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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戰爭과 經濟法의 전개
권     대     우

*

1)

Ⅰ. 戰爭과 經濟法

1. 戰爭을 통한 現實의 變化와 法秩序 

전쟁이란 특수한 상황은 실제 그것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픔이나 

돌이킬 수 없는 회한과 같은 감정의 응어리가 침전된 과거의 잔 이지만, 역사적으

로 여러 가지 動因을 가지고 있고 또 간과할 수 없는 결과를 남기는 주요한 사건

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전쟁이란 극한 상황은 그 사회에 내재적으로 많은 변화를 

강요한다. 전쟁에서는 먼저 전쟁을 일으켰든, 혹은 피침 당사자이든 간에, 일단 전

쟁이 발생하면 자신들의 방어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게 되고,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발생시킨다. 전쟁이전에는 전쟁과 연관성이 전혀 없거나, 혹은 매우 낮

은 연관성을 가졌던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이 전쟁을 위해 동원되어야 하며, 생산

도구도 전쟁을 위해 징발되므로, 경제적 생산활동의 결과도 기존의 소비재중심에서 

전쟁물자 중심으로 전환되게 되고, 서비스 산업이나 일반 물품시장에서의 소비재 

공급은 현격히 감소하여, 전쟁을 위해 징발된 물품을 고려할 때, 공급부족으로 인한 

시장의 변화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전쟁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인 변화는 다른 사

회적인 변화들이 그러하듯이, 기존의 법규범의 의미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새

로운 변화를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규범의 출현을 유도하게 된다. 

2. 6․25戰爭과 經濟的 秩序에 대한 規制 

한국전쟁은 시기적인 측면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생한 최초의 전쟁이었으

며, 미소의 양대 진 이 충돌하 던 이데올로기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현대세계사에

서 주요한 전쟁이었으며, 국내적으로는 동족상잔의 비극이요, 남북한 분단고착화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역사적 사건이었다.1) 그밖에

도 우리나라에서 6․25전쟁이 갖는 사회 경제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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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흥수, 전쟁직전의 한국사회, 한국전쟁 직전의 한국사회 연구, 199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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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 전쟁이 특히 36년간이란 긴 세월동안 일본의 불법적

인 강제점령 치하에서 제2차 세계대전 수행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이 강제 동원되

어 고통받다가, 연이어 3년간 미군정의 과도체제를 격은 다음 새로운 정부에 의해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남한에서만이라도 독립된 

가치체계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 충격적인 혼란이 외부에서 주어짐으로서 걸음마 단

계에 있었던 법질서가 전쟁이란 극단적 상황에 의하여 변화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에서 특수성을 가진다. 경제법적으로도 기본적인 자본주의 질서를 전통적

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식민세력의 주체인 일본에 의해서 도입된 법질서

적 요소와 미군정 기간을 통해 진행 정비된 내용이 2년도 채 못되는 기간을 통하

여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시점에서 어떠한 안정된 私法的인 秩序를 가지고 

있지도 못했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어떤 내용의 사적 질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인

가를 모색하는 와중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쟁이란 상황적인 요소의 측면에서 보면 6․25 전쟁을 전후한 우리 사회

는 아직 제2차 세계대전의 상흔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단계에 있었으며, 새로

운 정부에 의한 평화시대에 요구되는 법질서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측면을 볼 

수 있다. 한국은행이 새로이 설립되었으나, 아직 화폐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 고, 

농지개혁도 시작단계에 있었으며, 산업의 발전도 아직 일본이 남기고 간 시설이나 

자산에 대한 분배나 매각이 모두 이루어져 새로운 발전의 동인이 사회적으로 충만

해진 상황도 아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일제침략과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사회적인 

상흔이 치유되지도 못했고 새로운 법적질서가 마련되지도 못한 이러한 상황에서 주

어진 6․25전쟁의 충격은 전체 법질서에서의 측면에서도 엄청난 것이었고, 전쟁을 

수행하여야 하는 어린 정부의 입장에서는 모든 힘을 동원해 침략세력에 저항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상황에 따라 국가는 기본적인 요소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규범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경제에 대한 법규범의 통제 또

한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것이었으며, 이는 6․25전쟁 후의 한국사회에 

한정된 내용이 아니라, 그 당시의 우리 사회가 식민치하에서의 회복, 새로운 법질서

의 정립 등의 과제를 안고 개혁을 추진해 가는 과정이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더

욱 포괄적인 변화를 내포하고 있었다. 

