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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관습은 제정민
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관습이며, 우리 대법원에서 법적으로 승인되어 관습법의 지위
를 가지고 있다가, 2003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
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관습법이 실재하였는지를 실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통법제 및 민사관습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을 지칭하는 용어는 없었지만, 참칭상속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있었으며, 상속회복청구의 사건은 법적으로 인정되었고, 실제 상속회복을
구하는 재판사례도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전통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不限年)의 제도라고 판단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전통법제에서의 상속회복청구는 60
년․30년의 정소기한(呈訴期限)의 제한을 받았음을 실증하였다. 반면 일정기간이 도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관습 혹은 전통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선행연구들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은 ‘2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한 조선고등법원의 관습법은 ‘官制’된 ‘관습법’이며, ‘條理’의 원리를 관습의 이름을 빌려 창
조하여 왜곡된 관습법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20년경과 규정은 ≪刑法大全≫ 제16조의
청송기한(聽訟期限)의 20년경과 규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상속회복청구권은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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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에서도 인정되던 것이다. 다만 소멸시효제도는 전통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조
선고등법원에 의해 창출된 관습으로 보아야 한다.
상속에 관한 관습법은 조선고등법원에서 인정되어 현재 대법원에서까지 법적효력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관습법은 일제에 의해 왜곡, 형성, 법인화(法認化)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평가는 당시 재판기관이 주관적 목적을 가지고 관습법을 창출하였음을 전제
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조선고등법원에서 인정된 관습법은 전통법제 및 민사관습
과 서구식 근대 민법이론이 착종(錯綜)되어 승인(확립)된 관습법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제어] 상속회복청구권, 관습법, 관습, 착종되어 승인된 관습법, 정소기한(呈訴期限),
소멸시효

Ⅰ. 시작하며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관습은 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관습이며, 우리 대법원에서 법적
으로 승인되어 관습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1) 2003년 대법원의 전원합
의체 판결에 의해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2) 현재는 소멸
된 관습법으로 해당 관습이 문제될 여지는 많지 않으며, 이제 와서 굳이 해
당 관습이 실재하였는지 아닌지를 재론할 실익도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조선고등법원 및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인정된 여
러 관습(혹은 관습법)들 중 현재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관습법의 실재 여부에 대한 평석도 그 동안 적지 않게 쌓였다.3) 하
지만 실제 조선시대 혹은 개화기에 어떠한 민사관습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러한 관습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관습법으로 확립되었는지에 대한 완전하고

1)
2)
3)

대법원 1981.1.27. 선고 80다1392 판결.
대법원 2003.7.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정긍식, ｢식민지기 상속관습법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족인 장남의 사망과 상속인의 범위｣,
뺷서울대 법학뺸 50-1(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윤진수, ｢相續回復請求權의 消滅時效에 관한
舊慣習의 違憲 與否 및 判例의 遡及效｣, 뺷비교사법뺸 11-2(한국비교사법학회, 2004); 윤진수, ｢傳
統的 家族制度와 憲法－최근의 憲法裁判所 判例를 중심으로－｣, 뺷서울대 법학뺸 47-2(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윤진수, ｢상속관습법의 헌법적 통제｣, 뺷헌법학연구뺸 23-2(한국헌법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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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해답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관습법을 실증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과거 관습 혹은 관습법을 실증할 수 있
는 자료는 부족하며, 어느 시기에 존재한 관습을 두고 이것이 우리의 민사관
습이라고 단정하기 곤란한 한계가 있고, 남은 사료의 오류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과거의 관습이 어떠하였다는 것이 큰 실
익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혹은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승인을 받아 효력이 있는 관습(관습법)의 실증 작업은 아직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
기존에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
다.”는 관습을 실증한 탁월한 연구 성과가 있었다.4) 거의 대부분의 선행연구
들에서는 그러한 관습은 없었으며, 일제에 의해 ‘왜곡’되어 승인된 관습법이
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민법학계에서의 반대의견 혹은 소수의견은
없는 듯하다. 본고는 기존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관습법의 실재
여부에 대해 다수견해와 다른 소수의 의견을 개진해보았다. 그동안 상속회복
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관습법을 두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다. 첫째,
전통법제 시대에 제정법상 혹은 관습상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이 존재하였는
가? 둘째, 상속회복청구권이 존재하였다면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
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있었는가? 기존의 연구
들처럼 관습상 상속회복청구권은 기간의 제한이 없는(不限年)의 권리였는
가? 셋째,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시효제도인가, 시효제도
가 아닌 제척기간에 불과한가, 아니면 시효제도도 제척기간도 아닌 제3의 제
도인가? 넷째, 일제(조선고등법원)에 의해 인정된 관습법을 현재 어떻게 평
가할 수 있는가 등의 의문이 들었다. 본고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과정은 상속에 관한 다른 관습법의 실
4)

윤진수, ｢相續回復請求權의 消滅時效에 관한 舊慣習의 違憲 與否 및 判例의 遡及效｣, 뺷비교사법뺸
11-2(한국비교사법학회, 2004); 이상욱,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일제시대 관습법의 정립
과 왜곡｣, 뺷가족법연구뺸 18-2(한국가족법학회, 2004); 이화숙,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관
습법의 효력｣, 뺷가족법연구뺸 18-1(한국가족법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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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부를 밝히는데도 척도가 될 수 있다. 다른 관습법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
고 여기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관습법에 한정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또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성격,5) 상속회복청구권의 입법론적 대안6) 등
에 대해서도 다른 탁월한 선행연구들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이에 대한 논의
는 생략하도록 한다.
요컨대, 이 연구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
하면 소멸한다.”라는 관습은 과연 실재 존재한 관습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전
통법제의 ‘관습’이 일제강점기 조선고등법원에서 어떻게 ‘관습법’으로 승인
되었는지를 검토하며, 한국 민사법제에서 관습법에 대한 평가의 ‘단초’를 찾
아보고자 한다.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관습법에 관한
기존 논의
1.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2003년 대법원 판결요지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2003년 전원합의체판결은 여러 연구에서
분석이 있었으므로, 여기서는 그 대략에 대해 기술한다.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
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 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생활규
범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
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
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바, 제정
박병호, ｢相續回復請求權 管見｣, 뺷후암 곽윤직교수 화갑기념논문집뺸(박영사, 1985); 윤진수, ｢상속
회복청구권의 연구｣, 뺷서울대 법학뺸 41-1(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6) 이동진,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법률해석, 헌법적 평가, 개선입법－｣, 뺷가족법연구뺸 33-2
(한국가족법학회, 2019.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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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관습 중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의 관습은 이를 적용하게 되면 20
년의 경과 후에 상속권침해가 있을 때에는 침해행위와 동시에 진정상속인은
권리를 잃고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므로 소유권은 원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권리의 속성에 반할 뿐 아니라 진정상속인으로 하여금
참칭상속인에 의한 재산권침해를 사실상 방어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로 되어
불합리하고,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이 없으므로, 위 관습에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7)
이에 반해 반대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법원으로서는 관습법이 다른 법령
에 의하여 변경․폐지되거나 그와 모순․저촉되는 새로운 내용의 관습법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에 기속되어 이를 적용하여야 하고, 만일 관습법이 헌
법에 위반된다면 그 이유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이지 막연히
불합리하다거나 정당성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이유로 판례변경을 통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바, 법원은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392 판
결에 의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
한다.’는 내용의 관습이 관습법으로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선언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재확인하여 왔으며, 한편 민법 시행 전의 폐지
된 ｢朝鮮民事令｣은 상속에 관한 사항은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민법은
부칙 제25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
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1977. 12. 31. 법
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 부칙 제5항 및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 부칙 제12조 제1항에서도 각각 같은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관습법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변경․폐지되거나 그와 모순․저
촉되는 새로운 내용의 관습법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민법 시
행 전에 있어서의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상속회복청구에 대하여

7)

대법원 2003.7.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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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습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8)

2.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존의 평석
위 200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대부분의 평석에서는 “상속회복청구
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관습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보았다.9) 선행연구들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료를 논
거로 들었다.
첫째, 경성제대의 민법 교수였던 야스다(安田乾太)는 조선에서는 상속회
복청구권에 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리에 의해 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조선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존재 및 그 소멸시효가 관습상 존
재하였던 적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10)라 하였다. 그리고 “판례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관습은 존재하는 것이라 인정하였지만 이는
단지 ｢朝鮮民事令｣ 제11조와 형식적인 합리화를 위한 것에 불과하며, 실은
관습의 이름을 빌려 조리의 요구를 판례법으로 인정한 것이다.”고 하였다.11)
둘째, 다카하시(高橋隆二) 판사는 1935년 판결을 바탕으로 상속회복청구
권의 시효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12) 여기서 그는 판례의 당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판례는 우리 조선에서 정말 획기적인 것이며, 일반 거
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에 이와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의문점을
지적하고 싶다.”13)고 말하였다. 그리고 당시 조선에는 상속순위에 관한 관습
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호적의 기재와 실제의 불합치도 있는 등
정비되지 않은 점이 많아 거래의 안정을 위해 상속회복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라 평가하였다.14)
8)
9)
10)
11)
12)
13)

