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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이 논문의 문제의식은 일본인들이 한제국을 식민지로 경 하기 이 의 조선에 ‘서양 세

와 서양근세의 민사 습법(civil customary law)’에 필 하는 실체가 존재하 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을 법사학  방법으로 규명하려는 데 있다. 이 논문에서는 와 같은 문제의식

을 갖고 있는 필자에게 시사를 주고 연구의욕을 자극한 국내외의 연구성과들을 소개(Ⅱ

-1~3) 하고, 향후에 필자를 포함한 한국법사학계가 해명하여야 할 의문들과 련과제들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동아시아인들로 하여  습(custom), 습법(Gewohnheitsrecht, customary law), 

그리고 民習(popular practice)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원천이 되는 자료가 全國民

事慣例類集(1875)․臺灣私法(1901~1917)․(朝鮮)慣習調査報告書(1906~1912)이다. 

그러므로 Ⅲ-1~5에서는 全國民事慣例類集․臺灣私法․(朝鮮)慣習調査報告書 편찬자들(生田

精, 岡松參太郞, 田幹次郞)의 慣習․慣習法 개념에 하여 비 으로 검토한다. 결어(IV)에

서는 이 논문의 결론을 요약하고 향후의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역의 습법 논의는 종래 서양 세의 습법 개념을 정확

하게 악하지 못하고 매우 느슨하게 수용한 측면이 있다. 습법 개념이 서구 세와 서구근

세의 그것과 격하게 달라 습법 개념의 수용이라기보다는 습법 개념의 변용에 가깝다. 

향후의 한국법사학은 습, 습법 개념을 좀 더 엄 하게 분석․정의한 뒤에 각자가 추구하

고자 하는 상을 포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19세기말과 20세기 반에 기록된 동아시아의 풍부한 습조사기록물들은 엄 한 

의미의 서양 세와 서양근세의 습, 습법에 해당하는 동아시아  기능  등가물이라고 믿

기 어렵다. 

셋째, 이런 정이 그 기록들의 사료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상의 성격을 

솔직하게 인식하면 그 기록물들은 여 히 귀 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미래의 언젠가에 요

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록물들이다. 그 기록물들을 인문과학 , 사회과학 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넷째, 국가권력이 동아시아  습속, 풍속에 한 조사기록을 서양 세, 서양근세  의미의 

습, 습법에 한 조사기록으로 진지하게 믿고 민사법정책을 개하 을 때 ‘법과 사회’에 

어떤 향이 래되었을까 하는 은 매우 흥미 깊은 별도의 연구주제이다. 그것들을 천착하

여 심화․발 시키는 작업이 차후의 연구과제이다.

[주제어] 습, 습법, 습속, 풍속, 全國民事慣例類集, 臺灣私法, (朝鮮)慣習調査報告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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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

前近代 동아시아에 西歐中世의 民事慣習法類似의 實體

가 存在하 는가?

現行 韓國民法(1958년 제정, 1960년 시행) 제1조는 民法의 法源으로 민법 외

에 ‘慣習法’과 條理를 들고 있다.1) 이 조문의 습법이란 민사 습법(civil 

customary law)이다. 이 조문은 표면상 Swiss 민법 제1조2)와 유사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 습법’의 기원을 역사 으로 추 하면 朝鮮民事令(1912) 제10조, 제11

조3), 日本의 法例(1898) 제2조,4) 日本의 裁判事務心得(1875) 제3조5)가 등장한

다. 이 조문들이 사용하는 習慣(裁判事務心得), 慣習(朝鮮民事令), 慣習法(現

行 韓國民法)은 後代의 동아시아(East Asia) 民法學에서 말하는 ‘事實인 慣習’

이 아니라 ‘慣習法’이다. ‘민사 습법의 법사학  개념설정’은 매우 어려운 작

업이다.6) “사회의 거듭된 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  확신과 

 1) 제1조 (法源) 民事에 關하여 法律에 規定이 없으면 慣習法에 의하고 慣習法이 없으면 條理

에 의한다.

 2) Swiss 民法(1907) 제1조 : 文字上 는 解釋上 이 法律에 規定이 있는 法律問題에 關하여는 

모두 이 法律을 適用한다. 이 法律에 규정이 없을 때는 裁判官은 慣習法에 따르고 慣習法

도 없을 경우에는 自己가 立法 라면 法律로 만들었을 바에 따라 裁判하여야 한다.

 3) 1912년(明治 45년) 3월 制令 제7호 朝鮮民事令 제10조 : 朝鮮人 相互間의 法律行爲에 하

여는 法令  公의 秩序에 關係되지 아니하는 規定과 다른 慣習이 있는 경우에는 그 慣習

에 의한다. 제11조 : 제1조의 法律  能力, 親族․相續에 關한 規定은 朝鮮人에게 適用하

지 아니한다. 朝鮮人과 關係되는 前 의 事 에 하여는 慣習에 의한다.

 4) 明治31(1898)․６․21[法律第１０号] 法例 第２条 [慣習法の効力] 第二条 公ノ秩序又ハ

善良ノ風俗ニ反セサル慣習ハ法令ノ規定ニ依リテ認メタルモノ及ヒ法令ニ規定ナキ事

ニ関スルモノニ限リ法律ト同一ノ効力ヲ有ス. 法例는 2006년에 改正되었지만 그 內容은 

크게 다르지 않다. 法の適用に関する通則法（平成十八年[2006]六月二十一日法律第七十

八号）法例（明治三十一年法律第十号）の全部を改正する 第三条 （法律と同一の効力

を有する慣習）公の秩序又は善良の風俗に反しない慣習は法令の規定により認められた

もの又は法令に規定されていない事 に関するものに限り法律と同一の効力を有する.

 5) 裁判事務心得[明治8年(1875) 6月 8日 太政官 告第103号] 第三条 : 民事ノ裁判ニ成文ノ法

律ナキモノハ習慣ニ依リ習慣ナキモノハ条理ヲ推 シテ裁判スヘシ.

 6) 습법의 학술 (법학 , 역사학 , 철학 ) 정의문제는 학자들 사이에 합의가 도출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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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에 의하여 법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7) 이라는  민법

학의 개념정의는 틀린 정의는 아니지만 민사 습법의 역사  개념에서 핵심

인 치를 차지하는 局地性(a locality)과 민 의 동의 념(the idea of popular 

consent)을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非西歐사회의 前近代에도 西歐中世와 近世의 民事慣習法에 필 하는 실

체가 존재하 다’는 믿음은 西歐인이 非西歐지역에 한 식민지배를 시작한 

이래 재에 이르기까지 강고하게 존재하고 있다. 사실은 이 믿음에 입각하여 

서구와 일본의 식민지배자들이 원활한 식민통치를 한 기 사업으로 非西歐

사회의 습법을 찾아 방 한 기록을 남겼다.8) 식민지가 해방되자 식민지에 사

는 사람들은 서구인들과 일본인들이 물려  ‘기록된 습법’을 자기 선조들의 

통으로 간주하기 시작하 다. 1980년  반부터 서구식민종주국의 인류학

자, 법사학자, 역사학자들이 ‘非西歐사회의 기록된 습법’을 정 하게 재검토

하면서 ‘民事慣習法’의 출 은 西歐中世와 近世에만 특유한 상이고 비서구

사회에서 ‘民事慣習法’ 상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신학설이 싹트기 시

작했다.9) 그러면 재 남아 있는 이른바 ‘非西歐사회의 습법’을 기록한 방

한 기록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그것은 실에 존재하지 아니하

는 실체를 존재한다는 믿음 하에 비의도 으로 진지하게 창출10)한 것이므로 

‘창설된 통’(an invented tradition)이라는 것이 신학설의 이다. 필자는 기본

으로 이 신학설이 일리 있는 가설일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이 논문에 임하

려운 지난한 문제임을 지 하는 최근의 표 인 문헌은 Amanda Perreau-Saussine, and James 

Bernard Murphy ed., The nature of customary law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이다.

 7) [ 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원합의체 결(종 회원확인등)].

 8) James Q. Whitman, “WESTERN LEGAL IMPERIALISM : THINKING ABOUT THE DEEP 

HISTORICAL ROOTS”, in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July (2009), pp.305~332.

 9) 표 인 문헌은 JOURNAL OF AFRICAN LAW, Vol 28 (1984) SPECIAL NUMBER : THE 

CONSTRUCTION AND TRANSFORMATION OF AFRICAN CUSTOMARY LAW이다.

10) ‘비의도 ’의 의미는 고의로 습법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 습법이 존재한다’고 믿고 진지

하게 탐구하 는데 결과 으로는 발견한 것이 아니라 창설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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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民事慣習法을 둘러 싼 역사 상을 설명하는데 한 법사학  개념정의에

는 아직 정설이 없다. 이하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Max Weber(이하 ‘Weber’로 

인용함)의 습법에 한 정의를 수용하면서 약간의 주석을 첨가하여 향후의 

논증에 활용할 것이다.

Weber는 ‘Sitte(usage), Convention(convention), Gewohnheitsrecht(customary law)’의 

세 가지 카테고리(範疇)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있다 : 

어느 共同體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社 的 行爲를 단지 習慣(habit)이기 때문에 그 正

當性에 한 省察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행 하듯 따라서 行爲하되, 그 行爲의 動機

가 결코 다른 共同體構成員들이 心理的, 物理的으로 强要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社 構成員의 反復的인 行爲의 重疊은 Sitte(usage)이다. 사회구성원의 반복 인 행

의 첩이 있는데, 그 행 의 동기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심리 , 물리 으로 요구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공동체구성원들이 그 행 를 하거나 하지 아니할 

때 승인(approve)하거나 거부(disapprove)하는 태도를 의식하여 행 하는 단계에 도달하 을 

때 그 행 는 Convention(convention)이다. 사회구성원의 반복 인 행 의 첩이 있는데, 그 

행 의 동기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심리 , 물리 으로 요구하기 때문, 즉 규범 반

이 있으면 규범을 수하도록 강제(coercive apparatus)가 행하여지는 단계에 도달하 을 때 

그 규범은 습법(Gewohnheitsrecht, customary law)이다.11)

서양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동아시아(East Asia)인의 입장에서는 ‘Sitte, 

Convention, Gewohnheitsrecht’의 세 가지 카테고리(범주)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수정과 일반화를 감행하겠다. 

