수 없게 되었다.2) 한성부와 

한성재판소의 독립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1906년 한성부윤 朴義秉이 

민사소송 사건으로 강화도 사는 사람을 ‘한성부’에 잡아 가두었다. 그런데 

한성부가 소송아문이 아닌데 인민을 사사로이 가두는 것은 부당하다. 따

라서 평리원에 호소하여 한성부윤의 불법행위를 재판한다.”3)는 기록을 들 

수 있다. 1906년부터는 한성부와 한성재판소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당시에도 한성재판소가 민사소송으로 제소된 피고

를 재판소에 구류하는 악습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1906년 11월 경

에 민사로 구류되어 재판을 끝내지 못한 사람이 67명이었으며, 돈이 없거

나 권세가 없으면 재판에서 쉽게 이기기 어렵다”4)는 비판도 나왔다.

  둘째, 행정부인 ‘法部’와 사법기관인 ‘裁判所’ 및 ‘平理院’을 분리하였다. 

그동안 평리원은 원래 법부에서 관장하였으므로 각 도 재판소의 사건도 

법부에서 직접 훈령을 발하여 처분하였다. 그런데 1906년 이후는 관제를 

2) 官報 1904년 4월 5일.

3) 大韓每日申報 1906년 11월 9일: 漢尹被訴

4) 大韓每日申報 1906년 11월 21일: 泠獄泣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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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여 각도재판소의 사건은 평리원에서 직접 관장하기로 하였다.5) 

  셋째, 재판소에서는 ‘判決書’를 반드시 ‘成給’하였고, 판결한 내용을 ‘成

冊’하여 법부에 보고하고 다른 판결에 참조하게 하였다. 1905년 법부에서 

13도의 재판소에 다음처럼 훈령하였다.

  각 민사소송과정에서 판결서를 처음에는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

며, 聽訟 과정에서 단지 구두로 판결을 듣고 결과를 호도하기도 한다. 

그리고 원ㆍ피고의 진술도 成案하지 않으며 서류를 전부 폐기하므로, 상

소 재판과정에서 考閱할 것이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민사소송의 

판결서는 격식에 맞게 성급할 것이며, 원ㆍ피고의 송안은 서류를 작성하

여 이를 고열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재판을 한 판결서와 미결한 사안을 

모두 成冊하여 매달 말에 보고하고, 관하 각 군에 즉시 등사하여 보이고 

일제히 준행하게 하라.6) 

  그리고 법부에서는 “판결이 지체되지 않음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데 민ㆍ형사 송안을 어떤 것은 속결하고 어떤 것은 지체하므로 소송안을 

신중히 심리하여 판결하고, 백성들이 健訟하는 폐단은 율에 의해 징계하

되 가혹하게 처벌하지는 말고 송안을 미루지 말라.”7)고 훈령하였다. 특히 

1906년에 평리원에서 반포한 ｢聽訟規例｣에는 “각 지방민들이 군과 도 관

찰부에 소를 제기한 소장만 있으면 평리원에 와서 소를 제기하니, 평리원

에서는 지방민들이 본인 관할의 도 재판소에서 판결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聽訟하지 말 것”8)을 법식으로 정하였다. 

  1905년 전에는 지방에서 소제기한 사람들이 판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지방의 군ㆍ도 재판소에 제기한 소장을 평리원에 제출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민사소송에서 중복제소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1905년 이후 법부에서 판결서를 발급받아 상소하게 함은 이러

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5) 大韓每日申報 1906년 9월 21일: 平院句管

6) 皇城新聞 1905년 4월 18일: 法部訓令

7) 皇城新聞 1905년 5월 30일: 法訓各道

8) 大韓每日申報 1906년 10월 25일: 聽訟定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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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당사자가 재판소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수수료를 반드

시 납부하게 하였다. 즉 재판소에서 인지가 貼付된 소장만 접수하였다. 

이를 위해 1906년에는 ｢民事訴訟手數料規則｣을 제정하였다.9) 민사소송 

서류의 정본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였고(동규칙 제

1조~제2조), 소송물의 가격에 따라 인지를 붙였다(동규칙 제3조). 실제 

소장에 인지첨부가 되었다. 이는 “한성재판소와 평리원에서는 소를 제기

하는 당사자에게 印紙를 판매하였다. 당사자 訴狀의 訴價가 5만환 가치가 

되면 20전인 인지를 1장씩을 부쳐서 소제기하게 하였다. 만약 동일한 안

건에 대해 한성재판소, 평리원 등에 여러 번 소제기가 되면 그때마다 매

번 인지를 부착하게 하였다”10)는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그리고 “법부는 

각재판소에 신칙하여 재판과정에서 수입된 인지의 금액을 일일이 조사하

여 보고하게”11) 하였다.

  다섯째, 재판소는 재판에 관련된 모든 서류에 한문을 사용하지 않고 국

한문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1895~1905년의 민사소송에서도 判決書 및 

訴狀은 국한문을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하지만 1905년 이전 재판소의 소

송 관련 書類가 순수한문으로 작성되기도 하였는데, 예컨대 평리원 재판

장 李南熙가 법부대신 李載克에게 제기한 보고서를 들 수 있다.12) 이 보

고서는 한문으로 작성되었는데, 당시 관료들에게는 한문사용이 더 편하였

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순수 한문만 사용하면 서류를 해독하는 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한문을 모르는 소송관계인은 답답함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1906년 법부에서 “각 재판소는 모든 소송관련 서류를 

국ㆍ한문혼용으로 간단명료하게 쓸 것”13)을 훈령하였다. 1906년부터 법

부가 供案書類에까지 국한문을 혼용하게 하여 국가기관 사이의 질품ㆍ회

신ㆍ지령 등도 일반백성들이 알기 쉽게 되었다.

9) 官報 1906년 11월 13일; 皇城新聞 1906년 12월 29일: 訴訟手數料規則 

10) 大韓每日申報 1907년 1월 8일: 訟狀論價 

11)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8일: 인지수입조사

12) 司法稟報(乙), 1903년 8월 14일, 報告書 第116號: 삭주군수 재임시 외국인의 토지매매를 살

피지 못한 정익용을 笞100에 처함을 보고.

13) 皇城新聞 1906년 4월 4일: 元是章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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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째, 한국의 영토 안에 일본의 재판소인 ‘統監府法務院’이 설치되었

다. 이 법무원은 당사자 모두가 일본인인 경우 관할권이 있던 영사재판소

와는 다른 것이었다. 특히 1905년 즈음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수가 많아졌으며, 일본영사관에서 처리하는 민ㆍ형사소송 및 제반 사무가 

증가하였다. 그래서 부산ㆍ인천ㆍ경성 세 곳에 ‘日人裁判所’를 설치하고, 

‘日本裁判官’을 두어 전문으로 사법사무를 처리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

다.14) 특히 한국에 있던 일본인 변호사들이 인천에서 ‘在韓國辯護士會’를 

개설하여 한국에 ‘日本帝國裁判所’를 설치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

다.15) 즉 치외법권이 있는 영사관 외에 ‘일본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일본

의 재판소를 설치하려는 것이었다. 비록 일본의 재판소가 직접적으로 설

치되지는 못하였지만, 통감부에 의해 ‘統監府法務院’이 등장하게 되어, 사

실상 그들의 뜻이 관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당시 법무원에서는 영

사재판소에서 판결한 1심 사건에 대한 재한일본인들의 상소사건을 처리

하였다.16) 특히 통감부법무원에서 한성재판소 및 평리원에 공문을 보내

어, “한성재판소ㆍ평리원에서 일본인 원고가 한국인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한 재판의 판결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법무원으로 보내어 

열람하게 하고, 법무원에서 한국인 원고가 일본인 피고에게 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한 재판의 판결서를 평리원 및 한성재판소로 보내어 상세히 열

람하게 하는 법식을 강행하자”17)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1905년 이후 이른바 을사늑약에 의해 표면적으로는 ‘외교권이 

이양’되었지만, 통감부에 의해 한국의 사법제도의 변화도 시작되었다. 그

렇지만 재판소제도를 제1기와 비교할 때, 법부에서 재판소를 독립하려는 

시도를 한 점, 판결서를 반드시 발급하게 한 점, 인지를 반드시 납부하게 

한 점은 발전된 모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제1기보다 제2기의 

재판소제도가 더 발전ㆍ정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4) 皇城新聞 1905년 5월 12일: 裁判官特設

15) 皇城新聞 1905년 9월 27일: 辯士議案

16) 皇城新聞 1906년 8월 23일: 法務特設

17) 大韓每日申報 1906년 11월 3일: 互示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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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조전문직의 발전

1. 판사제도의 변화와 法務輔佐官의 渡來

  1905년 이후의 판사제도는 거시적으로 제1기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 시기에도 판사제도는 조금씩 변화되었다. 그 이유는 통감부 설치에 의

한 사법제도의 변화와 일본인 법무보좌관의 등장 때문이었다.

  1905년 이후 한성재판소의 판사는 한성부윤을 겸하는지 여부에서 그 

이전과 차이가 있었다. 즉 1904년 전에는 한성재판소 판사가 한성부윤을 

겸하였는데, 1904년에 개정된 ｢漢城裁判所官制｣에 의해 더 이상 한성부

윤이 판사를 겸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1905년 이후 한성재판소 및 평

리원에서는 재판의 건수에 비해 판사의 숫자가 적다고 판단하여 법부에 

판사의 증원을 청원하였다. 그러자 법부에서는 평리원에 판사 1인과주사 

1인을, 한성재판소에 판사 1인과 주사 1인을 더 증설하였다.18) 그리고 

정3품인 南宮檍을 한성재판소판사로 임용하였는데,19) 이는 판사직제의 

변화에 의해 칙임 혹은 주임이었던 판사의 신분이 정3품인 주임관1등으

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1906년부터 판사 및 주사가 재판정에서 裁

判正服을 입기 시작하였다.20)  

  지방에서는 지방 관제를 개정하였다. 우선 1906년 10월에 道觀察使가 

판사를 겸임하였고, 府尹(군수)은 검사를 겸하게 하였다.21) 또한 법부는 

해주관찰부에 “참서관은 관찰사를 보좌하는 행정상 사무직에 불과하므로 

참서관이 판사의 직무를 겸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과 사법의 분리에 어긋

18) 大韓每日申報 1906년 8월 31일: 增置立筭 ; 官報 1906년 9월 8일: 1906년 9월 3일 勅令 

第46號 ｢漢城裁判所官制 改正｣
19) 大韓每日申報 1905년 8월 11일: 兩氏被任 

20) 大韓每日申報 1906년 4월 12일: 服費請撥; 皇城新聞 1906년 3월 13일: 法官衣制; 官報
1906년 3월 24일: 1906년 3월 21일 勅令 第14號 ｢平理院以下各裁判所司法官及主事裁判正服規

則｣
21) 大韓每日申報 1906년 10월 10일: 觀察과 府尹의 職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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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므로 허용할 수 없다”22)고 지령을 하여, 참서관이 재판에 참여하지 못

하게 하였다. 그러나 실제는 경기재판소 판사서리이자 경기도 참서관인 

김한묵이 재판을 한 예도 있었다.23) 여기서 참서관은 행정상 사무직이므

로 재판을 맡을 수 없다 한 것으로 볼 때, 1906년에 행정과 사법을 분리

하려는 시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판소에서

는 참서관이 실제 재판을 하는 관행이 쉽게 변하지 못하였다.

  제2기의 판사제도의 특징으로는 ｢法部官制｣의 개정에 의해 판ㆍ검사의 

독립 자격을 인정한 것과, 법관의 임명을 法官銓考委員의 시험을 통해 선

발을 한 점을 들 수 있다.24) 즉 제1기(1895~1905)에는 법부대신이 판사

를 임명하였지만, 1906년부터는 法官銓考에 의해 시험을 통해 판사를 선

발하였던 것이다. 이때 법관전고의 자격은 ① 법관양성소에서 2년 미만의 

과정을 졸업한 자와 내외국 법률학교에서 2년 이상 과정을 졸업한 자, ② 

각 재판소 전임판사나 검사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 ③ 법부 민사국

ㆍ형사국 과장으로 1년 반 이상 계속 근무한 자와 법관양성소의 교관으

로 만 1년 이상 계속 강의한 자, ④ 변호사로 만 1년 이상 근무한 자였

다.25) 실제 이 규정에 의해 1908년에는 변호사 이면우ㆍ태명식 두 사람

이 판사로 임명되었으며,26) 법관양성소 졸업생 이기찬은 함흥군 재판소 

판사로, 윤태영은 진주군재판소 판사로 임명되었다.27) 그리고 법부에서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중 재판소의 판사로 임명하기로 하였다.28) 

또한 법관양성소 교관 홍재기는 한성재판소 판사로 임명되었으며,29) 박만

서는 法律起草委員30)을 거쳐 평리원 판사로 임명되었다.31) 특히 법부의 

22) 大韓每日申報 1906년 12월 15일: 道參權限

23)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9일: 醉中綻砲

24) 官報 1906년 10월 26일: 勅令 第63號 ｢法官銓考規程｣
25) 官報 1906년 11월 14일: 11월 6일 法部令 第5號 ｢法官銓考細則｣
26) 대한매일신보 1908년 6월 3일: 양씨판사

27) 대한매일신보 1908년 6월 24일: 졸업판사

28) 대한매일신보 1909년 2월 14일: 입격자서임

29) 大韓每日申報 1906년 3월 31일: 洪氏新任

30) 官報 1895년 6월 15일: 法律起草委員會는 法部令 第7號에 의해 설치된 각종 법제를 연구 

기초작업을 하는 위원회였으며, 위원은 법부 주임관이 겸임하였다. 法律起草委員會에 관한 자세

한 내용은 다음의 선행연구를 참조. 鄭肯植, 韓國近代法史攷(박영사, 2002), 83~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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銓考所에서는 판사뿐 아니라 각 재판소 및 지방재판소의 주사도 시험을 

통해 선발하였다.32) 제2기의 판사들의 경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舊民集에서 제2기의 판사들은 제1기의 판사들과 제3기의 판사들과는 

인적구성(출신성분ㆍ학력)에서 차이가 있었다.33)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제

1기의 판사들은 전통적인 한학을 공부한 문ㆍ무과 출신의 관원들이 대부

분이었으며, 관찰사와 판사를 겸임하기도 하고, 행정관에서 판사로 보직

변경하거나 다시 판사에서 행정관으로 보직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2기의 판사들은 이전의 판사들과 달랐다. 물론 큰 틀에서는 

제1기의 판사의 지위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제2기에는 전문적인 법

지식을 가진 판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06년의 판사는 法律

起草委員으로 선임되어 법률개정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는데, 

법률위원은 법부, 평리원ㆍ한성재판소의 판사, 법관양성소 교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였다.34) 그리고 1905년 이후에는 유학생 출신 판사들이 많

31) 大韓每日申報 1906년 9월 23일: 判事免任

32) 大韓每日申報 1906년 12월 11일: 漫評; 大韓每日申報 1906년 12월 12일: 法試裁主

33) 다만 위의 표는 1905~1908.7까지의 판사의 인적 구성을 정리한 것이다. 그 이유는 본 연구의 

시기구분과 판사의 인적구성이 변한 시기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제3기는 

1907년 7월 이후부터지만, 새로운 재판제도 아래 일본인 판사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08년 8월 경성지방재판소, 경성공소원에서 부터였다. 즉 1907년 7월부터 1908년 7월까지는 

민사소송제도의 연구에서는 3기로 분류되지만 판사제도의 변화에서는 2기로 분류하여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附錄7】舊民集에 등장하는 판사의 경력ㆍ학력 참조. 

학력ㆍ경력 1905~1908.7

1895년 이전 문ㆍ무과 출신 권익상 등 15인 

1895년 이후 법부주사 출신 김철현 등 6인

법관양성소출신 이용상, 이원국, 이용성 등 3인

留學生

박만서, 박용태, 신재영, 엄주일, 윤방현, 

장도, 최진 등 7명(일본)

홍종우(프랑스) 

홍재기(일본 및 미국) 

김윤정(미국)

<표 15> 舊民集에 등장하는 판사의 경력ㆍ학력(1905~1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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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졌다. 예컨대 일본 유학생인 신재영, 박만서, 박용태, 윤방현, 엄주일, 

장도, 최진 등과, 프랑스 유학생인 홍종우, 일본 및 미국 유학생인 홍재

기, 미국 유학생인 김윤정 등이 재판소의 판사의 직을 맡게 되었다. 이들 

유학생은 일본의 법률학교에서 신식 법률을 공부하였다. 구체적으로 몇 

명의 인물을 보자면, 홍재기는 일본에 유학하여 법률과를 졸업하고 귀국

한 후 법관양성소 교관을 거쳐 한성재판소 판사로 임용되었다.35) 판사 박

용태는 1882년 출생으로 부산 초량에서 일본인 소학교 졸업 후 일본으로 

유학하였다. 그리고 1905년 일본의 明治大學 法律科에 입학한 뒤 1907

년에 졸업하고 동시에 귀국하여 그 해에 25세의 나이에 평리원 판사가 

되었다. 제1기의 대부분의 판사들은 문ㆍ무과 출신으로 행정관을 지내고 

판사가 되었기에 판사직에 오른 나이가 40대 이상이었다. 하지만 일본 유

학생 혹은 법관양성소 출신 판사들은 20대에 다른 관직을 거치지 않고 

곧 바로 평리원 판사로 임용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판사의 출신성분ㆍ나이ㆍ前職 등이 차이가 있었으며, 그들은 판

결에서 구사하는 용어도 전과 다른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판사들의 판결문에는 ‘契約’, ‘取消’, ‘解除’, ‘違約金’ 등

의 법률용어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특히 후술하겠지만 소송참가인

제도가 입법되지 않았는데, 실제 판결에서 소송참가인이 등장한 것은 일

본법을 배운 유학생 출신 판사들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통감부시대 이전부터 일본인 警務輔佐官이 있어 경찰행정사무

를 보좌한다는 구실로 경찰권을 행사하였다. 그런데 1905년에 일본인 警

務輔佐官이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의 형벌집행에 관여할 권한을 가지려는 

시도를 하였다.36) 법부는 이런 제안을 거부하였고, 경무사건은 경무보좌

관과 협의하지만 민사소송 및 형벌집행은 재판소가 담당하게 하였다.37) 

그렇지만 각도재판소 및 각항재판소에 일본 警視가 각재판소를 감독하고 

34) 皇城新聞 1906년 7월 14일: 法律會議

35) 皇城新聞 1906년 3월 31일: 判事有人

36) 公文接受 1905년 9월 4일, 質稟書 第45號; 大韓每日申報 1905년 9월 26일: 所兼者多; 
皇城新聞 1905년 9월 25일: 恐是越權

37) 公文接受 1905년 9월 27일, 照覆 第2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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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를 일일이 찾아 成冊하여 경무보좌관에게 보고하였고, 경무보좌관이 

이를 다시 법부에 보고하였다. 그러면 법부는 각도에서 올라온 ‘罪囚成冊’

과 대조하기도 하였다.38) 즉 경무보좌관은 한국의 민사소송에는 관여하지 

못하였지만, 형사에 관한 업무는 사실상 ‘감시ㆍ감독’하였다.

  그 후 1906년 말에 통감부가 법무보좌관을 한국에 배치하여, 한국인 

판사의 재판사무에 대해 간섭하기 시작하였다.39)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통감에 취임함과 동시에 법률고문 우메 겐지로(梅

謙次郞)의 건의를 받아들여 한국재판소에 일본인 법무보좌관을 배치하였

다.40) 이는 고문 정치의 일환으로 재무보좌관과 경무보좌관의 전례에 따

른 것이었으며, 일단 재판소에 보좌관을 배치하여 한국재판의 실정을 조

사한 뒤 한국사법권의 구성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고자 한 것이다.41) 

  처음 1907년 1월 15일에 한국에 도래한 일본인 법무보좌관 및 보좌관

보 29명은 일본에서 판검사 혹은 재판소 서기를 역임한 사람 중 임명하

였다.42) 특히 통감부는 법부에 명하여 各道府尹 및 개항장, 제주 등 23곳

과 한성재판소ㆍ평리원까지 법무보좌관을 배치하기로 하였다.43) 그들은 

지방재판소에는 輔佐官의 자격으로 파견되었고, 개항장재판소에는 輔佐官

補의 자격으로 파견되었다. 더 나아가 통감부는 각도에 파견한 일본 警視

가 재판관을 겸하도록 법부에 권고하였는데, 이에 반발한 법부대신이 다

시 통감부와 교섭하여 13도 관찰부와 각 항구에 검사 1인, 주사 1인, 통

감부법무원 보좌관 1인, 통역관 1인씩을 두기로 관제를 편성하였다. 평리

원에도 판사 3인, 한성재판소에 검사 1인을 더 두기로 하였으며 법무보좌

관을 1인씩 초빙하기로 결정하였다.44) 한국정부는 1907년 1월에는 나카

38) 皇城新聞 1906년 3월 15일: 囚案多左

39) 법부보좌관의 초빙과정은 다음을 참조. 田鳳德, ｢韓國近代史法制度史(5)｣, 大韓辯護士協會誌
11(대한변호사회, 1975. 5), 55~57면; 초빙된 보좌관ㆍ보좌관보 29명의 명단은 본 연구【附錄

9】참조.  

40) 大韓每日申報 1906년 10월 11일: 法部提議; 大韓每日申報 1906년 10월 18일: 政府會議

件; 동경제대 교수 우메 겐지로(梅謙次郞)의 건의에 의해 도래한 법무보좌관들에 대한 선행연구

는 다음이다. 이영미 저ㆍ김혜정 역, 한국사법제도와 우메겐지로(일조각, 2011).

41) 장근세, ｢韓末 近代的 法律의 受容過程｣, 역사와 담론10(호서사학회, 1982), 61~65면.

42) 皇城新聞 1906년 12월 15일: 法務員又來

43) 大韓每日申報 1906년 10월 11일: 法部提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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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中村)외 14인의 사법관과 일본사법 서기 14명을 고문관으로 계약하

였고,45) 2월부터 각재판소에 법무보좌관들을 파견하였다.46) 그리고 일본 

보좌관들이 등장함에 따라 일본어 통역이 필요하므로 통역원을 증원하자

는 주장이 있었고,47) 결국 통역관직을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당분간은 각

도재판소에 파견된 법무보좌관보가 통역관보를 겸하게 하였다.48) 그러나 

여러 통역관보들의 언어가 통하지 않기에 통역관을 빨리 서임할 것을 요

청하기도 하였다.49) 

  이들 법무보좌관을 통해 사법권 탈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법무보좌관은 警務輔佐官 등과 달리 각 재판소

에 배치되어 전문적인 법률지식으로 한국인 재판장의 자문에 응하고 의견

을 진술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충고하고 시정하였다. 표현은 ‘참여-보

좌’로 부드러웠으나, 실질은 ‘감독-지시’의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재

판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려 하였다. 특히 법무보좌관은 법률에 없는 감

독권을 행사하였다. 즉 재판 문서와 검찰 문서에 대한 제출을 요구하여 

열람하였으며, 판결서에 결재하는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였고, 적극적으로 

판결의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법무보좌관의 권한이 강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평리원 판사 박유관에 대한 징계에서 일본인 보좌관 

노자와(野澤)가 법부대신 이하영에게 면관하지 말 것이며 감봉을 하자고 

주장한 것을 들 수 있다.50) 보좌관은 한국법관의 징계에까지도 간섭하는 

등 권한이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법무보좌관 한 사람이 기소권과 재

판권을 동시에 행사한 것은 잘못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51) 

  1907년 1월에 도래한 법무보좌관은 1907년 12월까지 활동을 하였는

데, 그 시기를 1907년 1~6월의 전반기와, 같은 해 7~12월의 후반기로 

44) 大韓每日申報 1906년 10월 16일: 法官聘用

45) 大韓每日申報 1907년 1월 29일: 韓國法官

46) 大韓每日申報 1907년 2월 5일: 三補赴任; 大韓每日申報 1907년 2월 7일: 三補視務 

47)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14일: 通譯兼任 

48)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16일: 請議政府

49)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19일: 通譯催任

50) 大韓每日申報 1906년 12월 30일: 權在野澤

51) 田鳳德, ｢일제의 사법권 강탈 과정의 연구｣, 애산학보2(애산학회, 1984), 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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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야 한다. 전반기의 법무보좌관은 관망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한

국 사법에 참여하였다면, 후반기의 법무보좌관은 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

으로 한국 사법에 참여하였다는 것이다. 실제 1907년 이후의 판결문들 

중 법무보좌관의 인장이 찍힌 판결문이 있다.52) 특히 위의 연구에서도 인

용하고 있는 판결인 1907년 8월 21일 사건번호 ‘隆熙元年 민제13호’ 윤

상오 대 김요훈의 답송 사건의 판결서는 주목해야 한다.53) 

<그림 25> 1907년 8월 21일 ‘隆熙元年 민제13호’ 답송 사건

  <그림 25>에 의하면 이 판결서의 첫 페이지에 평리원판사 사무촉탁 미

야케의 도장이 있다. 또한 판결서의 ‘이유’의 마지막 부분에 새롭게 문구

가 추가되었는데, 수정한 부분에 이용상 판사의 인장이 있다. 추가된 문

구는 판결서 마지막 장에 붙어 있는 쪽지에 적힌 일본어 문구를 그대로 

한국어로 옮긴 것이었다. 판결서 검인을 위한 검토과정에서 미야케가 결

론을 보강하는 문구를 넣고, 이용상이 미야케의 글을 한국어로 옮겨 적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54) 1907년 당시의 법무보좌관들이 실제 재판

52) 이상 법무보좌관의 활동을 시기를 나누어서 구분해야 한다는 점과 印章의 실태에 대해서는 문

준영, ｢한말 법무보좌관 제도하의 재판사무의 변화｣, 법학논고39(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441~444면.

53) 平理院, 1907년 8월 21일, 光武 11년 민제164호ㆍ隆熙 원년 제13호, 舊民集 제40권, 249

면.

54) 문준영, 앞의 글(각주 52), 4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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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깊이 관여하였는데, 이는 법부보좌관들이 민소법 및 민법상의 근

거가 없이 월권을 행사한 것이었다.

  1907년 초는 정미7조약이 체결되기 전이고 ｢民刑訴訟規則｣도 제정되기 

전이었다. 당시 일본인 사법보좌관은 일본에서 배운 법학지식 및 실무지

식을 사용하여 한국의 재판에 관여하였던 것이다. 특히 1907년 7월 경 

법부에서는 평리원과 한성재판소 및 13도 재판소에 훈령하여 “특히 司法

에 관계되는 모든 문서(재판소 간의 왕복서류 또는 재판소 작성서류)는 

모두 보좌관이 받아보고 검인을 할 수 있게”55)하였다. 보좌관이 모든 문

서를 검인할 수 있었으므로, 실체법ㆍ절차법 또는 민사ㆍ형사 가리지 않

고 모든 재판사무에 ‘간섭’하였다. 당시 일본인 보좌관들이 판사의 역할까

지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법부의 위의 훈령이 결정적이었다. 또한 이런 재

판경험을 통해 1년 뒤인 1908년 ｢民刑訴訟規則｣의 등의 법제의 입법과정

에서 일본인 법무보좌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리하면 제2기의 판사들은 선발에 의해 새롭게 임명되었고, 유학생ㆍ

법관양성소 출신 사람들로 채워졌다. 그리고 일본인 법무보좌관들이 재판

에 대한 간섭을 하기 시작하였다. 유학생 판사와 법무보좌관의 사법참여

는 판결에서 새로운 법제도가 들어갈 토대를 마련하였다. 

2. 변호사제도의 등장 

  代人制度가 도입된 지 10년 뒤인 1905년에 변호사제도가 등장하게 되

었다. 즉 1905년 11월 8일에 法律 第5號 ｢辯護士法｣56)이 제정되었다. 또

한 변호사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法部令 第3號 ｢辯護士試驗規則｣57), 法部

令 第4號 ｢辯護士名簿記錄規則｣58)도 입법되었다. 1905년 이후 등장한 한

국인 변호사의 18인의 학력ㆍ경력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5)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12일: 그것까지

56) 官報 1905년 11월 10일.

57) 官報 1905년 11월 17일.

58) 官報 1905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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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舊民集 4948건의 사건 중 18명의 한국인 변호사들이 등장한

다.59) 위 <표 16>에서 학력 및 경력의 조사가 불가능한 4명을 제외한 

14명의 변호사의 학력과 경력을 보면, 전통관료 출신이 5명, 법관양성소 

출신이 5명, 일본 유학생은 4명이었다. 이 중 전통관료 출신들은 1860년

대 전후에 출생하여 1900년대 초반에는 40대 중후반의 나이였다. 반면 

법관양성소 출신들은 비교적 젊은 나이였다. 그리고 1906년 이후 변호사

들 중 16명이 왕성히 활동하였다.   

  구체적으로 1905~1908년 7월 30일까지 한성재판소ㆍ평리원 등에서 

활약한 변호사들의 경력과 학력을 보면, 정명섭, 이건호, 김택, 김정목 등

은 판사 출신이거나 법률기초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면우, 윤방현은 일본 유학생이었으며, 정우흥, 이용상은 법관양성소 출

신의 전직 판사였다. 허헌은 보성전문학교 출신이고 유학생이기도 하였

다. 태명식은 판사였지만 검사 출신이기도 했다. 특히 홍재기는 1906년 

3월에 판사로 임명되었는데, 1906년 7월에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부에 청원하였고, 법부에서 평리원 및 한성재판소에 훈령을 

발하여, 제1호 변호사로 등록하게 되었다.60) 즉 법부에서 홍재기는 법률

59) 대한제국기 변호사제도에 대한 개설과 당시 변호사들의 간단한 약력을 소개한 글로는 다음을 

참조. 김효전, ｢대한제국의 변호사제도｣, 東亞論叢39(동아대학교, 2002); 同旨 김효전, ｢大韓

帝國時代의 日本人 法律家들｣, 학술원논문집50-1(대한민국 학술원, 2011) 

60) 洪在祺가 1호로 등록하였고, 그 이후 李冕宇가 2호, 丁明燮이 3호로 등록하였다. 이후 순차적

 전통 

관료출신
법관양성소ㆍ법조직역 관료출신  유학생

학력 

및 

경력 

의한 

분류

정명섭, 김택, 

이건호(무관), 

이종성, 김정목

법관양성소출

신

태명식, 심종대, 

이용상, 정우흥, 

황진국
일본유학생: 이면우, 

윤방현, 유문환, 

허헌(1907년 제1회 

변호사시험도 합격)
법조직역 

관료출신

이면우, 윤방현, 

태명식, 심종대, 

이용상, 정우흥, 

황진국, 유문환

<표 16> 한국인 변호사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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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뛰어나므로 변호사자격에 합당하며, 변호사법에 의하여 소송할 때 법

률범위내의 권한을 인준하며 그 자격을 침해하지 말 것을 훈령하였다.61) 

변호사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부에 청원을 

하여 법부에서 허가를 얻으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데 변호사 홍재기는 법부에 각재판소에서 소송하는 경우에 소송당사자가 

소장에 변호사 도장을 날인한 후에 정소하게 강제하며, 만약 소장에 변호

사의 도장이 없으면 정소를 받지 못하게 특허권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

기도 하였다.62) 재판절차에서 변호사강제주의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

으나, 이것이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다. 

  이처럼 1905년 이후의 민사소송에서 활약한 변호사들은 ① 전통 문ㆍ

무과 등 출신으로 1895~1905년까지 판사ㆍ검사 또는 법률기초위원을 역

임한 자, ② 일본유학생으로 신식법률을 배워온 자, ③ 1895년 법관양성

소 출신으로 1895~1905년까지 판사직을 맡은 자로서 법부에서 허가를 

얻어야 가능하였다. 또한 판검사를 거친 법관들이 변호사를 인허해 줄 것

을 법부에 청원하면, 법부에서는 허가를 한 뒤 변호사명부에 등록하고 관

보에 이를 공고하였다.63) 

  변호사제도의 등장은 판결에서 새로운 법률용어의 사용빈도가 높아지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 본격적으로 1906년부터 ‘事件目’에 ‘契約金’, ‘違約

金’, ‘保證金’ 등의 신식 법률용어가 등장하였다. 또한 1906년 이후부터 

판결의 이유 등에서 ‘契約의 解除’, ‘契約의 取消’, ‘權利侵害’ 등의 용어가 

등장하였다. 변호사의 ‘증가’에 의해 신식 법률용어들의 사용빈도가 ‘상승’

하였다. 특히 일본 유학생이였던 이면우, 윤방현, 허헌 변호사 등이 맡은 

사건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는데, 그들이 일본의 민법, 민사소송법 등

을 배웠으므로 새로운 법률용어의 구사가 훨씬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하나 더 살펴볼 것은 1905년에 일본인변호사가 公認되었는가 하는 점이

으로 광무변호사법에 의해 등록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田鳳德, ｢光武辯

護士法과 初期辯護士｣, 法曹24-3(법조협회, 1975).

61) 皇城新聞 1906년 7월 17일: 辯護合格

62) 皇城新聞 1906년 7월 27일: 請捺辯護章

63) 皇城新聞 1906년 9월 4일: 辯護處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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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05년까지 한국 재판소에서는 외국변호사를 배척하였다. 그 이유는 

1905년 이전 일본인 변호사들이 일본 영사재판소를 중심으로 소송대리를 

하였지만, 한성재판소 등 한국의 재판소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

기 때문이다. 1905년 이전에는 한국인 변호사도 없었으니 일본인 변호사를 

공인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더욱이 1905년 ≪刑法大全≫ 에 외국인에게 국

내 법률에 관한 일을 부탁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고까지 규정하였으며(제

200조),64) 외국인 변호사는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실제 1906년에 개성부

윤 한영원이 한국인 소송사건에서 일본변호사의 대서를 허용하여 큰 곤란

을 겪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에도 법부는 외국인 변호사를 법적으로 허

용하지 못한다 하였다.65) 그러나 1907년 法務輔佐官 제도와 함께 들어온 

일본인 변호사는 ‘訴訟當事者의 輔佐人’으로의 직무를 행하였다.66)

 

제2절 ≪刑法大全≫에 의해 보충된 민사소송

Ⅰ. ≪刑法大全≫에 의한 민사소송 

1. ≪刑法大全≫의 제정과 민사소송법으로서의 지위

  대한제국기에는 외세의 침입이 극심하고 사회가 혼란하였다. 爲政者들

은 자주적인 입법을 통해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포된 것이 1905년 5월 29일 ≪刑法大全≫이었다. ≪刑法大全≫은 ≪大

典會通≫과 ≪大明律≫ 및 新頒律을 參互하여 집성하였으며, 모두 5편 

64) ≪刑法大全≫<第4節 國權壞損律> 第200條 外國에 趨附依賴야 所犯이 有 者 左開에 依

야 處이라

   7. 外國人에게 本國法律에 關 事 將야 呼訴나 囑托 者 懲役十五年

65) 皇城新聞 1906년 7월 10일: 訟規紊亂

66) 鄭鐘休, ｢한말의 서구법 계수｣, 전남대학교 논문집32(전남대학교, 198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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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장 680조로 구성되었다. 이 법은 종래의 법전편찬형식이었던 六分主

義, 즉 六曹의 소관사항을 기준으로 한 분류방식을 탈피하고, 근대법 이

론상의 편찬형식, 즉 단일법전 안에 범죄의 성립에 관한 총칙적 규정을 

두고, 그에 기초하여 각 범죄에 대한 형벌규정을 전개하는 형식을 취하였

다. 따라서 이 법은 ‘自主的 舊本新參의 法典’이라고 평가된다.67) 또한 부

칙 제678조에 “종전 시행하던 율례는 본법률 시행일로부터 모두 廢止한

다.”고 하여 新舊의 법규범조항을 동일법전 안에 병기하였던 형식적 祖宗

成憲尊重主義를 폐기하였다. 

  이 법은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주자력을 주장하던 시기에 반포

된 법으로서 우리의 손으로 만든 법전이라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법

은 치밀한 법리논쟁도, 신구논쟁도 없이 정부 관리들에 의해 조용히 만들

어진 법이었다고 평가를 받는다. 그러므로 이 법은 새로운 법질서도, 불

평등조약의 개정을 하지도 못하였고, 대신 황제의 신성불가침, 관존민비

와 종법적 가족질서, 인민에 대한 억압과 위하, 관리에 대한 경고를 통해 

현존 법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다는 것이다.68) 

(1) 민사소송법으로서의 ≪刑法大全≫

  형법전인 ≪刑法大全≫이 반포되었지만 민법전은 아직 없었다. 그래서 

심상훈 등이 민법도 제정하자는 주장을 했으나 실제 제정되지는 못하였

다.69) 그렇다면 민사소송에도 형법대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

된다. 다음을 보면 당시 관리들도 같은 의문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형법질품(刑法質稟)】

 평양감리 申大均이 법부에 질품하였다. ≪刑法大全≫을 훈령에 따라 잘 

준수하고 있는데, 본소에서 소관하는 안건에 민ㆍ형사를 물론하고 외부

인과의 교섭에 관한 것이 많이 있다. 그런데 지금 ≪刑法大全≫이 민ㆍ

67) ≪刑法大全≫의 제정 공포의 역사적 과정과 그 의의에 대한 정리로는 문준영, ｢大韓帝國期 ≪

刑法大全≫ 制定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1998 참조.

68)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역사비평사, 2010), 288면.

69) ≪高宗實錄≫ 高宗 42년(1905) 6월 18일: 심상훈의 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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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에 모두 일체로 통용되는 법인지? 아니면 오로지 형사에 관련된 법

이고, 민사는 별도의 다른 법이 있지만 아직 반포되지 않은 것인지?  

  법부에서 지령하기를 반포된 ≪刑法大全≫은 형법에 관한 법이지만, 

아직 민법이 없으므로 민사상 원용할 수 있는 조문이 있다. 그러나 진실

로 사리에 합당한 조항이 아니면 민사소송에 통용하는 것이 불가하다.

(밑줄 필자)70)

  이렇게 당시의 관리들도 ≪刑法大全≫이 형사소송에만 적용되는 것인

지, 민사소송에도 필요한 조문을 원용해 재판을 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

했다. 그리고 법부는 ≪刑法大全≫은 원래 형법이므로 민사에 적용할 것

은 아니지만, 아직 민사소송에 필요한 법령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형법대

전 중 필요한 조문은 원용해서 재판을 할 것을 지령하였다. 다만 사리에 

합당하지 않은 조항은 원용하면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던 것이다. 이 법

은 ≪大明律≫및 ≪大典會通≫을 전제로 하여 1895년 이후 새롭게 입법

된 법령형식을 답습한 이원적 구조였다. 또한 ‘大全’은 종합법전의 의미가 

있으므로 민사법령을 보충할 수 있다. 그러므로 ‘刑法大全’이라는 명칭에

도 불구하고 민법ㆍ민사소송에 관한 상당수의 조문을 포함하고 있었다.

  1905년 이후 민사소송에서 ≪刑法大全≫이 적용되었고, ≪刑法大全≫

의 부칙에서 형법대전의 반포로 인해 그 이전의 ‘律例’는 모두 폐지한다

고 하였다. 그렇다면 형법대전의 부칙에 의해 1895년부터 시행되던 ｢民

刑訴訟規程｣도 폐지되고, 모든 민사소송에서 형법대전이 적용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미 1895년 동규정에 의해 민사소송의 판결서, 위임

장, 집행명령서, 소장, 답변서의 형식이 규정되었고, 약 10여 년간 동규정

에 의해 민사소송을 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갑자기 동규정의 적용을 폐지

하고 ≪刑法大全≫으로 재판을 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따라

서 형법대전 부칙과 달리 동규정은 민사소송의 영역에서 1905~1908년 

7월까지도 중요한 준거법이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1907년 6월 27 

法律 第1號 ｢民事ㆍ刑事의 訴訟에 關한 件｣71)의 부칙 “민사와 형사의 소

70) 皇城新聞 1905년 7월 7일: 刑法質稟

71) 官報 1907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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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절차에서 본 법률 이외에는 1895년 ｢民刑訴訟規程｣에 의한다(제8조)”

는 규정이다. 즉 형법대전에 의해 ｢民刑訴訟規程｣이 실제 폐지된 것은 아

니었으며, 다만 동규정에 규정하지 못했던 사안(예컨대 聽訟期限)은 형법

대전에 의해 보충ㆍ적용되었다. 실제 판결서를 살펴보아도 舊民集의 

1905~1908년 7월까지 판결의 기본적인 형태와 절차는 ｢民刑訴訟規程｣
에 의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1908년 7월 ｢民刑訴訟規則｣의 공

포 이후에 ｢民刑訴訟規程｣이 폐지되고, 1908년 개정된 ≪刑法大全≫에는 

민사관련 조문은 삭제되고 순수한 형사법전으로 전환되었다.72) 

  정리하자면 제1기에는 ｢民刑訴訟規程｣에 의해 민사소송을 하였다. 그리

고 제2기에도 ｢民刑訴訟規程｣이 준거법이었으나, 동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刑法大全≫의 규정 중 민사소송에 필요

한 것은 준용하였다. 다음에 설명할 청송기한 규정이 바로 그런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2) ≪刑法大全≫에 의한 민사소송 규정

  ≪刑法大全≫은 1905년 이후의 형법전이었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민

사소송에서도 필요한 조문은 적용하였다. 또한 1905년 이후에는 ｢民刑訴

訟規程｣에서 미흡한 규정은 ≪刑法大全≫에서 보충하였다. 그러므로 

1905년부터 1908년까지 민사소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刑法大全≫ 중 

민사소송의 운용에 필요한 규정을 개관할 필요가 있다. ≪刑法大全≫은 

모두 제5편 제680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편 法例, 제2편 罪例, 제3편 刑

例, 제4편 律例 上, 제5편 律例 下로 이루어졌다. 그 중 제1편 法例에 민

사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을 규정하였고, 제3편 刑例 및 제4편 律例 

上에 민사소송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 또한 제4편 律例 上에 절차위

반에 대한 효과를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를 살펴보자.

  ① ≪刑法大全≫에는 민사소송에 적용될 기본적인 개념을 규정하였다. 

우선 토지관할에 관해 규정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소재하는 관사에 고소

72) 官報 1908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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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형사소송이므로 고소라 규정하였으나, 민사소송의 제소를 포함한다)

는 규정에 의하면 토지관할을 피고의 주소지로 하였다(동법 제6조). 또한 

申訴期限[상소기간]은 형사는 선고한 뒤 5일 이내이며, 민사는 판결후 

15일 이내라고 하였다(동법 제20조). 여기서 申訴[상소]는 하급재판소에

서 불복하는 소송을 상급재판소에 올리는 것을 지칭하였다(동법 제55조). 

그리고 민사소송의 판결을 하는 날에 바로 민사집행을 直行하라고 하였다

(동법 제22조). 집행은 재산을 배상할 의무가 있는 사람의 재산을 압수하

는 것이었다(동법 제57조). 판결일에 바로 민사집행을 하라는 것은 전통

적인 관념을 보여주는 것이다.

  ② ≪刑法大全≫에는 소송당사자의 민사소송절차를 규정하였다. 제1편 

법례 및 제3편 형례에 의하면 소송당사자의 재판절차를 규정하였으며, 만

약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형벌을 부과하였다. 가장 먼저 심급

관할의 위반, 즉 월소의 문제를 살펴보자. 물론 월소의 경우에는 조선시

대의 ≪大明律≫에서도 처벌하였다.73) 1895년 이후 ｢裁判所構成法｣, ｢民

刑訴訟規程｣등에서 심급관할을 정비하여 비교적 잘 지켰지만, 심급관할원

칙이 잘 지켜지지는 않았던 예도 있었다. 그래서 ≪刑法大全≫ 제3장 斷

獄 及 訴訟所干律 제1절 訴訟違犯律에서도 월소의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

을 두었다. 즉 소송하는데 본관 사법관에게 경유하지 아니하고 상사에 越

訴한 자는 태50에 처한다는 것이다(동법 제274조). 이 형법대전의 규정과 

대명률의 규정이 거의 유사하다.

  그리고 訴寃한다고 칭하고 노상에서 격쟁하거나 登山擧火한 자는 금옥 

5개월에 처하였다(동법 제275조). 이때 사건이 경미하여 管官司에서 청리

할 만 한 자를 함부로 상언한 자는 태80이며 무망한 자는 징역 3년에 처

하였으며(동법 제276조), 또한 山訟에서 패소하여 掘移하기로 다짐을 받

은 뒤에 도망한 자는 태100에 처하고 그 무덤은 관에서 굴이하였다(동법 

제281조). 민사소송에 패소[落科]하여 다짐을 받고[納侤]하고 도피한 자

73) ≪大明律≫〈刑律〉「訴訟」:越訴條 :凡軍民詞訟 皆須自下而上陳告 若越本管官司 輒赴上司稱訴

者 笞五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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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태100에 처하였다다(형법대전 282조).

  ③ 당시 위법한 판결을 한 사법관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었다. 

법관이 아닌 사람이 소송을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16절 越權律에서 

규정하여, 사법관이 아닌데 소송을 수리하는 자는 태100에 처하였다(동법 

제266조). 또한 제11절 聽理違犯律에는 기한이 지난 소송을 처리하거나 

제척ㆍ기피ㆍ회피사유를 위반한 사법관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었다. 즉 사

법관이 익명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태 100에 처하였다(동법 제314조). 그

리고 기한이 지난 사송을 청리한 자는 태 40에 처하고, 재물을 받은 자는 

장을 계산하여 그 일처리에 비리가 있으면 제631조 枉法律로 처벌하며, 

(비록 뇌물을 받았더라도) 일처리가 公正하면 不枉法律에 의하여 과단하

였다(동법 제315조). 만약 사법관이 자기친속ㆍ고공ㆍ혼인가ㆍ스승ㆍ척을 

진 적이 있었던 사람의 소송을 수리한 경우에는 태40에 처하였다(동법 

제316조).74) 

  다음으로 제16절 斷決 及 放免違限律은 원고 피고를 이유 없이 감금하

는 것에 대한 규정이었다. 즉 민ㆍ형사로 재판하는 경우에 원고나 피고가 

대질할 일이 없는 사람을 구류하여 3일이 지나도록 돌려보내지 아니한 

자는 태20에 처하며, 매 3일에 1등을 더하여 태 40에 그치고 따라서 죽

음에 이르게 한 자는 태100에 처하되 사사로운 원한에 의해서 이렇게 한 

자는 징역 10년에 처하였다(동법 제343조). 

  이를 통해 살펴본 ≪刑法大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재판의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민사소

송에서 패소하였는데,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 강제집행을 당하게 된다. 

이때 산송 패소자가 강제집행을 받지 않기 위하여 도망가면 형벌을 가하

는 규정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상은 형벌을 부과해서라도 

민사집행을 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민사소송에서의 

74) ≪大明律≫〈刑律〉[告狀不受理]條: ○若詞訟原告被論在兩處州縣者 聽原告就被論官司告理歸結 

推故不受理者 罪亦如之 ○若都督府ㆍ各部ㆍ監察御史ㆍ按察司及分司巡歷去處 應有詞訟 未經本管

官司陣告 及本宗公事未絶者 並聽置簿立限 發當該官司追問 取具歸結緣由句銷 若有遲錯不卽擧行改

正者 與當該官吏同罪 其已經本管官司陳告 不爲受理 及本宗公事已絶 理斷不當 稱訴寃枉者 各衙門

卽便句問 若推故不受理及轉委有司或仍發原問官司收問者 依告狀不受理律論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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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절차위반도 범죄로 보아 형벌도 다스렸음을 알 수 있다. 즉 심

급관할을 위반한 경우에 현행 민사소송법 같으면 관할위반의 이송을 할 

것인데, 월소한 당사자에게 형벌을 부과하였다. 셋째, 사법관에 의한 재판

절차 위반의 경우 현재는 형벌을 부과하지는 않으며 징계사유가 된다. 그

렇지만 당시 민사재판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사법관에게도 형벌을 부과하

였는데, 이는 사회질서의 확립이라는 점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經國大典≫ 및 ≪大明律≫에서 당사자 및 송관의 소송절차 위반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였던 것과 같은 관념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소송제도

는 전통시대 연속선상에 있는 소송제도라 할 것이다.

2. ≪刑法大全≫ 제16조 聽訟期限

(1) ≪刑法大全≫ 聽訟期限의 의의 

  현행법상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진정한 권리

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일정한 법

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한다.75) 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해 권리소멸이라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과 달

리, 제척기간은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바로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

시킨다.76) 

  일반적으로 ≪經國大典≫의 <戶典> 田宅條는 呈訴期限法(혹은 ‘定限

法’)으로 불리며, 현행법상 ‘시효 혹은 제척기간’과 가장 유사한 조문으로 

평가된다.77) ≪刑法大全≫의 청송기한 조를 설명하기에 앞서 조선시대의 

75) 시효에는 권리행사의 외관이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권리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취득시효와 권

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소멸시효가 있

다. 한편 권리소멸의 효과를 가져 오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것으로 제척기간이 있다. 제척기간이

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미리 정한 그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며,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을 준

수하지 못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大決 2003년 8월 11일, 2003스32.

76) 곽윤직ㆍ김재형, 민법총칙제9판(박영사, 2013), 415면. 
77) 朴秉濠, 韓國法制史攷(법문사, 1974), 168~176면; 同旨 심희기, ｢朝鮮時代의 呈訴期限法과 

現代 韓國의 取得時效法: 田宅에 대한 ‘過五年勿聽法’을 중심으로｣,韓國法制史講義(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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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宅｣조에 대해 보자. ≪經國大典≫<戶典>｢田宅｣조는 조선 초기 단송정

책의 일환으로 나온 定限法이 過限法으로 변경되면서 입법되었다. 정소기

한이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며 訟限이라

고도 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무한정 소송하면 권리관계가 불안하므로, 

일정한 기한 안에 소를 제기하게 하였던 것이다. 5년이 지나면 소를 더 

이상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다.78) 전택조는 다른 말로 呈訴期限조

로 부르기도 하며, ‘過五年勿聽法’이라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다.79) 정소기

한의 5년 기간은 소멸시효인지 제척기간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過限

法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지금의 제척기간

과 유사한 규정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정기간 동안 평온ㆍ무사하게 점

유를 계속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다툴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소유권을 취

득 또는 상실하게 되므로, 시효의 측면도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80)

  현행 시효제도는 1912년 일본민법이 의용되면서 한국에 도입되었다.81) 

그렇다면 개화기에 ‘시효 혹은 제척기간’에 해당하는 조문이 있었던가 하

는 의문이 제기된다. ≪刑法大全≫의 聽訟期限규정은 개화기에도 ‘시효 

혹은 제척기간’이 있었는지를 밝힐 수 있는 단초가 된다.

  ≪刑法大全≫은 제5절 期限通規에 聽訟期限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 내

용은 “청송하는 기한은 모든 民事詞訟이 20년 이내에 있는 것으로 정한

다.”는 것이었다(제16조). 그리고 기한이 지난 사송을 청리한 자는 笞40

에 처하고, 재물을 받은 자는 贓을 계산하여 그 일이 사리에 어긋나면 第

1997), 464~494면.

78) 임상혁, ｢朝鮮前期 民事訴訟과 訴訟理論의 展開｣,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0, 132면.

79) 그 예외로 ① 토지ㆍ가옥을 盜賣당한 경우, ② 토지ㆍ가옥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아직 확정 판

결이 없는 경우, ③ 상속재산은 모든 자녀가 균분해야 되는데 분재하지 않고 독점하는 경우, ④ 

소작인이 지주에게 토지를 돌려주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든 경우, ⑤ 셋집에 든 자가 집주인에

게 집을 비워주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만든 경우와 같은 중대한 사건은 5년 기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大典會通≫<戶典>[田宅]: “凡訟田宅過五年則勿聽 盜賣

者, 相訟未決者, 父母田宅合執者, 因幷耕永執者, 賃居永執者, 不限年. 告狀而不立訟過五年者, 亦勿

聽, 奴婢同”), 朴秉濠, 앞의 책(각주 77), 261~262면.

80) 임상혁, 앞의 글(각주 78), 138.

81) 하지만 1912년 이전 전통사회 및 개화기에도 시효제도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었다. 자세한 내

용은 김희수, ｢開化期 近代的 民事法制의 形成에 관한 硏究｣,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1996, 54~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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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條 枉法律을 적용하며, 사리에 타당하면 不枉法律에 의하여 과단하였

다(제315조).82) 이러한 청송기한 규정의 본질이 시효인지 제척기간인지, 

소송법상 권리 소멸을 규정한 것인지 실체법상의 권리 소멸을 규정한 것

인지, 형법대전이 시행되기 이전에 제소가 되었던 사건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 아닌지 등 여러 의문이 제기된다. 

(2) ≪刑法大全≫ 聽訟期限의 내용

  우선 조선시대 및 1895~1905년에는 어떤 법규정이 청송기한에 해당하

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기존 연구에서는 ≪經國大典≫<戶典> 田宅條의 

규정이 조선시대의 ‘定限法’ 규정이라 하였다.83) 朝高判에서도 “≪經國大

典≫<戶典> 田宅條에 ‘凡訟田宅, 過五年勿聽: 전택에 관한 소송은 5년이 

지난 경우이면 심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형법대전이 시행되기까지 적

용되었다.”84)고 하였다. 朝高判에 의하면, 조선시대부터 1905년까지는 ≪

經國大典≫<戶典> 전택조가 청송기한에 해당하는 조항이었고, 1905년 ≪

刑法大全≫의 공포 이후에는 ≪刑法大全≫ 제16조가 청송기한 조문이 되

었다고 보는 것이다. 기존연구에서 전택조의 의미에 대해 밝힌 바가 있지

만, 형법대전 청송기한의 존재와 의미에 대하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형법대전이 제정된 당시의 민사판결인 舊民集의 판결에서 형법

대전 제16조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1910년 이후 朝高判에서 형법대전 

제16조를 적용한 것이 더 많았다. 왜냐하면 원고 및 피고가 1890년대에 

채권채무관계를 설정하였지만, 양쪽 모두 소제기를 하지 않고 10, 20년이 

경과하고, 이후 원고가 1910년대에 소제기를 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

문이다. 이런 경우에 朝高判은 형법대전의 청송기한조를 원용하여 사안이 

82) ≪刑法大全≫ 第5節 犯贓律에 의하면 관원이나 吏典이 업무에 관하여 재물을 받고 曲法으로 처

단하는 경우에 計贓하여 枉法律로 처하고, 曲法으로 처단하지 아니하는 자는 計贓하여 不枉法律

에 처한다(제631조).

83) 朴秉濠, 앞의 책(각주 77), 262면.

84) 朝鮮高等法院, 1910년 9월 23일, 明治 43년 민상 제154호, 국역 고등법원판결록(民事篇)제1

권(법원도서관, 2004), 76~78면; 同旨 朝鮮高等法院, 1917년 4월 6일, 大正 5년 민상 제312호

ㆍ민상 제313호, 국역 고등법원판결록(民事篇)제4권(법원도서관, 2008), 194~196면. 국역 

고등법원판결록(民事篇)은 이하 조고판(국)이라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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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혹은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를 판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1910

년 이후 朝高判 및 개화기의 기록을 통해 ≪刑法大全≫ 청송기한조의 의

미를 알 수 있다.  

  첫째, ‘청송하는 기한은 모든 民事詞訟이 20년 이내에 있는 것으로 정

한다’는 조문의 문리적 의미를 살펴보자. 이 조문의 의미를 알기 위해, 

1905년 당시 평양감사가 법부에 보낸 질품서에 대한 법부의 답변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刑法質稟】

  평양감리 申大均이 법부에 질품하였다. 제16조에 규정한 聽訟期限은 

일응 詞訟이 20년 이내에 있는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20년 이상된 사건에 대한 詞訟이 이 법률이 반포되기 전에 제기되었지

만, 情迹이 의심스럽고 증거가 상세하지 않아 많은 날을 심사하다가 判

決을 아직 하지 않은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반포된 후에는 어

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그러자 법부에서 지령하였다. 聽訟期限에 대해 20년 이상의 사송은 

이미 수리를 받은 것이더라도 계속해서 소송상 다툴 것이 아니므로 절

대로 聽理하지 말라.(밑줄 필자)85)

  평양감사의 질품에 대한 법부의 지령에 의하면, 20년 안에 소가 제기되

었으나 여러 이유로 재판을 하지 않은 사건(즉 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

도 2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리고 朝高判은 

청송기한의 의미에 대해 “민사소송은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때로부터 기산

하여 20년을 경과한 때는 동법(형법대전) 시행전후를 불문하고 전부 聽訟

할 바가 아니다. 또한 청송기한의 그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법의 규

정이 없고 또한 소송의 종류를 한정하지 아니한 이상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이미 청송기한을 경과한 것에 적용이 없음은 물론, 종전의 법률에 

청송기한의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구 ≪刑法大全≫ 시행 전 이미 20년이 

경과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 후에는 제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86)라 하

85) 皇城新聞 1905년 7월 7일: 刑法質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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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권리자가 聽訟期限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국가의 구

제를 청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후부터 그 권리자는 물론 승계인도 동

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다시 권리침해를 이유로 권리보호를 청구할 수 

없다.”87)라 하였다. 즉 朝高判에 의하면 20년이 경과한 민사사건은 ‘제소

를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둘째, 청송기한 규정은 실체법상 규정인지 절차법상 규정인지 문제된

다. 朝高判은 “聽訟期限의 규정은 실체상의 권리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訴權의 소멸에 관한 소송법상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88)고 

하였다. 또한 “≪大典會通≫ 및 ≪刑法大全≫에 이른바 聽訟期限의 규정

은 권리침해자와 피침해자 간에 있어서 訴權 행사의 기한을 정해 상대적

으로 訴權을 소멸시키는 규정으로서 절대적으로 訴權을 상실시키는 규정

은 아니다.”89)하였고, “聽訟期限조문에서 말하는 ‘민사사송’은 채권관계 

및 물권 관계의 민사소송만 아니라 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 같은 신분관계

의 민사소송도 포함하는 취지이라는 것이다.”고 하였다.90) 위의 판결에 

의하면 청송기한 규정은 절차법상 규정이라 보아야 한다.

