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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기 민사소송제도의 訴訟觀

-‘冤抑의 호소’에서 ‘권리의 주장’으로-

1)

이승일*

[국문 요약]

이 논문은 갑오개혁기에 도입된 민사소송제도가 전통의 소송제도와는 어떠한 점에서 차

이가 있었고, 각각의 소송제도에 녹아 있는 소송관은 무엇이었는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895년에 제정된 ｢재판소구성법｣, ｢民刑訴訟規程｣, ｢執行處分規則｣, ｢廷吏規則｣ 등 4

종의 법령들은 재판소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훈련을 쌓

은 자만이 사법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와 함께 민사 소송의 개시, 진행, 판

결, 이행 등 소송의 전 국면에 국가기관(재판소)이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강제 조치들이 다

수 제도화되었다. 이에 따라서 민사 소송에서 조선 재래의 유교적, 신분제적, 가부장제적 흔

적을 상당 부분 지웠으며 그 대신에 승소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갑오개

혁기 민사소송제도의 설계자는 이 같은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소송의 자유를 신장하고 

소송의 편의성, 신속성, 강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만들었다.

[주제어] 민사소송, 권리, 법, 민형소송규정, 執行處分規則, 廷吏規則, 재판소구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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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조선은 실로 지금 무법천지의 나라다. 사람의 고충을 해소할 길이 없다. (자기 

딴에는) 매우 똑똑하고 훌륭한 신사 서광범은 공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부랑

자나 건달을 즉결 재판할 수 있는)옛 국법을 제쳐두고 새로운 법을 시행하지도 

않는다. 아무리 의도한 바가 정당해도 아무도 법정에 가려 하지 않는다. 느려터진 

관리들이 일을 처리하며 근거없는 법을 집행하려고 꿈쩍이는데 걸리는 시간과 돈 

그리고 인내심을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느려터진 무리들은 누군

가의 주머니에서 돈을 짜낼 수 있을 때는 언제나 뱀같은 짓을 한다.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빌려준 이는 빌린 이가 약속을 지키게 할 아무런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밑줄은 필자)”1)

위 글은 윤치호가 1895년 8월 5일에 쓴 일기의 일부로 갑오개혁기의 혼란

상이 사실감 있게 서술되어 있다. 윤치호는 당시 한국의 상황을 ‘무법천지’라

고 진단하였다. 그 이유는 개인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가 당사자 간의 계약

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지켜지지 아니할 때, 권리자와 의무자를 공정하게 판

정하고 권리자의 이익을 실현시켜야 하는 사법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

였기 때문이다. 윤치호의 눈에 비친 한국의 재판소는 사법관의 부정과 부패, 

비효율로 인하여 인민의 신뢰를 잃은 상태였다.

｢재판소구성법｣을 비롯한 일련의 소송법규들이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

기 때문에 윤치호의 비판은 지나친 면이 있으나, 한국의 재판소가 혁신되어

야 한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갑오개혁 초기 한국 정부는 서구의 법 이념이 

반영된 제도를 도입하여 구래의 사법 제도와 관행2)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즉, 1895년에 제정된 ｢재판소구성법｣, ｢민형소송규정｣, ｢집행처분규칙｣, ｢정

1) 박정신․이민원 번역, �윤치호 영문일기(3)�(국사편찬위원회, 2015), 52~53면.

2) 조선 후기 이래 재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저서에 잘 서술되어 있다. 도면회, �한국 근대형

사재판제도사�(푸른역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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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규칙｣ 등 민사소송에 관계된 4종의 법령들은 윤치호가 지적했던 문제점들

을 해결하는 동시에 인민의 신뢰를 속히 회복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야 했다.

이 법령들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재판소를 설치하여야 하고 전문적

인 법률 지식과 훈련을 쌓은 자만이 사법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

다. 이와 함께 민사 소송의 개시, 진행, 판결, 이행 등 소송의 전 국면에 국가

기관(재판소)이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강제 조치들이 다수 제도화되었다. 

이에 따라서 민사 소송에서 조선 재래의 유교적, 신분제적, 가부장제적 흔적

을 상당 부분 지웠으며 그 대신에 승소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다

수 마련하였다.

더 나아가 새로운 소송제도와 개화 운동은 인민들을 각성시켰다. 우선, 민

사 소송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놓았다. 전통 시대 위정자들은 소송 자체

를 불온시하였으나 침해받은 권익을 되찾으려는 인민들의 투쟁을 막을 수 없

었다. 오히려 국가 소송체계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소송이 치열해지고 있

었다. 다만, 조선은 유학적 이념에 의해서 소송체계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소

송을 제기하는 자는 이기적 욕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訟官에게 호소하여야 했다. 그 호소에는 소송 상대방의 ‘惡行’과 ‘非理’를 고

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로 인하여 원통하게도 피해가 발생하였

다는 주장이 요약되어 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伸冤

抑’의 논변으로 자신의 소송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억울함을 주장하는 호소

에는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요구하고 투쟁하는 권익 수호의 의식이 두텁게 

자리잡고 있다.

한편, 새로운 소송제도는 정당한 權利를, 합당한 자에게, 합당한 만큼 귀속

시켜 달라는 적극적인 권리 주장의 소송관이 저변에 깔려 있다. 訟廷도 曉諭

와 刑罰이 가해지는 교화와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권리와 이익의 소재를 판

정하고 승소자에게 정당한 권익을 돌려주는 권리구제 기관으로의 성격이 과

거에 비해 솔직하게 표현되는 장소로 변모하였다. 갑오개혁기 민사소송제도

의 설계자는 이 같은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소송의 자유를 신장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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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 편의성, 신속성, 강제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만들었다.

이 시기 재판제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갑오, 대한제국기를 거치면서 소

송 관련 서류(소장, 소답서, 판결서 등)의 변화, 재판소의 설치, 민사와 형사

의 분리, 신식 소송법규의 출현, 사법관 직제의 설치 등 근대적 재판제도가 

일부 도입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황제권이 강화되

는 방향으로 권력기구가 재편되면서 근대적 요소가 약화되고 전통적 요소가 

다시 부활하였다고 지적한다.3) 김항기는 갑오개혁기 민사소송제도가 民의 

私權을 제도적, 법률적으로 보장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사권을 신장하

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한다.4) 당시 인민들의 소송 행위를 권리 의

식의 성장의 결과로 해석하려는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상소제

도가 민의 사권을 신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설명은 보완이 필요

하다. 조선후기에도 송관의 판결에 불복하여 다른 재판기관에 소송을 제기하

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2015년에 발표된 손경찬의 박사학위 논문은 전통적, 동양적 소송 질

서에서 식민지적, 서구적 소송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

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5) 특히, ｢민형소송규정｣, 

｢민형소송규칙｣, ｢형법대전｣ 등에 흩어져 있는 민사소송 관련 각 조항들을 

현대 법학의 관점에서 분류, 정리,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사적

으로 의의가 있다. 다만, 갑오, 대한제국기 민사소송제도의 특징 및 이념을 

조선 재래의 소송제도와 일본 명치 민사소송법과의 역사적, 비교사적 관점에

서 더 분석하였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갑오개혁기에 제정된 소송제도가 소상히 밝혀졌으

나, 이 소송 제도가 전통의 소송관 및 소송 제도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고 

민사소송제도의 개혁이 인민들의 권리 의식, 소송의 양태에는 어떠한 영향을 

3) 도면회, 위의 책;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역사비평사, 2010); 문준영, ｢한말 식민지 시기 

재판제도의 변화와 민사분쟁｣, �법사학연구� 46(한국법사학회, 2012).

4) 김항기, ｢갑오개혁기(1894~1896) 민사소송제도의 시행과 ‘私權’의 신장｣, �한국근현대사연구� 67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5) 손경찬, ｢개화기 민사소송제도에 관한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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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는 못하였다. 조선 왕조는 일찍부터 인

민들의 각종 분쟁을 국가 소송 체계 속에서 규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서양

과는 다른 소송관과 소송제도를 독자적으로 발달시켜 왔다. 이에 대한 역사

적 고려가 없이 전통시대의 소송제도를 서구적 혹은 근대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거나, 서구 민사소송제도에 대응할만한 것이 똑같이 조선왕조에도 

있었다고 추정한다면 조선의 소송제도에 녹아 있는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6) 본 연구에서는 조선왕조는 서구세계와 다른 나름대로의 

소송관과 소송의 논리를 오랜 역사적 경험 속에서 발전시켜 왔다는 시각 하

에서, 갑오개혁기 민사소송제도에 녹아 있는 訴訟觀, 소송 제도가 전통시대

의 그것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Ⅱ. 조선후기 소송제도의 訴訟觀: 冤抑의 호소

1. 조선의 訴訟觀

독일의 저명한 법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은 1872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서구 법학사에 길이 빛나는 강연을 하였다. 빈 법조협회가 마련한 강연에서 

예링은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라고 역설하였다.7) 

6) 조선시대에도 원고, 피고 등 소송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소송이 개시되며, 송정에서는 소송 주체 

간의 치열한 주장, 書證, 소송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송관에 의해서 사실관계가 재정리된다. 

최종적으로는 송관이 해당 분쟁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고 그 이행에 필요한 각종 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일정한 격식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서 현대의 소송과 공통점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 청송의 실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되었고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7) 루돌프 폰 예링, 윤철홍 옮김, �권리를 위한 투쟁�(책세상, 2018), 41면, 44면. 독일어 ‘Recht’는 

객관적 의미의 ‘법’과 주관적 의미의 ‘권리’라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객관적 의미의 법은 

국가에 의해 운용되는 여러 법률들의 총체, 즉 생활의 법적 질서이다. 예링이 말하는 이른바 ‘권리’

는 ‘법에 의해 보호받는 이익’을 말한다. 좁게는 소유권, 채권 등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기도 하지

만 넓게는 자유권, 참정권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법전에서 규정된 이익이 매우 제한적

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권리’는 법에서 보장하는 이익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나 윤리

적으로 해당 사회가 허용한 유무형의 이익 일체를 동양에서의 권리로 지칭한다. 예컨대, 소유권, 

傳貰權, 主人權, 典當權, 賭地權 등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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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의 모든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든 민족의 

권리든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야 쟁취할 수 있다는 의미

이다. 그에 따르면 노동이 없이 소유권이 없듯이 투쟁 없이는 법도 권리도 

존재할 수 없다. 특히, 그는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권리자의 인격 그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신의 

권리가 모욕적으로 무시당하고 짓밟힌 경우에, 권리의 대상물뿐만 아니라 자

신의 인격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자를, 칸트의 말을 인용

하여 “자신의 권리를 타인의 발 아래 내던지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

의 의무 위반”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하였다.8) 19세기 독일의 법학자는 부당

하게 침해받은 권리를 위한 투쟁에 나서지 않는 자를 인간의 보편적 의무를 

외면한 자로 비난하였다.

