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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본 논문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주관 하에 추진된 제사상속관습법의 내용과 조선고
등법원의 판결례를 통하여 정립된 제사상속관습법의 내용을 살펴본 것이다. 적어도 일제강점
기 초기인 1910년에 발간된 관습조사보고서에서 부터 제사상속은 상속 가운데 중요한 위치
를 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舊慣及制度調査委員會 역시 조선에서는 조상의 제사를
최대중요사로 하고, 제사자인 지위의 상속은 항상 재산의 상속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결의하
였음을 알게 되었다. 당시 조선고등법원의 판결 또한 조상 제사권을 법률상 신분권의 일종으
로 인정하였으며, 종손권이란 선대가 지녔던 호주권과 재산권 및 門祖祭祀權을 포괄하여 상
속하는 신분상의 권리라고 판시하였던 점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상속관습법으로서, 정무총감의 회답 또는 중추원서기관장의 회답 등을 통하여 정립된 상속관
습법의 내용에서도 제사상속은 상속의 기본적인 형태로서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제사상속인은 동시에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언하였던 것이다. 그
런데 그로부터 불과 20여년이 경과한 1933년, 조선고등법원은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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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된 이상 이제 제사상속이란 선대를 봉양하고 조상의 제사를 봉행하여야 할 도의상의 지
위를 승계하는데 불과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제사상속을 법의 영역에서 축출하게 되었다. 당시
상속관습법의 정립을 주도하였던 조선총독부가 아니라, 조선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법률
상 권리로서의 제사권이나 종손권의 존재를 부정한 것은 다분히 정책적인 고려가 개입된 것
으로서 민족 정서의 반발을 최소화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도 이해된다. 특히 제사상속
에 대한 1933년도의 조선고등법원 판결은 1930년대 일본의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로 인한
적극적인 동화정책에 의거하여 전통적인 제례의식의 말살을 기도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
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제어] 제사상속. 제사상속관습법. 상속관습법. 관습법. 식민지의 관습법.

Ⅰ. 서
대한제국은 봉건적인 여러 제도를 타파하고 법제의 근대화를 추진하였지
만,1)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강제합병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법제의 근대화
는 크나큰 굴절을 맞게 된다. 민사에 관한 법률도 1912년 3월 18일 制令
제7호로서 朝鮮民事令이 공포되면서 일본민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 것이
다. 다만 당시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와 일본의 가족제도는 너무나 상이함을
인식한 일본 정부는 능력과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함으
로써(조선민사령 제11조) 이후 친족상속에 관하여는 관습법이 법원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며, 총독부 주관의 관습법 정립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
게 된다.2)
그동안 일제강점기에 정립된 상속관습법의 내용에 대하여는 괄목할 한만
연구가 진행되어 이미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3) 이와 관련하
1)
2)

3)

1895년 12월 12일 선포한 洪範 14조에는 ｢一. 民法刑法嚴明制定 不可濫行監禁處罰 以保全人民生
命及財産｣이라는 규정이 있다.
당시 관습법의 정립은 조선총독부 주도하에 이루어 진 것과 1921년 창립된 사법협회의 결의를 통
하여 이루어진 것 및 조선고등법원의 판결로서 선포된 것 등 크게 3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상욱, ｢일제강점기 상속관습법의 정립과 왜곡｣, 뺷민족문화논총뺸 33권(2006.6.),
79~80면. 참조.
이를테면, 박병호, ｢일제하의 가족정책과 관습법형성과정｣, 뺷법학뺸 제33권 2호(1992), 1~16면; 이
상욱, ｢일제하 호주상속관습법의 정립｣, 뺷법사학연구뺸, 제9호(1988.9.), 23~61면 : 동, ｢일제시대의
재산상속관습법｣, 뺷법사학연구뺸 제11호(1990.12.), 75~111면; 동, ｢일제하 전통가족법의 왜곡｣, 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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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아래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정립된 제사상속관습법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4) 그 주된 내용으로서는 먼저 당시 제사상속관습법의 위상을
소개하고(Ⅱ), 독자적인 상속유형으로서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제사상속관습
법의 내용(Ⅲ)과 조선고등법원의 판례에 따른 내용(Ⅳ)을 순차적으로 살펴보
기로 한다.5)

Ⅱ. 제사상속의 위상
관습조사보고서가 ｢조선의 상속에는 제사상속, 재산상속 및 호주상속이
구별되어 동시에 또는 각각 별도로 행하여진다｣6)고 서술한 이래, 1923년 舊
慣及制度調査委員會 역시 ｢조선에서 인정하는 상속에는 조상의 제사자인 지

위를 승계하는 것과 일가의 호주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 및 피상속인에게 속
한 재산을 승계하는 것의 3종이 있으며, 그 명칭은 ……(중략) 제사자인 지
위의 승계를 제사상속, 호주인 지위의 승계를 호주상속, 재산의 승계를 재산
국법사학논총뺸(박영사, 1991), 371~399면; 양현아, ｢식민지시기 한국가족법의 관습문제｣, 뺷사회와
역사뺸 58집(2000), 35~72면; 심희기, ｢일제강점 초기 ‘식민지거관습법’의 형성, 뺷법사학연구뺸 제28
집(2003), 45~31면; 홍양희, ｢식민지시기 친족․상속 관습법 정책－조선민사령 제11조 ‘관습’의
식민지 정치성을 중심으로－｣, 뺷정시문화연구뺸 가을호 제29권 제3호(통권 104호)(2006), 285~313
면; 홍양희, ｢식민지시기 상속관습법과 ‘관습’의 창출｣, 뺷법사학연구뺸 제34권(2006), 99~ 130면;
정긍식, ｢식민지기 상속관습법의 타당성에 관한 재검토－가족인 장남의 사망과 상속인의 범위－｣,
뺷법학뺸 제50권 1호(2009.3), 287~320면 : 이승일, ｢1910․20년대 조선총독부의 법제정책－조선민
사령 제11조 '관습'의 成文化를 중심｣, 뺷동방학지뺸 126권(2004), 155~205면; 동, ｢일제시대 친족관
습의 변화와 조선민사령 개정에 관한 연구｣, 뺷한국학논집뺸 33권(1999), 161~197면; 현소혜, ｢상속
관습법상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뺷가족법연구뺸 29권 1호(2015), 363~388면; 윤진수, ｢상속관습
법의 헌법적 통제｣, 뺷헌법학연구뺸 23권 2호(2017), 149~198면 등을 들 수 있다.
4) 이 역시 선행연구로서, 정긍식, ｢제사와 재산상속의 법적 문제｣, 뺷법사학연구뺸 제51호(2015), 99~
135면; 윤진수 편집대표, 뺷주해상속법뺸 제2권(박영사, 2019), 1052~1071면(현소혜 집필) 등이 있
다. 특히 주해상속법상의 제사상속은 조선시대의 법제(경국대전) 내용까지 아울러 소개하고 있다.
5) 이하 내용은 필자가 1986년 11월에 법학박사학위 청구 논문으로 제출한 ｢한국상속법의 성문화과
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6) 朝鮮總督府(司法部長官 倉富勇三郞), 뺷慣習調査報告書뺸(1910), 3․347면 : 朝鮮總督府(取調局長官
石塚英藏), 뺷慣習調査報告書뺸(1912), 3면․343면. 이 관습조사보고서는 정긍식 교수의 번역본이
있지만[뺷국역 관습조사보고서뺸(한국법제연구원, 1992)], 아래에서는 자료의 소개 차원에서 원본의
내용을 언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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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라고 칭하고 재판소에서도 이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예가 있다｣고 결
의하였다.7) 또한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도 ｢조선의 상속에는 제사상속, 호
주상속, 재산상속의 3종이 있으며 민법의 家督相續 및 유산상속과 그 내용이
다소 상이하다｣8)는 내용의 회답을 한 바 있고, 司法協會 역시 동일한 내용의
회답을 함으로써, 家督相續9)이라고 칭할 수 없음이 타당하다고 하였다.10)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의 친족상속관습법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일부
학자들 역시 조선의 상속에는 앞에서 설명한 3 유형 즉, 제사상속과 호주상
속 및 재산상속이 각각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다.11) 특
히 1933년 조선고등법원이 제사상속은 도의상의 지위를 승계함에 불과하다
는 판결을12) 내린 후에도 일본 민법상의 家督相續․遺産相續이라는 용어로
서 한국의 상속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상속의 종류를
제사상속․호주상속․재산상속으로 3분함이 적당하다든가,13) 또는 ｢제사상
속에 관한 관습을 무시하고서는 조선의 상속을 요해할 수 없다｣14)고 설명하
였던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상속제도로서는 가계계승을 흡수한
제사상속과 재산상속이 주된 근간을 이루고 있었으며, 일본의 경우와 같이
호주의 지위가 강조된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상속을 위한 承重子의
지위 이외에 호주권 승계제도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미 관습조사보고서에 제사상속은 상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
7)
8)
9)
10)
11)

