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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Ⅰ. 서론: 논의의 시각
현행 民法典은 1958년 2월 22일에 공포되고1)

1)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
었다. 그러니 民法典은 2008년으로 제정 50주년을 넘어 오는 2010년에는 시
행 5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5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孔
子가 설시한 인생단계로 보면 민법전은 ‘不惑’의 나이를 훌쩍 넘어 ‘知天命’의 
나이로 접어들었다. 이 시대 민법학에 주어진 天命은 무엇일까?

한국의 민법전과 민법학은 日本帝國主義에 의한 國權 奪(1910년), 解放
(1945년), 韓國戰爭(1950년~1953년)과 같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성립

접수일(2009. 10. 30), 심사일(2009. 11. 13), 수정일(2009. 11. 20), 게재확정일(2009. 12. 7)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법률 제471호: 官報  제1983호, 245~296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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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발전하여 왔다. 그동안 우리 민법학은 양과 질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사회 문화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法現實도 빠른 속
도로 변하여 세계의 私法은 거센 변화의 물결 속에 휩싸여 있으며, 우리도 물
론 그 속에 존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에 근접하는 경제규
모를 가지고 50살이나 된 민법을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도 세계 법문화의 受
惠國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세계 법문화의 진보에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는 우선 과거에 대한 정리와 반성을 통해서 출발점의 좌표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우리 민법학에 나타난 학설에 유의하고자 한다.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학설논쟁은 학문발전의 원동력이다. 그런데 
종래의 학설 중에는 무용하다고 여겨질 만한 것도 없지 않은 것 같다. 부적절
한 학설은 학문성도 없거니와 때에 따라서는 법학의 방향성을 오도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1956년에 창립되어 50년이 지나는 동안 민법학 연구의 중
심에 있는 사단법인 민사법학회2)의2)차원에서 종래 학설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적정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학설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동원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민법전의 입법과정에 주목하고자 한다. 입법과정과 학
설의 관계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히 다음 두 가
지 관점에 유의하고자 한다: ① 의용민법시대의 학설다툼을 종식하기 위하여 
민법 제정시 입법자가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용민법시대의 학
설다툼을 계속하는 경우; ② 단순한 입법상의 오류로 인하여 의용민법시대에
는 물론 현대 비교법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학설다툼이 벌어지
고 있는 경우. 학설에 대하여 적정성 평가를 하고자 할 때에 가장 일반적으로 

2) 1956년 9월 25일 서울 소재 대학의 민법학 교수를 중심으로 ‘민법초안연구회’(이 연
구회는 곧바로 ‘민사법연구회’로 개칭됨)가 결성되어 정부가 제출한 민법안 및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의 수정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모임이 현
재의 ‘사단법인 민사법학회’로 발전하였다(명순구, 실록 대한민국민법 1 , 법문사, 

2008, 9~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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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방법은 학설다툼에 실익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일이다. 학설다
툼에 실익이 없다면 그 다툼은 사실상 무용한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지적한 
①·②는 학설다툼의 실익 유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다툼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다음에서는 ①(“II. 입법적 결단과 절연된 학설”)과 ②(“III. 입법상의 오류
를 확대재생산한 학설”)의 순서로 각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예시적
으로 적시하면서 이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Ⅱ. 입법적 결단과 절연된 학설
1. 문제상황

현행 민법전의 제정과정을 세밀히 추적해 보면 다른 주요 법전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과 세심한 노력이 투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3)민법

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의 심의에 앞서 당시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에 참석한 
법무부 차관(裴泳鎬)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민법안 제안설명을 하였다.

4)
4)그는 

입법방침으로서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하였다: ① “첫째, 본 법안은 소위 대륙
법체계를 채용하였습니다.”; ② “둘째,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상의 지양·발전입
니다.”; ③ “셋째, 본 법안은 현행 법제도를 재검토하여 우리 현실에 부합하도
록 수정함과 아울러, 종래 학설상 문제가 되는 점 또는 뚜렷한 관습 등에 대하
여 어떤 것은 해결하고 또 어떤 것은 성문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④ “다음, 

신분편에 있어서는 종래의 관습법을 정리함과 동시에 신시대의 이념구현에 특
히 노력하였습니다.” 이들 주요 입법방침 중 여기에서는 특히 ③에 유의하고
자 한다.

3) 민법의 입법경과에 대한 매우 간략한 설명으로는 명순구, 앞의 책 실록 대한민국민법 
1 , 1~13면 참조.

4) 그 내용은 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29호, 국회사무처, 1957. 11. 5, 9면 이하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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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민법 규정 중에는 의용민법 아래에서 학설대립이 있던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입법적 결단을 내린 경우가 적지 않다. 결단의 방향은 대부분 당시의 
통설 또는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입법자의 의사가 법해석에 있어
서 절대적인 의미를 가질 수는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결단이 있었음을 의식
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은 태도는 결코 바람직스럽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토대로 다음에서는 민법 제1편 총칙 분야에 있어서 입법자의 명백
한 결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용민법 시대의 학설다툼이 재현되고 있는 몇 
가지 주제를 예시적으로 소개하여 반성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2. 법률과 습법의 상호 계

(1) 학설상황
민법 제1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전개되고 있는 학설다툼은 크게 두 가지이

다. 하나는 法律과 慣習法의 상호관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條理의 法
源性에 관한 것이다. 우선 법률과 관습법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본다.