물론, 예링의 논지는 적법한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았을 때 투쟁하라는 

것이지 정당한 권리의 제한에 대한 불법적 투쟁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 소송

을 즐기라는 뜻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예링이 같은 시기에 중국

이나 조선에서 똑같은 주장을 하였다면 그는 소송을 쓸데없이 부추긴다는 죄

목으로 붙잡혀서 ‘非理好訟律’로 처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선후기 인민

들은 권익 수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섰으나 성리학적 교양을 갖춘 

송관(訟官)들은 이 같은 투쟁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동양에서는 인간 상호간의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모

든 통치자들의 바램이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과 송관들은 소송 자체가 필요

가 없을 정도로 禮治와 敎化가 잘 이루어져서 ‘無訟’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을 이상적인 통치라고 생각하였다.9) 그러나 이익과 손해가 거래되고 충돌

하는 각박한 현실에서는 몸과 마음가짐을 삼가고 삼강오륜을 묵묵히 실천하

는 사람보다는 눈 앞의 작은 이익에 마음이 흔들리고 도덕성과 인격이 결여

되어 있는 소인배들이 더 많다. 옛 군자들이 사람들에게 ‘克己復禮’할 것과 

8) 루돌프 폰 예링, 윤철홍 옮김, 위의 책, 23면, 64면.

9) �論語� ｢顔淵｣. “子曰, 聽訟, 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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義를 중시하고 利를 가볍게 여기며 겸양을 숭상할 것을 요구한 이유이다.

유학자들은 송사는 도덕과 윤리가 붕괴되어 나타난 결과이며 도덕의 붕괴

는 사적 이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이기적인 인간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공자가 “적은 것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균평하지 못한 것을 근심해야 하며, 

가난한 것을 근심할 것이 아니라 편안하지 못한 것을 근심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10) 유학자들은 인간사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재물을 

탐하고 이익을 꾀하는 것이며 재물상의 이익을 지나치게 따지다가 송사가 생

긴다고 說諭하였다. 만약, 모든 사람이 물질적인 이익에 대해 담담하다면 모

두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고, 재물상의 이익을 쟁탈하기 위해 송사를 

벌이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며, 그러한 세상이 바로 천당이라고 생각하였

다.11) 이상적인 사회가 되기 위한 가장 우선적인 조건은 물질적 개선이 아닌 

바로 소송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예링이 유학자들의 말을 들었다면, 그 같은 천당은 개인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각자의 권익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부로부

터의 부당한 침해조차도 참고 견디도록 요구하는 세계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 향리, 국가의 조화 즉 그러저럭 되는대로 살아가면서 시비를 분명히 

가리지 않고 그저 두리뭉실 좋게만 지내는 그러한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계라고 비판하였을 것이다.12) 중국의 현대 법학자 曹德成도 儒家가 

주장한 無訟의 실질에 대해서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으며 家만이 존재하고 

개인은 없으며, 간섭만이 있을 뿐 자유는 없으며, 차별은 있지만 평등은 없

고, 양보만을 중요시하고 분쟁은 나쁜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고까지 비난하

였다.13)

오늘날에는 소송 행위 그 자체는 단지 하나의 절차일 뿐이며 가치판단의 

대상도 아니고 도덕적이라거나 비도덕적이라거나 할 문제도 아니며 두려워

10) �論語� ｢季氏｣.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蓋均無貧, 和無寡, 安無傾.”.

11) 范忠信, 鄭定, 詹學農, 李仁哲譯, �中國法律文化探究�(일조각, 1996), 216면.

12) 范忠信, 鄭定, 詹學農, 李仁哲譯, 위의 책, 220면.

13) 曹德成, ｢中國法系硏究發微｣, �中華法學雜誌� 7卷4期, 1948.(范忠信, 鄭定, 詹學農, 李仁哲譯, 위의 

책, 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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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도 좋아할 것도 아니다. 문제는 소송을 제기한 목적과 내용이다. 현대 

법학자들은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행위들이 소송 과정을 통해서 교

정될 뿐만 아니라 정의가 소송으로 인하여 오히려 신장된다고 본다. 그러나 

전통시대 중국에서는 소송 행위나 소송을 지원하는 자에 대해서 ‘滋訟(일부

러 문제를 일으켜서 송사를 벌이는 것)’, ‘興訟’, ‘聚訟’, ‘訟棍’ 등과 같이 비

난하는 뜻이 담긴 접두사나 접미사를 붙여서 혐오와 경멸의 뜻을 나타냈

다.14) 중국에서 송사는 ‘쓸데없이 분규를 일으킨다’거나 ‘말썽을 일으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중국의 성리학을 수용한 조선에서도 이와 유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소송이 성행한다는 것은 사람들 간의 반목과 다툼이 증가

하는 것이며 이는 민심이 천박해지고 도덕과 체통이 타락하였음을 보여주는 

증표로 인식하였다.15) 소송은 “작은 일에 분노하여 욕하고 구타하거나 관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만 둘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만두지 않는 것”으로 

개인의 잘못된 품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본다.16) 조선의 송관들은 “백성들

의 소장이란 모두 별일 아닌 다툼”에 불과하다고 인식하는 등 민사소송을 대

수롭지 않게 여겼다.17) 조선 유학자들의 의식 속에서 송사는 대수롭지 않은 

것을 가지고 ‘忿爭鬪訟’ ‘非理好訟’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특히,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소송에 관여하는 자는 쓸데없이 분규를 

일으키는 자로 더욱 더 비난받았다. 중국에서 ‘訟師’18)나 ‘訟棍(남에게 소송

을 제기하도록 꼬드겨서 이득을 취하는 소송 거간꾼)’ ‘소송을 좋아하는 무

리’ 등의 표현은 비난과 혐오를 내포하고 있는 명칭들이며, 그들야말로 ‘도덕

을 붕괴시키는 무리’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19) 조선후기 지방의 牧民官들의 

14) 范忠信, 鄭定, 詹學農, 李仁哲譯, 위의 책, 234~235면.

15) 심재우, ｢조선후기 소송을 통해 본 법과 사회｣, �동양사학연구� 123(동양사학회, 2013), 92면.

16) �栗谷全集� 16, ｢海州鄕約｣(조윤선, �조선후기 소송연구�(국학자료원, 2002), 19쪽.)

17) 백승철 역주, �신편 목민고�(혜안, 2012), 58~59면.

18) 宋代 이래로 소송을 전문적으로 도와주고 이익을 취하는 직업인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박영철, ｢宋代의 法과 訟師의 향방｣, �동양사학연구� 107(동양사학회, 2009); 박영철, 

｢訟師의 출현을 통해 본 宋代 중국의 법과 사회｣, �법사학연구� 27(한국법사학회, 2007); 송계화, 

｢소송사회의 필요악 訟師｣, �중국어문학논집� 68(중국어문학회, 2011).

19) 范忠信, 鄭定, 詹學農, 李仁哲譯,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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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참고서에서도 거의 빠지지 않고 代訟人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가 나

타난다. �치군요결�과 �거관대요�에서는 민의 所志는 반드시 당사자가 직접 

제출하게 해야 급하지 않는 소지가 사라질 것이라고 당부하였으며, �목강�에

서도 부자, 형제간의 소송 외에는 代訟, 대리 제출(代呈)을 절대 허용하지 말

라는 원칙을 미리 민간에 알릴 것을 수령에게 주문하였다.20)

어떤 읍이든지 간에 언변이 좋고 문자에 능하여 救弊라 칭하면서 議送을 잘 

올리고, 族戚이라 칭하면서 代訟하며 오래 官門에서 분주하게 쟁송함으로써 一邑 

사람들이 모두 지목하는 자가 있다.21)

항상 決訟衙門을 배회하면서 남에게 쟁송을 교사, 유도하는 것을 業으로 하고 

있는 자는 그 決訟衙門으로 하여금 수소문하여 형조에 보고하게 하고 추문하여 

사실을 밝힌 다음 장 100, 全家徙邊에 처한다.22)

�목민심서�에서는 이러한 자를 “고을의 관청 주변에는 매양 간교하고 완

악한 자가 있어 오로지 남을 교사하여 송사를 일으키고 공사를 조종하는 것

으로 업을 삼는 자”로 표현하였으며,23) �下方重奄村�에서는 “옳지 않은 일

로 송사를 즐겨하고, 격쟁하는 자와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송사로 일으킴으

로써 업을 삼는 자”로 표현하였다.24) 조선의 법전과 각종 목민서에서는 소송

을 돕거나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제약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아무튼, 조선시대에는 이른바 민사 분쟁은 당사자 간의 양보와 호혜적인 

자세로 소란이 없이 종식시키는 것을 최상의 德目으로 보았다. 당사자 간에 

20) 심재우, ｢조선시대 소송제도와 외지부의 활동｣, �명청사연구� 46(명청사학회, 2016), 129면.

21) �牧綱� ｢斷訟題訴｣(심재우, 위의 글, 129면).

22) �大典後續錄� 雜令(조윤선, ｢속대전 형전 청리조와 민의 법의식｣, �한국사연구� 88(한국사연구회, 

1995), 26면 재인용).

23) 다산연구회, �목민심서�, 刑典 聽訟.

24) 《下方重奄村》(규古 4256-18) “非理好訟擊靜者 敎人爭訟爲業者.”(고동환, ｢19세기 賦税運營의 

변화와 呈訴運動｣, �국사관논총� 43(국사편찬위원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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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촌의 자치적인 규율과 公議를 토대로 민

간 차원의 해결을 시도하게 된다.25) 이에도 해결되지 아니하면 刑罰이 수반

되는 국가 법정(소송)으로 나아가는 것이다.26) 유학자들에 따르면 刑罰이 수

반되는 소송은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법과 형벌은 사람을 위협

하여 일시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있으나 염치를 알게 할 수 없으며, 사람을 

죽일 수는 있으나 어질게 만들 수는 없다는 교화 중심의 소송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27)

2. 소송 당사자의 소송 청구 논변: 伸冤抑

조선후기 이래로 사회의 생산력이 증가하고 분업관계의 고도화와 시장의 

증가가 가속화되면서 민간 차원의 분쟁이 자연히 늘어났다. 조선시대에 소송

을 터부시하는 이데올로기가 국가와 유학자들에 의해서 널리 유포되기는 하

였으나 각종 권익을 지키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막을 수는 없었다. 오히려 

정부의 강력한 抑訟 이념을 뚫고 권익을 요구하는 양상이 더 확대되었다. 이

에 따라서 조선 정부도 국가 법전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하고 소송 절차도 

정비하였다. 16세기부터는 국가의 공식적인 법전과 별도로 지방관의 私撰 

소송지침서가 출현하고 있었다. 이 같은 법률서가 출현한 배경은 소송이 늘

어나고 군현의 재판을 담당한 지방관의 송사 처리 업무가 중시되면서 소송 

법규에 대한 지식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28)

25) 조선시대에는 지역 사회의 각종 분쟁을 관에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가능하면 사족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였다. 이이가 청주목사 재임시인 1571년에 충청도 청주에서 실시한 향약에서는 민간

에서 쟁송하는 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면의 계장과 유사가 士類會議를 통하여 처리하되, 향중에서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것만 관에 소장을 올리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였다. 한상권, ｢조선시대 교화

와 형정｣, �역사와현실� 79(한국역사연구회, 2011), 281~282면.