  셋째, 청송기한이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는지가 문제된다. 朝高判은 “민

사소송에서 ≪刑法大全≫ 제16조의 聽訟期限을 경과했는지 아닌지는 반

드시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 자체를 기초로 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일정한 시기에 권리 침해의 사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그 주장에 따르면 聽訟期限을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

고가 그 권리 침해는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 이전에 발생하여 이후 그 침

해가 계속된 것이며, 원고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는 원고가 주장하

86) 朝鮮高等法院, 1916년 11월 7일, 大正 5년 민상 제207호, 조고판(국)제3-2권(법원도서관, 

2008), 590~598면.

87) 朝鮮高等法院, 1921년 5월 20일, 大正 10년 민상 제5호, 조고판(국)제8권(법원도서관, 

2009), 91~97면.

88) 朝鮮高等法院, 1916년 11월 7일, 大正 5년 민상 제207호, 조고판(국)제3-2권(법원도서관, 

2008), 590~598면.

89) 朝鮮高等法院, 1923년 4월 10일, 大正 12년 민상 제63호, 조고판(국)제10권(법원도서관, 

2010), 69~77면.

90) 朝鮮高等法院, 1922년 9월 1일, 大正 11년 민상 제185호, 조고판(국)제9권(법원도서관, 

2009), 241~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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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전이라는 것을 항쟁할 때는 사실심은 애당초 그 중 어느 주장이 진

실인지를 심리ㆍ판단하여 聽訟期限을 경과했는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한

다.”고 판시하였다.91) 이에 의하면 청송기한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변론

주의 적용대상으로 보았다.

  넷째, 聽訟期限의 기산점은 언제부터로 볼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朝高

判은 “聽訟期限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소를 제

기할 수 있는 때라 함은 訴權을 행사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한 때

를 지칭하고 청구권자가 당해 사정의 발생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묻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92)

  위 質稟書 및 朝高判에 의하면 ≪刑法大全≫ 제16조 청송기한조는 다

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청송하는 기한은 ‘모든 민사소송이 20년 

이내에 있는 것으로 정한다’는 것은 법부지령에 의하면 ‘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도 2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재판하지 말라는 것이며, 朝高判에 

의하면 ‘20년이 지난 사건은 제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송기

한의 규정은 실체법 규정이 아닌 절차법상의 규정이며, 소권을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것이었다. 또한 청송기한 규정은 물권, 

채권관계는 물론이며, 친자확인청구와 같은 가족법상의 소송에도 해당되

는 규정이었다. 한편 재판소 입장에서는 청송기한의 도과여부를 당사자의 

주장에 의해 판단하며, 기산점은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청송기한의 조항에서 분명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바

로 ‘모든 민사소송을 20년 이내에 있는 것으로 정한다.’라고 한 조문을 

위반한 경우에 재판소에서 그 제소를 ‘기각’하는 것인지 ‘부적법 각하’하

는 것인지에 대한 점이다. 당시의 입법자들은 이 조문을 입법할 때까지 

‘기각’과 ‘각하’에 대해 뚜렷하게 준별하지 않았다. 전통법제의 민사절차와 

91) 朝鮮高等法院, 1922년 6월 20일, 大正 11년 민상 제184호, 조고판(국)제9권(법원도서관, 

2009), 157~159면.

92) 朝鮮高等法院, 1922년 9월 1일, 大正 11년 민상 제185호, 조고판(국)제9권(법원도서관, 

2009), 241~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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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의 민사절차가 구별되는 것 중 하나는, 1908년 이후의 ｢民刑訴訟

規則｣에 의하면 본안판단과 본안전판단을 구분한 것이다. 그러므로 ≪刑

法大全≫ 제16조 청송기한규정은 새로운 유형의 제도라기보다 전통적인 

관념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3) 聽訟期限과 시효 혹은 제척기간

  현행법상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소멸시효는 

기산일에 소급하지만(민법 제167조), 제척기간은 소급효가 없다. 그리고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이고, 소멸시효는 시효원용권자가 원용한 경우에 

비로소 고려된다. 또한 소멸시효는 권리자의 청구나 압류 등 채무자의 승

인이 있으면 중단되지만(민법 제168조, 제178조), 제척기간은 중단이 있

을 수 없다. 또한 소멸시효는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은 

기간 도과로 당연히 소멸하므로 포기가 인정되지 않는다.93) 

  그렇다면 ≪刑法大全≫ 청송기한조는 ‘시효와 제척기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그렇지만 아직까지 ｢田宅｣조의 경우에도 시효에 가까운지 제

척기간에 가까운지, 양자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조항인지는 의문이

다. 1905년 ≪刑法大全≫ 제16조의 청송기한 규정도 역시 소멸시효인지 

제척기간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여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朝高判에서는 

“한국 재판소에 대한 소권행사에 관하여 권리 발생지가 어느 나라인지 묻

지 않고 같은 규칙의 제한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출소기한은 

그 성질상 채무의 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될 수 없다.”94)라고 하였다. 시효

는 중단ㆍ정지가 인정되고, 제척기간은 중단ㆍ정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생각해보면 청송기한 규정은 제척기간에 가까운 것이다. 또한 청송기한이 

만료된 뒤 소멸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증거(판결 혹은 공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청송기한은 ‘제척기간’으로 볼 수 있다.

  이후 1908년 법률 제19호에 의해 1905년 법률 제3호 ≪刑法大全≫ 

93) 곽윤직ㆍ김재형, 앞의 책(각주 76), 419~423면. 
94) 朝鮮高等法院, 1914년 7월 28일, 大正 3년 민상 제297호, 조고판(국)제2권(법원도서관, 

2006), 341~3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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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규정은 삭제되었고, 法律 第20號 ｢民事訴訟期限規則｣95)이 제정

되어 청송기한을 대체하였다. 동규칙에 의하면 여관의 숙박료, 음식값, 운

송료, 藝人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는 1년이 경과하면 수리하지 않았으며

(제1조), 업무상 노동에 관한 채권, 건물의 貰金, 토지의 도조 등의 소는 

3년이 경과하면 수리하지 않았다(제2조). 채권에 관한 소는 10년이 경과

하면 수리하지 않았다(제3조). 그리고 채권이나 소유권이 아닌 재산권의 

소는 20년이 경과하면 수리하지 않았다(제4조). 그런데 ≪刑法大全≫ 제

16조의 聽訟期限이 불과 3년만 존재하였고, ｢民事訴訟期限規則｣으로 변

경ㆍ폐지된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 재판소에 금전대여금반환의 소, 식대 

청구의 소, 여관비 청구의 소 등 다양한 소가 제기되었는데, 소송목적물

에 따라 기간을 달리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1908년 ｢民事訴訟期限規

則｣의 제정으로 이를 해결하려 한 것이다. 

  특히 동규칙은 채권의 출소기한을 10년으로 인정하였는데, 일본 민법을 

母法으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朝高判은 “1912년 조선민사령에 의한 민

법시행 전에 구한국에서는 시효제도가 없었다.”96)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조선고등법원은 동규칙의 출소기한도 그 본질이 제척기간으로 보았다. 또

한 동규칙에서 ‘수리하지 않는다’고 법문언을 규정하였고 ‘시효가 완성된

다’라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제척기간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후 1912년 ｢
朝鮮民事令｣에 의해 일본 민법이 의용된 후에는 현행 민법과 거의 유사한 

시효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것이다. 

(4) 聽訟期限에 대한 평가

  ≪刑法大全≫제16조 聽訟期限의 의의는 金洛憲의 從宦錄의 “法律沿

革問答”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그 내용은 “田宅訟의 경우 過五年勿聽

으로 단기로 처리하므로, 장기의 기한을 주어 사람들이 원한을 하소연하

게 하였다. 그래서 1905년 ≪刑法大全≫  중 민사소송은 20년으로 한다고 

95) 官報 1908년 7월 28일

96) 朝鮮高等法院, 1914년 7월 28일, 大正 3년 민상 제297호, 조고판(국)제2권(법원도서관, 

2006), 341~3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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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였으나, 1908년 형법대전을 개정할 때 이 조문은 삭제되었다. 이후 

｢民事訴訟期限規則｣을 공포하여 이 규칙으로 소송을 행한다.”97)라 한다. 

즉 ≪大典會通≫ 에 의하면 민사소송은 5년 안에 해야 하지만, 너무 단기

여서 제소기간의 도과로 인해서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래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늘려 권리침해를 구제받게 하기 위해 

≪刑法大全≫ 을  제정할 때 聽訟期限을 20년으로 늘렸던 것이다. 이후 통감

부기에 20년의 청송기한은 ≪刑法大全≫ 의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民事訴

訟期限規則｣으로 바뀌게 되었다. 청송기한에 대한 “法律沿革問答”에서 5

년의 기간이 짧다는 의미는 일반적인 소송에서 정소기한 5년이 짧다는 

것이다. 즉 전택송의 5년이 너무 짧으므로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어 

청송기한을 연장한 것이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도매사건, 상속분을 

침해한 사건 등은 5년의 기한은 짧은 것이라고 보아 예외규정으로 5년이 

지난 소송도 수리하였다. 그래서 소송이 계속되고 반복되었던 것이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종 조에 30년의 訟限을 둔 단송정책이 나온 것이

었다. 그렇다면 형법대전의 청송기한 조문은 2가지 의미로 판단해야 한

다. 첫째, 전답에 관련된 단순 채권채무 관련 소송에서는 5년의 기한이 

짧아서 20년으로 ‘연장’을 해주는 것이었다. 둘째, 상속회복청구의 소 등 

오랫동안 다툼이 있는 소송에서는 20년 이상의 소송은 더 이상 받아주지 

않은 ‘제한’의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刑法大全≫ 제16조 聽訟期限도 일정부분 ‘단송정책’의 일환으

로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입법자는 모든 민사에 관련된 소송은 20

년을 경과하면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여 강력한 단송의 의지를 피

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20년이라는 기간이 규정되었을까? 

입법자의 의도를 확인할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지

만, 당시 일본 민법에서 채권의 시효는 10년, 채권이나 소유권이 아닌 재

산권의 경우 20년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일본의 법을 참조하여 20년으로 

97) 金洛憲, ｢從宦錄｣, 法史學硏究11(한국법사학회, 1990), 32~33면: “田宅訟過五年勿聽之規, 甚

涉短期, 故以長期變通, 使民伸寃者也. 光武九年四月發布刑法大全中民事訴訟以二十年爲限隆熙二年

刑法大全改正時削除. 其條另定, 民事訴訟期限規則發布, 是爲現行者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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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였을 수도 있다. 

Ⅱ. 실무를 통해 이루어진 訴訟參加制度의 도입

1. 訴訟參加 판결의 등장

  현행법상 제3자의 소송참가는 현재 계속 중인 다른 사람의 소송에 제3

자가 자기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98) 조선시대의 

민사소송에는 소송참가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공동소송을 뜻하는 

‘同訟’, 혹은 ‘等狀’이 있었다.99) 그리고 ｢民刑訴訟規程｣에도 소송참가에 

관한 조문이 없었으며, ≪刑法大全≫에서도 소송참가에 관한 규정은 없었

다. 몇 해 뒤인 1908년 ｢民刑訴訟規則｣에 이르러서야 소송참가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므로 1895~1905년까지 舊民集의 판결서에는 소송참가에 관련된 

판결은 없었다. 그런데 소송참가 제도가 입법되지 않은 1909~1908년의 

판결서 중 소송참가인이 등장한 판결서가 여러 건 존재한다. 법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지만 판결서에 소송참가인이 등장한 사실은 흥미로운 점이

다. 이제 소송참가인이 등장한 최초의 판결서를 통해 참가인의 형태를 보

자.  

98) 소송참가는 크게 나누어 ① 종전의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 당사자의 승소보조자의 지위에서 

참가하는 보조참가, ② 종전의 당사자와 동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참가하는 당사자참가가 있다. 

다시 보조참가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참가하는 통상의 보조참가, 판결의 효력은 받

으나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참가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있다. 또 당사자참가도 참가하는 

제3자가 종전의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대립견제관계에 서는 독립당사자 참가와 그와의 관계가 연

합관계가 되는 공동소송참가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공통의 요건으로 ①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

이 계속 중일 것, ② 참가이유, ③ 제3자의 참가신청이 있을 것을 요한다. 다만 보조참가는 자기

를 위한 판결청구를 할 수 없는 소송상의 신청이지만, 당사자참가는 자기를 위한 판결청구가 있

어야 하며 따라서 소제기와 그 효과가 같은 본안의 신청이다. 호문혁, 민사소송법제12판(법문

사, 2014), 905~906면.

99) 朴秉濠, 앞의 책(각주 77), 257~2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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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1906년 ‘白米價에 관한 건’의 최초 참가인 등장

  <그림 26>는 1906년 7월 30일 한성재판소의 판결이다. 이 판결은 원

고 鄭順五가 피고 金榮勳에게 제기한 ‘白米價 청구에 관한 판결’이다. 이

때 피고의 참가인으로 ‘參加人 金賢默’이 등장하였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

는 피고 김영훈이 원고 정순오에게 쌀을 빌린 뒤 그의 가족인 김현묵에게 

주었으며 김현묵이 미변제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한성재판소는 “피고

는 원고에게 쌀값 잔액 엽전 290냥을 변제하라”고 판결하였다.100) 이 판

결에서 한성재판소는 참가인을 사실상 공동피고로 판단하여 채무를 함께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1895~1905년의 민사소송법제에는 소송참가제도가 없었으므로, 이 시

기의 舊民集에서도 소송참가인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당시 영사

재판소에서는 참가인이 등장한 판결이 몇 건이 존재한다. 이후 1905

년~1908년의 한성재판소 및 평리원 판결에는 다수의 소송참가인이 등장

한다. 또한 1907년 이후의 통감부법무원ㆍ경성지방재판소ㆍ경성공소원 

등의 재판소에서도 소송참가인 관련 판결이 있었다. 이를 표로 정리해보

자.

100) 漢城裁判所, 1906년 7월 30일, 光武 10년 제332호, 舊民集 제30권, 161~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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期 재판연도 재판소 사건건수 총계

참가인이 

등장한 

판결서의 

연도별 

분류

제1기 ~1906

1898년 1건(인천영사관)

1901년 1건(경성일본영사관)

1905년 1건(인천일본영사관)

57건

제2기

1906 23건(한성재판소)

1907

13건(한성재판소)

3건 (평리원)

1건(인천이사청)

1건(통감부법무원)

1908.7 1건(평리원) 

제3기

1908.8 
1건(경성공소원)

1건(대심원)

1909

1건(남포군재판소)

3건(경성지방재판소)

5건(경성공소원)

1건(양주구재판소)

재판소별 

분류

제1기 및 

제2기
일본재판소

1건(통감무법무원)

 4건(일본영사재판소)

57건

제2기
한성재판소 36건

평리원 4건

제3기

경성지방재판

소
3건

경성공소원 6건

대심원 1건

기타재판소
 1건(양주구재판소) 

 1건(남포군재판소)

판결서의 

참가인 

명칭

제2기

參加人 45건(한성재판소ㆍ평리원)

57건

主參加人 1건(평리원재판소)

從參加人 1건(평리원재판소)

제3기 從參加人 10건(일본영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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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 및 <표 18>에 의해 참가인의 유형을 알 수 있다. 첫째, 소송

참가인이 등장하는 판결의 연도에 따른 추이를 알 수 있다. 1906년 이전

에는 일본의 영사재판소의 판결이 3건 있었으며, 1906년 한성재판소의 

판결은 23건이었다. 1907년에는 한성재판소 13건, 평리원 3건 등 모두 

18건이었다. 그리고 1908년 3건이었으며, 1909년 10건이었다. 이 중 

1906년 이전의 판결은 일본의 재판이었고, 1908년 8월 이후의 판결은 ｢
民刑訴訟規則｣아래의 신식판결이었다. 따라서 1906~1908년 7월까지의 

40여 건의 한성재판소 및 평리원의 판결은 법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참가인이 등장하는 판결이었다.

  둘째, 소송참가인이 등장한 판결을 행한 재판소 별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1905~1908년의 한국재판소 판결 중 소송참가인이 등장하는 판결은 

40건(한성재판소ㆍ평리원)이었다. 그리고 1908년 8월 이후 신식재판소의 

것으로는 경성지방재판소 3건, 경성공소원 6건, 대심원 1건 등 모두 10

건이었다. 그리고 지방재판소는 남포군재판소 및 양주구재판소 등 2건이 

있었다. 또한 1905년 이전의 일본영사재판소의 판결은 3건이었고, 1905

년 이후의 영사재판소 판결도 1건, 통감부법무원의 판결도 1건이 있었다. 

즉 1905년 전의 일본 영사재판소 판결에서 소송참가인에 대한 판결이 먼

기 참가인의 유형 사건수 총계

한성재판소 

및 평리원의 

판결 중 

내용에 따른 

분류

제2기

참가인이 단독피고에 해당하는 사안 26건

참가인과 피고가 공동소송인에 

해당하는 사안
12건

40건참가인이 종참가인 1건

참가인이 주참가인 1건

<표 18> 참가인 등장 판결서 내용별 분류

경성지방재판소 판결, 공소원 

판결)

<표 17> 참가인 등장 판결서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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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존재했으며, 한국의 재판소인 평리원 및 한성재판소에서는 1906년 이

후 소송참가인이 등장하였다.

  셋째, 판결서에 등장하는 참가인의 명칭을 분류해 볼 수 있다. 당시 판

결서에 등장하는 참가인의 명칭은 ‘참가인’, ‘주참가인’, ‘종참가인’등의 세 

유형이다. 그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명칭은 ‘참가인’이며 모두 45건에 

등장하였다. 특히 한성재판소의 판결 36건 및 평리원의 판결 2건이 ‘참가

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7건은 기타의 재판소에서 사용하였

다. 그리고 ‘주참가인’은 평리원의 판결서 1건에 등장하였으며, ‘종참가인’

은 경성지방재판소, 경성공소원 등의 판결에서 등장하였다. 특히 ‘종참가

인’용어가 경성지방재판소, 경성공소원 등에 등장한 것은 후술할 ｢民刑訴

訟規則｣의 ‘종참가인제도’와 관련이 있다. 

2. 漢城裁判所 및 平理院 판결의 소송참가인

  일본의 영사재판소와 경성공소원 및 경성지방재판소의 판결을 제외하

고, 소송참가인이 등장한 40여건의 한성재판소 및 평리원의 판결에서 당

시 참가인의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참가인은 크게 4가지 유형

으로 분류가능한데, ① 참가인이 사실상 단독피고였던 경우, ② 참가인이 

사실상 피고와 공동피고였던 경우, ③ 主參加人인 경우, ④ 從參加人인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① 참가인이 사실상 단독피고였던 경우를 보면, 예컨대 다음 1906년 

10월 6일의 한성재판소 판결을 들 수 있다. 

  원고 健祥은 피고 申錫賢을 상대로 債訟을 제기하였고, 參加人 咸善明

이 있었다. 한성재판소는 “피고 申錫賢은 원고의 청구에 따를 만한 이유

가 없고, 참가인 咸善明은 차용금 5천 냥을 1905(乙巳)년 정월부터 1906

년 음력 7월까지의 이자 4천 냥, 합계 9천 냥을 변상해야 한다. 소송비용

은 참가인 함선명이 부담한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판결이유로 “피

고의 주장은 질변에 비추어 정직하다. 피고는 그의 부인(內間)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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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903년 11월경에 당오전 5000냥을 4푼 이자로 원고에게 빌리게 하

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피고의 고모로서 상업을 하기 위해 피고의 부인에

게 그 돈을 빌려갔다. 그 후 1904년 음력 12월에 이자 2800냥을 원고가 

받아갈 때, 원고는 대여금을 피고가 아니라 참가인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의 부인은 이미 사망하였는데, 지금에 이르러 피

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참가인 함선명은 상업을 

위하여 금전을 대차하였고, 1904년 12월까지는 이자를 변제하였지만, 

1905년 1월부터 1906년 음력 7월까지는 원본과 이자 모두를 변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고가 피고에게 소를 제기함은 정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피고의 답변은 그 이유가 있다.”101)라고 하였다.

  이 판결에서 피고는 자신의 부인이 참가인과 원고와의 사이의 금전대출

을 仲介하였으며, 그 부인이 이미 사망하였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원고

가 실제 채무자인 참가인에게 대여금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며, 중

개인의 남편인 피고에게 청구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래서 한

성재판소는 피고에게 채무원금을 갚을 이유가 없으며, 참가인이 ‘실체법

상 채무자’이며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판결은 한성재판소∙평리원의 40여건의 판결 중 26건

에 해당할 정도로 제일 많은 유형이었다. 몇 개의 예를 더 들어보자. 우

선 원고가 집을 전세로 얻었는데, 피고는 家儈로서 집소유자인 참가인과 

원고의 부동산전세계약을 중개한 사람에 불과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家

儈인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필요가 없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貰錢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결102)이 있다. 또한 피고는 단순히 전답매매의 중개

인이고 참가인이 원고에게 전답을 돌려주든 그 가액을 배상하든 간에 책

임이 있다는 판결103)도 있었다. 또한 피고는 역시 중개인이며, 참가인이 

원고의 가옥을 전당잡은 채권자였다가 임의로 원고의 가옥을 매도하였기

에, 참가인이 원고에게 가옥을 돌려줄 것이며, 피고는 이 소송에 무관하

101) 漢城裁判所, 1906년 10월 6일, 光武 10년 제469호, 舊民集 제31권, 65면.

102) 漢城裁判所, 1906년 10월 13일, 光武 10년 제503호, 舊民集 제31권, 185면.

103) 漢城裁判所, 1906년 11월 27일, 光武 10년 제660호, 舊民集 제32권, 2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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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판결104)도 있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원고와 참가인의 채권채무관계에 대해 피고가 ‘중

개인(居間 혹은 家儈)’의 자격으로 관여하였던 것이며, 한성재판소에서는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라고 판시하였고, 소송비용도 참가인

이 부담할 것을 적시하였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참가인’으로 되어 있

으나, 사실상 ‘피고’에 해당하는 당사자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40여 건

의 한성재판소∙평리원의 판결 중 26건이 이 유형에 해당하므로 가장 많은 

유형의 ‘참가인’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참가인과 피고가 사실상 공동채무자였던 경우로 1906년 10월 10일 

한성재판소의 판결을 들 수 있다.

  원고 金源奭이 피고 魚允亨을 상대로 제기한 債訟에서 ‘被告 參加人 李

鍾奭’이 등장한 판결이다. 여기서 한성재판소는 “피고 魚允亨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의 집문서를 鄭大容이 몰래 전당잡히고 빌려간 쌀 중 자

신이 사용한 돈 60냥과 쌀값 390냥을 갚고, 참가인 李鍾奭은 채무금 잔

액 1650냥 중 魚允亨이 낸 450냥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1200냥을 또한 

지급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被告 等이 부담한다.”105)라 판시하였다. 이 판

결은 참가인과 피고를 ‘被告 等’이라고 하여 사실상 공동채무자임을 명시

하였다. 또한 이와 유사한 판결로는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 청구에 따라 

증서를 작성해주고 빌려 쓴 지폐 잔액 5원을 나누어 지급해야 한다. 소송

비용은 被告 等이 부담한다.”106)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피고와 참가인이 공동채무자인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참가인과 

피고가 공동으로 부담함을 명시하였다. 첫 번째 사례에서 피고에 대해 청

구기각한 것이므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참가인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것인 반면, 이 경우에는 공동채무자이므로 소송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은 40여건의 한성재판소∙평리원의 판결 중 

12건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104) 漢城裁判所, 1906년 11월 27일, 光武 10년 제659호, 舊民集 제32권, 275면. 

105) 漢城裁判所, 1906년 10월 10일, 光武 10년 제484호, 舊民集 제31권, 117면.

106) 漢城裁判所, 1906년 10월 29일, 光武 10년 제573호, 舊民集 제31권, 4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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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참가인이 주참가인으로 존재하는 경우이다. 1907년 12월 12일 평

리원재판소의 판결에서 원고는 柳成烈, 원고의 主參加人은 李承業이었고, 

피고는 李準載, 李容喜 등이었다. 평리원은 “주참가인의 청구와 피고 등

의 청구는 함께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삼분하여 주참가인 및 피고등이 각

자 부담한다.”107)라고 하였다. 

  ④ 참가인이 종참가인으로 존재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1908년 2월 19

일 평리원의 ‘家舍 소송에 관한 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한 한성재

판소의 판결과 평리원의 판결의 원ㆍ피고를 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원심판결은 1907년 8월 17일 한성재판소에서 있었으며, 원

심의 원고는 나카무라 사이죠(中村再造)이며 피고는 김학규였다. 원심은 

“피고 김학규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옥을 비워주고 해당 가옥의 월세 

손해금은 변상할 만한 이유가 없다.”108)고 판시하였다. 그러자 김학규가 

平理院에 상소하였던 것이다. 평리원의 재판의 공소인[항소인]은 김학규

이고 피공소인[피항소인]은 일본인 나카무라였다. 평리원은 “원고의 청구

는 기각하고, 원심 재판소의 판결 요지 중 해당 가옥의 월세 손해금은 변

상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한 부분은 폐기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해

107) 平理院, 1907년 12월 12일, 隆熙 원년 1590호ㆍ隆熙 원년 제81호. 舊民集 불수록

108) 漢城裁判所, 1907년 8월 17일, 光武 11년 민제282호ㆍ제289호, 舊民集 제42권, 7면.

<平理院>

원고(항소인) 

김학규  ↔ 

피고(피항소인)

中村再造   

                       家屋↑買受

                   

종참가인 

김성천

<표 20> 1908년 2월 19일, 隆熙 

원년 제1468호ㆍ제28호.

<漢城裁判所>

  유세환

  典當↙          ↖債權

원고 

中村再造  ↔ 

피고 

김학규

<표 19> 1907년 8월 17일, 

光武 11년 민제282호ㆍ제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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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집세 손해금을 1906년 8월부터 1907년 정월까지 매월 35환씩 계산

하여 갚아주어야 한다.”109)고 판시하였다. 

  김학규는 가옥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상소하였는데, 이제 집세까지 

부담하도록 된 것이다. 평리원 판결서에는 피항소인 나카무라의 從參加人 

金聖天이 등장한다. 김성천은 원심에서는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는데, 평

리원에서는 家貰返還에 권리관계가 있어 ‘종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위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우선 1907년 8월 17일 한성재

판소의 판결이유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1906년 10월 7일 김학규가 유세환에게 받을 돈이 있어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그런데 유세환이 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채무이행을 하지 않

았다. 그러자 1906년 10월 20일 김학규는 유세환이 소유하고 있던 가옥

을 판결도 없이 임의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점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

본인 회사 전무인 나카무라 사이죠(中村再造)의 말에 의하면 1906년 2월 

27일 유세환이 일본인 회사에 돈을 빌리고 그 가옥을 전당잡혔다”고 한

다. 이에 대한 한성재판소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다. “원래 유세환이 소유

하던 집 24칸은 1905년부터 있던 것이고 2칸은 1906년 후반에 증축한 

것이므로, 일본인 회사가 24칸을 전집하였다는 것은 사리에 맞다. 따라서 

일본인이 먼저 전당한 것을 후에 김학규가 임의로 점거하였으므로 나카무

라의 주장이 타당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김학규는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

는 것이다. 한편 김학규가 살고 있는 집세에 대한 손해금은 김학규와 나

카무라가 계약한 바가 없으므로 나카무라가 김학규에게 집세를 반환할 것

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러자 김학규는 억울한 마음에 평리원에 상소하였던 것이다. 이 평리

원 판결에서 피항소인 나카무라 사이죠(中村再造)의 從參加人으로 金聖天

이 등장하였다. 평리원의 판결이유에서 항소인 김학규는 다음과 같이 주

장하였다. “김학규가 살고 있는 기와집 24칸은 유세환의 소유이며, 유씨

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유씨가 도망가고 갚지 

109) 平理院, 1908년 2월 19일, 隆熙 원년 제1468호ㆍ제28호, 舊民集 제42권,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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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므로 1906년 10월 20일에 집을 점거하였다. 그런데 일본인 회사원

이 와서 이 집은 유세환에게 돈을 빌려주고 우리가 전당잡은 것이라고 하

였다. 그러나 내가 사는 곳의 주소와 회사가 전집한 곳의 주소가 다르고, 

내가 사는 집은 24칸이고 전당잡았다는 집은 17칸이므로 이는 다른 집이

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피항소인 나카무라는 다음처럼 반박하였다. “1906년 음력2

월 27일에 유세환의 소유가옥의 17칸 문권을 전당으로 잡고 돈을 빌려주

었는데, 유세환이 기한이 지나도록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가옥은 계약에 의해 회사의 소유가 된 것이다. 그런데 김학규가 무단히 

거주하고 있으므로 1906년 2월 이후로 반환 청구하였다. 그런데 김학규

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그 집은 1907년 2월 김성천에게 매도되었다. 

그래서 1906년 3월부터 1907년 3월까지의 가세 35원씩을 추급하게 할 

것을 附帶請求한다”는 것이었다. 

  당사자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평리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양쪽

의 의견을 듣고 항소인ㆍ피항소인과 함께 집을 살펴보고, 家儈 및 지역의 

巡檢 및 동리들에게도 물어보았다. 원고가 주장한 집의 주소지명이 다르

다는 것은 俗稱이 다른 것이며 실은 동일한 집이다. 그리고 칸수가 17칸

과 24칸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세환이 전주인인 황윤창의 17칸 집

을 매수하여 바로 증축하여 24칸이 되었기에 동일한 가옥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회사가 그 집을 典執하였음이 의심 없이 명백하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지나 방매할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 더군다나 

참가인이 그 집을 매수한 사실도 정당한 것이다. 원고가 비록 유세환에게 

받을 돈이 있고 현재 그 집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것은 판결에 의한 정당

한 관청의 집행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사로이 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그 집에 거주하는 것도 회사가 동 가옥을 전집한 이후의 일이므로 

마땅히 그 가옥을 회사에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손해금

으로 집세를 附帶請求하였다. 김학규가 정당하게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

닌데도 반환하지 않음은 고의에 의한 것이므로 손해금을 월세로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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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주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1906년 3월부터 1906년 7월까지 

반환을 청구한 증거가 미비하므로, 집세는 증거가 명백한 1906년 8월부

터 1907년 2월까지 계산하여 손해금조로 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원판

결의 일부를 폐기하고 요지와 같이 판결한다.”는 것이었다. 

  이상을 살펴보면 제1심인 한성재판소에서 나카무라 사이죠(中村再造)의 

청구에 의해 피고인 김학규는 패소하였다. 그리고 이에 항소한 김학규는 

평리원의 판결에서도 역시 패소하게 되었다. 이 판결의 논거로는 김학규

가 유세환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김학규가 유세환의 집을 관청의 

집행에 의한 정당한 집행절차 없이 임의로 점거하였으므로 정당한 소유권

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집 주인 유세환은 일본인 회

사에 전당을 잡히고 기간이 도래하도록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 원 계약상 

임의환가를 당한다는 특약에 의해 가옥의 소유권을 잃게 된 것이었다. 그

리고 일본인 회사는 회사가 취득한 유세환의 가옥을 김성천에게 매도하여 

현 소유자는 김성천으로 되었으며, 김성천은 ‘종참가인’으로 판결에 등장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판결은 아직 ｢民刑訴訟規則｣에 의한 일본식 민사소송법제도

가 도입되기 이전의 판결이었다. 따라서 ‘법’ 없이 ‘실무’에서 인정된 제도

였다. 평리원 판결에서 피고 나카무라의 대리인으로 일본인 변호사 나가

이(永井道忠)가 재판에 관여하였기에 이런 판결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이상을 통해 한성재판소 및 평리원의 참가인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째, 참가인의 유형을 알 수 있다. 즉 참가인이라고 함은 현행법상의 제3

자로서의 참가라기보다 ‘실체법상 채무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40여건의 판결 중 피고는 사실상 그 사건에 관련이 없고 참가인이 

사실상 ‘실체법상 채무자’였어야 할 사건 26건, 참가인과 피고가 ‘공동채

무자’인 사건이 12건이었음은 의미가 크다. 즉 한성재판소 및 평리원에서 

참가인이 등장한 판결 중 90%의 판결이 참가인이 사실상 피고 혹은 공

동피고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주참가인’과 ‘종참가인’의 개념도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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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참가인’이라는 형태는 당시 일본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명치 

민사소송법에서는 종참가만 규정하고 있었지 주참가인 제도는 없었다. ｢
民刑訴訟規則｣이 등장하기 이전에 ‘종참가인’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소송

실무가 법에 선행하여 행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 사건

의 변호사가 일본인이었고, 동 사건을 맡은 판사 박용태 등이 일본에서 

유학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서구식 민사소송법제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08년 ｢民刑訴訟規則｣에 의해 소송참가제도가 법제화되었다. 이

에 의하면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사건이 계속된 재판소는 신청을 받고 결정으로써 그 이해관계인으

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하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소송참가의 결정에 대

해 항고를 할 수 있었으며, 참가인에 대하여는 당사자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하였다(民刑訴訟規則 제77조). 

  ｢民刑訴訟規則｣ 제77조에 대해 당시 경성공소원 서기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民刑訴訟規則｣ 상으로 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에 대

하여 원고나 피고가 만약 패소한 경우에 제3자(원고나 피고 이외의 자)에 

대하여 담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

우에 그 제3자가 원고나 피고 중에 어디든지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타

인간의 소송에 개입함을 이르는 것이다. 이는 참가인이 단순한 보조자가 

됨에 불과함의 당연한 결과이다.”110) 이는 당시 일본 민사소송법에서 종

참가만 규정하고 있었고, 독립당사자참가는 규정하지 않았기에 이와 같은 

해석을 전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의 재판실무에서는 ‘주참

가인’도 있었고, ‘공동피고’에 해당하는 참가인도 있었던 것을 볼 때, 이들

의 해석은 타당하지만 실무가 법대로 행해진 것은 아니었다.

  ｢民刑訴訟規則｣에 의한 소송참가 판결은 평리원 및 한성재판소 판결에

서는 등장하지 않았으며, 경성지방재판소ㆍ경성공소원 등의 판결에 등장

하였다. 즉 경성공소원 1910년 4월 27일 판결에서 원고는 金鍾和, 從參

110) 田中正身ㆍ田位義正 著／李興洙 譯, 韓國民刑訴訟法註解(廣學書舖, 1909), 183~1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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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人 온다 유타카(恩田寬), 피고 사사구리 에이키치(小栗榮吉), 미야모토 

요시지로(宮本芳二郞)이었다.111) 또한 경성지방재판소의 1909년 5월 10

일 판결에서 원고는 李寅聲 피고는 宋文燮, 從參加人 宋學中이었다.112) 

그러므로 1908년 7월 ｢民刑訴訟規則｣의 제정∙공포 이후에 경성공소원 및 

경성지방재판소에서의 참가인은 ‘종참가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訴訟參加制度 도입의 의의 

  ‘법’이 없는데도 1906년의 소송실무에서 참가제도가 등장하였다. 이후 

1908년의 ｢民刑訴訟規則｣에 의한 규정된 참가는 ‘종참가’에 해당하는 것

이었다. 그러나 1905~1908년까지의 참가에는 원래 ‘피고’에 해당할 사람

들이 ‘소송참가인’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았고, 예외적으로 ‘종참가’ 혹은 

‘주참가’에 해당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당시 소송참가는 전통시대의 ‘同訟’ 

혹은 ‘等狀’에서 공동한 이익을 가진 자이면 같이 소송하던 것과도 유사

하며, 더 나아가 소송에 관계있는 사람이면 참가를 넓게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소를 제기한 뒤에 원래 피고였어야 할 사람인데 소송절차

에서 누락된 경우, 종된 지위에 있는 사람, 독립하여 당사자로 참가할 사

람이 소를 제기하면 모두 참가인이란 이름으로 받아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소송참가에 관련된 규정이 없었는데, 1906년 이후 민사판결에 소

송참가인이 있었던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가 변하면 ‘제

도’가 변하게 되고, ‘제도’의 변화에 따라 ‘내용’이 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반대로 소송참가라는 ‘내용’이 먼저 존재하고, 소송참가에 대

한 ‘제도’가 나중에 입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완전한 새로운 ‘제

도’의 도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당시의 참가제도는 조선시대에 

111) 京城控訴院, 1910년 4월 27일, 舊民集 불수록.

112) 京城地方裁判所, 1909년 5월 10일, 隆熙 3년 보제566호ㆍ隆熙 3년 민제34호, 舊民集 불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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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同訟’ 혹은 ‘等狀’에 더 가까운 것이지, 오늘날의 참가제도나 ｢民刑

訴訟規則｣의 참가로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당시 다른 민사소송 제도들은 입법을 먼저 하고, 입법에 의해 운영을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때 법에는 소송참가 제도를 규정하지 않

았는데 판결에 먼저 이 제도가 등장하였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일본 유학생 법관 및 일본인 법무보좌관들의 영향을 들 수 있겠다. 

즉 1890년대 이후 관비유학생으로 일본에서 유학을 한 유학생들이 당시 

한국에서 법관직에 있었다. 예컨대 판사 尹邦鉉,113) 朴瑢台114)등은 소송

참가 판결을 하였다. 

  둘째, 이 시기 민사소송법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완비된 민

사소송법이 없는 상황에서 불완전한 ｢民刑訴訟規程｣, ≪刑法大全≫ 등으

로 재판을 행하니, 입법이 안 되어 있는 제도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만 재판을 통해 원ㆍ피고의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므로, 일단 재판절차에

서는 그 제도를 사용하고 추후에 입법을 하였던 것이다. 결국 개화기 판

결에 등장하는 소송참가는 명칭은 참가였으나, 조선시대에 존재하던 同訟

에 가까운 제도였다. 

Ⅲ. 민사집행제도 발전(1905~1908) 

1. 담보권실행으로서의 경매의 도입

  1895년 ｢執行處分規則｣에 의해 강제집행제도가 도입되었음은 이미 설

명하였다.115) 또한 1905년 이후 도래한 일본인 법무보좌관들의 주장에 

의하면 조선시대 후기 및 개화기 초반에는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명확히 없었다고 한다.116) 하지만 집행처

113) 漢城裁判所, 1907년 6월 20일, 光武 11년 민제368호, 제234호, 舊民集 제38권, 145면.

114) 平理院, 1908년 2월 19일, 隆熙 원년 제1468호ㆍ제28호, 舊民集 제42권, 13면.

115) 본 연구 제2장 제2절 Ⅲ.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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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령제도가 1895년에 도입되었으므로 이들의 주장이 타당한 것은 아니

다. 다만 1907년 이전까지는 판결에서 활용이 저조하였다. 이를 뒷받침하

는 사례로는 “前靈巖郡守 申泰寬 씨가 법부에 청원하였다. 제가 영암군수 

재임 시인 1897년에 結錢葉 2만 냥을 金敎承에게 빌려주었다. 추후 받으

려고 하여 9천여 냥은 받았으나, 만여 냥은 아직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김가를 漢城裁判所에 잡아와서 재판하였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인지 김가

가 즉시 保放되어 도망가고는, 오히려 판결에 따라 집행한 家舍와 살림살

이(什物)를 다른 사람이 살도록 하였다. 엄히 심사하여 막중한 공전을 잃

어버림이 없도록 해달라고 청원하였다.”117)는 기사를 들 수 있다. 이 사

례에 의하면 민사소송을 하는 과정에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민사채무자가 

중간에 보방이 되었고, 집행된 이후에도 家舍에 다른 사람이 그대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보면 개화기 초반까지는 집행제도가 제대로 활용되

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1905년 이후에는 담보권 실행으로 경매를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담보권 실행 경매를 위한 전제는 개인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1906년 10월 16일 勅令 第65號 ｢
土地家屋證明規則｣118)에 의해 토지가옥에 대한 ‘證明’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의하면 토지가옥을 매매ㆍ증여ㆍ교환 혹은 전당하는 경우 계약서에 

동장의 인증을 받은 후 군수 혹은 부윤의 증명을 받아야 하였다(제1조). 

이 때 증명을 받은 정본인 계약서는 완전한 증거가 되었으며(제2조), 군

수 및 부윤은 토지가옥 증명부를 비치하고 증명을 행한 것을 기재하였다

(제3조). 이때까지 민법이 불비하여 인민들이 소유한 토지가옥 등 부동산

을 증명할 수 있는 ‘契券’이 제 기능을 못하고 소유권을 침탈당하는 폐단

이 많아, 토지가옥증명규칙 및 시행세칙을 우선 제정하여 공포하였던 것

이다.119) 이 ｢土地家屋證明規則｣에 의한 증명을 받은 典當契約書는 완전

116) 南基正 譯, 日帝의 韓國司法府 侵略實話(六法社, 1978), 59면.

117) 皇城新聞 1900년 6월 11일: 請願嚴査

118) 官報 1906년 10월 31일.

119) 官報 1906년 11월 9일: 法部訓令「土地家屋證明規則의 施行에 관한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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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증거로 되어 당해관청에서 집행력을 가졌으나 증명이 임의적이어서 증

명을 받지 않아도 문권접수만에 의한 전당설정권은 유효하고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증명제도가 불완전한 것이었다.120) 그렇지

만 불완전하지만 개인의 소유권 증명이 가능해지자, 사적인 실행으로서의 

경매제도가 가능하였다.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제도는 1906년 12월 

26일 勅令 第80號 ｢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121)에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여기서는 流質契約을 허용하였고(제2조), 채무자가 기한이 경과하도록 채

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계약이 없으면 채권자는 전당의 목적인 

토지 및 가옥을 경매할 수 있었다(제3조). 이처럼 토지가옥증명규칙에 의

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고, 매매ㆍ교환ㆍ전당 등에서 

소유자를 명확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에서 

인정된 것처럼 채무자가 기한이 지나도록 이행을 하지 않으면 경매를 통

해 채권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2. 담보권실행으로서의 경매사례

  실제 ｢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이 공포된 뒤 한성재판소에서도 경매집행

에 관한 결정들이 등장하였다. 동규칙과 경매제도에 대한 사례를 하나들

어 보자. 원고 가네베(金部爲秋)는 피고 鄭宜澤에게 채송 건으로 소를 제

기하여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전당잡히고 빌려간 지폐 4천 원을 계

약에 의거하여 2푼 5리의 이자로 해당 전당잡힌 토지를 경매한다. 그리고 

해당 채무를 완전 변제할 때까지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한다”122)는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판결 이후 1년 뒤에 다른 문제가 제기되었다. 즉 “충청남

도에 사는 趙重完이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1904년에 崔鶴圭와 鄭

宜澤 등이 흉계를 꾸미고 토지를 늑탈하고 완문을 위조하여 일본인 가네

120) 朴秉濠, 앞의 책(각주 77), 103면.

121) 官報 1906년 12월 28일.

122) 漢城裁判所, 1907년 7월 31일, 光武 11년 민제358호ㆍ제288호, 舊民集 제38권, 3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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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에게 전당잡혔다가 경매를 당한 것이다. 그래서 조중완이 본인의 억울

함을 府郡에 호소하고 내각조사국에 호소하여 조중완에게 소유권이 있다

는 증명서와 결정서를 받았다. 이에 의해 그 토지의 소유권증명을 받아 

소유권을 회수하였다. 그러므로 위조완문으로 전당잡은 일본인은 법률상 

권리가 없는데도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독촉하였고, 정의택과 최학규는 

이 토지를 다시 싸게 팔아버리려 하였다.”123) 그러자 조중완이 “이 토지

는 내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토지를 사지 말라”고 광고를 하였

다.124) 이에 대해 일본인 가네베가 “충청남도 신창군 사는 趙重完이 자기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토지는 1907년 7월 한성재판소의 판결에 근거하여 

1908년 8월에 경매 집행한 것이다. 그런데 경락인이 없어 내가 취득하고 

동년 10월에 군수에게 인증을 받아 소유권을 확정한 것”이라 주장하였

다.125) 그러자 다시 조중완이 말하기를 “일본인 가네베가 1907년 한성재

판소 판결에 의해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 말하지만, 이것은 위조완문을 전

질한 정의택과 재판한 판결이므로 나(조중완)의 소유권에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그 토지가 누구 손에 있든지 내가 추급권을 행사할 것이며 누구든

지 방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126) 이런 다툼이 있은 다음해인 1909

년 4월 20일에는 원고 조중완이 최학규를 피고로 하여 경성지방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일금 2480원 및 이에 대한 1908

년(隆熙 2) 3월 25일부터 본건 판결 집행 때까지 위 원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리 20%의 이자를 변상해야 한다.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127)는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생

각해 볼 수 있는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1907년 이후 ｢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에 의한 부동산 경매제도가 

실제로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위의 1907년 7월 31일 한성재판소의 

123) 皇城新聞 1908년 9월 4일: 誰復見欺

124) 皇城新聞 1908년 9월 5일: 廣告

125) 皇城新聞 1908년 9월 12일: 廣告  

126) 皇城新聞 1908년 9월 19일: 廣告 

127) 京城地方裁判所, 1909년 4월 20일, 明治 43년 保第440호, 隆熙 3년 제23호, 舊民集 불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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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128)은 토지를 경매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판결요지에서 설시하고 

있다. 이는 동규칙에 따른 민사집행이 실제로 행하여졌음을 보여주는 것

이다. 이 판결 외에도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문서를 전당잡히고 빌려 

쓴 합계 2천 냥을 1905(乙巳)년 9월부터 4푼의 이자로 계산하여 전당잡

힌 해당 가옥을 경매하여 갚게 해야 한다”129)라는 판결, “피고는 원고 청

구에 따라 趙在豊의 채무액을 원 채무자 자격으로 갚을 이유는 없으나, 

피고가 趙在豊이 빌릴 때 보증을 한 책임으로 해당 채무 원금액 670환을 

1906년 1월부터 1907년 9월까지 계약에 따라 3푼의 이자와 함께 합계 

1092환 10전 중 趙在豊의 가옥 경매금 303환 50전을 해당 원금에서 공

제하니…”130) 등의 판결에서도 채무자가 경매에 의해 채무 변제할 것을 

판시하고 있다. 

  둘째, ‘公示制度’의 불안정 문제이다. 즉 조중완은 군과 내각조사국에서 

결정서를 받아 토지소유권 증명을 하였다. 그리고 일본인 가네베는 전당

잡았던 토지의 경매를 통해 토지소유권증명을 하였다. 동일 부동산에 대

한 두 개의 증명이 가능했던 것은 공시제도의 불완전함을 보여준다. 

  셋째, 他人土地賣買(典當)의 효력의 문제이다. 조중완이 진정한 소유자

라고 하고, 정의택과 최학규가 위조된 문건을 전당한 것이라고 본다면 타

인토지매매(전당)의 예가 되는데, 이러한 경우의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위의 분쟁의 결과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경성지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선의의 제3자라 볼 수 있는 일본

인 가네베의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었고, 조중완은 최학규에게 배상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진정한 소유자의 보호보다 거래의 안전을 중

시한 결과가 된다.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가 실제 어떻게 행하여졌는지

는 다음의 신문 공고를 통해 알 수 있다.131)

128) 현행법상은 결정에 해당할 것이나 당시에는 판결로 되어 있다.

129) 漢城裁判所, 1907년 10월 14일, 隆熙 원년 제558호ㆍ제348호, 舊民集 제44권, 296면.

130) 漢城裁判所, 1907년 10월 19일, 隆熙 원년 제512호ㆍ제357호, 舊民集 제44권, 340면.

131) 皇城新聞 1908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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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1908년 경매 공고 광고

 

  <그림 27> 및 <표 21> 광고에서 “右 土地家屋典當執行規例 제3조에 

의하여 채권자가 이를 競賣하는 고로 ‘同施行細則’ 제2조에 의함을 공고

한다.”이라는 부분을 통해 실제 ｢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 제3조에 따라 경

매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3조의 내용은 토지가옥을 목적으로 전당이 

있어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일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 전당의 목적한 토지 및 가옥을 경매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경

매할 때 ‘同施行細則’ 제2조에 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채권자가 경매목적

물ㆍ장소ㆍ채권액ㆍ당사자의 성명 등을 경매시행 전 2주 이상의 기간 동

                                           “公告”

         南署南山町一丁目居日本人

                           債權者                森勝次

         中署堅坪坊水典契水典洞

                    二十三統八戶

                           債務者                閔龍植

目的物

(中略)

右土地家屋典當執行規例 第三條에 依하여 債權者가 此를 競賣하는 故로 同施行細則 

第二條에 依을 公告홈.

隆熙二年五月二日

                                     債權者 代理人

                                     京城本町五丁自居

                                     辯護士 高橋章之助 (밑줄 부분은 필자의 강조)

<표 21> 1908년 경매 공고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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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경매의 목적인 토지가옥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리고 경매 장소는 경매목적물의 소재지이고, 경매에 의해 상환을 받을 채

권액은 원금ㆍ이자ㆍ집행비용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905년 후에 도입된 경매제도는 집행재판소(집행법원)에서 집행권원을 

가지고 하는 공경매가 아니며, 당사자가 담보권실행의 일종으로서 행하는 

사경매였다.132) 이처럼 담보권실행으로서의 경매가 행해진 것은 민사집행

제도의 발전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3. 執行命令書에 의한 강제집행 

  1895~1907년까지 ｢執行處分規則｣에 의한 강제집행은 활성화되지 않았

으며, 대신 1905년 이후에는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제도에 의한 강제

집행이 행하여졌다. 그렇다면 ｢執行處分規則｣에 규정된 執行命令書가 실

제는 언제부터 행하여졌을까? 舊民集의 4948건의 판결서 중 1907년 

11월 이후 판결서에서 執行命令書의 예가 등장한다. 실제 예는 다음과 같

다.

 

<그림 28> 집행명령서 예시1 

 

<그림 29> 집행명령서 예시2 

  

132) 이후 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경매의 도입에 관해서는 본 연구 제4장 제2절 Ⅲ.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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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8>의 집행명령서133)는 “원고 히게타 센조(樋下田仙藏)는 피고 

申泰僖ㆍ李豹榮의 위약금 소송에 대해 다음 별지에서 판결한 대로 집행할 

것을 명한다. 다만 집행기한은 다음 8월 14일로 정한다.”라고 하였다. 그

러면서 1908년 7월 14일에 판결을 하고, 집행기한은 한 달 뒤로 명하였

다. 그리고 <그림 29>의 집행명령서134)는 “원고 사사구리(小栗榮吉)가 

피고 朴善一에 대해 제기한 물건 값 소송은 별지에 판결한 대로 집행할 

것을 명령한다. 단 집행기한은 오는 6월 11일까지로 한다.”라 하였다. 즉 

1908년 5월 11일에 판결을 하고, 역시 집행기한은 한 달 뒤로 명하였다. 

위의 판결서와 법령의 조문을 비교하면, ｢民刑訴訟規程｣의 집행명령서의 

형식과 실제 판결문의 집행명령서가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執

行處分規則｣에서 7일 이상 2개월 이내의 기한 안에 집행할 기한을 정할 

수 있다고 한 규정도 잘 준수되고 있었다. 이 건 외 舊民集 한성재판소

ㆍ평리원 등의 4827건 판결 중 집행명령에 관한 것은 모두 5건이었다. 

그 중 평리원의 확정판결과 함께 집행명령서가 있는 판결이 3건135)이며, 

집행명령만 단독으로 한 것은 2건136)이었다. 그리고 이 판결은 모두 

1907년 7월 이후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1907년 이전에는 민사집행제도

가 별로 활성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3절 소결

 

  대한제국기는 정치기구ㆍ사법제도ㆍ행정제도 등이 모두 복고화된 시기

133) 漢城裁判所, 1908년 7월 14일, 제304호, 舊民集 제47권, 109~110면.

134) 漢城裁判所, 1908년 5월 11일, 제125호, 舊民集 제48권, 279~280면.

135) 平理院裁判所, 1907년 11월 6일, 隆熙 원년 제1545호ㆍ隆熙 원년 제49호, 舊民集 제42권, 

29면; 平理院裁判所, 1907년 10월 7일, 隆熙 원년 제1518호ㆍ隆熙 원년 제24호, 舊民集 제

42권, 67~73면 ; 平理院裁判所, 1908년 6월 25일, 隆熙 2년 민제618호ㆍ隆熙 2년 제130호, 
舊民集 제48권, 281~286면.

136) 漢城裁判所, 1908년 7월 14일, 제304호, 舊民集 제47권, 109~110면; 漢城裁判所, 1908년 

5월 11일, 제125호, 舊民集 제48권, 279~2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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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점은 사법제도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당

시에는 재판소제도가 후퇴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운 민사소송관련 입법도 

비교적 적게 등장하였다. 이때 고종황제와 대한제국의 대신들은 이런 혼

란 상황에서 나라를 재건해 보려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舊本新參’하여 

≪刑法大全≫을 입법하였다. 당시 민법전이 미비하여 형법전인 ≪刑法大

全≫ 중 민사소송에 필요한 조문은 원용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법은 

당시의 민사소송에 관한 법전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에는 

민사소송 관련 조문은 그 숫자도 적고, 내용도 역시 빈약하였다. 그래서 

｢民刑訴訟規程｣이 민사소송의 준거법으로 여전히 적용되었고, ≪刑法大全

≫은 보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 중 ≪刑法大全≫ 제16조 聽訟期限條는 의미가 크다. 첫째, 이는 시

효 혹은 제척기간의 역사를 보여주는 규정이었다. 즉 시효 혹은 제척기간

의 역사는 조선시대의 ‘≪經國大典≫<戶典>[田宅條] 過五年勿聽法’→‘형

법대전 제16조의 청송기간’→‘｢民事訴訟期限規則｣’→｢朝鮮民事令｣에 의해

서 의용된 ‘제척기간’으로 이어졌다. 특히 朝高判은 청송기한조는 소멸시

효보다 제척기간에 가까운 것이라고 평가하였고, 이런 판단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청송기한 규정은 소송에 대한 斷訟정책을 통해 사회의 

혼란을 막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행법상으로는 소송이 진행 중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소송참

가가 가능한데, 조선시대에는 소송참가에 관련된 조문이 없었으며, ｢民刑

訴訟規程｣에서도 입법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1905~1907년 사이의 구한

말 민사판결에는 소송참가인이 등장하였다. 당시의 소송참가인들은 실상

은 피고였어야 할 사람ㆍ공동피고인 참가인ㆍ보조참가인ㆍ독립당사자 참

가인 등 다양하였다. 입법이 없이 판결에 먼저 등장한 소송참가제도는 제

도의 변화에 따라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판례가 먼저 생성된 이후

에 제도가 입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제4장에서 서술할 새로운 민사소송으로의 전환기(1907~1909)와 

달리, 이 시기까지는 전통법제의 연속선상에 있는 민사소송 시기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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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수 있다. ≪刑法大全≫의 내용은 실은 전통적인 전율체제 아래에

서의 규정과 다르지 않았다. 무엇보다 형법대전 규정 중에 형사에 관련된 

규정뿐 아니라 민사에 관련된 규정에도 형벌을 부과하였음은 전통적인 법

제의 모습이다. 

  그렇지만 민사소송제도의 영역으로 본다면 제1기보다 제2기는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예컨대 재판제도에서는 ‘한성재판소’와 ‘한성부’의 분리 독

립, ‘법부’와 ‘재판소’의 직권분리시도, 판결서의 필수적 발급 등은 전시대

보다 발전된 모습이다. 또한 판사를 법부대신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법관

전고위원회에서 선발하였던 점, 변호사제도가 도입된 점도 전시대와 달리 

발전된 것이다. 무엇보다 聽訟期限條와 재판을 통해 이루어진 訴訟參加制

度의 도입을 보면, 민사소송의 영역은 그 전시대보다 발전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시 한국은 정치적으로 퇴보하였고, 심지어 을사늑약으로 외

교권마저 일본에 빼앗겼지만, 민사소송의 영역에서 제2기는 제1기의 개혁

입법을 바탕으로 더디지만 조금씩 발전하였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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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신식 민사소송제도의 

정착기(1907.7~1909)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체결하였

다. 이후 1905년 12월 20일 칙령 제267호 ｢統監府 및 理事廳官制｣를 공

포하였다. 여기서 통감부가 중앙행정기관이라면 이사청은 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하였다. 이때 통감은 한국에서 일본의 대표자로 한국과 일본 간의 조

약에 근거한 권한을 행사하였는데, 대표적인 권한으로 ‘施政改善權’을 들 

수 있다. 통감은 시정개선 권고자로서 강력하게 한국의 내정개혁을 주도

하였다.1)

  韓日新協約(丁未七條約)은 1907년 7월 24일 내각총리대신 李完用과 이

토(伊藤博文) 통감의 명의로 체결ㆍ조인되었다. 당시 헤이그특사사건을 

계기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일제는 대한제국 국가체제의 마지막 숨통을 

죄기 위해 법령제정권ㆍ관리임명권ㆍ행정권 및 일본 관리의 임명 등을 내

용으로 한 7개항의 조약안을 제시하였다.2) 그러나 이 조약은 일본이 고

종을 강제로 퇴위시킨 직후에 체결된 것으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비정상

적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국제조약으로서의 법적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3)

  특히 민사소송에 관하여는 정미7조약의 제4~6조에 의해 통감이 한국

인 관리에 대한 임명동의를 하고, 일본인 관리에 대한 추천권을 가진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이토(伊藤) 통감은 일본인 법관

1) 鄭肯植, 韓國近代法史攷(박영사, 2002), 123~124면.

2) 조약의 내용은 ①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② 한국정부의 법령제

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③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

무와 구분할 것, ④ 한국 고등 관리의 임명은 통감의 동의를 받고 행할 것, ⑤ 한국정부는 통감

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에 용빙할 것, ⑥ 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한국 

관리에 임명하지 말 것, ⑦ 1904년 8월 22일 조인한 한일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

항은 폐지할 것 등이었다.

3) 이태진ㆍ이상찬, 조약으로 본 한국병합(불법성의 증거들)(동북아역사재단, 2010), 182~190면.



