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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는, 외국의 입법례가 아니라 고유한 습에 기 하여 성문화되었다는 이유에서 일 부

터 민법 속의 특별한 존재로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사료가 풍부하지 않은 탓에 과거의 세 

습의 연원과 실태는 여 히 의문에 쌓여 있다. 이 은 그 동안 이용되지 않은 자료들을 통

해 세 습에 근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사들은 18세기  한성부에 ‘轉貰’

가 가능한 가옥 貰借 습이 이미 정착해 있었음을 보여 다. 1918년 총독부 추원의 각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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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습 조사결과에 의하면, 차가 습 자체가 근래 도회지를 심으로 되었고 세에 

비해 월세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나, 지방에는 세나 그와 유사한 습 외에도 年貰와 

無賃의 차가 습이 종래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방에 따라서는 세나 세형 

습을 부르는 특별한 명칭들이 있었는데, 그 명칭들은 세형 습의 형성에 향을 주었거나 

혹은 그 특징을 묘사하기 해 참조되었을 부동산 습들과 계가 있다. 이러한 들은 세

의 형성시기를 19세기 말의 개항 이후로 보거나 어느 특정한 습(가사 당 는 환퇴)에서 

세가 유래했을 것으로 보는 기존의 학설들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에서는 한성재 소

(1896~1908)와 경성지방재 소․경성구재 소(1908~1910)의 민사 결서를 활용하여 

세 련 민사소송사건의 양상과 특징을 악하고, ‘ 세’라는 용어의 용례, 세계약의 방식

과 인증, 세기간, 세․양도 사례의 법  취 , 당과 세의 병립 상황에서 세입자의 

家貰金 채권의 실  정도 등의 문제를 검토했다. ‘ 세’라는 말의 용례를 살펴본 결과, 세의 

‘傳’은 세가 가능한 세 습의 소질과 한 련이 있는 것 같다. 즉 세입자가 타인에

게 ‘傳’ 는 ‘轉’을 하는 상황에 쓰인 ‘ 세’라는 말이 세 일반까지도 가리키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서에서 확인되는 세 습은 몇 가지 요한 지 에서  습조사보고서의 서술

과 일치하지 않는다. 통상의 세기간, 세계약의 인증 행, 당된 가옥의 세 가능성 등

이 그러하다. 지 까지 세 습의 법  성격을 이해하기 해  습조사보고서의 서술이 

별다른 검증 없이 받아들여지곤 했다. 그러나 문제가 그 게 단순하지 않다. 특히 세기간이 

보통 100일 정도에 불과했다는 은 습상의 세권의 물권  성격을 논하는 것이 얼마나 

실제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세 습의 실태와 법  성격을 이해하기 해서는, 

세기간의 장단과 성격, 타처로 세되는 사안의 법률 계, 세  채권의 실 방법 등과 

련된 당시의 법체계, 소비 차를 비롯한 당 행, 그리고 법집행자와 일반 민 의 

념을 종합 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것들과 어우러지며 세 습의 몸체뿐 아니라 모호한 

얼굴도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제어] 세권, 세 습, 당, 임 차, 부동산 습, 습법, 습조사보고서, 구한말 

민사 결문, 한제국.

Ⅰ. 서론

“ 세권제도는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민법만이 가지는 

특유한 제도로서 민법에서의 이채로운 존재”라고 일컬어진다. 그 특별한 의미 

 하나는 세제도가 외국의 제도를 계수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회에

서 특유하게 발달해 온 제도”라는 데 있다 할 것이다.1) 그 지만 정작 과거의 

세 습의 유래와 실상은 여 히 의문에 쌓여있다. 민법 제정 당시는 물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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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 이후 세권에 한 학문  논의는 거의 으로  습조사보고서2)와 

조선고등법원의 결례 그리고 일제강 기말에 행해진 실태조사3)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들을 제외하고는 그 이 의 세 습의 실상을 해주는 자료는 거

의 해지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몇 가지 단편  자료에 의존한 추측과 가설

에 입각하여 세 습이 논의되어 왔다.

세의 역사  기원에 해서는 조선시 의 家 典當에서 세가 유래․발

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편의상 ‘가사 당 유래설’이라 한다).4) 한 

세  당과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통 국의 ‘典’ 습과 화민국민법과 만

주국민법 상의 典權5)이 비교 상이 되고,6) ‘가사 당 유래설’의 논자  세

제도가 국의 권에서 향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7) 민법기  당시 

법사  민법안심사소원회 탁으로 활동한 張庚鶴 교수는 일 이 국의 典權

과의 유사성에 주목하며 ‘傳貰’가 원래는 ‘典貰’라 불리지 않았을까 하고 말한 

 1) 郭潤直, ｢傳貰權制度에 한 若干의 察｣, 서울 학교 法學 3-2(1962), 264면.

 2) 鄭肯植 編譯, 國譯 慣習調査報告書(한국법제연구원, 1992), 269~274면. 이하 개역  습

조사보고서로 인용한다.

 3) 京城帝國大學 社 調査部法律學班, ｢傳貰慣行の實證的硏究｣(1~3), 司法協 雜誌 23-4 

․5․7(朝鮮司法協 , 1944).

 4) 윤 성, 한국 세권법연구(한국학술정보, 2010), 40면 이하, 특히 107~108면; 在先, ｢傳貰

權의 變遷과 機能｣, 李銀榮 外 共編, 韓國民法理論의 發展(Ⅰ)(博英社, 1999), 396~397면; 

金龍潭 편, 朴淳成 집필, 註釋 民法 物權(3)(韓國司法行政學 , 2011), 225면 등.

 5) 典은 토지소유자로서 권을 설정하는 자(出典人, 原主, 原業主)와 당해 토지에 권을 취

득하는 자(承典人, 典主, 現業主) 사이에 만들어지는 계로, 승 인이 당해 토지의 사용․

수익을 하고 출 인은 승 인으로부터 典價로 불리는 ( 체로 당해 토지의 가액의 5할 

내지 8할)을 수취한다. 의 계는 ‘回贖’에 의해 종료될 수 있다. 즉 출 인이 典價에 상당

한 액을 승 인에게 반환하면 출 인이 당해 토지의 사용․수익을 행하는 상태로 복귀하

는 것이다. ‘ ’의 법  성격을 둘러싸고는 만구 조사 사업 당시부터 환매특약부 매매설, 

부동산질권설, 용익물권설 등 다양한 설명이 제시되었다. 西英昭, ｢慣習調査における｢典｣

を巡る論議過程｣, 國家學 雜誌 118-11․12(2005), 48~49면.

 6) 윤 성, 의 책, 156면 이하; 李銀榮, ｢中華民國民法의 典權에 한 硏究－우리의 傳貰權

과 比 하여｣, 晴軒 金曾漢博士華甲紀念 現代民法學의 諸門題(晴軒金曾漢博士華甲紀

念論文集編纂委員 , 1981), 382면 이하, 394~399면; 이종길, ｢中國物權法史上 ‘典權’制度

에 한 ｣, 法學論叢 24-2(국민  법학연구소(2012).

 7) 宋姃殷/ 在先, ｢典权与传贳权的借鉴与影响( 국 권과 한국 세권의 계승과 향)｣, 慶
喜法學 43-4(2008), 266․2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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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는데,8) 가사 당 유래설의 논자 역시 ‘傳’이 ‘典’의 음기에서 연유한 것으

로 추측한다.9) ‘가사 당 유래설’의 주장은 세 습의 연원의 해명에 그치지 

않고 일제하 세 습 변천의 歷史像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포

함하고 있다. 즉 “ 세 습의 고유성”은 원래 물  담보제도로서 가사 당에서 

유래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 많고, 따라서 “우리나라의 세제도를 근 법에 있

어서의 임 차와 같이 법  구성을 하는 것에 많은 난 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물권으로서의 특징을 가졌던 종래의 세제도가 일제강 기에 임 차계약

의 일종으로 왜곡되었다는 것이다.10)

이에 해서 세제도가 “고유의” 부동산 습인 還 11)에서 유래했을 것이

라고 보는 이도 있다(편의상 ‘환퇴 유래설’이라 한다).12) 당 과 세 , 당

기간과 세기간 등의 측면에서 가사 당과 세의 법  구조가 외 상 서로 

유사하기는 하나, 당의 원인은 소비 차 는 채무의 변제를 한 것인

데 반해 세의 주된 목 은 가옥사용이라는 에서 두 제도의 목 이 근본

으로 다르다는 을 강조하며, 환퇴가 개항 이후 도시로의 인구 유입으로 가옥 

수요가 격하게 증 함에 따라 세 습으로 변질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이 

 8) 張庚學, 新物權法各論 上卷(서울 試學 , 1959), 1959, 81면.

 9) 尹大成, ｢傳貰權法 前史 : 傳貰文記의 硏究를 심으로｣, 창원민사법연구회 편, 韓國

民法의 歷史와 解釋(창원 출 부, 2008), 804면.

10) 윤 성, 앞의 책(주 4), 117~118; 130~133면.

11) 여기에서의 환퇴란 환퇴 즉 환매의 권리를 유보하는 특약을 붙여 토지․가옥을 매매하는 

습을 말한다. 權賣라고도 불리며 일부 지방에서는 ‘姑爲賣買’, ‘爲姑放賣’라고도 했다. 환

퇴와 유사한 것으로 답의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수익권을 환매특약을 붙여 매매하는 

賭地賣買가 있다. 상세한 것은, 장창민, ｢朝鮮時代의 還 制度｣, 법사학연구 26(2002), 173

면 이하. 아울러 김재문, 한국 통 민법총칙과 물권법(동국 출 부, 2007), 279면 이하.

12) 이홍민, ｢채권  세의 법 규율｣, 고려법학 66(고려  법학연구원, 2012), 90~91면. 그 밖

에 가사 당에 부분 붙는 流質特約이 세에는 없는 에서도 차이가 나며, 가사 당에

서 채권자에게 사용⋅수익권이 주어지는 등 세와 유사한 을 보이는 것은 가사 당이 

유질의 성질을 가진 에서 비롯된 것일 뿐 가사 당이 세로 발 했다고 하기는 힘들

고, “ 세계약을 체결하면 소유자는 자신이 그 가옥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세입자 쪽에서는 자신의 가옥인 것처럼 생각한다”(京城帝國大學 社 調査部法律學班, ｢傳

貰慣行の實證的硏究｣ 3, 司法協 雜誌 23-7, 1944, 15면)는 념이 있는  등을 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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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에 따르면, 세 습이 타인의 물건에 해 가를 지 하고 이용하는 데 

그 이 있으므로 일제강 기에 이를 임 차의 한 유형으로 보았다고 해서 

반드시 이를 세 습의 왜곡으로 단정하기 힘들다고 한다.13) 

이 자리에서 섣불리 세의 연원 논쟁에 뛰어들고 싶지는 않지만, 두 견해의 

문제 을 몇 가지 지 하고 싶다. 먼  ‘가사 당 유래설’은 가사 당과 세의 

문기에 나타나는 유사한 요소들에 주목하나 그것이 곧 세가 가사 당에서 

유래했음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 한 ‘가사 당 유래설’에서

는 담보제도로서의 기능－‘고유’한 세 습의 물권성을 뒷받침하는 주된 논거

－이 강조되고 있으나 부동산이용권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은 오히려 부차 인 

것처럼 취 되는 문제가 있다. 이 에서 타인 가옥의 유상 사용을 본체로 갖

는 세의 이미지에 어 나 보이는 느낌이 있다. 한편 ‘환퇴유래설’의 경우, 

당과 세의 제도의 기능 내지 목 의 차이에 착목하는 은 타당하지만, ‘환

퇴’와 ‘ 세’ 사이에 요한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환퇴( 는 權賣, 

賭地賣買)는 가옥이 아니라 답을 상으로 발 한 것이며, 환퇴기간도 일반

으로 세기간에 비해 길다. 한 당이 아닌 환퇴에서 기원을 찾는다 할지

라도 당과 환퇴를 완 히 별개 차원의 것으로 취 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계약의 형식과 내용, 부동산이용  수수의 방식 등의 에서 한국의 ‘환

퇴’는 국의 ‘典’과 동질 이며, 따라서 ‘환퇴’ 역시 부동산용익․부동산질․

당 등의 복합  성격을 가진 ‘典’ 유형의 습이 분화․진화한 형태로 볼 수 

있는 에서 간 으로 ‘典當’과도 연결되는 지 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물론 ‘典’이나 ‘典當’을 반드시 국에서 고유하게 형성되어 한국에 해

진 제도로 볼 필요는 없다. 채권담보수단으로서 ‘質’이나 당 형태나, 조상으

13) 의 , 99면. 같은 에서 지 하는 것처럼, ‘가사 당유래설’의 표자 윤 성 교수는 본

래의 습상 세권을 양도․ 해도 貸主가 이의를 하지 못했음에도 1912(明治45)년 3월 

8일 조선고등법원 결(民上 제15호, 朝鮮高等法院判決  1, 443~445면)은 “가옥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양도․ 하는 것으로 결함으로써 임차권의 양도․  법리를 수용하여 

세 습을 왜곡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가옥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承諾ヲ得ス)’라

는 원문을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로 오역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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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물려받은 것이자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토지를 나 에 회복할 권리를 

유보하고 타인에게 넘기는 것은 국에만 존재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

세 유럽, 국, 일본에서도 유사한 부동산 습이 있다.14) 그런 에서, ‘가사

당유래설’  국의 권의 향을 거론하는 견해에 해서도 해당하지만, 환

퇴와 같은 ‘典’ 인 부동산 습이 더 리 행해졌던 국과 일본에서, 더구나 

도시의 인구집 도도 더 높았음에도 왜 한국의 세와 같은 습이 성립하

지 못했는지를 설명하는 것도 과제이다. 

‘가사 당 유래설’과 ‘환퇴 유래설’은 어떤 에서 비슷하다. 세의 어떤 특

성과 유사하며 시기 으로 앞서는 것으로 상정된 특정 습으로부터 세가 

유래했을 것으로 보는 근방식을 취한다는 , 하지만 그 게 해서 일종의 모

태로 상정된 특정 습과 세 사이에는 엄연한 불일치가 있다는 이다. 하나

는 ‘담보’ 제도이고 하나는 ‘ 답’과 련된 제도이다. 가사 당이나 환퇴 모두 

‘典’ 인 속성을 갖는 제도라고 할 때, 어느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의 이행을 상

정하기보다는 ‘典’  습들의 분화․진화 형태 속에서 가사 당, 세, 환퇴 

등을 자리매김하고 그 상호 계를 검토하는 것이 더 생산 인 논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세의 유래를 설명하려면, 무엇보다 세의 핵을 

이루는 지  즉, 타인의 ‘가옥’에 한 유․무상의 용익 행 자체로부터 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이 개되는 가운데 가사 당이나 환퇴 

혹은 다른 습의 념과 요소가 향을 주고 어떤 요소는 세로 이되기도 

하면서 세 습으로 발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세의 

형성과정을 해명하기 해서는 우선은 타인의 가옥을 세를 주고 빌린다는 기

본 인 요소로부터 출발하여 그 형성과 진화에 향을 주었을 복합  요소들

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 이 당장 이러한 난문을 해결하려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 은 극히 

14) 근세 국, 일본, 랑스, 조선의 유사 행에 한 개 인 비교는, 배항섭, ｢조선후기 토지

소유구조  매매 습에 한 비교사  검토｣, 한국사연구 149(2010). 근세 랑스의 환매

법(retrait)과 에도시  일본의 토지거래법  質과의 비교 그리고 그 근 법  형태로의 변화

에 해서는, 水林彪, 国制と法の歴史理論(東京 : 創文社, 2010), 470~474면․599~6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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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인 과제에 만족하고 있다. 즉 그 동안 이용되지 않았던 자료를 통해 세 

습의 실상에 좀 더 근하고 아울러 습 연구에서 거의 바이블로 취 되는 

 습조사보고서의 서술을 검증해보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세에 해 앞으

로의 논의를 한 발 을 마련하고자 한다.

먼  조선시 의 문헌자료를 통해 조선후기 한성에서의 家 貰借 습을 살

펴보고, 조선총독부 추원의 각 군의 借家慣習 조사자료를 통해 1910년  

세 혹은 세유사 습의 존재양태를 알아본다(II). 이 에서 그러나 이 에서 

세 습의 이해를 해 주로 활용할 자료는 1896년부터 1910년까지의 漢城裁

判所(1895~1908) 그리고 京城區裁判所와 京城地方裁判所(1908~1910)의 민사

결서이다.15) 이를 활용하여 우선 세 분쟁의 소송당사자, 청구의 내용, 청구사

유와 배경을 살펴본다(III). 그리고 결서에서 추출한 정보를 기 로 세 습

의 특징과 법  성격의 이해에 련되는 몇 가지 주제들을 분석해볼 것이다. 

‘ 세’라는 용어의 용례, 세계약서와 세계약의 인증 행, 세기간, 세

의 세( )와 양도, 신 소유자에 한 항력 등의 주제를 심으로 재

사례를 분석하고  습조사보고서의 서술을 검증할 것이다(IV).

Ⅱ. 조선시 의 기록과 습조사보고서 속의 세 련 습

1. 조선시 의 家 貰借와 ‘貰賣’

조선시 의 문헌에서 세 습의 내용을 소상히 알려주는 기록을 만나기는 

힘들다. 물론 타인 소유의 가옥을 빌려 쓰는 행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15세

기 후반에 반포된 經國大典의 戶典 田 條는 토지와 가옥에 한 소송에 5년

15) 법원도서  홈페이지에서는 ‘구한말 민사 결문’이라는 이름으로 법원행정처 법원기록 에 

소장된 방 한 구한말 민사 결문을 검색하고 원문이미지를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아직 결서 량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서울 지역 법원의 결서들은 거의 량이 

공개되었다.(http://khd.scourt.go.kr/main/index.jsp. 이하 ‘한말민사 결DB’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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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소기간을 정하고 외 으로 출소기한의 제한이 없는 5가지 사유  하나

로 ‘賃居永執 ’(빌려 살다가 가옥을 구히 빼앗은 경우)를 들었다.16) 이를 보

아도 ‘임거’가 오래 부터 행해졌으며, 임거자에 의한 소유권 침탈이 국법상 

사유로 취 되었음은 충분히 짐작된다.

왕조실록을 검색하면 賃居, 借居, 貰居, 貰入, 借入, 借貰, 貰借, 借家, 貰家 등 

다양한 용어로 표 된 가옥 임 차에 한 기사가 발견되며, 한성의 주택문제

가 심화된 조선후기에는 기사의 검색 빈도도 높아진다. 조정에서 크게 다루어

진 문제  하나는 양반사 부들이 일반 백성의 집에 세 들어 살다가 집을 빼

앗는 일이었다. 해군 에도 사 부(士大夫)들이 백성의 집을 빼앗아 유하

는 것이 백성의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을 엄단하는 조치가 취해진 이 있는데, 

숙종 연간에도 엄  조치에 취해졌고,17) 다음 기사와 같이 조 즉 년(1724년)

에 엄한 처벌법규가 마련되었다. 이로부터 이 시기 사 부가 타인의 가옥에 세

입하는 일이 흔했다는 것, 가옥세입의 경우 셋돈을 주고 ‘貰文’ 즉 貰文券을 수

수하는 것이 례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 심단이 아뢰기를, “사부(士夫)로서 집이 없는 자가 많으므로 세로 들어가는 것(貰

入)이 근래에 통상 으로 행해지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애당  세를 주지도 않

고(不給貰), 심지어 허 로 세든 문서(貰文)를 작성하여 빼앗아 들어간 죄를 면하려고 꾀

16) 나머지 외사유는 盜賣 , 相訟未決 , 父母田 合執 , 因幷耕永執 이다. 

17) 士大夫들이 백성의 집을 함부로 유하는 것을 거듭 지했다. 이보다 앞서 사 부들이 혹 

싼값에 백성의 집을 강제로 매입하거나 혹은 백성의 집에 賃貸하여 들 다가 오래도록 돌

려주지 않았는데, 숙종이 그 폐단을 자세히 알고 엄 하게 하도록 하고 한성부로 하여  

때때로 백성의 집을 빼앗은 여부에 해 아뢰게 했다. 이때에 이르러 한성부에서 없다고 아

뢰니, 임 이 判下하기를 “진실로 없으면 좋겠지만, 그 지 않다면 깊숙한 구 궁궐 속에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京兆의 郞官으로 하여  摘奸하게 하라.” 하고, 

이어 간하는 낭 이 여리(閭里)를 소란스럽게 하는 것을 하게 했다.(申禁士大夫橫占民

. 先是, 士大夫或以輕價, 勒買民 , 或僦入民 , 久不還之. 肅宗稔知其弊, 痛加禁遏, 令

漢城府, 以時啓其奪閭家 否, 至是, 漢城府啓 無有也, 上判曰 : “實無則可, 不然, 深邃九

重, 何知都民之抑鬱乎? 可令京兆卽摘奸.” 禁其摘奸郞之驚撓閭里.) < 조실록> 조 즉

년(1724 甲辰). 9.24. 인본 41책 407면. 국사편찬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main/main.jsp) 국역  원문 검색. 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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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도 있으니, 일체 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 이 말하기를, “사부로서 

상민(常民)의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은 빌리거나 세를 들었거나(借貰)를 막론하고 아울러 

빼앗아 들어간 것(奪入)으로 죄를 정하라.”18)(  필자)

역사학계에서는 사 부의 여염집 ‘奪入’을 포함하여 한성부의 주택문제를 

다룬 연구들이 축 되어 왔고,19) 근래에는 호 자료를 활용한 주거형태에 한 

연구도 진 되고 있다.20) 그  한 연구에 따르면, 조선후기의 호 자료에는 借

入, 貰入, 新入, 移入, 代入, 時入 등 다양한 주거형태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들 

용어의 용례를 검토하면 ‘借入’은 일시 으로 행랑이나 외사를 유․무상으로 

빌리는 것이며, ‘貰入’은 家垈나 가옥 체를 오늘날의 세 형태로 빌려 貰文

을 작성한 후 貰錢을 지 하는 거주형태로 악된다고 한다.21) 

필자가 실록 등을 검색해본 바로도 借入과 貰入은 상통하기도 하고 서로 구

별되어 사용되기도 하며, 이 둘을 합한 貰借, 借貰와 같은 말이 쓰인다. 따라서 

가옥 임 차 계약을 통용어로 표 한다면 ‘家 貰借’ 계약 정도가 될 것이다. 

실제로 한성재 소의 결서에는 ‘세차계약’이라는 표 이 쓰인 것도 있다. 다

만 ‘세차’ 일반에는 가옥의 임 차뿐 아니라 선박․우마 기타 동산의 사용 차

도 포함된다. 한 ‘세를 다’(給貰, 貰給)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빌려 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에서 ‘貰’의 행과 념을 이해하기 

18) 조실록 1, 조 즉 년(1724).10.16(丙戌).

判尹沈檀啓曰 : “士夫之無家 多, 故貰入爲近來通行之規, 而其中亦有初不給貰, 至於僞成

貰文, 圖免奪入之罪 . 一切禁斷何如?” 士夫入處常漢家 , 毋論借貰, 一倂以奪入定罪.”

(  필자)

19) 이근호, ｢17~18세기‘閭家奪入’을 통해 본 한성부의 주택문제｣, 도시역사문화 3(서울역사

박물 , 2004); 유승희, ｢15~16세기 漢城府의 주택문제와 정부의 응｣, 사학연구 94(한국

사학회, 2009); 유승희, ｢17~18세기 漢城府內軍兵의 家垈 지 과 借入의 실태｣, 서울학연

구 3(서울시립  서울학연구소, 2009) 등.

20) 임학성, ｢조선후기 한성부민의 호 자료에 보이는 “時入”의 성격－한성부 주민의 주거 양상

을 구명하기 한 一試論－｣, 고문서연구 24, 한국고문서학회(2004); 유승희, ｢조선후기 한

성부 무주택자의 거주양상과 특징－借入, 貰入의 실태를 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0(2011) 등.

21) 유승희, 의 , 268~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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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가옥뿐 아니라 선박․우마 등의 ‘貰’에 한 사례들 역시 수집․분석

할 필요가 있다.

‘貰’가 단순한 ‘借’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세를 받고 빌려주는 것과 

세를 주고 빌리는 것에 해 ‘貰賣’, ‘貰買’와 같이 貰가 賣․買와 합성된 용어

가 쓰이는 에서도 나타난다. 이에 반해 借賣, 借買와 같은 말은 ‘빌리다’, ‘팔

다’, ‘사다’를 단순히 합친 것일 뿐, ‘세매’와 그 쓰임새가 같지 않다. ‘세매’라는 

말이 쓰인 <승정원일기>의 기사를 소개한다.

상이  이르셨다. “ 신이 살고 있는 곳에 장교들이 따라와 거주하는 것이 상례인가?” 

문수가 아뢰기를, “병조 서, 군문의 제조와 장의 집 근처에 있기 해 각 군문이 값을 내

어 그 동네에서 買貰하고, 직책에서 해제된 후 그 貰를 돌려받거나(還 ) 혹은 차후에 다시 

보직될 것을 생각하고 임시로 그 로 둡니다. 이제 장교가 임시로 借入하는 것은 이상한 일

이 아닙니다.”(上又曰, 大臣所在處, 校例隨往耶? 文秀曰, 凡爲兵曹判書軍門提調大 之

家近處, 各其軍門出價買貰於其洞內, 及其解職之後, 或還 其貰, 或慮此後, 更爲是職而姑

置之矣. 今此 校之姑爲借入, 不是異事矣.)22) [번역  , 필자. 이하 같음]

김일경(형조 서, 인용자)이 계문하다 : “무고죄인 최수만의 가옥이 에 류심에게 貰

賣되고 류심은 다시 이홍에게 轉賣했는데, 최수만이 처벌을 받은 후에 그의 가사는 호조

에 몰수되었습니다. 이홍이 본조에 소송하여 류심으로부터 셋돈(貰錢) 120냥을 받아내게 

되었으나 류심이 사망하여 그의 과부가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이홍에게 넘겨주었습니

다. 류심의 가족이 셋돈(貰錢)을 모두 잃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일 에 본조에 호소했

는데 그 사정이 실로 불 하고 심히 억울합니다. 필부필녀가 원통함을 호소할 데가 없으

면 왕정이 의당 구휼해야 할 바, 호조에 명하여 몰수한 가옥을 매각하고 최수만이 받은 

값을 계산하여 류심의 과부에게 돌려주는 것이 어떠합니까?” 상이 그 게 하라 하셨다.

