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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조선민사령(1912년)과 제정민법(1958년)에 의해 민법 제정 의 친족상속에 

해서는 당시의 습을 법원으로 인정하 다. 식민지기의 상속 습은 조선고등법

원의 결을 통하여 정립되었지만, 여 히 실무 으로 문제가 남아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가족인 장남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의 범 이다. 본고에서는 

역사 인 에서 이 문제를 근하 다. 

  조선 기 평등한 사회에서 후기로 가면 재산의 장자우 상속, 제사의 장자단독

승계 등 가부장  사회로 변하 다. 식민지기에 정립된 습은 재산의 장자단독

상속, 장자로 이어지고 여성을 우순 로 하는 호주승계 등을 심으로 하 다. 

이러한 습은 19세기 조선의 상황을 반 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선총독부가 일

본민법의 가제도에 맞추어 의도 으로 조선의 습을 왜곡하 다고 하기에는 근

거가 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경험은 여 히 의미가 있다. 바로 조선시

의 가부장제는 사실에 불과하 지만, 후자는 규범이라는 이다. 따라서 식민

지의 경험은 규범으로 인식되어 행동의 칙으로 자리를 잡은 데 결정 인 역할

을 하 다. 

주제어: 조선시 의 상속, 조선민사령, 식민지의 습, 가부장제, 호주, 가족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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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1958년에 제정된 민법에서는 시행 에 개시된 상속에 해서는 소 효를 인

정하지 않고 구법의 규정을 용할 것을 규정하 다(부칙 제25조 제1항). 여기서 

“舊法”은 ｢朝鮮民事令｣(1912년 制令 제7호) 제1조에 의해 依用된 법령을 의미한

다.1) 일본은 1912년에 식민지 조선에서 법체제를 완비하 다. 이는 조선총독에게 

制令의 형식으로 입법권을 부여하 으며, 원칙 으로 일본법을 용하지만, 풍속

과 인정의 차이, 民度 등을 고려하여 외를 두었다. ｢조선민사령｣에서는 제10조

∼제12조에 습을 법원으로 인정하 다.2) 
｢조선민사령｣ 제11조에서는 친족상속에 해서는 일본민법을 의용하지 않고 

습법을 법원으로 규정하 다.3) 따라서 1960년 1월 1일 이 에 발생한 상속에 

해서는 재에도 여 히 습법이 법원이다. 이러한 상속 습법은 식민지기에 

조선고등법원의 결 등으로 형성⋅확인된 것이다. 
그 동안 식민지기의 친족⋅상속 습법에 해서는 법학계를 심으로 많은 연

구가 있었다. 법학계의 주류  입장은 조선총독부가 고유의 습을 왜곡하여 일

본 민법 인 것으로 변용하 다는 사실을 강조하 다. 특히 친족상속법의 역에

서는 ‘家督’을 핵심으로 하는 일본의 ‘家’제도를 이식하는 과정을 규명하는데 주

력하 다.4) 그러나 근래에는 일방 인 왜곡의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식민지 조선

사회의 자체의 변화를 시하는 견해도 등장하 다. 즉 일본민법의 의용으로 조

선 재래의 습도 바 었으며, 따라서 습의 변화, 그 확인의 과정이며 결론인 

1) 정부수립 60년인 현재까지도 ｢조선민사령｣을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명
순구, ｢아직도 살아있는 법, ‘朝鮮民事令’: ‘조선민사령’의 소급적 폐지를 제안한다｣, 
스티스 103(한국법학원, 2008) 참조.

2) 第10條 朝鮮人 相互間의 法律行爲에 대해서는 法令中 公共의 秩序와 관계없는 規定과 
다른 慣習이 있는 경우에는 그 慣習에 의한다.
第11條 第1條의 法律中 能力, 親族 및 相續에 관한 규정은 朝鮮人에게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선인에 관한 전항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습에 의한다. 
第12條 不動産에 관한 物權의 種類 및 效力에 관하여는 第1條의 法律에 정한 物權을 
제외하고는 慣習에 의한다.

3) 이후 몇 차례 ｢朝鮮民事令｣을 개정하여 절차적인 내용은 일본민법을 의용하였으나, 
실체적 내용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다만 1939년의 개정에서는 이성양자, 서양자를 도
입하였다. 

4) 현재에도 식민지기의 관습문제에 대해서는 친족상속 분야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조선
민사령｣ 제10조의 “一般的인 慣習”과 제12조의 “不動産物權”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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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고등법원 결은 일방 인 강제와 왜곡이 아니라 상호작용에 의한 변화라는 

것이다.5) 
습법은 내용이 불명확하며  시 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식민지기의 상속

습법은 더욱 그러하다. 그 기반이 되는 조선후기 상속 습법의 내용은 이를 인

식할 수단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확정 이지 않다. 설사 확정된 상속 습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정 이지 않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재 우

리에게 주어진 것은 복잡다기한 과정을 거쳐, 조선총독부 행정기  는 조선고

등법원이 공식 으로 선언한 습법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습법에 해 재의 과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이

를 바라보고 있으며, 이는 평가와 직결된다. 주로 기의 연구는 부정 인 평가

와 이를 극복하여 통을 발견하자는 논의로 집결되었다.6) 근래의 연구는 강제

 도입의 일방 인 면보다는 식민지 조선 사회 내부의 변화에 을 둔 역동

인 면을 부각하 다. 
그런데, 식민지기의 습법은 학술  측면만이 아니라, 실의 분쟁을 종국

으로 해결해야 하는 실천  측면도 있다. 실무가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삶의 

경험인 역사  통에 합당한 습법을 발견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쟁의 해결과 방도 고려해야 한다. 이 두 목 은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것이

다. 후자에 을 두면 기존의 습법에 따라 법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 
자에 을 두게 되면 기존의 습법과 다른 통을 발견할 수도 있으며, 이는 

자칫하면 법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 따라서 학문  입장과 실무  입장은 다

를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식민지기에 형성된 재산상속 습은 다음과 같다.7) 우선 

≪ 습조사보고서≫에서부터 被相續人이 戶主인 경우와 家族인 경우로, 그리고 후

자는 다시 旣婚男, 未婚男, 여자[딸], 처와 첩인 경우로 나 어 설명하 고, 이는 

그 로 유지되었다. 자의 경우에는 여자를 배제하고 同一家籍을 요구하여 호주

상속인이 재산을 부 상속한 다음, 자는 그 재산에 한 分財請求權만 인정하

다. 이는 호주상속을 시한 결과, 즉 일본의 ‘家’제도를 입한 것이다. 후자

5) 이승일, ｢일제시대 親族慣習의 변화와 朝鮮民事令 개정에 관한 연구 -조선민사령 제11
조 제2차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33(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9) 참조.

6) 鄭肯植, 韓國近代法史攷(박영사, 2002), 250-1쪽; 양현아, ｢식민지 시기 한국 가족법
의 관습문제Ⅰ｣, 사회와 역사 58(한국사회사학회, 2000), 37-8쪽 참조.

7) 李相旭, ｢日帝時代의 財産相續慣習法｣, 법사학연구 11(한국법사학회, 19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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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 해서는 조선총독부의 회답이나 통첩 그리고 朝鮮司法協會의 결의, 
朝鮮高等法院의 결이 착종하면서 개별사건을 처리하 을 뿐, 일 된 입장이 보

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직 으로 호주상속이 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家籍’을 강조하여 여자의 동일가 을 요구하여 남자를 심으로 하는 재산상속

습을 형성하 다. 그러나 家産의 유지와 무 한 母의 유산에 해서는 가 의 

동일 여부와 계없이 직계비속 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 다.8) 
본고에서는 ｢조선민사령｣에 따라 습이 법원인 식민지기에 호주가 아닌 가족

이 사망한 경우에 가 재산상속인이 되는가에 해 살펴본다. 먼  조선시  상

속법의 원칙과 그 변화를 살펴보며(Ⅱ의 1), 이어서 식민지기 상속 습법의 형성

과정을 소개한다(Ⅱ의 2). 본론으로 쟁 에 해 먼  가족인 장남의 사망과 상

속인의 범 에 해 검토하고(Ⅲ의 1), 식민지기에 형성된 습법의 타당성에 

한 의견을 제시한다(Ⅲ의 2). 결론 으로 분쟁의 종국  해결과 방을 해 이

미 형성되고 확인된 상속 습법을 가  존 해야 할 것이다. 

Ⅱ. 상속관습법의 정립과정

1. 조선시대의 상속법

(1) 원칙

상속9)법은 1484년(성종 15)에 반포된 ≪經國大典≫ <刑典> [私賤]10)조에 규정되

8) 기존의 연구에서는 식민지기에 형성된 상속관습과 일본의 상속제도와의 비교연구가 
거의 없다.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이 동시에 개시되는 경우, 즉 
피상속인이 호주인 경우에는 일본의 家督相續과 유사하지만, 나머지의 경우에 대해서
는 직접적인 비교가 필요하다. 이 작업이 수행되어야만 식민지 상속관습법 형성의 특
수성이 부각될 것이다. 나아가 조선시대의 ‘家’ 식민지기에 형성된 ‘家’ 그리고 1958
년 민법상의 ‘家’, 일본 明治 민법상의 ‘家’ 및 각각의 ‘戶主’ 내지 ‘家長’의 의미와 同
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작업이 있어야만 ‘가’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양국
의 차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사에서 ‘家’의 역사를 규명하는 방대한 작
업이 될 것이다.

9) 조선시대에 ‘상속’이란 용어는 없으며 가장 많이 쓰인 것은 ‘傳係’이며, 또 이는 生前
贈與를 포함한다. 피상속인은 財主로 쓰인다. 문숙자, 조선시  재산상속과 가족(경
인문화사, 2004), 1-4쪽.

10) 私賤은 노비인데, 조선초기에는 토지와 노비 가운데 노비가 재산적 가치가 높았기 때
문에 노비를 기본으로 하여 상속법이 정립되었으며, 이는 토지에 대해서도 준용되었



식민지기 상속 습법의 타당성에 한 재검토 / 鄭肯植   291

어 있다. 상속의 원칙은 다음이다: 첫째, 血緣相續, 둘째, 遺言相續, 셋째, 男女均

分相續. 
연상속은 “피가 흐르는 곳에 재산이 간다.”로 표 되듯이 원칙 으로 직

인 연이 연결되는 자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었다. 다만 외 으로 양자와 첩

자녀에게 일정 부분 상속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本族[방계 족]이 상속하 다.11) 
그리고 자녀가 없는 부부의 노비는 생존자가 처분하게 하고 본족 외에는 증여를 

지하 다.12) 상속문서에는 이를 분명히 하여 만약 이를 어겨 타인에게 증여하

면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른 후손이 그 재산을 되찾을 것을 유언으로 남

겼다.13) 
상속은 원칙 으로 要式行爲이다. 친척이나 직 리가 증인과 작성자로 참여

하는 官署文記로 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 등 직계조상과 夫와 妻妾 사이에는 유

언상속을 인정하 다. 한 부모 등은 수증자가 사망하기 에는 에 신고하고 

유언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본족 이외의 자에게도 증여를 할 수 있다.14) 부모

의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으로 남녀균분상속이며 다만 제사승계자[承重子]에게

는 5분의 1을 더 주었고,  代襲相續이 인정되었다.15) 이어서 상속재산, 즉 피

상속인별로 개별  상황에 따라 자녀, (良/賤)妾子女, 養子女 등의 상속분16)을 

다. 李樹健, ｢朝鮮前期의 社會變動과 相續制度｣, 역사학회 편, 韓國親族制度硏究(일조
각, 1992), 90쪽. 