대법원 2003.7.24.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의견 요지.
윤진수, 앞의 글(각주 4); 이상욱, 앞의 글(각주 4).
安田乾太, ｢相續回復請求權の本質｣, 뺷司法協會雜誌뺸 15-3(朝鮮司法協會, 1936), 18면.
安田乾太, 앞의 글(각주 10), 19면.
윤진수, ｢相續回復請求權의 硏究｣, 뺷서울대 법학뺸 41-1(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199면.
高橋隆二, ｢相續回復請求權の時效－高等法院判決に關聯して－｣, 뺷司法協會雜誌뺸 14-11(朝鮮司法
協會, 193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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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료들을 논거로 들었던 평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하였다.
첫째,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는 점은
조선의 관습이라고 판시한 조선고등법원의 판결은 일본과의 동화를 위해 ‘官
制’된 ‘관습법’이라 단정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그와 같은 내용의 관습법이

실재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15) 따라서 그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결론은 타당하며, 판결의 이유에서는 우리의 고유한 관습이 아니라 일제강점
기에 내선일체를 위해 정립된 왜곡된 관습법이었다는 점에서 그 효력이 상실
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다.16)
둘째, 조선에서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소멸시효가 관습으로 부존재하였으
며, 판결을 할 때 ‘관습’이라는 명의를 차용하여 ‘조리의 요구’를 판례법으로
서 인정한 것이 뿐이라는 설명도 있었다.17) 또한 식민지 조선과 마찬가지도
대만에서도 상속회복청구권을 조리의 원리에 따라 인정하였다는 점을 논거
로 들기도 하였다.18) 따라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관습은 부
존재하였고, 조선고등법원에서 일본의 규정을19) 관습의 이름을 빌려 한국에
도입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판결의 다수의견에서 ‘그
런 관습이 존재하지만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을 것
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관습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다.20)
요컨대,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
한다.”는 관습에 대한 일제 강점기 법학자들의 해석론은 판례가 관습을 빙자
하여 ‘조리’를 원용한 판례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애초에 그런 관습은 없
었다고 선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며, 이런 관습법은 관제관습법으로 왜
高橋隆二, 앞의 글(각주 13), 3~4면.
이상욱, 앞의 글(각주 4), 218면; 윤진수, 앞의 글(각주 4), 285면.
이상욱, 앞의 글(각주 4), 220면.
安田乾太, 앞의 글(각주 10), 18면.
安田乾太, 앞의 글(각주 10), 17면.
1898년 제정된 明治 民法 제966조에서는 “家督相續의 회복청구권에 관하여 대체로 현행 일본 민
법 제884조와 같이 상속개시 시부터 20년, 상속권 침해의 사실을 안 때부터 5년의 시효로 소멸한
다.”는 규정을 제정하고, 동법 제993조에서 이 규정을 家督相續에 준용하였다.
20) 윤진수, 앞의 글(각주 4), 288면.

14)
15)
16)
17)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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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된 관습법이라는 평가도 제기된 것이다. 그리고 이후 상속회복청구권에 대
한 후행 연구들에서도 위의 평석의 의견을 그대로 수긍하고 있다.21) 물론
반대의견이 타당하다는 비판도 있으며,22) 해당 사안에서 아직 상속관습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 민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민
법 부칙 제8조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여 현행 민법에 따른 10년 제척기간
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23) 이러한 해석론은 모두 일견 타당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른 해석을 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된다. 특히
일제강점기 법률가들의 법적 논리는 다음과 같이 세분할 수도 있다. 즉 ①
식민지 조선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이 있었는지 애매하다(아마 없었을 것이다).

② 상속회복청구권이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시효 기간에 대한 관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관습상 상속회복청구권은 기
간의 제한이 없는 권리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③ 일반 거래의 안
전 혹은 조리의 요구에 의해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관습법을 인정하
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법률가들의 법적 논리는 대법원 판결에
관한 평석들에서 아주 주요한 논거로 적용되었다. 본고에서는 위 ①, ②에
대해 다른 논지를 펼쳐보고자 한다.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관습법 실증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관습법을 실증하기 위해서는 크게 시기를
2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전통법제시대(조선시대부터 개화

기까지)의 제정법, 관습 등에서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개념이 있었는지, 상
21) 현소혜, ｢상속관습법｣, 윤진수 대표집필, 뺷주해상속법뺸 제2권(박영사, 2019), 1142~1146면; 박세
민, ｢민법 시행 이전에 개시된 상속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뺷가족법연구뺸 21-3(한국가족
법학회, 2007).
22) 이화숙, 앞의 글(각주 4), 249~272면.
23) 박세민, 앞의 글(각주 21), 311~3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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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회복청구권이 적용된 재판실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또한 상속회복청
구권의 기간제한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일제강점기의
조선고등법원 판결에서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관습법이 승인된 과정을 살
펴보고, 전통법제의 상속회복청구권제도가 일제강점기 조선고등법원에서 어
떻게 ‘錯綜’되어 승인되었는지를 알아보는 단계가 필요하다. 우선 전통법제
시대의 제정법 및 관습에서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해 살펴보자.

1. 전통법제 및 관습에서의 상속회복청구권
1)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관습의 존부

전통법제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은 실재하였는가? 이 질문에 대해 답하기 전
에 전통법제(조선시대, 개화기)에는 상속 혹은 상속법은 있었는가라는 질문
을 먼저 해보자. 법률용어인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인의 재산법
상 지위가 그 사망 후에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포괄
적 유증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
승계되는 협의의 의미의 상속과 다르다. 또한 우리 민법은 유언에 의한 상속
인 지정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이라는 표제 아래 법정
상속, 유언 및 유류분을 규율한다. 이것이 협의의 상속법이 된다.24) ‘상속’은
한자어로 ‘相續’이라 표현한다. 그런데 조선시대 법전에서 ‘相續’은 현행법상
‘相續’과 전혀 다른 용어이다. 전통용어로 ‘相續’이란 ‘서로 잇는다’ 혹은 ‘계

승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법전상 상속을 지칭하는 용어로 ‘相續’이 사용
되지 않았다. 조선시대 법전(≪經國大典≫,≪受敎≫) 등에서 상속을 지칭하
는 용어는 ‘決給’, ‘許給’, ‘分執’, ‘分給’ 등의 용어를 들 수 있다.25) 그렇지만
위의 용어들이 현행법상 상속을 지칭하는 용어인가라고 확정할 수도 없다.
조선시대 상속에서는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와 유증과 법정상속, 유언상속 등
24) 윤진수, ｢상속법총설｣, 윤진수 대표집필, 뺷상속법주해뺸 제1권(박영사, 2019), 2~3면.
25) ≪經國大典≫<刑典>私賤 : 未分奴婢 勿論子女存歿分給; ≪續大典≫<刑典>私賤; 父母奴婢 不爲和
會者 呈官分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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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점에서 조선시대 및 전통법제에서 상속
법에 대한 논의는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에서 자세히 다시 논의하고,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법정상속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전개해본다. 즉 전통법제에 ‘相續’이라는 용어는 없었지만,
사실상 현행법상 ‘相續’에 해당하는 법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 즉 상속인이 아님에도 불
구하고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이 행동함으로써 상속권을 침해하
는 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26) 이와 같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조선시대 및 개화기에도 인정되었는가? 당시 부모의 전택
을 상속인들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본인이 독점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용어가
‘合執者’ 혹은 ‘不均分執者’였다. 이들에 대한 분할청구의 소는 허용이 되었

다. 다만 상속회복청구를 지칭하는 명시적인 법률용어는 없었다. 하지만 일
찍이 고려 공양왕의 교지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가 허용되었다.27) 조선초기에도 상속
재산을 독점하여 분할청구에 응하게 될 자 및 화회분집을 이행하게 할 자에
대해서는 제재수단이 있었다. 즉 태조는 임금의 교지로 “아직 나누지 않은
노비를 합집하고 있는 자, 나누어진 노비를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 등의
경우에 소를 제기하기 전에 화론하게 하고, 자기의 과실을 생각하지 않고 거
짓 변론을 하여 법을 어지럽히고 관가를 속이는 자(참칭상속인)는 해당 노비
를 관에 속공하게 하고 당사자들에게 엄하게 형벌을 내린다.”28)고 하였다.
그리고 ≪經國大典≫에서는 참칭상속인(不均分執者 및 合執專利者)에 대
한 형사제제를 규정하였는데, 즉 이들은 그들의 죄를 논죄한 이후에 해당 재
산에 대해 속공하게 하였다.29) 예컨대, 단종 대에 김미(金湄)라는 자는 부모
26) 윤진수, ｢제999조｣, 윤진수 대표집필, 뺷상속법주해뺸 제1권(박영사, 2019), 39면.
27) ≪高麗史≫제85권, 1392년 2월 : ≪恭讓王≫ 敎旨 : 一, 奴婢爭訟所起, 多原於合執, 願自今, 財主未
分奴婢合執者, 或分執而不均者, 許人陳告.
28) ≪太祖實錄≫제12권, 1397(태조6)년 7월 25일 : 未分奴婢合執者、分執奴婢據執者、大小人員, 告
狀前許令和論.其不顧己非, 飾詐强辯, 亂法瞞官者, 以判旨不從, 兩府申聞科罪, 嘉善以下, 處決鑑後,
其中奸僞深重者, 已前使用奴婢, 亦令屬公. 當該官吏, 或以人情好惡與不曾用心考察者、所訟人妄稱
誤決者, 竝依司憲府所申, 從重論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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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산을 합집하여 형제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고, 사치를 부리고 부모의 제
사도 모시지 않았으니, 그 죄를 다스려 재물은 형제에게 고르게 나누어 준
사례가 있었다.30) 또한 예종대의 조무영(趙武英)이 부모의 노비를 독차지하
여 상속인들과 상속회복의 분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관에서는 조무영의
상속분이 지나치게 많으니 公主에게 別給한 노비와, 나가서 거주할 때에 稱
給한 노비를 제외하고 공동 상속인에게 고르게 분배하게 하였다.31)

