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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이 연구는 1900년부터 1902년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치열하게 전개된 미국인 헐버트

와 한국인 정긍조 사이의 가옥 분쟁을 분석하여, 대한제국의 부동산(가옥 및 토지)의 전당 

및 매매 관행이 어떠하였고 민사 분쟁은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한국 정부가 부동산 관련 법 

규범을 어떻게 확립하려고 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헐버트 가옥 분쟁은 典當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에서 시작하여 소유권 분쟁으로

까지 발전하였으며, 기한이 지난 典物의 처분 방식과 전물을 취득한 제3자의 거래행위를 어

떻게 볼 것인지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이 분쟁을 통하여, 대한제국 시기 부동산을 둘러싼 

권리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고 권리의 획정과 보호를 둘러싼 분쟁을 한국 정부가 어떻

게 처리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다. 특히, 근대 민법의 권리의식에 익숙한 외국인들이 한국의 

법률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私權을 어떻게 보호하려고 하였고 한국의 법 체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

[주제어] 전당, 부동산, 家契, 가옥 매매, 이자, 이율, 헐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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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이 연구는 1900년부터 1902년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치열하게 전개된 

미국인 헐버트와 한국인 정긍조 사이의 가옥 분쟁을 분석하여, 한제국기 

부동산(가옥 및 토지)의 전당 및 매매 관행이 어떠하였고 외국인이 개입된 

민사 분쟁은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한국 정부가 부동산 관련 법 규범을 어떻

게 확립하려고 하였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 목적이다.

헐버트 가옥 분쟁은 典當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에서 시작하여 

소유권 분쟁으로까지 발전하였으며, 기한이 지난 典物의 처분 방식과 전물을 

취득한 제3자의 거래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이 분

쟁을 통하여, 한제국 시기 부동산을 둘러싼 권리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었고 권리의 획정과 보호를 둘러싼 분쟁을 한국 정부가 어떻게 처리하였는

지를 잘 알 수 있다. 특히, 근  민법의 권리의식에 익숙한 외국인들이 한국

의 법률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私權을 어떻게 보호하려고 하였고 한국의 법 

체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연구할 가치

가 있다.

한제국기 부동산을 둘러싼 분쟁의 양상과 그 처리과정은 근  한국인의 

법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단히 

미진한 편이다. 역사학계에서는 한제국의 부동산 정책을 제도사적 관점에

서 분석하여 한국의 부동산 정책이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에 의해서 무시되

는 양상을 소개하였다.1) 그러나 당시 법률 체계 하에서 어떻게 외국인이 토

지를 소유하였으며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주요 방법이었던 전당과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분쟁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분석하지 못함

으로써, 한제국의 부동산 거래 관행을 제 로 밝히지 못하는 한계가 있

다.2)

 1) 최원규, ｢19세기 후반 地契제도와 家契제도｣, 지역과역사 8(부경역사연구소, 2001); 왕현종, ｢
한제국기 한성부의 토지, 가옥조사와 외국인 토지침탈 책｣, 서울학연구 10(서울학연구소, 
1998); 한국역사연구회 토지 장반,  한제국의 토지제도와 근 (혜안, 2010); 이영협, 韓國典

當金融史硏究(건국  출판부,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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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인과 외국인 간의 교섭사건에 한 연구는 영사재판제도를 중심

으로 수행되고 있다.3) 이 연구들은 치외법권이 어떻게 한국에 강요되었고, 

한국의 사법체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소상히 알려주었으나, 이 연

구들도 제도사적 측면에서 접근하거나 또는 형사사건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한국 거주 외국인의 분쟁은 주로 借金과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것이 다수였

는데, 외국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한국인과 분쟁이 발생했

을 때 그 해결 시스템은 어떠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법과 관습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연루된 민사 분쟁은 한국 법원 또는 영사재판을 통

하여 해결되어야 했으나 헐버트는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채 미

국 공사관에 해결을 호소하였고, 상 방인 정긍조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한성부에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의 외교전으로 비화

되었다.

원래, 이 분쟁은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시작되었다

가 해당 가옥을 제3자인 미국인이 구매하면서 시작되었다. 해당 가옥에 한 

권리를 일부나마 가지고 있던 인물은 정긍조(원 소유자, 채무자), 후지이 토

모요시(藤井友吉, 이하 “후지이”라고 한다, 채권자), 헐버트(가옥 구매자) 등 

3명이었다. 정긍조는 원 소유자이자 채무자였고 후지이는 가옥을 전당잡고 

정긍조에게 1만냥을 빌려준 채권자였으며, 헐버트는 후지이에게 954엔(한국 

 2) 한말 민사 분쟁에 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이영록, ｢광무, 건양기 부동산 이중매매 및 이중전당

에 관한 연구－고등재판소 및 평리원 판결을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44(한국법사학회, 2011); 이
승일, ｢1890년  한국의 전당 관행과 전당 입법｣, 법사학연구 48(한국법사학회, 2013); 문준영, 
｢한말의 민사분쟁과 식민지 사법권력 : 관습에 한 재판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52-4(부산  

법학연구소, 2011).
 3) 이영록, ｢개항기 한국에 있어 영사재판권 : 수호조약상의 근거와 내용｣, 법사학연구 32(한국법사

학회, 2005); 이영록, ｢한말 외국인 상 민사재판의 구조와 실태｣, 법과 사회 41(법과사회이론

학회, 2011); 한철호, ｢개항기 일본의 치외법권 적용 논리와 한국의 응｣, 한국사학보 21(고려

사학회, 2005); 김건우, ｢구한말 金斗源의 呈訴활동과 영사재판권의 實例｣, 법사학연구 43(한국

법사학회, 2011); 이은자, ｢訴訟’ 안건을 통해 본 청일전쟁 이후(1895~1899) 韓中關係 연구｣, 중

국근현 사연구 38(중국근현 사연구회, 2008); 이은자, ｢韓淸通商條約 시기(1900~1905) 중국의 

在韓 치외법권 연구｣, 명청사연구 26(명청연구회, 2006); 이은자, ｢大韓帝國時期 韓中間 民事訴

訟의 實例 : ‘彭姜案’(1898~1900)을 中心으로｣, 동양사학연구 100(동양사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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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가치로는 26,500냥)을 주고 가옥을 산 구매자였다.

후지이와 헐버트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자, 가옥에 한 권리관계가 복잡

해졌다. 정긍조는 자신이 가옥의 원 소유자이며, 후지이에게 전당은 잡혔으

나 헐버트에게 매도한 적은 없는데 헐버트가 불법적으로 강탈하였다고 주장

하였다. 헐버트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후지이에게서 가옥을 매입하였으며 

한성부로부터 家契까지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 분쟁은 典當鋪主(채권자)가 가옥의 원 소유자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일

방적으로 제3자(헐버트)에게 가옥을 賣渡하였을 경우 이 매매는 유효히 성립

하는지, 제3자에게 이미 방매된 전당물을 채무자(정긍조)가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그것이 가능한지, 기한이 지난 전당물을 典當鋪主(후지이)가 

채권액(원금 및 이자)을 초과하는 금으로 매도하였을 경우에 그 차액에 

해서는 누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헐버트는 가옥 금을 이미 후지이에게 지불하였으나 정긍조가 가옥을 점

거한 채 양도하지 않으면서 미국 측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결국, 양자는 미국 

공사관과 한국정부(한성부 및 외부)를 매개로 하여, 가옥을 공매하여 그 매

각 금(원금 및 이자)을 헐버트에게 주는 것에 합의하였으나 매각에 실패하

였다. 이렇게 되자 다시 헐버트가 가옥을 반환하고, 정긍조는 가옥 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옥 금을 일본 화폐로 지급할 

것인지, 한국 화폐로 지급할 것인지, 그리고 분쟁 기간인 약 2년 5개월간의 

이자를 지급할 것인지, 원금만을 지급할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양자는 한치

도 양보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고종이 해당 가옥을 헐버트에게 양도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이 

분쟁은 종결되었다. 이에 따라서, 정긍조는 가옥을 잃었고 헐버트는 가옥 소

유권을 인정받았으나 약 2년 5개월간이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등 막

한 손해가 있었다. 이에 반해 후지이는 채권액의 2.6배가 넘는 금액으로 1899

년에 가옥을 매각하였고 분쟁에도 휘말리지도 않는 등 유일한 승자였다.

이 분쟁은 유럽의 법 관념에 충실한 외국인과 한국의 법 및 관습 간의 충

돌이고, 이기적 개인들의 권리의 보호를 둘러싼 것이었으며, 사실상 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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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기관이 분쟁 해결을 주도하였다. 한국 정부는 개인에 한 보편

적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고려하면서 분쟁을 해결

하여야 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당시 전당 관련 관행이나 전당포규칙을 잘 

활용하면 정긍조의 권리를 일부나마 보상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을 활용하지 않으면서 미국 공사관과의 외교협상에서 실패

하였다.