12)
13)
14)

1923년 1월 25일 舊慣及制度調査委員會決議, 朝鮮總督府 中樞院, 뺷民事慣習回答彙集뺸(1933), 344면.
1923년 7월 21일 중추원회답, 조선총독부 중추원, 뺷민사관습회답휘집뺸, 427~428면.
일본 明治民法 상속편에 家督相續이 규정되기까지 기초자들의 논의에 대하여는 권철, ｢日本 明治
民法 相續編의 家督相續과 遺産相續｣, 뺷성균관법학뺸 제21권 2호(2009.8), 81~101면. 참조.
司法協會 質疑應答, 뺷司法協會雜誌뺸 第17卷 8號(1938.8), 71면.
藤田東三, ｢朝鮮相續法｣, 뺷法學論纂뺸(京城帝國大學法文學會, 1932), 121면; 同, 뺷朝鮮親族法相續
法뺸(大阪屋號書店, 1933), 207면; 同, ｢朝鮮相續制度の特質｣, 뺷家族制度全集뺸 第1部 第5卷, 相續
史論編(1938), 187~188면; 野村調太郞, ｢朝鮮に於ける現行慣習上の相續の種類及相續人｣, 뺷司法
協會雜誌뺸 第12卷 10號(1933.10), 1~2면; 同, ｢朝鮮に於ける親族相續慣習の實情と其の法律上の主
要問題｣, 뺷法律時報뺸 第11卷 9號(1939), 18면; 村山道雄, 뺷朝鮮相續稅令뺸(朝鮮財務協會, 1934),
16~18면.
司法協會, 뺷朝鮮高等法院判例要旨類集뺸(高等法院藏版)(司法協會, 1937), 379면; 뺷司法協會雜誌뺸
第12卷 8號(1933.8), 113면.
藤田東三, ｢朝鮮相續制度の特質｣, 188면.
野村調太郞, ｢朝鮮に於ける現行慣習上の相續の種類及相續人｣,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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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15)이라고 강조한 바 있으며, 그 후 舊慣及制度調査委員會 역시 조선에
서는 조상의 제사를 최대중요사로 하고 제사자인 지위의 상속은 호주인 지위
의 상속을 수반함이 보통이지만 가족이 제사자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그
렇지 못하고, 또한 제사자인 지위의 상속은 항상 재산의 상속을 수반하는 것
으로 결의하였다.16) 즉 당시 조선에서 상속의 기본적인 형태는 바로 제사상
속임을 여러 측면에서 누차 확인하고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17)

Ⅲ. 조선총독부 주관의 제사상속관습법
1. 제사상속의 개시
1923년 1월 舊慣及制度調査委員會는 제사상속은 조상의 제사자인 지위에

있는 자가 사망하거나 그 지위를 떠난 경우에 개시된다고 하여 다음 사항을
제사상속의 개시 원인으로 결의하였다.18)
1) 奉祀者의 사망

조상의 제사자가 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봉사자라고 하며, 봉사자가 사망
하면 長子孫이 봉사자로 됨이 관습이다. 한편 관습조사보고서는 ｢家督相續開
始의 원인 여하｣라는 문항에서 호주가 사망한 경우를 제사상속개시의 원인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호주가 제사자가 아닌 경우, 즉 女戶主인
경우에는 제사상속이 개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19) 그러나 한편 여호주 또
15)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0), 348면;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2), 344면.
16) 조선총독부 중추원, 뺷민사관습회답휘집뺸, 부록, 44면. 이 구관급제도조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은 그
해(1923년) 7월 중추원 회답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뺷민사관습회답휘집뺸, 428~430면.
17) 野村調太郞, ｢朝鮮の祭祀と現行の法律｣, 뺷司法協會雜誌뺸 제5권 4호(1926. 4), 1면 : 藤田東.
三, ｢朝鮮相續法｣, 122면; 同, 뺷朝鮮親族法相續法뺸, 208면.
18) 이하 3 가지 사유의 내용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뺷민사관습회답휘집뺸, 부록, 47~48頁에 의함. 그런
데 관습조사보고서는 제사상속과 호주상속을 家督相續 하에 설명하면서 제사상속 및 호주상속의
개시 원인으로서 ① 호주의 사망 ② 호주의 本家相續 만을 들고 있다.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0),
349~350면;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2), 344~3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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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子婦가 사망한 호주의 처로서 夫가 사망하기 전에 포태하여 男子를
출생하게 되면 그 子가 출생과 동시에 제사자로 된다고 하였다.20)
사망한 호주가 未婚者라면 미혼자는 家統을 전승할 자격이 없으므로 제사
상속인은 선대의 상속으로 되어 피상속인은 사망한 호주가 아니라 그 선대가
된다.21) 이는 1911년 取調局長官回答의 내용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22) 미
혼으로 사망한 자를 위해서는 양자도 할 수 없었다.23)
실종은24) 직접적인 제사상속개시의 원인은 될 수 없지만, 실종된 자가
제사자이면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될 때 제사상속이 개시
된다.25)
2) 奉祀者의 本家相續

봉사자는 원칙적으로 他家에 入籍할 수 없지만, 本家를26) 중시한 결과 分
家의 봉사자가 본가의 양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 분가에서 제사상속이 개시된