법률과 관습법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현재 학설상 두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제1설은, 관습법은 법률과 같은 성문규범의 하위에 있는 것으로 성문규범을 
보충하는 효력을 갖는 데 불과한 것이라고 한다(소위 ‘보충적 효력설’).

5)
5)제2

설은, 관습법은 성문규범과 대등한 위치에서 그것을 변경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한다(소위 ‘변경적 효력설’).

6)
6)이 문제에 대하여 판례는 명백하게 제

1설을 채택하고 있다.
7)7)

5) 郭潤直, 民法總則 , 博英社, 2002, 18면 이하; 金基善, 韓國民法總則 , 法文社, 1985, 

27면; 김상용, 민법총칙 , 화산미디어, 2009, 21~23면; 李려榮, 民法總則 , 博英社, 

2009, 44면 등.

6) 金曾漢金學東, 民法總則 , 博英社, 2001, 14면; 白泰昇, 民法總則 , 法文社, 2009, 

19면 등.

7) 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성문법의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
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열후적,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민법 제1조
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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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제정 과정
(가) 의용민법 당시의 학설

의용민법은 민법 제1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다만 法例8)
8)제2

조9)는9)‘관습’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法例 제2조는 다음과 같다: “공공
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지 아니하는 관습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한 것 및 법령에 규정 없는 사항에 관한 것에 한하여 법률과 동일한 효력
을 가진다.” 여기에서의 ‘관습’은 규범으로서의 관습법을 의미한다는 것이 당
시의 통설이었다. 

法例 제2조와 관련하여 관습법과 제정법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였다. 제1설10)은10)新法은 舊法을 폐지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신 제정법으로써 구 관습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 관습법으로
써 구 제정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견해는 법이론상 어떤 제정법에서 
그것을 개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습법에 의해 개폐할 수 없다는 규정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고 한다. 제1설은 法例 제2조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法例 제2조의 규정 자체가 이미 관습법에 의해 폐지되었다는 주
장11)은11)이와 같은 맥락이다. 제2설12)은12)법례 제2조의 문언에 충실한 견해로서 

 8) ‘法例’는 明治 31년(서기 1898년) 법률 제10호로 공포된 단일법률로서 일반법률의 
적용에 관한 통칙을 정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1912년 3월 칙령 제21호 ‘법례를조선
에시행하는건’에 의해 조선에서도 법원으로 작용하였는데, ① 時에 관한 법률의 효력, 

② 관습의 효력, ③ 인적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법률의 효력, 즉 국제사법에 해당
하는 규정의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밖에 자세한 것은 梅謙次  外, 法律 書 
第2冊 , 書肆明法堂, 1903, 263면~267면 참조. 

 9) 法例는 平成 18(2006)년 6월 21일 법률 제78호 ‘法の適用に する通則法’으로 전면 
개정되었는데, 이 법에 따르면 제3조에 해당한다. 

10) 師寺志光, 日本民法 論新講 , 22면; 積重遠, 民法 論 , 38면 등(高窪喜八 ·吉
田久 編, 法律 判例 攬 民法 則編 , 中央大 出版部, 1960, 66면에서 재인용).  

11) 石田文次 , 現行民法 論 , 293면(高窪喜八 ·吉田久 編, 앞의 책 法律 判例
攬 民法 則編 , 66면에서 재인용).  

12) 吉田久, 日本民法論 則編 , 12면; 鳩山秀夫, 日本民法 論 , 9면 등(高窪喜八 ·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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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은 보충적 효력을 가지는 것에 그친다고 한다.

(나) 현행 민법의 제정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민법원안 제1조는 다음과 같다: “民事에 관하여 

法律에 규정이 없으면 慣習法에 의하고 慣習法이 없으면 條理에 의한다.” 민
법원안 제1조는 민법전편찬요강에 따라 입안된 것이었다. 민법전편찬요강 [총
칙, 一, 1]은 다음과 같다: “관습법 및 조리의 보충적 효력을 규정한다.”

13)13)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의 민법원안을 그대로 채택하여14)
14)본회의에 

상정하였다. 한편, 民事法 究會는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民事
에 관하여 法律 또는 慣習法이 없으면 條理에 의한다.”

15)
15)이는 성문법과 관습

법 사이에 우열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당시 학설상의 대등적 효력설에 따른 것이
었다. 이 견해는 玄錫虎 의원의 수정안에 포함되어 본회의에 제출되었다. 찬반
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으나16)

16)결국 원안대로 가결되어 현행법이 되었다. 

