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恒寧*교수와 민법**
1) *

Ⅰ. 서설
Ⅱ. 민법 의 성립과정

목 차

명 순 구***

Ⅲ. 民法 의 제정과 李恒寜 교수
Ⅳ. 맺음말

Ⅰ. 서설
주지하는 바와 같이 李恒寧 교수의 주된 연구 분야는 법철학이다. 그
런데 그의 학문적 관심사는 자신의 법철학적 시각을 형성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실정법에 투영하고자 노력했던 흔적이 뚜렷하다. 李 교수의 관심
권에 들어온 실정법으로는 민법과 노동법을 들 수 있다. 법철학 내지 법
사회학 분야에 있어서 李 교수의 존재감이 너무 큰데서 오는 반작용일까,
그가 민법과 노동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실상에 비
하여 가려진 느낌이 없지 않다.
李恒寧 교수는 1953년 노동4법(「勞動組合法」, 「勞動爭議調整法」,
「勞動委員會法」, 「勤勞基準法」) 제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을 뿐
만 아니라 1958년에는 그를 주축으로 노동법학회가 출범하여 현재에 이
1)

李恒寧 교수는 1954년 신학기에 고려대에 부임하여 법철학과 민법을 담당했다.
법철학을 담당하던 黃山德 교수가 서울대로 옮겨가고, 민법을 담당했던 金安鎭
교수가 납북되어 결원이 생겨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다.
** 이 글은 2012년 9월 12일 고려대학교 해송법학도서관에서 개최된 “李恒寧 기념강
연” 원고로 준비한 것이므로, 자료 인용의 방법 내지 범위 등에 있어서 엄격성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또한 이 글은 자료적 가치를
위하여 기고한 까닭에 따로 심사를 거치지 않은 비정규논문임을 밝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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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있다. 한편 민법에 대한 李 교수의 관심은 결코 노동법에 뒤지지 않
는다. 그는 「民法」의 공포(1958년)·시행(1960년) 전후로 저서 와 논문
의 형태로 민법학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시했다. 특히 단행본 『民法學
槪論』은 그의 私法學者로서의 면모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民法
學槪論』은 책명 그대로 민법 전반을 아우르는 개론서인데, 다만 일반적
인 체계와 달리 마치 프랑스 민법 교과서와 유사한 체계를 채택하고 있
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 그리고 논문들은 대체로 미시적이기보다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법철학적·법사회학적 관점을 민법학에 투영한
것이 대부분이다.
1945년 8월 15일 日帝로부터의 해방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여전히
이른바 ‘依用民法’이 적용되었다. 우리나라의 「民法」은 제헌국회
(1948~1950), 제2대 국회(1950~1954)를 지나 제3대 국회(1954~1958)가
끝나가던 1958년에서야 제정을 보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10년이 지나서야 「民法」이 제정되었는데 이 상황을 당시 정치권에서는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었다. 독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용민법을 사
용하고 있다는 것이 민족적 자존감에 큰 부담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사정
이 이러했으므로 1950년대 말 한국에 있어서 민법 제정은 정치계·법조계·
2)

3)

4)

이들 법률의 특징에 대해서는 金振雄, “立法上으로 본 建國以後의 勞動政策의 變化우리나라 行政政策에 관한 硏究”, 『法律行政硏究』, 高麗大學校 法律行政硏究所,
1970, 면 참조.
2) 李恒寧, 『民法學槪論』, 博英社, 1962.
3) 주요 논문은 다음과 같다: “民法草案瞥見(1)”, 『考試界』 창간호(1956. 6), 考試界
社, 11~13; “民法草案瞥見(2)”, 『考試界』 제1권 제2호(1956. 9), 考試界社, 8~11
면; “民法草案瞥見(3)”, 『考試界』 제1권 제3호(1956. 10), 考試界社, 8~13면; “新
民法의 人間像”, 『法政』 제13권 제8호(1958. 8), 法政社, 4~6면; “民法의 體系”,
『考試界』 제4권 제5호(1959. 5), 考試界社, 84~64면; “新民法과 民主主義”, 『思
想界』 제67호(1959. 2), 思想界社, 158~164면; “民法의 分配法的 性格”, 『저스티
스』 제3권 제2호(1959), 韓國法學院, 2~3면; “新民法의 性格”, 『法政』 제14권 제
12호(1959. 12), 法政社, 8~10면; “民法學의 問題點”, 『法政』 제17권 제10호
(1962. 10), 法政社, 23~26, 62면; “不完全한 權利”, 『法政』 제19권 제4호(1964.
4), 法政社, 10~12면; “民法上의 客觀主義”, 『考試界』 제10권 제4호(1965. 4), 考
試界社, 73~76면 등.
4)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의 논문 “民法의 體系”, 84~85면 참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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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 모두에게 핵심 관심사였다.
이 글에서는 법학자로서의 李恒寧 교수의 다양한 학문활동 중 민법,
그 중에서도 1958년에 공포되고 1960년부터 시행된 「民法」의 제정 단
계에서 그가 보여준 활동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民法」 제정 작업
을 이끌어간 중추세력은 법조실무가들이었기 때문에 민법 제정과정에서
법학자들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의
제정에 있어서 법학자들의 역할은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입
법자가 민법의 이론 또는 체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정책적 결단을 함에
있어서 법학자들의 학문적 결과에 의지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민법의 제정 단계에 있어서 李恒寧 교수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民法」의 성립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 글은
크게 다음 두 덩어리로 구성하고자 한다: ① 「民法」의 성립과정(I); ②
「民法」의 제정과 李恒寧 교수(II). 한 시대를 이끌었던 한국의 법철학자
가 민법의 제정 단계에서 보여준 민법에 대한 시각은 후세의 민법학자에
게 의미심장한 아젠다(agenda)를 제공할 수도 있다.

Ⅱ. 「민법」의 성립과정5)
현행 민법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민법 제정작업은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최소한 구한말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민법의 제
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항에 한정하여 볼 때 그 작업의 시작은
1948년 9월 15일 대통령령 제4호 ‘法典編纂委員會職制’ 의 제정이고, 그
6)

7)

이에 대해서는 명순구, 『실록 대한민국 민법 1』, 법문사, 2008, 1~13면을 대폭 수
용한 것이다.
6) 이에 대해서는 崔鐘庫, 『韓國法學史』, 博英社, 1990, 81면 이하 등 참조.
7) 『官報』 제4호(1948. 9. 15.), 17면 수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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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은 1958년 2월 22일 법률 제471호 「民法」 의 공포이다. 형식적으로
만 보면 민법 제정에 소요된 시간은 약 10년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 기간 동안 정치·사회적인 여러 이슈가 있었고, 특히
1950년에 시작된 한국전쟁이 그 중간에 자리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시간순서에 따라 민법제정 과정을 따라가 보기로 한다.
8)

1. 1948. 9. 15. 「法典編纂委員會職制」(대통령령 제4호)
제정

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되고 난 후 민법, 형법, 상법 등 법전편
찬을 위한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이 사업을 위하여 ‘法典編纂委員會職制’
가 공포되고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하에 ‘法典編纂委員會’가 조직되었
다.
‘법전편찬위원회’는 그 구성과 활동방법에 있어서 ‘朝鮮法制編纂委員
會’를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법제편찬위원회’는 1947년 6월
30일 미군정 하에서 남조선과도정부 행정명령 제3호에 따라 구성된 것이
다. ‘조선법제편찬위원회’는 金用茂(당시 대법원장)를 위원장으로, 金炳魯
(당시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장), 李仁(당시 남조선과도정부 대검찰총장)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 위원회 제2차 회의(1947년 10월 20일)
에서 분과위원이 결정되고 처무규정(處務規程)이 마련되었다. 이 위원
1948

9)

10)

11)

12)

『官報』 제1983호(1958. 2. 22.), 1~296면 수록.
9) 법전편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서는 특히 鄭種休, ‘韓國民法典의 制定過程’,
『民法學論叢』(厚岩 郭潤直敎授 華甲紀念論文集), 博英社, 1985, 6면 이하; 梁彰洙,
‘民法典의 成立過程에 대한 小考’, 『서울대학교 法學』 제30권 제3·4호(1989), 192
면 참조.
10) 이하 ‘조선법제편찬위원회’에 관한 설명에 대해서는 崔鍾庫, ‘解放後 基本法制의
制定過程’, 『법제연구』 제8호(1995. 6.), 한국법제연구원, 103면 이하 참조.
11) 金炳華, 『韓國司法史(現世編)』, 一朝閣, 1979, 41면 참조.
12) 이에 대해서는 法政 제2권 제11호(1947. 11.), 36면; 법정 제3권 제6호(1948.
6.), 10면 참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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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朝鮮臨時民法典編纂要綱’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法政』 에
수록되어 있다. 형식적으로 보면 ‘조선법제편찬위원회’는 현행 민법의
제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에서 본다면
‘법전편찬위원회’는 ‘조선법제편찬위원회’를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전편찬위원회’는 ‘조선법제편찬위원회’의 업무범위, 업무방법(예: 요강
작성) 등을 거의 동일하게 전수하여 활동하였다.
법전편찬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법원규칙으로
1948년 9월 25일 「法典編纂委員會處務規程」이 마련되었다.
이 규정은
법전편찬위원회의 실제적 활동방법을 규율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기
초위원(起草委員)은 법전의 기초에 앞서서 요강(要綱)을 작성하고 그 요강
에 따라 법안을 기초하도록 되어 있다(동 규정 제8조·제9조 참조).
13)

14)

15)

16)

2. 1953. 7. 4. 민법초안 완성

법전편찬위원회는 민법·형법 등 분과위원회를 만들어 이 분과위원회에
서 각각 법전제정 작업을 진행하였다(법전편찬위원회직제 제3조, 법전편
찬위원회처무규정 제3조). 金炳魯는 법전편찬위원회의 위원장 겸 민법분
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민법분과위원회는 1948년 12월 15일부터
민법안 기초작업에 착수하였다. 민법안 기초작업은 민법전편찬요강을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법전편찬위원회처무규정 제9조). 민법
17)