11) ≪經國大典≫ <刑典> [私賤] “○無子女嫡母奴婢 【良妾子女】七分之一, 承重子則加三分, 
餘還本族 <할주: 無同生則三寸, 無三寸則四寸親, 良妾子孫給七分之一, 賤妾子孫給十分
之一, 本族人數雖多都給, 假如奴婢數少則先給妾子女> 無本族則屬公. <할주: 下同> 【賤
妾子女】十分之一, 承重子則加二分.”; “【良妾子女】” 부분은 음각이다(이하 같음).

12) ≪經國大典≫ <刑典> [私賤] “○無子女夫妻奴婢, 雖無傳係 生存者區處, 本族外不得與他, 
如有妾子女⋅義子女⋅養子女 亦毋過其分, 妻適他者 其所區處不用.”

13) 문숙자, 앞의 책(주 9), 136-144쪽.
14) ≪經國大典≫ <刑典> [私賤] “○父母祖父⋅母⋅外祖父母⋅妻父母⋅夫⋅妻⋅妾及同生和會

分執外, 用官署文記. <할주: 子之於親, 亦不須官署 ○須具證⋅筆 [소주: 族親及顯官中二
三人 ○田宅同] 同生以上文記手書者, 不必具 (중략)> 欲改者, 具由告官改給, 受者身死, 
勿改. <할주: 父⋅母祖父母⋅外祖父母之於子孫, 夫之於妻⋅妾, 許改>” 

   “○用祖父母以下遺書. <할주: 祖及父則須手書, 祖母及母則須族親中顯官證筆, 衆所共知
未手書者, 疾病者並依婦人例 ○三歲前養子女, 承重義子, 卽同親子女, 雖遺書有勿與他之
語, 勿用>”

15) ≪經國大典≫ <刑典> [私賤] “未分奴婢勿論子女存沒分給 <할주: 身沒無子孫者, 不在此
限> 未滿分數者, 均給嫡子女, 若有餘數先給承重子, 又有餘則以長幼次序給之, 嫡無子女
則良妾子女, 無良妾子女則賤妾子女同. <할주: 田地同>”

16) ≪經國大典≫ <刑典> [私賤]조의 상속분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嫡
無子女者奴婢 【良妾子女】平分, 承重子則加五分之一. 【賤妾子女】五分之一.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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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하게 규정하 다.17) 
상속과 한 련이 있는 제사승계는 ≪經國大典≫ <禮典> [奉祀]조와 [立後]

조에 규정되어 있다. 장자가 단독으로 제사를 승계하며, 형이 無後로 사망하면 

동생이 잇고[兄亡弟及], 아울러 첩자도 승계를 할 수 있으며, 처와 첩에게 모두 

아들이 없어야 立後, 즉 入養을 할 수 있다. 재산상속과 련한 내용은 家廟는 

主祭者가 단독으로 상속하며, 연 계가 없지만, 제사를 지내는 자에 해서는 

재산상속을 허용하 다. 그러나 16세기 후반까지 실제의 행은 장자 단독승계 

내지 사보다는 諸子女輪回奉祀가 일반 이었으며, 무후인 경우에도 입후를 거

의 하지 않고, 外孫奉祀, 收養⋅侍養奉祀를 하 다. 조선시 에는 재산상속과 제

사승계는 원칙 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사실 으로 부가 사망하면 제사승계가 이

루어지고 이에 수반하여 재산상속까지 하 다. 자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사

승계와  계없이 재산상속이 발생하 다. 
경국 에 규정된 상속법은 고려 이래의 습법이 분쟁을 해결하면서 확인되

고 성문화되어 법 에 수록된 것이다. 실제로 17세기 까지는 실질 인 남녀균

분상속이었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18) 

(2) 상속의 변화

조선 기에는 재산은 남녀가 균분상속하 으며, 제사는 윤회 사를 하 다. 이

러한 사정은 17세기 후반이 되면서 변화의 모습을 보인다. 주자학과 주자가례의 

이해와 실천, 명분론의 강화, 향 사회의 분화와 노비제도의 붕괴가 변화의 배경

嫡無子女, 而良妾無子有女者奴婢 【賤妾子】承重則五分之一, 加二分. (중략) ○嫡有子女
養父母奴婢 【養子女】七分之一, 三歲前則七分之一. (하략)”; 여기서 “자녀가 없는 적
처의 노비(嫡無子女者奴婢)”는 재주, 즉 피상속인을, “良妾子女와 承重子(제사를 승계
하는 자), 賤妾子女”는 상속인을, “평분, 5분의 1 가급, 5분의 1”은 상속분을 가리킨다. 

17) 현재에는 상속은 사후만 인정하고 있으나, 조선시대에는 상속은 현재와 같이 사후만이 
아니라 생전의 재산 분재(현재의 증여), 유언상속 및 법정상속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다. 그 동안 조선시대의 상속에 대해서는 법정상속에만 주목하였으나, ≪經國大典≫ <刑
典> [私賤]조 첫머리에 “(父母)未分奴婢”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유언의 자유가 인정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민정, ｢조선초기 상속법제에서 유언 자유의 의미｣, 법사학연

구 37(한국법사학회, 2008) 참조.
18) 崔在錫, ｢조선시대 상속제에 관한 일연구 -분재기에 의한 접근-｣, 역사학보 53⋅54

(역사학회, 1972); 문숙자, 앞의 책(주 9), 78-90쪽; 정긍식, ｢16世紀 財産相續의 한 실
례 -1517년 權祉 妻 鄭氏 許與文記의 분석｣, 서울 학교 법학 47-3(서울대학교 법학
연구소,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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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직 인 계기는 혼인풍속과 제사승계의 변화이다. 통  혼속은 남자가 처

가살이를 하는 率壻婚 는 男歸女家婚이다. 이 혼속은 朱子家禮의 親迎禮와는 달

랐기 때문에 16세기 엽에는 半親迎禮로 변하여 친손과 외손의 구별이 생겨나게 

되었고, 사 와 외손이 처가나 외가의 제사를 정성스럽게 모시지 않게 되었다. 이

에 따라 이들이 제사에서 배제되면서 딸들이 재산상속에서 차등을 받았다.19) 
두 차례 란이 있은 후, 향 사회는 기존의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여야 했다. 이러한 흐름의 심에 자리를 잡은 것은 가족집단인 가문이었

다.20) 그들은 향 사회에 가문의 터 을 마련한 入鄕祖를 심으로 단합하여 향

사회에서 지배권을 확립하려고 하 다. 그리고 仁祖反正 이후에는 사회 반에 

걸쳐 명분론이 강화되었다.21) 이런 과정에서 입향조와 그를 追崇하는 제사가 

요하게 인식되었으며 제사를 거행하는 종자의 상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가

문의 경제  기반 역시 강조되었다. 균분상속은 재산의 세화를 래하여 종자

를 심으로 하는 가문의 상을 격하시키게 된다. 균분상속을 회피하는 방법으

로 제사용 재산인 사조가 활용되었으며, 이를 장자가 리하여 사실상의 제사

의 단독승계와 재산의 장자우 상속을 철시켰다. 설사 균분상속이라고 하지만, 
근처의 토지나 世傳財産을 장자와 장손에게 상속시키는 등 실질 으로는 장자우

상속이 세이었다. 
존하는 상속 련 문서에서 조선시  재산상속의 반 인 변화의 추이를 볼 

수 있다.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체 으로 문서의 양은 늘어나지만 상속 련 

문서는 18세기 이후는 15% 정도이며, 나머지는 16∼17세기의 문서이다. 그런데 

소수의 18세기 이후의 문서를 보면 화회가 격히 어든 반면에 별 과 분 문

기는 비슷하다. 이는 세한 재산을 부모가 생 에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부모 생 에 장자가 상속에서 우 를 받는 

제사승계  재산상속의 변화와 한 련이 있다.22) 

19) 이러한 사정은 전라도 부안의 金命說의 傳後文書(1669년)에 잘 나타난다. 그 내용은 
“諸子女가 輪回奉祀하는 것이 관례이나, 이는 禮法에 맞지 않으며 또 사위와 외손이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않으니 앞으로는 그들은 제사를 지내지 말고 아들들이 윤회봉
사하고 그 대신 딸은 재산을 1/3만 상속하라”는 것이다. 전경목, 우반동과 우반동 김

씨의 역사(신아출판사, 2001), 114-123쪽 참조. 
20) 鄭肯植, ｢朝鮮中期 祭祀承繼의 實態 -安東 周村 眞城李氏 家門의 예-｣, 조선의 정치와 

사회(집문당, 2002) 참조.
21) 李樹健, 앞의 글(주 10) 참조.
22) 문숙자, 앞의 책(주 9), 31-4쪽. 14세기에서 19세기까지 상속관련 문서의 현황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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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지역과 신분 그리고 가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개

략 으로 “제자녀 윤회 사⋅균분상속 → 제자 윤회 사⋅남녀차별상속 → 장자

우 상속”의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은 종자와 종손의 권한이 강화되고 가문 내

에서 지 가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3) 조선말기의 상황

남녀균분을 규정한 경국 의 규정은 1865년에 편찬된 회통에도 그 로 

수록되었다. 그러나 이는 祖宗成憲尊重主義에 따른 형식 인 것이고 실에서는 

사실상 장자우 상속이었다. 이는 조상의 제사를 모시기 한 재산인 奉祀條가 

요한 역할을 하 으며, 이에 따라 제사승계인의 상이 강화되었다. 실제로 법

의 균분규정을 인식하면서도 재산이 세하기 때문에 남녀를 차별하여 상속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 분재기도 있다(1705년[숙종 31]〈同生和會成文〉).23) 茶山 丁若

鏞(1762∼1836)은 ≪牧民心書≫ <刑典> [聽訟(下)]에서 재산이 세한 19세기 의 

상황에서 균분상속 때문에 유력한 가문에 유지될 수 없으며 따라서 재산을 장자

가 단독으로 상속할 것을 주장하 다.24) 
기와 후기의 변화는 상속을 둘러싼 분쟁에서도 알 수 있다. 조선 기 상속분

쟁이 발생하면 에서 직  재산을 균분하는 것이 행이었으며(官作財主 平均分

給), 상속분쟁도 많았다. 그러나 후기에는 분쟁이 어들었다. 우선 19세기 의 

표와 같다.
14 15 16 17 18 19 미상 체

분 0 11  51  54 26 4 1 147
별 3  7  99 112 26 1 3 251
화회 0  6  45  56 15 0 2 124
기타 1  2  5   8 1 1 0 18
계 4 26 200 230 68 6 6 540

*  문숙자, 앞의 책(주 9), 32쪽을 수정하였으며, 20세기는 제외함. 
** 분급은 부모가 전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시키는 것, 별급은 부모가 특정자녀에게 증  
   여하는 것, 화회는 부모 사후에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다. 

