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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의 탄생: 그 과정과 주요 인물

I . 성립과정

○ 1948. 9. 15. 대통령령 제4호 ‘法典編纂委員會職制’ ~ 1958. 2. 22. 법률 제471

호 ‘民法’의 공포. 

  -  형식적으로는 약 10년 소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 >  한국전쟁 등 

○ 1948. 12. 15: 민법전 초안 작업 개시

  -  법전편찬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법원규칙으로 1948. 

9. 25. ‘法典編纂委員會處務規程’

  ① 재산법편: 1948. 12. 15. 시작, 1950. 6. 25. 한국전쟁 전에 완성.1) 

  ② 가족법편: 1949. 6. 11. 시작, 그 해에 ‘민법친족상속법편찬요강’(친족편 42항

목, 상속편 7항목)을 발표. 이 요강은 張暻根2)의 私案을 기초로 구성. 

  -  이들 요강을 토대로 민법초안을 작성하는 일은 거의 전적으로 金炳魯의 작업3)

○ 1953. 7. 4: 법전편찬위원회 민법초안 완성

○ 1954. 9. 30: 민법안 국무회의 통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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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서 거기 책임자인 내가 병으로서 약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 뒤로 기초작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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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이나 기타 법

률에 있어서는 그저 나중에 변경할 수 있고 혹은 다시 몇 차례라도 회의를 거듭해서 검토할 여유를 둔 요강

이라는 몇 가지만이 논의되었고, 그 외에는 사실상으로 조문이라든가 편찬의 순서라든가 하는 것이 착수되지 

못했었습니다...”(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30호, 국회사무처, 1957. 11. 6., 4면 참조).

2)  張暻根은 일찍부터 친족법 분야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 그는 1946년 12월 21일 ‘한미법률가

협회’(Korean-American Lawyer Society) 강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관습법을 소개하였다. 

3)  이와 같은 사실은 1957년 11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金炳魯의 다음과 같은 발언에도 잘 나타나 있다: 

“민법을 기안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법전편찬위원회의 위원 혹은 심사위원에게 그 기안을 맡겨본 적도 있었

습니다. 그러나 그네들도 자기의 본무(本務)가 바빠서 겨를이 없는데다가 그 일이 그들에게는 무리였습니다. 

몇 가지를 받아보았더니 일본법을 그대로 번역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문헌을 약간 참고하면서 내가 

또 조년(早年)부터 오늘날까지 한 40년 동안 머리속에서 항상 떠나지 않고 있던 그 관념을 냉철하게 생각해

서 이 법안의 기안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30호, 국회사무처, 1957. 11. 6., 4

면 참조) 이에 대해서는 명순구, 앞의 책 『실록 대한민국민법 1』, 32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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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용어의 통일과 조문 정리 정도의 심사.

○ 1954. 10. 26: 정부 국회에 민법안 제출 

  -  정부가 제출한 민법안에는 제안이유서라든가 기초이유서 같은 참고자료가 전

무.4) 

  ☞ 원래부터 없었던 것이지 1950년 한국전쟁 때에 소실된 것이 아님.

○ 1954. 10. 28: 민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심의경과:

  ① 1954. 11. 6.: 법제사법위원회에 민법안심의소위원회를 구성(위원장: 張暻根 

의원)

  ② 1955. 3. 15.: 민법안심의소위원회는 1955. 3. 15. 제1차 회의 이래 모두 65

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민법안에 대한 예비심사 진행.

○ 1956. 9. 5: 민법안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발표

  -  민법 3편(총칙, 물권, 채권)에 대한 축조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 그

러나 친족·상속편에 대해서는 축조심의를 통한 수정안을 작성하지 못하고 친족편 

34항목과 상속편 7항목의 요강만을 결정한 채 각 항목마다 이유를 붙인 ‘민법안

친족편상속편심의요강심의록’을 발표하는 데 그침. ∵ 친족·상속편에 대한 견해차 

극심. 

