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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洛憲의 疑法問答

전병무*

83)

Ⅰ. 입수경위

필자는 작년 겨울 일제강점기 법조인에 

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우연히 

김낙헌의 疑法問答을 고려  도서관에서 

발견하 다. 김낙헌이 누구인가. 한말에 평

리원 판검사, 법부 형사국장, 법관양성소 소

장 등을 지냈고,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인으로

서 전무후무하게 고등법원 판사까지 오른 인

물이다. 이런 인물이 쓴 법학 서적이 있다니! 

게다가 이 시기에 한국인 법률전문가가 쓴 

법학 서적은 매우 드문 경우라 더욱 그러했

다.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며 혹시 이 책에 

관한 논문이나 자료소개 등의 글이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어디에도 이 책에 관한 글은 

없었다. 

다만 서울  최종고 교수가 1990년에 발표한 <金洛憲의 從宦錄>를 찾

을 수 있었다.1) 이 글은 김낙헌이 쓴 종환록에 한 자료해설이었다. 이에 

 * 국민  시간강사

1) 崔鍾庫, ｢金洛憲의 ｢從宦錄｣｣, 법사학연구 11, 한국법사학회,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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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종환록은 김낙헌의 자서전 혹은 관직회고록, 일기 등 뭐라고 꼭 집

어 말할 수 없는 성격을 지닌 글로, 그가 1895년 법부주사가 된 이후부터 

1904년까지 자신이 보고 느낀 바를 사건별로 적은 것이다. 또한 이 책은 김

낙헌의 從姪인 金蘭秀가 집안 여기저기에 흩어져 다니는 자료를 모아서 간

단한 跋文을 붙여 근래에 한권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의법문답은 무슨 내용이 실려 있고, 종환록과는 어떠한 차

이가 있을까 하는 궁금함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우선 고려  도서관에 

전화를 걸어 의법문답를 출할 수 있는지 문의하 다. 돌아온 답변은 귀

중본이라 외부인은 물론이고 고려  관계자도 출은 불가하고 열람만 가능

하다고 하 다. 급한 마음에 고려  지인에게 연락하여 함께 도서관에 가줄 

것을 부탁하 다.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의법문답을 만날 수 있었다.2)

그런데 의법문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떤 이유로 이 책

이 고려  도서관에 소장되게 되었는가? 책표지를 보니 “만송 B8 A3 63”이

라는 등록번호 스티커가 있었다. 학교 도서관 책 중 이런 방식의 등록번호

는 개 기증자의 이름 혹은 字나 號일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책은 호나 

자가 만송이라는 사람이 고려 에 기증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서관을 나온 후 이를 단서로 추적해보니 晩松은 金完燮의 호 다. 우연

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변호사 김완섭 던 것이다.3) 게다가 김

완섭의 본관은 豊山으로 후술하듯이 김낙헌과 같은 가문이다. 김낙헌은 조선

중기 金慶祖의 후손이고 김완섭은 金崇祖의 후손이었다. 따라서 문중에서 전

해 오던 것을 변호사인 김완섭이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김완

섭이 직접 수집했을 수도 있다. 그는 당시 귀중도서 및 골동품 수집가로 장

2) 나중에 안 사실인데 필자의 노력은 헛고생이 되고 말았다. 고  도서관에서는 의법문답을 인터넷

상으로 원문서비스를 하고 있었다.(http://libdoc.korea.ac.kr)
3) 김완섭(본관 豊山, 호 晩松, 자 致吉)은 明治大 졸업생으로 1922년 일본 동경에서 실시된 일본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그해 구에서 변호사를 개업하 다. 해방 이후 검찰청 검찰관, 심계원 차장 

등을 역임하고 성균관  교수, 고려  강사 등을 지냈다. 그의 부친인 金秉度 역시 한말 일제강점기 

판사를 지낸 후 변호사를 개업했다.(동아일보 1922.10.1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金完燮氏 歡迎

會”;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서울법  신희택 교수가 만송의 

외손임을 정긍식 교수가 알려주었다. 정긍식 교수는 이 글을 작성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을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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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유명하 고, 국내 최 의 귀중본 장서가로도 소문났다. 아무튼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김완섭이 의법문답을 소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왜 김완섭은 본인의 장서를 고려 에 기증했을까. 그는 한때 고려

 강사로 출강한 적이 있고, 특히 그의 나이 77세인 1975년 2월 ｢한국 婚姻

考｣라는 논문으로 고려 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기도 하 다.4) 한데 호사

다마라 할까, 김완섭은 1975년 12월 그의 수집품을 노린 강도에 의해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가 사망한 이후 1976년 11월 아들 金在永 박사가 그의 

장서를 고려 에 기증한 것이다.5) 아마도 후손들이 그와 고려 의 앞서와 

같은 인연을 고려하여 기증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김완섭의 장서를 기증

받은 고려  도서관은 이를 ‘晩松文庫’라 명명하고 별도의 서가를 마련하여 

정리, 공개하 던 것이다.

