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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육분체제인 ≪경국대전≫ 등에는 내용상으로 민사법에 해당하는 조문이
있었지만, 독립된 민법전은 존재하지 않았다. ‘민법’이 한국사에서 본격적으
로 논의된 때는 1895년 을미개혁 때이다. 이후 대한제국에서 독자적으로 민
법전 편찬에 착수하였지만, 일본의 침략으로 좌절되고 1912년 ｢조선민사령｣
에 의해 일본 민법이 의용되었고, 1958년에야 우리의 독자적인 민법전을 갖
게 되었다(1960. 1. 시행).
본고에서는 1907년(광무 11) 5월 7일 中樞院 議長 徐正淳이 議政府 參政
大臣 朴齊純에게 발송한 <민법 입법요강>을 소개한다. 이 자료는 서울대학

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中樞院來文≫(奎 17788)에 수록되어 있다(이
* 본 자료는 문준영(부산대학교 교수)가 알려주었다. 호의에 감사한다.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gsjung@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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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규장각”으로 약칭). 그 존재는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1) 내용은 소개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대한제국기 민법전 편찬의 흐름 속에서 관련 자료와 함
께 내용을 검토한다.2)

Ⅱ. 민법전 편찬 흐름
한국에 서구근대법이 본격적으로 수용된 때는 1894년 갑오개혁기였다. 동
학농민전쟁을 빌미로 조선에 군대를 파견한 일본은 각의에서 “조선국 내정
개혁안”을 결정하였다. 조선의 내정개혁을 거부하는 청과 전쟁을 개시하고
조선에 내정개혁을 강요하였다(1894. 6). 조선은 안팎의 압력이 계속 되자
교정청을 설치하는 등 자주적으로 내정개혁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별다른 성
과가 없자 일본은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하고 김홍집 내각을 성립시
키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更張綸音을 반포하였다(6. 22~7. 4). 군국기무
처에서는 議案 형태로 입법을 하였는데, 4개월에 걸쳐 208건을 공포하였다
(갑오개혁). 청일전의 승리와 군국기무처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개혁에 진척

이 없자, 일본 신임 공사는 군대를 동원하여 “내정개혁 요강설명 20안”을 고
종에게 강요하여 확답을 받은 후 중추원을 설치하고 고문을 파견하여 개혁을
단행하였다(10. 24). 고종은 개혁의지를 만방에 선포하기 위해 12월 12일 誓
告文과 함께 ｢洪範14條｣를 반포하고3) 근대적 민법전 편찬 의지를 밝혔다.
一, 民法ㆍ刑法嚴明制定, 不可濫行監禁懲罰, 以保全人民生命及財産.4)

1)
2)
3)
4)

전종익, ｢개화기 중추원의 기능과 성격에 관한 연구｣(서울대 법학석사학위논문, 1988), 94면.
본고에서 소개하는 자료의 원문은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http://kyudb.snu.ac.kr/)에서 볼 수 있다.
정긍식, 뺷한국근대법사고뺸(박영사, 2002), 44-48면.
≪고종실록≫ 고종 31. 12. 12[갑인](양력 1895. 1. 7) 참조. 1896년 1월 1일(음력: 1895. 11. 17)부
터 태양력을 사용하였다. 식민지기에 편찬된 ≪고종실록≫은 고종 32년 11월 16일까지는 음력을,
이후부터는 양력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승정원일기≫ 등은 여전히 음력을 사용하였다. 본고에서
는 인용한 자료의 날짜를 표기하되, 양력과 음력을 병기하고, 음력은 간지를 표시하였다. 음양력의
변환은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https://astro.kasi.re.kr/index)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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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솃, 민법과 형법을 엄명게 쟉뎡고, 범남히 을 가도거나 벌지
말아셔, 인민의 목심과 산을 보젼 일5)

이후 정치적 격변 등으로 민사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입법하였을 뿐 민
법전 편찬은 진척되지 않았고, 1905년 4월 29일 ≪형법대전≫ 편찬이 완료
되어 공포ㆍ시행된 후부터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해 5월 20일
이근호6)를 법부대신으로 임명하여 준비에 착수하였다.7) 민법전 편찬과 관
련된 최초의 기록은 1905년(광무 9) 5월 30일 의정부 참정대신 심상훈과 법
부대신 이근호가 민법전 편찬을 고종에게 건의한 상주문으로 규장각 소장
≪起案存檔≫(奎 17277의12) 2책 42장에 수록되어 있다.
≪起案存檔≫은 1896년(건양 1)에서 1906년(광무 10)까지 法部에서 각
관청으로 보낸 공문의 起案文을 묶어 놓은 공문서철로 3책으로, 크기는
27.8×21.2cm이다. 용지는 界線과 고정문자가 붉은 글씨로 인쇄된 양면괘지