○ 1957. 4. 6~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 민법안 공청회

  -  공청회에서 뜨거운 토론의 대상이 되었던 것 = >  재산법 분야에서는 물권변동

에 있어서의 형식주의 문제, 가족법 분야에서는 동성동본불혼 문제.

 

○ 1957. 5. 3: 제24회 임시국회 폐회에 따라 민법안 폐기 

  -  제24회 임시국회(1957. 3. 5. ~ 5. 3.)에 정부안으로 민법안이 국회에 제출되

었으나 임시국회가 폐회됨에 따라 민법안도 폐기. 

○ 1957. 6. 17: 정부 민법안 제출

  -  정부는 1954년 10월 26일에 제출하였던 것과 동일한 내용의 민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 

  -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는 전에 이루어진 재산편의 축조심의결과

4)  이와 관련하여 제26회 국회 본회의에서 11월 5일 張暻根 의원의 다음과 같은 발언이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와 민법안심의소위원회에서의 민법안 예비심사의 경과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정부제출의 민법안에 제안이유서와 기초에 관한 회의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 민의원에서의 심사에 

커다란 곤란과 시간의 소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29호, 국회사무처, 1957. 

11. 5., 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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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대로 채택. 

  -  가족편에 대해서도 축조심의가 이루어짐. 

  -  가족편의 축조심의를 위한 제1차 회의의 날짜가 1957. 8. 19.이고, 민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확정된 것이 1957. 9. 2. ☞ 민법 친족·상속편에 

대한 축조심의에 소요된 시간은 약 보름.

○ 1957. 11. 5: 민법안 제26회 국회 본회의에 상정 

  ① 1957. 11. 5: 민법안에 대한 제1독회 시작. 

  -   11월 7일, 8일, 9일, 11일까지 계속된 제1독회에서는 민법안의 중요 쟁점(물

권변동에 관한 형식주의, 전세권, 친족의 범위, 동성동본불혼제도, 호주제 등)에 

대한 질의응답 및 대체토론(大體討論).

  ② 1957. 11. 21: 제2독회가 시작. 

  -  제2독회는 처음에는 민법안의 각 조문에 대하여 차례로 축조심의하는 방식으

로 진행.5) 그러다가 11월 25일 회의부터는 수정된 조문에 대하여 먼저 토론해서 

표결을 하고 수정안이 없는 조문에 대해서는 일괄표결하는 방식으로 변경.6)

  ③ 1957. 12. 17: 민법안에 대한 국회심의 종료 

  -  1957년 12월 17일 회의에서 제2독회를 종료하고 제3독회는 생략하기로 의결

하면서 민법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 종료. 

  -  당시 정치 상황: 민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시기가 1957년이었다. 그런데 이 시

기는 제3대 국회의 ‘황혼기’이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1958년의 선거준비로 여념이 

없었다. 그런 이유인지 의원들의 출석률이 저조하여 민법안 심의에 어려움이 있

었다.7) 게다가 진주 시장선거에서의 부정투표사건으로 인하여 여·야합동조사단이 

진주로 파견되어 논쟁을 벌이느라 민법안에 대한 심의가 정체상태에 빠지기도 하

였다.

○ 1958. 2. 22: 민법 공포 

  -  이승만 대통령은 법률 제471호 ‘민법’을 공포하였다. 본문 1111개 조문, 부칙 

28개 조문. 

○ 1960. 1. 1: 민법 시행 

  -  1960. 1. 1.부터 민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본민법 의용시대 종식.

5)  당시의 국회법 제40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독회에서는 의안을 축조낭독하며 심의한다. 

단, 의장은 의안의 낭독을 생략할 수 있다.”

6)  명순구, 앞의 책 『실록 대한민국민법 1』, 293면 참조.

7)  민법안 심의과정에서 표결을 요하는 경우에 성원이 되지 않아 성원이 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 빈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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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 주요 인물: 金炳魯와 張暻根

1. 金 炳 魯

    金炳魯(1888- 1964)는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초대 대법원장에 취임, 1957

년 정년퇴임을 할 때까지 9년 4개월 동안 우리나라 사법의 기틀을 다졌다. ‘법관

의 몸가짐론’8)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金炳魯는 올곧은 법조인의 표상으로 평가되

고 있다. 