11) Max Rheinstein, Edward A. Shils, Max Weber on Law in Economy and Society (Twentieth Century Legal 

Philosophy, Vol. 6, 1954) pp.20~21;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edited by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v. 2, Bedminster Press, 1968), pp.319~320에서 意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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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장 요한 것은 습법(Gewohnheitsrecht; customary law)과 다른 두 가

지 카테고리[Sitte, Convention]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일이다. ‘양자를 엄 하게 

구별하지 않고 동아시아의 사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근세법사와 근

법사를 기술하는데 커다란 혼동이 래되고 연구방법론상 심각한 결함을 

노정시킨다’는 일군의 학자들의 문제제기(Ⅱ-1~3)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민사

습법’(이하 ‘ 습법’으로 약칭함)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이 논문에서는 Weber의 두 가지 카테고리(Sitte와 Convention)을 구별12)

하지 않고 모두 어의‘民習’(popular practice)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겠다. 지  

단계에서 요한 것은 이 民習과 습법을 명확히 구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셋째, ‘custom’( 습)과 ‘customary law’( 습법)에 하여 약간의 주석을 부가

하고 싶다. 양자는 동일한 실체를 안에서 찰하는가 밖에서 찰하는가에 달

려 있다. ‘custom’( 습)은 공동체 내부에 있는 자(insider)의 용어법이라면 

‘customary law’( 습법)는 공동체 외부에 있는 자(outsider)가 공동체의 사회규범

을 자신의 법체계 속에 편입시킬 때 사용하는 용어법이다.13) 를 들어 보자. 

서서히 역국가(a territorial state)의 길을 걷고 있던 서양근세의 국왕법원에서 

‘지방  습’(a local custom)은 로마사법(Roman civil law; the ius commune)에 우선

하는 제1차  法源이었다. 그런데 서양근세의 국왕법원(the royal court, the king’s 

court)에서 로마사법과 다른 지방  습이 존재한다는 과 그 내용은 그 존재

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이었다. 지방  습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한 당사자가 국왕법원에 권리보호를 요청하지 않고 자신이 소속한 莊園에

12) 이 구별문제를 상세히 추구하는 문헌으로는 James Bernard Murphy, “Habit and convention at the 

foundation of custom” in The nature of customary law (Amanda Perreau-Saussine, and James Bernard Murphy 

ed.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p.53~78를 참조하기 바란다. 양자의 구별은 매

우 어려운 문제로서 이 논문의 사정범 를 벗어난다.

13) Jean-Louis Halpérin, “THE CONCEPT OF LAW : A WESTERN TRANSPLANT?” in Theoretical Inquiries 

in Law July (2009), p.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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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권리보호를 요청할 때 주장하는 습이‘지방  습’(a local custom)이다. 莊園 

내부에서는 무엇이 습인지 모든 구성원들이 숙지하고 있으므로 굳이 그 내용

을 문자화시킬 필요가 없어 습은 불문법으로 지칭되었다. 그런데 동일인이 권

리보호를 장원에 요청하지 않고 국왕재 소에 요청하고 국왕이 자신의 법정에

서 입증된 지방  습을 국왕법원의 성문법(Roman civil law; the ius commune, a 

law of the land) 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격의 法源으로 인정할 때 그 법(국왕의 

법)은 ‘customary law’( 습법)로 표 된다. 지방  습의 존재가 증명되었는데 

국왕법원이 그 지방  습이 公序良俗(理性)에 반한다는 이유로 法性을 부인

하면 지방  습은 어  되는가? 일본민법학에서는 이를 ‘사실인 습’으로 개

념화시키지만 서양 세와 근세의 국왕은 존재가 증명된 지방  습을 원칙

으로 존 하 다. 따라서 지방  습은 국왕에 의하여 법성이 부인되지 아니하

는 한 습법과 동일한 실체가 된다. 그러므로 지방  습은 법이 아니고 이른

바 ‘ 국  습법’(通例)만 법성을 띤다는 동아시아  개념 악(이에 하여는 

후술함)은 서구  발상과 거리가 있는 발상이다.

1960년  이후 한국사회가 격하게 산업화됨에 따라 각종 민법과 상법이 

촘촘하고 정교하게 조문화되고 있고, 유교  가계계승의식과 가부장의식은 약

화되는 반면 남녀평등사상이 심화됨에 따라 가족법이 빈번하게 개정되는 추세

에 있으므로, 2012년 재 민상사분쟁이 한국법원에 제소될 경우에 한국법원이 

민상법에 련조문이 없어 보충 으로 습법을 法源으로 사용하여야 할 필요

성은  감소되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1990년  후반부터는 ‘종래 법원이 

습법으로 인정하여 온 례를 성문법을 만들어 폐기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타나고 있다.14) 한‘한국의 종래의 습법이 무엇이었는가’가 재 상 문제

될 수 있는 역은 재 종 재산, 洞里재산의 소유권 귀속이 문제되는 역과 

극히 소수의 가사(친족상속) 련분쟁에 국한된다. 이제 한국에서의 습법 문

14) 오시 , ｢ 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의 폐지 여부에 한 고찰｣, 토지법학 23-1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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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일본인들이 한제국을 식민지로 경 하기 이 의 조선에 ‘서양 세와 서

양근세의 민사 습법(civil customary law)’에 필 하는 실체가 존재하 다고 말할 

수 있는가’하는 법사학  해명과제로 옮겨가고 있다.

이 문제의 해명은 근  조선의 사법작동메카니즘(사법이 구체 으로 어떤 

구도와 논리 하에 작동하 는가)의 해명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한 이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근  국, 만, 일본

의 사법의 존재형태’를 서구의 그것과 비교하여 해명하여야 할 동아시아  공

통과제15)이기도 하다. 

2000년  들어 국내외에서 한국의 식민지 습법문제에 한 문제의식을 심

화․확장시킨 많은 논문들16)이 발표되었고, 종래에는 활용할 수 없었던 새로운 

1차사료들이 발굴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리하여 문제의식의 폭과 깊이를 심화

시켜 한 단계 발 된 형태의 연구성과를 내야 할 필요가 생겼다. 문제의식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분석시야를 근 조선과 근 한국에 국한시키지 말고 만과 국, 

일본으로까지 분석시야를 넓히는 것이다(한국법사에서 동아시아 법사로의 확장).

둘째, 분석 상으로서의 법소재의 확장이다. 2000년  반만 하더라도 활용

할 수 있었던 1차사료는 극히 제한 이었다. 그때는 조선고등법원 결을 법소

재로 삼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비교  신선한 시도 다. 그러나 그로부터 10

여년이 지난 지  그런 시도는 이미 낡은 시도가 되어 버렸다. 여러 논자들이 

조선고등법원 결보다 더 신선한 1차사료들을 발굴하여 연구에 활용17)하고 있

15) 서구의 ‘判定的 司法’과 동아시아(East Asia)의 ‘敎諭的 調停’[滋賀秀三, 清代中国の法と裁

判(創文社, 1984), pp.364~371] 혹은 서구의 ‘ 정형 재 ’과 동아시아의 ‘행정형 재 ’[水林

彪, 東アジア法硏究の現狀と 來 : 傳統的法文化と近代法の繼受(國際書院, 2009), 

131~132면]을 비할 때 조선사법도 크게 보아 ‘교유  조정’, ‘행정형 재 ’에 속한다. 그러

나 문제는 ‘교유  조정’, ‘행정형 재 ’의 구체상을 사료에 근거하여 정교하게 묘사하는 작

업이다.

16) 특히 후술하는 Bourgon, 김성학, 이승일, 문 의 여러 논문들.

17) 이승일, ｢일제의 습조사와 국  습의 확립과정 연구－ 습조사보고서의 편찬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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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셋째, 2000년  반에 필자가 희미하게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의 근 를 

고 들어가면 결국 ‘일본인들이 조선을 식민지로 경 하기 이 의 조선에 ‘민

사 습법( 어도 서양 세의 민사 습법과 類比될 만한 실체)’이 존재하 다고 

말할 수 있는가’ 지만, 이제 필자가 해명하고 싶은 과제는 그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그것은‘ 근 조선의 사법의 작동메카니즘’을 동시 의 서양, 동시 의 

동아시아와 공시 으로 비교하여 그 특성을 해명하고, 다른 한편 그것을‘

한국의 사법작동메카니즘’과도 통시 으로 비교하여 그 특성(연속성과 단 성)

을 해명하는 작업이다. 와 같은 세 가지 문제의식에서의 해명작업은 오랜 시

간이 필요한 거 작업이다. 필자는 아직 연구의 기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와 같은 세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필자에게 시사를 주고 연

구의욕을 자극한 국내외의 연구성과들을 소개(Ⅱ-1~3) 하고, 향후에 필자를 포

함한 한국법사학계가 해명하여야 할 의문들과 련과제들이 무엇인가를 탐색

하는 기회로 삼고 싶다. 동아시아인들로 하여  습(custom), 습법

(Gewohnheitsrecht, customary law), 그리고 民習(popular practice)을 분명하게 구별하

지 못하게 하는 원천이 되는 자료가 全國民事慣例類集․臺灣私法․朝鮮慣習

調査報告書이다. 그러므로 Ⅲ-1~5에서는 全國民事慣例類集․臺灣私法․朝

鮮慣習調査報告書 編纂 들(生田精, 岡松參太郞, 田幹次郞)의 慣習․慣習

法 개념에 하여 비 으로 검토한다. 결어(IV)에서는 이 논문의 결론을 요약

하고 향후의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으로－｣,  동문화연구 제67집(2009), 365~402면; 문 , ｢경성공소원 민사 결원본철을 

통해 본 한말의 민사분쟁과 재 ｣, 충남 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2권 제1호(2011), 

9~77면; 문 , ｢한말의 민사분쟁과 식민지 사법권력 : 습에 한 재 례를 심으로

｣, 부산 학교법학연구 제52권 제4호ㆍ통권70호(2011년11월), 229~2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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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학설의 소개

1. 故滋賀秀三 교수의 清代中国에 한 問題提起 

中國法史學  故 시가 슈조(滋賀秀三) 교수(이하 ‘滋賀’로 인용함)는 1984년

의 술18)에서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들어 清代中国에서는 “地方民間의 風習 

 법학에서 말하는 의미에서의 습, 즉, ‘법의 의미를 가진 사회규범’을 발견

하여 그에 기 하여 재 을 하는 명료한 사안은 한 건도 발견할 수 없다. 지방

민간의 習慣을 의미하는‘風俗, 俗例, 土例, 土風, 土俗’등의 말이 이따  判語 

속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것을 면 히 검토하면 法源으로서의 慣習이라고 하

는 명백한 文脈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다. 裁判所가 認知하여 强制力을 부여

한 rule이라는 含意를 가진 습개념은 통 국법을 논할 때 피하여야 한

다.”(p. 329)고 결론짓고 있다. 요한 주장이므로 좀 더 소상한 논지들을 발췌

하여 아래에 열거한다:

ⓐ 慣習을 記 한 書物, 를 들어 랑스 앙시앙 짐 時代에 편찬된 각종의 慣習法

集(coutumiers)에 應하는 것은 清代中国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 慣習을 熟知하는 로 하여  慣習이 무엇인가를 法庭에서 證 시키는 방법이 使用

되었는가? 遼東半島 先端部分을 일본이 租借하여 關東廳을 設置하여 支配(p.334)하던 시

에 (中略) 當地의 法庭에서는 中國人 住民間의 慣習을 알기 하여 頻繁히 鑑定人訊問을 

행하 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청 국에서 그런 방법이 사용되었는가 하는 이다. 감

정인신문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있지만 그것(감정의 상)은 數量의 문제에 지나

지 않고 權利의 得喪에 계되는 社 規範의 存否가 물어진 것은 아니다(p.335).