- 168 -

을 한국으로 초빙하였고, 새로운 민사소송법제의 제ㆍ개정에 일본인들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다.4)

  따라서 일본법과 제도는 재판제도에 대해 ‘본격적’ㆍ‘직접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본장에서는 1907년 7월 이후 통감부가 정비한 재판제도

의 모습을 살펴보고, 일본인 판사 및 변호사들의 도래가 판사제도 및 변

호사제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살펴본다. 그리고 새로운 재판제도 

아래 제정된 ｢民刑訴訟規則｣의 내용과 실제 재판사례를 살펴본다.  

제1절 신식 재판제도의 정착

Ⅰ. 1907년 ｢裁判所構成法｣과 신식 재판소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伊藤博文)는 한국의 재판제도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토는 한국의 재판소 및 법률의 문제점을 알아내

고자 애썼으며 몇 가지 점에 주목하여 재판제도를 변경하려 하였다. 이를 

요약하자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사법은 ‘情實’과 ‘勢力’에 의

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민사채무자를 감옥에 구류하는 것은 개

탄스럽다. 민사와 형사의 구분이 엄연한데 민사채무자를 구류하는 관습은 

철폐되어야 한다. 셋째, 민ㆍ형사에서 소송관계인에게 拷訊을 가하는 악

습이 근절되어야 한다. 넷째, 일본에서 법을 배워온 사람을 한국의 법원

에 판사로 임명해도 한국의 관습법과 충돌하여 본인들 스스로 법관직을 

그만두게 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토는 한국의 재판제도를 일본

과 유사하게 변경하였다. 후일 총독부에서 만든 慣習調査報告書를 볼 

때에도 표면적으로 한국의 관습을 조사하여 법을 제정하려 했지만, 그 이

면에는 식민지배의 물적 토대를 닦는 법적 기반을 확립하려는 의도도 있

4) 田鳳德, ｢일제의 사법권 강탈 과정의 연구｣, 애산학보2(애산학회, 1984): 同旨 朴秉濠, 近世

의 法과 法思想(진원, 1996),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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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5) 

  이후 이토는 1907년 정미7조약이 체결된 후 조약에 근거하여 재판제도

를 변경하려 하였다. 이를 일본과 비교하여 말하자면, 1872년 ｢司法職務

定制｣ 단계에서 적어도 외양상으로는 1880년대 이후 제도와 비슷한 단계

로 도약한 것이었다.6) 특히 정미7조약 제3조에서 행정과 사법의 분리를 

명문으로 규정한 것은 이토가 주장한 것이라 평가되기도 한다.7) 또한 동

경제국대 민법교수였던 우메 겐지로(梅謙次郞)의 주장에 의하면, 한국인

을 위해서는 굳이 복잡한 법이 필요 없지만 각국인에게 통일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한국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메의 

구상에 의한 한국의 법전은 형식은 한국의 법이지만, 내용은 일본의 법을 

주로 참고하고, 한국의 관습을 약간 가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8) 

  전술한 것처럼 1907년 초 일본에서 법부참여관 및 법무보좌관이 초빙

되었고, 그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법령이 공포되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07년 일본인 보좌관들을 보좌하기 위한 사무직원까지 일본사람으

로 임명하기도 하였다.9) 이런 상황에서 1907년 12월 9일 ｢法部官制｣가 

개정되었는데,10) 주임관이 증원되고 서기도 40여 명으로 늘었으나, 그 중 

일본인이 절반이 되었다.11) 그리고 지방에는 개정 법부관제에 의해 참서

관제가 폐지되었으므로 판사서리 검사서리가 부족하여 판검사를 빨리 서

임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12) 

  1907년 7월 이후 법부와 한성재판소ㆍ평리원과의 관계도 변하였다. 즉 

1907년 이전에도 독립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평리원 및 한성재판소는 

법부의 소속기관으로 존재하였다. 그렇지만 1907년 7월 이후에는 재판소

5) 鄭肯植, ｢日帝의 慣習調査와 그 意義｣, 鄭肯植 編譯ㆍ鄭鐘休 監修 慣習調査報告書(한국법제연

구원, 2000), 31면. 

6) 杉浦智紹, ｢民事訴訟の立場より見た日本の近代化｣, 比較法學1-1(早稲田大学, 1983)

7)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역사비평사, 2010), 385~387면.

8) 문준영, 앞의 책(각주 7), 388면; 鄭鐘休, ｢韓國民法의 編纂과 比較法的 位置｣, 法史學硏究40

(한국법사학회, 2009.10), 16~18면.

9) 皇城新聞 1907년 6월 20일: 平裁事務員新聘

10) 官報 1907년 12월 13일: 勅令 第51號 ｢法部官制 改正｣
11)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8일: 법부관제

12)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9일: 검사 없어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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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부로부터 독립하려 하였으며, 평리원과 한성재판소도 서로 분리ㆍ독

립하려 했다. 그것을 반영하는 사례는 1907년 10월 평리원 재판장 홍종

억이 한성부윤 장헌식에게 재판사무에 관해 내린 훈령을 장헌식이 다시 

평리원 재판장에게 돌려보냈다는 기록이다.13) 이는 1904년 이전까지 한

성부 안에 재판소가 있을 때에는 한성판윤이 수반판사를 겸하였으므로, 

평리원재판장이 한성판윤에게 훈령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1905년 이후

에는 한성재판소는 독립 기관이 되고, 한성부윤이 판검사를 겸하지도 않

으므로, 평리원 재판장의 훈령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엄밀

한 의미에서 재판소의 독립은 1908년 8월 이후의 일이지만, 1907년에도 

이미 평리원과 한성재판소의 독립을 향한 움직임이 싹트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07년 12월 23일 法律 第8號 ｢裁判所構成法｣이 제

정되었다. 동법은 정미조약 이후 우메 겐지로가 이토의 명을 받아 협약에 

맞추어 만든 법안을 다소 수정하여 공포한 것이었다. 여기서 재판소를 일

본의 예에 따라 1심법원인 區裁判所ㆍ地方裁判所, 2심법원인 控訴院, 3심

에 해당하는 大審院으로 구성하였으며, 4급 3심제가 확립되었다.14) 즉 제

1심이 구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미한 사건은 ‘구재판소’→‘지방재판소’

→‘대심원’을 거치고, 구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은 ‘지방재판소’

→‘공소원’→‘대심원’을 거치는 법령상 3심제로 운영하려 하였다.

  그렇지만 1908년 1월부터 바로 새로운 재판소가 개청되지는 못하였다. 

각지방에서도 구재판소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며, 비록 지방에서도 구재판

소를 설치해달라는 청원도 있었으나15), 당시 정부로서는 재정이 궁색하여 

바로 실시하지 못하고 1908년 6월 경 설치하려 하였다.16) 그리고 1908

년 3월 경에는 대심원, 공소원, 각구재판소 등에 판검사로 임용될 일본인 

30여 명이 법부를 둘러보기도 하였다.17) 

  하지만 새로운 재판소는 처음 예정과 달리 1908년 6월이 아닌 동년 8

13) 大韓每日申報 1907년 11월 15일: 訓令昧例

14) 官報 1907년 12월 27일.

15) 대한매일신보 1908년 2월 25일: 고창보고

16)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29일: 급할것 없지

17) 대한매일신보 1908년 3월 28일: 장래의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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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일에서야 개청되었다.18) 당시까지 재판소였던 평리원의 사무는 대심

원ㆍ공소원으로 인수되고, 한성재판소의 사무는 경성지방재판소로 인수되

었다.19) 또한 지방재판소의 사무도 신식재판소로 인수되었는데, 예컨대 

평안북도 재판소 사무는 평양지방재판소로 인수되었다.20) 1908년 8월 1

일에는 대심원21) 및 공소원 지방재판소를 비롯하여 15개의 구재판소가 

개청되었고, 나머지 97개 구재판소는 점차로 개청될 예정이었으나,22) 

1909년 5월까지 실제 개청한 구재판소는 52곳이었다.23) 특히 경기도 같

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서울과 인천에만 구재판소가 설치되었고 순차로 수

원과 개성으로 확대되었다.24) 당시 한성재판소 및 평리원에 근무하던 관

리들은 공소원ㆍ경성지방재판소ㆍ경성구재판소의 관리로 轉任되었다.25)

  그리고 1908년 8월 신식재판소가 실제로 개청된 이후 지방에서 군수가 

행하던 재판도 변하였다. 즉 1895~1908년 8월 이전까지의 서울의 재판

소는 漢城裁判所ㆍ平理院이었음에 반해, 각 지방에서는 군수가 민사사건 

및 태형 이하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재판관할권이 있었다. 그런데 1907년 

｢裁判所構成法｣과 신식 재판소의 등장에 의해 군수의 재판 권한은 소멸하

였다. 이에 대해 군수들은 본인의 권한을 잃게 되어 반발하기도 하였으

나, 일반 인민들은 재판권의 독립 개념을 자세히 알지 못하였지만, 구재

판소가 설치되어 군수에게 재판권이 없으므로 백성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겠다고 하며 환영하기도 하였다.26)

  다음은 각 재판소의 직무범위를 살펴보자. 區裁判所는 법정의 형사ㆍ민

사소송의 제1심 재판과 등기 기타 비송사건을 관장하며 단독판사가 재판

했다. 구체적으로 제1심이 구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은 ① 200

18) 皇城新聞 1908년 8월 8일: 區裁判所開廳式

19) 皇城新聞 1908년 7월 12일: 開廳期限; 同旨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25일: 개청후재판

20) 皇城新聞 1908년 8월 19일: 裁判事務引繼

21)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30일: 대심원개청

22)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30일: 재판관할공포

23) 皇城新聞 1909년 5월 14일: 開廳한 裁判所

24)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24일: 재판소가설

25)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25일: 관리전임결정

26) 皇城新聞 1908년 9월 16일: 民法의 歡迎



- 172 -

圓 이하의 금액 및 가액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② 건물의 사용이나 수선

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소송, ③ 점유에 관한 소송, ④ 

고용계약에 관한 雇主와 雇人간의 소송, ⑤ 客과 旅店 혹은 음식점 간에 

숙박료나 음식료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 및 客으로부터 旅店 혹은 음식점

에 임치한 手提品, 금전이나 기타 물품에 대한 소송, ⑥ 토지의 경계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 ⑦ 여객과 운송인 간의 운임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등이었다.27) 地方裁判所는 구재판소와 공소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제1

심 소송사건, 구재판소의 제1심판결ㆍ결정 등에 대한 공소 및 항고사건을 

관할하였다. 경성지방재판소는 특히 황족에 대한 민사소송의 제1심을 관

할하였다. 지방재판소 관할사건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합의 재판

하였다. 控訴院은 지방재판소의 제1심판결ㆍ결정 등에 대한 控訴[항소] 

및 항고사건을 관할하였으며, 경성공소원은 황족에 대한 민사소송 제2심

을 담당하였다. 공소원 관할사건은 판사3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합의재판

하였다. 大審院은 법률심으로 제1심ㆍ제2심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으로 역

할을 하였다.

  또한 신식재판제도 아래에서 재판소에 감옥서를 설치하였으며,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각종 물품을 제조하게 하였고, 일본인을 감옥의 간수로 서

임하였다.28) 즉 1908년 이전에는 한성재판소와 평리원에 형사사건의 미

결수ㆍ기결수 및 민사피고 구류인ㆍ민사확정판결 유치인들이 함께 수감되

었으나, 1908년 신식재판소에서는 ‘재판소’와 ‘감옥서’를 구별하려는 시도

를 하였던 것이다.

  당시 ｢裁判所構成法｣은 대체로 일본의 재판소구성법을 모방ㆍ축약하였

으나 한국의 상황을 고려한 것도 있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공소원

이 구재판소가 제1심 재판을 한 사건의 상고심을 관할했는데, 한국에서는 

상고심을 대심원으로 일원화했다. 같은 시기 일본의 대심원장, 검사총장

은 칙임관 또는 친임대우의 칙임관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대심원장과 대심

27) 법원행정처, 法院史(1995), 58면.

28) 海朝新聞 1908년 5월 21일: 監獄倣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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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검사총장을 오로지 친임관으로 했다. 즉 한국에서는 대심원장과 검사

총장이 각부 대신과 동등한 반열에 서는 것이었다.29) 그러나 1909년 7월 

12일 사법권 및 감옥사무를 이양하는 조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해 10월 

16일 일본칙령 제236호로 ｢統監府裁判所令｣이 공포되었으며, 1907년 ｢
裁判所構成法｣은 1909년 10월 28일 법률 제28호, 29, 30호에 의해 폐지

되었고,30) 1909년 11월 1일부터 신식재판소가 시행되었다.

  1907년 ｢裁判所構成法｣의 제정의 의의는 현행 법원조직제도의 기본적

인 틀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즉 현행 4급 3심(대법원, 고등법

원, 지방법원 합의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구조가 이때부터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초기 1895년 ｢裁判所構成法｣도 일본인의 관여에 의한 

것이었으나, 1907년 ｢裁判所構成法｣의 실질적 심사권은 일본통감부가 가

졌고, 대한제국의 내각은 형식적 공포권만 가졌다.

Ⅱ. 법조전문직의 확립 

1. 司法官으로서 판사제도

  1907년 ｢裁判所構成法｣이 등장하여 재판제도가 확립되게 되었다. 그러

자 재판소 판사의 신분도 인적ㆍ물적으로 독립되어 진정한 의미의 사법관

이라고 할 수 있는 판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초기(1895~1905)에 한국인 판사들은 문과ㆍ무과 출신이며 행정관으로

서의 역할을 겸하였다. 물론 1905년 이후 법관양성소 출신 및 일본유학

생 판사의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나 1908년 이후는 많은 일본인 판사들

의 渡來가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특히 정미7조약 체결 이후 통감부의 주도로 일본인 법관들이 한국에 

29) 문준영, 앞의 책(각주 7), 390면. 

30) 김병화, 韓國司法史(中世編)(일조각, 1982),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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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다음 “법부차관 구라토미 유자부로(倉富勇三

郞)가 각 재판소에 임용할 일본사법관 223인과 재판소서기 323인을 뽑을 

일로 日本司法省과 교섭중이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인원을 당시 사법부

에서 한꺼번에 뽑으면 사법기관의 운용에 장애가 있으므로, 1908ㆍ1909

년에 절반씩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5개월 이내에 사법관 110여 명과 서기 

60여 명을 선임할 것이다. 각 지방재판소 판ㆍ검사 중 한국에 오기를 희

망하여 사법성 직원과장에게 청원한 자가 140여 명이며, 변호사 중에 청

원한 자가 30여 명이다.”31)는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대심원장

으로 일본 동경공소원 검사장 카와무라(河村喜盛)가 부임한다는 설이 있

었지만,”32) 실은 대심원장은 東京地方裁判所長 와타나베(渡邊暢)로 檢事

總長은 오사카(大坂) 地方裁判所檢事 고쿠분(國分三亥)을 선발하였다.”33) 

  초기에 각지방재판소가 개청되면 당시 한국에 있던 법무보좌관을 각재

판소의 소장으로 임명하려고 하였다.34) 또한 처음에는 새로 개청할 구재

판소ㆍ지방재판소ㆍ공소원ㆍ대심원의 판사ㆍ검사에 한국인과 일본인을 절

반씩 임용하려 하였고, 한국인은 법관양성소 졸업생 중 우수한 자를 임명

하려 하였으나,35) 이를 법부대신 조중응이 반대하여 한국인 법률졸업생은 

법관으로 임용되지 못하고 일본인만 임용하려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

다.36) 하지만 한국에서 법관양성소를 졸업한 사람을 판검사로 임용하지 

않겠다는 법부대신의 주장은 법관양성소 졸업생 및 교관의 반대에 직면하

였고 결국 한국인을 처음에는 서기로 임용하기로 결정하였지만,37) 결국에

는 한국인도 판검사로도 임용하였다.38) 특히 새로 만들려는 대심원ㆍ공소

원의 서기까지 모두 일본인을 임명하려 하였다.39) 그리하여 대심원에서는 

31) 皇城新聞 1908년 1월 19일: 多數法官渡來

32) 皇城新聞 1908년 1월 22일: 大審長被任說

33) 皇城新聞 1908년 2월 6일: 法官槪定

34) 皇城新聞 1908년 2월 9일: 法佐所長

35)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14일: 졸업생수용; 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8일: 졸업생수용

36)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15일: 법관서임헌의; 海朝新聞 1908년 4월 30일: 趙爲日忠

37)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19일: 졸업생수용

38) 대한매일신보 1908년 6월 26일: 판검사분장

39)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12일: 서기서임



- 175 -

한국인 검사 하나, 판사 둘, 서기 몇 외에는 거의 일본인이었다.40) 그렇

지만 다시 절충안으로 한국인 법관은 외국에서 유학한 법률졸업생만 임용

한다 하였는데,41) 그들 대부분이 일본 유학생이었으므로 일본에서 법률을 

공부한 사람만 법관으로 임용하겠다는 뜻이었다. 더욱이 새로운 재판제도 

아래에서는 통역42) 및 재판소의 감옥서의 간수43)도 일본인을 한국인보다 

더 많이 임용하였다. 특히 새롭게 개청할 구재판소에는 법학교 졸업생을 

판사와 서기로 임명하려 하였다.44) 하지만 1908년 5월 신재판소 직원으

로 일본인들이 더 많이 임용되었다.45) 1908년 당시 재판소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비율을 살펴보자.

  <표 22>에 의하면 신재판제도 아래 한국인 법관 및 서기ㆍ통역관의 수

는 점차 줄어들었고, 일본인 법관 및 서기ㆍ통역관 숫자는 계속 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인 법관들이 재판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

서 현실적인 문제점도 등장하였다. 예컨대 법률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지

만 일본어는 구사할 수 있는 한국인을 구재판소 판사로 임명하는 사례46)

도 있었다. 이에 대해 당시 신문에서는 법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판사를 

40)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26일: 일인이 과반

41)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12일: 유학생만 수용

42)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19일: 통역시취; 신한국보 1909년 10월 26일: 번역관도 일본놈

43)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24일: 일녀간수 

44) 대한매일신보 1908년 9월 6일: 법률졸업생서임

45) 皇城新聞 1908년 5월 23일: 韓日法官

46)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11일: 일어가 제일

1908. 5  일본인  임용 확정 일본인 임용예정  한국인 임용예정

판사

대심원 2인

공소원 6인

지방재판소 16인

구재판소 5인

100인  60인

서기 20인 80인 100인

통역관 17인 50인

<표 22> 1908.5 신재판소 구성원 임용인 및 임용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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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비판도 있었다.47) 또한 법부에서 근무하였던 일본인 서기들은 신

식재판소의 판사와 검사로 승진하기도 하였다.48) 그런데 이와 같이 일본

어 구사가 가능하지만 법률지식은 없는 한국인 판사가 수행하는 재판은 

불공정하기도 하였으며, 소제기한 당사자가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많

아 원성이 커지기도 하였다.49) 그리고 반대로 법률지식이 있는 일본인 판

사의 경우에도 한국국민들의 習慣과 人情風俗을 알지 못하여, 민ㆍ형사소

송에서 誤判하는 폐단이 적지 않아 원성이 컸다.50) 그래서 이런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각 재판소에 한국인 鑑定人을 두어 소송에 관한 문서를 考

閱하게 하였다.51) 즉 한국 관습을 모르는 일본 법관과 일본어만 알고 법

률을 모르는 한국 법관들이 재판을 잘 못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또한 소송 당사자들 입장에서 일본인 법관들이 많이 등장한 것은 현실

적인 폐해가 있었는데, 다름 아니라 일본어를 모르는 한국인은 소를 제기

하기 곤란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일어를 통ㆍ번역하게 하면 통ㆍ번역한 

사람에게 50전 이상 5원 이하를 비용으로 제출하게 하였다.52) 그래서 재

판과정에서 당사자가 법관들에게 본인의 주장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함께 소송비용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었다. 

  일본인 판사의 수가 한국인 판사보다 많아졌다는 것은 한국사법권이 점

차 일본에 탈취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실제 1909년 

사법권 위임 이후에는 한국인 판사와 검사를 퇴직시키고 법관양성소를 폐

지하였으며, 다만 한국인 변호사만 잠시 인정하였다.53)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1907년 이후의 판사가 제1기(1895~1905) 

및 제2기(1905~1907)까지의 판사와 가장 다른 점은 행정관을 겸하지 않

는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판사는 행정관에서 전직한 사람이 아니

47) 대한매일신보 1908년 12월 4일: 일어판사

48) 대한매일신보 1909년 10월 16일: 일인은 모두 수용; 皇城新聞 1909년 10월 1일: 書記採

用說

49) 대한매일신보 1909년 2월 3일: 소송자칭원

50) 대한매일신보 1909년 6월 3일: 송민칭원

51) 皇城新聞 1910년 1월 29일: 韓人鑑定  

52)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13일: 통변값마련

53) 대한매일신보 1909년 7월 21: 법관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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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행정관과 판사를 겸하지 않았다. 판사는 법관양성소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자, 法官銓考 시험을 합격한 사람 등 전문성을 갖춘 ‘司法官’으

로서의 판사라 할 수 있다. 물론 일본인 판사가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인 판사는 점차 수가 줄어들었다는 한계는 있다. 

2. 일본인 변호사의 사법참여

  1895년에는 과도기적인 대인제도가 도입되었고, 1905년에는 변호사법

에 의해 변호사제도가 등장하였다는 점은 이미 제2장 및 제3장에서 서술

하였다. 하지만 1908년에 한국인 변호사의 숫자는 20여명에 불과하였다. 

변호사의 수를 보충하기 위해 1907년 4월 변호사시험을 통해 변호사를 

선발하였고, 1908년 11월 16일 변호사시험을 다시 시행하였다.54)

  한편 당시 일본인 변호사들은 한국에서 소송대리를 못하였는데, 일본인 

법무보좌관들의 회고를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즉 “구한국에서도 1905년 

변호사법을 제정하였는데, 외국인 변호사는 ≪刑法大全≫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지 않았다. 나카무라(中村)의 회고와 이토(伊藤) 통감과 법무보좌관

과의 담화 필기에 의하면, 1907년 법무보좌관이 초빙된 이후에도 외국인 

변호사는 법정에서 직무를 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제국영사관에서

도 일본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 없었다. 이후 통감부가 개설

된 뒤 ｢保安規則｣에 의해 이사관의 허가를 얻은 자에게는 보수를 받고 소

송대리행위를 할 것이 허용되었다. 1907년 10월에 일본변호사들을 공인

하며 허가할 것을 내정하였지만 바로 시행되지는 못하였다.”55)는 것이다. 

  실제 새로운 재판제도가 도입된 후인 1908년 4월에서야 일본인 변호사

들이 한국에서 인허를 얻어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56) 그런데 일

본인 변호사를 公認하는 것에 대해 당시 당국자들의 의견이 불일치하였

54) 皇城新聞 1908년 8월 20일: 辯護士試驗許可

55) 皇城新聞 1907년 10월 31일: 日本辯護公認

56) 海朝新聞 1908년 4월 21일: 日辨護士問題;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17일: 일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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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떤 사건은 일본 변호사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일본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하나의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재판관들의 

편의에 따라 허가하게 하였다.57) 또 당시 일본인 변호사들이 한국에서 소

송대리를 시작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도 야기되었다. 예컨대 일본인 변호사

가 원고의 위임을 받으면 재판소에 가기 전에 피고의 집에 가서 위협하여 

돈과 물건을 뺏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58) 더욱이 일본인 변호사들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사건을 조작하여 소송대리를 하는 등 소

송의 질서를 어기는 폐단이 많으므로 법부에서 엄금하기도 하였다.59)

  그런데 1905년 ｢辯護士法｣에서 변호사제도가 도입되었지만, 1907년 

새로운 재판제도가 도입되었기에 변호사제도는 변경될 필요가 있었다. 그

래서 일본 변호사법을 母法으로 하여 법을 개정하기를 염두에 두고 심의

를 하였다.60) 그 결과 1909년 4월 26일 法律 第18號 ｢辯護士法｣61)이 새

롭게 제정ㆍ공포되었다. 이 융희 변호사법은 일본 변호사법과 거의 유사

하게 규정되었고, 기존 대한제국 변호사를 뽑던 변호사시험규칙 등을 폐

지하고, 法部令 第4號로 ｢司法試驗規則｣을 다시 공포하였다.62) 법부에서

는 사법시험위원을 정하여 이를 행하였고(동법령 제1조), 한국인 중 만 

20세 이상인 남자가 지원자격을 가졌다(동법령 제2조). 시험은 필기고사

와 구술고사로 행하여졌고(동법령 제11조), 필기과목은 민법ㆍ상법ㆍ형법

ㆍ민사소송법ㆍ행정법ㆍ국제법이었다(동법령 제12조). 또한 1909년 4월 

27일 法部令 第7號 ｢辯護士名簿登錄規則｣을 반포하였다.63) 동법령에 의

하면 변호사명부에 등록을 하기를 원하는 자는 등록청원서를 지방재판소 

검사국을 경유하여 법부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하였다(동법령 제1조). 그러

면 검사국에서 청원자의 자격을 조사하여 법부대신에게 제출하였고(동법

57) 皇城新聞 1908년 5월 20일: 日人辯護의 隨便

58)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15일: 일본변호사의 불법

59) 대한매일신보 1909년 2월 19일: 법부훈칙

60) 皇城新聞 1909년 2월 16일: 辯護士法改定

61) 官報 1909년 4월 27일.

62) 官報 1909년 4월 26일; 大韓辯護士協會, 韓國辯護士史(1979), 34면.

63) 官報 1909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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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2조), 법부대신의 명령에 의하여 지방재판소 검사국에서 등록을 하

여 주었다(동법령 제3조). 이후 1909년 5월 8일 統監府令 ｢辯護士規則

｣64)에 의해 일본 변호사법에 의한 유자격자가 아닌 자는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변칙으로서 종래의 ｢保安規則｣에 의한 이사관

의 인가를 얻은 소송대리를 인정했다. 1909년 변호사법과 1905년 변호

사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1909년 변호사법은 일본인 변호사들이 한국에

서 활동할 수 있는 명분을 법적으로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1909년 7월 사법권이 일본에게 위탁된 이후에는 한국인 변호사에 대한 

법규와 일본인 변호사에 대한 법규를 통일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1909년 10월 통감부령으로 한국에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는 ①일본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가 될 자격을 가진 자, ② 한국인으로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한 자, 또는 ③ 한국의 판검사ㆍ변호사, 통감부재판소의 

판검사였던 자에 한정했다. 그 후 1910년 12월 제령 ｢辯護士規則｣을 반

포하고, 다시 1912년 약간의 개정을 가하여 시행하였다. 이후 1936(昭和 

11)년 4월 제령에 의해서 그 전문이 개정되어 ｢朝鮮辯護士令｣이 되었다. 

그리고 종래의 소송대리업자에 관해서는 1911년 6월 제령으로써 현재 소

송대리의 업에 종사하는 자는 동령 시행일로부터 30일 내에 조선총독에

게 신청하여 그 인가를 받고 또 변호사명부에 등록했을 때에는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65) 

  이와 같이 일본인 변호사들이 소송에 참여하게 되고 점차 그 수가 많아

진 것은 일제의 영향력이 커지던 시대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하게 하려는 시도는 

그러한 정책의 정점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한발 물러서서 한국인 변호사

들도 소송대리를 하게 하였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사법권이 일제에

게 완전히 이양된 시대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64) 統監府公報 1909년 5월 8일.

65) 南基正 譯, 日帝의 韓國司法府 侵略實話(六法社, 1978), 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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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民刑訴訟規則｣과 신식 민사소송

Ⅰ. 민사소송법제 편찬과정

1. 통감부와 법전조사국의 민사소송법 제정 작업

(1) 법무보좌관의 민사소송법제정 관여

  1894~1907년까지의 민사소송법에 관련된 새로운 입법이 있었고, 당시 

개혁입법은 조선시대 민사소송보다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통감부의 

초대 통감이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한국의 재판제도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종래의 한국의 재판제도는 

불완비되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이토 통감은 한국의 

사법사무를 보좌할 수 있는 법무보좌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법무보좌관 

배치는 실무적으로 한국의 법과 관습, 재판 상황 등을 알아내어 재판 제

도를 개선하려 했던 점도 인정되나, 궁극적으로 재판권의 탈취를 통해 한

국 통치를 원활히 하려는 의도가 더 컸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메 겐지로(梅謙次郞)와 법무보좌관들의 활동이 재판법제의 제정에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초기에 도입된 법무보좌관은 한국의 사법사무와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보좌를 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나, 실은 사법전반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

력을 행사하였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이토 통감의 “처음에 법무보좌관

을 한국정부에 초빙하게 한 것은 취조[심리]에 참가하게 할 목적에서 한 

것이다. 즉 직접 법정에서 관계인을 취조하게 하기를 바랐던 것이다.”66)

라는 발언이다. 또한 조선에 근무했던 보좌관이었던 카키하라(柿原)는 

“‘輔佐官에게 재판의 권한이 부여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보좌관의 

66) 南基正 譯, 앞의 책(각주 65), 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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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事務에 관한 權限은 無限하다.’”67)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시마무라(島

村)의 회고에 의하면 “개화기의 재판사법사무에서 보좌관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었으며, 판사의 판결서나 검사의 기소장도 

보좌관의 동의 없이는 쓸 수 없었다.”68)고 하였다. 즉 사법보좌관은 개화

기 판사의 판결서 작성 및 검사의 기소장 작성에 사실상 심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중 한 사람인 마츠데라(松寺) 檢察官은 개화기 한국의 민사

소송의 실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조선 각지는 모두 참고서류 및 장부가 불비하여 지방관 즉 재판관은 

과거의 사실이나 기존의 법규를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또 지방에 따

라서 일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법규는 실행되지 않고 또한 기존법규의 

실행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법률의 대부분은 불비하다. 그 중에서도 

절차에 관한 법규가 가장 불완전하다. 예를 들면 민ㆍ형사를 불문하고 

피고인을 구류ㆍ투옥하며 증인이나 참고인 등을 모두 고문하는 것이다. 

또한 판결의 형식에 관해서도 1895년(개국504)에 법률69)로 규정했는데

도 불구하고 소장 한 모서리에 한 두 줄의 指令을 쓰는 데 불과한 정도

의 상태이다. 그러나 平理院 및 漢城裁判所의 판결은 비교적 그 체계를 

갖추어 이유를 붙인 判決書를 작성하고 있으나, 지방의 판결은 대부분 

指令뿐이므로 아이들 장난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승소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까닭에 민사상 피고를 오랫동안 구류하는 혹독한 수단

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등 요컨대 절차상 법규가 불비한 점이 많다.70)

  이를 통해 일본 사법관들의 개화기 사법제도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

다. 첫째, 전통법제의 민사소송법 및 제1기 및 제2기에 제ㆍ개정된 민사

소송법은 불완전하다고 평가하였다. 둘째, 판결서의 작성 등 형식상 규정

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그들은 민사 사건의 당사자, 

67) 南基正 譯, 앞의 책(각주 65), 36면.

68) 南基正 譯, 앞의 책(각주 65), 66면.

69) 인용문에서 말하는 ‘판결서의 형식에 대한 1895년의 법률’은 1895년 4월 제정된 ｢民刑訴訟規

程｣ 제14조의 판결서 형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판결서의 형식에 대한 자세한 것은 본 

연구의 제2장 제1절 Ⅲ. 1. 참조.

70) 南基正 譯, 앞의 책(각주 65),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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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참고인 등에게 고문을 하는 것을 개정의 대상으로 삼았다. 넷째, 민

사소송 절차에서 당사자인 피고를 구류하는 제도가 불합리하다 하였다. 

그래서 이토(伊藤) 통감이 법무보좌관들에게 한국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서는 “① 법부는 평리원의 판결에 대하여 종래 행하던 更査를 폐지할 것, 

② 보좌관의 보조로 초빙경찰관을 임용할 것, ③ 민ㆍ형사사건의 취조에 

고문을 폐지할 것, ④ 법부아문에 설치되어 있는 민사관계자 拘置監을 폐

쇄할 것”71)을 시행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처럼 마츠데라 보좌관이 조선에서 민사사건에 고문을 가하는 것을 들

며 절차가 불완전함을 비판하였지만, 일본에서도 에도시대에는 수사기관

이 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았으며, 민ㆍ형사사건에 私人救濟(處罰)도 가

능하였고, 더욱이 1870년대까지 일본에서도 민사재판정에 고문으로 태형

을 가하였다.72) 그리고 조선의 민사사건에서 ‘고문’을 가하였다는 주장도 

정확한 주장이 아니며, 특히 민사사건에서 참고인이나 증인도 모두 ‘고문’

하였다는 주장은 더욱 더 사실이 아니다.

  일본 보좌관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민사소송 관련 입법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는 여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우선 “일본 귀족원에서 한국

의 재판사무에 관한 법률안이 第一讀會를 경과하였다고 한다.73)”라는 기

록이 있다. 이로써 일본 본국에서마저 한국의 재판사무를 개정하려 한 것

을 알 수 있다. 특히 통감부는 예전 조선의 법령은 ‘舊法時代’로 평가하고 

전통법제 및 개화기 당시의 입법도 개정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대해 

당시 “나라의 법률은 그 나라에서 제정해야 한다. 그런데 재판소구성법과 

민형사소송법을 반포하기 위하여 기초 작업을 하는데, 그 법률은 통감부

에서 기초하여 내각으로 보내어 시행하게 하는 실상이다. 도무지 한국에

서는 법률을 아는 사람이 없어 일본인이 기초하는지 어쩐지 분하고 답답

하다.”74)는 비판도 있었다.

71) 南基正 譯, 앞의 책(각주 65), 33면.

72) 鄭鐘休, 日本法(신조사, 2011), 32~33면.

73) 皇城新聞 1906년 3월 7일: 裁判案通過

74)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4일: 법률기초; 大韓每日申報 1907년 7월 4일: 統府의 法律起

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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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미7조약과 ｢民事ㆍ刑事의 訴訟에 關한 件｣제정

  정미7조약 체결과 함께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법부의 일련의 정비과정

이 있었다. 1907년 6월 27일에는 法律 第1號로 ｢民事ㆍ刑事의 訴訟에 

關한 件｣ 및 法律 第2號 ｢民事ㆍ刑事 訊問에 關한 件｣75)이 그것이다. ｢
民事ㆍ刑事의 訴訟에 關한 件｣에 의하면 민사소송에서 제1심으로 군수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즉 군수는 일체의 민사와 태형에 해당하는 형사에 대

한 제1심 재판을 행하였다(동법 제1조). 또한 군수의 재판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소관 지방재판소에 申訴할 수 있었다(동법 제2조). 다만 군수

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었는데, 군수는 검험과 가택수색과 물건압수와 기

타일체의 수색처분을 하지 못하였다(동법 제3조). 그리고 소송절차와 재

판집행에 관한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원재판소에 신고

하여야 하였으며, 만약 그 재판소의 조치에 불복할 경우에는 다시 그 상

급재판소에 항고할 수 있었다(동법 제4조). 그리고 동시에 법부에서 13도 

지방재판소에 대해 “지방의 민사소송절차에서 각 군의 판결에 불복하여 

지방재판소에 상소하는 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군의 판결이 타당한지 

여부를 다투지 말고 지방재판소에서 다시 상세히 심사하여 판결서를 발급

하라”76)고 훈령하였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군의 판결에 불복하여 지방재

판소에 소를 제기한 경우, 지방재판소에서 판결을 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

기 때문이며, 또한 민사소송 절차에서 복심의 구조를 확립하려 하였기 때

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1895~1907년까지 ｢民刑訴訟規程｣에 의해 상소기간이 민사서에

는 15일이고 형사에서는 5일이며, 다만 거리를 계산하여 늘려주는 것이 

당시까지의 법식이었다. 그런데 법부에서 민ㆍ형사를 불문하고 상소기간

을 3개월로 해줄 것을 상주하였다.77) 그래서 ｢民事ㆍ刑事의 訴訟에 關한 

件｣에서 민사에서 申訴기간은 3개월로 정하고 그 判決宣示의 익일부터 

기산하였다(동법 제7조). 하지만 이 규정은 ｢民刑訴訟規則｣에 의해 1개월

75) 官報 1907년 7월 1일; 皇城新聞 1907년 7월 2일: 法律改定件 

76) 皇城新聞 1907년 6월 27일: 法訓道裁; 大韓每日申報 1907년 6월 26일: 申訴更査 

77) 大韓每日申報 1907년 6월 29일: 申訴期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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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축소되었다. 

  또한 민사소송이 제기된 피고를 재판소에 구류하는 행태의 폐해를 인식

하여, 평리원 및 한성재판소에서는 민ㆍ형사를 물론하고 죄인을 구류하는 

것은 혁파하고 죄수를 가둘 경우 감옥서에 가두기로 결정하였다.78) 따라

서 同法에서는 민사소송절차 중인 피고를 구류하지 못하며, 대신 민사확

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강제집행의 수단으로 민사채무자에 대한 구류를 

인정하였다. 즉 判決宣示를 하기 전에는 소송관계인을 구류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동법 제6조). 이 규정은 ‘판결선시의 효과’와 ‘강제집행의 수단으

로서의 민사채무자의 구류’를 인정하는 조문이다. 더욱이 우리 재판제도

에서 ‘재판소와 감옥서의 분리’를 시작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

할 수도 있다. 또한 엄밀히 말해 ‘구류’는 형사법적인 용어이므로 민사법

에서 강제집행수단에서 적용되는 용어는 아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민형

사의 구분이 불충분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법의 부칙에서는 민사와 형사의 소송절차는 본 법률 외에 

1895년(開國504) 法部令 제3호 ｢民刑訴訟規程｣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

(제8조). 따라서 이 법률은 1895년 法部令 3號 ｢民刑訴訟規程｣에서 빠진 

절차에 대한 보완의 의미가 강하다.

(3) 민사소송에 관한 법부훈령(1907. 7)

  1907년 7월 및 8월 법부에서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여러 원칙을 평리

원 및 한성재판소와 13도 재판소 및 개항장재판소에 훈령하였다. 우선 

“민ㆍ형사소송 절차에서 소송에 관한 서류 혹은 물품을 압수하거나 영치

한 경우는 증서를 제출인에게 교부하고, 법률에 의하여 몰수하는 자를 제

외하고는 소송결과가 나온 뒤에는 당사자에게 돌려주라고 하였다.”79) 또

한 “사법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사법보좌관의 인장을 날인하라”80) 하였

다. 결국 이 훈령에 의해 1907년 7월부터 사법보좌관이 적극적으로 한국 

78) 大韓每日申報 1907년 6월 29일: 曉鍾警世; 皇城新聞 1907년 6월 28일: 罪人措寘新議

79) 大韓每日申報 1907년 7월 11일: 書類還付

80) 大韓每日申報 1907년 7월 12일: 總由日官; 皇城新聞 1907년 7월 10일: 法訓各司法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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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에 감독ㆍ관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종래 재판소에서 작성한 서류에 

보통은 ‘裁判所印’만 날인하였지만, 직원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하며 서류

의 정당함을 기하기 위해 판사 및 검사와 기타 재판소직원의 직무상 문서

에는 반드시 주임한 ‘官職’과 ‘署名捺印’을 하라”81)고 하였다. 그리고 “오

래된 사건, 적체되고 시일이 지난 사건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라”82)고 

하였다. 재판과정에서 재판소인 외에 직원의 관직을 적시하고 서명날인하

게 함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법부의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

으며, 소송서류 등을 당사자에게 돌려줄 것을 주장했고, 또한 소송의 적

체를 해결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체 민사소송은 제1심은 각군수가 재판하고, 그 군에서 제1심

을 행하지 않은 것은 각도재판소에서 접수하지 아니하고, 군을 거친 2심

사건만 심사하게 하였다. 각재판소에 한 번씩 소를 제기한 뒤에는 승소하

든지 패소하든지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였으며, 민사소송의 원피고를 

구류하지 못한다. 그리고 재판판결서는 口述하기로 소송법을 개정하라”83)

고 하였다. 이 기록에서도 법부의 심급제도, 기판력, 민사채무자 구류 등

에 대한 개선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민사소송의 원피고를 재판과정에

서 구류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은 후술할 1908년 ｢民刑訴訟規則｣의 민

사채무자의 유치명령과는 다르다. 전자는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구류를 

금지하는 것이며, 후자는 재판절차의 종료 후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의 수단으로 민사채무자의 유치명령제도를 인정한 것이다.

  또한 재판소의 편의를 위한 제도 혹은 소송하는 백성들을 위한 제도도 

새롭게 만들었다. 즉 “재판소의 편의를 위해 일본인 경찰관 1인 혹은 2인

을 배치하여 법무보좌관의 사무를 보조하게”84) 하였다. 그리고 “지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산간벽지에는 인지판매소가 없어 소를 제기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므로 각 지방에 인지판매소를 설치하여 소를 제기하

81) 大韓每日申報 1907년 7월 11일: 一倂署印; 皇城新聞 1907년 7월 10일: 法訓各裁

82) 大韓每日申報 1907년 7월 26일: 大霈疏決

83) 大韓每日申報 1907년 8월 3일: 法訓各裁; 皇城新聞 1907년 7월 10일: 拘留注意訓飭

84) 大韓每日申報 1907년 8월 9일: 日官增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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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백성들을 편하게 하라”85)는 법부의 조회도 있었다. 소를 제기

할 때 당사자가 인지를 첩부 하지 않으면 소제기 못한다고 하였는데, 판

매소가 부족하니 이를 설치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과 사법의 ‘실질적인 분리’에 대한 조치도 등장하였다. 즉 

당시에 흔하였던 “지방군수의 貪贓不法은 內部에서 조사하지 말고 재판소

에서 이를 처결하고 내부에서는 免官만 하라”86)고 하였다. 즉 군수의 貪

贓에 대해 內部에 소를 제기하거나 하소연하는 백성들도 많았는데, 이제

는 재판소에서 재판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해당 관리의 면

직 등 행정처분을 하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행정과 사법의 이름뿐인 분리

가 아니라 실질적인 분리의 모습이라 볼 수 있다.87)

(4) 法典調査局과 ｢民事訴訟法案｣
  1907년 7월 및 8월에 법부에서 집중으로 훈령을 내려 민사절차법을 

개정한 이유는 ‘신식재판제도의 출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특히 

통감부는 ‘군수의 판검사 겸직의 혁파로 행정과 사법의 완전한 분리’와, 

‘심급제도의 확립’과 함께 간략한 민사소송법이 아닌 제대로 된 민사소송

법의 제정을 주장하였다. 1907년 7월 이후의 민사소송법의 입법과정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자.

 ○ 신재판소의 개청 전에 민ㆍ형사소송 절차법을 제정ㆍ공포하기 위해 

법부에서 신임법관이 심의한 후에 빨리 法制局으로 보내었다. 이 절차법

은 임시로 규정한 것이고, 영구히 실행할 민사소송법은 지금 일본에 있

는 우리나라 법전조사국 고문 우메(梅) 박사가 기초하여 최근에 그 초안

을 法典調査局으로 보내어 왔다. 그 博士가 6월 하순 혹 7월 상순 경에 

한국에 와서 調査會를 열고 2개월간에 심의하여 반포할 예정이라고 한

다.88) 

85) 皇城新聞 1907년 9월 13일: 訴訟紙廣布

86) 大韓每日申報 1907년 8월 23일: 內部無權

87) 행정과 사법의 분리 필요에 관한 당시의 논설은 다음을 참조. 全永爵, ｢立法ㆍ司法及行政의 區

別과 其 意義｣, 太極學報8(太極學會, 1907)

88) 皇城新聞 1908년 5월 29일: 民事訴訟法草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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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典調査局에서 각종 법령제정에 기초된 우리나라 관행을 조사할 

방침으로 올해 초에 착수할 예정이라 하였다. 民事訴訟法 기초로 인하여 

遷延되었다가, 최근에야 각 지방에 사람을 파견하여 조사하게 할 예정이

다.89) 

  ○ 法典調査局에서 1908년 7월 17일 이후 매일 오후 1시부터 6시까

지 法典調査委員會를 열고 우메(梅) 博士가 기초한 민사소송법에 대해 

매일 구라토미(倉富) 委員長 우메(梅) 顧問 이하 각위원이 축조심의한다

는데, 대략 50일에 완료할 예정이다.90) 

  ○ 法典調査局 고문 우메(梅) 法學博士는 어제 밤 남대문도착 열차로 

귀경하였는데, 박사가 기초한 민사소송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빨리 해서 

확정됨으로 1908년 8월 23일 경에 귀국할 예정이다.91)

  위의 기록들을 정리하자면, 통감부의 초대통감이던 이토 히로부미(伊藤

博文)가 동경제국대학 민법교수였던 우메 겐지로(梅謙次郞) 박사를 한국

에 초빙하여 민사소송법에 관한 초안을 마련하게 하였다. 이것이 ｢民事訴

訟法案｣92)이었으며, 1908년 당시 한국에서 민사소송법으로 사용하려고 

축조심의를 하고 있었으나, 이 법안은 실제로 공포에 이르지는 못하였

다.93) 또한 법전조사국에서 일본인 법관들과 관리들이 모여 한국의 관습

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법전을 편찬하려고 하였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당시 민법전의 편찬여부이다. 1905년 법부대

신 심상훈의 민법전을 만들자는 주청을 하였고, 이에 고종황제가 내린 奏

本 ｢民法常例｣를 내려 민법전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실제 만들지는 못하

였다. 그래서 민사 利子를 제한하기 위한 1906년 ｢利息規例｣94)를 공포하

였고, 민법이 불비하여 종래 백성들의 토지를 침탈당하는 폐단이 많으므

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06년 ｢土地家屋證明規則｣ 및 ｢施行細則｣등을 

단행 법률을 입법하였다.95) 하지만 민법전이 편찬되지 못하자 편찬의 필

89) 皇城新聞 1908년 5월 29일: 現行法編纂順序 

90) 皇城新聞 1908년 7월 24일: 法典調査會日開 

91) 皇城新聞 1908년 8월 22일: 梅博士歸京 

92) 鄭鐘休, ｢한국≪民事訴訟法案≫｣, 法史學硏究10(한국법사학회, 1989), 231~232면.

93) 임상혁, ｢1908년 <民事訴訟法案>의 성립과 그 성격｣, 民事訴訟14-1(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0).

94) 官報 1906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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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이 주장되기도 하였다.96) 그래서 통감부에서도 法典調査局을 통해 민

법전을 만들려 하였으나, 1912년에 ｢朝鮮民事令｣에 의해 일본 민법이 의

용되기까지 민법전이 제정되지는 못하였다. 민법전은 관습법에 의해 보충

될 수 있었던 반면, 절차법은 시급하였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이 먼저 제정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民刑訴訟規則｣의 제정과 공포

  1908년의 우메 겐지로(梅謙次郞)의 ｢民事訴訟法案｣은 ‘案’으로 남아있

었고, 완비된 민사소송법전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완비된 민사소

송법의 미비는 법관들과 재판의 당사자들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

였다. 그래서 비록 일시적인 법률일지라도 당분간 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곤란함이 없도록 하는 법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일본의 明治 ｢民事

訴訟法｣을 母法으로 하여 ｢民刑訴訟規則｣을 제정하게 되었다. 다만 이 법

에는 재판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도 및 절차 등을 모두 포함하려 하였

다. 그래서 비록 용어는 ‘規則’이지만, 실질은 소송법의 지위를 차지하였

다. 이렇게 1908년 7월 13일 法律 第13號 ｢民刑訴訟規則｣97)이 제정되었

다. 자세한 입법과정은 다음 인용문에서 알 수 있다. 

 ○ 한국의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은 法典調査局에서 심의중이지만, 

이를 법률로 하여 공포되는 것이 언제일지 예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

나 한일 협약의 결과 사법제도의 개선에 수반하여 일본 법관을 초빙하

여 문명재판을 실시하였지만, 완전한 민ㆍ형사소송법을 제정하기 불가능

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일시의 법률로 ‘｢民刑訴訟規則｣’을 제정하기

에 이르렀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民刑訴訟規則｣은 대심원장의 整理

하에 裁判所長官과 法部要樞에 있는 대신의 詳密한 토론을 해 제정된 

것이다. 비록 일시적인 법률이지만 규정한 사항은 문명국의 법제를 참작

95) 皇城新聞 1906년 11월 13일: 訓令; 官報 1906년 11월 13일

96) 兪鈺兼, ｢私法典編纂의 必要｣, 法政學界1(普成專門學校 校友會, 1907)

97) 官報 1908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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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를 한국법제에 맞게 만든 것이다. 후일에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

송법을 제정하더라도 이 법을 변경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밑줄 필자)98)

○ 민사법규 쪽은 조리 및 관습에 의해 재판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잠시 

그대로 두기로 했다. 그러나 민ㆍ형소송법에 관한 규정은 하루도 없어서

는 안 되므로 우선 급한 것을 면하기 위해 대단히 조잡한 것을 만들었

다. 나카무라(中村), 마츠데라(松寺), 아즈미(安住)의 세 사람을 기초위원

으로 하여 만들어진 조항은 177항에 불과했던 것이므로, 얼마나 간단한 

것인지 추측이 될 것이다. ｢民刑訴訟規則｣을 제정함에 있어 일본의 民訴

나 刑訴에 익숙한 사람은 그 규정이 너무 허술함에 불안을 느껴 이런 

경우 어떻게 하나, 저런 경우 어떻게 하나 하는 말도 있었다. 나카무라

(中村)라고 생각되는 보좌관은 “그런 것은 배짱으로 하는 거야”라고 말

하기도 했다. 그리고 실제로 곤란한 것이 나오면 “배짱, 배짱”하면서 해

결하였던 것이 추억이다.(밑줄 필자)99)  

  또한 1908년 5월 경에는 ｢民刑訴訟規則｣의 제정과정을 설명하는 기록

이 발견된다. 즉 “새로운 재판소를 개청하기 전에 민형사소송절차법을 제

정하기 위해 법부에서 신임법관들이 詳議하고 있다. 이를 내각회의에 제

출하여 통감부승인을 얻은 후에 반포할 것이다. 일본 현행법을 참작하고 

한국의 현상에 적당하도록 제정하여 법관에게 융통할 여지가 있도록 할 

것을 방침으로 취한다”100)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내각에서 법전을 제

정하기 위해 법전조사국을 만들고 구습과 기타 사건을 조사 중이고 민ㆍ

형사소송법도 법전조사국에서 제정할 것이다. 이 소송법을 6월 이내에 제

정하기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부에서 마츠데라(松寺), 아즈미(安住) 두 서

기관이 기초한 안건에 의해 구라토미(倉富) 次官, 민형사 양국장, 마츠데

라(松寺), 아즈미(安住) 두 서기관, 大審院ㆍ京城控訴院ㆍ京城地方裁判所

의 각장관, 檢査総長, 각 檢事長 등이 회동하여 회의 중이니 오래지 않아 

제정ㆍ반포될 것”101)이라는 기록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民刑訴訟規則｣을 누가 어떻게 편찬하였는지 알 수 있는 또 하

98) 田中正身ㆍ田位義正 著／李興洙 譯, 韓國民刑訴訟法註解(廣學書舖, 1909), 1~2면.

99) 南基正 譯, 앞의 책(각주 65), 88면.

100) 皇城新聞 1908년 5월 20일: 法制叅酌

101) 皇城新聞 1908년 5월 9일: 法典制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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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자료는 統別法律關係往復文이다. 즉 1908년 7월 10일 발신한 

“1908년 6월 25일자 秘發 제264호 照會의 民刑訴訟規則 制定에 관한 法

律案을 승인하는 機密統發 제822호”102)가 있다. 이 문서의 발신인은 ‘統

監 公爵 伊藤博文’이고 수신인은 ‘太子少師 內閣總理大臣 李完用’이었다. 

이 문서를 발신한 3일 뒤 1908년 7월 13일에 ｢民刑訴訟規則｣이 공포되

었다. 즉 ｢民刑訴訟規則｣의 실질적인 심사ㆍ입법권은 통감부가 가지고 있

었으며, 당시 한국은 형식적인 공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제정된 ｢民刑訴訟規則｣은 총 17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

다. 그 중 민사소송법에 해당되는 조문은 모두 141개 조문이었다. 이는 

일본의 민사소송법을 모법으로 하여서 일본법을 축약한 것이었으나, 입법

의 목적대로 1908년 이후 1912년 ｢朝鮮民事令｣에 의해 일본 민사소송법

이 의용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으로 적용되었다.

3. 민사소송 관련법령 입법배경

  ｢民刑訴訟規則｣의 입법의 전후로 期限ㆍ手數料ㆍ費用ㆍ證據調査 등에 

관한 단행법령도 제정되었다. 이처럼 二重立法을 한 이유는 ｢民刑訴訟規

則｣에도 기한ㆍ수수료ㆍ비용ㆍ증거조사에 관한 조문이 수록되어 있었으

나, 당시 입법자들은 동규칙의 간단한 조문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겼기 때

문이다. 즉 일반법인 ｢民刑訴訟規則｣에 대해 특별법으로 비용규칙, 수수

료규칙, 기한규칙, 증거조사규칙 등이 제정ㆍ공포된 것이다. 당시 민사소

송관련 법제 제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02) 統別法律關係往復文, 서울대학교 규장각소장, 奎 17852: ｢民事訴訟期限｣, ｢民事訴訟費用｣, ｢
民事證據調査規則｣의 입법과정이 실려 있다.

법령반포일 법령의 형식 법령명  官報발행일

1907.  4. 11. 法部令 第4號 ｢申訴事件處理規則｣ 1907.  4. 24.



- 191 -

  그 중 ｢民事訴訟期限規則｣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1908년 7월 10일에 

발신자는 ‘太子少師 內閣總理大臣 李完用’이고 수신자는 ‘統監 公爵 伊藤

博文’으로 하여, “民事訴訟期限規則에 관한 法律案을 반포하는 건을 閣議

에서 결정했으므로 첨부한 成案을 승인해 주기 바란다는 照會秘 제305호

의 起案.”이라는 문서가 송부되었다. 그로부터 10일 뒤인 1908년 7월 21

일 발신자는 ‘統監代理 副統監 子爵 曾禰荒助’이고 수신자는 ‘太子少師 內

閣總理大臣 李完用’으로 하여, “1908년 7월 13일자 秘發 제305호 照會

의 民事訴訟期限規則制定에 대한 法律案을 승인하는 機密統發 제912호”

를 보내었다.103) 그래서 1908년 7월 23일 法律 第20號 ｢民事訴訟期限規

則｣이 제정ㆍ공포되었다.

  <표 23>에 의하면 1906년에는 수수료규칙이, 1907년에는 비용규칙이 

제정되었지만, 1907년 말에 새로운 재판제도가 출현하여 기존의 법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었다. 특히 1908년에 ｢民刑訴訟規則｣이 제정ㆍ공포된 

이후에는 전의 수수료규칙과 비용규칙은 더욱 실정에 맞지 않았기에 이를 

수정할 필요성이 커졌다. 따라서 1908년 10월 29일 勅令 第75號 ｢民事

訴訟手數料規則｣과 1908년 10월 29일 法律 第28號 ｢民事訴訟費用規則 

改正｣이 수정되어 공포되었다. 또한 1907년 ｢民事訴訟費用規則｣과 1908

103) 統別勅令往復案, 서울대학교 규장각소장,  奎 17851-2 

1907.  8. 19. 勅令 第8號 ｢民事訴訟費用規則｣ 1907.  8. 22.

1908.  7. 23. 法律 第20號 ｢民事訴訟期限規則｣ 1908.  7. 28.

1908. 10. 15. 法律 第26號 ｢非訟事件手續規則｣ 1908. 10. 27.

1908. 10. 29. 勅令 第75號 ｢民事訴訟手數料規則｣ 1908. 10. 31.

1908. 10. 29. 法律 第28號 ｢民事訴訟費用規則 改正｣ 1908. 10. 31.

1908. 12. 26. 法部令 第20號 ｢債務者의 留置費用에 關한 件｣ 1908. 12. 28.

1909.  4. 13. 法律 第15號 ｢民事證據調査費用에 관한 件｣ 1909.  4. 14.

1909.  4. 16. 法部訓令 第4號
｢未決囚 旣決囚 及 

民事留置人食糧規程｣ 1909.  4. 19.

<표 23> 1908년 민사소송법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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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民事訴訟費用規則｣을 비교해보면, 1907년 비용규칙은 ｢民刑訴訟規程

｣의 체제 하에서 비용에 관한 규정을 공포한 것이라면, 1908년의 비용규

칙은 ｢民刑訴訟規則｣의 체제 하에서 비용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수정한 

차이점이 있다. 나머지 법령들도 유사한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되었다. 

  이처럼 ｢民刑訴訟規則｣의 입법의 전후로 민사소송에 관련된 期限, 手數

料, 費用, 證據調査 등의 입법도 되었는데, 이를 통해 다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민사소송관련 법령들은 법무보좌관 및 법률기초위원회 위원들이 작

성하고 법률안을 만들었다. 내각은 이렇게 만들어진 법률안을 통감부로 

보내 심사를 요청하였다. 그러면 통감부가 심사하여 승인하였고 내각으로 

송부된 법률안을 내각총리대신이 공포하는 식이었다. 당시 한국의 내각총

리대신은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은 없었고 형식적 공포권만 있었

다. 둘째, ｢民刑訴訟規則｣의 공포로 인해 다른 민사소송 규정도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예컨대 1907년 ｢民事訴訟費用規則｣과 1908년 ｢民事訴訟

費用規則｣을 비교해보면, 1907년 법은 ｢民刑訴訟規程｣의 체제 아래에서 

비용에 관한 규정을 공포한 것이었지만, 1908년의 법은 ｢民刑訴訟規則｣
의 체제에 맞게 비용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의 

비교는 후술한다. 셋째, 비송사건처리에 관한 규칙을 통해 ‘訴訟’과 ‘非訟’

을 구분한 것은 전(1894~1907)에는 볼 수 없는 입법이었다.