로 1쪽 10행이며, 판심의 상단에는 “法部”가 하단에는 “第 道”가 인쇄되어
있는 법부 전용 용지이다. 담당자와 최종결정자는 “대신, 협판, 국장, 과장,
주사”로, 이들이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상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光武 九年 五月 三十日起案8)
大臣 (李根澔印)

協辦

局長

法務課長 (印)

主事

上奏案件
左開案을 謄呈9)옴이 何如을지 裁決심을 仰홈
案 第九十六號
議政府 參政大臣 臣沈相薰, 法部大臣 臣李根澔謹奏. 法律不備, 則政治不擧, 而
5) 송병기 외, 뺷한말근대법령자료집(Ⅰ)뺸(국회도서관, 1970), 137면.
6) 李根澔(1861~1923): 중추원찬의, 제도국총재, 궁내부 특진관 등을 역임하였다(한국민족문화대백
과사전 검색).
7) ≪고종실록≫ 고종 42. 5. 20; ≪승정원일기≫ 고종 42. 4. 17[기미].
8) 짙은 부분은 인쇄된 글자이며, 원문 도판에서는 흐리게 보인다. 또 황제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擡頭法은 무시하였다(아래도 같음).
9) ‘呈’: 인쇄문은 ‘送’인데, 황제에게 올리는 글이므로 ‘呈’으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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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大全, 雖已頒布, 至於民法, 迄無一定之條規, 有司之臣, 聽理之際, 眩於左右, 矧
玆民庶之昏瞀特甚者乎? 生命財産之保護, 原無制限, 健訟冤訴之剖決, 不得停當, 良
由是也, 民法制定, 不容少緩, 請自法部, 另設法律起草委員會, 以法律通曉之人, 選
定委員, 幷將內外新舊法規, 斟酌損益, 趕速起草, 何如? 伏候 聖裁,
光武 九年 五月 三十日奉旨
臣沈 / 臣李

<그림 1> 상주문

위 문서의 ‘대신’ 부분에는 이근호의 원형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장’
부분에는 “法務”를 추가로 기입하고 원형도장을 날인하였는데, 인명을 확인
할 수 없다.
참정대신 심상훈과 법부대신 이근호는 다음을 이유로 법부에 법률기초위
원회를 따로 설치하여 법률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국내외의 신구 법규
를 참작해서 조속히 민법초안의 작성을 上奏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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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갖추어야 하며, ≪형법대전≫이 반포되었
으나 민법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처리하기 힘들고 나아가 백성들은 더욱 그러합니
다.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는 제한이 없는데, 健訟과 冤訴에서 사리에 맞지 않은
판결은 이 때문입니다.

이근호 등은 민법은 재판규범일 뿐만 아니라 행동규범이기 때문에 법에 무
지한 백성들이 살기 어려우며 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또 소송의 적체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민법전을 편찬해야 한다고 상주하였다.
이튿날 고종은 상주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승인하였다.10) 6월 18일에는 고
종은 조칙을 내려 “民法常例”의 편찬을 명하였다.11)
백성들은 법을 알아야 하고, 형서의 편찬은 형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태조가
만든 법은 고칠 수 없지만 후대 황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을 경장하여 구체화
하였다. 그러나 법은 오래되면 폐단이 생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데, 이는 이치상
당연하다. 또 제도가 해이해져 일이 진행되지 않으며 백성들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법을 경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세태는 법이 분명하지 않아서이니,
법을 분명히 하여 알게 하면 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형법대전≫을
제정하고 이어서 민법상례를 편찬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시의에 부합할
것이다. 법의 시행은 오직 법을 집행하는 관리의 공정함에 달려 있으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법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니, 명심하기 바란다.12)