    金炳魯는 1902년부터 2년여 동안 한학을 공부했으며 16세 되던 1904년 개화

지 목포로 옮겨 일신학교(日新學校)에서 신학문을 배웠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

결되자 순창에서 최익현(崔益鉉)의 의병에 가담하는 등 의병활동을 벌였다. 1909

년 창흥의숙(昌興義塾)에서 속성과 6개월을 마치고 22세 되던 1910년 일본 도쿄

로 유학을 떠나 日本大學, 明治大學, 中央大學에서 법학을 공부하였다. 1915년 京

城專修學校(경성제국대학 법학과와 함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전신9))  조교수, 

普成法律商業學校10) 法律科(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전신) 강사를 역임하였다. 

    1919년 부산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를 거쳐 32세 되던 1920년 변호사 개업을 

하였다. 변호사 개업 후 대동단사건, 김상옥 사건, 조선공산당 사건, 6·10만세 사

건, 옥구군 소작쟁의 사건, 원산 노동자 파업 사건, 대구 학생비밀결사 사건, 광주

학생 사건, 단천 농민학살 시건, 간도 공산당 사건, 안창호 사건 등의 변론을 맡

아 ‘민족변호사’ 또는 ‘사상변호사’로 통하였다.11)

[19571106- 04] ○ 부의장(趙瓊奎): 다음은 민법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9차 본회의 결의에 의해서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의 민법안에 대한 입법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19571106- 04] ○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金炳魯 대법원장): 어제 원의(院議)로써 

본인의 출두를 명하신 데 대해서 의장으로부터 통지를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

니다. 민법안을 기초한 취지를 설명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원래 기초자로서 법전편찬위원회가 각 

8)  1953년 10월 제1회 법관훈련 회의에서 법관에게 당부한 것으로 그 내용은, ① 세상 사람으로부터 의심을 받

아서는 안 된다는 것, ② 음주를 근신해야 된다는 것, ③  마작과 화투 등 유희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 ④ 

어떠한 사건이든지 판단을 하기 전에 법정 내외를 막론하고 의견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⑤ 법률지식을 

향상시키고 인격수양을 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9)  1895년 고종황제에 의하여(칙령 제49호) ‘법관양성소’가 설립되었다. 법관양성소는 그 후 법령에 의하여 ‘법

학교’(1909년), ‘경성전수학교’(1911년), ‘경성법학전문학교’(1922년)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경성법학전문학교

는 1926년에 설립된 ‘경성제국대학’ 법과와 병존하다가 1946년 ‘경성제국대학’이 ‘국립서울대학교’로 되면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통합되었다.

10) 원래 명칭은 ‘普成專門學校’였으나 1915년 日帝의 專門學校規則 시행에 따라 교명을 普成法律商業學校로 개

칭하였다.

11)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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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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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 따라 또는 최소한 장·관·항(章·款·項)의 단위로라도 입법취지를 해명하여 정

부에 회부하였더라면 의원들께서 심의하시기에 대단한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

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 사유를 간단히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전편찬위원회는 1948년에 발족했지만 몇 달 안 되어서 거기 책임자인 내

가 병으로서 약 6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 뒤로 기초작업에 착수하고자 했

으나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6·25 사변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시작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대체적인 기안(起案)이 있었을 뿐입니다. 민법이나 기타 법률에 

있어서는 그저 나중에 변경할 수 있고 혹은 다시 몇 차례라도 회의를 거듭해서 검

토할 여유를 둔 요강이라는 몇 가지만이 논의되었고, 그 외에는 사실상으로 조문이

라든가 편찬의 순서라든가 하는 것이 착수되지 못했었습니다.12)

  그러다가 6·25 동란에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그때에 행정부, 입법부, 재야법조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은, 심지어는 외국의 것을 대략 번역해서라도 일본법을 일소(一

掃)하고 대한민국 법률을 제정하자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6·25 사변 중에 법조계의 많은 인사가 공산역도(公産逆徒)의 손에 살상 또는 

납치를 당하고, 사법부 자체의 운영에 있어서도 인원이 부족하여 거의 사무를 집행

하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법전편찬위원회의 책임자인 나는 다리

가 불구가 되어서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는데 그 덕에 법원에 나갔다 오는 그 외의 

시간, 즉 일요일이나 밤과 아침 시간에 쉴 새 없이 쉴 새 없이... 불식지공(不息之

工)으로 민법의 기안을 시작했습니다.