田久 編, 앞의 책 法律 判例 攬 民法 則編 , 66면에서 재인용).  

13) 張厚永, 現行民法總論 , 正音社, 1954, 293면.

14) 民議院 法制司法委員會 民法案審議小委員會, 民法案審議  上 , 1957, 3면 참조.

15) 民事法 究會, 民法案意見書 , 一朝閣, 1957, 20~21면 方順元 (당시 崇實大學 교
수) 집필부분 참조.

16) 다음은 玄錫虎 의원의 발언 중 일부이다: “… 지금 이 민법을 시행하게 되는 시점에
서는 관습법과 성문법이 저촉할 까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관습법이 이번에 
성문법으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성문법과 다
른 관습법이 생겨나 그것이 법적 확신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그 때에는 법률의 대원
칙에 의해서 신법이 구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습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민법 같은 것은 성문법우선주의를 채택했습니다만, 

가장 최근인 1946년에 공포되었다는 그리스민법은 관습법과 성문법이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이 제1조에 과거보다 진일보해서 성문
법, 관습법 및 조리를 법원으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 관습법과 성문법이 동등한 효력
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이것은 세계 법률사에 있어서 상당히 혁신적 진보적
이라는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일본민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을 보는 법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학자들은 이 점을 대단히 역설하고 있
습니다. 참 그야말로 대한민국 민법이 멋지게 이런 것을 한 번 해주었으면 하고 희
망합니다. 우리가 법률사상을 하나 진보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수정안대로 꼭 통과시
켜주셨으면 하는 희망을 말씀드립니다.”(명순구, 앞의 책 실록 대한민국민법 1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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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 가
현행 민법의 입법자는 ‘法源’이라는 표제 하에 법률과의 관계에서 관습법에 

보충적 지위를 인정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였다. 그리고 제1조의 문언은 법
률과 관습법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매우 의도적인 노력의 결과라는 점도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과 관습의 관계에 관
한 의용민법 시대의 논쟁을 현재까지 계속하는 것은 해석론의 차원에서는 무
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3. 조리의 법원성

(1) 학설상황
조리의 법원성에 대하여 현재 두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제1설17)은17)헌법 제

103조와 민법 제1조의 형식을 근거로 조리의 법원성을 긍정하는 입장이다. 제
2설18)은18)조리의 법원성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그 주된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
다: 민법이 조리를 재판의 준칙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문법주의 아래에서 법의 흠결이 불가피한데 그렇다고 하여 법원으
로서는 재판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판례는 제1설을 채
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9)19)

면).

17) 김상용, 앞의 책 민법총칙 , 26면; 金俊鎬, 民法總則 , 法文社, 2001, 11면 등 
참조.

18) 郭潤直, 앞의 책 民法總則 , 23면; 李英俊, 民法總則[韓國民法論Ⅰ] , 博英社, 

2005, 24면; 金曾漢金學東, 앞의 책 民法總則 , 21면; 高翔龍, 民法總則 , 法文社, 

1999, 12면; 李려榮, 앞의 책 民法總則 , 51면; 白泰昇, 앞의 책 民法總則 , 24

면; 宋 洙, 民法講義(上) , 博英社, 2004, 15면 등 참조.

19) 대법원 1995.5.23. 자 94마2218 결정: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나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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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제정 과정
(가) 의용민법 당시의 학설

의용민법은 물론 法例에도 조리의 법원성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에 의용민
법 시대에 이미 조리에 법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학설다툼이 있었다. 

제1설20)은20)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면서, 조리는 법 외에 존재하는 도덕 내
지 사회관념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법이라고 해석한다. 다만 조리는 성문
법 또는 관습법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보충적 법원으로서 그 효력을 가질 
뿐이기 때문에, 성문법 또는 관습법이 있음에도 이른바 조리재판을 하거나, 조
리가 성문법 또는 관습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재판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한다. 

제2설21)은21)조리의 법원성을 부정한다. 이 견해는 조리를 곧 법률이라고 하
는 것은 법률의 본질상 적당하지 않으며, 차라리 재판관은 이 경우 법률이 아
니라 조리를 적용하는 것이며 조리는 법률이 아니지만 재판소에 적용되는 것
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한다.

(나) 현행 민법의 제정
민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임받은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22)

22)

는, 條理를 법원에 포함시킨 정부안의 태도에 대하여 약간의 이의도 있었으나, 

법관은 법률 또는 관습법이 없다고 하여 재판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기준이 되어야 할 法源의 하나로서 조리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의견
을 모으고 원안을 그대로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23)23) 

20) 近藤英吉, 註 日本民法( 則編) , 7면; 師寺志光, 日本民法 論新講 , 23면(高
窪喜八 吉田久 編, 앞의 책 法律 判例 攬 民法 則編 , 73면에서 재인용). 

21) 我妻  저/安二濬 역, 民法總則 , 文星堂, 1957, 12~13면.