26) 동양의 옛 사람들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

였다. 관리들은 ‘소송을 판결하는 것’ 즉 ‘辯訟’ ‘決訟’ ‘斷訟’이 민간의 분규를 해결하는 일상적인 

공무일 뿐 아니라, 도덕을 보호하고 널리 선양하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范忠信, 鄭

定, 詹學農, 李仁哲譯, 앞의 책, 234~235면.

27) 한상권, 위의 글, 275~276면. 

28) 심재우, ｢조선후기 소송을 통해 본 법과 사회｣, �동양사학연구� 123(동양사학회, 2013),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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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수령 1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

송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18세기 후반에 편찬된 목민서 �要覧�에는 “民俗

에 송사하기를 좋아하니 呈訴의 긴요하고 긴요하지 않은 것을 막론하고 여러 

차례 크게 번거롭게 하는 것은 반드시 처음번 題音 때 사정을 헤아리고 결말

을 분석하여 다시 呈訴하겠다는 말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29) 소

송이 격증하는 현상은 19세기의 목민서 �牧綱�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다. �牧

綱�에서는 “지방의 어리석은 풍속은 모두 싸우기를 좋아하여 사소한 재물이

나 작은 일로도 爭訟한다”고 우려하였다. 당시 지방관의 업무기록이나 문집

에서도 至親과 이웃간의 소송이 끝이 없다거나, 사소한 재물을 위해서 쟁송

을 일삼는다거나 오직 소송에 승소하기 위해 군현 재판에서 불리하면 감영에 

거듭 소를 제기하는 등 好訟의 현상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30)

한편, 조선후기 소송 실태에 관한 계량적 연구가 심재우에 의해서 수행된 

바가 있는데 이 연구는 조선인들의 생활 관계를 유학적 도덕과 높은 윤리의

식만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19세기 충

청도, 경상도, 전라도 소재 9개군의 민장치부책을 분석하였는데 민장의 수량

이 가장 많은 지역은 영광군으로 244.8건, 가장 적은 지역은 경산군으로 58

건이라고 추산하였다. 1개군당 평균 156.3건의 민장이 접수되었는데 이 수치

는 군수가 하루에 평균 5건 이상의 민장을 처리해야 했다는 것으로 소송이 

매우 많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31)

심재우의 연구는 조선 왕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민간의 분쟁을 공정하

고 질서 정연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재 필요성 여부를 묻는 공적 

불신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특히, 19세기에는 자신이 소유

29) �要覧� ｢決訟｣ “民俗好訟, 勿論呈訴之緊不緊, 一次二次, 大致繁溜處 必於初番題辭 量度事情 分析

結末 俾無更呈之辭.”(심재우, 위의 글, 98면)

30) �牧綱� ｢斷訟題訴｣ “遐土愚俗, 擧皆健鬪, 些少之財, 細微之事, 輒爲爭訟, 以角勝爲主.” (심재우, 위

의 글, 98~99면)

31) 심재우는 영광군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중국의 사례와 비교해서도 결코 적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심재우, ｢조선후기 소송을 통해 본 법과 사회｣, �동양사학연구�

123(동양사학회, 2013); 심재우, ｢조선후기 충청도 연기지역의 민장과 갈등 양상｣, �정신문화연구�

통권134호(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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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산과 각종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향촌 자치기구의 중재나 화해보다는 

국가 기구에 의한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소송을 국가기구로 끌고 오는 이상 조선정부가 통치 이념으로 표방하는 

유학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자

신의 송사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변을 유학의 이념에 맞게 윤색해야 한다. 

예컨대, 원고는 소송에 관계된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히면서 자신의 주장이 

진실하고 정당한 반면에 상대방은 윤리적으로나 도리상으로 ‘惡行’과 ‘非理’

를 저질렀다고 비난한다. 그리고 상대방의 ‘惡行’으로 인하여 자신이 큰 피해

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冤抑’, ‘冤痛’, ‘憤痛’의 감정을 토로하고 처벌을 호

소한다. 그 후에야 비로소 억울한 피해를 구제해 달라는 ‘伸冤抑’의 논변으로 

소송을 정당화한다. 자신이 제기하는 소송만큼은 ‘일삼아 송사를 제기하거

나’(興訟) ‘일부러 문제를 일으켜서 송사를 벌이는(滋訟)’ 행위가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이다. 아래는 �유서필지�에 기록되어 있는 채송 소지를 제출하는 

양식인데 위의 논변이 잘 나타나 있다.

삼가 소지를 올리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지난 ○○년에 △△에 사는 

×××에게 錢文 300냥을 5里의 이자로 手記를 만들어 받고서 빌려주었는데, 기한

은 1년으로 정하여 그로 하여금 장사를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가 

본전과 이자를 모두 잃어버렸다고 핑계를 대면서 줄곧 원리금을 갚지 않은 지가 

이미 4년이나 되었습니다. 제가 그의 터무니없는 말을 의아하게 여기고 몰래 염탐

해 보았더니, ×××는 그동안 집안 형편이 부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오늘 내일 하면서 끝내 갚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강도 같은 

자가 있겠습니까? 원통하고 분한 심정을 이기지 못해 이에 감히 우러러 하소연 

하오니 … (하략) …32)

위 채무 소장은 채무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32) 전경목 외 옮김, �유서필지�(사계절, 2006), 198~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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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상대로 작성하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채무계약을 이행하지 않

으면 소송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 �유서필지�는 ‘소송 당사자 

상호간 약정 체결 → 채무의 미상환 → 원고의 독촉과 상대방의 선의로 상환

을 기대 → 피고가 惡意적으로 원리금 미지급 → 冤抑의 감정을 이길 수 없

어서 提訴’라는 구도로 소장을 서술할 것을 제안한다. 요컨대, 피고는 채무 

상환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갚지 않는, 이른바 ‘善意’로 

베푼 행위를 배신한 극악무도한 강도와 같은 자로 묘사되고 있다. 

현대에는 채무를 갚지 못하는 이유를 불문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 대상이 된다. 굳이 소송 상대방의 ‘惡行’이나 ‘惡意’를 들추어 내서 비난

할 필요가 없으며, ‘惡意’가 있든 없든 소송의 개시와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

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유서필지�는 상대방의 행위를 ‘惡行’으로 규정하

고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신의 가련한 처지를 ‘冤抑’, ‘憤痛’의 감정적 

표현으로 호소하도록 한다. 조선시대 원고들은 상대방의 ‘惡行’으로 인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私利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점을 송관에게 극구 강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억울함

을 호소하는 밑바탕에는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요구하는 의식이 깊이 깔려 

있다.

Ⅲ. 갑오개혁기 민사소송제도의 訴訟觀: 권리의 주장

1. 소송상의 제약 철폐와 소송관의 변화

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비롯한 ｢민형소송규정｣, ｢집행처분규칙｣, ｢정리

규칙｣ 등의 소송법규들은 새로운 소송 질서와 訴訟觀을 만들어 냈다. 우선, 

가부장적이고 신분제적 원리에 따라서 유지되고 있던 소송상의 제약을 철폐

하였다. 조선시대에도 노비, 여성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

라 班常 간에 차별없이 소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 왕조의 독특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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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입각한 소송상의 제약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예컨대, 지방의 품관, 

서리, 민인이 해당 고을을 관할하는 수령이나 관찰사를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경우에는 종묘사직 또는 불법살인에 관한 것 이외에는 모두 접수하지 않고 

장100 도3년에 처하였다.33) 이 법령은 조선 전기에 지방 품관의 발호를 억

제하고 수령의 권위를 보장함으로써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려는 목적 하에 

제정되었다.34) 그러나 지방관에 대한 민중들의 제소 금지는 자의적 지방통

치 또는 지방관의 부패를 견제할 아래로부터의 수단을 억제하는 부작용도 초

래하였다.

그리고 가족 또는 친속 간의 고소 고발을 엄히 규제하였다. 형제, 숙질 등 

친족 간의 소송은 자칫하면 친목을 망각하고 미풍을 해친다고 생각하여, 친

족 간에 이유 없이 소송을 제기하여 그 간사함이 드러난 경우에는 엄벌에 

처하였다. 예컨대 아들, 손자, 처와 첩, 노비 등이 그 부모나 가장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에는 모반과 반역의 경우 외에는 교수형에 처하고 奴妻나 비부

(婢夫)가 가장을 고소, 고발하면 장 100 유 3천리에 처하도록 하였다.35) �속

대전�에는 아들과 손자가 그 조부모와 부모를 고소(告訴)하는 경우에는 시비

곡직을 가리지 않고 법에 따라 논죄(論罪)하여 인륜(人倫)을 밝히도록 하였

다.36) 민사소송 실무상에서도 아래와 같았다.

결송(決訟)하는 법에는 자식이 부모에 대해, 아우가 형에 대해, 지어미가 지아비

에 대해, 노비가 주인에 대해서는 설령 물어볼 만한 단서가 있어도 증질(證質)하지 

말아야 한다.37)

33) �경국대전� 刑典 訴冤. “종묘사직(宗廟社稷)에 관계되거나 불법살인(不法殺人)에 관한 것 이외로 

이전(吏典)이나 복예(僕隸)가 그 관원(官員)을 고발한 경우와 품관(品官), 서리, 민인이 그의 관찰사

나 수령을 고발한 경우에는 모두 접수하지 아니하고 장(杖) 100 도(徒) 3년에 처한다.”

34) 도면회, 앞의 책, 62면.

35) �경국대전� 刑典 告尊長. “아들과 손자, 처(妻)와 첩(妾), 노비(奴婢) 등이 부모(父母)나 가장(家長)

을 고소(告訴), 고발(告發)하면 모반(謀叛)과 반역(反逆)의 경우 이외는 교수(絞首)하고 노처(奴妻)

나 비부(婢夫)가 가장(家長)을 고소(告訴), 고발(告發)하면 장(杖) 100 유 3000리에 처한다.”

36) �속대전� 刑典 告尊長.