이 안건은 외국인을 포함한 개인의 私權이 침해받았을 경우에 그 보상방

법 및 보상절차가 제 로 마련되지 못했던 한제국 법의 현실을 보여준다. 

다만, 이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 한성부가 발급

한 가계4)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공사관 측은 일관되게 가계

가 헐버트의 가옥 소유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문서라는 것을 주장하였고 

결국에는 이를 관철시켰다. 한성부는 가계 발급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가계가 지니는 소유권 

증명서류로서의 성격을 부정하지 못하였다. 가계는 한제국기에 개인의 증

명수단을 압도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그 이전 시기 관에서 발급한 증명

서류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었다. 이로써 가계는 부동산의 권리를 증

빙하는 문서이면서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의

의가 있다.

Ⅱ. 대한제국기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민사 분쟁

1. 외국인의 거주와 부동산의 소유 양상

1876년 개항 이래로 외국인의 한국 거주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들이 개입

된 민사 분쟁이 사회 문제로 부상하였다. 한국이 외국과 통상하고 외국인의 

 4) 근  전환기 가계제도에 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최원규,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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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를 허용하기 시작한 것을 開國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이때에 국

내의 여러 지역 중에서 “조약, 협정 또는 황제선언, 정부선언의 방식에 의하

여 특별히 외국인의 거주와 통상을 위해 개방하였거나 개방키로 약속한 港, 

市”를 개항장, 개시장이라고 한다. 이 시기 외국인의 법적인 권리는 개항장 

내에서 거주, 영업, 부동산 취득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였고 개항장 밖의 지방, 

이른바 내지는 行商이나 遊歷을 위한 여행만 허용되었을 뿐이다.5) 1876년 

이래로 외국과 체결한 여러 조약에서 인천, 부산, 원산, 목포, 진남포, 군산, 

성진, 마산 등이 차례로 개항되었다.

서울(한성부)은 개항 이후 제국주의 열강의 정치 경제적 침탈의 핵심지역

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1882년 7월 17일 임오군란의 처리 과정에서 일본과 

체결한 조일수호조규 속약에서 1년 이내에 양화진을 開市場으로 할 것을 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성부 내 상권침탈을 위한 초석을 쌓아나가려는 것

이었다. 이어서 8월 23일에는 청국에 謝恩使로 가 있던 사신들과 청국정부 

사이에 ｢中國, 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하여 한성과 양화진에서 청국

인이 거주, 통상할 수 있는 권익, 즉 이른바 漢城開設行棧權(漢城開棧權)을 

인정하면서 한성부도 역시 거주 및 통상의 자유가 허용되었다.6)

조선상민이 북경에서 교역에 종사하는 것을 규정에 따라 허용하는 한편 중국상

민도 또한 조선에 입국하여 양화진과 한성에서 거래시설을 갖추어 상거래에 종사

하는 것(開設行棧)을 허용한다.7)

이에 따라서 한국의 수도였던 한성부는 開市를 인정하여 외국인들의 거주

와 상거래가 가능하였다. 이후 1883년 외 개방의 확 와 함께 영국과의 

통상조약에서 한성개잔권이 명문화됨으로써 동일한 권리가 구미 각국에도 

 5) 손정목, 韓國 開港期 都市變化過程硏究－開港場, 開市場, 租界, 居留地－(일지사, 1982), 54면.
 6) 왕현종, 앞의 글, 4면.
 7) “While Corean merchants are by rule allowed to trade at Peking, and while Chinese merchants 

are allowed to keep up establishments at Yang-hua-chin and Seoul in Corea” ｢中國, 朝鮮商民

水陸貿易章程｣,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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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점되었다. 이제 공식적으로 외국상인들에게 도성 내에 거주와 통상이 허용

됨으로써, 일본인들을 비롯하여 유럽인들도 도성 내 가옥이나 지를 임차하

거나 매매할 수 있게 되었다.8)

개항 이래로 유럽인들이 한국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1880년 부터이다. 

1882년 미국 및 서양 각국과의 조약 체결을 계기로 제물포항에는 많은 서양 

외교관, 상인, 선교사들이 왕래하였고, 서울의 정동에서 집단 거주하였다. 

1882년부터 1894년 갑오개혁 이전까지 한국 정부에 121명의 외국인들이 고

용되었으며9) 아관파천이 발생한 1896년 무렵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아관파

천 기간 중은 물론이고 고종이 경운궁으로 옮겨간 후에도 웨베르 러시아 공

사 부처 및 알렌 미국 공사 부처와 그 밖에 춘생문 사건 및 아관파천의 배후

인물로 알려진 언더우드, 에비슨, 헐버트, 아펜젤러 등의 궁중 출입, 황제면

가 수시로 가능하였다.10)

1886년에 육영공원이 설치되어 근 교육이 시작되었고 이후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1896년부터는 法語學校, 俄語學校, 德語學校 

등 외국어 학교가 연이어 설립되어 많은 외국인들이 어학교사로 들어오기 시

작하였다. 이외에 러시아, 미국, 영국, 독일 열강들에 의한 이권 쟁탈의 결과 

1898년 3월에는 서울에 러시아 은행이 설립되었고 미국인 모오스는 1896년 

경인철도 부설권을, 동년 4월에는 운산금광채굴권을, 미국인 콜브란과 보스

트윅 상사는 1898년에 서울 전차 부설, 발전소 건설과 수도시설에 관한 이권

을 얻어 이의 건설에 착수하는 등, 외교관, 선교사, 어학교사 외에 유럽 각국

의 기업 또는 그 리인들의 정주, 투자가 빈번하였다.11) 1897년부터 1899

년 사이의 외국인 거주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8) 왕현종, 앞의 글, 4~5면.
 9) 김현숙, ｢개화기 정부 고용 서양인들의 고용실태와 일상생활｣, 한국근현 사연구 34(한국근현

사학회, 2005), 11면.
10) 손정목, 앞의 책, 229면.
11) 손정목, 위의 책, 230면.



국적 일본 청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합계

1897

戶 622 110 40 41 7 7 22 849(호)

口 1,758 1,273 95 37 28 9 57 3,257(명)

인구비 54.0 39.1 2.9 1.1 0.9 0.3 1.7 100(%)

1898

戶 480 181 32 15 6 4 2 720(호)

口 1,734 981 62 42 17 9 9 2,854(명)

인구비 60.7 34.4 2.2 1.5 0.6 0.3 0.3 100(%)

※ 왕현종, ｢ 한제국기 한성부의 토지, 가옥조사와 외국인 토지침탈 책｣, 서울학연구 10(서울학연구소, 1998),
28면.

<표 1> 1897~1989년 한성부의 국적별 외국인 거주 현황(1897~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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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의 거주 및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토지 및 가사의 매

입도 확 되었다. 이미 1880년  중반 이래로 외국인의 토지 및 가옥의 매득

은 점차 확 되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었다. 1890년에 작성된 ｢各國家契

漢城府所來冊｣에는 당시 외국인들의 가사 거래 및 가계발급 현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청국인과의 거래는 1887년 5월 27일 중부 장통방 立廛契 김

경삼의 瓦家 13칸, 前空垈 25칸, 前後空垈 半間 등을 華商 北公順寶號에 

2,800냥에 매도한 것이 최초이다. 일본인과의 거래는 1885년 3월 南部 鑄洞

契에 살던 김성일의 草家 6칸, 空垈 10칸을 和瀧東三太郞에게 錢文 100냥에 

永賣한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밖에 1888년 2월 미국인 언더우드의 가옥 

매입 13건, 1889년 12월에는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가 西部 皇華坊 聚賢洞

契 瓦家 77칸 空垈 200칸을 6,250냥에 매입한 가계 60건 등을 제출하였

다.12) 아래의 표는 1889년말에 한성부가 조사한 외국인의 토지 및 가옥소유 

신고이다.

12) 왕현종, 앞의 글, 5~6면.



청국인 일본인 프랑스인 미국인 합계

1885 0 2 0 0 2

1886 6 0 5 0 11

1887 10 2 13 0 25

1888 20 28 0 16 64

1889 28 56 0 60 144

미상 5 0 2 0 7

합계 69 88 20 76 253

※ 왕현종, 위의 글, 6면.

<표 2> 연도별 외국인의 토지매입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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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부터 1889년까지 외국인이 모두 253건의 토지, 가옥을 매입하였는

데 일본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미국인이다. 미국인은 1888년에 처음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1년 후인 1889년에는 6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외

국인들의 가사 매입이 점차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부동산의 증명제도가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과 분쟁을 야기하였다. 예컨 , 문권을 위조하거나 훔쳐서 거래

하거나 원 소유자 몰래 典質하여 가옥소유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거래의 

혼란을 수반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개인 상호간에 사적인 문서의 교환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외국 공사관측은 자국

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한국 정부가 부동산의 거래 사실을 공증해줄 것

을 요구하였고, 한국 정부에서도 외국인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하여 통제하

기 위한 수단으로 官契制度 시행을 추진하였다. 