    민법을 기안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법전편찬위원회의 위원 혹은 심사위원에게 

그 기안을 맡겨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네들도 자기의 본무(本務)가 바빠서 

겨를이 없는데다가 그 일이 그들에게는 무리였습니다. 몇 가지를 받아보았더니 일

본법을 그대로 번역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래한 역사

라든가 우리나라 문화전통 등 여러 방면을 고찰하고, 또 외국의 법률 중에서도 영

미법계 혹은 대륙법계 어느 것이 우리에게 해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취사선택한 흔

적이 보이지 않고 일본법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절차법 같은 것은 혹 그

리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체법에 있어서도 결단코 그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각국의 법률,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 또는 관습법이라고 인정할만한 관

례에 관한 참고문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문헌을 약간 참고하면서 내

가 또 조년(早年)부터 오늘날까지 한 40년 동안 머리속에서 항상 떠나지 않고 있

던 그 관념을 냉철하게 생각해서 이 법안의 기안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

은 사정으로 인하여 기초이유서와 같은 저술을 제출하지 못했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행법이라든가 민법 중에서도 어느 한 분야에 한정된다면 모르되 민법

전과 같은 대법전을 일시에 기안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특수한 전업적(專業的) 기구

가 아니고서야 기초이유서와 같은 방대한 저술을 할 수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

랍니다.13)    

12) 金炳魯의 이 발언부분으로 미루어 볼 때, ‘民法典編纂要綱’은 6.25 사변 전에 완성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하여 확정적 의미를 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3) 金炳魯의 이 발언부분으로 미루어 볼 때, 민법안의 기초이유서는 6·25 사변 당시에 소실된 것이 아니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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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는 내가 민법을 기안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를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실·신의의 원칙을 지

켜야 한다는 것을 민법의 머리에 내세웠습니다. 그것은 법조문으로 내놓지 않더라

도 기본법칙입니다. 인류사회에 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어느 점에서는 우리 인

류생활이 정신적으로 퇴보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없어도 인간답게 행

동하고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면 기본법칙으로도 넉넉합니다. 학자들은 자연법칙이

라고도 하지만 그것으로도 넉넉해요. 이렇게 복잡한 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근본이 되는 인류생활은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법의 제정을 필

요로 하게 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는 것입니다.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

다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국제헌장, 인권헌장에도 있습니다. 자기

에게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 권리를 남용하여 남에게 해독을 끼치는 것은 기본적으

로 안 되는 것이지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서로 신의와 성실한 뜻이 없다면 

인류공동생활은 도대체 향상될 수 없고 발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법문에 내세우기는 했지만, 법조문이 없더라도 기본법칙으로 넉넉히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왕 법을 편찬하는 마당에 경고적 문구로 내놓은 것에 지나

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안을 읽어보신 이가 이러한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째 

일본법에 공통되는 똑같은 조문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릅니다만, 결단코 

말하건대, 처음 기안할 때에는 일본법을 덮어놓고 그것도 하나의 다른 나라법과 같

이 참고로 밖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민법이라는 것 자체가 프랑스법, 

독일법을 대부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또 가장 근래에 제정된 중화민국민법 또

는 만주국민법도 전부 일본사람이 가서 다 기안한 것입니다. 그 결과, 독일, 프랑

스, 중국 또는 만주국의 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조문을 선

택하게 되면 그것이 일본법과 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느 나라의 법이 되었든 우리나라의 문화적 전통에 배치되거나 우리나라

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따를 수 없는 것은 아무리 가까운 나라의 법이라 하여도 

하나도 채택하지 않았고, 그 반대로 아무리 먼 나라의 법이라 하더라도 그 조문이 

우리나라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끌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민법안은 독자적 입