18)

編輯部, ‘朝鮮法制編纂委員會起草要綱(三)’, 法政, 제3권 제8호(1948. 8.), 41면.
여기에는 ‘朝鮮臨時民法典編纂要綱’이라는 제목으로 총칙편과 물권편의 요강이 실
려 있는데, 그 내용은 법전편찬위원회의 ‘민법전편찬요강’과 거의(많은 경우에 문
구조차도) 일치한다.
14) 이 요강은 梁彰洙, 앞의 글 ‘民法典의 成立過程에 대한 小考’, 190~192면에 잘 정
리되어 있다.
15) ‘法典編纂委員會處務規程’은 1948년 9월 25일 제정되고 1950년 2월 17일 전면개
정되었다: 『官報』 제300호(1950. 2. 17.), 325면.
16) 법전편찬위원회의 업무수행 방식과 관해서는 L 記者, ‘우리나라 法典編纂事業의
片貌’, 『考試界』 창간호(1956. 6.), 國家考試學會, 119면 이하 참조.
17) 앞의 책 『民法案審議錄 上卷』, 머리말, 1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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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편에 대한 요강이 완성된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나, 요강을 확정하기
위한 토론과정은 의사록의 형태로 『法律評論』이라는 잡지에 수록되어 있
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 전에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가
족편에 대한 요강은 1949년 6월 11일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그 해에 ‘민법
친족상속법편찬요강’(친족편 42항목, 상속편 7항목)을 발표하였다. 이 요
강은 張暻根 의 私案 을 기초로 구성되었다. 이들 요강을 토대로 민법초
안을 작성하는 일은 거의 전적으로 金炳魯 의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19)

20)

21)

22)

23)

24)

25)

民法典編纂要綱’의 구체적인 내용은 張厚永, 『現行民法總論』, 同硏社, 1950,
면에 ‘附錄 1: 民法編纂要綱’이라는 제하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이
要綱은 法典編纂委員會의 會議錄에서 轉載한 것임”이라는 문구가 있다. 『現行民法
總論』의 저자인 張厚永 변호사는 단국대학교 강사 겸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이었다.
19) ‘法典編纂委員總會議事錄(秒)’, 『法律評論』제1권 제1호(1949. 4.), 大韓法理硏究會,
35~36면; 제1권 제2호(1949. 6.), 37~38면; 제1권 제3호(1949. 10.), 36~40면 참조.
『法律評論』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총칙편, 물권편, 친족편이며, 채권편과 상속편은
빠져있다. 이 잡지에 수록된 자료를 소상하게 정리한 자료가 있다: 梁彰洙, ‘法典編
纂委員會總會 議事錄(抄)’, 『서울대학교 法學』제35권 제2호, 298~323면.
20) 이와 같은 사실은 1957년 11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金炳魯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 법전편찬위원회는 1948년에 발족했지만 몇 달 안 되어
서 거기 책임자인 내가 병으로서 약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 뒤로 기초작
업에 착수하고자 했으나 불과 몇 얼마 안 되어 곧 6·25 사변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시작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대체적인 기안(起案)이 있었을 뿐입니다. 민법
이나 기타 법률에 있어서는 그저 나중에 변경할 수 있고 혹은 다시 몇 차례라도 회의
를 거듭해서 검토할 여유를 둔 요강이라는 몇 가지만이 논의되었고, 그 외에는 사실상
으로 조문이라든가 편찬의 순서라든가 하는 것이 착수되지 못했었습니다...”(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30호, 국회사무처, 1957. 11. 6, 4면 참조).
21) 그 내용에 대해서는 張暻根·張承斗, ‘民法親族相續編要綱解說(一)’, 法政 제4권
제10호(1949. 10.), 4~10면; 張暻根·張承斗, ‘民法親族相續編要綱解說(二)’, 法政
제4권 제11호(1949. 11.), 13~19면; 張暻根·張承斗, ‘民法親族相續編要綱解說(三)’,
法政 제4권 제12호(1949. 12.), 28~31면 참조.
22) 張暻根은 일찍부터 친족법 분야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그는
1946년 12월 21일 ‘한미법률가협회’(Korean-American Lawyer Society) 강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관습법을 소개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張暻根, ‘朝鮮親族慣習法
- 朝鮮親族法의 특색 -’, 法政 제2권 제3호(1947. 3.), 6~10면 참조. ‘한미법률가
협회’에 대해서는 崔鍾庫, 앞의 글 ‘解放後 基本法制의 制定過程’, 111면 참조.
23) 張暻根, ‘親族相續法立法方針及要綱私案’, 法政 제3권 제9호(1948. 9.), 13~17면.
24) 金炳魯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金學俊, 『佳人金炳魯評傳』, 民音社, 1988, 479면
이하의 佳人金炳魯 年譜 참조.
18) ‘
30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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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2월 15일 민법안 기초작업을 시작한 이후 약 4년 7개월이
지난 1953년 7월 4일 민법초안은 법전편찬위원회의 총회를 거쳐 법전
편찬위원회의 공식법안이 되었다.
1948

26)

27)

3. 1954. 9. 30. 민법안 국무회의 통과

년 9월 30일 법전편찬위원회의 공식초안이 정부에 이송되었다.
정부는 법제실(法制室)을 통하여 용어의 통일과 조문 정리 정도의 심사를
하였다. 즉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넘어온 민법초안에 내용적인 면에서 아
무런 변경이 없었다. 1954년 9월 30일 국무회의는 정부안으로서 민법안
을 확정하였다.

28)

1953

29)

4. 1954. 10. 26. 정부 국회에 민법안 제출
1954

년 10월 2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민법안을 대통령의
30)

이와 같은 사실은 1957년 11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金炳魯의 다음과 같
은 발언에도 잘 나타나 있다: “민법을 기안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법전편찬위원
회의 위원 혹은 심사위원에게 그 기안을 맡겨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네들
도 자기의 본무(本務)가 바빠서 겨를이 없는데다가 그 일이 그들에게는 무리였습
니다. 몇 가지를 받아보았더니 일본법을 그대로 번역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
다... 문헌을 약간 참고하면서 내가 또 조년(早年)부터 오늘날까지 한 40년 동안
머리속에서 항상 떠나지 않고 있던 그 관념을 냉철하게 생각해서 이 법안의 기안
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30호, 국회사무처, 1957.
11. 6, 4면 참조) 이에 대해서는 이 책 [0.23] 참조.
26) 총칙편, 물권편, 채권편은 1951년 7월 1일까지는 완성되었는데 친족편과 상속편은
그때까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法律新聞』 1951. 7. 1, 1면 참조).
27) 鄭光鉉, 韓國親族相續法講義 上卷, 葦聲文化社, 1956, 5면. 법전편찬위원회의 민
법초안은 編輯部, ‘民法草案(I)’, 『法政』제9권 제5호(1954. 4·5.), 42~49면; 編輯
部, ‘民法草案(II)’, 『法政』제9권 제8호(1954. 6·7·8.), 47~50면; 編輯部, ‘民法草
案(III)’, 『法政』제9권 제10호(1954. 10.), 45~49면 등 참조.
28) ‘男女平等原則保障 新民法草案 政府에 回附’,『法律新聞』 1953. 10. 1, 2면 참조.
29) ‘公聽會速記錄’, 『民法案審議資料集』, 75면 참조.
30) 민법안이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날짜에 대해서 1954년 10월 13일이라는 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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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를 얻어 같은 날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가 제출한 민법안에는 제안
이유서라든가 기초이유서 같은 참고자료가 전혀 딸려 있지 않았다. 민
법 기초자료가 없는 이유에 대하여 종래 학자들 사이에 여러 추측이 있
었다. 원래는 기초자료가 있었는데 1950년 한국전쟁 때에 소실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안에 대한 제1독회
에서 민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을 대신하여 국회에
출석한 법무부 차관의 발언을 보면 원래는 민법기초자료가 있었는데 한
국전쟁 때에 소실된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1957년 11월 6일 국회 본
회의에서 金炳魯가 한 발언을 보면 유의미한 기초자료는 처음부터 존재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金炳魯는 민법전을 잘 만들
기 위해서는 각국의 법률,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 또는 관습법이라고 인
정할만한 관례에 관한 문헌을 참조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문헌이 많지 않
음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참고문헌이라는 것이 그
렇게 많지 못합니다. 문헌을 약간 참고하면서 내가 또 조년(早年)부터 오
늘날까지 한 40년 동안 머리속에서 항상 떠나지 않고 있던 그 관념을 냉
31)

32)

도 있기는 하다(예컨대, 출판사항이 전혀 없이 법제실에서 민법 공포 직후에 발간
한 것으로 보이는 『民法』이라는 문헌). 그런데 국회에서 발간한 문헌은 한결같이
1954년 10월 26일로 되어 있다(예컨대, 앞의 책 『民法案審議錄 上卷』, 머리말,
1면; 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29호, 국회사무처, 1957. 11. 5, 6면; 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33호, 국회사무처, 1957. 11. 9, 8면).
31) 이와 관련하여 제26회 국회 본회의에서 11월 5일 張暻根 의원의 다음과 같은 발
언이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민법안심의소위원회에서의 민법안 예비심사의 경과
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제출의 민법안에 제
안이유서와 기초에 관한 회의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민의원에서의 심사에
커다란 곤란과 시간의 소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
29호, 국회사무처, 1957. 11. 5, 6면 참조)
32) 다음과 같은 발언 부분이다: “정부는 민법전편찬사업의 중대성을 통감하고 1948년
정부수립 즉시로 법전편찬위원회로 하여금 민법초안의 기초에 착수하도록 하고 동
위원회는 이 중대한 사업의 완수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던 중 불의의 6·25사
변을 당하여 혹은 기초위원들이 납치되고 혹은 기초자료가 분실되는 등 허다한 난
관을 겪으면서 1953년 7월 4일에 겨우 기초를 완료하고 1954년 10월에 국회에 제
출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실로 10년이라는 세월을 소요한 우리나라 법제사상 획기
적인 사업입니다.”(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29호, 국회사무처, 1957. 11. 5,
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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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하게 생각해서 이 법안의 기안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
으로 인하여 기초이유서와 같은 저술을 제출하지 못했으니 양해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 단행법이라든가 민법 중에서도 어느 한 분야에 한정된다
면 모르되 민법전과 같은 대법전을 일시에 기안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특
수한 전업적(專業的) 기구가 아니고서야 기초이유서와 같은 방대한 저술
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5. 1954. 10. 28. 민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정부로부터 민법안이 제출되자 국회는 1954년 10월 28일 이것을 법제
사법위원회에 회부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심의경과를 날짜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54년 11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민법안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
여 예비심사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이 소위원회에서는 張暻根 의원이 위
원장으로 활동하였다.
② 1955년 3월 15일: 민법안심의소위원회는 1955년 3월 15일 제1차
회의 이래 모두 65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민법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
행하였다.
34)