고종은 전통적인 법관에 사로잡혀 있지만, 백성들이 법을 알아야 한다는
10) ≪고종실록≫ 고종 42. 5. 31; ≪승정원일기≫ 4. 28[경오]: 參政大臣沈相薰ㆍ法部大臣李根澔謹奏.
(본문 상주문과 동일 생략) 何如? 伏候聖裁, 奉旨. 制曰, 可.
11) 이 조칙은 의정부 참정대신 심상훈 명의로, 광무 9. 6. 20.자 ≪관보≫에 수록되었다.
12) ≪고종실록≫ 고종 42. 6. 18; ≪승정원일기≫ 5. 16[무자]: 詔曰, 古者, 懸法象魏, 令民知禁, 制爲
刑書, 欲其無刑, 高皇帝創業之初, 金科玉條, 實萬世不易之經常矣. 列聖朝, 因時損益, 法又寢備, 而
或久而生弊, 弛而不張, 亦其理也. 今百度委靡, 庶事不擧, 民志胥訛, 輕法無畏, 寔由於法之不明矣.
其必明法律而著之, 使家戶而知之, 則人將不犯, 不可不加致詳焉. 所以有刑法大全新頒, 而申命纂輯
民法常例, 另爲一編然後, 可以纖悉無遺, 曲盡情狀, 允合時宜, 而原其本, 要不出乎國家成憲矣. 夫徒
法不能自行, 惟在司法之吏, 淸愼公正, 守而不撓, 其不稱職, 亦當以法治法, 任其責者, 其尙欽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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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위법행위는 법의 불명확에 연유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법의 준수는 법을 집행관리에 달려있음을 강조하였다.
6월 22일 법부대신 이근호는 법부의 최고책임자로 민법전 편찬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여 고종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게다가 제향에 배종하지 않
았다는 이유로 사직을 청하였다.13) 이후 법부대신은 박제순(6. 24), 閔泳綺
(6. 29), 李根澤(7. 8)이 차례로 임명되었다.14) 7월 18일 ｢法律起草委員會規
程｣(법부령 2)을 공포하고,15) 7월 25일에는 위원장 법부협판 李準榮과 참서

관 趙經九, 金洛憲, 咸台永, 법관양성소교관 丁明燮, 6품 鄭英澤, 金澈龜, 9품
石鎭衡, 嚴柱日 등 위원 8명을 임명하였다.16) 10월 4일에는 李相卨을 법부

협판 겸 위원장에 임명하였다가, 11월 2일 의정부 참찬에 임명한 다음 11월
10일 해임하고 후임으로 閔衡植을 임명하였다.17)
11월 6일, 법부 참서관 김낙헌, 함태영, 李冕宇, 金基肇, 한성부재판소 검

사 洪鍾瀚, 평리원 검사 張燾, 법률기초위원 洪在祺, 주사 柳遠聲, 安致潤 등
은 위원장 이상설의 교체에 반대하고 유임을 바라는 상소를 올렸는데, 고종
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소 내용은 다음과 같
다.18)
13)
14)
15)
16)
17)
18)

≪승정원일기≫ 고종 42. 5. 20[기미](양력: 6. 22).
해당 일자 ≪고종실록≫ 참조.
≪관보≫ 광무 9. 7. 24.
정긍식, 앞의 책, 104면.
≪승정원일기≫ 고종 42. 9. 4[갑술](양력: 10. 4); 10. 6[기해]; 10. 14[기유](양력: 11. 10).
≪승정원일기≫ 고종 42. 10. 10[기유](양력: 11. 6): 法部參書官金洛憲等疏曰, … 臣等自伏承六月
十八日纂民法聖詔以來, 夙夜祗懼, 如負大何, 蓋酌成憲制時宜, 以成一王之典, 非洞古達今, 精鍊心思
者, 不可容易着手也. 何幸以聖人則哲之明, 特簡今新授參贊臣李相卨於百僚之中, 責以協相之職, 兼
以起草長之任, 臣等擧一部欣欣相賀曰, 今焉協得其人, 草得其手矣. 其所學識, 內而祖宗相傳之典章
損益, 外而列邦見行之律例, 纖細無不條貫, 縷析, 燎若指掌, 法務之就, 法書之成, 可指日待矣. 豈料
務之叢脞者, 未遑擧矣. 書之汗漫者, 未及整矣, 而遽有遷轉政府之命? 臣等相顧惘然, 莫知云何. 是必
聖明之意以爲似此賢能, 當置廊廟輔佐之列, 上以補拾闕遺, 下以總糾百司, 俾股肱, 不至或惰, 然臣等
膚見大不然者, … 今遞協之才之賢, 未必不合於廊廟之器, 而其長焉尤長於掌法, 其能焉尤能於定律,
是臣等一部內大小諸僚之所共的知確見者也. … 目下法務之不克擧, 法書之不得就, 是必有之慮也. 伏
惟聖明, 必察焉. … 且伏念古聖人建官任職之意, 非榮其人祿其人以也. 必以民國爲重, 則今日制法之
書, 行法之任, 其爲民國所關係者, 果何如乎哉? 且量其才授其任, 久其任責其成, 是古今來政治家不
可易之規也. … 此今日朝廷之最大病根, 而國勢至此板蕩, 亦未必不由於是矣. 此則非臣等之所可議
及, 而至於臣部事, 實係臣等之所自切迫, 故玆敢聯籲. 伏惟聖明, 必察焉, 亟收遞協臣參贊之命, 仍責
舊任, 俾圖成效, 則此非徒臣部之幸, 卽朝廷之幸, 民國之幸, 臣等無任悚惶待命之至云云. 法部參書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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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법을 참작하고 시의에 맞추어 한 시대의 법전을 완성하는 일은 고금에
통달하고 생각이 정제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법률기초위원회 위원장 이상설
은 조선과 외국의 법을 자세히 알고 있어서 법률 관련 업무의 정확한 처리와 법전
의 완성은 곧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전의 광범위한 내용을
정리하기도 전에 전직시키니 이는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이상설의 재능은 의정부
에도 적합하지만, 법률의 제정에 그의 재능이 더욱 드러날 수 있으며,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의 후임관리도 법률 분야를 연구하고 문제를 해결함에는 그보
다 못할 것이며, 현재 법률문제의 정확한 처리와 또 법전편찬의 완성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성인이 관직을 만들어 직임을 맡긴 것은 백성과 나라를 중시한 것인데,
지금 법의 제정과 집행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재주를 헤아려 오래 동안 일을
맡긴 후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치가의 원칙입니다. 재능을 헤아리지 않고 직임을
맡기는 것이 현재 조정의 가장 큰 병폐입니다. 인사는 논의할 사항이 아니지만 이
상설을 유임시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면 법부와 백성, 나라의 다행일 것입니다.