ⓒ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어느 습의 존재를 주장하고 그 존재의 입증에 노력하

18) 滋賀秀三 , 清代中国の法と裁判(創文社, 1984). 이하 본문에서 페이지만 표시한 것은 이 

책의 페이지 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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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례가 생기면 재 소는 필연 으로 그 습의 존부, 그리고 그것에 법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를 단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게 되면 재 을 통하여 습이 실정화되는 계

기가 마련된다. 국에서도 근 법학의 훈련을 받은 법률가가 어느 정도 양성된 民國 년

경이 되면 大理院 결례 속에 그것이 명백히 나타난다. 그러나 淸代의 州縣衙門에서는 어

떠하 을까? 判語 속에는 매우 미약한 가 아주 드물게 나타날 뿐이다(pp.337~338). 

ⓓ 앙시앙 짐 시 의 랑스에서 습법이 성문화되기 이 의 소송 차에서 사용되

던 證人團에 의한 조사(l’enquete par turbe)처럼, 당사자가 법률실무가  10명의 증인을 선

정하여 이들을 동반하여 법정에 출정하고 증인은 원일치의 방법으로 습의 존부를 답

신하는 것 같은 사례는 청  국에서  발견할 수 없다(p.339).

ⓔ 聽訟의 場에서 민사분쟁에 한하여 보는 한 유사한 사안에 한 재 선례를 참조하

는 사례는  찾아 볼 수 없고, 례를 통하여 습이 실정화되는 사례도 상상할 수 없

다(p.339).

ⓕ 서양 세의 습법 범주  요한 범주는 출신부족을 경계로 하는 中世前期의 屬

人主義的 습법, 주의 재 권이 미치는 지역을 경계로 하는 속지주의 인 지역 습법

(local custom), 사항을 경계로 하는 商慣習法(law merchant)이다. 통 국의 법상태를 이해

하기 하여 이런 습법개념을 일반 으로 용하면 아니 된다. 국의 국왕재 소는 

주로 하여  장원의 습을 수하도록 강제하 다. 국의 ‘풍속’이라는 語義 속에는 어

디까지 그 규제가 미치는가 하는 요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pp.356~357).19)

2. Jérôme Bourgon : ‘淸代에는 法(Law)과 慣習(Custom)이 民法(Civil 

Law)으로 融合(merge)되지 않았다’

랑스의 中國史學  Bourgon(Jérôme Bourgon, 이하 ‘Bourgon’으로 인용함)은 

19) 滋賀秀三, 清代中国の法と裁判(創文社, 1984) 第五法源としての経義と礼、および慣習 

第一節経義と礼, 第二節慣習에서 발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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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발표된 여러 논문들20)에서 滋賀의 논지를 한층 심화발 시키고 있

다. 재 동아시아(East Asia)인들이 민법(civil law)이라고 부르는 것의 모범은 

1804년에 시행된 랑스 민법 (Code Civil), 1900년에 시행된 독일민법 (BGB)

이다. 이 민법 들의 탄생에 결정 으로 기여한 것이 서양 세의 민사 습법이

다. 이를 모방하여 동아시아인들도 민법 의 기 자료를 수집하기 하여 민사

습조사를 행하여 방 한 기록물을 생산하 다. 이 게 수집된 결과물들을 가

지고 동아시아의 많은 학자들은 서양 세의 민사 습법에 필 하는 동아시아

 실체라고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Bourgon은 서양 세의 민사 습법은 서양

사에 특유한 상으로 환경이  달랐던 근 이 의 동아시아에 서양사의 

민사 습법에 필 하는 실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기록물들은 ‘창작

된 것’(invented)이라고 진단한다.

滋賀의 논거와 복되는 것을 생략하고 Bourgon의 논지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Bourgon은 서양 세의 민사 습법 개념을, 민사분쟁( 를 들어 토지거래분쟁, 

정당한 상속인이 구인가에 한 분쟁등)이 법원에 제소 되었을 때, 判事(淸代

中國에서는 州縣長官, 朝鮮에서는 守令/牧民官, magistrate)가 裁判의 根據로 

援用할 수 있는 法源 中, 廣域의 政治的 權力 (大領主나 國王)가 制定한 성

문법(a written law, the general law of the land)21)이 아니라, “① 특정 지역(locality; 局

地性)의 사람들이22) ② 구속력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opinio necessitatis), 그 기 때

문에 국왕법원의 判事도 그 강제력을 인정하는(강제력 있는 법규범성) ③ 凝集力 

20) 필자가 참고한 문헌은 英語로 발표된 다음 두 개의 논문이다. Bourgon Jérôme, “Uncivil 

Dialogue : Law and Custom Did Not Merge into Civil Law under the Qing.” (이하 이 논문은 ‘Uncivil 

Dialogue, 2002’로 인용한다), Late Imperial China (2002), 23:50~90; Bourgon Jérôme, “Rights, Freedoms, 

and Customs in the Making of Chinese Civil Law, 1900~1936.” In Realms of Freedom in Modern China, ed., 

(William C. Kirby,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pp.84~102.

21) 民事慣習法의 ‘ 句的 存在’(the paired notion of “customary law”)에 주의하여야 한다.

22) “Customary law was far from having a universal character, as it was necessarily limited only to the 

community where it originated”[Uncivil Dialogue (2002), p.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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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cohesive) 일련의 규범들(a set of rules and principles; 凝集性, cohesiveness)”23)이

라고 악하고 이 기 을 청 국에 용하여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하여 상되는 반론과 반론에 한 Bourgon의 

응을 축약하는 방식으로 Bourgon의 논지를 요약하기로 한다.

첫째, 滋賀가 언 하는 청 국의‘風俗, 俗例, 土例, 土風, 土俗’(이하 ‘습

속, 풍속’으로 약칭함)을 서양 세의 민사 습법 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다는 반

론이 있을 수 있다. 全國民事慣例類集․臺灣私法․朝鮮慣習調査報告書의 編

纂 들(生田精, 岡松參太郞, 田幹次郞)은 아마도 그 게 반론할 것이다. 이

런 반론이 있다면 Bourgon은 다음과 같이 응할 것이다:

淸代中國의 ‘습속, 풍속’은 서양 세의 습법과 비교할 때 국지성과 법규범성이 결여

되어 있다. ‘습속, 풍속’에 지역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실은 료들이 주의할 사항으로 

잠(官箴)(조선에서는 牧民書流가 될 것이다 : 筆 )에 기록될 뿐이었지 그 지역의 주민

이 수하여야 할 법규범으로 승화되는 경우는 찾을 수 없다(pp.81~82의 요약).

그러면 ‘습속, 풍속’은 도 체‘어떤 사회  실체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것

이다. Bourgon은 ‘습속, 풍속’의 규범  성격을 어로 “(popular) practice, habit, 

usage”(이 논문에서는 ‘民習’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등으로 표 하고 있

다. ‘습속, 풍속’을 Weber의 용어법으로 치환하면 아마도 ‘Sitte’나 ‘Convention’  

어느 하나, 혹은 양자 사이를 유동하는 실체로 분류될 성질의 것이다. 서양 

세와 근세에서 어느 사회규범이 “民習(popular practice, habit, usage)”으로 분류되

지만 그것들이 습법(custom)으로 승화되지 아니하면 어느 당사자가 그것을 근

거로 사에게 채무이행이나 소유권귀속의 집행을 제소하여도 사는 움직이

지 않을 것이다.

23) Bourgon이 이런 정의를 내린 것은 아니다. Bourgon의 논지를 압축하면 략 와 같이 압축할 

수 있다는 취지임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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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청 국에서‘습속, 풍속’이 法源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없는 것

은 아니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반론이 있다면 Bourgon은 다음과 같이 

응한다.

간혹 ‘습속, 풍속’이 法源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편 (piecemeal, 

fragmentary)으로 인용되는 데 그치고 있다. 서양 세의 습법은 일련의 규칙들로 결합된 

응집성 있는(cohesive) 규범  실체들이었다. 습법이 문자화되는 경우 그것은 법

(quasi-code)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포 24)이어서 통째로 다른 지역의 습으로 수

출되기도 한다.25)

셋째, 청 국의 국가권력은 민간의 ‘습속, 풍속’에 깊은 심을 기울 다. 

를 들어 官箴에는 州縣長官이 銘心하여야 할 사항으로 ‘正風俗’이 외 없

이 등장한다. ‘正風俗’이라는 아젠더(agenda) 속에 ‘官廳은 民間의 風俗을 重

하여야 한다’는 메시지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반론

이 있다면 Bourgon은 다음과 같이 응할 것이다 : 

국가권력이 습속, 풍속에 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권력의 습속, 

풍속에 한 심은 ⓐ 극권장, ⓑ 지, ⓒ 방치  어느 하나에 그치는 것이었지 습속, 

풍속의 내용을 구체 으로 조문화하거나, 정교하게 다듬거나, 지역주민들이 수하여야 

할 법규범으로 상승시키려는 노력은 청 국에서 가해지지 않았다.26)

24) “Representing the rights and liberties of a local community, custom constituted a system of rules that was 

distinct from the general law of the realm, standing either beside law (praeter legem) or against it (contra 

legem). The role of the courts in the statement of customary law was essential” [Watson (2001), 105].

25) Uncivil Dialogue (2002), p.55․p.63의 요약.

26) Bourgon, Jérôme, “Rights, Freedoms, and Customs in the Making of Chinese Civil Law, 1900~1936.” in 

Realms of Freedom in Modern China (William C. Kirby ed,. Stanford, Calif. :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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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거들을 근거로 Bourgon은 “청 국에는 법학 으로 엄격한 의미에

서의 습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帝制國家權力(a imperial emperor)은 社 에 存

在하는 民習(popular rule, 구체 으로는 습속, 풍속을 가리킨다)을 法으로 高揚

시키려는 노력을 가하지 않았다. 국가는 그것을 바른 風俗으로 장려하든가 나

쁜 풍속으로 단되면 압하려고 하 을 뿐”이라 결론짓고 있다. 이상의 담론

은 체로 근  조선왕조시 의 습법 담론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개될 

수 있는 담론이다. 이 담론을 조선법제사에 응용한 것이 김성학의 작업들이다. 

3. 김성학의 조선시 에 한 문제제기 : 조선후기의 牧民官(守令)은 

민사분쟁이 있을 때 ‘민사 습법유사의 실체’를 法源으로 사용하

는가?