35)

36)

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30호, 국회사무처, 1957. 11. 6, 4면 참조. 이에 대
해서는 이 책 [0.23] 참조.
34)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29호, 국회사무처, 1957.
11. 5, 6면 이하 참조. 그리고 이 책 [0.20] 참조.
35)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이 책 [0.19] 참조.
36)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던 시기에 정부가 제출한 민법안
에 대한 평가가 학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음과 같은 연구물이 그 예이다:
李丙浩, ‘新民法草案槪說(1), 民法總則論’, 『法政』 제10권 제3호(1955. 3.),
15~20면; 張庚鶴, ‘民法草案에 대한 批判(一)’, 『法政』 제10권 제3호(1955. 3.),
21~28면; 張庚鶴, ‘民法草案에 대한 批判(二)’, 『法政』 제10권 제4호(1955. 4.),
18~21면; 張庚鶴, ‘民法草案에 대한 批判(三)’, 『法政』 제10권 제5호(1955. 5.),
15~20면; 張庚鶴, ‘民法草案에 대한 批判(四)’, 『法政』 제10권 제6호(1955. 6.),
12~17면; 張庚鶴, ‘民法草案에 대한 批判(五)’, 『法政』 제10권 제7호(1955. 7.),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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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안심의소위원회에서 민법안에 대한 예비심의를 주도한 사람은 張
暻根 의원이었다. 그는 법전편찬위원회에서부터 민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서 통과되기까지 민법제정을 위한 모든 과정에 걸쳐 가장 핵심적인 역할
을 하였다. 그는 법전편찬위원회에서는 민법분과위원으로서 신분편의 책
임위원이었다. 1954년 제3대 민의원 선거를 통하여 정계에 입문한 후로
는 국회의원으로서 민법안 심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 민법 제정과정
에서의 그의 역할을 고려하여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잠시 소개하기로 한
다.
그는 1911년 경기도 부천에서 출생하여 1935년 일본고등문관시험 사
법과에 합격하고 1936년 동경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1937년 경
성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장까지 역임하였다. 1949년 내
무부 차관을 거쳐 1950년 국방부 차관, 1953년에는 한일회담 대표를 지
냈다. 제3대와 제4대 민의원 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자유당 소속으로 당선
되어 정치활동을 하였다. 1957년에는 자유당의 중앙정책위원장과 내무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내무부 차관 시절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습격
사건(1949. 6. 6.)을 지휘한 것을 비롯하여 이승만 대통령의 종신집권을
위한 소위 ‘사사오입 개헌’(1954. 11. 29.), 이승만 정권의 종말을 자초한
‘3·15 부정선거’(1960. 3. 15.) 등 자유당의 핵심인물로 주요 사건에 깊숙
이 개입되었다. 그는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자 일본으로 밀항한 후
1978년 사망하였다.

6. 1956. 9. 5. 민법안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발표

민법안심의소위원회는 1956년 9월 5일 민법 3편(총칙, 물권, 채권)에
대한 축조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친족·상속편에
대해서는 축조심의를 통한 수정안을 작성하지 못하고 친족편 34항목과
면 張庚鶴, ‘民法草案에 대한 批判(六)’, 『法政』 제10권 제8호(1955. 8.),
면 張庚鶴, ‘民法草案에 대한 批判(七)’, 『法政』 제10권 제10호(1955.
면

27~31 ;
22~26 ;
10.), 24~29

명순구

45

상속편 7항목의 요강만을 결정한 채 각 항목마다 이유를 붙인 ‘민법안친
족편상속편심의요강심의록’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그 이유는 친족·상
속편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있어서 견해
의 대립이 컸기 때문이었다. ‘민법안친족편상속편심의요강심의록’은 민법
안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인 張暻根이 법전편찬위원회에서 가족법기초책임
위원을 맡고 있을 때 발표한 소위 ‘張暻根私案’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37)

7. 1957. 4. 6·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 민법안 공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법안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
회 본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여러 차례 연기된 끝
에 1957년 4월에서야 열리게 되었는데, 첫날인 4월 6일은 재산법편에
대한 토론이, 둘째 날인 4월 7일은 가족법편에 대한 토론이 전개되었
다. 공청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논의되었으나 가장 뜨거운 토론의 대
상이 되었던 것은 재산법 분야에서는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형식주의 문
제, 가족법 분야에서는 동성동본불혼 문제였다.
38)

39)

40)

41)

민법안친족편상속편심의요강심의록’의 내용에 대해서는 民議院 法制司法委員會
民法案審議小委員會, 『民法案審議錄 下卷』, 1957, 1~24면 참조.
38) 공청회는 원래 1956년 11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민법안심의소위원장 張暻
根 의원의 사정(UN 총회 한국대표단으로 미국 방문)으로 50일 연기하였으나(『法
律新聞』, 1956. 11. 12, 2면 참조), 그때로부터 50일이 지난 시점인 1957년까지
공청회가 열리지 못했다. 그 후 공청회는 1957년 3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 재개회 때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法律新
聞』, 1957. 3. 25, 2면 참조).
39) 4월 7일 가족법편의 공청회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公聽會速記錄’, 『民法案審議資
料集』, 100~152면 참조.
40) 이 공청회는 세간의 큰 관심을 일으켰는데 이에 관한 언론의 평가로는 ‘民法草案
公聽會를 보고 - 遵守할 수 있는 立法을 바란다 - ’, 『法律新聞』 1957. 4. 22, 1
면 참조.
41) 『法律新聞』, 1957. 4. 22, 1면 참조.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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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57. 5. 3. 제24회 임시국회 폐회에 따라 민법안 폐기

제24회 임시국회(1957년 3월 5일 ~ 5월 3일)에 정부안으로 민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시국회가 폐회됨에 따라 민법안도 폐기되었다.
42)

9. 1957. 6. 17. 정부 민법안 다시 제출

정부는 1954년 10월 26일에 제출하였던 것과 동일한 내용의 민법안을
1957년 6월 17일 다시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957년 6월
20일 이를 접수하고 1957년 7월 2일 지난번과 같은 구성원으로 민법안심
의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민법안심의소위원회는 전에 이루어진 재산편의
축조심의결과를 그대로 채택했다. 한편 가족편에 대해서는 전에는 친족편
34항목과 상속편 7항목으로 구성된 ‘민법안친족편상속편심의요강심의록’
만이 채택되었으나, 이번에는 이것을 기초로 축조심의가 이루어졌다. 가
족편의 축조심의를 위한 제1차 회의의 날짜가 1957년 8월 19일이고 ,
민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확정된 것이 1957년 9월 2일
이다. 그러고 보면 민법 친족·상속편에 대한 축조심의에 소요된 시간은
약 보름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3)

10. 1957. 11. 5. 민법안 제26회 국회 본회의에 상정

년 9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수
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이 회의는 민법안심의소위
원회의 수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켰고, 다음날인 12일에는 국회 본
회의에 회부하였다. 1957년 11월 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정부
1957

44)

대한민국헌법은 1962년 개정 이후 회기계속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현행헌법 제
51조). 그러나 당시의 헌법은 회기계속의 원칙을 정하지 않았고 국회법 제61조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정하고 있었다.
43) 앞의 책 民法案審議錄 下卷, 25면.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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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玄錫虎 의원의 수정안 등과 함께 제26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1957년 11월 5일 민법안에 대한 제1독회가 시작되었다. 제1독회에서
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朴世徑 의원의 심사보고,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안심의소위원회 위원장 張暻根 의원의 민법안심의결과 보고, 정부 측에서
법무부 장관을 대신하여 법무부차관이 정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법전편찬위원회의 증언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11월 6일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인 金炳魯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였
다. 11월 7일, 8일, 9일, 11일까지 계속된 제1독회에서는 민법안의 중
요쟁점(물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 전세권, 친족의 범위, 동성동본불혼제
도, 호주제 등)에 대한 질의응답 및 대체토론(大體討論)이 있었다.
1957년 11월 21일부터는 제2독회가 시작되었다. 제2독회는 처음에는 민
법안의 각 조문에 대하여 차례로 축조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러다가 11월 25일 회의부터는 수정된 조문에 대하여 먼저 토론해서 표결을
하고 수정안이 없는 조문에 대해서는 일괄표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민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시기가 1957년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제3
대 국회의 ‘황혼기’이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1958년의 선거준비로 여념이
없었다. 그런 이유인지 의원들의 출석률이 저조하여 민법안 심의에 어
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진주 시장선거에서의 부정투표사건으로 인하여
여·야합동조사단이 진주로 파견되어 논쟁을 벌이느라 민법안에 대한 심의
가 정체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
45)

46)

47)

48)

49)

50)