특히, 1893년부터 한성부에서는 모든 家戶를 상으로 가계를 발급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시기 가계발급제도에 의하면, 가옥을 매매할 때는 구

래의 문기나 구계를 반납한 후 신계를 발급받도록 하고, 전당할 경우에는 당

사자가 소관 관청에 가계를 신청하여 그 취지를 현록받도록 하였다.13) 1898

13) 왕현종, 위의 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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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6월에는 그동안 한성부의 가옥매매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폐단을 시정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고시문을 반포하여 가옥 매매 및 전당의 원칙을 제시하

였다.

一. 지금부터는 가옥을 관계나 입지가 없으면 매매를 허락받지 못할 것

一. 금년 호적이 거의 편성이 마무리 되었으니 새로 관계를 신청하는 사람은 

새 호적의 통호수에 따라 新舊家主가 家儈와 같이 와서 청원할 것

一. 新舊家主가 직접 올 수 없다면 믿을 수 있는 리인으로 하여금 청원할 것

一. 가쾌를 선정하여 帖을 발급하여 각각 관장하는 곳에 몇 호씩 분장하고 그곳

에 원래 原居와 차거와 세거를 구분하고 관계나 입지 유무와 전당 여부를 

소상하게 조사하여 성책하여 보고하면 신계를 바꾸어 발급할 때 성책과 호

적에 따라 승인 발급할 것

一. 家券을 典當할 때에는 錢主와 家主가 한성부에 함께 와 해가성책에 등록한 

후 전당하되, 와서 신고하지 않고 몰래 전당한 경우 뒤에 비록 돈을 받기 

어렵게 되더라도 재판소에서 들어주지 않을 것임14)

그러나 가계발급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분쟁이 끊

이지 않으면서 이에 한 법규의 정비가 시급하였다.15) 한제국 정부는 토

지조사사업을 시작하여 토지소유권 증명제도를 정비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

에서 외국인 등이 연루된 분쟁은 피할 수 없었다. 특히, 전당 및 가옥 매매에 

관련된 법규가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않으면서 외국인들은 적극적으로 재산

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14) ｢告示 제7호(1898.6)｣ 國譯漢城府來去文(上), 166~168면(원문 345~351면).
15) “近日 漢城內 浮浪悖類가 知名人의 家契를 或 遺失얏다고도 며 或 板刻文券을 買家時不出이

라고도 야 何部官人이던지 知面人을 緣야 新板刻을 圖出 後에 泥峴 日人典舖에 得債고 

因以逃避 後에 該日人이 當限면 該家에 往야 板門을 封鎖고 家人을 逐出기로 漢城府

에 呼訴 者ㅣ 遝至 一李姓者 漢府板刻을 僞造야 日人에게 典質債用얏다가 現

今 漢城府에셔 捉囚嚴懲더라”(황성신문(190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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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의 민사 분쟁과 해결 제도

외국인의 거주 및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인들과의 민사 분쟁이 발생

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 및 법의 정비가 필요하였다. 한국

은 1895년에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고 개인의 사적인 권리는 재판소구성법 

및 민형소송규정의 절차에 따라서 보호할 것을 규정하였다. 재판소구성법에

서는 재판소의 종류를 지방재판소, 한성 및 인천 기타 개항장 재판소, 순회재

판소 고등재판소, 특별법원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그리고 한성 및 인천 

기타 개항장재판소는 관할 구역 내 일체의 민사 및 형사사건, 그리고 외국인

으로서 한국인에 한 민형사사건을 재판한다고 규정하였다. 제1심 재판소

로서 한성재판소의 판결에 한 상소는 처음에는 고등재판소가 관할하였으

나 1899년 재판소구성법이 개정되어 고등재판소가 평리원으로 개칭되자, 평

리원이 한성재판소의 상소를 담당하게 되었다.16)

이와 함께, 외국인들은 각종 조약에 따라서 별도의 보호절차가 있었다. 외

국인들은 본국정부와 한국 정부 간에 맺은 조약에서 치외법권을 인정받았다. 

한국에서 외국인의 치외법권은 1876년 강화도조약에서 초보적 형태로 인정

되다가 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그 골격을 확립하였다. 이 

조약에서 미국은 자국인의 민사 및 형사사건에서 보호규정을 구체적으로 설

치하였던 것이다. 조미수호통상조약 제4조가 그것인데 일반적으로 미국인은 

한국의 지방관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의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한편

으로, 한국인들이 불법적으로 미국인의 가옥(방옥)을 파괴할 때는 해당 지역

의 지방관은 미국 영사의 요구에 의해서 즉시 군 를 파견하여 범법자를 체

포, 처벌하도록 하였다.17) 이와 함께 한국인과 미국인의 교섭사건이 발생하

였을 경우에 재판 관할과 법률도 명시하였다.

16) 도면회, ｢1894~1905年間 刑事裁判制度 硏究｣(서울  박사학위논문, 1998).
17) 조미수호통상조약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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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으로서 재조선 미국인에게 범행한 자는 조선국이 조선법률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미국인으로서 해안, 선상에서 조선인을 斯凌騷擾케 하고 조선인의 생명 

재산을 손상케 한 자는 미합중국의 영사 또는 該權能을 가진 기타 관리만이 미합중

국법률에 의하여 체포하고 처벌한다. 

조선국 내에서 미국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그것이 양국관원이 심문하고 

판결됨을 요하는 것일 때는 이 같은 사건은 피고국적의 해당관리가 법에 의하여 

심리(審理)한다. 그리고 해당 권능을 가진 원고국적의 관리에게는 심리참석이 자유

롭게 인가되며 그 지위에 상당한 예로 우하여야 한다.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

송절차를 감시함에 적당한 일절의 편의(便宜)가 그에게 허여(許與)되어야 하며 만

일 그가 원한다면 그는 증인을 소환(召喚)하여 신문(訊問)하고 또는 반 심문할 

권리를 갖는다.18)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따르면 미국인이 민사 및 형사상 피고가 되는 경우는 

미국의 영사가 재판권을 행사하였으며, 법률도 해당 미국의 법에 따라서 해

결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인이 민사 및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되는 경

우에는 본국 영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나 원고의 위치에서 한국인을 

상 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의 사법절차를 따라

야 했다. 이 경우에 미국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여,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는 聽審 조항을 두었다. 즉, 미국인이 원고

로 참여하는 소송에서 미국 정부의 관리가 聽審官으로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였으며, 재판 과정에서 증인 소환 및 신문, 반  심문

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재판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조항은 한국의 사법주권을 더욱 제약하

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19)

18) 조미수호통상조약 제4조.
19) 이영록, ｢개항기 한국에 있어 영사재판권－수호조약상의 근거와 내용｣, 법사학연구 32(한국법사

학회, 2005), 218면.



연도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교섭사건 3 9(3) 17 9 14(1) 5(1) 3(1)

교섭사건율 0.93% 1.97% 5.4% 4.8% 3.3% 7.5% 2.0%

총사건 320 456 312 191 416 67 152

연도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교섭사건 3(1) 14(2) 4 24(2) 37(1) 45(1) 10(8)

교섭사건율 1.6% 6.6% 2.4% 6.2% 4.6% 7.4% 3.0%

총사건 194 219 176 390 806 609 329

<표 3-1> 연도별 외국인과 한국인의 교섭사건 추이(한성재판소)

연도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교섭사건 100%(3/3) 56%(5/9) 82%(14/17) 100%(9/9) 57%(8/14) 20%(1/5) 67%(2/3)

연도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교섭사건 67%(2/3) 77%(11/14) 100%(4/4) 83%(20/24) 78%(29/37) 73%(33/45) 100%(10/10)

※ 출처 : 이영록, ｢한말 외국인 상 민사재판의 구조와 실태: 한성(부)재판소의 민사판결을 중심으로｣, 법과사회
41(법과사회이론학회, 2011).

<표 3-2> 한성재판소의 외국인 승소율(1895~1908)

대한제국기 외국인의 부동산 전당 및 매매와 민사 분쟁   97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과 한국인의 교섭사건은 1905년 이후

에 많이 등장하며 그 이전에는 매우 소수이다. 1895년부터 1904년 사이에 

교섭사건을 보면 1895년과 1901년 및 1902년에 3건에 가장 적고 1899년과 

1903년이 14건으로 가장 많다. 당시 외국인의 거주인구를 고려한다면, 한성

재판소에서 다루는 외국인 교섭사건이 적으며 전체 사건 비 교섭사건 비중

도 1~7%로 낮은 편이다. 특히, 1899년 재판소구성법의 개정 이후인 1900년

부터 1902년 사이가 특히 교섭사건이 적게 나타난다.