22) 민법안심의소위원회의 축조심의는 제2회 회의(날짜는 1955년 4월 22일)부터이다. 제
1회 회의에서는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내부에서 예비심사의 분담, 앞으로의 회의일정 
및 장소, 심의절차 등을 정하고, 조문체제에 관한 원칙으로서 각 조문 앞에 제목을 
부기하기로 결정하였다(앞의 책 民法案審議  上 , 1~2면). 

23) 앞의 책 民法案審議  上 , 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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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심의과정에서는 邊 甲 의원으로부터 관습법의 표현과 같이 조리도 
‘조리법’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있었다.24)24)그에 대하여 법
제사법위원장 대리 張暻根 의원은 “조리도 물론 법원입니다.”라고 하면서, “조
리에 대해서는 보통 이를 법으로 부르지 않고 재판규범의 한 종류라고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고 있다.25)25)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조리의 법원성에 관해서는 별다른 수정안 없이 정부 
원안이 그대로 현행 민법이 되었다.

26)
26)그리고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입법

자의 의사는 제1조의 표제27)(‘法源’)에도27)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3) 평 가
민법의 입법 당시에도 이미 조리의 법원성에 관하여 학설다툼이 있었다.28)28) 

그런데 이에 관한 우리 민법의 입법자의사는 조리의 법원성을 긍정하는 것이
다. 이들 문제는 매우 심원한 법이론에 뿌리를 두는 것으로 그것을 학문적 논
의의 대상으로 하는 것까지 이상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용민법 시대
와 동일한 정도의 논의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
가 가능하다. 조리의 법원성에 관한 현재의 학설다툼이 민법제정 과정에서의 
논의를 염두에 둔 것인가? 우리 민법 제1조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는 일본은 
지금도 의용민법 시대와 동일한 학설다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
에 관한 명문규정을 둔 한국의 학설은 일본과는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는 것이 

24) 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42호, 국회사무처, 1957. 11. 21., 16~17면.

25) 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42호, 국회사무처, 1957. 11. 21., 17면.

26) 명순구, 앞의 책 실록 대한민국민법 1 , 63~69면 참조.

27) 민법 각 조문의 표제가 출판사의 작품이라는 俗 이 있는 것 같으나 이는 사실과 다
르다. 민법안심의소위원회의 제1회 회의에서 이미 조문체제에 관한 원칙으로서 각 조
문 앞에 제목을 부기하기로 결정하였었고(앞의 책 民法案審議  上 , 1~2면), 민
법안 심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의 마지막 날에 제3독회의 생략과 함께 각 조문에 제
목을 붙이는 일 등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위임하였다(명순구, 앞의 책 실록 
대한민국민법 1 , 59면 참조).

28) 我妻  저/安二濬 역, 앞의 책 民法總則 , 1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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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할 것이다. 조리의 법원성을 둘러싼 학설다툼은 입법론의 차원이라면 모
르되 해석론의 차원에서는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조리의 법원성에 관한 학설대립은 그 실익이 모호하다. 어느 학설에 의
하더라도 법관이 최후로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조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 제27조 제1항은 請求 的 基本 으로서 裁判請求 을 규정하
고 있다. 이 규정을 민사재판의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국민은 스스로 法院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私 保護請求 을 가지며, 적법하게 제기된 訴에 대하여 
법원으로서는 ‘司法拒絶禁止의 原則’에 따라 당해 사안에 적용될 법규가 없다
는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 없다.

29)
29)그러므로 구체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成文法도 없고 慣習法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條理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1조가 ‘조리’를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관점에서 이
해하는 것으로 필요충분할 것이다.

30)30)

4. 처분을 허락한 재산(제6조)의 의미

(1) 문제점
민법 제6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을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용민법 제5

조에 상응한다. 의용민법 제5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法定代理人이 目的을 
定하여 處分을 許한 財産은 그 目的의 範圍 에서 未成年者가 意로 이를 處
分할 수 있다. 目的을 定하지 아니하고 處分을 許한 財産을 處分하는 것도 또
한 같다.” 그러고 보면 현행 민법 제6조와 의용민법 제5조 사이에 상당한 차

29) 이와 같은 사항을 민법에 명문화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가령 프랑스민법전 제4조는 
“Le juge qui refusera de juger, sous prétexte du silence, de l'obscurité ou 

de l'insuffisance de la loi, pourra être poursuivi comme coupable de déni de 

justice.”(“법률의 흠결, 불명확, 불충분을 이유로 재판을 거절하는 법관은 裁判拒否
를 이유로 소추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30) 명순구, 민법총칙 , 법문사, 2005, 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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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발견된다. 

(2) 학설상황 
민법 제6조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의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학설다툼이 있다. 제1설(통설)은 제6조의 ‘범위’는 사용목적이 아니라 재
산의 범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통설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생활비에 
사용하라고 받은 금전을 여행경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게 된다. 재산의 사용목적이라는 것은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 사이
에만 존재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미성년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없으므로 거래안전을 크게 해친다는 이유이다.