2007년 발표된 논문에서 Marie Seong-Hak Kim 교수(이하 ‘김성학’으로 인용

함)는 Bourgon의 청 국에 한 진단을 조선시 에 응용하면서 조선시 의 

司法도 크게 보아 청 국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조선시 의 지방수령은 민

사분쟁이 있을 때 습법을 법원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결론27)을 내리고 있

다. 김성학은 앞에서 소개한 Bourgon의 논거를 모두 동원하 지만, 특히 서양

세에서 莊園 慣習의 捕捉(capture), 選別(selection), 再構成(reconstruction)에 결정

으로 기여한 법률가계층의 不在에 역 을 두었다.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김성학은 종래의 한국법사학자들이 습(custom), 습법(customary law), 그리고  

民習(popular practice, usage) 개념을 엄 히 구별하지 못한 에 하여 통렬한 

비 을 가하 다. 한국법사학계는 이 비 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 근 조선의 

사법작동메카니즘’을 다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서양  습법 개념을 사용

27) Marie Seong-Hak Kim, “Law and Custom in the Choson Dynasty and Colonial Korea :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66 Journal of Asian Studies (2007), pp.1070~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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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으면 ‘조선형 사법’의 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2007년의 논문에서 김성학은 1차사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2007년 당시 공간

된 모든 2차자료를 섭렵하여 가면서 자신의 논지를 개하 다. 김성학의 논지

에 찬동하든 찬동하지 않든, 후속되는 논의는 습(custom), 습법(customary 

law)과 民習(popular practice, usage)을 세 하게 구별하면서 종래 활용되지 않았

던 신선한 1차사료(the original archives)를 발굴하여 치 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김성학이 활용한 2차자료는 습, 습법과 民習을 엄 히 구별하지 못하는 史

學 들의 논 들이었다. 여기서 잠시 2012년 2월 1일자로 발표된 필자의 논문

의 성과를 결론만 간략히 소개하고 향후의 연구과제를 지 하고 싶다.

첫째, 18세기 후반과 19세기 반까지 왕성한 술을 남긴 조선의 巨儒 丁若

鏞(1762~1836)이 술한 ‘牧民心書, 刑典六條  聽訟(上)(下)’編에는 조선시

의 목민 에게 제소되는 ‘소송의 분야’(獄訟, 人倫之訟, 田地之訟, 牛馬之訟, 

財帛之訟, 墓地之訟, 士族下戶之訟, 奴婢之訟, 債貸之訟, 軍簽之訟, 賦稅之

訟)에 걸쳐 목민 이 유념하여야 할 내용이 총망라되어 언 되고 있다.28) 이 

 田地之訟, 牛馬之訟, 財帛之訟, 墓地之訟, 債貸之訟은 百姓相互間의 경제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고, 人倫之訟은 근 민법의 친족, 상속 분야로 

포섭되는 역의 분쟁이다. 18세기 후반에서부터 19세기 반까지 조선의 田地

之訟, 牛馬之訟, 財帛之訟, 墓地之訟, 債貸之訟, 人倫之訟은 근 민법이 정

하고 있는 민사분쟁의 분야를 포 하고 있다. 이런 일상 인 민사분쟁들이 

목민 (守令, 淸代中國의 州縣長官에 匹敵하는 朝鮮의 magistrate)에게 제소되

었을 때 조선의 목민 은 분쟁해결(청송)의 근거로 成文法(國法) 外에 ‘ 습법

유사의 실체’를 활용하 을까?

정약용은 의 술에서 청송에 임하는 목민 이 決訟할 때 원용하여야 할 

法源으로 大明律과 大典通編 등 ‘군주가 제정하거나 시행을 명령한 성문법(國

28) 茶山硏究 , 譯註牧民心書 1, 創作과 批評社(1978), pp.25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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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을 언 하고 있을 뿐이고, ‘서양 세의 건법정이나 국왕법정에서 법원으

로 활용된 ‘ 습(custom) 유사의 실체’에 하여는  언 하고 있지 않다. 그 

뿐만이 아니다. Bourgon과 김성학이, 서양 세의 습, 습법에 필 하는 것이 

아니고 기껏해야 民習 정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習俗, 風俗’조차도  언

되고 있지 않다. 정약용의 술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조선민정자료 목민

편29)에는 조선의 목민서류 16종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  청송편 어느 곳에도 

습속, 풍속을 민사분쟁의 법원으로 설정하는 문맥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아직 검토하지 못한 목민서류가 있으므로 향후에 그것들을 더 정 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목민심서는 ‘실제의 재 기록’(original court archives)이 아니라 목민 이 

유념하여야 할 사항을 요령 있게 제시한 실무지침서(a general handbook for 

magistrates)(청 국의 官箴)일 뿐이다. 따라서 보다 확실한 단을 하려면 실제

의 재 기록을 찾아 검증하여야 한다. 재 활용할 수 있는 실제의 재 기록으

로 가장 요한 1차사료는 斷片的으로 傳해오는 決訟立案들이다. 이미 알려진 

결송입안에서 습속, 풍속을 법원으로 설정한 문맥을 필자는 아직까지 찾지 못하

다.30) 그러나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직까지 활용되지 아니한 결송입안이

나 이미 활용된 결송입안들을 범하게 수집하여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재 一群의 법사학자들이 韓末民事判決原本을 발굴하여 분석을 

진행하고 있지만 조선후기의 수많은 民狀置簿冊들도 법사학자들의 분석을 기

다리고 있다. 민장치부책들은 구한말민사 결원본의 선례에 해당하는 자료들

이다. 필자는 이미 1990년 에 일부의 민장치부책을 활용31)한 이 있지만 이 

29) 内藤吉之助編著,朝鮮民政資料 牧民篇(編著兼発行印刷人 内藤吉之助, 昭和17年1月20日

刊).

30) 심희기, ｢조선시  지배층의 재 규범과 습－흠흠신서와 목민심서를 소재로 한 검증－｣, 

법조 통권 665(2012. 2. 1), 5~38면.

31) 심희기, ｢종 재산분쟁의 원인과 해결방안의 모색｣ (상), 법사학연구 제14호(1993), 1~32면

에서 군 민장치부책(규장각 도서번호 27609, 총 23책)을 통독한 이 있다. 이것은 1870

년(경오) 6월부터 1871년(신미)을 거쳐 1872년(임신) 11월까지 약 2년 5개월에 걸쳐 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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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으로 그것들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Ⅲ. 동아시아의 소  ‘ 습법’ 검토

1. 朝鮮慣習調査報告書․臺灣私法 編纂 의 慣習法 槪念에 한 

批判的 檢討

필자의 2012년 논문의 고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任相  敎授(이하 ‘임상 ’

으로 약칭함)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에는 

시간 계상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 다. 이곳에서 약간의 설명을 추가하고 

싶다. 

임상 의 문제제기는 부분 조선 습조사보고서를 편찬한 편찬자의 시각과 

일치한다. 그런데 조선 습조사보고서 편찬자의 시각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조선 습조사보고서나 기타의 조선총독부측 자료에서는 드러나지 아니한다. 우

연한 기회에 臺灣私法(1901~1917)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 다. 臺灣私

法 第一卷 上의 pp.39~54에 記述되어 있는 만사법 편찬자의 시각은 ‘조선

습조사보고서 편찬자의 시각’(조선 습조사보고서와 조선총독부측 자료에는 명

시되어 있지 아니한)과 완 히 동일하 기 때문이다. 그 다면 조선 습조사보

고서, 만사법에 앞서 일본의 습을 조사하여 편찬된 全國民事慣例類集(司

法省 編, 1877) 편찬자의 시각으로부터도 요한 시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의문은 소득이 있는 의문이었다. 全國民事慣例類集

(1877~1880), 臺灣私法(1901~1917), 朝鮮慣習調査報告書(1906~1912)는 人的으

로 연결되고 있으며 1930년 의 民商事習慣調査報告要 (1917~1930)과도 人

군수에게 민인들이 제소한 소장과 제사를 일기체로 요약한 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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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으로 연결된다.32)

임상 의 첫째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 百姓의 所志에 

한 朝鮮後期 牧民官들의 題辭에 자주 나타나는 ‘從文券施行(문권의 내용

로 시행할 것)’ 이라는 處分33)은 계약자유와 계약법의 존재를 제로 하는 것

이 아닌가?  계약이 매우 다양하 을 텐데 목민 들의 ‘종문권시행’이란 제

사는 그 계약내용 로 이행할 것을 독려하는 것이므로 ‘모종의 민법’이 사회 , 

법 으로 제도화되어 강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문제제기는 있

을 법한 문제제기이다.

청 국에 하여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되었다.34) ‘조선 습조사보고서와 

만사법을 비하는 과정에서도 편찬자’(이하 ‘편찬자’로 약칭함)들에게는 그

와 같은 발상이 크게 작용하 다. 를 들어 臺灣私法35)은 다음과 같이 記述

하고 있다.

원래 支那律의 原則은 民間의 法律關係는 이를 私約에 맡겨 어떤 事 도 私約으로 

이를 定함을 許容한다.  直接 公益에 關係없는 사항은 官이 구태여 이에 關涉하지 않

는 主義이다. 때문에 法典規定도 오로지 刑法 行政法에 限한다. 民事事 에 關하여는 

특히 徵稅上에 關係가 있거나 直接 公益에 影響이 없는 것이면 이를 規定하지 않는다. 

따라서 支那의 民事法全體는 무릇 慣習法으로부터 成立한다고 해도 過 이 아니다. 특

히 臺灣에서는 律例規定이 있더라도 實際로 行하여지지 않는 것이 많으므로 더욱 慣習

法의 範圍가 확 됨을 본다(p. 39) (中略). 특히 契約에 한 慣習에 이르러서는 리 契

約自由를 認定하 기 때문에 各種 契約이 各樣하여 그  어느 것을 採用하여 慣習으로 

32) 詳細한 것은 西英昭, 臺灣私法の成立過程, テキストの層位学的分析を中心に(九州大学

出版会, 2009.10.), pp.23~37, pp.243~272. 참조.

33) 朴秉濠, 韓國의 傳統社 와 法(서울大學校 出版部, 1985), 212면.

34) Buxbaum, David C. 1993. “Contracts in China During the Qing Dynasty : Key to the Civil Law.” Journal 

of Oriental Studies, 31. 2 : 195.236.

35) 以下 本文에서 페이지만 表示한 것은 臨時臺灣 慣調査 編, 臺灣私法 第一卷 上[明治

43(1910)]의 페이지 表示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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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 往往 困難한 問題가 된다(p. 40). (中略) 統治主權이 薄弱하여 政府에 의해 그 財産

의 安固를 바랄 수 없고 裁判에 의해 그 權利의 確保를 얻을 수 없다. 特히 私法的 關係

에서는 民間의 私約에 一任하는 主義이므로 各自 自衛方法을 圖 하는 것은 自然的인 

趨勢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臺灣에서는 各種의 法律行爲에 하여 證書를 만드는 

것이 一般習俗이 되었다. 財産權의 取得 移轉은 물론 人事 百般의 關係 亦是 大部分 證

書를 만들지 않는 境遇가 다. 結婚, 養子, 相續과 같은 것은 반드시 이에 한 證書를 

作製한다. 이것들은 實로 臺灣의 慣習을 아는 好의 材料로서 本書가 依據하는 것은 

亦是 오로지 이 證書類로부터 歸納한 것이 많다(p. 41).36)

David Buxbaum(이하 ‘Buxbaum’으로 인용함)은 1993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청

국의 상황에 하여 비슷한 시각에 서 있었다. Buxbaum의 시각에 한 

Bourgon의 반론으로 필자의 생각을 신한다.