3. 경제법 질서에 대한 규범의 형성 

경제법이란 관념은 미법역에서 발전 전개된 개념이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 특

히 독일에서 정립 발달된 개념으로 독일에서 경제법이란 역이 탄생된 배경은 카

르텔이나 콘체른과 같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현상 뿐만 아니라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전시경제의 수행이나 전후의 경제부흥을 위하여 국가가 사적 역인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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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개입함으로써 공법적인 규제가 사법질서에 도입되기 시작하고 이를 학문적으

로 설명하기 위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경제질서의 규제와 전쟁과의 깊은 

연관성은 ‘전쟁경제법(Kriegswirtschaftsrecht)’이란 표현에서도 암시하여 주듯이, 

독일에서 경제법이란 개념이 탄생하게 된 동기중 하나가 전쟁이었다는 점은 경제법

의 그 이후 발전과정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19세기까지의 전통적인 분류방법에 의하면,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는 주로 사법규

정이 이를 규율하 고, 공법은 그러한 역에의 개입을 자제하 었다. 그러나 산업

의 발달로 인해 대기업, 카르텔 등 전혀 새로운 법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새로

운 현상을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1차세계대전 이전에는 그러한 역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산업법(Industrierecht)’이라는 개념이 제기되었다.2) 이

러한 경제 역에의 국가개입은 특히 독일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더욱 심화

되어, 전쟁경제법이란 개념이 도입되었다. Arthur Nussbaum 교수가 자신의 저서 

신독일경제법3)이란 저서의 서문에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법률가들이 당황

할 정도로 많은 법률이 쏟아져 나왔으며, 그러한 내용은 그 이전에는 사법적인 (주

로 그 이전에 민법이나 상법의) 역에 속해있던 것이었는데, 공법규정들에 의하여 

규율되기 시작하 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4) 따라서 경제법이란 표현은 어떤 하나

의 새로운 원칙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라, 그 내용의 주요한 요소들을 표시하는 제

목에 불과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법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것은 1918년

에 카안 (Richard Kahn)이며, 그 이후 특히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에서는 경

제법의 개념 정립과 연구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그 당시 독일에서는 국가가 계획적인 조치를 통하여 경제적인 과정에 깊이 관여

하여 자원을 독점적으로 생산, 관리, 공급하 다. 1914년의 수권법에 의해 연방상원

은 거의 무제한적인 입법권을 행사하 고, 이 권한에 기하여 수도 없는 法規, 命令

을 통하여 모든 물자의 생산, 공급을 통제하 고, 가격통제 및 이와 관련된 기관과 

조직의 설치법규 및 관련 형벌조항까지 제정하 다.5) 이러한 국가의 경제적인 상황

에의 개입은 바이마르 헌법에서도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특히 나치정권에 의한 제

2차 세계대전의 준비과정과 전쟁수행과정에서도 나타나게 된다.6) 이러한 과정을 거

쳐 독일에서는 이런 새로운 현상에 대한 법규명령의 총체를 독립된 역으로 접근

하면서 경제법이란 법역이 형성되어 왔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법을 국민경제전체를 

 2) Heinrich Lehmann, FS Zitelmann; 황적인/권오승, 경제법, 23면.
 3) Das neue deutsche Wirtschaftsrecht, Berlin 1920.

 4) Nussbaum, Das neue deutsche Wirtschaftsrecht, 1920, Vorwort: 상세한 내용적인 전

개에 대하여는 특히 본문 S. 1 ff. 참조. 

 5) Rittner, Wirtschaftsrecht, 1979, S. 2 f.