그러나 외국인이 승소하는 비율은 단히 높다. 1900년에 발생한 5건 중

에서 1건이 승소하여 20%에 불과하지만 다른 해에는 높게 나타나는 편이다. 

이는 비록 한국 법원에서 한국인 판사가 판결하였지만 조미수호통상조약의 

聽審制度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외교 교섭을 진행하면서 승소율도 높아

지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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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거주 외국인들의 법적인 권리는 각종 조약 

및 한국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 법원과 외국 영사관을 통하여 보호되고 있었

다. 영사재판권은 한국의 사법주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었으나 외국인들

은 영사재판 조항을 근거로 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였다. 

다만, 1895~1904년 사이의 외국인 교섭사건은 체로 3~14건인데 당시 

한국의 부동산 관련 및 借金 관련 법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한 것을 생각하면 소송이 적은 편이다. 한성부래거문이나 황성신문

에는 외국인의 분쟁에 한 기사가 많이 나온다. 이것을 보면, 많은 외국인이 

소송을 통해서 민사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하게 한다. 즉, 외국 공사관과 한국 외부간의 외교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오히려 많았기 때문에 한성재판소의 통계 수치가 적

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외교 협상을 통하여 사적인 분쟁이 해결

된 표적인 사례가 헐버트와 정긍조 간의 가옥 분쟁이다.

Ⅲ. 헐버트 가옥 분쟁의 양상과 해결

헐버트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배경은 한국 정부가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에 영어교사 초빙을 요청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1883년 7월

에 민영익을 표로 하는 보빙사가 미국의 여러 문물제도를 시찰하고 돌아와

서 서양의 신식교육기관 등의 필요성을 건의하였고, 이 건의에 따라서 새로운 

공립교육기관을 설치하기로 하였다.20)

1886년 한국 정부가 신신교육기관인 육영공원을 설치하고 미국에서 교사 

3명을 초빙하였는데, 이때에 헐버트는 길모어(George W Gilmore, 吉毛), 벙

커(Delzell A. Bunker, 房巨)와 함께 들어왔다. 이 중에서 길모어는 3년 후인 

1889년에 미국으로 돌아갔으나 벙커는 육영공원이 폐지되는 1894년까지 만 

20) 손정숙, ｢舊韓末 헐버트(Homer B. Hulbert)의 對韓認識과 그 活動｣, 이화사학연구 22(이화사학

연구소, 1995), 128~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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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재직하였고 이후 계속 한국에 남아서 감리교 선교부와 관계를 맺고 

선교사업에 종사하였다. 헐버트는 5년간 재직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평소에 한국에 한 관심이 높았던 그는 아펜젤러의 알선으로 1893년 10월

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한국에 있으면서 韓國彙報(The Korea 

Repository)라는 월간 영문잡지 편집에 관여하면서, 이 잡지에 한국의 문화 

전반에 걸친 글을 발표하였다. 

1897년 6월에 그는 감리교 선교부를 사임하고 한성사범학교 영어교사로 

취임하여 한국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1900년에 한성중학교로 자리를 

옮겼다.21) 이후 헐버트는 한국에서 선교활동과 교육활동, 언론활동에 종사하

면서 한국의 근 화와 독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후에는 자주 독립을 주장하여 고종의 서를 휴 하고 미국에 돌아가 국무장

관과 통령을 면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1907년 고종에게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사를 보내도록 건의하고, 한국 표단보다 먼저 

헤이그에 도착해 <회의시보>에 표단의 호소문을 싣게 하는 등 국권 회복 

운동에 적극 협력하였다.

헐버트는 한국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이었으나 한국에 장기 거주하

면서 부동산을 여러 차례 거래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과 분쟁이 

일어났다. 특히, 1900년부터 1902년 사이에 벌어진 헐버트와 정긍조 간의 

가옥 분쟁은 한제국의 부동산 거래 관행과 외국인 교섭사건에 한 한국 

정부의 처리 방식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1. 가옥 분쟁의 배경 : 전당 및 매매 관련 한국 법규와 관습

헐버트는 한성사범학교 영어교사로 재직하면서, 일본 영사관 뒤편에 소재

하는 69칸(南署 會賢坊契 長洞 제103통 제9호)짜리 瓦家 한 채를 후지이라

는 일본인으로부터 구매하였다. 이 가옥의 원 소유자는 鄭肯朝라는 한국인이

21) 李光麟, ｢헐버트의 한국관｣, 한국근현 사연구 9(한국근현 사학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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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후지이에게서 구매한 이유는, 이 가옥이 후지이에 의해서 전당잡힌 

상태였기 때문이다. 1898년에 정긍조는 후지이에게 이 가옥을 전당잡히고 1

만냥을 借金하였는데, 전당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지 못하자 

후지이는 곧바로 해당 가옥을 압류(seize)하였고 정긍조가 더 이상 가옥을 사

용하지 못하도록 그 집에 판자를 고 못을 박아 놓았다.22) 그리고 해당 가

옥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하여, 일본 영사관을 경유하여 한성부로부터 

새로운 官契(가계)를 발급받으려고 하였다.23)

이때에 헐버트가 나타나서 이 가옥의 매입을 추진하였다. 1899년 11월에 

헐버트는 후지이에게 954엔(당시 한국 화폐가치로는 26,500냥)을 지불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24) 그 후 헐버트는 전당이 설정된 文券을 가지고 

처음에는 박희남이라는 借名으로 관급 문서(가계를 뜻함)를 발급받으려다가 

나중에 다시 헐버트(紇法, 訖法)의 이름으로 1900년 6월 19일에 한성부로부

터 가계를 발급받았다.25) 이 가계에는 26,500냥에 전당을 청산하였다는 사

실이 기록되었다.26)

후지이와 헐버트 사이에 거래가 성립하자 해당 가옥에 한 권리관계가 

22) ｢報告書 제6호(한성부 판윤→외부 신 임시서리 외부협판 최영하, 1901.11.6.)｣, 國譯漢城府來去

文(下), 76면.
23) ｢2450 NO. 301 FO 美人紇法買家事件의速決要請(美公使 安連 →外部大臣 朴齊純, 1901.10.9.)｣, 

구한국외교문서(原15冊), 195면.
24) “The Korean Chung Kung Cho, mortaged his property to a Japanese subject to secure a loan. 

Failing to pay this loan when it became due, the property went over to the Japanese, from 
whom it was purchased by Mr. Hulbert, through a Korean named Pak Hiun Nam(朴喜南). 
This was in November 1899.” ｢2542. NO 340. F.O 美人紇法과鄭肯朝家契에關한件(美 公使 安

連 →외부 신 임시서리 兪箕煥, 1902.4.14.)｣, 구한국외교문서(원18책), 262면.
25) “南署長洞居 鄭肯朝 所有瓦家六十九間文券를 於三年前에 從日本人 藤井友吉 典執고 銅貨一萬兩

을 債用이다가 遇限未報 故로 該日人이 該家를 釘着帖版온 際에 美國人 紇法이 來見鄭肯朝
고 要買該家어 鄭이 呼價幾何런지 該紇法이 與藤井直接야 該典券을 以二萬六千五百兩으로 淸

還 後 該券을 執有야 初以朴熙南 名으로 圖換官契고 繼以紇法名으로 夤緣美館移照야 再換

官契이오나 該家主 鄭肯朝가 追始聞知고 以爲從時値捧准價기 外에 該家를 不許渡與云이온

즉” ｢報告書 제6호(한성부 판윤→외부 신 임시서리 외부협판 최영하, 1901.11.6.)｣, 각사등록.
26) 1898년 6월 한성부 고시에 따르면, 가사를 매매한 후에 가계를 발급받으려면, 新舊家主가 家儈와 

같이 와서 청원하도록 하였으나, 한성부는 가계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제 로 확인하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례는 전당포주가 압류한 家舍를 매매하는 것이어서 정긍조를 배제하

고 후지이, 헐버트가 참여하였고 中村喜兵衛라는 일본인을 보증인으로 내세웠다. ｢第壹號(家契抄

謄)｣, 照會․照覆對美國 (奎26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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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히 복잡해졌다. 1900년 6월 19일에 헐버트가 한성부로부터 가계27)를 받

급받았다는 것은 해당 가옥의 매매 사실을 한국 정부가 증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긍조는 비록 전당 기한 내에 1만냥을 갚지 못하였을지라도 가옥의 

소유자는 자신이며 후지이에게 전당을 잡혔을 뿐이지 헐버트에게 가옥을 매

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후지이는 기한이 지난 전당물을 정당한 절

차를 거쳐서 매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헐버트도 합법적 절차를 거쳐서 매

매하고 가계까지 받았기 때문에 가옥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

다. 이 분쟁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는데, 이

는 정긍조를 비롯하여 헐버트, 후지이 등의 권리관계가 일부 취약하며 상호 

분쟁 가능성이 단히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분쟁은 기한이 만료된 전당물의 처분 방식에 하여 한제국의 법과 

관습이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典當鋪主(채

권자)가 가옥의 원 소유자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제3자(헐버트)에

게 賣渡하였을 경우, 이 매매는 유효히 성립하는지, 제3자에게 이미 방매된 

전물을 채무자(정긍조)가 퇴전을 요구하는 경우 그것이 가능한지, 기한이 지

난 전물을 典當鋪主(후지이)가 채권액(원금 및 이자)을 초과하는 금으로 

매도하였을 경우에 그 차액에 해서는 누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었다.

