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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이 은 먼  ｢日治法院檔案｣에 보존되고 있는 일본통치시  기(1895~1922)의 민사

결을 소개한 다음, 몇 개의 결례를 선택하여 민사 결과 ‘ 慣’의 계를 구체 으로 설명

하고 있다. 결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문은 ‘구 의 발견’, ‘국가법의 향’  ‘법원의 구  

변경(改造)’이란 세 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그 를 소개하 다. 이를 통해 세 가지 결론을 얻

을 수 있다. 첫째는 총독부법원 결에서의 ‘구 ’ 내용의 다원성 문제와  구  내용의 형성메

커니즘에 한 것이다. 사건이 법원에 진입하면 법원은 만인의 습을 고려하여 그것이 법

률  효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법률  효력이 있다면 ‘구 ’에 속

하고, 그 지 않으면 사회 속의 ‘기타 습’이 된다. 그러나 이후 총독부 법원이 승인한 구 의 

내용과 견주어 때에 따라 다시 개변될 수도 있다. 총독부 법원이 구 을 ‘再改造’하는 수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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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반 인 법률해석의 방법 외에 ‘조리’ 등을 인용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본문에서 

소개한 사례를 통해 총독부 법원이 어떻게 구  개조메커니즘으로 만인의 가족제도를 개조

시켰는가를 알 수 있다. 총독부 법원은 1900년  이후 차 親權․監護(후견)의 개념을 도

입하여 만인의 가족내부 권력분쟁문제를 해결했다. 만인 가족내부의 권력분쟁과 련하여 

차츰 친권․감호제도의 방향으로 틀을 집 시켜 충분한 결례를 축 한 다음 친권․감호의 

결정권을 국가의 수 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총독부 법원이 취한 친권․감호제도의 도입으로 

만인 가족의 구 을 개조하는 방법은, 臨時 慣調査 가 친권․감호제도의 틀을 사용하여 

만인 가족의 구 을 해석하 다가 나 에 이 틀을 포기한 것과 모두 공교롭게도 상반된다. 

이와 같이 만 구 에 한 설명태도에서 왜 상반되는 경향이 나타났는지는 좀 더 연구할 가

치가 있다.

[주제어] 慣, 慣習, 臺灣總督府法院, 日治法院檔案, 臺灣私法

Ⅰ. 서론

이 은 주어진 주제에 맞추어 본문은 3개의 부분으로 나 어진다. 먼  ｢일

본통치시  법원기록(日治法院檔案)｣에 보존되고 있는 일본통치시  기

(1895~1922)의 민사 결을 소개한 다음, 일제시  기의 민사재 제도와 민사

법제의 계에 해 간단히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일치법원 사건에서 일부 

결을 선택하여 민사 결과 ‘ 慣’의 계를 구체 으로 밝 볼 것이다. 결내

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문은 ‘구 의 발견’, ‘국가법의 향’  ‘법원의 구  

변경(改造)’ 이 세 가지 주제를 선택하여 그 를 소개한다.

Ⅱ. ｢日治法院檔案｣ 속의 민사 결문

｢日治法院檔案｣은 일본통치시기의 법원문서로서 존하는 것을 말한다. 

2000년 7월부터 王泰升 교수의 신청으로 이에 한 사법기 의 조사가 시작되

었다. 우선 新竹, 台中, 嘉義 등의 지방법원이 보존하고 있는 문서를 확인했고, 



地院
민사 결 

원본수량

민사 결 

문서의 연
地院의 연

臺北支院 377책 1915~1945 1896년에 설립된 3개의 지방법원  하나.

新竹(支部/支院) 99책 1919~1945
1919년 2월 출장소로서 다시 재 사무 개시. 동년 8월 支部로 승

격됨. 1938년에 다시 新竹 支院으로 승격.

臺中支院 419책 1895~1945
1896년에 설립된 3개의 지방법원  하나. 1904년 臺北支院出張

所로 낮추어졌다가 1909년에 다시 지방법원이 됨.

嘉義(支部) 181책 1919~1945
1919년 2월 출장소로서 다시 재 사무 개시. 동년 8월 支部로 승

격됨.

* 자료의 출처  설명 : 王泰升, ｢日治法院檔案的整編 研究｣, 臺灣史研究 16-1(2009.3), 1691~201면; 臺灣大學圖書館, 

日治法院檔案資料庫(http://tccra.lib.ntu.edu.tw/tccra_develop/).

<표 1> 각 지원이 소장하고 있는 ｢日治法院檔案｣ 의 민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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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과 2004년에도 각각 사법  훈련소, 臺北地方法院이 일제시  법원문서

를 보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각 지방이 보존하고 있는 일제시기 

법원의 문서는, 왕 교수가 유  단체와 함께 5년 동안 정리한 목록을 디지털화 

시킨 후에 만 학 도서 과 ｢日治法院檔案資料庫｣를 만들어 2008년 9월 20

일부터 사용되고 있다.1) 아래는 ｢일치법원당안자료고｣에 소장되어 있는 臺北, 

新竹, 臺中, 嘉義 네 지방의 민사 결의 연 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의 표를 통해 4개의 지원  일치시기 기의 민사 결을 정리․보존하고 

있는 곳은 臺中支院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嘉義와 新竹은 1919년이 되

어서야 재 업무를 개시하 기 때문이다. 臺北支院의 경우 1915년 이후의 

결서만 남아 있다.

 1) 王泰升, ｢日治法院檔案的整編 研究｣, 臺灣史研究 16-1(2009), 169~201면. 특히 171~180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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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제시  기 민사재 제도와 민사법제 

｢일치법원당안｣은 일본이 도입한 형 법원이 남긴 문서자료이다. 청나라 

통치시기의 ｢담신당안(淡新檔案)｣과 조하면, 양자는 분쟁해결의 차가 다를 

뿐만 아니라 분쟁을 해결하는 근거(法源)도 다르다.2) 한 일제시기에 해서

만 말하자면 법원제도  민사법제의 시기가 다르다. 이것에 해서는 본 호에 

수록된 왕태승 교수의 ｢日治前期 臺灣民事法制의 變革｣에서 명확히 소개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일제시  기의 법원제도  민사법제의 변천에 해 그 개

요만 간략히 언 한다. 

(1) 1895~1898년

* 1895년. 총독부법원제도

* 1895년. 군정시기 총독부법원. 臺灣住民民事訴訟令

(심 이 지방의 례  法理에 해 소송을 심 함)

* 1896년. 율령 제1호 ‘臺灣總督府法院條例’

* 1897~1898년. 총독부령으로 계속해서 법원지부를 정비함.

따라서 臺中支院의 기 결에서는 다른 법원지부의 결을 볼 수 

있음.

  1896~1898년. 民事法源에 한 명확한 규정의 결여.

(2) 1898~1919년 : 2  2심제 시기

* 1898년, 2심 2 제 법원제도 확립

복심법원 아래에 臺北, 臺中, 臺南에 3개의 지방법원 설립.

 2) ｢담신당안｣은 청 통치시기 만 북부의 담수(淡水) , 신죽청 등 지방아문 문서의 명칭이다. 

｢담신당안｣은 오늘날 만 학에서 출 되었고 자료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출 물의 부

분  참조는, http://dtrap.lib.ntu.edu.tw/DTRAP/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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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제’의 확립

  1898년 율령 제8호(‘民事․商事  刑事에 한 율령’)는 本島人間의 민사사건은 

‘ 慣’의 法源을 근거로 삼는다고 함.