다. 관습조사보고서도 호주의 本家相續을 언급하고 있다. 즉, ｢조선의 관습에
19)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0), 349면;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2), 345면.
20) 조선총독부 중추원, 뺷민사관습회답휘집뺸, 부록 51면.
21)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0), 349면;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2), 345면. 1924년 1월 16일 조선고등법원
의 ‘判例調査會’ 역시 제사 관계에서 미혼의 전 호주는 世代에 가하지 않고 그 弟는 직접 前前戶主
였던 亡父를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조선고등법원, 뺷朝鮮高等法院判例要旨類集뺸(帝國地方行
政學會朝鮮本部, 1930), 부록, 15면.
22) 조선총독부 중추원, 뺷민사관습회답휘집뺸, 79~80면.
23) 1915년 4월 19일 政務總監回答, 조선총독부 중추원, 뺷민사관습회답휘집뺸, 225~226면.
24) 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적용된 당시 일본 민법 제30조의 내용은, ｢부재자의 생사가 7년간 분
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소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得한다. 戰地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위난에 遭遇한 자의 생사가 전쟁의 종지
후, 선박이 침몰한 후 또는 기타의 위난이 去한 후 3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역시 동일하다｣고
되어있고, 제31조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 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25)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0), 349~350면;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2), 345면.
26) 당시 의용된 일본 민법에 따라 ｢家｣ 및 ｢호주｣의 관념이 강요되고 호주상속을 인정하게 되면서
｢本家｣, ｢分家｣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지,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종손의 家를 ｢宗家｣, 支孫의
家를 ｢支家｣라고 칭할 뿐이었다. 野村調太郞, ｢朝鮮の祭祀と現行の法律｣, 4면. 참고로 1914년 정무
총감의 회답은 宗家와 支家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조선총독 중추원, 뺷민사관습회답휘집뺸,
195~196면). 1923년의 정무총감 회답에서도 여전히 종가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나(뺷민사관습회답
휘집뺸, 425~5426면), 1926년의 중추원 회답에서부터 ｢本家 또는 支家｣라고 하여 양자를 혼용하고
있다(뺷민사관습회답휘집뺸, 448~4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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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이 分家를 하거나 또는 一家를 창립하는 경우 외에는27) 호주가 타가
에 입적할 수 없음이 본칙이지만, 본가를 중시하는 결과28) 본가에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사망한 호주의 子의 行列에 해당되는 남계혈족인 남자는 반드
시 입적하여 그 제사상속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략) 이 경우에 그
분가가 초대일 때에는 그 家에 제사지내야 할 조상이 없으므로 제사상속의
개시가 있을 수 없겠지만, 만약 2대 이상 계속된 家일 경우에는 그 家에 제사
를 지내야 할 조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사상속이 개시된다｣는 것이다.29) 또
한 분가의 호주가 제사상속을 할 경우에 그 분가에 상속인 및 양자로 할 자
가 없으면 분가의 호주가 본가의 제사자로 됨과 동시에 자가의 제사를 스스
로 하는 수도 있으며, 이를 生養家奉祀라고 칭하였다.30)
3) 봉사자의 離緣(罷養)

봉사자가 양자인 경우 파양31)으로 인하여 제사상속이 개시된다. 관습조사
27) 1910년 간행된 초판의 관습조사보고서에는 ｢새로이 분가를 하거나 또는 일가를 창립하는 경우 외｣
의 부분이 없었는데(뺷관습조사보고서뺸, 350면), 1912년판에서 첨가된 것이다(뺷관습조사보고서뺸,
345면). 이는 1912년 조선민사령이 공포․시행되면서 일본 민법의 의용과 관계있는 듯하다.
28) 장남은 본가상속 외에 타가의 양자로 될 수 없음이 조선의 관습이라고 하였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뺷민사관습회답휘집뺸, 195~196, 425~426, 448~449면. 조선고등법원 판결도 동일한 내용을 판시하
였다. 조선고등법원, 뺷朝鮮高等法院判例要旨類集뺸(1930), 745면(朝高判, 1923.7.1. 錄10卷, 206면);
조선고등법원, 뺷朝鮮高等法院判例要旨類集뺸, 再版(行政學會, 1927), 535면(朝高判, 1916.4.14. 록3
권, 507면), 536면(朝高判, 1916.10.6. 록3권, 755면), 537면(朝高判, 1917.3.30. 록4권, 245면).
29)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0), 350면;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2), 345~346면.
30)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0), 350면;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2), 346면. 그런데 1910년 간행된 관습조
사보고서에는 뺷生養奉祀뺸라고 하였다. 권말에 첨부된 정오표에 이 부분은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誤植이라고 하기 보다는 일본식의 ｢家｣관념이 강조되기 전에는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지만,
｢家｣관념을 강요하면서 1912년판부터 ｢生養家奉祀｣라고 하여 ｢家｣를 중시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
다. 1916년 6월 정무총감의 회답 역시 ｢생양가봉사｣란 他家의 양자로 된 자가 양가의 제사상속을
함과 동시에 사실상 生家의 제사를 행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회답하고 있다. 조선총독부 중
추원, 뺷민사관습회답휘집뺸, 277면.
31) 1910년 11월 取調局長官回答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과부가 門會의 결의를 거쳐 양자를 두고
그 양자가 3年喪을 지낸 이상 養母인 과부는 파양할 수 없음이 관습상 보통이지만,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3년상을 지킨 양자라도 과부는 門會의 결의에 따라 파양할
수 있음이 관습이다. 즉, ① 양자가 綱常의 죄를 범한 경우, ② 양자가 家産을 탕진하여 장래 조상을
奉祀할 희망이 없는 경우, ③ 양자가 狂氣 또는 惡疾이 있어 장래 조상을 봉사할 가망이 없는 경우,
④ 양자의 生家에 嗣子가 없어 양자가 생가에 복귀해야 할 경우, ⑤ 사망한 양부와 양자 사이에
尊卑失序한 경우, ⑥ 양자의 연령이 양친의 연령보다 연장인 경우｣라고 하였으며(조선총독부 중추
원, 뺷민사관습회답휘집뺸, 34면), 1922년 6월 中樞院書記官長의 회답 역시 ｢상속인이 양자일 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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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역시 ｢實家가 絶嗣됨으로써 양자가 復籍하는 경우, 그 양자가 이미
양가의 호주로 되었을 때에는 양가는 호주를 상실하여 제사상속이 개시된다｣
고 하였다.32)
그런데 1912년 3월 취조국장관 회답은 ｢가장인 양자가 사망한 후 그 처의
품행이 옳지 못하다거나 또는 개가한 경우에 종회의 결의에 의하여 양자를
파양할 수 있는 관습은 없으며 그 실자에 하등 영향 없는 것｣33)이라고 한
뒤, 1921년 7월 京城覆審法院의 照會에 대한 政務總監의 회답 역시 ｢양자가
호주로 된 후 不行跡하여 조상의 제사를 모시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하더라
도 그 제사권을 박탈하여 다른 친족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는 관습은
없다｣34)고 종래의 회답 내용을 번복하였다. 당시의 조선고등법원의 판결례
역시 시종일관 양자가 호주로 된 후에는 파양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35) 이
는 당시 일본 민법 제874조의 ｢양자가 호주로 된 후에는 離緣함을 不得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한 듯하다. 따라서 양자인 호주의 파양으로 인하여는 제사
상속이 개시될 수 없게 되었다.36)
이 밖에 당시 일본 민법 제964조 家督相續의 개시원인37)에 비추어 볼 때,
상기 호주 사망 이외의 사유로서 종래 국적의 상실에 관한 확실한 제도 및
관습이 없었으므로 이로 인한 상속관계를 인정하는 관습은 없었으며, 호주의

32)
33)
34)

35)

36)
37)

명을 汚瀆하는 중대한 죄를 범하고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는 파양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뺷민사관
습회답휘집뺸, 410면). 동일한 취지의 조선고등법원 판례로서 1919년 12월 18일 판결, 1921년 1월
18일 판결, 1923년 7월 13일 판결 등이 있다. 司法協會, 뺷朝鮮高等法院判例要旨類集뺸(司法協會,
1943), 342~343면.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0), 351면;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2), 346면.
조선종독부 중추원, 뺷민사관습회답휘집뺸, 98면.
조선총독부 중추원, 뺷민사관습회답휘집뺸, 399면. 그런데 1912년 11월 京城地方法院長의 조회에 대
한 정무총감의 회답은 ｢양자는 호주가 된 후라도 중죄, 불효, 낭비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모,
문회, 종회에서 파양할 수 있다｣(조선총독부 중추원, 뺷민사관습회답휘집뺸, 114면)고 한 바 있어 일
시 혼선을 빚은 듯하다.
조선고등법원, 뺷조선고등법원판례요지류집뺸(1927), 532면(朝高判, 1912.5.28. 록1권, 475면), 538
면(朝高判, 1917.7.6. 록4권, 667면). 이후 이 판례는 파기되지 않고 준수되었다. 사법협회, 뺷조선고
등법원판례요지류집뺸(1943), 343~344면.
藤田東三, ｢朝鮮相續法｣, 134면; 同, 뺷朝鮮親族法相續法뺸, 225면.
당시 일본 민법 제964조는 ｢家督相續은 左의 사유로 인하여 개시함. 1. 호주의 사망, 隱居, 국적상
실 2. 호주가 혼인 또는 養子緣組의 취소로 인하여 其家를 去한 때 3. 여호주의 入夫婚姻 또는 入夫
의 이혼｣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일제 강점기의 제사상속관습법