장에서 편찬되었다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권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물권 분야에 가서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14)  일본법 또는 프랑스법과 달리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되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래 독일은 형식주의

를 취했고, 프랑스는 의사주의를 취했는데 일본법은 프랑스주의를 채택하였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두 가지 모두 폐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법률을 연구할 

때부터 생각한 것인데, 너무나 절대적으로 형식만 가지고 물권적 효력을 준다는 것

은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당사자의 의사표시로만으로 물권변동을 인정하

게 되면 채권계약과 혼동이 돼요.15)  채권계약과 물권계약이라는 그 분계(分界)가 

음부터 없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金炳魯는 당시의 상황에서 기초이유서가 없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

다.

14) 민법 입법 당시에 재산법 편의 관심은 단연 물권 편에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15) 이 부분에 대한 속기록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근데 지금 나로서 보기엔 둘 다가 폐해가 있다고 봤에요. 이

것은 오늘날 내가 법을 입법... 기안할 때의 생각이 아니라 자초지종 내가 법률을 연구할 때에 너무나 절대적



- 8 -

분명치 못합니다. 그래서 그 법률효과론에 있어서도 까딱 잘못하면 혼동하고 또 여

러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물권관계에 있어서 일반 거래

계를 안정시키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형식주의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 민법안은 형식주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원인이 무효인 때에는 아무리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신빙력을 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절충적 의미가 이 

속에 담겨있습니다. 우리 민법의 태도가 프랑스주의(즉 일본의 민법)나 또는 독일

의 절대적 형식주의보다 오히려 우수하다고 나는 혼자 믿기 때문에 이 법안이 그와 

같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전세권(傳貰權)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전세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방

방곡곡에서 널리 시행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것을 물권으로 인정한 이유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세(傳貰)라는 제도는 경성(京城)에서 가장 오래 전부터 그

리고 널리 실시되어 왔고, 지금은 기타 지방에서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그 

시행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각 지방에서도 도시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 필요가 있

습니다. 또 중국의 경우에도 고래로 내려오는 것으로 전권(典權)이라는 권리가 있

어요. 중화민국민법 가운데에 전권(典權)이라는 권리가 있는데 그 내용이 우리나라 

전세하고 비슷한 것이에요... 전세(傳貰)라는 것을 과거에 어떻게 취급해왔는가 하

면, 전세라는 것이 복합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한편에서는 임대차계약으로 이해

하고 다른 쪽에서는 저당권과 유사한 물권으로 이해하는 등 혼란스러웠습니다. 앞

으로도 많이 이용될 것이라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세권’(傳貰權)이라

는 독립된 물권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이라는 것을 

독립된 물권으로 입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밖에 영소작권(永小作權)은 오늘날까지 일본법에 있고 외국법에도 많이 있습

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이용된 적이 없다고 해도 

무관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삭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4편과 제5편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신문잡

지에 이 원안에 대하여 비판한 것도 보고 혹은 부연해서 쓴 것도 보았습니다. 법제

사법위원회가 작업한 심의안 중 총칙·물권·채권의 3개 분야에 대한 것만을 어제 오

후에서야 한 권을 입수했고,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제4편과 제5편에 대한 것은 법

제사법위원회의 최종안이라는 것을 아직 입수하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기

에서는 어떤 사람의 비판이나 논설에 대하여 그것들을 비교하여 옳고 그름을 비판

할 입장이 아닙니다. 내가 제정한 입안취지만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족·상속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친족·상속법이라는 것은 남의 나라의 법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 항상 말하는 기본윤리보다도 제 나라, 제 사회, 제 국가, 제 민족의 윤리와 제 

나라의 역사적 전통을 가장 귀중히 하여 제정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외국법을 그대로 가져다가 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으로 형식만 가지고 물권적 효력을 준다는 것은 안 될 말이다. 또 당사자 의사표시로만 물권적 계약을 물권적 

성립을 인정한다고 하면 말이야... 하면 채권계약과 혼동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채권계약과 물권계약이라는 