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6호, 국회사무처, 1957. 9. 12, 2면.
월 10일은 일요일이어서 의사일정이 없었다.
46) 당시의 국회법 제4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독회에서는 의안
을 축조낭독하며 심의한다. 단, 의장은 의안의 낭독을 생략할 수 있다.”
47) 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45호, 국회사무처, 1957. 11. 25, 6면. 그리고 이 책
[1.92] 참조.
48) 張庚鶴, ‘新民法의 新性格’, 『考試界』 제3권 제1호(1958. 1.), 224면 참조.
49) 민법안 심의과정에서 표결을 요하는 경우에 성원이 되지 않아 성원이 되기를 기다
리는 상황이 빈발하였다.
50) 張庚鶴, 앞의 글 ‘新民法의 新性格’, 224면.
44)

4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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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957. 12. 17. 민법안에 대한 국회심의 종료

년 12월 17일 회의에서 제2독회를 종료하고 제3독회는 생략하기
로 의결하면서 민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는 종료되었다. 당시 시행중
이던 국회법에 따르면 법률안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3독회를 거쳐야 했다
(당시 국회법 제38조 제1항 본문). 그러나 국회의 결의로 제3독회를 생략
할 수 있었다(당시 국회법 제38조 제1항 단서).
1957

51)

12. 1958. 2. 22. 「민법」 공포

년 2월 22일 이승만 대통령은 법률 제471호 「민법」을 공포하
였다. 본문 1111개 조문, 부칙 28개 조문이었다.
1958

13. 1960. 1. 1. 「민법」 시행

년 1월 1일부터 「민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본민법 의용시대가
막을 내렸다.
1960

Ⅲ.「民法」의 제정과 李恒寧 교수
1. ‘民事法硏究會’ 참여

민법 제정과정에 학자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1956년 9월
25일 ‘민법초안연구회’(이 연구회는 곧바로 ‘민사법연구회’로 개칭) 가
52)

51)
52)

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62호, 국회사무처, 1957. 12. 17, 11면.
이 모임은 현재의 ‘사단법인 한국민사법학회’의 모태이다. 아래에서는 ‘민사법연구
회’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명순구

49

구성되면서부터이다. 법전편찬위원회가 제출한 「民法草案」(1953. 7. 4)
을 국무위원회가 「民法案」(1954. 9. 30)으로 확정한 후 이를 국회에 회
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1956. 9. 5)
각계에 의견조회를 했다.
1956년 9월 25일 서울 소재의 민법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민법초안연
구회’(이 연구회는 곧바로 ‘민사법연구회’로 개칭) 를 결성하여 정부가
제출한 민법안 및 민법안심의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를 시작하
였다. 이 모임의 대표자는 高秉國 교수(당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와 李熙鳳 교수(당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였다. 민사법연구회는
1957년 3월 『民法案意見書』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민사법연
구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총 22명, 가나다 순 ).
53)

54)

55)

高秉國(서울대학교 법과대학)

金基善(서울대학교 법과대학)

金曾漢(서울대학교 법과대학)

金振雄(고려대학교 법과대학)

金顯泰(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朴昌根(중앙대학교 법정대학)

方順元(숭실대학)

徐燉珏(서울대학교 법과대학)

安二濬(신흥대학교 법과대학)

李丙浩(단국대학)

李榮郁(중앙대학교 법정대학)

李宗洽(단국대학)

李恒寧(고려대학교 법과대학)

李熙鳳(고려대학교 법과대학)

鄭光鉉(서울대학교 법과대학)

鄭範錫(정치대학)

鄭熙喆(경북대학교 법정대학)

朱宰璜(고려대학교 법과대학)

車洛勳(고려대학교 법과대학)

崔 栻(정치대학)

玄勝鍾(고려대학교 법과대학)

黃山德(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이 모임은 현재의 ‘사단법인 한국민사법학회’의 모태이다.
54) 民事法硏究會, 『民法案意見書』, 一朝閣, 1957.
55) 『民法案意見書』는 구성원의 명단을 가나다 순으로 소개하고 있다(같은 책, 서문
3~4면).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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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연구회에서는 원래 정부가 제출한 민법안,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안심의소위원회의 수정안 및 ‘민법안친족편상속편심의요강심의록’을 연
구·검토하고자 하였다. 재산편에 대해서는 전원일치 또는 다수결로 공식
의견을 도출하여 이를 『民法案意見書』에 반영하였다. 그러나 가족편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심하여 공식의견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민사법연구
회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당시 언론은 입법당국이 이들의 의견을 존중하
여 민법제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民法案意見書』에 포함
된 학자들의 의견은 국회 본회의에 玄錫虎 의원의 수정안으로 반영되어
민법안 심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民法案意見書』는 22명의 회원이 항목 혹은 분야를 나누어 집필했는
데 李恒寧 교수는 『民法案意見書』의 서론에 해당하는 총평 및 제1편
(총칙)의 여러 개별조문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시했다. 李 교수는 그의 주
전공이 민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법연구회에서 매우 적극적으
로 활동했다. 李 교수에게 민법안에 대한 총평을 맡긴 것은, 아마도 민법
이 20세기 중반에 나온 것이니 만큼 민법안이 발전적인 법사상적 기조를
보유하고 있는가를 검토함에 있어서 그가 적임자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
로 추측된다. 어쨌든 李 교수가 총평을 집필함에 따라 그는 민법제정안의
핵심사항 거의 전부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 중 어떤 것
은 수준급의 학자라면 의당 그러려니 하는 것도 있으나, 어떤 것은 당시
의 학자로서는 매우 혁신적이라고 할 만한 것도 있다.
56)

57)

58)

民法制定에 愼重을 要望함 - 특히 敎授團 硏究委意見을 尊重하라 -’, 『法律新
聞』 1957. 2. 25, 1면; ‘基本法典의 制定에는 學界의 見解가 尊重되어야 한다’
『韓國日報』 1957. 2. 11.자 사설(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편,『民法案審議資料
集』, 1957, 59~60면 수록); ‘學界의 意見이 尊重되어야 한다 - 民法草案에 대한
意見書要綱을 보고 -’, 『世界日報』 1957. 2. 13.자 사설(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편,『民法案審議資料集』, 1957, 61~62면 수록).
57) 민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난 후 민법학 교수(주로 민사법연구회 회원)들이 신
민법을 놓고 벌어진 토론 기록에 대해서는 ‘新民法硏究討論會’, 『法律評論』제2·3
호 합병호(1958. 4.), 法律評論社, 73면 이하 참조. 이 토론회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논의되었다: ① 신민법 제1조의 해석; ②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③ 취득시효; ④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58) 앞의 책 『民法案意見書』, 2~17면.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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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는 항을 바꾸어, 李恒寧 교수가 『民法案意見書』을 통해 개
진한 민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런데 李 교수의 의견
을 모두 소개하는 것은 지나치게 방만하여 논의의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특징적인 것을 선정하여 보여주기로 한다.

2. 민법의 위상과 역할

李恒寧 교수는 민법의 위상과 역할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
었나? 李 교수는 다양한 계기에 민법안에 대하여 법철학적 시각에서 비
판적 시각을 제시했다. 그의 시각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民
法案意見書』에 적시한 다음 설명이다.
59)

초안은 개인적 자유에 입각하면서도 사회적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방향에 서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이미 우리나라의 헌법의 근본원리
로 되어 있는 것인데 헌법이 소위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
의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과 같이 초안도 사법(私法) 생활에
있어서 생산의 앙진(昻進)과 분배의 공정을 동시에 기하고자 하는
것 같다. 헌법 전문에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는 이른바 자유적 정신과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
하는 이른바 평등적 정신이 초안에도 看取되고 헌법 제15조에 “재
산권은 보장된다”는 이른바 사유재산제도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
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공공복리 사상을 조정하
려고 초안은 매우 고심한 것 같다. 이리하여 초안에는 “거래의 안
전”이라는 이상과 “약자의 보호”라는 이상을 양 주축으로 하고 있는
데 이 이율배반적인 두 이념을 어느 정도 조화시키냐 하는 문제는
하필 입법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민법전이 제정된 후에 있어서 그
해석에 있어서도 또한 중요한 과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
초안이 제1편 총칙편 冒頭에 제1장으로 통칙을 두고 신의성실
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선언한 것도 이러한 의미가 있

59)