  1899년 율령 제1호는 제도 으로 청 통치시기의 분쟁이 법원에 진입하는 것을 억제함.

1898~1904년 토지조사사업. 토지권리의 확립.

  1904년 公證規則

  1904년 民事調停規則

  1905년 特別訴訟節次

  1905년 臺灣土地登記規則

* 慣調査/ 慣立法事業

  1900년 법원내부의 有志慣習硏究 .

  1901년 臨時臺灣 慣調査 .

  1909~1914년 慣立法草案/法案審議 .

(3) 1919~1922년 : 3  3심제 시기

* 1919년 총독부법원조례 : 新竹支部, 嘉義支部法院 설치. 고등법원 결례의 구속

 효력 인정.

* 1922년 칙령 제406호(‘민사에 한 법률을 만에 시행하는 건’), 제407호(‘ 만에 시

행하는 법률의 특례에 한 건’) : 民事 慣의 범  축소

Ⅳ. ｢日治法院檔案｣에서의 민사 결과 ‘ 慣’

｢일치법원당안｣의 민사 결을 볼 경우 만인 사이의 민사분쟁으로서 일제

시  기의 것이면, 총독부법원이 만의 구 에 근거해 결을 내렸음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해 결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만의 ‘구 ’법률질서가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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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인지를 볼 수 있다. 이 게 법원이 인정한 ‘구 ’은 기타 만구 조사 

는 연구와 련된 기 이나 사업의 조사․연구성과와 어떠한 계가 있는가? 

한 ‘구 ’은 만의 민간 습과 일치하는가? 이러한 의문에 해서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일치법원당안｣에서 몇 가지 주제를 정하여 

그에 한 일부 결을 선택하여 설명할 것이다.

1. 법원의 ‘ 慣’ 발견

【사례 1-1】 地方仕紳의 鑑定을 통한 구관 내용의 확인 

1905(明治38)년 총독부가 공포한 ‘臺灣土地登記規則’에서는 胎權이 인정되

었다. 동 결에서 원고는 1904(명치37)년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의 토

지에 胎 계를 설정하 는데 약정기간은 6년이었다. 1905년 6월 원고는 이 태 

계에 기해 피고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었고 때마침 7월부터 ‘ 만토지등기규

칙’이 시행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태권 등기를 할 것을 청구하 다. 피고는 동년 

음력 8월부터 원고에게 을 상환하려고 하 으므로 태권 등기를 하지 않았

다. 법원은 만의 민간 습에서는 채무자가 태권의 존속기간 내에 미리 

을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감정의 방식으로 지의 신사의 자

문을 거친 후에 채무자의 상환에 한 채권자의 거 을 인정하고 최종 으로 

피고가 태권설정등기를 해야 한다고 결했다. 

2. ‘ 慣’에 한 국가법의 향

【사례 2-1】 대만주민퇴거규정이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 사례는 원고가 1896(명치29)년 10월 자신의 토지에 5년의 질권을 피고에

게 설정해 주었으나, 동년 11월 총독부는 日令 제35호로 ‘臺灣住民 去條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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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포하여 “본 조약을 비 ․교환한 후 2년 내에 일본은 국이 할양한 지방

의 인민  할양지 밖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자는 자유롭게 그 재산을 처분하

고 할양지를 떠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기한이 도래한 후에도 이주하지 않은 

자는 일본신민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시모노세키조약 제5조의 취지를 거듭 

천명하 다. 원고는 ‘ 만주민퇴거조규’에 따라 부동산을 팔고 만을 떠나려

고 피고에게 토지를 반환할 것을 청구하 으나 피고는 계약에 기해 5년의 질권

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가 우선 토지를 회복해야만 퇴거조규의 규정

을 따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승소 결을 내렸다. 

후에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 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사례 2-2】 1899년 율령 제1호, 1895년 이전의 사건은 수리하지 않음.

이 사례는 여  사건이다. 원고는, 피고의 부친(사망)이 과거 1878(청 光緖

4)년에 원고의 선 에게 3백 원을 빌리면서 이자도 약정하 으나 후에 원 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법원은 본 사건에 한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이는 총독부가 1899(명치32)년 율령 제1호로 공포한 ‘民事上의 訴에 한 律令’

에서 “민사상의 訴로서 1895년 5월 7일 이 에 그 訴權이 발생한 것은 지방법

원에서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한 규정에 근거한 결이었다. 동 율령은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정이었으나, 다시 율령 제5호로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되었다. 본 사례에 한 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의 소권은 1878년에 발생한 것인데, 원고는 1900년 1월 

15일에 소를 제기하 으므로 시간상 이미 1899년 율령 제1호가 수리를 허용한 

시기에 맞지 않는다고 단했다. 일제시  기의 많은 민사분쟁은 그 법률

계가 부분 청나라 통치기에 발생한 것이었는데, 총독부의 이러한 사법정책으

로 인해 비슷한 법률분쟁이 법원에 제소된 시기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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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法院의 慣 변경

다음은 만인 가족 내부의 권력/권리구조를 로 들어 총독부 법원이 만

의 구 을 변경한 것에 해 설명․분석한다.

【사례 3-1】人情과 義理는 법률에서 논하지 않는다.

이 결에서 원고 黃牛母는 재산분배를 해야 한다고, 피고는 구서(鬮書. 재

산분할비율 등을 기입해 놓은 일종의 계약문서. 역자)를 증거로 이미 분할하

다고 각각 주장했다. 법원은 증거를 심리한 후에 이미 재산이 분배되었음을 인

정하 다. 그 외에도 원고는 소장에서 두 을 실명했다는 을 강조했으나, 법

원은 원고의 실명을 형제의 情義에 호소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법원에 제소하

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원고 패소 결을 내렸다. 법원이 구서를 

근거로 이미 재산이 분할되었는지 여부를 단한 것은 청 의 청과 같다. 그

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청 의 청은 이러한 사건에서 보통 방 당사자의 실

제상황을 따져 율법 외에 情理도 고려했다는 이다. 하지만 이 1897(명치30)년

의 결에서 법원은 이미 권리의 에서만 결과를 단하여 情義에 한 고

려는 소송에서 다루지 않았다.

총독부 법원이 情義을 법률(법원 결의 고려사항)의 바깥으로 배제하는 방

법을 취한 은, 滋賀秀三가 청 통치시기의 아문에서의 심 이 ‘情理’를 시

한 과, 그리고 ‘담신당안(淡新檔案)’에서의 심리 상황과 다르다.3)

【사례 3-2】 家産과 자녀에 관한 사항의 분리

1899(明治32)년 제61호, 아동 반환 외( 兒取戾外) 사건(臺中, 民事第5冊, 

390~394면).

 3) 滋贺秀三은 통  국 아문의 심 에서 情理가 아문의 심 의 기 로 작용하 고 청의 

율례는 바다 로 떠오른 빙산과 같이 情理의 일부분일 뿐이라고 보았다.



日治前期(1895~1922) 臺灣總督府 法院의 民事判決에서의 ‘ 慣’   177

이 사건의 당사자 계는 다음과 같다. 

