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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존의 토지관습을 분류, 조사, 기입(inscription)하는 것에서 시작
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 전통사회의 여러 이질적인 토지임차 관련
권리들이 ‘소작’이라는 개념으로 단일하게 포착되어 ‘균질화’되었다.
전통사회에서 분할소유권의 성격을 지녔던 권리, 또는 계속 성장해오
던 경작자의 권리는 식민국가의 입법과 조사의 실천에 의해 부정되거
나 박탈되었다. 이들 권리는 식민자(colonizer)가 강제한 ‘소작’ 개념에
의해, 단순한 채권적 토지임차나 明治民法(1898)에서 설정한 영소작
으로 약체화되었다.
조선통감부 이래 조선의 토지관습에 관한 조사를 주관했던 이는 우
메 겐지로 박사로서, 그는 明治民法의 입법을 주관했던 세 명의 중
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했다. 우메는 조선의 관습에 기초하여
식민지의 법을 만든다는 입법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구상은 법원

(法源)이 될 관습이 실은 ‘취사선택된 관습’이라는 진실을 은폐하는 정
치적 실천에 불과했다. 본 연구는 民事慣習回答彙集의 분석을 통해
식민국가가 ‘취사선택한 관습’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다는 사실, 朝鮮

高等法院判例錄의 분석을 통해 실제로는 식민지 조선에서 明治民
法의 관행화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이러한 정치적 실
천을 통해, ‘소작’ 개념이 식민지 사회에 강제적으로 이식되었다는 사
실은 망각, 은폐되었고, ‘소작’ 개념은 이제 자명하고 당연한 것으로
자연화되었다.
주제어 : 소작/코사쿠(小作), 인식폭력, 소작쟁의, 관습, 明治民法, 朝鮮

民事令.

Ⅰ. 문제제기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은 바야흐로 소작쟁의의 시대였다. 소작쟁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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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된 데에는, 조선통감부 시대의 부동산조사, 조선총독부의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을 거치면서 토지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정비가 대대적으
로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토지소유권은 물론 종전까지 존재해왔던 ‘토
지임차’의 권리와 관행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하나의 이유이다. 제1
차 세계대전 이후 감행된 시베리아출병(1918～1924)의 과정에서 일본
내의 군량미 조달이 우선과제가 되면서 민간에 쌀부족 현상이 벌어졌
고, 이를 벌충하려는 목적으로 식민지의 미곡이 이출되어 상품화되면
서 대규모 제국-식민지 쌀시장이 형성되었는데, 이 쌀시장에서의 이윤
추구에 몰입했던 지주들이 소작인들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던 것
이 또 다른 하나의 이유이다.
그런데, “경작을 위해 토지를 빌리는 것”(토지임차)을 뜻하는 ‘소작’
(小作, kosaku)이라는 말은 전통 한국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용

어이다. 토지임차의 관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관행을 지
칭하는 말이 ‘소작’은 아니었다는 말이다. 전통시대에 이에 해당하는
용어는 ‘소작’이 아니었음은 물론, 각 지방별로도 그 명칭이 제각각이
었는데, 예를 들어 경기도 지역에서는 “並作, 打作, 一半並作, 半並作,
남에땅진난것, 어우리, 賭只, 半作, 時作, 耕食, 並食, 打並作” 등으로 불
렸다.1) 말하자면, 이 말들이 일본에서 새롭게 들어온 ‘코사쿠’(小作)로
‘번역’되어 새로운 관행으로서 자리잡게 된 것인데, 이것은 단지 용어

의 전환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언어의 전환을 통해 언어
가 가리키는 현실이 새롭게 재규정․구성되는 사태를 가져왔던 것으
로, 그것은 토지임차권, 즉 법적 차원에서의 권리에 중대한 변화를 야
기했다.
종전까지의 연구에서 이 문제는 그리 의미 있게 부각되지 못해왔다.
구한말～식민지기 토지문제를 둘러싼 관심은 대체로 토지소유권의 문

1) 朝鮮總督府, 朝鮮の小作慣行(上), 1932,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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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대표적으로,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조선시대로부터의 토지소유권이 그대로 계승된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는 결정적으로 단절되고 분기된 것인지가 논의의 쟁점이 되었다.2) 그
런데, 토지임차권은 토지소유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토지
에 귀속된 주요 권리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토지의 소유권과 임차
권은 그 권리구조상 서로 대립적이기도 하고 병행적이기도 한 것으로,
그것은 법제도의 구성에서 임차권의 역사적․사회적 토대가 무엇으로
규정되었는지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법체계 안에서 토지임차권이 물
권(物權)으로 구성되느냐, 아니면 채권(債權)으로 구성되느냐에 달려있
는 것이다.
본고는 한국의 식민지화 과정에서 목격되는, 기존 토지임차 관련 용
어의 코사쿠(小作)로의 전환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개념(번역어)이 새로
운 사회현실을 구성해가는 과정을 드러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1920
년대의 소작쟁의에 이르는 일련의 사태를 법적, 개념사적 차원에서 설
명해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것이다. 나아가, 식민지 조선은 물론 일
본에서 법적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근거가 과연 통상적
으로 받아들여지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것인지의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식민지 관습조사의 결과로서 관습이 창출되었
다”는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3)
2) 宮島博史, 韓國土地調査事業史の硏究, 東京大學東洋文化硏究所, 1991; 한
국역사연구회 근대사분과 토지대장반, 대한제국의 토지조사사업, 민음사,
1995 ; 조석곤, 한국 근대 토지제도의 형성, 해남, 2003. 예외적으로, 토지
임차권과 관련된 분석을 진행한 사례로서는, 배성준, ｢통감부 시기 관습조
사와 토지권 관습의 창출｣, 수선사학회, 사림 제33호, 2009.
3) 관습조사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법학과 역사학에서 이미 많은 연구가 진
행되었다. 관습조사보고서(1913)로 일차 총괄된 조선총독부의 조선관습
인식에 대해, ‘기록된 관습과 실제 관습 간의 차이’ ‘일제에 의한 조선의 전
통적 관습의 왜곡’이라는 문제설정에 선 연구(정긍식, 韓國近代法史攷, 박
영사, 2002; 鄭鍾休, 韓國民法典の比較法的硏究, 創文社, 1989 ; 최석영, ｢일

식민지 조선에서의 ‘소작’ 개념의 정치 / 김인수 229

Ⅱ. 식민지 조선에서 임차권의 채권적 구성
1. 우메 겐지로와 <한국시정개선협의회>
식민지 조선의 민법, 즉 朝鮮民事令(1912)의 기초작업을 수행한 이
는 明治民法(1898)의 기초자 세 명 가운데 한 사람인 우메 겐지로(梅
謙次郞, 1860～1910)였다. 그는 1905년 11월 제2차 한일협약의 체결에

따라 조선통감부가 설치되고 난 뒤, 明治民法 제정을 위한 <法典調
査會>의 위원장이었던 한편 당시에는 조선통감부의 초대통감으로 부

임해 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로부터 한국정부의 법
률고문으로 와 줄 것을 요청받았다. 당시 이토는 한국에서 일본의 보호
정치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국 안에 존재하는 여러 외국의 치외법
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근대
일본에서의 불평등조약 개정과정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통치하는 조선
에서도 서구 국가들에 준하는 공정한 재판제도와 기본법전이 구비되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이토는 바로 이 사업을 일본의 법률학자
우메에게 위탁한 것이다. 우메가 맡은 사업들 가운데 법전편찬사업은
<不動産法調査會>에서 담당했다. 한국의 토지제도의 확립을 위해 토

지관련법의 제정을 준비하고 물권(物權) 변동에 관한 종래의 관습과
제의 구관조사와 식민정책｣, 비교민속학 제14호, 1997)와, 일제(日帝)의
취사선택에 의한 ‘전통의 창출’로 보는 연구(이승일, ｢일제의 관습조사사업
과 전국적 관습의 확립과정 연구｣, 대동문화연구 제67호, 2009 ; 양현아,
한국 가족법 읽기: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창비, 2012 ; 이철
우, ｢일제 지배의 법적 구조｣, 김동노 편, 일제 식민지 시기의 통치체제 형
성, 혜안, 2006 ; 홍양희, ｢식민지시기 상속관습법과 ‘관습’의 창출｣, 한국법
사학회, 법사학연구 제34호, 2006 ; 배성준, 앞의 논문, 2009)로 나뉘어 진
행되어오고 있다. 이들 연구는 대체로 한국의 가족제도에 관련된 관습사항
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되어왔고, 배성준의 연구(2009)가 토지관습의
창출과정에 관한 세밀한 연구로서 소수의 연구사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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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조사하는 것이 그 임무였다.4)
이 <不動産法調査會>와 그 후신인 <法典調査局>이 한국의 토지제
도 전환에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다. <不
動産法調査會>가 부동산 관습의 조사를 수행하기는 했지만 그 조사의

깊이가 매우 얕았고, 또 사업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우메 겐지로가 1910
년 한국에서 급사하는 바람에, 토지법과 관련하여 그 조사가 갖는 의미
는 비교적 제한적이었다. 다만, 우메가 취한 한국 부동산 관습조사의
태도를 조선관습법존중론으로 보고, 일본법강제론에 팽팽하게 대치하
는 것으로 의미부여하는 연구가 제출되어 있다.5)
우메가 법전편찬을 위해 우선 관습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
던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國際法雜誌에 실은 ｢韓國の合邦論と
立法事業｣에서, 부동산의 경우 한국의 관습이 일본과 크게 다르기 때

문에 한국에는 독자적인 법전이 필요하다는 우메의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이 당시 조선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 없이 일본법을
연장하여 시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일본법강제파’에 대한 비판이었음도
사실이다.6) 그러나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권, 임대차 및 영소작권 등의
법적 개념이 동시에 창출되고 있었던 문제적 장소를 실제로 들여다본
다면,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크게 중요한 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후술하기로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소작권 및 임대차와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입법
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1906년 8월 15일 오전에 이토가 주관하는
<한국시정개선협의회>(韓國施政改善ニ關スル協議會) 제10회 회의가

통감관사에서 열렸고, 우메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제까지의 통상의
4) 李英美, 2005, 韓国司法制度と梅謙次郎 , 法政大学出版局([국역] 김혜정
옮김, 한국의 사법제도와 우메 겐지로, 일조각, 2011, 12쪽).
5) 李英美, 위의 책(2011).
6) 岡孝, ｢明治民法と梅謙次郞｣, 法學志林 第88卷 第4号, 1991,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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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이 회의에 대해서는 ｢土地建物ノ賣買⋅交換⋅讓與⋅典當ニ
關スル件｣(1906.10.16. 법률 제6호)과 ｢土地家屋證明規則｣(1906.10.26.

칙령 제65호)의 제정 및 공포 경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언급해왔다.
이것은 주로 토지소유권과 관련된 논의에 방점을 찍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회의를 잘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조선정부의 관료와 우메
사이에 임차권을 둘러싼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회의는 조선의 법부대신이 제출한 ｢不動産權所關法｣을 검토하는 것
에서 시작했다. 이토는 자신이 이 초안을 한 차례 읽었고 우메에게도
심사하게 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메가 수정안을 제출했기에 이를
회람한다고 말한다. 통감부서기관겸비서관인 고쿠분 쇼타로(國分象太
郞)가 조선인 관료들 앞에서 수정안의 내용을 통역하여 읽었다. 다음은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의 내용 가운데 임차권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발
췌한 것이다.7)
梅 박사: 이 자리에서는 근본적 개정의 요지만을 한마디 하겠습
니다. 법부에서 제출한 안의 원안은 (이토) 통감 각하의 명에
따라 이를 일람했습니다. 그런데 원안의 제목은 넓어질 우려
가 있습니다. 본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주로 매매 또는 저당
시에 생겨날 수 있는 詐欺를 예방하는 데에 있습니다. 부동
산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포
괄적인 법률은 한국정부의 의뢰에 따라 목하 제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李 법상: 법부에서도 처음에는 이 제목은 문제가 있다는 것, 즉
우메 박사가 조사 중인 법률과 중복될 우려에 관해 部內에서
협의를 하고 있던 중입니다. 이 법률을 발포해두고 장래에
때를 봐서 이를 개정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명칭
7) 金正明編, 日韓外交資料集成 6-(上), 巖南堂書店, 1962, 326～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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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목은 그렇게 해 둔 것입니다.
梅 박사: 원안의 제1조에서는 부동산의 賣買, 典當, 賃租, 讓與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법률에 의거하면, 양여라는 문
자는 무상으로 援受하는 것과 교환 두 행위를 포함합니다.
만약 한국의 관습상 양여라는 용어가 단지 무상으로 원수하
는 행위만을 의미한다고 하면, 교환이라는 문자를 첨가할 필
요가 있습니다. 이 점을 질문 드립니다.
(* 각 대신 토의 후)
李 법상: 양여란 단지 무상으로 원수하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梅 박사: 그렇다면 교환이라는 문자를 삽입해야 합니다. 다음으
로 임조라고 하면 소작계약도 그 속에 포함합니다. 그런데
소작계약의 등기와 같은 것은 지금 조사 중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 속에서 그 필요가 있을 때 이를 규정해야 합니다.
혹시 해당 법률 속에서 이를 배제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
다. 요컨대 본법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를 삭제하고, 본법의 제목은 ｢토지건물의 매매⋅교환⋅양여
⋅전당에 관한 법률｣로 해야 합니다.
(* 각 대신 협의 이후)
朴 參政: 임조는 토지만이 아니라 가옥, 居室의 貸借도 의미합
니다.
梅 박사: 그렇게 넓은 의미의 용어라면 더욱 면밀히 규정해야
합니다.
李 법상: 감히 自說을 주장할 생각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借地를 할 때 여러 폐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려는 목
적에서 賃租를 原案 속에 넣고자 합니다.