Ⅱ. ｢民刑訴訟規則｣에 의한 민사소송

1. 신 민사소송법으로서의 ｢民刑訴訟規則｣

  1908년 7월 13일 法律 第13號로 공포된 ｢民刑訴訟規則｣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역사에서 최초로 비교적 ‘조문 및 내용이 완비’된 단행 민

사소송법이었다. 이 법은 日本 民事訴訟法을 母法으로 하여 만들어졌으

며, 명칭은 ‘規則’이었으나 실은 민사소송법이었다. 이 법의 조문체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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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는 현행 민사소송법과 거의 유사한데, 이는 당시 日本 明治 民事訴訟

法을 축약해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895년 ｢民刑訴訟規程｣과 1908년 ｢民刑訴訟規則｣의 차이점

은 무엇인가? 1895년 제정된 ｢民刑訴訟規程｣은 舊民集의 민사판결에 

적용된 민사소송법이었으며, 소장ㆍ판결서ㆍ답변서ㆍ집행명령서의 양식을 

법정한 의의가 있으나, 너무 간단하여 실제 소송을 수행함에 부족함도 있

었다. 물론 1895년 이래 개화기 민사판결에서는 ｢民刑訴訟規程｣의 규정

을 충실히 준수했지만, 1908년 ｢民刑訴訟規則｣이 제정ㆍ공포된 것은 ｢民

刑訴訟規程｣의 25개 조문만으로 민사소송을 수행하기는 내용면에서 한계

가 있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104) 따라서 ｢民刑訴訟規則｣의 

조문의 내용을 ｢民刑訴訟規程｣과 비교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民刑訴訟規則｣은 3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은 통칙, 제2장은 민사

소송절차, 제3장은 형사소송절차이었다. 제1장은 민ㆍ형사소송에 공통되

는 소송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모두 62개 조문이었다. 제2장은 민사소송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제63조부터 제141조까지 79개 조였다. 도합 141

개 조문이 민사소송법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제3장은 형사

소송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제142조부터 제177조까지였으나, 본 연구의 

대상은 민사절차이지 형사소송절차는 아니므로 생략한다.

  제1장 통칙은 재판소, 심문, 기간, 서류송달, 판결선고, 재판장의 역할, 

증거조사, 결석판결, 결석에 대한 故障判決, 상소절차, 재심절차 등을 규

정하였고, 제2장 민사소송절차법에서는 제1장 통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

고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관한 절차의 전반을 규정하였다.105)

104) 舊民集은 1895~1908년 7월 30일까지 한성재판소 및 평리원의 판결서를 수록하고 있다. 

1908년 8월 1일 이후의 판결서는 경성지방재판소 및 경성공소원 판결이며 舊民集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즉 1908년 7월 13일 공포된 ｢民刑訴訟規則｣의 조문은 舊民集의 판결서와는 관련

이 없다. 그러므로 ｢民刑訴訟規則｣의 규정들의 실제 재판운영을 보려면 京城地方裁判所, 京城公

訴院의 판결을 보아야 한다. 경성공소원 판결의 실제내용 분석과 ｢民刑訴訟規則｣과의 비교는 추

후 과제로 남긴다.

105) 田中正身ㆍ田位義正 著／李興洙 譯, 앞의 책(각주 98), 155~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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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民刑訴訟規程｣과 비교한 ｢民刑訴訟規則｣의 제도

(1) 管轄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民刑訴訟規程｣에는 토지관할, 사물관할, 소송

의 이송 등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관할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조차도 없었

다. 다만 ｢漢城裁判所官制規程｣에서 관할에 관해 규정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民刑訴訟規則｣은 관할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토지관할에 관하

여는 피고의 居地를 관할하는 재판소가 訴를 관할하였으며(民刑訴訟規則 

제64조 제1항), 거주지가 없는 자나 거지를 알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그 

최후의 住地를 居地로 간주하였다(제2항). 법인은 사무소의 소재지를 居

地로 간주하였다(제3항). 동규칙의 母法인 일본민사소송법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재판관할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동법에서

는 명문규정이 없어 합의에 의해 재판관할을 변경할 수 없었다.106) 실제 

당시 관할구역 및 심급관할은 1907년 12월 23일 法律 제10호 ｢裁判所設

置法｣107)에서 알 수 있다. 大審院ㆍ控訴院ㆍ地方裁判所 및 區裁判所를 설

치하고 그 위치 및 관할구역을 나누었다. 大審院 아래에는 경성공소원ㆍ

평양공소원ㆍ대구공소원이 있었다. 그리고 경성공소원 아래에는 경성지방

재판소ㆍ공주지방재판소ㆍ함흥지방재판소가 있었다. 그리고 평양공소원의 

하부에는 평양지방재판소ㆍ해주지방재판소가 있으며, 대구공소원 아래에

는 대구지방재판소ㆍ진주지방재판소ㆍ광주지방재판소가 있었다. 

  또한 ｢民刑訴訟規則｣은 소송의 이송(관할위반 이송)에 관하여도 규정하

였다. 구재판소 및 지방재판소는 사건이 관할하지 않으면, 그 사건을 관

할재판소로 이송하는 ‘판결’을 해야 하였다. 다만 지방재판소는 사건이 구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더라도 제1심의 판결을 할 수 있으며(民刑訴訟規則 

제23조 1항), 이송의 판결은 그 이송을 받은 재판소를 기속하였다(2항). 

여기서 현행 민사소송법은 제34조에서 관할위반 이송의 ‘결정’을 하는데 

반해, ｢民刑訴訟規則｣에서는 소송 이송의 ‘판결’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이 

106) 田中正身ㆍ田位義正 著／李興洙 譯, 앞의 책(각주 98), 162~163면.

107) 官報 1907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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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이다. 또한 동규칙에 의해 통일적인 사물관할의 등장이 가능한 점

도 특기할 만한 점이다.

  정리하면 조선시대의 심급관할에 따르면 1심은 지방의 관아이고 2심은 

관찰사가 되었다. 그리고 형조 및 한성부의 관할은 토지관할이 주된 것이

었다. 반면 ｢民刑訴訟規程｣에는 재판소의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며, 

｢漢城裁判所官制規程｣에서 관할이 규정되었다. 이후 ｢民刑訴訟規則｣에 의

해 심급관할, 토지관할, 사물관할이 규정되었다. 당시 일본 明治 ｢民事訴

訟法｣에는 토지관할, 합의관할, 소송의 이송규정이 있었지만, 동규칙에는 

일본과 달리 합의관할이 없었다.

 

(2) 訴狀의 기재사항

  본 연구 제2장에서 ｢民刑訴訟規程｣의 訴狀 작성례와 實例를 설명하였

다. 이에 대비하여 ｢民刑訴訟規則｣의 訴狀 작성례를 살펴보자.

 

  <표 24>에 의하면 ｢民刑訴訟規程｣의 소장에는 당사자의 직업까지 적시

할 것이 요구되었고, 실제로 판결서에도 직업이 표시된 것도 있다. ｢民刑

訴訟規則｣에서는 당사자의 표시라고 하여 직업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民刑訴訟規程｣에 따르면 訴狀은 위 표의 순으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었고, 또한 실제 訴狀도 법에 의해 작성되었다. 하

지만 ｢民刑訴訟規則｣ 제71조는 소장의 기재사항으로 위 표의 순으로 기

재하도록 하였다. 이는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만약 이를 갖추지 않

｢民刑訴訟規程｣ ｢民刑訴訟規則｣

소장 기재사항

① 원고의 직업ㆍ성명ㆍ住址 

② 피고의 직업ㆍ성명ㆍ住址 

③ 訴求 

④ 事實 

⑤ 연ㆍ월ㆍ일 

⑥ 원고 성명 印章 

⑦ 某某재판소장 某某 座下

① 당사자의 표시

② 소송의 목적

③ 청구의 원인된 사실관계

④ 裁判所名

<표 24> ｢民刑訴訟規程｣과 ｢民刑訴訟規則｣의 소장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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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소장이 각하되었다. 또한 ｢民刑訴訟規程｣의 소장 기재사항 중 ⑤ 연

ㆍ월ㆍ일 ⑥ 원고 성명 印章 등은 ‘필수적’기재사항이 아니라 ‘임의적’인 

것으로 볼 것인데,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한 특색이 있다.

 

(3) 訴訟費用

  조선시대의 소송비용은 소송에서 승소한 자가 결송입안(판결서)을 받기 

위해 ‘作紙’를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결송입안을 발급 받

는 것이 수수료인지 소송비용인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民刑訴訟規程｣ 
제6조에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동

규정에서 어떤 것이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 그

래서 소송비용에 대해 동규정의 특별법으로 1907년 8월 19일 勅令 第8

號 ｢民事訴訟費用規則｣이 제정ㆍ공포되었다. 그런데 이 동규칙이 제정될 

당시는 ｢民刑訴訟規則｣이 제정되기 전이었다. 이때 소송비용 채무명의의 

강제집행은 판결의 집행과 동시에 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집행명령을 받

은 경우가 아니면 집행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집행명령은 ｢民刑訴訟規程｣
제16조ㆍ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였다(제4조). 따라서 1907년 ｢民事訴訟費

用規則｣은 ｢民刑訴訟規程｣을 보충하는 입법이다. 소송비용결정에 대한 실

제 예는 다음과 같다.

<그림 30> 1908년 5월의‘訴訟費用確定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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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0>은 1908년 5월의 ‘債訟에 관한 건’108)에 대한 소송비용액확

정 결정이다. 그 내용은 “당사자 간에 융희2년 제172호 채권추심사건에 

대한 집행명령서 및 판결서109)에 따라 히게타 센조(樋下田仙藏)가 제출한 

비용금 계산을 조사하여 소송비용 금 21원 91전은 申泰僖가 부담하는 것

으로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의하면 ｢民事訴訟費用規則｣에 의해 한

성재판소에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907년 ｢民事訴訟費用規則｣은 소송비용에 대해 대략적인 절차

를 규정한 ‘칙령’이었으나, 이는 ｢民刑訴訟規程｣이 적용되는 민사소송에서

의 비용에 관한 법령이었다. 따라서 1908년 ｢民刑訴訟規則｣ 이후에는 민

사소송의 비용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1908년 10

월 29일 法律 제28號 ｢民事訴訟費用規則 改正｣이다.110) 

  1908년 7월 13일 ｢民刑訴訟規則｣에서는 소송비용에 관해 ｢民刑訴訟規

程｣의 조문보다 자세하게 규정되었다. 당사자는 재판소에서 정한 바에 따

라 소송비용을 예납하여야 하였으며(民刑訴訟規則 제76조), 여러 재판소

에서 판결을 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한 판결을 반드시 하였다(동

규칙 제83조). 이때 소송비용은 소의 제기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 소송상 

직접 생긴 일체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었다. 한편 소송대리인의 보수와 같

은 것은 소송사건으로 인해 생긴 비용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간접으로 생

긴 비용이므로 소위 소송비용이라 할 수 없다고 보았다.111) 

  한편 ｢民刑訴訟規則｣의 모법인 일본 민사소송법에는 소송상 구조에 관

한 규정이 있었으나, ｢民刑訴訟規則｣에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았다. 소송

상의 구조는 원고나 피고가 자기 및 그 가족의 필요한 생활을 방해하지 

않고는 소송비용을 납부하기 불가능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및 그 가족의 

108) 漢城裁判所, 1908년 5월 26일, 隆熙 2년 제36호, 舊民集 제47권, 53면.

109) 漢城裁判所, 1908년 5월 9일, 隆熙 2년 집제7호ㆍ隆熙 2년 제172호, 舊民集 제47권, 49

면.

110) ｢民事訴訟費用規則｣에 의한 소송가액의 산정에 관한 논설은 다음을 참조. 劉文煥, ｢訴訟目的

의 價額을 算定하는 方法｣, 法學協會雜誌1(法學協會, 1908).

111) 田中正身ㆍ田位義正 著／李興洙 譯, 앞의 책(각주 98), 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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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생활을 방해하지 않고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

다. 가령 비용을 면제함을 말하는 것이다.112) 

  그리고 1907년 비용규칙과 1908년 비용규칙은 비교할 수 있다.113) 이 

법들은 민사소송의 비용에 관한 규정을 입법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

히 소송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소송비용액

확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대해 항고를 인정한 점

은 거의 유사하다. 또한 양자는 소장 및 기타 서류 대서료, 도면, 인지 비

용, 우편전신 운송료, 당사자 증인의 일당금, 감정인 통역인의 일당금, 체

재비, 여비, 판사 서기의 여비 등의 규정에서 거의 유사하였다. 하지만 

1907년 비용규칙은 ｢民刑訴訟規程｣의 법체계 아래에서 이를 보충하는 규

정이었던 반면, 1908년 비용규칙은 ｢民刑訴訟規則｣을 보충하는 법이었다

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1908년 비용규칙은 번역료에 관한 비용, ｢民刑訴

訟規則｣ 제67조에 의해 대표자를 지정한 경우 보수의 산정 등을 신설하

였다. 또한 1908년 비용규칙은 일부패소 또는 공동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을 규정하였고, 비송의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4) 期日의 懈怠

  변론기일에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가 결석하면 소송 진행의 길이 막혀 

사건의 해결이 지연될 뿐 아니라 소송제도의 기능도 마비된다. 제2장에서 

서술하였듯이, 이를 해결하는 법제도로 조선시대에는 親着決折法이 있었

다. ｢民刑訴訟規程｣에서는 당사자의 불출석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며, 당

사자 불출석에 의한 결석재판은 ｢廷吏規則｣ 제6조에 의해 보완되었다. 

  그러나 ｢民刑訴訟規則｣은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와 쌍방 당사자

가 불출석한 경우를 구분하였다. 즉 당사자 쌍방이 審問期日[변론기일]에 

출정하지 않으면 재판소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호출장을 발하여야 하며, 

재판소는 원고에 대한 호출장에 새롭게 정한 심문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112) 田中正身ㆍ田位義正 著／李興洙 譯, 앞의 책(각주 98), 198면.

113)【附錄4】 1907년 및 1908년 ｢民事訴訟費用規則｣의 비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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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를 부기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기를 행한 경우에 새롭게 정한 심문기일에 당사

자 쌍방이 출정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民刑訴訟規則 

제79조).114) 

  ｢民刑訴訟規則｣ 제79조에 대한 해석은 “만약 어떤 소송사건에 관해 재

판소가 審問期日을 정하여 호출장을 발하되, 당사자 쌍방이 출정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재판소가 다시 심문기일을 정하여 신 기일에 당사자 쌍

방이 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소의 취하로 간주할 취지를 附記하였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쌍방이 모두 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재

판소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그 소송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지할 것이

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자로 

간주할 것으로 附記할지 여부는 오로지 재판소의 자유재량”115)이라고 하

였다. 그러나 이 견해는 소의 취하가 간주된다는 법조문상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고의적인 기일해태로 인한 소송지연의 경우 재판소의 재량으

로 소의 취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

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民刑訴訟規則｣ 제79조의 규정과 같은 당

사자 쌍방의 불출석의 경우에 대한 법적인 취급은 ｢民刑訴訟規程｣에서는 

규정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民刑訴訟規程｣ 및 ｢廷吏規則｣을 제정할 때까

지는 소의 취하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당사자 일방이 불출석한 경우이다. ｢廷吏規則｣ 제6조는 “원고 

또는 피고가 출석하라는 통보를 접한 후 7일이 지나면 결석재판을 행할 

것임을 알려준다.”는 규정이 있었다. 반면 ｢民刑訴訟規則｣은 민사의 원고

114) 이는 현행 민사소송법 제268조에서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조문이

다. 현행법은 양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

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제268조 1항), 

제1항의 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

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제2항), 제2항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

으로 본다(제3항). 

115) 田中正身ㆍ田位義正 著／李興洙 譯, 앞의 책(각주 98), 189~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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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나 혹은 형사의 피고가 심문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

판소는 결석판결을 할 수 있었다(民刑訴訟規則 제24조). 이는 현행 민사

소송법상 한쪽 당사자가 결석한 경우의 효과는 陳述看做(陳述擬制)와 自

白看做(擬制自白)로 대비된다.116) 

  정리하면 조선시대에는 親着決折法이 기일의 해태에 해당하는 조항과 

가장 유사하였다. ｢民刑訴訟規程｣에는 기일의 해태에 관한 규정이 없었

고, 추후 ｢廷吏規則｣에 결석판결제도가 도입되었다. 한편 ｢民刑訴訟規則｣
에는 결석의 효과를 규정하였으며,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와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였다.

 

(5) 送達

  송달은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의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의 방식에 좇아 하는 통지행위이다.117) 조선

시대의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를 데리고 재판정으로 갔으므로 원고

가 직접 송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개화기에는 재판소(법원)에 의한 송달이 가능하였다. 우선 ｢民刑

訴訟規程｣에서는 송달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廷吏規則｣에서 결

석판결은 정리가 피고에게 송달을 하였을 때 가능하다 하여, 재판소에 의

한 송달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民刑訴訟規則｣에서도 송달은 당사자가 아

닌 재판소에서 송달을 함을 명시하였다. 즉 서류의 송달은 서기ㆍ순사ㆍ

기타 재판소가 정한 송달자ㆍ우편ㆍ공시의 방법으로 하였다(民刑訴訟規則 

제7조). 이때 송달은 3가지 방법이 있었다. 첫째, 送達吏에 의해 행해지는 

116) 진술간주는 한쪽 당사자가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서면을 제출한 채 기일해태 하는 경

우에 적용된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하면 한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

석무변론인 경우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

으로 간주하고 출석한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진술간주라고 한다. 

     당사자 한쪽이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은 채 불출석한 경우에 자백간주가 적용된

다.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일 통지받은 당사자가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고 당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석한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마치 출석하여 명백

히 다투지 않은 경우처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현행 민사소송법 제150조 3항 1항).호문혁, 
민사소송법제12판(법문사, 2014), 350~351면.

117) 호문혁, 앞의 책(각주 116), 341면. 



- 201 -

것으로, 書記ㆍ巡査ㆍ기타 재판소에서 정한 送達者가 직접 서류를 송달하

는 것이었다. 둘째, 우편송달로서 송달할 서류를 우편으로 부치는 것이었

다. 셋째, 공시송달로 재판소의 揭示場이나 기타 공중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하는 것이었다.118) 이때 송달자는 서류의 송달

을 받은 사람에게 영수증을 받아야 하였다. 만약 당사자가 이유 없이 송

달을 받지 않거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때 

영수증서나 보고서에 기재함에 의해 송달의 효력이 생겼다(동규칙 제8

조). 

  이 규정은 송달의 절차 및 효력을 정한 것이다. 그리고 재판소에서 발

송한 송달문서는 수신인이 이를 수령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서류를 송달

한 경우에는 송달의 완료를 증명하여 후일 증거로 삼기 위하여 반드시 수

령 증서를 받아야 하였다.119) 만약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 배달증명우편

이 아닌 경우는 재판소가 정한 기간이 만료한 날에 송달의 효력이 생겼다

(동규칙 제9조). 이 조문에 대한 서기들의 釋義에 의하면, “일본에는 체신

성이 언제든지 특별히 우편 송달하는 규약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은 필

요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은 이와 같은 특약이 없으므로 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한 때는 언제 정확하게 도착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재판소의 

정한 기간이 만료한 날짜에 송달의 효력이 생기게 하였다”고 한다.120)

  또한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도 도입되었다. 즉 재판소가 송달자 혹은 우

편에 의해 송달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할 서류나 초본을 재판소의 

게시장이나 기타 적당한 장소에 公示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재판소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한 날에 송달의 효력이 생겼다(동법 제10조). 이 규정은 

공시송달 규정으로,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가 불명하거나 우편방법에 의

하여 배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행해졌다.121) 이와 달리 현행 민사소송법은 

우편송달의 경우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면 되는 송달로서 그 발송 

118) 田中正身ㆍ田位義正 著／李興洙 譯, 앞의 책(각주 98), 11면.

119) 田中正身ㆍ田位義正 著／李興洙 譯, 앞의 책(각주 98), 28면.

120) 田中正身ㆍ田位義正 著／李興洙 譯, 앞의 책(각주 98), 29~30면.

121) 田中正身ㆍ田位義正 著／李興洙 譯, 앞의 책(각주 98),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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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현행 민사소송법 제189조).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재판소에 의한 송달이 없었고, 당사자가 소를 제

기하면 직접 피고에게 송달하는 ‘당사자 송달’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개화기에 법원송달이 가능하였다 점이 다르다. 처음에는 재판소가 정리를 

시켜 송달하였고(｢廷吏規則｣), 이후 ｢民刑訴訟規則｣에 의해 집달리에 의

한 송달 및 우편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이 가능하였다. 이때 송달은 배달증

명우편이 아닌 경우 “재판소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한 때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였는데(民刑訴訟規則 제9조), 이는 당시 조선의 우편제도가 

확립되지 않아서였다.

(6) 訴訟節次의 停止

  현행법상 소송절차의 정지는 소송이 계속된 뒤에 아직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122) 현행법상 소송

절차의 정지에는 중단과 중지 두 가지가 있다.123) 한편 조선시대는 춘분

일부터 추분일까지 소송을 중지하는 停訟制度가 있었으며, 이는 농경사회

에서 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民刑訴訟規程｣에는 

소송절차의 중지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다만 개화기에는 한성재판소 및 

평리원의 재판절차를 酷暑期에 1달을 停訟하는 관례가 존재하였다.124)

  그런데 ｢民刑訴訟規則｣에서는 소송절차의 정지 형태로 ‘중지’를 규정하

였다. 즉 재판소는 당사자의 사망이나 기타 당사자에 관한 사유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었으

며, 만약 중지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송절차를 계속하는 신청이 없으면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를 무효로 하였다. 그 신청이 있어도 각하된 경우에

122) 호문혁, 앞의 책(각주 116), 362면. 

123) 중단은 당사자나 소송행위자에게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새로운 

소송수행자가 나타나 소송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

을 말한다. 중단은 새로운 당사자에 의해 소송절차의 수계가 있거나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해 해

소된다. 중지는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률상 당연히 혹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호문

혁, 앞의 책(각주 116), 363~371면. 

124) 皇城新聞 1907년 7월 3일: 依例停訟; 皇城新聞 1905년 6월 17일: 暑月停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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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가 동일하였다(民刑訴訟規則 제80조). 그리고 중지를 한 소송절차

에 대한 계속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재판소는 그 許否의 결정을 행하였으

며,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있었다(동규칙 제81조). 재판소는 타소

송의 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인정되면 결정으로 타소송이 완결

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었다(동규칙 제82조). 이는 현행법상 

중단과 중지의 구분과는 다르다. 즉 동규칙은 법문에 ‘중지’로 규정하였으

나, 그 실제 요건과 효과는 현행법상 ‘중단’에 해당하는 ‘중지’와 현행법상 

‘중지’에 해당하는 ‘중지’ 양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행법상 중단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이

고, 현행법상 중지는 법률상 당연히 혹은 법원의 결정으로 절차가 정지되

는 것이지만, ｢民刑訴訟規則｣의 중지는 재판소의 결정으로 행한다는 차이

가 있다. 

(7) 終局判決에 의한 終了-判決의 宣示

  재판은 종국판결에 의해 그 절차가 종료된다. 개화기에도 판결내용이 

확정되면 재판소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서면을 판결서

ㆍ판결문ㆍ판결원본이라고 하였다. 한편 조선시대의 민사판결인 결송입안

은 소장의 제출부터 답변서의 제출 그리고 원고 및 피고의 주장과 사실관

계를 충실히 적어두었으므로, 결송입안만으로도 분쟁의 사실관계를 알 수 

있었다. 하지만 ｢民刑訴訟規程｣의 판결서는 판결을 받을 당사자의 표시, 

주소, 직업, 판결요지, 판결이유 순으로 작성되었고 ‘사실관계’를 기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民刑訴訟規程｣에서는 판결서의 양식을 규정하며, 판결

은 구술이 아니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지만(民刑訴訟規程 제

14조), 판결원본에 사실관계를 적을 것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래서 개화기 민사판결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관계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며, 이는 현행법상 판결원본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이다.

  반면 ｢民刑訴訟規則｣에 따른 판결원본에는 ① 판결을 받을 자의 표시, 

② 판결의 주문, ③ 사실 및 이유, ④ 재판소명을 기재하여야 하였다(民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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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訟規則 제19조 제2항). 여기서 ‘판결을 받을 자의 표시’는 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소송참가인의 성명이었다. ‘판결주문’은 계쟁사실이나 소송사실

에 대해 재판을 받은 판단의 要領을 의미하였다.125) ‘사실 및 이유’는 민

사소송에서 계쟁사실의 표시와 함께 판결이유의 기재였고, ‘재판소명’은 

판결을 행하는 재판소의 명칭을 뜻하였다.126) 이러한 판결원본은 판사가 

작성하였다(동규칙 제19조 제1항). 이는 판결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판결원본이라고 함은 判決謄本이나 抄本에 대하여 대

비되는 말이며, 등본이나 초본은 몇 장이라도 이를 작성할 수 있으나, 원

본은 항상 1부 외에는 작성할 수 없었다.127) 특히 제19조 제2항 제3호에

서 사실 및 이유를 작성하게 하는 조항으로 인해, 경성공소원 판결서는 

사실관계를 적시하였어야 했고, 이는 사실관계의 적시가 없는 한성재판소 

판결서와 비교된다.

  그리고 판결문에는 판사의 서명날인이 필요하였으며, 실제 판결서에서 

판사는 날인을 하였다. 그런데 ｢民刑訴訟規程｣에서는 판사가 날인을 못한 

경우를 규정하지 않았지만, ｢民刑訴訟規則｣에는 판사가 날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규정하였다. 판사 중 판결원본에 서명ㆍ날인하기 불가능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판사가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였다(民刑訴訟

規則 제20조). 판결원본은 書記가 선고한 연ㆍ월일을 기입하고 서명ㆍ날

인하여야 하였다(동법 제21조). 이 규정은 판사가 질병이나 기타 긴급한 

이유로 인하여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이

미 본 연구의 제2장에서 판결에서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예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1907년 말부터 1908년 7월까지 判決宣示가 舊民集에 등장하

였다. 이 判決宣示는 1907년 7월 1일 ｢民事刑事 訴訟에 關한 件｣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에 의하면 민사에 관하여 判決宣示하기 전에는 소송관계인

을 拘留하지 못하였다(｢民事刑事 訴訟에 關한 件｣ 제6조). 실제 舊民集
125) 田中正身ㆍ田位義正 著／李興洙 譯, 앞의 책(각주 98), 54면.

126) 田中正身ㆍ田位義正 著／李興洙 譯, 앞의 책(각주 98), 58~59면.

127) 田中正身ㆍ田位義正 著／李興洙 譯, 앞의 책(각주 98), 57~58면.



- 205 -

에서 ‘判決宣示’의 예는 다음과 같다.

<그림 31> 1907년 9월 12일 ‘柳坂에 관한 건’

<그림 32> 1908년 1월 9일 ‘南草價에 관한 건’

  <그림 31>은 ‘柳坂에 관한 건’128)이다. 이 판결의 판결일은 1907년 9

월 12일이었고, 판결선시일은 1907년 9월 13일이었다. <그림 32>은 

1908년 1월 ‘南草價에 관한 건’129)이다. 이 판결의 판결일은 1908년 1월 

9일이고, 판결선시일도 1월 9일이다. 그러나 다른 사례들은 판결선시일이 

128) 漢城裁判所, 1907년 9월 12일, 隆熙 원년 민제455호ㆍ제300호ㆍ제5호, 舊民集 제42권, 

37~43면.

129) 平理院裁判所, 1908년 1월 9일, 隆熙 원년 제1646호ㆍ제5호, 舊民集 제40권, 213~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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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과 같지 않고 5일 뒤, 10일 뒤에 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판결

선시서’와 달리 ‘판결선시시말서’는 판결선시를 하는 이유를 적시하였지

만, 양자의 구별이 엄격히 되는 것은 아니었다.

  判決宣示는 어떤 제도인가? 1908년 7월 ｢民刑訴訟規則｣에는 판결의 

‘宣告’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그 주문을 낭독하

여 이를 행하며, 판결의 이유는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낭독하거나 구술

로 그 내용을 선고하였다(民刑訴訟規則 제18조). 그리고 ‘판결선시’에 대

해 당시 民事訴訟法 교과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판결은 구술로써 고지할 것을 요하며 이 고지를 宣示라고 말한다. 판

결의 선시를 구술로 하는 것은 재판공개의 원칙에 의해 필연이다. 그러

나 판결선시는 구술변론이 종결한 날 평의가 종결한 경우에 즉시 행하

며, 평의를 아직 못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일로 연기할 수 있다. 또한 판

결은 재판장이 서면으로 작성된 판결주문을 낭독 선시하는 것이다. 판결

의 이유는 선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술로써 그 要領을 

고지할 수 있다. 판결선시에 의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당사자의 在廷 

여부는 불문한다. 

  또한 판결의 효력은 선시에 의해 발생하는 효력과 확정에 의해 발생

하는 효력이 있다. 판결확정에 의해 발생하는 효력은 형식적 및 실질적

인 효력 2종이 있다. 판결선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판결의 효력은 재판소

에 대한 효력과 당사자에 대한 효력이 있다. 우선 재판소에 대한 효력은 

판결을 선시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종국판결인지 중간 판결인지 불문

하고 재판소는 이에 구속된다. 만약 이후 타당하지 못한 점을 발견하더

라도 스스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그리고 당사자에 대한 효력은 

선시가 있는 경우는 송달을 요하지 않으며, 또한 확정됨을 기다리지 않

고 판결에 기인하여 소송절차를 속행한다. 그러나 법률에 특히 송달을 

요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을 사용할 수 없다.130) 

  위의 자료에 의하면 판결의 선고와 판결의 선시는 같은 말로 볼 수 있

다. 전술하였듯이 ｢民事刑事 訴訟에 關한 件｣에 의해, 판결선시하기 전에

130) 朱定均, 民事訴訟法(고려대학교 도서관소장, 집필연도 불명[1909년 추정]), 147~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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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사채무자를 구류하지 못하였다. 이는 반대로 해석하면 판결선시를 

한 뒤에는 민사채무자를 구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 인용문에 

의하면 판결은 선시에 의하여 재판소에 대한 효력과 당사자에 대한 효력

으로 구분된다 한다. 재판소는 선시하고 난 뒤에는 종국판결ㆍ중간판결을 

불문하고 구속되며, 당사자는 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송달을 요하지 않

으며, 또한 확정됨을 기다리지 않고 판결에 기인하여 소송절차를 속행한

다고 한다. 달리 말하면 승소한 당사자는 판결선시를 통해 강제집행을 신

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현행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에서 판결은 선고에 의해서 대외적

으로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판결이 선고되면 기속력이 생기고 뒤에 

취소 변경하지 못한다. 선고기일을 원칙적으로 변론종결일부터 2주 이내

에 해야 하되(현행 민사소송법 제207조 1항 전문), 번잡한 사건은 예외적

으로 4주일을 초과하지 못한다(207조 1항 후문). 따라서 오늘날의 판결의 

선고와 1907~1908년의 판결의 선시는 비슷하지만 다르다. 判決宣示制度

는 1907년 8월~1908년 7월 30일까지 원활한 강제집행을 위해 잠시 등

장한 제도라 할 것이다.

(8) 判決과 決定의 구별

  현행법에 의하면 재판서의 판결과 결정은 구분된다. 초기 ｢民刑訴訟規

程｣에서는 결정에 대한 항고는 규정하지 않았다. 반면 ｢民刑訴訟規則｣에

서는 결정에 대한 항고가 입법되었다. 여기서 抗告라고 함은 재판소의 처

분 즉 결정에 대한 상소방법이며, 공소 및 상고와 같이 실체적 권리관계

를 재판하는 것과 다른 것이었다. 따라서 항고는 공소ㆍ상고와 같이 당사

자 권리관계의 존재여부를 다투는 것은 아니며, 재판소에 대하여 그 처분

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었다.131) 항고는 특별히 허락한 경우에 행할 수 있

었다(民刑訴訟規則 제43조). 여기서 ｢民刑訴訟規則｣이 허락한 항고는 재

심의 신청에 관한 결정(제60조 제2항), 소송참가 결정(제77조 제2항), 소 

131) 田中正身ㆍ田位義正 著／李興洙 譯, 앞의 책(각주 98), 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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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결정(제78조), 소송계속 결정(제81조 제2항)에 대해서였다.132) 특히 

소 각하 결정은 다른 의미도 있다. 즉 ｢民刑訴訟規則｣은 소송요건의 흠결

이 있으면 ‘각하’를 할 수 있었다. 즉 ｢民刑訴訟規則｣의 원고가 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재판소의 ‘결정’으로 각하를 할 

수 있었다(규칙 제78조). 이에 반해 ｢民刑訴訟規程｣은 ‘기각’과 ‘각하’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각하의 ‘판결’이 아니라 ‘결정’인 점도 오늘날

과 다른 점이다.

  실제 舊民集에서도 1908년 이후 판결과 구별되는 ‘결정서’가 등장하

였다. 예는 1908년 소송비용확정결정,133) 1908년 가석방신청에 관한 

건,134) 1908년 집행취소에 관한 건 등의 결정,135) 1908년 이후 민사채

무자 유치결정136) 등이었다. 이 시기부터 비로소 판결과 결정이 구별되었

다. 이처럼 판결과 결정이 구분된 것은 1907년 이전의 민사소송과 그 이

후의 민사소송을 구분하는 징표 중 하나가 된다. 

(9) 上訴節次

  상소는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해 재판이 잘못되었다

고 하여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民刑訴訟規程｣
에서는 始審裁判所 및 上級審裁判所 2개를 인정하는 2심이었다. 반면 ｢民

刑訴訟規則｣에서는 3심제를 인정하였다. 이 중 공소 및 상고는 판결에 대

한 상소였고, 항고는 결정ㆍ명령에 대한 상소였다. 

  控訴[抗訴]는 구재판소 또는 지방재판소의 제1심판결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 상소하는 제2심의 재판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에 대한 覆審

制度였다. 이때 제1심판결이라고 함은 구재판소나 지방재판소에서 행한 

본안의 종국판결을 말하는 것이다.137) 공소의 신청기간은 1895년 공포된 

132) 田中正身ㆍ田位義正 著／李興洙 譯, 앞의 책(각주 98), 109면.

133) 漢城裁判所, 1908년 5월 26일, 隆熙 2년 제36호, 舊民集 제47권, 53면.

134) 京城地方裁判所, 1908년 9월 30일, 隆熙 2년 집제28호, 舊民集 제47권, 131면.

135) 平理院裁判所, 1908년 5월 8일, 隆熙 2년 제18호, 舊民集 제48권, 295면.

136) 京城地方裁判所, 1908년 12월 28일, 光武 11년 민제2호, 舊民集 제47권, 227면.

137) 田中正身ㆍ田位義正 著／李興洙 譯, 앞의 책(각주 98),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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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刑訴訟規程｣에서는 원고 또는 피고가 상소할 때 판결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였다. 따라서 1895~1907년 사이에 민사소송에서 공소제기 기

간은 15일이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

내에 항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民刑訴訟規程｣의 상소기간에 대해서 이토(伊藤) 통감은 “한국과 같이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서 공소제기 기간 15일은 너무 짧다. 이를 개정해야 

한다.”138)고 주장하였고, 1907년 민사형사소송절차 건에서는 3개월로 인

정하였었다. 하지만 ｢民刑訴訟規則｣에서  공소기간은 판결을 선고한 일로

부터 민사에서는 1개월이며, 형사에서는 5일로 줄어들었다(民刑訴訟規則 

제31조). 여기서 공소기간이라고 함은 구재판소나 지방재판소의 제1심판

결에 대하여 행하는 공소신청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재판의 선고일을 

기산점으로 하였다.139) 이때 공소제기는 서면에 의하였는데, 공소는 그 

申提晝[신청서]를 원재판소에 제출하여 이를 행하였다(동규칙 제32조). 

여기서 원재판소라고 함은 제1심판결을 행한 재판소를 말하는 것이다.140)

  上告는 지방재판소 또는 공소원의 제2심판결에 대해 판결이 법령에 위

배한 판결인 경우에 인정된 上訴였다(동규칙 제34조). 따라서 사실인정의 

당부에 관한 다툼은 제2심인 공소에서 하였고, 상고에서는 오로지 법률에 

대하여 다투었다. 상고를 허용하는 이유는 법률해석의 통일을 위해서였

다.141) 그리고 상고재판소는 서류에만 의해서 판결을 할 수 있었다(동규

칙 38조). 이를 보건대 상고는 법령에 위배한 판결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만 허락하였으므로 ‘법률심’으로 볼 수 있다. 한편 ｢民刑訴訟規則｣의 모법

인 일본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서는 재판이 법률에 위배한 경우인 

절대적 상고이유에 관한 열거 규정을 두었으나(日本 明治 民事訴訟法 제

436조ㆍ刑事訴訟法 제269조를 참조), ｢民刑訴訟規則｣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다. 무엇이 법령에 위배한 것인지는 상고재판소의 판결에 맡겼다.142) 

138) 南基正 譯, 앞의 책(각주 65), 53면.

139) 田中正身ㆍ田位義正 著／李興洙 譯, 앞의 책(각주 98), 84면.

140) 田中正身ㆍ田位義正 著／李興洙 譯, 앞의 책(각주 98), 85면.

141) 田中正身ㆍ田位義正 著／李興洙 譯, 앞의 책(각주 98), 88면.

142) 田中正身ㆍ田位義正 著／李興洙 譯, 앞의 책(각주 98),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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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民刑訴訟規程｣에서 상소심은 법률심이 아니었던 것에 반해, ｢
民刑訴訟規則｣부터는 공소는 사실심이었지만 상고는 법률심이 되었던 점

이 의미가 있다.143)

  실제 1907년 ｢裁判所構成法｣에 의해 상고심으로서 大審院이 개청하였

다. 하지만 당시 일본인 나카야마(中山) 輔佐官의 회고에 의하면 “大審院

에는 와타나베(渡邊)와 본인 외 한국인이 3인, 일본인 판사는 슈잔(收山榮

樹), 이시카와(石川正) 두 사람이 있었다. (대심원의) 개청 당시 여간해서 

上告事件이 없었으므로, 거의 일이 없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한가했다. 

그리고 상고장이 제출되어도 상고다운 상고는 없고 사실인정에 대한 陳情

뿐으로 재판사무는 그리 힘들지 않았다.”144)고 하였다. 즉 그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상고심은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상소제도는 ｢民刑訴訟規程｣에서 15일이었던 것을 ｢民刑訴

訟規則｣에서는 1달로 연장하였다. 또한 상고심은 법률위반의 경우에 가능

하였는데 ｢民刑訴訟規則｣에서는 법률위반이라고만 명시하여, 일본 민사소

송법이 법률위반의 경우를 열거한 것과 차이가 있었다. 무엇보다 개화기 

초에는 2심제였던 것에 비해, ｢民刑訴訟規則｣에 의해 ‘사실심’과 ‘법률심’

이 구분되는 3심제가 확립된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民刑訴訟規則｣과 日本 明治 ｢民事訴訟法｣의 비교

  ｢民刑訴訟規則｣은 日本의 民事訴訟法을 母法으로 하여 그것을 축약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본 민사소송법 조문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모두 가

지고 있었다. 양자의 중요한 차이점을 비교해 보자. ① 우편송달 규정의 

존부이다. 일본 민사소송법은 체신성이 언제든지 특별히 우편 송달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한국 ｢民刑訴訟規則｣과 같은 규정이 필요 없었다. ｢民刑

143) ｢民刑訴訟規則｣에 의해 법률심이 인정되었고, 심급제도가 확립되었음에 대한 당시 논설은 다

음을 참조. 漢上 撨子, ｢裁判審級의 制度｣, 大韓協會會報3(大韓協會, 1908).

144) 南基正 譯, 앞의 책(각주 65),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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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訟規則｣은 체신성에서 우편 송달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판소가 산정

한 기간이 만료된 날에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였다. 일본은 우편제도

가 갖추어져 있었으나, 한국에서는 우편제도가 아직은 완비되지 못하여서 

법규정이 달랐다. ② 각 재판부의 판사 정수는 일본 민사소송법상 지방재

판소는 3인이고, 공소원은 5인이며, 대심원은 7인이었다. 반면 ｢民刑訴訟

規則｣은 지방재판소 및 공소원은 3인이며, 대심원은 5인의 판사로 구성되

어 있었다. ③ 서기가 조서를 작성할 때 재판장의 의견을 구하는지 여부

도 달랐다. 일본 민사소송법은 서기가 심문ㆍ물건압수ㆍ재판선고ㆍ기타 

중요한 처분의 조서를 작성하였다. 이때 녹취록 등에 오류가 있으면 재판

장에게 의견을 구하였다. 반면 ｢民刑訴訟規則｣은 재판장에게 서명ㆍ날인

을 행할 것을 명하였으나, 녹취록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에 이를 기재

할 것을 명하는 규정은 없었다. ④ 결석판결의 신청은 일본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출정한 對手者[相對方]의 신청에 따라 행하였다(명치 민사소송법 

제246조). 반면 ｢民刑訴訟規則｣은 상대방 중 일방이 출정한 경우 언제든

지 직권으로 결석판결을 할 수 있게 하였다. ⑤ 일본 민사소송법에 의하

면 상고심 대상이 되는 재판이 법률에 위배한 경우 절대적 상고이유를 규

정하였다(명치 민사소송법 제436조 형사소송법 제269조). 반면 ｢民刑訴

訟規則｣은 어떤 경우에 법령에 위배된 것인지 상고재판소의 판단에 맡겼

다. ⑥ 상고에서 上告趣意書[上告理由書]가 上告申提[上古提起]의 요건인

지 여부이다. 일본민사소송법에서는 상고취의서는 상고제기의 요건이 된

다고 하였다. 반면 ｢民刑訴訟規則｣은 상고이유서를 받을지는 상고재판소

의 재량이었다. ⑦ 일본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심에서 사건을 환송하는 

방법은 2종이 있었다. 하나는 제1심 재판소에 환송하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원재판소에 환송하는 것이다. 반면 ｢民刑訴訟規則｣에는 이러한 구별

이 없었고 사건의 환송은 항상 원재판소에 하였다(동규칙 제40조). ⑧ 즉

시항고와 보통항고에서 기간의 정할 때, 일본 민사소송법은 항고의 기간

을 정하는 것은 즉시항고에 한정하고, 보통항고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었

다. 반면 ｢民刑訴訟規則｣은 즉시항고 보통항고를 구분이 없었으므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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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하여 항고를 허락하였다. ⑨ 민사와 형사의 재심의 구분 여부이다. 

일본소송법에서는 민사와 형사의 재심을 구분하여 행하였다. 반면 ｢民刑

訴訟規則｣은 민사와 형사의 재심을 구분하지 않았다. ⑩ 합의관할의 유무

이다. 일본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재판관할을 변경함을 허

락하는 규정이 있었다. 반면 ｢民刑訴訟規則｣은 합의관할이 없었다. ⑪ 공

동소송에서 일본 민사소송법은 권리ㆍ의무의 공통인 경우, 권리ㆍ의무발

생원인의 동일, 권리ㆍ의무와 발생원인의 동종인 경우도 공동소송이 되었

다. 반면 ｢民刑訴訟規則｣은 권리ㆍ의무의 공통만 인정하였으며, 다른 사

유는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⑫ 일본 민사소송법은 소송상 구조에 관한 규

정이 있었다. 반면 ｢民刑訴訟規則｣은 소송상 구조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이처럼 ｢民刑訴訟規則｣이 명치 민사소송법과 달랐던 것은 다음 이유 때

문이라 생각된다. 첫째, 일본법과 한국법의 법현실과 법에 대한 ‘사정’이 

달랐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본 민사소송법에서 상고는 법률에 위배된 

판결임을 이유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절대적 상고이유를 규정하였

으나, ｢民刑訴訟規則｣에서는 법률 위배 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 이는 ‘나

라의 사정’이 서로 달라서 일정한 표준으로 정하기 곤란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일본 민사사송법에서는 상고이유서의 제

출이 상고 신청의 요건이었는데, ｢民刑訴訟規則｣에서 상고이유서 제출여

부를 상고재판소의 재량으로 맡겨둔 것도 한국과 일본의 ‘國情’이 다른 

것 때문이었다. 둘째, 일본 민사소송법의 규정들 중에 한국의 사정상 불

필요한 것도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본 민사소송법에서 합의관할 규

정이 있었으나, ｢民刑訴訟規則｣을 제정할 때 한국의 재판소가 사실상 서

울의 재판소만 있었으므로 합의관할에 관한 규정은 도입하지 않았다. 셋

째, ｢民刑訴訟規則｣을 제정할 때 한국의 민사소송법인 ｢民事訴訟法案｣을 

축조심사 중이었다. 그러므로 ｢民刑訴訟規則｣은 임시적으로 필요한 조문

만 축약해 만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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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民刑訴訟規則｣에 의한 신식 민사소송의 운영

1. 판결의 기판력

  현대의 민사소송 이론에서는 법원이 내린 종국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불

복할 수 없는 상태를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고, 이 취소불가

능성을 형식적 확정력이라 한다. 그리고 판결의 형식적 확정은 판결정본

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을 것을 전제로 한다.145) 이때 확정된 종국판결에서 

청구에 대한 판결내용은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새로운 규준으로 구속

력을 가지며,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하

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않으며(不可爭),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

여 그와 모순ㆍ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不可反). 이러한 확정판

결의 판단에 부여되는 구속력을 기판력 또는 실질적 확정력이라 한다.146) 

개화기의 민사소송법 교과서도 “실질적 확정력은 이미 완결한 소송에 미

치는 효력이다. 또한 그 판결사항은 재판소 및 당사자 또는 제3자를 구속

한다. 그러므로 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법률관계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

할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항변을 할 수 있다.”147)라고 하였다. 

  이러한 판결의 확정력이 조선시대에 존재하였는가 하는 점은 한국법사

에서 오래되고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청대의 재판을 연구한 시가 슈

조오(滋賀秀三)는 청대의 지방 판결문을 면밀히 연구하여 청대의 판결에

서는 확정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한 근거로 첫째, 판결에 羈束

力이 없음을 들었다. 송관이 스스로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일이 있고, 그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뿐더러 ‘과실을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라’며 

권장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소송이 되풀이되는 것을 들었다. 

145) 호문혁, 앞의 책(각주 116), 683면.

146) 호문혁, 앞의 책(각주 116), 687~688면.

147) 朱定均, 앞의 책(각주 130), 151~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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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몇 번이고 반복되는 소송을 한 후 당사자가 다투지 않아야 판결이 확

정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형식적 확정력이 없는 곳에 실질적 확정

력으로서 旣判力의 개념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은 자명하다고 하였다.148) 

  하지만 전통시대에도 판결과 동시에 확정력이 생겼고, 확정에 따라 집

행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다. 하지만 오판일 가능성에 대비하여 다시 

판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런데  송관이 교체

된 다음에 또는 새로운 수령이 온 다음에 다시 제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일 심급에서 다음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급제라 하기 어렵게 된

다. 이것을 심급제라고 볼 것인지 재심제도라고 볼 것인지 애매하지만, 

조선시대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한 것이 바로 三度得伸法이 었다. 따

라서 삼도득신법에 의해서 조선시대에는 판결의 확정력을 확보하려고 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149)

  그렇다면 개화기 민사소송에서 판결의 확정력은 존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다음 마츠데라(松寺) 檢察官과 이토(伊藤) 統監의 대담을 통해  

조선의 재판에 확정력이 있는지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을 보자.

 ○ 마츠데라 檢察官:(통감부 이전시기) 판사는 모두 관찰사 또는 부윤

이므로 행정사무를 보면서 訴狀을 일독하여 서면심리 만으로 재판을 하

는 자가 많고, 가장 신중히 재판하는 경우에는 더러 對審에 의해서 판결

하는 데 불과하였다. 증인ㆍ참고인 등을 소환하는 일은 지극히 드물었

다. 이는 필경 경비가 나올 곳은 없고 교통은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연유일 것이다. 군에서는 재판의 건수가 특히 많아 군수 사무의 80%

는 재판에 관한 것이고, 순전한 행정사무는 겨우 20%에 불과하다. 그러

므로 군수는 한 두 줄의 지령과 유사한 판결로써 처리함을 통상으로 하

였다.  

 절차상의 결점에 관해서 다시 한 마디 하면 한국에는 소위 ‘確定判決’

이라는 것이 없다. 평리원의 판결은 확정되어야 할 것인데, 패소자는 즉

시 청원의 형식으로써 평리원 또는 法部에 판결의 變更을 구하는 자가 

148) 滋賀秀三, 淸代中國の裁判(創文社, 1984), 220면. 

149) 임상혁, ｢朝鮮前期 民事訴訟과 訴訟理論의 展開｣,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0, 15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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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도 하다. 혹은 세력가의 성원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자가 있

다. 저희들은 얼마 전 평리원 및 한성재판소의 輔佐官과 약속하여 될 수 

있는 대로 판결을 變更하지 않기로 했다. 

○ 이토 統監: 법부에서 변경하는 것을 중지하면 어떠한가?

○ 마츠데라 檢察官: 판결 변경의 청원을 법부에서 완전히 받지 않는 것

도 방법이다. 혹은 이를 받아 재판소에 회부하는 것도 방법이다.

○ 이토 統監: 평리원의 판결을 최종으로 하지 않으면 평리원을 설치한 

의미가 없다. 확정판결에 대한 청원은 이를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150)

(밑줄 필자)

  위의 대담을 통해 일본인 법무보좌관들은 개화기 당시 판결의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판력을 위협하는 것은 

청원을 통해 법부 혹은 재판소에 다시 재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토 통감은 평리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더 이상 청원을 허용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평리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청원이 쉽게 폐

지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나카무라(中村) 法務輔佐官은 다음과 같이 인

식하고 있었다. 

 나카무라 法務輔佐官 : 이토 통감이 訓諭한 바와 같이 평리원을 종심재

판소로 하라고 하는 것은 소관들도 당초부터 생각하고 있었으나, 사정에 

충분히 통달하기도 전에 이를 실행하는 것이 어떨지 해서 오늘까지 경

과되었다. 소관들이 사무를 보는 방법은 통역에 의하는 수밖에 없어 사

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대개는 서류에 의해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부정이 행해지는 것은 심리 중에 자주 있으며, 혹 고문을 하는 

것은 당해 재판관의 생각에 달려 있다. 또 처음부터 사면하고자 하는 자

는 그에 따른 공술을 받고 처벌하고자 하는 자는 처벌하기 위한 진술을 

받는다. 따라서 그런 조서는 신용할 것이 못되지만 소관 등은 일일이 직

접 심리의 현장을 목격할 수 없는 까닭에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작

성된 불완전한 조서에 의하여 의견을 정하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소관이 

봉직하는 平理院의 판결 같은 것도 법부에서 이를 새로 조사하여 變更

하는 일은 반드시 불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느끼는 때도 종종 있다.151)

150) 南基正 譯, 앞의 책(각주 65), 49~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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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필자)

  나카무라의 판단에 의하면 역시 재판에서 확정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한 일이었다. 그러나 당시 平理院의 재판절차가 완비된 것이 아니었으며,  

재판에 대한 세도가의 간섭 등이 원인이 되어 쉽게 재판소에서 재심리 하

는 것을 금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일본인 사법관들은 서양법을 공부한 입장에서 조선후기 및 개화기의 

민사소송 상황을 보고 조선의 재판에서는 확정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듯하다. 서구법의 관점에서 보면 판결의 확정력이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

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 및 개화기에도 민사소송을 

하는 목적은 원고나 피고의 억울함 없이 권리를 구제해주는 데 있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재판을 끝내겠다는 관념, 즉 승소한 당사자에게 판

결의 확정력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패소한 당사자가 동일한 

소송물로 동일 심급에 다시 소를 제기 못하게 하는 관념이 있었다. 예컨

대 ｢民刑訴訟規程｣에 의한 재판기인 1907년 ‘田畓訟에 관한 건’152)을 들 

수 있다. 원고 김순관이 피고 김봉현에게 전답과 땔나무 추심의 건으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한성재판소는 “원고는 작년 4월경에 전답과 땔나무장 

추심 건으로 본 재판소에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수감 중일 때 

원고가 즉각 석방해 달라는 뜻으로 화해하고 청원하여 피고를 석방하였

다. 그런데 다시 지금에 이르러 소제기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미 판결된 바가 있으므로, 원고가 지금 이 안건을 다시 소송하는 것은 

재심리가 불가하기에 심리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어떤 사건에 대

해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뒤 다시 동일 심급에 동일한 사건에 대한 

소를 제기한 사례이며, 이에 대해 법원은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民刑訴訟規則｣에 의해 신식재판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도, 개화기 재판소

에서 확정력의 관념을 인지하고 지키려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인 사법관들은 조선에서는 확정력이 없다는 판단을 하

151) 南基正 譯, 앞의 책(각주 65), 53면.

152) 漢城裁判所, 1907년 10월 4일, 隆熙 원년 제486호, 隆熙 원년 제334호, 舊民集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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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법부가 소송절차에서 중대한 위반사유가 없어도 

판결의 결과가 억울한 경우에 ‘당사자의 청원에 의한 재심리’를 광범위하

게 허용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 한다. 이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게 되면 결

국 확정력이 없어 보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시 민사소송

에서 확정력이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청원에 의한 재심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당사자의 呼冤과 再審理

(1) 1895~1908년 민사소송기의 呼冤과 再審理

  개화기에 법부가 한성재판소 및 평리원 등의 재판소를 감독하고 관장하

였는데, 이러한 제도의 근거는 1899년 5월 30일 勅令 第26號 ｢法部官制

改正에 關한 件｣153)에서 처음 규정되었다. 그에 따르면 법부대신은 사법

ㆍ행정에 대한 사무, 恩赦ㆍ特赦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검찰사무를 지

휘하며 특별법원 평리원 이하 각 재판소를 감독하였다(제1조). 또한 법부

대신은 특별법원 및 평리원에서 査覈한 안건에 의문스러운 점이 있으면 

직접 가서 審辦할 수 있었다. 또한 평리원 및 각 재판소의 민ㆍ형사에 

‘呼冤’이 생긴 경우에 법부 칙ㆍ주임관을 파견 심사하거나 일체의 서류를 

법부에 옮겨 심사하여 바로잡을 수도 있었다(제10조). 이후 1905년의 2

월 26일 勅令 第20號 ｢法部官制｣154)에서도 비슷하게 민사국이 민사소송 

및 집행감독과 재판소 설립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고 규정

하였다. 

  앞에서 설명을 하였듯이 제1기 및 제2기의 재판소는 서울에서 한성재

판소 및 평리원만 제대로 설치되었고, 지방에서는 군수가 재판을 담당하

였다. 그리고 초창기의 판사는 ‘司法官’으로서의 판사라기보다는 ‘行政官’

으로서의 판사였다. 즉 ‘행정’과 ‘사법’의 분리를 시도하였으나, 명확히 분

153) 官報 1899년 6월 5일.

154) 官報 1905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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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위에서 설명한 ｢法部官制｣에서는 행정부에 

해당하는 法部에서 재판소를 관장하고, 민사소송 및 집행사무, 형사재판, 

사면 및 은사 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반 백성들은 민사소송의 과정 중 재판절차가 잘못된 경우라든가, 판사

의 비리 등으로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경우에 법부에 청원을 할 수 

있었다. 일반인들이 법부에 청원한 사례를 몇 개 살펴보자. 

  ○ 전라남도 무장군에 사는 吳秉植이 山訟에서 落科한 사건이 있었다. 

1897(작년)년 3월 오씨가 소를 제기한 후 대신 5명이 바뀌도록 바로잡

지 못하였다. 일전에 吳氏가 韓法部의 가마 앞에서 발괄[白活]하였고, 

韓法部가 검사에게 更査하라고 하였다.155)

  ○ 平理院에서 경주의 전 군수 金允蘭를 재판한 후 무죄로 방면하였

다고 법부에 보고하였다. 그런데 어제 법부에서 다시 平理院에 훈령하였

는데, 그 탐장오리 사건을 다시 심리ㆍ재판하여 보고하라 하였다.156)

  ○ 작년 前承旨 吳鼎善이 공주향제에서 逋徒의 서찰을 불태운 일로 

인해 감옥서에 갇혔다. 얼마 전 평리원에서 그 범죄 사실을 심사한 뒤 

무죄 방면하였다. 그런데 3일전 평리원에서 오씨를 다시 잡아 재판하였

다. 그리고는 얼마 전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하며 笞100 役3년에 율에 

따라 선고하였다.157)

  ○ 前御史 李承旭과 前全南觀察 李完用이 공납사건으로 평리원에서 

누차 재판을 받았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제 법부에서 

司理局長을 특별히 파견하여 그 안건을 更査하였다.158)

  ○ 苑洞居 金裕成참판이 法部에 청원하였다. 夜珠峴사는 張鳳煥이 김

참판의 家券을 借得하여 日債를 사용하고는 기한이 지나도록 상환하지 

아니하으므로, 日人이 가옥을 강탈하였다. 그러자 김참판이 漢城裁判所

에 請願하여 張鳳煥을 잡아오고 문권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하지만 한성

재판소는 아직도 재판을 하지 않으니, 훈령을 발하여 그 사람을 잡아오

고 家券을 돌려주라 하였다.159)

155) 皇城新聞 1898년 11월 19일: 更欲起訟

156) 皇城新聞 1903년 7월 29일: 金倅更査

157) 皇城新聞 1903년 8월 27일: 更査照律

158) 皇城新聞 1904년 3월 29일: 兩李査案 

159) 皇城新聞 1902년 1월 11일: 訴推家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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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판결에 대한 청원이 어떻게 가능하였던 것일까? 결론적으로 

1899년 ｢法部官制｣ 제10조의 “평리원 및 각재판소의 민ㆍ형사소송에 呼

冤이 생긴 시에는 일체의 서류를 법부로 옮겨서 사열 귀정하는” 규정 때

문으로 볼 수 있다. 즉 동법 제10조에 의해 법부대신과 법부는 실질적인 

최고의 재판기관이 되어버렸다. 1899년 ｢裁判所構成法｣의 개정 이후 평

리원은 유일하게 겸임이 아닌 전임의 재판장과 판검사가 임명되는 기관이 

되었다. 하지만 법부대신의 특별권한 즉, ‘呼冤’제도가 존재하는 탓에 평

리원은 법부의 부속기관이 된 것이다. 인민들은 평리원이 판결을 내려도 

법부로 호원을 했고, 호원에 대한 규칙도 마련되지 않아 동일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호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호원제도는 법부의 관제개정안 원안에는 없다가 나중에 법부대신 權在

衡의 건의에 의해 편입된 것으로, 그는 재판의 공정을 위해 법부관제 제

10조의 호원제도를 만들었다는 주장하였다. 하급기관의 잘못을 상급기관

이 개입하여 바로잡는 것은 당시 관원들의 관념에 비추어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어쩌면 모든 재판소의 소송에 관해 인민이 법부에 직접 

‘호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개악이 아닌 개선으로도 볼 수 있다.160) 

  하지만 호원제도의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기판력을 저해하는 점에서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제도였다. 호원[청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보

자.법부에 청원한 사례들은 몇 가지로 분류가능하다. ‘司法’에 관한 것으

로는 ① 민사 혹은 형사재판의 결과에 대한 불복으로 更査를 청원하는 

것, ② 죄가 있는 사람을 처벌할 것을 청원(현행법상 고소 혹은 고발)하

는 것 ③ 사면ㆍ복권의 청원(본인의 6대조 조상의 복권을 청원하기도 

함)161)등이 있다. 그리고 ‘行政’에 관한 청원으로 ① 민에 의한 청원뿐 아

니라 사법관(판사ㆍ검사)등이 한 청원(평리원 판사가 본인의 재판이 불공

정하다는 백성의 청원이 있자, 법부에 대질심리를 할 것을 청원하고 본인

이 불공정하였으면 본인을 파면하고 만약 무고하다면 청원자를 반좌할 것

160) 문준영, 앞의 책(각주 7), 272~275면.