            謝楊氏(원고)

  謝家

            謝水(亡)

                     謝家의 財產

                     幼女 2명

             紀氏        

         謝益(入夫)：피고

피고 謝益은 수년 에 원고 謝楊의 가족인 謝水(사망)의 미망인 紀씨와 혼

인하여 남편이 되었고, 후에 謝益과 紀씨 두 사람은 謝家에서 나가 다른 곳에

서 살았다. 원고는 아직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등이 가지고 

간 謝水의 패, 소(牛), 토지문서(田契), 경작하는 논에 계된 장부  紀씨와 

謝水 사이에 출생한 딸 2명을 謝家로 귀환시킬 것을 주장했다. 이에 해 피고

는 이미 재산분할(分産)을 마쳤고 그가 장하는 재산은 謝水의 몫이라고 주장

했다.

심리결과 법원은 재산과 패 등에 해서는 자녀의 경우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 다. ①재산 부분에 해 법원은 이미 재산분할을 마쳤음을 피고가 증명

하지 못했으므로 만의 구 에 따라 피고는 모든 재산과 패, 토지문서, 장부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결했다. ②두 명의 자녀에 해서 법원은 “처가 데

리고 간  남편의 자녀가 당시 10세가량의 아동이었으므로 부모와 자식이 동

거하면서 양육하는 것은 윤리상 당연한 행 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신분

계는 원고가 이미 승인한 바이므로, 단지 그 여자아이를 謝家에서 동거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경 本島의 陋習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재산과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몽매한 일이다”라고 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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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만인의 통 가족 계에서 ‘재산’과 ‘사람’에 해서 각각 다른 입

장을 취하 다. 재산에 해서는 만인의 가족 습을 인정하여 ‘家産’의 

에서 아직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것은 가산에 속하는 것이므로 家長이 리해

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녀문제에 해서는 비록 ‘친권’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모친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윤리상 당연한 행 ’로 보아, 만인의 

습에서 자녀를 사망한 부친의 집안에 귀속시키는 방법을 ‘본도의 습’이라 

여겨 배척하 다.

그러나 1905년 控 제327호 1906년 2월 16일 결에서 법원은 “戶主인 幼

의 모친이라 하더라도 일단 그 家를 떠나 친정에 복귀한 후에는, 친족의 의

에 의해 유자의 리인으로 선정되지 아니하고 단지 연상의 모자 계가 있

다고 하는 것만으로 당연히 그 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구 이 인정하지 

않는 바”라고 시하 다.4) 즉 일단 家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면 친족의 

의를 거쳐 리인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었다. 단순히 연상의 모자 계임을 

이유로 당연히 어린 자녀의 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법원의 이러한 은 臨時 慣調査 의 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제1

회 보고서에서는 친권의 을 원용하여 만사회에서의 가족내부 계를 해

석하 다.5) 그러나 제3회 보고서인 臺灣私法에서는 ‘親權’의 틀을 포기하고 

家長權과 長權의 에서 만인 가족 내부의 권력 계를 해석하 다.6) 부

모와 자녀 계는 大淸律例  만민간 습을 참고하여 친생자와 양자로 구분

한 후, 다시 친생자 계는 嫡子, 庶子, 姦生子, 婢와의 生子로 나 고, 양친자

는 過繼子와 義子로 나 어 율례와 만 습의 차이를 비교했다.7) 그  특히 

주의해서 볼 은  만사법이 친생의 친자 계에 해 존장권과 상속권(繼承

 4) 森惠 編輯, 覆審高等法院判例(東京 : 文生書院, 1995[覆刻版]), 292면 참조.

 5) 臨時臺灣 慣調查 , 第一回報告書下卷(京都 : 著 ，1903), 241~262면 참조.

 6) 臨時臺灣 慣調查 , 臺灣私法第二卷下冊(台北 : 南天，1995[覆刻版；原版1911]), 179~227면 

참조.

 7) 의 책, 444~48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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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존장권은 조부모가 부모에 우선하고, 그 내용에는 

존장이 卑幼에 한 敎令, 징계하는 권리 외에도 비유의 당, 고용, 매매에 

한 동의권 등도 포함된다.8)

【사례 3-3】친권제도의 尊長權에 대한 우위

1906(明治39)年 民 第544號, 覆審法院 1907年 控民 第174號( 결결과 원고

패소). 

본 결에서 원고와 피고의 사실 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張建柔(被告)

張家(已分家) 

             張××(亡)

                      張何(戶主)

          張李氏進(原告)

                       私生子

         

         某某(情夫)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원고의 사망한 남편의 형제로서 원고의 

집에 늘 출입하 다. 피고는 家事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불법․독단 인 

일을 질 는데, 동년 8월 21일 원고의 아들이자 재의 호주인 張何를 피고

의 집에 데려가서 가두고, 원고  張何의 인장을 가지고 가서 자기 멋 로 입

 8) 의 책, 454면, 214~22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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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밟았다. 장래 혹시라도 재산을 처분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로 인해 

일가의 체면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을 우려하고 그 동안 침묵해왔다.

피고의 주장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원고는 남편이 사망한 후 情夫를 들이

고 음란한 생활을 일삼으며 張何의 재산을 낭비하고 가사를  돌보지 않았

다. 한 그 정부 사이에서 난 아들을 편애하여 사망한 남편의 양자 張何가 취

학연령이 되었음에도 교육을 시키지 않고 힘든 노동을 강요하기도 했다. 1906

년 8월 14일 친족은 친족회의를 열었다.

법원의 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 본도에서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유일

한 친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면 자녀의 후견, 교육 외에도 징계권을 가진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밖에 자녀의 거주, 재산 리 등 일체가 모두 부모의 

뜻에 따른다. 친권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부모를 

신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구 은 없다. 피고는 원고가 제멋 로 재산을 낭비하

다는 이유로 張家를 보호하기 해 친족회의를 열고 결의를 거쳐 자녀(張何)

를 데리고 왔다. 원고에게 증인 등의 말과 같이 안 좋은 행실이 있었다고 해서 

그 때문에 그 친권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는 미성년자에 해 現今에 

존재하지 않는 친족회의 제도로써 친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구 에 합

치하지 않는다.

【사례 3-4】 후견제도와 법정대리인의 ‘官方身分關係’
臺中支院 1909(明治42)年 제148號(同年 4月 24日 判決) ‘監護人名義取消’

에 한 결에서 법원이 어떻게 일본 민법상의 監護制度(후견제도)를 만

에 용하 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이 결 당사자의 사실 계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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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林德生(亡)

                     林秀生(亡)

                                      林[金宗]鏢

     洪氏絹(原告)                  

                     鄭氏法(被告)

원고는 사망한 林德生의 후처이고, 피고는 林德生의 차남인 망 林秀生의 처

로서, 피고와 林秀生 사이에는 아들 林宗鏢가 있었다. 원고는 피고가 호 상 

감호 명의를 말소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하 다. 동 사건에서의 주요 쟁 은 

호 등기상의 사항에 있었다. 호 등기상 감호인과 계되는 까닭은, 1905년 

말 공포되고 1906년부터 시행된 ‘臺灣戶口規則’(총독부령 제93호)과 계가 있

다. ‘ 만호구규칙’은 內地의 호 법과 유사한 이 많았다. 즉 민사법률생활에

서 만인의 가족제도는 구 에 따른다 하더라도 국가행정사무 에서 그 가

족질서에 해서는 일본 내지의 ‘家’를 모델로 삼았다. 따라서 호구규칙에서는 

가족내부의 人事 계에 해 한족의 존장비유의 습을 취하지 않고 ‘戶主－

家屬’의 계를 강조하여 ‘친권’과 ‘감호’(후견) 등 일본 민법상의 개념을 사용

했다. 바꾸어 말해 ‘ 만호구규칙’에서는 본도인의 습과 내지의 민법을 동시

에 용했다. 때문에 호 사무를 맡는 리=경찰이 일본 민법과 만 습의 

차이를 이해해야만 했다. 이 은 만 警察司獄官을 한 만호구규칙에 

한 교재에서 명확히 발견된다.