조선 중기 이후 ≪續大典≫에서는 부모가 남겨둔 재산을 和會하지 않는
자는 관에 고하여 분집을 하게 할 것을 법전에 명문으로 규정하였다.32) 즉

≪續大典≫에 의하게 되면 공동상속인 중 법정상속분의 범위를 벗어나서 상
속분을 가지는 경우에는 관에서 이를 결정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의 상속회복사건은 현행민법의 법리로 살펴보면 상속회복청구 사건인지 혹
은 상속재산분할의 사건인지 애매한 지점도 있다. 그래서 앞에서 기술한 것
처럼 조선시대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현행법과 같은 상속제도는 없었다는 지
적도 가능하다. 생각건대, 위의 사건들은 애매한 점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진
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대상으로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사건으로 볼 수 있
다. 전통법제의 상속분할사건과 상속회복청구사건의 구분 및 법정상속과 유

29) ≪經國大典≫<刑典>私賤 : 據執他人奴婢及決後仍執者, 杖一百徒三年, 徵役價給主, 其不均分執者,
合執專利者, 論罪後, 其應得奴婢屬公 田宅同.
30) ≪端宗實錄≫제4권, 1452(단종 즉위)년 11월 16일 : 司憲府據忠淸道觀察使呈啓曰 : “文義縣人金
湄, 父歿, 與母同居, 合執田地、奴婢, 不分與同産, 造家一區, 一百九間. 其庫廩以 ‘彌增盈滿益億萬
添’ 八字分額, 稱珍庫, 中置高樓, 稱珍樓. 兩旁作幽房, 分置婢妾、妓女, 恣行情慾. 妻張氏及女子, 別
置浴室, 女子及季弟濬, 皆年長不爲婚嫁, 父死十三年, 始立祠堂, 然猶不厝安神主, 以供祭祀, 及母死
氣未絶, 畏陰陽拘忌, 出避外廊, 不親斂襲. 且母未葬、國喪卒哭前, 與嬖妓楚兒, 常同寢處, 傷倫敗俗,
莫此爲甚. 若以赦前, 不治其罪, 則頑惡之徒, 無所懲戒, 請移置兩界極邊, 以戒後來. 其財物, 請令觀
察使, 均給同産, 家舍破取沒官.” 從之. 湄常晨起坐廳事, 書員若干人, 羅拜於庭, 又設門於洞口橋上,
書額曰 : ‘非崇飮者, 不得入此門.’ 又敎婢子六七人, 管絃歌舞, 靚粧姣服, 預辦殽饌, 客至則輒設酌,
張樂極歡. 若有宿者, 令婢子薦枕, 其浮夸淫侈, 不可殫記. 其妹夫淸州敎授官郭珣忌之, 錄罪過十餘
條, 陰嗾掌令元孝然、康晋, 乃移文忠淸道鞫之. 至是, 政府疑有陰嗾, 啓召臺員問之, 果珣所爲也, 幷
珣罷黜, 珣亦剛愎不肖, 爲士林所鄙.
31) ≪睿宗實錄≫제2권, 1468(예종 즉위)년 12월 10일 : 卒僉知事趙武英, 合執父母贓獲, 不與同産均分,
相訟不決者有年. 是日, 令諸宰議之. 高靈君 申叔舟等議曰 : “武英所得徧重, 除公主別給奴婢, 及出
居時稱給奴婢外, 均分同産.” 上可其議.
32) ≪續大典≫<刑典>私賤 : 父母奴婢, 不爲和會者, 呈官分執. 子女身沒無子孫者, 勿爲分給, 而其妻守
信則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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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상속의 구분은 새로운 연구에서 다루기로 한다.
요컨대, 전통법제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을 지칭하는 법률용어는 없었다.
하지만 참칭상속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不均分執者’․‘合執專利者’․‘合執
者’․‘不爲和會者’ 등의 용어가 법전에 규정되어 있었다. 진정상속인으로서

는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었고,
소가 제기되면 관에서 결급(사법행정권 발현)을 내려 진정상속인들에게 상속
분을 회복하게 하였으며, 특히 상속회복에 관한 청구를 받은 관에서는 직접
상속분에 대한 분할을 결정하였다. 또한 전통시대가 민․형 일체형 사회였던
만큼 참칭상속인은 형벌을 받았던 특징이 있다.
2)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의 제한 여부

상속회복청구권은 기간의 제한을 받는 권리였는가? 선행연구에 의하면 전
통법제에는 따로 상속회복청구권과 같은 제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렇지만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에 대해 다른 분쟁과 달리 다루는 규정은 있
었다고 판단하였다. 즉 ≪經國大典≫<戶田> 田宅條에 의하면, 5년이 경과하
면 일반적인 전택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예외 사유 중 공동상속
인 중의 일부가 상속재산을 合執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이 呈訴期限의 제
한을 받지 않고(不限年) 언제든지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33) 이를 두
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쟁에 국한되었으며, 상속회복청구권으로 볼 것은 아
니며, 공동상속에서 상속인을 더욱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발상으로 평
가하였다.34) 또한 일제강점기의 법률가의 평가에서도 “合執者에 대하여 분
할청구의 소가 허용되는데, 그것에는 출소기간의 적용이 없었다.”35)고 하였
다. 즉 전통법에서의 상속회복청구권과 유사한 제도로 ≪經國大典≫의 호전
전택조의 예외규정인 ‘父母田宅合執者’의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다(不限年)고 판단한 것이다.
33) ≪經國大典≫<戶典> 田宅 : 凡訟田宅過五年則勿聽 盜賣者, 相訟未決者, 父母田宅合執者, 因幷耕永
執者, 賃居永執者, 不限年. 告狀而不立訟過五年者, 亦勿聽, 奴婢同.
34) 윤진수, 앞의 글(각주 12), 196면.
35) 뺷李朝の財産相續法뺸(朝鮮總督府中樞院, 1936), 4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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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한국법사에서는 조선시대 呈訴期限제도가 존재하였음이 입증되었
고, 특히 ≪經國大典≫<戶田> 田宅條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36) 그리고 이
를 과오년물청법(過五年勿聽法)이라 명명하여 의미를 밝힌 선행연구가 있었
고,37) 과한법의 제정 과정에 대한 의미를 밝힌 연구도 뒤따랐다.38)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통법에서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조문은 ≪經國大典≫<戶田>
田宅條의 “전택에 대한 소송은 5년이 도과하면 물청한다(凡訟田宅過五年則
勿聽)”는 조문의 예외규정인 “부모의 상속재산을 독점한 경우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父母田宅合執者, 不限年)”이라고 인식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다
수 견해가 타당한 측면도 있으나 다소간 의문이 있었다. 즉 국가와 사회에서
상속회복청구권과 같은 제도를 인정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을 기간의 제
한 없이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점이다. 기간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하다면, 극단적으로 말해 수백 년이 지
난 이후에도 우리의 선조가 진정상속인이고 당신의 선조가 참칭상속인이므
로, 지금이라도 수백 년 전의 상속재산의 침해에 대한 회복을 해달라고 요구
하는 것이 적법하고 정당하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수백 년 전의 상속재산
의 회복청구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 제아무리 진정 상속인의 권리
보호를 중시하더라도 법적안정성의 측면을 전혀 무시한 법제는 불가능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해 조선시대 呈訴期限에 대한 검토가 행하여졌고,
최근 ≪經國大典≫<戶田>田宅條의 5년 정소기한 규정이 제정된 이후 60년
정소기한․30년 정소기한 규정이 새롭게 제정되었음을 밝히고, 5년 정소기
한 규정보다 60년 정소기한 규정이 조선조의 원칙적인 정소기한에 관한 규
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39)
즉 ≪經國大典≫<戶典>田宅條에서 5가지 예외사유인 경우에는 기간의 제
한 없이 소제기가 가능하다고 입법되었다. 그런데 ≪經國大典≫<戶典>田宅
36)
37)
38)
39)

박병호, 뺷한국법제사고뺸(법문사, 1974), 262면.
심희기, 뺷한국법제사강의뺸(삼영사, 1997), 464~492면.
임상혁, 뺷朝鮮前期 民事訴訟과 訴訟理論의 展開뺸(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0), 134면.
손경찬, ｢전통법 및 관습법에서 시효제도의 인정가능성｣, 뺷재산법연구뺸 36-2(한국재산법학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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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가 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해당 조문의 불합리성에 대한

성토가 나왔다. 1479(성종10)년 김양경(金良璥)이 “만약 5년 예외를 인정하
여 소를 제기하게 한다면, 매수하여 50년간 경식하였던 전답도 반환해야 하
므로 부당하다. ≪大典≫은 쉽게 고치면 안 되니 특별법[節目]을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40)고 주장하였다. 또한 1490(성종21)년 이중현(李仲賢)도 조부
대의 발생한 사건을 시간이 지나 자손 대에 와서 소제기를 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기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지만, 임금은 해당조문을 쉽
게 개정하지 못하였다.41) 성종 대에는 해당 논의가 불발되었지만, 중종 대에
다시 ‘不限年’규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도망노비를 추쇄
하는 경우나 타인의 노비에 대한 횡탈하는 경우 기한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1515(중종10)년 3월 10일에는 “무릇
양인 또는 타인의 노비를 함부로 점유하거나, 자기 사내종의 양인인 처의 소
생이라고 하거나, 혹은 조상 때 도망간 노비라고 하며 소송을 하는 경우, 그
노비가 살아 있는 경우가 아닌데도 사건이 60년 이전에 있었던 경우라면 勿
聽한다.”는 수교가 제정되었고, 동 수교는 이후 ≪大典後續錄≫에도 수록되