당사자의 의사를 존 하지 아니하는 법체계는 거의 없다. ( 략) 나는 이 논변이 ‘근

법의 결과로서의 계약사회’라는 Max Weber의 생각을 끌어 온 것이라고 해석한다. Weber

는 ‘私的인 법률행 에 의하여 법을 창설하는 자유가 개인들에게 부여되는 모습’을 그리

고 있다. 그러나 Weber의 계약자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거 한 합리화의 힘이 긴장과 

력 속에 개별 으로 굴 될 경우에 비로소 작동될 수 있다. 하나는 재화(특히 상품으로

서의 토지) 시장의 비약  확장이고  하나는 사회  행동의 보편  료화이다. 이런 맥

락에서 일단 계약자의 의사가 법  제약 하에 보장되면 계약자유는 보편화된다. 다른 한

편 계약사회는 오직 법이‘빈틈없이 촘촘한 제도’가 되고, 사  계들이 공법의 작동틀 속

36) 그러나 臺灣私法에는 契約自由, 契約의 多樣性에 反하는 記述도 있다 : “注意할 것은 證書

類는 當時의 學  識 로 稱하는 가 代書하는 習이 있어 千篇一律의 形式을 갖는 것이 

많고  權利觀念이 缺乏되어 關係가 明瞭하지 않은 것이 많다. 重要한 것이 輕率히 使用

되는 것이 있고 形式에 拘泥되어 實質의 表明에 疎忽한 것이 있다. 一端을 取하여 全般을 

推論할 수 없는 것이 많다. 要는 周圍의 事情, 事後의 狀況 如何에 着眼하여 慣習의 眞相

을 索出함이 要諦가 된다(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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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깊이 뿌리박은 곳에서만 발 할 수 있다는 것이 Weber의 생각이라고 나는 이해한다. 

반면에 Buxbaum의 계약자유는 흠결이 있는 법제도에서 작동되는 것으로 상정되고 있고 

 공식 인 公法에 반하여 발 하는 것으로 상정된다.37)

청 국의 공식 인 법제도는 淸律이라는 기본법 과 기타의 부수법령으

로 구체화된다. 조선시 의 상황도 략 청 국의 상황과 비슷하다. 실정법

제도는 근 의 시각에서 보면 내용상 형법과 행정법의 混淆로 구성되었지만 

양자 사이에 형식 인 구분이 없었으며 민사와 형사의 구분도 매우 희박하

다. 이런 단일법체계 하에서 넓은 의미의 행정의 일환으로 사법이 행하여졌다. 

淸代의 기본법 과 기타의 부수법령을 뒤져 억지로 민사 계 실체법과 차법

을 총망라하여 열거한다 하더라도 그 양은 얼마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

국에 민사법이 존재하 다고 주장하려면 다른 특별한 설명이 필요하다. ‘실정

법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지만 수많은 거래계약이 실질 인 민사실체법이고 그

것은 민사 습법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 ‘특별한 설명’인 셈이다. 그러나 

계약과 계약법은 다른 것이다. 계약은 계약당사자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로 맺

어지지만 서구 세와 근세의 습은 그 정의상 어느 지방  법공동체 체가 

그 타당성을 승인해야 존재할 수 있는 ‘ 법 인 규범  실체’ 다.

임상 의 두 번째 문제제기는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聽訟提綱, 詞訟類聚, 大典詞訟類聚와 같은 私撰의 民事訴訟法書가 朝鮮시  

기 이래로 속출하는 것은 民事法의 廣範한 存在를 前提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

이 아닌가?38)

37) Uncivil Dialogue, 2002, pp.63~64.

38) “민사소송의 경우, 죄형법정주의가 용되는 형사소송과 달리, 법규가 없더라도 습법이나 

조리에 근거하여 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情과 理에 따른 原理로 糾明

하기도 한다.” 임상 , ｢조선 기 민사소송과 소송이론의 개｣(서울 학교 학원 법학과 

박사학 논문, 200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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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있었다. Buxbaum은 1971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臺

灣省 管內에서 州縣長官이 단히 많은 사건을 처리할 때 계자의 행 가 淸

律 반의 행 인데도 주 장 은 몇 안 되는 淸律의 차조항을 근거로 청률

의 문언에 따른 형사처벌을 가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발견하

다. Buxbaum은 이를 보고 ‘청 의 민법(traditional chinese civil law)’이 존재하는 

증거로 해석하 다.39) 이 논변에 하여도 Bourgon의 논평을 필자의 논평으로 

신하고 싶다.

Bourgon은 ‘斷片的인 차조항’의 존재를 근거로 ‘민법이라고 부를만한 포

인 법제도(a comprehensive legal system deserving to be called civil law)’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40) 하고 반문한다. 조선 기 이후에 詞訟類聚류의 사찬법서가 

출 하고 獄訟과 구별되는 詞訟에 한 심이 증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

나 詞訟類聚류의 법서가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詞訟보다 여 히 獄訟에 

한 것들이다. 를 들어 조선말기까지 決訟日限과 決獄日限은 동의어로 사용

되었다.41) 만약 獄訟과 詞訟이 질 으로 다른 소송(獄訟은 형사재 이고 詞訟

은 민사재 )이었다면 決訟日限과 決獄日限은 다른 개념으로 포섭되었을 것이

다. 그러나 실은 그러하지 않았다. 獄訟은 大事나 中事로 포섭되었지만 詞訟

은 소송가액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事(작은 사건, 청 국에서는 細事)로 

분류되었다. 의 민사소송으로 포섭시킬 수 있는 詞訟이 조선시 에는 조선

말기까지 형사재 에 부수되어 처리될 만한 작은 일로 치부되었다.

19세기 말 이후 동아시아에서 출 한 ‘ 습’은 서양 세와 서양근세의 

‘custom’과 다른 개념의 실체라고 반박하는 입장이 있다면 그 입장에서는 동아

시아에서 출 한 ‘ 습’ 개념이 무엇이고 아직도 그 개념을 답습하여 발 시킬 

39) Buxbaum, David C. 1971. “Some Aspects of Civil Procedure and Practice at the Trial Level in Tanshui and 

Hsinchu from 1789 to 1895”, Journal of Asian Studies 30.2, p.275․p.279(Uncivil Dialogue, 2002에서 재

인용).

40) Uncivil Dialogue (2002), p.63.

4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決訟類聚補 한국학자료총서 8(1996), 18면(정구복 解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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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있음을 논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9세기 말 이후 동아시아에서 습

을 조사한 조사자들은 서양 세와 서양근세에 출 한 역사상의 ‘custom’ 에 해

당하는 동아시아  실체를 찾아내려고 진지하게 진력한 것이다. 그들이 서양

세와 서양근세의 ‘custom’과 다른 개념으로서의 ‘동아시아  습’ 개념을 의도

으로 추구하 다는 증거는 재 찾아보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朝鮮慣習調査報告書, 臺灣私法 편찬자의 시각  필자가 합리

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다른 시각들을 지 하고 싶다.

2. 납득하기 어려운 慣槪念

 하나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은 朝鮮慣習調査報告書, 臺灣私法 編纂

들이 設定한 다음과 같은 慣槪念이다:

慣이란 무엇인가? 立法上의 解釋은 없다 하더라도 이를 ‘ 政府時代에 행하여진 

法律’로 解釋함이 至當하다. 一方에서는 이를 時代에 행하여진 慣習法에 限定할 必要

가 없다. 時에 行하여진 成文法도 역시 이를 包含시키지 않을 수 없다. 他方에서 時

의 慣習에 該當하는 것도 法律의 效力이 없는 것은 이를 除外하지 않을 수 없다.(中略) 

慣의 效力을 認定한 法令에 하여 一 을 要하는 것은 이들 法令이 認定한 所  

慣과 內地(日本)의 慣習으로서 臺灣에 繼受된 것, 그리고 領臺 以後 特別히 臺灣에서 

發生한 慣習은 明白히 이를 區別함이 必要하다(p.49).

 인용문과 련하여 검토해야 할 요한 은 세 가지이다. 하나는, 서양

세의 습법은 본래 국지 (local) 개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고  하나

는 습법의 존부가 재 상 문제되었을 때 서양 세에서 당사자의 입증의 

은 ‘동일행 의 반복실행회수의 다과’외에‘지역주민들이 그 규범을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생각하 는가(opinio necessitatis, 법  확신)’의 검증에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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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하나는 서양 세에서 국왕은 습법을 존 하 다는 사실이다. ‘국왕

의 법’이란 세 기에는 국왕이 발령한 성문법(edict)이고 세 후반에는 학

식법률가들이 주석을 붙인 로마사법(Roman private law)이었다. 이와 비교하여 

볼 때 편찬자들의 발상은 다음과 같이 특이한 모습을 담고 있다.

첫째, 편찬자들의 발상에는 문제되는 ‘습속, 풍속’의 국지성에 한 고려가 

단히 미약하다. ‘ 政府時代에 행하여진 法律’은 국을 상으로 하는 규범

인데 반하여 지방  습은 일정한 작은 공동체에서만 타당한 규범이다. ‘ 政

府時代에 행하여진 法律’이 지방  ‘습속, 풍속’의 존부와 내용을 탐구할 때 자

료로 쓰이려면 근  국의 황제나 조선의 국왕이 ‘습속, 풍속’을 존 하는 

정책을 표방했다든가 법 이나 법령을 만들 때 ‘습속, 풍속’을 참작하여 반 한 

사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편찬자들에게는 이런 문제의식이 없었다. 설사 이

런 문제의식으로 그런 사례를 검증하려고 하더라도 그런 사례를 찾아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향후에 경국 을 비롯한 國典을 起草하거나 改修하려

고 할 때 ‘습속, 풍속’을 어느 정도 고려하 는지 정 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

나 필자는 지 까지 그런 사례를 한 이 없다.