(金一鏡所啓, 誣告罪人崔壽萬家 , 前已貰賣於柳諶, 諶又轉賣於李弘矣. 壽萬伏法之後, 

22) <승정원일기> 조7(1731). 7.16(丁丑). 국사편찬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검색. 이

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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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家 自戶曹籍沒, 李弘呈本曹, 徵其貰錢一百二十兩於柳諶, 諶則身死, 其寡家不得已

以其所居之 , 移給李弘. 柳家則空失貰錢, 又無依居之所, 鎭日呼訴於本曹, 其情誠慼

矣, 亦甚冤抑. 匹夫匹婦之呼冤失所, 王政之所宜恤, 令戶曹斥賣, 計壽萬所受價, 還給柳

諶之寡妻, 何如? 上曰, 依爲之.)23) 

첫 번째 기사인 조 7년(1731) 기사는 하  군 인 장교가 일시 으로 민간

인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일(貰買, 借入)이 흔하고, 셋돈을 돌려받는다는 말이 보

여주듯이 집주인에게 을 임치했다가 나 에 반환받는 것이 일반  형태

음을 말해 다. 두 번째의 경종 4년(1724) 기사는 세와 유사한 사례를 담고 

있다. 그 사실 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최수만(집주인)→류심(제1세입

자)으로 가옥의 ‘貰賣’가 이루어지고, 다시 류심→이홍(제2세입자)으로 “轉賣”－

여기서는 세(혹은 )의 의미24)－가 되었고, 원래의 집주인인 최수만의 

집이 에 몰수되자 제2세입자인 이홍이 제1세입자인 류심에 해 셋돈의 반

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류심이 셋돈을 물어주게 되었는데, 류심

이 사망하는 바람에 그의 미망인이 셋돈 신에 살던 집을 이홍에게 양도한 것

이다. 이로부터 세가 가능한 가세세차 행이 이미 정착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사에서는 제1세입자가 제2세입자에게 세를  것을 “轉賣”라 하고 

있으나 실질 으로 轉貰라 할 것이며, 실제로 다음의 조18년(1742년) 기사에

서는 ‘轉貰’라는 말이 쓰이고 있다. 이 말은 지 의 세( )나 세권 양도 

같은 상황을 리 지칭하는 말이었을 것이다.

권엄이 호조의 계문에서 아뢰기를, “월산 군의 가옥이 강 근교에 있는데 언제 轉賣되

었는지 모르나 월산정의 편액이 그 로 있다고 합니다. 하여 호조에 명하여 그 轉賣 경

를 상세히 조사하여 만약 근거할 문 과 가옥 본채가 있으면 호조에서 군 집을 속환한 

23) <승정원일기> 경종4(1724). 2.30(甲戌).

24) 기사의 문맥을 보면 이 ‘ 매’는 세입자가 타인에게 세를 주는 것 즉 세, 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이 에서 세는 민법상의 세(민법 제308조)에 한정하지 않고 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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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보고하도록 하달하도록 했습니다. 한성부에서 이를 받아 한성 각부로 하여  명을 

받들어 상세히 조사하고 찾아보게 한 바, 西部의 보고 내에 마포계의 유학 홍낙소가 거주

하는 가옥이 월산 군 풍월정으로서 옛날부터 해 내려왔다고 하므로 그 본가를 조사하

여 보니, 오래된 문권이 있었으나 의 화재로 소실되었고 轉貰文記에 마포 풍월정 가

사로 기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당해 부의 보고가 이미 이와 같고 轉貰文券 역시 이 집을 

풍월정이라 하니 이는 족히 빙거할 만한 단서가 됩니다. 홍낙소의 집값이 은 250냥이니 

문권에 따라 값을 계산하여  후 군 집에 돌려주게 하는 뜻으로 감히 계문합니다.” “알

았다”고 교하셨다. (權 以戶曹 啓曰, 月山大君家 之在江郊 , 不知何時轉賣, 而

風月亭扁額尙留云. 令戶曹, 詳査轉賣委折, 如有可據文蹟, 本第, 自戶曹, 贖還大君家後, 

草記事, 命下矣. 移文京兆, 捧甘各部, 使之詳加搜訪, 則西部所報內, 麻浦契幼學洪 韶

所住家 , 自古流傳, 以月山大君風月亭云, 故査問本家, 則久遠文券, 前已入於失火之

中, 轉貰文記, 以麻浦風月亭家 書塡矣. 該部所報, 旣如此, 轉貰文券, 亦以此家爲風月

亭, 則此足爲可據之端, 洪 韶家 價, 銀二百五十兩, 從文券計給後, 仍爲推還於大君家

之意, 敢啓. 傳曰, 知道.)25)

국사편찬 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시스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등

에서 실록을 비롯해 여러 고서와 고문서를 검색해보았으나 ‘傳貰’라는 말이 쓰

인 사료는 찾지 못했다. 그러나 ‘가사 당 유래설’과 친화력이 있는 ‘典貰’라는 

말이 쓰인 도 찾지 못했다. ‘典賣’라는 용어가 쓰인 기사가 간혹 있지만, 이는 

된다. ‘ 매’라는 말은 당과 매매를 의미하거나, 당하는 것 자체를 의미한

다. 통시 의 거래문서에서 ‘賣’는 반드시 구 인 매각을 뜻하지는 않는다. 

구  매매를 뜻할 때는 보통 ‘永賣’, ‘永永放賣’와 같은 표 이 쓰이는데, 만

약 그러한 표 이 없으면 사정에 따라 權賣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다. 비

슷하게 명․청시  국에도 ‘賣’는 ‘絶賣’와 ‘活賣’로 구분되며, 거래문서인 契

遽의 문면상 ‘絶賣’가 확실하지 않으면 回贖이 가능한 ‘活賣’로 간주될 수 있었

25) <승정원일기> 조18(1742). 8.23(己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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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6) 그런 에서 ‘賣’는, 일시 이든 구 이든 가의 지 을 수반하는 소

유권․용익권의 이 을 리 지칭하거나, ‘매’로 이행가능한 여타 계약의 명칭

에도 ‘매’라는 말이 쉽게 붙을 수 있었다. 만약 당시의 용어법과 거래의 양태와 

목 , 그리고 그 힘의 크기－소유권과의 거리, 소유권으로의 이행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永賣/權賣/典賣/貰賣와 같이 ‘네 가지 유형의 ‘매’로 분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매’는 ‘ 매’와 비교해보더라도 매우 취약한 지 에 있

었다. 통법제는 ‘典’을 ‘賣’와 실질 으로 동등하게 취 하여 이 매매는 물

론 이 당도 허용하지 않았다. ‘典’은 오늘날의 당권과 달리 국법상 철 히 

‘一物一典’ 원칙 아래 규율되고 있었다.27) 반면, ‘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 이

나 상실을 래할 힘이 상 으로 약하 다. 賃居永執이나 세력가의 奪入과 

같이 국법이 심을 갖는 사례를 제외하면 세차 계의 규율은 민간의 행에 

맡겨져 있었다. 무엇보다 한말의 재 사례가 보여주듯이, 동일 가옥에 당과 

세가 병립하는 경우 당권자가 세권자보다 압도 으로 우 에 있었다.

26) 명․청  국에서 活, 絶의 구분에 해서는 寺田浩明, ｢清代中期の典規制にみえる期限の意

味について｣, 東洋法史の探究－島田正郎博士 寿記念論集－(汲古書院, 1987), 345~347면. 

특히 典과 賣의 차이와 상호 계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명․청기 사회에서 業

主와 承典  간에 만들어지는 典과, 업주 간에 만들어지는 매매라는 두 가지 법률행  사이

의 계는 같은 부동산질과 매매라 해도 반드시 근 에서의 소유권  그 소유자의 토지

용익의 한 수법으로서 소유권 내부에서 행해지는 질권 설정이라는 비와는 완 히 동일시 

할 수 없다. 오히려 典․賣 두 행 는 기본 으로는 동질의 병렬 인 구성을 갖는다. 즉 매

도인․출 자는 유사한 契 형식을 가진 契遽를 세워 매수인․승 자에게 付執하고, 매수

인․승 자는 모두 업주 즉 그 정당한 前 유수익자로부터의 내력상의 정통성, 구체 으

로는 그 게 해서 주어진 사  계거를 자기 권원의 빙거로서 유 수익한다. 양자의 차이는, 

典의 경우 권원부여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수시로 혹은 설정된 典限 후 원래의 典價로써 그 

권원부여를 재차 말소할 수 있는(이를 ‘回贖’이라 하며,  그러한 취소할 수 있는 계 일

반을 사람들은 총 하여 ‘活’이라 불 다) 데에 반해, 賣의 경우는 일단 행한 권원부여를 취

소할 수 없다(이를 活에 해 ‘絶’로 부른다)는 형식에서만 존재했다. 그리고 한 후라 해도 

회속되지 않는 한 계거에 근거한 정당한 유수익(官業)을 계속할 수 있는 은 승 자도 

업주와 마찬가지고, 한 때로는 출  후에 벌충을 요구하는 신 회속권을 포기하는 ‘조

(找絶)’, ‘先典後賣’의 행을 통해 과 매는 실질 으로도 단순한 이행 계를 가졌다.”(같

은 책, 339~340면).

27) 大明律․戶律․田 ․典賣田 條  형법 (1905) 제636조. 한말의 一土再典賣 재 사례

는, 이 록, ｢ 무․건양기 부동산 이 매매  이 당에 한 연구－고등재 소  평리

원 결을 심으로－｣, 법사학연구 4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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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조선후기, 더 한정하면, 아무리 늦어도 18세기  한성 지역에

서는 家 貰借의 한 방법으로 ‘貰賣’라 불렸고 ‘轉貰’가 가능한, 세 는 그것

의 진정한 기원이 되는 행이 리 행해지고 있었다. 그 구체 인 내용이 무

엇이며 훗날의 세와 같은 것인지는 앞으로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 지만 

어도 ‘가사 당 유래설’과 ‘환퇴 유래설’이 상정하고 있는 세 습의 형성시기

(개항 이후 즉, 19세기말)보다 훨씬 일  가옥 ‘세매’ 습이 성립했다는 것, 그

리고 이 ‘세매’ 습이－이것의 기원을 다시 ‘典’  행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나－ 어도 조선후기의 ‘가사 당’이나 ‘퇴도지매매’로부터 단선 으로 

유래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은 확인되었다.  습조사보고서에 

수록된 ‘ 세 습’은 조선 후기 한성부에서의 가사 세매 습이 변화를 거쳐 

습조사 시기에 이른 것이 기록되고 해석된 것이라 할 것이다.

2.  습조사보고서에 기술된 세 습

1) 세 습의 개요

 습조사보고서 채권편 임 차 항목은 “한국에서 가장 보통 행해지는 가

옥 임 차의 방법”인 傳貰에 해 서술하고 있다.28) 그 밖에 당에 한 서술 

속에도 세에 한 언 이 있다. 그 개요만 정리하고 넘어간다.

[ 세의 의의] 차시에 借主가 일정한 액(가옥의 가의 반액 내지 7, 8분을 통례

로 함)을 家主에게 기탁하고 별도로 차임을 지불하는 일 없이 가옥반환 시에 이르러 

그 반려를 받는 것.

[ 세기간] 통상 1년이지만 계약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며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도 있

다. 경성에서는 기간을 특약하지 않은 경우 100일을 기한으로 하는 것이 례라 한다. 

28) 개역  습조사보고서, 269~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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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에는 서로 해약을 할 수 없으나 기간 경과 후에는 언제라도 해약할 수 있고,  

별도로 고기간으로 정해진 것도 없다. 다만 주가 해약한 경우 차주가 이사 하는 

데 필요한 일자를  것을 요하며, 경성에서 와가는 15일, 가는 10일간의 유 기간을 

인정한다.

[계약서 작성과 인증] 다른 지방에서는 가주가 傳貰文記를 차주에게 교부하는 것이 상

례이다. 경성에서는 주와 차주가 연서를 하여 청원서를 한성부에 제출하고 家契에 懸

을 받는 례가 있다. 다만 이 차를 밟지 않은 경우에도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제3자에 한 항력] 차주는 그 권리로써 제3자에 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계 록을 받거나 혹은 이를 가옥의 문권에 기입한 경우에는 제3자에 항할 수 있

다. 가옥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가 세 을 반환하지 않으면 차주는 가옥

을 인도할 필요 없는 것 같다. 다만 가계 록의 례가 있는 경성에서는 가계 록이 

없는 경우 차주가 설사 세 을 반환받지 않아도 신 소유자에 해 인도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 같다.

[ 세권의 양도․ 당] 차주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혹은 당으로 할 수 있고 주

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월세] 과거에는 포 외에 이런 종류의 임 차는 거의 없었으나, 십 수 년 이래 일반

으로 행해지게 되었다. 선불이나 후불이 있으나 계약 여하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 당가옥의 임 차]29) 원칙 으로 임 할 수 있다. 당을 한 가옥의 임 차는 개 

월세로 임 하며 차임을 선불하는 경우가 많으나, 때로 후불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강

원도 원주 지방에서는 후불이 많다고 한다. 그 기간은 약정에 따라 일정하지 않지만, 

2개월 이상의 차임을 선불하는 는 거의 없다. 차가인은 차임의 선․후불과 계없이 

그 권리를 당권자에게 항할 수 없다. 서울에서는 1893년(開國 503년) 가계 발  후 

세, 당 모두 신청에 의해 한성부에 비치한 家契原籍과 가계에 록하여 당한 가

옥은 세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평안북도 변지방과 함경남도 원산 

지방에서는 당을 한 가옥의 세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지방에서는 이에 한 습

이 분명하지 않으나 보통 당을 한 가옥은 세를 하지 않는 듯하다.

29) 의 책, 2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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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慣習回答彙集에는 1912년 3월 조선고등법원의 세 습에 한 질의

에 한 총독부 취조국장의 회답이 있다.30) 그 요지는 세계약에 의해 가옥을 

차용한 자는 가옥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고, 세

권 양수인이 가옥의 명도를 할 경우에는 직  가옥의 소유자에 해 세 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세계약에 의해 가옥을 차용한 자는 다시 그 가옥을 

타인에게 할 수 있고 가옥의 소유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같

은 취지는 고등법원 결에서 확인되었다.31)

2) 傳貰文記, 傳貰立旨, 家契懸

 습조사보고서는 세계약서인 세문기, 그리고 세계약의 인증방법으

로서 가계 록에 해 언 하고 있다. 가계란 구래의 부동산소유권․매매의 증

명방법인 立案제도와, 개항 후 외국인거류지에서 실시된 地契제도(1883년부터)

를 바탕으로 가옥의 매매를 증명하는 제도로서 1893년 한성부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가계제도는 4차례 가계의 양식이 바 고 제도가 보완되는 가운

데 가옥의 소유권 취득․이 (매매․신축․상속)과 당권 설정을 증명하는 제

도로 기능하다가, 1906년 10월 26일에 제정된 칙령 제65호 ‘土地家屋證明規則’

이 같은 해 11월 1일에 시행됨으로써 폐지되었다.32) 1906년( 무10) 5월에 제정

된 내부령 제2호 ‘家契發給規則’에 따르면, 가옥소유자가 일정한 양식의 가계

발  청원서를 작성하고 文券이나 이 에 발 받은 가계를 첨부하여 제출하

면 지방 이 구문권을 조사하고 소  청에 비치된 家契原籍과 조하여 가

계를 발 했다. 가옥이 매매된 경우, 가옥 매도인, 매수인, 家 33)가 모두 청원

30) 51. 傳貰ニ關スル件(明治45年 3月 2日 高等法院 照 . 同年 同月 8日 朝發 第451號 取調局

長 回答), 朝鮮總督府中樞院, 民事慣習回答彙集(1933), 94면. 

31) 조선고등법원 1912(明治45). 3. 8. 明治45年民上第5號; 1943(昭和18). 6. 22. 昭和23年民上第

687號.

32) 가계제도  양식에 해서는 최원규, ｢19세기 후반 地契제도와 家契제도｣, 지역과 역사 
8(부경역사연구소, 2001), 106면 이하; 1차부터 4차까지 가계 양식에 한 상세한 고찰은 金

建佑, ｢한성부 家契와 공인 개인 家 에 한 고찰｣, 고문서연구 30(2007), 3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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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貰文記 (서울) 傳貰立旨

    年  月  日   某前明文

 右明文事段 某部某契某洞伏在 瓦草家幾間廤 右

人處傳世 以錢文幾千兩乙 準數捧上是遣  限百日

傳貰爲去乎 日後若有雜談是去等 以此文記 告官

卞正事

家主 某 印

家  某 印

訴狀

南署廣通坊由洞契二十八通八戶   趙璟德

右告訴段은 矣身에 所居瓦家六間을 某處에 買得居

生이오나 今에 李敏卿處에 捧貰文二百圜고 限則 

百日內로 貰給오니 燭後立旨成給시믈 伏望

  光武 十日年五月 日

 漢城府 處分 府尹

                    家主 趙璟德

  貰主 李敏卿

  家  金昌

     貰爲立旨成給 事

             十八 日

  년  월  일   OOO앞 명문/  명문을 작성하는 일

은 OO부 OO계 OO동 소재 기와집과 가 OO칸 곳

을  사람에게 세  錢文 O천량을 받고 1백일을 

기한으로 세를 놓으니 일후에 만약 잡담이 있으면 

이 문기로 에 제소하여 바르게 할 것. (이하 생략)

소장

남서 통방 유동계 28통 8호  조경덕

 고소하는 일은, 이 몸이 거주하던 기와집 6칸을 

OOO에게서 매득하여 살고 있었으나 이제 이민경에게 

셋돈 200냥을 받고 기한 100일로 세를 주오니 통 하신 

후에 입지를 성 하심을 엎드려 바랍니다. (이하 생략)

서에 연서하고 청에 출석해야 한다. ‘가계 록’이란 이들 거래 여자의 청원

으로 지방 이 발 해주는 가계에 당이나 세에 한 사항을 기입하는 것

을 말한다. 가계 록에 한 특별한 법규정은 없다. 가계 록 외에 세의 당

사자가 할 청에 청원하여 ‘傳貰立旨’를 발 받는 행이 있었다. 아래는 
습조사보고서에 실린 세문기, 세입지, 가계 록의 이다.34)

33) 家 (가쾌, 집주릅)는 가옥의 매매, 임 차 등에 해 당사자 방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고 거래를 개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자이다. 1893년 이래 한성부에서는 가쾌를 하려면 

한성부의 인허를 받아야 했다. 가쾌의 역할은 가옥거래의 개인 역할에 그치지 않았다. 

1898년 6월 한성부가 고시한 가사매매에 한 규에 따르면, 가쾌는 담당구역의 가옥의 原

居․借居․傳貰 여부, 官契나 立旨의 有無, 典當 여부 등을 조사하고 成冊하여 한성부에 

보고하고 이후 한성부가 新契를 발 할 경우 成冊과 戶籍에 따라 승인 발 하도록 했다. 

한 가쾌는 담당구역에서 이사를 가거나 오는 자가 있으면 어디로 이사 가고 어디에서 이

사 왔는지, 연원일을 조사하여 매달 말일에 보고하도록 했다. 최원규, 의 , 206~207면; 

金建佑, 의 , 205~208면.

34) 개역  습조사보고서, 272~273. 번역문  일부를 수정했다.



세 록 가계 1 세 록 가계 2

第一百八十三號

漢城府爲給發契據事照得南署明禮坊 龍洞契  

洞第五統一戶地所有家 九十二間瓦 間草 間計

時値二萬兩由本主尹斗炳情愿賣 柳昌熙居住爲

此合行給仰執契人員遵照後開三條章程毋得違越 

切切 至契

  光武五年十月十八日

                      右給 柳昌熙持憑

判尹  尹  主事     家  張善學

                      保證 申得載

   後開

一. 家 賣買時由本主 應圓人眼同家 帶 券 稟  

   始許換給新契紙價取五文

一. 家 之無 券 非有保證人記名書押不准發

一. 買主領有新契始許拚接  板入李春根處萬兩貰  

   給.(  필자)

[앞면]

第七百十四號

所在南署 賢坊 三十五統一戶

      一瓦家 十八間 

      一草家 O間

      一家垈 O間

      計間數 十八間

                   居住 

                          所有主 辛 模

右合照于本府家契原籍發給事

 ( 는 본부 가계원 에 근거하여 발 함)

光武十年六月二十日일

漢城府尹 印

....................................................................................................

...................

[뒷면]

    一賣買時價         居住 公洞三十五統一戶

                              賣主 辛 模

    一金四千圜         居住南部竹洞五十六統七戶

                             買主 劉鎭洪

    一賣買月日         居住中署東谷五十七統七戶

                             家  張善榮

光武十年六月二十一日   居住南署竹洞五統一戶

                              保證 洪昌燁

右據請願公證事       某年月日貰入某姓名何百圜也

                    (년월일 OOO이 O백원에 세입함)

  光武十年六月二十一日

      漢城府尹 印

제183호

한성부에서 家契를 발 하는 일. 남서 명례방 소룡

동계O0동 제5통 1호의 지소에 있는 가사 92칸(기와

집 O칸, 가O칸)이 시가 2만량에 본 주인 윤두병

의 청원으로 인하여 류창희에게 매도하여 거주하게 

하니 이를 해 마땅히 가계를 발 할 일이며, 가계 

발 을 청원한 자들은 아래의 3개조의 장정을 수

하여 반하지 말 것. 이에 가계를 발 함.

/ 무5년(1901) 10월 18일 /  발 받는 자 류창희. 

소지하여 증빙함/ 가쾌 장선학 / 보증 신득재 / 

윤․소윤․주사

아래(後開)

1. 가사 매매시 본 주인은 상 방(매수인)  가쾌  

  와 함께 券을 가지고 와서 제출한 후에야 새 

가계로 바꾸어 발 해  수 있음. 수수료는 5문임. 

1. 가사의 券이 없는 경우 보증인의 記名․署押  

  이 없으면 가계를 발 하지 않음.

1. 매수인은 新 契券을 수령한 후에야 입거할 수  

  있음. 이춘근에게 만량으로 세를  것을 기입  

  함.( 이 가계 록 부분. 오른 쪽도 같음.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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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18년 각 군 借家慣習 조사 결과

1918년 조선총독부 추원은 국 197개 군의 特種 作, 入 , 開墾 作  

借家慣習을 조사했다.35) 차가 습에 한 조회 내용은 간단하다. “차가 습, 

를 들면, 가옥의 借主가 家主에게 일정한 액을 기탁하고 따로 借賃을 지불



구분

․월세 유무 기타 습 언
세 련

특이 명칭계
(○)

월(×)

(○)

월(×)

(×)

월(○)

(×)

월(×)

차가

습 있음
年貰

무임/

기타 습

경기 18 11  4 3 　 3 全貰, 前貰

충남 11 5  6  　 3 1 　

충북 10 6 1 2 1 　 1 2 全貰

함북 11 2  9  　  1 ‘戾買 습’

함남 16 4  11  1 2 1 全貰

평북 17 10 1 5  1  1

姑爲賣買, 姑依, 轉賭, 

典貰, 禾利貸借 

cf. 월세=消賭.

평남 11 10  1  　  1 都貰, 늘세, 차즐세

황해 13 8 1 2  2  1 前貰, 還取貰

강원 18 4  13  1 3  　

경남 15 4  10 1 　 1 2 全稅

경북 20 8 1 9 1 1 1 1 　

남 22 10 1 7 3 1 1 3

북 12 7  3 1 1 3  賭租. 還賭租

합계

(비율)

194 89 5 82 10 　8 15 17
　

100% 45.9% 2.6% 42.3% 5.2% 4.1% 7.7% 8.8%

<표 1> 1918년 각 군 차가 습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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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가옥을 빌려 사는 습, 는 매달 일정한 집세를 지불하고 가옥을 

빌려 사는 습이 있는가?” 요컨  세 는 월세 습, 기타 차가 습이 있는

가 하는 것이다. 이에 해 194개 군이 회답했는데 그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35) 이 자료는 국사편찬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의 ‘ 추원조사자료>特種

作 기타에 한 건’에 각 군별로 정리되어 있다. 차가 습을 제외한 나머지 습들에 한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1. 특종소작 습 : (1) 소작인이 지주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작권을 양도할 수 있는 습이 

있는가? (2) 原賭地, (3) 中賭地, (4) 轉賭地.

2. 입회 습 : 한 부락 는 몇몇 부락 소유에 속하는 山野 는 原野에서 소유자인 부락 

는 그 지역 부락, 그 밖의 부락 주민이 땔감을 채취하거나 풀을 베거나 는 목축을 하는 

습의 유무

3. 개간소작 습 : 미개간지 는 陳荒地를 개간할 목 으로 일정 기간 무료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경작하게 하는 습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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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 ․월세 유무 항목에서 ‘차가 습 있음’이란, 별다른 언  없이 단순

히 ‘차가 습 있음’이라고 답한 것이다. ‘年貰’란 ․월세 유무에 한 회답과 

별도로 ‘연세’가 있다고 언 한 경우로, 그 내용은 1년 단 로 집을 빌려주되 1

년 치 임 료를  는 ․보리 등으로 받는 것 등이다. 개 에는 1년 치 

월세의 8할을 제공하고 1년간 차가하는 습이 있다는 곳도 있다(함남 신흥). 