Ⅱ. 김낙헌의 가계와 경력

김낙헌은 본관은 豊山이고 호는 肯雲 자는 致允이다. 그는 1874년 6월 15

일 경북 安東市 豊山邑 五美洞에서 金寅欽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오미동(원

래 五陵洞)은 신라 경순왕의 후손 金文迪을 始祖로 하는 豊山金氏의 世居地

이다. 조선 초 金子純이 왕자의 난을 피해 풍산현 오미동에 정착하면서 후손

들이 세거하기 시작했다. 중시조인 사헌 金楊震(1467~1535, 호 虛白堂) 

때부터 중앙정계로 진출하 고, 특히 그의 증손자 金大賢(1553~1602, 호 悠

然堂) 때 아들 8형제가 현달하면서 명문세족으로 기반을 다졌다. 즉 첫째 金

4) 경향신문(1975.2.22.). “最高齡 77살에 博士 高大서 學位받는 金完燮옹”.
5) 경향신문(1976.11.15.). “故 金完燮씨 장서 萬9천권 高麗大 도서관 기증”.

“국내 최 의 개인장서의 하나로 알려진 故 金完燮씨의 소장도서 4천종 1만 9천 4백 45책이 13일 

高大 도서관에 기증됐다. 고인의 아들인 金在永박사(51. 美 뉴욕주립  교수)에 의해 이날 기증된 

도서는 故人이 지난 21년부터 75년 별세할 때까지 50여 년 동안 모았던 귀중도서로서 가장 오래된 

詩文集으로 알려진 고려말의 ｢東仁之文｣을 비롯한 귀중자료들이 학계연구에 도움을 주게 되었다. 
高大 도서관은 이 기증본을 晩松(故 金씨의 호)文庫로 별도서가를 마련하는 한편 78년 10월까지 

정 조사와 목록을 작성한 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高大는 이번 장서기증을 계기로 5천만원의 

기금을 마련, ｢晩松金完燮선생장학기금｣을 모아 내년부터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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奉祖(1572~1630, 호 鶴湖), 둘째 金榮祖(1577~1648, 호 忘窩), 셋째 金昌祖

(1581~1637, 호 藏庵), 넷째 金慶祖(1583~1645, 호 深谷), 다섯째 金延祖

(1585~1613, 호 廣麓), 여섯째 金應祖(1587~1667, 호 鶴沙), 일곱째 金念祖

(1589~1652, 호 鶴陰), 여덟째 金崇祖(1598~1632, 호 雪松) 중 1․2․5․

6․8남 5형제가 문과에 급제하 고, 3․4․7남 3형제는 소과에 급제하여 모

두 관직에 나갔다. 5형제 문과 급제자가 나온 마을이라 이때부터 오릉동을 

오미동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6)

김낙헌은 김경조의 후손으로 조부는 金重佑이고 부는 김인흠이다. 김인흠

(1857~1939, 자 羲賓 호 石隣)은 한말 종2품(칙임관 3등)까지 오른 인물이

다. 1895년 8월 안동관찰부주사로 관직생활을 시작하여, 1898년 중추원 의

관, 1903년 평안남도 지계감리, 1904년 봉화군수, 1907년 소수서원 원장, 상

주군수, 규장각 부제학 등을 역임하 다.7) 정확한 이유와 시기는 모르겠으나 

김인흠은 오미동에서 경북 칠곡군 지천면 新洞(웃갓)으로 이사 왔다. 이때부

터 김인흠을 入鄕祖로 하여 그의 후손들이 칠곡군에서 세거하 고, 이후 小

門中을 형성하여 최근까지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8)

김낙헌은 신동에서 신식교육을 받지 않고 가학을 공부하 다.9) 1895년 4

월에 법부주사로 임명되어 1897년 법부 검사, 1901년 평리원 검사, 1902년 

평리원 판사, 1904년 법부 참서관․법률기초위원, 1905년 법부 형사국 司理

課長․법관양성소 소장․법부 형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그 사이 1900년부

터 1905년까지 刑法校正官으로 임명되어 刑法大全 편찬사업에 참여하

다. 1906년 법관양성소 소장․부동산법조사위원, 1907년 재판소구성법 및 

부속법령심사위원, 1908년 변호사시험위원장, 법전조사국 위원 등을 지냈

다. 1909년 경성공소원 검사, 1910년 ‘한일병합’으로 경성공소원 검사에 재

임명되어 조선총독부로부터 勤勞恩賜金으로 3천원을 받기도 하 다. 1911

6) 풍산김씨, 디지털안동문화 전(http://andong.grandculture.net)
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8) 풍산김씨, 디지털칠곡문화 전(http://chilgok.grandculture.net)
9) 김낙헌의 생애와 경력에 해서는 위 최종고의 글과 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2006년도 조사보고서ⅱ-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유서, 2006)에 자세히 밝혀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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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한국인 최초로 고등법원 판사에 올랐다. 1918년 10월에 판사직을 의원

면직하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에 피선되었다. 1919년 6월 신병으로 

사망했다.

