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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상속과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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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교민 A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한 경우, 망자 A의 재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A에게는 부인 B, 미성년
아들 C, 딸 D가 있고, 앞에서 언급된 가족 이외의 가족은 없습니다.)
샤리아에 따르면, 망자 A의 유산으로 장례비용과 채무 금액을 먼저 변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배우자 B의 상속분 1/8을 먼저 정한 후,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 아들 C는
2/3, 딸 D는 1/3을 나누어 받게 되며, 미성년 아들에 대한 친권은 생존한 배우자가
갖게 됩니다.
반면, 한국 민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으로 먼저 상속에 관한 비용 (상속재산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 장례비용 등)을 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배우자 : 딸 : 아들 =
1.5 : 1 : 1”으로 나누게 됩니다. 미성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물론 생존한
배우자가 갖습니다.
샤리아, UAE 의 실정법, 대한민국 국제사법과 민법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 재산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한국 민법에
따를 것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UAE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를 수 있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는 UAE 의 법에 따라 상속 집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 법원을 통하여 관련 판결을 받아 그 판결문대로 UAE에서 집행하는 방법
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며
UAE에 20년째 거주하며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남성 A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덕분에 UAE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A가 그동안 모은 재산으로는 FAB은행에 맡겨 둔 상당한 액수의 예금과,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A의 가족으로는 UAE에서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 B와 미성년 아들 C,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이 된 딸 D가 있습니다 (다른 가족은 없다고 가정).
이 경우, 만약에 A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지 않고 갑자기 사망하였다면 위 예금과 아파트
그리고 미성년 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1. 상속에 관하여
대한민국 민법 제1005조에서는, “상속인은 상속 개시 된 때
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서, “상속이란 사망한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사망한
자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주인을 찾지 못하고 널리 흩어
져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에 정한 순서대로 사망자의 권
리의무를 승계하도록 지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UAE에 살면서 자산을 보
유하였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
약 내가 사망하면 여기에 있는 내 재산은 어떻게 될까? 내가
한국인이니 한국 법이 적용될까, 아니면 UAE에 살고 있으므
로 UAE 법이 적용될까?’
특히, ‘샤리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UAE의
유력 신문 중의 하나인 GULF NEWS에 실린 다음과 같은 기
사는 한국인의 마음을 더욱 동요하게 합니다.
“The Dubai Government’s official website states that the
UAE courts will adhere to Shari’a law in any situation
where there is no Will in place” -2016. 4. 20자 기사그래서 이번 기고문에서는, 한국인이 궁금해 하는 샤리아와
함께 한국인이 UAE 에서 사망할 경우 그 재산과 가족을 어떻
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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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법에 관하여
가. 샤리아(Shari’a)
대부분의 이슬람국가는, “한 국가의 최고규범이자 그 구성원
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생활규범인 헌법에 이슬람법을 수용
하고 따른다 혹은 이슬람법을 기본 법으로 간주한다”는 명문
구절을 두고 있습니다.
UAE를 포함한 현대 이슬람국가에서는 이슬람법과 실정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슬람법은 이슬람이 도래한 7세기부터
현재까지 이슬람 국가의 법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슬람 초
기 시대의 법을 바탕으로 격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대응하고

“ 샤리아(Shari’a)란?”
이슬람법은 “샤리아” (Shari’a)로 알
려져 있습니다. “샤리아”는 무슬림
(이슬람 신도)이라면 따라야 할 종교
적 의무의 지침이며, 무슬림의 생활
전반을 다스리는 알라 (Allah, 하나
님) 명령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세계 각국의 무슬림들은 이슬
람법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
력하고 있고, 이러한 무슬림들의 노
력은 이슬람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특
이한 법적 규율을 만들었습니다.

있습니다.
현실의 거의 모든 사안들에서 이슬람법 판단이 적용되던 과
거와는 달리, 현대 이슬람국가에서의 이슬람법은 서구의 법에
영향을 받아 제정된 실정법에 많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

1971년에 제정되어 2009년에 개정
된 UAE 헌법의 예를 보자면, 제7조
에서 “Islam is the official religion

러나 이슬람법은 가족법 분야에서 만큼은 실정법에 본인의 자

of the UAE. The Islamic Shari’a

리를 내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이슬람국가들의 가족법

is a main source of legislation

을 살펴보면 이슬람법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

in the UAE The official language

문입니다.

of the UAE is Arabic.”라고 명시하
고 있습니다.

이 기고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유산, 상속에 관한 주제
는 꾸란과 하디스에 기록되어 있고, 이에 유산, 상속에 관한
법 판단은 꾸란과 순나의 내용을 기초로 합니다.
이슬람법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무슬림들에게 있어 상속은 ‘알라가 물려주어 소

이슬람법과 실정법의 가장 큰 차이
는 이슬람법은 알라 (Allah, 하나님)
가 무슬림 공동체를 위하여 만든 법

유하게 되는 것으로서 망자의 유산이 이슬람법적으로 그 유산

이기 때문에 ‘항상 옳은 것이고, 불

을 받을 자격이 있는 상속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뜻합니다.