한국측 사법대신이 초안한 ｢不動産權所關法｣은 그 범위를 “인민이
소유한 부동산의 매매, 전당, 임조, 양여에 관한 법칙을 규정”(제1조)하
는 것으로 했다. “부동산을 매매, 전당, 임대 또는 양여할 때는 소유주
가 확실한 지권을 갖고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소유지의 이장 및 면장
으로부터 증인(證印)을 받아 해당 지방군수나 부윤, 감리에게 청원해
야”(제3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청원서를 제출할 때는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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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지명 등의 정보는 물론 “부동산이 다른 곳에 전당이나 임조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제4조 제4항)도 기재해야 했다. 이런 양식이
만들어지면 “해당 관리는 登記簿를 만들고 제3조의 청원을 인허할 때
마다 제4조의 사항을 일일이 기록해야”(제5조) 했다. 또, “매매, 양여,
전당 또는 임조 등의 사항이 소멸할 때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칙에
준하여 등기 취소를 청원해야”(제7조) 했다.8)
이와 같이, 임대차(임조) 관련 사항의 등기를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한국정부의 의견은 임차권을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물권으로 보증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후술하겠지만, 明治民法의 제정과정에서
우메는 임차권을 채권으로 구성한 바 있었다. 더구나, 이 회의의 중심
적인 목적은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토지거래에서 사기를 막기 위한 임
시입법의 제정이었다. 추후 관습조사를 통해 장기적인 입법사업에서
다루기로 한다는 묵언의 신호는 있었지만, 여하튼 우메의 수정안에서
임차권은 입법에서 아예 배제, 삭제되었다. 우메는 토지에 관한 매매⋅
교환⋅양여⋅전당의 사항을 다루는 임시법령의 제정으로 회의의 의미
를 한정하고, 임차권에 대해서는 추후 <不動産法調査會>의 장기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입안하는 것으로 해두었던 것이다.

2. 朝鮮民事令(1912)과 관련법령에서 영소작 및 임대차
의 법적 지위
그런데 朝鮮民事令(制令第7號, 1912.3.18)에 언급된 선언, 그러니까
明治民法을 의용(依用)하는 동시에 물권의 종류 및 효력과 관련해서
는 조선의 관습을 존중한다는 조항(제10조, 제12조)은 실제적으로는,
조선에서 토지임차와 관련된 각종의 다층적인 실천들이 하나의 일관성
8) ｢不動産權所關法｣의 해당 조항은 金正明編, 위의 책(1962), 328～331쪽을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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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진 법체계에 관할되지 않고 그 바깥에 방치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왜냐하면, 朝鮮民事令에는 물권과 채권 등 여러 층위에 자리한 포괄
적 성격의 임차권에 대해 특별히 명문화된 규정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대체로 明治民法의 임대차 규정을 의용해야 하는 것이 된 셈
인데, 임차권 가운데 특별히 물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경우 - 예를 들
어, ‘영소작권’으로 새롭게 명명된 관습이 그렇다 - 에는 조선의 관습
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토지임차권의 법논리상 내적으로 모순
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법의 부재는, 토지임차 문제 관련하여 재
판관의 재량의 폭을 넓혔다. 하지만 재판관의 재량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 재판관들에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었고 실제로는 오히려 고민을
불러왔는데, 재판관들은 해당 지역의 토지권리에 관한 각종 분쟁사건을
심리하면서 조선총독부에 그와 관련된 관습의 존재여부를 묻는 조회를
계속하고 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재판관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다양한
예외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재판관들은 조선총독부 중앙의 권위에 의존
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조회와
회신의 과정에서 그 순서가 뒤바뀐 사례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는 점
이다. 재판과정에서 총독부에 조회를 요청했는데, 총독부에 수집된 관습
자료에 대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관습으로 ‘발견’되어 오히려 총독부의
관습자료를 갱신하는 사태이다. 이 점은 후술하기로 한다.
본론으로 돌아와,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하며 지켜보아야 할 사항은 조
선에서 관습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물권적 성격의 부동산권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의 문제이다. ‘임차권’은 明治民法의 임대차 규정에 맞
춰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만, 조선의 관습적 물권은 明治民法의 영소
작권과 등가적 속성을 갖는 것이라고 ‘번역’되든지, 이질적인 성격을
지닌 물권으로 인정받든지, 아니면 아예 물권적 지위를 아예 박탈당하
든지, 세 가지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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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토지임차법과 사회적 관행: 民事慣習回答彙集과
朝鮮高等法院判例錄의 분석
그렇다면 토지임차와 관련된 재판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을
까? 식민지 조선에서 소작제도는 明治民法과 ‘조선의 관습’의 절충이
라는 ‘외양’을 띠며 구성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소
작’의 내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접근하여 파악할 수 있을까?
본고는 다음의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어떤 사건이 역사의
표면 위로 융기하는지를 관찰하고 이를 징후적으로 독해하는 것이다. 무
엇이 어떻게 문제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problematization).
둘째,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역사적 시간을 개입시켜 추적
해보는 것이다. 거기서 목격되는 것은 법과 관습의 마찰이거나, 아니면
어느 일방의 우위의 관철일 것이다. 혹은 참조체계로 사용되는 그 ‘관
습’의 비일관성, 역사적 변화일 수도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본고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民事慣習回答彙集(1933)과 朝鮮
高等法院判例錄(각년판)에 수집되어 있는 임대차 및 영소작권 관련

사례들이다.

1. 民事慣習回答彙集(1933)9): ‘취사선택된 관습’이라는
9) 民事慣習回答彙集의 작성경위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할 수 있
다. “조선에서의 종전의 법제는 매우 불비했고 관습도 명확하지 않았다. 대
개 관습은 民情에 적응하여 발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천, 政法의
추이 등을 밝히지 않으면 이를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구한국
말기 법전조사국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조사에 착수했는데, 1909년 2월 京城
控訴院 民事部로부터 관습조사의 조회가 있었던 것을 시작으로, 재판소 기
타의 관청으로부터 차차 조회가 있었다. 조선총독부 취조국, 참사관의 소관
을 거쳐 중추원에 이르는 동안 이들 조회에 대해 발한 회답은 1933년 9월까
지 누적하여 삼백수십건에 달한다. 민사령의 규정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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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의 은폐

[표 1] 民事慣習回答彙集에서 영소작권 관련 조회사항
연번

1

2

조회사항
(제목)

[No.117]
｢永小作에
관한 건｣

[No.127]
｢特種小作에
관한 건｣

조회

회답

조회사항 要旨

타인의 未墾地를 지주의 승낙을 얻어 개
간하고 영구적으로 소작권을 취득하는
관습이 있다. 전항의 소작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는 소작권자의 의사에 반해
參第36號 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소작인은
경성지방법원장
정무총감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1914.4.11)
(1914.5.13) 있다. 지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권
리를 新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국
유미간지이용법의 시행 이전에는 內需
司 소속의 토지에 대해서도 이런 종류의
소작례(小作例)가 존재했다.

평양지방법원
신의주지청
재판장
(1914.7.8)

○ 평안북도 중 압록강 연안 기타의 지
방에서 지주와 계약하여 토지를 개
간한 자가 영구적인 소작권을 취득
한 관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畓主
權이라고 칭하지는 않고 또 果實 중
參第55號
9/10를 취득하는 관례는 없다.
정무총감
○ 전항의 소작권은 지주가 이를 매수하
(1914.8.13)
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존속한다.
○ 앞의 소작권은 관습상 일종의 물권이
다.
○ 앞의 소작관례는 사유지에 한하여 존
재한다.

어졌고,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대부분은 관습에 의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회답을 정리할 필요를 인식하여, 野村調太郞, 喜
頭兵一 두 판사를 위촉하여 1933년 12월 이들 회답을 편찬하여 책을 냈다.
부록으로 1921년부터 1923년까지 개최된 구관 및 제도조사위원회의 결의를
권말에 첨부했다. 700페이지 정도이다.”(朝鮮總督府中樞院, 朝鮮舊慣制度
調査事業槪要, 1938, 83～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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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o.172]
｢小作權에
관한 건｣

4

[No.239]
｢耕食者의
권리에 관한
건｣

○ 內需司 소관의 未墾地를 築垌起墾하
여 수익의 幾分을 소작료로 납부하
고 경작권을 얻은 경작자로서 임의
로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고 한다
朝樞發
면 그 권리는 관습상 물권적 효력을
경성지방법원장 第219號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1915.12.14)
정무총감
○ 전항의 경우에서는 新소유자는 地稅
(1915.12.28)
의 증가를 이유로 소작료를 증액할
수 없다. 종전의 관습에서 전항의 경
작권은 善意의 新소유자라 할지라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고등법원장
(1918.1.9)

朝樞發
第62號
정무총감
(1918.2.23)

평안북도 博川郡 德安面 지방에는 泥生
地를 沓으로 하여 경작하기 위해 賃借를
하는 관습이 있다. 그 貸借期間은 3년~6
년을 통례로 한다. 借主의 권리는 물권
적 효력을 가진다. 해당 토지소유권의
讓受人에 대항할 수 있다.

5

[No.247]
｢賭地權에
관한 건｣

평양지방법원
민사부 재판장
(1918.5.1)

평안남도 大同郡 지방에서 元賭地(原賭
地) 및 轉賭地라 불리는 소작관습이 있
다. 원도지의 관행은 南串面에만 존재한
다. 소작계약을 할 때 소작인으로부터
지주에 대해 협정한 금액을 無利息으로
기탁하고 그 금액의 다소에 따라 소작료
를 약정하는 것으로서 소작인은 지주의
朝樞發
승낙을 얻지 않고서는 그 권리를 양도할
第47號
수 없는 것이 있다.
정무총감
전도지의 관행은 南串面 및 大同江面에
(1919.2.6)
존재한다. 하천 연안의 토지에 대해 소
작인이 지주와 협의한 뒤 勞力을 제공하
여 제방을 축조하여서 그 소작권을 얻은
것이 통례이다. 소작료의 비율은 비교적
적고 소작인은 지주의 승낙 없이 그 권
리를 양도할 수 있다. 또, 지주의 특정승
계인에 대항할 수 있다.

6

[No.73]
｢舍音 및
賭租에 관한
건｣

고등법원장
(1913.2.5)

○ 舍音은 소작지의 점유자로 볼 수 없
參第7號
다.
정무총감
○ 賭租란 타인의 토지를 使用收益할 경
(1913.2.10.)
우의 對價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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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No.120]
｢結數賜牌와 평양복심법원
田土賜牌의 민사부 재판장
(1914.4.15.)
구별 및 火田
등에 관한 건｣

打租는 실제의 수확을 절반으로 나누고
그 한 부분을 소작료로 삼는 것을 말한
參第37號
다. 도조는 해의 풍흉과 무관하게 소작
정무총감
료액을 일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定
(1914.7.3.)
式收稅란 結數賜牌의 경우, 매결 23두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出典] 朝鮮總督府中樞院, 民事慣習回答彙集, 1933에서 해당사례 추출.