둘째, 편찬자들의 발상에는 지역주민들이 어느 규범을 구속력 있는 규범으

로 생각하 는가를 검증할 때 검증의 주체를 구로 설정할 것인가에 한 고

민도 취약한 편이다. 편찬자들은 아마도 ‘자신들’(일본의 식민지 료, 사, 법

학자)이 가장 잘 검증할 수 있다42)고 믿은 것 같다. 편찬자들의 이 근거 없는 

42) 문 , ｢한말의 민사분쟁과 식민지 사법권력 : 습에 한 재 례를 심으로｣, 부산 학

교 법학연구 제52권 제4호ㆍ통권70호(2011), 243면 : “京城控訴院, 京城地裁의 抗訴審 判決 

中 10件에서 法院은 鑑定人의 意見을 參 하여 特定 慣習을 否認 혹은 認定했다. 鑑定人 

中에는 韓國人 鑑定人이 8名(李敏卿, 朴承稷, 咸文彦, 鄭斗煥, 金然鶴, 安義淳, 朴基元, 尙

灝), 日本人 鑑定人이 5名( 田幹次郞, 室井德三郞, 安藤靜, 下森久吉, 藤井定吉)이다. 日

本人 鑑定人 5名은 모두 官職을 갖고 있고, 그  4名이 法典調査局 職員이다. 田幹次郞

는 事務官, 室井德三郞, 安藤靜, 下森久吉은 事務官補 다. 特히 田幹次郞는 ‘ 慣의 權

’로 일컬어졌던 人物로서, 法院은 5件의 事件에서 韓國人의 鑑定意見이나 當事 의 

主張에도 不拘하고 田의 意見을 채택했다. 다수 결에서 법원은 특별히 감정의견에 

한 언  없이, 단순히 해당 습은 한국에서 하다, 는 당원에서 한 사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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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심을 후 의 학자들이 믿어도 좋을 것인가? 혹시 앞에서 소개한 滋賀 교수

의 ⓓ의 사례43)에 필 하는 방법이 구사되었는가?

일본의 식민지 료들은 鑑定人을 동원하 는데 이 감정인들이 과연 어떤 사

람들이었는지, 그들의 감정방법은 어떤 것이었는지 치 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백 년 동안 서양 세의 습, 습법에 필 하는 개념조차 없었던 

시 에 살던 사람들이 세상이 바 자 갑자기 습, 혹은 ‘습속, 풍속’의 존재와 

그 내용에 한 문가로 등장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상을 어떻게 합리 으

로 설명할 수 있을까?

셋째, 편찬자들은‘領臺(일본의 만복속) 이후 특별히 만에서 발생한 습’

을 구 과 구별하고 있다. 편의상‘  이후 특별히 만에서 발생한 습’을 

‘新慣’으로 부르기로 하자. 그 게 되면 신 과 구 을 어떻게 구별한 것인가

의 문제가 생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과연 식민지 주민이나 료들이 

포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 습이나 습속, 풍속이 그 게 쉽

게 소멸하고 쉽게 새로 생길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외가 없

는 것은 아니지만 서양 세의 습에는 이와 달리 ‘기원을 알 수 없는(from time 

immemorial) 오래 부터 생긴 것’이라는 이미지가 부착되어 있었다.

3. Boissonade의 습 개념

동아시아의 습조사는 문헌조사와 실지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이었다. 실지

조사란 조사자가 수백 개의 질문항목을 만들어 피조사자에게 달하여 서면답

변을 비하게 하고 조사자는 미리 치 하게 서면답변서의 내용을 검토한 다

만 하고 있다.”

43) “ 랑스에서 습법이 성문화되기 이 의 소송 차에서 사용되던 증인단에 의한 조사

(l’enquete par turbe)처럼, 당사자가 법률실무가  10명의 증인을 선정하여 이들을 동반하여 

법정에 출정하고 증인은 원일치의 방법으로 습의 존부를 답신하는 것 같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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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서면답변한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조사자가 지에서 피조사자를 면 할 

때 보충 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문헌조사이든 실지조사이든, 그리고 

그가 조사자이든 피조사자이든 ‘ 습, 습법이 무엇인가’에 하여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해설이 뒤따라야 조사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다. 서양의 

습, 습법 개념은 동아시아인이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 아니고 동아시아의 習

俗, 風俗도 쉽게 식별될 수 있는 상이 아니다. 동아시아의 옛 문헌에 習俗, 

風俗이 수없이 언 되고 있지만 그 시 에 신뢰할 만한 習俗, 風俗조사가 선행

된 은 없다. 동아시아의 옛 문헌에 習俗, 風俗이 언 되어도 그것은 기록자

의 지극히 개인 인 견해에 불과하다.

裁判事務心得(1875) 제3조가 제정되는데 요한 역할을 하 던 Boissonade(Gustave 

Emile Boissonade)가 작성한 ‘ 습법과 형평법에 한 Boissonade씨의 답의(1875)’44)는 

습, 습속, 풍속, usage, coutume에 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하나의 사건에 하여 旣定의 법률이 마련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州 는 그 지방의 

습(usage)에 따르는 것(照準)이 당연( 략) 만약, 하나의 사건 혹은 한 사건의 작은 부분

에 하여 정해진 習俗(coutume)이 없음이 분명할 때는 情義(equite)에 의할 수 있음은 물

론이다( 략). 그러나 지  하나의 확정된 習俗, 즉 習慣이 있음을 재 이 인정한다 하

더라도 그 習俗이 情義에 배치된다든가 그 天理(droit naturel)에 배치된다고 생각하면 習

慣은 無形의 權力을 상실한다.45)

랑스인 법률고문 Boissonade가 언 한 coutume가 본고에서 지칭하는 습

(custom)이고, 情義(equite), 天理(droit naturel)는 본고에서 지칭하는 理性 혹은 條

理이다. 그런데 coutume는 慣習, 習俗, 習慣으로 번역되고 있다. 여기서 두 가

44) ‘慣習法ト衡平法ニ關スルボアソナ-ド氏答議(1875. 6. 2).’ 

45) 村上一博, ｢裁判基準としての習慣と民事慣例類集｣, 同志社法學 49-5(1998), p.293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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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요한 사실을 지 할 수 있다.

첫째, 랑스인 법률고문 Boissonade 조차도 usage와 coutume를 동의어로 사용

하고 있다는 이다. 필자는 앞에서 ‘ 습, 습법과 民習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고 동아시아의 사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근세법사와 근 법사

를 기술하는데 커다란 혼동이 래되고 연구방법론상 심각한 결함을 노정시킨

다’는 일군의 학자들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usage를 ‘民習’(popular practice)으로 

악할 것을 강조하 는데 필자의 제안에 배치되는 언어사용례도 있음이 확인

된다. 향후에 동아시아에 진출한 Boissonade와 같은 외국인 법률고문들이 慣習, 

習俗, 風俗, usage, coutume 등의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정 한 검토(단순한 

실수인지, 의도 인 용어사용인지)가 필요하다. ‘usage와 coutume를 분명하게 구

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는 선례와 풍토는 1870년  동아시아(일본)에 진

출하여 서양사정을 가르쳐  서양인들이 먼  조성하 다.

둘째, 외국인 법률고문조차 혼동하는 慣習, 習俗, 風俗, usage, coutume 등의 

개념을 19세기 말과 20세기 의 동아시아인들(구체 으로는 조사자들과 피조

사자들)이 정확히 인식하고 실( 습조사사업)에 응용하 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4. 道理와 慣例

全國民事慣例類集․臺灣私法․朝鮮慣習調査報告書의 編纂 들(生田精, 

岡松參太郞, 田幹次郞)에게 Weber의 ‘Sitte, Convention, Gewohnheitsrecht’의 세 

가지 카테고리의 구별의식은 존재하지 않았다. 편찬자들이 주목한 것은 오히려 

다음과 같이 ‘道理’를 慣例로 혼동해서는 안된다는 의식이었다.

陳述人에 하여 一問目을 發하고 其 例의 有無를 묻고 ‘없다’는 答이 있으면 記 하

지 아니한다. ‘있다’고 答한 에 二樣이 있다. 하나는 ‘我父祖의 時代에 某町村의 甲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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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느 事件에 紛議가 있을 때 誰某의 判斷에 따라 諧和하고 邇來 此例를 慣用한다’는 

答이다.  하나는 ‘慣用의 例는 傳聞하지 못했지만 當該事件取扱의 道理는 이 다’는 

答이다. 그러므로 答을 採 할 때 慣例와 道理를 混同하기 쉬우므로 깊이 注意하여 道

理에 屬하는 것은 一切斷割하고 純然한 慣例만을 採 한다(全國民事慣例類集, 凡例).

이 방침에 하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全國民事慣例類集의 凡

例는 ‘피조사자(진술인)들이 慣例와 道理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에 

서 있다. 앞에서 필자는 서양의 습, 습법 개념은 동아시아인들에게 쉽게 이

해되는 카테고리가 아님을 지 하 다. 이런 지식상태에서 습조사에 응한 陳

述人들이 慣例와 ‘道理’를 구분할 수 있었을지 의심을 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의심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全國民事慣例類集의 凡例에 언 된‘誰某’는 법률가나 재 소가 아닌 민간

인이었을 것이다. ‘紛議가 있을 때 誰某의 判斷에 따라 諧和’하는 것은 분쟁당

사자가 아닌 제3자의 調整에 기 한 和解일 가능성이 높다. 동아시아의 근

사회에서 조정이나 화해의 결과 도달되는 결론은 情義 계에 기 한 妥協과 

친화성이 있는 결론이어서 일회 인 해결책이기 쉽다. 조정과 화해의 결과 도

달한 해결방법이 慣例로 연결되는 경우가 로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상

으로 발생할 지는 지극히 의심스럽다. 통 으로 西歐의 司法이 ‘判定的 司

法’이었다면 동아시아의 사법은 ‘敎諭的 調停’46)이었다. 공식  법제도가 이런 

풍토 하에 있었는데 민간에서 갑자기 ‘判定的 司法’을 제로 하는 지방 습법

(a local custom)이 범 하게 형성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설사 이 모든 의문

이 정 으로 답변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이 소속되는 지방  공동

체 성원 원이 구속력을 인정하는 일반 추상성이 있는 규범으로 상승할 가능

성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46) 滋賀秀三, 清代中国の法と裁判(創文社, 1984), pp.36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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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地方的 慣習과 全國的 慣習法(通例)

1) 朝鮮과 日本에서의 用語法

식민지조선의 각 법원과 법학자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습과 습법을 구

별하여 왔다. 이 구분 방법은 서양에서 類例를 찾기 어려운‘동아시아 특유’의 

발상이다. 이하에서 이 문제를 추 하여 보자.