127

隱居,38) 여호주의 입부혼인도 인정하지 않고,39) 여호주가 혼인하거나 입양

의 취소로 인하여 그 家를 떠나는 경우에도 없으므로 이 역시 제사상속의
개시원인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40)

2. 제사상속인의 자격
관습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제사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는 그 가에 있는 자
에 한하고, 적출의 장남을 본칙으로 하며, 實子 또는 양자인 남자에 한하고
여자는 봉사자로 될 수 없었다.41) 또한 존속은 직계․방계를 불문하고 여하
한 경우에도 제사상속인이 될 수 없었다.42) 구관급제도조사위원회의 결의
역시 동일한 내용이며,43) 1923년의 중추원 회답은 위의 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듯하다.44)
태아도 제사상속이 인정되어 관습조사보고서는 태아 있음이 분명할 때에
는 양자를 하지 않고 태아의 출생을 기다리는 지방이 많으며(특히 京城 이남
지방), 태아가 여자로 출생하게 되면 비로소 입양을 한다고 보고되었던 바,45)
이 내용도 1914년 6월 정무총감 회답에서 그대로 인용되었다.46)
38) 박만서 역시 한국에는 隱居制度가 없다고 한 바 있다. 박만서, 상속법, 45면.
39) 일찍이 박만서는 ｢入夫婚姻이란 者 家長의 身分이 有 女子가 他家에 出嫁치 아니고 依然히
自家에 在야 夫 迎入 後 其迎入 夫에게 家長權을 傳授 一種特法이라 我邦에 在야
 豫言키 難나 幾百幾千年을 經過얃도 如此 制度 輸入 必要가 無 쥴로 豫信노라｣
라고 한 바 있다. 박만서, 위의 책, 47면.
40)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0), 351면;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2), 347면.
41)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0), 3면, 352~353면;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2), 3면, 348면. 司法協會 주관의
司法協會質疑應答도 동일한 내용이다. 司法協會, 決議回答輯錄(司法協會, 1932), 306면.
42)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0), 357면;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2), 353면.
43) 조선총독부 중추원, 뺷민사관습회답휘집뺸, 부록, 48면.
44) 조선총독부 중추원, 위의 책, 429~430면.
45)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0), 3면. 다만 태아는 喪主가 될 수 없으므로 사망한 者에게 남자손이 없을
때에는 喪主를 세울 필요에 의하여 태아의 출생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입양을 하는 例가 없지 않았
다고 하여 특히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등의 일부 지방(평양, 龍川, 慶興, 金城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용천, 경흥 등의 지방에서도 오직 상주로 하고자 양자를 함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후 남자
가 출생하면 양자를 파양시키고 실자로서 봉사자로 삼게 함이 보통이라고 한다. 뺷관습조사보고서뺸
(1910), 3~4면.
46) 조선총독부 중추원, 뺷민사관습회답휘집뺸, 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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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를 한 뒤 태아가 출생한 경우에 대하여 관습조사보고서는 續大典 禮
典 奉祀條의 ｢凡無子立後者 旣已呈出立案 雖或生子當爲第二子 以立後者奉
祀｣규정을 ｢일단 윤허를 받아서 양자를 정한 이상 남자가 출생하여도 양자

를 봉사자로 하고 實子는 次子로 되어야 한다는 注意로 해석하며, 동 규정은
生前養子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死後養子도 이 준칙에 의해야 하는 것으로

서, 실제의 관행에서도 일단 양자를 한 후 남자가 출생하여도 성장함에 따라
分家하도록 하지 봉사자로 되는 일이 없음을 通例로 한다｣47)고 하여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오직 하류사회에서 실자 출생 후 양자를 파양시키는 희소
한 예가 있다고 한 것이다. 成婚의 남자로서 남자손이 없는 者는 양자를 함
이 원칙이지만,48) 3세 이하의 棄兒를 양자로 한 경우, 즉 收養子는 제사상속
인이 될 자격이 없었다.49)
次養子 역시 남자가 출생할 때까지 양가의 제사를 攝行하는 攝行者의 지

위에 있을 뿐이었고,50) 제사상속인이 될 수는 없었다.51) 또한 제사상속인이
출가하여 승려가 될 경우에는 제사상속인의 자격을 상실한다.52)
제사상속인의 廢除에 관한 관습으로서53) 관습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양자
로 된 자가 상속인으로 되기에 부적당할 때에는 파양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로 폐제를 인정할 필요가 없고 실자인 상속인에 대하여는 관습상 폐제할 수
있는 경우를 명백하게 정한 바 없다고 하였으나54) 그 후 1914년 12월 정무
47)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0), 4면. 이러한 조선의 관습은 당시 일본 민법의 규정과 그 취지가 동일한
것이라고 한다. 野村調太郞, ｢朝鮮の慣習に於ける養子と後生實子との法律關係｣, 뺷司法協會雜誌뺸 제
16권 1호(1937.1), 50면.
48) 조선총독부 중추원, 뺷민사관습회답휘집뺸, 14~15면(1909년 8월 法典調査局回答).
49)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0), 280면;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2), 275면. 그런데 1912년에 출간된 관습
조사보고서에는 수양자 이외에 侍養子를 부가하여 시양자 역시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추가 설명하고 있다. 동일한 내용의 회답으로서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뺷민사관
습회답휘집뺸, 15면(1909년 8월 법전조사국회답), 89면(1911년 12월 취조국장관회답), 157면(1913
년 9월 정무총감회답), 209면(1914년 11월 정무총감회답) 등이 있다.
50) 攝行者는 1인에 한한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뺷민사관습회답휘집뺸, 176면(1914년 3월 정무총감회답).
51) 조선총독부 중추원, 위의 책, 175면(1914년 2월 정무총감 회답), 200면(1914년 8월 정무총감회답),
217면(1915년 2월 정무총감회답).
52) 조선총독부 중추원, 위의 책, 197~198면(1914년 6월 정무총감회답).
53)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일찍이 鄭光鉉 교수님께서 일제시대 총독부 중추원 조사과의 조사자료를 번역
하여 발표한 바 있다. 鄭光鉉, 뺷韓國家族法硏究뺸(서울대학교출판부, 1967), 232~254면.
54)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0), 356면;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2), 3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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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감회답은 ｢조선에서는 장남이 暗愚하여 가를 계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할
지라도 피상속인의 의사로 이를 폐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55) 그 후 동일
한 내용의 회답이 수차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56) 결국 실자인57) 추정제사
상속인을 폐제하는 관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립되었다.58)

3. 제사상속인의 순위
관습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제사상속인은 嫡長子임을 本則으로 하고,59) 長
子가 혼인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그 家에 없을 때는 衆子, 즉, 次男 이하의