이러한 그의 경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낙헌은 한말의 관리로서 법부와 

인연을 맺어 근 화의 과정 속에서 獨學과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한 뛰어난 

법률가로 한국 근 법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10) 그러나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일본이 을사조약(1905년), 정미조약(1907년), 기유각

서(1909년) 등을 강제로 체결하고 조선의 보호국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근  

사법의 도입이라는 미명하에 본격적인 사법 침탈이 전개되었다. 특히 伊藤博

文의 계획(구상)에 따라 일본에서 데려온 법학박사 梅謙次郞이 주도한 1906

년 부동산조사회의 부동산에 관한 법 제정 사업과 1908년 법전조사국의 관

습조사사업은 통감부의 보호국화 정책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다.11) 김

낙헌은 위 사업에 법부 형사국장의 자격으로 각각의 위원을 맡아 충실히 수

행했다. 또한 그는 1909년 경성공소원 검사와 1911년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중 의병 항쟁 및 독립운동 사건 재판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2006년 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일제강점기 초기의 친일

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 포함되었다.12)

Ⅲ. 의법문답의 체제와 주요내용

이 책은 순한문 필사본으로 크기는 27.0×19.5㎝, 쪽수는 110여 매이다. 

서문은 1920년 8월 즉 김낙헌이 사망한 다음해에 鄭敎永이 지었다.

이 책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첫째는 일본인 梅謙

次郞과 한국인 춘천지청판사 沈魯旭 등 20인의 법률전문가가 문의한 한말~

10) 최종고, 위의 글, 244쪽. 특히 豊山金氏家牒에는 그를 “韓國法祖”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11) 이승일,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역사비평사, 2008, 69~83면.
12) 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6년도 조사보고서ⅱ-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유서, 

2006, 426~4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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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관습, 관례, 의의, 법률판단 등에 해 김낙헌이 답변하는 형식이

다. 둘째는 동경 학법과교수 법학박사 中川孝太郞이 우리나라의 法律沿革

에 한 질문과 그의 답변이다.13) 첫 번째 부분이 본문 내용의 부분을 차

지한다. 

첫 번째 부분의 내용상 특징을 략 살펴보면, 질문자에 따라 질문 내용의 

차이가 보인다. 즉 일본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관습문화 즉 不動産

慣習, 袒免親, 書院慣例, 遺産相續, 門中意義 등을 주로 질문하 다. 이에 반

해 한국인의 경우는 근 법의 구체적 해석 즉 行政司法權域, 占有權取得時

效, 法人及漁業法森林法中疑義, 森林法及典當權 등을 주로 질문하 다. 그리

고 일본인의 경우 관습조사사업에 참여한 인물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따

라서 조선총독부중추원에서 발간한 民事慣習回答彙集과 비교, 분석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질문 내용과 질문자는 다음과 같다. 

 

13) 이 부분은 從宦錄에도 거의 유사한 내용이 실려 있다.(최종고, 위의 글 참조) 



번호 질문내용 질문자 문답수

1 不動産慣習 법학박사 梅謙次郞 17

2 行政司法權域 춘천지청판사 沈魯旭 2

3 袒免親 통감부서기관 中山星太郞 1

4 墳墓界限 춘천지청판사 鄭樂憲 1

5 書院慣例 심판사 牧山榮樹 6

6 遺産相續 법부서기관 安住時太郞 5

7 保證人所關 경성공소원판사 咸台永 1

8 出訴期間 전지청판사 權重瑾 7

9 牌旨性質 경성공소원판사 咸台永 1

10 僞造律疑義 전지청판사 權重瑾 2

11 女子相續 통 판사 金大經 4

12 婚姻法 총독부서기관 小田幹治郞 10

13 門中意義 고등법원판사 平島直太郞 1

14 寡婦改嫁 고등법원판사 岩野新平 1

15 新舊文記授受 고등법원판사 平山銓次郞 1

16 約束手形 경주지청판사 金大經 6

17 裁判上採證方法 진주지청판사 盧興鉉 5

18 庶子財産管理權 淺見倫太郞 1

19 占有權取得時效 판사 李善鍾 1

20 債權讓渡 石川正 2

21 養子慣習 관습조사위원회장 倉富勇三郞 13

22 法人及漁業法森林法中疑義 통 지청판사 金大經 3

23 面洞里有財産管理 진주지청판사 盧興鉉 1

24 森林法及典當權 李春熙 2

25 隱居慣例 고등법원장 渡邊暢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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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한 역사적 평가가 어떻든 한말~일제강점기 법률가로 활동한 경험

을 바탕으로 집필된 의법문답은, 한국 근 법사를 연구하는데 큰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여기에 소개하는 바이다.

*이 자료를 원하는 강호제현은, 고려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c.korea.ac.kr)에 접속하여 “의법문

답”을 검색하면 “의법문답 필사본”이라는 3개의 항목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 2번째에 있는 항목 “원문”

이라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원문을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원문 복사와 출력은 가능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