37) �居官大要�, 民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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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갑오개혁에서 “공사 노비의 법규는 일체 혁파하고 인신 판매를 엄

금”하였고 “문벌, 반상의 등급을 벽파하고 귀천에 불구하고 인재를 골라 쓸 

것”이라고 하여 신분제, 노비제를 폐지하였다.38) 소송의 자격에 대해서는 법

령상에서 특별한 규정은 없었으나, 1894년의 여러 조치들에 의하여 양반과 

官人들의 불법적 수탈에 맞서 양인, 노비 출신들이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권

익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의 자유가 보장되었다. 1896년의 이인근의 상소에

는 민중들이 이른바 ‘상전’들을 상대로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등 소송

관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모든 정사를 개혁한 이후 상인(常人)과 천인(賤人)들이 사대부(士大夫)를 업신

여기고 고약하고 잡된 무리들이 경향 각지에 출몰하여 원통함을 풀 것이 있다고 

하면서 재판소 뜰에 늘어서서 송사를 일삼는 것이 날로 생겨나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으로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39)

사채(私債)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야 할 것인지 아닌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 상관없이 4, 5년 전이나 십수 년 전의 사건도 갑자기 소송을 

걸어 첩정(牒呈)을 제출하기만 하면 경재(卿宰)나 진신(縉紳), 사류(士類)나 서민

(庶民) 할 것 없이 그 신분을 막론하고 정리가 그대로 묶어서 끌고 오고 있습니다. 

상인(常人)이나 천인(賤人) 신분으로서도 감옥에 가고 싶지 않고 옥리(獄吏)를 대

면하고 싶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왕조에서 예우하는 당당한 벼슬아치들이 하루아

침에 이처럼 심한 치욕을 당하니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40)

이인근은 常人과 賤人들이 사대부를 상대로 거리낌없이 소송을 일삼는 ‘惡

習’이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출몰하는 세태를 한탄하는 등 전통적 訴訟

觀을 가지고 있다. 특히, 그는 “갑오개혁 이전의 사채(私債), 답송(畓訟), 산

38) 도면회, 앞의 책, 122면.

39) �고종실록�, 고종 33년 12월 29일.

40) �승정원일기�, 고종 33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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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山訟)과 같은 개인 간의 다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리하지 말 것”을 요청

하였는데, 그 이유는 “서울과 지방의 송사가 가라앉아야만 나라가 나라 구실

을 하고 백성이 백성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41) 개인들이 

청구한 정당한 소송을 국가기관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인근의 주장은 일방적 폭력이다. 갑오개혁 

이후 常人과 賤人들의 모습은 침해받은 자신들의 권익을 되찾기 위하여 적

극적으로 재판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갑오개혁 이후 

인민들이 ｢재판소구성법｣에 따라서 새롭게 설치된 각급 재판소와 개혁 입법

에 기대를 걸면서, 1890년대 후반부터는 지방관은 물론이고 중앙의 주요 관

리, 판사와 검사까지도 고소, 고발당하는 사례가 급증하였다.

반상 간에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소에 정하여 재판소에서 원피고를 불러 사실

한 후 공평히 재판하여 결처하는 것이 나라 법률이라. 재판소에서 할 직무를 다른 

사람이 행할 지경이면 그 사람은 국가의 제일가는 죄인이라.42)

우리나라 오백년 관원의 권리는 높고 인민의 권리는 천하여 그 압제와 학대를 

여지없이 받아도 감히 말 한마디를 못하는데, 관원은 고사하고 촌에 사는 양반에게

도 감히 항거치 못하였슨즉 민권이 무엇인지 자유권이 무엇인지 이름도 모르던 

백성이 지금은 그 무섭고 위엄차던 관찰사 군수를 걸어 재판하기를 이전에 동리집 

늙은이와 송사하기보다 매우 용이하니 그것이 뉘 까닭인지 아시오. 그 근인을 궁구

하면 신문 친구의 힘이 아니라 할 수 없다.43)

위 인용문들은 소송에 대한 인민들의 태도의 변화를 읽을 수 있게 해준다. 

첫째 인용문은 신분을 불문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 당사자가 재판소에 소

송을 제기하여 처리하는 것이 國法이며 재판사무는 재판소가 처리해야 하지 

41) �고종실록�, 고종 33년 12월 29일; �승정원일기�, 고종 33년 12월 30일.

42) ｢근일에 드르니 엇더 양반들이 다시 구습을 시쟉야｣, �독립신문�, 1897년 12월 11일.

43) ｢친구에야감샤일(속)｣, �제국신문�, 1906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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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 등 재판할 권리가 없는 자가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인용문은 과거에는 백성들이 군수와 관찰사 등 관리들의 불법적 수탈에 

대해 감히 말 한마디도 못하였는데 이제는 인민의 권리, 민권, 자유권을 자각

하면서 군수와 관찰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을 예사로 여긴다는 것이다. 소

송에 관한 새로운 사고는 소송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근대 신문들에 의한 민

중 각성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연도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건수 220 461 312 191 416 67 152 194

연도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1910

건수 219 176 391 807 609 628 882 622

총계 6,347(건)

【표 1】한성재판소 민사 판결문 사건의 추이

출처: 곽지영․리상용, ｢근대 한국(1895-1912) 한성재판소 민사판결문 사건 분포에 대한 연구｣, �서

지학연구� 63(한국서지학회, 2015).

한국에서 재판 통계는 식민지 시기에 이르러 제대로 작성되기 때문에 전

국적인 통계를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당시 한성재판소와 고등재판소(평

리원)에서 생산된 판결문 통계는 산출이 가능하다. 1896년도 작성된 한성재

판소(한성부재판소 포함)의 민사 판결문은 46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2

배 가량 증가하였다. 1906년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한성부의 인구를 약 20

여만명, 1호당 4~5인으로 구성되었다고 추정한다면44) 1896년에 전체 호의 

약 2.3%가 소송에 휘말려 있는 셈이다.45) 그런데, 러시아 대장성 조사에 따

르면, 고등재판소가 검토, 심의하는 사건수는 매월 300~400건에 달하였다고 

한다.46)【표 1】은 러시아 대장성 조사에 비해서는 사건수가 적은데 실제로 

4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통계자료집(대한제국기편)�(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6).

45) 민사 판결문 1건당 원고, 피고 각 1호씩 모두 2호가 연루되어 있으나, 다수의 원고 및 피고가 참여

하는 재판도 있다. 다만 추계의 편의성을 위하여 민사 판결문 1건당 2호가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추계하였다.

46) 러시아 대장성, 최선 김병인 공역, �韓國誌�, 1900, 6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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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분쟁은 훨씬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갑오개혁기 민사소송제도는 소송의 편의성, 신속성, 강제성을 크게 

강화하여 승소한 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구제하는 권리자 본위의 소송

관을 제도화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민형소송규정｣은 訴狀, 訴答書, 判決

書 등 소송에 관한 각종 서류의 양식을 통일하였으며 소송 서류를 국한문 

혼용체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평민 계층도 손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訴狀, 訴答書, 

判決書에 녹아 있는 소송관은, 도덕과 민심이 타락한 자를 曉諭하거나 刑罰

을 가하여 자신의 과오를 깨닫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판 

투쟁을 통해서 정당한 權利를 합당한 자에게 돌려준다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

에 따라서 민사 소송의 청구 원인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冤抑’의 논변에서 

權利의 주장이라는 적극적인 논변으로 바뀌는 제도적인 기초를 마련하였다.

住址　　　　　　　　　　　　　　　　　　職業

   　　原告　　　　　　　　　　　　　　　　姓名

 　　　　　　　　　　　　　　　　　　　　　年齒

住址　　　　　　　　　　　　　　　　　　職業

   　　被告　　　　　　　　　　　　　　　　姓名

 　

   訴求

 　被告 原告에 對야 貸錢 本邊을 合야 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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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錢 若干을 貸與야시나 被告 其 期限이 

經過야도 備報치 아니니 其 事實은 債券에 徵照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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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訴狀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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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소송규정｣상의 소장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과 요구사항을 명시하

고, 그에 관한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소송 상대방의 惡行이

나 非理를 들추어 내서 비난하거나 ‘抑冤’이라는 감정을 드러내면서 소송의 

정당성을 호소할 필요가 없게 된다. 소송은 소송 제기자의 필요에 의해서 그 

자체로 정당화된다. 

한편, 소송관의 전환은 ｢민형소송에 관한 규정｣, ｢대서소세칙｣ 등에서 ‘소

송의 대리(代訟, 代書)’를 官許하는 변화로도 나타났다. 조선시대에는 소송 

당사자로부터 댓가를 받고 소장을 대신 작성해 주거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언을 하는 ‘代訟人’을 범법자로 취급하고 엄히 처벌하였으

나 갑오개혁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판소

의 허가를 얻은 후에 ‘代人’에게 소송을 위탁할 수 있도록 오히려 허가하였다.

代訟의 公認은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한 소장의 작성, 증거 제출, 변론 등

에서 소송 의뢰인의 편의를 높여 주었다. 물론, 代人이 현대적 의미의 변호사 

47) ｢1907년 7월 공주구재판소판결｣(원고 신정환, 피고 박희달).

【서식 2】위임장과 代言人의 표기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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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제3자에게 소송을 포괄적으

로 위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 전문가의 출현이 가능하였으며 이들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둔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 정부는 1897년에 ｢대서소세칙｣을 제정하여 代書 사무도 

官許制로 운영하였다.48) ｢대서소세칙｣은 새로운 소송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민중들의 소송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소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입되었

다. 당시에는 “각 재판소에 민형사상 呈訴하는 규칙을 頒行한지 오래 되었는

데 각처의 민인이 해당 규례에 어두워 양식에 어긋나는 것”이 많아서 소장을 

퇴각당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따라서 먼 지방에서 온 송민이 오랫동안 체

류하게 되어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대서소 제도를 설치하였다는 것이

다.49) 대서소의 官許도 역시 소송관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입법화로 볼 

수 있다. 특히, 민사 소송은 개인의 이익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

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부터 소송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가에서는 소송이 성립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도록 유도함으

로써 쓸모없는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사법상의 혼란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그리고 代人과 代書所의 공인은 민인 상호간의 소송을 가급적 억제

하려고 하였던 전통적인 訴訟觀에서 벗어나 소송을 권리 실현의 정당한 도

구라고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당연한 귀결이었다.50)

48) ｢대서소세칙(1897.9.4.)｣, 제13조. “嗣後에 此業을 經始 者 有거든 本部에 呈願야 此 規則

을 受去 後 開業이 可홈”.

49) ｢代書所細則(법부훈령, 1897.9.4.)｣,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Ⅱ)�, 276~277면. 각 代書人은 매일의 

장부책(日記簿冊)을 비치(裝置)하여 매일 써준(書給)한 소장을 초록(抄槩)하며 呈訴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대서 수수료는 원본과 부본을 불문하고 매장당 銅貨 2푼을 지급토록 하였다. 

소장을 대신 작성하여 줄 때는 자획을 단정케 하고 매행에 20자 이상으로 써주도록 하였다.