었다.42) 하지만 60년 기간 제한도 너무 긴 기간이므로 10년으로 제한하자는
주장도 있었고,43) 50년 혹은 40년으로 제한하자는 주장도 있었다.44) 또한
40) ≪成宗實錄≫111권, 1479(성종10)년 11월 11일 : 良璥又 曰 : “≪大典≫內, 田地盜賣者, 不計年限,
故姦詐之徒, 或以爲奴受主田, 而盜賣, 或以爲未分田地, 合執而盜賣, 訟之於官, 雖五十餘年貫限買耕
之田, 亦奪而還之, 甚不可. ≪大典≫不可輕改, 別立節目何如?”
41) ≪成宗實錄≫238권, 1490(성종21)년 11월 12일 : 御經筵. 講訖, 持平李仲賢啓曰 : “臣嘗爲守令, 見
訟者, 在祖父時, 未有訟端, 至子孫起訟者有之. 以此爭訟不息, 定限何如?” 上顧問左右. 同知事李瓊
仝啓曰 : “所啓果然. 但嫡長子合執, 則其同腹雖欲訴, 無文記可據, 至長子孫, 然後起訟者有之, 如此
而定限, 則豈無冤抑?” 上曰 : “果如所啓, 長子據執者固難陳訴, 若定限, 必有冤抑.”
42) ≪大典後續錄≫<刑典> 決訟日限 : 凡冒占良人及他人奴婢 或稱奴良妻所生 或稱祖上逃奴婢 爭訟 而
非當身見存 事在六十年以前者 勿許聽理(正德十年三月十二日本曹受敎)
43) ≪中宗實錄≫22권, 1515(중종10)년 6월 23일 : “頃年以來, 私賤小康, 無人侵剝, 而良民獨不聊生,
遂相與屬托權勢, 鄕豪子爲婢夫, 女爲奴妻, 積以歲年, 轉成奴隷, 或有乘其劣弱, 壓勒爲賤, 由是賤人
居多, 良民日少.…伏願殿下, 限以十年追正其事, 俾還良籍, 務寬其力, 使民不願爲賤. 不願爲賤, 則良
民自多, 而軍籍自充矣. 兩造俱備, 持牒而訟, 必以三度得伸爲率, 互有勝負, 近者十餘年, 遠者三四十
年, 贏糧往復, 得失俱困, 巧飾是非, 反亂黑白, 聽訟者眩於酬答, 莫適所裁. 雖兄弟親戚, 尙不克相保,
可勝嘆乎? 伏願殿下, 依丁酉舊例, 畫爲大限, 使數十年間爭訴, 暫息, 幸甚.”
44) ≪中宗實錄≫25권, 1516(중종11)년 6월 1일 : 光弼曰 : “臣於前日, 以六十年以前, 爲奴良所生, 勿受
理事, 已建議啓之. 然恐或有背主者, 故僉議以六十年爲太久, 更限五十年以啓. 若以四十年爲限, 而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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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가족끼리 노비를 두고 상속재산을 다투는 경우는 20년으로 제한하고,
타인과 다투는 경우 60년으로 두자는 주장도 있었다.45) 이러한 각종의 논의
를 종합하여 중종은 1518(중종13)년 11월 18일에 “무릇 소송에서 30년 이전
에 있었던 사건은 勿聽한다. 다만 도매한 것, 상속분 침해 등의 경우에는 이
러한 제한이 없다.”라 수교를 내렸다.46) 이 규정을 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역시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1526년 3월 14일
중종은 다음과 같이 10년 과한을 적용할 것을 명하였다. “30년 전의 사건마
저도 계속하여 소송을 하니, 내가 이런 풍습이 몹시도 싫어 이를 고치고 싶
었다. 法典에 ‘5년 지난 건과 삼도득신한 건은 勿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무릇 조상에게서 받은 상속분 및 상속재산 분할분과 買賣가 허락된
일체의 문서가 있는 것은 10년이 경과하면 일체 심리하지 말라.”47)고 하였
다. 즉 상속재산의 침해의 경우에도 10년이 도과된 것은 더 이상 소송을 하
지 못하게 한 것이다.
위에서 60년․30년 정소기한이 문제된 사안은 대부분 상속회복청구에 해
당하는 사안이었다. 특히 부동산․노비 등의 부모의 상속재산을 한 사람이
合執(독점)한 경우가 발생하면, 가족 사이에서 해당 재산을 두고 수십 년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이유는 ≪經國大典≫<戶典>田宅條에서 부
모재산을 합집한 경우 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왕
과 신하들은 모두 해당 조문이 가져온 엄청난 滯訟․濫訟의 폐단을 직접 경
四十年後, 勿許本主推尋, 則庶或可矣.”
45) ≪中宗實錄≫34권, 1518(중종13)년 11월 8일 : 安國議 : “親戚之間, 一源分得, 使用奴婢, 奸詐之徒,
謀欲奪取, 巧飾萬端, 以相爭訟, 傷風敗俗, 莫此爲甚. 臣意今後親戚中一源奴婢相訟者, 自告狀日始
計, 事在二十年以前者, 勿許聽理. 與凡人相訟, 自依舊法, 施行似當.”
46) ≪大典後續錄≫<刑典> 決訟日限 : 凡訟 事在三十年以前者 勿許聽理(盜賣․合執等項 不在此限 正
德十三年十一月十八日本曹受敎).
47) ≪中宗實錄≫ 56권, 1526(중종21)년 3월 14일 : 傳于政院曰 : “近來人心風俗, 所以薄惡, 而骨肉親
戚之間, 反目如仇讎者, 未必不由於好爲爭訟, 而然也. 本源厚然後, 風俗可從而變. 大抵, 父母,祖父
母,養父母生前, 已給於子孫之奴婢,田宅, 死後欲爲爭訟, 風俗之悖逆, 莫甚於此. 況斷訟無限, 至於三
十年已前之事, 相爭不已, 予嘗痛疾, 欲變此風. 令典所載 : ‘過五年及三度得伸, 勿更聽理.’之法, 雖不
可改之, 凡爭訟者, 十年之間, 可以爭訟奴婢,田宅. 父母,祖父母,養父母傳係的實文記及同生和會, 凡
許與買賣, 一應有文記者, 過十年之事, 通前後, 一切勿許聽理. 如有敢爲爭訟者, 以非理好訟, 論之則
非特聽訟之事省簡, 使民風變薄歸厚, 不亦可乎? 其以是, 招政府郞官, 收議于合坐時, 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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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하고, 해당 조문을 개정할 것을 여러 차례 논의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60
년․50년․40년․30년․친족 간 20년 비친족 간 60년․10년 등의 다양한
기간제한이 주장되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소송의 객체가 개인의 소유권
이 인정되는 사노비․전택인 경우에는 60년을 기간의 한계로 규정하였고,
공노비인 경우에는 30년을 기간의 한계로 규정한 것이다. 해당 규정은 중종
대인 1515․1518년에 ≪受敎≫로 제정되었고, 이후 동규정은 1542년 ≪大
典後續錄≫에 도입되었고, 1746년 ≪續大典≫에서는 국전에 편입되었다.

60년․30년 정소기한의 입법과정은 조선시대 상속회복청구 사건에 대한

정소기한(시효 혹은 제척기간)의 제정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논쟁이기도
하며, 왕의 명령인 ≪受敎≫로 내려진 법령 중 중요한 것은 ‘錄’인 ≪大典後
續錄≫에 편입되었고, ‘錄’에 규정된 것 중에서 더 중요하고 준행할 필요가

있는 규정은 ‘典’인 ≪續大典≫에 편입되었음을 실증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조선조의 중요한 조문에 대한 입법과정을 알 수 있다.
결국 조선시대 상속회복청구 사건의 경우 처음 ≪經國大典≫<戶典>田宅
條에 의해 기간의 제한 없이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었으나,

1515년 이후 60년․30년의 정소기한의 제한을 받게 되었고, 해당 조문은 조

선시대 말까지 계속하여 적용된 일반적․원칙적 정소기한 규정이 되었다.
3) 전통법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의 성질

전통법제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이라는 용어는 없었지만, 상속회복청구 사건
에 해당하는 법제가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전통법 및 관습에서 상속회
복청구권은 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과는 견해를 달리하며,
전통법에서 상속회복청구사건이 문제된 경우 60년․30년의 정소기한이 적
용되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전통법에서 상속회복청구권에 적용되
는 60년․30년의 기간은 시효제도인가 제척기간인가?
시효제도는 정당한 권리관계와 관계가 없이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동안
지속되면 이를 정당한 권리 관계로 믿고 이를 기초로 다시 새롭게 법률관계
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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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해 법률에서 미리 정하고 있는 그 권리의 존
속기간을 말하는데, 만약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며,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
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즉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며 그 기간을 지났다
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이후 보완될 수 없다.48) 조선시대의 정소기한은 제척기간의 특성도 어느 정
도 가지고, 시효제도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제도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엄밀히 판단하건데 정소기한은 시효제도라 볼 수는 없다. 그 논거는 첫째,
시효제도는 중단이 인정되는데 반하여, 정소기한은 중단이 없다. 둘째, 소멸
시효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지만, 정소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없다. 셋째,
소멸시효는 기산점이 있는데 반하여, 정소기한은 기산점이 없다. 넷째, 소멸
시효는 소급하여 소멸하는데 반하여, 정소기한은 장래효를 가지게 된다. 다
섯째, 정소기한은 당사자의 권리불행사라는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데 반하
여, 시효제도는 당사자의 불행사와 권리행사기간의 진행이라는 요건이 필요
하다.49)
이처럼 상속회복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는 관습법을 조선고등법원
이 인정하였지만, 전통법제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시효제도’는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정소기한 규정이 완전하게 시효의 성
격을 갖지 않는 것도 아님은 주의해야 한다. 정소기한은 시효도 아니고 제척
기간도 아닌 양자의 성격이 혼합되어 있는 제도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일제강점기에 ‘錯綜’된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관습법
1) 일제의 관습조사