앞의 책 『民法案意見書』,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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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며 이러한 이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초안이 보여주는 규정
을 몇 가지 摘記하여 보면,
첫째로, 정적 안전보다 동적 안전에 치중하기 위하여 종래 의사표
시에 있어서 자유주의이던 것이 형식주의로 轉化된 것이 많다. 법인
의 성립(초안 제32조), 물권변동(초안 제177조), 지시채권의 양도
(초안 제499조) 등에서 이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형식주의는 모
든 조건이 완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거래의 안전보다도 거래의 지체
를 가져오게 되는 일이 많으므로 형식주의의 채택은 신중을 요한다.
둘째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용익권을 강화하는 경향
이다. 물권에 있어서 지상권을 강화하고 전세권을 신설하고 채권
에 있어서 임차권을 강화시킨 것이 이것이다. 그러나 용익권 그
자체만을 너무 강화시켜 놓으면 용익권을 설정하기가 심히 곤란해
질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용익권 그 자체가 활용이 되지 않을 우려
도 있다. 이 점에 대한 고려가 또한 필요할 것이다.
셋째로는,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경향이다. 사정변경
또는 경제 상태에 따라서 법률과 계약의 고정성을 어느 정도 완화
시키어 당사자에게 변경청구권과 법원에게는 형성권을 부여한 것
이 이것이다. 손해배상예정액에 대한 법원의 감액권(초안 제389
조), 지료와 차임의 증감청구권(초안 제274조, 제670조),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법원의 무책임자에 대한 배상명령
권과 당사자의 경감청구권(초안 제750조, 제759조) 등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은 흡사 영미에 있어서 보통법에 대한 형평법의 편
린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제도가 잘만 운용되면 대단히 좋은
결과가 날 것이나 법원과 당사자가 이 권리를 남용하면 법적 안전
성이라는 견지에서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다.
넷째는,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협동성과 권리와 의무의 상관성을
강조한 점이다. 소유권의 상린관계를 확대하고 채권자지체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하고 무과실책임에 관한 규정을 증가한 것이 이것
이다. 이 점은 초안의 진보적 색채를 보인 것으로 장차 법률이 나
아갈 길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이 초안이 그 근본원리를 冒頭에 揭記하고 또 그 근본원
리를 구현시킨듯 한 규정을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러나 아직도 그 근본원리가 투명하지 않고 그 구체적인 규정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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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지 못한 감이 없지 않다. 私法 생활의 급격한 변화를 피한다
는 견지에서 그 체재에 있어서 현행민법을 토대로 한다는 것은 물
론 타당하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현행민법의 정신을 그대로 무비
판적으로 계승한다는 것은 시대착오라 아니할 수 없다. 현행민법
이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推移된 초기의 생활규범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자본주의의 수정기에 들어간 오늘날[今日]에 있어서는
새로운 생활이념이 좀 더 선명하게 들어나 있어야 할 것이다.
대체 민법이라는 것은 사법의 원칙법이라고 한다. 근대 근대자본주
의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이성적 경제인으로서 자유스러운 생산경
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을 ‘인격평등의 원칙’과 ‘계약자
유의 원칙’으로 법률상 표현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인격
평등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은 한낮 허울좋은 미명에 불과하고
경제적 강자와 경제적 약자의 구별이 뚜렷해지고 생산을 담당하는
사람보다도 분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게 된 실정과는 너무나 거리
가 멀게 되었다. 말하자면 과거의 민법은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을
믿고 자유방임해 두어도 ‘생산’의 昻進을 기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의
민법은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을 믿고 자유방임해 두었다가는 ‘생활’
의 파탄을 가져오게 할 우려도 적지 않다. 즉 과거의 민법은 생산자
를 보호하는 것이 곧 시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오
늘날과 같이 생산과 분배가 괴리된 결과 생산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곧 시민의 생활을 보호하는 결과는 가져오지 않게 되었다. 새로운 민
법은 이와 같은 경제적 실정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법이 사법의 원칙법이라고 한 것은 사법의 특별법으
로 상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민법이 일반
시민생활을 규율하는데 상법은 특히 상인생활을 규율한다고 생각
되었기 때문에 민법은 사법의 원칙법이라고 일컬어졌다. 그러나
현대의 상법이라는 것은 결코 상인이라는 특수계급의 생활을 규율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 관한 생활을 규율하는 것으로 되어 있
다. 말하자면 시민의 생산분야를 주로 규율하는 것이 상법이다.
그렇다고 하면 시민의 경제생활의 2대 분야인 생산생활과 분배생
활에 있어서 주로 그 생산분야에 관한 규율이 상법이라고 한다면
민법은 주로 그 분배분야에 관한 규율이 되고 말 것이다. 환언하
면 민법과 상법이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원칙과 특별의 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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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기보다는 그 규율대상의 영역이 各異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고 보면 민법이 상법에 대한 원칙법이라는 관념은 무의
미하게 되고 상법은 주로 생산분야를 담당하는 법이요 민법은 주
로 분배분야를 담당하는 법으로 되고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초안에 있어서의 조화하기 어려운 ‘자유’와
‘평등’의 이율배반적인 양 원리는 어느 정도 순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사법의 원칙법이기 때문에 ‘생산의 자유’와 ‘분배의 평
등’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논리적 숙명에 떨어지지 않
을 수 없지만 그 중에서 ‘생산의 자유’에 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상법에 전가시키면 민법은 좀더 ‘분배의 평등’을 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초안의 근본원리와 각 규정은 별
다른 진보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민법은 ‘분배의 공정’
이라는 지도원리를 표방하는데 좀 더 용감하였어야 할 것이다. 생
산을 보호하고 기업을 유지시키는 것은 상법에게 일임하고 민법은
분배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시키는데 좀 더 적극적인
열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초안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초안의 근본원리는 아
직도 보수적 색채가 농후하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李恒寧 교수는 민법의 분배적 기능에 매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시각은 아마도 노동4법 입법을
주도했던 그의 경험이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60)

3. 민법상의 용어
(1) 일반론

李恒寧 교수는 민법이 국민의 사생활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게 하고 있었다. 李 교수는, 민법의 주
60)

이와 같은 시각을 좀 더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으로는 앞의 글 “民法의 分配法的
性格”, 8~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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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난점으로 조문의 難澁性을 지적하면서 이를 민법의 민주성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의 주장을 들어보자.
61)

지금까지의 전통적 조류였던 관료법학의 여파이다. 법률은 관료
들만 알고 있으면 족한 것이요, 일반민중은 이를 알 필요도 없고
또한 알 수도 없는 것이므로 법률을 일반민중에게 알기 쉽게 제정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법률은 결코 관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
고 민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민중법학이 대두하게
되었다. 특히 私法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公法에 이르러서도 그
것은 관료의 필요보다도 민중의 필요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민법의 조문은 여전히 난삽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도
저히 그 의미를 해독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신민법 안에
국민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됭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의
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권리의 보장은 결국 유명무실한 것이다.
물론 법률이 규율하는 생활대상이 심히 다기적이므로 이것을 너
무 평이하게 표현하면 그 조문이 산만하여져서 법률의 양이 상당
히 커질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능한 한 간결하게 표
현하여 법률이 너무 방대하게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만 할 것도
우리는 모르는 바가 아니다.
이와 같이 법률용어가 간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나 간결환 나머지 국민들이 그 법률의 뜻을 이해하
지 못하게 된다면 법률의 사명은 반감되고 마는 셈이다. 우리는
신민법이 20세기 후반기에 제정된 가장 최신의 입법이라는 점에
서 그 조문이 평이화되어 이로 말미암아 길어지고 법률의 양이 지
금 것의 5배나 10배나 되는 한이 있더라도 좀더 일상적인 용어로
제정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民法案意見書』에도 같은 취지의 평가를 하고 있다.
61)
62)

앞의 글 “新民法과 民主主義”, 160면.
앞의 책 『民法案意見書』,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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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대중화의 견지에서 보면 초안의 용어도 현행민법의 용어
와 같이 너무 난삽한 혐의가 있다. 민법은 물론 궁극에 가서는 법
관의 재판규범이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일반 민중의 생활규범이 되
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법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
는 평이한 용어로 제정되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률적
으로만 독특한 의미를 갖는 용어는 될 수 있는대로 피하여서 가능
한 한 일반적 의미와 법률적 의미가 동일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또 넉넉히 ‘한글’로써 표현할 수 있는 말은 구태여 어려운 한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또 지금까지 관용되어 오던 용어
를 생경한 신조어로 대치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
을 것 같다.

문학에도 남다른 재능을 보유했던 李恒寧 교수가 법률용어에 대하여
예민한 반응을 보인 것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민법의 용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 몇 가지를 항을 바꾸어 들어보기로 한다.

(2) 민법 제1편 제2장의 제목: ‘人’ 또는 ‘自然人’

정부로부터 제출된 민법안 제1편(총칙) 제2장의 제목은 ‘人’으로 되어
있었다. 이 민법안의 용어선택에 대하여 李恒寧 교수는 “우리의 어감에
있어서 그냥 ‘인’이라고만 하면 어색한 느낌이 있다. 본 장의 규정은 자
연인에 관한 것이므로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감으로도 좋고 본 장
의 내용에도 부합한다.” 는 평가를 했다.
이 제안은 玄錫虎 의원 수정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되었
다. 국회본회의 속기록을 보자.
63)

[19571121-18] ○ 법제사법위원장 대리(張暻根): ‘제2장 인’,
‘1장 능력’ 중 제2장 ‘인’에 대해서는 이를 ‘자연인’으로 하자는 玄
錫虎 의원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3장 법인에 대응하여 제

63)

民事法硏究會, 앞의 책 『民法案意見書』, 25면 李恒寧(당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집필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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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은 ‘자연인’으로 하자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의 수정안은 없지만 玄錫虎 의원의 수정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하는 사람이 있음)
[19571121-18] ○ 부의장(趙瓊奎): 邊鎭甲 의원 말씀하세요.
[19571121-18] ○ 邊鎭甲 의원: 玄錫虎 의원의 수정안에 ‘자
연인’(自然人)이 있는데 이것은 법인(法人)이라고 하는 것에 대응
하여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자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 아닌 어느 조직체에 대하여 인격을 부여한 것을 법인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고칠 수 없는 것 아닌가 생
각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소학(小學)과 같은 글을 읽을 때
에 ‘人’이라는 것을 ‘인’이라고 안 했어요. 읽기는 우리가 다 사람
이라고 했어요. 법률의 경우에만 그 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와서 “국어를 전용하자!”, 또 “한문
을 쓰지 말고 국문으로 전용하자!” 이러한 것을 법으로 정해놓고
그것을 읽는데 있어서 한문은 반드시 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이론
은 서지 않을 것입니다.64) 제2장은 ‘人’으로 되어 있지만 읽기로
는 ‘사람’이라고 읽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일부러 ‘자연인’이
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원안에 찬성하면서, 읽
기는 이것을 ‘사람’으로 새겨서 읽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9571121-18] ○ 부의장(趙瓊奎): 표결하지요... 표결합니
다... 잠깐 자리에 앉아 주세요. 지금 한 서너 분이 모자랍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제2장의 제목
‘인’에 대하여 玄錫虎 의원의 수정안은 ‘자연인’으로 고치자는 것
입니다.
(거수표결)

64)

이 당시 이미 ‘한글전용에관한법률’(1948. 10. 9. 법률 제6호)이 시행중이었지만,
법으로 정해져 있던 것에 대해 이론조차 서지 않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동법은 최근 ‘국어기본법’(2005. 1. 27. 법률 제7368호)에 의해 대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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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11인, 可에 18표, 否에 1표도 없습니다만 미결입니다.
그러면 정부 원안을 묻겠습니다.
(거수표결)
재석원수 109인, 可에 65표, 否에 1표도 없이 제2장 명칭은
정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제1편 제2장의 章名을 ‘人’에서 ‘自然人’으로 수정하자는 李恒寧 교수
의 제안이 玄錫虎 의원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었다. 이 교수의 제안
은 매우 논리적이고 민법의 체계에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민법
제1편(총칙) 제1장 통칙 이후에 이어지는 제2장은 제1절(능력), 제2절(주
소), 제3절(부재와 실종)로 구성되는데 이는 모두 자연인에 관한 것인데다
가, 특히 제3장은 제목 자체도 ‘법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張暻根 의원도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시
하였다. 그런데 표결 결과 수정안은 부결되었다. 민사법연구회의 제안으
로서 張暻根 의원이 이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
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민법안 재산법편의 심의과정에서 張暻根 의원
의 견해가 수용되지 않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 게다가 邊鎭甲 의원의 발
언을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3) ‘請約’이라는 용어