남자가 그 長幼의 순서에 따라 제사상속인으로 된다.60) 1925년 1월 16일 판
례조사회의 결의 역시, ｢조선에서는 미혼의 男戶主가 사망한 경우에 그 弟가
있을 때에는 이른바 兄亡弟及의 法則에 따라서 弟가 그 家의 제사상속을 하
고 사망한 형의 호주권 및 재산을 승계하는 관습이 존재한다｣고 하였던 것이
다.61) 嫡子가 혼인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또는 他家에 있으면 庶子를 承嫡시
켜서 상속인으로 되게 한다. 그런데 庶子의 제사상속권에 대한 관습법의 정
립에는 혼란이 있은 듯하다. 1911년 12월 14일 취조국장관 회답은 ｢1. 서자
55) 조선총독부 중추원, 뺷민사관습회답휘집뺸, 215면.
56) 조선총독부 중추원, 위의 책, 382~383면(1920년 7월 정무총감회답). ｢조선의 관습에는 제사상속인
이 될 長子가 暗愚, 病弱하기 때문에 家政을 집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의사로 이를
廢除하고 次子 이하의 子로 하여금 제사상속하게 할 수 없다｣는 회답이 계속되고 있다. 410면
(1921년 7월 정무총감회답), 426면(1923년 7월 정무총감회답).
57) 조선총독부 중추원, ｢제사상속을 한 庶子가 家産을 탕진할 우려가 있고, 嫡母에게 불효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嫡母 및 近親이 협의하여 이를 廢除할 수 없다｣, 위의 책, 130면(1913년
4월 정무총감회답).
58)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왕조 成宗 때에 告官定奪法이 제정되어 廢除制度가 확립되었으며, 우
리나라의 폐제제도는 廢嫡과 缺格 상속후의 廢嫡,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의 廢嫡이 복합된 개념이
었다. 김용욱, ｢호주 및 호주상속에 대한 비판｣, 뺷부산대학교 개교25주년 기념논문집뺸(1971), 28~
29면. 조선시대 廢嫡의 사유로서는 廢疾, 不忠, 不孝, 不品行 등이 인정되고 있었다.
59)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0), 353면;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2), 348면.
60) 이른바 兄亡弟及의 원칙으로서 1914년 1월 10일 정무총감회답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뺷민사관습회답휘집뺸, 169~170면.
61) 조선고등법원, 뺷조선고등법원판례요지류집뺸(1930), 부록, 15면; 野村調太郞, ｢兄亡弟及法を中心と
して觀たる李朝立嗣法け變遷(1)-(4)｣, 뺷司法協會雜誌뺸 제20권 7호~10호(1941.7~10). 특히 野村調
太郞은 ｢現時의 상속관습에 遺存하고 있는 兄亡弟及法의 由來｣를 밝히려는 의도에서 위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뺷사법협회잡지뺸 제20권 7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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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承嫡을 하지 않으면 조상의 제사권을 갖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庶子는
있으나 嫡子가 없는 장남이 양자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 父가 長子
의 子에 해당하는 行列에서 양자를 함이 보통이지만, 庶子를 承嫡시킬 수 있
다｣고 하였지만,62) 불과 며칠 후인 1911년 12월 27일에는 ｢承嫡하지 않은
庶子도 제사권을 승계한다｣고 회답하였다.63) 그 뒤 1913년 6월 정무총감의

회답은 ｢서자가 제사상속을 함에는 母 또는 近親이 결정하는 관례가 있어서
이를 承嫡이라고 칭하지만, 이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상속의 효력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답이 있었다.64) 그 후 다시 1914년 2월 정
무총감은 ｢조선의 법제에서는 서자가 있는 者는 양자를 할 수 없지만 실제에
있어서 서자를 卑賤하게 보기 때문에 家系를 중히 여기는 자, 門閥있는 자
등은 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하는 수가 있어 관습상 유효하다고
인정하지만, 甲午改革 후 이 관습은 거의 개혁되었는데, 아직 일부 지방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회답하였으
며,65) 그 후 동일한 내용의 회답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66) 그런데 1923년
9월 정무총감의 회답은, ｢1. 조선의 관습으로서 서자의 제사상속권을 부정한

바 없다. 2. 宗孫이 庶子이기 때문에 次孫이 宗孫家의 양자로 되는 일은 없었
으며, 유림, 문중 등의 승인을 받아서 제사권을 획득하는 관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하였다.67) 1925년 1월 16일 판례조사회 역시 미혼의 男戶
主가 사망한 경우에 認知된 庶出의 남자가 있을 때에는 이 庶子가 상속(제사

상속, 호주상속)을 하는 것이라고 결의한 바 있다.68)
그러나 長子가 혼인한 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衆子는 제사상속인이 될
수 없고, 長子의 子(男)가 제사상속을 하지만, 子(男)가 없을 때에는 사망한
장자의 양자로서 제사상속을 하도록 함이 관례였다.69)
62)
63)
64)
65)
66)
67)
68)

조선총독부 중추원, 뺷민사관습회답휘집뺸, 85면.
조선총독부 중추원, 위의 책, 92면.
조선총독부 중추원, 위의 책, 138면.
조선총독부 중추원, 위의 책, 171~172면.
조선총독부 중추원, 위의 책, 180면(1914년 4월 정무총감회답), 216면(1915년 1월 정무총감회답).
조선총독부 중추원, 위의 책, 435면.
조선고등법원, 뺷조선고등법원판례요지류집뺸(1930), 부록,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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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관례에 의하면, 상속 순위는 子는 孫에 앞서고, 여자는 제사상
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남녀 간에는 선후의 문제가 없으나, 嫡子와 庶子 간
에는 적자가 선순위이며 嫡出女와 庶子男 사이에서는 庶子男이 우선된다. 동
일한 순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는 年長子를 先順位로 하고 선순위에 있는
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子를 상속인으로 하지만(대습상속),
만약 그 子가 여자일 경우에는 양자를 두어 상속인으로 하게 된다.70)
또한 관습조사보고서는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서자가 적자로 되는 경우
(準正)는 없으므로 서자와 후에 출생한 적자 사이에 장유의 순서에 따르는

상속 순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71) 1916년 9월 정무총감은 ｢처가
사망한 후 첩이 처로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근래 이를 인정하게 되어
첩이 처로 될 경우에 서자는 그 날부터 당연히 적자인 신분을 취득한다｣라고
회답하였다.72) 다만 서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적출자의 신분을 취득
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미 적출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적출자가 훨씬 연소하
다고 하더라도 적출자로 된 서자가 그 순위를 범하거나 변경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73)
상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사상속인의 순위를 요약하면, 제1순위는 그 가
에 있는 적출자인 장남자손이 되며, 제2순위는 생전양자 또는 유언양자, 제3
순위는 서자, 제4순위는 사후양자가 된다.74)
그리고 제사상속이든 재산상속이든 상속인은 그 상속을 사양할 수 없었다.
특히 제사상속인은 봉사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를 사양하는
것은 상속의 관념에 반한다고 하여 관습조사보고서는 승인이나 포기 등에 관
한 절차가 없으며, 제사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75) 그 후 정무총감은 ｢제사자(長男 또
69)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0), 353면;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2), 348면.
70)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0), 353~354면;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2), 349면. 1923년 7월 21일 정무총감
이 회답은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뺷민사관습회답휘집뺸, 430~431면.
71)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0), 354면;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2), 349면.
72) 조선총독부 중추원, 뺷민사관습회답휘집뺸, 268면.
73) 1916년 7월 17일 官通牒 제118호. 南雲幸吉, 뺷朝鮮親族相續法類集뺸(大阪屋書店, 1935), 188면.
74) 藤田東三, ｢朝鮮相續法｣, 148~173면; 同, 뺷朝鮮親族法相續法뺸, 243~2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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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長孫)인 유산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관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답함으로써,76) 1922년 12월 7일 制令 제13호로써 단행된 朝鮮民事令 4차
개정시에 제11조를 두 번째로 개정하면서 상속의 승인에 대하여는 일본 민
법(제1017조－제1037조)을 적용하게 되었지만, 상속의 포기에 관한 규정(일
본 민법 제1020조)은 제외되었던 것이다.

4. 제사상속의 효력
관습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제사상속의 효력은 그 家에서 조상의 제사자
인 지위를 계승함에 있다.77) 제사상속을 한 자는 동시에 선대의 제사자로
됨은 물론이며 또한 항상 그 家의 호주로 되어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 채무와
더불어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만약 상속인에게 弟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일부를 분배하여야 하며, 각자의 상속분은 피상속인이 사전에
정하는 수 있다. 피상속인이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妻나 母가 정할
수도 있지만, 제사상속인이 성장한 때에는 스스로 정한다. 그리고 그 비율은
분배를 받을 자가 1인일 경우에는 제사상속인이 3분의 2를 취하지만, 분배를
받을 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제사상속인이 2분의 1을 취하고 그 나머지
를 분배함을 통례로 하지만,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78) 제
사상속인은 동시에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 후 舊
慣及制度調査委員會의 결의와 政務總監의 회답을 통하여 확인된 바 있다.