161) 대한매일신보 1908년 3월 8일: 정씨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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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청원), ② 평리원ㆍ한성재판소의 판사ㆍ주사가 한 사직청원, ③ 변호사

등록 청원(변호사는 법부의 인허를 받아서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법부에 

변호사 인허를 등록을 청원하는 사례),162) ④ 법부대신ㆍ판사 등을 면관

청원(1907년 검사 이준의 청원서)등이 그것이다. 또한 ‘사법행정’에 대한 

청원(감옥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들에 대한 청원)등도 있었다.

  그 중 한성재판소 및 평리원의 판결에 대한 청원이 문제가 된다. 특히 

재판 절차가 잘못되었거나 사법관의 비리가 있어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니

라,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가 법부에 재판청원을 하는 것

이 문제되었다. 당시 당사자의 청원에 의해 再審理한 실제 판결을 들어보

자. 1907년 6월 10일에 원고 洪鳳鉉이 피고 金始善에게 ‘南草價에 관한 

건’으로 개성군 재판소에서 소제기 하였으나 패소하였다.163) 이에 원고 

홍봉현은 불복하여 京畿裁判所에 상소하였고, 1907년 11월 2일 경기재판

소서도 패소하였다.164) 그러자 원고 홍봉현은 다시 平理院에 상소하였다. 

평리원은 1908년 1월 9일 원고 홍봉현의 손을 들어주었다.165) 그러자 피

고 김시선이 법부에 再審理를 청원하였고, 평리원은 1908년 4월 14일 재

심리 판결을 하였다. 그 판결요지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고, 隆熙 2년 

1월 9일에 선고한 본원 판결대로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166)라고 하면서, 

판결이유에서 “원고 김시선이 피고 홍봉현에 대하여 本院[平理院]의 前의 

판결에 불복하여 法部에 청원하였다. 그러자 법부에서 다시 조사하여 판

결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그래서 원고ㆍ피고 모두를 다시 대질 조사하였

다.”라는 문구가 있다. 즉 판결문에서도 ‘당사자가 법부에 청원’하여 ‘법부

에서 지령을 내렸기에’ 평리원에서 다시 심리하였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절차상 잘못이 없는 판결에 대한 청원에 의한 재심리를 허용하면 절차

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지만, 당사자의 청원에 의한 재심리를 통해 

162)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21일: 변호사청원

163) 開城郡裁判所, 1907년 6월 10일, 光武 11년 제8호, 舊民集 제40권, 209~212면.

164) 京畿裁判所, 1907년 11월 2일, 제114호, 舊民集 제35권, 351면.

165) 平理院, 1908년 1월 9일, 隆熙 원년 제1646호ㆍ제5호, 舊民集 제40권, 213~224면.

166) 平理院, 1908년 4월 14일, 隆熙 2년 제68호, 舊民集 제40권, 225~240면.



- 221 -

재판의 신중ㆍ공정을 도모할 수도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詞訟에는 당사

자의 억울함이 있으면 그것을 풀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라는 관념이 있었

음을 고려하면, 청원에 의한 재심리를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물론 일본인 사법보좌관들은 평리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리를 허

용하는 것은 폐지되어야 할 제도임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평리원에서 증

거조사를 제대로 못한 경우도 있었고, 당사자의 정실에 의해서 재판이 잘

못되는 경우도 있는 등 문제가 있었다. 그러므로 미심쩍고 문제가 있는 

판결은 다소간 확정력을 어기더라도 재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

다. 그러나 평리원 판결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이를 바로잡는 방법이 ‘확

정판결’에 대한 재심리인가는 비판이 가능하다.

(2) ｢民刑訴訟規則｣에서의 再審

  현행법상 재심이라고 함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

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

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

력이 생기고 법적 안정성이 확보된다. 그러나 판결에 중대한 절차상의 흠

이 있거나 판결기초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이라는 정의에 

집착하면 재판의 위신이 문제가 있고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정의

에 반한다.167) 이와 같은 재심제도는 1908년 ｢民刑訴訟規則｣ 제53~60조

에서도 규정되어 있었다. 

  재심의 신청은 재심의 原由[이유]가 있는 판결을 행한 재판소가 이를 

관할하였다(民刑訴訟規則 제54조). 여기서 재심의 이유가 있는 판결을 행

한 재판소라고 함은 제1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1심 재판소를 말하

는 것이었고, 제2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는 제2심 재판소를 말하

는 것이었다.168) 재심의 신청은 그 신청서를 관할재판소에 제출하여 이를 

행하였다(동규칙 제55조). 결국 재심은 취소대상인 판결을 한 재판소의 

167) 호문혁, 앞의 책(각주 116), 984면. 

168) 田中正身ㆍ田位義正 著／李興洙 譯, 앞의 책(각주 98), 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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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볼 수 있었다.

  재심의 신청은 확정판결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하였다. ① 재판에 

관여하였던 판사가 해당 재판으로 인해 형벌에 처해진 경우, ② 판결의 

증거였던 증서ㆍ증언ㆍ감정ㆍ통역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로 증명된 경

우, ③ 동일사건에 대해 2개 이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였다(동규칙 제

53조). 그리고 재심은 확정판결에서만 가능하므로 미확정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당시 ｢民刑訴訟規則｣의 母法이었던 日本訴訟法은 민

ㆍ형사에 대한 재심을 구분하였지만, ｢民刑訴訟規則｣은 위의 제도를 절충

하여 민ㆍ형사를 같은 절차에 의해 재심하도록 하였다.169)

  재심소송은 각 심급의 소송절차 규정을 준용하였다. 재판소가 재심의 

신청을 수리한 경우에는 그 심급을 따라 통상절차에 의해 다시 심문 및 

판결을 행하였다(동규칙 제56조). 민사에서 공소ㆍ상고ㆍ항고 모두 재심

의 신청은 당사자가 할 수 있었다(동규칙 제57조). 실제 ｢民刑訴訟規則｣
에 의한 재심에 대한 기록은 “永宣君 李埈鎔, 奎章閣卿 趙同煕 두 사람의 

재판사건은 본일 地方裁判所에서 再審할 것으로 두 사람 쪽 증거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시간을 맞추어 통지서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170) 및 

“李埈鎔ㆍ趙同煕 두 사람의 재판을 전보와 같이 지방재판소에서 어제 再

審하였는데 방청은 불허하였다.”171)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民刑訴訟規程｣에는 재심제도가 없었고, ｢法部官制｣에 

의해 법부에 대한 청원에 의한 재심리가 인정되었다. 그렇지만 ｢民刑訴訟

規則｣에서는 재심은 판사가 해당 재판에 관해 형벌에 처해진 경우, 판결

의 증거의 허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경우, 동일사건에 대하여 2

개 이상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허용되었

다. 그리고 현행법상의 민사소송법의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

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이다.172) 그리고 현행 민사소

169) 田中正身ㆍ田位義正 著／李興洙 譯, 앞의 책(각주 98), 126~128면.

170) 皇城新聞 1909년 10월 1일: 李超裁判再審 

171) 皇城新聞 1909년 10월 2일: 結果如何



- 223 -

송법 제451조 1항에서 재심사유 11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현행법상의 재

심사유는 중대한 절차위반이나 중대한 판결기초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인

정된다. 현행법상 재심사유와 ｢民刑訴訟規則｣의 재심사유와 개화기의 일

본 민사소송법상 재심은 기본적으로 재판에서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1899년 법부관제에 의해 당사자의 청원에 의한 재심리는 재판절차의 

흠결이 없는데도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허용되었던 제도이기도 하고, 재

판절차의 하자를 바로 잡기 위한 재심(상소 혹은 국민 신문고)의 일종으

로 볼 수도 있다. 반면 ｢民刑訴訟規則｣의 재심은 절차위반이 있거나 판결

기초의 잘못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었다. 이처럼 ｢民刑訴訟規則｣에 의한 

재심제도와 당사자의 청원에 의한 재심리제도는 서로 다른 제도였다. 

(3) 당사자의 청원에 의한 再審理와 기판력의 문제

  절차위반에 의한 재심이 아니라, 당사자의 청원에 의한 재심리를 허용

한 것은 확정력과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평리원의 판결에 대해, 

원ㆍ피고 중 1인이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어 법부에 청원한 경우이다. 

이때 법부에서 평리원에 다시 재판할 것을 훈령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판결의 확정력을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를 통해 일본 사법

관들은 한국에는 확정력이 없다고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개화기 민사소송에서 확정력이 없었던 것일까? 이에 대

한 해답은 朝高判에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1913년 9월 23일 토지소유

권확인 및 인도청구에 관한 건173)의 판결요지는 “舊韓國 평리원은 하급

재판소가 한 판결의 부당을 인지한 경우 그 재판소에 훈령을 발하여 그 

판결 전부의 취소나 어느 부분의 更正을 명할 수 있는 권능을 가졌었다”

라고 하였다. 이 朝高判의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72) 호문혁, 앞의 책(각주 116), 984~985면.

173) 朝鮮高等法院, 1913년 9월 23일, 大正 2년 민상제231호, 조고판(국)제2권(법원도서관, 

2006), 251~2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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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의 재판절차상 최고사법기관인 평리원은 하급재판소가 한 판결의 

부당을 인지한 경우에 그 재판소에 훈령을 내려 그 판결 전부의 취소나 

어느 부분의 경정을 명할 수 있는 권능을 가졌었다. 그리하여 원심이 앞

에서 나온 평리원의 훈령을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상당하다. 때

문에 논지 전반에 문제가 없다. 또 당시(1906년)라 하더라도 같은 절차

에서 하나의 사건을 再訴할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再訴에 의

해 前 판결의 경정을 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 논지 후반도 또

한 그 이유 없다.(밑줄 필자)

  이 판결은 1913년 조선고등법원의 판결이지만, 쟁점이 되었던 것은 

1906년 평안남도재판소의 사건이었다. 상고인 윤희순이 피상고인 전만진

과 토지의 소유권을 두고 평안남도재판소에서 재판을 한 사안이었다. 

1906년 5월 18일에 전만진이 승소판결을 받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

일 당사자에게 동일 재판소에 다시 소를 제기한 윤희순은 1906년 10월 

17일에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자 이후에 평리원에서는 뒤

의 판결을 취소하였다. 그러자 윤희순은 1906년 당시 재판소에서는 재판

의 확정력이 없으므로 再訴도 금지되지 않았고, 평리원의 판결취소 훈령

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조선고등법원의 법적인 판단을 구해본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고등법원은 평리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의 전부 혹은 일부를 

취소하는 권한을 가졌으며, 개화기 당시에도 再訴는 금지되는 것으로 판

단하였다.174) 

  이 판결은 朝高判에서도 개화기 민사판결에서 확정력이 있고, 일사부재

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판결이다. 판결에 대한 再訴를 

금지함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있어 당사자와 법원을 규율하는 규준으로 구

속력을 가지고, 뒤에 동일사항이 문제되면 당사자는 그에 반하여 되풀이

하여 다투는 소송이 허용되지 않으며, 어느 법원도 다시 재심사하여 모순 

174) 그리고 이때 판결의 再訴를 금지함은 현행법상의 재소금지(현행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와는 다르다. 현행법상 재소금지는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상소심에서도 소를 취하할 수 있

게 하며 본안에 관하여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이미 취하한 소와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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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촉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기판력(실질적 확정력)에 해당하는 내

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조선시대 및 개화기에 확정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도 삼도득신법 등으로 재판을 끝내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

이며, 개화기에도 한성재판소 및 평리원 등의 판결에 의해 재판은 확정되

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언할 수는 없지만 재판절차에 하자가 없는 확정

판결을 당사자의 청원에 의해 재심리하는 제도로 인해 확정력이 위협받았

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듯 청원에 의한 재심리가 허용된 것은 당시 ‘爲政者’들의 법에 대

한 인식 때문으로 볼 수 있다. 1895년 ｢裁判所構成法｣의 공포 이후 판결

확정성의 불명확, 월소 등을 막기 위해 법부는 여러 차례 훈령을 발하였

다. 즉 법부는 재판소에 대해 일단 판결을 거친 사건은 다시 수리하지 말 

것이며, 고등재판소에서 판결한 사건은 지방재판소가 다시 수리하지 못하

게 하였고,175) 군과 도의 판결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고등재판소에 직소하

는 폐단은 없도록 하였다.176) 그렇지만 1899년 5월 30일 ｢法部官制｣의 

개정으로 당사자가 법부에 청원[呼冤]하는 것에 의한 재심리를 인정하였

다. 그 이유는 다음이라 생각한다. 첫째, 재판에서 당사자의 ‘억울함이 없

도록(雪冤)’하는 전통적 법사상의 발로로 볼 수 있다. 1905년 평리원의 

판결에 대해 법부가 재심리를 명한 사례에서 “법관이라는 임무를 맡은 자

는 ‘平理’의 책임이 있으니 10여 차례라도 반드시 그 공평함을 따라 공정

하게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다”177)라는 기사가 등장함은 이런 해석을 뒷

받침한다. 둘째, 전통적 사법제도 시스템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서구식 법

체계로 쉽사리 바뀌지 못한 점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재판제도와 소

송법제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당사자들이 증

거제출을 제대로 못하였거나, 재판정에서 변론을 제대로 못해 승소자와 

175) 官報 1896년 10월 13일: 法部訓令「高等裁判所에서 判決한 案件을 다시 下部裁判所에서 

受理審判하지 못하게 하는 件」

176) 官報 1896년 12월 26일: 法部訓令「郡과 道의 裁判을 거치지 아니하고 高等裁判所에 直訴

함을 禁止하는 件」

177) 大韓每日申報 1905년 10월 31일: 訟不平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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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자가 뒤바뀌는 억울한 일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추후에 바로

잡기 위해서는 법부의 훈령에 의한 재심리가 필요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때 평리원에서 내린 판결을 평리원에서 스스로 번복하기도 하였다.178) 

당시 재판소의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원심재판의 판결서 등을 받지 못한 

예도 많았으며, 따라서 재판소의 판결서를 꼭 당사자에게 내어주라는 훈

령도 등장하였다.179) 그리고 판사가 3년 전에 판결을 잘못하여 당사자의 

처가 자살하게 되자 그 판결을 내린 판사가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180)  

이런 예를 보면 잘못된 판결 혹은 미진한 판결을 법부에서 바로잡으려 재

심리를 명할 필요도 있었던 것이다. 

  이후 1907년에는 법부에서 각 재판소에 대해 한 번 정소한 이후에 승

소하든지 패소하든지 다시 소제기하지 못하게 하라는 훈령을 내렸다.181) 

그리고 1908년 ｢民刑訴訟規則｣ 제정과 일본 법관 및 변호사들이 등장한 

이후에는 청원에 의한 재심리제도가 변화되었다. 예컨대평양 사는 김백

선씨가 엄창엽 씨에게 콩 이백석 값을 받을 일로 평리원에 호소하였다. 

그런데 엄씨가 어떻게 독촉하였던지 김씨가 낙과가 되어 법부에 신소하였

다. 그러자 법부에서 말하기를 평리원서 낙과하고 또 법부에 정소하는 것

은 무엇이냐고 민사국에서 그 소장을 받아 주지 않았다.”182)는 사례를 들 

수 있다. 따라서 1907년 전에 법부에서 평리원의 판결에 대하여 다시 심

사하고 재심리를 할 것을 요구하던 사례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1908년 

이후에는 이러한 청원은 금지되었다.

  결론적으로 개화기 민사소송에서도 소송을 끝내야겠다는 ‘확정력’의 관

념은 존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의 청원에 의한 재심리

제도는 초기인 1896년에는 법부에서 훈령으로 이를 엄격히 금하였다. 그

러나 1899년에는 민사소송에 대하여 법부에 청원함을 허용하게 되었다. 

178)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24일: 아혹한일 ;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28일: 도로낙

송

179) 皇城新聞 1905년 4월 18일: 法部訓令 

180) 大韓每日申報 1905년 11월 15일: 竟至被拿

181) 大韓每日申報 1907년 8월 3일: 法訓各裁

182) 대한매일신보 1908년 2월 22일: 김씨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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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판결과에 대한 

청원을 하였기에 이를 구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전통법제의 ‘억울함

을 풀어줌(雪冤)’의 이념을 따를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후 통감부

기에 일본 사법보좌관들에 의해 청원에 의한 재심리제도의 폐해를 고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래서 1907년에는 다시 법부에서 훈령을 내려 이

를 금지하였던 것이다. 이후 1908년 ｢民刑訴訟規則｣에서는 절차위반의 

경우 再審을 규정하였으며, 당시의 재심은 오늘날 재심제도처럼 동일한 

사안에 대한 두 번의 확정판결도 재심사유로 규정하였다.

 

3. 민사집행제도의 확립

 

  판결을 하고 난 뒤에 집행을 해야 승소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 현

행 민사집행법 제1조에 의하면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

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

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민사집행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에 의한 경매

를 말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보전처분의 절차까지 합한 것이다.183) 현대

의 민사소송에서 집행제도는 소송에서 진 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

우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며, 민사소송의 목적을 최종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것이다. 앞에서 개화기 민사소송에 관한 새로운 법제도가 도입되었

음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개화기 민사집행제도의 특징과 의미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미 제1기의 ｢執行處分規則｣에 의한 집행명령서

의 도입과 그 예를 살펴보았으며, 또한 제2기에 담보권실행으로서의 경매

제도의 도입과 사경매에 의한 강제집행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강제집행제

도는 제3기에 이르러 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경매로 변경되었다.  

183) 이시윤, 新民事執行法제5판(박영사, 2009), 3면.



- 228 -

(1) ｢民刑訴訟規則｣과 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경매

  1908년 ｢民刑訴訟規則｣의 조문 중 제90조~141조는 현행법상 민사집

행법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전술하였듯이 동규칙에서 민ㆍ형사에 통칙인 

조문이 제1~62조까지, 민사소송에 관련된 조문은 제63~142까지였다. 그 

중 민사집행에 관한 조문의 수가 51개였으므로, 전체 조문수 대비 28%의 

조문이 민사집행에 관한 조문이었으며, 민사소송 조문 중 36%였다.

  동규칙에 민사집행 관련 조문이 50여 조에 걸쳐 규정된 점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1895년 ｢執行處分規則｣에 의한 민사집행이 원활

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동규칙에 민사집행제도에 

관한 규정이 많은 이유는 기존의 민사집행제도가 기능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당시 입법자들은 민사집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 제도의 미비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제도의 미비 및 기타 

여건상 민사집행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일단 제도의 정비가 필

요하다는 것이다.

  동규칙의 강제집행 조문을 정리해보자면, 제90조 내지 제94조는 강제

집행의 총칙이었다. 강제집행의 채무명의나 집행문의 부기[부여] 및 절차

는 모두 집행재판소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제95조 내지 제120조는 동산

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였으며, 제121조 내지 제131조는 부동산에 대한 강

제집행절차였다. 그리고 제132조는 특정한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

차였다. 제133조 및 제134조는 직접이행을 강제로 행하지 못하는 채무에 

대한 집행절차를 정한 것이었다. 제135조 내지 제137조는 假押收[가압

류]ㆍ가처분의 절차를 정하였으며, 제138조부터 제140조는 채무자의 유

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었다. 

  그 중 執行의 異議에 관한 규정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채권자나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재판소에 異議의 申提

를 할 수 있었다(民刑訴訟規則 제106조). 즉 채권자ㆍ채무자ㆍ기타 이해

관계인이 집행 관리의 집행행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재판소에 이

의신청을 할 수 있었으며,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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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유권이 있어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권리가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함이었다. 특히 이의신청은 3종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째, 

집행의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이의의 신청, 둘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신

청, 셋째, 목적물에 관한 이의의 신청이었다.184) 이 제106조의 의미에 대

해 朝高判은 “｢民刑訴訟規則｣ 제106조는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여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는 경우를 포함

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제3자의 이의는 訴로써 주장하여야 한다.”185)

고 판시하여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강제

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주장근거인 실체법상의 다

툼에 관하여 판단을 요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民刑訴訟規則｣ 제106조

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통의 소송절차로써 실체법

상의 권리에 터 잡아 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186)고 판시하였다. 또한 “소

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반환을 구하는 것과 같은 실체상 청구는 강제집행

에 의하여 그 토지의 소유명의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民刑訴訟規

則｣ 제106조에 규정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 완결 후에 별도

로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다.”187)고 판시하였다. 이는 현행 민사집행법과 

대비된다. 즉 현행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기타

의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

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

44조),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양

도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그 제3자가 집행채권자를 상대

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民刑

184) 田中正身ㆍ田位義正, 李興洙 譯, 앞의 책(각주 98), 241~244면.

185) 朝鮮高等法院, 1912년 2월 28일, 明治 45년 민상 제41호, 조고판(국)제1권(법원도서관, 

2004), 312~313면.

186) 朝鮮高等法院, 1909년 7월 6일, 隆熙 3년 민상 제66호, 조고판(국)제1권(법원도서관, 

2004), 18~20면.

187) 朝鮮高等法院, 1911년 1월 28일, 明治 44년 민상 제6호, 조고판(국)제1권(법원도서관, 

2004), 143~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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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訟規則｣은 집행의의만 규정하고, 청구이의의 소와 제3자이의의 소는 규

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이 입법된 이후 1907년 및 1908년 초

반의 부동산경매는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였지만, ｢民刑訴訟規則｣에 

의한 경매는 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경매였다. 1910년 초의 부동산강제집

행공고를 살펴보자.188)

<그림 33> 1910년 부동산강제집행개시 공고

188) 皇城新聞 1910년 1월 30일: 不動產執行開始公告

○不動產執行開始公告

                                  江原道春川郡府內面許文里

                                            債權者    李東根

                                  江原道麟蹄郡北面寒溪洞

                                            債務者    崔慶玉

一 江原道麟蹄郡北面瓦川里所在

(中略)

前記不動產은 隆熙二年民第一號執行力이 有한 判決謄本에 基야 强制執行을 行기 

爲야 此를 押收홈 此公告日以後에 所有者가 該不動產에 對야 行 處分은 無效로

홈(A)

               隆熙四年 一月 二十一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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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의 신문광고에 의하면 ｢民刑訴訟規則｣에 의한 경매는 1907

년의 ｢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에 의한 경매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B)를 통해, 군수가 집행관리로서 집행을 관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受訴裁判所와 집행관리를 구분하였던 것이다. 현행 민사집행

에서는 수소법원과 집행기관을 분리하는데, 당시에는 소를 받고 판단하는 

것은 재판소에서 하였고, 집행은 행정관청에서 하였다. 그 이유는 처음 

신식재판제도를 개정할 때 執達吏를 둘 것으로 예상하여 집달리를 희망하

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시 입법자들은 민사집행사무에 專任官吏를 두지 

않고 서기ㆍ경찰관ㆍ지방군수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다.189) 실

제 위의 사례처럼 군수가 집행한 사례190)도 있고, 경시청 경부가 집행한 

사례191)도 있다. 

  둘째, (A)를 통해 ‘재판소’가 집행력이 있는 판결등본을 가지고 강제집

행을 행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 이전의 토지가옥전당규칙 아래에서의 경

매는 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채무변제기한이 도

래하면 채권자가 임의로 경매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民刑訴訟規則｣에

서의 경매는 재판소에 의한 경매였다. 양자의 차이는 등기부(공시방법)의 

존재여부였다. 등기부가 없으므로 판결이 필요하였다.

  셋째, (C)를 통해 ‘公賣期日’을 정함으로써 국가가 주체가 되는 ‘공경매’

임을 알 수 있다. 

  넷째, ‘판결정본’이 아니라 ‘판결등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었다. 

1895년 ｢民刑訴訟規程｣ 제15조에서도 판결등본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189) 皇城新聞 1908년 5월 20일: 新設裁判의 執達吏

190) 皇城新聞 1910년 5월 7일: 不動產強制執行公告 

191) 皇城新聞 1908년 11월 3일: 不動產強制執行公告 

                                        執行官吏

                                江原道麒蹄郡守姜昌熙(B)

      但公賣期日은 公告한 日로붓터 二十八個日로 定홈(C) (밑줄 부분은 필자의 강조)

<표 25> 1910년 부동산강제집행개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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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이 판결서의 등본을 원할 경우에는 規費를 납부하여 이를 청구하고 

혹은 허가를 얻어 등사할 수 있었다. 소송인이 판결서의 등본을 받은 실

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그림 34> 1906년 ‘家舍ㆍ什物 및 

於音錢에 관한 건’

 
<그림 35> 1906년 ‘山訟에 관한 

건’

  <그림 34>의 결정은 1906년 ‘家舍ㆍ什物 및 於音錢에 관한 건’192)이

며, 내용은 “원고 김학수, 피고 신영헌, 오른쪽 당사자 사이의 경기도재판

소 1906(광무10)년 민제48호건에 대하여 1906(광무10)년 12월 12일 동

재판소에서 선고한 판결등본을 하부하실 것을 신청한다. 1909(융희3년) 

5월 21일.”이다. <그림 35>의 결정은 1906년 ‘山訟에 관한 건’193)이며, 

“이 등본은 채권자 최세화를 위하여 채무자 백낙연에게 대한 강제집행을 

행할 효력이 있다. 1909년 5월 22일”이라고 되어 있다. <그림 35>은 

1906년의 경기재판소 판결에 대해 1909년에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것이

며, 이를 통해 집행문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하였다. 

  이후 朝高判에서도 판결등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民刑訴

訟規則｣에 의하여 송달된 판결등본은 民事訴訟法에 의해 송달해야 할 판

결정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朝鮮民事令｣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정

192) 京畿裁判所, 1906년 12월 12일, 제46호, 舊民集 제41권, 179~195면.

193) 藍袍郡裁判所, 1909년 2월 23일, 隆熙 3년 민제3호, 舊民集 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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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송달이 있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194) 그리

고 판결이유에서 “송달하여야 할 판결은 판결서의 정본으로 해야 함은 일

본 민사소송법 제238조에 규정하고 있지만, 조선에서 ｢民刑訴訟規則｣ 시

행 당시에 있어서는 동규칙 제22조에 의해 등본의 송달로 충분하므로 동

규칙에 의해 송달된 판결서의 등본은 (일본) 민사소송법에 의해 송달하여

야 할 정본의 경우에 해당하며, 민사령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정본송달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民刑訴訟規程｣에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판결등본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확정판결에 대해 판결등본을 신청한 사

례는 1909년 이후에 등장하였다. 이는 1908년 7월 ｢民刑訴訟規則｣에서 

판결의 등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었다. 실제 
舊民集의 판결서 및 조선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판결등본’으로 강제

집행을 하였다. 당시 일본 민사소송법은 판결정본으로 강제집행을 함에 

비하여, 조선에서는 판결등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하였음이 

다른 점이었다. 또한 당시 조선은 ‘판결정본’이 아직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판결정본’의 개념이 없었으므로 ‘판결등본’에 집행권

원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2) ｢民刑訴訟規則｣에서의 民事債務者 留置制度

  전통법제 시대에는 민ㆍ형사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민사채무자에게도 

형벌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다. 개화기에도 민사채무자를 유치하는 관행

은 계속되었다. 그래서 법무보좌관인 마츠데라(松寺) 檢察官은 “한국의 

재판소에는 재판소 내에 留置場이 설치되어 있으나, 폐해가 많으므로 민

사상 구류를 폐지함과 동시에 감옥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195)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관행이 폐지되기는 쉽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고쿠분(國分) 輔佐官은 “민사판결의 집행기관이 없고 승소자도 그 

194) 朝鮮高等法院, 1912년 7월 30일, 明治 45년 민상제128호, 조고판(국)제1권(법원도서관, 

2004), 355~359면.

195) 南基正 譯, 앞의 책(각주 65),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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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오래 구류하는 가혹한 수단이 존치되

었다.”196)고 하였다. 그렇지만 독일 민사소송법 이전의 서양의 고대법에

서도 채무자에 대한 인신집행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간접강

제의 수단으로 강제구금ㆍ질서구금 등의 인적 집행이 인정된다.197) 뿐만 

아니라 일본 사법보좌관들이 조선의 민사채무자에 대한 인적 집행을 비판

하였지만, 일본도 전통시대 大坂町 奉行所에서 민사채무자에게 인적인 강

제집행을 가하는 身躰限같은 제도가 있었다.198) 이처럼 일본인 사법보좌

관들이 그렇게 비판한 민사채무자에 대한 인적인 강제집행은 서양 및 일

본에서도 있었던 법정의 강제집행 방법이었기에 ‘민사채무자에 대한 인신

구속은 야만적이고 미개한 것’이라는 시각은 지나치다. 

  또한 통감부 이전의 한국 정부에서도 민사채무자 구류의 문제점을 인식

하고 개선하려 하였다. 즉 1905년의 6월 법부는 한성재판소에 다음과 같

이 훈령하였다. “한성재판소의 민사소송에서 旣決ㆍ未決 및 拘留人 成冊

에 의하면 갇혀있는 사람의 수가 적지 않다. 그리고 그들이 한성재판소에 

갇힌 뒤에 몇 개월이 지나도록 재판을 하지 않으니 한탄할 지경이다. 더

욱이 민사소송에서 滯囚하지 말라는 훈칙은 그 이전부터 있었으며, 큰 장

마와 무더위도 다가오고 있고 停訟의 시기도 멀지 않았다. 그러므로 즉시 

拘留案件은 빨리 판결하여 소송이 적체되지 않도록 하라”199)는 것이었다.  

당시 대한제국 정부에서도 민사채무자 구류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개선하

려는 훈령을 반복해서 발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인 법무보좌관들이 비판한 민사채무자 구류제도는 바로 폐

지되지 않았고, ｢民刑訴訟規則｣에서 민사채무자 유치제도로 규정되었다. 

그러면 왜 구류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동규칙에 규정되었는지 의문이 든

다. 그 답은 고쿠분(國分) 輔佐官의 회고록에서 찾을 수 있다.

196) 南基正 譯, 앞의 책(각주 65), 75면.

197) 호문혁, ｢독일 강제집행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法學 41-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137~138면 참조.

198) 石井良助, 續近世民事訴訟法史(創文社, 1895), 80~85면.

199) 皇城新聞 1905년 6월 29일: 宜有此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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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생각하면 이 규정(民刑訴訟規則) 중 기이한 감이 있는 것은 채무자

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유치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규정이었다. 이 민사유치의 규정은 나카무라(中村) 

輔佐官의 서면에 있는 것처럼 法務輔佐官時代로부터 폐지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왜 ｢民刑訴訟規則｣에 이를 인정했는가? 그 이유는 당시 민사

의 집행기관은 전혀 없었고 또 오래된 慣例이므로 일본 사법관의 손으

로 운용의 묘를 기한다면 잠시 이를 존치하는 편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역시 폐해가 있었으

므로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폐지되었다.(밑줄 필자)200)

  고쿠분의 회고에 의하면 민사채무자 유치제도는 민사집행기관이 미비하

다는 현실적인 상황과 전통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인해 ｢民刑訴訟規則｣에

서도 규정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民刑訴訟規則｣에 규정된 민사채무자 유치제도의 내용을 살펴

보자. 민사채무자 유치제도는 강제집행의 수단 중 하나로 재판소의 ‘결정’

으로써 민사채무자가 확정판결을 받고도 채무를 미변제하는 경우에 형사 

구류인에 준하여 감옥에 민사채무자를 유치하는 제도였다. 이는 ｢民刑訴

訟規則｣ 제138~142조에서 규정하였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을 할 채권자는 제1심 수소재판소에 집행력이 있는 판결등본을 제출하여 

채무자의 유치를 신청할 수 있었다. 다만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구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였다(제138조 1항). 또한 민사채무자의 유치를 신

청하는 채권자는 재판소에서 정한 유치비용을 예납하여야 하였다(제138

조 2항). 그리고 채무자의 유치에 있어서는 형사피고인의 구류에 관한 규

정이 준용되었다(제139조). 그리고 재판소는 직권으로나 신청에 의해 언

제든지 채무자의 유치를 繳消[취소]할 수 있었다(제141조). 

  그리고 1908년 12월 26일에는 法部令 第20號 ｢債務者의 留置費用에 

關한 件｣201)이 공포되었다. 여기서는 “｢民刑訴訟規則｣ 제138조에 의하여 

채무자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유치비용은 1일 금20전으로 하여 재판소에

200) 南基正 譯, 앞의 책(각주 65), 88면.

201) 官報 1908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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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를 징수한다.”라고 하여, 채무자의 채무미변제를 이유로 유치되는 

경우 1일당 금20전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이 법령공포 이전에 ｢民

刑訴訟規則｣ 제140조에서 유치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할 채권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실제 채무자에게 유치비용

으로 1일 20전이라는 액을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유치비용이 채무자

가 변제할 채권에 가산되면 유치된 동안 채무액이 점차 증가되므로, 결국 

유치비용의 채무자 부담은 채무의 변제를 강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듬해에 법부는 감옥에 유치되어 있는 민사유치인의 식량에 대해 훈령

하였다. 1909년 4월 16일 法部訓令 第4號 ｢未決囚 旣決囚 및 民事留置

人食糧規程｣202)이 그것이었다. 이에 의하면 미결수ㆍ기결수 및 민사유치

인의 식량은 작업 및 신체의 정황을 참조하고 다음 등급에 의하여 1일 3

회에 나누어 급여하였다. 다만 불취역자의 식사량은 8等이하로 하되 1일 

2회에 이를 급여하였다. 찬은 1인에 1일 금 2전 이하로 하였다(제1조).   

  그렇다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민사소송의 패소자유치에 관한 제도에 

대한 실제 판결을 살펴보자. 원고 李錫範이 피고 崔洪錫을 상대로 한성재

판소에 대여금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재판소는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金敎珏의 집문서를 전당잡힌 채무금 3만 냥과 원고의 집문

서 1만 냥 및 채무금 합계 5백 냥은 모두 이자와 함께 金相禹의 어음을 

찾아준 금액 2만 9900냥과 어음 잔액 합계 3470여 냥과 집문서를 전당

잡힌 채무 이자 합계 2만 7300냥과 물건값 328냥 및 백미 鄕斗 157두

를 함께 즉시 변상해야 한다.”203)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이 판결 이후에

도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원고는 재판소에 피

고에 대한 유치신청을 하였다. 원고가 제기한 유치신청에 대한 경성지방

재판소의 결정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202) 官報 1909년 4월 19일: 1909년 4월 16일 法部訓令 第4號 ｢未決囚 旣決囚 및 民事留置人

食糧規程｣
203) 漢城裁判所, 1907년 2월 1일, 光武 10년 민제280호ㆍ제2호, 舊民集 제36권, 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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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民事敗訴者 留置命令

  <그림 36>에서 경성지방재판소는 1908년 12월 28일 피고 최홍석을 

경성감옥에 7일간 유치할 것을 결정하였다.204) 그래도 피고가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다시 유치신청을 하였고, 경성지방재판소는 1909년 1월 22

일 채무자 최홍석을 7일간 경성감옥에 유치할 것을 결정하고,205) 1909년 

1월 29일 7일간 경성감옥에 유치하였다.206) 그럼에도 피고 최홍석은 채

무변제를 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원고의 유치신청 기간도 길어졌다. 1909

년 2월 3일 원고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는 2월 7일부터 경성감옥에 10일

간 유치되었다.207) 하지만 채무자는 여전히 변제하지 않았고, 다시 2월 

27일부터 10일간 유치되었다.208) 그런데도 채무자는 변제하지 않았고, 

이번에는 2월 26일에 다시 채무자를 20일간 경성감옥에 유치할 것을 명

하는 결정이 나왔다.209)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아 원

고의 신청에 의해 모두 71일간이나 감옥에 유치되었다. 결국 채무를 변제

할 때까지 계속하여 원고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를 감옥에 유치할 수 있었

204) 京城地方裁判所, 1908년 12월 28일, 光武 11년 민제2호, 舊民集 제47권, 227면. 

205) 京城地方裁判所, 1909년 1월 22일, 光武 11년 민제2호, 舊民集 제47권, 229면.

206) 京城地方裁判所, 1909년 1월 29일, 光武 11년 민제2호, 舊民集 제47권, 231면.

207) 京城地方裁判所, 1909년 2월 3일, 光武 11년 민제2호, 舊民集 제47권, 235면.

208) 京城地方裁判所, 1909년 2월 16일, 光武 11년 민제2호, 舊民集 제47권, 237면.

209) 京城地方裁判所, 1909년 2월 26일, 光武 11년 민제2호, 舊民集 제47권, 2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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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기간은 5일, 7일, 10일, 20일, 1달 등 다양하였다. 채무변제를 강

제하는 방법으로 유치를 행한 것은 과도기적인 모습이며, 민사채무의 이

행확보를 위한 개화기 민사소송의 특색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민사채무자 유치제도는 오랫동안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1909년 

7월 12일 己酉覺書에 의해 사법권이 완전하게 이양된 이후 통감부는 당

시 민사소송법제 중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였다. ｢民

刑訴訟規則｣상의 민사채무자 유치명령 제도는 1909년 10월 28일 法律 

第34號 ｢民刑訴訟規則 改正｣210)에 의해 삭제ㆍ폐지되었다. 잠시 동안 존

재하였던 민사채무자 유치명령 제도는 민사의 영역에 형벌적인 留置(혹은 

拘留)를 통한 인신구속을 가하여 강제집행을 하던 전통적인 관행을 부정

적으로 보면서도 의식적으로 연장시켰던 제도였다.

(3) 소결

  이상에서 개화기 민사집행제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최초의 민사

집행에 관한 규정은 ｢民刑訴訟規程｣ 및 ｢執行處分規則｣에 집행명령서 관

련 규정이었다. 그렇지만 1895~1907년까지는 집행명령이 실제 활발하지

는 않았으며, 1907년 7월 이후 5건 정도의 집행명령서가 등장하였다. 그

러나 1906년 ｢土地家屋證明規則｣에 의해 토지소유권에 대한 증명이 도입

되었고, 이에 힘입어 1906년 12월 ｢土地家屋賣買典當執行規則｣이 공포되

기에 이른다. 이 규칙에 의해 담보권의 사적인 실행으로서의 사경매 제도

가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 내용을 강제 집행함이 활발하게 된 것은 1908년 ｢
民刑訴訟規則｣에 의해서였다. ｢民刑訴訟規則｣은 140여 개 민사소송 관련 

조문 중 50여 개 조문에서 민사집행절차를 규정하는 등 집행제도에 방점

을 두었던 법이었다. 더욱이 동법에 의해 수소법원과 집행관리가 구분되

었으며, 경매는 사경매가 아니라 공경매였고, 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만 

집행이 가능하였다. 무엇보다 당시 일본법은 ‘판결정본’에 의해 강제집행

210) 官報 1909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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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음에 비해 조선에서는 ‘판결등본’에 의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점이 

달랐다. 특히 채권자의 채권만족을 위해 채무자의 人身 대신 그의 재산

(부동산 혹은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매제도가 도입되었

다는 의미가 있다. 

  결국 1895~1907년까지는 ｢執行處分規則｣에 의해 집행명령서를 발부하

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원활하지 못하였으므로, 1907년 이후에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사경매와 법원의 판결에 의한 공경매가 차례로 등장한 뒤에 

강제집행제도가 점차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

통적인 민사피고 구류제도를 확정판결을 받은 민사채무자 유치제도로 변

경하여 일시적으로 존치시켰다. 이는 당시 재판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시

기였기에 임시적인 조치였으며, 1909년에 법률이 개정되면 폐지되었다.

제3절 사법권 위임 이후의 민사소송

 

  1907년 정미7조약에 의해 본격적인 사법침략이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1908년 7월 ｢民刑訴訟規則｣이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이때 법부차관 구

라토미(倉富)는 1908년 말부터 1909년 초 사이에 이토 통감에게 일본재

판소를 설치하자는 의견서를 상신했다. 이사청ㆍ통감부법무원이 관할하는 

현재의 거류민재판제도를 폐지하고 “재한 일본인에 관한 소송은 한국에 

초빙된 일본 법관으로 하여금 일본재판소를 구성하게 하여 일본의 법률에 

따라 심판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구라토미가 말하는 재판소는 한국재

판소 내에 일본재판소를 두자는 것이었다. 즉 한국 쪽에서 보면 한국재판

소이고, 일본 쪽에서 보면 일본재판소가 되는, 즉 하나의 재판기구 안에 

두 국가의 재판기구가 공존하는 체제였다.211) 이런 상황 아래에서 1909

년 7월에는 己酉覺書가 체결되었다.

211) 문준영, 앞의 책(각주 7), 415~4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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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己酉覺書의 체결(1909.7)

  1909년 6월 14일 이토는 통감의 직에서 물러나 추밀원의 장으로 취임

하였다. 그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토는 7월 3일 한국으로 건너가

던 도중 시모노세키에서 사법ㆍ감옥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하는 협약안

을 일본 내각에 송부하였다. 이는 더 이상 한국의 법치수준이 완전해지기

를 기다리지 않고 사법권을 강탈하기 위한 준비를 신속히 하겠다는 의지

를 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는 1909년 7월 12일에 統監府告示 第66號 ｢
韓國의 司法 及 監獄事務를 日本國政府에 委託하는 件에 관한 覺書｣212)

가 체결되었는데, 己酉覺書라 부른다. 한일신협약의 3항인 사법사무에 관

한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이토 히로부미의 후임인 소네 아라스케(曾彌荒

助) 통감과 이완용 사이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었다. 조약은 모두 5개 조

항으로, ①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한국

정부는 사법 및 감옥 사무를 일본정부에게 위탁할 것, ② 일본정부는 일

정한 자격을 가진 일본인 및 한국인을 재한국 일본재판소 및 감옥의 관리

로 임용할 것, ③ 재한국 일본재판소는 협약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이외에 한국신민에 대해서는 한국법규를 적용할 것, ④ 한국지방관

청 및 관공리는 직무에 부응하여 사법 및 감옥의 사무에 대해 재한국 일

본 당해관리의 지휘명령을 받고 또 그를 보조할 것, ⑤ 일본정부는 한국

의 사법 및 감옥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할 것 등이었다. 이 협정에 

기초하여 종래의 사법부 및 재판소는 폐지되었고, 통감부에 사법청을 두

고 그 관할 하에 각급 재판소를 두게 되었으며, 그 직원도 일본관리로 임

명되었다. 

  이 각서로 인해 일본은 한국의 사법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고, 의병

전쟁과 민중들의 반일투쟁을 탄압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사법권을 일본이 탈취한 뒤에 통감부의 부속기관으로 사

212) 官報 1909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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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국을 설치하자는 주장과 독립으로 사법청을 설치하자는 주장이 대립하

였으나, 독립된 사법청을 설치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대심원 대신 고

등법원을 설치하고 검사국은 조선통감의 지휘감독을 받게 하였다.213) 

  왜 이토가 이처럼 1909년 경에 사법권의 위탁을 단행했는가에 대하여

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이미 일본 내각이 병합 실행을 예정하고 

있었고 1909년 4월 이토 본인도 병합방침에 동의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법권 위탁은 크게 보아 병합방침의 실행수순 위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214) 다른 견해는 병합방침과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국제정세를 우

려한 이토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사법권 위탁이 단행되었다는 것이다. 간

도문제를 통해 한국문제와 만주문제가 연결되면 중국을 비롯한 열강이 한

국문제에 개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치외법권 철폐가 긴급한 문제가 되었

고, 일종의 편법이자 묘안으로서 사법권 위임이 단행되었다는 것이다. 하

지만 양자의 견해는 공통적으로 사법권 위임은 치외법권 폐지 준비를 하

면서 치안유지, 법령 및 제반 제도의 정비를 위해서도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체제를 마련해준다는 명목을 가졌다. 보호국 체제를 유지하든

지, 장래의 병합을 준비하든지, 사법권 위탁은 그 자체만으로 어떤 면에

서 (조선의 사법에) 편의를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215) 당시 사법권 위

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친일적 신문기사도 있었다. 즉 “이토 통감이 처

음에는 한국사법제도를 완비한 후 열국의 치외법권을 철거할 방침을 세웠

지만, 열등국(한국을 지칭)의 사법기관을 정비한 후 치외법권을 철거함은 

도저히 불가하다. 그러므로 차라리 한국사법권을 일본에 위임함이 양국에 

이익이 될 것이 많아 신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더욱이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 한국사법의 현상에는 어떤 변경사항도 없다”216)는 것이다. 이를 

213) 신한민보 1909년 9월 15일: 사법청 관제

214) 尙友俱樂部 山懸有朋關係文書 編纂委員會 編, 山縣有朋關係文書 1(東京: 出川出版社, 2005), 

357; 문준영, 앞의 책(각주 7), 419면 재인용.

215) 森山茂德, ｢保護政治下韓國におけゐ司法制度改革の理念と現實｣, 淺野豊美ㆍ松田利彦  編, 植
民地帝國日本の法的構成(東京: 信山社, 2004), 303~308면; 문준영, 앞의 책(각주 7), 419면 재

인용.

216) 皇城新聞 1909년 7월 15일: 司法權委任의 理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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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사법권 위임의 배경으로 이토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두 번

째 설이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친일파들은 사법권 위임 협

약에 대해 심지어 다음 같은 주장도 하였다. “한국을 주체로 하여 편무적 

조문을 만들었는데 한쪽의 통지로 협약을 파기할 수도 있고, 신협약 제2

조에 한국인을 재한일본재판소의 관리로 임용하는 것은 일본헌법에 저촉

되므로 비판받을 수 있다”217)는 것이다. 

Ⅱ. 사법권의 위임(1909.11)

  신협약에 의한 사법권의 위임218)은 190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한국정부는 11월 1일에 칙령으로 법부를 폐지하여 통감부로 옮기고, 통

감부는 사법청을 설치하여 일본인 구라토미(倉富)가 청장이 되고, 고등법

원이나 대심원 중 하나를 설치하여 공소원 3곳과 지방재판소 13곳과 구

재판소 112곳을 설치하고, 일본에서 사법관 167명을 새로 임명할 예정이

었다.219) 그러나 실제로는 1909년 11월 구재판소는 40여 곳에 설치되었

으며, 11월 중순에 80곳을 증설하고 1910년 6월까지 차차 전수 증설하

려 하였다.220) 이때 사법권의 위임 소식을 들은 한국인 판검사 중에 해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사표를 제출한 사람도 있었고, 이 소식을 들은 한국

인 변호사들도 반발하였다.221) 이후 그동안 법부에서 근무하였던 판임관 

및 주임관 중 일부는 계속 근무하였지만, 각 재판소에 근무하던 판검사 

중 한국인 관리 및 자격 미달자는 해임되었다.222) 그 중 전임될 자와 유

임될 자의 성명과 관등을 통감부에서 일본정부에 보고하였다.223) 그리고 

217) 皇城新聞 1909년 7월 29일: 新協約의 論難

218) ‘사법권의 위임’이라는 용어보다 ‘사법권의 강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당시 사건을 지칭하는 일반적 용어가 ‘사법권의 위임’이므로 이하에서는 ‘위임’이라는 표현을 사

용한다. 

219) 대한매일신보 1909년 9월 21일: 실시한다네

220) 대한매일신보 1909년 11월 3일: 구재판소 많다

221) 皇城新聞 1909년 7월 24일: 事或然矣

222) 皇城新聞 1909년 10월 16일: 宜乎然矣

223) 皇城新聞 1909년 10월 17일: 法官階級修報



- 243 -

1909년 9월에는 재판소 번역관을 모두 일본인으로 뽑았으며,224) 한국인 

대서소를 일제히 폐지하였다.225) 그리고 당시 경시청에 있던 일본인 警部

가 강원도 춘천구재판소 판사로 피임되기도 하였다.226) 또한 10월에는 

사법권 위임에서 한국인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 규칙을 정하였다. 그 내

용은 통감부재판소 법령으로 특별하게 규정한 것 외에는 한국인에 대해서

는 한국법을 적용하고, 한국인이 원ㆍ피고가 아닌 민사소송에서는 일본법

규를 적용하며, 한국인끼리의 소송에서의 재판집행은 한국법규대로 한다

는 것이었다. 또한 保放이나 사형집행도 한국법을 사용한다고 하였다.227) 

이처럼 1909년 사법권 위임 이후 한국인 판사들은 파면에 직면하여 사직

청원을 하기도 하였으며,228) 법관양성소 학생 및 법학교 학생들이 동맹 

파업을 하자, 법부가 폐지되었더라도 학생들이 퇴학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니 때를 기다려 힘을 기르자는 신문의 논설도 있었다.229) 

  그런데 사법권이 위임된 이후 3심 제도의 최고심을 大審院으로 할 것

인지 아니면 새로운 법원을 만들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이때 통감부는 일

본 헌법을 조선에 시행하기는 불가하므로 조약상 권리를 근거로 법률을 

정하려 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이용할 경우 일본헌법에 저

촉될 수도 있으므로 특별규정을 만들어 해결하려 하였다.230) 처음에는 일

본재판소와 거의 동일하게 하지 않고 한국에 일본특별재판소를 설치하려 

하였다. 그리고 판사의 수를 일본과 같이 대심원에 7인ㆍ공소원에 5인ㆍ 

지방재판소에 3인을 설치하지 않고, 종심재판소에 5인ㆍ공소원에 3인ㆍ

초심재판소에 1인을 두려고 하였다.231) 결국은 ｢統監府裁判所令｣에 의해 

1909년 11월 1일부터 한국재판소는 區裁判所ㆍ控訴院ㆍ高等法院으로 나

뉘게 되었고 대심원은 폐지되었다.232) 신임 朝鮮高等法院 원장으로는 와

224) 대한매일신보 1909년 9월 24일: 모두일인

225) 대한매일신보 1909년 11월 21일: 대서까지

226) 대한매일신보 1909년 10월 22일: 전별회하였다

227) 대한매일신보 1909년 10월 20일: 사법권규제

228) 대한매일신보 1909년 7월 24일: 판검사청원

229) 대한매일신보 1909년 7월 27일: 법학생들에게 고함

230) 皇城新聞 1909년 7월 22일: 新裁判所의 組織

231) 皇城新聞 1909년 8월 12일: 裁判制度採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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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베(渡邊暢)가 부임하였는데,233) 특히 朝鮮高等法院은 일본국기를 게

양하였다.234) 더욱이 1909년 11월 1일부터는 한국인의 訴狀에 대한제국

의 연호가 아닌 일본국의 연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평양에 있

던 변호사 안병찬이 평양공소원 및 평양지방재판소에 반대의견을 제출하

였다. 그 내용은 “우리 정부에서 사법사무를 일본정부에 위임하였는데, 

위임사무의 성질은 대리자가 위임자의 명의로 그 권한 내에서 권리를 행

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감부재판소는 한국의 사법사무를 대리하는 기관

에 불과하니 관청은 비록 일본관청이지만 司法은 韓國司法이다. 따라서 

한국인에 대해서 한국법규를 적용하니 한국인은 여전히 생명ㆍ재산을 한

국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한국인의 

소송사건에는 한국의 연호를 표시하는 것이 법률에 어긋나지 않으며 한국

인들의 반발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재판소장 나가시마

(永島巖)와 모토키(元木直一)가 안병찬의 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한국

인에 대한 소송사건에서는 ‘隆熙 3年’을 연호로 사용하였다.235) 그렇지만 

1910년에는 일본사법의 영향력이 더 커졌으며, 통감부재판소에 재직 중

이던 한국인 판사를 일본관리로 인정하여 일본 관등에 따라 직위를 정하

기도 하였다.236) 따라서 일부 법률가와 지식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법의 일본사법에의 ‘종속’은 가속화되었다. 특히 일본재판소의 판사수보

다 조선재판소의 판사수를 적게 두었으며, 재판소를 한 단계 낮게 구성한 

것으로 볼 때, 일본의 사법기관을 조선보다 상위에 두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사법권이 위임된 이후,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가 재판의 공식언

어가 되었다. 즉 1909년 11월 4일부터는 사법청에서 인민 등의 소송서류

는 모두 일본어로 시행하게 하였으며, 인지도 일본국의 인지를 착용하게 

하였다.237)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재판과정에서 공식적인 언어는 재판 절차

232) 皇城新聞 1909년 10월 20일: 統監府裁判所令 

233) 皇城新聞 1909년 11월 9일: 新任法院長知面禮 

234) 皇城新聞 1909년 11월 2일: 改板揭旗

235) 皇城新聞 1909년 11월 10일: 安氏意見

236) 皇城新聞 1910년 2월 25일: 韓人法官叙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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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명함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조선시대에는 한문이 공식적 언어

였으므로 글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곤란하였던 것에 

비해, 1895년 이후에는 소장과 판결서를 국한문 혼용으로 사용하여 순한

문보다는 더 쉽게 소를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볼 수 있게 하였다. 이후 

1906년에는 모든 재판 관련서류를 국한문으로 쓰게 하여, 관청의 법에 

대한 질품과 회신도 일반인이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그렇지만 

1909년 11월 4일부터는 일본어가 재판의 공식적 언어로 되어버린 것이

다. 결국 이때부터는 한국인이 한국인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일

본어를 사용하여야 하였기에, 일본어를 모르는 백성들의 재판을 받을 권

리가 침해되었다.  

  1909년 己酉覺書에 의해 한국사법권은 완전히 일본으로 이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사법권 탈취는 한국 법부의 폐지, 한국인 판검사제도의 

폐지, 대서소의 폐지, 일본인 법관의 전수 임용, 일본인 번역관의 임용을 

통해 알 수 있다.238) 그리고 한국사법권의 위임에 의해 한국인끼리 재판

하던 한성재판소ㆍ평리원, 구재판소ㆍ지방재판소ㆍ공소원의 재판절차와 

당시 한국에 있던 일본인들의 영사재판이사청통감부법무원으로 변화되

었던 일본재판소가 합쳐진 것이었다. 그래서 1909년 11월부터는 ‘외형은 

한국재판소지만 실질은 일본재판소’인 區裁判所ㆍ控訴院ㆍ朝鮮高等法院 

등이 탄생하게 되었다. 

Ⅲ. 韓日倂呑條約과 민사소송(1910.8)

  당시 한국에 살던 일본인들은 통감부법무원에서 민사ㆍ형사재판을 하였

다. 위에서 살펴본 구라토미 법무차관의 안처럼 일본재판소를 한국에 설

237) 皇城新聞 1909년 11월 4일: 固其然矣

238) 사법권 탈취의 시각으로 사법권 위임을 평가한 선행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김성균, ｢일본의 

한국사법권탈취시말｣, 백산학보 8(백산학회, 1970); 同旨 장근세, ｢韓末 近代的 法律의 受容過

程｣, 역사와 담론10(호서사학회, 1982); 同旨 이희봉, ｢한말법령소고｣, 학술원논문집19(학술

원, 1980); 同旨 田鳳德, ｢일제의 사법권 강탈 과정의 연구｣, 애산학보2(애산학회,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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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자는 것도 재판에서의 치외법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일본인들의 의지

가 담긴 것이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모두 일본인이었던 재판의 경우 당

분간 통감부법무원에서 시행하였다. 즉 1910년 庚戌國恥 이후 당분간 구

한국과 통감부의 법령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그 후 1912년 제령 제7호 ｢
朝鮮民事令｣을 공포하여 식민지법의 얼개를 구축하였다. 여기서 소송법은 

일본의 民事訴訟法이 의용되었지만, 조선의 제도ㆍ교통ㆍ관습ㆍ민도 등이 

다르기에 특례를 두어 조화를 꾀하였다.239) 

  ｢朝鮮民事令｣의 의의를 민사소송법과 연결해 생각해보자면, 1912년 이

전에는 한국인들 간의 분쟁이나, 피고가 한국인인 경우의 민사소송은 ｢民

刑訴訟規則｣에 의해서 한국 재판소에서 행하여졌다. 원ㆍ피고가 일본인인 

경우 민사소송은 1890년대에는 이사청에서 영사재판을 하였고, 이후 

1906년 통감부법무원의 재판, 1909년 통감부재판소의 재판을 통해 치외

법권적으로 행하여졌다. 그러던 것이 1909년 한국 사법ㆍ감옥의 위탁에 

의해서 구별이 모호해졌으며, 1912년 ｢朝鮮民事令｣에 의해 일본의 민사소

송법이 완전히 의용되어 하나로 합하여졌던 것이다.