법부대신과 법부협판이 겸한 법률기초위원회장의 잦은 교체에서 보듯이
민법전 편찬은 고종이 조칙 등에서 밝힌 것과는 달리 국가의 급무로 이식하
지는 않은 듯하다. 다만 법무 참서관 김낙헌 등의 상소에서 보듯이 법률기초
위원회에서는 나름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민법전 편찬에 대한 기록
을 찾을 수 없다.
방대한 민법전을 동시에 편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한제국에서는 전략을
바꾸어 가장 시급하다고 여긴 부동산법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1906년 7월 13일 토지제도, 법률제도, 조세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土
地所關法起草委員 6명을 임명하였다. 하지만 일본이 내정을 장악하고 있는

당시 상황에서 독자적인 입법은 불가능하여 보름도 채 지나지 않은 7월 24
일 통감부가 주도한 不動産法調査會로 대치되어 7월 24일에 위원 8명이 임
명되어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1909년 法典調査局에 흡수되었다. 법전조사국
咸台永ㆍ李冕宇ㆍ金基肇, 漢城裁判所檢事洪鍾瀚, 平理院檢事張燾, 法部法律起草委員洪在祺, 主事
柳遠聲ㆍ安致潤等. 批, 省疏具悉. 已遞, 不可擧論, 自可各盡其責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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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907년 12월에 설립되어 이듬해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1910년 합방
때까지 존속하였다.19) 이후 민법전 편찬 사업은 일본이 진행하였으며, 1910
년 8월 한일합방이 되어 대한제국의 독자적인 민법전 편찬은 무산되고 1912
년 제정된 ｢조선민사령｣에 따라 制令으로 일본민법이 의용되었다.20)
이런 흐름 중에서도 중추원에서는 민법 가운데 핵심부분만 단행법률로 제
정하여 추후 민법전이 편찬되면 편입하려고 시도하였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본고에서 소개하는 <민법 입법요강>이다.

Ⅲ. 자료소개
1. 서지사항과 내용
본고에서 소개하는 <민법 입법요강>은 규장각 소장 ≪中樞院來文≫(奎
17788) 제9책 제96~103장에 수록되어 있다. ≪中樞院來文≫은 1896년(건

양 1년) 10월 22일부터 1910년(융희 4)까지 중추원에서 의정부로 보내온 公
文書를 편철한 것으로 총 10책이다. 이며 크기는 27.5×18.5cm이다. 용지는
界線과 고정문자가 붉은 글씨로 인쇄된 양면괘지로 1쪽 10행이며, 판심의 상

단에는 “中樞院”이 인쇄되어 있어서, 중추원 전용 용지임을 알 수 있다.
본 문서는 중추원에서 의정부로 보내는 ‘照會’로 “①照會, ②부속문서 1:
중추원 可否記, ③부속문서 2: 민법 입법요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회
議政大臣 / 參政大臣 ㊞ / 參贊 ㊞ / 局長 ㊞ / 課長 ㊞

19) 정긍식, 앞의 책, 90-94면.
20) 정긍식, ｢조선민사령과 한국 근대 민사법｣, 뺷東北亞法硏究뺸 11-1(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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照會 第三十一號 <光武十一年 五月 七日/ 接受第二百二十一號>21)
法部 規程審査件 中에 民法制定事로 有所仰請이온바 窃想 起草構成이 有非時月
可期요 有民無法이 一日可悶이옵기 法律中 最關時急件을 拈出 議決야 條列仰照