조상의 제사에 공여할 位土는79) 관습상 당연히 奉祀者의 專有에 속하는
것만은 아니며, 一門의 共有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80) 즉, 1912년 3월 취조
75)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0), 365~366면;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2), 361~362면.
76) 1916년 11월 28일 정무총감회답. 조선총독부 중추원, 뺷민사관습회답휘집뺸, 296면.
77) 野村調太郞, ｢朝鮮の慣習に於ける祭祀の客體(1)-(2)｣, 뺷司法協會雜誌뺸 제17권 9호(1938.9), 1~8면.
10호(1938.10), 1~18면; 中樞院調査課, 뺷朝鮮祭祀相續法論序說뺸(朝鮮總督府中樞院, 1939), 415
면~486면도 이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다.
78)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0), 358면; 뺷관습조사보고서뺸(1912), 353~354면.
79) 位土란 그 수익으로서 제사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祭神에게 공여된 토지를 의미한다.
中樞院調査課, 뺷朝鮮祭祀相續法論序說뺸, 540면.
80) 藤田東三, ｢朝鮮相續法｣, 108면; 同, 뺷朝鮮親族法相續法뺸, 354면.

일제 강점기의 제사상속관습법

133

국장관은 ｢宗土 또는 位土는 宗家의 소유에 속하며 宗孫이 친족의 승낙을
받지 않고 처분할 수도 있지만, 친족과 공유로 할 특별한 원인이나 약속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승낙을 要한다｣고 회답하였으며,81) 동일한 취지의
조선고등법원의 판결례가 다수 발견되지만, 그 내용은 항을 바꾸어 설명하기
로 한다.
그러나 조상의 분묘는 長子孫系의 家에 속하며 門中이 공유하는 것이 아
니라는 정무총감의 회답이 있었다.82) 즉, 조선의 관습에 조상의 분묘는 종
손83)의 소유에 속하지만, 묘지를 이전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관련 자손의 협
의를 거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이다.84) 宗孫絶後의경우에는 그 차종손이 종
가의 제사상속을 하고 차종손 역시 절후로 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다음
제가 종가의 제사상속을 할 수 있으며, 상속을 한 자는 당연히 그 가의 분묘
를 수호하고 조상의 제사를 행함이 관습이었다.85)

Ⅳ. 조선고등법원의 판례
1. 제사상속관습법의 정립
조선고등법원은 1911년 ｢宗家에 嗣 없을 경우에는 支家에서 종가를 계승
하여 一族에 관한 조상의 제사를 주재하며 이 자를 종손이라고 칭함이 조선
의 종래의 관습｣이라고 판시하였고,86) 1913년 다시 ｢一門의 종손으로서 本
81) 조선총독부 중추원, 뺷민사관습회답휘집뺸, 97면.
82) 1912년 6월 정무총감회답. 조선총독부 중추원, 위의 책, 190면.
83) 조선에서 宗中이란 공동조상의 제사의 계속, 분묘의 보존, 宗員 상호간의 구조와 친목 및 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단체이며[野村調太郞, ｢宗中に關する法律關係｣, 뺷司法協會雜誌뺸 제18권
11호(1939.11.), 1면], 이 종중의 대표는 門長이 되지만 제사에 대하여는 宗孫이 대표하는 것이라고
한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뺷민사관습회답휘집뺸, 440면(1923년 10월 中樞院書記官長回答).
84) 조선총독부 중추원, 위의 책, 181면(1914년 4월 정무총감회답), 261면(1915년 12월 정무총감회답),
434면(1923년 8월 중추원서기관장회답).
85) 1916년 6월 정무총감회답. 조선총독부 중추원, 위의 책, 277면.
86) 朝高判, 1911년 4월 27일 錄1卷, 247면; 조선고등법원, 뺷조선고등법원판례요지류집뺸(1927), 5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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系의 상속을 할 경우에 오직 호주권․재산권의 상속뿐만 아니라 門祖의 제

사권까지 상속함이 조선의 관습｣이라고 판시함으로써87) 제사상속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奉祀孫確認請求의 訴에 대한 판결문에서 ｢본 건은 奉祀孫인 신분권의 존

부를 다투는 소송｣88)이라고 밝힘으로써, 비록 그 신분권의 내용에 대한 설명
은 없다고 할지라도 奉祀孫은 법률상의 신분으로서 일련의 권리가 수반됨을
인정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89) 즉 宗孫權90) 확인의 소에서 판례는, 조상
의 靈에 대하여 관례적인 의식에 따라 제사를 거행하는 권리로서의 祭祀權
을 일종의 권리로 파악하여 상속의 객체로서 門組祭祀權이라는 것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宗孫權에 관하여 ｢본 소의 목적인 종손권이라
함은 一門의 宗孫으로서 先代가 지녔던 호주권․재산권 및 門祖祭祀權을 포
괄하여 상속하는 신분상의 권리로서 그 성질상 상속 원인에 의하여 선대가
지녔던 권리를 승계취득하게 된 권리이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또는 그 이후
에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91) 이처럼 당
초 판례는 제사상속권을 법률상 신분권의 일종으로서 인정하였던 것이다.
태아의 상속권에 대하여 태아가 출생하여 남자인 경우에는 태아였던 시기
로 소급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을 인정하는 관습이 있다고
판시하였다.92)
1910년 2월, 적출자가 없을 때에는 서자가 상속권을 갖는 것이 한국에서

의 법칙이라고 판시한93) 것을 비롯하여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재차 선고되
었는데,94) 서자의 제사상속권에 관하여 일시 혼란을 빚은 1914년 경 정무총
87) 조선고등법원, 위의 책, 552면(朝高判, 1913년 10월 21일 錄2卷, 346면), 549면(朝高判, 1916년
12월 11일 錄4卷, 1066면).
88) 朝高判, 1919년 2월 28일.
89) 野村調太郞, ｢朝鮮の祭祀と現行の法律｣, 101면.
90) 宗孫權은 祭祀孫이 가지는 것이므로 祖孫權이라고 하며 祭祀孫이 宗孫인 경우에는 이를 宗孫權이
라고 칭한다. 野村調太郞, 위의 논문, 같은 면.
91) 朝高判, 1921년 5월 20일.
92) 조선고등법원, 뺷조선고등법원판례요지류집뺸(1927), 553면(朝高判, 1916년 4월 14일 錄3卷, 507면).
93) 조선고등법원, 위의 책, 549면(朝高判, 1910년 2월 19일 錄1卷, 69면).
94) 조선고등법원, 위의 책, 551면(朝高判, 1913면 7월 25일 錄2卷, 3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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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의 회답과 비슷한 시기인 1914년 1월에 조선고등법원은 ｢조선인 사이에는
호주인 피상속인에게 庶出의 남자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자를 하고,
그 양자는 상속에 관하여 적출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 관습이 있다｣고 판시
한 바 있다.95) 그런데 위 판례에 관하여 1917년, ｢旣判例는 피상속인이 생전
에 입양을 하거나 유언으로써 양자를 지정한 경우에 이를 유효한 것으로 함
에 불과하고, 피상속인의 처나 친족 등이 피상속인에게 서출의 男子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곧바로 他家로부터 양자를 하여 피상속
인의 家督을 상속하게 할 수 있는 일반 관습은 없다. 종래 일부사회 특히 名
門勢家에서는 庶出의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그 遺
妻 등이 곧바로 他家로부터 양자를 하여 家督相續을 하도록 하는 사례가 없