의용민법 이래로 계약의 일반적인 성립 모습을 계약당사자의 의사표
시의 합치로 이해하였다. 이는 법률행위 이론을 축으로 계약법을 구성한
독일법학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현행 민법은 계약의 구성요소인 의사표
시를 가리키는 용어 선택에 있어서 의용민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용
민법은 계약의 구성요소를 ‘申込’과 ‘承諾’으로 표현하고 있었음에 반해
현행 민법은 ‘請約’과 ‘承諾’으로 표현하고 있다.
민법 제정시에 ‘申込’이라는 용어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민법전편찬요강 단계까지는 ‘申込’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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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법전편찬위원회의 민법초안부터 ‘申込’ 대신 ‘要請’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현행 민법 제527조에 해당하는 민법초안 제518조는
“契約의 要請은 이를 撤回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도 ‘要請’이라는 용어가 유지되었다. 그런데 민사
법연구회는 ‘要請’을 ‘請約’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관한 제안을
들어보자.
65)

의용민법에서 사용하는 ‘신입’(申込)이라는 용어에 대신하여, 원
안에서는 ‘요청’(要請)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신입’(申込)
이라는 용어가 우리의 고유의 말이 아닐뿐더러 사용하기에도 어색
하니, 그것에 해당하는 우리 자신의 용어를 찾아낼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원안이 사용하고 있는 ‘요청’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와
어감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자는 의미를 가지
고서 하는 의사표시만이 아니라, 좀 더 넓은 내용의 것을 청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오퍼(offer), 즉 ‘특정의 내용을 가진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타인에 대하여서 하는 의사표시’
라는 의미에 완전히 들어맞는 표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특
정의 내용을 가진 계약을 체결할 것을 타인에게 청한다는 의미에
서 ‘청약’(請約)이라는 용어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위 제안은 공식적으로는 玄勝鍾, 당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집
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현승종 교수는, 2010년 민법 시행 50주년
기념 민사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매우 흥미로운 발언을 했다. 청약
이라는 용어는 원래 李恒寧 교수가 제공한 아이디어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李恒寧 교수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66)

구민법에 쓰인 ‘신입’(申込)이라는 용어가 우리 고유의 말이 아
니므로 초안에 ‘요청’(要請)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 어감이 좀
강압적인 인상을 주어서 결혼의 ‘청혼’이라는 말과 유사한 ‘청약’

65)
66)

民事法硏究會, 앞의 책 『民法案意見書』, 156면.
소고 이항녕 선생 유고집 『작은 언덕 큰 바람』, 나남, 2011, 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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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말을 창조해 냈다.

이 제안은 玄錫虎 의원 수정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되었
다. 국회본회의 속기록을 보자.
[19571128-11] ○ 법제사법위원장 대리(張暻根): “518조: 계
약의 요청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여기에 대해서 玄錫虎 의원
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요청’(要請)을 ‘청약’(請約)으로 수정하자
는 것입니다. 의용민법에서는 ‘신입’(申込)이라고 하던 것이었는데
‘신입’을 대체할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고민을 했는데 이 ‘청약’이
라는 용어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玄錫虎 의원의 수정안에 적
극 찬성합니다.
[19571128-11] ○ 부의장(李在鶴): 玄錫虎 의원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네!” 하는 사람이 있음)
네, 그대로 통과합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현행 민법은 계약을 구성하는 의사표시를 청
약과 승낙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李恒寧 교수의 언어 감각이 힘을 발휘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4) ‘불법행위’라는 용어

현행 민법이 의용민법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부분 중의 하나가 불법
행위 영역이다. 현행 민법 입법자는 의용민법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의용민법 제709조가 “故意 또는 過
失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이로 인하여 生한 손해를 배상
하는 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 權利侵害를 요구
하였다. 이 요건은 일본 민법학계에서 해석상 많은 어려움을 빚어냈다.
이를 고려하여 현행 민법은 ‘권리침해’ 대신 ‘위법행위’로 대체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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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시의 통설과 판례를 반영한 것이다.
민법안 예비심의를 맡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는 “의용민법에서 ‘권리침해’로 되어있던 것을 권리침해뿐만 아니라 ‘위
법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침해한 경우 전반을 포함시키는 것이 현재의 학
설이므로 원안이 이에 따라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 라는 의견과 함께
원안에 쉽게 합의했다. 그리고 민사법연구회도 다음과 같이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67)

68)

의용법에 있어서는 타인의 권리침해를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의
하나로 하였다. 이곳에서 말하는 권리침해를 반드시 소유권, 지상
권, 질권, 저당권, 특허권, 저작권, 친권, 해제권 내지 각종의 채권
과 같이 개별적인 권리의 침해로 해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하여서 권리침해를 위법행위로 명문으로써 표현하였음
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불법행위를 반드시 상기한 바와 같
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 한하여 성립한다고 하면, 특정
의 행위가 비록 반사회성, 즉 위법성을 띠고 있을지라도 하등 타
인의 권리를 침해한 바가 없으면 이는 불법행위가 안 되고 만다.
이러한 불합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래의 판례와 학설은
권리침해행위를 개인에 대하여 법이 인용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에 한정하지 않고 위법행위로 해석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권리침해를 이와 같이 협소하게 해석하지 않고 광의로 해석하는
것은 종전의 개인주의·자유주의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한 방책이
다. 요컨대, 권리침해를 위법행위로 표현한 것은 세계법률사조에
순응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李恒寧 교수도 민법안 중 불법행위 분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
을 제시했다.
67)
68)

앞의 책 『民法案審議錄 上卷』, 440~441면 참조.
民事法硏究會, 앞의 책 『民法案意見書』, 198면 玄勝鍾(당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집필부분 참조.

62

李恒寜교수와 민법
제5장 불법행위에 관하여서는 ‘권리침해’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익침해’의 경우까지 포괄시켜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성
립시킨 것은 타당하고 또 무과실책임을 확대시킨 것도 찬성이다
(초안 제743조, 제750조). 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제도도
확대시켰는데 아직도 불충분한 감이 있다(초안 제744조). 또 경
제상태를 고려하여 배상액 경감청구권을 인정한 것도 타당하다(초
안 제759조). 대체로 보아 초안의 불법행위의 규정은 현행법에
비하여 일대전진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69)

여기까지는 당시의 학설의 일반의견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런데
위 의견에 계속 이어지는 다음 설명은 당시로서는 매우 특별하다.
그러나 불의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생활의 위협을 제거하여
주는 의미에 있어서는 아직도 초안은 소극적이다. 물론 그와 같은
것은 사회보험이나 사회보장제도의 실현에 기대하여야 하겠지만
민법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 목표는 균등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두
어야 할 것이다. ‘생산의 昻進’보다도 ‘분배의 공정’을 기할 필요가
가장 절실히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불법행위’이다. 그러한 의
미에 있어서 ‘불법행위’라는 말 그 자체가 이에 시대착오적이라고
도 할 수 있을 것이다.70)

가장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민사불법행위는 가해자의 잘못(즉 고의 또
는 과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의하
여 야기된 이익상태의 불균형을 보정하는 제도이다. 李恒寧 교수는 불법
행위 제도의 기능을 가장 모던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불법행위’라는 표현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한 것이 상당
히 인상적이다.
69)
70)

앞의 책 『民法案意見書』, 17면.
앞의 책 『民法案意見書』,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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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 제도에 대한 의견

아래에서는 민법안의 개별 제도에 대한 李恒寧 교수의 평가의견을 민
법의 편별로 소개하기로 한다.

(1) 제1편 총칙71)

초안 총칙편에서 현행민법과 다른 중요한 점은 통칙을 신설한 것과,
무능력자제도 중에서 처를 삭제한 것과, 법인을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으
로 구별한 것과, 등기를 법인의 성립요건으로 한 것과 시효제도에 있어서
소멸시효만 총칙편에 규정하고 취득시효는 물권편에 이양한 것 등이다.
대체로 보아서 이의가 없다.
제1장으로서 ‘통칙’을 둔 것은 입법의 체재로도 좋고 그 내용에 있어
서도 찬성이다. 그러나 제1조의 법원에 있어서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대등적 효력까지도 인정되는 것이오, 제2
조의 근본원리의 천명에 있어서는 너무나 추상적인 혐의가 있고 좀더 시
대적 감각과 사회적 요청에 적합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제2장에 ‘人’에 관하여서는 아직도 有産者를 보호하는 무능력자제도에
치중한 것 같고, 無産者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에 대하
여서는 전혀 무관심이다.
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은 상당한 진보를 보여주고 있다. 현대에 있
어서 단체생활이 점하고 있는 비중을 직관하여 법인의 관리, 법인의 대외
적 책임 등을 명백히 한 것은 시세에 적합한 일이다. 초안이 민법상의 법
인에게 비영리만 요구하고 공익성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의 설립
이 용이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현행민법의 拘碍를 받어 민법상의 법
인이 될 수 없어 특별법상으로 설립된 법인(예를 들면 노동조합·협동조
합)도 민법상의 법인과 같게 되는데 민법은 여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
으며 또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에 관하여서도 민법은 관심을 갖지 않
71)