‘무임/기타 습’에서 ‘무임’이란 실제로 임료를 받지 않거나 사실상 임료가 없

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집 한 채나 방 한 칸을 무임으로 빌려주는 것, 

는 세입자에게 따로 임 료는 받지 않되 농사일을 돕는 등 사역을 시키거나 지

붕수리를 한 짚을 제공하게 하거나 기타 가옥의 수선비를 부담시키는 것 따

를 말한다. ‘무임/기타 습’으로 분류한 것 부분이 ‘무임’에 해당한다. ‘무

임/기타 습’에서 ‘기타’란, 이상의 어느 하나로 분류하기 힘든 특이한 습이

다. 컨  집주인에 약간의 액을 기탁해 두고 만일 집세를 停滯했을 때는 

기탁 에서 꺼내어 그 달 분으로 충당하는 것(충북 진천)이다. 각 군의 회답에 

의하면, ‘연세’  ‘무임’ 유형의 임 는 도회지가 아닌 곳에서만 행해졌다. 

․월세가 모두 없지만 연세나 무임임 는 있다고 답한 곳도 있다. 이 두 

습은 차가수요와 융수요가 크지 않은 농 지역에서 행해진 ‘借入’ 형태라 할 

수 있으며, 집주인의 호의로 기숙하는 것에 불과했을 것도 있다. 

월세 유무에 한 회답을 보면, ․월세 모두 있다는 곳이 45.9%, 세만 있

다는 곳이 2.6%이고, 월세만 있다는 곳이 42.3%, 단순히 차가 습이 있다고 한 

곳이 4.1%, ․월세 모두 없다고 한 곳이 5.2%이다. 특이하게 황해도 옹진군

의 경우 세를 하는 경우 “가옥소유권을 당하는 것이 례”라고 했다. 이는 

1944년 경성제  사회조사부 법률학반의 세실태조사에서 확인된 행이기도 

한데,36) 1910년 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세나 월세가 있다고 답했다고 해서 그 습이 해당 군 체에 일반 으로 퍼

져있다는 뜻은 아니다. 같은 군내에도 해당 습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기 

36) 京城帝國大學 社 調査部法律學班, ｢傳貰慣行の實證的硏究｣ 1, 司法協 雜誌 23-4(1944), 

59~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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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주 도읍  지방은 월세가 보통. 기타 부락 傳貰(全貰, 前貰)가 보통임.

충북 동 자를 全貰. 그 외 1년 는 매달(年貰, 月貰)로 하는 것 있음.

함북 성진 월세가 통례. 戾買 습 있음(유기․무기. 가옥유지 리비는 차주가 부담).

함남 함흥 종래 全貰, 傳貰 있었음. 월세는 없다가 최근 도입지에서 내선인 불문하고 월세 습을 함.

평북 변
일정 액 기탁하고 기한(유기․무기)후 돌려받는 습(속칭 禾利貸借) 있음. 부분은 월세.

시가지에 국한됨.

평북 선천 자를 轉賭, 후자를 월세라 함.

평북 철산 자는 轉賭, 후자는 消賭라 함.

평북 산 자를 典貰라 함.

평북 강계 자를 姑爲賣買라 함.

평북 자성 자를 姑依라 함.

평남 용강 자를 都貰 는 늘세, 차즐세라 함.

황해 연백 자를 前貰라 함.

황해 송화 자는 락에서는 행해지지 않음. 이를 還取貰라 함.

강원 홍천
읍부근에서 월세. 락에서는 매년 賭地로 곡물지 하거나 수선 지붕 잇는 것을 차주가 담당하

는  있음.

경남 통 자를 全稅. 후자를 月稅라 함.

경북 김천 자는 에서 일정기탁 (통상 還 金). 후자는 시가지에서.

<표 2> 세․월세 등의 별칭․고유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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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다행히 어떤 군들은 그러한 사정까지 답해주었기 때문에 차가 

습의 분포, 형성시기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순히 ‘차가 습 있다’고 한 곳은 제외하고 생각해보자. 산술 으로 비교하

면, 세가 있는 곳은 47.5%, 월세가 있는 곳은 88.2%이다. 조사시 이 1918년

이라는 을 감안해야겠지만, 세와 월세  세가 가장 일반 이라고 하는 

 습조사보고서의 기술은 의 조사결과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 다만 

후술하듯이 월세는 도회지의 신생 습이라는 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세 역시 도회지에서 최근부터 행해졌다는 회답들도 있는 것으로 볼 때, 과거의 

세의 분포도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 

길을 끄는 것은 세의 별칭 혹은 그 지역에서의 명칭이다. 특이한 명칭을 

언 한 군과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내용  ‘前 ’라고 한 것

은 추원의 차가 습 질의  첫 번째 것 즉, 세를 말한다.



도명 군명 ․월세 련 특이 명칭

북 진안 자에 해 본 지방에서는 ‘무를도지’( 賭租 는還賭租)라 함. 

북 정읍 매년 연액으로 일정한 賭租지불하는 것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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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군들은 이 별칭과 고유 명칭을 들면서 그것이 세에 해당한다고 답했

다. 과연 반드시 세와 일치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회답에 따라 앞의 <표 

1>에서는 세 습이 있는 것으로 취 했다. 하지만 그 에는 ‘연세’와의 구

분이 불분명한 것도 있을 것이다. 컨  1년 치 월세의 8할을 제공하고 1년 차

가하는 행(함남 신흥)의 경우 세 유무와 무 하게 답한 것이기에 ‘연세’로 

분류했지만, 비슷한 행이 있는 곳에서 이를 세라 답했을 수도 있다. ‘기타’

로 분류한, “약간의 액을 기탁하고 집세 연체 시 기탁 에서 꺼내어 그 달 분

에 충당하는 행”(충북 진천)도 마찬가지다. 한 “ 자는 산간부 인민에서 드

물게 행해진다”는 강릉군의 회답은 일단 세로 분류했지만, 추원의 질의 취

지에 부합하는 세 습이 산간부에 있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 자는 1년

간 20원 내외이고 후자는 매달 1, 2원”(평남 맹산)이라는 회답 속의 자는 다

른 군에서 ‘연세’라 답했을 수 있다. 그냥 “ 자가 있다”고만 답한 지역에도 비

슷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자를 이 지역에서 ○○이라 말한다”고 답한 경우에도 반드시 그 실체가 

형 인 세와 같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습조사보고서는 세의 

약정기간은 보통 1년이라고 했지만, 추원의  조사결과를 감안하면 ‘ 세’

와 ‘연세’가 뒤섞여서 그런 조사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일단 

오해를 피하기 해서, 세  다른 명칭으로 “ 자가 있다”고 한 것을 통틀어 

편의상 ‘ 세형(型)’ 습으로 부르기로 하자. 세형 습의 명칭들은 세형 

습의 여러 특징  하나를 포착하고 있으면서, 그 지역의 세형 습의 형

성에 향을 주었거나, 세형 습의 특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습의 명칭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우선 ‘前貰’는 민사 결서에도 나오는 용어로, 세 을 ‘먼 ’ 다는 특징을 

반 하고 있다. ‘全貰,’ ‘都貰,’ ‘全稅’는 아마도 세 을 ‘모두’, ‘한꺼번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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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특징과 련될 것이다. ‘轉賭’의 ‘轉’은 할 수 있다는 것을, ‘姑爲賣

買,’ ‘姑依,’ ‘차즐세,’ ‘還取貰,’ ‘ 賭租,’ ‘還賭租’에는 기한이 도래하면 계약을 

무른다(환퇴)는 것을 표 한다. 별도의 명칭을 쓰지 않고 ‘戾買’(환매) 습이라 

한 것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典貰’는 당과의 유사성을 표 하고 있다.

姑爲賣買, 姑依, 차즐세, 還取貰, 賭租. 還賭租 등은 ‘환퇴 유래설’에, ‘典貰’

는 ‘가사 당 유래설’에 유리한 명칭이라 할 것인데, 자의 명칭이 빈도가 높

고 분포 지역도 넓다. ‘賭’와 ‘稅’는 ‘貰’와 마찬가지로 사용․수익의 가라는 

에서 轉賭, 賭租, 還賭租, 全稅와 같은 명칭이 많은 것도 주목된다. 이처럼 

환퇴 계열의 명칭, ‘貰’ 계열의 명칭, 그리고 토지임 차에서 주로 쓰이는 ‘賭’ 

계열의 명칭이 많다는 것은, 세를 당유사 제도로서 보다는 부동산의 용

익․임 차 제도의 하나로 보는 경향이 우세했다는 것을 말해 다. 

한편 禾利貸借에서 ‘화리’는 주로 소작 계에서 쓰이는 용어로 지역에 따라 

의미가 다양하다(이자, 소작료, 소작권 등). 차가 습에 해 “속칭 화리 차 

습이 있다”고 답한 평남 변군의 경우, 특종소작 유무에 한 회답에서는 “소

작인이 지주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작권을 양도할 수 있는 습”으로서 “禾利

賣買” 습이 있는데 “이 지방의 습은 지주에 해 되 는 기간을 정하고 일

시 사들이며 그 기간 내에 한하여 마음 로 소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했

다.37)  습조사보고서에서는 북 주지역에서 지주의 승낙 없이 소작권을 

매매하는 화리매매가 행해진다고 했다.38) 평남 변군의 가옥 ‘화리 차 습’

이 집주인의 승낙 없이 양도 가능한 세형 습이었을지는 불분명하다.

다음의 <표 3>은 회답  차가 습의 형성시기와 근래의 추이에 한 언

을 정리한 것이다. 

37) 추원조사자료> 特種 作 기타에 한 건> 寧邊郡 특종소작 기타에 한 건 회답> 1.특

종소작 습. 국사편찬  한국사DB(http://db.history.go.kr)

38) 개역  습조사보고서, 207~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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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근래 10년간 직 사자가 차가 습 생성. 종래에는 차가 습 없음.

경기 연천 내지인 거주가 늘면서 세는 차 폐지. 월세가 늘어남.

충북 괴산 10년 에는 없었음. 무료. 다만 지붕 기타 수선비를 차주가 부담.

함북 경성
종래 이 지방은 가옥건축이 용이하여 에는 차가 습이 없었으며, 있어도 무료로 집 일부를 

가옥의 건축․매매시까지 일시 으로 빌리는 것. 근래 내선인 공리가 차가.

함남 함흥 종래 全貰, 傳貰 있었음. 월세는 없다가 최근 도입지에서 내선인 불문하고 월세 습.

함남 고원 국인 일본인 외에 조선인 월세 습 없었음. 근래 공리와 상인이 차가.

함남 풍산 4~5년 부터 일부 지방(읍내)에서 차가(보통 월세) 습 있으나 그 지방의 고유한 습은 아님.

평북 귀성 4,5년 부터 월세. 세는 극히 드묾. 차가 습은 모두 도시에서만.

평북 정주
군내 4개면. 세는 드물고 월세가 보통. 내선인 공리나 상인들이 집을 빌리는 경우임. 그 밖의 

사람들의 차가 습 없음.

평남 성천 자는 없고 신 일정한 물품․노력 제공하는 습. 근래 군청소재지에서 월세 습.

평남 원 후자는 종 에는 거의 없다가 최근 리가 월세, 그러나 일반 이지 않음.

황해 해주 자는 조선인의 습. 내지인 거주 이래 월세 습으로 변천. 자는 차 없어지고 있음.

강원 간성 종 에는 수확기에 일정한 곡물로써. 근래에는 일정한 집세를 으로.

경남 양산 자는 지난날에 행해짐. 오늘날에는 후자가 많음.

경남 남해 후자는 종 부터 행해져 지 까지

경남 하동 종 에는 차가 습 없었음. 재는 월세와 연세.

경북 군
몇 년 까지 자의 (기간은 개 년이나 의 후 사정에 따라). 내지인 이주 후 월세 생김. 

자는 희박해짐.

경북 화 종래에는 무임. 최근에 집단지에서. 다른 곳은 종 로.

남 장흥 종래에는 없었음.

남 함평 후자는 근래에 시작

북 무주 종래에는 차가 습 없었으나, 읍내 일부 지방에서 차가 습.

북 순창 종래에는 차가 습 없었으나, 근래 월세.

<표 3> 차가 습의 형성시기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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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차가 습 자체가 근 10년 사이에 공리와 일본인이 늘어나면서 

도회지를 심으로 생성된 것이고, 월세는 한국인의 고유 습이 아니며, 종래 

세형 습이 있더라도 드물게 행해졌고 재는 월세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좀 더 분석 으로 보기 해 체 회답 내용  읍내와 락의 차이에 

한 언 (총 40건)을 추려서 정리하면, 읍내에만 월세가 있다 는 읍내에서 

월세가 보통이라고 한 것이 18건, 읍내(도회지, 시장)에서만 차가 습( ․월세 

포함)이 있다는 회답이 13건, 락에는 무임․기타 습이 있다고 한 것이 8건, 

읍내에 세형 습이 있다고 한 것이 2건, 락․산간에 세형 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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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 것이 2건이다. 주로 읍내에 세형 는 월세 습이 있고 그 에서 월

세가 훨씬 많다. 한편 특정 차가 습이 군내에서 행해지는 빈도에 한 언 을 

추리면, 세형 습이 있기는 하나 드물다고 한 것이 11건, 차가 습 자체가 

드물다 혹은 일반 이지 않다고 한 것이 7건, 세형 습이 감소하고 월세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 것이 3건, 도읍지에서 월세가 일반 이라고 한 것이 2건, 

락에서 세형 습이 보통이라고 한 것이 1건, 산간에 이따 씩 세형 

습이 있다고 한 것이 1건이다.

지 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습조사보고서의 서술과 일치하는 도 

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습조사보고서가 ‘가장 일반 으로 행해진다’

고 말한 세 습 자체가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 어떤 세형 습은 

차임지 형 ‘연세’와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것, 월세보다는 세형 습이 지

역 으로 더 넓게 분포되어 있기는 하나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 일부 지역에서는 세형 습을 답의 이용 습 특히 ‘환퇴’와 

닮은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다양한 명칭의 

세형 습의 실체를 알 수 있다면, 도시형과 농 형, 구형과 신형, 지역고유형

과 외부 래형 등과 같은 분류가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습조사사업에서는 이

러한 다양성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 서울 지역을 심으로 형

성․발 되어온 세 습의 이미지가 습을 조사․해석하는 데에 강한 향

을 미치고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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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민사 결문에 나타난 家貰金  임 차 분쟁의 양상

1. 한성재 소 시기(1896~1908)

1) 련 결건수

漢城裁判所는 개국504년 3월 25일(양력 1895년 4월 27일) 법률 제1호로 공포

된 ‘裁判所構成法’에 의해 설치된 재 소다. 한성재 소는 한성 5부의 제1심 민

사․형사사건－외국인이 한국인을 피고로 제소한 사건도 포함－을 할했고, 

1897년( 무1년) 9월에 京畿裁判所가 설치되기 에는 경기도 지역의 사건도 

취 했다. 처음에는 임의 사․검사로 구성되는 재 소로 출발했으나, 1898

년( 무2년) 2월 한성부로 합설된 후에는 漢城府裁判所가 되어 한성부 윤이 

수반 사를, 한성부 소윤이 사 2인  1명을 겸임했다. 이후 1900년에 다시 

한성재 소로, 1901년에 한성부재 소로, 다시 1904년에 한성재 소로 바 었

다. 당시는 2심 제 다. 상 심재 소로서 高等裁判所(1896~1899)가 설치되었

다가 1899년 5월 재 소구성법 개정에 의해 平理院으로 개칭되었다. 이하에서 

한성재 소와 한성부재 소를 모두 ‘한성재’로 약칭한다.

법원도서  홈페이지의 한말민사 결DB에 의하면, 1895년 5월부터 1908년 7

월까지 한성재의 민사 결서는 약 4,500건에 이른다.39) 사건 명칭을 분류 기 으

로 삼아 집계하면, 한성재 결사건  79% 정도가 채무와 동산 물품에 

한 것이고, 21% 정도는 토지, 가옥, 산송, 보(洑) 등 부동산에 한 것인데, 가옥에 

한 것은 10% 남짓이다. 그러나 이 비율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일 뿐이고 사건

의 내용을 기 으로 삼으면 조  달라질 수 있다. 소수가 락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117개 정도의 결서가 소송명칭  그 내용상 임

차  셋돈이 련된 것들이다. 다음 <표 4>는 이를 연도별로 집계한 것이다. 

39) 한성재 결건수의 추이  추산에 해서는 이 록, ｢한말 외국인 상 민사재 의 구조와 

실태 : 한성(부)재 소의 민사 결을 심으로｣, 법과 사회 41(2011), 184~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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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련 결서의 수 련 사건의 수

한성재
고등재/

평리원
합계

환산사건

(a)

제외사건

(b)

실질사건

(a-b)

1895 　 　 0 　 　 0

1896 14 2 (1) 16 15 4 11

1897 6 　 6 6 6

1898 1 　 1 1 1

1899 1 　 1 1 1

1900 1 1 (1) 2 1 1 0

1901 8 　 8 8 8

1902 7 　 7 7 7

1903 8 　 8 8 1 7

1904 7 　 7 7 7

1905 9 1 (1) 10 9 9

1906 31  31 31 4 29

1907 12 　 12 12 3 9

1908 5 2 (1) 7 6 2 4

계　 111 6 (4) 117 113 15 98

*(  )안은 고등재/평리원 결서  한성재의 원심 결서  

 가 있는 결서의 개수임.

*실질사건수 = 환산사건수－제외사건수

<표 4> 한성(부)재 소 결서 

가옥  임 차 련 건수
표에서 ‘환산 사건’ 113건은 한

성재와 고등재․평리원의 결서

의 수를 단순 합계한 것에서 상소

심 결이 있는 것을 제외한 것이

다. 바꿔 말하면, 한성재에서 수리

되어 결 선고에 이른 사건 자체

를 말한다. ‘제외 사건’ 15건은 사

건명은 가세 ․임 차와 련이 

있으나 그 실체  계는 가세

․임 차 분쟁과 직  련

이 없는 것들이다.40) ‘실질 사건’ 

98건은 ‘환산사건’에서 ‘제외사건’

을 뺀 것으로, 가세 ․임 차 분

쟁과 실질 으로 련이 있는 사

건들이다. 즉 그 사건의 실체가 家

貰金의 반환․지 ․변상, 임차가

옥의 퇴거․인도, 임 차 계자 

 제3자에 의한 임차가옥에 한 

소유권․임차권 침해, 기타 손해배상에 련된 것들이다. 이하에서는 주로 ‘실

질 사건수’로 추출한 사건들을 상으로 분쟁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그 에 언 해둘 것이 있다. 첫째, <표 1>로 집계된 가세 ․임 차 련 

40)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차가옥을 서로 매매하기로 계약한 후 매매계약을 불이행하여 매매

의 반환․지 , 가옥인도 등이 청구된 사건(3건), 권원 없는 제3자에 의한 임차가옥의 처

분 시도(1건), 임 차의 거간․家 ․보증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가세  사기사건(1건), 직

으로 임 차 계에 있지 않은 당사자 사이의 소송으로서 임 차가 낀 가옥이 매매․

당․양수되는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나 제3취득자 사이에 채권․채무 계의 청산, 가옥의 

반환․인도 등이 문제된 사안(7건), 는 친족․부부․동거 계에 있는 자들이 가옥을 둘러

싼 ․재산 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세  정산 문제가 불거져서 소송이 제기된 사안

(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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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들은 일본인이 한국인을 상 로 소송한 것 1건41)을 제외하고 모두 한국인 

당사자 간의 소송사건이다. 둘째, 결서상의 가세 은  다수가 세 이

거나 그 게 추정되는 것들이다. ‘朔貰’ 즉 월세로 세입했음이 확인되는 것은 7

건에 불과하며, 그  포에 계된 것이 2건, 일본인 세입자가 있는 것이 2건

이고, 나머지는 3건은 일반 주거용 가옥이다. 셋째, 임차가옥의 용도는  다

수가 주거용이거나 그 게 추정된다. 5건의 결서에서만 포용 가옥의 임차

가 확인된다. 넷째, 원고 승소율이 매우 높다. ‘실질 사건’(98건)의 ‘ 결요지’를 

분석하면, 원고는 88건에서 승소를 했고(89.7%), 4건에서는 수인의 피고  일

부에 한 청구가 인용되었으며(4.1%), 6건에서 패소했다(6.1%). ‘실질사건’의 

상소심 결 2건  1건은 원심 결이 유지되었고, 1건은 승패가 번복되었다. 

2) 가세 ․임 차 련 사건의 원인  청구내용

‘실질 사건’으로 분류한 사건들은 구체 으로는, 임 차 계의 당사자들 사이

에 가세 의 지 ․반환, 家貰券․貰立旨의 교부 등이 청구된 사건, 가옥이 매

매․ 당․증여된 사안에서 세입자에 한 퇴거․가옥인도 등이 청구된 사건, 

임 차계약 혹은 임차가옥의 매매․ 당 등을 개한 거간․가쾌나 가세  지

․반환을 보증한 자에 해 세입자․임 인․양수인․ 당권자가 보증책임을 

물은 사건 등이다. <표 5>는 이들 사건의 원고와 피고의 계를 정리한 것이다. 

한 사건에서 여러 명의 피고( 컨  세입자가 임 인과 가쾌를 함께)를 제소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 사건의 총수보다 당사자별 집계수가 조  많다.

41) 한성재 소 1908년(융희2년) 3월 31일 선고, 융희2년 제120호, 家  소송에 한 건, 川本隆

治→承 . 앞으로 결서를 인용할 때에는 ‘한성재 1908. 3.31. 융2제120호 가사송’과 같이 

여 쓴다. 사건번호  ‘건’은 建陽(1906~1907), ‘ ’은 光武(1907~1907), ‘융’은 隆熙(1907~ 

1909), ‘명’은 明治(1909~)를 뜻한다. 한말 결문DB의 한성재 시기의 결서의 메타정보에는 

사건번호가 2개 붙어있는데, 하나는 결당시 결서에 기입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 에 

난외에 기입된 새로운 사건번호이다. 이 에서는 결 당시 결서에 기입된 것을 기 으

로 사건번호를 표시한다.



연도

   당사자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1905 1906 1907 1908 계

실질 사건수 11 6 1 1 8 7 7 7 9 28 9 4 98

당사자 불명 2 4 1 2 3 1 2 3 1(1) 1 20

임 인

세입자

세입자→

임 인
7 1 1 　 　 3 1 1 4 3 10 7(1)  37

임 인→

세입자
1 　 　 　 　 1 　 1 　 　 3(1)  　 6

소계 8 1 1 4 1 2 4 3 12 7 43

세입자 상호간 1 1 2 1(1) 5

세입자

양수인

집자

매수인→

세입자
 1 　 　 　 1 1 　 　 　 　 1 4

세입자→

매수인
 　 　 　 　 　 1(1) 　 　 　 　 　 　 1

집자→

세입자
1 1 1 3

세입자→

당권자
 　 　 　 　 1 　 　 　 　 　 　 　 1

소계 1 1 1 2 2 1 1 9

거간

가쾌

보증인

상

세입자→

가쾌 등
　 　 　 　 　

1(1*)

[1]
2 1 1

4

[3]

8(1)

[7]
　 1 18

매수인→

가쾌 등
　 　 　 　 　 　 　 　 　

1

[1]

1

[1]
　 　 2

집자→

가쾌 등
　 　 　 　 　 　 　 　 　 　 　 　

1

[1]
1

임 인→

가쾌 등
　 　 　 　 　 　 　 　 　

2

[1]
　 　 2

가쾌 등→

임 인
　 　 　 　 　 　 　 　 　 　

1

[1]
　 　 1

보증인→

세입자
1 1

소계
1

[1]
2 1 2

5

[4]

12

[10]
1

2

[1]

25

[16]

총 계 11 6 1 1 9 7 7 7 10 29 10 4 102

* 호( ) 안의 수는 원고패소 사건수임. 단 ‘세입자→가쾌 등’의 1901년 ‘1(1*)’은 피고  1명인 가쾌의 책임이 부정된  

 사례임.

*꺽은 호 [ ]안의 수는 家 가 소송당사자인 사건임.

<표 5> 가세 ․임 차 련 소송의 당사자(한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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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사건수가 그리 많지 않고 들쭉날쭉 하기 때문에 사건수의 증감 추이

를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다만 가쾌 등이 당사자가 된 소송이 1905년과 

1906년에 몰려 있는 이 에 띈다. 표에서 보이듯이 임 인과 세입자 사이의 

소송이 43건(102건의 42.2%), 가쾌․거간․보증인이 소송당사자인 사건이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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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세입자와 양수인․ 당권자 사이의 소송이 9건(8.8%), 세입자 상호간의 

소송이 5건(4.9%)이다.42) 세목을 보면 ‘세입자→임 인’ 사건(37건)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세입자→가쾌 등’(18건), ‘임 인→세입자’(6건), ‘세입자 상호간’(5건), 

‘매수인→세입자’(4건), ‘ 집자→세입자’(3건) 사건의 순으로, 세입자 측이 제소

한 사건이 압도  다수를 차지한다. ‘당사자 불명’이란, 결서의 내용이 소략

하여 당사자 계를 악할 수 없는 사건들인데43) 모두 가세 에 한 소송들

이고 그 다수는 세입자가 임 인에 해 가세  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추정

된다. 이 을 감안하면 반을 웃도는 사건들이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 로 제

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개인․보증인 등이 당사자인 사건(25건)이 

체의 1/4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  16건에서 가쾌가 당사자로 등장한다.