오니 照亮提議오셔 自該部로 另具條例야 以單行法律로 爲先實施시고 民
法制定時에 一體 編入심을 爲要
光武十一年 五月 七日
中樞院議長 勳二等 徐正淳 [中樞院議長章]
議政府 參政大臣 臣朴齊純 閣下

[中樞院印]

② 부속문서 1: 중추원 가부기
光武十一年 五月 六日 可否記 <民法中 時急條例 爲先以法部 令單行之意 建議政府事>
議 長
徐正淳
副議長
李載崐
贊 議
洪承穆
<民法建議 非不急緊 而前此建議件照促矣 待其回答議之 似好>
金晩秀
<民法非不爲美 第俟民智益開后 實施可>
<此議係急非不知也 猝難議定 更容商確 恐好>
南奎熙
韓鎭昌
鄭寅興
<民法制定 前已照請急施單行 尤宜建議>
副贊議
宋榮大
李舜夏
李敏應
洪祐晳
尹興燮
<時然後言可>
沈宜性
<發論>
[中樞院印]
中樞院

否
否
可
可
可
可
可
可
可
可
可

③ 부속문서 2: 민법 입법요강
國籍法

○理由: 我國이 文明交通時를 當야 相互間 關係가 多지라. 國籍法을 時急
講究施行 後에 我國民이 有籍屬 國民으로 世界에 對 條件을 享有고, 外國
人으로셔 我國에 籍屬 條件도 確定 事.

21) <…>: 쌍행으로 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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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부속문서 1: 조회

<그림 3> 중추원 가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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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
總則編
一. 未成年者의 能力에 關 件(滿二十二歲)

○理由: 我國民이 法律行爲 行에 當야 有能力者及無能力者의 區別이 無
 故로 惡習弊行이 踵不相絶야 社會上에 貽害遺毒은 姑舍고, 無能力者 當
者 爲야도 悖理妄行야 誤陷一生는 患이 指不勝屈니, 甚非所以維持安
寧고 保其秩序之道也ㅣ라. 無能力者中 未成年者에 關 弊害가 尤甚 故로 此
宜最先 設定其制限者也ㅣ니,
定成年之法이 各國異例야 有以滿二十五年者니 葡萄牙[포르투갈; 필자 추

가, 이하 같다], 丁抹[덴마크], 智利[칠레] 等國이 是也ㅣ오, 有以滿二十四年者니
墺地利[오스트리아], 匈牙利[헝가리]가 是也ㅣ오, 有以滿二十三年者니 和蘭[네

덜란드]이 是也ㅣ오, 有以滿二十一年者니 英美法德俄伊比[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태리, 이베리아] 等國이 是也ㅣ오, 有以滿二十年者니 瑞西[스위
스]及日本이 是也ㅣ라. 勿論何國고 皆有相當之理由 然이나 我邦則文明敎育이
姑未普及니 定成年을 寧宜遲不宜早也ㅣ로 用此各國折衷之制가 似可事.

二. 禁治産, 準禁治産에 關 件

○理由: 心神喪失者, 心神耗弱者, 聾者, 啞者, 盲者及浪費者類의 無能力이 未成
年者의 次에 不在즉, 此宜必定其制限야 一以保公安고 一以護當者之利益者
也ㅣ라.

物權編
一. 公有地 均享權에 關 件

○理由: 我國習慣에 地方人民이 一定 山林或原野 共同收益야, 其樹木
或 落葉枯枝 等을 採取거 雜草의 刈取 或 牧畜을 行 權利 保有
者ㅣ 有니, 此等地에 特別專有 者ㅣ 無을 見고 人或疑其爲無主地或荒蕪
地ㅣ라 , 其實은 不然야 此皆確實 共有權의 性質이 有 故로, 日本民法

에 此 入會權이라 稱야 一種物權으로 認定얏슨즉, 我國에 公有地 均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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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으로 確認 法規 制定이 必要 事.

二. 先取特權에 關 件

○理由: 我國民은 債務者 一人에 對야 債權者 數人 以上이 有 時, 勢力의
最强 者 不當利得의 償還을 受 勢弱者 不意의 損失을 多蒙니, 此
宜必待法律上 規定야 以保其私權之無偏也ㅣ라.

債權編
一. 損害賠償에 關 件

○理由: 債權者의 權利 保全기 爲야 債務者의 過怠로 因生 損害
使債務者 賠償케 은 各國民法의 所共認者也ㅣ라. 然而我國習慣은 債權債務者間

의 關係 一從勢力有無야, 或不當 暴利 濫收며 或相當 權利 被侵
고 救濟無路야 繁頻에 漸趣 經濟界에 在야 圓滑 去來에 妨碍가 不少
 故로 此宜急定法規야 保護民利 事.