다시 동 결로 돌아와서, 臺中지방법원은 심리 후에 본도 호구규칙상의 감

호는 내지 민법상의 감호와 성질이 같다고 보았다. 본래 본도 구 상의 탁고(託

孤, 임종 후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 역자)제도는 사인간의 계약의 

성질을 가지다. 그러나 법원은 본도가 후견제도를 채용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

서 무능력자 보호제도는 官方이 인정한 신분 계로서, 사인의 계약으로 좌우하

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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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독부 법원은 1905년을 후로 이미 탁고 습과 감호제도를 서로 구분하

면서 감호제도를 도입하 다. 감호제도의 도입은, 법률상 가 幼 나 미성년

자의 리인을 맡을 것인가와 같은 문제를 법원이 처리하기 해 차 형성된 

것이다. 1905년 동안 총독부 법원은 일련의 결을 통해 생모, 숙부 등의 신분

계와 법정 리인의 필연 인 련을 하나하나 부정했다. 이후 1905년 控 제

182호 결에서는 극 으로 “다수의 친족이 추천하는 후견인은 유효하다”는 

의견을 냈다.9) 여기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많은 가족이 친족추천을 이유로 모친

의 법정 리인의 지 를 빼앗는 것이었다. 1907년 控民 제38호(동년 10월 14일 

결)에 따르면 복심법원은 호구규칙의 규정에 따라 감호인으로 신고된 사람과 

재 감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감호인에서 면하는 차를 거치

지 않고 단지 同族의 의만으로도 새로운 감호인을 선정할 수 없다고 단했

다.10) 바꿔 말하면, 만약 이미 감호인이 있는 경우에 친족이 감호인을 바꾸고자 

한다면 우선 면 차를 거쳐야 하고 친족의 추천만으로 바꿀 수는 없다.

친권제도와 결부되어 도입된 것들을 보면, 임시 만구 조사회가 친권/감호 

개념의 사용을 차 포기하고 만인 가족 의 친자 계를 설명해 온 것과 비

교가 된다. 총독부 법원의 결은 완 히 상반되는데, 1900년  후기부터 차츰 

친권/감호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만인 가족내부에서 유년자녀에 한 양

육, 감호권의 분배문제를 해결하 다.

한 동 결에서 총독부 법원은 일본 민법상의 감호제도와 만인 습

의 탁고제도의 차이가, 감호제도는 방이 인정한 신분 계라는 데 있음을 분

명히 지 하 다. 그러므로 결이유에서 일본 민법상의 감호제도를 직  인용

한 것은 만호구규칙에서 후견의 개념을 사용한 것과 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만호구규칙의 시행은 총독부 법원이 만인 가족의 구 을 설명

한 것에 해 일정한 정도의 향을 가지고 있었다. 

 9) 森惠 編輯, 앞의 책(주 5), 299면 참조.

10) 森惠 編輯, 앞의 책(주 5), 29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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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5】국가권력이 개입된 친권상실과 감호인의 선임

이 사건의 사실 계는 다음과 같다.

        賴春水(被告：賴朝棟의 후견인)

        賴大頭(亡)

                     賴朝棟(미성년자)

賴林氏烏毛(原告；賴朝棟의 친권자)

원고는 소외인 망 賴大頭의 처이고 피고는 賴大頭의 동생이다. 원고와 뢰

두 사이에는 賴朝棟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朝棟은 미성년자이고, 賴家의 친족

회에서 선임된 賴春水(피고)가 감호인이었다. 원고는 법원에 ‘감호인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요컨  동 사건은 미성년자 賴朝棟에게 이미 친권자가 있음

에도 친족회가 후견인을 선임한 것이 쟁 이다.

술한 바와 같이 친권은 미망인이 종친에 항할 수 있는 요한 무기이다. 

동 결에서 원고는, 피고가 賴朝棟의 상속재산을 낭비하고,  마음 로 원고

를 離籍시키려 하 으나 이를 원고의 생가에서 거 하여 호 이 아직 賴朝棟

의 戶 안에 남아 있으므로(이를 통해 賴朝棟이 호주 음을 알 수 있다)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행실이 반듯하지 않고 사망한 

남편의 유산을 팔았으며 자의로 재가하고자 賴家를 떠났으므로 친족회의 결의

로 원고를 이 시켜야 한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심리 후 친권자(원고) 패소 결을 내렸다. 그 이유는, 친권을 행사하

는 모친이 히 함부로 재산을 낭비하고 품행이 치 않아 미성년인 자녀

의 재산을 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면 친족이 당한 자를 미성년자의 감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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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복심법원 

역시 이를 기각했다.

그런데 복심법원은 심리에서 오히려 원고의 친권이 賴春水가 후견인으로 선

임되기 에 이미 제한받은 이 있음을 발견했다. 賴朝棟은 부친인 賴大頭가 사

망한 후인 1911년 9월 22에 廢戶하고 賴春水의 家에 들어갔고, 1911년 12월 1일 

조부인 賴金柯가 그의 감호인을 맡았다. 賴金柯의 사망 후 1913년 2월 3일 피고

가 친족회의 선임으로 후견인이 되었다. 즉 1911년 9월부터 원고의 친권은 제한

받고 있었으므로 賴家는 친족회의에서 자체 으로 후견인을 선임한 것이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과부의 품행이 조신하지 않아 가문의 이름을 

손상시키고 혹은 어린 자녀의 재산을 부탁받아 보호하거나 교양하는 데 부

합한 정황이 있는 경우, 家長의 의사나 친족의 의에 근거하여 과부를 축출할 

수 있다거나 혹은 어린 자녀를 해 탁고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

장의 권리를 과도하게 존 하는 것이다. 이는 과부의 친권행사의 제한 는 상

실에 계되는 것으로 법원에 결선고를 청구하지 않고 단지 친족의 의에

만 맡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친족의 의는 어린 자녀에 한 모친의 재산

리  감호권리를 박탈하는 결의를 할 권한을 갖지 않으므로, 친족이 법원에 

친권상실을 한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종친 쪽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다른 측면에서는 과부의 

친권과 종친 사이의 계에 요한 결을 내렸다. 이 게 만의 구 에는 없

던 친족회의의 결의로 친권을 박탈하는 방법은 과거 과도하게 가장의 권리를 

존 하여 과부의 친권을 부정하던 시 의 유산이고, 이후 미망인의 친권을 제

한․박탈하려는 자는 친족회의의 결의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소를 제기

하여야 하 다. 