23) <和會文書 (34)>[규 232002]; 古文書(31)(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6), 390-2쪽. 
24) 노비에 관한 송사는 법전에 실린 것이 번쇄하고 조문이 많아서 의지할 수 없으니, 인

정을 참작하여 할 것이고, 조문에만 구애될 일이 아니다. 국초에는 노비가 많아서 상
속법이 자세하였지만, 지금은 노비가 적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노비균분법 때문에 
大臣과 政卿 등 名文家가 두어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종가가 미약해지며, 또 두어 세
대를 넘기면 제사조차 지내지 못하게 된다. 이는 모두 법이 잘못되어서이다.; 정긍식, 
｢종법적 제사승계와 가족의 변화｣, 한국사회사연구(나남, 2003), 6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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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집인 ≪儒胥必知≫에는 상속과 련되는 서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에

는 상속 련 문서를 작성할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인 듯하다. 그리고 1872년, 
1897년 라도 군에서 수한 소송개요를 日誌 형식으로 정리한 ≪民狀置簿

冊≫에는 상속분쟁사례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25) 한 오늘날 결문에 해당하

는 決訟立案은 1517년부터 1822년까지 55건이 남아 있는데, 상속분쟁과 련된 

것은 16세기 6건, 17세기 2건, 18세기 1건이다.26) 순리로 생각하면 장자우 상속

인 18세기 이후에 상속에 한 분쟁이 시 보다 더 많아야 할 것인데, 격감하

다. 이는 당 인들이 장자우 상속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상속권을 되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장자우 상속에 해 서자 등이 

불만을 가지고 소송한 사건에 있어서, 訟官은 차등상속을 ‘法外의 일’로 에서 

여할 바가 아니라고 단을 회피하 으며, 상속인도 다양한 법  수단을 동원

하여 극 으로 재산을 지킨 사례도 있다.27) 
조선말기의 상속 습 내지 행은 남녀균분을 규정한 經國大典과 大典會通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녀차별, 나아가 장자우 상속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19
세기경에는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제사승계와 宗子 상의 강화를 가

져왔다.  이러한 변화를 당 인들도 수 하 다. 이는 한국에서 가부장제, 이의 

법  표 인 戶主制가 사실상 존재하 거나, 쉽게 수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

어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일본식 가제도와 이에 터잡은 家督相續  

財産相續이 별다른 반발이나 항없이 쉽게 이식될 수 있었다.28) 
이러한 상황은 제사승계와 재산상속의 계의 역 을 가져왔다. 조선 기에는 

재산상속을 심이었으며, 제사승계는 이념 인 것에 불과하 다. 하지만 후기에

는 제사승계가 주축이 되고 재산상속은 제사승계에 수반하는 부수 인 것에 지

25) 박명규, ｢19세기 후반 향촌사회의 갈등구조｣, 한국문화 14(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
소, 1993), 정승진, 한국근세지역경제사 - 라도 군 일 의 사례-(경인문화사, 
2003), 73-126쪽 참조.

26) 崔淵淑, ｢朝鮮時代 立案에 관한 硏究｣(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의 “부록 9: 결송입안”을 정리한 것이다.

27) 鄭肯植, ｢1816년 求禮 文化柳氏家 所志에 대한 法的 考察｣, 고문서연구 14(한국고문
서학회, 1998) 참조.

28) 조선초기 朱子家礼를 보급하기 위한 조처로 家廟, 즉 祠堂의 설립을 강행하였다. 이 
때 획기적인 조처는 1427년(세종 9)에 나온 가묘가 있는 가사는 제사주재자가 상속하
도록 한 수교이다. 이 수교가 나오자 가묘를 헐고서 가사를 매각하는 등 반발이 심하
였다. 鄭肯植, ｢朝鮮初期 祭祀承繼法制의 成立에 관한 硏究｣(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
논문, 1996), 1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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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았다.29) 그러나 재산상속의 독립성은 여 히 남아 있었다. 제사승계와 

련 없는 재산상속은 존재하고 나름 로의 원리에 따라 작동하 다. 

2. 식민지기 상속관습법의 정립과정

(1) 습법의 정립과정

조선총독부는 ｢조선민사령｣ 제10조∼제12조에서 조선의 습을 법원으로 인정

하 다. 이에 따라 습을 조사⋅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하 다. 이는 1906년 <不
動産法調査會>와 1909년 <法典調査局>에서 시작하여 1910년 9월에 조선총독부

내에 <取調局>으로 이어져 1912년 ≪慣習調査報告書≫를 발간하는 것으로 일단락

졌다. 이어 1912년 <參事官室>, 1915년 <中樞院>으로 지속되었다. 습의 조사

는 ｢조선민사령｣의 개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1918년에 추원 내에 <舊慣審査委

員會>를, 1921년에 구래의 제도풍속 습을 참작하여야 할 법령과 시설에 해 

미리 그 가부를 심사하기 해 <舊慣及制度審査委員會>를 설치하 다가 1924년

에 폐지하 다. 1921년에는 사법 리의 단체인 <司法協會>가 설립되어 습의 

존부를 결의하 다. 
의 여러 기 에서 확정한 습은 추상 으로는 법원인 습이 될 수 있지만, 

직  구체 인 사건에 용될 수는 없고, 다시 습의 법  승인과정, 즉 法認의 

차가 필요하다. 조선총독부 재 소는 조선인의 친족⋅상속에 한 소송을 조선

총독부에 보고해야 한다.  재 에서 습의 존부에 해 의문이 있으면 재 소

는 조선총독부의 련 기 에 문의하 다. 조선총독부는 스스로 는 재 소의 

질의에 해 通牒이나 回答의 형식으로 습의 존재를 확인해주었다.30) 이러한 

통첩이나 회답은 慣習法을 宣明하는 法規範이며 특히 법무국장은 조선총독의 입

법권을 행하고  법원과 검찰청을 감독하므로 법무국장의 회답과 통첩은 사실

29) 제사승계의 핵심은 봉사자의 연속으로 家系繼承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조선후기에
는 입후가 보편적으로 된다. 사마방목을 분석한 결과 19세기의 양자비율은 15~16%인
데, 이는 6가구 중 1가구가 양자이다. 정긍식, ｢전기자료에 나타난 16세기 양자의 특
징: 사마방목의 분석｣, 국제⋅지역연구 12-4(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03), 106-8쪽 
참조.

30) 법원으로 인정된 것은 다음과 같다: ㉠慣習調査報告書 ㉡司法部長官⋅調査局長官의 通
牒⋅回答 ㉢政務總監⋅中樞院議長과 書記長의 通牒⋅回答 ㉣法院長과 判事의 回答⋅

通牒 ㉤司法協會民事審査會의 決議⋅回答⋅質疑應答 ㉥判例調査會決議 ㉦舊慣及制度審
査委員會決議 ㉧高等法院判決. 이는 각각의 자료에 수록되었다. 정긍식, 앞의 책(주 6), 
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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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령이었다. 새로운 습의 선언은 개별  방법을 선택하 다. 재 소는 朝鮮

司法協會와 高等法院判例調査會, 戶籍協會 등의 決議를 기 으로 례를 변경하

다. 1912년의 ≪ 습조사보고서≫에서는 주민을 상으로 한 실지조사와 법 과 

서 그리고 문서를 상으로 한 문헌조사를 병행하여 습을 조사하 다. 취조

국이나 참사 실, 추원에서 조사할 때에도 마찬가지 다.31) 
습은 지역과 계층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실지조사는 질문지를 작

성하여 한국인 통역을 동하여 각 지방의 유지들을 상으로 하 다.32) 이들이 

인정한 습은 양반층의 습일 가능성이 높고  실보다는 서 등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 에서 확정한 습은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한

다. 하지만 조선후기 신분제의 붕괴로 양반층이 확 되고  양민들도 행동의 

거를 양반의 그것을 삼았다. 따라서 규범 으로나 이념 으로는 양반층의 습이 

국  표성을 띤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33) 한 법의 통일성, 법 안정성

의 에서는 다양한 습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국  차원에서 

획일 인 습의 인정은 부득이하다고 할 수 있다. 

(2) 상속에 한 기본인식

식민지기 습의 원천은 1912년의 ≪ 습조사보고서≫이다. 기본 인 상속 습

은 여기에 정리되어 있다. 우선 상속은 제사상속, 호주상속, 재산상속 3종이 있으

며, 제사상속이 가장 요하다. 그러면서 일본민법의 체재에 따라 임시로 제사상

속과 호주상속은 가독상속의, 재산상속은 유산상속의 범주로 설명하 다. 
본 주제와 련하여 범 를 좁  보자. ≪ 습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재산상속은 

제사  호주상속과 동시에 는 독립 으로 발생한다. 그리고 재산상속인은 피

상속인이 호주이면 아들들이며, 습상속을 인정하고 在家者이어야 한다.34) 피상

31) 鄭肯植, 앞의 책(주 6), 230-242쪽 참조.
32) 이승일,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일제의 식민통치와 조선민사령(역사비평사, 2008), 

67-83쪽 참조.
33) 이러한 현상은 박지원의 소설, ≪兩班傳≫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김상준, ｢온 나라가 양

반 되기: 조선 후기 유교적 평등화 메커니즘｣, 사회와 역사 63(한국사회사학회, 
2003) 참조; 그리고 식민지기에도 양반이 되기 위해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는 大韓
帝國의 황실과 관련된 관원의 임명장을 위조하는 행위가 성행하였다. 윤인수, ｢日帝時
代에 발생한 大韓帝國時期 임명장 위조의 양상과 사회적 배경 -농촌의 신분의식 잔존 
양상과 관련하여-｣, 고문서연구 34(한국고문서학회, 2009) 참조.