31)
31)이와 달리 제2설32)

32)은 
처분할 재산의 범위만을 정하였다면 자유처분이 가능하지만 사용목적을 정한 
경우에는 그 목적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무능력자의 
보호라는 제도목적을 고려하여 미성년자가 생활필수품을 구입하는 것은 유효
하다고 해석되지만, 등록금을 과다한 유흥비로 쓴 경우 그러한 재산의 처분행
위는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33)33)

(3) 민법 제정 과정
(가) 의용민법 당시의 학설

의용민법 제5조는 ① 법정대리인이 사용목적을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경우
(예: 생활비에 사용할 것)와 ② 사용목적을 정하지 않고 범위만을 정하여 처
분을 허락한 경우를 구분하면서, ②의 경우와 달리 ①의 경우에는 사용목적의 
범위 안에서만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사용목적
의 범위 외의 재산처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
립이 있었다.

제1설34)은34)목적을 정하여 처분을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 외의 처분
31) 가령 尹亨烈, 民法總則 , 法英社, 2009, 58면. 

32) 가령 김상용, 앞의 책 민법총칙 , 161면.

33) 김상용, 앞의 책 민법총칙 , 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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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경우에는 의용민법 제109조, 제110조35)의35)유추에 의해 그 상대방이 목
적 범위 외라는 것에 대해 선의 무과실인 때에 그 처분행위는 확정적으로 유
효하다고 해석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달리 제2설36)은36)미성년자가 사용목적의 
범위를 넘어서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행위는 이를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도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제2설은 제1설에 의하는 것은 무능력자보호의 정
신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나) 현행 민법의 제정
민법원안 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

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법초안을 심
사한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다.

37)37)

“의용민법 제5조는 법정대리인이 목적을 정하여 처분을 허락하는 경우와 목적을 정하
지 않고 범위만을 정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으나 초안은 범위만을 정하도록 규정하였
다.”

38)38)

“초안이 의용민법의 ‘목적을 정하여’를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라고 규정한 것은 객관성
을 띄운 것으로서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도 명확성을 기하는 것으로 제3자보호에 있어서 
입법상 진보적이라고 하겠다. 범위만 정하고 목적을 도외시하는 것은 제3자 보호에 치중
하는 나머지 미성년자 보호의 목적에는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본
래 의용민법과 같이 목적을 정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가혹
한 감이 있다. 예컨대 미성년자에게 현금을 교부한 후 일일이 목적에 위반되었다 하여 문
제가 된다면 그것은 심히 가혹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고 객
관성에 치중하는 의미에서 초안의 태도는 타당하다 할 것이다.”

39)39)

34) 今泉孝太 , 新民法 則 , 49면; 近藤英吉, 註 日本民法( 則編) , 49면(高窪喜八
·吉田久 編, 앞의 책 法律 判例 攬 民法 則編 , 240면에서 재인용). 

35) 우리 민법 제125조와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규정이다.

36) 師寺志光, 日本民法 論新講 , 110면; 小野 一 ·末川博 編, 民法 則·物 法 , 

18면(高窪喜八 吉田久 編, 앞의 책 法律 判例 攬 民法 則編 , 240면에서 
재인용). 

37) 앞의 책 民法案審議 (上 ) , 7~8면. 

38) 앞의 책 民法案審議 (上 ) , 7면. 의용민법(民法案審議 에는 현행법으로 표기하
고 있다) 제6조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제5조의 오기이다.

39) 앞의 책 民法案審議 (上 )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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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심의를 거쳐 민법안심의소위원회는 원안에 그대로 합의하였고, 별다
른 수정안 없이 정부 원안이 그대로 현행 민법이 되었다.40)40)

(4) 평 가
민법 제6조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의미에 대하여 위와 같

은 학설대립이 해석론의 차원에서 가능한 일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현행법 
해석에 관한 제2설은 의용민법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한 것에 불과하다. 제2설 
중에는 민법 제6조가 의용민법 제5조와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41)
41)그러나 민법안심의소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

럼 민법 제6조는 의용민법 제5조에서 주관적 요소를 배제한 것으로 양자 간에
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민법 제정 당시의 학설상황을 살펴볼 때, 입법자의 의사는 사용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개입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능력자의 보호만을 강조하여 사용목적에 의한 
제한을 다시 도입하려는 제2설의 태도는 입법자의 결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Ⅲ. 입법상의 오류를 확대재생산한 학설
1. 문제상황

앞에서 현행 민법전은 다른 주요 법전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과 
세심한 노력이 투입되었다는 것을 언급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으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성급하게 이루어진 부분 또한 적지 않다. 예를 들
어 원안 제92조(현행 민법 제97조)에 대한 심의가 종료된 후부터는 수정안이 

40) 명순구, 앞의 책 실록 대한민국민법 1 , 85~88면 참조.

41) 金曾漢 安二濬, 앞의 책 新民法總則 , 81면

고려대학교 | IP: 163.152.93.*** | Accessed 2016/08/30 15:13(KST)



104 명 순 구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조심의를 생략하고 일괄적으로 표결하였고,
42)

42)제3독
회를 생략하면서 자구수정 및 조문의 배열 정리 등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
회에 일임하였다.