그럼 각 사례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연번1】의 ｢永小作에 관한 건｣은 경기도 파주(坡州) 지방에서 내수

사 소속의 未墾地를 인근주민이 자신의 자금을 들여 개간, 경작하여 소
작권을 얻은 경우, 그 소작권의 법적 지위는 무엇인지를 조회한 데 대
한 회답이다. 개간과 관련된 문제는【연번1】만이 아니라 1910년대의
자료들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한일강제병합 이후 개간소작의 권
리관계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회
답을 요청하는 조회의 질문은 매우 구체적이다. “소작권을 얻은 이후
그 권리를 영구적으로 존속시키는 관습이 있는가, 소유자는 임의로 그
차지권을 소멸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지권자는 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도 해당 소작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관습이
있는가, 또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소작권으로 新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관습이 있는가” 등 사항을 적시하여 문의
해온 것이다.10)
법정의 재판관의 수준에서는 이 문제를 쉽게 판단할 수 없었다. 그래
서 이에 대해 본부에 조회를 한 것이다. 그 결과, 본부에서는 ‘개간영소
작’의 권리가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그런데 이때 이 회답이라
는 행위는, 외형상으로는 조선의 관습적 권리를 추인하고 이를 판결의

10) 朝鮮總督府中樞院, 民事慣習回答彙集, 1933,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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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삼게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지만(‘法源化된 관습’), 실제적으
로는 지역의 관습을 취사선택⋅정형화하여 새롭게 구성하는 행위였다
(‘취사선택된 관습’). 이것이 관습의 취사선택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

해서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명의로 전달된 조회사항이 근거로 삼고
있는 자료를 직접 확인하여 밝히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것
이 직접적으로 문헌에서 제시되지 않은 이상 이 방법은 애초부터 봉쇄
되어 있다.11)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식민국가에 의해
마찬가지로 조사된 또 다른 <관습조사보고서>를 통해, 동일지역에 대
해 혹시 이와 반증되거나 배치되는 관습의 기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면, 이 관습이 여러 가지 관습 가운데 하나가 ‘취사선택’된 것이라는 점
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이 파주지역에서의 개간소작과 관련된, 그러나 위
에서 언급된 ‘개간영소작’과는 사뭇 다른 판단을 내린 경우로서, ｢坡州
郡 특종소작 기타에 관한 건 회답｣(1918.7.18)의 사례가 존재한다.12) 여

기서는 “개간 이후 3년 간 무료로 貸付하는 것을 보통으로 한다”는 언
급만 있을 뿐, 그 영소작으로서의 지위를 승인하는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를 통해, 군(郡) 단위에서 하나의 관습에 관해 상이한 조사
11) 물론, 이 자료가 확인된다고 해서 ‘취사선택된 관습’이라는 점이 곧바로 증
명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의 原자료와 정리자료(정무총감 회답시의 참고
자료) 두 가지를 모두 확보․비교하여 둘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일제가 생산한 관습조사보고서류의 소장처
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이승일, ｢일제 강점기 한국관습조사자료의 소장
현황과 분류, 記述—국사편찬위원회와 수원박물관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
법사학회, 법사학연구 46호, 2012를 참고할 것.
12) ｢坡州郡 특종소작 기타에 관한 건 회답｣(坡州郡守→朝鮮總督府中樞院,
1918.7.18.:【文書番號】庶 第2179號). 이 자료는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朝樞發 第150號”(1918.6.12.)로 파주군에 조회한 사항에 대한 회답이다.
이 문서는 국사편찬위원회(<한국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원문 자료
를 통해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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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보고된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관습’이 취사선택을 통해
구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연번3】의 ｢小作權에 관한 건｣은 경기도 파주군(舊交河郡) 탄현면

에 소재한 未墾地를 그 인근 주민 수백 명이 각자 투자하여 築垌開墾
을 하여 얻은 수익의 1/10 또는 1/4을 소작료를 계약상 지불하고 경작
할 권리를 취득하여 당시에 이른 건에 관한 것으로, 그 권리의 특성을
보면 양도와 임대, 심지어 抵當까지도 가능하고,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
지더라도 이 권리는 新지주에게 대항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현장의 법
관이 본부에 조회를 요청한 사항으로는, 이 권리를 영소작권으로 볼 수
있는지, 해당 토지의 매매를 통해 새롭게 지주가 된 이가 세금증가를
이유로 소작료를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권리는 이러한 권리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채 토지를 매매한 新지주 - 이른바 明治民法 상의 ‘善
意의 지주’ - 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것인지를 조회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본부의 회답은 다소 이색적이다. 그것은 조선총독부
가 관습조사를 통해 기존에 확보한 자료에서 조회된 내용을 확인해주
는 형식의 회답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주의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고
권리를 양도하거나 토지를 임대, 또는 저당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면, 그 권리는 종전의 관습에서는 물권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었
다.13) 그리고 이를 明治民法에 규정된 영소작권으로 볼지 말지는 법
관이 스스로 법령에 근거하여 해석하면 된다고 회답했다. 관습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인데, 결국 이 사태는 이 관습이 조회요
청의 과정에서 해당 지방에서 새롭게 ‘발견’된 관습임을 시사한다.
法源이 되어야 할 관습에 관한 기존의 조사에서 누락되었던 관습이

재판과정에서 새롭게 돌출되어 나온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
법은 이미 수집된 ‘종전의 관습’에 기대어 해당 법관이 ‘적절하게’ 판단

13) 朝鮮總督府中樞院, 앞의 책(1933), 2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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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아가 사건의 발생지역이 파주군이라는 사
실은【연번1】의 사례와 함께 생각해볼 때, ‘조사를 통해 얻어진 사례
로서의 관습’이 필연적으로 내포할 수밖에 없는 ‘취사선택’의 문제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식민국가에 의한 재판과 조회
의 과정이 식민지 조선의 관습에 대한 추가적인 인지 및 조사의 과정
이었다는 점도 아울러 상기시키는 것이다.
【연번4】의 ｢耕食者의 권리에 관한 건｣은, 이후에 언급될 조선고등

법원민사판례의 ‘토지임대차’ 관련【연번4】의 ｢不當取得穀 청구의 건｣
과 동일한 사건이다. 당시 泥生浦落地에서의 소작관습에 관한 조사로
서는 금강과 낙동강 유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14) 【연번4】
의 사례인 평안북도 박천군의 경우, 직접적인 사례조사가 재판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은 이생지 개간, 즉 防塞
契約을 통해 물을 막아 개간하여 이를 논으로 만들어 경작하고자 한

계약에서 비롯되었다. 개간 이후 6개년 간 소작인이 물권을 갖는 지방
의 관습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조회의 대상이다. 이 재판은 1918년 1～2
월 동안 관습의 조회와 회답을 거쳐 1918년 3월 8일 판결이 내려졌다.
그런데 이 재판은 상고심이었다. 원심은 1917년 9월 26일에 판결이
내려졌고, 이 판결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상고를 신청하여 원심의 판
결내용을 뒤집은 사례이다. 상고심에서의 판결의 내용은, “이러한 (방
새)계약에 기초하여 해당 개간자가 開墾畓을 경작하는 권리는 소위 賭
租權 혹은 耕作權이라고 하는 관습에 따른 物權으로, 등기 혹은 증명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조선에서의
현저한 일반 관습이다. 특히 平安北道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原
14) ｢復命書｣(委員 朴宗烈, 屬 安藤靜 → 取調局長官 石塚英藏. 1912.2.15.) 이
복명서는 泥生 관습에 관한 조사를 명령받아 1월 5일 경성을 출발하여, 강
경, 군산, 공주, 대전, 대구, 밀양, 부산의 관습을 청취한 결과를 보고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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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決은 이러한 관습의 존재를 否定하여, 상고인의 防塞계약에 따른 권

리는 피상고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判示함으로
써 피상고인의 청구를 容認한 것은 관습법을 오해한 불법적인 것으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15)는 것이었다. 이에 덧붙여, 해당 지방에 어떤
관습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의 의무는 재판을 청구한 당사자
들의 몫이기는 하지만, 명백히 존재하는 관습을 적용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원심판결에 대한 비판이 병기되어 있다.
그런데 원심의 판결내용을 보면, “이 경작의 권리는 그 계약 후 토지
의 소유권을 讓受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일반 관습이 없음은
물론, 지방 관습이 있다는 擧證도 없으므로”16) 라고 되어 있다. 원심판
결은, 상고심 판결문에서의 비판과는 달리, 관습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관습이 부재하다는 나름의 근거 위에서
진행된 것이었던 셈이다. 고작 6개월의 차이를 두고 원심과 상고심에
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것이고, 둘 다 판결의 근거를 ‘관습’에서 찾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지칭되는 두 가지의 ‘관습’은 모두 조사를 통해 확
보한 관습이고, 따라서 결국 둘 다 ‘취사선택된 관습’이라는 점이 입증
되는 것이다. 덧붙여,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 종료된 이후, 중추원의 지
방관습 조회에 대해, 박천군수는 방새계약에 의한 이생지 개간에 관한
관습이 박천군에 존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17)
【연번5】의 ｢賭地權에 관한 건｣은 평안남도 大同郡 지역에 타인의

토지에 대해 原賭地權, 轉賭地權이라는 권리가 관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지를 물어온 것에 대한 회답이다. 구체적으로 조회사항은 “원도지

15) 高等法院書記課編, 朝鮮高等法院民事判決錄, 1918(第5卷 民事), 172～
173쪽.
16) 高等法院書記課編, 朝鮮高等法院民事判決錄, 1918(第5卷 民事), 173쪽.
17) ｢博川郡 특종소작 기타에 관한 건 회답｣(博川郡守 → 朝鮮總督府中樞院.
博財 第1232號. 191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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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전도지를 인정했을 때, 그 권리의 취득원인, 성질, 효력, 기타 권리
자가 지주의 승낙을 얻지 않고 임의로 이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양도받은 讓受人은 지주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사항에 관해서는, 구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흔적이
발견된다. ｢舊慣審査委員會一覽表｣를 보면, 1918년 11월 12일 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처음 상정되어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 심의, 결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심의 이후 결정된 내용은 1919년 2월 8일에 총독에게 보고
되고 22일에 재판소에 배부되었다.18) 정무총감으로부터의 회답일이
1919년 2월 23일로 되어 있는 것은 구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가 그

회답의 내용을 이루고 있었음을 확인해주는 근거가 된다.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된 회의 자료인 ｢第3回舊慣審査委員會會議錄｣
(1919.1.23.)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도지와 전도지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토론과 합의과정을 알 수 있다.19)
小田 위원: 元賭地의 관행은 토지가 비옥하여 소작을 바라는 자
가 많고 그 결과 일정한 금액을 기탁하는 자에 대해 소작권
을 주는 것으로서 지주는 그 利息을 얻는 것인데, …… 교
부금은 차지료 연체의 경우, 이에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는 담보의 의미를 지니는 것에 불과하다.
田中 위원: 그 기탁금은 민법상의 부금(敷金: 가옥 등의 임차보
증금을 뜻하는 일본의 용어—인용자)과 성질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小田 위원: 이 기탁금은 차지료의 담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주
가 금전을 이용하는 점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서, …… 따라
서 부금과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중략)

18) ｢舊慣審査委員會一覽表｣, 1919(中樞院調査資料).
19) ｢第3回 舊慣審査委員會 會議錄｣, 19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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喜頭 위원: 元賭地는 敷金附의 임대차로 볼 수 없는가?
小田 위원: 敷金附의 임대차는 그 효력이 당사자 간에 그친다.
토지소유자 변경의 경우에 차주가 그 권리를 신소유자에
대항할 수 없는 결과가 되므로, 지금 곧바로 이를 敷金附의
임대차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장래에는 이를 특종의 물권
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敷金附의 임대차로 하여 이
를 취급해도, 반드시 불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략)
田中 위원: 조회에 대한 회답안에, 敷金附라는 것을 모르고서
매수한 사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가?
小田 위원: 종래 이러한 사례가 없었지만 재판소의 안건은 혹시
그 점을 문제로 삼지는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재판소에서
해결에 곤란할 터이다.
田中 위원: 敷金附라는 것을 모르고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어떠한가?
小田 위원: 입증의 책임은 異常의 사실을 주장하는 借主에게
있음은 물론이지만, 종래는 이러한 문제가 생겨난 적이 없
다.