  특히 1926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朝鮮民事令｣도 개정하는 등 특

례를 두었다. 민사절차에 관한 특례는 1910년 12월 15일 ｢民事爭訟에 關

한 件｣을 공포하여 1911년부터 시행하였다. 내용은 區裁判所가 없는 지역

의 경찰서장은 민사쟁송건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200圓 이하의 

쟁송을 조정할 수 있고, 이 조정결정은 판결에 갈음한다는 것이다.240)

  ｢朝鮮民事令｣에 의해 일본의 민사소송법이 의용되기 전까지 한국은 ｢民

刑訴訟規則｣ 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졌다. 즉 1912년 ｢朝鮮民事令｣에 의해 

비로소 근대적인 민사소송절차가 도입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인 1908년

에 이미 근대적인 민사소송절차가 확립되어 있었다. 그리고 1910년에 庚

戌國恥에 의해 국권을 완전히 빼앗겼지만, 벌써 1909년에 己酉覺書에 의

해 사법권을 완전히 탈취당하였다.

239) 鄭肯植, 앞의 책(각주 1), 262~265면.

240) 鄭肯植, 앞의 책(각주 1), 271~272면.



- 247 -

제4절 소결

  1907년에 정미7조약이 체결된 이후 한국 민사소송에는 큰 변화가 생겼

다. 일본 통감의 지휘 아래 많은 일본인 법관이 조선에 부임하였고, 일본

인 법률가 및 관리들의 주도하에 1907년 12월 23일 ｢裁判所構成法｣이 

새로이 제정ㆍ공포되었다. 이후 1908년 7월 13일 法律 第13號 ｢民刑訴

訟規則｣은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역사에서 최초의 비교적 완비된 단행 

민사소송법이었다. 이 법은 당시 日本 民事訴訟法을 母法으로 하여 만들

어졌으며, 명칭은 ‘規則’이었으나 실은 민사소송법이었다. 이러한 ｢民刑訴

訟規則｣의 조문의 수와 내용을 분석해보면 현행 민사소송법의 체계와 거

의 흡사하였다. 이를 통해 개화기 민사소송법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당사자의 청원에 의한 재심리제도와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 또는 

기판력에 대한 판단이다. 현대의 재심제도는 중대한 절차위반이나 중대한 

판결기초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데, 개화기 당시의 재심리제도는 

판결기초에 하자가 없는 ‘확정판결에도 당사자의 청원에 의한 재심리’가 

가능하였다. 당사자의 청원에 의하여 재심리를 허용하면 확정력에 반할 

수도 있지만,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고 억울함을 푼다는 점 등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 및 개화기에도 재

판을 끝내겠다는 확정력 혹은 기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

나 확정력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확정판결에 대한 당사자의 청원에 의

한 재심리의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사자의 청원에 의한 재심리’

는 당시 시대사정상 일시적으로 법부의 훈령에 의해서 허용되었으며, 이

는 당사자의 雪冤을 중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인들의 회고처럼 

조선에서 확정력이 없었다는 판단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

이 朝高判도 개화기 판결의 확정력이 확실히 보장되었음을 긍정하였다.

  둘째, ｢民刑訴訟規則｣으로부터 강제집행의 수단으로 경매제도가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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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잠시동안 강제집행 수단 중 하나로 민사채무자 구류제도가 존재하

였다. 그러나 이는 강제집행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과도

기적으로 존재한 제도였다. 1906년 ｢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 등에서 사경

매의 형식으로 경매제도가 도입되었다. 1908년 ｢民刑訴訟規則｣에 의해 

1909년 이후에는 재판소에 의한 공경매가 실시되었다.

  이상으로 1907년 7월 정미 7조약부터 1909년까지 민사소송을 살펴보

았다. 이 시기는 전통법시대의 연속선상에 있던 기존의 민사소송시대와 

달리 새로운 유형의 민사소송이 도입된 시대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

서 한국 현대의 민사소송법의 역사는 1912년 ｢朝鮮民事令｣에 의한 일본 

민사소송법의 의용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08년 ｢民刑訴訟規則｣
의 제정ㆍ공포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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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본 연구는 개화기에 처음으로 도입된 재판소에서 판사가 민사소송법을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행하였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당사자가 민사소송

을 제기하는 과정을 알아보았다. 특히 신설된 재판소ㆍ판사ㆍ변호사 제도

의 역사적의 의의를 찾아보았으며, 민사소송법제의 제정과정 및 운용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 개화기의 시기구분은 기존 역사학계ㆍ법학계의 시기구분과 

달리 민사소송제도에 관한 중요한 법령 및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나누

었다. 제1기는 신식 민사소송제도의 도입기(1894~1904.12)이며, 제2기

는 발전기(1905~1907.6)이다. 그리고 제3기는 정착기(1907.7~1909)이

다. 본문에서 제1기 및 제2기의 민사소송제도와 제3기의 민사소송제도가 

준별됨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Ⅰ. 개화기 민사소송에 관한 ‘법제도’의 도입 및 변화과정의 의의이다. 

특히 ‘재판소’, ‘판사제도’, ‘변호사제도’ 등 민사소송에 관한 제도의 도입

과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 

  재판소제도의 도입은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사법기구의 등장이라는 의미

가 있다. 1895년 ｢裁判所構成法｣에 의해 최초로 재판소가 등장하였다. 조

선시대와 달리 개화기의 재판소는 ‘형식상 행정과 사법의 분리’를 행하였

다. 그렇지만 초기에는 漢城裁判所, 高等裁判所ㆍ平理院 등만 활발하게 

운영되었고, 지방의 개항장재판소와 13도의 재판소는 일부만 운영되었으

며, 순회재판소ㆍ특별법원 등은 만들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군 단위 

지방의 재판소까지는 만들 여력은 없었고, 지방에는 재판소를 운영할 인

적인 구성원들도 부족하였으므로, 당분간 군수 및 관찰사가 재판을 담당

하기로 하였다. 제2기의 재판소는 제1기 재판소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하

지만 1905년 을사늑약에 의해 통감부가 설치됨에 따라 재판소도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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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게 되었다. 당시 재판소는 다시 ‘한성부’로부터 독립하여 ‘한성재판

소’로 되었다. 그리고 재판소는 행정부인 법부소속에서 벗어나려는 시도

를 하였다. 제3기의 재판소는 ‘행정과 사법의 실질적인 분리’를 실현하였

다. 신식재판소의 출현은 1907년 12월 ｢裁判所構成法｣에 의해 시작되었

다. 동법은 이토 통감과 일본 사법보좌관 등 일본인의 직접적인 관여로 

만들어진 것이었지만, 동법으로 형식적ㆍ실질적으로 행정과 사법의 분리

가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여러 여건상 신식재판소가 1908년 1월부터 바

로 개청되지는 못하였다. 1908년 8월 1일부터 신식재판소가 개청되어, 

기존의 漢城裁判所ㆍ平理院의 사무는 區裁判所ㆍ地方裁判所와 控訴院으로 

이관되었다. 1909년 7월에는 한국의 사법 및 감옥사무가 일본에게 위탁

되었고, 1909년 11월에는 통감부에 사법청이 생기고, 한국의 법부 및 기

존 재판소는 폐지되었다. 신재판소의 구성은 區裁判所, 地方裁判所, 朝鮮

高等法院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1907년 7월 이후의 재판소는 현행 법원

의 기원이며, ‘행정과 사법의 형식적ㆍ실질적 분리’라는 의미가 있다.

  재판소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법조전문직인 판사와 변호사제도가 한국

법사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행정관이 재판업무도 같이하

는 등 법관의 인적ㆍ물적인 독립이 보장되지 않았다. 판사제도는 1895년 

신식 재판제도에 의해 도입하였다. 하지만 1895년 ｢裁判所構成法｣ 아래

에서 판사는 사법관으로 규정한 법령과는 달리 ‘행정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당시 판사는 행정부인 법부 소속이며 실제 행정관이 판사직을 

겸하는 경우도 있었다. 1899~1904년까지는 한성판윤과 부윤이 한성부재

판소의 수반판사와 판사를 겸하고 있었다. 지방은 군수 및 관찰사가 판사

의 직을 같이 수행하였다. 하지만 제2기부터는 판사를 法官銓考委員會에

서 선발하였다. 1905년 이후에는 일본유학생이나 법관양성소 출신의 판

사의 수가 많아졌으며, 그들을 통해 서구식 ‘법학’ 및 ‘법률용어’가 수용될 

수 있었다. 제3기의 판사제도는 법령상으로도 실질상으로 ‘사법관’이 되었

다. 이때부터 판사의 지위 및 자격은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였다. 

하지만 1908년 1월부터 일본인 법관들이 한국의 판검사로 부임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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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들은 서기 및 번역관으로까지 임용되었으며, 한국인 판사ㆍ서기ㆍ 

번역관 등은 순차적으로 재판소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개화기에 처음으로 변호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변

호사제도가 없었고 ‘外知部’가 있었으나 그 마저도 유명무실하였다. 제1기

에는 ｢民刑訴訟規程｣에서 ‘代人制度’가 도입되었다. 代人은 ‘代書人’과 ‘代

言人’으로 구별되었고, 그들은 소장을 대신 써주거나 간단하게 당사자의 

재판을 보조하였다. 초기의 대인은 옆집 사는 사람, 친척 등 비전문적인 

사람이 맡는 경우도 많았다. 비전문적인 대인이지만 소송에서 타인의 도

움에 의한 권리구제가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2기

인 1905년에는 비로소 변호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초기의 변호사들은 전

임 판검사ㆍ유학생이 많았다. 그들은 법부에 청원하여 허가를 받은 후 변

호사 명부에 등록하여야 가능하였다. 이후 제3기인 1909년부터는 일본인 

변호사들이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었다. 

  이처럼 개화기에 ‘재판소’, ‘판사’, ‘변호사’제도가 도입된 것은 공개의 

재판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당사자가 전문화된 법관에 의한 민사재

판을 받을 수 있을 길을 열어준 의의가 있다.  

  Ⅱ. 개화기 민사소송법제의 제ㆍ개정과정과 그 의의를 보았으며, 그 법

제가 민사소송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전통법제의 민사소

송법은 ‘六分體制’에 따라 다른 법규들과 함께 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제1기인 1895년에 최초의 단행 민사소송법인 ｢民刑訴訟規程｣이 제정ㆍ공

포되었다. 동법의 25개 조문은 舊韓末 民事判決集의 4948건의 재판에 

적용된 준거법이었다. 그러나 동법의 민사소송절차는 단순ㆍ간략하였다. 

그래서 관할, 강제집행, 결석판결 등은 다른 법령들로 다시 보충되었다. 

이후 제2기에는 과거로 회귀하는 정치상황 아래 구본신참의 ≪刑法大全

≫을 입법하게 되었다. ≪刑法大全≫은 비록 형법전이었지만 민사소송의 

준거법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1908년 ｢民刑訴訟規則｣을 제정하기 전에는 

｢民刑訴訟規程｣이 주된 민사소송법이었고, ｢廷吏規則｣, ｢執行處分規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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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判所構成法｣, ≪刑法大全≫등 여러 가지 법령을 통해 민사소송을 행하

였다. 하지만 제3기에는 이토 통감이 한국의 사법제도를 개정하는 방안 

중 하나로 한국의 민사소송법을 제정하려고 하였으며, 특히 이토의 부탁

을 받은 동경제국대학 교수 우메 겐지로(梅謙次郞)가 ｢民事訴訟法案｣을 

준비하여 한국에 시행하려 하였다. 하지만 동법은 안으로 그쳤고 한국에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당시 완비된 민사소송법전은 없지만, 민사소송에 

꼭 필요한 제도들을 모아 재판에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사법보좌

관들 및 통감부의 요직에 있던 일본인 법관들이 모여 제정한 절차법이 

1908년 ｢民刑訴訟規則｣이었다. 동법의 177개 조항 중 민사소송에 관련된 

것은 141개조였으며, 동법은 일본의 明治 ｢民事訴訟法｣을 母法으로 하여 

재판에 꼭 필요한 제도 및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처럼 ｢民刑訴訟規則｣이 

제정ㆍ공포됨으로써 우리나라는 근대적 민사소송법을 비로소 시행하게 되

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1895~1908.7까지는 漢城裁判所 및 平理院의 

민사소송절차에서 ｢民刑訴訟規程｣이 민사소송법으로 적용되었다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1908.8~1912년에 적용된 ｢民刑訴訟規則｣은 서구식ㆍ근대

적 민사소송제도와 내용이 비교적 완비된 법전이었다는 의의가 있다.

  민사재판의 운용의 면에서 본다면 제1기의 민사소송은 민사소송에서의 

관할제도를 확립하고 결석판결을 통한 소송의 촉진을 하려 하였다. 그래

서 제1기는 민사소송의 도입기라 볼 수 있다. 그리고 제2기는 聽訟期限을 

도입하고, 실무에 의해서 법보다 먼저 소송참가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래

서 민사소송이 발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3기의 민사소

송은 가장 중요한 ‘기판력’과 ‘강제집행력’을 확보한 민사소송으로 정착되

었다. 그렇다면 개화기 민사소송은 1895~1909년까지 점진적으로 발전하

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Ⅲ. ‘過渡期’인 개화기 민사소송에서 근대화의 ‘始起點’ 혹은 ‘轉換期’를 

언제로 볼 수 있는가이다. 다시 말하자면 개화기 중 어느 시점부터 근대

화된 시기로 볼 수 있는가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결론은 190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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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未七條約’ 이후가 근대화된 민사소송으로의 전환기라고 평가할 수 있

다. 즉 개화기 민사소송은 1907년 7월 ‘前’과 ‘後’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

다. 물론 1907년 이전에도 개혁적인 입법으로 근대화된 민사소송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며, ｢民刑訴訟規程｣에 규정된 제도들이 한

성재판소ㆍ평리원 판결에 충실히 반영되었다. ｢民刑訴訟規程｣은 비록 불

완전한 민사소송법이었지만, 동규정에 의해 4948건의 민사소송을 수행한 

점,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訴狀의 양식, 印章의 규정, 裁判用紙의 규격화 

등 형식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던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1907년 7월 이후부터 형식적ㆍ실질적으로 행정과 사법이 분리

된 재판소, 4급 3심제 심급구조, 단행 민사소송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민사소송법, 사법관인 판사, 전문적인 변호사 등이 확립되었다. 그리고 

1907년 7월 이후에는 반드시 판결서를 발급하고 상소시에는 판결서로 상

소하게 하였으며,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는 민사피고를 구류하지 못하였

다. 민사의 소를 제기 한 뒤에는 승패에 상관없이 다시 동일 심급에 소제

기를 못하였다. 또한 1907년 7월 이후(정확히 ｢民刑訴訟規則｣제정 이후)

에는 ‘棄却’과 ‘却下’의 구분, ‘判決’과 ‘決定’의 구분, 공동소송제도, 소송

참가, 소송절차의 정지사유, 事實審과 法律審의 구분 등 서구식 민사소송

제도들이 확립되었다. 무엇보다 1907년 7월 이후에는 근대적ㆍ서구식의 

‘기판력’과 ‘강제집행력’을 확보하게 된 점이 가장 큰 의의이다. 그러므로 

1894~1907년은 신 유형 법제를 도입하려 노력하였지만 전통법제 연속선

상에 있는 민사소송기라 할 수 있다. 반면 1907~1909년은 새로운 유형

의 민사소송기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1907년 이후 재판에서 일본의 내정 간섭이 더욱 강해진 것은 한

계였다. 정미7조약에 의해 司法의 영역에서 일제의 ‘직접적인’ 내정침해가 

행해졌다. 특히 사법보좌관은 모든 사법관련 서류를 받아 보고 실질적인 

감독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1907년 이후 새로운 민사소송법제의 제정은 

일본인 판사 및 사법보좌관들이 주도하였던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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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실체법인 민법보다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의 도입이 먼저였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즉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법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이지만, 개

화기에는 독립한 민법전이 존재하지 않았다. 비록 민법전을 편찬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으나 실제 편찬되지는 못하였다. 대신 민법에 관한 서구

식 법률용어ㆍ법학들이 먼저 도입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인 법관ㆍ변

호사 및 외국의 법리를 공부한 개화기 한국인 법관ㆍ변호사 등에 의해 주

도되었다. 민사실체법은 ≪大明律≫ 및 ≪經國大典≫, 서구식 민법이론,  

慣習法, 條理에 의해 판단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민사소송법은 민법과는 

달리 실제로 제정이 되었는데, 민사절차법은 관습으로 운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민사절차법이 민사

실체법보다 먼저 도입되었다.

  결론적으로 개화기부터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당사자가 공개된 재판

소에서 판사에 의해 민사재판을 받게 된 것이 역사적 의의이다. 그리고 

현행 민사소송제도의 起源은 1907년 이후의 민사소송제도부터 시작되었

으며, 개화기 민사소송제도에서 서구식ㆍ근대적 ‘기판력’과 ‘강제집행력’을 

갖추게 된 것이 법적 의의가 된다. 이 ‘過渡期’의 민사소송제도는 조선시

대와 현대사회의 민사소송제도를 연결하는 ‘징검다리’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민사소송법제의 도입과 운용을 중심으로 1895~1909년까지

의 민사소송을 부족하나마 개괄적으로 정리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개화기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양상을 알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예컨대 민사실체법

적 쟁점(이자, 등기제도, 상속, 전세권) 및 민사절차법적 쟁점(공동소송, 

재판상 화해, 소송능력)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구체적인 쟁점은 추후의 연

구를 통해 보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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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1】｢裁判所構成法｣과 裁判所의 運用의 변화

Ⅰ1895년

裁判所構成法

Ⅱ1899년

裁判所構成法

Ⅲ1907년

裁判所構成法
비고

裁判

所構

成法

規程

裁判所

構成
2審 5種 2審 5種 3審 4種

Ⅲ에 三審制가 

확립됨

裁判所

種類

地方裁判所, 漢城 및 

開港場裁判所, 

高等裁判所, 

巡廻裁判所, 

特別法院

地方裁判所, 漢城府 및 

開港場裁判所, 平理院, 

巡廻裁判所, 特別法院

區裁判所, 地方裁判所, 

控訴院, 大審院

 Ⅲ은 현 

법원조직법체

계와 유사

제1심

裁判所

地方裁判所, 漢城 및 

開港場裁判所

地方裁判所, 漢城府 및 

開港場 裁判所

區裁判所, 

地方裁判所

ⅠⅡ에서 

지방의 경우 

제1심은 군수 

등 행정기관이 

담당

제2심

裁判所
高等裁判所 平理院 控訴院

사실상 개화기 

당시 최고법원 

제3심

裁判所
× × 大審院

 대심원은 

유명무실

實際

運用

실제 

설치

재판소

地方ㆍ漢城裁判所

高等裁判所

地方ㆍ漢城裁判所

平理院

區裁判所, 地方裁判所, 

控訴院, 大審院

한성재판소ㆍ

평리원ㆍ공소

원 판결서 

남아있음

재판

관할

郡守, 觀察使, 府尹, 

漢城裁判所

郡守, 觀察使, 府尹, 

平理院

區裁判所, 地方裁判所, 

控訴院, 大審院

巡廻裁

判所
설치되지 못함 설치되지 못함 控訴院으로 흡수됨

Ⅱ에 

설치시도는 

있었으나 실패

特別

法院
설치되지 못함 설치되지 못함 폐지

왕족담당법원

은 설치되지 

못함

민사재

판의

준거법

｢民刑訴訟規程｣
≪大典會通≫

｢民刑訴訟規程｣
≪刑法大全≫

｢民刑訴訟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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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2】｢民刑訴訟規程｣과 ｢民刑訴訟規則｣ 비교

｢民刑訴訟規程｣  
민사재판기(1895~1908.7)

｢民刑訴訟規則｣ 
민사재판기(1908.8~1909)

 관할

1895년 ｢裁判所構成法｣에서 최초 

관할을 규정함. 한성재판소, 평리원 

등은 실제개청. 심급관할, 토지관할 

등 인정

1907년 ｢裁判所構成法｣에 의해 4급 

3심구조의 관할제도가 완비됨. 

구재판소, 지방재판소, 공소원, 

대심원으로 구성됨. 피고의 주소지로 

토지관할함(제64조)

소송

비용

｢民刑訴訟規程｣ 소송비용에 관해 

간략히 규정함(제6조)

｢民刑訴訟規則｣과 ｢民事訴訟費用規則｣에 

의해 구체적인 사례로 나누어 

소송비용을 규정함(제76조)

제척기간

ㆍ소멸시

효

≪大典會通≫<戶典> 田宅條의 5년 

정소기한 규정이 1905년까지 

적용됨. 형법대전 16조의 청송기한 

규정은 20년 기한으로 함. 

｢民事訴訟期限規則｣에서 1년 3년 

10년의 민사소송기간을 규정함.

당사자의 

불출석

｢廷吏規則｣에서 7일간 불출석하면 

결석판결하는 것으로 

규정함(廷吏規則 제6조)

｢民刑訴訟規則｣에서 결석의 효과 

규정함(제79조).

소장의 

요건
×

｢民刑訴訟規則｣에서 소장 요건 흠결시 

부적법 각하, 본안과 본안전을 

구분함(제71조).

판결서
판결은 구술이 아니라 서면으로 

한다고 규정함(제14조)

｢民刑訴訟規則｣은 판결을 받을 자의 

표시, 판결의 주문, 사실 및 이유, 

재판소명을 기재함(제19조 2항)

공동

소송
×

｢民刑訴訟規則｣에 

공동소송규정함(제70조)

송달
｢廷吏規則｣에 의해 정리가 

송달(제6조)

｢民刑訴訟規則｣에서 재판소에서 

송달함(제7조, 제8조)



- 266 -

소송

절차의 

정지

× (관행상 정송)
｢民刑訴訟規則｣에 소송절차의 

정지사유로 ‘중지’를 규정함(제80조).

소송

참가

 ×(1906년경에 판결에 의해 

소송참가제도 인정됨)

｢民刑訴訟規則｣에 소송참가 명문화됨. 

보조참가인만 있음. 독립당사자 참가 

없음(제77조)

재판상 

화해

x(판결서의 내용상 재판상 화해에 

해당하는 판결은 존재하지만,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재판상 

화해를 하는 사례는 없음. 당시 

일본인들 영사재판에서는 재판상 

화해조서 작성한 사례 있음)

구재판소, 경성지방재판소, 공소원 

등에서는 재판상 화해를 함(제85조)

控訴期間(

抗訴)

民刑訴訟規程에 의해서 

14일(제13조).

｢民刑訴訟規則｣에 의해 민사는 

1개월(規則31조). 공소기간이 연장된 

것은 이토 통감이 조선의 교통이 

나쁘므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의해서임.

再審

(再審理)

1899년｢法部官制｣에서 당사자의 

청원에 의한 재심리 인정(제10조)

｢民刑訴訟規則｣에서 재판 절차의 하자에 

대해서 재심사유 규정함(제53조).

강제

집행

｢執行處分規則｣에 의해 강제집행을 

시작함. 

｢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 등에 의해서 

사경매 형태의 경매제도 시작됨.

｢民刑訴訟規則｣에 의해 공경매 

시작됨(제90조~137조). 패소판결 받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민사채무자 유치제도 

한시시행(제138~141조)

판결과 

결정의 

구분

×

｢民刑訴訟規則｣에서 판결과 결정을 

구별함. 결정에 대한 항고 

인정함(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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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3】日本 明治 ｢民事訴訟法｣과 ｢民刑訴訟規則｣ 비교

日本 明治 ｢民事訴訟法｣ ｢民刑訴訟規則｣

우편 

송달규정의 

존재유무

 체신성이 언제든지 특별히 우편

송달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한국의 

｢民刑訴訟規則｣ 같은 규정은 불필

요.

제9조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 배달증

명우편이 아닌 경우 재판소에서 산정한 

기간이 만료한 날에 송달의 효력이 생

긴다. 다만 배달하기 가능하지 못한 경

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재판소의 

조직에서 각 

재판소의 

판사 정수

 지방재판소 3인, 공소원 5인, 대

심원 7인

 제12조 재판소의 심문 및 재판선고는 

정수의 판사 및 서기가 출정하여 이를 

행한다. 

 구재판소 1인 지방재판소 및 공소원 

3인, 대심원 5인 

서기의 조서 

작성시 

재판장의 

의견 

구함여부

 서기가 심문 물건압수 재판선고 

기타 중요한 처분에 조서를 작성

한다. 이 경우 녹취의 등에 오류

가 있는 경우 일본소송법은 재판

장에게 의견을 구한다.

제17조 ① 서기는 심문、물건압수 재

판선고 기타 중요한 처분에 있어서 조

서를 작성함이 타당하다.

 ② 조서에는 재판장과 서기가 모두 서

명 날인함이 타당하다. 만약 서명날인

하기 가능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원이 

서명 날인하여 그 사유를 기재함이 타

당하다.

결석판결의 

신청

 일본 민사소송규정에 의하면 결

석판결은 출정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246조) 

 출정하지 아니한 일방이 원고된 

경우에는 재판소에는 소의 각하를 

선고한다.(제247조)  

제24조 민사의 원고나 피고나 혹은 형

사의 피고가 심문기일에 출정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재판소는 결석판결을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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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에서 

법률위배경우 

열거여부

 법률에 위배한 경우 절대적 상고 

이유를 규정(일본민사소송법 제

436조 형사소송법 제269조를 참

조함)

제34조 상고는 법령에 위배한 판결됨

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

락한다

 절대적 상고이유 규정하지 않음 

상고에서 

상고취의서가 

상고신청의 

요건인지 

여부

 일본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는 상고이유서(上告趣意書)는 상

고 신청(申提)의 요건이 된다.

제36조 상고재판소는 기간을 정하여 

상고 申提人에게 대하여 趣意書의 제출

을 명함을 할 수 있다. 

 즉 상고이유서는 상고신청의 요건이 

아니다.

사건의 

환송의 종류

 일본민사소송법은 사건의 환송에 

2종이 있다. 그 첫째는 제1심 재

판소에 환송할 것이다. 둘째는 원

재판소에 환송하는 것이다. 

제40조 ① 상고재판소는 원판결을 격

소(繳消)하는 경우에 사실에 當하여 심

리할 필요가 있음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사건을 원재판소로 환송하거나 원재판

소와 동등되는 다른재판소로 이송하는 

판결을 행함이 타당하다.

 사건의 환송은 원재판소에 환송한다.

즉시항고 

보통항고에서 

기간의 정함

 일본 민사소송법에는 즉시항고는 

항고의 기간을 정한다. 보통항고

에는 기간을 정함이 없다. 

제44조 항고기간은 재판선고일로부터 

민사에는 7일이며 형사에는 3일로 한

다. 즉 즉시항고와 보통항고를 구분하

지 않는다.

민사와 

형사의 

재심의 구분 

여부

민사의 재심과 형사의 재심을 구

분한다.

 민사재심과 형사재심은 구분하지 않

음. 재심의 신청은 확정판결에 대해 행

함(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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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관할의 

유무

일본민사소송법에는 당사자의 합

의에 의하여 재판관할을 변경함을 

허락하는 규정이 있다

제64조 ① 소는 피고의 居地를 관할하

는 재판소가 이를 관할한다. 

합의관할 규정은 없음.

공동소송

 일본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공통

한 권리의무를 가진 경우와 (1) 

동일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원인

에 기하여 청구나 의무가 소송의 

목적이 된 경우, (2) 성질에 동종

류인 사실상이나 법률상의 원인에 

기하여 동종류인 청구나 혹은 의

무가 소송의 목적물이 된 경우도 

공동소송이 된다.

제70조 공통한 권리를 있는 자는 공동

하여 소를 제기함을 할 수 있다. 공통

한 의무를 있는 자에게 대하여는 공동

피고로 하여 이를 소함을 할 수 있다.

소송상 

구조의 유무

 소송상 구조에 관한 규정이 있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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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4】1907년 및 1908년 ｢民事訴訟費用規則｣의 비교

 1907년 ｢民事訴訟費用規則｣ 1908년 ｢民事訴訟費用規則｣

소장기타서류 

대서료

① 소장기타서류의 代書料는 10행

되는 半張(매행20字)에 金 5전으로 

정한다. 半張에 미만인 것도 역시 

동일하다.

① 소장과 기타 모든 서류의 대서

료는 10행되는 半張(매행20字)에 

금5전으로 한다. 半張에 未滿인 것

도 역시 같다.

도면

②도면은 1張에 金15전으로 정하되 

다만 측량에 係한 者는 재판소의 

의견으로 그 비용액을 정한다

② 도면은 1장에 금 15전으로 한

다. 다만 측량을 요한 경우에는 재

판소의 의견으로 그 비용액을 정한

다.

번역료 ×
③ 번역료는 재판소의 의견으로 정

한 바에 의한다.

인지의 비용

③ ｢民事訴訟手數料規則｣에 의해 

첩용한 印紙의 비용액은 그 代價에 

의한다. 

④ ｢民事訴訟手數料規則｣에 의해 

첩용한 인지의 비용액은 그 代價에 

의한다.

우편전신 

운송료

④ 우편ㆍ전신 및 운송료는 그 실

비에 의한다.

⑤ 우편ㆍ전신 및 운송료는 그 실

비에 의한다.

대표자의 

보수
×

⑥ ｢民刑訴訟規則｣ 제67조의 규정

을 따라 대표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보수는 재판소의 의견으로 정한 

바에 의한다.

당사자 

증인의 

일당금

⑤ 당사자 및 증인의 일당금은 출

두1회에 대하여 金30전 이상 50전 

이하의 범위로 지급하고 체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일당금을 급여

한다.

⑦ 당사자 및 증인의 일당금은 출

두 1회에 대하여 金30전 이상 50

전 이하의 범위 내로 재판소의 의

견으로 정한 바에 의한다.

감정인 

통역인의 

⑥ 감정인 및 통역인의 일당금은 

출두1회에 대하여 金20전 이상 5

⑧ 감정인 및 통역인의 일당금은 

출두 1회에 대하여 金30전 이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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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금

圓 이내의 범위로 재판소에서 이를 

정하되 다만 특별한 기능이나 특별

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일당금 

외에 상당한 금액을 부여함을 할 

수 있다. 

圜 이하의 범위 내로 재판소의 의

견으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감

정이나 통역에 當하여 수다한 시간

이나 또는 특별한 기능이나 비용을 

요한 경우에는 일당금 외에 별도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을 할 수 있다.

체재비

⑦ 체재비는 1일에 金50전 이상 2

圓 이하의 범위로 지급하되 다만 

왕복이 滿 60리 이상으로 사실상 

체재한 경우가 아니면 지급지 아니

한다. 

⑨ 止宿料는 滿30里 이외의 지역으

로부터 와서 止宿하는 경우에는 1

일에 대하여 50전 이상 2 圜 이하

의 범위에서 재판소의 의견으로써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止宿料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당을 지급하

지 아니한다.

여비

⑧ 여비는 海陸 매 10리에 金 10

전으로 정하되 다만 10리 미만은 

이를 지급지 아니한다.

⑩ 여비는 海陸 매 10리에 금 10

전으로 하되 통로가 2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통로로 

여비를 산정한다. 외국에 있는 당사

자의 여비는 재판소의 의견으로 정

한 바에 의한다.

재판집행자의 

여비 일당금

⑨ 재판의 집행을 행하는 자의 여

비와 일당금과 체재비는 당사자의 

2배로 정함. 다만 10리 이내의 송

달에 그치는 경우에는 金20전을 지

급하고 여비와 일당금과 체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판사 서기의 

여비

⑩ 판사 및 주사가 檢証하기 위하

여 실지 임검할 때의 여비와 일당

금과 체재비는 내국여비지급규칙을 

준용한다.

⑪ 판사 및 서기의 여비ㆍ일당금 

및 止宿料는 관리의 출장여비지급

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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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5】舊民集 수록 재판소 현황

민사판결원본 현황 및 수록 소송사건수 1(1895~1907) 

서울경기 관할재판소

민사판결원본 현황 및 수록 사건수 2(1908-1910) 

서울경기 관할 재판소

연도

고등

재판소

/평리원

한성

재판소

경기

재판소

통감부

법무원

경성

공소원

경성구

재판소

경성지방

재판소
계

1895 17 230 　 　 　 　 　 　
1896 20 461 　 　 　 　 　 　
1897 8 312 　 　 　 　 　 　
1898 12 191 　 　 　 　 　 　
1899 30 416 1 　 　 　 　 　
1900 13 67 　 　 　 　 　 　
1901 11 153 2 　 　 　 　 　
1902 6 187 11 　 　 　 　 　
1903 12 219 　 　 　 　 　 　
1904 18 176 　 　 　 　 1 　
1905 27 390 3 　 31 　 95 　
1906 62 805 56 10 4 　 25 　
1907 99 609 103 53 2 　 　 　

연도

고등

재판

소/평

리원

한성

재판

소

경기

재판

소

통감

부법

무원

경성

공소

원

경성

구재

판소

경성

지방

재판

소

대심원

/고등

법원

경기

지방

재판

소

경성

법원

1908 81 349 28 70 45 　 279 68 　 　

1909 　 8 　 58 144 594 846 147 　 　

1910 　 　 　 　 231 1784 601 　 　 1

1911 　 　 　 　 　 309 11 　 1 　

1912 　 　 　 　 　 80 1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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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6】舊民集 제1~52권별 정리

* 표에 대한 해제

판결 

수
판결서의 연도 재판소의 판사 비고

1권 85건
1895. 9. 1.~

1895. 9. 22.
한성재판소: 김기룡, 이도익, 최준식 (① 3)

2권 37건
1895년 6. 4.~

1907. 4. 30.

고등재판소: 서광범 이재정 홍종억 장박 한규설 박

이양 박제선 피상범 유기환 이근호 이회구 김택 윤

필 민영선 박경양 김기조 김정묵 조윤승 이휘선 오

1. 舊民集 판결서 중 1895년 4월 22일~1908년 7월 31일까지 판결이 한성재판

소 및 고등재판소ㆍ평리원의 판결이다. 1908년 8월 1일 이후의 판결은 경성지

방재판소, 경성공소원의 판결이다.

2. 舊民集 제1권에서 제52권까지 중 제48권까지는 한국의 판결이며 49권부터 

52권까지는 일본재판소의 판결이다.

3. 舊民集 제33권과 제34권은 법원도서관에서 간행할 때 양자가 동일하게 간행

되었다. 

4. 1908년 7월 13일 법률 제13호 ｢民刑訴訟規則｣은 1908년 8월 1일 이후 경성지

방재판소-경성공소원의 재판에 적용되었으며, 그 이전의 1895년 4월 22

일~1908년 7월 31일 판결에 적용되었던 준거법은 ｢民刑訴訟規程｣이었다.

5. 위의 舊民集의 한국인 판사들의 경력분류. 

   ① 1895년 이전의 문ㆍ무과 출신: 이름을 그대로 적시(ex 권재형)

   ② 1895년 이후 법부주사출신: 이름 아래 밑줄(ex 이희구).

   ③ 법관양성소 출신: 이름을 굵은 글씨(ex 윤성보)

   ④ 유학생: 이름을 이탤릭체(ex 장도).

6. 위의 ①②③④ 분류에 의해 판결서의 판사의 숫자를 명기하였다. 

   예. 문무관 출신 판사 4인 및 유학생출신 판사 1인은 (① 4, ④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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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규, 신경균 윤덕영 허위 이병화 태명식 심헌택 

민병한 이상천 이윤용 정석규 이건호 이규환, 안치

윤(① 26, ② 6)

3권 123건
1895. 4. 22.~

1895. 6. 1.
한성재판소: 이도익, 김기룡, 한창수, 이근교 (① 4)

4권 98건
1895. 4. 29.~

1898. 7. 31.

한성재판소: 한창수, 이근교,  이도익, 최준식, 강화

석, 이응익, 윤경규, 박세환, 서상세, 이희덕 (① 9, 

② 1)

고등재판소: 서광범 이재정 홍종억, 장박, 윤웅렬, 

이근호, 박이양, 신재영, 피상범, 한규설, 권재형, 

이희익, 박희진, 유기환, 김기룡, 마준영, 이희덕, 

박희진, 김교성, 서정규, 김교성 김기조, 이인우, 홍

종우, 조병식, 이충구.( ① 24 ② 1 ④ 1)

5권 126건
1896. 8. 1.~

1896. 9. 30.
한성재판소: 윤경규, 이응익, (① 2)

6권 151건
1896. 2. 1.~

1896. 7. 31.
한성재판소: 최준식, 윤경규, 이응익 (① 3) 

7권 150건
1896. 10. 1.~

1896. 12. 26.
한성재판소: 윤경규, 홍종억(① 2)

8권 201건
1897. 1. 4.~

1897. 8. 11.

한성재판소: 홍종억, 윤경규, 서상세, 박세환, 이희

덕(① 5)

9권 74건
1897. 8. 17.~

1897. 12. 30.
한성재판소: 윤이병, 장석운, 서상세, 윤경규(① 4)

10권 88건
1897. 8. 26.~

1899. 2. 8.

한성부재판소: 윤경규, 서상세, 이희덕, 윤이병, 장

석운, 이유인, 이인우, 이채연 이계필, 태명식, 윤

필, 정익용, 윤성보(① 11, ② 1, ③ 1)

고등재판소: 조병식, 이충구, 김기룡, 박희진, 민영

찬 조병갑, 권재운, 서정순, 이기동, 김택, 박제선,  

신기선, 이인우, 박경양, 유기환, 이근호, 신재영, 

피상범, 박이양, 윤웅렬, 한규설, (① 19, ② 1, ④ 

1)

임시겸찰평리원: 박경양, 유기환, 김정목 김기조(① 

2, 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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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권 134건
1898. 3. 12.~

1898. 12. 3.

한성부재판소: 이계필, 태명식, 이채연, 윤필, 정익

용, 윤성보(① 4, ② 1, ③ 1)

12권 146건
1899. 1. 4.~

1899. 4. 22.

한성부재판소, 이채연, 이풍의, 이한영, 이계필, 최

영하, 김영시(① 5, ② 1)

13권 106건
1899. 6. 3.~

1899. 8. 31.
한성부재판소: 민경식, 이휘선, 김택, 김영준(① 4)

14권 100건
1899. 9. 1.~

1899. 11. 30.
한성부재판소: 김영준, 김택, 이채연, 김의제(① 4) 

15권 84건
1899. 5. 26.~

1899. 12. 30.

한성부재판소: 최영하, 이휘선, 남양군수 서상학, 

민경식, 김택, 김영준, 이채연, 김의제(① 8)

평리원: 조윤승, 김용직, 김정목, 김기조, 이휘선, 

백성기, 윤필, 홍종우, 박경양, 이용태, 오상규(① 

8, ② 2, ④ 1)

경기재판소: 판사명 없음.

16권 143건
1900. 2. 15.~

1901. 12. 28.

한성부재판소: 이채연, 김의제, 이계필, 이봉래, 김

석규, 민순호, 김규필, 김정목, 한동리, 조경구, 엄

준원, 이한영, 윤방현 (① 10, ② 2, ④ 1)

17권 139건
1900. 1. 2.~

1905. 3. 20.

한성부재판소: 이채연, 김의제, 이계필, 이봉래, 김

석규, 엄준원, 한동리, 조경구, 윤방현, 박승조, 장

화식, 하규일, 

한성재판소: 김정목, 김규필, 한동리, 신경균, 조경

구, 김석규, 남양군수 민선호(① 14, ② 4, ④ 1)

평리원: 조윤승, 이인영, 김기조, 이휘선, 박경양, 

홍종우, 오상규, 김영준, 구영조, 신경균, 이근택, 

한인호, 윤성보, 이남희, 박용화, 태명식, 박승조, 

송인회, 이용태, 이교석, 피상범, 이유인, 박제선, 

윤웅렬, 이남희(① 21, ② 2, ③ 1, ④ 1)

인천항재판소: 하상기(① 1)

** 1900~1903년까지 판사를 맡은 관리의 수가 많

음은 판사가 오랫동안 재임하지 않고 수시로 변하

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1 심

판 결

과 2

심 판

결 이 

붙 어 

있 는 

판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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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권 82건
1902. 1. 8.~

1902. 4. 9.

한성부재판소: 이한영, 한동리, 윤방현(① 1, ② 1, 

④ 1)

19권 86건
1902. 5. 7.~

1902. 6. 30.

한성부재판소: 이한영, 한동리, 윤방현, 박승조, 엄

주익, 장화식, 하규일, 심재승(① 5, ② 2, ④ 1)

20권 98건
1903. 1. 3.~

1903. 4. 9.

한성부재판소: 장화식, 하규일, 심재승, 이유인, 민

경식, 윤방현, 정명섭(① 4, ② 2, ④ 1)

21권 99건
1903. 9. 1.~

1903. 12. 19.

한성부재판소: 민경식, 정명섭, 하규일, 길영수, 박

승조, 이유인, 심재승(① 5, ② 2)

22권 74건
1903. 3. 10.~

1904. 12. 26.

한성부재판소: 민경식, 심재승, 하규일, 윤방현, 정

명섭, 길영수

한성재판소: 윤시영, 하규일, 김연식, 이종림, 이상

천, 이경구(① 7, ② 4, ④ 1)

평리원재판소: 이남희, 박용화, 태명식, 박승조, 송

인회, 윤방현, 윤진우, 민병한, 이상천, 심헌택, 이

재극, 박제순, 이병화, 이지용, 심상익, 윤덕영, 허

위, 김재순, 윤기현(① 16, ② 2, ④ 1)

23권 148건
1904. 1. 25.~

1904. 12. 29.

한성부재판소: 길영수, 하규일, 김규희, 박승조(① 

3, ② 1)

한성재판소: 윤시영, 하규일, 김연식, 이종림, 이상

천, 이경구(① 4, ② 2)

24권 100건
1905. 1. 7.~

1905. 5. 29.

한성재판소: 이상천, 이경구, 이종림, 이근홍(① 3, 

② 1) 

25권 107건
1905. 6. 5.~

1905. 9. 30.

한성재판소: 이근홍, 이경구, 김연식, 하규일, 이종

림, 이종성, 김상직(① 6, ② 1)

26권 134건
1905. 10. 2.~

1905. 12. 30.
한성재판소: 이종성, 김상직, 이종림, 조경구(① 4)

27권 84건
1905. 1. 7.~

1906. 5. 15.

한성재판소: 이상천, 이경구, 이종림, 이근홍, 이종

성, 김상직, 조경구(① 6, ② 1)

평리원: 민경식, 이규환, 이병화, 이건호, 태명식, 

김재순, 심헌택, 이한영, 엄주일, 이윤용, 정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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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윤, 이종성, 엄주익(① 10, ② 3, ④ 1)

강원도재판소: 裁判主事 정원섭(② 1)

28권 137건
1906. 1. 4.~

1906. 4. 27.

한성재판소: 이병휘, 김상직, 이용상, 이원국, 홍재

기, (① 2, ③ 2, ④ 1)

29권 117건
1906. 5. 2.~

1906. 6. 30.

한성재판소: 이병휘, 홍재기, 이용상, 장도, (① 1, 

③ 1 ④ 2)

30권 155건
1906. 7. 2.~

1906. 9. 29.

한성재판소: 이병휘, 이용상, 장도, 이병화, 이원국, 

김정목(① 2, ② 1, ③ 2, ④ 1)

31권 118건
1906. 10. 3.~

1906. 10. 31.

한성재판소: 이병화, 이원국, 김정목, 이용상, (① 

1, ② 1, ③ 2)

32권 176건
1906. 11. 1.~

1906. 12. 31.

한성재판소: 이병화, 이용상, 이원국, 윤방현 (① 1, 

③ 2, ④ 1)

33권 95건
1906. 7. 2.~

1906. 12. 29.

한성재판소: 이병화, 이용상, 이병휘, 장도, 이원국, 

김정목, 윤방현 (① 2, ② 1 ③ 2, ④ 2)

평리원: 김규희, 이규환, 태명식, 안치윤, 박만서, 

박유관, 이윤용, 태명식, 이원긍, 김정목, 이용성, 

홍종억, 박용태, 송진옥, 조민희, 김택, 이용상, 박

제선, 홍우석, 육종면 (① 9, ② 7, ③ 2, ④ 2)

강원도재판소: 권익상 (① 2, ④ 1)

경기재판소: 김한목

인천항재판소: 김윤정

34권

과 

동일

34권 95건 33권과 동일 33권과 동일

33권

과 

동일

35권 32건
1907. 6. 18.~

1907. 12. 28.

경기재판소: 김한목, 최석민, 이규환(경기재판소 판

결집)(① 3)

36권 114건
1907. 1. 4.~

1907. 3. 30.

한성재판소: 이병화, 이원국, 윤방현, 이용상(① 1, 

③ 2, ④ 1)

37권 92건
1907. 4. 1.~

1907. 5. 31.

한성재판소: 이병화, 이원국, 윤방현, 이용상, 태명

식(① 1, ② 1, ③ 2, ④ 1)

38권 93건
1907. 6. 3.~

1907. 8. 2.

한성재판소: 이병화, 이원국, 윤방현, 태명식(① 1, 

② 1, ③ 1, ④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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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권 71건
1907. 1. 2.~

1907. 12. 22.

한성재판소: 이병화, 이용상, 윤방현, 이원국, 태명

식(① 1, ② 1, ③ 2, ④ 1)

평리원: 홍종억, 박제선, 송진옥, 박만서, 박용태, 

이윤용, 김정목, 김택, 안치윤, 이용성, 박유관, 이

원긍, 조경구, 홍우석, 육종면, 조민희 (① 8, ② 5, 

③ 1, ④ 1)

경기재판소: 김한목 (① 1, ② 1, ④ 1)

인천항재판소:김윤정

군재판소:정원섭

40권 85건
1907. 5. 2.~

1908. 4. 21.

한성재판소: 이병화, 이용상, 윤방현, 이원국, 태명

식(① 1, ② 1, ③ 2, ④ 1)

평리원: 홍종억, 박제선, 송진옥, 박만서, 박용태, 

이윤용, 김정목, 김택, 안치윤, 이용성, 박유관, 이

원긍, 조경구, 홍우석, 육종면, 조민희, 이용상(① 

9, ② 4, ③ 2, ④2)

경기재판소: 김한목, 최양민 (① 2, ④ 1)

인천항재판소: 김윤정

41권 96건
1906. 6. 14.~

1907. 11. 20.

경기재판소: 이근홍, 김한목, 최석민, 성기운, 수원

군수 이완용, 이규환(① 6)

42권 45건
1907. 8. 17.~

1907. 10. 30.

한성재판소: 이시영, 피상범, 이원국, 최진(① 2, ③ 

1, ④ 1)

평리원: 홍종억, 송진옥, 박만서, 박용태, 홍우석, 

김기조, 박제선, 이용상, 박제순, 심상익, 이병화, 

태명식, 송인회(① 7, ② 3, ③ 1, ④ 2)

43권 24건

1906. 12. 

11.~

1907. 3. 6.

경기재판소: 김한목(① 1)

44권 95건

1907. 8. 17. 

~

1907. 10. 31.

한성재판소: 이시영, 피상범, 이원국, 최진(① 2, ③ 

1, ④ 1)

45권 93건
1907. 11. 4.~

1907. 11. 28.

한성재판소: 이시영, 피상범, 이원국, 최진(① 2, ③ 

1, ④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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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권 62건
1907. 11. 1.~

1908. 3. 12.

한성재판소: 이시영, 피상범, 이원국, 최진(① 2, ③ 

1, ④ 1)

평리원: 홍종억, 송진옥, 박만서, 박용태, 홍우석, 

김기조, 박제선, 이용상, 박제순, 심상익, 이병화, 

태명식, 송인회

경기재판소: 이규환 (① 7, ② 3, ③ 1, ④ 2)

47권 65건

1907. 12. 2.~

1908. 5.(한성

재판소)

1908. 8.~

1909.2.(경성

지방재판소 )

한성재판소: 이시영, 피상범, 이원국, 최진, 김철현, 

이범직(① 3, ② 1, ③ 1, ④ 1)

** 한성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1908년 8월 이후 경

성지방재판소의 판결 추가됨

48권 66건
1908. 1. 4.~

1908. 7. 31.

한성재판소: 이시영, 피상범, 이원국, 최진, 김철현, 

이범직 (① 3, ② 1, ③ 1, ④ 1)

평리원: 홍종억, 홍우석, 김기조, 박용태, 송진옥(① 

2, ② 1, ④ 1)

48권

까 지

한 국

재 판

소 판

결

49권 29건
1896. 2. 25.~

1896. 12. 25.

경성일본영사관: 일본인 판사

경성영사관:일본인 판사
日裁

50권 24건
1900. 2. 15.~

1902. 8. 27.
경성일본영사관: 일본인 판사 日裁

51권 47건
1905. 1. 28.~

1906. 12. 20.

경성일본영사관: 일본인 판사

경성이사청: 일본인 판사
日裁

52권 20건
1909. 7. 6.~

1916. 8. 16.

경성이사청: 일본인 판사

경성공소원: 일본인 판사
日裁



- 280 -

【附錄7】舊民集에 등장하는 判事의 경력ㆍ학력

1895~1904.12 1905~1908.7

1895년 이전 

문ㆍ무과 

출신

구영조, 권재형, 길영수, 김규희, 김기룡, 

김석규, 김연식, 김영준, 김의제, 김재순,

김  택, 민경식, 민병한, 민순호, 민영선, 

민영찬, 박경양, 박승조, 박용화, 박제선, 

박제순, 박희진, 백성기, 서광범, 서상학, 

서정순, 신기선, 심상익, 안기현, 엄주익, 

엄준원, 오상규, 윤덕영, 윤시영, 윤진우, 

이건호, 이계필, 이근교, 이근택, 이근호, 

이남희, 이남희, 이도익, 이병화, 이봉래, 

이용태, 이유인, 이윤용, 이재극, 이재정, 

이지용, 이한용, 이휘선, 이희익, 장화식, 

정익용, 조경구, 조병갑, 조윤승, 최준식, 

한규설, 한인호, 한창수, 홍종억    64명 

예외: 피상범(율과)

권익상, 김한목, 서병숙, 

성기운, 이규환, 이근홍, 

이범직, 이병휘, 이원긍, 

이종림, 이종성, 조민희, 

최석민, 홍우석, 황  철 

15명 

1895년 

이후법부주

사 출신

강화석, 권재운, 김기조, 김낙헌, 김영시, 

김정목, 이상천, 이회구, 정명섭, 정석규, 

태명식, 하규일, 한동리           13명

김철현, 박유관, 송진옥, 

안치윤, 육종면, 정원섭 6명

법관양성소

출신
윤성보 이용상, 이원국, 이용성 3명

留學生 신재영, 윤방현 2명(일본)

박만서, 박용태, 신재영, 

엄주일, 윤방현, 장도, 최진 

7명(일본)

홍종우(프랑스)

홍재기(일본 및 미국) 

김윤정(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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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8】舊民集 民事判決書 目錄

범례

1. 舊民集의 판결서의 수는 4948건이다. 다음의 목록은 그 중에서 개화기 민사소송

의 소장, 판결서, 집행명령서의 양식, 상소절차, 소송비용, 결석판결, 소송참가제도, 

강제집행제도 등에 관한 중요한 판결이며, 특히 그 중 중요한 것을 골라 본 연구의 

본문에서 인용한 판결서의 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2. 판결서의 내용 중, 원피고의 나이, 직업, 재판소의 서기 등 중요성이 덜한 부분은 

생략하였다. 

3. 판결서의 정리 순서는 판결의 날자 순이다.

4. 판결서의 典據는 舊韓末 민사판결집(1895-1908년), 법원도서관, 2005, 전 52권

이다. 

번

호

판결

번호

事件

目

原告住所 被告住所 판결요지 판결일 재판소 判事名 典

據原告名 被告名

原告 代人 被告 代人

1 開國 

504

년 

제72

호

債訟

에 

관한 

건

京城 西部 

盤松坊 

靑波 거주

京城 新門 

밖 京橋 

거주

피고인은 원고가 청

구하는 工業錢 7백 

냥, 집 매입 부족금 

3백 냥, 합 원금 1

천 냥을 이자와 함

께 보상 지급하여야 

함.

1895. 

4. 

22.

漢城

裁判

所

韓昌洙 3

권 

12

吳召史 朴永植

2 開國

504

년 

5월 

20일 

제1

호

債訟

에 

관한 

건

京城 北部 

嘉會坊 

齋洞契 

安洞

京城 中部 

壽進坊 

相洞契 

立廛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채무금 5700

냥을 갚아야 함.

1895. 

5. 

20. 

高等

裁判

所

徐光範

李在正 

洪鍾檍

4

권 

18

張致德 金仁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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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開國

504

년 

제14

6호

秋收

租에 

관한 

건

漢城 北部 

小安洞

漢城 南部 

竹洞

피고가 전답을 값을 

치르고 구입한 문서

가 분명하므로 원고

가 청구한 秋收租와 

賭鹽을 변상하지 않

아도 됨.

1895. 

5. 

21. 

漢城

裁判

所

李根敎 3

권 

98
鄭纘敎 李鍾健

代理人 

李用漢

4 開國

504

년 

6월 

4일 

제11

호

債訟

에 

관한 

건

京城 西部 

盤石坊 

冶洞 

제32호

京城 西部 

盤石坊 

蓋井洞 

제51호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이미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음.

1895. 

6. 4. 

高等

裁判

所

徐光範

李在正 

洪鍾檍

2

권 

7

張聖根 崔載鐸

5 제13

3호

債訟

에 

관한 

건

京城 北部 

經理倉稧

京城 北部 

經理倉稧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가옥값 410냥

을 변상해야 함.

1895. 

9. 

15. 

漢城

裁判

所

李度翼 1

권 

78
崔基浩 池晩近

6 建陽 

원년 

제57

호

債訟

에 

관한 

건

京城 北部 

玉洞

京城 北部 

九福洞

피고는 원고의 청구

에 따라 채무금 엽

전 320냥을 갚아야 

함.

1896. 

2. 

1. 

漢城

裁判

所

崔俊植 6

권 

19
姜召史 金榮植

代理人 

朴鳳煥

母 金召史

7 建陽 

원년 

제79

호

稧錢

에 

관한 

건

京城 西部 

夜珠峴

京城 中部 

典洞, 京城 

西部 貞洞, 

京城 西部 

積善坊 

司醞洞, 

京城 西部 

戰立洞

피고는 원고의 청구

에 따라 出筒 곗돈 

126냥 6전을 갚아

야 함.

1896. 

2. 

3. 

漢城

裁判

所

崔俊植 6

권 

35

金東完 崔亨郁, 

邊繼敏, 

金相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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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鎭大

父 金德濟

8 建陽 

원년 

제11

호

米價

에 

관한 

건

京城 中部 

上米廛

京城 西部 

內需司

피고는 원고 등의 

청구에 따라 장물인 

줄 모르고 쌀 2포를 

잘못 구매하였으니 

장물 판매금의 절반

을 받고 장물을 주

인에게 돌려주어야 

함.

1896. 

6. 

11. 

漢城

裁判

所

李應翼, 

尹庚圭

4

권 

13

6-

13

8

徐春先, 

金萬汝

盧德仁

9 建陽 

원년 

제4

호

祭牌 

에 

관한 

건

咸鏡南道 

咸興府 

德源郡

漢城 南部 

長橋

피고는 원고의 청구

에 따라 象山房의 

祭牌를 祀孫에게 돌

려줄 것.

1896. 

6. 

13. 

漢城

裁判

所

尹庚圭 6

권 

16

1-

16

4

康昌魯 康益鉉

妾

10 建陽 

원년 

제35

호

債訟

에 

관한 

건

京城 南部 

紅箭門 앞

京城 南部 

紅箭門 앞

피고는 원고의 청구

에 따라 원고의 缺

款 중 當五錢 1500

냥만 물어주고 부채

장부를 청산해야 함.

1896. 

6. 

17. 

漢城

裁判

所

尹庚圭 6

권 

18

7

孔昌植 和豊號 

李正儀, 

包維周

11 建陽 

원년 

제23

호

米價

에 

관한 

건

漢城府 

西部 

仁達坊 

內需司 앞 

거주

漢城府 

壽進坊 

壽洞 거주, 

漢城府 

壽進坊 

相洞 거주

피고 등은 원고 청

구에 따를 만한 이

유가 있음.

1896. 

6. 

23. 

高等

裁判

所

韓圭卨, 

權在衡, 

李憙翼, 

洪鍾檍, 

朴熙鎭

4

권 

14

0-

14

3

魯德仁 徐春先, 

金萬汝

12 建陽 

원년 

제26

債訟

에 

관한 

漢城 北部 

觀光坊 

水門洞

漢城 

壽進坊 

壽進洞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채무 잔액 630

냥을 갚아야 함.

1896. 

8. 

3. 

漢城

裁判

所

尹庚圭 5

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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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건 扈錫淳 李思俊

13 建陽 

2년 

민제

208

호, 

민제

209

호

牛皮

價에 

관한 

건

漢城 

南大門 內 

水橋

漢城 

成均館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동업한 소가죽 

정산잔금 3만 3234

냥 5전 5푼 및 대부

금 2푼 이자 2만 5

천 냥과 1개월치 이

자 5백 냥을 합쳐 

도합 5만 8734냥 5

전5푼을 갚아야 함.

1897. 

3. 

25. 

漢城

裁判

所

尹庚圭 8

권 

12

9-

13

2

金森玄三

陶山武治

郞,

梁在範

補佐人 

喜田都一

14 建陽 

2년 

민제

210

호

債訟

에 

관한 

건

漢城 南署 

崇禮門 내

漢城 中署 

鐵橋

피고 등은 원고 청

구에 따라 소가죽 

값으로 가져간 잔금 

2416원 68전 2리를 

갚아야 함.

1897. 

3. 

25. 

漢城

裁判

所

尹庚圭 8

권 

13

3

萬玉巖吉 李仲景 등

濱田利七 梁在範

15 建陽 

2년 

제12

호

債訟

에 

관한 

건

漢城 西署 

弼雲臺 

거주

漢城 西署 

尾洞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빌린 돈 當五

錢 3만 냥을 官邊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함.

1897. 

5. 

18. 