그 분계(分界)가 분명치 못해. 그래서 따라서 거기에 대한 효과론에 있어서도 그 법률효과론에 있어서도 까딱 

잘못하면 혼동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하기가 쉽다.”(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30호, 국회사

무처, 1957. 11. 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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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년 역사 가운데에서 그 기본도덕과 기본윤리는 세계만방에 공통하는 것이니까 

말할 것도 없지만, 민족윤리와 사회도덕의 방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훨씬 향상되고 훨씬 완전하며 완미(完美)하다는 것을 나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그나마 참고로 하자면 중국법이 참고가 된다고 봅니다. 또 만주국법에 대하여 

말하자면, 비록 일본사람이 가서 제정했다 하더라도 친족상속에 있어서는 그 나라

의 정신과 그 나라의 민족윤리 및 전통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중국

법을 많이 모방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민법을 기안하면서 내가 약간 참고한 것

이라고 하면 중국법과 만주국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오늘날까지 내려

온 우리나라의 문헌, 역사의 전통, 이러한 데에서 내가 40~50년 동안 냉철하게 생

각하고, 또 건실하고 순풍미속(淳風美俗)이라고 인정할만한 점을 포착해서 이를 완

성시킬 의도에서 이 친족·상속이라는 것에 붓을 잡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친족·상속법의 기초는 역사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

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년층 이하 일반인들은 대체로 역사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의 이조 500년에도 역사를 중요

한 과목으로 가르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일본놈이 40여 년 동안 강점한 가운

데에는 도리어 그것을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중년층 이하로서 

우리나라 역사를 자세히 아는 이가 적습니다. 역사를 많이 음미하지 아니하면 우리

나라의 문화전통이 어떻게 내려온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여기서 한 말씀 간단히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깊이 음미해 보면 우리 민족은 

온 세계에 그 유례가 없는 선진민족이고 문화민족이에요. 이는 결코 내가 우리나라

의 역사와 문화를 자긍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참으로 근거를 두고 하는 말입니

다. 진화론자 또는 생리학자들의 이론과도 서로 결부시켜 가지고 문화사를 깊이 연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를 서양 각국, 그리스, 로마 혹은 이집트 등과 

비교해 보아도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과 같이 균평적(均平的)인 민족은 전 세

계에 없습니다. 중국민족의 역사가 우리보다 짧지 않으나 중국에서는 정치 교화(敎

化)가 정일(整一)하게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원나라 시기에는 몽고족이 들어가 한

나라 이래 내려오던 전통을 어느 정도 변경했고, 또 최근만 하더라도 만주족이 청

나라를 건국해서 중국의 고대문화를 많이 훼손하여, 결국 지금 한문(漢文)도 말이 

한문이지 중국 한문은 모두 중간에 많이 변경된 한문입니다. 오랜 한문은 우리나라

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역사에는 중간에 와서 한문은 우리나라에서 도로 

가져갔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요즘 ‘땐스’같은 것을 보고 그것이 인류문화라면서 ‘땐스, 땐스’하면서 미국 사람

을 본뜨려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야만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직 없어지

지 못하고 내려온 것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마치 짐승과 같이 어디서든 만나 어디

서든 정교를 하던 그런 시대... 들도 좋고,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웃음소리)... 붙

들고 나댕기는 것이 암놈 숫놈인 까닭입니다... (웃음소리)... 서양 사람들은 아직까

지 그 때를 못 벗었어요. 좀 교묘하게 무슨 연애니 사교니 이런 글자를 써서 치장

한 것에 불과한데 최고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이 그것을 보고 좋다고 (손바닥을 치

면서) 손바닥을 치고 (웃음소리) 그것을 못해서 애를 쓰고 야단이라 말이에요.16)   

16)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한국사회는 큰 변화와 혼란에 휩싸였다. 특히 문화적 변화가 두드러졌다. 도

심 거리에는 미군 모직 담요를 염색하여 코트를 만들어 입거나 ‘로마의 휴일’의 여배우 오드리 햅번의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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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략) ...17)

    요즘 개인주의 사상이 발달되었다고 하여 가족제도에 반기(反旗)를 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가족제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나

라 가족제도의 유래와 전통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시간

이 없으니 여러분이 아시는 일본의 가족제도와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의 차이를 말씀

드리겠어요.