50) 이 당시에는 代人의 자격이나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였다. 1905년 11월 8일에

는 ｢변호사법｣이 제정되면서 재판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변호사는 민사당사자 또는 형사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서 재판소에서 代人의 행위와 변호권을 행하는 존재였다. 변호사는 ①委托 

當事者의 利益을 爲야 辨論을 行 事, ②訴訟書類 閱覽며 謄寫을 得 事, ③裁判

에 對야 法律上 意見을 陳述 事, ④委托 當事者의 同意 得야 申訴 及 訴願을 行 

事, ⑤何時라도 委托 刑事被告人과 面會을 得 事 등의 직권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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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석판결제도

｢민형소송규정｣, ｢정리규칙｣은 소송의 개시, 진행, 종결, 판결의 이행 등 

민사 소송의 전국면을 국가가 주도하되, 소송 당사자의 일방이 소송의 진행

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고 신속히 

종결짓는 제도였다.

이에 반해서, 조선시대에는 민사 소송의 개시 및 진행 등에서 소송 당사자

들의 자발적 협조가 중요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訟廷에 출석하여 시송다짐을 

제출하면 재판이 개시되는데, 소송 상대방이 차일피일 訟廷의 출석을 미루거

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더 이상 개시할 수 없었다. 訟官은 소송을 청

구하는 원고의 所志에 “피고를 데려오라”고 하는 지시성의 글(題辭, 題音)을 

써주기는 하지만 訟廷에 피고를 출석시키는 책임은 원고에게 있었다. 아래의 

인용문은 �거관대요�에 실려 있는 원고의 출석에 관계된 題音을 작성하는 

요령이다.

맹랑한 소장을 올려 “잡아오라”는 제사를 받고 처음부터 피고에게 가지도 않고 

거역한다고 와서 고소하는 소장은 일체 무효로 처리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를 잡아

오려 하는데도 피고가 끝내 움직이지 않는 경우 갓[笠子]를 빼앗거나 그 방안에 

있는 표식이 될 만한 물건을 빼앗아서 피고의 집 이웃에 살고 있는 세 사람에게 

알게 하여 증인으로 삼게 한 연후에야 거역하는 자는 엄중히 다스리며, 이렇게 하

지 않고 거짓으로 거역한다고 칭하는 자는 각별히 호되게 매를 칠 것이다.51)

相爭의 소지는 “과연 호소한 대로라면 매우 근거 없는 일이다. 조사할 것이니 

잡아오라”고 제사를 써준다. “채무를 받아달라”는 소지이면 “조사해서 받아줄 것이

니 잡아오라”고 제사를 내린다.52)

51) 백승철 역주 �신편 목민고�(혜안, 2012), 63면.

52) 백승철 역주, 위의 책,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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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題音은 조선의 소송 과정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즉, �거관대요�의 편

찬자에 따르면, 원고는 출석을 지시하는 수령의 題音을 받고서도 이를 피고

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수령의 명령을 거역한다고 거짓으로 보고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호되게 매를 치라고 각별히 권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이 개시되기도 전에 원고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단순히 원고가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 題音을 피고

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일까. 이 문제는 당사자 혹은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의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확인하

는 절차에 관한 것이다.53) 조선시대에는 소송의 개시 및 진행에 관한 내용

을, 국가가 소송 당사자 및 관계자에게 신속히 고지하고 출석시키는 제도가 

미비하였다. 어차피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에게 수령은 계속하

여 “잡아오라”는 題音을 남발할 것이고, 그러면 원고는 먼 길을 걸어서 수차

례 피고의 집으로 가서 출석을 요구하는 패턴이 반복될 것이다.

만약, 조선시대 訟廷의 출석의 패턴을 잘 알고 있는 자라면 어떻게 행동하

는 것이 시간, 비용, 열정을 절약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다. 원고는 자신의 

수고를 덜면서도 피고를 압박하고 訟廷에 더 빠르게 출석시키기 위하여, 수

령의 題音을 피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피고의 비협조적 자세를 

訟官에게 고발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訟官이 단호하고 더 엄한 題音을 

써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모습은 현대인의 사고 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소송

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피고의 출석이 필요하다면 국가기관이 직접 피고에

게 출석을 요구하되, 불응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주거나 혹은 강제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거관대요�의 편찬자는 수 차례 출석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갓을 빼앗거나 집안에서 표식이 될만한 것을 그냥 

가져오라고 한다. 그래도 끝내 응하지 않으면 엄히 다스린다고 위협한다는 

것이다.

53) 호문혁, �민사소송법원론�(법문사, 2012), 162면; 이시윤, �신민사소송법�(박영사, 2014), 4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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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선시대 소송의 개시를 위한 절차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출석 기한을 명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고와 피고가 함께 訟廷에 출석할 

수 있는 기일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고 원피고가 출석 기일에 합의한다고 

하여도 나중에 불가피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며 관아의 일정도 고려해야 하

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출석을 통보받은 피고의 입장에서는 소송의 참

여로 얻게 되는 이익이 소송 관련 각종 댓가(시간, 비용, 열정 등)를 상쇄할 

수 있거나 불출석으로 인한 피해가 명명백백하지 않다면, 굳이 신속히 움직

이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題音이라는 공적인 문서의 이행 주체가 官公吏가 아닌 원고에게 있

다는 점은 피고가 자발적으로 訟廷에 출석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題音은 수령의 지시문이기 때문에 피고가 엄중한 의무감

을 느끼겠으나 그 이행의 책임이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소송 상대방에게 

부과되어 있다면, 피고는 무시하거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출

석을 미루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상대방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원고는 두 번, 세 번 피고가 출정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訟官에게 고하면서 관청에서 잡아와 달라고 거듭 요

청하였다. 그러면 “성화같이 잡아오라” “당일 안으로 잡아오라”는 제사를 내

린다.54) 이 중에서 부모, 형제의 인륜과 같이 風敎에 관계된 일이 있으면 官

差를 보내 잡아오기도 하였다.55) 그러나 피고가 피신하여 연락을 두절한 경

우에는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으며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실행할 방법

도 사실상 없었다.

이 같은 소송의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선시대에는 소송 당사

자가 소송에 불응하는 경우에 출석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승소 판결을 내리는 

親着決折法을 시행하였다.56) 즉, “노비소송에서 원고, 피고 중에 스스로 이

치가 그르다는 것을 알고서 여러 달 동안 나타나지 아니하여 다시 그 가동을 

54) 박병호, �한국 법제사�(민속원, 2012), 155면.

55) 백승철 역주, 앞의 책, 70면.

56) 조선시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의 처리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손경찬, ｢조

선시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불출석｣, �법사학연구� 57(한국법사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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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둔 뒤 만 30일이 되어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처음부터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와 소송을 시작한 뒤 30일이 지나도록 이유없이 소송에 나

오지 않는 경우는 모두 소송에 나온 자에게” 승소 판결을 하는 강제적 종결

제도였다.57) 다만, 이 제도가 조선후기 민사소송에서 잘 준수되었는지 여부

는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정리규칙｣에서는 소송 상대방을 소환하는 책임이 ‘국가기관(廷吏)’에 있

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58) 정리는 판임관에 불과하였으나 소송의 진행에

서는 매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정리는 소관 재판소의 명령에 

따라서 집행처분을 행하며 민사에 관한 원고, 피고 등을 소환하는 책임이 있

었다(제2조). 특히 정리는 원고와 피고의 貴賤을 불문하고 소환할 수 있는 

직권이 있었다(제3조). 단, 원고 또는 피고를 소환할 때는 해당 재판소에서 

발급한 초체[招帖-소환장]를 소지하여야 했으며, 원고 또는 피고에게 전하되 

만약 완강히 핑계대면서 따르지 않거나 도피하여 나타나지 않으면 곧바로 체

포할 수 있었다(제5조). 

뿐만 아니라, 재판소로부터 소환을 통보받은 자가 집에 없는 경우에는 그 

집안 사람에게 초체를 전달하여 소환 사실을 알리고 재판정에 출석하도록 하

였다. 동시에 출석 기한을 피소환자의 집안 사람에게 알리고 만약 기한을 넘

길 때에는 결석재판을 곧바로 행한다는 사실을 告知하였다. 법령상의 결석재

판 기한은 7일이었다. 단, 소재지에서 재판소까지의 거리가 80리를 초과할 

때는 80리당 1일씩, 서울은 반일씩 연장하였다. 만약, 소환 통보를 받은 자가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할 때는 ｢민형소송규정｣ 제3조에 의하여 

代人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여 대리 處辦할 것을 告知하였다(제7조).

결석판결은 민사소송의 당사자 일방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을 경우에 출

석한 당사자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 정리규

칙 제6조에 관련 규정이 있다.

57) 정긍식․조지만․다나까 토시미쯔, �譯註 大典詞訟類聚�(민속원, 2012), 275면.

58) ｢廷吏規則(법부령 제9호, 1895.7.17.)｣, �各裁判所規程(奎 1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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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四十二號 

缺席判決書

原告 大島專藏 

被告 劉鍾烈

本年 九月 五日에 原告 訴狀을 據야 招帖을 發얏더니 被告가 隱避不見다 

기로 期限을 定給고 限內出卞치 아니면 缺席判決 意로 被告家人에게 

曉諭얏 過限已久토록 終不出卞니 其理屈을 可知이기 廷吏規則第六條

 依야 缺席判決을 卽行로니 被告 原告 訴求에 應야 於音錢 當計 

八千五百兩을 辦償이 可 事

光武十年 九月 十五日

漢城裁判所

首班判事 李秉和 判事 李容相 主事 李喆宇

조선시대의 親着決折法은 기한에 출석하지 않은 자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

는 제도라는 점에서 정리규칙의 결석판결과 유사하다.59) 다만, ｢정리규칙｣

은 법정 기한이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기한을 정해 주고 피고

에게 출석을 통보, 강제하는 것이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만을 

근거로 그대로 패소 판결을 내리는 신속한 해결을 지향하였다. 결석재판제도

는 소송 당사자 일방이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권리자의 이익을 신속히 보장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59) 조선시대에는 소송이 개시되면 원고와 피고는 시송다짐을 하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아무개에 

대해 소송하는 일로 당일 소송을 시작하니, 만약 기한이 차도록 송정에 나오지 않는 자가 있거든 

법전에 따라 친착인에게 결급하실 일입니다”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친착인에게 결급한다는 것은 

�경국대전� ｢형전｣ 사천조의 규정을 말한다. 즉 원고와 피고 가운데 패소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여

러 달 나타나지 않는 경우, 다시 집종을 가둔 뒤에 30일이 차도록 나타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시작

한 지 50일 동안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날이 30일이 넘는 경우에는 송정에 나온 자에게 승소판

결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송이 시작되면 법전의 친착규정을 적용하여 심리일마다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친착하도록 하였다. 임상혁, ｢조선전기 민사소송과 소송이론의 전개｣(서울대 박사학

위논문, 2000), 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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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는 소송 당사자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

로 진행, 판정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3. 강제집행제도

소장 제출 ∙원고(元)

�

始訟侤音(소송의 개시) ∙원피고(元隻, 隻)의 출석 및 侤音

�

변론 및 증거제출

∙원고 및 피고의 구두 진술, 증거 제출

∙사건 관계인의 구두 진술

∙증거[書證]의 진실성 여부 검증

� �

決訟侤音(변론의 종결) ∙원고 및 피고 侤音

�

판결(소송의 종결) ∙구두 혹은 문서로 결정(題音, 決訟立案)

�

侤音(판결의 이행 서약)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제출 

∙패소자가 판결의 자발적 이행을 서약

∙해당 서약을 관이 증명

【그림 1】조선시대 청송의 절차 예시

출처: 이승일, ｢근대 이행기 소송을 통해 본 전통 민사재판의 성격｣, �고문서연구� 51(한국고문서학회, 

2017).