이 회의에서 원도지는 일본의 임차보증금인 敷金과 비교되고 있다.
오다 미키지로(小田幹次郞)의 의견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그는 최
종적으로 일본의 부금과 원도지가 같은 성격의 제도는 아니지만, 물권
이 아니라 채권, 즉 지주와 소작인 간의 당사자 관계에 한정된다고 규
정하면서, ‘敷金附 임대차’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 관습으로 규정
하고 있다. 원도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매매한 新地
主가 있을 경우 이 원도지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

되었고(이것이 조회의 내용이었다), 재판소에서 해결이 불가능하겠지
만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언급으로 논의를 마무리
하고 있다.
그리고 “원안에서 ‘借主의 차지권은 토지의 소유자에 변경이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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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신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貸主의 교부금 반환
의 의무는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이전하는 관습으로서’라고 했던 부분
을 ‘貸主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貸主는 借主에게 支定票
를 반려하고 借主로 하여금 賭地票를 반환하게 하며, 신소유자는 차주
에 대해 새로 賭地票를 교부하고 차주로 하여금 지정표를 교부하게 함
을 통례로 한다. 이 경우에 구소유자는 교부금 반환의 의무를 면하며,
신소유자가 그 의무를 부담하는 관습으로서’라고 문구를 수정할 것”을
결의했다.20) 즉, 원도지를 부분적으로 ‘물권적 속성’을 지니되, 근본적
으로는 지주와 소작인 간의 채권관계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겠다는 의
지를 확고히 표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原賭地(또는 元賭地)는 과연 이처럼 채권관계의 권리였
던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이 조회와 회답 이전에 평안남도 大同郡에
서의 사례에 관해 직접적으로 보고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다만, 동일한 기원에 의해 생겨난 동일명칭의
관습이 義州 지역에서 조사되어 보고된 바 있기 때문에, 이와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朝鮮慣習調査報告書(1913)의 “영소작권에 관
한 관습”의 항목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이 자료에서 언급된 원도지권
의 특성을 살펴보면, “原賭地의 차지인은 그 권리의 양도나 전장을 자
유로이 할 수 있고 굳이 지주의 승낙이 필요 없다. …… 소작인은 그
소작권을 買得한 것이기 때문에 지주라도 이를 매수하지 않으면 그 권
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 지주가 매수하지 않는 한 영원한 것이므로 기
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지주가 변경되어도 소작인은 그 권리를 新소유
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소작권을 매수한 자 역시 이를 지주에게 대항
할 수 있다. …… 원도지의 기원에 대해 …… 이 섬은 토질이 매우 비

20) ｢第3回 舊慣審査委員會 會議錄｣, 19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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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하여 소작의 경쟁이 심해 소작인이 되려고 하는 자가 지주에게 대가
를 지불하고 영구소작인이 될 권리를 얻는 것이 상례”였던 것이다.21)
동일한 기원을 갖는 두 지방에서의 동일명칭의 관습에 대해 서로 다른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셈인데, 이것은 관습의 조사와 그 정리에서
체계적인 일관성이 상실되고 있음을 보여준다.22)
그런데 매우 아이러니컬한 일이지만, 이영미의 연구에 따르면 이 朝
鮮慣習調査報告書(1913)의 집필자는 오다 그 자신이었다.23) 이러한

사실은 식민자의 관습분류의 기준 그 자체가 매우 상황적⋅유동적인
것이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러한 유동적 전거 위에서 ‘조선의
관습에 의거한 재판’이 겨우겨우 진행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토지임대차와 관련된 조회사항의 경우, 영소작권과 관련된
조회사항(【연번1】～【연번7】)을 모두 중복포함하고 있다. 그 이외
의 사례만을 추출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1) 朝鮮總督府, 朝鮮慣習調査報告書, 1913, 132～133쪽.
22)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펴낸 小作ニ關スル慣習調査書(1930. 편집자는
中樞院屬 渡邊業志)에서도 이러한 체계내적 불일치는 확인된다. 평남 대동
군의 元賭地(/原賭地)는 ‘영소작에 속하지 않는 특종소작’으로, 평북 의주
군의 原賭地는 ‘영소작의 성질을 갖는 특종소작’으로 각각 분류되어 서술
되고 있다(朝鮮總督府中樞院, 小作ニ關スル慣習調査書, 1930, 38～62쪽,
162～171쪽). 분류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3) 李英美, 앞의 책(2011),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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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民事慣習回答彙集에서 토지임대차 관련 조회사항
연번

조회사항
(제목)

조회

회답

조회사항 要旨

1

[No.160]
｢荒蕪地의 소작에
관한 건｣

경성복심법원
민사 제1부
재판장
(1915.5.13)

○ 지주의 승낙을 얻어 荒蕪
地를 개간했을 때는 3년간
은 무료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이 있다. 그 이후
는 보통의 소작과 다를 바
朝樞發第91號
없다.
정무총감
○ 소작은 매耕作期마다 계약
(1915.6.24.)
을 해제할 수 있다. 또 소
작료를 증액할 수 있다.
○ 前記의 관습은 그 토지가
內需司의 소유에 속할 경
우에도 다르지 않다.

2

[No.208]
｢舍音의 소송제기에
관한 건｣

공주지방법원
서산지청
(1917.2.10.)

朝樞發第52號 사음이 자기 이름으로 지주를
정무총감
위해 소송을 하는 관습은 없
(1917.2.27.) 다.

대구복심법원
민사 제1부
재판장
(1918.9.17)

○ 사음은 지주를 대리하여
소작지를 관리하고, 소작
계약을 하며, 소작료의 取
立을 수행하는 것을 그 본
래의 사무로 한다.
○ 사음은 특약이 없는 한 未
收入 또는 取立不能의 소
작료에 대해 지주에 대해
朝樞發第284號
정무총감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918.12.11) ○ 사음이 지주를 위해 그 승
낙을 얻어 取立한 小作籾
을 貸付利殖할 경우, 그 未
收 혹은 回收不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사음의 身元保證에 대해서
는 관습에서 찾아볼 수 있
는 것은 없다.

3

[No.245]
｢舍音에 관한 건｣

[出典] 앞의 표와 같음

248 石堂論叢 67집

이 가운데【연번1】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것은 황무지 개간을 통해
얻은 토지사용권의 법적 권리가 무엇인지에 관한 조회에 회답한 것이
다. 소작료가 1/4 수준의 소액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영소작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를 조회해왔다. 이에 대해 정무총감 회답은 “3년 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관습이 있지만, 그 후는 일반소작과 다를 바가
없고 영소작은 아니”라는 것으로, “소작료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明約
이 없으면 영소작으로 이해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24) 아울러,
일반적 토지임대차 관계인 이상, 계약의 갱신을 통해 소작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당시 황무지 등을 개간했을 경우, 3년 간 무료(비과세)로 토지를 사
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여러 지방에서 관습조
사의 결과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었다. 부동산법조사회에서 출간한 韓
國不動産ニ關スル慣例(1907)에 따르면, 소작인에게 무료경작을 보장

하는 기간이 3년 또는 5년이라는 소소한 차이는 있지만, 일정기간이 지
난 이후에는 보통의 소작과 마찬가지의 법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관습
이 인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중추원 자료 가운데, 전국적으로 개간소작
의 관습 존재유무와 존속기간을 조사하여 보고한 것으로 ｢開墾小作 慣
習에 관한 府郡島 회답 요지｣(年代未詳)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도 개간

소작은 대체로 3년 내지 5년 간 보장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당기간
동안 물권적 속성을 인정받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구분이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중추원의 [구관심사위원회]에서 개간소작 문제가 다루어지
는 방식은, ‘조선 전래의 관습’을 있는 그대로 조사하고 그 실체성을 인
정하여 재판 등에 적용한다는 식민자의 태도가 허구적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준다.25)
24) 朝鮮總督府中樞院, 앞의 책(1933), 244쪽.
25) ｢第2回 舊慣審査委員會 會議錄｣, 19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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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中 위원: 開墾小作에서의 借地權을 物權으로 할 때에는 실제
상 여러 가지 형편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긴다. 예를 들면 장
래 대규모의 개간을 하려고 하는 이가 있어서 지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외에 별도로 개
간소작인이 있고 게다가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일
일이 이를 매수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한다
면 매수의 곤란 때문에 좌절을 가져오고 구구한 개간소작
의 권리를 보호한 결과, 도리어 토지의 이용을 저해하는 폐
해가 생기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그 차지권을 3
년간 제삼자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과연 국가가
인정한 관습법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실에 지나지 않는 것
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이 없을 수 없다. 대개 예전에는
새로 토지를 개간한 경우에는 3년간 無稅로 하는 법제였으
므로, 개간소작의 경우에 지주의 변경이 있어도 억지로 토
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따라서 차지인
의 권리가 마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이
는 것에 불과하다. …… 이를 물권으로서 인정할 필요가 없
고 근소한 賃料를 지불케 하여 임대차의 규정을 적용하게
하는 것이 옳다.
山口 위원: 만약 물권이라고 보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田中 위원: 負擔附의 使用貸借라고 볼 수 있다.
(중략)
萩原 위원: 관습을 심의하는 경우, 단지 그 존재하는 사실의 해
석에만 그치지 않고 현행법에 비추어 또 입법상의 견지에
서 이를 심의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關屋 위원장: 입법상의 심의에 대해서는 따로 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관습으로서 그 사실을 해
석하면 족할 터이다. 그러나 편의상 입법상의 견지에서 심
의한 의견을 덧붙인다면 그다지 상관없을 것이다.
(중략)
喜頭 위원: 경작을 위해 개간자가 기꺼이 개간을 기도하는 것은
가령 3년간의 단시일이라도 어쨌든 그 기간에는 제삼자에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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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습이 있음은 시비를
가릴 것 없는 사실로서, 만약 이 점을 배제한다면 개간자는 무
엇을 기대하고 개간을 할 것인가. 도리어 토지개간상 장애를 가
져올 것이다. …… 이 차지권이 물권인지 채권인지에 대해서는
물권성을 띠는 負擔附 使用貸借라고도 생각되지만, 일종의 물권
이라고 인정해도 상관없다.
關屋 위원장: 魚君의 의견은 어떠한가.
魚 위원: 개간소작은 종래부터 존재하는 관습이지만 그 기간이
겨우 3년에 불과하다면 억지로 물권으로서 존치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金 위원: 물권인지 채권인지의 법률상의 해석은 잠시 접어두고,
개간소작의 관습은 종래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존재하는
조선의 관습이므로 지금 이를 배제한다면 그 폐해가 클 것이
다. 따라서 이 관습은 영원히 보호하는 것이 알맞다고 믿는
다.
田中 위원: 개간소작을 관습상의 사실로서 인정한 이상은 이를
물권으로 할 수밖에 없다.
關屋 위원장: 심의사항에 대해 物權說의 가부를 채결하겠다.
……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物權이라고 결정한다.

이 회의의 내용을 보면, 개간소작이 물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조선
전래의 관습이어서 이를 그대로 존중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실
용적 목적에 종속되어 있다. 예를 들어, 대규모 개간이 진행되는 데에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권으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나,
대항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개간의 의욕이 꺾일 것이라는 주장 등이 그
것이다. 결과적으로 물권으로서 그 법적 지위가 규정되기는 했지만, 이
것은 철저히 관습에 관한 실용적 사고에 기초한 것이었을 따름이다. 바
꿔 말해, 실용적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생긴다면 언제라
도 이 관습은 배척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 것이다. 조사된 관습의
성격과 법적 지위를 자신의 목적에 맞춰 판단․구획하는 식민자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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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 바로 이곳에서 목격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의 운용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게 평가해야할
것일까? 비록 관습에 근거를 둔 판결이라는 외양을 갖기는 하지만, 이
때 그 ‘관습’은 조사를 통해 구성되고 결정된 일종의 재현물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이들 사례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사정
을 감안하면, 실은 조선총독부가 ‘회답’이라는 실천을 통해, 법체계의
안정성 안에서 허용되는 관습만을 취사선택하여 새롭게 관행으로 확정
지어 이를 강제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고등법원의 판례
역시 이러한 법의 부재를 보완하는 ‘표준’의 역할을 수행한다. 소작문
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일관성을 갖춘 법의 부재 상황은, ｢조선소작조
정령｣(1932), ｢조선농지령｣(1934), ｢조선소작료통제령｣(1939) 등 소작문
제만을 다루는 특별입법이 제정된 이후에야 비로소 부분적으로나마 해
소될 수 있었다.
덧붙여둘 점은, 明治民法이 의용된다는 것, 즉 적어도 관념적으로
는 제국 일본의 법이 식민지인 조선에 그대로 강제되었다는 사실을 반
추하며, 관습조사에 기초하여 조선에 고유한 입법을 수행해야 한다는
우메의 애초 구상이 좌초된 것에 대해, 전혀 애석해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관습의 조사를 통해 법을 만든다는 기획은 조선에서 사실상 무
리에 가까운 실현불가능한 일이었고, 그것은 실제로 일본에서도 마찬
가지였기 때문이다. 특히, 구관조사(/관습조사)에서 얻어진 사례들의
이질성과 다양성을 통제하여 일관성 있는 하나의 체계를 구축하고 이
에 기초하여 분명한 언술을 구성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인 것
이다. 조선에서 설사 우메의 입법구상이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
으로는 ‘관습의 법제화’가 아니라 오히려 관습의 취사선택과 균질화,
그리고 ‘법의 관행화’가 진행되었을 것은 필연에 가깝다. 바꿔 말해, 취
사선택을 통해 ‘창출된 관습’(예컨대, 관습조사보고서)은 입법을 수행하
는 행위 자체의 정당성을 보증하는 일종의 알리바이를 제공해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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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입법의 내용 자체를 하나하나 정당화하는 실질적인 근거자료로
서 활용될 수는 없는, 대단히 아이러니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2. 조선고등법원민사판례: ‘법의 관행화’
앞에서는 관습을 조회하여 재판을 수행한다는 행위가 외면적으로 표
현되는 ‘객관성’ 이면에서, 실질적으로는 ‘취사선택된 관습’에 의거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조선의 ‘관습’을
조사하여 이를 法源으로 삼는다는 식민국가의 기획의 불가능성과, 그
러한 기획 자체가 은폐하고 있는 모종의 인식폭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조선고등법원의 민사판례를 몇몇 사례를 통해 식민지 조선
에서의 明治民法의 관행화 양상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판례(判例)의 분석은, 이를 통해 법과 사회적 관행 간의 교섭의 양상
을 입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 다시 말해,
법이 사회적 관행을 어떻게 창출하는지, 사회적 관행이 법을 어떻게 규
제 또는 대체하는지, 그 상호작용의 양상을 관찰해볼 수 있는 중요한
소재인 것이다. 물론, 그 시사점이 여기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재판
과 판례는, 통상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여
러 사회적 관행들을 권력이 법을 통해 변형시키는 통치행위의 일환이
다. 그것은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진 추후의 재판들에 그 前例와 근거를
제공하는 실천인 한편, 법조문이 담은 앙상한 의미에 해석을 가하여 사
회적으로 법적 권리의 실체를 구성해내는 실천인 것이다. 권력은 이
‘과시의 場’을 뭇 인민에게 펼쳐 보임으로써 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를 통해 그들의 일상을 훈육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통치 권력이 법을 매개로 수행한 사회적 관행
의 변형과 재구조화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영소작 및 토지임대
차 관련 판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통사회에서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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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던 토지에 관한 권리의 관행들이 어떤 식으로 규제되고 재배치되며
또 ‘균질화’되어 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고의 전체적인 문제의식
과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이 판례의 분석은 토지임차권의 입법과 소작
관행조사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메우고 이어주는 계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표는 永小作과 土地賃貸借와 관련된 재판의 판례
들을 朝鮮高等法院判例錄(1908~1943)에서 추출해본 것이다. 고등법
원판례는 식민지 조선에서 재판의 최종심이었고, 재판의 장에 참여하
는 여러 당사자들은 물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되어 사회적 여론
을 형성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개별적 사례로서 취급되기보다는 전형
성과 대표성을 띤 사례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표 3] 朝鮮高等法院判例錄에서 영소작 관련 판례
연번

사건명 및
선고일

민법
조문

판결요지

出典
(호, 면)

1

경작 專用을 위한 영구존속의 借地權은 영소작
｢借地權確認請求
3권(1),
권으로서, 朝鮮民事令 시행 이후는 민법의 규
ニ關スル件｣
278조
정에 의거하여 그 기간을 50년으로 단축해야 pp.205～214
(1915.7.2.)
한다.