이상의 【3-4】부터 【3-5】까지의 사례로부터 1910년  이후 총독부법원이 

진일보하여 친권/감호제도의 ‘官方  성격’을 지 하 고, 국가권력이 가족권

력구조에 침투하 음을 알 수 있다. 청나라 통치시기에 존장권이 강했던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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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총독부 법원은 차 친권/감호제도를 도입해서 만인 가족의 구 을 

변경하여 국가권력이 가족의 내부에 진입하도록 하 다.

Ⅴ. 결론

이상에서 서술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세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총

독부 법원의 결에서의 ‘구 ’의 내용의 가지는 다원성에 한 것이다. 이에 

해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의 논의가 있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다원

인 구  내용의 형성메커니즘이다. 이를 다음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不告不理’의 원칙 하에서 총독부 법원은 피동 으로 만인이 분쟁사건을 

법원에 제소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단 사건이 법원에 진입하

면 법원은 만인의 습을 고려하여 그것이 법률  효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

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법률  효력이 있다면 그림에서의 (1)에 속하고

明治 家族法

만인가족사건

율령 제8호/칙령 제407호 해석

해석

조리(1)

舊慣

대만인 관습

法院

기타 관습

기타 관습

舊慣

(2)

(3)

(4)

<그림 1> 總督府法院의 慣 改造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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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본 사례들이 이에 해당함), 그 지 않으면 사회 속의 ‘기타 습’이 된

다. 그러나 이후 총독부 법원이 승인한 구 의 내용과 견주어 때에 따라 다시 

개변될 수도 있다. 총독부 법원이 구 을 ‘再改造’하는 수단에는 일반 인 법

률해석의 방법 외에 ‘조리’(일본 민법상의 규정을 조리로 직  원용하기도 함) 

등을 인용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둘째, 앞서 살펴본 사례를 통해서 총독부 법원이 어떻게 구  개조메커니즘

으로 만인의 가족제도를 개조시켰는가를 알 수 있다. 총독부 법원은 1900년

 이후 차 친권/감호의 개념을 도입하여 만인의 가족내부 권력분쟁문제를 

해결했다. 만인 가족내부의 권력분쟁과 련하여 차츰 친권․감호제도의 방

향으로 틀을 집 시켜 충분한 결례를 축 한 다음 이 친권․감호의 결정권

을 국가의 수 에 넣었다.

마지막으로, 총독부 법원이 취한 친권․감호제도의 도입으로 만인 가족의 

구 을 개조하는 방법은, 임시구 조사회가 친권․감호제도의 틀을 사용하여 

만인 가족의 구 을 해석하 다가 나 에 이 틀을 포기한 것과 모두 공교롭

게도 상반된다. 이와 같이 만 구 에 한 설명태도에서 왜 상반되는 경향이 

나타났는지는 좀 더 연구할 가치가 있다.

번역 : 辛知延

(부산 학교 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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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日治前期(1895~1922)台灣總督府法院

民事判決中的｢ 慣｣

－ 以｢日治法院檔案｣為中心 －

曾文亮*

11)

本文，首先介紹「日治法院檔案」中所收藏之「日治前期」（1895~1922）

「民事判決」。其次，從日治法院檔案中選擇一些判決具體說明民事判決

「 慣」的關係。本文設定「 慣發現」、「國家法之影響」以及「法院的

慣改造」等三個主題為例介紹。經由案例的介紹，本文提出三點作為總結。
首先是關於總督府法院判決中的「 慣」內涵的多元性問題 慣內涵的形

成機制。案件進入法院，則法院必 斟酌臺灣人習慣，決定是否承認其具有

法律效力。若有則屬「 慣」，否則成為社 中的「其他習慣」。而後，針

總督府法院所承認的 慣內容，也可能因為時間而再度改變。總督府法院

於 慣的「再改造」，其手段除了一般的法律解釋方法外，還包括援引「法

理」等方式。其次，透過在本文紹介的案例，可以看到總督府法院如何透過

上述 慣改造機制，改造臺灣人的家族制度。總督府法院在1900年代後，逐

漸引入親權/監護概念，處理臺灣人家族內部權力紛爭的問題，使得有關臺灣

人家族內部的權力紛爭，逐漸朝向親權/監護制度框架集中，而後在累積足夠

的判決例後，再進一步 此一親權/監護的決定權，收入國家手中。 後，總

 * 法學博士. 中央硏究院台灣史硏究所轉任硏究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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督府法院引進親權/監護制度改造臺灣人家族 慣的作法， 臨時 慣調查

從使用親權/監護框架解釋臺灣人家族 慣，到後來放棄使用此一框架的作

法，正好相反。 於這兩個機構在台灣 慣的詮釋態度上為何呈現呈現相反

的趨勢，亦值得進一步研究。

[關鍵詞] 慣, 習慣, 臺灣總督府法院, 日治法院檔案, 臺灣私法

수일 : 2012.8.31., 심사일 : 2012.9.19.-10.2., 게재확정일 : 2012.10.2.



目 次

前

一、「日治法院檔案」中的民事判決

二、日治前期民事審判制度 民事法制

三、日治法院檔案中的民事判決 「 慣」

   1、法院的「 慣發現」

   2、國家法 慣的影響

   3、法院的 慣改造

結語

190    法史學硏究 第46號

日治前期(1895~1922)台灣總督府法院

民事判決中的｢ 慣｣

－ 以｢日治法院檔案｣為中心 －

曾文亮*

12)

前

為配合討論主題，本文 分成三個部分，首先介紹「日治法院檔案」中所

收藏之「日治前期」（1895~1922）「民事判決」。其次，則簡單說明日治前

期民事審判制度 民事法制關係。 後，從日治法院檔案中選擇一些判決具

體說明民事判決 「 慣」的關係。由於判決內容多元，因此本文設定「

慣發現」、「國家法之影響」以及「法院的 慣改造」等三個主題為例介紹。

 * 法學博士. 中央硏究院台灣史硏究所轉任硏究員



地院別
民事判決

原本數量

民事判決檔案

涵蓋年代
地院沿革

台北地院 377冊 1915~1945 1896年設立3個地方法院之一。
新竹（支部/地院） 99冊 1919~1945

1919年2月出張所恢復審判事務，同年8月改為支部；1938

再升格為新竹地院。
台中地院 419冊 1895~1945

1896年設立三個地方法院之一。1904年降格為台北地院出

張所，1909年恢復為地方法院。
嘉義（支部） 181冊 1919~1945 1919年2月出張所恢復審判事務，同年8月改為支部。

 * 資料來源及說明：王泰升，〈日治法院檔案的整編 研究〉，《臺灣史研究》第16卷第1期（2009年3月）， 169‐20

1；台大圖書館，『日治法院檔案』資料庫 ‐ 內容說明，http://tccra.lib.ntu.edu.tw/tccra_develop/。

表一：「日治法院檔案」中各地院所藏民事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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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日治法院檔案」中的民事判決

「日治法院檔案」即是指日本統治時期所留下來的法院檔案。從2000年7月

起，由王泰升教授呈請司法機關調查開始，先確認新竹、台中、嘉義等地方

法院有收藏，而後又於2002年、2004年先後發現司法官訓練所、台北地方法院

亦收藏有日治時期法院檔案。這些由各個地院收藏的日治時期法院檔案，經

王教授 其團隊以五年時間，先後加以數位化並整理編目，而後 台大圖書

館合作，建置「日治法院檔案資料庫」，並於2008年9月20日啟用。1) 以下

「日治法院檔案資料庫」所藏台北、新竹、台中、嘉義四個地院的民事判決

所涵蓋的年代整理如表一：

從上表可以看出，在這四個地院中，完整保存有日治前期民事判決 ，只

有台中地院。這是因為嘉義、新竹均為1919年才開始負責審判業務。至於台

北，台北則只有1915年以後之判決。

 1) 參見王泰升，〈日治法院檔案的整編 研究〉，《臺灣史研究》第16卷第1期（2009年3

月）， 169~201，特別是 17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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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日治前期民事審判制度 民事法制