<표 6>은 원고가 피고에 해 무엇을 청구를 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재차 

확인되듯이 다수가 가세  분쟁이다. 세입자가 임 인을 상 로(34건) 는 가

쾌․거간․보증인을 상 로(16건) 가세 의 반환 는 변상을 청구한 사건이 반 

정도를 차지하고, ‘당사자 불명’ 사건수를 합치면 가세  청구사건의 비 이 더 커

진다. 이로부터 소송의 주된 발단이 짐작될 것이다. 즉 세계약이 종료하거나 가

옥이 매매․ 당되어 소유자가 변경된 후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가세 을 반환

하지 않자 세입자가 집주인 는 세계약시의 보증인․거간․가쾌 등을 제소한 

것이다. 그 밖에 임 인이 집을 훼손하여 입거하지 못하게 만들거나(1건), 이미 당

42) 여기에서 ‘세입자’는 가옥 소유자에 한 직 인 세입자 즉 제1세입자뿐만 아니라, 임

차 계는 종료되었으나 아직 가세  등이 청산되지 못한 의 세입자, 그리고 제1세입자

로로부터 세를 물려받은 제2, 제3의 세입자도 포함한다. ‘세입자 상호간’이란 제1세입자 

 제2세입자 혹은 ․  세입자 간의 소송을 말한다. ‘임 인’의 경우 결문상 가옥 소유

자인 임 인인지는 특정되지 않으나 문맥상 소유자로 악할 수 있는 자까지 포함시켰다. 

‘매수인’에는 소유자로부터 직  가옥을 매수한 자는 물론 매수인으로부터 취득한 자도 포

함할 수 있다. ‘ 집자’(典執 )는 임차가옥을 당잡은(典執) 자를 말하는데, 유질특약에 의

해 당한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혹은 당권자로서 집한 가옥을 방매한 자도 포

함시켰다.

43) ‘당사자 불명’ 사건의 결서들은 개 그 이유 부분에 원고․피고의 주장사실을 지 않고 

단지 ‘피고는 가세 을 연체하여 변제하지 않는 연고로 부당하다’, ‘피고는 자력이 모자라서 

가세 을 아직 갚지 못했다고 하는 연고로 부당하다’ 취지 따 의 문장이 한 두 로 

있을 뿐이다.



         청구취지

  소송당사자

가세 (셋돈) 반환․지  등

손해

배상

가옥인도/

반환 등
세입지 등

침해

지

총계
셋돈 

반환

셋돈 

지

보증한 

셋돈 

변상

셋돈 

체당  

변상

횡령한 

셋돈 

변상

불명 계

가옥

인도/

반환

입거

허용

매도 

요구

입지

발

세권/

입지

반환

무단처

분 지

당사자 불명 　 　 　 　 　
20

(1)
20 　 　 　 　 　 　 20

임 인

세입자

세입자→

임 인

34

(1)
　 　 　 　 　 34 　 2 　 1 　 　 37

임 인→

세입자
 

1

(1)
　 　 　 　 1 　 3 　 　 1　 1 6

세입자 상호간 2(1) 1 　 　 　 　 3 1 1  　 　 　 5

세입자

양수인

집자

매수인→

세입자
　 　 　 　 　 　 　 　 4 　 　 　 　 4

세입자→

매수인
　 　 　 　 　 　 　 　 　

1

(1)
　 　 　 1

집자→

세입자
　 　 　 　 　 　 　 　 3 　 　 　 　 3

세입자→

집자
1 　 　 　 　 　 1 　 　 　 　 　 　 1

가쾌등

상

세입자→

가쾌 등
　 　

14(1*)

[6]
　

2

[2]
　 16

1(1)

[1]
　 　

1

[1]
　 18

매수인→

가쾌 등
　 　 　 　 　 　 　 1 　 　

1

[1]
　 2

집자→

가쾌
　 　 　 　 　 　 　 　

1

[1]　
　 　 　 　 1　

임 인→

가쾌 등
　 　

2

[1]
　 　 　 2 　 　 　 　 　 2

가쾌→

임 인
　 　 　

1

[1]
　  1 　 　 　 　 　 　 1

보증인→

세입자
　 　 　 1 　 　 1 　 　 　 　 　 　 1

총계 37 2 16 2 2 20 79 3 12 2 1 2 2 1 102

* 호( ) 안의 수는 원고패소 사건수임. 단 ‘세입자→가쾌 등’의 ‘1(1*)’은 일부 패소임.

*꺽은 호 [ ]안의 수는 家 가 소송당사자인 사건임.

<표 6> 가세 ․임 차 련 소송의 당사자와 청구취지(한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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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가옥에 ‘속아서’ 세입하여 가세  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이 있다(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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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세입자 쪽의 계약 반이나 불법행 가 확인되는 것은 15건이다. 특히 

임 인의 세입자에 한 가세  지  청구 사례는 단 1건만 확실히 확인되는데, 

그것도 임 인이 세입자 본인이 아니라 세입자의 사환을 제소하여 결국 당사자 

지정의 잘못을 이유로 패소한 사안이다. 다른 사건에서 세입자가 세 의 일부 

는 월세를 임 인에게 지 하지 않아 세 승계자 사이에(1건) 혹은 임 인이 

가쾌․보증인에 해(3건) 가세 의 지 ․변상을 요구하거나, 임 인에게 가세

을 신 지 한 보증인이 세입자에 해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1건)가 있다. 

이외에 세입자의 의무불이행이나 불법이 개재된 사건이 9건 정도 있다.44)

임 인 쪽의 가세  반환채무 불이행이 압도 으로 많은 것은 세  수수

라는 특성과 련이 있다. 같은 시기 일본의 사재 , 통감부법무원․이사청 

재  그리고 1908년 신재 제도 시행 후의 ‘家賃’ 는 ‘賃金’ 청구 사건들은 

세입자가 월세인 家賃을 지 하지 못해서 문제가 된 것들이다.

가세  련 분쟁 에는 가옥의 매매, 당에서 비롯된 것들이 지 않다. 

‘실질 사건’  당이나 매매가 개재되어 사단이 난 것으로 확인되는 사건은, 

당 개재 사건이 28건(1건은 세입자가 세입지를 질한 사안), 매매 개재 사

건이 15건, 합계 43건으로 ‘실질사건수’의 43.8%를 차지한다. 드러나지 않은 것

을 합치면 비 이 더 커질 것이다.

<표 7>은 세입자의 가세  청구 사건(53건) 가운데 분쟁의 원인이 악되는 

사건 41건을 그 사유와 당사자 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가옥 당에서 비

롯된 사건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가옥매매에서 비롯된 9건이다. 

44) 세거기한 종료 후 세입자(세입자의 동거녀)가 퇴거를 하지 않아 임 인이 집을 비울 것을 요

구한 사건(1건), 집을 비운 세입자가 자신이 질한 세입지를 되찾지 않고 다시 다시 질

한 사건(1건), 세입자가 임차가옥으로 자신의 채무를 청산하려고 한 사건(2건), 세입자가 권

원 없이 家券을 발 받아 타인에게 매도한 후 매수인이 소유자에게 가옥인도를 청구한 사

건(1건), 세입자가 집자의 허가 없이 가옥을 무단 수축한 사안에서 집자가 세입자에게 

가옥의 인도를 요구한 사건(1건), 매각된 가옥의 세입자인 일본인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고 

기물을 손괴하여 매수인이 거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1건), 매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후 퇴거한 세입자가 세입지를 반환하지 않아서 매수인이 개인에게 세입지의 추환

을 요구한 사건(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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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당사자 건수

입주 불능

(임 인의 가옥 괴)
세입자→임 인 1　

계약 종료 후

가세  미반환
세입자→임 인 5

매매 개재

세입자→임 인 8

세입자→ 가쾌 1

소계 9

당 개재

세입자→임 인 10

세입자→ 당권자 1

제2세입자→제1세입자

          (+임 인 등)
2

세입자→ 보증인 2

세입자→ 가쾌 5

소계 20

이  임 차

先세입자→임 인 2

先세입자→ 가쾌 1

소계 3

세 의뢰한

셋돈 횡령

세입자→임 인 (패소) 1

세입자→ 가쾌 2

소계 3

계 41

<표 7> 세입자의 가세  청구 소송의 원인세의 종료 는 세입자의 타처이

으로 인해 세 반환을 청구

한 사건은 5건, 이 임 에서 비

롯된 것은 3건이다. 원인사실과 

당사자 계가 불분명하여 표로 

집계되지 않은 가세  사건들(32

건) 부분은 단순한 계약종료후

의 가세  미반환 사건으로 추정

되지만 더러 당․매매 사안들

이 섞여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

하면 단순 가세  미반환 이외에 

당이 가장 주된 가세  분쟁원

인이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가세

 청구 이외의 사안에서도 많은 

사건이 당․매매에서 발단하

다.45) 덧붙여 가옥을 집한 자들 

 7명이 일본인이고, 16명은 한

국인 는 단순히 ‘타인’으로 표기되어 있다. 당․매매 개재 사건들은 자연스

럽게 세권의 제3자에 한 항력 문제와 연결될 것이다. 이를 포함한 세

의 법  성격과 련된 문제들은 경성구재 소와 경성지방재 소의 결서를 

45) 사실 계가 확인되는 13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매수인 4명, 집자 3명, 원래의 임 인 1

명(가옥양수인에게  세입자의 퇴거를 보증한 것으로 보임)은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세입자 1명은 가옥 집자라 칭하는 자가 家貰券을 갖고 가버리자 가쾌에게 세권의 추환을 

독 했고, 매수인 1명은 가쾌에게  세입자가 아직도 반환하지 않는 貰立旨의 추환을 요

구했다. 매수인 1명은 거간자에게 세입자의 퇴거거부․기물손괴로 인한 손해 배상을 요구

했다. 한 집자 1명은 당권에 기해 처분에 가옥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입자

가 살고 있는 것을 알고 당해 세계약을 개한 가쾌에게 가옥을 되찾아놓으라고 했다. 

포 세입자 1명은 포가 매매된 후에 포 인도를 거부하며 매수인에게 포를 자기에게 매

도하라고 요구했다(본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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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핀 후에 종합 으로 검토할 것이다.

2. 경성구재 소․경성지방재 소 시기(1908~1910)

京城區裁判所(이하 ‘경성구재’), 京城地方裁判所(이하 ‘경성지재’)는, 1907년 

12월 23일 공포된 ‘재 소구성법’에 의하여 경성에 설치된 재 소들이다. 이 시

기의 4 3심제 재 제도 아래 경성구재는 경미한 민형사사건의 제1심을, 경성

지재는 구재 소 할사건이 아닌 민형사사건의 제1심과 구재 소의 재 에 

한 상소심을 담당했다. 구재 소 할사건은 단독 사가, 지방재 소 할사

건은 3인의 합의부에서 재 을 했다. 한국인만이 당사자인 사건에서는 보통 경

성재의 합의부원  1명이 한국인 사 다.46) 이하에서 경성지재․경성구재

를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을 때는 편의상 ‘경성재’로 통칭할 것이다. 경성재

가 재 사무를 개시한 1908년 8월부터 1910년 12월말까지 가세 에 한 결

서의 수는 <표 8>과 같고, 모두 한국인 사이의 사건이다.47)

가세  련 결서는 모두 94개인데, 거기에서 동일사안에 해 먼  결석

결이 있고 나 에 석 결이 내려졌거나, 동일사안이나 피고만 달리하여 제

소된 사건을 제외하면, 83개의 사안을 추출할 수 있다. 필자가 지 까지 조사한 

바로는, 어도 존하는 는 지 까지 공개된 결서 에서 한국인 당사자

46) 大審院․控訴院․地方裁判所․區裁判所 4종의 재 소가 설치 다. 새로운 재 소는 1908

년 8월 1일에 제1차 개청을 했다. 1909년 7월 한국의 사법․감옥사무가 일본정부에 탁된 

후, 1909년 10월 ‘統監府裁判所令’(1909.10. 일본칙령 제236호)이 공포된 후, 심원의 명칭이 

高等法院으로 변경 다.

47) 한말민사 결DB에서 ‘가세 ’, ‘ 세’, ‘ 세 ’, ‘ 셋돈’, ‘가옥 임 료’, ‘임 료’, ‘貰金’, ‘家

賃’ 등의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  내용상 세 이나 가세 과 계가 있는 결서들을 추

출한 것이다. ‘家賃’, ‘가옥 임 료’가 사건명이 들어있는 사건(가옥 임 료 청구, 가옥 임

료  가옥 명도 청구 등. 결석 결서 23개, 결서 15개)들은 부분이 일본인 당사자 사이

의 사건이며 일본인과 한국인 는 청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사건도 소수 있다. 거의 모두가 

임차인이 ‘월세’로 지 되는 가임을 연체하여 임 인이 제소한 사건들이다. <표 8>에는 그 

가운데 있는 한국인 당사자의 가세  련 결서(2개)도 포함되어 있다.



연도

경성구재 결서 경성지재 결서
결서

합계

동일건 제외한 결건수

결
결석

결
소계 결 결결 소계

경성구재 

사건

경성지재

사건
합계

1908 1 1 2 2 0 2 2

1909
9

[4]

7

[1*]
16

14(1)

[1]
12 26 42 11 34 35

1909
21

[1]
9 30

9

[2]
10 19 49 29 17 46

계 30 16 46 24 23 47 94 40 43 83

* 결수의 [  ] 안은 결석 결 후에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의해 ( 석) 결이 내려진 건수임.

* 경성구재 1909년 결석 결  ‘[1*]’은 결석 결 후에 다시 결석 결이 내려진 것임.

* 경성지재 1909년 결 ‘14(1)’의 ‘(1)’은 같은 사안에 해 피고  연 책임자를 따로 제소한 것임.

<표 8> 경성구재․경성지재의 가세  청구 소송 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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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세 는 임 차 련 사건의 결서 거의 부분이 <표 8>에 반 되

어 있다.48)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것은 5건, 피고 일부에 한 청구가 기각된 

것이 4건이다. 즉 94%의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부․일부 인용되었다. 경성

지재의 1910년 결  1개에 해 경성공소원의 항소심 결이 있다.49) 경성

공소원의 결서를 조사해본바, 이것 외에도 임 차와 한 것이 2개 더 있다. 

심원의 상고심 결은 없다.

48) 물론 결서의 일부가 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구한말 민사 결 DB’에서는 세  

등 청구사건에 한 화해조서(경성구재 14개, 경성지재 4개), 소송비용확정결정서(경성구재 

18개, 경성지재 11개)도 찾을 수 있다. 화해조서 건수를 가세  련 사건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화해조서로는 사건의 실체를 악할 수 없기 때문에 분석 상에서는 제외했다. 

한 ‘가옥 명도(明渡)’를 청구하거나 채무  기타  지 을 청구한 사건 에도 임 차 

련 분쟁의 결서가 섞여 있을 수 있지만, 극히 소수로 추측된다. 사건명이 ‘가옥 명도 청구’

인 사건(家賃을 함께 청구한 사건 제외)의 결서 16개에서는 세, 임 차와 련된 것을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서울 이외의 지방의 재 소의 임 차 련 결은 극히 소수만 남아 

있는데, 공주구재 소의 1건(한국인간. 월세)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천구재 소의 것이며, 당

사자 일방 혹은 방이 일본인(극소수 청국인도 있음)이고 임차인을 상 로 연체된 월세의 

지 을 청구하는 것이다. 서울이 아닌 지역의 재 소의 결서는 해당 결에 한 상소심

(경성공소원, 심원, 고등법원) 결과 함께 상소심 재 소의 결서철에 합철된 형태로 

해지고 있다.

49) 경성지재 1910. 2.14. 명43민제216호 가세  반환, 경성공 1910. 4.11. 명43民控제49호 가세 . 

사건명 ‘가세 반환’과 ‘가세 ’은 ‘가세  반환 청구에 한 건’, ‘가세  청구에 한 건’을 

여 쓴 것이다. 이하 경성구재․경성지재 결서는 같은 방식으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당사자 건수 사유  참고사항

가세

반환 청구

(총 81건)

세입자→

임 인

68

임 차기간 경과 후 임 인이 가세  불반환.

6건은 세인이 집주인에 한 청구.

(68건  5건은 청구기각)50)

4 임차가옥의 강제집행 2건. 당권자․양수인의 퇴거 요구 2건.

3 임 인이 세입지, 한성부 인증을 받지 않음.

1 임 인이 이미 가옥을 매각하고서 세를 놓음.

1 임차가옥이 낡고 허물어져 있어 살기 곤란함.

차인→

인→ 인→

소유자

3
세권 불성 에 따른 차인의 계약해제 요구 1건. 

2건은 그에 따라 순차 으로 제기된 소송.

임차권‘양수인’→

임차권‘양도인’
1

포 임 인(소유자)이 당해 포의 세입자로로부터 업과 임차권을 

양수한 자(원고)에 해 포의 인도 요구.

가세

지  청구

(총 2건)

임 인→

세입자
2 세  잔  지  청구 1건, 지체된 월세 지  청구 1건.

<표 9> 가세  청구 소송의 당사자  청구사유(경성구재․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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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재 결서에는 사실 계가 비교  자세히  있기 때문에 여러 유용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가령 세입한 가옥의 종류를 보면, 기와집이 33건, 가

집이 22건, 포가 1건, 방 1칸이 2건, 그리고 종류가 불분명한 가옥이 3건이다. 

기와집을 세하거나 기와집과 가집을 함께 세한 경우, 그 칸수의 평균값

은 16칸이다. 가장 좁은 집은 5칸이고, 가장 넓은 것으로 35칸과 12칸 기와집을 

한꺼번에 세한 사례도 있다. 가집만 세한 경우 그 평균 칸수는 8.2칸이

다. 한편 결서에 기재된 임 인의 주소와 가옥의 소재지를 조하면, 거의 모

든 경우 서로 다르다. 즉 거의 모든 임 인이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의 경우 집 한 채를 통째로 빌려주는 형태가 많기 때문일 것이

다. 이러한 들에 기 할 때, 세를 놓은 자나 세를 든 자 모두 어느 정도 

자력이 있는 자들이라 볼 수 있다. 월세에 해당하는 사건은 2건(1건은 주거용, 

50)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5건은, 문서상은 소유자이나 실은 임 인이 아닌 자에게 청구한 사건

( 세거간자 그리고 가옥의 매수인이  소유자 명의의 가계․세입지 등을 활용하여 세

을 사취한 것임. 2건). 임 인이 아니라  세입자에게 청구한 사건(1건). 이미 세  반환채

무가 소멸했는데도 잔 이 있다며 청구한 사건(1건). 세기간이 종료하지 않았는데 가세  

반환을 청구한 사건(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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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은 사무소용)밖에 없다. 방 한 칸을 세  20원에 빌린 사례도 있다.

<표 9>는 83개 소송들이 각각 어떤 사유로, 가 구에 해51) 가세 을 

청구한 것인지를 정리한 것이다. 가장 많은 청구 사유는, 세입자가 세기간이 

경과하여 는 기간 경과 후 다른 곳으로 이 하려고 임 인에게 가세  반환

을 청구했으나 임 인이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머지 사유들은 한성재 사

건에서도 볼 수 있는 것들이다. 특기할 은, 한성재 사건과 비교할 때, 어도 

필자가 조사한 범 에서는, 임차가옥의 매매․ 당에서 비롯된 사건의 수가 극

히 다는 것, 특히 임차가옥이 타인에 매각된 후 세입자가 임 인에게 가세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Ⅳ. 재 사례 분석을 통한 세 습의 검증

본 장에서는 결서들에 담긴 정보들을 통해 세 습의 법  특징을 살펴

본다.  습조사보고서에서 제시된 범주들을 참고하여 세계약의 차, 기간, 

세의 ․양도, 신소유자에 한 항력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주로 결

서에 나타난 사례와 결이유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한

성재와 경성재의 결 사이에는 결의 배후에 있는 법규범, 법지식, 법 념  

논증과 서술의 방식에서 질 인 차이가 있고, 특히 한성재 결의 경우 1896년

부터 13년 동안의 것이며 정치․사회  환경과 재 담당자의 변경에 따라 조

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52) 따라서 특정 시 의 한성재 결을 반드시 일

인 입장이나 ‘ 례’인 것처럼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따라서 텍스트의 비

51) 당사자 계에서 ‘세입자→임 인’의 세입자는 반드시 임 인과 최 로 직 인 임 차

계를 맺은 자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차인, 차인, 인, 임차권 양수인․양도인이

라는 용어를 썼지만, 엄 한 의미에서의 ․양도의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이 에 

해서는 후술한다.

52) 문 , ｢한말과 식민지시기 재 제도의 변화와 민사분쟁－재 통계의 분석을 심으로－｣, 

법사학연구 46(2012), 259~2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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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이 필요하고, 경성재 결서라고 해서 외는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는 이 을 고려하기는 하되 결서 문면에 나타나는 사실 계와 결 이유에 

입각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데 만족할 것이다.

1. 세를 가리키는 용어와 그 용례

1) 傳貰의 별칭

제2장에서 살펴본 각 군 차가 습에는 세를 지칭하는 별칭들이 있었다. 한

성재 결서에서는 그와 같은 별칭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1896년의 한성

재 결서 하나에서 ‘貰賣’, ‘貰買’란 말이 나올 뿐이다.53) 경성재 결서  5

개에서 세계약과 세 을 지칭하는 말로 ‘前貰’, ‘前貰金’이라는 말이 나오

고, 그  1개에서는 ‘前家貰金’이라는 말도 쓰이고 있다. ‘定貰金’이라는 말이 

쓰인 것도 1개 있다.54) 그밖에 경성재 결서에서는 일본식 용어인 ‘家賃’, ‘賃

金’, ‘家賃金’도 간혹 나타난다.

2) ‘傳貰’라는 말의 사용빈도와 용례

한성재 결서에는 ‘傳貰’, ‘傳貰金’과 같은 말은 드물게 나타난다. 세를 다

53) 한성재 1896. 7. 9. 건1제147호 가세 송 : “甲午年間에 矣家가 價値 三四千兩야 一千兩에 

貰賣며 二千兩에 典質얐더니….” ( 은 필자. 이하 같음.)

한성재 1896. 6.10. 건1제7호 가세 송 : “貰買文券.”

54) 경성지재 1909. 1.29. 융3민제27호 家 貰金 還推 : 前家貰金, 前貰金 (家貰金도 같이 쓰임),

경성지재 1909. 6.25. 융3민제215호 家貰金 取戾 : 前貰, 前貰金, 前貰貸借契約.

경성구재 1909.12. 1. 명42민제145호 家  傳貰金 반환 : 前貰, 前貰金. 

경성구재 1909.12.15. 명43민제148호 傳貰錢 반환 : 前貰, 前貰金. (傳貰金도 같이 쓰임).

경성구재 1910. 1.21. 명43민제19호 가세 : 前貰錢.

경성구재 1909.12.10. 명42민제153 가세 : 피고에게 “定貰金” 80원을 교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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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에서 給貰, 貰給, 집세․셋돈을 뜻하는 家貰金, 家貰錢, 貰金, 貰錢 등이 

일반 으로 쓰이고 있다. ‘家貰價’, ‘家稅金’이란 말을 쓴 것도 1건씩 있다. 세를 

놓은 집은 주로 ‘貰家’라 하고, 드물게 ‘貰屋’라는 말도 쓰이고 있다.

‘傳貰’라는 말은 10개의 한성재 결서의 ‘ 결요지’와 ‘이유’ 부분에서 모두 

15번 나온다. 그  ‘ 세’가 명사  용법으로 쓰인 것은 5번인데, 3개의 결서

의 ‘ 결요지’에서 “傳貰家 ”이나 “傳貰錢”이란 표 으로 4번, 1개 결서의 

‘이유’에서 “傳貰錢”이라는 표 으로 1번이 나타난다. 그리고 9개의 결문에

서 11번 ‘ 세하다’는 동사  용법으로 쓰인 가 나타난다. 그런데 매우 흥미

로운 은, ‘ 세’라는 말이 쓰일 때의 맥락이다.

동사  용법으로 사용된 11번  5번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셋돈을 지 하

고 세 들어 살다가(이 때 ‘ 세’라는 말이 쓰이지 않음) 세입자가 타처에 ‘傳貰

한다’는 맥락에서 쓰인 것이다.55) 그리고 후 사정이 불명확하지만, 세입자가 

타처에 세하는 맥락에서 쓰인 것이 2번56), 여러 사람 사이에 ‘세’가 하는 

55) 한성재 1901.11. 8. 5제143호 가세 송 : 피고는 家主에게 셋돈 500냥을 지 하고 들어가 살

다가 원고에게 “傳貰捧錢”했다.

한성재 1904. 6.17. 8제369호 세 송 : 피고는 000의 집에 셋돈 3000량을 지 하고 세 들

어 살다가 그가 친한 원고에게 “傳貰 時”…. 같은 결의 요지에서 “被告 原告訴求에 

應야 面約傳世” 4675냥을 우선 갚고….

한성재 1906. 8.23. 10제241호 가세 송 : 피고 A는 그의 소유가옥을 원고에게 세를 주고 원

고는 다시 피고B에게 “傳貰”하여…; 피고 B는 원고가 “傳貰”한 가옥에 세입하고 당해 셋

돈(“貰入于原告傳貰之家而該傳貰錢”) 2천 냥 에서….

한성재 1906. 9.12. 10제397호 債訟 : 피고(세입자)는 원고의 집에 貰居하다가 “傳貰出去時”에….

한성재 1907. 1.18. 11민제10․26호 가세 송 : 피고(소유자)는 그의 바깥채를 셋돈을 받고 

원고에게 세를 주었고 원고(세입자)는 그 貰限에 이르러 셋돈을 추심했는데 따로 “傳貰”할 

자가 없어서(“別以現無傳貰之人”) 부득이하게 용인하고 넘어갔더니(“認過”)했더니….

56) 앞의 한성재 1906. 8.23. 10제241호 가세 송 : 피고 B는 원고가 “傳貰”한 가옥에 세입하고 

당해 셋돈(“貰入于原告傳貰之家而該傳貰錢”) 2천 냥 에서….