변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

상속자에게 이전되는 상속재산에는 ‘현금, 동산, 부동산, 채

로 이슬람법의 법원은 꾸란 (Quran),

권, 채무’ 등이 있습니다. 이슬람법에 따른다면, 여성은 상속

순나 (Sunna: 무함마드의 언행록),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받지 못한다는 잘못된 소문이

이즈마 (ijma, 이슬람법학자들의 합
의), 끼야스 (Qiyas: 유추) 네 가지를

UAE 한인사회에 퍼진 적이 있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들 수 있습니다. 꾸란과 순나는 무함

부동산의 경우에도, 여성들은 꾸란과 순나에 명시된 상속 비

마드 사후에 기록되었고 현대까지

율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승되고 있기 때문에 성문법과 같

상속과 관련된 꾸란의 구절은 주로 4장 (여성의 장)에 있습
니다. 유증과 관련된 순나가 있으나 꾸란 4장 12절과 같은 내
용 (유증은 유산의 1/3을 넘길 수 없다는 내용)이므로 순나는
이번 기고문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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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역할을 합니다.

관련 꾸란의 구절들에 유산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

꾸란 4장 11절:
알라께서 너희 아이들(의 상속)에 관

격과 유산상속의 비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꾸란은 알라의

한 말씀을 하셨나니, 아들에게는 두명

말씀이기 때문에 위의 자격과 비율은 변할 수 없어 이슬람 초

의 딸 몫에 해당하는 양을, 그리고 두

기시대부터 지금까지 같은 상속인 자격과 상속 비율을 유지하

명 이상의 딸만 있는 경우 그들에게

고 있습니다. 이슬람법에서는 상속인 지정제도가 없으며 유언
은 유증을 하거나 유언집행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는 (망자) 유산의 2/3, 만약 한 명의
딸만 있는 경우 (망자) 유산의 1/2,
망자에게 자식이 있는 경우 (망자의)

상속재산은 1) 망자의 장례비용 지불, 2) 채무 금액의 변제가

부모에게는 각각 1/6씩을 주어야 한

우선 이루어진 후에 상속 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다. 그러나 (망자가) 자식이 없다면

경우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고용계약과 특별한 경우의 임

(망자)의 부모가 유일한 상속자가 되
며, (망자의) 어머니는 유산의 1/3, 만

대계약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약 망자에게 형제가 있다면 망자의

꾸란 4장 11절 에서 이슬람법 상속의 중요한 지침인 [남성의

유산 중 유증의 몫과 부채를 지불한

상속분은 여성 상속분의 두 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

후 어머니에게 1/6을 주어야 한다.

다. 이슬람은 이 ‘꾸란’의 구절 때문에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

(유산의 분배는) 망자의 유증을 집행

하는 종교이다’라는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공격에 대하

하고 채무를 청산한 후의 일이다…

여 이슬람 법학자들은 ‘여성이 상속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당시 사회의 모습을 볼 때 획기적인 것이었으며, 남성은 여성
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남성과 여성의 상속분에 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
보면, 1) 남성이 여성 상속분의 두 배를 받는 경우는 네 가지

꾸란 4장 12절:
아내에게 자식이 없는 경우 너희들
(남편들)에게는 아내가 남긴 유산 중
1/2, 아내에게 자식이 있는 경우 유

경우밖에 없고 2) 대부분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상속분이

증과 부채를 지불한 후 남은 그녀의

동일하며 3)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는 경우는

유산의 1/4이 너희 몫이니라. 너희들

열 가지 이상의 경우가 존재하며 4) 여성만 상속을 받는 경우

(남편들)에게 자식이 없는 경우, 너희
의 남긴 유산의 1/4이 아내의 몫이

도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슬람법에서는 유산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을

며, 자식이 있는 경우 유증과 부채를
지불한 후 남은 유산의 1/8이 아내

총 12가지로 분류하며, 상속의 비율은 망자의 재산의 1/2,

의 몫이 된다. 어떤 남자나 여자가

1/3, 2/3, 1/4, 1/6, 1/8 과 같이 6가지로 분류합니다. 이슬람

상속받을 자식이나 부모가 없고 한

법의 모든 상속인의 자격과 상속의 비율을 모두 설명할 수 없

명의 남자형제나 한 명의 여자형제

으니, 위에서 언급된 예시 사안에 이슬람법적 상속의 내용을

가 있는 경우 이들은 각각 1/6씩, 만
약 형제가 그보다 많은 경우 형제들

적용해보겠습니다. 또한, 이슬람법학자들의 합의를 통하여 확

은 유증과 부채를 지불한 후 남은

립된 상속의 주요 내용도 함께 기재하겠습니다.