「日治法院檔案」乃是由日本所引進的現代型法院所留下的檔案資料。如

果 之 清治時期的「淡新檔案」相 照，即可看出兩 不僅紛爭解決程序

的制度不同，其據以解決紛爭的依據（法源）也有所不同2)。不惟如此，即使

只就日治時期而 ，不同時期的法院制度及民事法制也有所不同。就此，王

泰升在其〈台灣日治前期民事法制的變革：以法院制度及習慣法為中心〉一

文中，已有清楚的介紹。以下僅 日治前期的法院制度及民事法制的變遷，

簡單條列如下：

1、1895~1898年：

* 1895總督府法院制度

* 1895軍政時期總督府法院 / 台灣住民民事訴訟令

    「審判官準任地方的慣例及法理審斷訴訟」

* 1896律令第1號「總督府法院條例」。
* 1897‐1898透過府令陸續整併法院支部。
　因此在早期台中地院判決中，可以看到不同支部法院判決。
1896‐1898缺乏明確的民事法源規定。

2、1898~1919：二級二審制時期

* 1898確立二審二級制法院制度

 覆審法院之下，分設台北、台中、台南三個地方法院

* 確立「民事法制」

 2) 「淡新檔案」乃清治時期臺灣北部的淡水縣、新竹廳等地方衙門檔案的簡稱。「淡新檔

案」目前已由臺 灣大學 出版，並建置 有資料庫供讀 參 。出版品部分參見

http://dtrap.lib.ntu.edu.tw/DTRAP/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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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8年律令第8號為本島人間民事事件依用「 慣」之法源依據。
 1899年律令第1號，制度上抑制清治時期紛爭進入法院。
 1898~1904土地調查事業：確立土地權利

 1904年公證規則

 1904民事調停規則

 1905特別訴訟程序

 1905台灣土地登記規則

* 慣調查/ 慣立法事業

 1900 法院內部「有志慣習研究 」

 1901 臨時臺灣 慣調查

 1909~1914 慣立法草案/法案審議

3、1919~1922：三級三審制

* 1919總督府法院條例：

 新竹支部、嘉義支部法院

 高等法院判決例的羈束效力。
* 1922年勅令406號、407號：縮 民事 慣範圍

三、日治法院檔案中的民事判決 「 慣」

日治法院檔案中的民事判決，只要是涉及臺灣人間的民事紛爭，並且是在

日治前期 ，總督府法院即依據臺灣 慣所作成的判決。換 之，從判決中

可以看到法院所認定的臺灣「 慣」法律秩序為何。這些由法院所認定的

「 慣」， 其他 臺灣 慣調查或研究有關的機構或事業之調查、研究成

果之間有何關係？以及這些「 慣」 臺灣民間習慣是否一致？均值得進一

步檢討。以下即從日治法院檔案中，針 幾個主題，挑選一些判決來說明。 



194    法史學硏究 第46號

1、法院的「 慣發現」

案例1-1：透過詢問地方仕紳之鑑定方式，確認舊慣內容

1905（明治38）年總督府公 的「台灣土地登記規則」中，胎權亦屬有其適

用。本件判決中，原告於1904（明治37）年借錢給被告，被告則 其土地設定

胎關係給原告，約期6年。及至1905年6月，原告又基於該胎關係再借錢給被

告，剛好7月起台灣土地登記規則施行，原告乃請求被告辦理胎權登記。被告

表示其自同年 曆8月以來即欲 借款返還原告，因此不欲辦理胎權登記。法

院 於台灣民間習慣中，債務人能否於胎權存續期間提前返還借款，並不清

楚，因此透過鑑定方式，於詢問當地仕紳後，認定債權 此得加以拒絕，

後判決被告必 辦理胎權設定登記。

2、國家法 慣的影響

案例2-1:台灣住民退去規定對法律關係的影響

本件中原告於1896（明治29）年10月間 土地出質於被告5年，但同年11月

間總督府隨即以日令第35號公 「台灣住民 去條規」，並同時發佈諭告重

申馬關條約第5條規定，「本條約批准交換後兩年以內，日本 於中國割讓地

方之人民，有意願遷居割讓地以外 ，得自由處分賣卻其財產，離開割讓

地，但期限屆至後仍未遷居 ，視為日本臣民。」原告欲依「臺灣住民 去

條規」離開臺灣， 不動產賣掉，故請求被告返還土地，被告則從契約觀點

主張其有5年質權。法院以原告 先收回土地方能遵守 去條規之規定，認為

其理由至當，判決原告勝訴。後被告不服提起控訴、上告，均遭駁回。從本

件判決可以看到日治初期「台灣住民 去條規」 於人民民事法律關係之影

響。
案例2-2：1899律令第1號，1895.5.8以前者，不予受理。
本件貸金事件中，原告主張被告父親（亡故）於1878（清光緒4）年，曾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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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先人貸借三百元，並就利息為約定，但嗣後本利均未返還；被告 於原告

之指控，則一概否認。法院 於本案並未進行實質審理，即 原告之訴駁

回。這是因為總督府在1899（明治32）年以律令第1號公 「關於民事上之訴

訟之律令」，規定「民事上之訴，其訴權發生於1895年5月8日以前 ，地方法

院不受理。」本號律令原訂自同年4月1日起施行，後因故以律令第5號延至同

年10月1日起施行。本件判決中，法院根據原告所提證據，認為本件之訴權發

生於1878年間，而原告提起本件訴訟之時間，為1900年1月15日，時間上已經

超過1899年律令第1號所允許的範圍。日治初期許多民事紛爭，其法律關係都

發生在清治時期，但是因為總督府此一司法政策，使得類似的法律紛爭可能

因為告上法院的時間早晚，而出現不同的結果。

3、法院的 慣改造

以下以臺灣人家族內部的權力/權利結構為例，說明並分析總督府法院 臺

灣人 慣的改造。

案例3-1：情義排除在法律外

本件判決中原告黃牛母主張仍為分產，被告則 出鬮書為證表示業已分家。
法院於審酌證據後認為原被已經分家。另外，原告在訴中強調自己雙眼失明，

但法院責任為原告失明可訴諸兄弟情義，以法院訴訟為手段並不妥當，判決原

告敗訴。法院以鬮書為證判斷是否業已分家的作法， 清代官府並無二致，不

過值得注意的是，清代官府在此類案件中通常 審酌雙方當事人之現實狀況，

而於律法之外，審度情理。但是在此一1897（明治30）年的判決中，法院已經

完全從權利的角度思 判決結果，而 情義 量排除在訴訟之外。
總督府法院 情意排除在法律（法院判決 量）之外法律之外的作法，

滋賀秀三 清治時期衙門審判重視「情理」的看法，乃至淡新檔案中的審理

情況，均十分不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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案例3-2、家產與子女事項之分離