우선, 정긍조와 후지이 사이의 전당 계약이 적합하게 체결되었는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전당 계약과 관계된 포괄적인 성문법규인 전당포규칙은 

1898년 11월 5일에 제정되었는데 이 규칙에서 부동산에 한 전당은 한국인 

전당포에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28) 이 법률 제정 이전에는 1891

년 2월에 한국 정부가 한국인이 일본인에게 토지나 가옥을 전당잡히는 경우

에는 한성 부윤의 증명을 받도록 하는 훈령을 발한 바가 있었고,29) 1898년 

6월에는 “家券을 典當할 때에는 錢主와 家主가 한성부에 함께 와 해가성책

27) 가계는 1893년 이래로 한성부가 부동산의 매매 사실을 확인해주는 절차 중의 하나였다.
28) 典當鋪規則, 제11조. “不動産契卷은 本國人民의 開設한 典當鋪에 典當할 事”
29) 京城居留民團役所, 京城發達史(京城居留民團役所, 1912), 53~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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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등록한 후 전당하되, 와서 신고하지 않고 몰래 전당한 경우 뒤에 비록 돈

을 받기 어렵게 되더라도 재판소에서 들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

다.30) 이 전당 계약이 언제 체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정긍조가 제출한 청원서에 “본인이 살고 있는 가옥이 커서 70여칸이나 되는

데, 3년 전에 집문서에 관인(官印)을 받아 일본인 후지이에게 전당”잡혔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술을 보면 전당 계약에 관해서는 당시 한국의 전

당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전당 계약이 유효히 성립하였다면 전당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후

지이와 헐버트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합법적으로 성립하였는지, 그리고 후

지이의 전물의 처분이 당시의 법규 및 관행에 비추어서 적절하였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법규에는 후지이의 방매와 전물의 처분 행위를 법

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다. 전당포규칙 제15조는 “典主

의 事力이 不贍하여 退典하기 不能한 時는 退典期限 3個月 以前에 該鋪에 

前來하여 所典物을 該 鋪主와 協同 放賣하여 本錢과 利息을 準數 算淸한 後

에 餘額을 收領할 事”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에서 주목할 점은 전당포주

와 전물주가 상호 協同하여 본전과 이자를 청산하되, 남은 금액은 典物主가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후지이는 정긍조에게 

원금 1만냥과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액수를 지급해야 했다. 

반 로 “物品變賣한 價額이 本錢과 利息에 對하여 不足한 時는 其 不足額을 

鋪主에게 辦賞”하도록 규정하였다.31) 이는 원칙적으로 전물을 방매한 후에 

방매 가격이 본전 및 이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채권자에게 변

상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다만, 제15조는 退典 기한이 만료되기 이전에 典物主와 典當鋪主가 협동

하여 방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긍조와 후지이의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당시 전당 관행에서 典當物을 방매한 후

에, 채권액을 초과하는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살펴

30) ｢告示 제7호(1898.6)｣ 國譯漢城府來去文(上), 166~168면(원문 345~351면).
31) 典當鋪規則,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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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필요가 있다. 한제국기 家舍를 전문적으로 취급한 전당회사(普信會社) 

규칙에는 “家舍을 請賣야 本邊을 計捧되 餘額이 有 時는 本主의게 出

給고 不足 時는 家主의게 徵捧 事. 但, 家主가 辦出치 못 境遇에는 

居間人의게 徵捧 事”이라고 규정하였다.32) 이는 전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

에도, 家舍를 매매한 경우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고 남은 금액은 가옥 주인에

게 돌려주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보면 한제국인의 

상거래 또는 법 의식 속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에 한 권리 보호를 철저히 

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시기와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한제국인의 관습을 

기록한 관습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전당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를 전당권자의 소유로 하거나 이를 매각한 경우에 

그 물건이나 권리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전당권설정자에게 반환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해서는 기한이 지난 경우에 전당물을 전당권자의 소유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고, 그 특약이 없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전당권설정자가 스스로 변

제를 하여 전당권을 소멸시키거나 다른 매수인을 구하여 변제하게 하여 전당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므로 초과액에 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적다.33)

후지이와 정긍조 간의 전당 계약에서 기한이 지난 경우에 전당물을 전당

권자의 소유로 하는 특약은 없었기 때문에 후지이가 헐버트에게 소유권을 넘

긴 행위에 해서 정긍조가 반발한 것이다. 당시, 한국인의 관습에서는 典物

價가 채권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점을 생각

할 때, 정긍조가 후지이를 상 로 그 초과액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었다고 생각된다.

1898년 정긍조가 가옥을 전당잡히고 1만냥을 빌렸는데 1899년 11월에 후

32) ｢普信會社規則(1899)｣, 제10조.
33) 정긍식 편역, 개역판 관습조사보고서(한국법제연구원, 2000), 201~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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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가 헐버트에게 방매한 금액은 954엔, 한국 화폐가치로 26,500냥이었다. 

정긍조와 후지이가 전당 계약 체결할 때 맺은 이자율 월 1%34)를 1년간 적용

한다면 11,200냥 정도면 충분히 전당권을 소멸시키거나 혹은 그 차액인 

15,300냥을 정긍조가 되돌려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후지이는 헐버트에게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면서 그 차액을 정긍조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한국 정

부가 정긍조의 권익을 보호하려면 헐버트와의 분쟁 뿐만 아니라 후지이와의 

반환 협상도 고려하여야 했으나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전당포규칙 제16조에는 “退典期限이 已過하거든 該 鋪主는 該 過限

한 典主의 姓名 及 日子를 鋪門前 前面에 揭示하고 5個日이 過하되 典主가 

不待한 時는 該 典物을 自行斥賣할 事. 但 如此 境遇에는 該價의 有餘 不足

을 勿論할 事”라고 규정하였다.35) 이 규정은 퇴전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전

당포주가 임의로 방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放賣액의 유여 부족도 따지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정긍조가 5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나타난 경우에는 어

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전당포규칙 15조와 제16조는 典物主가 빚을 갚지 못하면 전당물을 방매하

여 각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며, 특히, 기한이 지난 전당물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원 소유자의 허락없이도 제3자에게 방매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제15조는 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 소유자에게 되돌려주

라는 의미이지 매매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2. 분쟁 해결을 위한 시도 : 미국 공사관과 한국 정부 간의 협상

1899년 11월에 헐버트가 借名(박희남)으로 가옥을 매득하고 1900년 6월 

19일에는 본인의 이름으로 가계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긍조가 

가옥을 점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정긍조는 자신이 가옥의 원 소유자이

며 후지이에게 전당은 잡혔으나 헐버트에게 매도한 적은 없다는 이유로 헐버

34) 전당포세칙 제1조에서는 1천냥 이상인 경우에는 월 1%의 이자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35) 典當鋪規則,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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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가옥 소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헐버트에게 거액의 가

옥 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헐버트는 이미 후지이에게 954엔을 지불하고 

가옥을 買得하였기 때문에 정긍조에게 많은 돈을 지불할리는 만무하였다. 그

리고 헐버트는 가옥의 매매사실을 입증하는 한성부의 증명서류도 가지고 있

었다.

하지만, 가계를 발급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정긍조가 가옥을 점거하면서 

양도하지 않자, 헐버트는 원금 954엔과 연 12%의 이자를 계산하여 돈을 갚

으면 그 집을 되돌려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헐버트가 원금 이외에 연 이자 

12%를 요구한 것은 후지이와 정긍조가 전당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연 12% 

이자를 물리기로 합의하였던 사실과 관계가 있었다.36) 

정긍조가 이에 응하지 않자 헐버트는 미국 공사관을 동원하였다. 1901년 

8월 1일에 미국 총영사 알렌은 한성부 판윤 엄준원에게 공문을 보내어 “미국

인 헐버트가 일본인으로부터 매득한 南署 長洞의 一家屋(1900년 6월19일자

로 契券發給)을 원 소유자(일본인에게 債金關係로 양도함)가 파손하고 있으

므로 이를 정지시키고 14일 이내에 헐버트에게 양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

다.37) 미국 공사관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음과 같다.