한성재 1905.10. 3. 9제58호 가세 송 : 피고는 원고의 “傳貰”한 때에(‘세입자인 원고가 타인

에게 세한 때’라는 뜻임. 필자) 셋돈 잔액을 원고에게 “追給”해  뜻으로 표를 작성했으

나 거꾸로 집주인에게 돈을 지 하여…. 이 사안은 세입자인 원고가 타인에게 세를 주는 

때에 원고가 셋돈 잔액을 받는 것에 해 保人인 피고A가 이를 보증했으나 피고B가 셋돈 

잔액을 임 인=소유자인 피고B에게 지 하여 원고가 피고A와 피고B에게 셋돈 잔액의 지

을 청구한 것이다.



172    法史學硏究 第48號

상황에서 쓰인 것이 2번이다.57) 반면 세입자가 소유자로부터 세를 얻은 것을 

‘ 세’한다고 표 한 것은 1번뿐이다.58) 그밖에 세한 당사자의 계가 불명

료한 것이 1번이 있다.59)

명사  용법으로 쓰인 경우를 보면, 결 이유 부분에 1번 나온 ‘傳貰錢’은 

앞서 본 동사  용법의 용례에서 직  세입자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지 한 가

세 을 언 하며 쓰인 것이다.60) 3개의 결요지에 나오는 ‘傳貰錢’의 경우, 사

안의 실체를 알 수 없는 1건에서 쓰인 것61)을 제외하면, 세입자A가 다시 B에게 

‘ 세’를 했는데 가사 당으로 인해 셋돈을 상실할 험에 처하자 B가 A에게 

셋돈을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1번,62) 한성재 결서  유일하게 세권 양

도의 법리를 원용한 사안으로서 세가옥이 당권자에게 넘어가자 세권양

수인이 세권양도인에게 청구한 사건에서 1번63) 사용되었다. 그리고 1개의 

결요지에서 쓰인 “傳貰家 ”라는 말은, 해당 결서의 이유에서는 ‘ 세’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세입자가 있음에도 그의 부재  임 인이 타인에게 임

57) 한성재 1908. 3.31. 융2제120호 가사송 : 이만수(  소유자. 당권자에 의해 가옥이 타인에게 

처분된 후에 당권자의 허락을 얻어 잠시 거주하던 자. 필자)가 이거한 때에 타인에게 “傳

貰”하여 5, 6년간 수차례 주인이 바  바, 피고(거간)는 작년에 청국인에게 거간했을 뿐이고 

그때 “傳貰”했던 사람은 채완식(청국인에게 세한 직  세입자. 필자)인데….

58) 한성재 1907. 9.17. 융1제313호 세 송 : 피고(세입자)가 이용서의 소유 가옥에 “傳貰入居”

하다가…. 

59) 한성부재 1901.11.27. 5제157호 가세 송 : 피고는 원고가 “傳貰” A의 당연히 지출할 돈

(“當出條”) 300냥을 보증(“擔着”)했다가 A가 이제 出去하고 피고가 당해 가옥에 들어가 살았

다 하나, A가 셋돈을 받았는지 여부(“推否”)는 원고가 모르는 바이므로 피고가 담당하여 지

(“擔出”)할 연고로 부당함.(피고는 원고에게 셋돈 300냥을 변상하라고 결함). 이 사안의 

사실 계는 다음과 같이 추측된다. 소유자=임 인 는 직  세입자인 원고가 소외 A에게 

세를 주었는데 A가 셋돈을 지 하지 않은 채 타처로 이사가버리고 피고가 당해 가옥에 

입거하자 원고가 A의 셋돈 지 을 보증한 피고에 해 보증책임을 물은 것이다. 한 가옥

에 해 ‘원고 소유의 가옥’이라고 특정하지 않은 것을 보아 원고는 직  세입자 을 가능

성이 높다.

60) 앞의 한성재 1906. 8.23. 10제241호 가세 송 : 피고 B는 원고가 “傳貰”한 가옥에 세입하고 

당해 셋돈(“貰入于原告傳貰之家而該傳貰錢”) 2천 냥 에서….

61) 한성재 1905. 5. 3. 9제323호 세 송. 

62) 앞의 한성재 1904. 6.17. 8제369호 세 송.

63) 앞의 한성재 1907. 9.17. 융1제310호 세 송. 자세한 것은 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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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안 즉 이 임 차 사안에서 당해 가옥을 가리키는 말로 쓰 다.64) 

이상과 같이 한성재 결서 속에서 ‘ 세’라는 말은 드물게 나타나면서도 특

별한 맥락 속에서 쓰이고 있다. 외가 없지 않지만, 소유자→제1세입자의 계

에서는 소유자의 에서 給貰한다, 세입자의 에 貰入한다는 표 이 일반

인 반면, 제1세입자가 다시 타인(제2세입자가 될 자)에게 세를 주거나 물려주

는 경우에 ‘ 세’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 통하는 말이 ‘轉’인데, 

세가 행해지는 맥락에서 ‘轉貰’라는 말이 쓰인 한성재 결서가 1개 있다.65)

경성재 결서(총 94개)에서는 한성재 결서보다 사용빈도가 많아져서 모두 

21개의 결서에 ‘傳貰’라는 말이 나온다. ‘ 세 ’, ‘ 세계약’ 등으로 쓰인 

를 제외하면, 8개 결서에서 ‘ 세하다’라는 동사  용법으로 12번이 쓰 다. 

이 12번의 용례를 분석하면, ① 직  세입자로부터 세를 받는다는 문맥에서 

쓰인 것이 3번,66) ② 세입자가 타인에 세한다는 문맥에서 쓰인 것이 4번이

다.67) 그리고 ③ 소유자(임 인)로부터 세를 얻었으나 그 에 세입자들이 있

64) 한성재 1897. 4.22. 건2민제360호 가사송 결요지 : “被告 原告訴求에 應야 傳貰家 를 

還給야 使之入處  이 可홈.” (소유자=피고가 세입자=원고를 들 다가 세입자가 출타

한 동안에 세입자의 뜻을 묻지 않고 다시 타인을 세 들여서 원고가 피고에게 가옥의 반환을 

요구한 사안임).

65) 한성부재 1899. 7. 1. 3제332호 가사송 : 피고는 家 를 최덕재(문맥상 집주인으로 추정됨. 

필자)에게서 貰入한 것이 아니라 이 의 세입자(“前 貰人”)에게서 “轉貰而入”했은즉 가사가 

비록 무 지고 헐어서 수축하는 것을 바라거든 응당 당해 家券을 典執한 원고에게 질의한 

후에 그 가부에 따라 행함이 가하거늘, 주인있는 가옥을 임의로 무단 개수(自意擅便)하는 

연고로 부당함.

66) 경성구재 1910. 5. 6. 명43민319호 가세 : 피고 소유의 가 6칸 반을 貰金 100원을 주고 소

외인으로부터 “傳貰”한바….

경성구재 1910. 8.26. 명43민제449호 가세  반환 : 원고의 亡夫는, 소외인이 피고(소유 명의

인)에게 傳貰金을 지 하고 世居한 후 피고소유의 가옥을 소외인으로부터 傳貰金 100원, 

기한 3개월로 정하여 “傳貰”했는데….

경성구재 1910.10.11. 명43민제837호 가세 : 피고 소유 기와집 10칸을 소외인으로부터 貰錢 

160원으로써 “傳貰”를 받아….

67) 경성지재 1909. 9.12. 융3민532호 가임  반환 : 원고(세입자)가 轉居할 때 피고(임 인=소유

자)로부터 貰居한 가옥을 타처에 “傳貰”하여….

경성지재 1909. 8.13. 융2민제492호 가임 반환 : 원고가 피고 소유의 기와집을 賃金 600원에 

“貰家”함과 동시에 100일 후에는 당해 가옥을 “傳貰”할 수 없고 賃金을 반환한다는 피고의 

手票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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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사안에서 2번,68) ④소유자(임 인)가 기존 세입자가 나간 후 다시 타인에

게 세를 다는 문맥에서 1번이 쓰 다.69) 나머지 2번은 ⑤소유명의인이 타

인에게 세를  경우에 쓰 고, 그  1번은 ‘매매’와 구별하기 해 쓰인 것

이다.70)

마지막 ⑤의 용례를 제외하면, 경성재 결서에서도 ‘ 세하다’는 표 이 

‘세’ 계가 타인에게로 ‘ ’해지는 상황에서 주로 쓰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

다. 그러나 8개  2개의 결서에서 ‘ 세’가 단순한 1차  ‘세’ 계  ‘세’가 

해지는 계 두 가지 의미로 혼용되어 쓰이고 있고,71) ‘ 세하다’는 표  없

이 ‘ 세 ’․‘ 세계약’과 같은 표 만 나오는 13개 결서에서는 1건을 제외

하고 타인에 세하는 사정과는 련이 없거나 그러한 사정이 표면에 드러나

지 않는다. 따라서 경성재 결서에서 ‘ 세’는 말은, 세  지 의 방법으로 

임 차를 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로도 용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5개

의 결서에서는 ‘轉貸’․‘轉借’ 혹은 ‘임차권 양도’와 같은 표 을 쓰면서도 

앞의 경성지재 1909. 9.12. 융3민532호 가임  반환 : 원고(세입자)는 본년 음3월10일 轉居하기 

에 가옥을 타처에 “傳貰”하여 가임을 取立했으므로…, 피고(임 인)는 원고(세입자)가 이

사한 때에 세거가옥을 타처에 “傳貰”하여 가임을 取立했다고 주장하나….

앞의 경성구재 1910. 8.26. 명43민제449호 가세  반환 : 피고(가옥의 轉賣人이나 증서상 소유 

명의인)는 피고 명의의 傳貰契約書를 조하여 당해 가사를 소외인에게 “傳貰”하고 소외인

은 이를 다시 원고의 망부에게 “傳貰”한 것으로….

68) 경성지재 1909. 9. 1. 융3민제518호 세 반환 : 피고 소유 기와집 14칸을 가세  500원, 익년 

3년 정월 15일의 한으로 소외인 문소사, 송헌기를 경유하여 피고로부터 “傳貰”한바….

경성구재 1909.12. 6. 명42민제165호 가세 : 원고(세입자)는 피고(임 인)에게 세  20원을 주

고 그 소유하는 건넛방 1칸을 차수하여 이미 20개월을 경과한바, 피고는 의외로 당해 집을 

타처에 질하여 그 채권자가 당해 가옥을 “傳貰”하여 원고에 해 그 명도를 청구하므로….

69) 앞의 경성지재 1909. 9.12. 융3민532호 가임  반환 : 피고(소유자=임 인)는 100일간의 유

를 요청하여  가옥을 타처에 “傳貰”하거나 는 타인에 방매하여 가세 을 반환할 계책

이었으나….

70) 앞의 경성구재 1910. 8.26. 명43민제449호 가세  반환 : 피고(증서상 소유 명의인)는 피고 명

의의 세계약서를 조하여 당해 가사를 소외인에게 “傳貰”하고 소외인은 이를 다시 원고

의 망부에게 “傳貰”한 것으로….

경성지재 1910. 2.14. 명43민제216호 가세 : 피고(임 인)는 원고(세입자) 주장과 같이 가옥

을 “傳貰”한 것이 아니라  2000원으로 원고에게 放賣하여

71) 앞의 경성지재 1909. 9.12. 융3민제532호 가임  반환 청구사건에서는 ②, ④의 용례가, 앞의 

경성구재 1909.12. 6. 명42민제165호 가세  청구사건에서는 ①, ②, ⑤의 용례가 혼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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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하다’․‘ 세’라는 말은 쓰지 않았다. 일본식 법률용어를 구사하게 됨으로

써 ‘ 세한다’는 막연한 표 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라 할 것이다.

3) ‘ 세’라는 말의 유래에 하여

이상과 같이 한성재 결에서 ‘ 세’는 주로 오늘날의 용어로는 세․

․양도 등으로 표 되는 상황에서 쓰인다면, 경성재 결에서는 그에 한정되

지 않고 세 계 일반을 표 하는 말로도 쓰이고 있다. 이것이 이 시기 용

 표 상의 실제 변화를 반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제1장에서 보았

던 조선시 의 貰賣 련 용어들, 그리고 한말 민사 결문상의 용례에서 발견

한 것에 주목한다면, ‘傳貰’라는 말의 유래도 ‘貰’가 타인에게로 ‘傳’해지기 용

이한 세 습의 특성과 무 하지 않아 보인다. 즉 ‘ 세’의 ‘傳’은 ‘轉’과 통하

는 말로서, 임 인→제1세입자 사이의 계를 표 하는 말이 아니라 본래는 제

1세입자가 타인에게 ‘ 세하는 것’ 즉 ‘세’ 계를 물려주는(傳授) 것을 표 하

는 말이었는데, 나 에 ‘ 세’라는 말이 임 인→제1세입자 사이의 세  계

까지도 리 포함하는 용어로 쓰 을 것으로 추측된다.

세의 특징은 집값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가세 이 지 되고 나 에 반환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정으로 임 인이 즉각 가세

을 반환하지 못하면 임 인의 요청이나 양해 아래 세입자가 타처에 ‘ 세’하

는 방법으로 가세 을 회수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을 것이고, 때로는 그러한 방

식으로 가세 을 회수하는 것에 해 설사 임 인이 이의를 품고 있다고 해도 

당장 가세 을 반환할  여유가 없어서 수수방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즉 세 습의 성격상 타인에게 ‘세’가 ‘ ’해질 가능성이 제

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 세’라는 말이 그러한 가능성을 포함하는 ‘세’ 계의 

성립 일반을 가리키는 용어로 확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요컨  원래는 

세의 의미를 갖던 ‘ 세’라는 말이 나 에 세 일반까지 가리키는 말이 되었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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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문기와 세계약의 인증

1) 가계 록

 습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주․차주가 연서하여 한성부에 

청원하여 가계 록을 받는 례가 있었고, 가계 록은 제3자에 한 항력과 

련하여 세입자에게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한성재 사례 에는 

家券 록으로 추측되는 사례가 하나 있을 뿐,72) 가계 록이 확인되는 사례는 

물론이고 가계 록이 언 된 것조차 없다. ‘토지가옥증명규칙’이 시행된 후

(1906.12)여서 그 겠지만, 경성재 결서에도 가계 록이 언 된 사례는 없다. 

 습조사보고서가 ‘ 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성재 결서에서 가계

록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조  뜻밖이다. 물론 결서 문면 뒤에 숨어

있을 수 있고, 혹은 가계 록의 분쟁 방 효과가 커서 소송의 장에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의 느낌으로는, 가계 록 자체가 그다지 리 행

해진 례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73) 고액의 세 으로 장기간 세를 한

다면 가계 록이 유효한 보장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지 않은 경

우, 게다가 후술하듯이 세기간이 보통 3~4개월 정도이고 아마 많은 집주인

들이 가계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았을 상황에서, 비슷한 효과를 가지며 더 쉽게 

근할 수 있는 체수단이 있다면 굳이 가계 록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

기 때문이다. 그 체수단이란 후술하는 貰立旨 혹은 한성부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72) 한성재 1905. 6.30 9제398호 가세 송 : 피고는 원고를 세입할 뜻으로 貰券을 성 하고 당

해 券 에 한 스스로 원해 록했는데(“被告 貰入原告之意로 成給貰券야 該券上亦

爲自願懸 얏”)….

“該券”은 문장구조상 ‘당해 세권’으로 해석되나 임 인이 세권에 록한다는 게 이상하므로 

‘해당 가사의 문권’이라고 야 할 것이다. 한편 본 건은 가세  청구사건이며 항력 문제

와는 무 하다.

73) 각종 한국사 련 DB는 물론 한국언론재단의 고신문 검색서비스(http://www.kinds.or.kr)에서도 

세권의 가계 록이 언 된 기사는 하나도 검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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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문기와 세입지

한성재 결서에서 임 차 당사자 사이에 세문기가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은 모두 7개이다. 명칭에는 家貰券, 貰券, 貰文記 외에 貰買文記도 

있으며, 白紙貰記를 받은 사안, 막연히 私文書로 세를 주었다고 한 사안도 계산

에 넣었다.74) 결서를 보면 세문기 외에도 貰錢出給票 즉 임 인이 세 반

환을 확약한 증표도 나온다. 그러나 이는 계약 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나

에 세입자의 요구에 의해 임 인이 작성해  문서로 보인다.75) 한성부로부터 

貰立旨를 발 받은 것이 확인되는 사안은 3건이다. 

경성재 사건  가세문기․세권 교부가 확인되는 사례가 2건, 한성부에 청원

하여 세입지를 발 받았다고 하는 사례가 9건이다(그밖에 조된 명된 세입

지가 1건). 드러난 건수만 놓고 볼 때, 한성재 결서에서보다 세입지 발 의 

비율이 높아졌다.

그런데 경성재 결서에는 세입지 발  외에도 임 차 당사자가 임 차계약

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해 한성부의 ‘認許’, ‘認證’, ‘認可’, ‘인허증명’ 등을 받

은 사안이 16건이 있다. 한성부의 인허․인증 등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결서에는 ‘입지증명’을 받는다는 표 , 계약서와 별개로 ‘인증’을 받는

다는 표 ,76) 세계약서 자체에 인증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표 이 보인다.77) 

74) 다른 1건에서는 ‘貰券’이 언 되었으나 증 이 불확실하여 신빙성을 의심받았기 때문에 합

계에서 제외했다. 

75) 한성재 1907. 9.17. 융1제310호 세 송.

76) 경성지재 1909. 9.27. 융3민제535호 가세 : 융희2년(1908) 음6월에 원고가 기와집 13칸을 그 

공동소유자인 피고 등에게 셋돈 200원을 선 하고 한성부 입지증명을 받은 후….

경성구재 1909. 9.16. 융3민제321호 傅貰錢 : 원고는 융희3년(1909) 5월 1일에 피고와 갑 제1호

증과 같이 成約하여 갑 제2호증과 같이 “認證”을 거쳐 피고에게 세  150원을 교부하여 

기한을 동년 8월 10일로 약정한 후….

77) 경성구재 1910. 8.26. 명43민제449호 가세  반환:　살피건  갑1호증 즉 한성부가 “認證”한 

貰居契約書에 본건의 가사에 해 김진한과 김순서 사이에 세거계약이 성립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경성지재 1910. 7. 6. 명43민제235호 가세 : 原告 … 更히 期限을 寬延기 爲야 漢城

府로붓터 家貰契約書(甲第一號證) 受 時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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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 인증은 세입지 발 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과는 별개로 세

계약서 자체에 官認을 받는 방식으로 인증을 받는 것 같기도 하다. 설혹 후자

라고 해도 그러한 인증은 법령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다. 한 ‘토지가옥증명규

칙’은 물론이고,78) 그에 부속하는 시행세칙, 훈령, 통첩 등에는 가옥임 차에 

해 어떤 규정도 없다.

1910년 2월에 세입지를 받은 사례가 있을 만큼 세입지 발 은 오래 지속되

었다.79) 물론 세입지 발 에 한 법령은 없다. 아마 임 인과 세입자가 연서한 

청원에 의해, 만약 가쾌가 있다면  습조사보고서에 수록된 세입지에서와 

같이 가주, 세주, 가쾌가 연서한 청원에 의해 세입지가 발 되었을 것이다. 실

제로 어떤 세입자(원고)는 1908년 음 2월에 피고 소유 가옥에 貰居하면서 “피

고, 가쾌, 보증인이 연서하여 한성부에 청원하고 입지를 成出했다.”80) 따라서 

차상 세입지와 가계 록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양자 모두, 그리고 앞서 

본 ‘인증’ 역시 구래의 ‘立旨 成給’ 행이 연속된 것이라 할 것이다. 

세입지 성 은 가계 록에 비해 간편하다는 장 이 있다. 를 들어 집주인

에게 가계가 없는 경우 세의 가계 록을 해서는 가계를 새로 발 받아 거

기에 세입사실을 록하는 번거로운 차를 밟아야 한다. 게다가 가계제도는 

주로 가옥의 매매 인증이나 소유권 증명을 염두에 두고 고안된 제도라는 에

서 오로지 세사실의 증명만을 해 활용되기에는 어색하고 불편한 이 있

다. 반면 세입지 발 은 가계의 소지 유무와 상 없이 가능하다. 

 습조사보고서는 세입지에 해 거의 언 하지 않지만, 한성재 결서만 

78) 土地家屋證明規則 第一條 土地家屋을 賣買贈 交換或典當 時 其契約書에 統首或洞

長의 認證을 經 後에 郡守或府尹의 證明을 受을 得이라.

第二條 前條의 證明을 受 契約書 完全 證據가되며 但其正本을 依야 當該官廳에

셔 即施行力이 有이라.

79) 경성지재 1910.10.22. 명43민제499호 가세 :　원고가 明治43년 2월 16일에 경성 서부 … 가사

를 소유자 피고에게 세입 을 400원으로 작정하여 得貰居接할 때에 한성부에 청원하여 貰

立旨券까지 蒙有한 바….

80) 경성지재 1910. 3.15. 명43민제127호 가세 . 경성지재 1909. 9.13. 융3민제540호 가세  반환 

사건에서도, 원고(세입자)가 피고 소유 가사에 세입하면서 한성부 입지를 받은 때에 가쾌, 

증인 두 명이 연서 날장하여 증약서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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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도 세입자들이 세입지를 요하게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세입자가 

임 인과 가쾌를 상 로 세입지 성 을 독 하거나 세입지 미성 을 이유로 

가세  반환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가 2건이 있다.81) 이외에도 집주인이나 가

쾌에게 독 했으나 결국 세입지가 성 되지 않았다고 하거나 는 세입지를 

받지 못하고 세문기만 받았다고 세입자가 진술한 사례들이 있다. 

둘째, 세입지는 유력한 권리증명수단이었다. 이는 집주인, 가쾌 등을 상 로 

한 소송에 그치지 않는다. 컨  1906년의 한 사건의 경우 세입자A(원고)가 잠

시 셋집에서 나가 살던 동안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B(피고)를 들 는데, 먼

 세입한 A는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券과 세입지가 있었으나 나 에 세입한 

B는 手票만 받은 상태 다. 한성재는 “貰屋之法”으로써 논하면 원고가 마땅히 

입거해야 하고 피고는 집주인에게서 셋돈을 돌려받으라고 결했다.82)

셋째, 세입자의 입장에서 세입지 발 차는 집주인이 가옥을 타처에 질

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었다. 세입한 가옥의 가권이 타처

에 질되어 있어서 세입지를 성 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례,83) 이미 가옥을 

질해 놓은 집주인으로부터 세문기만 받았다가 결국 집주인에 한 당권자․

채권자에 의해 세입자가 곤경을 당하거나 주거를 상실했다고 하는 사례,84) 그

리고 가계를 질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세입지를 성 해  것이라는 구실

로 집자로부터 가계를 일시 돌려받은 후 세입지를 발 받은 사례85) 등으로 

81) 한성재 1905.11.27. 9제145호 貰錢訟, 한성재 1906.11.16. 10제626호 가세 송.

82) 한성재 1906. 1. 9. 10제10호 가사송. 

83) 의 한성재 1906. 11.16. 10제626호 가세 송, 한성부재 1902. 3.25. 6제100호 가세 송, 

한성재 1906. 5. 2. 10제145호 가사송( 결요지는 일단 세입자를 집에 들어가 살게 하고 20

일 내에 셋돈을 돌려주고 타처에 이사할 수 있게 하라고 결함), 한성재 1906. 9.12. 10제

398호 가세 송, 한성재 1908. 6. 4. 융2제223호 가세 송. 

84) 한성재 1904. 5.31. 8제318호 家貰訟, 한성재 1906. 9.12. 10제389호 家券訟, 한성재 1907. 

1.18. 11제36호 가세 송(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昧理”한 까닭에 세입지를 한성부로

부터 認出하지 않고 단지 피고와 면회하여 세문기를 작성했다고 했다). 

85) 한성재 1906.10. 9. 10제478호 가세 송. 이 사안에서 임 인은 집자에게 셋돈을 3천냥으

로 한다고 하여 집자에게 양해를 구한 후 실은 셋돈을 4천량으로 하여 세입지를 발 받아 

1천 냥을 임의로 소비하여 당권자로부터 1천량의 변상을 청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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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어 볼 때, 세입지 발 을 청원하는 때에는 가옥에 한 권리 계를 증빙

하기 해 가권이나 가계를 증빙자료로 제시해야 했던 것 같다. 따라서 세입자

의 입장에서는, 세입지 발  차를 밟는 과정에서 해당 가옥이 타처에 당되

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어도 차가 종료할 때까지는 가사 당을 방

지할 수 있다.86) 실제로 이미 가옥이 당되었음이 확인되는 사례에서, 어도 

결서의 문언상, 세입지가 발 된 사례는 없다. 

넷째, 청은 마치 세입지 발 을 계약의 인허처럼 인식하고 있었다. 1902년 

한성재는, 가옥에 한 권리자(원고)가 세입자(피고)에 해 퇴거를 청구한 사안

에서 “漢城府에셔 貰入人處에 公認 貰立旨 經 後에야 施行 規則을 

究면 被告에 白紙貰記 準施치 못 然故로”라고 하며 백지세기만 받은 

피고는 거처하는 방을 비우고 셋돈은 세를 받은 사람에게 돌려받으라고 결했

다.87) 필자가 아는 한, ‘한성부에서 세입인에게 공인한 세입지를 경료한 후에야 

시행한다’는 취지의 법규는 없다. 이 결에 의하면 세입지 발 이 없으면 세

계약의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지는 않았다. 요한 것은, 이 결을 

선고한 한성재(당시는 한성부재 소)가 세입지의 의미를 그 게 인식하 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당에 한 ‘인허’에 해서도 비슷한 인식이 나타난다.88)

86) 경성재 결 에 이러한 사정을 추측  하는 사례가 있다. 경성지재 1910. 7.12. 명43민제353

호 가세  청구사건에서 원고(세입자)는 피고(임 인=소유자)가 세입지 성 을 미루자 ‘피

고가 수일 후에 변심하여 가사를 타처에 당하고 입지를 성 하는 것을 기도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사를 인도할 테니 셋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피고는 2년간 셋돈 반환을 

지체함). 경성구재 1910. 8.18. 명43민제495호 가세  청구사건에서 원고(세입자)는 한성부 세

입지를 받고 피고 소유 가옥에 3개월간 거주했는데 기간 경과 후 피고가 가세  반환 청구

에 불응하자 피고가 “당해 가옥을 타인에게 당할 우려가 있어서 借居其間을 5개월 연장

하여 한성부의 인증을 받았다”고 했다.