43)
43)이런 과정에서 입법자의 의사와는 다른 오류가 발생한 부

분도 있는데, 기존의 학설 중에는 이러한 오류를 오히려 하나의 정언 명제로 
삼고 이를 확대 재생산한 견해도 있다. 다음에서는 그 하나의 예로서 “한정치
산자의 행위능력은 미성년자의 그것과 같다”라는 논리에 기초한 학설다툼을 
보겠다. 

2. 한정치산자의 행 능력에 한 기존의 학설들

민법 제10조는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에 대해 미성년자의 능력에 관한 규
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학설은 일반적으로 한정치산
자의 행위능력은 미성년자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한다.44)44)그리고 이를 전제로 
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해 학설다툼이 있다. 

(1) 근로기준법 제67조와 제68조의 유추적용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리할 수 

없으며(제67조),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8조). 이 규정이 한정치산자에게도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학설다툼이 있다.

제1설은 유추적용을 긍정한다.
45)

45)이 견해는 다음과 같은 점을 논거로 한다: 

첫째,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은 미성년자의 그것과 같다(민법 제10조); 둘째, 

42) 명순구, 앞의 책 실록 대한민국민법 1 , 54~56면 및 292~294면 참조.

43) 명순구, 앞의 책 실록 대한민국민법 1 , 59~60면 참조.

44) 郭潤直 편/ 梁三承 집필, 民法註解(Ⅰ) , 博英社, 1992, 301면; 朴駿  편/ 金商鎬 
집필, 앞의 책 註 民法[總則(1)] , 338면 등.

45) 高翔龍, 앞의 책 民法總則 , 141면; 郭潤直, 앞의 책 民法總則 , 96면; 李英俊, 民
法總則[韓國民法論Ⅰ] , 771면 ; 白泰昇, 앞의 책 民法總則 , 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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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치산자를 미성년자처럼 보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제2설은 유추적용을 부정한다.46)46)이 견해는 다음과 같은 점을 논거로 한다. 

첫째, 한정치산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은 근로계약의 체결 및 임금의 청구에 있어서 한정치산자를 대리하여 
이를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둘째, 낭비벽으로 인하여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독자적으로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6조
의 취지(연소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의 방지)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한정치산
선고의 목적과 상치할 수도 있다(예: 한정치산자가 수령한 임금을 탕진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라).

47)47) 

 

(2) 가족법상 행위능력
민법은 약혼행위(제801조, 제802조), 혼인행위(제808조, 제809조) 등 가족

법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에 대해서만 별도의 규정을 두
고, 한정치산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정치
산자에 대해서 미성년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학설다툼
이 있다. 

제1설48)은48)立法的 不備일 뿐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 있어서도 총칙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정
치산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미성년자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제2설49)은49)한정치산자에 관하여 언급이 없는 것은 결국 단독으로 
유효하게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한다. 또 한정
치산자 제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제도이므로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
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다. 특히 낭비벽을 이유로 한정치산자가 된 경우에

46) 金容漢, 民法總則論 , 博英社, 1983, 122면; 명순구, 앞의 책 민법총칙 , 119면.    

47) 명순구, 앞의 책 민법총칙 , 119면.

48) 郭潤直, 앞의 책 民法總則 , 96면
49) 高翔龍, 앞의 책 民法總則 , 142면; 金容漢, 앞의 책 民法總則論 , 122~123면; 

白泰昇, 앞의 책 民法總則 , 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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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족법상의 행위능력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50)50) 

(3) 한정치산선고의 청구권자
민법 제9조에 규정된 한정치산선고의 청구권자에는 후견인이 포함되어 있다. 

금치산자의 후견인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 그
러나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여기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학설간 다툼이 있다.

제1설51)은51)미성년자의 능력과 한정치산자의 능력은 동일하므로 이를 청구
할 수 없다고 한다. 반면에 제2설52)은52)한정치산청구를 한 후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는 시간적 공백이 있으므로, 제한행위능력자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막기 위하여 미리 미성년자에 대하여 한정치산선고를 청구할 실익이 있다고 
한다. 

3. 민법 제10조의 입법상의 오류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을 둘러싼 위의 학설다툼은 기본적으로 한정치산자
의 행위능력을 미성년자의 그것과 같다고 보는데서 출발하고 있고, 이는 민법 
제10조에 근거한다. 그런데 민법 제10조의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민법 제10조
가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한 것은 입법과정상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민법 제10조의 입법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53)53) 

50) 명순구, 앞의 책 민법총칙 , 118면.

51) 郭潤直, 앞의 책 民法總則 , 95면
52) 白泰昇, 앞의 책 民法總則 , 164면.