유산의 1/3을 나누어 가진다…

- 상속재산의 분배는 망자의 장례비용 지불과 채무 금액을 변
제한 후에 시작된다.
- 남편이 사망한 경우, 아내의 상속분은 1/4 (아이가 없는 경
우) 또는 1/8 (아이가 있는 경우)이다. 아내의 상속분이 먼저
정해진 후, 망자의 남은 유산이 자식들 혹은 다른 법정상속인
들에게 배분된다. 유산상속 시 아들은 딸의 두 배의 몫을 받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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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남편 A가 사망하였습니다. 남편 A는 부인 B와 미성년 아들
C, 딸 D를 두었으며, 50의 유산을 남기었습니다. (가정: A에게는 부
인 B, 미성년 아들 C, 딸 D 이외의 다른 가족은 없다 / A의 장례비
용으로 10이 지불되었다 / A의 채무 금액을 16이다) 이때 부인 B와

꾸란 4장 176절:

미성년 아들 C 그리고 딸 D가 상속받게 될 유산을 알아보겠습니다.

…(망자에게 부친이나 아들이 없을

1) A가 남긴 50의 유산에서 망자의 장례비용인 10을 지불합니다.

때 누가 상속을 받게 되는지에 관하

40 (50-10=40)의 유산이 남습니다.

여)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한 남

2) 1)에서 남은 40의 유산 중, A의 채무금액인 16을 변제합니다.

자가 상속받을 자식이나 부모가 없

24 (40-16=24)의 유산이 남습니다.

고 여자형제만을 둔 경우, 그 자매에

3) 부인 B의 상속분은 1/8이므로 부인 B의 상속재산은 1/8 x 24

게는 그가 남긴 유산 중 1/2이 상속

=3입니다. 아들 C의 상속재산은 (24-3) x 2/3 =14입니다. 딸 D의
상속재산은 (24-3) x 1/3 =7입니다.

되며, 그녀(그의 여자형제)에게 아이
없(이 사망한)다면 그(그녀의 남자형
제)는 그녀에게서 (그녀가 남긴 모든
유산을) 상속받는다. 그러나 두 명의

- 유증을 받는 사람은 꾸란에서 언급한 상속자가 아니어야 하

여자형제가 있다면 그녀들은 그가

며, 유증의 한도는 망자의 유산의 1/3 이하입니다. 유증의 한

남긴 것의 2/3를 받는다. 상속자가

도를 1/3이하로 정한 것은 꾸란에서 정한 상속자들의 권리를

형제들과 자매가 함께 있다면 남성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 여성의 몫을 받는다…

- 사전증여를 할 경우, 아들과 딸의 구분 없이 똑 같은 몫을
증여해야 합니다.
- 태아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배속의 태아를 아들
로 추정하여 아들의 몫을 분배합니다. 만약, 여자아이가 태어
난 경우, 차이가 나는 유산의 몫을 모든 이슬람법적 상속자들
에게 다시 분배합니다.
- 남편이 사망한 경우, 살아있는 아내가 아이의 친권을 갖습
니다. 아이가 미성년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Federal Law No. 5 of 1985, Federal Law No. 28 of 2005
UAE의 Federal Law No. 5 of 1985 에서는, 상속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상속 당시 사망자의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
데, 다만, 샤리아에 위배되거나, 공공의 질서나 도덕을 해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외국인이 상속인 없이 사
망한 경우에는 UAE에 존재하는 모든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
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도 UAE 법이 적용되는 것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Federal Law No. 28 of 2005 에서는, 무슬림이 아닌 사
람이 다른 신앙 (또는 종교)의 다른 조항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
거나 또는 UAE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자국의 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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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제사법
국제사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국제
재판 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법
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위 법 제49조 제1항에서는, ‘상속
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
니다. 즉, 사망 당시 사망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면, 상속에
관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자신이 상시적으로 거주하던 국가의 법률을 따르
도록 지정하거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소재지 법을
따르도록 지정한 경우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라.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1000조 이하)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선순위 상속권자이며, 배우자는 위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된다. 상속분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하게 하되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
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함으로서, 자녀들은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고 균등하게 나누되 배우자는 0.5 만
큼 더 분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권 (제909조 이하)에 대해서는, 부모가 미성년인 자
(子)의 친권자가 되며,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소결론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시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UAE에서 20년 동안 거주했던 한국인 A가 유언장을 미리 작성
해 두지 않고 갑자기 사망하였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다른 가
족은 전혀 없다는 전제하에), 샤리아에 따른다면, A의 예금과
아파트 등 그의 유산으로 장례비용과 채무 금액을 먼저 변제
하고, 남은 금액으로 배우자의 상속분 1/8을 먼저 정한 후, 그
리고 남은 금액으로 아들은 2/3, 딸은 1/3을 나누어 받게 되며,
미성년 아들에 대한 친권은 생존한 배우자가 갖게 됩니다.
반면, 한국 민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으로 먼저 상속에 관한 비용 (상
속재산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 장례비용 등)을 제하고, 남은 금
액으로 “배우자 : 딸 : 아들 = 1.5 : 1 : 1”으로 나누게 됩니다. 미성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물론 생존한 배우자가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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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샤리아, UAE 의 실정법, 대한민국 국제사법과 민법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 재산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한국
민법에 따를 것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UAE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를 수 있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는 UAE 의 법에 따라 상속 집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 법원을 통하여 관련 판결을 받아 그 판결문대로
UAE에서 집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 절차
와 비용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MEA Law Firm
남혜진 변호사(두바이 주재)
김형훈 전문위원(샤리아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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