지 않으나 이는 명문 세가 각자의 一個의 專擅行爲에 불과하고 관습법으로
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96)라고 하여 종래의 판례를 파기한 셈이다.
그 후 1927년 재차 위의 판결 내용을 확임함으로써,97) 이후 이 판결 내용이
관습법으로 정립된 듯하다.98) 그리고 입양을 한 후 남자가 출생한 경우에도
양자가 그 家督을 상속함이 조선의 관습이라고 판시하였다.99)
1917년에 여자는 家督相續人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100) ｢사망한

호주의 처가 양자를 선정하지 않은 동안 조상의 제사는 攝祀라고 하여 女戶
主가 일시적으로 행하거나 또는 근친인 남자가 제사를 攝行하여야 한다｣고

하여101) 여자의 攝祀를 인정하고 있다. 더구나 ｢여호주는 당연히 상속인이
될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손 등에게 제사를 위탁하고 또 그 유산을
승계하게 할 수 있음이 조선의 관습｣이라고 판시하여102) 外孫奉祀를 인정하
고 있음이 주목된다.103)
95)
96)
97)
98)
99)
100)
101)
102)

조선고등법원, 위의 책, 535면(朝高判, 1914년 1월 29일 錄3卷, 9면).
조선고등법원, 위의 책, 555면(朝高判, 1917년 12월 27일 錄4卷, 1018면).
조선고등법원, 뺷조선고등법원판례요지류집뺸(1930), 729면(朝高判, 1927년 2월 15일 錄14卷, 22면).
1914년 1월 29일에 선고된 위 판결은 1937년 간행된 조선고등법원판례요지류집에는 삭제되어
있음이 발견된다.
조선고등법원, 뺷조선고등법원판례요지류집뺸(1927), 549면(朝高判, 1912년 2월 2일 錄1卷, 431면).
조선고등법원, 위의 책, 554면(朝高判, 1917년. 1월 16일 錄4卷, 5면).
조선고등법원, 뺷조선고등법원판례요지류집뺸(1930), 753면(朝高判, 1925년 5월 5일 錄12卷, 175면).
조선고등법원, 뺷조선고등법원판례요지류집뺸(1927), 550면(朝高判, 1913년 5월 6일 錄2卷, 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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收養子는 父祖의 제사 및 재산을 승계할 양자와 구별된다고 하여 양가의

제사상속을 할 수 없음이 조선의 현저한 관습이며,104) 次養子 역시 호주가
되고 재산을 계승하지만 양가의 제사에 관하여는 제사승계의 계열로부터 제
외되어 오직 일시적으로 제사를 섭행함에 불과하다105)고 함은 앞에서 설명
한 정무총감의 회답과 일치한다. 또한 隱居로 인한 상속개시를 인정한 종래
의 법규나 관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도106)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다.
位土는 관습상 당연히 奉祀孫의 專有에 속하는 것만은 아니고 一門의 共
有에 속하는 경우도 있으며,107) 墳墓는 제사상속인이 승계하여야 할 특권에

속하고, 이를 移葬함에도 친족이나 종중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
였다.108)

2. 제사상속관습법의 폐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고등법원 판결은 상당기간 동안 제사상속이라
는 독자적인 제도로서의 법률적 기능과 그 특수성 및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제사상속관습법을 정립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33년 3월 3일에
와서,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제도가 확립된 현금 이를 제외한 제사상속의 관
념은 선대를 봉사하고 조상의 제사를 봉행하여야 할 도의상의 지위를 승계하
는데 지나지 않는다｣라고 판시함으로써109) 제사상속을 도의상의 관념으로

103) 1915년 12월 정무총감회답 역시 男子 없이 호주가 사망하고 一女 있으나 出嫁하여 양자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망한 호주의 제사는 出嫁女의 지정에 따라 외손 중에서 행하고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外長孫이 하게 된다고 한 바 있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뺷민사관습회답휘집뺸, 251~153면.
104) 조선고등법원, 뺷조선고등법원판례요지류집뺸(1927), 559면(朝高判, 1922년 5월 5일 錄9卷, 170면).
105) 조선고등법원, 뺷조선고등법원판례요지류집뺸(1930), 758면(朝高判, 1928년 4월 13일 錄15卷, 100면).
106) 조선고등법원, 뺷조선고등법원판례요지류집뺸(1927), 550면(朝高判, 1912년 11월 5일 錄2卷, 49면).
107) 조선고등법원, 위의 책, 같은 면(朝高判, 1912년 12월 3일 錄2卷, 78면), 551면(朝高判, 1913년
5월 12일 錄2卷, 319면), 사법협회, 뺷조선고등법원판례요지류집뺸(1937), 395면(朝高判, 1917년 7
월 17일 錄4卷, 701면).
108) 사법협회, 뺷조선고등법원판례요지류집뺸(1943), 376면(朝高判, 1933년 1월 31일 錄20卷, 17면).
109) 뺷사법협회잡지뺸 제12권 8호(1933. 8.), 154~162면에 그 자세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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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고 제사상속권이 법률적인 신분권임을 배척하게 되었다. 즉, 법률상의
권리로서의 제사권 및 종손권이라는 존재를 부정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제사상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음이
발견된다. 즉, 野村調太郞은 ｢조선의 상속에도 신분상속과 재상상속 2종이
있다. 종전의 신분상속은 이른바 제사상속에 속하고 선대를 봉양하고 그 조
상의 제사자인 지위를 승계함을 근간으로 한다. …… (중략) 이 제사상속 외
에 家督相續이란 존재할 수 없고, 家系 내지 世代는 이 제사승계의 계통에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형식적으로 家籍을 표준으로 하
여 호주 가족을 정하고 또한 여호주까지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호주는
반드시 제사자가 아니고 제사자도 반드시 호주가 아니며, 호주란 용어와 종
래의 가장을 의미하는 제사자인 용어는 그 외연을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상속
의 대상을 분석하여 제사자인 지위만의 승계를 제사상속, 호주인 지위만의
승계를 호주상속이라고 부른다. ……(중략) 그러나 호주상속과 구별되는 제
사상속은 단순한 제사관계에 그치고 거의 법률적인 의미를 상실하였으므로
그대로 이를 상속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아닌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다. 다만
조선에서는 신분상속이 전술한 바와 같이 제사승계를 기본 관념으로 하는 것
이기 때문에 이를 떠나서 호주상속의 모든 관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고,110) 이어서 이와 같이 일본 민법과 상이한 관습을 성문
화할 때 이를 그대로 시인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로 개정할 것인가가
중대한 문제라고 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野村調太郞 판사가
제사상속을 바라보는 관점은 결국 제사상속은 폐지되어야 할 제도로서 파악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사상속의 법적 의미를 부정한 조선고등
법원의 판결이 나올 당시 野村調太郞은 조선고등법원의 판사로 재직하고 있
었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요컨대, 그가 주장하는 논지의 결론은
결국 법적 상속제도에서 제사상속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것
이었으며, 제사상속의 법제화는 법률상의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110) 野村調太郞, ｢朝鮮に於ける親族相續慣習の實情と其の法律上の主要問題｣, 16~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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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의 법률 원리에 배치된다는 것이었다.111)
물론 조선고등법원의 판결이 제사상속의 법률적 의미를 부정한지 10여년
이 경과한 후에 조선총독부는 제사상속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사의 승계에
관한 자료를 방대하게 수집하고, 구체적인 정리 및 기술을 野村調太郞에게
위촉하여 제사상속법에 관한 자료집을 간행할 목표로 먼저 그 전제 작업으로
서 ｢朝鮮祭祀相續法論序說｣을 발간하였지만,112) 이는 이미 제사상속의 법적
인 의미가 소멸된 후에 사료로서의 의미밖에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당시 조
선고등법원의 판결로서 제사상속을 법의 영역에서 축출하게 된 배경과 과정
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직까지는 조선고등법원의 판결 이외에 당시 하급심(平壤覆審法院 내지 大
邱覆審法院 등)의 관련 판결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 문제는 앞