34) 여기서 말하는 ‘家’는 조선호적령 시행 이후 형식적⋅제도적의 의미의 가는 아니며,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食口’나 ‘食率’의 의미이다. ‘在家者’는 혼인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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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인이 호주가 아닌 가족인 경우, 그 장남이 기혼자이면 제사자가 되며 다른 아

들들도 상속인이 되고, 미혼남이거나 여자이면 부, 부가 없으면 호주가 상속한다. 
그리고 기혼인 망가족에게 아들이 없는 경우, 그가 장남이면 부가, 자이면 처

가 유산을 상속한다. 그리고 상속분은 습상 확연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장자우

상속을 인정하고 있다.35) 
≪ 습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재산상속 습은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반 하

고 있다. 먼  조선 말기에 장자우 의 상속 행이 존재하 음은 앞서 보았다. 
그리고 在家者만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일본 민법의 상속개념에 입각한 것

이다.36) 장자우 상속으로 가면서 딸이나 자들에 해서는 혼인 때에 재산을 

분여하고, 부모 등이 사망할 때에는 다시 상속을 하지 않았다. 일본민법에서는 

조선시 와 달리 사후상속만 상속이고, 생 증여는 상속이 아니었다. 따라서 일

본인의 에는 혼인 등으로 호 을 달리 하는 자녀들에게는 외견상으로는 상속

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비추어졌다. 그래서 ‘在家者’만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습을 악하 다. 그리고 가계를 계승하는 제사상속 외에 호주상속을 

인정하 다. 조선시 의 ‘호주’는 부분 한 호를 표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그 내용은 1958년 민법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르게, 일가를 지배하는 자가 아닌 

일가를 표하여 국가에 해 행정  책임을 지는 자이었다.37) 재와 같은 호주

는 1909년에 제정된 민 법에서 처음 나타났으며, 본 과 호주는 1915년 官通牒 

제240호 <民籍事務取扱에 한 건>으로 일본식으로 재편되었다.38) 
≪ 습조사보고서≫에서는 형성 인 ‘호주’를 하나의 제도로 창조 는 날조하

여 강력한 규범력을 부여하 다. 특히 기에는 제사상속을 가장 요한 상속으

분가하여 호적과 생계를 달리하기 전의 상태를 의미한다. 관습조사보고서의 작성자는 
그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하였을 것이다. 

35) 朝鮮總督府 參事官室(1912)/ 鄭肯植 역, 國譯 慣習調査報告書(改譯版: 한국법제연구
원, 2000), 354-7쪽, 359쪽 참조.

36) 초고에서는 “일본 민법의 상속개념”이 아닌 “근대적 상속개념”로 하였다. 심사과정에
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어 수정한다. 단, 초고에서 사용한 ‘근대적’은 가치 내지 평가, 
분석개념이 아닌 과거와 다른, 현재와 가까운 단순한 ‘시간’적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鄭肯植, 앞의 책(주 6), 59쪽 참조.

37) 유성국, ｢조선시대 호주제도｣, 이재룡 외, 조선시 의 규범이론과 규범체계(2)(한국학
술정보, 2006) 참조. 

38) 이승일, 앞의 책(주 32), 211-238쪽; 이정선, ｢민적법 시행기(1909~23년) 일제의 ‘내선
결혼’ 관련 법규 정비와 일선인 구별｣(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8), 12-22쪽. 官通牒 
제240호의 내용은 92-9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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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았지만, 1933년 조선고등법원에서는 “호주상속  재산상속 념이 확립된 

재에는 이를 제외한 제사상속의 념은 先代를 奉祀하고 조상의 제사를 행

해야 하는 도덕상의 지 를 승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39)라고 결하여 호주

상속만을 인정하 다. 이후 호주제도와 호주상속은 상속의 핵심으로 등장하여, 
호주상속의 유무에 따라 재산상속도 그 내용이 달라졌다. 

(3) 재산상속 습의 내용

가) 식민지기 

 ≪ 습조사보고서≫에서는 상속의 강만 기록하 을 뿐, 세부 인 사항은 사

건을 해결하면서 확정되었다. 상속 습과 련된 사건이 발생하면 조선총독부 등

에서는 通牒이나 回答으로, 그리고 司法協會와 高等法院判例調査會, 戶籍協會 등

에서는 決議로 일차 으로 습을 확인하 으며, 최종 으로는 조선고등법원에서 

결로 확정하 다.40)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 습조사보고서≫에서는 제사상

속인과 자의 상속을 인정하고 딸의 상속권은 부인하 다.41) 그러나 조선고등법

원에서는 “호주가 사망한 경우, 호주상속인이 부를 상속하며 다른 상속인은 유

산에 해 상당한 상속분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며, 유산에 한 소유권은 

상속개시 시에 당연히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분배에 말미암아 취득하는 것(조선

고등법원 1913. 7. 11. 결)”이라고 선언하 다. 그리고 이 결은 이후 변경되

지 않은 채 그 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호주인 부가 생존하고 있는 에, 가족이 먼  사망하 을 때의 재산상

속인에 해 보자. ≪ 습조사보고서≫에서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①망자가 기혼

남으로 자녀가 있으면 호주상속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②만약 아들이 없으면 그

가 장남이면 유산은 父가 승계하며,42) ③ 자이면 妻가 승계한다. ④망자가 미혼

남 는 여자이면 부, 호주의 순으로 승계한다. ⑤처의 유산은 夫가 승계하고, ⑥

39) 조선고등법원 1933. 3. 3. 판결 요지; 司法協會 編, 朝鮮高等法院判例要旨類集(同 協會, 
1943), 362頁.

40) 조선고등법원의 판결과 협회 등의 결의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을 하여 분쟁을 종결하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입장, 즉 판결 내지 판례를 최종
적인 관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1) 정긍식 역, 앞의 역서(주 35), 355쪽. 
42) 이 부분은 1912년판에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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寡婦의 유산은 자, 호주의 순으로 승계한다.43) 회답과 통첩에서는 기에는 약간

의 혼란이 있었지만, 1923년 이후에는 ≪ 습조사보고서≫와 일치하 다.44) 
사법 회의 결의에서는 기에는 와 일치하 고, 다만 상속개시 시에만 동일 

戶籍에 있어야 함을 명기하 다. 그러나 1931년에는 가족인 망장남의 유산(②)은 

서자녀가 호주인 망장남의 父보다 우선하여 상속한다고 결의하 다.  1932년에

는 유처와 딸만 있으면 유처가 상속한다고 하 지만, 1933년에는 직계비속이 제1
순 로 상속하는 것이 습이기 때문에 딸의 상속권을 우선하 다. 나아가 1935
년에는 “가족인 장남이 사망하 을 때에는 오직 재산상속만 개시될 뿐, 家族制度

的 색채를 띠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직계비속은 남녀를 묻지 않고 공동으로 평등

하게 제1순  상속인이 되며, 嫡庶는 2:1의 비율로 상속을 하고, 망장남의 장자

가 奉祀孫이라는 이유로 유산의 부를 상속하는 습은 없다.”45)고 하 다.46)

조선고등법원은 “호주이거나 가족이거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하여야 할 자는 

그 家에 있는 자에 한하며, 타가에 있는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은 한국의 

습(조선고등법원 1924. 9. 2. 결)”이며, “가족의 유산은 호 을 같이 하는 직

계비속이 상속하는 것이 습(조선고등법원 1925. 12. 15. 결)”이다.  “가족

인 남편이 장자인지 자인지와 계없이 남자 없이 사망하면 유처가 재산을 상

속한다(조선고등법원 1926. 10. 26. 결)”라고 하 다. 즉 “여자는 출가하여 타

가에 있으면 재산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습(조선고등법원 1924. 9. 2. 
결)”이라고 보았다. 이는 재산상속과 호주상속을 일치시키려는 시도이며, 앞서 

본 유처보다 직계비속을 우선하는 사법 회의 결의와 모순된다. 
그런데, 1933년 12월 8일 聯合部 결에서는 “조선의 습에서 모의 유산은 

남녀를 불문하고 그 자녀가 상속하며 동일가  여부를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선

언하 다.47) 그리고 1944년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職權으

43) 정긍식 역, 앞의 역서(주 35), 355-6쪽. 
44) 이상욱, ｢구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례월보 245(판

례월보사, 1991. 2), 38-9쪽.
45) 이 결의는 1934년 5월 각 支廳(당시에는 支院도 지청이라고 하였음) 서기 앞으로 보

낸 대구지방법원장의 훈령에 대한 결의이다. 훈령의 내용은 “가족이 사망하여 유산상
속이 개시된 경우에, 망인에게 비속인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는 동일호적 여부와 관계
없이 평등하게 상속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족인 망장남이 사망한 경우에 망장남의 
장남은 奉祀孫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상속해야 하는가?”이다. 司法協會 編, 續決議回

答輯 (司法協會, 1938), 242-3頁.
46) 이상욱, 앞의 논문(주 44), 39-40쪽.
47) 이 판결의 전문은 鄭光鉉, 韓國家族法硏究(서울대학교 출판부, 1967), 293-5쪽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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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족인 남자가 처와 딸만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유산은 직계비속인 딸이 상

속하는 것이 습이며, 처가 우선하여 상속하는 것은 행 습에서 인정하는 바

가 아니다(조선고등법원 1944. 8. 15. 결)”48)라고 하여 사법 회의 결의와 일치

하 다. 즉, 호주가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은 가 동일 여부와 계없

이 직계비속을 상속인으로 인정하 다. 1933년의 결에서 모는 호주상속과는 무

한 경우이다. 그 기 때문에 직계비속의 동일가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1944년 결에서는 同一家籍 여부를 언 하지 않았지만, 구체 인 사실

계에서 유추하면 1933년의 결과는 달리 ‘同一家籍’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기에는 호주상속과 련하여 재산상속을 고려하 지만, 후기에는 재산상속을 

독립 으로 단하여 결국 가 의 동일 여부와 계없이 직계비속을 우선하여, 
그들이 종국 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보았다.49) 이는 당시 일본민법 해석

과 유사하다.50) 그러나 상속과 련된 습정립의 체 인 흐름을 보면 ‘血緣’
심의 상속원리를 ‘家籍’ 심의 상속제도로 변형시키려고 하 다.51)

조선총독부의 자문기 인 추원에서는 직 이지는 않지만, 식민지 상속 습

의 체 인 흐름을 악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 다. 먼  호주상속인이 단독

으로 상속하고 자녀들이 분재청구권을 행사하는 것과 조선에서 상속 습의 변

화의 계기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 다. 

  부모가 衆子에게 분가를 허락할 때에는 그에게 상당한 재산을 분 하는 것이 

역⋅수록되어 있다. 사실관계는 타인의 첩이었던 자가 남편에게서 子를 출산한 후 친
가로 復籍한 후 사망한 경우이다. 이와 모순되는 종전의 판결(조선고등법원 1913. 5. 
6., 1919. 3. 11., 1924. 4. 2. 판결)을 명시적으로 폐기하였다. 

48) 이와 상반되는 종전의 판결(조선고등법원 1931. 6. 9. 판결)을 변경하였다. 판례를 변
경한 구체적인 이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후술하는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판결(전원합의체)에서는 첫 선례로 이 판결을 들고 있다. 이 판결의 전문
은 鄭光鉉, 앞의 책(주 47), 295-301쪽에 번역⋅수록됨. 

49) 가족인 기혼남이 사망하여 遺妻가 재산상속을 한 때에는, 亡男이 호주의 장남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처는 상속재산에 대해 終局的으로 權利를 取得하고 후일 亡男을 
위하여 死後養子를 하더라도 양자는 유처가 상속한 망남의 유산을 승계할 수 없다(조
선고등법원 1927. 10. 7. 판결). 司法協會 編, 앞의 책(주 39), 365頁.

50) 피상속인이 호주인 경우, 장남이 家督相續을 하여 新戶主가 되고 동시에 일체의 재산
상의 권리의무를 獨占하는데, 가족인 모가 特有財産을 남기고 사망한 때에는, 형제자매
가 동순위로 상속한다. 齋藤壽郞, 親族法⋅相續法講話(ダイヤモンド社, 1943), 193頁.