高等

裁判

所

韓圭卨, 

兪箕煥, 

金基龍, 

馬駿榮, 

李熙悳

2

권 

59

崔廷淳 鄭鎭桓

代言人 

洪大有

16 光武 

원년 

민제

32호

畓訟

에 

관한 

건

京城 西署 

東湖 新村

京城 西署 

孔德里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馬位畓에 대해 

선지급한 賭租를 돌

려주어야 함.

1897. 

12. 

2. 

漢城

裁判

所

尹履炳, 

張錫運

9

권 

31
申景仁 李聖集

子 李禮魯

17 光武 

원년 

민제

49호

位畓

訟에 

관한 

건

京畿 

利川郡

京城 中署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位畓 17두락, 

밭 1일경을 돌려주

어야 함.

1897. 

12. 

2. 

漢城

裁判

所

尹履炳 9

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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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檉羲 許屛

再從叔 

柳興世

金聖完

18 光武 

원년 

민제

108

8호

於音

金에 

관한 

건

京城 北署 

小安洞

京城 南署 

泥洞, 京城 

中署 笠洞

피고는 원고 등의 

청구에 따를 만한 

이유가 없음.

1897. 

12. 

14. 

漢城

府裁

判所

尹履炳, 

張錫運

10

권 

61

-6

4

恒屋盛服 松永達二

郞, 李根培

佐藤彬 李根永

19 光武 

3년 

제25

호

債訟

에 

관한 

건

漢城 中署 

鹽洞

漢城 北署 

桂洞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當五錢 1만 냥

을 돌려주어야 함.

1899. 

5. 

30. 

高等

裁判

所

兪箕煥, 

李根澔, 

閔泳璇, 

金澤, 

朴慶陽

2

권 

91
金道濟 安景善

20 光武 

3년 

제27

호

家舍 

訟에 

관한 

건

漢城 南署 

銅峴 거주

漢城 中署 

廣通橋, 

漢城 中署 

茶洞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집행한 家4곳

을 받아낼 이유가 

없음.

1899. 

6. 

3. 

高等

裁判

所

兪箕煥, 

李根澔, 

閔泳璇, 

朴慶陽, 

金澤

15

권 

11

7

李景九 金泰鎭, 

朴永勳

21 光武 

2년 

제2

호

田畓

訟에 

관한 

건

漢城 東署 

壺洞 거주

漢城 北署 

三淸洞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를 만한 이유가 

없음.

1899. 

6. 

13. 

臨時

兼察

平理

院

兪箕煥, 

朴慶陽, 

金正穆, 

金基肇

10

권 

30

9
朴勝億 玄興澤

代言人 

李範允

22 光武 

3년 

제5

호

債訟

에 

관한 

건

京畿道 

仁川港 

거주

漢城 北署 

桂洞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當五錢 1814

냥 3전을 추심할 수 

있음.

1899. 

6. 

15. 

臨時

兼察

平理

院

兪箕煥, 

朴慶陽, 

金正穆, 

金基肇

2

권 

99

李大旭 安景善

23 鹽價

에 

관한 

건

京畿道 

南陽郡 

거주

京畿道 

水原郡 

거주

피고는 원고의 청구

에 따를 만한 이유

가 없음.

1899. 

7. 

13. 

京畿

裁判

所

15

권 

16

1-
洪奭厚 金東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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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6

24 光武 

3년 

제18

호

同商

錢推

給에 

관한 

건

漢城 

東部署 

纛島

漢城 

南部署 

纛島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當五錢 3353

냥 7전 2리를 갚아

야 함.

1899. 

7. 

18.

平理

院

洪鍾宇, 

曺潤承, 

金正穆, 

朴慶陽, 

金基肇

15

권 

14

7-

15

0

朴永祿 鄭世永

25 光武 

4년 

제14

호

畓訟

에 

관한 

건

漢城 

中部署 

東谷 거주

漢城 

中部署 

典洞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2두락 논값을 

부당하게 받지 말아

야 함.

1900. 

6. 

9.

平理

院

洪鍾宇, 

吳相奎, 

朴慶陽, 

金基肇, 

李徽善

17

권 

11

5-

12

0

李敬植 張致國

26 光武 

5년 

민제

7호, 

제4

호

浦租

價에 

관한 

건

江原道 

旌善郡 

거주

京城 西署 

龍山坊 

東幕 거주

피고는 원고의 청구

에 따라 갯벌세 當

五錢 420냥을 갚아

야 함.

1901. 

8. 

28. 

漢城

府裁

判所

嚴俊源, 

韓東履, 

趙經九

16

권 

21

1-

21

4

李思裕 徐順五

27 於音

錢에 

관한 

건

피고는 원고 청구에 

의거하여 기한이 지

난 어음 금액을 표

에 따라 보상해야 

함.

1901. 

9. 

30. 

漢城

府裁

判所

嚴俊源, 

韓東履, 

趙經九

16

권 

24

7-

24

9

申必求 崔錫煥

28 燒木

價에 

관한 

건

京畿道 

華城郡 

西如堤面 

松橋洞 

거주

京畿道 

華城郡 

西如堤面 

尙林洞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대하여 당초에 대여

해준 장작값 1만 

7900냥을 매월 거

르지 말고 이자를 

계산하여 갚아주고, 

1901. 

10. 

24. 

漢城

裁判

所

南陽郡

守 

閔舜鎬

17

권 

40

9-

41

2
鄭德雲 李敬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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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소제기가 정직한 

것으로 인정함.

29 光武 

6년 

민제

13호

資本

金에 

관한 

건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자본금 當五錢 

3만 5천 냥 및 비용 

8천 냥을 訴狀에 의

거하여 변상해야 함.

1902. 

1. 

25. 

漢城

府裁

判所

李漢英, 

韓東履, 

尹邦鉉

18

권 

13

3

姜有馨 金基宗

30 光武 

6년 

제▣

호

家舍 

訟에 

관한 

건

京城 南署 

詩洞 거주

京城 西署 

苧洞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추가로 받은 

가옥값의 절반 금액

인 1만 2500냥을 

나누어 주어야 함.

1902. 

3. 7. 

漢城

府裁

判所

李漢英, 

韓東履, 

尹邦鉉

18

권 

23

7

劉一善 鄭冕燮

31 光武 

6년 

제20

2호

家貰

錢에 

관한 

건

京城 南署 

笠井洞 

거주

京城 南署 

笠井洞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집세 當五坪 2

백 냥을 갚아야 함.

1902. 

6. 2. 

漢城

府裁

判所

李漢英, 

韓東履, 

尹邦鉉

19

권 

25

朴文淵 林弘根

32 宅舍

ㆍ租

苞訟

에 

관한 

건

황해도 

瑞興 거주

경기 

坡州郡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를 만한 이유가 

있음.

1902. 

8. 

26. 

京畿

裁判

所

43

권 

79

-8

8

李泰翼 朴致盛

33 光武 

7년 

민제

381

호, 

제43

호

債訟

에 

관한 

건

京城 東署 

梨峴 거주

피고는 원고에 대하

여 市貨 491원 90

전 4리를 보상할 

것.

1903. 

6. 8.

平理

院裁

判所

李南熙, 

朴鏞和, 

太明軾, 

朴承祖, 

宋寅會

22

권 

21
姜雲卿 黃炅秀

代言人  

松本由太

郞

34 光武 

7년 

제96

호

債訟

에 

관한 

건

京城 西署 

新門 

內거주

京畿道 

江華府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보증을 세우고 

얻어준 채무금 當五

坪 1만 8150냥에 

1903. 

8. 6. 

漢城

府裁

判所

閔景植, 

丁明燮

20

권 

34

5
白南贊 許在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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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邊이자를 더한 2

만 1780냥과 식대 

2500냥 및 金聖泰

의 어음조 5720냥

을 합쳐 도합 3만 

냥을 변상해야 함.

35 光武 

8년 

제35

1호

於音

錢에 

관한 

건

京城 南署 

苧洞 거주

京城 南署 

纛島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그의 아버지가 

담당하여 써준 어음

금 當五坪 1만 냥을 

변상해야 함.

1904. 

6. 9. 

漢城

裁判

所

金璉植, 

河圭一

23

권 

36

1-

36

3

李奎鴻 李圭昌

36 光武 

8년 

제38

1호

海稅 

利金

에 

관한 

건

京城 西署 

夜珠峴 

거주

京城 西署 

慕華館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를 만한 이유가 

없음.

1904. 

6. 

28. 

漢城

裁判

所

金璉植, 

河圭一

23

권 

46

7-

47

6

崔載星 金仲德

37 光武 

8년 

제38

2호

資本

錢에 

관한 

건

京城 南署 

茶洞 거주

京城 西署 

慕華舖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내어준 자본금 

잔액 當五坪 4962

냥 5전을 변상해야 

함.

1904. 

6. 

28. 

漢城

裁判

所

金璉植, 

河圭一

23

권 

47

7-

48

0

成浩永 李九鉉

38 光武 

8년 

제38

3호

債訟

에 

관한 

건

京城 西署 

瓮里 거주

京城 西署 

瓮里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채무금인 當五

坪 3367냥 5전을 

변상해야 함.

1904. 

6. 

29. 

漢城

裁判

所

金璉植, 

河圭一

23

권 

48

1

李敬浩 金啓化

39 光武 

8년 

민제

74호

債訟

에 

관한 

건

慶尙南道 

密陽郡 

거주

江原道 

杆城郡 

거주

원고는 피고 金尙圭, 

金士弘에 대한 소송

비용 1817냥을 추

심할 이유가 있음.

1905. 

1. 

29. 

江原

道裁

判所

裁判主

事 

丁元燮

27

권 

35

朴星辰 金尙圭, 



- 289 -

金士弘, 

李允永

40 光武 

9년 

제34

1호

山訟

에 

관한 

건

全羅道 

濟州 거주

全羅道 

濟州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先山 가장자리 

앞에 勒葬한 아비의 

묘를 이장해가야 함.

1905. 

5. 

19. 

漢城

裁判

所

李根洪, 

李庚九

24

권 

42

5-

42

8

吳承杓 高百年

41 光武 

10년 

제86

호

債訟

에 

관한 

건

京城 南署 

茶洞 거주

京城 南署 

茶洞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어음을 전당잡

히고 차용한 當錢 

10만 냥을 官邊 이

자와 함께 변상해야 

함.

1906. 

3. 

14. 

漢城

裁判

所

李秉輝, 

金商直

28

권 

30

1

朴有觀 韓鎭成

42 光武 

10년 

제33

2호

白米

價에 

관한 

건

忠淸南道 

木川郡 

南面 

玄巖里 

거주

京城 南署 

博宮 內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중개인을 통해 

빌려간 백미값 잔액 

엽전 290냥을 갚아

야 함.

1906. 

7. 

30. 

漢城

裁判

所

李秉和, 

李容相

30

권 

16

1-

16

4
鄭順五 金榮勳

參加人 

金賢默

43 光武 

10년 

제46

9호

債訟

에 

관한 

건

京畿 楊州 

德寺 거주

京城 西署 

毛橋 거주

피고 申錫賢은 원고

의 청구에 따를 만

한 이유가 없다. 참

가인 咸善明은 차용

금 5천냥을 1905(乙

巳)年 정월부터 금

년 음력 7월까지의 

이자 4천냥, 합계 9

천냥을 변상해야 함.

1906. 

10. 

6. 

漢城

裁判

所

李秉和, 

李源國

31

권 

65
健祥 申錫賢

參加人 

咸善明

44 光武 

10년 

債訟

에 

江原道 

三陟 거주, 

京畿 楊根 

거주, 

피고 魚允亨은 원고 

청구에 따라 원고의 

1906. 

10. 

漢城

裁判

李秉和, 

李容相

31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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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

4호

관한 

건

현 거주지 

京城 南署 

草洞

현 거주지 

京城 中署 

洞口 內

집문서를 鄭大容이 

몰래 전당잡히고 빌

려간 쌀 중 자신이 

사용한 돈 60냥과 

쌀값 390냥을 갚고, 

참가인 李鍾奭은 鄭

大容을 기한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지 아

니하면 錢主가 찾아

가야하는 채무금잔

액 1650냥 중 魚允

亨이 낸 450냥을 제

외한 나머지 1200

냥을 지급해야 함.

10. 所 11

7

金源奭 魚允亨

參加人 

李鍾奭

45 光武 

10년 

제50

3호

家貰

錢에 

관한 

건

京城 中署 

洞口 內 

거주

京城 中署 

大廟洞 

거주, 京城 

中署 洞口 

內 거주

피고 金敬云, 申敬信

은 원고 청구에 따

를 만한 이유가 없

고, 피고 참가인 孔

基完은 집세 5천 냥

을 상환해야 함.

1906. 

10. 

13. 

漢城

裁判

所

李秉和, 

李容相

31

권 

18

5

金在允 金敬云, 

申敬信

參加人 

孔基完

46 光武 

10년 

제57

3호

債訟

에 

관한 

건

京畿 

廣州郡 

거주

京城 東署 

東門 內 

거주

피고와 참가인은 원

고 청구에 따라 증

서를 작성해주고 빌

려 쓴 지폐 잔액 5

원을 나누어 지급해

야 함.

1906. 

10. 

29. 

漢城

裁判

所

李秉和, 

李源國

31

권 

42

1
金公弼 姜容俊

參加人 

柳子裕

47 光武 

10년 

제65

債訟

에 

관한 

京城 西署 

萬里倉 

거주

京城 西署

萬里倉 

거주

피고 鄭昌西는 원고 

청구에 따를 만한 

이유가 없고, 참가인 

1906. 

11. 

27.  

漢城

裁判

所

李秉和, 

李源國

32

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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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건 崔鳳奎 鄭昌西 李在明은 원고 쪽에 

빌려준 3천 냥과 원

고 집값으로 보낸 

1207냥 5전을 원고

에게 추심하고, 마음

대로 팔아치운 원고

의 가옥을 돌려주어

야 함.

5

參加人 

李在明

48 光武 

10년 

제66

0호

田畓

訟에 

관한 

건

京城 中署 

水門洞 

거주

忠淸南道 

公州郡 

거주

피고 朴泳瓚은 원고 

청구에 따를 만한 

이유가 없고 참가인 

鄭晦鍾은 원고가 매

입한 河文學의 전답

을 땅이든 돈이든 

간에 찾아주되, 작년 

秋收租 콩을 또한 

지급해야 함.

1906. 

11. 

27. 

漢城

裁判

所

李秉和, 

李容相

32

권 

28

3
李用儀 朴泳瓚

參加人 

鄭晦鍾

49 제46

호

家舍

ㆍ什

物 

於音

錢에 

관한 

건

京城 거주 京畿道 

水原郡 

거주

원고는 논을 잡힌 

피고의 가옥과 집물

을 돌려주고, 어음 

當五坪 10만 냥을 

재촉하여 받아야 함.

1906. 

12. 

12. 

京畿

裁判

所

參書官 

金漢睦

41

권 

17

8-

19

5

金學洙 申永憲

50 光武 

10년 

민제

212

0호, 

제82

호

損害

金에 

관한 

건

京畿道 

仁川府 

거주

京畿道 

仁川府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원고의 아들이 

피고의 家産을 때려 

부순 손해금 當五坪 

1백 냥을 배상해야 

함.

1906. 

12. 

22. 

平理

院

李源兢, 

金正穆, 

安致潤, 

朴晩緖, 

朴有觀, 

李容成

33

권 

43

9-

44

3

李鳳奎 張在斗

辯護士 

李冕宇

51 光武 債訟 京城 中署 京城 北署 피고는 원고 청구에 1907. 漢城 李秉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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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민제

280

호, 

제2

호

에 

관한 

건

磚洞 거주 壯洞 거주 따라 金敎珏의 집문

서를 전당잡힌 채무

금 3만 냥과 원고의 

집문서 1만 냥 및 

채무금 합계 5백 냥

은 모두 이자와 함

께, 金相禹의 어음을 

찾아준 금액 2만 

9900냥과 어음 잔

액 합계 3470여 냥

과 집문서를 전당잡

힌 채무 이자 합계 

2만 7300냥과 물건

값 328냥 및 백미 

鄕斗 157두를 함께 

즉시 변상해야 함.

2. 1. 裁判

所

尹邦鉉, 

李容相, 

李源國

권 

21

1

李錫範 崔洪錫

52 光武 

11년 

제8

호

南草

價에 

관한 

건

京城 南署 

棗洞 거주

京畿道 

開城郡 

北部 

梨井里 

塔臺 거주

원고 洪鳳鉉의 진술

은 정직하지 않음.

1907. 

6. 

10. 

開城

郡裁

判所

40

권 

20

9-

21

2
洪鳳鉉 金始善

53 光武 

11년 

민제

368

호, 

제23

4호

債訟

에 

관한 

건

京城 北署 

昭格洞 

거주

京城 北署 

昭格洞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이미 매각한 

집문서를 즉시 찾아

주되, 참가인은 피고 

청구로 문서를 전당

잡히고 빌려 쓴 돈 

합계 2천 냥을 계약

이자와 함께 변상하

며, 피고는 참가인의 

1907. 

6. 

20. 

漢城

裁判

所

李秉和, 

太明軾, 

尹邦鉉, 

李源國

38

권 

14

5
李民溥 李光洙

參加人 

閔藝植



- 293 -

청구로 전당잡힌 채

무 잔액의 원금과 

이자 합계 2224냥

을 변상하여 집문서

를 찾아야 함.

54 제10

1호

祖父

塚 

督掘

에 

관한 

건

京畿道 

陽城郡 

거주

京畿道 

廣州郡 

거주

원고 피고 訴答에 

따라 그 조부의 무

덤을 이장해야 함.

1907. 

6. 

25. 

京畿

裁判

所

金漢睦 35

권 

13

7-

14

6

李容均 李演商

55 光武 

11년 

민제

358

호, 

제28

8호

債訟

에 

관한 

건

京城 中署 

禁后洞 

거주

京城 南署 

公洞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전당잡히고 빌

려간 지폐 4천 원을 

계약에 의거하여 2

푼 5리의 이자로 해

당 전당잡힌 토지를 

경매하여 해당 채무

를 완전 변제할 때

까지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함.

1907. 

7. 

31. 

漢城

裁判

所

李秉和, 

尹邦鉉, 

李源國

38

권 

36

3
金部爲秋 鄭宜澤

56 光武 

11년 

민제

282

호, 

제28

9호

家舍 

소송

에 

관한 

건

京城 南署 

南大門通 

거주

京城 東署 

蓮花坊 

梨峴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가옥은 비워주

고, 해당 가옥의 월

세 손해금은 변상할 

만한 이유가 없음.

1907. 

8. 

17. 

漢城

裁判

所

李始榮, 

皮相範, 

李源國, 

崔鎭

42

권 

7

中村再造 金學奎

57 光武 

11년 

민제

164

畓訟

에 

관한 

건

全羅北道 

沃溝府

全羅南道 

長城郡

제1심 판결은 폐기

함. 피고 金堯勛은 

원고 尹相五에 대하

여 벼 부대 8백 석

1907. 

8. 

21. 

平理

院

趙民熙, 

洪祐晳, 

朴齊璿, 

宋振玉, 

40

권 

24

9

尹相五 金堯勛

代言人 

辯護士 

代言人 

辯護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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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隆熙 

원년 

제13

호

丁明燮 李冕宇, 

證詞人 

金聲振, 

代言人 

辯護士 

金澤

과 93석락 논에서 

생산한 17년간의 秋

收租를 계산하여 변

상해야 함.

李容相, 

朴晩緖

58 隆熙 

원년 

민제

455

호, 

제30

0호

柳坂 

訟에 

관한 

건

平安北道 

義州郡 

거주

京城 中署 

典洞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빼앗긴 柳坂을 

원고에게 찾아 돌려

주어야 함.

1907. 

9. 

12. 

漢城

裁判

所

李始榮, 

皮相範, 

李源國, 

崔鎭

42

권 

37

-4

3

張千麗 張亨燮

原告代理

人 太明軾

59 隆熙 

원년 

제15

18, 

隆熙 

원년 

제24

호

於音

錢에 

관한 

건

平安北道 

昌城郡

漢城 中署 

承洞

원고 청구는 기각하

고, 피고는 李俊景의 

어음을 추심한 후 

원고에게 갚아야 함.

1907. 

10. 

7. 

平理

院

洪鍾檍, 

朴齊璿, 

宋振玉, 

朴晩緖, 

朴瑢台

42

권 

67

-7

3

姜炎祖 金學弼

代言人 

辯護士 

許憲

60 隆熙 

원년 

제67

호

債訟

에 

관한 

건

京城 西署 

盤石坊 

萬里峴 

32통 5호 

거주

京城 西署 

紫巖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대하여 채권 원금액 

합계 4800냥을 2푼

의 이자를 계산하여 

함께 변상해야 함.

1907. 

10. 

10. 

漢城

裁判

所

李始榮, 

皮相範, 

李源國, 

崔鎭

42

권 

18

3

李德有 金鎭五

61 隆熙 

원년 

제55

8호, 

제34

債訟

에 

관한 

건

京城 東署 

典農 거주

京城 東署 

호뫼동(洞)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문서를 전당잡

히고 빌려 쓴 합계 

2천 냥을 1905(乙

巳)年 9월부터 4푼

1907. 

10. 

14. 

漢城

裁判

所

李始榮, 

皮相範, 

李源國, 

崔鎭

44

권 

29

6
朴源默 盧太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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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의 이자를 계산하여 

전당잡힌 해당 가옥

을 경매하여 갚게 

해야 함.

62 隆熙 

원년 

제51

2호, 

제35

7호

債訟

에 

관한 

건

京城 南署 

南大門通 

3丁目 

거주

京城 南署 

貞洞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趙在豊의 채무

액을 원 채무자 자

격으로 갚을 이유는 

없다.

1907. 

10. 

19. 

漢城

裁判

所

李始榮, 

皮相範, 

李源國, 

崔鎭

44

권 

34

0

村田源次

郞

朴順植

63 제11

4호

債訟

에 

관한 

건

京城 南署 

棗洞 거주

京畿道 

開城 北部 

梨井洞 

거주

원고의 청구는 기각

함. 피고는 원고 청

구에 따를 만한 이

유가 없음.

1907. 

11. 

2. 

京畿

裁判

所

李圭桓 35

권 

35

1

洪鳳鉉 金始善

64 隆熙 

원년 

제15

45, 

隆熙 

원년 

제49

호

債訟

에 

관한 

건

京城 中署 

上茶洞 

제2통 5호

全羅北道 

井邑郡

제1심 판결은 폐기

함. 원고는 피고 訴

答에 따라 받아 간

수하였던 當錢 50만 

냥을 상환해야 함.

1907. 

11. 

6. 

平理

院

洪鍾檍, 

朴齊璿, 

宋振玉, 

朴晩緖, 

朴瑢台

42

권 

29

金昌一 金相泰

代言人 

文昌奎

65 隆熙 

원년 

민제

640

호, 

隆熙 

원년 

제40

6호

債訟

에 

관한 

건

京城 南署 

小公洞 

거주

京城 西署 

大平洞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를 만한 이유가 

없음.

1907. 

11. 

16. 

漢城

裁判

所

李始榮, 

皮相範, 

李源國, 

崔鎭

46

권 

12

5

加藤嘉兵

衛

金成鎭

代理人 

崔錫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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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제12

4호

病牛

欺賣 

에 

관한 

건

京畿道 

水原郡 

南部 新基 

거주

京畿道 

龍仁郡 

金良市 

거주

제1심 판결은 기각

함. 피고는 원고 청

구에 따를 만한 이

유가 없음.

1907. 

12. 

28. 

京畿

裁判

所

李圭桓 35

권 

46

5-

48

0

全泰先 邊石煥

67 隆熙 

원년 

제16

46호

, 

제5

호

南草

價에 

관한 

건

漢城 南署 

棗洞 거주

京畿道 

開城 거주

제1심 및 제2심 판

결은 폐기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잎담

배 278짐 1척값을 

1짐에 6환씩 계산하

여 갚아주어야 함.

1908. 

1. 9. 

平理

院

洪鍾檍, 

洪祐晢, 

宋振玉, 

朴晩緖, 

朴瑢台

40

권 

21

3-

22

4

洪鳳鉉 金始善

辯護士 

丁明燮

辯護士 

沈鍾大

68 隆熙 

2년 

민제

48, 

隆熙 

2년 

제25

호

水座

價에 

관한 

건

漢城 中部 

校洞, 漢城 

南部 晦洞

漢城 東部 

成均館 앞

원고 등의 신청은 

기각함.

1908. 

2. 

14. 

平理

院

洪鍾檍, 

洪祐晳, 

金基肇, 

宋振玉 

(病), 

朴瑢台

46

권 

30

7
金敬集, 

田貞錫, 

宣妙成, 

金泰連

李星奎

辯護士 

尹邦鉉

69 隆熙 

원년 

제14

68호

, 

제28

호

家舍 

訟에 

관한 

건

漢城 東署 

梨峴

漢城 南署 

南大門 內

원고의 청구는 기각

하고, 원심 재판소의 

판결 요지 중 해당 

가옥의 월세 손해금

은 변상할 만한 이

유가 없다고 한 부

분은 폐기함. 원고는 

피고에 대한 집세손

해금을 1906(丙午)

년 8월부터 1907(丁

未)년 정월까지 매

1908. 

2. 

19. 

平理

院

洪鍾檍, 

洪祐晳, 

金基肇, 

宋振玉, 

朴晩緖, 

朴瑢台

42

권 

13

金學圭 中村再造

從參加人 

金聖天, 

辯護士 

永井道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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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5환씩 계산하여 

갚아주어야 함.

70 隆熙 

원년 

민제

700

호, 

隆熙 

2년 

제10

2호

於音

錢에 

관한 

건

京畿道 

水原郡 

거주

京城 南署 

水口門 內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원고의 10만 

냥 어음을 피고와 

타협한 증서에 의하

여 다시 침해할 수 

없음.

1908. 

3. 

23. 

漢城

裁判

所

金喆鉉, 

皮相範, 

李範溭(

由), 

李源國

48

권 

24

1-

24

5

申永憲 沈宜俊

71 隆熙 

원년 

제17

23, 

隆熙 

2년 

제49

호

利益

金에 

관한 

건

京畿 開城 

南部

京畿 開城 

北部

경기재판소 판결은 

폐기함.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인삼밭 

동업의 이익 분배금 

當錢 2만 3198냥을 

물어주어야 함.

1908. 

3. 

24. 

平理

院

洪鍾檍, 

洪祐晳, 

金基肇, 

宋振玉, 

朴瑢台(

不捺)

46

권 

17

9-

18

2

金永贊 林翊相

代言人 

辯護士 

沈鍾大

72 隆熙 

2년 

민제

41호

, 

제13

9호

菜田

訟에 

관한 

건

京城 南署 

茶洞 거주

京城 南署 

南小洞 

거주, 京城 

中署 

於義洞 

거주

피고 朴應淵은 원고 

청구에 따라 원고가 

전당잡힌 채소밭 1

식경을 원고에게 돌

려주어야 하고, 피고 

李允稙은 원고에게 

피소당할 이유가 없

음.

1908. 

4. 6. 

漢城

裁判

所

金喆鉉, 

皮相範, 

李範溭(

由), 

李源國

48

권 

25

5

金道汝 朴應淵, 

李允稙

原告代理

人 金益濟

被告代理

人 丁明燮

73 隆熙 

2년 

제15

1호

給金

에 

관한 

건

京城 南署 

茶洞 거주 

京城 西署 

布洞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를 만한 이유가 

없음.

1908. 

4. 

10. 

漢城

裁判

所

金喆鉉, 

皮相範, 

李範溭(

由), 

52

권 

13

6-

尹敬重 孫錫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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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冕宇 

複代理人 

金顯翼

丁明爕 李源國 14

3

74 隆熙 

2년 

제14

호, 

隆熙 

2년 

제13

3호

債訟

에 

관한 

건

京城 北部 

碧洞 거주

漢城 北部 

昭格洞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채무금 新貨 1

천 원을 약정이자에 

의하여 변상해야 함.

1908. 

4. 

10. 

漢城

裁判

所

金喆鉉, 

皮相範, 

李範溭(

由), 

李源國

47

권 

83

金亨鎭 兪聖玉

75 隆熙 

2년 

제68

호

南草

價에 

관한 

건

京畿道 

開城 거주

漢城 南部 

棗洞 거주

원고 청구는 기각하

고, 1908(隆熙 2)년 

1월 9일에 선고한 

본원 판결대로 정확

히 이행해야 함.

1908. 

4. 

14. 

平理

院

洪鍾檍, 

洪祐晳, 

金基肇, 

宋振玉, 

朴瑢台

40

권 

22

5-

24

0

金始善 洪鳳鉉

辯護士 

沈鍾大

辯護士 

丁明燮

76 隆熙 

2년 

민제

132

호, 

隆熙 

2년 

제14

2호

家貰

錢에 

관한 

건

京城 北部 

齋洞 거주

漢城 中部 

下漢洞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를 만한 이유가 

없음.

1908. 

4. 

18. 

漢城

裁判

所

金喆鉉, 

皮相範, 

李範溭(

由), 

李源國

48

권 

26

7
崔鎭衡 金允成

77 隆熙 

2년 

민제

218

호, 

隆熙 

物價

에 

관한 

건

京城 南部 

后洞 거주

漢城 北部 

花開洞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사들인 물품값 

지폐 80원을 즉시 

상환해야 함.

1908. 

5. 3. 

漢城

裁判

所

金喆鉉, 

皮相範, 

李範溭(

由), 

李源國

48

권 

27

7-

27

8

小栗榮吉 朴善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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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제16

1호

78 隆熙 

2년 

제18

호

執行

取消

에 

관한 

건

경기도 抱川郡 茂林

里 및 茂峯 2곳 소

재 논 16석여 두락

과 밭 44일 반식경

과 초가 1채에 대하

여 光武 11년 7월 

본원 훈령에 기인한 

집행처분은 이를 취

소함.

1908. 

5. 8. 

平理

院

朴瑢台 48

권 

29

5

白完赫 韓鎭佑

79 隆熙 

2년 

집제

7호, 

隆熙 

2년 

제17

2호

債訟

에 

관한 

건

京城 南部 

大山林洞 

거주

漢城 中部 

水標橋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전답을 전당잡

히고 차용한 일금 2

천 환을 금년 음력 

2월부터 이자조례에 

의거하여 4푼의 이

자와 함께 계산하여 

갚되, 해당 전당 목

적물을 싸게 매각하

여 변상해야 함.

1908. 

5. 9. 

漢城

裁判

所

金喆鉉, 

皮相範, 

李範溭, 

李源國

47

권 

04

9樋下田仙

藏

申泰僖

(不待)

80 제12

5호

物價

에 

관한 

건

원고 小栗榮吉이 피

고 朴善一에 대해 

제기한 물건값 소송

은 별지에 판결한 

대로 집행할 것을 

명령함. 단 집행 기

한은 오는 6월 11일

까지로 함.

1908. 

5. 

11. 

漢城

裁判

所

李範溭 48

권 

27

9-

28

0

小栗榮吉 朴善一

81 隆熙 

2년 

債訟

에 

京城 南部 

大山林洞 

漢城 中部 

水標橋 

소송비용 일금 21원 

90전은 申泰僖가 부

1908. 

5. 

漢城

裁判

李源國 47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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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

호

관한 

건

거주 거주 담하기로 결정함. 26. 所 53

樋下田仙

藏

申泰僖

82 隆熙 

2년 

집제

18호

, 

隆熙 

2년 

제22

8호

債訟

에 

관한 

건

京城 中部 

鉢里洞 

거주

漢城 東部 

東門 밖 

初橋 거주

피고는 원고 청구에 

따라 증서를 작성해

준 상품값 합계 

4954냥 5전을 금년 

음력 3월부터 완제

일까지 연리 12%로 

갚아야 함.

1908. 

6. 9. 

漢城

裁判

所

金喆鉉, 

皮相範, 

李範溭(

病), 

李源國

47

권 

93

崔秉均 洪在完

83 隆熙 

2년 

민제

618

호, 

隆熙 

2년 

제13

0호

物價

에 

관한 

건

漢城 北部 

花開洞

漢城 南部 

後洞, 漢城 

中部 東谷

원고 신청은 기각하

고, 피고 宋永鎭에 

대한 청구는 각하함.

1908. 

6. 

25. 

平理

院

洪鍾檍, 

洪祐晳, 

金基肇, 

宋振玉, 

朴瑢台

48

권 

28

1-

28

6

朴善一 小栗榮吉, 

宋永鎭

84 隆熙 

2년 

민제

163

호, 

隆熙 

2년 

제14

2호

地段

價에 

관한 

건

京城 南部 

銅峴 거주

京畿道 

安山郡 

거주

隆熙 원년 12월 19

일 當院 본안 판결

대로 따라 행해야 

함.

1908. 

7. 6. 

平理

院

洪鍾檍, 

洪祐晳, 

金基肇, 

宋振玉, 

朴瑢台(

病)

46

권 

37

閔種默 李勳稙

辯護士 

李鍾聲

辯護士 

李建鎬

85 제30

4호

債訟

에 

원고 樋下田仙藏의 

피고 申泰僖와 李豹

1908. 

7. 

漢城

裁判

皮相範 47

권 
樋下田仙 申泰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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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건

藏 李豹榮 榮에 대한 위약금 

소송은 별지 판결대

로 집행할 것을 명

령함. 단 집행 기한

은 오는 8월 14일까

지 완료함.

14. 所 10

9-

11

0

86 隆熙 

2년 

민제

953

호, 

隆熙 

2년 

제15

8호

債訟

에 

관한 

건

京城 北部 

孟峴 거주

漢城 中部 

水門洞 

거주

원고 신청은 기각함. 1908. 

7. 

31. 

平理

院

洪鍾檍, 

洪祐晳, 

金基肇, 

宋振玉

48

권 

34

7
尹泰吉 尹大成

87 隆熙 

2년 

집제

28호

假釋

신청

에 

관한 

건

본건 신청은 이를 

각하함.

1908. 

9. 

30. 

京城

地方

裁判

所 

민사 

제2부

境長三

郞, 

金喆鉉, 

水野正

之丞

47

권 

13

1

張召史 裴順奎

88 光武 

11년 

민제

2호

유치 

결정

에 

관한 

건

京城 中部 

壽進洞 

2통 9호 

李海寬 

집에 거주

채무자 崔洪錫은 채

권자 李錫範의 신청

으로 인하여 7일간 

경성감옥에 유치함.

1908. 

12. 

28. 

京城

地方

裁判

所 

민사

제1부

大谷信

夫, 

中村時

章, 

金宜均

47

권 

22

7

李錫範 崔洪錫

89 光武 

11년 

민제

2호

유치 

결정

에 

관한 

건

京城 中部 

壽進洞 

2통 9호 

李海寬 

집에 거주

채무자 崔洪錫은 채

권자 李錫範의 신청

으로 인하여 7일간 

경성감옥에 유치함.

1909. 

1. 

22. 

京城

地方

裁判

所민

사제1

大谷信

夫, 

中村時

章, 

金宜均

47

권 

2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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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錫範 崔洪錫 부

90 光武 

11년 

민제

2호

유치 

결정

에 

관한 

건

京城 中部 

壽進洞 

2통 9호 

李海寬 

집에 거주

채무자 崔洪錫은 채

권자 李錫範의 신청

으로 인하여 7일간 

경성감옥에 유치함.

1909. 

1. 

29. 

京城

地方

裁判

所민

사제1

부

大谷信

夫, 

中村時

章, 

金宜均

47

권 

23

1

李錫範 崔洪錫

91 光武 

11년 

민제

2호

유치 

결정

에 

관한 

건

京城 中部 

壽進洞 

2통 9호 

李海寬 

집에 거주

채무자 崔洪錫은 채

권자 李錫範의 신청

으로 인하여 隆熙 3

년 2월 7일부터 10

일간 경성감옥에 유

치함.

1909. 

2. 3. 

京城

地方

裁判

所

민사

제1부

大谷信

夫, 

中村時

章, 

金宜均

47

권 

23

5

李錫範 崔洪錫

92 光武 

11년 

민제

2호

유치 

결정

에 

관한 

건

京城 西部 

養生坊 

倉洞 24통 

4호 

金敎珏 

집에 거주

채무자 崔洪錫은 채

권자 李錫範의 신청

으로 인하여 隆熙 3

년 2월 27일부터 

10일간 경성감옥에 

유치함.

1909. 

2. 

16. 

京城

地方

裁判

所

민사

제1부

大谷信

夫

中村時

章 

金宜均

47

권 

23

7

李錫範 崔洪錫

93 光武 

11년 

민제

2호

유치 

결정

에 

관한 

건

京城 西部 

養生坊 

倉洞 24통 

4호 

金敎珏 

집에 거주

채무자 崔洪錫은 채

권자 李錫範의 신청

으로 인하여 隆熙 3

년 2월 27일부터 

20일간 경성감옥에 

유치함.

1909. 

2. 

26. 

京城

地方

裁判

所

민사

제1부

大谷信

夫,

鎌田裕,

金宜均

47

권 

23

9

李錫範 崔洪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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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9】1907년 초빙된 日本人 法務輔佐官 명단

번호 근무지 신분 보좌관 이름

1 法部 參與官 野澤武之助

2 法部 參與官囑託 松寺竹雄

3 平理院 法務輔佐官 中村竹藏(首席)

4 漢城裁判所 〃 安住時太郞

5 京畿裁判所 〃 島村忠次郞

6 忠北裁判所 〃 大谷信雄

7 忠南裁判所 〃 竹村昌計

8 全北裁判所 〃 靑木幹造

9 全南裁判所 〃 樋口廣業

10 慶北裁判所 〃 松下直美

11 慶南裁判所 〃 志水高次郞

12 江原裁判所 〃 大友歌次

13 黃海裁判所 〃 栗原藤太郞

14 平南裁判所 〃 中村敬直

15 平北裁判所 〃 小田幹次郞

16 咸北裁判所 〃 管友次郞

17 咸北裁判所 〃 祐乘坊釓郞 

범례

1. 1907년 1월 이후 한국에 초빙되어 재판소에 배치된 일본인 法務輔

佐官의 명단이다.

2. 일본인 法務輔佐官의 명단은 다음의 자료에서 인용하였다.

   田鳳德, ｢韓國近代史法制度史(5)｣, 大韓辯護士協會誌11(대한변호사

회, 1975.5), 55면. 

3. 日人輔佐官들은 地方裁判所에는 輔佐官의 자격으로 파견되었고, 開

港場裁判所에는 輔佐官補의 자격으로 파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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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釜山開港場裁判所 法務輔佐官補 石井瀨太郞

19 馬山開港場裁判所 〃 伊藤正秋

20 木浦開港場裁判所 〃 長浜三郞

21 群山開港場裁判所 〃 鈴木林次

22 仁川開港場裁判所 〃 木村競次郞

23 鎭南浦開港場裁判所 〃 伊藤孫太郞

24 新義州開港場裁判所 〃 梅原正記

25 龍川開港場裁判所 〃 松野孫太郞

26 元山開港場裁判所 〃 高田慶次郞

27 城津開港場裁判所 〃 湊信三

28 慶興開港場裁判所 〃 石橋義夫

29 濟州島裁判所 〃 福田武一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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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10】개화기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法部令 第3號 民刑訴訟規程(1895.4.29)

第1章 民事 

第1款 始審裁判所  

第1條 原告人 又 被告人이 呈 訴狀 又 答書 左의 案에 準야 作成

미 可홈. 

        訴狀 

                  住址                          職業 

                      原告                      姓名 

                                                     年齡 

                  住址                          職業 

                      被告                      姓名 

                                                     年齡 

      訴求 

被告 原告에 對야 貸錢本邊을 合야 備報 事와 竝 此 訴訟의 費用을 償報

만 旨의 裁判믈 請願홈 

      事實 

原告 미리 被告에게 邊 若干을 約여 錢 若干을 貸與야시나 被告 其 期限

이 經過여도 備報치 아니니 其 事實은 債券에 徵照여 明홈. 

   證據物은 別로 添付홈. 

          開國 年 月 日 

                                      原告 姓名                      印 

          某某裁判所長 姓名 座下 

범례

1. 민사소송관련 법령의 내용은 官報의 원문을 기준으로 하였다.

2. 최대한 당시 문법 및 표현을 살리려 하였으나, 일부 현대어로 변경

하는 것이 나은 것은 변경하였다. 예, ‘及’ 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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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條 未成年은 卽 二十歲 以下니 護後人이 有 境遇에 護後人이오 護

後人이 無 境遇에 親戚中 成年 者로 代訴게 미 可홈. 

第3條 訴訟人은 自己가 믈 得치 못 境遇에 裁判所의 許可 得 
後 其 訴訟을 代人에게 委托 事 付미 得홈.

但 代人에게 委任狀을 交付미 可홈. 

第4條 代人委任狀은 左의 案에 準야 作미 可홈. 

        訴答 

                  住址                          職業 

                      原告                      姓名 

                                                     年齡 

                  住址                          職業 

                      被告                      姓名 

                                                     年齡 

      訴答의 要旨 

被告 原告의 訴求에 應할 만  者 아니니 訴訟費用은 原告로부터 辦償이 可

다고 裁判믈 請願홈. 

      事實 

原告 被告에게 債錢을 備報치 아니였다 云여도 被告 曾 其債用 事가 無

고 從야 被告로셔 毫라도 備報를 怠 事가 無니 其 事實은 證據에 徵
여 明白홈. 

   證據物은 別로 添付홈 

          開國 年 月 日 

                                       被告 姓名                 印 

          某某裁判所長 姓名 座下 

    委任書 

住址ㆍ職業ㆍ姓名으로 代人이라고 定홈. 

何某에 對여 訢訟에 付여 某裁判所에셔 代理處辦할 事를 委任홈. 

       開國  年  月  日 

                                          姓名                     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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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條 訴訟人은 裁判所의 許可 得야 輔佐人을 同伴 事 得홈. 

第6條 訴訟費用은 本人ㆍ代人 又 證人 等의 出頭日費와 及 裁判所에 呈
 書類認料 雜費用을 落訟者가 勝訴者에게 支辦미 可홈. 

第7條 訴訟人은 訟廷의 陳述ㆍ辨論기 前에 訴狀ㆍ答書外에 書面으로 自

己의 主張을 明瞭케 고 證據書類 呈 事 得홈. 

第8條 凡 書類 淨書야 二通을 作고 塗抹ㆍ改竄 個所에 押印
미 可홈. 

第9條 答書 訴訟提出 日로부터 十五日 以內에 呈게 미 可홈. 

第10條 裁判所에셔 訴訟人ㆍ證人ㆍ鑑定人 等을 召喚 時 必 召喚狀

을 領收므로부터 出頭時刻지 二十四時間 以上 間隙이 有미 

可홈. 

第11條 訟廷에셔 訴訟人ㆍ證人 其他者의 陳供 要領과 其他 事件에 必

要 事項의 筆記 記錄을 作야 當該 判事ㆍ書記가 記名고 

押印미 可홈. 

第12條 訴訟事件은 受理의 順序에 從야 番號 付고 其 順序로부터 

審判미 可홈. 

第13條 判決은 結審 後에 곳 行 거시오, 又 期日을 定야 此 行
 事 得미나 結審므로붓터 七日을 過미 可치 아니홈. 

第14條 判決書 左의 案에 準야 作미 可홈. 

     開國   年  第 何 號 

         判決書 

                   住址                               職業 

                        原告                          姓名 

                   住址                                職業 

                        被告                          姓名 

      判決의 要旨 

    被告 原告訴求에 應여 債錢을 辦償홈이 타당다.   訴訟費用은 被告의 擔當홈. 

           原告訴求에 應할만 理由가 無홈.                         原告

      理由 

 原告(被告)의 主張은 債券(證據)에 照여 其 正直줄을 認홈. 此에 對여 被告(原告)의 

訴答(陳供)은 某某然故로 正當이라고 며 可치 아니니 因야 原告의 訴求 被告의 訴求

 其 理由가 有홈. 

         開國 年 月 日 



- 308 -

第15條 訴訟人이 判決書의 謄本을 願 時에 規費 納야 此 請求

고 又 或은 許可 得야 謄寫 事 得홈. 

第16條 訴訟人이 判決을 執行코자  時에 其 事件 管轄되 裁判所

에 請求야 執行命令書 受미 可홈. 

第17條 裁判所 執行命令書 出給 時에 廷吏에게 命야 執行을 完

了게 미 可홈. 

第18條 執行命令書 左의 案에 準야 作호되 此 判決書에 添綴고 

裁判所印으로 契印미 可홈.

第19條 此 規程의 定 期間은 裁判所와 本人居住와 距離 應야 海ㆍ

陸路 八十里로 一日式 伸長홈. 

第2款 上訴裁判所 

第20條 上訴 原告人 又 被告人이 此 行믈 得홈. 

第21條 上訴期間은 判決있 日로붓터 十五日以內로 홈. 

      巡廻裁判所에 對 上訴 其 管轄되 巡廻裁判 開廷이 無 時
에 限야 上訴期間을 經過야 此 行 事를 得홈. 然이나 

次의 開廷後 十日을 經過믄 得치 못홈. 

第22條 上訴의 期間 中에 上訴가 있 時에 其 上訴 完了기지 判

決의 執行을 停止홈. 

               裁判所印             某某裁判所 判事姓名                   官印 

                                                         (會審判事 數名 有 時에 連署) 

                                              書記 姓名                   官印 

     執行命令書 

原告姓名 對 被告姓名 某某의 訴訟 

右 別書 判決의  대로 執行 事 命홈. 

      開國  年  月  日 

                             某某 裁判所 判事 姓名                           官印 

                                                          (會審判事 數名有 時에 連署) 

                                         書記 姓名                           官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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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3條 上訴 行 上訴의 旨意 記述 上訴狀을 上訴裁判所에 呈
미 可홈. 

第24條 上訴裁判所 原裁判所에 照會야 訴訟記錄을 送致라고 求 
事를 得홈. 

第25條 第1款의 規程이 本款의 規程과 牴觸치 아니 者 準用홈. 

第2章 刑事 

第1款 被告裁判所 

第26條 公訴狀은 左의 案에 準야 檢事가 此 作미 可홈. 

第27條 告訴 被害者가 며 告發은 官吏 又 被害者以外者가 미니 其 

狀은 左의 案에 準야 作미 可홈. 若狀을 作 遑이 無거나 

或 作홈을 能치 못 時에 口頭로 홈을 得홈 

公  訴  狀 

住址 

等分 

職業 

被告人 姓名 

年齡 

 右記者 何年何月何日 何處에셔 某某件을 盜取 其 事實은 被告의 陳供과 告訴人의 

告訴 竝 押收 某某의 物件에 由야 明홈. 此 法에 照니 盜罪로 某某刑에 處만

 者라 仍야 玆에 公訴에 提起홈. 

開國  年  月  日 

                                      某某裁判所 檢事 姓名    印

                        某某裁判所長  姓名  座下 

告  訴  狀 

住址               職業 

告訴人 姓名 

住址               職業 

被告人 姓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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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8條 私訴狀은 被害者로셔 左의 案에 準야 二件을 作야 呈미 可

홈. 

第29條 檢事 告訴ㆍ告發을 受야 犯罪調査上에 有罪로 思料 時에

 被告 何年何月何日 何處에셔 告訴人 所有 某某件을 盜取야시니 其 行爲가 法을 

犯 者로 思量홈 仍야 玆에 告訴홈 

證據物件은 別로 添付홈. 

開國  年  月  日 

告訴人 姓名    印 

某某裁判所檢事 姓名 座下 

告  發  狀 

住址            職業 

被告姓名 

 右 被告 姓名은 何年何月何日 何處에셔 姓名所有 某某件을 盜取야시믈 發見 事實

은 盜取物件과 其他 某某에 徵야 明白여야 事 犯法이라 仍야 玆에 告發홈. 

開國  年  月  日 

住址 等分 官名 職名 

告發人 姓名    印 

某某裁判所檢事 姓名   座下 

私  訴  狀 

被害者 姓名 

被告 姓名 

 被告 何年何月何日 被害者所有 某某件을 盜取 事 公訴와 其他 某某事實로 明白

홈 此故로 告訴人이 幾許의 損害 受였으니 此 辦償미 可기로 裁判기 請

願홈 

開國  年  月  日 

住址   職業 

被害者 姓名   印 

某某裁判所檢事 姓名   座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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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訴狀을 作고 證據物을 添付야 當該 裁判所에 向야 審

判을 請求미 可홈. 

第30條 裁判所 公訴로붓터 犯罪審判의 請求 受 時에 其 被告事

件의 番號 付야 其 順次 從야 公判을 開고 審判미 可

홈. 

第31條 公判을 開 時에 檢事와 竝 被告人에게 其 時日을 通報ㆍ達

示미 可홈. 

第32條 公判庭에셔 裁判長 或 判事 먼져 被告人의 姓名과 年齡ㆍ等分

ㆍ職業ㆍ住址ㆍ生長地 一切 備問미 可홈. 檢事 被告事件을 

陳述야 證據 提出고 且 法律의 適用에 付야 意見을 述
미 可홈. 裁判長ㆍ判事 犯罪에 關 被告人에게 訊問미 可홈.  

被告人은 無罪證據 提出고 且 辨論을 分明히 홈을 得홈. 

第33條 公訴의 辨論이 了 後에 被害者 被害事實을 證明미 可고 

被告人은 此 答辨 事 得홈. 

第34條 裁判長 又 判書 被告事件犯罪의 證據가 足 時에 法律에 照

야 刑罰을 適用고 有罪의 宣告 미 可홈. 又 被告事件犯罪

의 證據가 足치 못거나 或 罪가 될 만 것이 아닌 時에 無罪

 宣告미 可홈. 然이나 被告人이 入監야신 則 竝야 放免홈

을 宣告미 可홈. 

第35條 判決은 結審 後에 直行거나 或 期日을 定야 行미 可홈. 

然이나 結審므로붓터 七日을 過미 可치 아니홈. 

第36條 書記 公判庭에셔 檢事ㆍ被告人ㆍ證人 其他者의 陳供 大要와 

及 被告事件의 必要 事項을 筆記야 記錄미 可홈. 此 記錄에

 當該 判事와 書記가 名을 記고 押印홈. 

第37條 判決宣告書 左의 案에 準야 當該 判事가 此 作미 可홈.

判  決  宣  告  書 

住址      職業 

          姓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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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8條 檢事 死刑을 除 外에 上訴期間이 經過 後에 곧 刑罰의 執行

을 命야 此에 立會미 可홈. 또 裁判所書記 其 執行始末書 
作미 可홈. 

第2款 上訴裁判所 

第39條 上訴 檢事와 被告와 又 被害者로셔 此 行 事 得홈. 

第40條 上訴의 期間은 判決의 日로붓터 三日內로 홈. 

第41條 上訴 行 者 左開案의 上訴書 原裁判所에 呈미 可홈. 

第42條 原裁判所 上訴 잇 時에 上訴書와 홈께 記錄믈 上訴裁判所

에 送達미 可홈. 

       上訴가 巡廻裁判所에 屬 時에 其 管轄의 巡廻裁判所 次의 

開庭을 俟야 此 送達미 可홈. 

第43條 上訴가 理由가 有다고 決 時에 原判決을 取消고 다시 

          年齡 

 右 姓名에 對 某某事件은 檢事의 公訴에 由야 此 審理니 被告 何年 何月 

何日 何處에셔 某某事(被告의 陳供 其他 某某에 由야 明白야셔 某某의 罪에 該當홈, 

此 被告의 陳供 其他 某某에 徵야셔도 證據 足치 못홈) 仍야 某某法에 照야 被

告 (某某의 刑에 處홈 無罪放免홈) 押收 物件은 (所有者ㆍ被告人)에 還給홈. 

被告 此 宣告에 對야 三日內에 上訴 事 得홈. 

開國  年  月  日 檢事  姓名  立會宣告 

某某裁判所判事 姓名                  官印 

                              (會審判事 數名 有 時에 連署) 

書記姓名   官印 

上  訴  書 

 何年何月何日 被告姓名에 對 某某事件의 宣告홈을 未妥當 思量으로 上訴홈. 

開國  年   月   日 

                 (檢事 被害者 被告) 姓各                         印 拇 또 印 

某某裁判所長  姓名   座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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適當 判決을 爲야 無罪 時에 無罪 宣告고 或 無罪放

免을 宣告며 又 上訴의 理由가 無다고 決면 上訴 却下
고 加야 原裁判所檢事에게 通牒야 刑을 執行 手續을 게 

미 可홈. 

第44條 本款規定外에 本章 第一款의 規定에 牴觸지 아니 者와 及 

第1章 第1款 15ㆍ19ㆍ22條 準用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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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 第13號 民刑訴訟規則(1908.7.13)

第1章 通則

第1條 裁判所의 審問及裁判宣告 公開. 但 公安이나 風俗을 害 虞
가 有 時 審問의 公開 停止홈.

第2條 本法에 定 期間에 初日을 筭入지 아니. 但 時効期間의 初

日은 時間을 論치 아니고 全一日로 計筭홈.

一個月의 期間은 三十日이며 一個年의 期間은 曆을 從홈.

期間의 末日이 休暇日에 當 時 時効期間을 除 外에 此 
期間에 算入지 아니홈.

第3條 本法에 定 期間은 訴訟行爲 行 者가 裁判所所在地에 居住

치아니 時 其 拒離 從야 陸海路 每八十里에 一日을 伸長

호 八十里 未滿이라도 三十里 以上될 時도 亦同홈 

外國이나 交通不便 地에 在 者에게 裁判所 特히 附加期

間을 定을 得. 此 境遇에 前項의 規定을 適用치 아니홈.

第4條 官吏公吏의 作成 書類에 年月日及處所 記載야 署名捺印

며 每葉에 契印이 可홈.

第5條 官吏公吏가 書類 作成에 文字 改竄이 可치 아니. 若 

揷入이나 削除나 欄外記入을 行 時 此에 認印야 其 字數 
記載이 可. 但 削除 部分은 讀得기 爲야 字軆 仍存
이 可홈.

第6條 官吏公吏가아닌 者의 作成 書類에 年月日을 記載야 署名捺

印이 可. 若 署名기 能치 못 時 他人으로 代書케 며 

捺印기 能치 못 時 畵押거나 拇印이 可홈.

他人으로 代書케  境遇에 代書人이 其 事由 記載야 署名

捺印이 可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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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條 書類의 送達은 書記나 巡査나 其他裁判所의 定 送達者나 郵便

이나 公示의 方法을 依야 此 行홈.

第8條 送達者 書類의 送達을 受 만 者나 其 同居者로붓터 領受証

書 徵이 可. 若 此等者가 無故히 送達을 受치 아니거나 

領受証書 提出치 아니 時 報告書 作成이 可홈.

前項의 境遇에 領受証書나 報告書에 記載 日로 送達의 効
 生홈.

第9條 郵便으로 送達 境遇에 配達証明郵便이 아닌 時 裁判所의 定

 期間이 滿了 日에셔 送達의 効 生. 但 配達기 能치 못

 時 此限에 在치 아니홈.

第10條 裁判所 送達者나 郵便에 依야 送達기 能치 못으로 認 
時 送達은 送達 書類나 其 抄本을 裁判所의 揭示塲이나 其他

適用 處所에 公示야 此 行홈.

前項의 境遇에 裁判所의 定 期間의 滿了 日에셔 送達의 効
 生홈.

第11條 裁判所가 審問이나 裁判宣告 行에 裁判長이 其 期日을 定

야 書記로 呼出狀을 訴訟關係人에게 送達케 거나 適當 方
法으로 其 期日을 告知이 可홈.

第12條 裁判所의 審問及裁判宣告 定數의 判事及書記가 出廷야 此 
行. 但 刑事에 檢事의 立會 要홈.

第13條 裁判長은 公廷에셔 訴訟事件에 當야 審問及指揮 며 裁判所

의 威嚴이나 公廷의 秩序 維持기 爲야 必要로 認 時 在
廷者에게 退出을 命홈. 

第14條 裁判長은 必要로 認 時 訴訟關係人에게 對야 訴訟行爲에 

關 指導 行을 得홈.

第15條 裁判所 職權으로나 申請을 因야 證人訊問ㆍ檢證ㆍ鑑定ㆍ其他

一切証據調査及物件押收 거나 部員에게 命야 此 行케 
을 得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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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條 裁判所 証人及鑑定人의 請求 因야 旅費及日當金을 給홈.

第17條 書記 審問ㆍ物件押收ㆍ裁判宣告ㆍ其他 重要 處分에 當야 

調書 作成이 可홈.

調書에 裁判長과 書記가 共히 署名 捺印이 可. 若 署名捺

印기 能치 못 時 部員이 署名 捺印야 其 事由 記載이 

可홈.

第18條 判決의 宣告 裁判長이 其 主文을 朗讀야 此 行홈. 

判決의 理由 判決의 宣告와 同時에 朗讀거나 口頭로 其 要領

을 告이 可홈.

第19條 判決原本은 判事가 作成홈 

判決原本에 左開諸件을 記載이 可홈.

一 判決을 受 者의 表示

二 判決의 主文

三 事實及理由

四 裁判所名

檢事의 立會가 有 時 其 官 氏名도 此 記載이 可홈.

第20條 判事 中의 判決原本에 署名 捺印기 能치 못  者가 有 時 
他 判事가 其 事由 記載이 可홈.

第21條 判決原本에 書記가 宣告 年月日을 記入고 署名 捺印이 

可홈.

第22條 判決書의 謄本及抄本은 申請을 因야 此 送達. 但 裁判所 
必要로 認 時 職權으로 此 送達을 得홈. 

第23條 區裁判所 及地方裁判所 事件에 當야 管轄을 有치 아니으로 

認 時 其 事件을 管轄裁判所로 移送 判決을 行이 可.

但 地方裁判所 事件이 區裁判所의 管轄에 屬 것으로 認 時
라도 第一審의 判決을 行을 得홈.

移送의 判決은 其 移送을 受 裁判所 覊束홈.

第24條 民事의 原告나 被告나 或은 刑事의 被告가 審問期日에 出廷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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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時 裁判所 缺席判決을 行을 得홈.