앞의 책 『民法案意見書』,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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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제4장 ‘물건’에 관하여서는 물건의 개념을 확장시키고 무기명채권에
관한 규정을 채권편에 가져간 것(민법 제86조 제3항, 초안 제540조) 이외
에는 현행민법과 비슷한데 금일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이 두 규정이 심히
불충분한 것 같다.
제5장 ‘법률행위’에 관하여서는 의사주의에서 표시주의로 전환되어 거
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향을 인정할 수 있으나(초안 제102조 제
2항, 제104조), 법률행위의 사회적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는 초안
제99조가 신설되었을 뿐인데 이 점에 관하여 좀더 구체적 규정을 두는
친절을 베풀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또 제4절에서 ‘무효와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민법에서는 법문
상 취소와 철회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나 초안에서는 ‘철회’라는 용어가
나오는 이상 이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제6장 ‘기간’에 관하여서는 연령계산에 관한 규정이 삽입되었을 뿐(초
안 제151조)이오 현행민법과 비슷하나 시효와 왕왕히 혼동하기 쉬운 ‘제
척기간’에 관한 규정도 적당한 장소에 삽입이 되었으면 편리할 것 같다.
제7장 ‘소멸시효’에 관하여서는 ‘취득시효’에 관한 것이 물권 편의 ‘소
유권의 취득’ 하에 이체되었다면 차라리 ‘소멸시효’도 스위스 민법과 같
이 채권 편의 ‘채권의 소멸’ 하에 이체되었으면 실제로 이해하기는 용이
할 것 같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채권 외에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도
관계되므로 이론상으로는 초안과 같이 총칙편에 두는 것이 옳을 것이다.
초안이 시효제도를 이원적으로 취급한 점과 또 소멸시효의 원용제도
를 삭제한 것은 이론구성상으로 보아 타당하다.

(2) 제2편 물권72)

초안 물권편에서 현행민법과 다른 중요한 점은 물권변동에 있어서 의

72)

앞의 책 『民法案意見書』, 8~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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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의에서 형식주의로 전환한 것과, 점유권에 있어서 주관주의에서 객관
주의로 전환한 것과, 소유권의 사회성을 강조한 것과, 용익권을 강화한
것과, 담보권을 약화시킨 점이다. 현행 물권편에서 인정되던 영소작권과
선취특권과 부동산질권을 삭제하고 새로이 전세권을 인정한 것이 특색이
다.
초안에서는 在來의 불비를 보충하고자 노력한 자취가 많은데 가령 소
유권에도 명문으로 물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이것을 지상권, 지역권, 전세
권, 유치권까지에도 준용한 것이 그것이다(초안 제201조, 제202조, 제277
조, 제288조, 제309조, 제332조). 그러나 질권과 저당권에도 가능한 범위
에 있어서 인정하였으면 좋았을 것 같다.
민법 재산편 중에서 물권편은 보편적 경향보다도 특수한 경향이 농후
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있어서 가장 신중을 요하거니와 초안은 선진국의
제도를 채택하려는 데에 너무 조급하여 한국의 실정을 무시한 혐의가 없
지 않다.
제1장 총칙에서 물권변동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였는데 거래안전
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으나 한국의 실정으로 보아 시기상조한 감
이 있다.
제2장 점유권에 관하여서는 객관설을 취하고 용어를 정비하고(대리점
유를 간접점유로, 점유소권을 청구권으로) 즉시취득의 규정이 규정이 소
유권 장에 이체되었는데 타당한 일이다(민법 제192조, 초안 제239조).
제3장 소유권에 관하여서는 초안이 상당히 진보적 색채를 띠려고 노
력한 자취가 歷然하다. 첫째 현행민법 제206조에 해당하는 초안 제199조
에서 ‘자유’라는 두 글자가 삭제된 것은 法律思想史上에 있어서 특기할
일이다. 헌법에 있어서의 ‘공공복리의 사상’, 민법통칙에 있어서의 신의성
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내용을 규
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내게 한 것이다. 소유권은 비단 민법의
중심점일 뿐 아니라 전 법률체계의 중심점이므로 소유권에 관한 초안의
이와 같은 태도는 앞으로의 법학의 방향에 있어서 하나의 시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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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은 상린관계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조문을 신설한 것은 국민공동
생활의 원만을 기하는 의미에서 원칙적으로서는 찬성하는 바이나 그 상
린관계의 규정 중에는 특별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듯한 것도 있고 또 국
민의 도의적 상식으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점도 없지 않아 개중에는 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문도 있다. 원래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법률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좋은 일이나 모든
국민이 도의적 상식으로서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예를 들면 초안
제217조의 여수급여청구권 같은 것) 까지를 규정하여 놓으면 일방에서는
道義心을 감쇄해 버릴 우려도 없고 일방에서는 그와 비슷한 경우에 있어
서 법률에 규정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반대해석을 하게 하는 일이
많아서 오히려 공동생활이 원활치 않게 될 우려도 없지 않다. 상린관계에
있어서 그 규정을 대폭적으로 확장한 의도는 충분히 양해하는 바이나 입
법의 한계라는 점에서 보면 이 부분에는 검토를 가할 점이 상당히 많다.
초안이 ‘상린관계’에 관하여 상당히 세심한 배려를 한데 대하여 ‘공동
소유관계’에 관하여서는 너무 등한시하여 균형을 잃은 감이 있다. 물론
자본주의적 소유권의 입장에서 보면 공동소유형태는 일시적이고 기형적
인 존재이어서 그렇게 과대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도 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소유형태는 현재에도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장래에도 상당히 늘어
가리라고 예상되는데 초안이 이에 대하여 공유 외에 다만 ‘합유’에 관한
몇 조문(초안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을 신설한데 그친 것은 현명한
태도라고는 할 수 없다. 적어도 ‘총유’에 관하여서도 규정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
제4장 지상권에 관하여서는 이것을 대폭 강화하였다. 용익권의 강화라
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서 찬성은 하면서도 이리되면 지상권을 설정하기
가 곤란하게 되어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아 지상권의 제도가 사문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다.
제5장 지역권에 관한 규정은 현행민법과 큰 차이 없는 것 같다.
제6장 전세권에 관하여서는 초안의 노력을 嘉賞하는 바이나 그러나
이것을 물권의 형태로 하는 것과 채권의 형태로 하는 것과는 어느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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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지상권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별로
활용되지를 않고 대부분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 실정인데 전세권도 물
권으로 하여 놓았다가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차라
리 전세계약이라는 유명계약 유형을 신설하여 두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
제7장 이하의 담보물권에 관하여서는 금융의 담보라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제도 하에서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는 두말할 것도 없다. 기업을 왕성
하게 하려면 금융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어야 하고 금융의 편의를 도모하
려면 담보물권을 강화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담보권의 강
화는 필연적으로 용익권의 약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 두 가지 권리를 어
떻게 조화하느냐 하는 것이 담보물권의 주안점인데 초안은 이 점에 있어
서 다소 용익권에 치중한 감이 있다. 자본주의의 세계적 발전단계로 보아
서 금융독점자본의 횡포 아래 놓여 있는 現今의 정세로 보아 타당하기는
하다 할지라도 자본주의의 성장이 아직도 미약한 한국의 실정으로 보아
서 담보권의 약화가 오히려 농민들에게 금융의 길을 杜塞시키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도 없지 않다.
제7장의 유치권에 관하여서는 유치권의 목적물 속에 유가증권을 포함
시키고(초안 제310조) 또 유치권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경매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과실의 경매권만 인정하였는데(초안 제302조) 전자는 용어상의
문제이고 후자는 일반경매권도 인정하는 것이 유치권의 제도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제8장 질권에 관하여서는 사실상 별로 이용되지 않던 부동산질권이
삭제되고 권리질권 특히 채권질권에 관하여 규정을 상세히 한 것은 입법
이 時運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 또 초안이 질권의 일반재산에서의 변제
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것(초안 제329조)도 찬성이다.
제9장 저당권에 관하여서는 현행민법에 명문은 없었으나 학설, 판례가
다 인정하여 오던 근저당제도를 인정한 것은 찬성이고(초안 제346조), 그
대신 종래 저당권자를 해친다고 하여 논의가 많았던 척제제도와 대가변
제제도를 폐지하였는데 이 점도 찬성이다. 그러나 현행민법이 저당권만의
처분을 인정한데 반하여 초안은 이것을 금지하였으며(민법 제375조,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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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0조), 또 현행민법에서는 인정하던 유저당을 초안에서는 금지하였다
(초안 제351조). 전자는 저당권의 부종성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저당권을
약화시켰고 후자는 유질특약을 금한 취지를 저당권에도 확장한 것인데
질권에 있어서는 細窮民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거니와 저당권
에 있어서는 양도담보가 공공연히 인정되고 있는 이때에(초안 제338조)
이로 인하여 저당금융을 저해하지 않을까 염려이다. 또 법정지상권을 강
화하였는데(초안 제356조) 이리되면 토지의 저당가치가 低落될 우려가 있
으며 또 단기임대차의 보호규정(민법 제395조)이 삭제된 것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저당권이 약화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여 그
만큼 용익권이 강화되었는지는 의문이다.
초안이 양도담보제도에 관하여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친절한 태
도는 아니다.