51) 이상은 이상욱, 앞의 논문(주 44), 4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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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이다. 이 경우에는 父인 호주가 사망한 후 다시 그에게 유산을 분 할 필요는 없

다. 그러므로 부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을 상속받을 자는 父인 호주의 

사망 당시에 동일가 에 있던 자임을 통례로 한다. 그러나 자가 부모의 승낙을 얻

어 父 생 에 분가하면서 부모로부터 분재를 받지 않았으면, 망부의 유산 에서 상

당부분을 받을 권리가 있다(1935. 5. 27. 中樞院 議長 회답).52) 

  호주상속을 수반하는 재산상속은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한 후 衆子女들은 

分財請求權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의 해석에 한 두 입장이 있다. ①호주상속

인이 실질 으로 단독상속을 한 다음, 호주상속인이 잔여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

배한다는 입장, ②호주상속인은 외부 으로는 단독으로 상속하 으나, 실질 으로는 

공동상속을 하 다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결국은 같은 입장으로 호주상

속인은 다른 상속인에게 분재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 家督相續의 념이 침투하기 

시작하여, 호주의 단독상속을 인정한 1913년의 결이 있은 후, 호주상속인이 단독

으로 상속한 후 분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 해결책

으로는 추원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사하 는데, 42명  26명이 共同相續을 지지하

고, 15명이 單獨相續과 그 후의 分財을 지지하 다. 과거에는 차남 이하에 해서

는 分家 시에 하는 것이 습이다. 차남 이하가 호주상속인과 동거할 때에는 호주상

속인이 그를 부양하므로 호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리하고 차남 이하가 분가를 할 

때에 실제로 재산을 인도를 한다. 그리고 모의 유산은 在家 여부를 막론하고 여자에 

해서도 상속권을 인정한 1933. 12. 8. 연합부 결이 나온 이후 딸에 해 상속권

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  습으로 되어간다. 하지만, 호주의 유산에 해서는 여자

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지만, 장래에는 자식에 한 정은 아들딸의 

구별이 없으므로 근소하지만 딸에 해서도 재산상속을 인정하는 가 차 늘어날 

것이다(1940. 8. 23. 中樞院 書記官長 회답).53) 

  가족인 아들 없이 딸만 있는 기혼남이 사망하여 그를 해 死後養子를 한 경우에

는 그의 유산은 사후양자와 장녀가 분할 상속하며, 사자인 사후양자에게는 사조

를 더 다. 그러나 여자는 출가하여 타가에 입 하는 것이므로 근래에는 여자의 상

속분은 차 축소되는 경향이다(1944. 11. 14. 中樞院 書記官長 회답).54) 

추원에서는 먼  자들이 부모 생 에 분가할 때에 분재를 받는 습을 들

어 원칙 으로 분가한 자녀, 즉 가 을 달리하는 자녀들은 부모 사후에 상속권

이 없음을 언 하 다. 그리고 식민지 조선에서 호주상속권이 강화됨에 따라 장

자가 호주상속을 단독으로 하면서 재산상속까지 독 하게 되는 습의 변화와 

이에 따른 분쟁의 발생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 다.  모의 유산에 한 례

의 입장변화가 습의 변화를 유도하는 사실을 측하 다. 마지막에는 제사, 즉 

가계계승의 시가 여성에 한 차별로 이어짐을 언 하 다. 추원에서는 비교

52) 鄭光鉉, 앞의 책(주 47), 198-200쪽. 
53) 鄭光鉉, 앞의 책(주 47), 182-190쪽. 
54) 鄭光鉉, 앞의 책(주 47), 198-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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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연원에 근거하여 당시 상속 습을 밝히고 나아가 당시 변화의 추세를 

표명하 다. 

나) 대법원의 입장

식민지기의 상속 습에 해서는 1958년 법무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

다.55) 호주상속에는 재산상속이 따르며, 상속형태에 따라 상속분의 차이가 있다. 
여자는 출가하여 他家에 있는 한, 친가의 호주상속에 따른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다. 피상속인이 가족일 때에는 그가 父이든 母이든 직계비속인 자녀는 가 의 

동일 여부와 계없이 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夫일 때에는, 우선 그

의 직계비속 남자가 상속인이 되고 만약 그가 자녀 없이 사망하 을 때에는 유

처가 상속인이 된다.56)

1946년의 법원 결에서는 “가족인 모의 유산은 남녀를 불문하고 동일가  

내에 있는 직계비속이 평등한 비율로 상속하고 서출자녀는 자녀의 2분의 1을 

상속하고, 출가녀는 상속권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습이다”라고 하여 당시의 

실정을 근거로 남녀차별은 부정하면서 同一家籍을 요구하 다( 법원 1946. 10. 
10. 선고, 1946년 민상 제32, 33호 결).57) 이 결에 한 상고이유는 다음과 

같다. 

  소  한국 습, 즉 倭政時의 일본민법의 친족상속법을 기본으로 한 법제 하에 조

성된 非合理的 습을 타 하고 신생 한국 고래의 통 인 檀祖의 先血이 얽힌 진

정한 家系를 주로 한 상속의 法的 理念을 기 삼아 비록 건국도상에 過渡期일망

정 독창  條理라도 상속에 한 습을 발견치 못한 法理觀으로 단한 理由不備

가 있다.58) 왜정시에 조선인에 하여는 倭人 등의 입법자로만 일시 조선 습이란 

미명하에 일본민법을 擧皆 引用할 의욕 하에 변경하여온 고래 조선의 가족  통

을 무시하고 출가녀에게까지 共同相續權을 인정한 습을 그 로 인용한 은 법

이다.59) 그리고 원래 조선 습상 가족의 유산이라 할지라도 비속인 여자에게는 상속

권이 없으므로 종 의 (조선)고등법원 례로 이를 인정하 다(1912. 10. 26 결 등). 

그 후 일본민법의 상속법리를 무리하게 조선인에게 인용한 계상 례를 변경한 

55) 이는 駐日韓國代表部에서 在日韓國人의 상속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외무
부에 요청한 것에 대해 법무부에서 5월 28일자로 회답한 것이다. 

56) 鄭光鉉, 앞의 책(주 47), 269-270쪽. 
57) 동지: 대법원 1947. 5. 13. 선고 1947년 민상 제52호 판결(鄭光鉉, 앞의 책[주 47], 309-310

쪽). 판결문을 인용함에는 이해를 위해 표현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이하 같음). 
58) 鄭光鉉, 앞의 책(주 47), 303-4쪽.
59) 鄭光鉉, 앞의 책(주 47), 3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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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선 습은 ( 략) 피상속인의 가에 있는 자에 한하여 상속권이 있으며 타가에 

있는 자는 상속권이 없는 것이 재래 습이었던 까닭에 (조선)고등법원도 이를 시인

하 으나(1913. 4. 15. 결 등), 일본민법의 법리를 抑制適用하려는 의도로 ( 략) 

결을 변경하 다. 불과 수년 내에 고정불변할 조선인 습이 특별한 사정없이 갑

자기 변할 이치가  없으므로, 이는 왜정시의 불합리한 습법을 용하 으나 

해방 후인 일은 朝[韓; 필자 보충]日倂合 (문맥상 필자 보충)의 습을 복원 

용함이 당연할 것이다.60) 

상고이유의 주된 논 은 일본민법의 법리를 용하여 조선의 습을 변경하

으며,  습이 고정불변이기 때문에 쉽게 변할 수 없는 을 근거로 출가녀의 

상속권을 부인한 조선고등법원의 기 결을 지지하 다. 
이에 해 법원은 “조선의 습에 있어 모의 유산은 남녀를 불문하고 그 아

들이 이를 상속하고 그 동일가 에 있고 없음을 구별치 않는다는 설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실정에 합하지 않고  종래의 습상 모의 유산이라도 남자만 상

속하고 여자는  상속치 못한다는 것은 하 우리나라의 실정에 합지 아니

하다.”61)라고 하여 와 같이 결하 다. 
해방 후 민법 시행 의 상속에 해서는 기본 으로 식민지기에 형성된 습

법을 따랐다. 첫째,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같은 호 에 있어야 하며, 출가 등으로 

호 을 달리하는 딸 등은 상속권이 없다. 둘째,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이 동시에 

발생하면 ①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한 다음 나머지 자녀들은 分財請求權

이 있으며, ②일시 인 여호주도 일단은 단독으로 상속하지만 死後養子가 있게 

되면 그가 상속한다. 셋째, 피상속인이 가족이면 많은 논란을 거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균분),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부, 호주, 近親者의 순서로 상속

을 한다. 
다만 마지막의 경우에는 견해가 나뉘었다. “피상속인이 推定戶主相續人인 호주

의 장남이면 망장남이 이미 호주가 된 경우와 마찬가지 원리로 상속되므로 망장

남의 장자가 단독상속을 하는 것”이 습이라는 견해(戶主相續 擬制說)와 “가족

인 장남이 사망한 경우 가 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그 직계비속인 자녀가 공

동으로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습이라는 결도 있다(直系卑屬 全員 共同相續

說). 그리고 우리 법원은 “호주가 아닌 가족이 처와 딸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

우에 처만이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 구 습이라는 입장(例外的 遺妻單獨相續說)

60) 鄭光鉉, 앞의 책(주 47), 307쪽.
61) 鄭光鉉, 앞의 책(주 47), 3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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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견지하 다. 1990년 원합의체 결( 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결)62)에서 “호주가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호  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고 선언하 다(同一戶籍 直系卑屬 均

等相續說). 이로써 그 동안의 혼란에 종지부를 었다.63) 

Ⅲ. 쟁점에 대한 분석

1. 가족인 장남의 상속인

(1) 논의의 정리

식민지기에서 호주가 사망하여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는 호주상속인이 일단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이 습이라는 에는 일치

되고 있다. 다만 호주가 생존하고 있는 에 가족인 장남이 먼  사망하 을 때

에 망장남이 피상속인인 경우, 상속인의 범 에 해서는 식민지기의 습도 통

일되지 않았다.64) 이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戶

主相續 擬制說, ②戶主單獨相續說, ③例外的 遺妻單獨相續說, ④直系卑屬 全員 共

同相續說, ⑤同一戶籍 直系卑屬 均等相續說.65) 각설의 타당성을 검토해보자. 

62) 이 판결에서는 “조선고등법원 1944. 8. 15. 선고 昭和19民上249 판결”을 선례로 가장 
먼저 들고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와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의 핵심
은 다음과 같다. “1960. 1. 1. 민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는 조선민사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는 바,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배우자인 남편이나 처가 아니라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이었
다. (중략) 당원은 종전에 위와 달리 호주 아닌 가족이 처와 딸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
우에 처만이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 구관습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일이 있으나, 이러한 
견해는 폐기한다.”라고 하면서 동취지의 기존 판례와 이를 달리 하는 관련된 판결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판례의 변화는 1944년부터 1981년까지는 1990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으나, 1981년부터 1983년까지는 다르며, 다시 1984년(대법원 1984. 9. 25. 선
고 83다카1423 판결)에는 다시 돌아가서 1990년의 판결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서 
인용된 거의 모든 판결도 마찬가지로 동취지의 이전 판결만 들고 있을 뿐, 왜 관습인
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근거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참조.