    일본이라는 것은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전에는 역사가 없는 나라입니다. 메이지

유신 전에는 아직 인류가 아니에요. 성(姓)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저 한 마을 사

람이 우굴우굴 개떼 살듯이 살았지요. 누가 죽어도 죽은 줄 모르고 누가 와서 그저 

‘기리스데요’(切り捨てよ) 18)  하고 목을 베어버려도 그만이에요. 그것이 일본의 역

사에요. 소위 막부(幕府) 260년... 덕천막부(德川幕府) 260년에 약간의 문화가 좀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들어간 것인데 그것이 보급이 되지 

못했어요... 

    ... 본래 인류가 이 사회를 건설할 때에 첫 단계가 부락입니다. 부락을 합해서 요

건이 구비되면 국가를 건설합니다. 이렇게 인류의 문화가 발달을 시작하면서 계통

이 존중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계통이 어떻게 내려오는 것인가? 만일 한 세대

를 들 것 같으면 기독교에서는 무슨 ‘아담’도 말하고,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민족 전체가 단군의 피가 흘러나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범위가 

넓지요. 그러면 단군의 피보다 더 가까운 피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제일 가까운 

피가 무엇이냐 하면 부(父)가 있겠지요. 그 다음으로는 조부(祖父), 증조부(曾祖

父)... 그 정도 세대까지는 계통이 명확합니다. 

    부계주의(父系主義)를 쓰는 것이 어떤 이유로 문화의 합리적 제도로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생리학자들도 다 일치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 그 자체는 아비의 정

신이라 그것이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어미에 대하여 말하자면 10개월 정도를 그 

배 가운데에서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도 어미의 양육을 받습니다. 아이를 생장·육성

시키는 것은 전부가 어미의 적행(積行)이지요. 그래서 예전에 성현의 말씀에... “父

生我 母我成”19)라는 글이 있지 않습니까? 아비의 한 분자(分子)가 어미의 모체로 

옮겨져 모태에서 커가지고 다시 바깥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이 인생의 경위라는 것

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계계통이라야만 옳은 것입니다. 문화가 

발전된 나라일수록 부계주의를 취하게 됩니다. 만일에 부계주의가 파괴된다면 집의 

근본이 다 없어져요. 원래 아비의 몸에서 떨어진 분자니까 그 분자의 종자를 계승

스타일과 맘보 바지가 큰 인기를 끌기도 했다. 또 서양 춤(일명 ‘땐스’)이 크게 유행하여 사회이슈로 등장하였

다(이른바 ‘박인수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鄭飛石의 소설 ‘자유부인’(1954년 1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서울신문에 연재되었고, 연재완료와 동시에 단행본으로 간행되어 14만 부 판매)은 당시의 시대상을 잘 반영

하고 있다. 소설 ‘자유부인’은 당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사회 지도층 인사인 대학교수와 그 부인의 

외도를 다루었다고 해서 대학가의 거센 항의를 받았고, 특히 黃山德 교수(당시 서울대 법대 재직)는 ‘중공군

보다 더 무서운 적’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북괴의 사주로 남한의 부패상을 샅샅이 파헤치는 이적소설’이라

는 비난과 함께 작가가 치안국(治安局)에 소환되는 수모도 겪었다. 金炳魯 대법원장은 이러한 사회상을 언급

하고 있는 것이다.

17) 여성들의 헤어스타일로 당시에 유행하던 ‘파머’가 문화수준으로 볼 때 우리의 두발문화보다 저급한 것이라는 

다소 비유적인 발언이다(제26회 국회정기회의속기록 제30호, 국회사무처, 1957. 11. 6., 9면).

18) “기리스데요!”(切り捨てよ)는 에도(江戶)시대에 무사에게 무례한 짓을 한 평민을 칼로 쳐 죽이면서 하던 말

이다.