53) 민법 제10조의 입법과정상 오류에 대해 지적한 문헌으로 명순구, 앞의 책 실록 대
한민국 민법1 , 98면 및 이홍민,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대한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 비교법과 입법과정을 통해 본 민법 제10조의 문제점-”, 民事法學  제42

호, 한국민사법학회, 2008, 51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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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원안의 태도
민법 제10조는 민법원안 제9조에 해당한다. 민법원안 제9조는 다음과 같다: 

“제5조, 제6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한다.” 여기서 원안 제5조, 제6조는 
각각 현행민법 제5조와 제6조에 해당하며, 민법원안 제9조에는 현행민법 제8

조에 해당하는 원안 제7조가 준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만주민법 제9조 또
한 같은 모습이다.

54)54)

(2)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의 태도
법제사법위원회는 정부원안에 대한 심의를 거쳐 수정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안 제6조 다음에 “法定代理人은 未成年者가 아직 
法律行 를 하기 前에는 前2條의 同意와 許諾을 取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한다55)

55); ② 준용규정인 원안 제9조의 “第5條와 第6條”를 “第5條 乃至 
第7條”로 수정한다.

56)56)

여기서 수정안①은 원안 제7조가 영업의 허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제안되었다.

57)
57)언뜻 보면 수정안②는 한정치산자에 

준용되는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을 원안 제7조(즉 현행 민법 제8

조)까지 포함되도록 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3) 국회본회의의 심의 
정부원안 제9조(즉 현행 민법 제10조)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

회의 수정안②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다. 여기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②
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국회본회의에서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58)58)

54) 만주민법 제9조는 다음과 같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준금치산자에게 이를 준
용한다.” 만주민법 제5조와 제6조는 현행 대한민국 민법 제5조와 제6조에 해당한다.

55) 앞의 책 民法案審議  上 , 8면.

56) 앞의 책 民法案審議  上 , 12면.

57) 앞의 책 民法案審議  上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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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장 대리(張暻根): “제9조: 제5조, 제6조의 규정은 한정치산자에 준용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자구수정인데 ‘제5조, 제6조’ 대
신에 ‘제5조 내지 제7조’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7조를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논리상 당연한 결과입니다.

○ 부의장(李在鶴): 제9조에 이의 없으세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이의 없소!” 하는 사람이 있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위의 張暻根 의원의 발언 부분을 보면,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②는 원안 
제7조(즉 현행 민법 제8조)를 포함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修正案①을 포함하
도록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의 법안은 한정치
산자에게 원안 제7조(현행 민법 제8조)는 준용되지 않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
나 그 후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로 공포된 대한민국 민법 제10조를 
보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달리, 영업의 허락에 관한 제8조까지 준용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민법안에 대해 자구
수정이라도 할 수 있었던 곳은 법제사법위원회 밖에 없었다는 점으로 볼 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수정 및 조문의 배열·정리를 할 때에 이렇게 바뀌었
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59)59) 

그리고 아마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의 후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추측된다. 즉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①이 민법 제7조로 신설됨에 따라 정부
원안 제7조는 민법 제8조가 되었는데, 수정안②를 반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수

58) 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43호, 국회사무처, 1957. 11. 22., 2면 및 명순구, 앞의 
책 실록 대한민국민법 1 , 97면.

59) 민법안 심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의 마지막 날인 1957년 12월 17일, 민법안에 대한 
제3독회는 생략하기로 하고 자구수정, 조문의 배열·정리 등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
회에 위임하고 전문을 통과시키기로 의결하였다(명순구, 앞의 책 실록 대한민국민법 
1 , 59면 참조).

고려대학교 | IP: 163.152.93.*** | Accessed 2016/08/30 15:13(KST)



 민법학의 학설에 대한 적정성 평가 109

정된 제7조, 즉 정부원안 제6조가 아니라 기존의 정부원안 제7조, 즉 현행 민
법 제8조까지 준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60)60) 

4. 평 가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은 미
성년자의 그것과 같다”라는 논리에 집착하는 태도는, 현행 행위무능력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행위무능력자의 능력범위 획일화 및 그로 인한 행위무능
력자의 잔존능력 무시 등의 문제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61)61)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위 학설다툼에서 제1설은 모두 한정치산자
의 행위능력이 미성년자의 그것과 같다는 것을 전제한 견해들이다. 그러나 민
법 제10조의 입법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민법 제10조 중 민법 제8조
를 준용하는 부분은 입법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의한 것으로 한정치산자에게 
민법 제8조를 준용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

62)
62)이는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은 미성년자의 그것과 같다”는 기본전제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Ⅳ. 맺음말
위에서는 민법전 제정 당시에 존재했던 사유에 초점을 맞춰 관련되는 몇 개

의 주제를 예시적으로 선정하여 학설에 대한 적정성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60) 이홍민, 앞의 글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대한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 비교

법과 입법과정을 통해 본 민법 제10조의 문제점 -”, 542면.

61) 명순구, 앞의 책 민법총칙 , 119면.