2

｢永小作權設定登
소작료는 영소작권 설정에 빠뜨려서는 안 되는
記申請手續履行
270조 요건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영소작권 설정등기
請求事件｣
를 할 때에 신청서에 소작료를 기재해야 한다.
(1924.4.11.)

11권,
pp.60～63

[出典] 朝鮮高等法院判決錄(民事篇)(1908～1943)에서 해당 판례를 추출하여
시기별로 재구성하였다. 이 판결록은 1908년(제1권)～1929년(제16)은 조선고등
법원 서기과(書記課)에서 편찬했고, 이어 1930년(제17권)～1943년(제30권)은
조선사법협회(朝鮮司法協會)에서 발행했다. 사례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朝
鮮高等法院判例要旨類集 1923년, 1930년, 1937년, 1943년판도 함께 참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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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1】의 ｢借地權確認請求ニ關スル件｣은 未墾地의 개간자의 법적

권리와 관련된 사건의 판례이다. 係爭地는 애초 국유미간지였던 곳으
로서, <조선농업주식회사>가 1908년 ｢국유지미간지이용법｣에 의거하
여 貸付받고, 1913년 같은 법에 의거하여 付與받아 완전히 소유권을 확
보한 곳이다. 경작자가 1910년에 이곳에 스스로 자본을 투하하여 개간
하면서 1/10 차지료와 영구차지권의 계약을 한 것으로, 원심은 이를 地
上權에 유사한 일종의 차지권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영구적

이 되더라도 공공의 질서에는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고등
법원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권리는 영구소작권으로 이
에 계약상 영구의 존속기간을 붙인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단 “朝鮮民事令 시행 이전에는 그런 계약이 유효하지만, 오늘날에는
그 존속기간을 …… 민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50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26)
이 판결은 조선 전래의 영구적인 토지임차 관행을 朝鮮民事令의
시행 이후 明治民法의 영소작권 규정(제278조)을 의용하여 그 임차
기간을 50년으로 단축시킨 것이다. 이것은 식민지 조선에서 이루어지
고 있었던 특정한 형태의 토지임차 관행, 즉 경작의 목적으로 영구적으
로 차지권을 보장받아왔던 일련의 관행들을 明治民法의 체계 안의
‘永小作’으로 기입하는 정치적 실천이었다. 식민자의 관점에서는 이 과

정이 ‘자연스러운 번역’으로 인식되겠지만, 조선 전래의 사회적 권리의
관점에서 볼 때 사정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된다. 이 영구차지권의 존재
는 농민의 경작권이 일종의 분할소유권의 지위를 확보해가는 역사적
흐름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27)
26) 高等法院書記課編, 朝鮮高等法院民事判決錄, 1915(第3卷-1), 206～208
쪽.
27) 신용하, ｢李朝末期의 ｢賭地權｣과 日帝下의 ｢永小作｣의 關係: 小作農賭地權
의 所有權으로의 成長과 沒落에 대하여｣, 經濟論集 6:1,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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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식민국가에 의해 강제된 ‘영소작’ 개념의 도입은 이러한 조선
사회 내부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여, 이 분할소유권을 해체하고 이를
단순한 ‘長期’ 토지임대차로 격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바꿔 말해, 明
治民法의 틀 안에서, 그동안 일반적으로 이루어져왔던 토지임대차와

이 분할소유권에 가까운 토지임대차의 관행은 이제 ‘코사쿠’(小作)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 균질화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때, 가령 이 두 가지
가 과연 동일한 범주 안에 묶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의 문제는 더 이
상 의식되지 못하고, 그러한 문제제기는 완전히 봉쇄되며 부정되는 것
이다. 이것은 일종의 인식폭력, 즉 아프리오리(a priori)의 구축과정이
다. 따라서 이 판례는, 조선 전래의 관행, 사회적 권리를 부정하고 明
治民法을 조선사회에 강제, 관행화하는 정치적 실천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연번2】의 ｢永小作權設定登記申請手續履行請求事件｣은 明治民法

의 영소작권 설정계약의 구비요건을 확인한 것이다. 즉, 이 계약은 “유
상계약이기 때문에 설정행위로써 소작료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 효
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不動産登記令｣ 제112조에 의거하
여 소작료가 등기시의 필수기입사항”임을 확인한 것이다.28) 이 역시 
明治民法의 영소작 관련 규정을 조선사회에 관행화하는 실천이었다고

할 수 있다.

28) 高等法院書記課編, 朝鮮高等法院民事判決錄, 1924(第11卷), 61～64쪽. ｢부
동산등기법｣제112조는 다음과 같다. “영소작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기
를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소작료를 기재한다. 만약 등기원인에 존속
기한, 소작료의 지불시기 기타 영소작인의 권리 혹은 의무에 관한 특약 또
는 민법 제272조 단서의 규정이 있을 때는 이를 기재해야 한다.” 또, 朝鮮
民事令 제13조의 부동산 관련 물권(物權)의 경우, “부동산에 관련된 물권
의 得喪 및 變異에 대해 ｢朝鮮不動産登記令｣ 또는 ｢朝鮮不動産證明令｣에
서 登記 또는 증명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그 등기 또는 증명을 받지 않
으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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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朝鮮高等法院判例錄에서 토지임대차 관련 판례
연번

사건명 및
선고일

민법
조문

판결요지

出典
(호, 면)

1

○ 조선의 관습에서 소작지는 소작인이 점
유하고 지주도 또 소작인을 통해 점유
｢土地所有權確認
하는 것이고, 舍音이 그 점유를 하는
것이 아니다.
幷土地代金受領請
2권(1),
601조
○ 조선의 관습에서 賭租는 타인의 토지에 pp.159～165
求ニ關スル件｣
(1913.3.14.)
대해 사용수익을 얻는 경우의 代價에
다름 아니다. 이를 수득할 권리의 존속
기간은 日割로 취득해야 하는 것이다.

2

｢貸地料請求ニ關
スル件｣
(1915.12.17.)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지 않고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또는 임차물을 轉貸해
3권(1),
612조
도 그 행위가 당연히 무효로 돌아가는 것 pp.351～353
은 아니다.

3

｢籾及藁草返還請
求ノ件｣
(1917.10.19.)

조선에서 소작에 대해 기한을 정하지 않았
다 하더라도 春分 이후 冬至 이전의 경작
4권(1),
601조
계절 내에서는 지주와 소작인 공히 隨意해 pp.864～867
약할 수 없는 것은 일반의 관습이다.

4

｢不當取得穀請求
ノ件｣
(1918.3.8.)

○ 평안북도 博川郡 德安面 지방에서는 泥
生地를 防塞하여 沓으로 하여 이를 경
작하기 위해 보통 3년～6년의 기한으
로 임차계약을 체결한다. 그 기한 내에
는 借主의 권리는 물권적 효력을 가진
다. 그 토지의 소유권을 讓受한 제3자
에 대해서도 그 권리를 대항할 수 있
는 지방관습이 존재한다.
5권(1),
612조
○ 지방관습의 존재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 pp.170～174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재판소에는 이를
조사할 책무가 없는 것은 물론이다. 다
만, 그 관습에서 현재 존재하는 것이
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가령 당사자가
그 증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
판소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
위법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5

조선에서 소작인은 그 소작지에 대한 이익
5권(1),
｢立替金請求ノ件｣
601조 행위를 지주의 代理로서 할 수 있다는 일
(1918.4.5.)
pp.235～240
반관습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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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賭籾請求ノ件｣
(1918.7.9.)

조선에서 沓의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토지
의 賃料인 소작료의 지불방법에 관해서는
打租에 의거한 경우와 賭租에 의거한 경우
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매년 實地에 대
5권(1),
601조 해 수확의 반을 소작료로 하는 것이고 후
pp.630～633
자는 수확에 대한 소작료의 비율을 정해
해의 풍흉과 무관하게 일정한 소작료액을
지불하는 것이다. 양자의 무엇에 따르는가
는 원래부터 계약당사자의 자유로 한다.

｢不當利得金返還
請求ノ件｣
(1921.11.22.)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買主로
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자라 하더라도 임대
차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으면 임차권으로
8권(1),
601조
해제자에 대항할 수 없다. 이 견해는 민법 pp.447～454
제545조 단서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영향
받는 바 없다.

8

｢刈稻公有權確認
請求ノ件｣
(1923.6.22.)

조선관습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소
작제도상 지주와 경작자 간의 토지의 사용
수입에 관한 법률관계는 그 이른바 賭租의
계약인 경우와 並作의 계약인 경우를 불문
하고 지주가 경작자에게 토지의 사용 및
10권,
601조 수익을 하게하는 것을 약속하고 경작자가
pp.187～193
이에 賃料를 지불하는 것을 약속한 계약관
계여서, 그 條款의 여하에 따라 혹은 영소
작 혹은 임대차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에
그친다. 組合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9

｢家屋收去土地明
渡竝損害賠償請求
605조
事件｣
(1925.7.14.)

10

부동산 임대차는 이를 登記해야할 특약이
｢土地賃貸借登記手
12권,
續履行請求事件｣ 601조 있지 않으면 임차인은 등기의 청구를 할
pp.508～510
수 없다.
(1925.12.22.)

11

｢小作料請求事件｣
601조
(1927.5.20.)

6

7

부동산에 대해 그 소유자가 타인에게 이를
임대한 사정을 알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라도 그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
12권,
으면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한 제3 pp.263～268
취득권자는 해당 임대차관계를 무시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임차인이 임차물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
14권,
한 것 하나만으로 임대차계약이 당연히
pp.172～176
소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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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項의 경우, 賃料의 지불을 거부하는
것은 임차인이 그 소유권에 근거하여
현실적으로 物을 점유하고 그 고유의
권리로서 使用收益을 얻는 것, 바꿔 말
하면 임대인에게 物의 사용수익에 대해
하등의 權原이 없기 때문에 그 의무의
이행을 능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
고 입증해야 한다.

12

소작계약의 목적이 되는 토지소유권과 그
소작료청구권은 대체로 법률관계를 달리
한다. 법률상 별개의 운명에 따라야할 것
｢小作料請求事件｣
19권,
612조
(1932.6.14.)
이기 때문에, 전자의 권리이전은 당연히 pp.148～152
후자의 권리이전을 수반, 결과하는 것이
아니다.

13

民法 제609조에서 소위 收益이란, 토지의
23권,
｢小作料請求事件｣
609조 총수확에서 필요한 農費를 控除한 순수익
pp.420～429
(1936.12.26.)
을 말하는 것이다.

14

｢裸麥引渡請求事 朝鮮農 조선농지령 제13조의 규정은 소작지의 임
件｣
地令, 차인이 그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에는 적용
(1941.4.4.)
제13조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8권,
pp.9～13

[出典] 앞의 표와 같음.