1899（明治32）年第61號，「 兒取戾外」事件。（台中民事第005冊，

390‐394）本件判決中當事人的關係大致如下：

            謝楊氏（原告）

謝家

           謝水（亡）

                           謝家財產
                           幼女二名

           紀氏        

            謝益（入夫）：被告

被告謝益在數年前成為 原告謝楊氏同一家族之謝水（亡）寡婦紀氏之入

夫。後謝益 紀氏兩人搬出謝家別住他處。原告主張尚未分家，因此被告等

所帶走的謝水靈牌、水牛、田契、帳簿以及耕作之水田，及紀氏 謝水間所

生的女兒兩名，都要歸還謝家。被告則主張已經分產，其所掌管之財產乃謝

水持分。
法院審理結果， 財產、靈牌等 幼女採取不同的立場。1、在財產部分，

法院認為被告無法證明已經分家，因此依照臺灣 慣判決被告應返還所有財

產、靈牌、田契、帳簿等。2、 於兩名女兒，法院則認為「妻帶著前夫之

子、當時十歲左右的幼女一起，親子共居，加以撫育，不得不說是倫理上當

然之行為。此一身分關係既為原告所承認，則只要其女兒 謝家同居，畢竟

 3) 滋賀秀三認為傳統中國衙門審判中，情理乃是衙門審判的基礎，而官府律例就像浮在海面

上的冰山一樣，只是情理的其中一部份。參見滋賀秀三，。淡新檔案中的案例，例如。



日治前期(1895~1922)台灣總督府法院民事判決中的｢ 慣｣   197

屬本島陋習， 人 視為 財產無異，信屬矇眛[?]之事。」

法院 於台灣人傳統家族關係中，涉及「財產」 涉及「人」的問題，採

取了不同的立場。在財產的部份，承認臺灣人家族習慣，因此從「家產」的

觀點，承認只要還沒有分家，即屬於家產，應由家長管理。但是 於子女的

部份，雖然沒有使用「親權」的概念，但是 於由母親扶養子女，則認為乃

「倫理上當然之行為」，反而 於台灣人習慣中 幼兒歸於亡父之家的作

法，認為是「本島陋習」而加以排斥。
但是在1905年控327號，1906年2月16日判決中，法院認為：「幼 的母親即

使是戶主，只要是曾經離開其家而後再復歸 ，在未經親屬協議選定為幼

的管理人的情況下，只因為是血緣上的畝子關係，即當然成為幼 的管理

人，並不為 慣所承認4)。」 亦即，一旦曾經離家再回來， 要親族協議選

定為管理人才行。此時已不再單憑血緣上的母子關係，即當然得為幼子之管

理人。

法院的此一觀點， 臨時 慣調查 的看法有微妙的出入。雖然在第一回

報告書中，常識用親權的觀點解釋臺灣社 中的家族內部關係5)，但是到了第

三回報告書，也就是《臺灣私法》中，則放棄「親權」框架，而從家長權

長權觀點解釋臺灣人家族內部的權力關係6)。至於父母 子女關係，則參 大

清律例及臺灣民間習慣，區分為親生子 養子，並 親生子的關係又分為嫡

子、庶子、姦生子、 婢生子，養親子則分為過繼子及義子，並比 律例

臺灣習慣的差異7)。其中特別值得注意 ，《臺灣私法》 於親生的親子關

 4) 參見 森惠編輯，《覆審․高等法院判例》第一冊，（東京：文生書院，1995[覆刻版])，

292。
 5) 參見臨時臺灣 慣調查 ，《第一回報告書》下卷，（京都：著 ，1903）， 241~262。
 6) 參見臨時臺灣 慣調查 ，《臺灣私法》，第二卷下冊，（台北：南天，1995[覆刻版；原

版1911]） 17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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係，區分為 長權 繼承權；其中 長權的部份，祖父母要優先於父母；且

長權的內容，除了 長 卑幼的教令、懲戒權外，也包含 長 典雇買賣

卑幼的同意權等8) 。

案例3-3：親權制度對尊長權的優位性

1906（明治39）年民第544號；覆審法院1907年控民第174號。判決結果：原

告勝訴。被告控訴後駁回確定。本件判決中，原告 被告知關係大致如下

圖：

            張建柔（被告）

  張家（已分家） 

            張××（亡）

                     

                            張何（戶主）

           張李氏進（原告）

                            私生子

         

          某某（情夫）

原告主張：被告為原告亡夫之兄，經常出入原告之家。以保護家事之名，

多有不法 橫之事。本年8月21日，更 原告之子，現為戶主之張何帶回被告

之家留置，並拿走原告及張何之印章，私自辦理入籍手續。 來或 處分財

產，因而不能再顧一家體面而保持沈默。被告主張：原告自其丈夫死後，引

 7) 參見臨時臺灣 慣調查 ，《臺灣私法》，第二卷下冊， 444~487。
 8) 參見臨時臺灣 慣調查 ，《臺灣私法》，第二卷下冊， 454。另參見同冊， 2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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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情夫，恣意淫逸，浪費張何財產，毫不照顧家政。且偏愛其 情夫所生私

生子，而 亡夫螟蛉子張何，雖屆學齡亦不使接受教育，並強要其如苦力般

勞動。親族召開親族 議。
法院判決理由認為：在本島，父母 未成年之子，乃唯一之親權 ，擁有

偉人的權利，除 子之監護、教育外，同時擁有懲戒權固不待 ，其他如其

子之居住、財產管理等一切，均為父母之命是從。除有親權 之承諾外，不

存在其他人得代父母行使親權之 慣。被告以原告之行為不檢、浪費財產，

為保護張家，而召開親族 議，經其決議，帶回幼 。即使原告如證人等所

有不檢行為，以此而認為其喪失親權，或 於未成年 ，以現今不存在之

親族 議制度，剝奪其親權 權利，究 慣不合。

案例3-4：監護制度與法定代理人的「官方身分關係」

台中地院1909（明治42）年第148（同年4月24日判決）號關於「監護人名義

取消」的判決中，清楚說明了法院如何認定日本民法上的監護制度適用於臺

灣。本件判決之當事人關係如下：

林德生（亡）

                            林秀生（亡）

    洪氏絹（原告）                                   林[金宗]鏢

                             鄭氏法（被告）

原告為亡林德生後妻，被告為林德生次男亡林秀生之妻，有子林宗鏢。原

告主張被告同意 戶口上監護名義塗消。亦即本件所涉及的主要爭執點，乃

是戶口登記上的事 。而戶口登記上之所以 涉及監護人，則 1905底公

、1906年實施的臺灣戶口規則（府令第93號）有關。臺灣戶口規則中，有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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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 內地戶籍法相類似。也就是說，雖然在民事法律生活中臺灣人的家