일제는 식민 지배를 본격화하기 이전인 통감부 기에도 한국의 법과 관습
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1907년 정미칠조약을 기화로 하여 한국의
48) 대법원 2003.8.11. 선고 2003스32 결정.
49) 손경찬, 앞의 글(각주 39), 149~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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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에 대한 본격적인 간섭을 하였고, 1907년 12월 ｢裁判所構成法｣을 제
정․공포하여 4급 3심의 법원 조직체계를 갖추었다. 1907년 초에는 일본인
사법보좌관들이 민사재판에서 비공식적으로 사무보좌를 빙자하여 감독 및
판결에 관여를 행하였고, 1908년 1월부터는 일본인 판검사들이 도한하기 시
작하였다. 1908년 8월 이후에는 신식 재판제도가 시행되었고, 재판에서 일본
어의 공식용어화가 시행되었으며, 1909년 ｢辯護士法｣으로 조선인 변호인의
소송대리가 금지되었다.50) 이런 상황에서 통감부는 조선의 관습에 대한 조
사를 시행하였다. 1908년 5월부터 1910년 9월까지 통감부의 不動産法調査
會와 法典調査局에서 조선 각지의 관습에 대한 조사를 행하였고, 조선총독부

에서 1910년․1912년․1913년 뺷慣習調査報告書뺸를 간행하였다.51)
한일강제병합 이후 일본은 1912년 ｢朝鮮民事令｣을 반포하였으며, 동 법령
에 의해 일본의 민법․민사소송법이 식민지 조선에 의용 되었다. 하지만 ｢朝
鮮民事令｣ 제11조에서 “한국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단의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慣習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상속에 관한 문제
는 관습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922년 개정된 ｢朝鮮民事令｣
에서도 “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해서는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
고 제1조의 법률에 따르지 않고 관습에 따른다. 단, 혼인연령․재판상의 이
혼․인지․친권․후견․보좌인․친족회․상속의 승인 및 재산 분리에 관한
규정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52) 따라서 1922년 이후 상속회
복청구권이 문제된 경우에도 관습에 따라야 해결하여야 하였다.
일제강점기 초인 1912년 參事官室에서 관습조사를 하였고, 1915년 中樞
院에서 관습조사를 지속하였다. 특히 관습을 조사하여 ｢朝鮮民事令｣을 개정

하는 근거로 삼았으므로, 1918년 中樞院에서 舊慣審査委員會를 설치하였고,
1921년에는 舊慣及制度審査委員會를 설치하여 옛날부터 전승되는 관습․제

도․풍속 중 참고할만한 것인지를 심사하였으며, 1924년 舊慣及制度審査委
50) 손경찬, 뺷개화기 민사소송제도에 관한 연구뺸(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5).
51) 정긍식 편역․정종휴 감수, ｢日帝의 慣習調査와 그 의의｣, 뺷개역판 관습조사보고서뺸(한국법제연구
원, 2000), 30~31면.
52) 뺷官報뺸 1922년 12월 7일 : 制令 제13호 ｢朝鮮民事令 中 改正의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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員會가 폐지되었다.53)

또한 1920년대 이후에는 ‘협회’에 의해서도 식민지 조선의 관습에 대한 조
사와 연구가 행하여졌다. 특히 1921년에 창립된 司法協會에 의한 관습조사
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사법협회는 民事審査會를 설치하여 민사관습에 관
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였고, 뺷司法協會雜誌뺸에 그 결과를 게재하였다. 또한
사법협회잡지에는 민사관습에 관한 질의 및 그에 관한 회답이 게재되었다.
또한 이를 종합하여 1932년에는 뺷司法協會決議回答集錄뺸이 간행되었고,
1938년에는 뺷司法協會續決議回答集錄뺸이 간행되었다.54) 또한 1923년 조선

고등법원에 설치된 判例調査會에서는 “조선에서 특별한 종류의 관습은 이를
존중하지만 현재 과도기이므로 끊임없이 그 변천을 고찰하여 일본 법률과 융
합을 도모하는 것”을 방침으로 들기도 하였다.55)
또 하나 일제의 관습조사에 관한 중요한 자료는 바로 1933년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간행한 뺷民事慣習回答彙集뺸이라 할 것이다. 본서는 중추원에서
1910년대 관습조사보고서를 간행한 이후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였고, 이후의

조사를 통해 견해를 달리하는 사항이 많아졌으며, ｢朝鮮民事令｣이 개정되었
지만 여전히 친족 상속에 관해서는 관습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간행하였다고 한다.56) 하지만 뺷民事慣習回答彙集뺸에서 당시의 회답 및
통첩은 관습법을 천명하는 법규범으로 볼 수 없다는 평가도 있다.57)
뿐만 아니라 일제의 관습조사와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저작들도 있다.
바로 1936년 간행된 뺷李朝の財産相續法뺸과 1939년 간행된 뺷朝鮮祭祀相續法
論 序說뺸이 그러하다. 뺷朝鮮祭祀相續法論 序說뺸은 당시 평양복심법원장인

노무라(野村調太郞)가 조선의 제도 및 관습을 조사하고 법전․역사실록․승
정원일기․일성록․각종 정치사․고문서 등을 모두 모아 喪祭에 관하여 약
53) 정긍식, ｢식민지기 상속관습법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뺷서울대 법학뺸 50-1(서울대학교 법학연
구소, 2009), 296면.
54) 이상욱, 앞의 글(각주 4), 211면.
55) ｢裁判所監督官ニ對スル橫田高等法院長訓示｣, 뺷朝鮮司法協會雜誌뺸 2-5(朝鮮司法協會, 1923.5), 37~
38면.
56) 뺷民事慣習回答彙集뺸(朝鮮總督府中樞院, 1933), 中樞院書記官長 牛島省三의 서문.
57) 鄭光鉉, 뺷韓國家族法硏究뺸(서울대학교 출판부, 196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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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 책이다.58) 또한 뺷李朝の財産相續法뺸도 역시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간
행한 것이며, 1936년 당시 일제가 조선을 병합한지 25년이 지났지만, 상속법
분야에서는 옛날의 관습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추원이 고기
록․문헌․법전․실록․승정원일기․고문서를 종합하여 관습에 대한 조사
를 하여 탈고한 것이며, 이 자료들을 조선총독부 판사인 기토(喜頭兵一)에게
제공하여 집필하게 한 책이다.59)
종합하자면 1908년 통감부에서 식민지 조선의 관습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
였고, 1936~1939년까지 근 30년간 일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식민지 조선의
관습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던 것이다. 특히 1936년․1939년 저작인 뺷李朝
の財産相續法뺸 및 뺷朝鮮祭祀相續法論 序說뺸에서의 관습에 관한 기술은 객관

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대상이다.
2)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관습법의 승인

일제강점기 조선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관습을 어떻
게 인식하였는지 순차적으로 정리해보자. 1920년 3월 조선고등법원에서 “상
속회복청구권과 같은 상속법상의 권리의 시효에 관하여도 민법 제96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관습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조선에서는 아직
이 점에 관하여 일정한 관습이 없고, 따라서 그 상속회복청구권은 지금도 시
효 또는 출소기한의 규정이 없는 권리이다.”60)라고 판시하였고, 또한 1920
년 6월 조선고등법원은 “조선에서 정당한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를 부정하
는 관습은 없으므로, 상속할 수 없는 자가 상속을 한 때에는 불법상속인에
대하여 상속회복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불법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자
에 대하여도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61)고 판시하여 관습상 상속
회복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1929년 7월에는 “상속권을 침
해당한 상속인이 상속회복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할 때는 그 청구권
58)
59)
60)
61)

뺷朝鮮祭祀相續法論 序說뺸(朝鮮總督府中樞院, 1939), 中樞院書記官長 大竹十郞의 서문.
뺷李朝の財産相續法뺸(朝鮮總督府中樞院, 1936), 中樞院書記官長 牛島省三의 서문.
朝鮮高等法院 1920(大正9).3.12. 선고 대정(大正) 8년 민상제285호 판결.
朝鮮高等法院 1920(大正9).6.23. 선고 대정(大正) 9년 민상제111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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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멸된다 하더라도 그 자의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권을 침해당한 것을 이
유로 하여 상속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62)라고 판시하였다.
이후 1935년 “조선의 호주 및 유산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상속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실을 알거나, 상속 개시부터 상당기간
내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경과한 후에 소멸된다는 관습이
있다.”63)라고 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개시부터 상당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후 1937년에는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만 6년을 경과한 때에
는 그 기간은 조선에서 호주 및 재산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완성시
킴에 상당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64)라고 판시하였고, 1939년에는 “상속
회복청구권은 상속개시한 때부터 2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
하는 것이 조선에서의 관습이다”65)라고 판시하였다.
1920년대부터 1939년까지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에 대한 조선고등법원

의 판결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920년대 조선고등법원은 상속회복
청구권은 조선의 관습상 인정되는 권리이며, 출소기한의 제한이 없는 권리라
판단하였고, 1935년 조선고등법원 판결에서 상속개시 시로부터 상당기간 내
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 인정하였으며, 1937년 판결에서는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만 6년’이라는 기간제한을 인정하였고, 1939년 판결에서
‘상속개시한 때부터 2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라

고 인정하였다. 이러한 조선고등법원의 판례의 변화를 두고 다음과 같은 평
석이 있었다.
첫째,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1920년대 및 1935년
판결에서도 ‘관습을 빙자’하여 이를 경우에 따라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하였다. 관습이 없을 경우 조리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지만, 일제강점기의 관습법 규범 중 일본의 정
62)
63)
64)
65)

朝鮮高等法院
朝鮮高等法院
朝鮮高等法院
朝鮮高等法院

1929(昭和4).7.12. 선고 소화(昭和) 4년 민상제193호 판결.
1935(昭和10).7.30. 선고 소화(昭和) 9년 민상제687호 판결.
1937(昭和 12).8.27. 선고 소화(昭和) 12년 민상제162호 판결.
1939(昭和 14).6.30. 선고 소화(昭和) 14년 민상제152호 판결.