87) 한성부재 1902. 1.28. 6제52호 가세 송.

88) 한성재 1906.11. 5. 10제589호 가권송 사건 결은 원고의 가사를 몰래 질한 피고에 해 

원고에게 가권을 반환을 명하면서 그 이유  하나로 “당해 가계를 집한 때에 한성부의 

인허가 당  없었다”고 했다.

한성재 1907. 5. 9. 11제129호 가권송 사건 결에서는 원고에게 가권을 질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피고에 해 “피고는 원고에게 가권을 질하여 빚을 얻어 쓰고 한성부의 인

허를 얻지 못했으니 당해 채무액을 즉시 변상하여 소송에 이르지 않게 해야 하거늘 오히려 

미루고 있음은 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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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의 인증을 거친 세입지는 권리의 증명과 거주의 안  확보를 

한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었다. 물론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집주인이 세입

지를 발 해  후 가사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세기간이 경과하면 어차

피 당권자에게 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입자로서는 가옥이 이미 질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당권자에 앞서 집

주인에 해 가세  반환을 청구하여 가세 을 보 하는 방법을 취해야 했다. 

경성재 사례에서는 세입지 발 이든 한성부 인증이든 세입자 쪽에서 권리확

보를 해 극 으로 의 인증을 받으려는 모습이 더 뚜렷이 나타난다. 게다

가 이 방법을 계약체결 시 에서뿐 아니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활용하

고 있다. 경성재 사례에서 한성재의 사례들처럼 가사 당이 개재된 사례나 

당 때문에 세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거의 사라진 것은, 한편으로 

변화된 부동산증명사무의 효과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임 차 당사자들 사이

에 의 인증을 활용한 계약체결 행이 확 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세입지는 어디까지나 의 인증이라는 에서 생하는 장 들을 가

진 것이지, 임 차계약의 私法的 효력의 측면에서 세문기를 완 히 체하는 

것이 아니다. 임 차계약에서는 기본 으로 당사자 사이에 세문기의 작성․교

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련하여 흥미로운 경성재 사례가 있다.89) 본

건의 사실 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타인(A)으로부터 “轉借”한 가옥을 원고에

게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명의의 세권을 즉시 교부한다고 약속했는

데, 원고가 셋돈을 교부하고 피고에게 차 세권 인도를 독 했음에도 피고는 

집주인이 가권을 타처에 질해 놓았기 때문에 도 히 세권을 작성하여 교부

할 수 없다고 변명했다. 이에 원고는 당 의 약속에 기 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셋돈 반환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피고는 당  세권 교부를 약속한 취지는 A가 

집주인으로부터 차용한 가옥을 A로부터 피고가 차하여 이를 원고에게 

하면서, A로부터 수령한 “傳貰券”을 교부하는 것을 허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항

89) 경성지재 1908.11.16. 융2민제189호 貰金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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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했다. 이에 해 경성재는 피고의 항변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家

의 轉貸를 하는 때에 轉借人名義의 貰券交付가 보통의 事例라는 것, 세권이 권

리증서의 要具로서 이를 소지하지 않으면 안 하게 借居를 할 수 없는 것”은 

피고가 다투지 않는 바라고 하면서, “계약의 요소인 세권 교부 불능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셋돈 반환청구는 지당하다”라고 했다. 이 사안은 세문기 작성이 

필수 이라는 것 외에, (혹은 세)의 경우 인이 차인 앞으로 세문

기를 작성․교부하는 것이 례라는 것을 말해 다.

3. 세기간과 그 성격

1) 세기간

 습조사보고서는, 세기간은 통상 1년이나 계약에 따라 일정하지 않고, 

만약 기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서울에서는 100일이 례이며, 기간 내에는 서

로 해약을 할 수 없지만 기간경과 후에는 언제라도 해약할 수 있다고 하고 있

다. 한 해약에 해 별도의 고기간이 정해진 바는 없으나 임 인이 해약하

는 경우 세입자가 이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허여해야 하며 서울의 경우 기와

집은 15일, 가는 10일의 유 기간을 다고 했다.90)

한성재 결서에서 세기간이 구체 인 언 된 사례는 거의 없다. 언 이 

있더라도 막연히 “셋방을 비우기로 약정한 기간 내에 돌연히 셋돈 반환을 청구

했다”(貰房虛出 約期內에 卒然覓償), “기간이 차서 집에서 나갔다”(滿期出去)

했다, “貰限”이 경과한 후 셋돈 반환을 청구했다, “기한”을 정해 임차했다고 말

하는 정도다.91) 오직 1건에서 약정기간이 ‘100일’이었음이 확인된다.92) 다른 사

90) 개역  습조사보고서, 269~270면.

91) 한성부재 1901.12.27. 5제194호 가세 송, 한성재 1906.5.29. 10제210호 가세 송, 한성재 

1907. 1.18. 11제26호 가세 송, 한성재 1907. 3.30. 11제73호 가사송.

92) 한성재 1905.12.25. 9제174호 가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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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 건수 비고

1개월 1 1개월 5일　

100일 는

3개월
47

1건은 포(3개월 

단  재계약 약정)

4개월 5 　

5개월 1 　

6개월 1 　

7개월 1 　

1년 3 1건은 1년 2월.

합계 59 　

<표 10> 세 약정기간(경성재 사례)건들은 약정 기간이 없었다기보다는 

부분 정해진 기간이 지나고 계속 거주한 

경우로 보인다. 다만 가권의 질, 세문

권․세입지의 불성 , 임차가옥의 훼

손․후폐 등으로 인해 입주가 어렵다는 

이유로 가세  반환이나 세입지 성 을 

요구한 몇몇 사안은 기간 내에 세입자가 

계약해제를 청구했을 수 있다.

기간 내에 해약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

에 해 1901년 한성재 결이 하나 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약정기간 내에 

돌연히 셋돈 반환을 요구한다고 항변했으나, 한성재는 세입자가 셋방에 살지 

않으니 의당 셋돈을 반환해야 한다(“貰房은 原告가 不處즉 宜爲辦還”)고 했

다.93) 셋방이지만 가세 이 있고 900냥에 이른 것을 볼 때 세로 볼 사안이다. 

한편, 해약시의 유 기간에 한 직  사례는 없지만, 결에서 가세  반환 

 가옥인도를 한 유 기간을 언 한 사례가 있다. 이미 가권이 집된 까닭

에 임 인이 세문권을 성 하지 않아서 세입자(원고)가 집주인(피고)을 상 로 

제소한 사안인데, 한성재는 세입자로 하여  해당 가옥에 들어가 살게 했다가 

20일 이내에 돈을 지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하라고 결했다.94)

경성재 결서에서는 ‘기간’에 한 더 구체 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표 

10>은 약정기간이 확인되는 59개의 결서를 기 로 기간을 정리한 것이다. 
습조사보고서의 서술과 달리, 약정기간이 1년인 것은 3건에 불과하고 오히려 

3개월 내지 100일이 압도 으로 많다. 참고로, 세 반환청구권에 근거한 세

권자의 유치권을 부정한,  유명한 조선고등법원 결(1943년)에 나오는 세가

옥도 서울 지역의 약정기간 100일짜리 다.95) 기와집이냐 가집이냐에 따라 약

93) 한성부재 1901.12.27. 5제194호 가세 송.

94) 한성재 1906. 5. 2. 10제145 가사송.

95) 조선고등법원 1943. 6. 22. 昭和23년민상제687호 가옥 명도 청구 사건, 朝鮮高等法院判決  
30권,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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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기간의 장단이 달라지지도 않는다. 35칸, 33칸이나 되는 기와집도 약정기간

이 100일이다. 약정기간의 경과와 함께 세가 종료된 것이 아니다. 일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극히 드물게 기간을 연장한 사례도 있지만, 부분의 세

입자는, 임 인이 가세 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지만, 제소 시 까지 

임차가옥에 계속 거주하거나 가옥을 유하고 있었다.96) 심지어 계약 시 으로

부터 3년~5년이 지난 사례도 있다.97)

세  반환을 청구한 세입자들이 보통 들고 있는 청구사유는－다른 사유로 

기한도래 에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는 제외하고－약정기간이 경과하자 가

세 을 돌려받고 가옥을 반환하려고 했거나 혹은 기간이 지난 후 타처로 이사

하려고 했으나 임 인이 불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해 어떤 임 인은 

“當地의 慣習上” 기간의 약정이 있는 계약에서도 차가인이 가옥에 주거하는 동

안은 그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가세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차가인이 

가옥을 비워서 반환하기(“空還”) 에는 세 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항변

했다. 경성재는 이러한 항변을 배척했다.98) 경성재는 세기한 의 세입자의 

가세  반환 청구도 배척했다. “貰居契約에서 期限은 당사자 방의 이익을 

해 정한 것이라 해석함이 정당하다. 즉 기한의 도래 에 가옥의 소유자는 借

居人에 해 그 명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 후자는 자에 해 가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다.99)

96) 결서에 기재된 세입자의 주소와 임차가옥의 소재지를 조하여 양자가 동일한 경우 계속 

거주로 단했다.

97) 경성지재 1909.10.27. 융3민제579호 가세  청구 사건의 경우, 1905년 9월에 기와집 25칸 반을 

100일 기한으로 세입한 후 제소시 에 이르고 있다. 경성구재 1910. 4.15. 명43민제240호 가

세  반환 청구 사건은 1907년 음윤 4월에게 기와집 14칸 반을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세입하

고 4년이 경과한 사안이다.

98) 경성지재 1909. 6.25. 융3민제215호 傳貰金 取戾.

99) 경성구재 1910. 8.18. 명43민제495호 가세 . 당  3개월로 기간을 약정했다가 다시 5개월을 

연장하고 한성부 입지도 받았는데 세입자가 연장된 5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제소한 사건

이다. 세입자(원고)는 임 인(피고)이 당 의 기간 후에 가세 을 반환하지 않았을 뿐 아니

라 가옥을 타인에게 당할 우려가 있어서 기간을 연장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는데, 재

소는 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동기에 일치하는가에 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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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습조사보고서의 서술과 같이 례상 

100일을 기한으로 하 다. 한 사례에서 양 당사자 모두 100일이 “慣例”라 인정

했으며 경성재도 “家  借受 후 1백일을 경과하면 임의로 타처에 옮겨 살고 가

세  取戾의 권리가 있다는 것은 一般의 慣習”이라고 했다.100) 다른 사례에서

도 경성재는 “ 례에 의하여 기간은 100일”이며 “慣例에 의거하여 계약기한 경

과 후에 원고가 당해 가옥을 비우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은 피고는 가세  

 그에 한 법정손해이자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결했다.101) 주목할 

은 앞의 결이 다름 아니라 당 의 세입자A가 새로운 세입자B에게 “ ”했

다가 나 에 B가 A에 해 가세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 한 것이라는 이

다. 결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진술과 재 부의 시를 참고하면, 세입자에 타

인에게 를 했으나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차인에게 례상의 100

일의 기간이 보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 리 행해진 례

는지는 불분명하다.

경성재는 확실히 한성재보다 기간의 문제를 요하게 다루고 있다. 가세  

청구권의 발생 시 과 가세  반환채무의 이행지체 시 을 확정하기 한 선

결문제로서 기간의 문제가 면 하게 다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안에 

따라 가세  외에 지연이자의 인정  액수산정 문제와 련이 있었다. 이에 

비해 한성재 결서에서는 극히 외 인 사례를 제외하고는,102) 세입자가 이

미 퇴거한 사례에서 별도의 지연이자의 배상을 명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한

100) 경성지재 1909. 1.13. 융3민제330호 家 貰金 取戾.

101) 경성지재 1910. 2.14. 명42민제216호 가세  반환. 다만 경성지재 1910. 7.18. 명42민제367호 

家貰金  立替金 청구사건에서는, 원고(세입자)와 피고(임 인) 사이에 당 의 세계약

이 기한부인지 무기한인지를 두고 다투었는데, 재 부는 반환기한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

는 가세 에 해 소장송달시에 지체에 빠진 것으로 보았다. 

102) 한성재 1907. 1. 8. 10민제6호 가세 송 결에서는 가옥을 매도한 후 가세 을 반환하지 

않고 7년이 지난 사안에 해 가세  원 과 함께 ‘二分例’(연 20%)의 이율로 7년간의 이자

(단 원본을 과하지 못함)를 지 하라고 했다. 한편 한성재 1906. 5.29. 10제210호 가세

송 결에서는 만기 출거한 원고(세입자)에 해 즉시 셋돈을 반환하지 않은 피고(임 인)

에 해 셋돈 잔 과 함께 원고가 차 왕래하여 여러 날을 체류하면서 소비한 비용(浮費

條)을 합쳐서 변상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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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가 지연이자의 배상을 명한 사례들은, 집주인이 세입자에 해 가세  반

환채무를 언제까지 변제한다는 手票를 교부한 후, 바꿔 말하면 가세 반환채무

가 일반 채무로 경개된 후 당해 수표상의 변제기한이 경과한 경우이다.103)

세기간  신소유자가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한 경우 어떻게 되는가? 이

와 직결되는 사례는 없지만, 경성재 결서에는 약정기간  세가옥이 집행

되자 세입자가 경락인에게 가옥을 인도한 사례가 있다.104) 하지만 세입자가 약

정기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집을 포기한 본건과 달리, 약정기간이 지난 후에 비

슷한 곤경에 처한 다른 세입자들이 가옥을 즉시 경락인에게 인도하지 않고 버

티면서 가세  반환을 청구한 사례도 있다.105)

2) 세기간의 성격과 기간 념

경성재 결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약정기간이 보통 3개월 내지 100일이라

고 한다면, 왜 이 게 단기 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일단 그 기간의 길이에 주목한다면 당시의 소비 차

계약과 당계약에서 례상 설정되고 있던 채무상환 기간이 하나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한다. 경성공소원의 민사항소심 결서에 나타난 소비 차 

행을 보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일부 사건을 제외하면, 개인 간의 소비

103) 한성부재 1903.12.14. 7제212호 가세 송, 한성재 1906.12.15. 10제719 가세 송.

104) 경성구재 1909.12.15. 명42민제148호 세  반환. 이 사건에서 약정기간은 1909년 8월 22일

부터 같은 해 11월말까지 약 100일이었고, 집주인에 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같은 해 9

월 22일에 해당 가옥에 한 경매 차가 완료되었고 세입자가 경락인인 채권자에게 가옥

을 인도했다. 이후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 로 본건 가세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경

성재는 피고는 원고에게 가세 과 함께 9월 23일부터 결 집행일까지 연리 20%로 계산한 

이자를 지 하라고 결했다.

105) 경성재 사건  유사사례가 3건인데, 세계약일로부터 해당 소송의 시 까지 20개월(월세의 

세입자가 계속 거주했음), 2~3년이 지난 상태이고, 그  1건에서 당권자인 天日銀行의 강

제집행일로부터 4개월이 흐른 뒤에 세입자가 퇴거했다(경성지재 1910. 2.5 명43민제31호 가세

). 인천구재 소의 사례에서는 당권에 근거하여 가옥을 취득한 商 社가 퇴거를 요구

했음에도 세입자가 10개월을 버티고 있었다(인천구재 1908.12.23. 융2민제36호 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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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계약에서 변제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이다.106) ‘典當鋪規則’(1898년 법률 제1

호) 제14조에 정한 不動産契券의 典期限도 3개월이다.107) 그런데 세입자 쪽

에서 보면 가세 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여한 인 것은 분명하다.108) 하

지만 무엇보다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세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기보다는 통

상의 여  상환기한이나 당의 퇴 기한에 맞추어 을 융통할 수 있는 여

지를 마련해두는 게 이로웠을 것이다. 만약 그 다면, 약정기간이 부분 3개

월~100일 정도이고 기간의 약정이 없어도 100일이 례 던 것은, 앞서 본 

소비 차와 당계약의 변제기간도 통상 그 정도로 인정되고 있는 가운데, 게

다가 융통의 수요가 높았을 서울이라는 지역  환경 속에서, 세 당사자의 

이해 계가 충되면서, 아니 그보다는 집주인 측의 필요가 더 강하게 반 되어, 

그 정도의 기간을 인정하는 것이 행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월세는 상황이 더 열악한 것 같다. 결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황성신

문>의 1908년 9월의 한 기사에 따르면, 집주인이 월셋집을 방매하려면 세입자

에게 한 달이나 보름 에 통지하는 게 타당하거늘 오늘 세를 주었다가 내일 

방매하고자 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109)  습조사보고서는 임 인은 선불을 

받은 기간 내에는 해약을 할 수 없고  해약을 함에는 5일 에 고를 해야 

한다고 했다.110) 신문기사에서 언 한 유 기간에 한 규칙은 제정된 바 없다. 

다만 1907년에 지방의 세무서가 인민의 가옥을 임차하는 경우의 임 차계약 

규정이 제정되었는데, 새로운 임 차 개념에 입각하고 있었다.111)

106) 문 , ｢경성공소원(京城控訴院) 민사 결원본철을 통해 본 한말의 민사분쟁과 재 ｣, 법
학연구 22권 1호(충남  법학연구소, 2011), 50면.

107) 참고로 용기잡물은 3개월, 의복이나 포목류는 3개월, 은보화 등은 5개월이다.

108) 일부 경성재 결은 당사자들이 세 의 여  성격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다. 

컨  세입자가 임 인에게 “가세 을 빌려주었다”(貸給), “임 인이 세입자로로부터 가세

을 빌렸다”(借受) 표 (경성지재 1910.10. 8. 명43민제479호 가세 , 경성지재 1910.10.22. 

명43민제508호 가세 ), 임 인이 임 인에게 가세 수령  반환의 증서로서 발행한 “貰

入借金受領出證”에서 “借金”이라는 표 (경성지재 1910.12. 3. 명42민제188호 가세   가

옥수리비)

109) <황성신문> 1908.9.4. 잡보 貰居規則制定.

110) 개역  습조사보고서, 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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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약정 세기간이 짧은 것에는 ‘기간’에 한 당 인의 념도 향을 미

쳤을 것이다. 경성재 사례에서 분명히 확인되듯이 세입자들은 짧은 약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서를 통해 기간 경과 직후 

가세  반환을 요청했음을 알 수 있는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면, 부분은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거주하다가 어느 시 엔가 가세  반환을 요청한 사례이다. 

한 간혹 기간을 연장한 사례도 있으나 그 지 않은 사례가 부분이다. 오늘

날 우리는 ‘ 세기간’의 의미를 세계약의 ‘존속기간’으로 이해하고 기간이 경

과한 후에는 별도의 약정 는 법규정을 통해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고 본다. 하

지만 당시의 세기간을 ‘존속기간’과 동일시하기 힘들며, 한 당 인들에게 

그러한 기간 념이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 례상 100일 기간’의 의

미에 한 결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세의 기간이란 기본 으로는, 임 인과 

세입자에 해 각각 가옥인도와 세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례상 

인정되는 기간 정도를 의미했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당사자 일방의 책임으

로 인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상 임 인과 세

입자가 서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기간 혹은 계약을 해제하기 

않기로 서로 양해 내지 보증한 기간이라고 이해된다. 이러한 기간 념은 당사

자들이 기간을 구체 으로 약정한 경우에도 통용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세는 당  약정한 기간(간혹 연장이 이루어지기도 함) 는 무약정시의 례

상의 기간이 끝난 후 특별히 갱신 차를 밟지 않더라도 세 계가 계속 유지되

고, 다만 당사자 일방의 필요나 요청에 의해 는 방의 합의에 의해 계약이 해

지되는 때까지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속되는 모습이었다 할 것이다.

만약 세기간이 3개월이나 100일 혹은 1년 정도로 짧았다고 하면, 사실 

111) <황성신문> 1907.11.22. 貰屋規程. 이는 13개도 하의 稅務署  그 분서가 인민의 가옥

을 貰借하는 경우 계약규정을 정한 것이다. 요지는 ①차가료 월액은 세무서는 8환, 분서는 

5환 이내로 함. ②청사의 수리, 우물․하수도의 청소비용은 모두 貸主가 담담함. 다만 변

작에 해 주가 수리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로 수리할 수 있음. ③ 차계약

은 익년도를 과할 수 없음. 다만 借主가 해약통지를 하지 않는 때는 차계약을 계속하

는 것으로 함. ④ 차기간 내라도 차주는 언제라도 해약할 수 있고 가옥은 상 로 반환

하되 차주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로 함. ⑤차가료는 매월분을 익월 15일 이내에 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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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권의 양도․ 나 신소유자에 한 항력 문제를 논하는 것은 실제 으로 

의미가 없거나 혹은  다른 각도에서의 근을 요청하게 된다. 이 문제는 

다음 에서 좀 더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4. 세의 ․양도의 법  취

1) ․양도 혹은 貰의 傳授의 법  계

 습조사보고서는 세 습에서는 세입자가 그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당

할 수 있으며 임 인은 그에 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다. 그리고 

1911년 추원 회답과 조선고등법원 결에서는 세입자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할 수 있다고 했다.

‘ 세’라는 말의 용례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미 드러났듯이 한성재와 경성재

의 결서에서는 세입자가 타처에 세를 물려주거나 타처로부터 세를 물려

받는 사례들이 있다. 다만 행 민법상의 의미에서의  혹은 양도인지, 아니

면 단지 임 인과 직  세입자 사이의 세 계가 소멸하고 다른 세입자와 새

로운 세 계가 형성되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 사실 계가 불분명한 것들이 

많다.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오늘날의 법  개념으로서 세권의 양

도와 (혹은 세)는 당  설정된 세권의 ‘범  내’에서 세권자가 타

인에게 세권을 양도하거나 가옥을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실제 사례

는 약정기간이나 례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세입자가 타인에게 세를 넘

겨주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를 엄 한 의미의 ․양도 개념으로 포섭하기는 

곤란하다. 한 이를 기간의 약정 없는 세권의 ․양도라는 개념으로 포

섭하는 것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막연히 ‘타처에 세하다’고 표 되었던 상황들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근

해보자. 우선, 엄 한 의미에서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

다. 컨  당 의 약정기간을 넘지 않는 범 에서 세입자가 타인에게 그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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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양도하거나 혹은 임차가옥의 부 는 일부를 임 를 하는 경우이다. 그

러나 여기에 딱 들어맞는 재 사례는 없다. 일반 인 사례는, 약정기간이 경과

한 후에 당 의 세입자가 가세 을 회수하는 방법으로서 타인에게 세를 물

려주는 것(傳授)이다. 여기에는 다시 두 가지 유형이 상정될 수 있다. 하나는 직

 세입자가 세의 주체(동시에 가세 반환의무자)가 되어 새로운 세입자 앞

으로 세문기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가세 을 지 받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직  세입자는 신 세입자에게 세를 물려주는 형식을 취하되 직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받은 세문기 등을 명의 변경 없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넘겨

주어서 결과 으로 직  세입자는 세 계에서 이탈하고 집주인과 새로운 세

입자 사이에 세 계가 형성되는 경우이다. 자를 편의상 ‘  유사형 

수’, 후자를 ‘양도 유사형 수’라 부르자. 그런데 당시의 념을 고려할 때, 후

자와 경계가 모호하나 구별되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즉 ‘ 세한다’고 표

되기는 하지만, 직  세입자는 단지 세 만 회수하는 것일 뿐이고, 형식 ․

실질 으로도 직 의 세 계가 소멸하고 집주인과 새로운 세입자 사이에 새

로운 세 계가 설정되는 경우이다. 이는 세의 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다. 경성재의 사례 에서 세입자가 아무개 등을 경유하여 당해 가옥을 ‘ 세’

했다고 하면서도 집주인을 상 로 가세  반환을 청구한 사례들이 여기에 포

함된다.

2) ․양도 련 사례들

‘  유사형 수’와 ‘양도 유사형 수’에 해 임 인의 승낙은 필요 없는

가 혹은 임 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가? 이를 확증할만한 사례는 없다. 다

만 후술하는 이유에서 세 습에는 양도․ 에 해 임 인의 승낙은 필

요 없다고 인정될 만한 소질이 있었다. 

세입자A가 집주인에게 셋돈을 주고 살다가 B에게 ‘ 세’하고 B에게서 셋돈

을 받았는데 나 에 B가 셋돈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한성재는 직  세입자A

가 B에게 셋돈을 돌려주고, A는 집주인으로부터 셋돈을 돌려받으라고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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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게 순차 으로 소 해서 이루어지는 세  변상을 흔히 ‘ 상징보’(傳

相徵報)라는 말로 표 했다. 이러한 사안 2건  1건은 집주인의 승낙 여부가 

불분명하고, 다른 1건에서는 집주인이 B에게 요청하여 셋돈을 올려 받고 C로부

터 증액분을 수령하기까지 했다.112) 

집주인이 세입자 간의 세에 해 자기 소 이 아니라고 한 사례도 있다. 