族制度是依照 慣。但是在國家行政事務中，其 於家族秩序是以日本內地

的「家」為模型。因此在在戶口規則中 於家族內部的人事關係，不採取漢

人習慣的 長卑幼，而強調「戶主‐家屬」，並使用了「親權」、「監護」等

日本民法上的概念。換 之，在台灣的戶口規則中，同時涉及本島人習慣

內地民法。這也就使得負責戶口事務的官吏‐警察，必 同時瞭解日本民法

臺灣習慣的差異。此由歷次臺灣警察司獄官的臺灣戶口規則教材中，可以

清楚看出。
回到本件判決，台中地方法院審理後認為，本島戶口規則上的監護， 內

地民法上的監護性質同。本島 慣的託孤則為私人契約性質。法院認為本島

亦應採用監護制度。因此無能力 保護制度係由官方認定之身分關係，自不

許私人契約左右。

首先必 說明 ，總督府法院在1905年前後已經除見 託孤習慣 監護制

度相區分，進而引進監護制度。監護制度的引進，是以法院針 下列問題的

處理而逐漸形成的，即：在法律上誰可以擔任幼 或未成年人的代理人？

1905年間，總督府法院透過判決逐一否定生母、叔父、身分關係 法定代理

人的必然關連。而後則於1905年控182號中，積極表示以「多數親屬推 之監

護人，始具效力9)。」由此引發的問題是，許多家族以親屬推 為理由，要剝

奪母親的法定代理人地位。1907年控民第38號（同年10月14日判決），覆審法

院認為： 於依照戶口規則規定申報為監護人、現正履行監護人職務 ，不

得未經罷免，而只憑同族間之協議，即選定新的監護人10)。換 之，如果已

經有監護人的話，親屬要更換監護人，必 先經過罷免程序，而不能只是另

外由親屬推 。

 9) 參見 森惠編輯，《覆審․高等法院判例》第一冊， 299。
10) 參見 森惠編輯，《覆審․高等法院判例》第一冊，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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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果結合親權制度的引進來看，則可以發現相 於臨時臺灣 慣調查 逐

漸放棄用親權/監護概念來詮釋臺灣人的家族中的親子關係，總督府法院判決

則正好相反，從1900年代後即逐漸朝向引進親權/監護制度來處理臺灣人家族

內部 幼年子女的教養、監督權的分配問題。
   其次，本件判決中，總督府法院清楚指出日本民法上的監護制度 臺灣

人習慣中的託孤制度的差別，在於監護制度乃是官方認定的身分關係。而從

判決理由中亦可看出其直接引用日本民法上的監護制度， 臺灣戶口規則中

有使用到監護這個概念有關。換 之，臺灣戶口規則的實施， 於總督府法

院詮釋臺灣人家族 慣，亦具有一定程度的影響。

案例3-5：國家權力介入的親權喪失與監護權人選任

    本件當事人關係如下：

      賴春水（被告：賴朝棟之監護人）

      賴大頭（亡）

                 

                        賴朝棟（未成年者）

     賴林氏烏毛（原告；賴朝棟之親權者）

事實摘要：原告為訴外人亡賴大頭之遺妻，被告為賴大頭之弟。原告 賴

大頭間生有一兒賴朝棟。朝棟尚未成年，經賴家族親 議選任賴春水為監護

人。原告向法院提起「取消監護人申報」之訴訟。換 之，本件中之未成年

人賴朝棟已有親權人，但是宗親仍然選任監護人。
如前所述，親權乃寡妻 抗宗親的重要武器。本件判決中，原告主張：被

告揮霍賴大頭遺產，並擅自 原告離籍，但因原告生家拒絕，因此戶籍仍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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賴朝棟戶內（可知賴朝棟為戶主），因此主張得行使親權。被告則抗辯：原

告素行不修，賣卻亡夫遺產，並擅自離家意欲再嫁，因此經族親決議 其離

籍。
法院審理後判決親權人敗訴，其理由在於法院認為：行使親權的母親，如

果有明顯濫行花費、品行不當之行為，有危及幼 財產之虞 ，族親得另選

適當之人擔任幼 之監護人。原告不服地方法院判決，上訴後，經覆審法院

判決駁回確定。
但是覆審法院在審理過程中，卻發現原告的親權，早在賴春水被選為監護

人之前已經遭到限制，即：賴朝棟是在其父賴大頭死後的1911年9月22日廢戶

而進入賴春水之家，1911年12月2日由祖父賴金柯出任其監護人。賴金柯死

後，1913年2月3日被控訴人始被族親選為監護人。換 之，自1911年9月起原

告之親權已經遭但限制，而賴家澤透過親族 議自行選任監護人。法院認

為：寡婦不修操行，而有污損家名或不適合託付保護幼 財產或教養幼 之

情況時，根據家長的意思或親屬協議，得革逐寡婦，或為幼 選任託孤人

等，乃以往過度 重家長權利；有關寡婦親權之行使限制或喪失，不請求法

院宣告，而只委由親屬協議，並不妥當。親屬協議並沒有權限決議剝奪母親

幼 的財產管理及監護權利，應由親屬向法院請求宣告親權喪失。
也就是說，在本案中，法院雖然判決宗親方面勝訴，但是另一方面，則

寡婦之親權 宗親之間的關係，作出了重要的宣告：這種由臺灣 慣中所無

的親屬 議決議剝奪親權的作法，乃過去過度 重家長權利而否定寡婦親權

的時代之遺緒，今後即使有要限制或剝奪寡婦之親權 ，也應該向法院請求

宣告，而非委由親屬 議決議。
從案例3-4到3-5，可以看出進入1910年代後，總督府法院已經進一步指出了

親權/監護制度的「官方性格」，亦即國家權力 家族權力結構的滲透。相

於清治時期 長權的強大，日治時期總督府法院透過逐步引進親權/監護制

度，改造臺灣人家族 慣，使國家權力進入家族內部。



日治前期(1895~1922)台灣總督府法院民事判決中的｢ 慣｣   2 0 3

結語

經由上述幾個案例的介紹，本文提出三點作為總結。首先是關於總督府法

院判決中的「 慣」內涵的多元性問題。關於此點，之前已有學 論及。但

是在此要強調的是，此一多元 慣內涵的形成機制。亦即如下圖所示：

在「不告不理」的原則下，總督府法院只能被動等待臺灣人 紛爭事件

「訟進法院」。而一旦案件進入法院，則法院必 斟酌臺灣人習慣，決定是

否承認其具有法律效力。若有則屬（1）（如案例），否則成為社 中的「其

他習慣」。而後，針 總督府法院所承認的 慣內容，也可能因為時間而再

度改變。總督府法院 於 慣的「再改造」，其手段除了一般的法律解釋方

法外，還包括援引「法理」（有時直接用日本民法上的規定作為法理）等方

式。

臺灣人家族事件

解釋

解釋

法理(1)

舊慣

臺灣人習慣

法院

其他習慣
其他習慣

舊慣

律令第8號 / 勅令第407號

明治家族法

(2)

(3)

(4)

圖一：總督府法院的 慣改造機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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其次，透過上述幾個案例，可以看到總督府法院如何透過上述 慣改造機

制，改造臺灣人的家族制度。總督府法院在1900年代後，逐漸引入親權/監護

概念，處理臺灣人家族內部權力紛爭的問題，使得有關臺灣人家族內部的權

力紛爭，逐漸朝向親權/監護制度框架集中，而後在累積足夠的判決例後，再

進一步 此一親權/監護的決定權，收入國家手中。
後，總督府法院引進親權/監護制度改造臺灣人家族 慣的作法， 臨時

慣調查 從使用親權/監護框架解釋臺灣人家族 慣，到後來放棄使用此一

框架的作法，正好相反。 於這兩個機構在台灣 慣的詮釋態度上為何呈現

呈現相反的趨勢，亦值得進一步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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