102

法史學硏究 第60號

책에 의한 부당한 것 그리고 대한민국 수립 후 우리 헌법정신에 비추어 수정
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규범도 적지 않다.66)
둘째, 식민지기에 활동한 일본인 학자도 조선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아
직’ 시효 또는 출소기한의 정함이 없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67)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1933년에 작성된 것으로, 상당기간의 제한을 인정한
1935년 조선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이전의 견해이다. 그러므로 이 해석

은 1920년 판결을 근거로 인정한 것이다.
셋째, 1935년 판결을 평가하며, 해당 사건의 원심과 상고 이유를 살펴보면
서자 있는 경우에도 입양할 수 있는 관습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 소멸을 거론하며 종래의
판결을 변경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평가도 있다.68)
넷째, 상속관습법으로 소개된 판결들은 조선의 관습법에 기초하였다고 보
기보다는, 반대로 이러한 관습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條理에 근거하여 형성
된 판례법을 관습법으로 인정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제시되었
다.69) 또한 이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던 종래의 판
례를 변경한 것이기도 하지만, 종래의 관습과는 모순되는 것이라고 본 것이
다. 즉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제한을 긍정한 판례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 관
습의 이름을 차용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하는 판례법을 창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이다.70) 결국 한국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관습은 없었으며,
당시 조선고등법원에서 일본의 규정을 관습의 이름을 빙자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한 것이라는 유력한 견해가 제기되었다.71)
위의 다수견해가 타당한 해석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수긍이 된다. 하

66)
67)
68)
69)
70)
71)

鄭光鉉, 앞의 글(각주 57), 412면.
藤田東三, 뺷朝鮮親族法相續法뺸(大阪屋號書店, 1933), 346면.
이상욱, 앞의 글(각주 4), 214면.
이화숙, 앞의 글(각주 4), 263면.
윤진수, ｢상속관습법의 헌법적 통제｣, 뺷헌법학연구뺸 23-2(한국헌법학회, 2017.6), 163면.
윤진수, 앞의 글(각주 4), 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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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위의 견해와 다른 소수의견도 개진해 볼 여지가 있다. 특히 조선고등법
원의 1920년 3월 12일 판결의 판결이유를 주목해 보아야 한다.
상속회복청구의 권리가 시효에 걸리는가에 관하여, ① 舊韓國 1905(光武 9)년의
≪刑法大典≫ 제16조 聽訟期限에서 ‘民事詞訟은 20년 이내에 있는 것으로 한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민사소송에서 물권․채권에 기한 소송인지 친족법․상속법
상의 권리에 기한 소송인지를 따지지 않고,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에서 기산하
여 20년을 경과한 때에는 出訴할 수 없게 되었으나, 위 ② 형법대전은 1908(隆熙
2)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19호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위 제16조의 규정은

개정 법률에 의하여 삭제되었고, ③ 동시에 시행된 ｢民事訴訟期限規則｣에는 상속
회복청구권과 같은 상속법상의 권리에 관해 아무런 소송기한의 규정을 두지 않았
으므로, 1908(隆熙 2)년 8월 1일 이후부터 상속회복청구권은 출소기한의 정함이
없는 권리가 되었으며, ④ ｢朝鮮民事令｣을 시행 후에도 친족상속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오로지 관습에 따라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상속회복청구권과 같은 상
속법상의 권리의 시효에 관하여도 일본 민법 제96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관습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만, ⑤ 조선에서는 ‘아직’ 일정한 관습이 없으므로 상속
회복청구권은 현재 아직 시효 또는 출소기한의 정함이 없는 권리와 다를 바 없다.
(강조 필자)72)

위의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평가가 있었다. 위 판결은 일견 상속회복청
구권이라는 독자적인 권리를 인정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으나, 그 중점은
주로 진정한 상속인이 不法相續人(僭稱相續人)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는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
이라는 해석론이 제기되었으며,73) 이러한 해석은 타당한 해석으로 볼 수 있
다. 하지만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다.
위의 판결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관습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
72) 朝鮮高等法院 1920(大正9).3.12. 선고 대정(大正) 8년 민상제285호 판결.
73) 윤진수, 앞의 글(각주 12), 1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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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결이라 여겨진다. 위 조선고등법원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분설할 수 있
다. 첫째, 조선고등법원이 1905년 ≪刑法大全≫ 제16조의 청송기한 조문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규정으로 승인하였다. ≪刑法大全≫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舊本新參 격의 자주적인 법전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직전인 1905
년 4월 29일 간행된 형법전이다. 본법전은 ≪大明律≫을 저본으로 하여 내용
이 ≪大明律≫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대명률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조
문도 규정되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聽訟期限에 관한 제16조였다. 본조에서
“民事詞訟은 20년 이내에 있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20년 청송기한

은 실제 민사소송에서도 적용이 되었다. 그 이유는 당시 대한제국의 민법전
인 ≪民法常例≫를 편찬하고 있었으나, 민사소송은 계속하여 제기되므로 일
시적으로 형법대전의 규정 중 민사에 관련된 것은 모두 적용하라는 법부의
지시 때문이었다. 그리고 청송기한 20년 조문은 1905~1908년까지 한성재판
소 및 평리원의 민사판결에서 자주 원용되는 중요한 법조문 중 하나였다.74)
1920년 조선고등법원 판결은 ≪刑法大全≫ 제16조의 청송기한규정이 상속

회복청구권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확인한 판결이다.
둘째, 형법대전이 폐지된 이후 ｢民事訴訟期限規則｣에 의해 시효 혹은 제
척기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었다. 1908년 7월까지는 한성재판소 및 평리원
에 의한 재판이 있었던 반면, 1908년 8월부터는 구재판소․지방법원․경성
공소원․대심원으로 이어지는 신식재판제도가 시행되었다. 신식 재판제도에
서는 ≪刑法大全≫이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제16조 청송기한 규정도 삭제되
었다. 그 자리를 대신하여 1908년 8월부터는 ｢民事訴訟期限規則｣이 적용되
었고, 채권을 원인으로 한 소송은 10년이 경과하면 수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民事訴訟期限規則｣에서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
았다. 따라서 1908년 8월 1일부터는 한국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은 출소기한의
제한이 없는 권리가 되었다.
셋째, 1912년 ｢朝鮮民事令｣의 제정 이후에는 일본 민법이 의용 되었지만,
74) 손경찬, 앞의 글(각주 50), 135~143면; 손경찬, 앞의 글(각주 39), 143~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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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한 규정은 조선의 관습에 의하며, 따라서 일본 민법 제966조를 준
용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여전히 1912년 이후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출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권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위 조선고등법원의 논리를 정리하자면, 1905년 ≪刑法大全≫제정에 의해
20년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출소기한 제한이 인정되었으나, 1908년 8월 ｢民事
訴訟期限規則｣ 제정 이후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출소기한의 제한이 없는 권

리가 되었으며, 조선고등법원이 이러한 사실을 1920년 3월 인정한다는 것이
다. 조선고등법원의 판결에서 누락된 부분을 여기서 보충해 보자면, 1905년

≪刑法大全≫의 20년 청송기한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에는 ≪經國大典≫≪
續大典≫≪大典會通≫의 정소기한이 적용되었으며,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사

건에서 ≪續大典≫ 이후에 확립된 원칙은 60년․30년 기간제한이 인정된다
는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 이전에는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관습이 실
재하였으며, 또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기간의 제한(20년․60년․30년)이 있었
던 권리였다. 다만 1908년 8월 이후부터는 상속회복청구권은 기간의 제한이
없는 권리가 되었다. 그렇다면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관습은 없었으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은 기간의 제한이 없는 권리였다는 다수견
해의 주장과는 다른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관습도 인
정할 수 있고, 조선시대 및 개화기까지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기간의 제
한이 있었는데, 1908년 이후 일제 강점기의 사법제도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
의 행사기간의 제한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1935년 판결
에서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1939년 판결에서 상속
회복청구권은 상속개시 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조선
의 관습이라고 판시하게 된 경위는 어떠한 것인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정
확한 실증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기존 다수견해는 조선고등법원
의 高橋隆二판사와 경성제대 민법교수였던 安田乾太의 논문을 근거로 하여
일제에 의해 왜곡된 관습법임을 실증하였다. 특히 2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부분은 관습상 근거가 없고, 조리를 관습의 이름을 빌려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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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거나, 혹은 일본 민법 제966조의 가독상속회복청구권의 20년 규정을 관
습의 이름을 빌려 창출한 관습이라고 평가하였다.75)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
며, 실제 그렇게 형성된 관습 혹은 관습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0년 규정은 전통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데, 일본 판사 혹은 일본인 법률가들