第25條 第一審이나 第二審의 裁判所에셔 行 缺席判決에 對야 缺席

者로붓터 故障의 申提 行을 得홈.

第26條 故障期間은 民事에 判決送達의 日로붓터 十四日이며 刑事에 
罰金刑을 宣告 判決에 當야 其 判決送達이나 判決이 有을 

知 日로며 其他의 刑을 宣告 判決에 當야 判決이 有을 

知 日로붓터 五日로 홈.

第27條 故障은 缺席判決을 行 裁判所에 其 申提書 提出야 此 行
홈.

第28條 裁判所가 故障을 受理 時 訴訟은 缺席前의 程度 復홈.

第29條 再度의 故障은 此 許치 아니. 但 缺席에 過失이 無 時 
此 限에 在치 아니홈.

第30條 控訴 區裁判所나 地方裁判所의 第一審判決에 對야 此 許

. 但 缺席判決에 對야 缺席者로붓터 此 行을 得지 못

홈.

第31條 控訴期間은 判決宣告 日로붓터 民事에 一個月이며 刑事에 
五日로홈. 

第32條 控訴 其 申提晝 原裁判所에 提出야 此 行홈.

第33條 控訴裁判所 控訴의 理由가 無다  時 此 棄却 判決

을 行며 理由가 有다  時 原判決을 激消고 㪅히 本案에 

對야 判決을 行이 可홈. 但 管轄에 關 規定이나 訴訟手續에 

違背된 理由으로 原判決을 激消을 得지 못 홈.

第34條 上告 法令에 違背 判決됨을 理由로  時에 限야 此 
許. 但 缺席判決에 對야 缺席者로붓터 此 行을 得지 못 

홈.

第35條 財產權上의 請求에 關야 宣告 判決에 對야 上告 因
야 受 利益이 三十圜에 未滿 時 上告을 得지 못홈. 

拘留나 笞刑이나 二十圜以下의 罰金을 宣告 判決에 對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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亦同홈.

前項의 規定은 此 檢事에게 適用치 아니홈

第36條 上告裁判所 期間을 定야 上告申提人에게 對야 趣意書의 提

出을 命을 得홈.

前項의 期間 內에 趣意書의 提出이 無 時 上告 此을 取下

 者로 看做.

第37條 上告裁判所 趣意書 對手者에게 送達며 期間을 定야 答辯

書의 提出을 命을 得홈.

第38條 上告裁判所 書類에만 基야 判決을 行을 得홈. 

刑事에 被告 審問치 아니. 但 被告 審問에 當야 辯護

人을 差出을 得홈. 

上告裁判所 書類에만 基야 判決을 行 境遇라도 刑事에 
檢事의 意見을 聽이 可홈.

第39條 上告의 對手者 其 判決이 有기 前에 附帶上告 行을 得

. 

刑事에 上告裁判所의 檢事도 亦同홈. 

第40條 上告裁判所 原判決을 繳消 境遇에 事實에 當야 審理 
必要가 有으로 認 時 事件을 原裁判所로 還送거나 原裁判

所와 同等되 他裁判所로 移送 判決을 行이 可홈.

事件의 還送이나 移送을 受 裁判所 其 事件에 當야 上告裁

判所의 行 法律上 判斷에 基야 更히 審問及判決을 行이 可

홈.

第41條 上告判決은 宣告나 送達에 依야 此 告知. 但 刑事에 送
達前이라도 判決의 執行을 行도 無妨홈.

第42條 上告에 關야 第31條 乃至 第33條의 規定을 準用홈.

第43條 抗告 本法에셔 特許 境遇에 限야 此 行을 得홈.

第44條 抗告期間은 裁判宣告日로붓터 民事에 七日이며 刑事에 三日

로. 但 宣告치 아니 裁判에 當야 其 送達日이나 裁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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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을 知 日로붓터 起筭홈.

第45條 抗告 其 申提書 原裁判所에 提出야 此 行홈. 

原裁判所 抗告 理由가 有다  時 前 裁判을 㪅正고 

理由가 無다  時 速히 訴訟記錄을 抗告裁判所로 送致이 

可홈.

第46條 抗告裁判所 抗告 理由가 無다  時 此 却下 裁判

을 行고 理由가 有다  時 原裁判을 繳消고 㪅히 裁判을 

行이 可홈.

第47條 訴訟關係人이 天災 其他 避치 못 事變을 因야 故障이나 控訴

나 上告나 抗告에 關야 定 期間을 遵守키 能치 못 時 原
狀回復의 申提 行을 得홈.

第48條 原狀回復의 申提期間은 障碍의 止 日로붓터 民事에 十四日이

며 刑事에 五日로 홈.

第49條 原狀回復의 申提 其 申提書 原裁判所에 提出야 此 行홈.

第50條 原狀回復의 申提 行 者 其 申提와 同時에 前에 行기 

能치 못 訴訟行爲 追行이 可홈.

第51條 原狀回復의 申提가 有 時 裁判所 決定으로 裁判의 執行

을 停止을 得홈.

第52條 裁判所가 原狀回復의 申提 受理 時 申提人은 期間을 經過

을 因야 失 權利 回復홈.

第53條 再審의 申提 確定判決에 對야 左開 境遇에 此 許홈

一 裁判에 關與얏든 判事가 該 裁判에 關야 刑罰에 處된 時

二 判決의 憑據로  證書나 證言이나 鑑定이나 通譯의 虛僞 
事가 確定判決을 依야 證明된 時

三 同一事件에 當야 二個以上의 確定判決이 有 時 

刑事에 前項에 記載 境遇 外에 同一事實에 當야 共犯이 아

니고 別로 刑의 宣告 受 者가 有 時나 殺人事件에 當야 

其 被殺로 認얏든 者가 犯罪 後에 生存거나 犯罪 前에 死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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確證이 有 時도 亦同홈.

第54條 再審의 申提 再審의 原由가 有다  判決을 行 裁判所가 

此 管轄홈. 

上告 因야 確定判決이 된 事件에 當야 上告裁判所의 判

事에게 前條 第一項 第一號에 記載 事由가 有을 申提 境
遇 除 外에 控訴判決을 行 裁判所가 此 管轄홈.

第55條 再審의 申提 其 申提書 管轄裁判所에 提出야 此 行홈. 

第56條 裁判所가 再審의 申提 受理 時 其 審級을 從야 通常手續

을 依야 㪅히 審問及判決을 行이 可홈.

第57條 控訴나 上告나 抗告나 再審의 申提 民事에 當事者로붓터 
며 刑事에 檢事나 被告로붓터 此 行을 得홈.

第58條 在監者가 故障이나 控訴나 上告나 抗告나 原狀回復이나 再審의 

申提 行 時 司獄官을 經由야 其 申提書 提出을 得. 

此 境遇에 司獄官이 申提書 領受 日로 裁判所에 提出으

로 看做홈.

第59條 故障이나 控訴나 上告나 抗告 行을 得 者 期間內라도 其

權利 抛棄을 得홈. 

第60條 不適法 故障이나 控訴나 上告나 原狀回復이나 再審의 申提 
其申提書의 提出을 受 裁判所가 決定으로 此 却下. 原狀

回復及再審의 申提가 理由가 無 時도 亦同홈. 

前項의 決定에 對야 抗告 行을 得.

第61條 本法中 裁判長에 關 規定은 區裁判所判事 受命判事 及受托判事

에게 此 準用홈.

第62條 各級裁判所의 裁判이나 其他事由 因야 訴訟이 完決된 時 訴
訟記錄은 上級裁判所의 裁判書謄本과 共히 第一審裁判所에 保存
이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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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民事訴訟手續

第63條 訴訟目的의 價額은 起訴時의 價額을 依야 此 筭定홈.

利息 其外 果實 損害賠償及訴訟費用은 主된 請求에 附帶야 請

求 時 此 筭入치 아니홈. 

第64條 訴 被告의 居地 管轄 裁判所가 此 管轄홈. 

居地가 無 者나 居地 知치 못 者에게 對야 其 最後의 

住地 居地로 看做홈. 

法人에 當야 其 官衙나 事務所의 所在地 居地로 看做홈. 

第65條 不動產을 目的으로  訴 其 不動產의 所在地 管轄 裁
判所가 此 管轄을 得홈.

第66條 二人以上의 被告에 對야 訴 提起 境遇에 被告의 居地 管
轄 二個以上 裁判所가 有 時 原告 其中에 就야 選擇

을 得홈. 

前條의 規定을 從야 訴 提起 境遇에 不動產이 二個以上 裁

判所의 管轄區域內에 在 時도 亦同홈.

第67條 裁判所 當事者가 訴訟을 行 能力이 無으로 認 時 其 

代表者 指定을 得홈.

第68條 官廳이 當事者될 時 其 長官이나 其 長官의 指定 所屬官吏로

 其 代表者로 홈.

第69條 當事者 辯護士나 其他者에게 委任야 訴訟을 代理케 을 得

. 但 辯護士아닌 者로 訴訟代理人으로  時 裁判所의 許可 
受이 可홈.

訴訟代理人은 訴의 取下나 控訴나 上告나 或은 其 取下나 再審의 

申提나 復代理의 委任이나 和解나 强制執行에 關 訴訟行爲 行
에 當야 特別委任을 受을 要홈. 

第70條 共通 權利 有 者 共同야 訴 提起을 得홈. 

共通 義務 有 者에게 對야 共同被告로 야 此 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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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得홈.

第71條 訴 訴狀을 裁判所에 提出야 此 行홈.

訴狀에 左開 諸件을 記載이 可홈.

一 當事者의 表示

二 訴訟의 目的

三 請求의 原因된 事實關係

四 裁判所名

第72條 訴狀은 此 被告에게 送達이 可홈.

第73條 被告 答辯書 提出을 得홈.

第74條 裁判所 當事者의 主張及證據方法을 明確히 기 爲야 部員에

게 命야 準備審理 行케 을 得홈. 

準備審理 際에 主張치 아니 事項이나 提出치 아니 證據方

法은 審問에셔 此 制限을 得홈.

第75條 裁判所 無故히 呼出에 應치 아니 證人의 拿引을 命을 得

홈.

前項의 拿引에 當야 第158條 及 第159條의 規定을 準用홈.

第76條 當事者 裁判所의 定 바에 從야 訴訟費用을 豫納이 可홈.

第77條 訴訟의 結果에 當야 法律上 利害關係 有 第三者가 有 時
 其 事件의 繫屬 裁判所 申請을 因야 決定으로 其 利害

關係人으로 야곰 訴訟에 參加케 을 得홈. 

前項의 決定에 對야 抗告 行을 得홈. 

參加人에 對야 當事者에 關 規定을 準用홈. 

第78條 原告가 裁判所에 繫屬 事件으로 㪅히 起訴 時 裁判所 決
定으로 其訴 却下이 可홈. 

前項의 決定에 對야 抗告 行을 得홈.

第79條 當事者 雙方이 審問期日에 出庭치 아니 時 裁判所 㪅히 

期日을 定야 呼出狀을 發이 可홈.

裁判所 原告에 對 呼出狀에 新定 審問期日에 當事者 雙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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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出廷치 아니 時 訴 取下 者로 看做이 可 旨 
附記을 得홈. 

前項의 附記 行 境遇에 新定 審問期日에 當事者 雙方이 出

廷치 아니 時 訴 取下 者로 看做홈.

第80條 裁判所 當事者의 死亡이나 其他 當事者에 關 事由 因야 

訴訟을 進行기 能치 못으로 認 時 決定으로 訴訟手續을 

中止이 可홈.

中止 日로붓터 一個年內에 訴訟手續을 繼續 申請이 無 
時 前에 行 訴訟行爲 此 無効로 . 其 申請이 有야도 

却下된 時 亦同홈.

第81條 中止 訴訟手續에 當야 繼續의 申請이 有 時 裁判所 其 

許否에 關야 決定을 行이 可홈. 

當事者의 死亡을 因야 訴訟手續을 中止 境遇에 其 繼續의 申

請에 關야 行 決定에 對야 抗告 行을 得홈.

第82條 裁判所 他 訴訟의 結果가 裁判에 影響을 及 者로 認 時 
決定으로 他 訴訟이 完結에 至기지 訴訟手續을 中止이 

可홈. 

第83條 裁判所 判決을 行 時에 訴訟費用의 負擔에 當야도 判決을 

行이 可홈.

第84條 證據方法이 滅失되거나 其 使用이 困難케될 虞가 有 時 證據

保全기 爲야 證據調査의 申請을 行을 得홈.

前項의 申請은 訴의 提起後에 受訴裁判所로며 其 提記前에 
證據調査의 目的이될 人이나 物件의 所在地 管轄 區裁判所

로 此 行이 可홈.

第85條 和解 고져  者 對手者의 居地나 住地 管轄 區裁

判所에 和解기 爲야 對手者의 呼出을 申請을 得홈.

第86條 裁判所 訴訟의 如何 程度에 在을 勿問고 和解 勸誘
며 或은 部員에게 命거나 他裁判所判事에게 囑託야 此 勸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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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 을 得홈.

第87條 前二條의 境遇에 和解가 成立된 時 其 和解에 當야 調書 
作成이 可홈.

第88條 原告 訴 取下을 得. 但 訴狀을 送達 後에 被告의 承 

諾이 有을 要홈.

第89條 第79條의 規定은 此 控訴에 準用고 第72條 及前條의 規定은 

此 控訴及上告의 準用홈.

第90條 强制執行은 確定判決에 基야 此 行홈. 

裁判所에셔 行 和解 强制執行에 關야 此 確定判決로 

看做홈.

第91條 强制執行은 執行文을 附記 判決謄本에 依야 此 行홈. 

執行文의 附記 訴訟記錄이 存在 裁判所書記가 裁判長의 命을 

依야 此 行홈.

第92條 執行文의 附記 判決謄本의 末尾에 此 行홈. 

其文式은 左와 如홈.

此 謄本은 債權者 某 爲야 債務者 某에 對야 强制執行을 

行 効力을 有홈. 

第93條 判決謄本에 執行文을 附記 時 書記 判決原本이나 上級裁判

所로붓터 送付 受 判決謄本에 其旨及年月日을 記載이 可홈.

第94條 强制執行에 關야 其 目的物의 所在地 管轄 區裁判所로

 執行裁判所로 홈. 

第66條 第2項의 規定은 此 執行裁判所에 準用홈.

第95條 動產에 對 强制執行에 當야 其 動產의 所在地 管轄 
府尹 郡守나 或은 警察官署의 警視 警部로 執行官吏로 며 不

動產에 對 强制執行에 當야 其 不動產의 所在地 管轄 
府尹이나 郡守로 執行官吏로 홈.

第96條 執行官吏 自己의 責任으로 其廳所屬主事나 巡査로 執行行爲

 行케 을 得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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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7條 執行官吏 其 職務 行에 當야 必要가 有 時 警察官吏

의 援助 求을 得홈.

第98條 執行官吏가 其 職務 行에 當야 故意나 重大 過失을 因
야 債權者나 其他人에게 損害 及 時 此 賠償 責에 任

.

第99條 强制執行을 求에 其 執行行爲 行 執行裁判所나 執行官吏

에게 執行力이 有 判決謄本을 提出이 可홈.

第100條 執行費用은 債務者의 負擔으로 홈.

前項의 費用에 當야도 强制執行을 行이 可홈.

第101條 執行費用의 辦償은 執行官吏가 强制執行을 行 物件이나 金額 

中에셔 最先扣除야 此에 充이 可홈.

第102條 執行裁判所나 執行官吏 債權者에 對야 執行官吏의 旅費 及 

日當金 其他强制執行에 當야 必要 費用의 豫納을 命이 可

홈. 

債權者가 前項의 命令을 從치 아니 時 强制執行을 行치 아니

을 得홈. 

執行官吏의 旅費及日當金은 官吏의 出張旅費支給에 關 規定을 

從홈. 

第103條 執行力이 有 判決謄本을 有 債權者 押收債權者가 債權의 

辦償을 受기 前에 限야 强制執行에 當야 加入을 求을 得

홈.

第104條 執行官吏 强制執行에 當야 調書 作成야 關係書類와 共히 

此 執行裁判所로 送致이 可홈. 

執行調書에 左開 諸件을 記載이 可홈.

一 債權의 表示

二 强制執行의 目的物及其價額의 表示

三 强制執行의 顚末

四 立會人이 有 時 署名捺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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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 强制執行을 行 處所及年月日 

第105條 執行裁判所나 執行官吏 債務者가 全部의 辦償을 行 時 其 

證明書 及 執行力이 有 判決謄本을 此에 交付고 一部의 辦償

을 行 時 其 證明書만 此에 交付고 且 執行力이 有 判決

謄本에 一部辦償 旨 附記야 此 債權者에게 還付이 可

홈.

第106條 債權者나 債務者나 其他 利害關係人은 强制執行에 關야 執行 

裁判所에 異議의 申提 行을 得홈.

第107條 前條의 申提가 有 時 執行裁判所 債權者나 債務者나 其他 

利害關係人에게 保證을 立케 거나 此 立케 아니고 强制執行

의 開始나 停止나 續行이나 繳消 命을 得홈.

第108條 强制執行에 關야 執行裁判所의 行 裁判은 執行官吏 覊束 

홈.

第109條 動產에 對 强制執行에 債務者로 立會케 이 可홈 若 債務者 

의 立會가 無 時 其 家族이나 適當 者로 立會케 이 可홈.

第110條 動產에 對 强制執行은 債務者의 所有物件을 押收야 此 行 

. 但 第三者가 其 物件을 持 境遇에 提出을 拒絶 時 此
 押收을 得지 못홈. 

第111條 左開 物件은 押收을 得지 못홈.

一 債務者 及 其 家族의 生活 及 職業 에 不可缺 物件

二 勳章 其他 名譽의 證標

三 祭祀及禮拜의 用에 供 物件

四 系譜及信章

第112條 押收物件은 執行官吏가 評價야 債權者에게 交付거나 此 放
賣야 其 賣得金을 債權者에게 交付이 可흠.

第113條 動產에 對 强制執行에 當야 加入을 求 債權者가 有 時
 執行官吏 前條의 規定을 從야 各 債權額에 應야 押收物

件이 나 其 賣得金을 交付이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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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4條 債權者가 押收物件의 交付 受 時 其 物件에 對 所有權을 

取得호 評價額을 從야 債權의 一部나 全部의 辦償을 受 者
로 看做홈. 

評價額이 債權額을 超過 境遇에 債權者 其 差額을 債務者

에게 出給지 아니면 債權額 以下에 相當 物件 外에 交付 受
을 得지 못 홈. 

第115條 執行官吏가 債權證書 押收 時 第104條에 記載 書類와 共

히 執行裁判所로 送致이 可홈. 

前項의 境遇에 裁判所의 相當으로 認 價額으로 證書面의 

債權을 讓受코  者가 有 時 裁判所 其 對價 徵收
야 債權移轉의 旨 證書에 附記야 此 讓受人에게 交付이 

可. 但 押收債權者나 加入債權者가 讓受人될 時 其 對價로 
即時 辦償에 充當. 此 境遇에 前條 第二項의 規定을 準用홈.

第116條 前條의 境遇에 讓受人은 第三債務者에게 對야 債權移轉 旨
 通知치 아니면 此로 第三債務者 及其他者에게 對抗을 得

치 못 홈.

第117條 債權証書의 讓受人이 無 時 其 證書에 對 押收 此 解
除.

第118條 滊船及五十石以上의 帆船에 對 强制執行에 當야 不動產에 

對 强制執行의 規程을 準用홈.

第119條 執行官吏가 船舶을 押收 時 其監守保存其他必要 處分을 行

이 可홈.

第120條 强制執行을 因야 船舶의 所有權을 移轉 境遇에 債務者의 

行爲 要 時 執行官吏 債務者 代야 其 行爲 行을 

得홈.

第121條 不動産에 對 强制執行은 執行官吏가 左開 事項을 公告야 此

 開始호 此 公告 押收의 效 生홈.

一 債權者及債務者의 表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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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不動產及其所有者의 表示

三 强制執行기 爲야 前記不動產을 押收 旨
四 公告의 年月日及執行官吏의 氏名

第122條 典當의 公證이 有 不動產에 對야 其 擔保 債權及執行費

用을 報償고 剩餘가 生 可望이 有 境遇外에 强制執行을 

行이 可치 아니홈.

第123條 押收 不動產에 當야 其 押收以後의 所有者의 行 處分은 無

効로 홈.

第124條 執行官吏 押收 不動產에 當야 公賣의 期日及處所 定야 

十四日以上에 左開 事項을 公告이 可홈. 

但 公賣期日은 公告 日로붓터 二十日以上三十日以下의 期間을 

存을 要홈.

一 不動產의 表示

二 前記 不動產은 入札을 依야 公賣 行니 買受希望者 某
日 某時 某處에 入札을 行 旨 

三 公告의 年月日及執行官吏의 氏名

第125條 執行官吏 入札에 當야 定 日時 過 後에 即時 入札人의 

面前에셔 開札고 最高價의 入札人을 落札人으로 定이 可. 

但典當의 公證이 有 不動產에 當야 入札의 最高價가 典當債權

及執行費用을 報償키 不足 時 落札人을 定치 아니고 其 不

動產에 對 强制執行을 解除이 可홈. 

第126條 執行官吏가 落札人을 定 時 左開事項을 公告이 可홈.

一 公賣에 付 不動產의 表示

二 落札人의 氏名及落札金額 

執行官吏 前項의 公告 行과 同時에 落札 旨 落札人에

게 通知고 期間을 定야 落札代金을 納入을 命이 可홈.

第127條 落札人은 落札代金을 納入 時 公賣에 付 不動產의 所有權

을 取得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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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項의 境遇에 執行官吏 落札人에게 落札證明書 付與고 

且 土地家屋證明規則에 準야 土地家屋證明簿에 所有權移轉에 關

 記入을 行이 可홈. 

第128條 執行官吏 落札代金을 押收債權者에게 交付이 可. 但 落札

貸金이 債權額을 超過 時 其 差額을 債務者에게 交付이 可

홈. 

公賣 不動產에 對야 典當債權者가 有 時 執行官吏 落
札代金 中에셔 其 債權에 相當 金額을 扣除 後가 아니면 前項

의 處分을 行을 得지 못 홈.

第129條 不動產에 對 强制執行에 當야 加入을 求 債權者가 有 時
 執行官吏 前條의 規定을 從야 各 債權額에 應야 落札代

金을 交付이 可홈.

第130條 入札人이 無 時나 落札人이 落札代金을 納入치 아니 時 押
收債權者나 加入債權者나 典當債權者 執行官吏가 相當으로 認

 價額으로 公賣에 付 不動產을 讓受을 得홈. 

前項의 境遇에 第114條, 第125條 但書, 第127條 第2項 及 第

128條의 規定을 準用홈.

第131條 不動產의 强制執行에 關 公告 府廳이나 郡衙의 揭示塲 其他

適當 處所에 揭示야 此 行이 可홈.

公告 前項以外의 新聞紙에도 此 行을 得홈.

第132條 特定 動產이나 不動產의 引渡 目的으로  强制執行에 當

야 執行官吏 債務者의 占有 解고 其 動產이나 不動產을 

債權者에게 引渡이 可홈.

前項의 强制執行에 當야 其 動產이나 不動產의 所在地 管
轄 警察官署의 警視나 警部로 執行官吏로 홈.

第133條 直接履行을 强制기 可치 못 性質의 債務 宣告 判決에 基

 强制執行에 當야 執行裁判所 債權者의 申提 因야 其 

判決의 趣旨 達기 適當 處分을 定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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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項의 强制執行에 當야 債務者의 居地 管轄 區裁判所

로 執行裁判所로 홈.

第134條 前條의 强制執行을 行에 當야 執行官吏 必要로  境遇

에 執行裁判所 執行行爲 行 地 管轄 府尹 郡守나 

或은 警察官署의 警視 警部 中에셔 此 定홈.

第135條 訴의 繫屬 裁判所 强制執行을 保全기 爲야 原告의 申提

 因야 保證을 立케 고 被告의 動產이나 不動產에 對야 假

押收 命거나 訴訟의 目的에 關야 假處分을 命을 得홈.

裁判所 被告의 申提 因야 保證을 立케 고 假押收나 假處

分을 繳消을 得홈.

第136條 假押收命令의 執行에 當야 動產及不動產의 押收에 關 規定

을 準用. 但 動產의 假押收에 當야 評價 後에 債權者에게 

其 保管을 命이 可홈.

第137條 假處分의 當야 裁判所 原告의 申提 目的을 達에 必要

 處分을 定홈.

前項의 命令의 執行에 當야 第132條 第2項 及 第133條 第2

項의 規定을 準用홈

第138條 債務者의 財產에 對 强制執行을 求을 得 債權者 第一審

의 受訴裁判所에 執行力이 有 判決謄本을 提出야 債務者의 留

置을 申請을 得. 但 財產의 對 强制執行을 求 後에 此
限에 在치 아니홈.

前項의 留置 申請 債權者 裁判所의 定 바에 從야 留

置費用을 豫納이 可홈.

第139條 債務者의 留置에 當야 刑事被告의 拘留에 關 規定을 準用

홈.

第140條 留置費用은 債務者의 負擔으로 야 債務者의 債權에 加算홈. 

第141條 裁判所 職權으로나 申請을 因야 何時라도 債務者의 留置 
繳消을 得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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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3章 刑事訴訟手續

第142條 公訴 被告의 所在地나 犯罪地 管轄 裁判所가 此 管轄

홈.

第143條 同一被告에 對 同一事件의 公訴가 數個裁判所에셔 起 時 
最初에 公訴 受 裁判所가 此 管轄홈.

第144條 同一被告에 當야 裁判所의 審級이 不同 數個犯罪가 有 時
 其 公訴 上級裁判所가 併야 此 管轄홈.

第145條 共犯에 對 公訴 一個裁判所가 併야 此 管轄홈을 得홈.

第146條 被告가 公訴 受 裁判所의 管轄區域 內에 在치 아니 時 
裁判所 其 所在地 管轄 裁判所로 審問 及 判決을 囑託홈

을 得홈.

第147條 外國에 在 被告에 對야 公訴 提起 時 京城으로 其 

所在地로 看做홈.

第148條 公訴의 提起權은 犯罪의 終 日로붓터 左開 期間을 經過 時 
時効 因야 消滅홈.

一 拘留나 笞刑에 該當 罪 一個年

二 罰金이나 禁獄이나 五年 以下의 流刑이나 役刑에 該當 罪  
三個年

三 十五年以下의 流刑이나 役刑에 該當 罪 五個年

四 終身의 流刑이나 役刑에 該當 罪 七個年

五 死刑에 該當 罪 十個年

第149條 檢事 犯罪가 有홈으로 思量 時 其 搜査 行이 可홈.

第150條 警視 警部 司法警察官이라 야 檢事의 指揮 受야 犯罪 
搜査이 可홈.

巡査 司法警祭吏라 야 檢事 及 司法警察官의 指揮 受야 

犯罪搜査의 補助 行이 可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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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1條 司法警察官은 司法警察事務에 關야 檢事의 命令을 從이 可

홈.

第152條 告訴 告發은 檢事나 司法警察官에게 此 行이 可홈.

 告訴 告發은 代人에게 委任야 此 行홈을 得홈. 

第153條 搜査에 當야 被告의 訊問, 逮捕, 拿引, 拘留, 證人의 訊問, 

拿引, 鑑定, 檢証, 家宅搜索 及 物件押收 行홈을 得홈. 但 司法

警察官은 檢事의 許可가 有치 아니면 十日 以上 被告 拘留홈

을 得지 못홈.

訊問, 檢証, 家宅搜索及物件押收 行 時 調書 作成이 

可홈. 鑑定에 當야 鑑定書 徵치 아니 時도 亦同홈.

第154條 司法警察官이 搜杳 終 時 事件을 管轄裁判所의 檢事에게 

送致이 可홈.

第155條 公訴의 提起 書面으로 此 行홈. 但 急速을 要 時 口頭

로 此 行을 得홈.

第156條 裁判所나 檢事 犯罪事實을 發見기 爲야 不得已 境遇에 

限야 死軆의 解剖나 墳墓의 發掘을 命홈을 得홈.

第157條 裁判所 被告의 拿引 拘留 及 証人의 拿引을 命고 家宅 搜索

을 行며 或은 部員에게 命야 此等의 處分을 行케 홈을 得홈.

第158條 拿引이나 拘留 命홈에 令狀을 發이 可홈.

令狀에 事件 及 令狀을 受 者의 表示 命令事項 幷 年月日을 

記載고 令狀을 發 官吏가 署名捺印이 可홈.

第159條 令狀은 巡査가 此 執行홈.

令狀을 執行 時 巡査 其 令狀에 執行 日時 及 處所 記
入고 署名 捺印야 此 發 官吏에게 提出이 可홈.

第160條 裁判所나 檢事 保証을 立케 거나 立케 아니고 拘留 受 
被告의 放釋을 得홈.

第161條 放釋된 被告가 逃亡거나 無故히 呼出에 應치 아니 時 放釋

의 命令을 繳消고 且 保証金을 沒收을 得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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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2條 審問에 被告 辯護士나 其他人을 辯護人으로 用을 得홈. 但 

辯護士아닌 者 辯護人으로  時 裁判所의 許可 受이 可

홈.

第163條 控訴 及 上告 其 判決이 有기 前에 此 取下을 得홈.

第164條 刑은 確定決判에 基야 此 執行홈. 但 死刑은 法部大臣의 命

令이 有치 아니면 此 執行을 得지 못홈.

第165條 判決의 執行은 其 判決을 宣告 裁判所檢事의 指揮 因야 此

 行홈. 

第166條 刑의 宣告 受고 其 執行을 脫 者나 缺席判決을 因야 刑

의 宣告 受 者에 對야 檢事 逮捕狀을 發을 得홈.

逮捕狀은 拘留狀과 同一 効力을 有홈.

逮捕狀에 當야 第158條 及 第159條의 規定을 準用홈.

第167條 法令에셔 罰치 아니 行爲에 對야 刑을 宣告거나 相當 
刑보다 重 刑을 宣告 境遇에 上告 者가 無고 其 判決이 

確定된 時 上告裁判所의 檢事 何時라도 其 裁判所로 非常上告

 行홈을 得홈.

非常上告에 當야 上告에 關 規定을 準用홈. 

第168條 犯罪로 因야 損害 受 者 其 損害 回復기 爲야 公

訴의 第一審判決이 有기 前에 其 公訴에 附帶야 私訴 提
起을 得흠.

第169條 私訴의 訴訟手續에 當야 公訴에 關 規定을 準用며 其 判

決의 執行에 當야 强制執行에 關 規定을 準用홈.

第170條 第一審裁判所 訴訟의 事實關係 私訴로 審問기 不便으로 

認 時 決定으로 私訴 却下을 得홈.

附則

第171條 本法施行前에 判決을 經 事件으로 本法施行日에 舊法의 申訴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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限이 아직 經過지 아니 控訴에 當야 本法施行日로붓터 其 

期間을 起算홈.

第172條 從來의 裁判所 及 郡守의 行든 判決에 對 控訴나 或은 控訴

에 關 原狀回復의 申提 其 申提書 上級裁判所에 提出야 

此 行도 無妨홈.

第173條 郡守의 行 判決에 對 再審의 申提 管轄區裁判所의 開廳 前

에 其 管轄區域을 管轄 地方裁判所가 此 管轄홈.

第174條 第62條의 境遇에 第一審裁判所가 從來의 裁判所나 郡守로 其 管

轄區域을 管轄 區裁判所가 開廳되지 아니 時 其 區域을 

管轄 地方裁判所가 訴訟記錄을 保存이 可홈.

第175條 本法에 依야 執行裁判所될 區裁判所의 開廳 前에 其 管轄區

域을 管轄 地方裁判所로 執行裁判所로 홈.

第176條 從前의 法令中 本法의 規定에 抵觸이나 此와 重複된 者 廢止

홈.

第177條 本法은 隆熙2年 8月 1日로붓터 此 施行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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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大全≫(1905.5.29) 민사소송 관련 조문 

第1編 法 例

 第1章 用法範圍

  第2節 聽理區域

第6條 原告외 被告가 他地方에 各在 者 被告住在 官司에 告訴이

라. 

但 山訟과 田土訟은 山在土在官에 告訴이라. 

  第5節 期限通規

第16條 聽訟 期限은 一應詞訟이 二十年 以內에 在 者로 定이라. 

第20條 申訴 期限은 刑事 宣告 後 五日 以內며 民事 判決 後 十

五日 以內로 定이라. 

≪刑法大全≫ 條文 目次
第1編 法 例

 第1章 用法範圍

第2編 罪例

 第1章 犯罪分析

第3編 刑例

 第1章 刑罰通則

第4編 律例上

 第1章 反亂所干律

 第2章 職權所干律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第4章 詐僞所干律

 第5章 神明所干律

 第6章 棄毁所干律

 第7章 閽禁所干律

 第8章 喪葬及墳墓所干律

第5編 律例 下

 第9章 殺傷所干律

 第10章 姦淫所干律

 第11章 婚姻及立嗣所干律

 第12章 賊盜所干律 

 第13章 財産所干律

 第14章 雜犯律

附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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但 距遠 地方에 期限을 除 外에 每 一日에 八十里로 計算

이라. 

第22條 民事執行은 判決 日에 直行이라. 

第27條 買賣 後 還退 期限은 田地나 家舍 五日이며 馬牛驢騾 等

類 三日로 定이라. 

第28條 徵償 期限은 裁判費用이나 損害賠償이나 贓物이나 公私債錢

을 各히 判決後 三十日 以內로 定호 若히 限內 難辦 境遇에 

該犯이 請願거든 三次展限을 許호 摠히 九十日을 無過이

라. 

  第7節 名稱分析

第55條 申訴라 稱은 管下裁判所에 不服 訴訟을 上司裁判所에 呈訴
을 謂이라. 

第57條 執行이라 稱은 公有나 私有 財產에 干犯이나 應償 義務가 

有 人의 財產을 押收을 謂이라. 

第3編 刑例

 第1章 刑罰通則

  第1節 刑名 刑具 及 獄具

第104條 平理院과 各 裁判所에셔 公私罪 勿論고 法律 適用上에 疑義

가 生 時 各該件 一切文案을 添付야 法部大臣에게 質稟야 

指令을 待야 處決이라. 

  第17節 徵償處分

第170條 公私債 勿論고 應償 者가 過限 或 逃避 時 其 家産을 

執行이라. 

第4編 律例上

 第2章 職權所干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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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16節 越權律

第266條 司法官이 아닌 訴訟을 受理 者 笞 一百에 處이라. 

第3章 斷獄及訴訟所干律

  第1節 訴訟違犯律

第274條 訴訟 本管 司法官에게 由치 아니고 上司에 越訴 者 
笞 五十에 處이라. 

第275條 訴寃다 稱고 蹕路擊錚거나 登山擧火 者 禁獄 五個月

에 處이라. 

第276條 事件이 細微야 該管官司에셔 聽理 만 者 冒濫히 上言 
者 笞 八十이며 誣罔 者 懲役 三年에 處이라. 

第277條 依法斷決야 寃枉이 無 事나 遇赦야 宥免 事나 其他 

非理의 事로 起訴 者 笞 一百에 處이라. 

第279條 自己訴寃을 除 外에 本管官이나 吏典 使役이 該上官이나 部民

이 該管官을 告訴 者 笞 一百이며 他人을 陰囑야 發狀 者

도 同論호 該事案은 聽理치 아니이라. 

第280條 告訴다 稱고 聚衆야 本管官司 挾制 者 懲役 十五年

이며 他官司에 一等을 減고 因야 人을 傷거나 官物을 毁

破 者 懲役 終身이며 人을 殺 者 絞에 處이라. 

但 官吏의 貪虐을 因야 起鬧 者 本條에 依야 各히 一

等을 減이라. 

第281條 山訟을 見屈야 掘移기로 納侤 後에 逃匿 者 笞 一百

에 處고 該塚은 自官掘移이라. 

第282條 民事訴訟에 落科야 納侤고 逃避 者 笞 一百에 處이

라. 

  第5節 犯人及誣人謀免裁判律

第298條 裁判 場에 原告나 被告가 無故히 延拖야 趁時 就訟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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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者와 民刑事 勿論고 裁判上에 作証얏다가 臨時 謀免

 者 幷히 笞 六十에 處이라. 

  第11節 聽理違犯律

第314條 司法官이 匿名書 受理 者 笞 一百에 處이라. 

第315條 期限이 過 詞訟을 聽理 者 笞 四十에 處고 受財 者 
計贓야 該事가 曲거든 第631條 枉法律로며 直거든 不枉法律

에 依야 科斷이라. 

第316條 司法官이 自己親屬이나 雇工이나 婚姻家나 受業師나 讎嫌이 曾

有 人의 訴訟을 受理 者 笞 四十에 處이라. 

第318條 司法官이 應히 受理 訴狀을 受理치 아니 者 左開에 依
야 處이라. 

一 反亂의 告擧 卽히 受理치 아니거나 逮捕치 아니 者 
流 五年에 處호 因야 衆을 聚야 亂을 作에 致 者 流 

終身이며 城池 攻陷거나 人民을 劫掠에 致 者 絞 

二 親屬을 毆打나 殺死 告擧 受理치 아니 者 笞 一百 

三 殺人이나 强盜 告擧 受理치 아니 者 笞 九十 

四 鬪毆 婚姻 田宅 山訟 等事의 訴訟을 受理치 아니 者 各히 

犯人의 罪에 二等을 減호 笞 八十에 止이라. 

五 婚姻 田宅이나 其他 訴訟이 民事에만 止 者 受理치 아니

 者 笞 三十 

六 本條 諸項의 所犯이 阿私로 由 者 各히 一等을 加고 受

財야 贓이 重 者 第六百三十一條 枉法律로 論이라. 

第319條 司法官이 權限內에 應審 訴狀을 他官司에 推故轉委 者 第

三百十八條 諸項에 依야 科斷이라. 

  第16節 斷決及放免違限律

第343條 民刑事로 裁判 場에 原告나 被告가 對質 事이 無 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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稽留야 三日이 過도록 放回치 아니 者 笞 二十호 每 三

日에 一等을 加야 笞 四十에 止고 因야 死에 致 者 笞 

一百에 處호 私讎 挾 者 懲役 十年에 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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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11】개화기 민사소송제도관련 年表

期 연도 민사소송관련 법률, 중요민사판결문, 법부훈령, 연대기자료 

제

1

기

1894

 6. 25: 軍國機務處를 설치

 6. 28: ｢各衙門官制｣에서 法務衙門 설치

 7. 28: 議案 ｢法務衙門官制增補｣
 8. 29: 議案 ｢掖隸 및 各衙門 各宮所屬兵丁 중 民事刑事犯處理에 

관한 건｣
12. 12: 고종이 獨立誓告文과 ｢홍범14조｣반포

12. 16: 奏本 ｢私債중 文憑이 없는 者는 聽理를 許諾치 아니하는 

건｣

1895

 3. 25: 法律 第 1號 ｢裁判所構成法｣
 3. 25: 勅令 第50號 ｢裁判所處務規程通則｣
 3. 29: 奏本 ｢民事와 刑事를 區分하는 件｣
 3. 29: 勅令 第45號 ｢法部官制｣
 4. 11: 法部告示 제1호 ｢裁判用紙에 관한 件｣
 4. 16: 法部令 第1號 ｢漢城裁判所 設置에 關한 件｣
 4. 22: 첫 번째 漢城裁判所 판결: 漢城裁判所, 1895. 4. 22, 開國 

504년 제72호

 4. 29: 法律 第7號 ｢監營留守營 及其他地方裁判의 上訴를 高等裁

判所에서 受理 審判하는 件｣

범례

1. 개화기 민사소송제도 관련 年表는 이 연구에 인용된 법령, 판결, 연

대기자료 등을 정리한 것이다.

2. 年表이므로 시간의 순서에 의해 정리하였다.

3. 期에 의한 분류는 이 연구의 기 제1기(도입기), 제2기(발전기), 제3

기(정착기)에 의한 분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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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9: 法部令 第3號 ｢民刑訴訟規程｣
 5.  2: 法律 第7號 ｢監營留守營 及其他地方裁判의 上訴를 高等裁

判所에서 受理 審判하는 件｣ 
 5.  3: 法部令 第4號 ｢民刑訴訟의 節次에 관한 件

 5. 12: 法律 第10號 ｢高等裁判所에 豫備判事를 置하는 件｣
 5. 20: 첫 번째 高等裁判所의 판결: 高等裁判所, 1895. 5. 20, 開

國 504년 5월 20일 제1호

 5. 22: 勅令 第22號 ｢開港場 及 地方裁判所判事事務處署理에 관

한 件｣
 6.  1: 法部令 第6號 ｢漢城開港場地方裁判所의 民刑事事件 審理중 

指令을 請하여 行하는 件｣
 6.  1: 法部訓令 第2號 ｢各府觀察使ㆍ參書官ㆍ郡守가 判檢事事務

를 執行하는 件｣ 
 6. 25: 勅令 第134號 ｢判事ㆍ檢事ㆍ判事試補ㆍ檢事試補 官等俸給

令｣
 7. 17: 法部令 第8號 ｢執行處分規則｣: 강제집행관련 법률

 7. 17: 法部令 第9號 ｢廷吏規則｣: 정리규칙 제6조에 의해 缺席判

決의 근거 마련하고, 정리의 권한범위 규정

12. 10: 奏本 ｢地方官制를 改定하기 前까지는 內部의 訴訟을 當分

間 漢城府尹으로 하여금 聽理케 하는 件｣

1896

 1. 15: 勅令 第5號 ｢各郡郡守로 該管內訴訟을 聽理하게 하는 件｣
 4.  7: ｢法部訓令｣ 민사소송에서 태는 20대한도로 사용. 

10. 13: ｢法部訓令｣ 일단 판결을 거친 사건은 다시 수리하지 말 

것이며, 고등재판소에서 판결한 사건은 지방재판소가 다시 

수리하지 못하게 함(판결의 확정력 보장)

12. 26: 法部訓令 ｢裁判所細則｣

1897
 9. 12: 勅令 第37號 ｢京畿裁判所設置에 관한 件｣
11.  1: 法律 第2號 ｢漢城裁判所官制ㆍ規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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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

 1. 27: ｢高宗皇帝 詔勅｣: 법부대신 이유인의 상소를 받아들여 한

성재판소와 경기재판소를 폐지하고 재판사무를 한성부와 

경기관찰부로 이관시킨다는 조칙

 2.  9: 勅令 第6號 ｢京畿裁判所를 京畿觀察府에 設置하는 件｣
 2.  9: 勅令 第5號 ｢漢城府裁判所官制規程｣
 2.  9: 한성재판소 경기재판소 폐지

11.  3: ｢法部訓令｣ 민사소송에서 재판소의 판결서를 첨부하지 않

고 고등재판소에 상소하면 수리하지 않음

1899

 1.  9: ｢高等裁判所 訴訟章程｣: 지방재판소에 재판심급관할, 상소

기간, 판결서 선급, 소송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칙함. 특히 

소장을 두 장을 제출하여 한 장은 재판소에서 存案하게 

함.

 5. 30: 法律 第3號｢裁判所構成法 改正｣: 고등재판소를 평리원으로 

개칭

 5. 30: 勅令 第26號 ｢法部官制改正에 關한 件｣: 당사자의 청원에 

의한 재심리 인정규정(판결의 확정력을 위협하는 규정)

1900

 4. 27: 奏本 ｢山訟事件을 民事로 聽審하는 件｣: 산송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구분되지 않았는데, 산송사건은 민사로 처리하기

로 함.

11. 30: 勅令 第48號 ｢漢城裁判所官制 改正｣: 다시 행정관리가 수

반판사 및 판사를 겸임하는 것을 금지함.

1901

 7. 22: 勅令 第48號 ｢漢城府裁判所官制 改正｣: 수반판사는 다시 

판윤이 겸임함.

 8. 28: 한성부재판소 판결(漢城府裁判所, 1901. 8. 28, 光武 5년 

민제7호, 제4호)부터 패소의 소송비용부담의 원칙을 지키

지 않고, “소송비용은 (원ㆍ피고가) 각자 부담한다”고 함.

1902         민사재판 관련 법령, 판례, 훈령이 거의 없음. 

1903  8.  6: 이 날자 판결부터 다시 소송비용을 패소자부담의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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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漢城府裁判所, 1903. 8. 6, 光武 7년 제96호)

1904
 4.  2: 勅令 第9號 ｢漢城裁判所官制 改正｣: 한성부윤이 판사를 겸

하지 않음. 한성재판소 판사직의 독립

제

2

기

1905

 4. 18: ｢法部訓令｣ 재판소는 민사소송에서 판결서를 발급할 것이

며, 판결서를 成冊하여 법부에 보고하며 법부에서 등사하

여 각 재판소에 보내도록 함. 

 5. 29: ≪刑法大全≫ 반포: 구본신참으로 대한제국 마지막 자주적 

입법의 형법전이지만, 민사소송의 준거법으로 적용.

 6. 29: ｢法部訓令｣ 민사채무자 구류를 하지 말 것이며, 구류된 사

람을 빨리 판결하여 석방할 것을 한성재판소에 훈령함.

 7.  7: ｢法部訓令｣ 민사소송에서 형법대전을 당분간 사용하며, ≪

刑法大全≫ 제16조 청송기한의 의미 설명함.

11.  8: 法律 제5호 ｢辯護士法｣: 한국에서 변호사제도의 최초 등장

11. 14: 法部令제3호 ｢辯護士試驗規則｣ㆍ法部令, 제4호｢辯護士名簿

記錄規則｣: 변호사를 시험을 통해 선발할 기틀 마련하였

고, 변호사 허가를 얻으면 명부에 등록하고 관보에 공고

함.

11. 17: 韓日協商條約(乙巳條約) 체결: 외교권 이양조약이지만, 통

감부의 설치와 시정개선 협의를 통해 내정간섭의 본격화

시작.

1906

 3. 31: 勅令 第14號 ｢平理院以下各裁判所司法官及主事裁判正服規

則｣: 판사가 재판정복을 입게 됨.

 7. 30: 소송참가인에 대한 최초의 판결 등장: ‘쌀값(白米價)에 관

한 건’, 漢城裁判所, 1906. 7. 30일, 光武 10년 제332호 

10. 10: ｢法部訓令｣ 觀察과 府尹의 職權 道觀察使가 판사를 겸임

하였고 府尹(군수)은 검사를 겸함.

10. 11: 大韓每日申報 일본인 법무보좌관 최초 도래 시도

10. 16: 勅令 第65號 ｢土地家屋證明規則｣: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

행이 가능하게 된 것은 증명규칙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 근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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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6: 勅令 第63號 ｢法官銓考規程｣: 판사를 법부대신이 임명하

지 않고 법관전고위원회에서 선발하여 임명함.

11.  6: 法部令 第5號 ｢法官銓考細則｣
11. 13: 勅令 第70號 ｢民事訴訟手數料規則｣: 민사소송에서 인지를 

첩부해야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수수료에 대한 근거법률.

11. 29: ｢法部訓令｣ 利息規例가 제정되기 3년 전의 채송에서는 법

률불소급원칙적용

12. 26: 勅令 第80號 ｢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 토지가옥에 대한 

전당 집행이 가능하게 하여, 사경매의 발전에 근거를 제공

함.

12. 22: 변호사 자격을 가진 대인이 등장한 최초 판결: 1906년 12

월 원고 李鳳奎가 피고 張在斗에게 제기한 ‘손해금에 관한 

건’에서 원고 대인으로 ‘변호사 李冕宇’가 등장(平理院裁判

所, 1906. 12. 22, 光武 10년 민제2120호)

1907  1. 29: 大韓每日申報 일본인 법부보좌관 최초 도래함.

제  

3

기

1907

 6. 27: 法律 第1號 ｢民事ㆍ刑事의 訴訟에 關한 件｣: 신재판제도의 

시작에 맞추어 민사소송법에 대한 개정 시작, 판결에서 반

드시 판결서 발급, 상소시 판결서로 상소, 민사피고를 구

류하지 못함, 판결선시 이후에 강제집행의 수단으로 민사

채무자 유치를 가능함, 재판소와 감옥서의 분리 계기. 

 6. 27: 法律 第2號 ｢民事ㆍ刑事 訊問에 關한 件｣: 민사피고에 대

해 신문을 拷訊을 하지 못하게 함.

 7.  4: ｢法部訓令｣ 민사소송에서 채무자가 이자를 변제는 판결확

정일이 아니라 완전 변제기일까지 계산함. 

 7. 10: ｢法部訓令｣ 민사소송에서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고 제3자

의 변제는 허용하지만, 재판소에서 강행하는 것은 부당함. 

 7. 11: ｢法部訓令｣ 종래 재판소의 인만 압날하였지만 주임한 관이 

반드시 서명날인하게 함.

 7. 11: ｢法部訓令｣ 민사소송 관련 서류 물품을 영치한 경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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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나온 뒤 당사자에게 돌려 줄 것.

 7. 12: ｢法部訓令｣ 일본인 사법보좌관이 모든 司法관련 서류를 받

아 볼 수 있게 됨(보좌관의 검열을 통한 판결행해지게 된 

계기)

 7. 24: 丁未七條約체결: 일제의 내정권이 합법화, 특히 사법의 영

역에서 내정침해 강화

 8.  3: ｢法部訓令｣ 승소패소자는 다시 소 제기 못하며 민사소송의 

원피고를 구류하지 못함(판결의 확정력)

 8.  9: ｢法部訓令｣ 재판소에 일본인 경찰관 1, 2명을 배치하여 법

부보좌관의 사무를 보조하게 함.

 8. 19: 勅令 第8號 ｢民事訴訟費用規則｣
 8. 23: ｢法部訓令｣ 군수의 불법은 재판소에서 판결하며, 內部는 

관여하지 못함, 내부는 판결에 의해 면관만 가능함.

 8. 23: ｢法部訓令｣ 판결서에 인장을 날장하지 않으면 날장하지 않

는 사유를 명시할 것

11.  3: ｢法部訓令｣ 판사 서리가 재판할 경우 서리자의 직과 인장

을 쓸 것이지, 판사의 인장을 쓰지 말 것.

12. 22: 대한매일신보 법부차관이 일본인 법조인을 한국 법관으

로 임용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옴.

12. 23: 法律 第8號 ｢裁判所構成法｣: 구재판소, 지방재판소, 공소

원, 대심원의 4급 3심제의 기틀을 마련함.

1908

 1. 29: 대한매일신보 구재판소 지방재판소 등 신신재판소 설치

는 예산부족으로 6월부터 시행할 예정

 7. 12: 皇城新聞 평리원의 사무는 대심원ㆍ공소원으로 인수되고 

한성재판소의 사무는 경성지방재판소로 인수

 7. 13: 法律 第13號 ｢民刑訴訟規則｣
 7. 23: 法律 第20號 ｢民事訴訟期限規則｣: ≪刑法大全≫ 제16조의 

민사소송 20년 한도로 한다는 규정 삭제 

 8.  1: 대한매일신보: 대심원 공소원 각재판소 등 개청

10. 29: 法律 제28號 ｢民事訴訟費用規則 改正｣ 



- 346 -

10. 29: 勅令 第75號 ｢民事訴訟手數料規則｣
10. 15: 法律 第26號 ｢非訟事件手續規則｣: 소송과 비송의 구분

12. 26: 法部令 第20號 ｢債務者의 留置費用에 關한 件

1909

 4. 13: 法律 第15號 ｢民事證據調査費用에 관한 件｣
 4. 26: 法律 第18號 ｢辯護士法｣: 일본변호사법과 유사, 일본변호

사의 합법적 활동가능.

 7. 12: 統監府告示 第66號 ｢韓國의 司法 及 監獄事務를 日本國政

府에 委託하는 件에 관한 覺書｣(己酉覺書)

10. 16: 일본칙령 제236호로 ｢統監府裁判所令｣
10. 28: 법률 제28, 29, 30호에 의해 1907년의 ｢裁判所構成法｣ 

폐지

11.  1: 법부의 폐지, 기유각서에 의한 일본재판소의 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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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Civil Procedure System in Early Modern Korea

Son, Kyoung Chan

The Graduate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historical significance and 

legal meaning of Civil Procedure System during arly-modern 

Korea(1894~1909). To that end, Civil Judgment Documents(民事判決書) of 

the courts of Hanseong(漢城裁判所) and Pyoungri-won(平理院), ｢Rule of 

Civil and Criminal Procedure(民刑訴訟規程)｣ and ｢Law of Civil and 

Criminal Procedure(民刑訴訟規則)｣were analyzed. The historical change 

process of early-Korea civil procedure laws was traced, how the enacted and 

revised Civil Procedure Act system was implemented in actual civil lawsuits 

was searched, and since when new-style civil lawsuits was starting to differ 

from those under the traditional laws was examined. 

  The legal system related to civil procedures included th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courts’ ‘judge system’ ‘attorney system’. Courts were 

introduced to the country in 1895 under ｢the Court Organization Law(裁判所

構成法)｣ and started to separate judiciary and executive affairs. However, 

only some courts including those of Hanseong and Pyoungri-won were 

properly operated, attesting to limited operation of courts. After 1907, the 

courts secured the appeal system, becoming the origin of the modern court 

organization. In 1895, the courts adopted the judge system to conduct trials. 

Initial-stage judges still had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officers, and after 

1905, the number of judges from the judicator fostering agency an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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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educated students increased, boosting their professionalism. After 

1907, judges completely shed the capacity of administrative officers, earning 

their status as judges and prosecutors. In 1895, lawyers were not yet adopted, 

but instead the attorney-like ‘Dae-in(代人)’ were introduced to the country. 

Initial-stage Dae-in, which was similar to the Japanese system, was 

non-professional but played a legal agent's role in the courts. In 1905, the 

lawyer system was adopted for the first time, and actually about twenty 

lawyers were active. But after 1907, the number of Korean lawyers decreased 

gradually, and the number of Japanese lawyers increased along with their 

activities. 

  Early-modern Korea's civil procedure system developed gradually. It 

undergone an introduction period, a development period and a settlement 

period. Chosun's code, ≪GyeongKukDaeJeon(經國大典)≫ did not distinguish 

between Civil Law and Civil Procedure Law. In 1895, the first Civil 

Procedure Act, ｢Rule of Civil and Criminal Procedure(民刑訴訟規程)｣, was 

enacted. This Act served as the Civil Procedure Act in view of civil 

judgment documents of the courts of Hanseong and  Pyoungri-won, although 

it specified only 25 clauses on civil procedures. However, this Act was 

inappropriate for handling working all of lawsuits perfectly due to the lack of 

clauses and contents. Thus, ≪the Penal Code(刑法大全)≫, which was 

enacted in 1905, had the status of Civil Procedure Act despite that it was a 

criminal law. Nevertheless, the ｢Rule of Civil and Criminal Procedure(民刑訴

訟規程)｣ unceasingly served as main Civil Procedure Act after 1905, and its 

lack of contents was supplemented by ≪the Penal Code(刑法大全)≫ and 

intervenient participation in litigation decisions. On July 13, 1908, ｢Law of 

Civil and Criminal Procedure(民刑訴訟規則)｣ was enacted. This Act took 

Japan's Meiji ｢Civil Procedure Act(明治 民事訴訟法)｣ as its mother law. 

Since the Act defined 141 clauses on civil procedure and the content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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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ly sufficient, ｢Law of Civil and Criminal Procedure(民刑訴訟規則)｣ 
lent itself to the handling of working lawsuits. Therefore, this Act is deemed 

to be the origin of the current Civil Procedure Act. 

  Chosun laws are different from modern laws in terms of the law system of 

the Civil Procedure. In the civil procedure field, it is widely accepted that 

the current law dates back to 1912 ｢the Chosun Civil Affairs Ordinance(朝鮮

民事令)｣. However, precisely speaking, the current civil procedure system 

began after the third Korean-Japanese Treaty was signed in 1907. It was 

started under ｢the Court Organization Law(裁判所構成法)｣ enacted in 1907 

and was strengthened by ｢Law of Civil and Criminal Procedure(民刑訴訟規

則)｣ enacted in 1908. ｢Law of Civil and Criminal Procedure(民刑訴訟規則)｣ 
defined nearly all systems and contents that is crucial in the current Civil 

Procedure Act. From this period, executive and judiciary affairs completely 

separated, judges conducted trials as not administrative officers but justices, 

and professional lawyers served as agents for plaintiffs and defendants. Civil 

lawsuits were conducted in four-class/three trials under the relatively 

completed Civil Procedure Act. 

  The most important thing was that ‘Res judicata(旣判力)’ and 

‘Enforceability(强制執行力)’ were secured in early-modern Korea's civil 

procedure system. Furthermore, in early-modern Korea, Civil Procedure Act 

was enacted earlier than Civil Act, because Civil Procedure Act was essential 

for filing and handling lawsuits and Civil Act could be replaced by 

customary laws and naturalis ratio. 

  In conclusin, from early-modern Korea, the legal system including ‘courts’ 

‘judge system’ and ‘attorney system’ was introduced and gradually developed. 

The current civil procedure system began in 1907 when the third 

Korean-Japanese Treaty was signed. This new-type civil procedure system 

retained nearly all systems and contents that is essential in the current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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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dure Act. The secure of both ‘Res judicata(旣判力)’ and ‘Enforceability

(强制執行力)’ was the most significant development of civil procedure system 

in early-modern Korea. This transitory civil procedure system was a ‘stepping 

stone’ connecting the legal system of Chosun Dynasty to modern civil 

procedure system. 

Keywords:  Civil Procedure System, the courts of Hanseong(漢城裁判所) and 

Pyoungri-won(平理院), judge system, lawyer system, Civil 

Judgment Documents(民事判決書), the stepping-stone.

          ｢Rule of Civil and Criminal Procedure(民刑訴訟規程)｣, 

          ｢Law of Civil and Criminal Procedure(民刑訴訟規則)｣, 

          ≪the Penal Code(刑法大全)≫, 

           Res judicata(旣判力), Enforceability(强制執行力). 

Student Number: 2005-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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