62) 이홍민, 앞의 글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대한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 비교
법과 입법과정을 통해 본 민법 제10조의 문제점 -”, 549~554면은 한정치산자에게 
민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① 입법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한 위헌심사; 

② ‘준용’ 규정의 해석에 의한 방법; ③ 이른바 ‘편집상의 오류’에 의한 방법 등을 제
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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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살펴보았다. 

하나는, 의용민법시대의 학설다툼을 정리하기 위한 입법자의 결단에도 불구
하고 이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여전히 의용민법시대의 학설다툼을 재현하
는 경우이다. 입법자료를 관찰해 보면 관련 조문에 대한 입법적 결단은 여러 
단계에 걸친 치열한 고민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현행민법의 해석에 있어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만약 그
러한 경향이 우리의 입법과정을 도외시한 채 일본의 문헌에만 의존하여 학문
을 한 결과라면 이는 중대한 과오가 아닐 수 없다. 

다른 하나는, 민법 제정과정에서의 단순한 입법상의 오류를 인식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오류를 전제로 하여 새로운 학설논쟁이 생성된 경우이다. 그 예
로 민법 제10조를 근거로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은 미성년자의 그것과 같다”

라는 전제를 세우고 이를 출발점으로 한 학설다툼을 평가해 보았다. 제8조를 
한정치산자에 준용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내용상
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본다. 특정영업에 대하여 미성년자에게 행위능력을 인정
하는 제8조는 그야말로 英敏한 未成年者를 겨냥한 것인데, 이를 限定治産者에게 
준용하는 것은 한정치산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
대,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은 미성년자의 그것과 같다”라는 명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기초한 학설은 그 타당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위의 논의는 불가피하게 입법자의 의사에 무게를 두었다. 그런데 입법과정
은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어느 단계의 의사를 입법자의사로 볼 것인
가 하는 점 등에서 입법자의사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게다가 입법자
의사라는 것이 법해석에 있어서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의 제정과정과 입법자의사에 대한 이해는 한국민법학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곧 우리 민법학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엄연히 존재하는 역사를 지나쳐 버린다면 이는 우리 민법학의 주체
적 발전의 원동력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의 私法秩序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 속에 휩싸여 있다. 이제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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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수동적으로 자신을 맞춰가는 경향에서 과감히 
벗어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미래의 민법학은 역사의 桎梏에서 벗어나 비전
(vision)을 내포한 법학이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학설의 적정성, 민법 제1조, 민법 제6조, 민법 제10조, 법
원(法源), 의용민법, 민법제정과정, 입법자의사, 처분을 허
락한 재산, 행위무능력,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입법상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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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ppropriateness test of legal doctrines in Korean Civil law  

MYOUNG Soon-Koo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Korean civil law,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and reflect upon the past, as a means of providing the road 

map for the future. From such a viewpoint, this paper focuses on legal 

doctrines in civil law. Theoretical debate serves as a stimulus for academic 

development. However there seem to be legal doctrines that are of little 

avail. Inappropriate doctrines not only lack academic value but may even 

be significant obstacles. Therefore there needs to be a thorough 

reassessment of existing legal doctrines from an appropriateness point of 

view.

 The assessment of a doctrine's appropriateness can be conducted in a 

variety of ways. However this paper will choose one which concentrates 

on legislative process. A number of topics will be subject to the 

appropriateness test, which will suggest two things. 

First, despite the determination of the drafters of the Korean civil law 

to settle the theoretical disputes of the borrowed Civil law era, some of 

these disputes are still ongoing. An examination of the travaux 

préparatoires reveals that the determination then made was the result of a 

great deal of deliberation. Neglecting this is difficult to accept. If such an 

attitude is the outcome of relying solely on Japanese legal literature, 

without considering our lawmaking process, this would be a major mistake. 

Second, some theoretical disputes arise from and are based solely on 

legislative error. For example, this paper considers one theoretical dispute 

which develops ideas based on the presumption of Article 10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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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ivil law, that the legal capacity of persons of quasi-incompetency 

is recognized as equal to that of minors. Applying article 8 to persons of 

quasi-incompetency is not only uncommon in other legal systems but the 

legislation itself is unseemly. Article 8 which recognizes the legal capacity 

of minors in certain businesses was designed to regulate keen minors. 

Therefore applying the above article to persons of quasi-incompentency 

goes against the very purpose of recognizing persons of 

quasi-incompentency.

This paper, by necessity, chose to put greater weight on the 

determination of the drafters. The determination of the drafters can by no 

means be perceived as being absolute. Nevertheless there is no denying 

that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drafters played a 

significant role. This is because they are a part of the history of our Civil 

law. Neglecting history would only result in losing one valuable stimulus to 

the independent development of our Civil law.

Key Words : appropriateness of legal doctrines, Article 1 of 

the Korean Civil law, Article 6 of the Korean 

Civil law, Article 10 of the Korean Civil law, 

source of law, borrowed Civil law, legislative 

process of the Korean Civil law, determination 

of the drafters, property subject to disposition, 

legal incapacity, persons of quasi-incompetency, 

minor, legislative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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