이 창출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즉 20년 규정이 한국의 관습에 근거가 있고
그러한 근거를 조선고등법원 판사들이 관습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
다. 그렇게 판단하는 소략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高橋隆二의 논문에서 ≪刑法大全≫ 20년 청송기한 규정을 舊韓國
시대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규정으로 인식한 기술이 있다. 즉 “참고로 입
법례를 살펴보면 독일․프랑스․스위스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특별의 단
기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일반시효에 의해 즉 30년을 인정한다. 구 한국시대
의 형법대전의 청송기한이 있어 20년을 인정하였다. 우리 구민법은 유산청
구의 소권이 30년(證據編 155)이었다. 현행 민법(明治民法)은 다음과 같이
알게 된 경우로부터 5년 상속개시상태로부터 20년이라고 되어 있다. 스위스
채무법은 선의 상대방인 경우에 알게 된 경우로부터 1년 개시된 경우로부터
10년,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30년이 된다(제600조) 이러한 입법의 추세

는 점차 상속회복청구권에 단기의 특별시효를 설정하고 있는 것과 같다.”76)
라고 하였다. 이 기술을 통해 高橋가 ≪刑法大全≫의 청송기한 20년 규정을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간취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전통법제 혹은 관습에서 20년이라는 기간이 적용된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사인간의 채권(私債)은 20년을 기한으로 한다는 규정
을 들 수 있다.77) 또한 조선조에서 배를 새로 건조할 수 있는 연한도 20년으
로 하였고,78) 宣頭案은 내수사의 공천을 20년마다 자세히 조사하여 원적부

75)
76)
77)
78)

이상욱, 앞의 글(각주 4), 218면.
高橋隆三, 앞의 글(각주 13), 8~9면.
≪新補受敎輯錄≫ 公債限十五年 私債限二十年 非當身現存者 並蕩減 [雍正丙辰承傳]
≪新補受敎輯錄≫ 諸道漕船戰船兵船 六年添木改槊 十年因本板 全船添木改槊 十六年又添木改槊
二十年始許改造 如有限前腐傷 不可不改槊改造者 漕船則必令都事親審 戰兵船則必水使親審 報營門
然後許改 [雍正乙巳承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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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들어 임금이 보도록 한 것을 말하였으며,79) 다른 사람을 대신 노비로
세우고 속량하는 기한도 20년으로 하였다.80) 물론 사채의 기한․배의 수
선․노비의 명부 등은 상속회복청구권의 20년 기한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다만 조선조에도 20년 기한이 문제된 사안도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간접
자료이다. 반면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20년 기한이 문제된 관습도 있었다.
1912년 일제의 상속에 관한 관습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조사보고가 있었다.
“자손에게 상속하는 관례는, 옛날에는 分衿記 또는 分財記를 첨부하여 관아

에 알리고 立案했는데, 中年 이래 立案은 거론하지 않고 分衿記는 희소해졌
다. 이것이 있어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임종 때에 유서 혹은 유언으로서 이
를 대신 행하였다. 보통의 관례는, 次子 이하는 결혼하여 20여 년이 되면 재
산을 나누었다.”81)라는 기술이 남아 있다. 즉 당시 차자 이하는 결혼한 지
20년이 되면 재산을 분배한 관습이 있었음을 기술한 것이다. 상속회복청구

권의 출소기한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상속재산의 분배에서 20년이라는
기간은 중요한 관습사항임이 드러난다.
셋째, 일본인 판사들이 식민지 조선의 관습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을 할
이유가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당시 조선고등법원의 판사들의 이력 및 경
력들을 살펴보자면, 대부분 명문대 법대 출신으로 일본 사법시험을 합격한
엘리트 관료들로써, 1908년 이후에 식민지 조선에 판사․검사로 부임하였다.
그리고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20년 이상을 지방법원부터 복심법원까
지 재판을 수행하였고, 1930년대 말에는 조선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하고 있
었다. 특히 일본인 판사들에게 소송법․재산법․형법 등은 일본의 법을 그대
로 적용하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지만, 그들에게 조선의 상속법에 대
한 접근은 달랐다. 그들은 판사로서 조선의 관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이
를 해결하여 판결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또한 조선총독부 중추원은
79) ≪經國大典≫<刑典>公賤 : 公賤 每三年 成續案…每二十年 成正案 藏於本曹議政府掌隸院司贍寺本
司本道本邑.
80) ≪受敎輯錄≫ 代奴婢贖身者年限 依先王朝受敎 己卯以後 以二十年爲限.
81) 中樞院資料調査, ｢財産相續 槪況報告｣, 뺷慶尙南道․慶尙北道 管內 契․親族關係․財産相續 槪況
報告뺸(朝鮮總督府 取調局, 1912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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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이후 관습조사를 시행한 이래 1930년대까지 근 30년간을 조선의 관

습에 대한 조사를 행하였다. 그러므로 판사들은 당시 법률과 조선총독부 중
추원에서 조사한 조선의 관습을 가지고 재판을 하고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
다. 그 과정에서 일부 조선의 관습에 대한 ‘오해’ 혹은 ‘오인’이 있었지만, 의
도적으로 조선에 없는 관습을 만들거나 왜곡할 이유는 부족하였다고 본다.
그들은 정치가가 아니라 사실과 규범을 고민하는 법률가들이었다. 분명한 것
은 1936년의 일본인 법률가들도 식민지 조선에서 관습과 일본의 상속법이
‘錯綜’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82)

정리하자면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관습이 승인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조선에서는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관습이 있었고, 그 기간은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60년․30년의 제한을 받았다. 개화기에는 상속회복청구권
은 20년의 제한을 받았다. 그러다 1908년 이후에 상속회복청구권은 기간의
제한이 없는 권리가 되었다. 1920년 조선고등법원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의 관
습이 있음을 승인하고, 1935년에는 상당한 기간의 제한을 받는다고 하였다
가, 1939년에는 2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관습을 승인하였다. 그
중 상속회복청구권의 존재에 대한 관습, 기간의 제한에 대한 관습(60년․30
년․20년)은 실재하는 관습이었다. 그러므로 1939년 조선고등법원에서 20년
이라는 기간을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으로 승인한 것은 일본 민법상 20년
규정을 조선에 왜곡하여 창출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도리어 ≪刑法大
全≫ 제16조의 청송기한 규정을 관습의 이름으로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

이 타당하다 본다. 다만 조선고등법원은 2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보았는데, 조선시대 및 개화기에 시효로 소멸하는 관습은 없었다. 결국 상속
회복청구권에 대한 관습, 20년의 기간제한에 대한 관습은 실재하는 것이었지
만, 시효로 소멸한다는 관습은 실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는 한국의 전통법
및 민사관습과 서구식 민법의 법리가 착종되어 승인된 관습법인 것이다.

82) 뺷李朝の財産相續法뺸(朝鮮總督府中樞院, 1936), 喜頭兵一의 序文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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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제에 의해 승인된 관습법에 대한 평가

본고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관습이 승인되어 관습법으로 남아
있게 된 과정을 논하였다. 그래서 모든 관습법에 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진
행하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일제(특히 조선고등법원)에서 판결로
인정된 조선의 관습(혹은 관습법)의 법적 성질이 어떠한가에 대한 간략한 고
찰은 필요하다고 본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관습조사나 조선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인
정된 관습이 과연 실재하는 것인가에 대해 그동안 많은 평가가 있었다.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일본국에 의해 혹은 일본인들에 의해
당시 관습이 왜곡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일본법과의 동화를 위해 한국의
전통적인 관습을 왜곡한 것이라는 비판을 들 수 있다.83) 이 견해는 특히 상
속관습법에 관련하여도 일본 식민당국이 인정한 상속관습법은 일본법의 시
각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일본법과의 동화를 꾀한 면이 있다고 판단
하는 것이다.84) 둘째, 당시 관습법은 사회가 변동되었으므로 관습도 변화하
였으며, 이러한 신관습(新慣習)을 법인화(法認化)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
다.85) 셋째,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서구 전통사회에서 관습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습법은 부재하며, 우리가 관습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관습에
불과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86) 넷째, 식민지 권력이 유도한 식민지
관습법의 형성이었다는 견해도 있다.87) 다섯째, 식민지기에 정립된 상속관습
법은 19세기 조선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조선총독부가 일본민법의 家

83) 윤진수, ｢高氏 門中의 訟事를 통해 본 傳統 相續法의 變遷｣, 뺷가족법연구뺸 19-2(한국가족법학회,
2005), 327면; 이상욱, ｢日帝下 傳統家族法의 歪曲｣, 뺷朴秉濠敎授還甲紀念(II)뺸(박영사,1991), 371면.
84) 윤진수, 앞의 글(각주 70), 162면.
85) 이승일, 뺷朝鮮總督府의 法制政策에 대한 硏究뺸(한양대학교 문학박사학위 논문, 2003), 81면.
86) Marie Seong-Hak Kim, Law and Custom in the Choson Dynasty and Colonial Korea : A
Comparative Perspective, 66 J. Asian Studies, 2007; Marie Seong-Hak Kim, CUSTOMARY
LAW AND COLONIAL JURISPRUDENCE IN KOREA,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Winter, 2009; Marie Seong-Hak Kim, “日本統治下における韓國の慣習法の構成”, ｢東洋文化
硏究｣ 11, 2009
87) 심희기, ｢일제강점 초기 ‘식민지관습법’의 형성｣, 뺷법사학연구뺸 28(한국법사학회, 2003), 25면 : 홍
양희, ｢植民地時期相續慣習法과 ‘慣習’의 創出｣, 뺷법사학연구뺸 34(한국법사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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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度에 맞추어 의도적으로 조선의 관습을 왜곡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