약 1년 전에 미국인 헐버트가 진고개 근방에 있는 가옥을 일본인으로부터 日貨 

954원에 주고 구입하였는데, 일본인은 일찍이 한국인 정긍조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부동산을 저당잡았다. 이 정긍조가 기한이 지났는데도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일

본인은 그 집을 執行하여 일본 영사관을 통해 한성부로부터 새로운 집문서를 발급

받으려고 하였다. 본 신이(미국 공사-인용자) 일본 영사에게 가서 만나보고 자세

36) “Something over a year ago, Mr. Hulbert, and American citizen bought a piece of property near 
Chinkogai, of a Japanese subject who had secured it from a Korean named Chung Kung Cho. 
The Japanese had loaned the Korean money, taking the deed for property as security. The 
amount of the debt was Yen 954 with interest at 12% per annum. As the debtor failed to pay 
his debt, the Japanese seized the property and secured from the Governor’s office, through the 
Japanese Consulate, a new deed.” ｢2450. No. 301. F.O. 美人紇法買家事件의速決要請(美公使 安

連→외부 신 박제순, 1901.10.9.)｣, 구한국외교문서(原15冊), 195면.
37) 美國人(Hulbert)의 買得家屋에 한 完全所有確定要求(1901.8.1)(奎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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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정을 물어본 결과 일본 영사는 “이 가옥의 집행은 이미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으니, 나는 반드시 우리 백성의 이름으로 그들의 생업을 보호할 것이다”고 

하였다. 이에 그 옛 집문서를 한성부로 보냈으며 작년 1900년 6월 9일에는 집 문서

를 교환하러 왔는데 ‘가옥은 남장동에 있는 기와집 60칸으로 가격 26,500냥에 갚았

다’는 구절이 분명히 그 문서에 기록되어 있었다. 헐법의 소유라는 것이 이와 같이 

관급 토지문서에 분명히 나타나고, 한성부와 본 공관 및 일본 영사관이 모두 미국

인을 보호하는데, 정긍조는 즉시 이 가옥을 양도해주지 않고 있다.38)

미국 공사관이 해당 가옥의 소유자가 헐버트라고 판단한 근거는 해당 가

옥의 가계가 발급되었다는 것과 일본 영사관 측의 증언에 기초하고 있다. 당

시 일본 영사는 해당 가옥에 한 전당은 官印을 받았고, 기한이 지난 전당

물에 한 집행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헐버트는 한성부가 발급한 가계를 이미 소지하고 있으며 가계에 26,500냥에 

전당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획득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긍조가 

가옥을 양도하지 않고 있다면서 즉각 가옥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헐버트가 미국 공사관의 도움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자 정긍조

도 1901년 9월 1일에 한성부에 청원서를 보내어 자신의 입장을 적극 변호

하였다. 

본인이 살고 있는 가옥이 커서 70여칸이나 되는데, 3년 전에 집문서에 관인을 

받아 일본인 藤井友吉에게 전당잡히고 한화 1만냥을 차관했습니다. 그런데 藤井이 

한창 채무를 독촉할 즈음에 미국인 헐법(헐버트-인용자)이 마침 와서 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격이 타당하지 않았으므로 흥정은 파의가 되었습니다. 

이때 헐법은 이미 <가옥의 저당에 관한> 내막을 자세히 알고 나서 등정을 은 히 

꾀어 이익을 나누어 먹기로 하고 먼저 그 집 문서를 자신이 전당한 것으로 이전했

38) ｢訓令 제10호(외부 신 박제순→한성부 판윤 엄준원, 1901.10.14.)｣, 國譯漢城府來去文(下), 
71~72면; ｢2450 美人紇法買家事件의速決要請(全美公使 安連→ 외부 신 박제순)(1901.10.9.)｣, 
구한국외교문서(원 제15책), 195~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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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그리고는 박희남이라는 虛名으로 관급 집문서를 바꾸고 본인에게 설명도 

없이 덮어 두었다가 몇 달이 지난 뒤에 갑자기 위협하며 강탈하려고 하였습니다. 

(중략) 무릇 물화란 시세에 따라서 매매되어야 함은 실로 피아 백성들이 균등하게 

소유한 자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헐법은 교역상의 公法을 준수하지 않고 다만 

도둑으로 매입하는 성격과 강제로 빼앗는 권력으로 오로지 억누르기만 일 삼고 

있으니 저와 같은 문명국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함은 일찍이 생각지도 못했

던 바입니다.39)

정긍조는 첫째, 가옥의 소유자인 자신에게 설명하지도 않고 헐버트가 가계

를 발급받은 것을 강탈행위로 규정하였다. 둘째, 헐버트가 시세에 따른 家屋

價를 지불하면 가옥을 양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긍조는 가옥 소유자

인 본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후지이와 헐버트가 독단적으로 매매하였기 때문

에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 전당포규칙 제16조는 “退典期限이 已過하거든 該 鋪主는 該 過限한 典

主의 姓名 及 日子를 鋪門前 前面에 揭示하고 5個日이 過하되 典主가 不待

한 時는 該 典物을 自行斥賣”, 즉 전당포주가 임의로 방매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문제는 5일 전에 정긍조가 나타나서 채무 변제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이다. 만약, 정긍조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당시 한제국의 법

규에 비추어 보면 후지이와 헐버트 간의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하지만, 사전에 나타나서 전당의 처분 문제를 협의하였다면 정긍

조는 이 분쟁에서 좀 더 다툴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9칸이나 되는 기와집을 1만냥에 전당잡히고 모든 권

리를 잃는 것을 그 로 수용할지는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한국

의 전당 관행이나 전당포규칙 제15조에는 典當物을 방매하더라도 채무액과 

이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기 때

문이다. 그러나 정긍조는 후지이와 헐버트의 거래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을 

39) ｢請願書(정긍조→한성부 판윤, 1901.9.1.)｣, 國譯漢城府來去文(下), 79~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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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매매계약의 또 다른 상 방인 후지이에 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은 채 

헐버트의 가옥 소유권만을 부정하였다.

한성부 판윤 엄준원은 미국 공사관 측의 조회에 해서 회답하지 않다가 

정긍조의 청원서를 접수(1901년 9월 1일)하고 9월 5일에 미국 공사관에 답

변서를 보냈다. 그 답변의 요지는 “정긍조가 고소한 바에 따라 헐버트에게 

거액을 더 지급하도록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안건을 일본인에게 되돌리

겠다”는 것이었다.40) 한성부가 이 같이 회답을 한 이유는 “헐버트가 가옥에 

한 전당을 옮겨잡고 박희남의 이름으로 조회하여 관급 문서 발급을 요청하

였는데, 그러면서도 일찍이 한번도 그 가옥 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함이 없었

으니, 실로 사리에 맞는 온당한 일”이 아니며 “한성부에서 그 집문서를 발급

해 줄 때도 단지 해당 공관의 공문에만 의거하고 해당 가옥주인의 증명을 

거치지 않은 것도 돌이켜보면 정당한 조처였다고만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

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41)

이 회답은 후지이와 헐버트가 가옥 매매 과정에서 한성부의 관련 규정을 

제 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898년 6월에 한성부의 고시에 

따르면, 가옥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官契를 받도록 하였고, 새로운 관계를 

신청하는 사람은 새로운 호적의 통호수에 따라서 新舊 家主가 家儈와 같이 

와서 신청하도록 하였는데,42) 헐버트가 소지한 가계에는 정긍조가 배제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가계를 발급해 준 관청은 한성부였으므로, 이에 한 책임을 

누가 물어야 하는지에 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한성부는 헐버트가 정긍조에게 추가로 돈을 지

급하지 않으면 해당 가옥을 일본인에게 되돌려주겠다고 회답한 것이다. 이것

40) “When the new Governor Om came into the the office, I laid the case before him and he 
assured me he would attend to it. After frequent requests for a settlement, I finally received 
a dispatch dated Sept. 5, from the Governor refusing to settle the matter and asking me to have 
Mr. Hulbert pay the Korean a large sum of money which he demanded or give back the deed 
to the Japanese.” ｢2450 NO. 301 FO 美人紇法買家事件의速決要請(美公使 安連 →外部大臣 朴齊

純, 1901.10.9.)｣, 구한국외교문서(原15冊), 195~196면. 
41) ｢보고서 제6호(한성부 판윤 이한영→외부 신 임시서리 외부협판 최영하, 1901.11.6.)｣, 國譯漢

城府來去文(下), 78~79면.
42) ｢告示 제7호(1898.6)｣, 國譯漢城府來去文(上), 166~168면(원문 345~3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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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후지이와 헐버트 사이의 거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문제는 한성부가 양자의 거래를 불법적 거래로 판단하면서도 복잡하게 얽힌 

권리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성부의 회

답 로 일본인에게 관련 문권을 되돌려준다면, 후지이가 헐버트에게 다시 

954엔을 되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미 2.65배의 이득을 실현한 일본인이 과연 

이 같은 주장에 응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고, 이를 강제적으로 집행하기 위

한 후속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의 회신을 받은 미국 공사가 9월 11일에 한성부에 가서 엄준

원에게 그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항의하자 엄준원은 곧바로 회신 내용을 

철회해 버렸다.43) 한성부가 정긍조의 권익을 보호하려면 합리적인 근거와 

일관성 있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였으나 한성부 판윤은 자신이 보낸 

회답을 쉽게 철회한 것이다. 또한, 이 분쟁을 사법기관의 판결을 기다려보든

가 아니면 당시 국내법규의 해석을 통하여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여야 했으나 

한성부는 이 같은 법률 검토를 하지 못한 채 임기응변으로 응하였다.