조선시대의 소송은 원고가 訴狀을 제출한 후에, 원고가 피고를 訟廷에 출

석시켜서 각 당사자가 해당 송사를 시작한다는 다짐, 즉 ‘시송다짐[始訟侤

音]’이 있어야 비로소 개시될 수 있다. 소송이 개시된 후에는 각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변론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각 당사자가 

모든 증거물을 제시하게 된다. 그리고 증거 제출과 변론을 마친 후에 “저희

들이 소송하는 일은 각일의 다짐을 상고하여 관의 법식(官式)에 의거하여 시

행하실 일”이라고 결송다짐을 하였다. 결송다짐은 당사자가 변론의 종결을 

통고하고 訟官에게 사안의 종결을 요청하는 형식적 절차이다.60) 결송다짐을 

60) 한상권, ｢조선시대 소송과 외지부–1560년 경주부 결송입안 분석｣, �역사와현실� 69(한국역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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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 후에는 비로소 사건에 관한 訟官의 처분(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19세기 소송문서를 보면 訟官이 판결을 내린 직후에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해당 판결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侤音)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

다. 이 侤音은 각 당사자 상호 간에 교환하는데 그치는 사문서가 아니고, 訟

官이 侤音에 공증하는 절차를 거친 공적 권위를 지닌 문서이다. 그러나 현대

적 관점에서 보면, 이 같은 절차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것이

다. 訟官의 판결 이후에 패소자가 제출하는 侤音은 판결의 강제적 이행제도

의 부재와 관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61)

조선시대 판결의 이행에 관한 조문으로는 �대전회통� 형전 사천조에 ‘決後

仍執律’이 있다. 이 조항은 “타인의 노비를 허위문서에 의하여 점유한 자와 

결송한 뒤에도 그대로 점유한 자는 장 100, 도 3년에 처”하도록 하였다. �대

전회통� 형전 청리조에는 “다른 사람이 현재 차지하여 부리고 있는 노비를 

소송하기도 전에 방매(放賣)한 자와 무릇 전지(田地)와 노비(奴婢)에 관한 소

송의 판결(敗訴) 후에도 계속 차지하고 있는 자는 모두 장(杖) 100, 도(徒) 

3년에 처”하도록 하였다. 

조선후기 소송 실무에서는 ‘決後仍執律’을 적용하기보다는 태장을 치거나 

구금하여 판결을 이행할 것을 촉구, 강제하는 사례가 많이 보인다. �유서필

지�에 흥미로운 서식이 하나 있어서 소개한다.62) 債訟에 관한 서식들로서 

모두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채무를 상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채송 소지 

서식, ②피고를 붙잡아 오라는 訟官의 題音 서식, ③원고의 呈訴로 인하여 

구금된 피고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사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기한을 다시 

정해서 갚을 것을 서약하는 侤音 서식, ④기한을 늦추어 준다는 訟官의 題音

(피고의 석방) 서식 등이다.

이 서식들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피고에게 기한과 이자를 정

회, 2008), 282면.

61) 조선후기 侤音을 판결의 이행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보는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이승일, ｢근대 이행기 소송을 통해 본 전통 민사재판의 성격｣, �고문서연구� 51(한국고문서학회, 

2017).

62) 전경목 편역, 앞의 책, 198~2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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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계약문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 주었으나 피고가 빚을 갚지 않으면서 

소송이 전개되었다. 訟官은 즉각 피고를 소환한 후에 변론을 거쳐서 원고에

게 승소 판결을 내렸고 피고는 곤장을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옥

에 갇힌 피고는 소송 사건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訟官의 판결에 승복하고 

기한을 다시 정하여 빚을 갚을 것을 다짐하는 侤音을 제출하였다. 이 侤音을 

받은 訟官은 다음과 같은 題音을 내렸다.

피고의 형편이 이와 같으니 공연히 장(杖)을 치고 가두어 놓아 봤자 돈을 받아내

는 데에 조금도 도움될 것이 없기에 우선 기한을 다시 정하고 석방할 것63)

위 訟官의 題音은 조선후기 소송상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즉, 소

송에서 패소한 피고에게 태장을 치고 옥에 가두었으나, 피고가 기한을 다시 

정하여 빚을 갚겠다는 侤音을 제출하자, 빚을 상환하지 않았는데도 석방을 

지시한 것이다. 피고는 재물운이 좋지 않고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빚을 

갚지 못하였다고 변명하였는데, 무슨 방법으로 빚을 갚을 것인가. 석방된 이

후에 갑자기 장사가 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을 텐데 말이다. 왜, 訟官은 채무 

상환에 도움이 되는 피고의 또 다른 재산-가옥, 토지, 각종 금품류-을 찾으

려고 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조선후기 소송실무에서 송관은 패소자에게 거듭하여 판결을 이행

할 것을 촉구, 曉諭, 위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면 구금

하거나 태장을 쳐서 이행을 강요하였다. 패소자를 구금하거나 태장으로 다스

리는 것은 해당 판결을 이행하게 하는 강력한 강제조치일 수도 있었으나 패

소자가 도피하거나 완강히 불응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수단을 취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전통의 관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905년 형법대전 제282조이

다. 이 조항은 “民事訴訟에 落科야 納侤고 逃避 者 笞 一百에 處”

하도록 하였을 뿐이다. 1895년 이미 제정된 ｢집행처분규칙｣이 있었음에도 

63) 전경목 편역, 앞의 책, 206~2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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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집행처분규칙｣의 내용을 승계하거나 발전시키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는다.64)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訟官의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

제하는 수단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는 권리자(승소자)의 이익 실현을 사

실상 방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송관의 판결을 무력화하여 재판제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갑오개혁기 민사소송제도를 설계한 입법자는 전통 소송제도 중에서 강제

집행제도의 부재를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같은 문제점

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판에서 승소한 권리자의 이익을 국가기관(재판소)이 

패소자로부터 직접 추심하고 이를 승소자에게 돌려주는 민사집행제도를 도

입하였다. 강제집행제도는 ｢민형소송규정｣, ｢정리규칙｣, ｢집행처분규칙｣ 등 

일련의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집행처분규칙｣은 무려 22개 조항으

로 구성된 당시로서는 매우 상세한 법규이다.

우선, ｢민형소송규정｣65)에서는, 소송인이 판결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해

당 사건 관할재판소에 청구하여 집행명령서를 받도록 하였다(제16조). 재판

소는 집행명령서를 발급할 때에 정리에게 명하여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였다

(제17조). 이로써, 소송인이 청구하면 재판소가 집행명령서를 발급하고 재판

소에 소속된 정리가 직접 집행하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정리규칙｣에 따르

면, 정리(廷吏)는 소관 재판소의 명령에 따라서 집행처분을 행하며 집행을 

행한 후에는 권리자 및 의무자의 증명서와 집행일시, 권리의무자의 거주, 성

명, 변상액(償債數爻), 압수 물품의 價格都額等을 상세히 초록하여 존안(存

案)하도록 하였다.66) 조선시대에는 집행처분에 관한 국가기관의 역할이 미

미하였으나 1895년 ｢민형소송규정｣에서는 모두 국가의 책임으로 돌렸다.

｢민형소송규정｣상의 집행 처분의 절차와 내용을 상세히 규정한 것이 ｢집

64) ｢민형소송규칙(법률 제13호, 1908.7.13.)｣에는 민사 채무자에 대한 유치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제

도는 민사 채무자가 확정판결을 받고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옥에 채무자를 유치하는 

제도이다. 손경찬, ｢개화기 민사소송제도에 관한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5), 233~239면.

65) ｢민형소송규정(법부령 제3호, 1895.4.29.)｣, �各裁判所規程(奎 17287)�.

66) ｢정리규칙(법부령 제19호, 1895.7.17.)｣, �各裁判所規程(奎 17287)�.



38   法史學硏究 第58號

행처분규칙｣이다.67) 이는 재판소의 확정 판결에 근거하여 국가기관이 직접 

실행하는 강제집행제도로서의 의미가 있었다. 우선, 재판소에서 집행명령서

를 발급할 때에 의무자(채무자)의 資力과 事理의 사정[根委]을 헤아려서 7일 

이상 2개월 이내에 집행할 기한을 정할 수 있다(제1조). 廷吏는 소송인의 집

행명령서를 휴대하고 집행의 착수를 청구하며 또 재판소 명령이 있으면 바로 

그 집행에 착수하여 해당 명령서에 기록된 기한 중에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

였다(제3조).

【서식 3】집행명령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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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이승일, 앞의 글, 304면.

만약, 정리의 집행처분을 방해거나 기타 불법 등의 일로 거역자(拒逆者)가 

있으면 순검에게 구조(求助)하거나 혹은 재판소에 상당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었다(제20조). 특히, 정리의 집행처분에 대하여 일부러 방해하는 자는 그 

취지를 관할재판소에 진고할 수 있었고(제21조), 의무자가 갚을 재력이 없거

나 혹은 부족분이 발생하여 갚지 못할 경우에는 공권을 정지토록 하였다(제

22조). 

67) ｢집행처분규칙(법부령 제8호, 1895.7.17.)｣, �各裁判所規程(奎 1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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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정리규칙｣, ｢집행처분규칙｣, ｢민형소송규정｣은 판결을 확정하고 

집행하는데 기여하는 제도였다. 조선시대에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多發性으

로 전개된 이유는 誤決은 언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관념과 관계가 있으

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마도 訟官의 판결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의 미비와

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무튼, 조선 왕조의 소송제도는 訟官의 판정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패소

자에게 강제하는 민사적 수단이 미비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소송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고 더 이상의 소송이 

무의미하다는 점을 스스로 깨닫게 하여 단념시키는 효과가 있는 제도를 엄격

히 운용하지는 않았다. 판결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패소자는 소송을 

계속 제기하여도 손해볼 것이 없다. 