(3) 제3편 채권73)

초안 채권편에서 현행민법과 다른 중요한 점은 총칙편에 있어서 채무
의 인수에 관한 규정과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
이고 각론편에 있어서 현행민법이 계약총칙에서 취급하였던 현상광고를
계약각론에서 유명계약의 하나로 취급한 점이다.
채권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경향은 채무자의 지위를 강화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평등’의 이념에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초안이 그
冒頭에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의 금지의 원칙을 내세우고 이것이
물권편에 있어서는 용익권의 강화의 형태로 구현되고 채권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보호라는 형태로 구현되게 되었다. 법률이 결코 권리자의 권리
행사만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동생활의 원만이라는 점
에 유의하여 권리자와 의무자와의 상호 협력관계를 중시하게 된 것은 법
률의 진화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초안이 채권자에게
상당히 중한 부담을 과한 것은 당연한 입법이라고 생각된다.
73)

앞의 책 『民法案意見書』, 1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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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은 채권자지체에 관하여 상당히 상세한 규정을 두었고 임차권을
강화하였으며 당사자와 법원에게 상당히 광범위한 계약변경권을 인정한
것은 주로 경제적 약자를 구출하고자 함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래 채권이
라는 것이 채권자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는 물론
일반사회를 위하여 있다는 점을 법률이 좀더 명확히 하여 주었으면 좋았
을 것 같다. 채권관계에 있어서 의무를 진 사람은 채무자 뿐이오 채권자
는 권리는 있으나 의무는 없다는 在來의 관념을 시정하는 의미에 있어서
도 채권자의 수령의무와 채권자가 수령의무에 위반될 때에는 채무불이행
이 된다는 것을 명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초안이 소유권의 개념 중에서 ‘자유’라는 관념을 삭제하여 소위 소유
권절대의 원칙을 지양한 것과 같이 계약에 있어서도 ‘자유’라는 관념보다
‘공정’이라는 관념이 뚜렷이 엿보인다. 이 점에 있어서도 민법의 중점이
‘생산의 昻進’보다도 ‘분배의 공정’에 轉移하고 있는 것을 이곳에서도 짐
작할 수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초안의 불법행위의 규정도 현
행민법보다 진보한 자취가 현저하기는 하나 ‘분배의 공정’이라는 이념을
달성하기에는 아직도 前途遼遠하다.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에 관하여서는 금전채권에 있어서 앞으
로[今後]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외국통화로 지정된 것에 대하여 좀더
상세한 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초안 제369조).
제2절 채권의 효력에 관하여서는 이행보조자의 과실과 이행지체 중의
손해에 대하여서도 채무자에게 무과실책임을 과한 것은 좋으나(초안 제
382조, 제383조) 이러한 정신은 하필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관하여 법원에게 감
액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진보적 규정이나(초안 제389조) 채권자의 수령지
체에 관하여 좀더 채권자의 의무성을 명백히 하지 못한 것은 아직도 전
통적 채권관념에서 해탈하지 못한 감이 있다(초안 제391조).
제3절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관하여서는 그 규정이 심히 불투명
하다. 즉 가분채무와 불가분채권에 관한 규정과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을 단순히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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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규정하였는데 그 중에서 가분채무와 불가분채무는 소유권의 공동소
유형태와 같아서 그들 상호간의 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는 것이 주목적
이나 연대채무와 보증채무는 오히려 채권의 담보라는 점에서 규율되어야
할 것이다.
제4절 채권의 양도와 제5절 채무의 인수에 관하여서는 이것을 통괄하
는 규정이 필요할 것 같다.
제6절 채권의 소멸에 관하여서는 대체적으로 찬성이나 초안이 이왕
‘공탁’을 ‘변제’에서 독립시킨 바에는 ‘대물변제’도 ‘변제’에서 독립시켜
규정하는 것이 이해에 편리할 것 같고 면제도 단독행위로 하지 말고 계
약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제7절 지시채권과 제8절 무기명채권은 이것을 일괄하여 증권채권으로
하는 것이 옳을[可할] 것이고 그 위치에 관하여서도 초안의 위치는 부적
당하며 제1절 채권의 목적 다음에 가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에 관하여서는 요청(청약)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위험부담에 있어서 채무자주의로 일관한 것과 소급효 없는 ‘해지’에 관하
여 규정을 분명히 한 점 등 모두 타당하다(초안 제518조, 제527조, 제539
조). 그러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관하여 초안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신
의성실을 표방하는 초안치고는 중대한 과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 買主
에 대하여서는 목적물수령의무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절 증여에 관하여서는 특별해제원인을 인정한 것은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점에서 타당한 일이다(초안 제545조, 제546조).
제3절 매매에 관하여서는 계약금[手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 것과 賣
主(매도인)과 買主(매수인)의 의무를 분명히 한 것과 賣主의 담보책임을
확장한 것 등은 타당한 일이다(초안 제554조, 제557조, 제566조, 제570
조, 제571조). 또 환매에 관하여서 규정을 둔 것은 좋으나 양도담보에 관
하여서도 규정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제4절 교환은 현행민법과 동일하고 제5절 소비대차와 제6절 사용대차
는 현행민법의 요물계약을 초안은 모두 낙성계약으로 수정하였는데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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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이다. 또 초안은 소비대차에 있어서 금전대차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한 것과 사용대차에 있어서 공동차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모두
시세에 적합한 일이다(초안 제589조, 제590조, 제595조, 제596조, 제597
조, 제600조).
제7절 임대차에 관하여서는 임차권을 대폭적으로 강화한 것은 찬성이
나 임차인의 등기청구권은 행사하기가 용이할 것 같지 않으므로 단기임
대차에 관하여서는 등기 없이도 점유에 公示力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을[可할] 것이다(초안 제610조). 또 임대차에 있어서는 하필 임차인만
보호하는 것보다도 임대물 그 자체의 용익성을 보호하는 데에 유의하여
부속물에 대하여서는 임차인에게만 買取請求權을 인정하는데에 그치지
않고 임대인에게도 賣渡請求權을 인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초안 제
636조).
제8절 고용에 관하여서 노동법과의 관계와 신원보증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제9절 도급에 관하여서는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타당하나(초안 제658조) 나아가서는 도급인에게 목적물수령의무도 인정하
여야 할 것이다.
제10절 현상광고에 관하여서는 광고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도 보수청구권을 인정하고(초안 제669조) 광고에 지
정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만 철회권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
지 않고 그 기간만료 전에는 철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찬성이나(민
법 제530조 제3항, 초안 제671조 제1항) 소유권의 귀속문제에 관한 규정
이 없는 것은 不備하다.
제11절 위임에 관하여서는 준위임제도를 폐지하고 복위임을 금한 것
은 타당하다(초안 제672조, 제674조).
제12절 임치에 관하여서는 종래의 요물계약이 낙성계약으로 수정되었
는데 찬성하는 바이다.
제13절 조합에 관하여서는 업무집행자의 선정방법과 업무집행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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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무집행대리권추정 등 조합의 운영에 유의한 것은 찬성이오(초안 제
698조, 제701조) 또 조합원의 平分 변제책임을 규정하고 지분의 처분을
제한하여 조합재산의 단체재산성을 강조한 것도 타당하다(초안 제698조,
제705조, 제706조, 제707조).
제14절 종신정기금은 현행법과 같고 제15절 화해에 관하여서 착오와
의 관계를 신설한 것은 찬성이다(초안 제726조).
제3장 사무관리에 관하여서는 사무관리의 공공복리성을 강조한 것은
민법의 새로운 동향을 보이는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초안 제727조 제3항
단서).
제4장 부당이득에 관하여서는 법과 도의관념과의 일치를 꾀하고자 하
는 의도가 나타나 있어 여기에도 민법의 새로운 방향이 나타나 있다(초안
제737조).
제5장 불법행위에 관하여서는 ‘권리침해’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익침
해’의 경우까지 포괄시켜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를 성립시킨 것은 타
당하고 또 무과실책임을 확대시킨 것도 찬성이다(초안 제743조, 제750
조).

Ⅳ. 맺음말
우리 민법전 제정의 역사를 생각하면 대체로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타율적인 법의 근대화, 일
본 민법전 내지 일본 민법학의 영향 아래에서 만들어진 민법전, 입법 당
시의 상황을 알려주는 입법자료가 극히 미약한 민법전, 시간에 쫓겨 서둘
러 제정하다 보니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을 듣기도 하는 민법전... 사실
우리 민법전은 태생적으로 그와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
러나 이러한 평가들은 매우 추상적 또는 개괄적인 것일 뿐, 구체적인 사
항을 들어 그 평가를 증거하는 작업은 아직까지 미약하였다. 1000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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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 대한민국 민법전의 모든 조문이 일본 민법의 그늘에서 만들어진 것
은 아니다. 정교한 분류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정작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한 것조차도 일본 민법학의 그늘 속에 묻혀 버
리게 된다. “불행하게도 우리 민법전의 제정과정에서는 기초이유서와 같
은 것이 없다...”라는 식의 푸념은 지금까지로 충분하다. 중요한 것은 현
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료라도 힘써 발굴하고 현대화하는 일이다. 그 사
료(史料)들을 토대로 우리 민법전의 조문 하나하나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입법과정에 대한 정
확한 이해, 즉 과거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없이는 앞을 향한 발걸음에 확
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여기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 강연의 주제는 바로 이와 같은 생각에서 기획된 것이다.
“민법안의견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李恒寧 교수는 다음과 같이 회고
하고 있다.
74)

민법안심의소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서... 심의요강
을 작성했다.
국회에서 심의가 이 단계에 이르렀을 무렵, 서울을 중심으로 각
대학에서 민법을 담당하는 교수가 중심이 되어 ‘민법초안연구회’를
구성하고 민법초안과 동 수정안과 친족·상속법 심의요강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개시하였다. 대한민국 민법의 입법사상에서 이와
같이 다수의 대학교수가 자진 참여한 일은 일찍이 없던 일이다...
연구회는 총칙, 물권, 채권, 신분의 4분과로 나누어서 각 분과
별로 예비토의를 한 후 전체회의에서 다시 검토를 거듭했다... 4
개월에 걸쳐 12차례의 회의를 가진 끝에... 『民法案意見書』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입법사에서 이와 같은 방대한 입법
의견이 발표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우리들은 한 명의 학구자로서 국가의 입법 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을 자랑으로 삼고 싶으며 앞으로도 입법을 하는 데 이와 같이
참여하면 대단히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74)

소고 이항녕 선생 유고집 『작은 언덕 큰 바람』, 나남, 2011, 15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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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의용민법을 대체하는 대한민국 「民法」을
제정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학자들의 역할이 미미했다. 그러나 최종단계에
있어서는 법학자들이 민법 제정 작업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그 법학자 중의 한 사람이 李恒寧 교수였다. 민법의 제정 단계에서 보여
준 李 교수의 어떤 시각은 현재의 민법학자에게 의미심장한 아젠다
(agenda)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