세입자A가 세 살던 집을 B에게 ‘ 세’했는데 B가 세  일부를 A에게 지 하

지 않아서 A가  세입자B  집주인을 상 로 셋돈 잔액을 청구한 사안으로, 

한성재는 A와 B 사이의 “주고받음은 이 몸의 소 이 아니라”고 하는 집주인에 

해서는 强責할 수 없으며 B가 A에게 셋돈 잔액을 갚으라고 했다.113) 다만 자

기 소 이 아니라고 한 상이 A에서 B로의 세 자체인지, 아니면 A와 B 사이

의 가세 의 수수에 한정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흥미로운 것은 1907년 9월 17일의 융희원년 제310호 傳貰錢에 한 결이

다. ‘양도’, ‘소송주체’ 등 신식 법률개념을 구사하고 있는데, 일본인 법무보좌

이 배치된 시기에 변화된 재 사무의 일단을 보여주는 이기도 하다.114) 사

실 계는 이 다. 세입자A(피고A)는 1905년에 세  2천냥을 지 하고 집주인

의 가옥에 세 들어 살다가 1907년 4월에 집주인에게서 받은 貰錢出給票를 자신

의 義父(피고B)를 경유하여 C(원고)에게 해주고 C로부터 셋돈 2천냥을 받았

고 C는 해당 가옥에 세입하 다. 그런데 나 에 가옥의 당권자가  세입자C

112) 한성부재 1901.11. 8. 5제143호 세 송, 한성재 1904. 6.17. 8년제369호 세 송. 후자

의 사건의 사실 계는, A가 C(A와 친한 사람이라 함)에게 세하면서 집주인 B의 간청으로 

셋돈을 올려 받고 종  세 은 A가, 증액분은 집주인 B가 직  수령했는데 집주인B가 

이미 家契를 일본인 당포에 질해 놓았기 때문에 장차 셋돈을 상실할 것을 우려한 C가 

A에게 세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 재 소는 A가 C에게 우선 변상하고 집주인 B에게 

추심하라고 했다. 재 소는 집주인 B가 증액분을 직  수령했다는 보다, A가 C와 ‘직  

만나서 세를 약정했다’(面約傳世)는 사정을 시한 것으로 보인다.

113) 한성재 1906. 8.23. 10제341호 가세 송.

114) 결을 담당한 사들은, 이시 (李始榮), 피상범(皮相範), 이원국(李源國), 최진(崔鎭) 4명

이다. 결서 우측 상단 여백에 당시 한성재 소 法務補佐官 安住時太郞의 認印이 

있다. 법무보좌  배치후의 재 실무의 변화에 해서는, 문 , ｢한말 법무보좌 제도 

하의 재 사무의 변화｣, 법학연구 39(경북 학교 법학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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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아와서 典限이 이미 지났으니 즉시 나갈 것을 요구했고, 결국 퇴거한 C는 

직  세입자A(피고A)와 세 출 표를 자신에게 해  피고B를 상 로 셋돈 

변상을 청구했다. 한성재는, 피고B는  세입자C(원고)와 직  세입자A(피고A) 

사이에서 “일시 달해주는 것에 여했을 뿐이니 不可 訴訟主體이고”, 직  

세입자A를 논하면 “그 때 집주인으로부터 貰錢出給票權利도 원고에게 讓渡하

고 이미 당해 집을 비워  의무를 면했으니, 양도를 받은 원고는 권리의무가 

직  당해 집주인과 계가 있을 뿐이거늘 피고에 해 당해 셋돈을 청구함은 

부당”하다고 결했다. ‘세 출 표권리’가 ‘양도’되었다고 말하여 마치 세

반환채권만 양도된 것처럼 표 했지만, 실질은 세의 ‘양도형 수’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집주인의 승낙 여부가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집주인이 세

출 표를 세입자A에게 교부했다는 것은, 세 출 표가 타인에게 양도되는 

것을 어도 사 에 승낙 혹은 묵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결에서 ‘양도’의 

법리가 동원될 수 있던 것도 집주인이 가세 반환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세권출 표를 출 했고 그 세권출 표를 직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에게 양

도하는 방법이 취해졌다는 사실과 무 하지 않을 것이다. 통상의 ‘양도형 수’

가 이러한 방식을 취하 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례를 참고하면 집주인이 

직  세입자에게 작성해  가세권이나 그것을 체할 수 있는 증서 등이 새로

운 세입자에게 넘겨지는 방식이 취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경성재 사례를 보자. 첫째, ‘ 세하다’는 표 이 쓰 지만 세의 

수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들이다. ‘ 세’의 용례를 보면서 직  세입자로부터 

후 세입자로 세가 이루어진 사례를 몇 가지 거론했는데, 모두 최종 세입자가 

집주인에 해 셋돈 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들이다. 결문상 정보가 빈

약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안들은 단순히 종 의 임 차가 종료하고 새

롭게 임 차 계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115) 한 사례는  

115) 이러한 취지에서 신 세입자의 직  세입자에 한 가세  청구를 기각한 사례로서, 경성구

재 1910. 4.15. 명43민제240호 가세  반환 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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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직  세입자로부터 ‘ 세했다’고 하면서 기간 경과 후 집주인에게 가

세  반환을 청구한 것인데,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새로 세기간을 설정

한 것으로 보인다.116) 

둘째, ‘  유사형 수’에 속하며, 명확하게 ‘ ’, ‘ 차’라는 용어가 쓰인 

사례이다. 이미 앞에서 언 한 사례인데, 사실 계는 이 다. 1906년에 집주인A

가 세입자B에게 세를 주었는데, 세입자B는 1908년 음 3월에 C에게 ‘ ’한 후 

타처로 이 했고, 차인C는 1908년 8월에 다시 D에게 ‘ ’한 후 타처로 이

했다. 결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A→B 그리고 B→C의 각각 계약 당시 

세기간을 약정한 일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D는 C와 계약한 때, C가 D 

명의의, 즉 D 앞으로 家貰券을 작성하여 교부한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끝내 가

세권을 교부받지 못했기 때문에(집주인A가 해당 가권을 타처에 질했음), D는 

C에 해 세  반환을 청구했다. D→C 소송에서 D가 승소한 결과, C→B, B

→A의 순서로 가세 을 변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117) 

1908년 11월부터 1909년 1월 사이에 내려진 3개의 경성재 결은, 재 부의 

세 습에 한 이해  이후의 재 례와 련하여 요한 의미가 있다. 먼

, D→C 소송에서는, 가옥을 ‘ ’할 때 ‘ 차인 명의의 가세권을 교부하는 

것이 일반의 사례’라고 확인하고  ‘가세권 교부는 계약의 요소’라고 시했

다. 다음으로 C→B 소송에서는, 비록 ‘ 세 ’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세

 교부의 의미에 해 C가 B에게 “家賃金을 置하여 그로부터 생기는 이식

을 소득으로 삼아 家賃金에 충당했고”라고 했으며, 세입자는 가사를 빌린 후 1

백일을 경과하면 임의로 타처로 이 하고 가세 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것

이 일반의 습이라고 확인했다. 한 B는, C가 가옥을 빌린 이상 借受名義는 

C에게 이 하여 자기(B)와는 아무 계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 부는 C가 집

주인A에게서 빌린 것이 아니라 B에게 직  빌렸고 가세 도 B에게 교부한 사

116) 경성지재 1909. 9.10. 융3민제518호 세 , 경성구재 1910. 5. 6. 명43민제319호 세 .

117) D→C 청구소송 : 경성지재 1908.11.16. 융2민제189호 貰金 반환.

C→B 청구소송 : 경성지재 1909. 1.13. 융2민제330호 家 貰金 取戾.

B→A 청구소송 : 경성지재 1909. 1.29. 융3민제27호 家 貰金 還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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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들어 B의 반환채무를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B→A 청구소송에서 집주인A

는 가사를 매각한 후가 아니면 가세 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으나,118) 

재 부는 가옥의 매각 여하는 B가 치(즉 임치)한 가세 의 반환 채무와 아무 

계가 없으며 이미 B가 타처로 옮겨 산 이상은 가세  반환 의무가 있다고 

결했다. 덧붙여 가세 을 지칭하는 말로 “前貰金”, “前家貰金”라는 표 이 쓰

다. 이 사건에서 B가 약정기간이 도래한 후 타처로 이사 가고자 셋돈의 반환을 

구했으나 피고가 타인에 “轉貸”하여 셋돈을 받으라고 해서 소외 C에게 빌려주

고 셋돈을 받았다고 B가 진술한 을 볼 때, 어도 B에서 C로의 세에 해

서 집주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덧붙여, 임차권의 “양도”와 련된 재 례가 하나 있는데 일반 가옥이 아니라 

상 의 업 양도와 임차권의 양도가 겹쳐있는 사안이다. 본 건에서 업양수인

은 포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유자에 해 임차권 양수를 이유로 인도 요구를 

거 했으나 결국 어쩔 수 없이 인도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다.119) 한편 세의 

수에 부합하는지는 불분명하나, 세입자가 집주인의 “승낙을 얻고” 직  세입

자로부터 기존의 ‘세입지’를 명의변경 없이 그 로 해 받았고 당해 세입지가 

세입자의 집주인에 한 가세  권리의 증거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120)

118) 경성구재 1910. 1.24. 명42고제41호 가세  반환 청구 사건에도 임 인이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다. 본 건에서 원고(세입자)는 약정기간 3개월이 지난 후 가세 을 청구했는데, 피고

(임 인)는 답변에서 해당 약정기간은 貰居 기간에 불과하고 셋돈 반환기한은 본건 가옥이 

타인에게 매각된 때로 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이에 담당 사는 그러한 약정은 원고가 

부인하는 바이고 “일반 貰居의 사례에 비추어 도 히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은 특약이 있다고 해도 이러한 부당한 조건은 무효라고 인정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하

면서 피고의 항변은 채용하지 않았다.

119) 경성지재 1909. 9.10. 융3민제514호 가사 세  손해 . 잡화상을 개 하려는 A(원고)는 B

(피고)에게 포의 가임․수선비  잔존 업물품의 가액으로 10,357냥을 지 하여 그 

업을 양수하고 업하고 있었는데, 포용 가옥의 소유자인 C가 A에게 가옥명도를 청구하

자 A는 B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취지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았더니 C가 B와 담합한 결

과 B가 A에 개 가옥 명도를 청구했고, A는 어쩔 수 없이 가옥을 명도하고자 B로부터 어

음을 수취했는데 B는 어음만기일이 지났으나 400냥만 변제하여, A가 B에게 셋돈  손해

을 청구한 사안이다.

120) 경성지재 1909. 8. 4. 융3민제457호 가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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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입자에 의한 타처 당 사례

 습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세입자는 그의 권리를 타인에게 당할 수 있고 

이에 해 임 인은 이의를 할 수 없다. 만약 당을 했다면 세문기 등을 채

권자에게 질하는 방법이 쓰 을 것이다. 재 사례로서는 세입지를 질한 세

입자가 타처에 세하고 떠난 후에도 다시 세입지를 질한 사례,121) 세입자가 

셋돈 마련을 해 빚을 얻어 쓴 채권자에게 세문기를 교부한 사례,122) 임 인

으로부터 가세 을 반환받지 못하자 세입자가 家貰券을 타처에 질하여 잠시 

돈을 융통한 사례가 있다.123) 이들 사안의 경우 세권에 해 당권을 설정

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세입자)가 그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채권자가 세문기 

등을 유치하는 권리 정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만약 가세권을 

질한 세입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집자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를 구

체 으로 알려주는 사례는 없다.

한편 법 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는지는 불분명하나 한성재 결서에

는 가세권을 타인으로부터 ‘買得’한 사례가 있다.124) 

4) 세의 수 계에 한 법 념

한성재와 경성재의 재 례에 세의 수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습조사

보고서와 조고 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가옥소유자의 승낙 없이 수 되었다

고 단정하기에 충분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실제 습은 그러했지만 사건화하

지 않았을 뿐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목에서 다른 각도에서 

121) 앞의 한성재 1906. 9.12. 10제397호 債訟.

122) 한성재 1906. 9.27. 10제446호 가세 송. 

123) 경성지재 1910. 2.14. 명42민제216호 가세  반환.

124) 한성재 1905. 7.21. 9제403호 家稅金訟. 원고가 사망한 외조부가 가진 세권을 근거로 원고

의 외조부가 외조부 생시에 세입자 던 피고에게 지 받지 못한 가세 이 있다고 하며 변

상을 청구했으나, 실은 원고의 외조부가 타인으로부터 세권을 매득했고 피고는 원고의 외

조부로부터 가옥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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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 근해보고 싶다. 세 습 자체가  습조사보고서의 기술과 같이 

단일한 내용을 가졌는가? 결서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세의 실태를 볼 때, 

습상 습에 한 습조사보고서 등의 이해와 설명은 실제의 세 행의 부

분  국면만 포착하여 해석의 잣 를 들이  결과가 아닐까? 이 문제를 검토하

려면 세계약의 실태는 물론이고 기간, 항력, ․양도 등에 한 당시 법

념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려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경성재의 일본인 사

들에게 익숙한 법개념과 당시의 한국인들의 념 사이에는 서로 어 남이 있

지 않을까 하는 이다. 세의 수 사안에 해 우리는 ‘양도’ 는 ‘ ’의 

개념 혹은 ‘양도 유사’ 내지 ‘  유사’라는 편의상의 용어를 사용하여 법률

계를 구성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집주인A가 세입자B에게 ‘ 세’하고 

그 후 세입자B가 C에게 ‘ 세’했다고 말하는 사안(나아가 C가 다시 D에게 ‘

세’하는 사안)에서 과연 당시의 한국인은 ‘집주인A－세입자B’의 세차 계는 그

로 유지되면서 ‘세입자B－세입자C’ 사이에 ‘ ’ 계가 성립했다, 혹은 ‘집

주인A－세입자B’의 계가 소멸하고 이제 ‘집주인A－세입자C’의 계가 성립

했다고 보는, 오늘날의 분석 인 법사고에 익숙했을까? 물론 ‘ 가 구에게 세

를 주는 것인가?’하는 기 에 입각하면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고, 한성재 사례

들도 세문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증거들, 특히 당사자의 의사를 구체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심사하여 그 게 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

우에도, 컨   사안이라면, 기존의 A－B 사이의 ‘세 계’ 자체가 그 로 

‘존속’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A의 B에 한 가세  반환채무의 존속’ 혹은 

‘가세  채권․채무 계라는 임을 통해 본 계의 지속과 해소’라는 측면

에서 사태를 바라보았다고 보는 편이 실상에 부합할 것 같다.

한 세 습의 특성상 원래의 세입자가 타처에 세를 하여 세 을 받

고 타처로 이사 가는 일이 흔했을 것인데, 이 경우 직  세입자가  세입자에 

해서 여 히 자신이 임 인이고 집주인에 해서는 여 히 자신이 세입자가

라고 인식하는 게 일반 이었을까? 집주인이 원래의 세입자에게 임 한 가옥

이 당  자신이 승낙하지도 않았는데 타인에게 세되었고 다시 자기가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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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가운데 계속 세에 세가 되었는데 어느 날 군가 찾아와서는 자신

이 세입자라고 하면서 셋돈 반환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이의 없이 돈을 내주어

야 한다는 념과 행이 정말 ‘ 습’이라고 할 정도로 리 퍼져있었을까? 한

성재의 세 ‘양도’사례가 집주인이 ‘가세 출 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례라

는 것을 상기하자. 

이와 련하여 어음양도 사례가 참고가 될 것 같다. 어음은 증권성․융통성

이 강하여 사람들 사이로 하기 쉽다. 따라서 어음 양도가 유효하기 해서 

굳이 채무자(어음발행인)의 동의나 지 의사의 표시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식으

로 행과 의식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의 어음 습상 어음양수인이 어

음발행인을 찾아가서 어음  지 의사를 확인하는 것(踏音 는 往踏)이 통례

는데, 과연 유효한 어음양도를 해 이 차의 이행이 필요한지에 해 한성

재 시기와 경성재 시기의 결이 갈렸다.125) 한성재 시기의 결을 볼 때, 한국

 념은 왕답 차를 통해 양수인과 발행인 간의 질문과 응답을 통해 간의 

경 를 확인하고 다가올 어음채무의 이행을 해 상호간에 신의성실 계를 

형성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만약 발행인이 지 거 의사를 표한 

125)  습조사보고서는 답음 는 왕답이 통례라고 하면서도, 지 기한이 되어 어음소지인이 

지 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답음 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지 을 거 할 

수 없다고 했다(개역  습조사보고서, 382~383면). 경성공소원과 심원․고등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어음 습상 어음의 양도에 있어 답음의 이행여부는 어음 양도의 발효요건

이나 제3자에 한 항요건이 아니라고 결했다. 그러나 원심인 경성지재의 제1심 결

은 어음양수인이 발행인에 해 그 권리를 주장하려면 양수인이 발행인에 해 왕답을 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이는 어음 양도에 있서 일반 으로 행해지는 특종의 습”이라고 했

다. 더욱이 같은 사건에 해 한성재와 평리원은, 어음양수인은 어음발행인에게 왕답하여 

발행인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 만약 어음주가 지 을 거 하면 어음을 양도한 자에게 반환

해야 한다고 했고, 특히 1906년~1908년의 결서에는 이를 “商路上慣習”, “行音之境界”, 

“商界의 常規”이라고 했다. 반드시 일 되지는 않지만, 한성재 시기의 여러 결들을 종합

하면, 어음  그 양도의 법  성질과 효력은 복합 이고 상황의존 인 가변성을 갖고 있

었으며,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발효요건 혹은 항요건으로 보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단

순히 채권자가 지 의 안 을 확보하기 한 수단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굳이 말하자면 

‘왕답필요설’에 기울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재 소는 기에 약간의 혼란

을 겪었으나 ‘왕답불요설’로 입장을 정리했고, 법 조사국도 불필요설의 입장에서 어음

습을 설명했다. 문 , ｢한말의 민사분쟁과 식민지 사법권력 : 습에 한 재 례를 심

으로｣, 법학연구 52-4(부산  법학연구소, 2011), 24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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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양수인이 어음채권을 철시키지 못할 것도 없지만 그것은 人情과 德義

에 거슬러 억지를 부린다는 사회  평가를 래할 수 있고, 발행인이 지 을 

거 하고 있는 마당에 지 을 확보하는 실익을 거두기도 힘들다. 따라서 어음

양수인은 자신에 한 직 인 채무자인 어음양도인에게 어음을 반환하여 어

음의 양수를 취소하고 자신의 채권 실 을 한 안을 모색하는 것이 실

이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어음채무의 이행은 최후의 양수인으로부터 간

의 양도․양수인을 거슬러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어음발행인에 이르게 된다.126) 

이와 같은 모습을 서구  민사법의 으로 보면, 어음 양도에 해 발행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도, 그 지 않은 것으로도 보이게 된다. 같은 사안에 해 

경성지재는 왕답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상소심인 경성공소원․ 심원은 불필요

하다고 한 이유도, 경성지재가 왕답 습의 성격을 처음부터 잘못 해석했다기

보다는, 본래의 어음양도  왕답에 한 한국  념과 행 자체가 필요설이

나 불필요설 둘  하나로 귀일시키기 어려운 성질이 있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

다. 즉 X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보통이지만 그 다고 Y라 말해서 반드시 틀

린 것은 아닌 모습이라고 할까.

집주인이 ‘ 세’한 원래의 세입자가 타인에게 ‘ 세’하고 그 타인이 다시 제3

자에게 ‘ 세’하는 상황이라면 어땠을까? 세 을 수수하고 별도의 임 료를 

받지 않는 세 습의 특성상 집주인이 즉시 세 을 내주지 못하는 경우 집

주인의 요청에 의해 세입자가 타처에 세함으로써 세 을 회수하는 방법이 

취해졌을 것이다. 이 방법이 리 행해져서 례가 되면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세입자의 타처 세에 해 처음부터 집주인의 양해 내지 묵인이 있는 것으

로 간주되었을 것이며, 설사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즉시 가세 을 

내어주지 않는 한 실 으로 타처 세를 막을 방도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세 습은 세의 양도․ 에 해서는 임 인의 승낙이 필요 없다고 해

석될 수 있는 소질을 내포하게 되는 것이다.

126) 의 , 260~2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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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세의 수 계를 이 게 이해한다고 하면, 그로부터 임 인

의 의사를 배제해버리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세 수의 배후에는 결국 

임 인의 사  양해 내지 묵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리고 임 인의 명시 인 승낙 없이 세입자의 타처 세가 연쇄 으로 일어난

다고 해도 실 으로 그 횟수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며, 수차례 세가 

이루어진다 해도 어느 국면에서는 그 계를 정돈할 필요가 컸을 것이다. 왜냐

하면 타처 세의 연쇄에서 비롯될 기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해서는 

한 시 에 임 인이 개입하여 세의 수 계를 확인하거나, 집주인이 자

신을 직 인 임 인으로 재설정하거나 는 세를 물려받은 세입자 쪽에서 

그것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권리 계의 증명․공시제도가 부실

하고 문서 조  간경유자의 도주․부재의 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당

시의 상황에는 더 그러할 것이다. 한성재와 경성재가 명시 으로 ‘양도’와 ‘

’로 본 사안들에서 ․양도에 한 집주인인 임 인의 승낙 사실이 나타

나는 것도 방  말한 것과 무 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은 가설과 추측에 기 한 것이고, 이를 근거 삼아 ․

양도 내지 타처 세에 한 임 인의 승낙 여부에 해 답을 내리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습조사보고서와 1911년 조고 과 같이 세의 양도․ 에 

해 ‘ 주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옥 소유자의 승낙 없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 만큼 어떤 확정 인 규칙(rule)을 세 습이 내포하고 있었는지는 좀 

더 따져 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 주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습조사보고서)와 ‘가옥 소유자의 승낙 없이’(1911년 조고   추원 회

답)라는 표  사이에 상당한 뉘앙스 차가 있다는 것도 지 해두고 싶다. 자는 

상을 찰한 것에 가깝다고 한다면, 후자는 세 습에 한 나름의 해석론

을 바탕으로 그것이 습법이라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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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 소유자와 당권자에 한 세입자의 지

1) 세권  소유권

 습조사보고서는 서울 지역에서 가계 록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입

자는 원칙 으로 신 소유자에게 항할 수 없다고 한다. 결서를 통해서는 가

계 록 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세입자의 신 소유자에 한 

항력 일반을 검토하기로 한다. 아울러 한성재 재 사례에서 자주 등장하는 

당과 세의 계도 검증해본다. 항력 문제와 련하여 요즘의 법률가라면 

약정된 ‘기간 내’의 사안인지 그 지 않은지가 궁 하겠지만, 련사안의 결

서만으로는 이를 확실히 알 수 없다.

한성재 결  가옥이 매도된 후 세입자에게 가옥을 비워  것을 명한 사건

이 4개이다. 한성재의 입장은, “매매의 권리는 집주인에게 있고(賣家之權이在於

家主고),”127) “집을 빌려 살다가 買主가 自在하면 집을 비워 (空給)함이 가

하거늘,”128) “원고가 당해 가옥을 방매했으니 당해 가옥을 신 매수인에게 즉시 

비워주어야(虛給) 하거늘”129)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주의할 것은 4건  3건은 포이다(2건은 월세가 확인됨). 그  2건은 30년간

(월세) 는 다년간( 월세 불명) 운 하던 포가 매각되자 포세입자가 집주

인에게서 가옥을 먼  매수한 것처럼 하여 포를 지키려 했다.

2) 세권  당권

가옥이 당된 사안의 경우, 단지 가권이나 가계를 집한 것이 아니라 채무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 유질특약에 의해 곧바로 는 당권설정자와의 의를 

127) 한성부재 1902.12.20. 6제92호 가사송.

128) 한성재 1901. 4.13. 5민제21호 가사송

129) 한성재 1906.10.18. 10제513호 가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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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 집자가 해당 가옥에 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하 편의상 ‘ 집후 

취득자‘라 한다)가 심의 상이 된다.

‘ 집후 취득자’가 원고가 되어 세입자를 상 로 가옥인도를 청구하여 승소

한 소송은 3건이다. 그  1건은 피고가 자신이 세입자임을 입증하지 못했

다.130) 다른 2건은 결내용이 조  흥미롭다. 그 하나의 사례에서 한성재는 피

고(세입자)에게 비록 “貰買文券”이 있으나 원고가 집주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음을 안 후 세매문권을 받았다는 을 들면서 피고에게 가옥인도를 명했

다.131) 마치 당과 세  어느 것이 시간 으로 먼  성립했는가를 따져보

는 것 같다. 다만 어느 것이 먼  성립했는가 하는 것이 과연 당시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설사 당이 세보다 늦게 성립되었다

고 해도 추후 당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해 가옥이 집행되거나 소유권이 이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에서 이 결에서 선후를 따진 

것은, 채권자가 있음을 알고도 세입한 을 들어 세입자의 불찰을 탓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른 하나의 사례는 ‘ 집후 취득자’가 의 세입자로부터 

세를 받아 입거한(“轉貰而入”) 피고를 상 로 한 것이다. 가옥이 무 지고 헐어

서 피고가 임의로 가옥을 修築한 모양인데, 한성재는 만약 피고가 가옥을 수축

하는 것을 바라거든 “응당 당해 가권을 집한 원고에게 질의한 후에 그 가부

에 따라 행함이 옳거늘 주인있는 가옥을 임의로 멋 로 수축(自意擅便)하는 연

고로 부당”하다고 했다.132) 결문만으로는 무단수축이 퇴거청구 사유 는지, 

아니면 피고가 수축비용 변상을 요구했기에 한 마디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집자를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주목된다.

 습조사보고서는, 서울에서는 가계제도가 시행된 1893년부터는 당한 

가옥은 세를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다른 지역에서도 보통 당을 한 

가옥은 세를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고 있다.133) 그러나 앞에서 확인했듯이 

130) 한성부재 1903. 9.28. 7제144호 가사송.

131) 한성재 1896. 6.10. 건1제7호 가사송.