미국 공사관과 한성부는 모두 자국민 보호를 위하여 적극 나섰으나 합의

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자 미국 공사관 측은 공매를 통한 해결을 추진하였

다. 원래 1901년에 헐버트는 가옥 분쟁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두 가

지 타협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다. 첫째는 원금 954엔과 연 이자 12%를 지불

하면 가옥을 되돌려준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해당 가옥을 공매(a public 

auction)에 넘겨서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자에게 매각하고 본전과 이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액수를 정긍조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원금과 이자를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전당포규칙에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

도 하였다.44) 원래, 이 방안은 후지이에 의하여 시도되어야 했으나 전당 계

43) 한성부는 미국 공사의 항의를 받고 회신 내용을 철회하고, 미국 측이 제안한 가옥을 경매하여 사안

을 종결하는 것에 하여 정긍조에게 의사를 물었으나, 정긍조는 본인이 해당 가옥을 방매하여 빌

린 돈을 청산하겠다고 주장하며서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보고서 제6호(한성부 판윤 이한영→외

부 신 임시서리 외부협판 최영하, 1901.11.6.)｣, 國譯漢城府來去文(下), 76~77면.
44) 분쟁 해결을 위한 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1898년 한제국 정부가 제정한 <전당포규칙>에 

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전당포규칙에서는 정긍조-후지이-헐버트 간의 분쟁을 규율할 수 있는 내

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성부는 이에 근거한 분쟁 해결을 시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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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과는 무관한 헐버트가 타협안으로 제시하였다는 특징이 있다.45) 두 타협

안 중에서 한성부는 가옥을 공매하여 안건을 종결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분쟁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룰이 비로소 정해졌다.46)

그러나 당시가 겨울철이라서 가옥의 매매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높은 가격으로 공매가 결정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다.47) 만

약 공매가가 원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헐버트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었다. 

이에 헐버트는 만약 공매액이 원금과 이자에 미달한다면 공매를 따를 수 없

다고 주장하였으나48) 공매 절차는 그 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한성부와 미

국 공사관 측이 합의하였던 공매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미국 리공

사 巴德(Gordon Paddock)은 한성부가 약속한 공매일이었던 1902년 3월 20

일이 되어서도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해당 가옥을 헐버트에게 양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49) 헐버트-정긍조 사이의 분쟁은 조금도 사적이

익을 침해받지 않겠다는 당사자들간의 치열한 다툼이었다.

결국 공매에 실패하자, 1902년 3월 21일에 헐버트와 정긍조가 한성부에서 

다시 만나서 협상하였는데 헐버트는 紙貨(일본 화폐)로 1‚230엔을 보상할 것

을 요구하였다.50) 1,230엔은 원금이 954엔에다가 이자율 12%에 약 2년 5개

월치를 합산한 것이다.51) 연 12% 이자율은 전당포세칙에서 규정한 월 1%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이면서 정긍조와 후지이가 전당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이

자율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협상에서 정긍조는 가계에 기재된 銅貨(한국 

화폐)로 26‚500냥만을 지불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또 다투었다. 

45) 照會․照覆對美國(奎26134).
46) ｢보고서 제6호(한성부 판윤 이한영→외부 신 임시서리 외부협판 최영하, 1901.11.6.)｣, 國譯漢

城府來去文(下), 77~79면; ｢訓令 第十號(미국인 紇法이 일본인을 중개인으로 정긍조 소유 한옥을 

불법으로 구입한 건)(1901.10.14.)｣, 각사등록.
47) 大韓漢城府照會(奎23238).
48) 照會漢判李漢英抄錄(奎23235).
49) 美國人(Hulbert)이 買得한 家屋의 讓渡에 관한 件(1902.2.7)(奎23240).
50) 大韓漢城府照覆第三號(抄錄)(漢城府判尹 李漢英 →大美代理公使巴德, 1902.3.27)(奎23245).
51) “This amount at the lowest bank rate of interest, namely 12%, amounts, computing the for two 

year, five months and some days, to Yen 1,230.” ｢2542. NO 340. F.O 美人紇法과鄭肯朝家契에關

한件(미 公使 安連 →외부 신 임시서리 兪箕煥, 1902.4.14.)｣, 구한국외교문서(원18책), 2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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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년 3월부터 5월 사이에 정긍조와 헐버트는 다시 원금과 이자를 지불

할 것인지 지불하다면 어떤 화폐로 이행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음

을 알 수 있다. 한국 화폐는 그 실질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

문에 헐버트는 일본 화폐로 변상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52) 한국 정부는 일관

되게 한국 화폐로 갚을 것을 주장하였고 이자까지 헐버트가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53)

양자가 서로 합의하지 않고 다투자, 한성부는 타협안을 제안하였다. 즉, 헐

버트에게 일본 화폐로 954엔을 받되, 이자는 받지 말 것을 제안한 것이다.54) 

그러나 미국 리공사 巴德(Gordon, Paddock)은 “미국인 헐버트가 매득한 

가옥을 原主人(정긍조)에게 돌려줄 경우 日貨 1,230元을 該人이 헐버트에게 

辦償하든가 아니면 가옥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성부의 제안을 단호

히 거절하였다.55) 

미국 공사관은 한국 외부 및 한성부와의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1902년 

52)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Yen and Nickel is so great that Mr. Hulbert was alright in not 
wanting to receive in nickels, but is it not too much for him to ask for the interest? I therefore, 
write you and ask you if you would ask Mr. Hulbert to receive the original amount in Yen 
and return the deed to him.” 大韓漢城府照覆第三號(抄錄)(漢城府判尹 李漢英 →大美代理公使巴

德, 1902.3.27)(奎23245).
53) ｢訓令 제5호(외부 신 서리 외부협판 최영하→한성부 판윤 이한영(1902.5.3.)｣, 國譯漢城府來去

文(下), 121면. 1902년 5월 3일에 한국 외부는 “정긍조의 가옥을 미국인 흘법에게 넘겨주는 일로 

서로 다툰 사안에 관해서 흘법이 日貨와 이자로 보상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다만, 한화로 원가만 받게 하라는 뜻으로 駐京 미국 공사에게 공문”을 보냈다.

54) “貴部第五號訓令을 承準內槪 鄭肯朝家屋 與美國人 紇法相詰一事 鄭肯朝가 若不以日貨償淸이면 

該屋을 讓與여야 貴府行文之意와 相符云云等因이시온바 此를 奉査와 鄭員을 連飭얏더니 

該員이 日貨九百五十六元을 辦備야 紇法에게 淸償코 온즉 紇法이 利子를 更要야 結末치

못얏슴으로 來訴이온바 蓋此一按의 至今延拖 獨非鄭員之辦錢無路라 紇法之買得이 亦不穩當 

則鄭員의 獨被其害가 容有其冤이온 今此紙貨로 淸償原額 則其害旣多 而詰法之更要利子가 不其

已甚乎잇가 本府에서도 原額外에 利子徵給마 行文은 無기 該錢紙貨九百五十六元을 封留

고 玆에 報告오니 査照處辦심을 爲望.” ｢보고서 제5호(한성부 판윤 이한영→외부 신 

서리 외부협판 최영하)(1902.5.29.)｣, 각사등록; 大韓漢城府照覆第三號(抄錄)(漢城府判尹 李漢

英 →大美代理公使巴德, 1902.3.27)(奎23245).
55) “I must therefore request that you order the man, Chung Kung Cho, to pay the full amount 

of Mr. Hulbert’s claim with interest as stated immediately, or at once hand over the house to 
Mr. Hulbert in conformity with your letter to me of February 5th, and your note of the 25th, 
insatant.” 美國人(Hulbert)이 買得한 家屋의 辦償에 관한 件(巴德 →漢城府判尹 李漢英, 1902.3. 
28)(奎2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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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에 고종 황제를 직접 알현하고 해당 문제의 해결을 호소하였다. 이

에 고종 황제가 헐버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지시함으로써 종결되었

다.56)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마침내 황제 폐하에게 그 문제를 가져갔고 

황제 폐하께서는 제 앞에서 각하께 분명하게 지시를 내려 그 가옥이 가계를 가

지고 있는 합법적 소유자인 미국인에게 양도되도록 하셨습니다. 각하께서는 그 

문제가 5월 30일에 틀림없이 해결될 것이며 그것은 그 가옥이 비워지는 것을 의

미하는 것이라고 저에게 다시 한번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의 지시 하에 Mr. 