63) 한상구, ｢상속법제의 변천｣, 相續法의 諸問題(法院圖書館, 1988), 640-9쪽 참조.
64) 식민지기의 다양한 견해에 대해서는 이상욱, 앞의 논문(주 7), 92-9쪽 참조.
65) 망장남이 미혼인 경우에는 제사승계, 즉 호주상속은 ‘兄亡弟及’에 따라 그의 아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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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戶主相續 擬制說: 이는 호주의 장손, 즉 망장남의 장자가 단독으로 상속한 

다음 다른 형제 등이 분재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견해이다.66) 그러나 호주가 여

히 생존하고 있으므로 호주상속과 이에 수반한 재산상속은 발생하지 않는다. 

한 습상속은 호주가 사망한 경우, 호주의 재산에 해서이므로 련이 없다. 

그리고 호주가 생존하면서도 호주의 지 와 권한 등을 자 등에게 양도하는 일본

에서의 “隱居”의 습을 조선고등법원은 조선에서는 부인하고 있다(조선고등법원

1912. 11. 5. 결).67) 이 설은 호주의 지 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 

②戶主單獨相續說: 이는 “①戶主相續 擬制說”을 제로 하면서 망장남에게 아

들이 없으면 호주가 망장남의 재산을 단독상속하고, 자 이하는 그 처가 상속한

다.68) 자의 경우, 일단 망장남의 재산을 상속한 호주가 사망하면 망장남의 재

산은 호주의 재산으로 되어 망장남 이외의 형제자매에게 상속된다. 이 때, 망장

남의 출가한 딸들은 가 을 달리하기 때문에 상속을 못하게 된다. 

이 설은 우선 부가 망자의 재산을 상속하는 근거가 박약하다. 제1순  상속인

인 직계비속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자의 부, 상속인의 조부가 상속을 하는 것

은 상속의 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통 으로 상속은 에서 아래로 재산이 내

려오는 것으로 인식하 다. 이는 4  이내의 친족들 사이에서 습상속의 순서를 

결정한 다음 ≪經國大典註解≫69)에서 잘 드러난다. 즉 직계비속이 없는 재산은 그 

유래를 따라 부모, 조부모로 소 해서 다시 후손들에게 상속된다. 그러므로 직계

비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 망자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념에도 맞지 않

고  호주권이 강화된 결과를 가져온다. 

하게 되며, 만약 그가 독자이면 입양을 한다. 재산상속은 부, 호주가 하는 것으로 귀결
된다. 

66) 1923년의 중추원 회답(조선총독부 중추원 편, 民事慣習回答彙集[1933], 427頁)과 
1934년, 1935년 朝鮮司法協會 決議(앞의 책[주 45], 236, 238, 241頁); 한상구, 앞의 글
(주 63), 648쪽. 

67) 제사 등을 아버지가 이들에게 맡기는 ‘攝祀’가 있으나 이는 그 지위의 양도가 아닌 代
行 내지 代理에 불과하다. 

68) 정긍식, 앞의 역서(주 35), 355쪽. 이 부분의 기술은 1912년판에 추가된 내용이다. 
69) ≪經國大典註解≫는 1555년(명종 10)에 경국대전의 조문 가운데 난해한 부분에 대한 유

권해석집으로, 법에 대한 해석인 전집과 용어풀이집인 후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使
孫”은 상속인으로 4촌까지이다. 원문(전집)과 사손도(후집)은 각각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經國大典註解(아세아문화사, 1983), 44-5쪽, 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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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 孫 圖 법문: 餘還本族註: 無同生則三寸, 無三寸則四寸親.
“나머지는 본족에게 돌려 다.” 주: 동생이 없으면 

3 , 3 이 없으면 4 이 된다.

祖 해설: 無子女者己物 還係於父母, 故其同生子女 若

孫爲本族, 而三寸叔⋅四寸兄弟 則不與焉. 無四寸孫 

然後 其己物當上係於祖父母, 三寸叔⋅四寸兄弟得爲

本族. 故泛言親 而不指言叔姪⋅兄弟與孫也.
三寸叔 父

四寸兄弟 同生 無子女

己物
자녀가 없는 자의 재산은 부모에게 되돌린다. 그래

서 그의 형제자매의 자녀 는 손자가 본족이 되

고, 삼 숙⋅사 형제는 이와 더불어 할 수 없다. 
사 손자가 없는 연후에야 그 재산은 마땅히 조부

모와 거슬러 계되어, 삼 숙, 사 형제가 본족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리 “친”이라고 말하고 

“숙”, “질”, “형제”와 “손자”라고 직  가리켜 말하

지 않은 것이다.

三寸姪

四寸孫

③例外的 遺妻單獨相續說: 이 설은 기 조선고등법원의 입장70)이며, 우리 

법원이 망장자에게 아들이 없고 딸만 있는 경우에 일시 취한 입장이다.71) 이는 

우선 직계비속을 제쳐두고 유처가 상속하는 것은 연상속 념에 맞지 않는다. 
배우자의 습상속은 원칙 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처의 생계와 련하

여 守信을 조건으로, 즉 改嫁를 해제조건으로 습상속을 인정하 다. 그러나 이

는 종국 인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用益權이 부여될 뿐이므로, 상속권

이 인정되었다고 하기 어렵다.72) 이는 일반 인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며 

상속 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73) 

70) 피상속인이 호주인 경우에도 유처의 상속권을 인정하였다. 동일가에 있는 모가 호주인 
아들이 사망한 경우에, 남자상속인이 있을 때가지는 그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조선의 
관습이다(조선고등법원 1917. 1. 16. 판결). 

71)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621 판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414, 415 판
결 등으로,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판결로 폐기되었다.

72) 신영호, ｢被代襲者의 配偶者의 代襲相續｣,  산법학 1(세창출판사, 1998), 111쪽. 
73) 망장자에게 직계비속이 전혀 없을 때, 경국대전에 따르면 동생, 3촌질 등의 순서로 대

습상속을 하며, 혈연상속의 관념 때문에 처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자가 아니다. 상속인
이 전혀 없으면 국가로 귀속된다(≪經國大典≫ <刑典> [私賤] “○無子女嫡母奴婢 (중략) 
餘還本族 (중략) 無本族則屬公 <할주: 下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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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直系卑屬 全員 共同相續說: 이는 호주상속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망장자

의 직계비속은 가 의 동일 여부를 묻지 않고 공동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74) 이 설은 연상속의 념에도 일치하며  1차 으로 상속을 완료하

며, 더욱이 남녀차별이 없어 보인다. 
 ⑤同一戶籍 直系卑屬 均等相續說: 와 같으며, 다만 제라고 할 수 있는 

동일가 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남녀차별  요소가 있고, 따라서 실제로 호주

제가 강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설이 재 우리 법원의 태도이다( 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결).75) 

(2) 소결론

에서 그 동안의 습이 법원인 식민지기에 호주가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을 선정하는 례를 ①戶主相續 擬制說, ②戶主單獨相續說, ③例外的 遺妻

單獨相續說, ④直系卑屬 全員 共同相續說, ⑤同一戶籍 直系卑屬 均等相續說 등으

로 구분하 다. 그  ①은 지나친 의제이며, ②는 상속에 한 념에 맞지 않으

며  호주제를 강화한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③은 직계비속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유처(나아가 생존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연상속의 념과 

그에 따른 생존 동안의 용익권만 허용된 통에 합당하지 않다.76) 그리고 생존배

우자에 해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비교  근래의 입법이다.77) 따라서 식민지

기에 배우자가 직계비속을 우선하여 상속하 다는 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다면 ④直系卑屬 全員 共同相續說, ⑤同一戶籍 直系卑屬 均等相續說이 남

는다. 양자 모두 직계비속을 상속인으로 인정하되, 동일 가  여부만 다르다. 다

74) 1935. 11. 25. 조선사법협회 결의; 1939. 4. 16. 조선고등법원 판결; 1957. 5. 4. 및 동
년 12. 9. 대법원 판결; 김주수, 주석 상속법(상)(한국사법행정학회, 1996), 53쪽에서 
재인용. 

75) “조선고등법원 1944. 8. 15 선고 소화19민상249 판결”을 선례로 가장 먼저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1944년의 판결에서는 ‘동일 호적’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았
다. 또한 1933년 12월 8일 연합부 판결에서는 “동일 가적을 구분하지 않고 모의 유산
은 자녀가 상속한다.”고 하였다. 

76) 특히 처가 자식 없이 사망하였을 때, 남편 쪽, 시집의 후손들이 처의 재산을 상속하는 
예가 있는데, 이는 제사를 이유로 해서이다. 실제 이를 둘러싼 분쟁은 많았으며, 전체
적인 흐름은 제사가 강조되면서 처의 본족보다는 夫 쪽의 권리가 강화되었다. 문숙자, 
｢조선전기 無子女亡妻財産의 相續을 둘러싼 소송사례｣, 고문서연구 5(한국고문서학
회, 1994) 참조.

77) 곽윤직, 상속법(박영사, 1997), 107-11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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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과거로 올라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자.
조선 기는 철 한 균분상속이었다. 그러나 이는 부모가 생 에 나 어주지 

않은 재산에 한정해서이다. 부모는 생 에 다양한 이유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

하 다. 이는 경국 이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 다.78) 
그러나 균분은 재산이 많을 때만 가능하 다. 후기로 갈수록 재산이 세화되고 

 종가를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이 강화되면서 균분상속은 사실상 붕괴되었다. 
그러나 법상의 균분상속을 면 으로는 부인하기 어려웠다. 법상의 균분상속과 

사실상의 장자우 상속을 실 하는 방법은 경국 에 규정된 제사용 재산인 ‘奉
祀條’와 증여인 別給을 활용하는 것이었다. 조상 래의 재산은 사조로 삼아 장

자손으로 이어지게 하 다.79) 부모가 마련한 은 재산만 자녀들에게 혼인 때에 

분 하 다.  부모의 재산마 도 별 의 형태로 장자에게 주었다. 이러한 과정

을 거쳐 19세기에는 사실상 장자우 상속이 행으로 되었다.80) 그래서 부모가 

사망할 때에는 장자만 유산을 상속을 하고 나머지 자식은 상속을 하지 않는 외

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러한 상속 행은 1935년 추원의 회답에 나타나 있다. 즉 부모가 생 에 

자에게 분가를 허락할 때에는 재산을 분 하 고, 사망 시에는 그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민법의 에서 볼 때, 부모 생 의 분재는 상속이 아니다. 따라서 

자 이하는 상속권이 없거나 있더라도 장자에 비해서는 몫이 었다. 다만 생

에 분가하면서 분재를 받지 못하 으면, 망부의 유산에서 분재를 받을 권리가 있

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의 여부는 분가의 여부에 달려 있는 듯한 외 을 표출하게 

되었다. 특히 혼인을 하면 부가의 호 에 편입하는 여성은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습이 변한다. 이는 조선사회 자체의 변화도 있지만, 일

본법의 향을 받으면서 조선인의 인식도 바 게 마련이다.81) 즉, 호주상속인이 

일단 부모의 유산을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1913년 조선고등법원의 결 이후 호

주상속인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일본법의 향과 권리의식의 발 으로 그

78) 김민정, 앞의 논문(주 17) 참조.
79) 법에는 5분의 1만 가급하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조선후기 사대봉사가 일반화되면서 

봉사조는 급속도로 늘어났다. 조선후기의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는 정긍식, 앞의 논문
(주 24) 참조.