朝鮮慣習調査報告書 편찬을 기획한 우메 겐지로(梅謙次郞, 이하 ‘梅謙’으

로 약칭함)의 술을 모두 뒤져 보아도 습과 습법에 한 ‘알기 쉬운 정의’

를 찾기 어렵고 습과 습법이 어떻게 다른가를 구분하는 논의도 희박하

다.47) 梅謙의 술  가장 근 하는 논의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慣習의 性質에 하여는 學 間에 단한 論議가 있지만, 내가 믿는 바에 의하면, 慣

習에 法律과 同一한 效力을 ‘國家가 認定한다면 그것이 이른바 慣習法’이 되어 거의 法

律의 明文과 同一한 效力을 갖는다. 그 지 않은 경우에는 다만 慣習이라는 하나의 事實

이 있어서 그 사실이 法律上 多 의 效力을 갖는 것이다. 내가 믿는 바  法例등의 규

정하는 바에 의하면 민법상의 사항에 하여도 민법 기타 법률명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

은 역시 법률로서 효력을 갖는다.”48); “法例에서 규정하는 慣習은 (1) 法令의 規定에 의

하여 認定된 것 (2) 法令에 規定 없는 事 에 한 것에 限定된다. 이 兩 는 法律과 同

一한 效力을 가지는 것이므로 所  慣習法(droit coutumier, Gewohnheitsrecht)이고 나머지의 

것은 (3) 法令의 規定과 다른 慣習, 즉 學 의 所  事實慣習이 이것이다. 本條(日本民法 

47) 梅謙次郎, 法人ニ関スル韓国慣習法一斑, 法学協会雑誌27巻5号[1909/5/1], p.714는 “予는 目

下 公務上 ‘韓國慣習法’을 調査시키고 있는데 義州에 견된 직원으로부터 法人에 한 

‘慣習報告’를 얻고(하략)…”라 말하고 있다. 慣習과 慣習法의 區分이 曖昧한 狀態를 잘 보

여주고 있다.

48) 梅謙次郞, 民法講義 初版, 第二十版(有斐閣, 1901), 50면[鄭鍾休, ｢慣習法과 事實인 慣習, 

韓國民法理論의 發展 : 茂巖 李英俊 博士 華甲紀念｣, 論文集 Ⅰ : 總則․物權編(박 사, 

1999), 7면에서 再引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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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는 이 慣習의 效力을 規定한 것이다.49)

梅謙는, 습과 습법은 사실요소(동일행 가 사회  차원에서 반복되는 

것)로서는 동일한데 단지‘국가가 법으로서 인정하면 습법’이 된다는 국가승

인설  발상을 개하고 있다. 비록 修辭的(rhetorical) 表現이기는 하지만 세

의 습, 습법의 구속력의 원천은 ‘지방민 의 명시 인 동의’(a popular tacit 

consent)에 있었다.50) 그러나 요한 사실은 찬․사찬의 조선 습자료집의 찬

자들도 모두 梅謙의 와 같은 (국가승인설  습법 )을 공유하고 있었

다는 사실이다.

1945년 이 에 ‘ 습과 습법에 한 논의’를 가장 상세하게 분석한 일본법

률문헌은 아마도 1929년에 출간된 호즈미 노부시게(穗積陳重, 이하 ‘穗積’으로 

약칭함)의 ‘慣習과 法律’51)일 것이다. 이 책은 당시까지 서양에서 출간된 습

법론을 모두 섭렵하여 논평을 가한 책이지만 穗積는 어디에도 습과 습법 

개념에 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찬․사찬의 조

선 습자료집의 편찬자들도 습과 습법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의 식민지 재 소는 다음과 같이 일 (1911)부터 습과 습법을 

구별하여 사용하 다.

(前略)新  江華主人間 傳受錢給 에 關한 慣習의 存否는 江華에서의 問屋間, 卽 

‘一地方의 一營業에 關한 慣習’의 存否는 ‘一般에게 通하는 慣習法’의 有無의 問題가 

아니고 證據에 의해 決定하여야 할 事實問題이다.”[明治43年民上第204號, 明治44年民

上第13號, 貸金及物品代金請求件, 明治44年2月15 朝鮮高等法院 判決].

49) 梅謙次郞, 民法要義總則編(有斐閣, 明治42(1909)), 204면.

50) David Ibbetson, “Custom in medieval law”in The nature of customary law (Amanda Perreau-Saussine, and 

James Bernard Murphy ed.,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152․p.156.

51) 穗積陳重, 慣習と法律 法律進化論叢 第三冊(穗積奬學財團出版, 岩波書店,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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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맥에서 간취되는 논의는 ‘일지방에서만 반복실천되는 사회  실천’은 

‘ 습’이고 ‘ 국 으로 반복실천되는 사회  실천’은 ‘ 습법’이라는 것이다. 

史料( 찬․사찬의 습자료집)에서 ‘통례’, ‘일반 습(법)’등으로 표 되는 것

은 모두 ‘ 국 인 차원에서 반복실천되는 사회  실천’을 지칭한다.52) 그런데 

이 발상은 全國民事慣例類集에서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여53) 臺灣私法, 朝鮮

慣習調査報告書 에서도 암묵 으로 답습되었다. 동아시아의 습조사 사업에

서 이 있는 것은 ‘ 국 인 차원에서 반복실천되는 사회  실천’의 추출이

었다. 그러나 서양 세의 습법의 발달에서 요한 사업은 ‘지방  습(a local 

custom)’의 추출이었다. ‘지방  습(a local custom)의 추출’은 여러 단계의 지역

을 圈域으로 하는 작업이어서 를 들면 작센 슈피겔(Sachsenspiegel) 과 같은‘準

法典’(a quasi-code)의 형태를 취하 다. 어도 근  국과 조선에서는 작센 

슈피겔(Sachsenspiegel) 과 같은 ‘準法典’  습법 이 출 한 이 없다.

지방  습을 서양어로 표기(a local custom)하면 동아시아의 그것( 습)과 유

럽 세의 그것(custom) 사이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그 맥락을 함께 

생각해 보면 양자 사이에는 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유럽근세의 custom과 

customary law는 동일한 실체를 지방공동체 내부에서 찰하는가 지방공동체 외

부에서 찰하는가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19세기말과 20세기 의 동

아시아에서는 어느 지방에서만 반복실천되는 사회  실천인 습(custom)은 법

이 아니고 ‘ 국 으로 반복실천되는 사회  실천’만이 법( 습법)의 자격을 부

여받았다. 

이와 같이 특유한 ‘지방  습과 국  습법(통례)’이라는 句的 區分

52) 地方慣習法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사례는 단히 외 이다.

53) “무릇 人民群居하여 비로소 人權物權의 爭論이 생긴다. 爭論이 생기면 비로소 判斷하는 議

가 생긴다. 그 議는 모두 町村庄屋名主等의 私 으로 본래 政府가 公認하는 法이 아니라 

하더라도 人民相因襲하여 服從하는 바이니 즉 이것이 ‘地方慣例’이다 (中略) ‘全國에 通하여 

크게 같은 慣例’는 每款首에 其大綱을 揭하고 其中 다소 다른 條件만을 記列한다. 閱覽의 

勞를 省略하기 爲함이다”(全國民事慣例類集, 凡例), p.20․p.54․p.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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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法은 아마도 일본에서 창설되어 동아시아 역에 된 것이 아닐까 짐작

된다. 그러면 일본에서 이런 발상이 창설된 배경이 무엇일까?

메이지 24(1891)년 7월에 결성된 자유주의  법학자단체인 法治協 의 機關

誌 法治協 雜誌 創刊號에 게재된 綱領에 다음과 같은 主張이 있다:

維新革命에 있어서 我日本의 形勢를 돌이켜 보면 地方分權制度는, 그 極點에 到達하

다. 원래 그 境域이 그리 크지 아니한 日本國은 다시 數多의 分裂을 하여 거의 六十

有餘의 獨立國을 나타내고 있다. 당시 各州등의 往來는 매우 不自由하고 交際는 매우 

稀 하 기 때문에 各州마다 異別의 風俗慣習을 갖기에 이르러 (中略) 我一島國中에 무

려 數百種의 風俗慣習을 發生시키는 것은 實際로 徵하여 明瞭한 事實이다.54)

여기서 언 되고 있는 ‘各州마다 異別의 風俗慣習’이 서양 세의 습법

처럼 법 (‘응집력 있는 포  습법’)의 형태를 취한 것인지 궁 하다. 만

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단한 연구 상이다. 어 든 이 강령이 지 하는 것은 

‘지방마다 다른 습으로 인하여 통일 인 역국가=근 국가로의 발 에 지

장이 많다’는 것이다. 통일 인 역국가=근 국가를 염원하 던 메이지 시  

이후의 일본근 법학은 자연스럽게 ‘일지방에서만 반복실천되는 사회  실천’

은 ‘ 습’이고 ‘ 국 으로 반복실천되는 사회  실천’(이하 ‘ 국  습법’55)

으로 약칭함)은 ‘ 습법’이라는 발상으로 연결시킨 것이 아닐까? 이 발상은 식

민지시 (1910~1945)의 조선에 이식·정착되어 탈식민지시 의 남한 법원의 

습법논의에서도 그 로 재생산56)되고 있다.

54) 平野義太郎, 明治法学史における一学派, 法律時報5巻8号[1933/8/1], p. 7에서 再引用.

55) 平野義太郎, 明治法学史における一学派, 法律時報5巻8号[1933/8/1], p.14에서 재인용. 

56) 1946년 5월 14일 선고된 남한 법원의 다음과 같은 결은 조선고등법원의 습․ 습법 

개념과 조 도 다르지 않다 : “凡 宗 의 員資格, 召集, 決議의 方式等에 하여는 我邦

의 宗族觀念에 基本한 慣習 又는 條理  이에 合致되는 限度에서 各 該宗 의 慣例 又는 

規約에 依할 바로서 一家庭을 主宰하는 家長인 成年男子는 비록 戶主 아니라도 한 宗

員인 權利와 義務를 有함이 ‘一般宗 ’에 關한 慣習이요 且 條理상 當然하거늘 原判決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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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통일 인 역국가=근 국가를 염원하던 사람들은 역사상 서양에서 

먼  탄생하 다. 지방에 따라 습이 달라 습을 통일하여야 할 필요성에 먼

 직면한 것도 서양이었다. 과연 서양에 이와 유사한 발상의 선례가 있었는지

를 랑스 근세법사에 주목하여 확인해 보자. 

2) 랑스 近世의 一般慣習法 槪念

梅謙는 1898년(明治 31년)에 행한 강연에서, 法典이 없는 상태에서 條理裁

判57)을 하는 일본의 민사재 의 실태를 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양사정을 

언 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가령 法典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標準이 있다. 즉 數多의 單行

法으로부터 생기는 一般法理가 있거나 그 지 않으면 ‘慣習法의 一般法理’라는 것이 있어 

裁判을 하고 있다. 我邦에 있어서는 (中略) 人民의 權利義務는 완 히 保護되고 있다고 말

할 수 없다. 그러므로 不完全하더라도 速히 法典을 編纂하여 裁判官으로 하여  其 依據

하는 바를 알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서서히 그 法典을 硏究하고 잘못을 是正하여(後略).58)

여기서 언 된 ‘ 습법의 일반법리’란 서양근세의 ‘일반 습법’(a common 

customary law)을 지목한 것으로 추정된다.