132) 한성부재 1899. 7.10. 3제332호 가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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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어디까지나 가계 록을 하는 경우에 한성부가 ‘인허’해주지 않았다는 정

도를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마도 세입지를 발 받으려는 경

우에도 인허가 거부되었을 것이다. 한성재 결서에서 확인되었듯이 가사 당

은 가세 ․임 차 련 분쟁의 주요 원인  하나 다. 당이 개재된 소송사

건은 부분 이미 당된 가옥이 세된 경우이며, 세계약 후에 당에 제공

된 것들도 있다. 따라서  습조사보고서의 서술을 근거로 서울에서 당가옥

의 세의 실태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러한 서술 속에는, 습조사자에

게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갖고 있었던 생각, 즉 당한 가옥을 세를 주면 안 

된다는 당 의 념 혹은 사람들이 보통 당된 가옥에는 세를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는 실태에 한 인식이 들어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른 지방에 한 서술

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당한 가옥은 세를 주면 안 된다는 념은 한성재 결서에도 명료히 표 되

고 있다. 즉 “피고는 이미 당잡힌 가사를 세 다고 사람을 속이는(欺人) 연

고로…”,134) “당해 가옥의 券이 타인에게 당되어 있으니 이치상 당연히(“理

當”) 당해 셋돈 2500냥을 원고에게 즉시 변상해주어야 하거늘…”135)이라고 했듯

이,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일이며 이치상 당연히 세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된다.

이러한 념의 배후에는 집자와 뚜렷이 비되는 세입자의 취약성에 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다. ‘가사 당 유래설’은 습상 세권은 물권성이 있었으

나 일제강 기에 물권성이 부인되었다고 보기도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세 

세입자의 지 가 원래는 강했는데 나 에 약해지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그

러나 결서에 나타나는 실태나 당시의 법제도를 보면, 당권자에 항하기에

는 세권자는 여러모로 역부족이었다. 왜냐하면 세권자가 확실히 주거의 안

정과 가세  채권을 보장받을 만한 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세기간은 짧

았고, 명확하고 충분한 ‘기간’의 확정을 통해 안 을 확보한다는 념이나 그것

133) 개역  습조사보고서, 218~219면.

134) 한성부재 1898.10.20. 2제371호 가세 송.

135) 한성재 1906.11. 5. 10제590호 가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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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뒷받침하기 한 제도  장치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 따라서 세권은 

당권과 등한 지 에 오를 수 없었다. 후자는 명확하게 집주인에 한 가장 

강한 채권 담보수단이면서 집주인의 처분권을 제약할 장치(가권의 유)와 장

차 소유권자가 될 실  가능성까지 품고 있었다. 반면, 세의 본질은 어디까

지나 세를 내고 가옥을 빌려서 사용하는 데 있었다. 가계제도가 시행되었다 해

도 官의 심은 주로 소유권 이 과 당권 설정에 한 인증에 맞춰져 있었고, 

가계 록이나 세입지 성 을 제외하면 세에 한 특별한 법  보호장치는 

없었다.

한 재 제도와 집행제도가 미비하여 경합하는 채권자들의 계를 합리

으로 규율하지 못했고, 힘 있는 채권자의 사력 행사를 충분히 억제할 수 없었

다. ‘ 집후 취득자’가 소송을 통해 퇴거를 요구한 사례는 그나마 잖은 것이

다. 결서 속의 세입자들은 개 집자에 의해 이미 가옥이 ‘見奪’, ‘見執’, 

‘執行’되고 주거에서 ‘逐出’되었거나 혹은 그것을 목 에 두고 있었다(이들 

집자 11명  6명은 일본인!). 어떤 집자는 세입자가 가진 가세권을 갖고 가

버리기도 했다.136) 이미 집이 집자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집주인 등에게 셋돈

의 변상을 청구하여 승소했다 한들 실제로 셋돈 부를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

이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 당된 가옥은 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

야 마땅하다는 당  인식으로서 당과 세를 인허하는 官과, 당가옥에 

세를 들인 집주인․가쾌․보증인에게 책임을 묻는 세입자와 재 부에 공유되

고 있었고,  셋집을 구하려는 사람에게는 피해를 방지하기 한 실  방법

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최선의 비책은 당된 집에 세입하지 않는 것이다. 같은 인식은 官의 차원

에서는 특별한 법  근거가 없어도 가계 록과 세입지 성 을 행으로 만들

고, 당된 가사에 해서는 가계 록이나 세입지 성 을 인허하지 않으며, 공

인 개업자인 가쾌에게 조사의무137)와 보증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136) 한성재 106. 9.12. 10제398호 가권송.

137) 각주 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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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규제  발상이 연장된 것이지, 私法的 

규범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었다.138)

3) 당가옥의 세입자의 가세 채권 실 의 실상 

그 다면 세와 당이 병립한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사후 으로 구제받았

을까? 앞에서도 보았지만 당권자가 당권의 집행에 나서면, 아마도 세거기

간이 끝나지 않았음을 주장할 여지는 있었다 해도 세입자가 퇴거를 계속 거부

할 방법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만약 세입을 한 후에 셋집이 당잡  있음을 

알았다면, 험을 감수하고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없는 한 당권자

보다 먼  행동에 나서는 것이 최선이었을 것이다. 이 경우 재 소는 어떤 

결을 내렸을까? 세입자는 실 으로 셋돈을 모두 받아낼 수 있었을까?

한성재 사건에서 이미 당된 가옥에 세입한 자가 ‘견탈’ 에 소송을 제기

한 사안은 5건이다. 셋돈 신 가옥을 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는 청구가 1

건,139) 나머지는 셋돈을 반환하라는 청구 다. 흥미로운 것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인 1896년 7월 9일의 결이다. 셋돈 부를 반환하라고 명한 결들(3건)140)

과 달리, 이 결은, 피고(집주인)는 원고(세입자)와 당해 가옥의 家契를 집한 

자에게 탁(“寄附”)하여 공동으로 매각(“共賣”)하라고 명했다.141) 만약 결이 

138) 1906년 法部가 입안한 ‘不動産所關法案’에서 매매․교환․ 당 외에도 賃租(賃貸)까지 등

기사항을 넣은 것, 명칭은 ‘등기’이지만 실질은 종래의 ‘인증’․‘인허’인 것, 등기된 권리의 

제3자에 한 항력 개념이 결여된 것, 법 반에 한 제재가 형사처벌 주인 것은 동일

한 념에 입각한 것이라 할 것이다. 부동산소 법안에 해서는 鄭然太, ｢大韓帝國 後期 

不動産 登記制度의 近代化를 둘러싼 葛藤과 그 歸結｣, 법사학연구 16(1995), 89~96면.

139) 셋돈을 반환하지 못한 집주인(피고)이 신 당해 가옥을 세입자(원고)에게 증여(“永付”)하기

로 약속했으나 가권이 타처에 질되어 있어서 아직 가권을 세입자에게 찾아주지 못하자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집주인은 가권을 찾아주라는 결을 받았다. 한성재 1896.10. 3. 

건1제552호 가세 송.

140) 한성부재 1898.10.20. 2제371호 가세 송, 한성재 1906.11. 5. 10제590호 가세 송, 한성재 

1906.11.16. 10제626호 가세 송(선택 으로 세입지 성 도 명함)

141) 한성재 1896. 7. 9. 건1제147호 가세 송. 이 결서에는 유일하게 가옥의 가치, 셋돈, 당

채무액이 기재되었다. 피고는 갑오년간(1895)년에 시가 3, 4천 냥 하던 집을 1천 냥에 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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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되었다면 세입자와 집자가 가옥을 공동매각하고 매각 을 채권액 비율

에 따라 나눠 가졌을 것이다. 셋돈 액의 변상을 명한 다른 결보다 세입자

에게 불리한 결처럼 보이지만, 셋돈 변상을 해 집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쩌면 실제 결과는 이 결과 그리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세입자

가 가옥을 공매하여 가세  액을 취하는 것을 집자가 수수방 하고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 집후 취득자’에게 가옥이 견탈된 사안에서는 다음의 2건이 길을 끈다. 

하나는 세입자가 ‘ 집후 취득자’를 상 로 한 소송이다. 집주인의 가권을 집

한 자(피고)는 집주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까닭에 집한 가옥을 매도하여 

채권액을 모두 변상받았는데, 당해 가옥에 세입자(원고)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

다고 말했다. 한성재는 피고가 그 세입 사실을 이미 알았다면 貰主와 家主를 

의당 함께 불러(“宜爲同召”) 그 잔 을 나 어 받도록(“分推 ”) 하겠거늘 이를 

하지 않은 연고로 부당하다고 하고, 피고는 원고에 해 집세 5백 냥  반을 

갚으라고 결했다.142) 정보가 부족하여, 매각 에서 당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셋돈 반을 변상하라 한 것인지, 아니면 의당히 해야 했을 일을 하

지 않았다는 을 책한 후에 재 소가 정한 변상액수를 정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후자일 경우에도 변상액을 재 부가 일방 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일종

의 ‘조정’을 거친 것일 수 있다.143) 아무튼 본건은 이례 인 사안이고, 당가

옥의 매각 이 당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나 가옥 소유권 취득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의미가 없다.

다른 하나는 가쾌를 상 로 한 소송이었다. 이런 사안에서 보통 가쾌에 셋돈 

변상을 명하는데 이 결도 그 다. 본건은 집주인의 가옥이 집자에 의해 집

주고(貰賣)하고 2천냥에 典質했는데 지 은 집값이 하락하고 집이 헐어서 매각이 용이하

지 않다고 했다.

142) 한성부재 1901.11.16. 5제162호 가세 송.

143) 이 록 교수는, 한성재의 이 매매 사건 결을 분석하여 권리와 의무의 확정이 “ 계 이

며 상황 의존 ”으로 결정되었고 “분 이기보다 종합  해결을 도모한 특징”이 발견된

다고 했다. 이 록, 앞의 (주 27), 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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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見執)된 상태임에도 집주인의 가권 유무를 알아보지 않고 세입을 거간한 가

쾌(피고)를 상 로 세입자(원고)가 손해를 입은 셋돈을 변상할 것을 청구한 사

건이다. 그런데 재 소는 결요지에서 피고가 집세를 받아주든지 혹은 변상하

든지 하라고 명하면서 그 ‘이유’에서 “피고는 당해 에 해 당해 가옥을 방

매하여 먼  원고의 돈을 변상(計報)하고 그 잔액을 바르게 처리(餘數 抽出歸

正)해야 할 연고로”라고 했다.144) 흡사 세권자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

처럼 들린다. 그러나 피고에게 그 게 했어야 한다고 탓하는 말에 그친 것일 

수 있으며, 설사 결 로 실행한다고 해도 당권자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문

제이다. 

가옥이 당되어 있는 경우 세입자가 승소를 한다고 해도 실 으로 어떻

게 얼마나 셋돈을 건질 수 있을지 살펴보았지만 결서로부터는 어떤 확실한 

해답을 찾기 힘들다. 사실 이런 문제에 해 당시의 법규범과 례 자체가 매

우 불분명하다. 먼  세 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었을까?  습조사보고서
에는 先取特權 습에 한 서술이 있으나, 일반  선취특권이 인정되는 것이 

분명한 公課나 공익비용 외에 “사채라도 어떤 종류의 채권에 해서는 습상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것을 인정한 듯하다”고 서술하는 데 그치

며, 덧붙여서 “토지임차에서 생긴 채권, 컨  소작료의 수취권[取立權]은 그 

토지의 수확물상에 특별한 선취특권을 인정한 듯하다”고 할 뿐이다.145) 그리고 

채무불변제시 당권자가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차를 밟아 채권을 실 하

는지에 한 설명은 비교  상세하지만, 다른 채권자와의 계에서 당권자가 

어떤 권리와 지 를 갖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146) 한성재 시기의 강제집행에 

한 법규인 ‘執行處分規則’(1895.7.17. 법부령 제8호)도 채무자(“義務 ”)에 

한 다른 권리자가 집행기간 내에 할재 소에 ‘進告’하여 집행에 참가하는 경

우를 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다른 권리자가 집행에 참가한 경우 어떻게 처리

144) 한성부재 1902. 3. 25. 6제100호 가세 송.

145) 개역  습조사보고서, 196면.

146) 의 책, 201~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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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세입자가 먼  세 반환 청구 소송하여 승소한 경우, 임 인의 자력이 충

분하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가옥을 방매 는 公賣(=경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실 으로는 앞서 본 결례들에서처럼 집주인, 세입

자, 당권자가 상담한 후에 매각 을 히 분배하지 않았을까 한다. 만약 

그 다면 어도 당권자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종 의 행이 세입자

에게 완 히 불리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다. 다만 1907년 5월 추

원에서 우리 역사상 최 로 단행 민법안 제정안건이 심의되었을 때, 그 이유서

에서 채권자․채무자간 계, 다수의 채권자간의 계의 실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에 유의해야 한다.147)

我國民은 債務 一人에 야 債權  數人 以上이 有 時 勢力의 强 는 

不當利得의 償還을 受 細弱  不意의 損失을 多蒙니….

我國民習慣은 債權債務 間의 關係 一從勢力有無야 或 不當 暴利 濫收

며 或 相當 權利를 被侵고 救濟無路야….

1906년 12월 칙령 제80호로 제정된 ‘土地家屋典當執行規則’(1907년 1월 시행)

은 ‘토지가옥증명규칙’에 의해 증명을 받은 부동산 당에 한 집행 차를 정

하고 있다. 그 내용은 기존의 ‘집행처분규칙’과 당 습을 참고하여 당집행

차만 따로 규정한 것이다. 종 과 마찬가지로 다른 채권자가 공매에 참가했

을 경우를 비한 규정이 없으며, 유질계약(인증을 받은 것에 한함)도 여 히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가옥 당집행규칙’은 종래의 행에서 허술한 

차 인 부분을 일부 보완한 것일 뿐 집행 차 자체를 쇄신한 것이 아니었다. 

147) 中樞院來文 제9책 100~101면, 1907. 5. 7, 제31호 조회, 서울 학교 규장각소장, 규17788. 이 

문서에는 ①국 법의 제정과 아울러, 민법총칙편에서 ②미성년자의 능력(22세), ③ 치산

자  치산자, 물권편에서 ④공유지 균향권(均享權), ⑤선취특권, 채권편에서 ⑥손해

배상, ⑦채무보증인, 친족편에서 ⑧ 혼 지, ⑨친권자  후견인, 상속편의 ⑩상속재산취

득에 하여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이 간략히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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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당권자는 당가옥을 매각한 이 채권액에 미달해도 채무자에게 

그 부족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습조사보고서가 “통례”라고 한 습

을 성문화하면서,148) 이는 한국인 사이의 사건에만 용되는 것으로 하고 외국

인 채권자는 외로 했다(동 규칙 제7조 ②). 이 에서 일본인 융 부업자와 

당포업자의 이익이 상 으로 더 두텁게 보호되었다 할 것이다. 

1908년 7월 법률 제13호 ‘民刑訴訟規則’은 당채권이 세입자의 가세 채권

보다 확고하게 우 에 설 수 있게 만들었다. ‘민형소송규칙’은 집행 차가 폭 

개정했는데, 특히 당권에 우선변제권이 있음이 명문으로 인정했다(제128조). 

즉 부동산에 해 당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집행 리는 먼  낙찰   그 

채권에 상당한 액을 공제해야 하며, 결국 집행에 참가한 다른 채권자들은 그 

차액에서 각 채권액에 따라 낙찰 을 교부받게 된다(제128조, 제129조). 이것

이 순수 법리  측면에서 타당한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이를 통해 구래의 

당권은 이제 우선변제권이 있는 ‘ 당권’의 지 에 안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등기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가운데, 게다가 ‘증명’도 받지 않은 당권까지도 이

게 우를 한다는 에서 당권자들을 무 후 한 의가 없지 않다. 

1909년 9월 18일자 <皇城新聞>에는 ‘前貰無効’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

다. 서울의 종래 습에서는 집주인이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에도 세입자가 

셋돈을 일일이 받아낼 수 있었는데 지 부터는 셋돈을 징수할 곳이 없으니 주

의하라는 내용이다.149) 기사의 배경과 취지, 특히 “지 부터”라고 쓴 이유를 정

확히 알기는 힘들다. 하지만 방  살펴본 집행제도의 변화 흐름과 무 하지 않

을 것이다.

148) 개역  습조사보고서, 202면. 통례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부족액을 추징할 수 없는 것

은 아니며 채무자에게 자력이 없으므로 추장하는 것에 불과한 듯하다고 했다.

149) “漢城內自來習慣에 他人의 家屋을 前貰入處얏다가 所有家屋 가 或强制執行을 當 

境遇이면 貰入얏던  貰金을 一一推捧 것인 從今以後로 所有家屋 가 强制

執行을 當 境遇이면 貰入  貰金을 指徵無處라니 人民 等이 注意 事이라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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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 에서 살펴본 자료들만으로는 세의 기원이 해명되지는 않는다. 그러

나 기존의 연구들보다 시야를 더 넓 서 세 습 성립사에 근해야 한다는 

것은 밝 졌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사에 입각하면, 세 는 그

와 유사한 행이 아무리 늦어도 18세기  한성부에서 이미 성립해 있었음이 

분명하다. ‘貰賣’, ‘轉貰’ 같은 용어  ‘세매’ 사례에 비춰볼 때,  습조사보고

서와 일제강 기에 찰된 모습과 념이 훨씬 오래 부터 형성되어 훗날까

지 면면히 이어졌다고 야할 것이다. 1918년에 총독부 추원의 각 군 차가

습조사 결과는 세 습의 유래를 설명해주지 않더라도 세형 습이 지방

에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 그 명칭들 에는 환퇴와 같은 

‘典’  성질의 부동산 습과 닮은 것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며, 한 그러한 명

칭들은 세형 습의 형성에 향을 주고  세형 습의 구조와 특징을 이

해하는 데 활용되었을 부동산 습들과 일정한 계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한 

한말의 결서에서 확인되는 ‘ 세’라는 말의 용례에 근거할 때, 세의 ‘傳’은, 

집주인과 제1세입자 사이의 가옥 貰借 계가 아니라, 제1세입자에서 제2세입

자로, 다시 제3세입자로 세차 계가 ‘傳’하는 것을 ‘傳貰하다’는 말로 표 한 

언어 용  세 습의 특징 자체에서 유래했다고 생각된다.

한성재와 경성재의 재 사례들은  습조사보고서의 서술에 기 하여 세

습의 법  성격을 논단하는 데에는 험성과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

다. 결서라는 특수한 텍스트에 기록된다는 것, 한성재와 경성재 사이에 재

의 방법과 법  도구의 차이가 있음은 충분히 감안해야 하지만, 서울의 세

습에 한  습조사보고서의 일부 서술은 결서에서 추출된 행과 요한 

지 에서 불일치하고 있다. 유사사안에 한 한성재와 경성재 단의 차이, ‘

세기간’과 련된 사례들을 고려하면, 세기간, 세세․양도, 항력 등과 연

된 문제를 논하기 해서는 먼  세가 타처로 수되는 법률 계의 실태

를 더 세 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습상 세권의 법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해명한다고 해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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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자체  그것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표 으로, 결서가 보여주듯이 서울 지역의 세

기간이 보통 100일 정도 다면, 행 민법상의 세의 ․양도라는 법개념

을 동원하며 세권의 물권  요소－특히 양도․ 에 한 소유자의 승낙 

불필요. 제3자에 한 항력 등－를 찾으려 시도하는 것은 실  의미가 상

당히 퇴색할 것이다. ․양도 시 에 이미 당 의 짧은 약정기간이 종료했

을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에게도 례상 ‘100일’이라는 기간이 보장된

다고 볼 만한 증거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그 역시 짧고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

다. 만약 신 세입자가 더 긴 기간을 보장받으려 하면 결국 집주인의 동의가 필

요할 것이며, 따라서 양도․ 에 집주인의 승낙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신 

세입자에게는 실 으로 큰 의미가 없다. 세에 집주인이 승낙 없이 이루

어질 수 있다는 것은, 실제 행 속에서는 집주인으로서는 떠나는 세입자에게 

즉각 가세 을 반환해야 할 채무의 이행을 훗날로 미루는 것이고 직  세입자

로서는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가세 을 받고 떠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 을 

것이다. 결국 신 세입자에게 실 으로 요한 것은 가세  채권의 안 일 것

이다. 이를 해 가 세를  사람인지( 가 가세  반환 책임이 있는지)를 세

문기과 세입지를 통해 확증해두고, 가쾌와 보증인을 끌어들여 보증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양도형 수 사안의 경우에는 혹시라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할 수도 있을 집주인에 해서는 ‘승낙하지 않았다, 모르는 일이

다’라는 것만으로는 가세  채무를 면할 사유가 안 된다고 하는 념이 리 

공유되었을 것이다.

당과 세가 병존하는 경우, 당된 가옥을 세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

는 일반  념 아래, 세입자는 가세  반환채권을 먼  행사함으로써 는 나

에라도 집주인 는 가쾌․보증인을 상 로 일단 유리한 결을 받아낼 수

도 있다. 하지만 결은 결일 뿐, 채권을 충족시킬 실 인 구제제도가 미흡

했다. 더구나 먼  당채권에 의해 가옥이 당권자에게 넘어가거나 타인에 

경매되었다면 세입자가 승소해도 가세 의 충분한 회수를 기 하기 어렵다. 일

제강 기에 들어 세 세입자들이 세가옥에 당권을 설정하는 례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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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세권이 임차권으로 왜곡된 결과 생된 상이 아니

라, 습상의 세권이 본래부터 가질 수밖에 없었던 취약성을 세입자들이 새

로운 담보법 체계를 동원하여 보완하려 한 자구책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서를 통해 근한 세 습은 물권성을 논하기에는 문제가 많은 모습

을 보여 다. 물론 이 의 목 은 물권성 여부를 따지려는 데 있지 않고, 결

서라는 특수한 자료만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세 습

의 실태와 법  성격을 이해하기 해서는, 세기간의 장단과 성격, 세가 타

처로 이 되는 법률 계, 세  채권의 실 방법 등과 련된 당시의 법체계, 

소비 차를 비롯한 당  여타 貰借의 행, 그리고 법집행자와 일반 민

의 법 념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것들과 어우러지며 세

습의 몸체뿐 아니라 모호한 얼굴도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

자의 능력과 자료의 한계로 이  역시 추측과 가설에 의존한 부분이 많다. 앞

으로의 연구를 통해 이 을 보완, 검증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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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use Lease Disputes and the Chǒnse Custom
in the period of the Daehan Empire*

－An Approach through the Court Decision Records－

Moon, Joon-Young**

150)151)

Chǒnsegwǒn(傳貰權, Chǒnse Rights), which is stipulated as a usufruct in the Article 

303 of the Civil Code of Korea and ordinarily being used as a way of house lease, has 

been regarded as a unique and unusual existence in the Korean civil law on the grounds 

that it developed on the soil of the Korean traditional society and, therefore, was devised 

to be inserted into the Code based on the Korean custom without referring to the 

Western and Japanese precedents. Its origin and development, however, still remain 

unclear. Some scholars pointed out that the Chǒnse custom originated in the custom of 

House Chǒngdang(典當), a kind of mortgage, and could be influenced by the Chǒn(典, 

Dien Right in Chinese) of traditional China. Meanwhile, other scholar argued that the 

Chǒnse custom had its origin in the Hwantoe(還 ), a land custom similar to Chines 

Dien, with compositive characteristic as a conditional, or revocable, purchase and 

Anthichresis, formed in the late period of Chosǒn Dynasty. For lack of sufficient evidence,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0-327-B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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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ǒnse’s origin and legal characteristic have been discussed depending on a 

conjecture. This article intends to approach its realities and to verify the statements 

about it within the Korea’s Custom Investigation Report published by the Chosǒn 

Government-General(the last 3rd edition published in 1913). The Annals of Chosǒn 

Dynasty and Seungjǒngwon Ilgi, or The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show that the 

Chǒnse custom or similar one was already prevailed in Seoul in the early 18th century 

at latest.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of house lease customs done by the Privy 

Council of the Government-General’s in 1918, there were several Chǒnse-type customs 

called as diverse names, ostensibly similar to the name of the Hwantoe(還 ), hinting at 

a possibility that they could have influenced the formation of the Chǒnse in a certain 

way or provided references for describing the structure and feature of the Chǒnse-type 

customs. The main materials used in this article are the decision records of courts 

located in Seoul : Hansǒng Court(1896~1908), and Kyǒsǒng District Court and Kyǒnsǒng 

County Court(1908~1910). This article outlines the civil disputes relevant to the 

custom, and analyzes the usage of the word ‘Chǒnse’ and its meaning-in-context; the 

practice of official confirmation of Chǒnse contract; the term, or period, and it concept; 

a practice and the legal treatment of the sublease or conveyance of a Chǒnse-ed, or 

leased, house by a lessee whether with lessor’s content or not; and the protection of or 

remedy given to a lessee against new owner and mortgagee. Some findings from court 

records do not coincide with the description and qualification about the Chǒnse custom 

in the Custom Investigation Report, such as about the conventional lease term, the ordinary 

choice for confirming the contract by authorities, and the possibility to lease a house 

formerly Chǒngdang-ed, or mortgaged, to another person. In explaining the legal aspect 

of the Chǒnse custom, researchers tend to accept the statements of the Custom 

Investigation Report without careful verification, and to move quickly to a question 

whether the traditional Chǒnse right had a quality as a real right or not. The problem, 

however, is not so simple. Especially the very short-term of the Chǒnse (100 days in 

most of cases) raises another question if it is appropriate or practically meaningful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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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ume that a Chǒnse right-holder(a lessee) enjoyed his right against a present or new 

owner, and could sublease, convey, or mortgage his right to the third party freely within 

the period of contract. In oder to understand the realities and legal aspects of the 

Chǒnse, we should consider a set of legal norms, the practical usage of house lease 

custom and money loaning, and the ideas of both law-enforcement agents and ordinary 

people, for all of which were collaborating to make not only the body of the custom but 

also its ambiguous face.

[Key Words] Chǒnse(傳貰), Chǒngdang(典當), custom, customary law, lease, the 

Custom Investigation Report, court decision records of the early modern 

Korea, the Daehan Empire(the Korean 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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