이 가운데 몇몇 사례를 소개해보도록 한다. 【연번1】의 ｢土地所有
權確認幷土地代金受領請求ニ關スル件｣은 ‘마름’(소작지관리인)의 법적

성질에 관한 판결이다. 원심은 소작인이 마름으로부터 토지를 인도받
아 ‘선의로 정당하게’ 점유를 개시하여 이를 계속한 것을 인정하였는데,
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것은 마름의 성질을 오해한 결과”이다. 즉,
“원래 마름이란 자는 本主를 위하여 作人으로부터 賭租의 징수 등을

하고 그 인도를 마치기까지 代理占有를 하는 성질을 가진 자로서 그
토지 자체를 대리점유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마름이 특별히 점유
권을 가졌다는 사실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로부터 인도받은 토지의
점유권은 취득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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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2】의 ｢貸地料請求ニ關スル件｣은 조선총독부 철도국 소유의 토

지를 借地한 이가 이것을 철도국의 승인을 얻지 않고 제3자에게 轉貸했
을 경우 법적 처분에 관한 것이다. 고등법원 판결은 明治民法 제612조
에 의거하여 이 전대행위가 불법임을 적시하고, 다만 임대인인 철도국이
이 소작권의 전대행위에 대해 임대차계약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
문에 토지전대차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이 토지전
대차가 불법이기는 하지만 그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전대
소작인은 원소작인에게 임차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시했다.30)
【연번3】의 ｢籾及藁草返還請求ノ件｣은 원심에서 조선에 경작계절로

접어들면 지주와 소작인 모두 임의로 소작계약을 해약할 수 없다는 관
습은 없다고 한 것에 대해, 고등법원이 이를 부정하고 그 관습의 존재
를 인정하여, 이를 법원(法源)으로 삼은 판례이다.31) 형식적으로는 朝
鮮民事令의 규정에 따른 것이지만, 법원이 되는 ‘조선의 관습’은 여기

서도 내적 모순성을 드러내고 있다. 【연번4】의 사례도 이와 마찬가
지의 문제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앞의 民事慣習回答彙集에
서의 사례분석(영소작권 조회 【연번4】｢耕食者의 권리에 관한 건｣)에
서 이미 다룬 바 있다.
【연번7】의 ｢不當利得金返還請求ノ件｣에서 고등법원 판례는, 임차권

은 기본적으로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임차
권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明治民法의 규정(제605조)을 충실
히 적용하고 있다.
【연번8】의 ｢刈稻公有權確認請求ノ件｣은 조선의 소작관습인 도조제

와 병작제의 법적 의미의 차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도조제는 지주가
경작자에게 토지를 사용하여 수익을 얻도록 하고 그 대가로 賃料를 지
29) 高等法院書記課編, 朝鮮高等法院民事判決錄, 1913(第2卷-1), 159～163쪽.
30) 高等法院書記課編, 朝鮮高等法院民事判決錄, 1915(第3卷-1), 352～353쪽.
31) 高等法院書記課編, 朝鮮高等法院民事判決錄, 1917(第4卷-1), 865～8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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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하는 것이어서 민법상 임대차관계에 속하는 것이지만, 병작제의 취
지는 이와 다르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병작제를 민법상 임대차관계로
판시했는데, 고등법원의 판례는 병작제에서는 “지주가 비료와 종자를
출자한다는 점, …… 경작토지로부터 수확한 벼로 折半할 것을 요한다
는 점, 즉 다른 토지로부터 수확한 벼를 가지고 대용할 수 없다는 점,
…… 지주가 알지 못하는 동안 농작물을 수확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점, …… 지주 입회하에 수확한 벼를 평등하게 나눈다는 점” 등을 근거
로, 임대차계약의 법리와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나아가 “병작은
임대차계약관계가 아니라 조합관계이고, 농작물은 경작자의 소유가 아
니라 지주와 경작자의 공유”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하지만
“조선의 관습은 도조와 병작을 불문하고 지주가 경작자에게 토지의 사

용과 수익을 하도록 약정하고 경작자가 이에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
하는 계약관계”라고 하면서, 따라서 조합관계는 형성하지 않는다는 최
종 결론을 제출하고 있다.32)
【연번9】의 ｢家屋收去土地明渡竝損害賠償請求事件｣과 【연번10】의
｢土地賃貸借登記手續履行請求事件｣은 모두 임차권 등기(登記)와 관련

된 판례이다. 이 가운데 【연번10】의 사례를 분석해보도록 하자. 이
사안은 明治民法(제605조) 및 ｢不動産登記法｣ ｢朝鮮不動産登記令｣
등을 통해 일단 법적으로 인정된 임차권 등기제도가 실제의 식민지 현
실 속에서 얼마나 잘 구현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전
형적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고등법원의 [판결이유]를 보면, “부동산 임대차의 등기는 물권의 그
것과 달리 본래는 당사자의 채권관계에 지나지 않는 데 대해 등기에
의해 마치 물권처럼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
이다. 등기의무는 임대차계약 자체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이

32) 高等法院書記課編, 朝鮮高等法院民事判決錄, 1923(第10卷), 191～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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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등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약이 존재할 것을 필요로 한다.”33) 그
리고 여기서 등기입증의 책임은 임차인에 있다고 명시했다. 식민지 조
선에서 토지임대차의 등기는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34) 사례
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고등법원판례자료를 통해, ｢조선소작조정령｣ ｢조선농지령｣
｢조선소작료통제령｣ 등이 제정되기 이전, 朝鮮民事令과 明治民法
(依用)에 의해 규율되던 조선의 토지임대차 관계의 양태를 확인해보았

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식민국가는 외면적으로는 조선의 관습에 의거
하여 재판을 하는 듯한 외양을 보였지만, (1) 그 관습은 결국 식민자의
구미에 맞게 ‘취사선택된 관습’이었을 뿐이고, (2) 明治民法의 규정에
맞지 않는 조선의 관습은 공식재판의 장 속에서 여지없이 부정되고 있
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고등법원의 판례는 결국, 이러한 재판이 법을
관행화하는 정치적 실천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근거가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식민지 조선의 토지임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황을 규율한
모법(母法), 즉 明治民法은 어떻게 성립한 것이었고, 또 그 안에서 토
지임차(‘소작’)와 관련된 부문은 어떻게 기입되고 있었던 것일까? 아래
에서는 이 점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Ⅳ. 明治民法(1898)에서의 임차권의 지위
1. 임차권 지위를 둘러싼 논쟁: 舊民法에서 明治民法으로
舊民法은 明治民法에 대응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다. ‘민법’(民法)
33) 高等法院書記課編, 朝鮮高等法院民事判決錄, 1925(第12卷), 509～510쪽.
34) 김인수, ｢일제하 조선의 농정 입법과 통계에 대한 지식국가론적 해석｣, 서
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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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용어는 쓰다 마미치(津田眞道, 1829~1903)가 明治元年에 인민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일반 법률의 명칭으로서 ‘창조’한 것이
다. 네덜란드어(和蘭語)인 Burgerlyk regt의 번역어로서, 그의 저서
泰西國法論 속에서 ‘민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그 시초였다.
이후, 미쓰쿠리 린쇼(箕作麟祥, 1846～1897. 법학박사, 사법차관)가 프
랑스의 Code Civile의 번역어로서 ‘민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민
법이라는 말이 일반에 널리 보급되기에 이른다.
1879년, 당시 사법성고문의 자격으로 일본에 와 있던 프랑스의 법률

학자 보와소나드(Boissonade de Fontarabie, Gustave Emile, 1856∼
1910)는 민법의 기초를 명령받았다. 이듬해인 1880년에는 民法編纂局

이 설치되고 오키 다카토(大木喬任, 1832~1899)가 그 총재가 되면서 민
법편찬 작업은 새롭게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는 일본의 實情에 맞는
민법을 편찬한다는 목적으로 사법성 위원들을 각지에 파견하여, 일본
의 관습을 조사하게도 했다.35)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그 최종결과물
로서 舊民法(1890년 공포)이 기안⋅제출되었다.
그렇다면 舊民法에서 ‘소작’의 법적 지위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토지임차권의 문제와 관련하여 보와소나드의 舊民法 草案 및 官報
게재문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임차권이 物權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
실이다. 이른바 ‘임차권의 물권적 구성’이다. 舊民法 초안에서 물권은
財産編 제2조, 즉 “직접적으로 物上에서 이루어지고 만인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同條 제3항은 “賃借權, 永借權 및 地上權”을
모두 물권의 범주 안에서 구성하고 있다. 보와소나드는 賃貸借에 買主
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이 경제학적 차원에서도 매우 긴요하다
고 언급하면서, 舊民法 초안에서 제시된 임차권의 물권적 구성의 의
의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36)
35) 仁井田益太郞(解題), 舊民法, 日本評論社, 1943, 3∼5쪽.
36) 加太邦憲 譯, 474項; 小柳春一郞, 近代不動産賃貸借法の研究: 賃借権⋅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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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법률에서 임차인의 권리는 모두 人權(사람에 대한 권
리로서 債權을 의미한다)이다. 그래서 내가(보와소나드) 초안에
이를 물권으로 정한 것은 큰 변경이라 할 수 있다. …… 賃借權
을 物權으로 해두면 賃借人은 賃貸人을 差措하여(- 거치지 않
고) 직접 자기의 이름으로 訴權을 행사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
하다. …… 또 임차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이를 書入質로 해둘
수 있다. 임차인이 만약 還金하지 않으면 債主는 해당 권리를
賣払할 수 있다. 이 점에서도 임차권은 入額所得權과 같고, 임차
인이 만약 일시적으로 金員이 필요할 때는 그 권리를 書入質로
하여 金員을 얻는다. 따라서 해당 권리를 물권으로 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便益이 있다.

위에서 보이듯, 보와소나드는 프랑스에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지만,
임차권을 물권으로 구성하면, 첫째 대항력이 명확히 부여될 수 있고,
둘째 임차인에게 訴權이 허용되며, 셋째 賃借權抵當을 인정하게 되는
실익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때, 보와소나드의 舊民法 초안에서 기
획된 임차권의 성질은, 프랑스민법의 사회상, 즉 자연법적 소유권을 절
대화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원활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그 이
용권을 강화해가는 사회의 모습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토지거래에 따
른 소유자의 변경에 구애받는 債權이 아니라 物權으로서 이용권을 강
력히 보장했다는 점에서, 舊民法 초안은 일본의 ‘지주적 토지소유’에
저항하고 ‘봉건적 예속관계’를 해체하는 효과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프랑스민법의 임차권 구성이 발 딛고 서 있는 세계는 부유한
차지농이 존재하는 세계였다.
다음으로, 舊民法에서 永小作權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간략히
검토해보도록 하자. 舊民法은 영소작권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永
借權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물권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일종의 분

権⋅ボワソナード, 信山社出版, 2001, 268～269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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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소유권이자 하급소유권인 영소작권의 처리방식은 지주적 토지소유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였다.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舊
民法은 영소작권의 처리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고, 장래 별도의 특

별입법에 위임한다는 태도를 취했다(舊民法 第155條).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영소작권자를 원칙적으로 소유권자로
삼겠다는 태도가 암시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가령, ｢修正民法草案註釋｣
에는 장래 영소작의 처리 계획이 아래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37)
장래의 입법관이 될 자는 買戻(賣主가 일단 판 物件을, 대가
對價를 치르고 도로 무르는 일)의 방법에 의해 永貸借의 종료처
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명의 有權者 중 그 매려를 허가받
을 수 있는 한명을 선택하는 데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이때, 그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永借에 묶여 있던 토지의 관계를 免할 수
있는 자는 그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다. …… 매년 借料에 수배
의 元金으로 소유자의 임차지를 매려하고 그 부담을 면제시켜
그 면탈을 받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 자는 永借人이다. …… 영
차인은 진심으로 이익을 위해 토지에 대해 현저히 많은 일을 수
행한다. 실로 영차인은 몇 차례나 그 토지를 造出하고 이를 培
養하며 灌漑하는 자이다. 그런데 구태여 배상으로 그 토지를 박
탈하는 것은 임차인의 활발하고 신중하며 정당한 감각을 破却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보와소나드의 舊民法 초안은 최종적으로 舊民法으로 결실을 맺
게 되지만, 그 제정과 동시에 그 단행파와 연기파 간의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실질적으로는 明治民法의 제정과 함께 폐기되기에 이
른다. 논쟁의 출발점이 된 문서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이마무라 와

37) ｢修正民法草案註釋｣, 377～378쪽; 高島平蔵, ｢日本の近代化におよぼした外
国法の影響: 土地所有および利用関係を中心として｣, 比較法学 2:1, 1966,
65～66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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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今村和郞, 1846～1891)가 제출한 ｢賃貸借ノ章ヲ修正スル議｣(1888.
7)이 있다. 이마무라는 이 ‘수정의견’에서 보와소나드 舊民法에서의
‘임차권의 물권적 구성’을 공격하였다. 그는 법률취조위원회에 제출한