80) 구체적인 실례로는 전경목, 앞의 책(주 19), 105-139쪽 참조.
81) 이승일, 앞의 책(주 32), 112-137쪽 참조; 필자도 종래에는 조선총독부가 일방적으로 

조선의 관습을 왜곡하고 일본법을 강제하였다는 입장이었으나, 강제의 측면과 자발적 
변화의 측면도 모두 있다는 것으로 견해를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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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부모의 정은 모든 자식에게 같다는 人情으로 재산상속만 있을 때에는 상속

인이 균등하게 상속한다는 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1946년 법원 결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상고이유에서 同

和主義에 입각한 일본민법의 향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오히려 기의 조선고등

법원의 례가 습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해 법원은 실을 내세우면서 

1933년과 1944년 결에 따라 연을 강조하여 직계비속을 상속인으로 인정하고 

동일가 으로 제한하 다. 그리고 1990년의 법원 원합의체 결은 이를 확인

하 다. 
1940년  상속 습은 어떠하 을까? 재 우리에게는 이를 알려주는 실증  자

료는 남아 있지 않다. 단지 개별분쟁을 해결한 결과 련 자료의 편린만 남아 

있다. 이를 역사  안목으로 종합하여 변화하는 습의 실체를 조합하여야 한다. 
아울러 분쟁의 해결과 방이라는 법원의 기능과 역할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역사  에서 보면 피상속인이 호주이든 가족이든 직계비속들에게는 

상속권이 어느 정도 인정되었다. 상속권이 실 되는 때는 개 추정호주상속인이 

장남의 경우에는 호주인 부의 사망 시에 상속이 이루어지며, 차자 이하나 딸들은 

생 에 주로 혼인이나 분가할 때에 일정 재산을 분 받았다.82) 이는 일본 민법  

에서는 상속이 아닌 생 증여이지만 실질 으로는 상속과 같은 기능을 하

다.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

을 일단 하지만, 이는 다른 형제자매에게 일정 몫을 분재해  의무가 있는 것으

로 보아야 한다.83) 그리고 재산상속만 발생한 경우에는, 즉 피상속인이 호주가 

아닌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은 원칙 으로 상속권을 갖지만, 만약 망인의 생

에 그로부터 재산을 분 받았으면, 이것이 상속재산을 체하는 것으로 보아 상

속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개는 혼인 등 分家를 할 때에 분 을 받기 

때문에 동일가  여부에 따라 단하면 될 것이다.84) 즉 분가를 하 으면 원칙

82) 다만 상속관련 문서, 즉 分財記를 작성하는 시기는 분재 당시보다는 부 또는 모가 임
종을 앞두고 작성하거나 부모 사후 3년이 지나서 하는 것이 관례이었다. 17세기 후
반~18세기의 호구자료와 분재기를 대조하면 분재를 받기 전의 호적에는 이미 같은 노
비가 등장하고 있다. 口頭나 草文記에 의한 분재는 20~30년 후에 정식으로 문서를 작
성하여 분재하였다. 文叔子, ｢朝鮮前期의 財産相續｣(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1), 60-4쪽. 

83) 호주상속인의 단독상속을 선언한 조선고등법원 1913. 7. 11. 판결에서도 “다른 상속인
은 유산에 대해 상당한 상속분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강조는 필
자). 전술 1940년 중추원 회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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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 에 생속을 받았고 따라서 사망 시에는 별도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없

다고 상정하는 것이다.85) 

2. 상속관습법의 형성과 식민지 문제

식민지기에 형성된 상속 습에 따르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이 동시에 발생하

면 호주상속인이 우선 으로 상속을 하며, 특히 여성은 혼인으로 타가에 입 하

여 가를 달리 하게 되면 상속권이 부인된다. 이러한 습이 과연 헌법질서에 타

당한가가 논의의 상이다. 
앞서 본 것처럼 경국 에는 남녀균분상속을 하고 있지만, 19세기경에는 사실

상 붕괴되었다. 그 지만 균분상속이라는 규범의식은 완 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는 부모 자식이라는 人情에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추원의 자료를 보면 상

속의 근거 내지 습의 근거로 경국 과 회통 등의 私賤조를 시하고 있

다. 그러나 이는 조선총독부에서 습을 인식하기 한 출발 으로 활용한 듯하

다.86) 실제 습을 조사하기에는 힘이 들며, 설사 그 게 하더라도 국 으로 

다양한 습이 발견될 때, 법질서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다. 결국 법  등 객

인 기 에 따라 조사를 한 후 이의 실효성을 다시 검하 다. 그 결과 법 의 

내용을 그 로 습으로 인정하지 않았다.87) 조선시 의 남녀균분상속을 규정한 

회통-사실은 경국 -에 한 1933. 11. 4. 추원 의장의 “ 회통은 갑오

개 으로 폐지되었지만, 그 원칙은 일반의 기 이 되어 습의 기 념이다. 그

러나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에 비해 아주 다는 사례가 있다.”88)는 회답은 이러

84) 조선시대 상속은 생전증여가 상속보다 크다는 것이 현대와 비교하여 특징이다. 생전증
여 가운데 자녀 전부에 대해 혼인할 때 노비를 증여하는 관습이 있는데, 이를 ‘新奴
婢’라고 한다. 문숙자, 앞의 책(주 9), 63-8쪽 참조. 

85) 이 경우 소송법적으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한다. 분가를 한 경우에 피상속인 생전
에 분재를 받지 않았으면 분가한 자, 즉 동일가적에 있지 않은 자가 분재를 받지 않았
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반대의 경우, 분가하지 않았는데도 분재를 받았으면 동일가
적에 있는 다른 자가 분재를 받았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86) 이러한 태도는 관습조사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당시에 관습을 조사하면서 법전과 
禮書 등과 현지 조사하였는데, 이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자세한 것은 鄭肯植, 앞의 책
(주 6), 237-9쪽 참조.

87) 1912년 판 ≪관습조사보고서≫에서는 경국대전 사천조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전략) 세
밀한 규정이 있지만 근래의 관습은 이와 다르다. 다만 참고로 하기 위하여 인용한다.”
를 추가하였다. 정긍식 역, 앞의 역서(주 35), 356-7쪽. 

88) 鄭光鉉, 앞의 책(주 47), 195-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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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정을 잘 보여 다. 
지 까지의 논의에서 19세기경에는 법 인 제도로 호주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존재하 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식민지기에 조선총독부는 습을 확인하면

서 일본법의 에서 사실로 존재하던 호주제를 규범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

다. 식민지 당국의 입장에서는 분쟁의 해결과 이를 통한 질서의 유지가 일차 인 

심이었다. 불분명한 습을 어떤 형태로든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89) 이 과정에서 

제사상속이 부인되고 호주상속으로 통합되었다. 그리고 호주상속인의 권리는 강화

되고 차남 이하와 여성의 권리는 약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일방 이지 않다. 사실  존재로서의 습을 법 인 것

으로 인정하는 순간 이를 활용하기 시작한다. 1913년 호주상속인의 잠정 인 독

 재산상속을 인정한 결이 나오자 이를 빌미로 재산을 구히 차지하려고 

해서 분쟁이 발생하 다는 1940년의 추원의 회답은 이를 잘 나타낸다. 
습은 고정 인 것이 아니라 유동 인 것이며 항상 조 씩 새롭게 만들어지

는 것이다. 식민지기에 확인된 습은 당 인들이 그것을 규범이라고 인식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면 습법으로 고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습조사보고서의 내용

이나 이에 터잡아 형성된 습은 당 인의 의식에 뿌리를 내렸고, 그것이 례를 

통하여 더욱 분명해졌다. 이것은 해방 후에도 지속되어 재까지 이르고 있다.
종 에 습조사보고서와 후  조선고등법원에서 인정한 습, 나아가 가족제

도가 일본 식민지 당국에 의해 일방 으로 왜곡되었고, 그 이유는 일방 으로 일

본 明治民法의 ‘家’제도를 강제로 이식한 것이라고 하 다. 이러한 견해는 습

의 유동성 그리고 지배질서, 즉 법의 변화에 한 사람의 인식을 반 하지 않고 

있다. 기존의 견해 로 철 한 균분상속에서 갑자기 장자독 상속으로 습법이 

변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포르타리스(J. E. M. Portalis; 1746∼1807)
가 “정복된 민족이든 자유상태의 민족이든, 그 항복조약에서나 합병조약에서 그

들의 민사법은 유지된다고 정하여졌다. 경험이 증명하는 바에 의하면, 사람은 그 

지배 계는 쉽사리 변경하여도 법은 그처럼 쉽게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다.”90)

라고 하 듯이, 생활과 한 계가 있는 민사법은 더더욱 쉽게 변하지 않을 

89) 분쟁해결의 관점에서 식민지 관습을 정리한 대표적인 예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시효에 대한 조선고등법원의 입장변화를 들 수 있다. 윤진수, ｢상속회복청구권의 연구 
-역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서울 학교 법학 41-1(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참조. 

90) 포르타리스 저/ 양창수 역, 民法典序論(박영사, 2003), 22쪽. 강조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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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만약 그 게 강제 으로 변경하 다면 식민지배질서에 한 항이 그치

지 않았을 것이다.91) 이는 특례로 조선의 습을 법원으로 인정한 ｢조선민사령｣

의 취지와도 모순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식민지 습의 정립과정은 기존의 습

을 재료로 하여 식민지 당국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즉 일본의 가제도를 

바탕으로 요리하 으며, 그 과정에 한국인도 더욱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바꾼 것

으로 보아야 한다. 
당시의 습이 장자와 차자 이하를, 남자와 여자를 차별한 것은 분명하다. 이

는 분명 행 헌법의 명문 규정에 반한다.92) 그러나 재의 에서 과거를 

단하는 것은 일차 으로는 잘못된 거틀로 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과 거틀로 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헌법  에서도 이러한 

차별이 헌일지는 의문이다. 당 인의 인식에는 이러한 차별은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 다. 컨 , 처의 행 능력을 부인한 일본민법 제14조에 해서는 당시

에는 아무런 헌시비가 없었다.93) 그리고 1958년 민법에서 여성차별 , 장자우

 상속법이 제정된 것에서 간 으로 알 수 있다. 