二. 債務保證人에 關 件

○理由: 債務保證人은 債權者에 對야 相當 義務가 有 同時에 又相當
權利가 有, 我國은 此에 對 法規가 未定 故로 或은 保證人의 當行 義務

 拒絶야 債權者의 不當 損害 與도 有고 或은 過重 負擔을 橫加
야 保證債務 以外의 損失을 難免 弊도 有니, 此宜急先規定其權務야 以圖
實業發達之助長也ㅣ라.

親族編
一. 重婚禁止에 關 件

○理由: 一夫一妻 文明人道에 合 世界의 通則이라. 一家의 和合을 保存
고 一國의 風紀 維持랴면, 我國由來의 畜妾 弊風은 理合 絶對的 禁止者也

ㅣ라. 但旣往 畜有者 勿問이 似宜 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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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親權者及後見人에 關 件

○理由: 未成年者及禁治産準禁治産者의 利益을 保護기 爲야 此等規定이
最爲必要, 但此法規 總則編의 兩個條件과 混同作成도 亦似無妨 事.

相續編
一. 相續財産取得에 關 件

○理由: 我國人의 相續法이 儒家의 繁重 禮節을 因야 大紊亂은 稍無,
相續財産取得에 關야 往往非常 紛爭이 趣야 風紀에 傷害 弊瘼도 不
尠니, 此宜參互古禮고 採用外國制度야 定有一定法規 事.
中樞院 [中樞院印]

2. 분석
1) 조회

‘照會’는 1895년 ｢公文類別及式樣｣(내각 및 내부 제정)에 규정된 문서양식

으로, 對等官 사이에 왕복하는 문서로 반드시 ‘照覆’으로 회답을 해야 한
다.22) 발신자는 중추원의장 徐正淳이며, 수신자는 의정부참 정대신 朴齊純
이다. 중추원에서 1907년 5월 7일 발송하였으며 당일 의정부에서 제221호로
접수하였다. 조회 상단에 의정부에서 접수했음을 표시하는 원형 “符”字印의
하단이 보인다. 이 문서의 우측상단에 의정부의 관련자들이 확인하였다는 의
미로 “참정대신 박제순, 참찬 韓昌洙,23) 의정부 (법제)국장 朴慶陽,24) 과장
洪□” 등이 날인한 첨지가 붙어 있고, 의장 부분과 [中樞院議長章]이, 마지막

에 [中樞院印]이 날인되어 있다.
내용은 “법부의 규정 심사 대상 중에 민법제정 건이 있지만, 그 초안이 완
성되는 것은 기약할 수 없다. 그러나 국민이 있는데, 법이 없는 것 역시 민망
22) 정긍식, 앞의 책, 76면.
23) ≪승정원일기≫ 고종 43. 10. 6[기사](양력: 11. 21).
24) ≪승정원일기≫ 고종 44. 3. 15[병오](양력: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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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민법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만 단행 법률로 제정하여 추후 민법전이
편찬되면 편입하자는 것”이다.
2) 부속문서 1: 중추원 가부기

독립협회의 의회개설운동에 힘입어 탄생한 중추원은 초기 6개월 동안에는
황제권을 견제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으나, 황제권이 강화된 후에는 제 역할
을 하지 못하였다. 1904년 이후 일본의 침략이 강화되면서 중추원의 성격도
변하였다. 1904년 10월 8일 고종은 민의를 수렴하여 정치에 반영하려는 중추
원의 원래 기능을 회복할 것을 선언하였다. 1905년 2월 26일 ｢중추원관제｣
(칙령 12)를 전면 개정하여 제1조에 “의정부에서 諮詢하는 법률ㆍ칙령의 제

정ㆍ폐지에 관한 사항(제1호), 법률ㆍ칙령의 실시효과의 如何와 및 그 未實
施로 인하는 일에 관하여 건의하는 사항(제2호), 법률ㆍ칙령의 실시에 관하

여 건의하는 사항(제3호)”을 규정하여 입법에 대한 건의권을 부여하고, 의장,
부의장 각 1인과 찬의 15인을 두었다. 11월 8일 ｢중추원관제｣(칙령 49)를
개정하여 찬의 8인[勅任], 부찬의 15인[奏任]을 두었다.25) ｢중추원관제｣에서
는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제목’은 “민법 중 시급한 내용은 법부에서 단행법률로 제정할 의정부에