가 약하다는 주장도 있다.88)
위의 주장은 모두 타당하고 수긍할 수 있다. 특히 식민지기의 일본인 법률
가들은 한국의 관습과 전통법을 무시하던 시각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서구식 법학의 시각으로 조선의 관행을 바라보고 창출하고, 법
인화하고, 경우에 따라 왜곡하고, 식민지 권력이 새로운 관습법을 유도하여
형성하기도 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모두 식민지 일본관료(사법관
료, 행정관료)들이 주관적인 목적을 가지고 식민지 조선의 관습을 바라보았
음을 전제로 한 개념들이다. 일반적으로 ‘왜곡’은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이다. ‘형성’은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법인
화’는 사실로 존재하는 것을 규범의 영역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관습법을 승인한 주체들의 ‘주관적의 목적’을 염두에
둔 개념들이다.
모두 일견 타당한 견해지만, 식민지 관습법은 실제 존재하는 관습에 대한
조사(관습조사)와 그에 대한 확인과정(질의 회답) 및 조선고등법원 판사들의
승인(판결)을 거치면서 주관적인 목적을 배제한 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확
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습법에 대한 위의 5가지 견해들 중에서 다섯 번째
견해인 식민지기에 정립된 상속관습법은 19세기 조선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
이므로, 조선총독부가 일본민법의 가제도에 맞추어 의도적으로 조선의 관습
을 왜곡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이 제일 설득력 있다고
본다.
이에 덧붙여 관습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 틀을 미력하나마 개진하려 한다.
미리 전제할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완전한 결론은 일제의 관습에 대한 모든
연구가 끝난 뒤에야 가능할 것이므로, 잠재적이고 개괄적인 ‘구상’에 불과함
을 미리 밝힌다.
생각건대, 일제의 식민지 관습법은 관습조사－중추원의 확인－조선고등법
88) 鄭肯植, 앞의 글(각주 53), 2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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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판결 절차를 거치면서 전통과 외세가 ‘錯綜’되어 ‘승인’된 관습법으로
볼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상속관습법을 통해 살펴보건대,
조선적 관습을 제대로 ‘遵用’한 것(상속회복청구권의 존재, 상속회복청구권
의 기간의 제한)과 일제의 민사 법리를 ‘繼受’시킨 것(전통법제에 시효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시효제도를 인정한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 즉 일본 법
률가들의 법률해석과 법적용 과정을 통해 전통법제의 조문 및 전통시대의 민
사관습에다 일제의 민사법제가 더하여져서 ‘錯綜’되어 관습법으로 ‘승인’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즉 일제의 관습법은 착종되어 승인된 관
습법인 것이다.
하나 덧붙이자면, 조선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인정된 관습은 현대의 관점으
로 보면 수긍이 곤란한 점이 있다. 바로 현대적 법의 분류상 ≪刑法大全≫
제16조의 규정, ≪經國大典≫, ≪受敎≫의 규정들은 실정법이다. 그런데 일
제강점기의 관습조사 및 조선고등법원의 판결에서 구한국(조선시대 개화기)
의 실정법은 관습을 인식하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게 여겼다. 즉 중추원 및
조선고등법원에서는 조선과 개화기의 법전, 수교, 왕조실록기사, 고문서, 일
기류,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을 모두 관습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종합하여
관습이 있는 지를 없는지를 판단하고 승인하려 한 것이다. 그들은 전통법 시
대의 법전과 사료 등을 모두 관습의 대상으로 인식하였고, 그 사료의 해석․
적용 과정에서 일본 민법의 법리가 錯綜되어 승인되었다.

Ⅳ. 마치면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관습은 제정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존재하던 관습이며, 우리 대법원에서 법적
으로 승인되어 관습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가, 2003년 대법원의 전원합의
체 판결에 의해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상속회
복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관습법이 실재하였는지를 실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112

法史學硏究 第60號

하였다. 이 연구의 소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
다.”는 관습은 실재하지 않았고 조리의 법리를 관습의 이름을 빌려 왜곡하여
창출된 관습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존 다수의 해석론은 여전히 설득력
있고 타당한 견해라 본다. 실제 일본 민법의 가독상속회복에 관한 20년 시효
규정을 차용하여 1939년 조선고등법원에서 창출한 관습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본고는 미진하나마, 다수의 해석론과 다른 소수의 새로운 해석론
을 전개하였다.
둘째, 조선시대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을 지칭하는 명시적인 법률용어는 없
었으나, 상속회복의 청구를 인정하는 법제가 실재하였고, 실제 상속회복청구
를 행한 사례도 실재한다. 또한 법전에서 참칭상속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不均
分執者’․‘合執專利者’․‘合執者’․‘不爲和會者’ 등이 규정되어 있다. 참칭상

속인은 형벌과 함께 진정상속인에게 침해한 상속재산을 반환하여야 하였다.
셋째, 기존의 다수의 해석론 및 일제강점기의 일본인 법률가들의 인식에서
는 전통법제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은 기간의 제한이 없이(不限年) 무한정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본고에서는 전통법제(조선시대 및 개화기)의 상속회복
청구 행사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논거로는 상속회복청구의 사
건에서 ≪經國大典≫<戶典>田宅條의 예외규정인 ‘부모전택을 합집한 자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은 조선시대 전반에 적용된 규정이 아니
었음을 들었다. 도리어 1515년․1518년 ≪受敎≫로 제정된 60년 정소기한
과 30년 정소기한이 조선시대 상속회복청구의 사건에 적용된 정소기한이었
다. 또한 개화기인 1905년 ≪刑法大全≫ 제16조의 20년 청송기한 규정도 상
속회복청구의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전통법 및 관습에서 상속회
복청구의 행사는 不限年인 것이 아니라 60년․30년․20년의 제한을 받는
권리였다.
넷째, 일제강점기 조선고등법원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에 관한 관습
을 승인하였다. 즉 1939년 조선고등법원 판결에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관습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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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속회복청구권의 존재에 대한 관습은 실재하였다. 그리고 ‘20년’의 기간
의 제한은 일본 민법의 규정을 원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刑法大全≫
제16조의 20년 청송기한의 규정을 관습의 이름으로 승인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라고 본다. 다만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는 관습은 실재하는 관습이 아니었다. 이 관습은 일본 민법의 법리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식민지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및 조선고등법원에서 인정된 관습법
에 대한 소략한 평가를 해 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식민지 관습법은 왜곡,
형성, 법인화, 관습법이론의 부재론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평
가는 당시 재판기관이 주관적 목적을 가지고 관습법을 창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조선고등법원에서 인정된 관습법은 전통법제
및 민사관습과 서구식 근대 민법이론이 착종(錯綜)되어 승인(확립)된 관습법
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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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ustomary Law Related to Legal
Prescription of Claim for Recovery of Succession

Son, Kyoung Chan*
89)

The customary law stating “Claim for recovery of succession expires after
20 years since its initiation,” have existed before the effectivation of civil law
and maintained its status as a part of customary law after acquiring legal
authorization from Korean Supreme Court. However, after the unanimous
decision was reached in 2003, the law ceased to be eff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whether the customary law related to legal prescription
of claim for recovery of succession existed or not.
Despite lack of term referring to the claim for recovery of succession on
both traditional legislation and civil customs, there was as term designated for
those who pretend to hold the right of inheritance. Also, cases involving the
claim for recovery of succession had been legally recognized and there had
been actual trial cases requesting the restoration of recovery of succession.
Existing studies have concluded that the claim for recovery of succession is
not subjected to expiration based on customary law. However, this study have
proved the existence of period of appeal of 30 and 60 yers regarding the
Recovery of succession based on traditional legisl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custom or traditional legislation stating the expiration of the claim
* Research Professor of Yonsei University Institute for Leg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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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recovery of succession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Preceding studies have evaluated the customary law of Joseon High Court
stating ‘expiration due to prescription’ after the ‘passing of 20 years’ regarding
the claims for recovery of succession as a distorted form of customary law
creating the principle of regulations into a custom. However, proof of
regulations regarding the passing of 20 years can be found in the 16th clause
of ≪刑法大全≫ (Code of law established during late Joseon Dynasty) and
the claim for the recovery of succession had been recognized in traditional
law as well. On the other hand, the system of extinctive prescription cannot
be proven through traditional legislation and should be considered as a
customary law created by Joseon High Court.
Customary laws related to succession had been recognized in Joseon High
Court and continued to be legally effective in current Supreme Court. These
customary laws may be evaluated to be distorted, established, and legislated
due to the impact of Japanese occupation but such evaluation can be viewed
to be established under the premise that judicial institutions of the time have
created customary laws based on its subjective purposes. However, it would
be more valid evaluation to consider customary law recognized by Joseon High
Court as an entanglement of traditional legislation and customs with modern
legal theories form Western influence that have been established as a
customary law.

[Key Words] Claim for recovery of succession, customary law, custom,
customary law established through entanglement, period of
appeal, extinctive pr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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