Ⅳ. 결론

호주가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범 에 해서 역사  에서 고

찰하 다. 상속의 실체에 근하여 가 을 달리 하게 되었을 때, 실제로 분재가 

있었는가를 검토할 필요성은 제기하 지만, “호주가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호  내에 있는 직계비속의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법원 원합의체 례( 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결)의 결론은 잠

91) 종래 식민지를 보는 시각은 친일과 반일의 이분법적 시각이었다. 이제는 “친일과 반일
의 폐쇄회로”를 벗어나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식민지 조선이 전부 친일이거나 반일
은 아니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체제에 속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갔을 것이다. 
“친일과 반일의 폐쇄회로”는 윤해동, 식민지 근 의 패러독스(휴머니스트, 2007)의 
제8장 제목에서 따왔다. 

92) 大日本帝國憲法(1890년 제정)에는 평등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다. 
93) 이 조항은 1947년 대법원에서 위헌결정을 받았다. 이 판결의 전문은 鄭光鉉, 앞의 책

(주 47), 272-4쪽에 수록되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양창수, ｢우리나라 최초
의 헌법재판 논의 -처의 행위능력 제한에 관한 1947년 대법원판결에 대하여-｣, 서울

학교 법학 40-2(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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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앞서 밝힌 것처럼 생 에 분재가 있어서 실

질 으로 상당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 계를 검토하여 상속 여부를 

단해야 한다. 
사법부의 기능은 분쟁의 해결이며 방이다. 이 에서는 구체  타당성보다

는 법 안정성을 우선 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 사안은 두 가지 에서 더욱 그

러하다. 첫째, 습이 문제로 되며, 둘째, 그 습은 재가 아닌 과거의 습이

다. 그 기 때문에 습의 존부, 그리고 그 내용은 인 진리로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순간에는 습법의 내용을 규범 으로 확정해서 결단하여 분

쟁을 방해야 한다.
식민지기에 형성된 습에 해 그 동안 통을 왜곡하고 일본식 제도를 강제

로 수용하 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습은 변하는 것이며, 법주체들이 습

을 활용하면서 내용은 확정된다. 따라서 일방  왜곡과 강제는 있을 수 없으며 

법과 주체의 상호작용에서 구체 인 내용은 확정된다.  설사 식민지기에 형성

된 습이 왜곡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문제상황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요한 

것은 ‘진실 내지 사실’이 아니라 설사 그것이 왜곡되고 강제된 것일지라도 사실

이라고 ‘믿고 행동한 것’이다. 그것을 습이라고 믿고 행동하는 과정에서 ‘법  

확신’이 생겨 사회 으로 규범의식이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사회를 

이끌어가며 규범의식을 강화시키고 法源으로 굳건히 자리를 잡은 것이다. 
한 식민지 당국이 습을 왜곡했다는 결정 인 증거가 발견되더라도 -설사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왜곡되기 의 습에 따를 수는 없다. 사법부의 역

할은 분쟁의 해결과 방이지 진실의 발견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에서 학자와 

실무가는 차이가 있다. 학자는 단지 과거사실을 규명하고, 이를 비 할 수는 있

다. 하지만, 실무가는 이미 습으로 인식되고 법  확신이 형성된 것은 존 해야 

한다. 
본고의 결론에 따르더라도 식민지의 문제는 여 히 남는다. 2005년 헌법재 소

의 결정과 이에 따른 민법의 개정과 시행으로 2008년부터 호주제는 제도 으로 

사라졌다. 본고에서는 호주제의 근원이 되는 장자 심의 가족제도, 즉 가부장제가 

조선후기에 존재하 다는 것을 직 이든 간 이든 논증을 하 다. 그 다면 

식민지기 습의 정립과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한가? 아니면 무엇인가? 
조선후기와 식민지는 사실과 규범, 존재와 당 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조선후

기에 호주제가 존재하 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존재일 뿐 규범과 당 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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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식민지기의 그것은 규범과 당 고, 따라서 행동의 칙 나아가 강제 인 

법원이었다. 법과 제도는 잘 닦여진 길이다. 사람은 그 길로 가지 험한 길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에 식민지는 여 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식민지 

잔재를 제도 으로 완 히 청산한 때는 바로 2005년이었다. 

투고일 2009. 2. 22   심사완료일 2009. 3. 12   게재확정일 2009. 3. 13



316   서울 학교 法學 제50권 제1호 (2009. 3.)

참고문헌

서울 학교 규장각 편, 經國大典, 1997.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편, 古文書(31), 2006.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經國大典註解, 아세아문화사, 1983.

朝鮮總督府 參事官室(1912)/鄭肯植 역, 國譯 慣習調査報告書, 改譯版: 한국법제

연구원, 2000.

朝鮮總督府 中樞院 編, 民事慣習回答彙集, 1933.

司法協會 編, 續決議回答輯 , 1938.

司法協會 編, 朝鮮高等法院判例要旨類集, 1943.

곽윤직, 상속법, 박 사, 1997.

김주수, 주석 상속법(상), 한국사법행정학회, 1996.

문숙자, 조선시  재산상속과 가족, 경인문화사, 2004.

윤해동, 식민지 근 의 패러독스, 휴머니스트, 2007.

이승일,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 일제의 식민통치와 조선민사령, 역사비평사, 

2008.

경목, 우반동과 우반동 김씨의 역사, 신아출 사, 2001.

鄭光鉉, 韓國家族法硏究, 서울 학교 출 부, 1967.

鄭肯植, 韓國近代法史攷, 박 사, 2002.

鄭勝振, 韓國近世地域經濟史-全羅道 靈光郡 一帶의 事例-, 경인문화사, 2003.

齋藤壽郞, 親族法⋅相續法講話, ダイヤモンド社, 1943.

포르타리스 / 양창수 역, 民法典序論, 박 사, 2003.

김민정, ｢조선 기 상속법제에서 유언 자유의 의미｣, 법사학연구 37, 한국법사

학회, 2008.

김상 , ｢온 나라가 양반 되기 :조선 후기 유교  평등화 메커니즘｣, 사회와 역사
63, 한국사회사학회, 2003.

명순구, ｢아직도 살아있는 법, ‘朝鮮民事令’: ‘조선민사령’의 소  폐지를 제안

한다｣,  스티스 103, 한국법학원, 2008.

문숙자, ｢조선 기 無子女亡妻財産의 相續을 둘러싼 소송사례｣, 고문서연구 5, 

한국고문서학회, 1994.

文叔子, ｢朝鮮前期의 財産相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 논문, 2001.



식민지기 상속 습법의 타당성에 한 재검토 / 鄭肯植   317

박명규, ｢19세기 후반 향 사회의 갈등구조｣, 한국문화 14, 서울 학교 한국문

화연구소, 1993.

신 호, ｢被代襲者의 配偶者의 代襲相續｣,  산법학 1, 세창출 사, 1998.

양창수, ｢우리나라 최 의 헌법재  논의 -처의 행 능력 제한에 한 1947년 

법원 결에 하여-｣, 서울 학교 법학 40-2, 서울 학교 법학연구소, 

1999.

양 아, ｢식민지 시기 한국 가족법의 습문제Ⅰ｣, 사회와 역사 58, 한국사회사

학회, 2000.

유성국, ｢조선시  호주제도｣, 이재룡 외, 조선시 의 규범이론과 규범체계(2), 
한국학술정보, 2006.

윤인수, ｢日帝時代에 발생한 大韓帝國時期 임명장 조의 양상과 사회  배경 - 

농 의 신분의식 잔존 양상과 련하여-｣, 고문서연구 34, 한국고문서

학회, 2009.

윤진수, ｢상속회복청구권의 연구 -역사   비교법  고찰-｣, 서울 학교 법학
41-1, 서울 학교 법학연구소, 2001.

李相旭, ｢日帝時代의 財産相續慣習法｣, 법사학연구 11, 한국법사학회, 1990

이상욱, ｢구 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례월보
245, 례월보사, 1991. 2.

李樹健, ｢朝鮮前期의 社會變動과 相續制度｣, 역사학회 편, 韓國親族制度硏究, 
일조각, 1992.

이승일, ｢일제시  親族慣習의 변화와 朝鮮民事令 개정에 한 연구 -조선민사령 

제11조 제2차 개정안을 심으로-｣, 한국학논집 33, 한양  한국학연

구소, 1999.

이정선, ｢민 법 시행기(1909~23년) 일제의 ‘내선결혼’ 련 법규 정비와 일선인 

구별｣, 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2008.

鄭肯植, ｢16世紀 財産相續의 한 실례 -1517년 權祉 妻 鄭氏 許與文記의 분석｣, 서
울 학교 법학 47-3, 서울 학교 법학연구소, 2006.

鄭肯植, ｢1816년 求禮 文化柳氏家 所志에 한 法的 考察｣, 고문서연구 14, 한

국고문서학회, 1998.

정 식, ｢종법  제사승계와 가족의 변화｣, 한국사회사연구, 나남, 2003

鄭肯植, ｢朝鮮中期 祭祀承繼의 實態 -安東 周村 眞城李氏 家門의 -｣, 조선의 정



318   서울 학교 法學 제50권 제1호 (2009. 3.)

치와 사회, 집문당, 2002.

정 식, ｢ 기자료에 나타난 16세기 양자의 특징: 사마방목의 분석｣, 국제․지역

연구 12-4, 서울 학교 국제 학원, 2003.

정 식, ｢조선 기 제사승계법제의 성립에 한 연구｣, 서울 학교 법학박사학

논문, 1996.

崔淵淑, ｢朝鮮時代 立案에 한 硏究｣, 한국학 앙연구원 한국학 학원 박사학

논문, 2005.

崔在錫, ｢조선시  상속제에 한 일연구 -분재기에 의한 근｣, 역사학보 53⋅

54, 역사학회, 1972.

한상구, ｢상속법제의 변천｣, 相續法의 諸問題, 法院圖書館, 1988.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식민지기 상속 습법의 타당성에 한 재검토 / 鄭肯植   319

<Abstract>

Review on Validity of Customs on Inheritance during the 
Colonial Period

-Who were heirs when the eldest son died before his father as a 
household head-

Geung Sik Jung*

94)

According to the Chosun Civil Ordinance(promulgated in 1912) and the Korean 
Civil Code(promulgated in 1958), customary laws on kinship and inheritance were 
acknowledged as legal sources which could be applied to cases before 1960. 
Although customs on inheritance during the colonial period were confirmed by the 
Chosun High Court of Justice, there still remained many problems about practical 
affairs. Especially the main issue was about who should be a legal heir in case the 
eldest son who was a household member died. This article approaches this problem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A feature of the Chosun Dynasty changed from an equal society to a patriarchal 
one in the latter period of it. Customs confirm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focused 
on the household head system which gave priority to the eldest son. These customs 
reflected a real social aspect of the latter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Thus an 
argument that the Chosun Government-General of Japanese Imperialism distorted 
customs of the traditional Korean society intentionally to make them comply with 
those of Japanese Imperialism has no solid ground. However, it is also incorrect to 
argue that Japanese Imperialism had little influence on customs of the traditional 
Korean society. It is because the patriarchal system just recognized as a practice in 
the traditional Korean society got to be acknowledged as a norm during the 
colonial period. Japanese Imperialism played a decisive role in making customary 
laws standards of behavior.

* Professor, College of Law/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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