이 같은 소송제도상의 특성은 조선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라고 생

각한다. 일본의 저명한 중국 법사학자인 시가 슈조는 청대의 소송이 재판이 

아니라 현대의 調停에 대응될만한 현상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청대의 소송

이 지방관(判官)의 판정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와 관계인들

이 모두 모여서 지방관(判官)의 裁定에 승복하는 별도의 합의절차(‘준의감결

장’의 제출)에 의해서 종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석은 현대의 이

른바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화해, 조정, 중재)와의 직접적인 

비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소송은 상대방의 의사나 태도에 관계 없는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해결 방식이지만, 調停, 仲裁, 화해는 모두 당사자 

쌍방의 일치된 자율적 의사에 기초한 자주적 해결 방식인데,68) 외형상으로

는 조정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과연, 조선이나 청대의 소송의 개시, 진행, 종결 등의 국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소송의 구조가 소송 당사자(訟官, 원고, 피고)들의 호혜와 양보를 전제

로 형성되고, 궁극적으로는 합의를 위해 나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

해서 의문이 든다. 중국의 준의결장의 관행에 대해서 판결이냐 조정이냐를 

68) 이시윤, 앞의 책, 16~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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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준의결장이 출현할 수밖에 없었던 소송 구

조상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이미 필자가 제기하였듯이, 조선이나 중국은 분쟁에 대한 판정을 국가 

기관이 선언하더라도 그것을 강제로 이행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고, 

이 같은 절차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준의감결장, 侤音이 고안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그 문서(준의결장, 고음)들이 의미하는 바도 합의가 아니

라 판결의 이행을 강요하는 이행각서로서의 성격이 더 짙은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69)

4. 판결의 확정과 심급제도의 도입

현대적 관점에서 소송이 종결되기 위해서는 일단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해당 절차에서는 더 이상 불복할 

방법이 남아 있지 않아서 그 절차 안에서는 취소, 변경될 가능성이 없는 상

태를 말한다.70) 전통 재판에서는 현대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이른바 판결

이 확정된 상태가 희미하게 발견되거나 무시되는 사례를 종종 목격할 수 있

다.71)

물론, 조선시대에도 소송을 강제로 종결시키는 규정이 일찍부터 발달하였

다. 조선시대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관아에 소송을 제기하되, 만약 이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찰사에 항소할 수 있었다. 이를 議送이라고 불

렀는데 만약 本官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장을 영문에 올리면 영문에서는 

접수하지 않았다.72) 의송에 대해서 관찰사는 직접 재판하지 않고 수령으로

69) 이승일, 앞의 글, 293~302면.

70) 호문혁, 앞의 책, 363면.

71) 전경목, ｢山訟을 통해서 본 조선후기 司法制度 운용실태와 그 특징｣, �법사학연구� 18(한국법사학

회, 1997).

72) 전경목 외 옮김, 위의 책, 2006, 40~41면. 議送은 감영에 올리는 소장을 말한다. 사대부와 일반 

백성을 막론하고 本官(자신이 거주하는 고을의 수령)에게 소장을 올렸으나 본관이 공정하게 처결

하지 않았을 경우, 敗訴[落訟]한 자는 營門(감영)에 의송할 수 있다. 만약 本官을 거치지 않고 곧바

로 소장을 영문에 올리면 영문에서는 재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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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사건과 판결 이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기 나름대로 사실과 증거에 

대한 조사와 판결의 방향을 수령에게 지시하였으며 수령은 대체로 관찰사의 

지시에 따라 다시 판결을 내렸다. 의송에 의한 판결에서도 패소하면 중앙의 

형조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73)

조선의 법전에는 재판기관을 불문하고 3회 소송 중에서 2회를 승소하면 

더 이상 청리하지 않는 삼도득신(三度得伸)의 규정이 있다. 삼도득신은 “연

이어 세 번 소송한 가운데에서 당사자 일방이 두 차례 승소한 것을 말하며 

두 번 패소한 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한 자는 비리호송률(非理好訟律)74)로 논

죄(論罪)”하도록 하였다.75) 이처럼 조선시대에 소송의 횟수를 제한한 것은, 

斷訟 즉 부질없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회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정소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패소한 측에서, 

소송할 수 있는 여건만 주어진다면 이길 때까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것이

며 그렇게 되면 승소자의 손해의 회복이나 이익의 실현은 마냥 지연될 것이

기 때문이다. 또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정소

기한과 횟수를 엄격히 제한하여 사회를 안정시키려고 하였다.76)

그러나 ‘三度得伸’은 절대적이고 불가변적인 원칙은 아니었으며 재판 기관

간의 위계에 따라서 상급기관의 판결이 하급기관의 판결을 무효화하는 것도 

아니었다. 각 판결은 동일 사안의 또 다른 판결의 효력에 반드시 영향을 미

치지는 않았다. 특히, 최종심 판결기관의 존재를 고려하지도 않았다. 조선시

대에는 송관이 판결을 내리더라도 일정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다시 소송을 제

기할 수 있었고 또 그 재판에 따라 기존의 판결을 번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법령에서 버젓이 인정하였다.

73) 박병호, �한국법제사�(민속원, 2012), 149~150면.

74) 비리호송률(非理好訟律)은 명률(明律)에는 보이지 않고 ≪속대전(續大典)≫ 형전(刑典) 소원조(訴寃

條)에 “비리(非理)로 호송(好訟)하여 쟁(錚)을 친 자에게는 장(杖) 100, 유(流) 3000리에 처한다”고 

하였다.

75) �國譯 大典會通� 刑典, 聽理條. “三度 得勝하였다고 하는 것은 接訟한 三度 以內에 한 元隻이 再勝

함을 말한 것이니 두 번을 屈한 뒤에 다시 起訟하는 자는 非理好訟律로 論罪하고 … (중략) … 

落訟이 되어 上言하는 자는 三度 以後면 該曹에서 受理하지 아니한다”

76) 전경목, 앞의 글,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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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잘못된 판결은 부자, 적첩, 양천의 분간 등의 항목과 같이 정리가 절박한 

일이면 즉시 다른 관사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밖의 것은 판결을 한 당상관

과 房掌이 교체된 뒤에 할 수 있으며, 3년이 지나면 들어주지 않는다.77)

위 수교는 誤決한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판결에 대해 呈訴하여 다른 관사로 옮겨서 고쳐 유

리하게 판결을 받은(分揀) 경우에는 그 회수를 계산”하지도 않았다.78) 조선

인들은 誤決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항상 전전긍긍하였고 오결로 인한 피해 

구제를 소송의 형식적 종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따라서 삼도득신이

라는 형식적 종결에 관한 법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誤決을 바로 잡는 

절차도 동시에 정당화하였다. 

소송 실무상에서도 제1차 재판기관(수령)이 내린 판결에 대해 얼마든지 다

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수령이 바뀌기를 기다린 후에 신임 수령에게 다

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79) 그런데, 신임 수령은 자신에게 가져온 많은 소

송 사건이 이미 前任 수령이 판결한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배척하지 

아니하고 신중히 다시 처결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자세를 취한다. 이러한 관

대한 태도는 소송 당사자가 패소하더라도 판결을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패소

하였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여러 차례 소송을 반복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도임(到任) 초의 민소(民訴)는 전관(前官)이 이미 판결한 일인데 백성들이 요행

을 바라고 한번 시험해 보는 경우가 허다하니, 절대로 갑자기 엄한 처분을 내려서

는 안 된다. 만약 언사가 전관을 언급하면서 혹 침척(侵斥)하는 일이 있으면 옳고 

그름을 물론하고 먼저 그 죄를 다스려야 체모를 세울 수 있다.(전관의 처분이 만약 

크게 잘못되었다면 어찌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는가)80)

77) 정긍식․조지만․다나까 토시미쯔, 앞의 책, 189면.

78) 한국역사연구회 중세2분과 법전연구반, �受敎輯錄�(청년사, 2001), 316면. “凡呈誤決 移他司 改分

揀者 勿計度數”.

79) 김경숙, ｢조선후기 山訟과 上言擊錚-노상추가와 박춘로가의 소송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33

(한국고문서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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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訟官의 訴訟觀은 정약용이 편찬한 목민심서에서 그 전형을 찾아

볼 수 있다. 김상묵이 안동부사로 부임하자 법흥에 사는 고성 이씨(원고)가 

산송을 제기하였다. 고성 이씨는 피고가 고성 이씨의 산소 주변에 몰래 偸葬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당시 時論81)에 붙어 권세를 누리는 사

람 즉 新附時論者였으며 권세에 기대여 고성 이씨의 산지를 빼앗았다고 주

장하였다. 이전에 재임하였던 세 명의 부사들은 모두 고성 이씨에게 패소 판

결을 내렸다. 그러나 고성 이씨는 이에 불복하여 새로 부임한 부사 김상묵에

게 소를 제기하자 김상묵은 친히 조사한 후에 기존 판결을 뒤집고 피고에게 

移葬하도록 판결하였다. 피고는 “三度得伸한 소송이기 때문에 法上 다시 심

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하였다. 그러나 김상묵은 “판결이 공평하지 

않았으니 어찌 삼도득신에 구애되어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주

장하며 피고를 가두고 매질하여 기한 내에 파 옮기도록 하였다는 것이다.82) 

김상묵은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평하고 올바른 판결에 있으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것이 법전상의 삼도득신을 준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소구성법｣, ｢민형소송규정｣에서는 원고 또는 피고가 원심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소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공정한 판결을 보장하되, 소송 

당사자가 誤決을 이유로 판사 또는 재판소를 바꾸어 가면서 계속하여 소송하

는 것을 원칙상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소구성법｣은 재판소를 지방재판소, 

한성 및 인천 기타 개항장재판소, 순회재판소, 고등재판소, 특별법원 등 5종

으로 구분하였는데, ｢민형소송규정｣에서는 시심재판소와 상소심 재판소로 

나누어 심급을 구분하였다. 시심재판소는 제1심 재판소로서 한성재판소, 지

방재판소이고 상소심 재판소는 고등재판소와 순회재판소이다. 순회재판소를 

설치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고등재판소가 유일한 상소심 재판소이자 최고 재

80) �居官大要�, 民訴.

81) 시론(時論)은 당시의 집권층인 노론(老論)을 말한다. 영조 때 무신란(戊申亂)을 겪은 이후 노론 집

권층은 특히 영남의 남인 세력을 노론으로 개종시키기 위해 힘썼다. 이때 영남지방의 일부 사람들

이 당색을 바꾸게 되는데 이들을 가리켜 신부시론이라 했다.

82) 다산연구회, �목민심서�, 刑典 聽理條, 2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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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 역할을 수행하였다. 추후에는 지방의 형편에 따라서 군수가 관할내 재

판을 관장하고 군수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개항장재판소 또는 지방재판소로 

상소하도록 변경하였다.83)

上訴는 판결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였으며84) 만약 이 

기간 안에 제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소송은 그대로 종결되

는 것이 원칙이었다. 제1심에서 이미 판결을 내린 경우에 동일 심급의 재판

소는 다시 처리하지 않으며 상소심 재판소의 판결이 최종 판결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판결의 확정력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에 의한 강제종결

의 장치도 동시에 설치하였음을 의미한다.85)

아래의 훈령들은 1896년에 법부가 고등재판소 및 각급 재판소에게 發한 

훈령이다. 조선시대의 관행에 익숙한 고등재판소 및 각급 재판소가 스스로 

판결을 번복하거나, 고등재판소 판결을 하급 재판소가 번복하는 것을 금지하

기 위한 조치였다. 우선, 1896년 10월 13일에 법부는 고등재판소에 훈령을 

發하여 고등재판소가 행한 판결은 스스로 번복하지 말도록 하였다.