위 보고서의 冒頭에 “일본의 관습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언급했다. 舊民法 초안의 임대차 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험을
독립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는데, 이마무라의 안은 일본
의 소작관계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종의 공동경영의 상호의존적
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이마무라는 일본의 임대차
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 종속관계가 강력한 것이 그 특성이고,
이것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채권설은 채권설이되, 임
대인과 임차인 간의 비금전적, 인격적인 인적 종속성에 방점을 찍은 것
이다.38)
舊民法을 반대하는 세력의 입장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근대민법 전
체가 일률적으로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이들이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
로 삼은 것은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된 관습조사의 결과물이었다. 민법의
제정과정에서 사법성에서 일본의 ‘관습’에 근거하여 법률을 제정하겠다
고 하면서 조사원들을 파견했던 사례가 있는데, 그 성과는 民事慣例
類集(1877) 및 全國民事慣例類集(1880) 등이었고, 이것은 舊民法

의 연기나 폐기를 주장한 인물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이후
여러 정치적 상황과 논쟁의 진행과정 속에서 舊民法의 시행은 좌초
되었다.
이후 1893년 3월 25일 칙령 제11호로 ｢法典調査會規則｣이 정해지고,
이에 의거하여 <法典調査會>를 설치하여 민법과 상법 및 부속법률의
수정안을 기초, 심의하게 되었다. <法典調査會>의 총재로는 이토 히로
부미, 부총재로는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 1849～1940)가 각각 임

38) 小柳春一郞, 앞의 논문(2001), 409～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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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되었다. <法典調査會>에는 明治民法을 기초한 세 명의 博士로도
유명한 도미이 마사아키라, 우메 겐지로, 호즈미 노부시게(穗積陳重,
1855～1926)와 수십 명의 위원들이 위촉되었고, 곧바로 민법편찬작업

에 착수했다.39)
그렇다면, 이러한 경과를 거쳐 제정된 明治民法에서 영소작권과
임대차는 과연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소작권은
물권으로, 임대차는 채권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舊民法에서 임대차
와 영차권(/영소작권)이 모두 물권으로 구성되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토지임차권에 대해, 明治民法은 임차권의 물권적 구성을 배제
하고 그것이 채권임을 분명히 했다. 채권으로서의 임차권은 대항력의
관점에서 볼 때, 양도와 전대, 존속기간 등에서 소작인을 보호할 수 없
고 지주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다.

2. 근대 일본에서의 ‘소작’ 개념의 정치적 구성
그렇다면 조금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해보도록 하자. 근대 일본에서
토지임차의 권리의 지위는 어떻게 결정된 것이었을까? 明治民法의
근거라고 제시되었던 조사자료, 다시 말해 全國民事慣例類集(1880)
의 분석이 필요하다.
우선, 일본의 大漢和辭典에 따르면, ‘小作’은 차지료를 지불하고 타
인의 논밭을 경작하는 것으로서, “옛날에는 下作, 請作, 掟作, 入作, 卸
作 등으로 불렸다.”40) 이들 명칭의 전거로서는, 地方凡例錄 제4권이

제시되어 있다.41) 근대 일본 최초의 농학자이자 식민정책학의 태두로
39) 仁井田益太郞(解題), 앞의 책(1943), 26～27쪽.
40)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1989, 7473쪽.
41) 지방범례록은 1794년, 다카사키번(高崎藩)의 교리부교(郡奉行)였던 오이
시 규케이(大石久敬)가 집필한 것으로, 바쿠후 말기 여러 지방서들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박화진, ｢日本 近世 ‘地方書’ 成立에 관한 一考察: 地方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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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명한 니토베 이나조(新渡戸稲造, 1862～1933)는, 일본에서 ‘소작’
이라는 용어의 출현을 다음과 같이 추측하고 있다.42)
소작농업과 자작농업의 구별의 기원은 필경 토지소유권이 이
미 발달한 후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다. 태고적 토지공유, 경
지공용의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농업법이다. …… 自作(영어
로는 Landlord Culture, Owner Farming, 독일어로는
Selbstwirthschaft)은 토지의 소유자 스스로 경작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고, 小作(영어로는 Tenant Farming 독일어로는
Pachtwirthschaft)은 타인에 속한 경지를 빌려 農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의 각 지방별로 명칭을 보면, 下作, 請作, 御
受, 宛作, 建付 등이 있다. 간사이와 규슈 지방에서는 지주를 ‘시
타쓰찌모찌’(下土持)라고 부르고 소작인을 ‘카미쓰찌모찌’(上土
持)라고 부른다. 후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이 표면의 토
양만을 이용한다고 해서 그렇게 불리는 것이다. …… 소작농업
이라고 하면 곧잘 小農이라고 생각하는데, 영국의 소작인은 꼭
소농인 것만은 아니다. 대토지를 빌려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본
가, 또는 기업가이다. 따라서 소작이라는 말이 적절하지는 않다.
일본에서의 小作이라는 명칭은 애초 自作에 대립하는 것일 것
이다. 自에 대조되는 것은 他이고, 小에 대립되는 것은 大이다.
그렇다면 小作에 대조되는 명칭은 大作이어야 한다. …… 현재
통용되고 있는 소작이라는 문자는 대개 子作의 뜻은 아닐까?
이것에 대조되는 개념은 親作일 것인데,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田夫가 문자를 남용하여 결국 오늘날의 명칭이 된 것은 아닐까?
福井縣 坂井郡에서 自作을 ‘親作’, 請小作을 ‘孫作’이라고 부르는
데, 이로부터 볼 때 이런 짐작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니토베의 이 서술은, 그가 충분히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例錄을 중심으로｣, 효원사학회, 역사와 세계 18호, 1994, 240쪽).
42) 新渡戸稲造, 農業本論, 1905; 明治文化全集(補卷三:農工編), 317～318
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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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소작’은 전통사회의 토지에 대한 중층적 권리
들이 근대적인 사적소유권을 중심으로 위계적으로 재편되고나서야 비
로소 ‘탄생’할 수 있었다. 둘째, ‘소작’ 개념의 창출 과정은 서구사회에
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정착되었다고 간주된 개념의 등가물을 자신의
사회에서 조사․추적하고 이에 대응시키는 과정이었다. 셋째, 경작의
형태를 지칭하는 ‘小作’과 경영규모 및 계층․소득으로 구분되는 ‘小農’
은 서로 다른 개념임이 의식되고 있다. 넷째, 自/小作 관계를 일본의
‘親子關係’와의 연상 속에서 이해한다는 점에서 일본적 특수성 또는 고

유성에 대한 니토베의 적극적인 발화의지가 확인된다. 바꿔 말하면,
‘소작’ 개념은 근대자본주의라는 역사적 사회구성체를 전제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그것이 ‘자연화’되기 위해서는 비교․번역된다
는 사실 그 자체가 망각․은폐되어야 하는 것이며, 근대 일본의 민법논
쟁에서도 나타났듯이 그 개념은 ‘일본의 관습’의 옹호 안에서 구성되었
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니토베가 소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제시한 ‘일본의 관습’
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全國民事慣例類集(1880)을 눈
여겨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한 바대로, 이것은 오키(大木) 사법경의
지시로 집필된 보고서이다. 즉, 일본의 관습에 의거하여 민법을 편찬한
다는 취지에서, 1876년～1880년에 걸쳐 사법성의 조사원들을 각지로
파견하여 민간관행을 채록하게 한 것으로서, 그 성격상 일종의 관습조
사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의 범례 부분에는 조사의 방법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지방관례는 그 대체로 같은 것에서 논구하면 전국이 모두 같
다고 말해야 한다. 그 작은 차이로 논구하면 1村 1家 모두 다르
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의 진술이 수 개의 郡에 해당하
는 것도 있고 1村 1町에 한정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요컨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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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관례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大同小異한 것
모두를 載錄한다. 단, 甲國의 예가 疏略하고 乙國의 예가 精密하
면 을국의 예만 재록한다.(1877年版 ‘凡例’)
인민이 모여살면 人權(債權을 의미한다), 物權의 쟁론이 생겨
난다. …… 인민이 서로 因襲하여 복종하는 것, 곧 이를 지방의
관례라고 한다. 인구가 많아지면 관례도 또한 많아지는 것이 이
치이므로, 각국 중 舊藩城下에 소재한 郡 등 호구가 稠密한 지
역에서 이를 채록한다. 따라서 一國 중에서 數 郡만 채록하고
1~2개의 군에 그치는 것이다. 新縣 설치의 지방이나 개항지 같
이 현재 호구가 조밀하다고는 하나 사방으로 인민이 새롭게 모
여 舊慣, 古例가 없는 것은 이를 생략한다. 홋카이도는 2개 郡
만을 채록한다. 단, 琉球國은 다음에 채록하는 것으로 한다.
…… 채록된 條件은 모두 민법편찬의 재료로 제공될 것이기 때
문에 그 현재 이루어지는 것과 폐지된 것을 구분하지 말고 이를
채록한다. …… 진술인에게 하나의 질문을 하고 그 例의 유무를
묻고, 없다는 답은 기록하지 않는다. 있다고 답한 것은 첫째, 어
느 시대 어느 町村의 어떤 사건에서 紛議가 있었고, 누구의 판
단으로 조화되어 그 예가 慣用되고 있는지를 묻는다. 둘째, 관용
의 예는 전승되지 않더라도 해당 사건 취급의 道理는 여차여차
하다고 할 때, 대화시 관례와 도리를 혼동하기 쉬운데 이에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도리에 속한 것은 모두 斷割하고 순연한
관례만을 기록한다.(1880年版 ‘凡例’)

이를 통해 우선, 이 보고서의 조사방법은 현행의 ‘관행’의 관찰이 아
니라, 舊慣과 古例의 수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보고서의 목적은
각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인지되어 온 관습의 연혁과 기원을 탐문하여
정리하는 것이었다. 또, 응당 그래야 할 것만 같은 ‘도리’의 차원을 배
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가치평가 없이 기입하도록 명령하고 있
다. 이때 ‘도리’란 공동체 안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 묵인되어 온 암묵적․사회관행적 권리의 다른 말로서,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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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도덕경제(moral economy)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러한 일들이 달성된다하더라도 결국은 관습조사의 기준이 되는 지방의
규모와 속성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범례의 규정 그 자체가 인
식체계의 자의성을 스스로 노출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전형성과 대표성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 것이다. 이런 점
에서 이 조사는 ‘있는 그대로의 관습’을 조사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물
리적 불가능성을 감안할 때, 전형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몇 가지의 관습
을 근거로 전국적 규모의 관습을 ‘창출’해내는 과정 그 자체였다고 보
는 편이 나을 듯하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조사자에게는 조사의
실행 이전에 이미 관찰의 ‘시선’, 분류의 ‘준거’, 질문의 ‘방법’이 암묵적
으로 확보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사례열거라는 보고서 집필의 독특한 방식
에서 기인한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조사된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실제로는 그리 통일적이거나 일관성을 띠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민
법이 “일본의 관습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明治民法을 만든
이들이 어떻게 이 관습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자신들의 입법안을 이끌어
냈는지가 도리어 의문스러울 정도로, 조사․보고된 관습의 내용은 지
방별로 각각 판이한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법률 입안의 근거로서 제시
한 보고서의 내용이 법률의 입법취지와 크게 어긋나고 있는 것이다.
全國民事慣例類集(1880)에서는 소작 관습의 전반적인 형태가 이렇
게 설명되고 있다. “무릇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여 作德米를 납부하
는 이를 소작인이라고 부른다. 소작은 증서가 있는 법이 아니더라도 대
체로 모두 구두약속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몇 십 년 계속 경작한다.
그리고 지주에게 取戾의 권한이 있다.”43) 그러나 그 속사정을 하나하
나 살펴보면, 사례들이 이렇게 간명한 규정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43) 明治文化全集 第13卷 法律編, 3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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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일부 지역의 사례를 조금 상세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全國民事慣例類集(1880)에서의 소작관련 사례 보고내용 (일부 번역소개)
지역