으로 관련 자료를 발굴하여 판결의 형성과정 또는 그 배경에 대한 연구가
보다 실증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추정한다면, 조선고등법원이 주관하여 제사상속을
법적인 제도로부터 축출하여 도의상의 관념으로 끌어 내리게 된 배경에는
일본 국내의 제반 정세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듯하다. 즉, 일본의 법
과 법학은 1930년대에 들어와서 현저한 곡절을 겪게 되었던 바, 그 배경에
는 당시의 경제적 불황, 정당정치의 파탄에 따른 政情의 불안정, 중국 대륙
에서의 개전 등의 상황이 있었으며, 또한 일본 국내에서는 전반적으로 편협
한 국가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가 지배하게 되었고 법의 영역에서도 그 영
향을 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113) 그 결과 당시 한국에 대한 정책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1939년 11월 10일 제령 제19호를 발포하여 일본의 ｢氏

｣제도와 서양자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성양자를 법률상 인정하게 되는 등 한
국가족제도는 획기적인 변혁114)을 맞게 되었던 것이다.115) 당시의 이와 같
111) 자세한 내용은 홍양희, 조선총독부 판사, ｢노무라 초타로(야촌조태랑)의 조선 사회 인식｣, 뺷가족법
연구뺸 제23권 1호(2009), 73~74면.
112) 中樞院調査課, 뺷朝鮮祭祀相續法論序說뺸(朝鮮總督府中樞院, 1939), 序, 2~3면.
113) 伊藤正己, ｢戰後日本의 法과 法學｣, 뺷法學뺸 제19권 1호(1978), 24~33면.
114) 정광현, 뺷한국가족법연구뺸,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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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책 기류에 편승하여서인지 立澤貞義 判事는 상속에 관하여, 건전한 국
가존립기초의 확립에 기여한다는 명목 하에 국가 구성의 한 단위인 家를 보
호하기 위하여 가족제도를 설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호주의 처분행위를 금지
하며, 채권자의 압류도 금함으로써 일정한 보호통제를 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116) 즉, 조선의 관습상 상속제도의 기본적 관념에 제사상속, 호주상속,
재산상속의 3 종류가 있지만 기본적인 관념으로 본다면 호주가 되는 자가
3종의 상속객체를 포괄승계하여야 한다고 하여 일본 민법상의 家督相續과

동일하게 호주가 승계하는 상속재산을 家産으로 통제할 것을 주장하였던 것
이다. 특히 ｢內鮮一體를 고창하고 內鮮 동일 종류의 사회적 문화를 건설하
고 그것이 동일한 표준으로 향상할 수 있기를 희구할 때, 그 성과를 기대함
에는 유형무형의 제반시설은 물론 무엇보다도 사회조직의 유대를 위하여 법
적 관계의 동일성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적 사회생활
의 근본 규범인 친족상속제도에 관한 법규는 물론 민법117)의 전반적인 내용
을 그대로 채택하여 시행할 것｣118)을 강력히 주장하였던 점도 간과할 수 없
을 것이다.

Ⅴ. 결
이상으로서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주관 하에 추진된 제사상속관습법
의 내용과 조선고등법원의 판결례를 통하여 정립된 제사상속관습법의 내용
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적어도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0년에 발간된 관습조사보고
서에서 부터 제사상속은 상속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
115) 1939년부터 전통적인 법관습의 말살 내지 적극적인 동화정책이 본격화되었다는 지적[朴秉濠, 뺷韓
國法制史攷뺸(法文社, 1974), 442면]은 실로 타당한 것이다,
116) 立澤貞義, ｢相續制度の統制に就て｣, 뺷司法協會雜志뺸 제21권 1호(1942.1), 2~11면.
117) 일본 민법을 의미함은 자명하다.
118) 立澤貞義, 위의 논문,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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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舊慣及制度調査委員會 역시 조선에서는 조상의 제사를 최대 중요사
로 하고, 제사자인 지위의 상속은 항상 재산의 상속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결
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조선고등법원의 판결 또한 조상 제사권을 법률
상 신분권의 일종으로 인정하였으며, 종손권이란 선대가 지녔던 호주권과 재
산권 및 門祖祭祀權을 포괄하여 상속하는 신분상의 권리라고 판시하였던 점
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상속관습법으로서, 정무총
감의 회답 또는 중추원서기관장의 회답 등을 통하여 정립된 상속관습법의 내
용에서도 제사상속은 상속의 기본적인 형태로서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
로서, 제사상속인은 동시에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선언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20여년이 경과한 1933년, 조선고등법원은 호주상속
과 재산상속제도가 확립된 이상 이제 제사상속이란 선대를 봉양하고 조상의
제사를 봉행하여야 할 도의상의 지위를 승계하는데 불과하다고 판시함으로
써 제사상속을 법의 영역에서 축출하게 되었다. 당시 상속관습법의 정립을
주도하였던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나 중추원서기관장 등의 회답을 통해서가
아니라, 조선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법률상 권리로서의 제사권이나 종손
권의 존재를 부정한 것은 다분히 정책적인 고려가 개입된 것으로서, 민족 정
서의 반발을 최소화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도 이해된다. 특히 일본은
이미 明治民法을 제정할 당시부터 상속은 제사상속－家督相續－재산상속이
라는 3단계로 진화한다는 穗積陳重의 주장을 비롯하여 당시 민법전 기초위
원들의 논란 끝에 민법전에 2종류의 상속으로서, 호주권의 상속인 家督相續
과 재산상속으로서 유산상속을 인정하게 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119) 그동
안 한국에서 제사상속을 인정한 것은 다분히 과도기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
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의 상속관습법에 대하여는 일본의 동화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상당 부분 왜곡되었다는 주도적인 견해를 비롯하여 일률적인 동화정책에 반
119) 明治民法 제정 당시의 상속제도 도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권철, 앞의 논문, 90~9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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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제기하는 비판적인 입장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120) 적어도
제사상속에 대한 1933년도의 조선고등법원 판결은 1930년대 일본의 혼란스
러운 국내 정세로 인한 적극적인 동화정책에 의거하여 전통적인 제례의식의
말살을 기도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20) 홍양희, 앞의 논문 ｢식민지시기 친족․상속 관습법 정책－조선민사령 제11조 ‘관습’의 식민지 정
치성을 중심으로－｣, 286~28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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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ustomary Law on Succession to
ancestor-worship during the Colonial Period

Lee, Sang Wook*
121)

This paper is about the customary law on succession to ancestor-worship
during the colonial period. In the early days of Japanese colonial rule(1910),
the succession to ancestor-worship were said to be the most important of
inheritance. Both the Chosun Government-General of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High Court of Chosun took the same attitude of placing importance on
succession to ancestor-worship. The Committee on the survey of old customs
resolved that in Chosun, succession to ancestor-worship is the most important,
and the inheritance of status as a priest always involves property inheritance.
The High Court of Chosun also ruled that the right of ancestral rites was legal.
All the institutions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confirmed that succession
to ancestor-worship was the basic form of inheritance and had legal meaning.
In 1933, however, the High Court of Chosun ruled that since the succession
to house-headship and succession to property was established, the succession
to ancestor-worship was merely a succession of moral authority. Eventually,
through the judgment, the succession to ancestor-worship was ousted from the
realm of law. This is understood as part of a policy of assimilation with Japan.
In the 1930s, the domestic situation in Japan was chaotic, so the government
* Professor. Law School, Yeung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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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shed forward an active assimilation policy with Chosun.

[Key Words] Succession to ancestor-worship. Customs on Succession to
ancestor-worship. Customs on Inheritance. Customary law.
Customary law during the Colonial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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