‘宗 에 參列할 는 戶主에 限함이 古來慣習이라 判定함은 宗 에 關한 慣習을 誤解하

고 條理에 違反한 違法이 있다.”하나의 문장에 慣例, 慣習, 古來慣習이라는 말이 명확한 구

별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조리는 3번 사용되고 있다. 습법이라는 말은 한 번도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慣例, 慣習, 古來慣習은 조선고등법원 시 에 정착된 

‘ 습법’이다. ‘一般宗 ’라는 개념은 어느 특정지방에서만 발견되는 ‘地方的 宗 ’가 아니

라 ‘ 국 으로 확인되는 종회’(통례)의 뜻이므로 ‘慣習法的 宗 ’이다.

57) 裁判事務心得[明治8年(1875) 6月 8日 太政官 告第103号] 民事ノ裁判ニ成文ノ法律ナキ

モノハ習慣ニ依リ習慣ナキモノハ条理ヲ推 シテ裁判スヘシ.

58) 梅謙次郞, ｢法典ニ関スル話｣, 國家學 雜誌 제134호(1898. 4. 15. 發行), pp.33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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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히 역국가(a territorial state)의 길을 걷고 있던 서양근세의 국왕법원에

서 ‘지방  습’(a local custom)은 로마사법(Roman civil law; the ius commune)에 우

선하는 제1차  法源이었다. 그런데 서양근세의 국왕법원(the royal court)에서 

로마사법과 다른 지방  습이 존재한다는 과 그 내용은 그 존재를 주장하

는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이었다. 상업화가 진 되어 지방사회가 해체되

면서 지방  습의 증명이  어려워졌다. 이 기를 타개하는 방안 의 

하나로 학식법률가(learned lawyers)들 사이에 ‘일반 습법(common customary 

law)’론이 제기되었다.

1540년 에 랑스의 샤를르 뒤물랭(Charles DuMoulin)은 기발한 제안을 한다. 

그는 분쟁당사자일방을 지지하기 하여 법정에서 지방 습의 존재와 내용을 

증언하는 ‘타락한 증인’ 신에 ‘인간 이고 애국 ’인 법률가가 랑스 국의 

모든 ‘지방  습’들을 비교검토하여 ‘ 랑스의 일반 습법을 회복’할 수 있

고, 그리 되면 ‘타락한 지방  증인이 필요 없게 된다’고 주장하 다. 17세기에 

이르러 DuMoulin의 아이디어는 실화되어 全西洋에 확산되었다. 17세기 말에 

이르러 랑스의 법학교에서 가르쳐진 ‘national law’ 란 이런 의미의 일반 습

법(a customary common law)이었다.59) 메이지 시  이후의 근 일본법학의 ‘ 국

 습법’개념은 혹시 서양근세의 이 일반 습법 개념과 모종의 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러나 서양근세의 유럽 륙에서는 일단 ‘응집력 있는 포 (cohesive)’인 국

지  습법 (a codified local custom)이 먼  성립된 이후에 비로소 일반 습법 

논의가 발생하 다. 한 서양의 일반 습법 탐구논의는 좋은 습법을 찾으려

는 질 인 논의 지 일본의 논의처럼 수량 인 논의(通例)는 아니었다. 한 근

의 여명기까지 동아시아에서는 국지  습법 이 만들어진 이 없다. 동아

시아에서는 격한 서구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은 식민지경 을 한 

59) James Q. Whitman, “WHY DID THE REVOLUTIONARY LAWYERS CONFUSE CUSTOM AND 

REASON?”,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Fall (1991), pp.134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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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작업의 일환인 습조사사업을 벌일 때 비로소 각지방의 습이 조사되기 

시작하 다. 조사의 목표는 서양 세처럼 지방별로 포 인 민사 습법 을 

재구성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 조사의 궁극 인 목표는 민상사의 분

야를 수백여 개 항목60)으로 나 어 問目을 작성하고 이 듯 원자화된 개별 아

이템별로 상이한 습이 발견되면 수량 으로 빈도수가 높은 습만을 국  

습법(통례)으로 정하는 방식의 정리사업이었다. 이 에서도 동아시아의 

‘통례’는 서양근세의 일반 습법과 조된다. 

3) 近代日本에서 創設된 地方的 慣習과 一般慣習法 槪念의 句

만사법의 다음과 같은 기술은 근 일본에서 정착된 ‘지방  습과 일반

습법의 귀’는 서양근세의 일반 습법 개념과 다른 맥락에서 창설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불러 일으킨다.

慣習이 時 果然 法律로서 行하여진 것인지 否는 이를 査定하는 일이 往往 困難

하여 오직 實例의 多 , 證人의 多寡, 地域의 廣狹등에 의하여 決定할 수밖에 없다(臺灣

私法, 第一卷 上, p.48).

식민지의 행정 료, 재 소의 사, 법학자들에게는 확인된 지방  습을 

국  습법으로 보아도 좋을 것인가, 국  습법으로 단되었을 경우의 

습법의 구체  내용을 切磋琢磨하여야 하는 과제가 부여되었다. 그들에게도 

이 작업을 함부로 행하는 데 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 두려움을 해소

하는 방법이 ‘實例의 多 , 證人의 多寡, 地域의 廣狹等’을 토 로 通例인지 

여부를 정하는 방법이었다. 결국 편찬자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 

60) 조선 습조사사업에서는 206개 항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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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분쟁에 응용할 만한 모종의 실체(道理와 구별되는 慣例)가 포착될 때 그것은 일단 

습으로 정된다. 이것이 수량  비교를 통하여 通例로 단되어야 비로소 습법이라

고 부를 수 있다. 

지방  습은 습법이 아닌가? 습법으로 단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개는 法性이 부인되었다. 통례가 아닌 지방  습들은 후 의 

동아시아의 민법학에서 언 되는 ‘사실인 습’으로 비정될 만한 제1순 의 후

보군들이었다.

全國民事慣例類集․臺灣私法․朝鮮慣習調査報告書는 궁극 으로 와 같

은 의미의 국  습법을 포착, 선별, 재구성하려는 작업이었다.61) 이리하여 

全國民事慣例類集의 凡例에는 “ ‘全國에 通하여 크게 같은 慣例’는 每款首에 

其大綱을 揭하고 其中 多  다른 條件만을 記列한다. 閱覽의 勞를 省略하기 

爲함이다”라는 記述이 나타난다.

Ⅳ. 결어 : 요약과 향후 탐구되어야 할 과제

지 까지의 논의를 요약하고 향후 탐구되어야 할 과제를 지  하면서 이 

을 마무리하자.

첫째,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역의 습법 논의는 종래 서양 세의 습

법 개념을 정확하게 악하지 못하고 매우 느슨하게 수용한 측면이 있다. 습

법 개념이 서구 세와 서구근세의 그것과 격하게 달라 습법 개념의 수용

이라기보다는 습법 개념의 변용에 가깝다.62) 향후의 한국법사학은 습, 

61) 李昇一, ｢日帝의 慣習調査와 全國的 慣習의 確立過程 硏究－慣習調査報告書의 編纂을 

中心으로－｣, 大東文化硏究 제67집(2009), pp.235~279.

62) 이승일, ｢동아시아에서 재  규범으로서의 ‘ 습법’개념의 수용과 변용－全國民事慣例類

集, 韓國慣習調査報告書, 臺灣私法의 분석을 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3(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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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법 개념을 좀 더 엄 하게 분석․정의한 뒤에 각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상

을 포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필자는 滋賀와 Bourgon, 김성학의 주장과 

진단을 경청하자는 것이지 그들의 주장과 진단을 맹목 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주장과 진단에 수 할 이 많지만 그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정을 놓지 않으면서 조선시 와 구한말의 1차사료를 발굴

하여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 인 실천과제에 하여는 본문에서 

필요할 때마다 언 한 바 있다.

둘째, 필자는 滋賀와 Bourgon, 김성학의 주장과 진단을 계기로‘ 근 조선의 

사법의 작동메카니즘’을 새로 구축하여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고 조 씩 실천

하고 있다. 다른 연구자들도 이 작업에 동참하여 주기를 바란다.

셋째, 19세기말과 20세기 반에 기록된 동아시아의 풍부한 습조사기록물

들은 엄 한 의미의 서양 세와 서양근세의 습, 습법에 한 기록이 아니

다. 그것은 혹‘동아시아  습속, 풍속에 한 조사기록’일 수 있다. 그 기록물들

을 서양 세  의미의 습, 습법에 한 기록이 아니라‘동아시아  습속, 풍

속에 한 조사기록’이라고 정하는 것이 그 기록들의 사료  가치를 폄하하

는 것은 아니다. 상의 성격을 솔직하게 인식하면 그 기록물들은 여 히 귀

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미래의 언젠가에 요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

는 기록물들이다. 그 기록물들을 인문과학 ․사회과학 으로 유용하게 활용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넷째, 국가권력이 동아시아  습속, 풍속에 한 조사기록을 서양 세, 서양

근세  의미의 습, 습법에 한 조사기록으로 진지하게 믿고 민사법정책을 

개하 을 때 ‘법과 사회’에 어떤 상이 래되었을까 하는 은 매우 흥미 

깊은 별도의 연구주제이다. 만에 하여는 王泰升의 뛰어난 업 63)이 있고 

235~279면.

63) WANG, TAY-SHENG, Legal Reform in Taiwa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1895~1945 : The Reception of 

Western Law (Seattle :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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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하여는 김성학의 선구 인 업 64)이 있다. 그것들을 천착하여 심화․

발 시키는 작업이 차후의 연구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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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tical Study about the Concept of Pre-modern 

Customary Law of East-Asian Countries

Sim, Hui-Gi *

65)

In 1984, Japanese legal historian of traditional China, Shiga Shuzo, argued that 

“Reading Qing materials without any preconceptions in mind, one has the impression 

that customs seldom appear as a source of law.” In 2002, French legal historian of 

traditional China, Jérôme Bourgon, argued that “Law and Custom did not Merge into 

Civil Law under the Qing.” In 2007, comparative legal historian, MARIE SEONG-HAK 

KIM argued that “A number of Korean legal historians have argued that Choson Korea 

had a tradition of customary law and that it was suppressed and distorted by the 

Japanese during the colonial period. But a comparison of Korean custom with that in 

late medieval France, where the legal concept of customary law developed, reveals that 

custom as a judicial norm was absent in pre-modern Korea. The Korean customary law 

that has been postulated as a true source of private law in Korean historiography was 

the invention of the Japanese colonial jurist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three above authors’ arguments in general and raises 

several questions of the assumptions of three official Japanese government’s reports of 

East-Asian countries(Japan, Taiwan, Korea) and finally proposes to reexamine the original 

Korean historical raw materials (law codes, court archives, handbooks for magistrates) 

carefully under the strict demarcation of custom, customs, civil customary law.

 * Professor at Yonsei University, School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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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three above authors’ arguments are basically right.

[Key Words] custom, customs, popular practice, civil customar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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