大凡 裁判法意가 何件을 勿論고 判決 一經 後에 飜案이 不可니 原

被告가 互相飜訴야 昨決 案件을 今又 受理면 民何以信이며 法何以行이리

오. 如此不已즉 息訟 日이 無고 曲直을 辨明치 못지니 貴所民刑事上判決

 已經 案件은 別定表式야 另爲蒐錄야 原被告紛競의 弊 永杜케  事로 

玆에 訓令홈”86)

판결의 확정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고등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하급 재

83) ｢各郡郡守로 該官內訴訟을 聽理케 하는 件(칙령 제5호, 1896.1.11.)｣, �구한국관보�, 1896년 1월 

15일; ｢各部觀察使․參書官․郡守가 判檢事事務를 執行하는 件(법부훈령 제2호, 1895.6.1.｣, �구

한국관보�, 1895년 6월 11일; ｢各府觀察使參書官郡守가 判檢事事務를 執行하는 件(법부훈령 제2

호, 1895.6.1.)｣.

84) ｢민형소송규정｣ 제21조.

85) 판결의 확정은 판결이 일단 선고되어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법원 자신도 이에 구속되어 스스로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86) ｢判決한 案件을 다시 受理審判하지 못하게 하는 件(법부훈령, 1896.10.13.)｣, �韓末近代法令資料集

(Ⅱ)�, 1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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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가 처리하지도 번복하지도 말아야 한다. 같은 날에 법부는 한성재판소와 

각급 재판소에도 훈령을 發하여 “이후로는 고등재판소에서 판결한 사건은 

영구히 수리”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87) 이 같은 조치는 고등재판소가 최종

심 재판소로서 기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였다. 그리고 아래의 서식에 

맞게 민사 판결의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서식 4】민사판결 처리부 양식

성명 거주 接受號數 월일 要旨 處辦 訟隻 番次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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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훈령, 

1896.10.13.)｣,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Ⅱ)�, 190면.

이와 관계된 후속조치로서, 1896년 12월 26일에는 법부에서 각 12도 4항 

1목 및 한성재판소에 훈령을 보내어 군과 도의 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고등

재판소에 곧바로 상소하는 행위도 금지하였다.88) 이와 더불어 고등재판소는 

20곳의 각 지방재판소, 개항장 및 제주목 재판소에 장정을 별도로 發하여 民

訴에 대하여 해당 재판소가 발급한 판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수리(受理)하

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89) 이 조치들은 하나같이 상․하급 재판소간

의 위계를 바로잡고 심급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

다.90)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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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훈령, 

1896.10.13.)｣,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Ⅱ)�, 190면.

88) ｢郡과 道의 裁判을 거치지 아니하고 高等裁判所에 直訴함을 禁止하는 件(법부훈령, 1896.12.26.)｣, 

�韓末近代法令資料集(Ⅱ)�, 199~200면. “凡 民刑訴訟 處辦 諸般規例 勅令案과 部令에 昭

載엿슨즉 遵此施行이 更論이 無커니와 倘히 審理 際에 該道 或 該郡 官吏가 受囑納賂야 

枉決이 有면 該 判事와 郡守 分輕重 嚴勘 터이오 訟民이 非理健訟야 式例 不遵고 

迭相上訴 者 非理好訟律 依야 處斷지오 毋論 何道 何郡고 上訴 者 本年 

勅令 第二十九號 載明 者 除 外에 郡과 道에 判決 經치 아니고 高等裁判所에 直訟

 者 斷不受理케  터이니 此意로 管下 各郡에 翻訓야 坊曲에 揭付야 一民이라도 不知

 弊가 無케  事로 玆에 訓令홈”.

89) ｢잡보｣, �황성신문�, 1898년 11월 3일.

90) 1899년 법부관제를 개정하여 법부에 직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심급제도의 안정화를 저해

하는 모순적 조치를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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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각종 훈령들은 전통적인 多發性 소송의 제기를 용인하고 있던 과

거 관행과의 결별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특히, ｢민형소송규정｣ 제22조는 

“상소 기간 중과 함께 상소가 있을 때는 상소를 완료하기까지 판결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제1심 재판소와 상소심 재판소를 구분하고 상소

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결로서 확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것을 의미

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변화였다. 이 같은 일련의 제도들은 승소자의 권리 실

현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Ⅳ. 맺음말

이 연구는 갑오개혁기에 도입된 민사소송제도가 전통시대의 그것과는 어

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재판소구성법｣, ｢민

형소송규정｣, ｢집행처분규칙｣, ｢정리규칙｣ 등 4종의 법령들은 민사 소송에서 

조선 재래의 유교적, 신분제적, 가부장제적 흔적을 상당 부분 지웠으며 그 

대신에 승소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다수 마련하였다. 訟廷도 曉諭

와 刑罰이 가해지는 교화와 공포의 장소가 아니라 권리와 이익의 소재를 판

정하고 승소자에게 정당한 권익을 돌려주는 권리구제 기관으로의 성격이 과

거보다는 솔직하게 표현되는 장소로 변모하였다. 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송제도의 개혁과 개화 운동은 인민들을 변화시켰다. 우선, 민사 소

송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놓았다. 전통 시대 위정자들은 소송 자체를 불

온시하였으나 침해받은 권익을 되찾으려는 인민들의 투쟁을 막을 수 없었다. 

오히려 국가 소송체계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소송이 치열해지고 있었다. 

다만, 조선은 유학적 이념에 의해서 소송체계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이기적 욕망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訟官

에게 호소하여야 했다. 그 호소에는 소송 상대방의 ‘惡行’과 ‘非理’를 고발하

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로 인하여 원통하게도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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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이 요약되어 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방어적인 ‘伸

冤抑’의 논변으로 자신의 소송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처럼 억울함을 주장

하는 호소에는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요구하고 투쟁하는 권익 수호의 의식이 

내면에 깊이 깔려 있다.

한편, 새로운 소송제도는 정당한 權利를, 합당한 자에게, 합당한 만큼 귀속

시켜 달라고 하는 적극적인 권리 주장의 소송관이 녹아 있다. 이러한 제도에

서는 권리의 소재를 신속하고 공정히 판정하는 것과 더불어 판정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갑오개혁기 민사소송제도의 설계자는 이 같은 이념을 실현

시키기 위하여 소송의 자유를 신장하고 소송의 편의성, 신속성, 강제성을 강

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하였다.

둘째, 소송의 진행에서 국가의 주도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조선시대의 청

송은 소송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자발적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소송구조

였다. 특히, 소송의 개시와 종결의 단계에서 원피고의 역할이 컸다. 조선에서

는 송정 출석의 의무를 원고에게 부담지웠는데 피고가 연락을 두절하고 송정

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의 진행이 곤란하였다. 그러나 갑오개혁기에

는 소송 당사자의 소환 책임을 국가기관(정리)에게 지웠으며 소송의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석재판을 시행하였다. ｢민형소송규정｣과 ｢정리규

칙｣은 소송의 개시, 진행, 종결 등 전체적인 국면에서 국가의 주도권을 확실

히 하였다. 소송이 개시되는 순간, 폭력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과감하

게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의 진행에 협조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즉각 불이

익을 주는 제도였다.

셋째, 소송의 종결 국면에서도 판결의 확정과 강제집행제도를 도입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송관이 판결하여도 그 판결을 강제할 만한 민사적 수단이 충분

히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해당 판결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다짐하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형사적 처벌(태장, 구금)을 

동원하였다. 이는 訟官의 판정 이후에도 소송이 종결되지 않고 계속하여 소

송을 제기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요컨대, 조선은 공권력을 동원

하여 소송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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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더 이상의 소송이 무의미하다는 점을 패소자가 스스로 깨닫게 하여 단

념시키는 제도를 엄격히 운용하지 않은 것이다. 판결이 강제되지 않는 상황

에서 패소자는 소송을 계속 제기하여도 손해볼 것이 없다.

그러나 1895년 ｢정리규칙｣, ｢집행처분규칙｣, ｢민형소송규정｣은 위와 같은 

권리의 미확정, 미집행을 용납하지 않는 제도였다. ｢민형소송규정｣, ｢집행처

분규칙｣에서는 채송 사건에서 패소자가 판결을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기관(재판소)이 패소자로부터 직접 추심하고 이를 승소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집행처분에 관한 국가기관의 역할이 미미

하였으나 1895년 ｢민형소송규정｣에서는 모두 국가의 책임으로 돌렸다. 이상

의 제도들은 모두 소송에서 판정된 권리자의 이익을 신속히 보호하고 회복시

켜준다는 소송관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상으로 갑오개혁기 도입된 민사소송제도와 전통시대의 소송제도를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였으나, 조선후기의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었

는지 그리고 소송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명

해야 할 바가 많다. 다만, 조선 왕조는 일찍부터 인민들의 분쟁을 국가 소송 

체계 속에서 규율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서양과는 다른 소송관과 소송제도를 

독자적으로 발달시켜 왔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이에 대한 역사적 이

해가 없이 전통시대의 소송 질서를 서구적 혹은 근대적 잣대로 평가한다거

나, 근대 민사소송제도에 대응할만한 것이 조선에도 똑같이 있었다고 추정한

다면 조선의 소송제도에 녹아 있는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앞으로 조선후기 소송제도 및 소송의 실태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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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91)

Perspective on the Civil Procedure System during 

the Gabo Reform Period

Lee, Seung Il*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s of the civil suit system introduced during 

the Gabo Reform Period with that of traditional lawsuit systems focusing on 

what the perspective of lawsuits were infused to each suit system. The four 

laws of the Court Organization Law(재판소구성법)’, ‘Rule of Civil and 

Criminal Procedure(민형소송규정)’, Regulation of compulsory execution(집행처

분규칙)’ and ‘Bailiff regulation(廷吏規則)’ enacted in 1895 proclaim that Court 

should be separated from Administration and that only those who have 

professional legal knowledge and training should exercise judicial powers. 

There are also many forceful measures institutionalized in which national 

institutes(Court) can intervene promptly in all procedures of lawsuits such as 

the opening, proceeding, ruling and execution of civil suits. Accordingly, a 

considerable amount of Confucian, class-based, and patriarchal traces of 

traditional Joseon were erased from civil lawsuits, and in its place was created 

a system that could provide practical protection for winners of lawsuits. The 

designer of the civil suit system during the Gabo Reform Period established 

the laws and regulations in a direction to strengthen the convenience, 

promptness and forcefulness of lawsuits, while elevating the freedom of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History,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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