건의할 것”이다. 1907년 5월 당시 중추원 찬의와 부찬의 정원은 23명이며,
이 중 11명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의장 徐正淳, 부의장 李載崐과 勅任官인
찬의 5명, 奏任官인 부찬의 6명 등 11명이 참석하여 논의하였는데, 의장과
부의장은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다. 찬의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하였으
며, 5명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洪承穆은 “이전에 논의를 한 것이 있으므로
회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金晩秀는 “민법이 좋지는 하지만, 민지가
계발된 후에 실시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南奎熙는 “긴급하므로 갑
자기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다시 상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鄭寅興은 “민법제
정을 이전에 이미 건의하였으므로 다시 건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찬의 尹
25) 전종익, 앞의 논문, 90-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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興燮은 “시대가 그렇게 된 후에 해야 한다”고 찬성하였다. 홍승목과 정인흥

그리고 김만수와 윤흥섭은 같은 근거에서 찬반으로 입장을 달리하였다. 발의
자는 “發論”이란 표현에서 부찬의 심의성으로 보인다.26)
3) 부속문서 2: 민법 입법요강

국적법과 민법 두 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지와 이유를 제시하였다. 민
법은 당시 일본민법의 체제에 따라 5편으로 9개 항목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1) 국적법

문명의 시대로 외국과의 교류와 상호관계가 많아져서 국적을 확정하여 대
외적 조건과 외국인의 지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적법 제정을 건
의하였다. 그러나 대한제국에서는 국적법은 제정되지 않았으며, 식민지기에
도 일본 ｢國籍法｣(1899. 3., 법33; 1899. 4. 시행)이 의용되지 않은 채 종말
을 고하였다.27)
(2) 민법: 총칙편

① 未成年者의 能力: 법률행위를 함에 행위능력 유무의 구별이 없어서 사
회에 폐단을 끼칠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자신도 피해를 입어 질서유지를 할
수 없다. 무능력자 중에 미성년에 관한 규정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최우선
으로 설정하였다. 15개국의 입법례를 조사하고 문명교육이 보급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의 사례를 절충하여 만22세로 하였다.
② 禁治産ㆍ準禁治産: 심신상실자, 심신박약[耗弱]자, 귀머거리, 벙어리,
맹인 및 낭비자의 행위능력을 제한하여 공공질서와 당자사의 이익을 보호하
려고 하였다. 이는 일본 ｢民法｣(1896년 법89) 제11조와 일치한다.28)
26) 심의성: 1873년생, 마지막 과거인 1894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1906년 11월 4일 중추원 부찬
의에 임명되었다가 1907년 3월 19일(양력 4. 29) 해임되었다. 5월 17일(양력 6. 27)에 파주군수에
임명되었다가 1908년 2월 14일(양력 3. 16) 파주군수에서 사퇴하였다. 한국역대인물정보종합시스
템(http://people.aks.ac.kr/index.aks) 검색, ≪승정원일기≫ 각 일자 참조.
27) ｢국적법｣은 1948년 12월 20일 법률 제16호로 제정ㆍ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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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법: 물권편

③ 公有地 均享權: 특정지역의 주민이 산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일본 ｢民法｣의 ‘入會權’을 언급하였다.29)
④ 先取特權: 다수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세력의 강약에 따라 변제가
달라지는 현상에 비추어 사권을 보호하려는 조치이다.30)
(4) 민법: 채권편

⑤ 損害賠償: 채무자의 과실[過怠]로 발생한 손해를 채권자에게 배상하는
것은 각국 민법이 모두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취특권과 같은 이유에서
당사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경제계의 원활한 거래와 民利를 보호하려는 조치
이다.
⑥ 債務保證人: 보증인이 채무이행을 거절하거나 또는 채권자가 과도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5) 민법: 친족편

⑦ 重婚禁止: 일부일처제는 문명과 인도에 합치하는 각국의 원칙이며, 가
정의 화목과 사회의 풍기를 유지하려면 축첩의 폐풍은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다만 기존의 축첩은 인정하였다.
⑧ 親權者 및 後見人: 미성년자 및 금치산자, 준금치산자를 보호하려면 가
장 필요하다. 이 규정은 총칙편에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6) 민법: 상속편