임차의 관행

○ 소작증서가 없고 1년을 기한으로 한다. 풍흉과 무관하게 年貢定額이다. 永年 소
작하게 하는 것을 영소작이라고 하고 증서가 있다. 황무지개간을 한 것도 영소
畿內
작이라고 부르고, 지주의 승낙 없이 隨意로 그 株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攝津國八部郡)
○ 소작인에게 증서가 없다. 役場에서 作德米를 징수한다. 지주의 손을 번거롭게
하는 일이 없다. 영소작에는 증서가 있고 지주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소작을 하
게 할 수 있다. 단 不納의 경우, 지주가 현 소작인이 아니라 원래 계약한 소작
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伊賀國阿拜郡)
○ 소작인은 1년 기한으로 별다른 증서는 없다. 만약 지주가 연공 징수를 할 수 없
을 때는 庄屋에서 소작인에게 직접 징수하여 지주에게 부여하는 것도 있다.(伊
賀國安濃郡)
○ 지주를 地頭라고 부르고 소작인을 百姓이라고 부른다. 연한은 정해져 있지 않
고, 증서를 발행하는 일도 드물다. 논밭에 高反別 명칭이 없고 田 1枚에 몇 斗
의 연공을 정해 지주에게 납입한다. 마치 영주와 백성 간의 관계와 같다. 따라
서 永年 후에 地頭家가 退轉하면 소작하던 백성의 소유가 되는 관습이 있다.(伊
賀國度會郡) ○ 소작인에게는 證文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貢租 등 여러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소작에는 계약의 증문이 있다. 기간은 통상 1년이다. 그
런데 地割(一村 협의하여 10년째 정도에 측량, 檢地하여 소유주를 교체하는 것.
관개에서 다툼이 없고 공평하여 편익이 있다)을 하는 촌에서는 소작연한도 그
東海道
地割의 기한에 따른다.(尾張國愛知郡)
○ 소작에 정해진 연한이 없다. 황무지를 개간한 소작인은 永小作으로 부르고, 小
作株를 자유롭게 매도한다. 지주가 이 일을 막을 수 없다.(三河國渥美郡)
○ 소작에는 證文이 없고 연한은 정해지지 않는다. 新田에는 영소작이라 불리는
것이 있다. 지주의 허가를 얻지 않고 隨意로 小作株를 매매한다.(三河國額田郡)
○ 소작인은 반드시 請人을 세워야한다.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 지주로부터 대
개 食米를 貸遣하여 秋熟에 갚는 것을 통례로 한다. 황무지를 借受하여 개간하
고 이후 貢租를 납부하게 하는 땅으로 삼는 소작인 및 20년 이상 계속 소작한
이를 영소작이라고 부른다. 지주가 자유로이 取戾할 수 없다. 그 小作株를 매매
하는 것도 허가된다.(遠江國佐野郡)
○ 소작에는 證文이 있고 貢租村費도 부담한다. 기한은 定例가 없지만 10년을 넘
으면 永作으로 칭하고, 不納米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주가 그 땅을 取戾
할 수 없는 것이 통례이다. 8년째 정도에는 반드시 書改한다.(遠江國敷知郡)
○ 소작에는 증서가 없다. 매년 정월 11일에 약정하고 改替한다. 1년계약이 통례이
다. 20년 이상 계속된 소작일 경우에는 영소작이라고 부르고 지주는 쉽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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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取戾할 수 없다.(駿河國志太郡, 益頭郡)
○ 논밭의 貸借는 米金 수납이 연체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取戾할 수 없는 것이 통
례이다.(甲斐國山梨郡)
○ 소작에 證文이라는 것은 없다. 백년 넘게 소작을 영속한 사례도 있다.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소작인은 바뀌지 않는다. 1~2년으로 소유주가 取戾하는 일도 있고
연한은 정해진 것이 없다.(伊豆國田方郡)
○ 소작인은 봄 2월에 계약하고 1년을 기한으로 한다. 소작금 不納이 있을 경우 언
제든 取戾할 수 있다.(相摸國足柄郡)
○ 소작에 증서가 있다. 연한은 없다. 영소작이라 불리는 것 대부분은 옛날식의 지
주, 소작 관계를 맺은 것을 말한다.(上總國望陀郡)
○ 소작에 증서는 없지만 신원이 불확실한 자에게 소작을 맡길 때는 친척 등에게
보증하게 한다. 연한은 반드시 계약한 것으로 하고 영소작이라는 名義는 없다.
단, 1인 소유가 아닌 1村 공유지를 他村에 부쳐서 소작이라고 한다.(近江國滋賀
郡)
○ 소작에 증서가 없고 지주의 수첩으로 증거를 삼는다. 소작미를 연체하거나 貢
租를 내지 않았을 때 그 재산 중에서 先取할 권리가 있다. 몇십 년 계속 경작했
더라도 지주 맘대로 取戾할 권리가 있다. 개간지소작은 이런 예에 들지 않는
다.(美濃國安八郡)
○ 논밭의 소작은 亨保 이래 증서를 하게끔 하는 법이 있지만 同村 중에는 증서를
취하지 않는 이가 많다. 논밭의 持主가 소작인에게 種籾을 빌려주고 이자를 취
하는 자가 있다. 남는 땅을 下作人에게 경작시킬 때는 이자 없이 1년 혹은 수년
의 年賦로 하는 것도 있다.(信濃國佐久郡)
○ 別小作, 直小作이라도 20년 이상 소작하는 곳은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경우 회수
할 수 없다. 만약 小作米金 체납을 구실로 토지회수의 訴를 낼 경우는 그 米金
체납액의 변제의 방법을 강구하고 토지는 그대로 경작하게 한다.(信濃國小縣郡
東山道
舊記)
○ 논밭 등의 임차는 기한을 정하고 증서를 만드는 것을 통례로 한다.(信濃國高井
郡)
○ 경지소작연한은 대개 3년을 기한으로 한다. 桑畑과 과수원의 경우는 10년을 기
간으로 삼는 것이 통례이다.(信濃國高井郡)
○ 논밭의 소작은 10년을 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단, 直小作은 예외이다.(信濃國
水內郡)
○ 소작에 증서가 있고 기한은 대부분 1년으로 한다. 매년 2월 춘분까지 약정하고
공조 등 비용이라도 소작인에게 위임할 때는 役場에 신고(屆出)하는 것을 통례
로 한다. 또, 황무지개간, 新田개간 등을 자비를 들여 한 이를 영소작이라고 부
른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지주에게 이를 진퇴할 권리는 없다.(河野國河內郡)
○ 소작에 증서가 없고 1년을 연한으로 한다. 作德米를 지참하게 할 경우 대체로
來年을 약속하는 것이 통례이다. 영소작이라는 것은 없다. 대체로 지주가 많고
인구가 적어서 소작하는 자가 적다.(磐城國白河郡)
○ 소작에는 반드시 증서가 있다. 그 기한은 1期立과 年期立이 있다. 1기립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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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한다. 연기립은 丸免散田이라 부른다. 町家의 사람이 村方에 소유지가
있어서 소작을 시킬 때는 年貢과 諸役을 부담하게 하고 단지 그 利益米를 얻는
다. 영소작이라는 것은 없다.(岩代國信夫郡)
○ 소작연한은 일정한 예가 없다. 그러나 前散田(米金을 前借하여 소작하고 난 뒤
借米와 利息을 함께 납부하는 것)은 대개 1년 단위로 신청한다. 연공과 諸役은
대체로 作子人(소작인)에게 부과하는 것을 통례로 한다. 作德은 쌀로 납부하고
散田立付(소작을 말함) 신청도 마찬가지이다.(陸前國遠田郡)
○ 前散田, 散田立付라도 作子人은 겸하여 약속한 德米를 지주에게 납부하는 것
이외의 의무는 없다. 지주는 그 田地에 대해 作子人에게 용수를 제공하고 길과
다리를 수선해주어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다. 물론 모두 지주와 作
子人 간의 계약으로 소작증서에 가미하는 것이어서 일정한 예는 없다. 만약 德
米가 연체되면 作小證文에 기재된 受人이 이를 회수하거나 訴를 제기해 납부하
게 한 뒤 그 땅은 지주가 회수할 권리가 있다.(陸前國遠田郡)
(* 信濃國, 陸前國의 사례는 1877년판에도 수록되어 있다. 거기에서 수집된 용어는
1880년판과 다소 차이가 있다.)

참고로, 소작에 관한 조사내용은 1877년판에는 거의 수록되어 있지
않고, 주로 1880년판에서 처음으로 또는 보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결국 이 全國民事慣例類集의 실제 자료를 열람하여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은, 관습을 통해 법을 입안한다는 일본법학자들의 진술
이 결코 진실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불평등조약의 개정이라는 정치적
일정 속에서, 그와 함께 ‘일본적인 것’ ‘국체’ 등 내셔널리즘의 수사를
펴기는 했지만, 정작 입안된 민법은 오히려 ‘일본의 관습’과 일치하는
것이 되기는 어려웠다. 이 ‘관습’은, 사실상 취사선택된 것임에도 불구
하고, 일관성이 결여되고 너무도 다양하여 민법의 근거자료로서 제시
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었다. 이것은 관행을 통해 법을 입안하는 프로
세스가 아니라, 오히려 진실은 이와 반대로 법을 매개로 하여 관행을
새롭게 창출하는 예기치 않은 사태로 이어졌음을 암시한다. 요컨대,
明治民法의 영소작권 및 임대차 규정이 이제 사회 속에서 새로운 관
행으로 구축되어가는 것이다(‘법의 관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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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을 대신하여
구한말 식민권력에 의한 농정의 실천은 메이지기 근대 일본에서 만
들어진 ‘소작’(小作. 코사쿠) 개념을 강제적으로 이식하고, 이 개념의
범주에 기초하여 기존의 토지관습을 분류, 조사, 기입(inscription)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 전통사회의 여러 이질적인 토지
임차 관련 권리들이 ‘소작’이라는 개념으로 단일하게 포착되어 ‘균질화’
되었다. 전통사회에서 분할소유권의 성격을 지녔던 권리, 또는 계속 성
장해오던 경작자의 권리는 식민국가의 입법과 조사의 실천에 의해 부
정되거나 박탈되었다. 이들 권리는 식민자(colonizer)가 강제한 ‘소작’
개념에 의해, 단순한 채권적 토지임차나 明治民法(1898)에서 설정한
영소작으로 약체화되었다.
조선통감부 이래 조선의 토지관습에 관한 조사를 주관했던 이는 우
메 겐지로 박사로서, 그는 明治民法의 입법을 주관했던 세 명의 중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했다. 우메는 조선의 관습에 기초하여 식민
지의 법을 만든다는 입법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구상은 法源이 될
관습이 실은 ‘취사선택된 관습’이라는 진실을 은폐하는 정치적 실천에
불과했다. 본 연구는 民事慣習回答彙集의 분석을 통해 식민국가가
‘취사선택한 관습’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다는 사실, 朝鮮高等法院判例
錄의 분석을 통해 실제로는 식민지 조선에서 明治民法의 관행화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나아가 근대 일본에서 明治民法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던 관습조사자료인 全國民事慣例
類集(1880)을 분석하여 실제로 ‘코사쿠’(小作)가 전통사회는 물론 근

대 일본에서도 결코 단일하거나 균질적인 개념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
혀내었다.
“조사를 통해 입법한다”는 구상은 일본에서나 조선(舊한국)에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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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이 불가능한 전도된 실천이었다. 또, 이 진실을 은폐하는 정치적
실천을 통해서만 비로소 ‘소작’ 개념은 (근대 일본에서 구축된 것은 물
론) 식민지 사회에 강제적으로 이식될 수 있었다. 이제는 자명하고 당
연한 것으로 자연화된 ‘소작’ 개념 안에는 이렇듯 거대한 인식폭력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며, 본 연구는 이를 가시화하여 인식론적 차원에
서 비판하고자 힘썼다.

이 논문은 2017년 2월 15일에 투고 되어,

2017년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7년 3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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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ceptual Politics of
Kosaku(Sojak) in Colonial Korea
Kim, In-Soo
The practice of agricultural policies by the colonial power in the
late Chosun Dynasty began by forcibly implanting the idea of
“tenancy” which was created in Japan during the Meiji period, and
within

this

category,

they

engaged

with

the

classification,

investigation, and inscription of the existent Korean customs. Within
this process, the idea of “tenancy” replaced traditional Chosun’s
unique land lease system, “homogenizing” the land lease customs
altogether. The rights of the farmers which were similar to shared
ownership, even though it had been expanding in the traditional
society, were rejected and deprived by the legislative and
investigative practices by the colonial state. Within the framework
of “tenancy” reinforced by the colonizer, these rights were degraded
down to simple obligatory land-lease or long-term tenancy under
the provision of the Meiji Civil Code (1898). Furthermore, as many
remaining case records suggest, the legal status of leasehold rights
in colonial Korea was poorly secured comparing to that of Japan.
As a judicial counselor of Japanese Resident-General of Korea,
Dr. Ume Kenjirō conducted investigations regarding Korea’s land
customs, and he was also one of the three figures who oversaw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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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fting of Meiji Civil Code. He had a legislative framework that
would attempt to create colonial law based on Korea’s own customs,
yet this framework was nothing but a political practice that tried to
conceal the fact that these were only “selected customs” useful for
the colonial practices. The analyses of The Collection of Civil
Customs

Inquiry

for

Trial

(Minsagwansuphoedaphyjip,

Minjikanshukaitoishu) reveal that the colonial state held trials based
on the “selected customs,” and The Collection of Precedents of
Japanese High Court of Korea (Chosungodungbeopwonpallerok,
Chosenkotohoinhanreiroku) sheds lights on the fact tha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eiji Civil Code did take place in colonial
Korea. The fact that these political practices were the medium for
coercive implantation of the concept of “tenancy” within the colonial
society was not only forgotten and concealed but it also soon
became understood as self-evident and even necessary (“naturalized
concept”). The agricultural policies of the colonial state were indeed
constructed upon this “epistemological violence.”
Key Words : Epistemological Violence, Tenancy, Customs, Practices,
Korea Civil Affairs Ordinance (1912,
Chosunminsaryoung), Japan Civil Affairs Ordinance
(1898, Meijiminp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