19) “아비는 나를 낳았고 어미는 나를 길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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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 소위 부계주의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나

라에서 일본 같은 가족제도와 우리 가족제도가 같은 것으로 알았다가는 큰일 날 것

입니다. 이러한 점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양자(養子)를 

할지라도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단계(單系)의 계통이 아니면 양자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양자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의제(擬制)라고 하더라고 양자가 

꼭 자기 아들 대(代)에 해당하여야 된다는 것도 다 이런 점과 원리에서 일치되는 

것입니다. 왜놈 때에도 일본의 친족상속법은 우리나라에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정

치는 몰라도 역사와 문화를 어찌할 수는 없어서 친족상속법은 적용하지 못했지요. 

반면에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조선 사람을 차차 일본 사람이 되어가게 했어요. 우

리나라에는 없던 일본의 제도를 채택하도록 하였는데 그것도 법률도 아닌 판결례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고약한 왜놈 중에 野村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의 책자들을 지금도 참고로 하고 있는 것은 참 망상이에요. 예전의 관습조사보고서 

같은 것을 입법의 자료로 한다는 것은 큰 망발이에요. 친족·상속법은 우리나라 누

천년 역사를 존중할 것인가 파괴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기본법입니다. 그러므로 친

족상속법을 심의함에 있어서 이 점을 깊이 음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할 것은 남녀동등이라는 것입니다. 헌법상 남녀동등이라는 것에 

대하여 모두들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문화·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 

사이에 조금도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준다는 것이 남녀동등이에요. 우리 역사상 

가정의 윤리 또는 사회도덕과 같은 것을 남녀동등 문제와 혼동하여 의논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니 자식도 아비에게 효도할 것도 없고 또 부양

할 것도 없이 저 원시로 돌아가란 말입니까? ... 남녀동등이란 정치·사회 문화의 방

면에서 균등한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혹은 마누

라나 남편 사이에도 동등을 찾다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그와 같은 폐

해가 얼마가 있는 줄 알아요? 도의가 떨어지고 윤리가 끊어져 패덕패륜지사(悖德悖

倫之事)가 지금 날마다 신문을 더럽히고 매일같이 법정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나 혼자만 아는 척하고 ... 사회혼란은 바로 

이러한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강 내 

입장에서 민법을 기안한 그 취지를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내려

갑니다.

2. 張 暻 根

    민법안심의소위원회에서 민법안에 대한 예비심의를 주도한 사람은 張暻根 의원

이었다. 그는 법전편찬위원회에서부터 민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민법제정을 위한 모든 과정에 걸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법전편찬

위원회에서는 민법분과위원으로서 신분편의 책임위원이었다. 1954년 제3대 민의

원 선거를 통하여 정계에 입문한 후로는 국회의원으로서 민법안 심의를 실질적으

로 주도하였다. 민법 제정과정에서의 그의 역할을 고려하여 그가 어떤 사람인가

를 잠시 소개하기로 한다.

    그는 1911년 경기도 부천에서 출생하여 1935년 일본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



- 12 -

격하고 1936년 동경제국대학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1937년 경성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장까지 역임하였다. 1949년 내무부 차관을 거쳐 1950년 

국방부 차관, 1953년에는 한일회담 대표를 지냈다. 제3대와 제4대 민의원 선거에

서 당시 여당인 자유당 소속으로 당선되어 정치활동을 하였다. 1957년에는 자유

당의 중앙정책위원장과 내무부장관을 지냈다. 그는 내무부 차관 시절에 반민족행

위특별조사위원회 습격사건(1949. 6. 6.)을 지휘한 것을 비롯하여 이승만 대통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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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원안 제802조의 변화에 나타난 두 사람의 성향 

  장경근 사안(근친혼금지) → 민법전편찬요강(근친혼금지) → 법전편찬위원회 민

법초안(동성동본불혼) → 정부원안(동성동본불혼) → ‘민법안친족편상속편심의요

강심의록’(근친혼금지) →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근친혼금지) → 정부원안 최종

가결(동성동본불혼) → 2005년 민법 제809조 개정(근친혼금지)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