⑨ 相續財産取得: 우리 상속법이 유교의 전통에 따라서 큰 문란은 없으나
상속재산취득에서는 분쟁이 있어 풍기에 해를 끼치므로 古禮와 외국 제도를
참작하여 제정해야 한다.
28) 第11條 心神耗弱者ㆍ聾者ㆍ啞者ㆍ盲者及ヒ浪費者ハ準禁治産者トシテ之ニ保佐人ヲ附スルコトヲ得.
29) 第2編 物權 第3章 所有權 第3節 共有: 第263條 共有ノ性質ヲ有スル入會權ニ付テハ各地方ノ慣習ニ
從フ外本節ノ規定ヲ適用ス.
30) 第2編 物權 第8章 先取特權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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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별조문의 형태가 아니라 입법방침을 언급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
은 파악할 수 없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이해할 수 있다. 재산법분야에서는 당
사자의 보호와 함께 거래의 안전을 중시하고 있는데, 일본 민법의 영향을 받
았음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공유지 균향권’을 인정한 점에서는 소유자
중심의 토지소유권법제를 정비하면서도 지역민의 관습적 권리를 인정한 점
에 의의가 있다. 그리고 가족법 분야에서는 전통을 고려하면서도 중점은 풍
기, 즉 사회의 순풍양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Ⅳ. 남은 과제
위에서 중추원 <민법 입법요강>의 내용은 소개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것
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우선 실제 입안자의 문제이다. 중추원에서 논의에
참가한 사람은 11명인데, 발의자인 심의성을 포함하여 법률전문가는 찾을 수
없고,31) 따라서 중추원에서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은 낮다. 관련기관은 법률기
초위원회, 부동산법조사회32) 등이다. 그러나 ≪승정원일기≫ 등 연대기에서
이들 기관의 활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규장각 소장 ≪不動産法調査會案≫
(奎 18029)은 지역조사위원의 출장 등 행정적인 내용은 있지만 민법과 관련

된 실체적인 내용은 없다.33)
부동산법조사회는 1906년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하였지만, 주 대상은
부동산과 관련된 관습의 조사였다. <민법 입법요강>에는 부동산과 직결되는
것은 “3) 공유지 균향권”뿐이고, 민법전 편찬의 기초작업인 관습조사에 본격
적으로 착수한 때는 1908년 5월부터이다.34) 따라서 부동산법조사회와 그 후
31)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홍우석은 1907년(융희 1)부터 1910년(융희 4)까지 판사로 재직하였
으며, 식민지기에는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하지만 그가 체계적으로 법학을 공부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한국역대인물정보종합시스템 및 ≪승정원일기≫ 검색]
32) 법률기초위원의 임면은 1905년 7월 이후 1907년 12월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부동산법조사회는
1907년 12월까지 존속하다가 12월 법전조사국으로 인계되었다. 정긍식, 앞의 책, 104-105, 110면.
33) 왕현종 외편, 뺷일제의 조선 관습조사 자료 해제Ⅰ뺸(혜안, 2016), 62-63면 참조.
34) 정긍식, 앞의 책, 230-2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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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 법전조사국으로는 볼 수 없으며, 실질적인 작성주체는 법률기초위원회
로 여겨진다.35)
이는 1912년 ｢조선민사령｣과 관련해서도 분명하다. ｢조선민사령｣ 제11조
에서는 능력에 대해서는 조선의 관습을 법원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민법
입법요강>과는 다르다. 행위능력의 기준이 없어서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점
에 대해서는 1907년이나 1921년 ｢조선민사령｣ 개정 당시 모두 같게 인식하
였다.36) 그런데 동일주체가 작성하였다면 입장이 다를 이유는 없을 것이다.
“3) 공유지 균향권”은 지역주민의 특정토지에 대한 관행적 이용권을 물권인
共有權으로 보고 지역공동체의 법주체성을 인정하려는 취지이다. 이는 외국

의 법을 모방한 입법이 아니라 당시의 사회관행에 조응한 결과로, 근대적 소
유법제의 확립에 따른 공동체 소유의 해체를 저지하려는 점에서 주체성을 엿
볼 수 있다.37)
1907년 5월 중추원에서 발의한 <민법 입법요강>은 비록 간략하지만, 민법

전 편찬의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한 점과 일본의 압도적인 영향 아래에 있었
지만, 당시의 현실을 고려하여 주체적으로 입안한 점에 의의가 있다. 향후
대한제국기의 입법과 관련된 자료를 발굴ㆍ소개하여 근대법제사의 공백을
메워야 하며, 본고는 그 시작이란 점에 의의를 찾는다.

35) 1904년 이후 활동한 “시정개선협의회”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 권태억의 연구에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권태억, ｢1904~1910년 일제의 한국 침략 구상과 ‘시정개선’｣, 뺷한국사
론뺸 31(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4) 참조.
36) 조선총독부는 1921년 ｢조선민사령｣을 개정하여 능력에 대해서는 일본민법을 의용하였는데, 그 이
유로 거래의 안전을 들었다. 정긍식, 앞의 논문, 106-107면.
37) 심희기, ｢일본민법의 시행과 전통적 공동체의 해체｣, 뺷한국법제사강의뺸(삼영사,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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