Hulbert가 어제 공식적으로 그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문제는 종결되었습니

다.57)

고종의 지시가 있자, 한국정부도 매매증서인 가계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헐버트가 합법적인 소유자라고 선언하였다. 가옥 분쟁이 한성부에 접수된 직

후부터 1902년 5월초까지 일관되게 정긍조와 한성부는 후지이와 헐버트 사

이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조치는 전물의 처분행위가 적법하다

는 것으로 종전의 견해를 뒤집은 것이다.58)

56) 고종황제는 1899년에 한제국의 중립화 구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알렌 주한미국공사를 경유하

여 미국 정부에 요청하였다. 뿐만 아니라 1899년 10월에는 미국 공사관의 서기관이었던 샌즈를 

궁내부 고문으로 고빙하는 등 미국의 힘을 빌려서 한제국을 영토보전과 자주독립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미국 공사관의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57) “I finally took me the matter, much as I disliked to do so, to His Majesty who gave you express 

instructions in my presence, to have the property turned over to the American who held the 
deed and is the rightful owner. You again informed me that the matter would be definitely 
settled on May 30, which could only mean that the place would be vacated. Under my 
instructions therefore, Mr. Hulbert took formal possession on yesterday and the matter is close.” 
｢2583. No. 356 F.O 同上家屋의紇法引受完了事(미국공사 알렌→외부 신서리 최영하, 1902.5. 
31)｣, 구한국외교문서(16책), 305면. 

58) “南署會洞居前郡守鄭肯朝氏의 家券을 美國人訖法氏에게典質고 白銅貨九百餘元을 債用얏더

니 該錢報償 時에 紙幣로 加計收捧 故로 漢城府에 呼訴야 屢次裁判다난 事 已報
얏거니와 氏가 勢不得已야 紙貨로 計償利子를 更出라고 相詰더니 再昨日美使가 訖法

의 訴求을 依야 外部에 照會되 家券典限이 已過얏스니 該家를 訖法에게 許與야 從速妥判

라얏다더라.” 皇城新聞(19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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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한성부가 발급한 가계는 공식적으로 개인의 부동산권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기능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의 공적인 

해석 뿐만 아니라 외국 공사관이 개입하면서 확고해지기 시작하였다. 

 

Ⅳ. 맺음말

외국인들은 1876년 개항 이래로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였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하여 가옥 및 토지를 매수하였다. 이 과

정에서 한국인과 외국인들 간에는 권리의 보호 및 침해를 둘러싼 분쟁도 증

가하였는데, 특히, 借金 및 부동산 관련 분쟁이 많았다. 외국 공사관은 자국

민의 부동산 보유 및 거래 행위를 합법화할 것을 한국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

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 같은 부동산 거래를 한국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적인 

정비를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헐버트 가옥 분쟁은 한국의 부동산 법과 관습의 실태

를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외국인과 한국인의 민사 분쟁을 처리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우선, 이 분쟁은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시작

되었다가 해당 가옥을 제3자인 미국인이 구매하면서 가옥의 권리관계가 복

잡해졌다. 정긍조는 자신의 가옥을 헐버트가 불법으로 강탈하였다고 주장하

였고 헐버트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후지이에게서 매입하였으며 한성부로

부터 가계까지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약 1년간의 오랜 다툼 끝에, 양자는 해당 가옥을 公賣하고 원금과 이자를 

헐버트에게 주는 신에 그 차액은 정긍조가 가지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 방

식은 公賣價가 원금 및 이자를 초과하는 경우에 헐버트는 재산상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정긍조는 극히 일부이지만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해

결책이었다. 하지만 공매 시기가 겨울철에 접어들자 공매가 제 로 이루어지

지 못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공매 이외의 다른 해결 방안이 모색되었다. 헐버트와 미국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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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은 가옥 금을 정긍조로부터 받고 그 신에 가옥의 소유권을 반환하는 

협상안을 제시하여 관철시켰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옥 금이 문제였다. 헐

버트는 1899년 11월에 후지이로부터 954엔에 매득하였는데, 1902년에 헐버

트와 미국 공사관 측은 원금과 함께 가옥 구매일부터 약 2년 5개월간의 이자

를 연 12%로 계산하여 일본 화폐로 1,230엔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에 

해서 정긍조는 가계에 기록된 바 로, 이자 없이 원금 26,500냥만을 한국 화

폐로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또 다투었다. 양자가 서로 합의하지 못한 이

유는 지불 수단을 일본 화폐로 할 것인지, 한국 화폐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자를 지급할 것인지 등에 해서 첨예하게 립하였기 때문이다. 헐버트가 

일본 화폐로 금지급을 요구한 것은 당시 한국 화폐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고 

있었던 것과 관계가 있었으며, 분쟁 기간 동안에 발생한 손해를 이자의 형태

로 요구한 것이다.

결국, 헐버트 가옥 분쟁은 미국 공사관 측이 1902년 5월말에 고종 황제를 

직접 알현하고 해당 문제의 해결을 호소하자, 고종 황제가 헐버트에게 소유

권이 있다는 것을 지시함으로써 종결되었다. 한국 정부도 헐버트가 합법적인 

소유자라고 선언하였다. 이 사안이 한성부에 접수된 직후부터 1902년 5월까

지 일관되게 정긍조와 한성부는 후지이와 헐버트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

장하였으나, 고종 황제가 지시한 후에는 전물의 처분행위가 적법하다고 종전

의 견해를 뒤집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가 헐버트 소유로 선언한 

이유가 매매증서인 가계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정부는 정긍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후지

이와 헐버트 간에 체결된 매매 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

하지 못하였다. 첫째, 가옥 분쟁을 한국 법원으로 끌고 오지 못하였다. 법원

을 통하여 해결하는 경우에는 한성재판소가 관할이 되어 정긍조의 입장을 충

분히 들어보고 미국 공사관 측의 압력을 사법절차의 이행을 이유로 회피하면

서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소송 범위를 확 하여 후지이에

게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었으나 이 방식은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헐버트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미수호통상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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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민사와 형사를 불문하고 被告國의 법원에서 해당국의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헐버트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한국 법원

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헐버트는 곧바로 미국 공사관을 통하

여 한국 정부와 협상토록 하였던 것이다. 이 사례는 치외법권이 한국인의 권

리 보호에 크게 장애가 되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한국 정부는 국내법규를 활용하여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 정긍조의 

권리를 조금이나마 보호하려면 전당포규칙 등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규 및 

관행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법규에 근거한 협상보다

는 임기응변식으로 응하면서 사실상 미국측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결과

를 초래하였다. 당시 전당포규칙 및 한국 관행에서는 전당 기한이 지난 전물

을 매각하는 경우 典物價의 초과분에 해서는 원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지이를 상 로 하여 채무액의 초과금을 

반환해달라는 노력을 하지도 않았다. 

이 사례에서는 민사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가계가 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가계는 1893년 이래로 한성부가 가옥의 매매사실을 증명하는 수단

이었다. 미국 공사관 측은 일관되게 가계가 헐버트의 가옥 소유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문서라는 것을 주장하였고 결국에는 이를 관철시켰다. 한성부는 

가계 발급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거래의 무효를 주

장하였으나 가계의 소유권 증명서류로서의 성격을 부정하지 못하였다. 가계

는 한제국기에는 개인의 증명수단을 압도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그 이

전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었다. 이로써 가계(官契)는 부동산의 권

리를 증빙하는 문서이면서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는 점

에 역사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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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eigners’ Mortgage, Transaction and Civil 
Dispute on Real Estate during the Great Han Empire

－Focused on Hulbert’s Dispute over a House (1900-1902)－

Lee, Seung Il*

59)

This study reviewed a bitter legal dispute that Hulbert, an American, and 

Chung Kung Cho(鄭肯朝), a Korean, had over a house from 1900 until 1902, 

about for 2 years and 5 months in order to analyze how real estate (houses 

and lands) was putted in pawn or was transacted during the Great Han Empire 

and how the government settled civil disputes and would establish real estate 

laws.

It began with a claim-obligation relationship caused by pawn, and developed 

into a dispute over ownership. The issue was how to handle the expired pawn 

and to define the transaction of the third party who had acquired the pawn. 

This dispute well shows how real estate-related legal relationships had been 

formed during the Great Han Empire and how the government had settled 

such disputes and safeguarded property rights, especially, how foreigners 

protected their private rights amid Koreans and how they affect Korea’s legal 

system. Hence why it deserves to be studied.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History,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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