 6) 이에 대하여 Rittner, Wirtschaftsrecht, 2. Aufl. 1987, S. 2 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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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질서지우기 위한 법이라고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7) 

4. 比較法的 接近 必要性 

다른 법 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법질서의 역에서도 법규범의 출현은 사회적

인 현실의 변화를 동인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6․25전쟁으로 인한 법규

범의 변화도 현실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규범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를 불

러 일으키기도 한다. 독일에서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사법의 역에 속

하는 경제적인 현실을 공법적인 수단에 의해 규제하기 시작하여 그로 인하여 사법

질서에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를 포섭하기 위한 학문적인 역으로서 경제법학이 

새로이 정립되었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규범적 현실의 동인으로서 6․25전쟁

은 시간과 공간적인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규범과 현실의 변화를 내용으로 한 비교

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변화의 시도는 또한 경제법 질

서의 내용이 두 사회에서 어떻게 다르게 전개되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과연 6․25

전쟁시의 법규범에 대한 가치판단의 한 기준을 제시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다른 성숙된 사회의 사법질서가 전쟁이란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해 갔고, 그 내용이 

어떻게 평가되었는가를 살펴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6․25전쟁으로 인한 법규법의 

전개에 대한 정당함과 적절함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지도 않을까 한다. 

 비교의 대상으로 어떤 전쟁상황과 어떤 공간적 역을 선택하느냐는 문제와 관

련하여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의 상황과의 비교가 의미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그 당시 독일의 규범상황은 경제법이란 개념이 확립되어 간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

작을 의미하며, 물론 전통적인 사적 자치의 역이란 경제활동의 역에 공법적 규

제의 도입이라는 새로운 상황이라는 장점 뿐만 아니라, 2차세계대전과 관련하여 독

일이나 일본의 상황은 준비된 전쟁이라는 점이 있어, 6․25전쟁이 남한의 입장에서

는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강요당한 전쟁이라는 점이 조금은 더 제1차 세계대전의 

독일 상황과 가까운 점이 있다는 관점에서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독일의 경제규

범과의 비교를 시도하고자 한다. 

II. 제1차 세계대전과 독일경제법 

1. 화폐제도의 변화와 외환의 규제 

독일이 전쟁수행을 위하여 1914년 8월 4일의 법률에 의하여 시급히 시행한 정책

은 지폐제도의 원칙으로서 태환지폐성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동법률은 중앙은행인 

 7) 황적인/권오승, 경제법(주2), 3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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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은행을 금반환의무로부터 해방시켜주었다. 따라서 그 이후부터 모든 지폐는 금

본위제도와 분리된 법정통화가 되었다.8)  그 다음으로는 경화제도를 변경하여 은화

를 시장에서 퇴출시켰다. 지불수단으로서 은화는 더 이상 그 역할을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전을 시가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지폐를 중심으

로 한 화폐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 다.9) 

자금의 조달을 위해 대출금고를 설치하 는데, 이 기관은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

진 공법인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상품이나 독일 정부의 전쟁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을 

받고, 대출금고증서를 발행하 다. 이 증서는 법적으로는 화폐와 같은 효력을 가지

지는 않아서 일반적인 강제통용력은 없었고, 다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지불수단으

로 사용할 수는 있었다.10) 각 도시들이 제국은행과 협의하여 긴급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 는데, 이는 실제로 그 이전부터 있어오던 현실을 법적으

로 포섭하기 위해 이루어졌다.11)

전쟁 중에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독일은 1916년 1월 20일에 

외환규정을 제정하 다. 이 규정은 주로 외국과 외국화폐를 지불수단으로 하는 거

래를 대상으로 하 으며, 그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규제내용으로는 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돈은 은행에 맡기도록 강제하 으

나,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국화폐를 은행에 맡기도록 한 강제조치가 해당되지 않았

다. 

2. 채무자보호 

⑴ 실체법상에서의 보호 

전쟁상황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입법작업의 주요한 목표로 전쟁상황이란 곤경에 

처한 채무자를 더 큰 피해로 부터 보호하는 것도 있었다. 이러한 목적에서 판사에

게 법률에 의하여 채무유예권한이 주어졌다. 이 권한에 근거하여 판사는 채무자에

게 채무이행시기를 연기해 줄 수 있었으며,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

한 계약벌과 그 유사한 법적인 불이익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었다.  재판상 

판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러한 法的 慈善행위는 채권자가 소구한 경우 뿐만 아니

라 채무자측에서도 채무의 유예를 청구할 수 있었다. 법원은 채무의 유예와 동시에 

유예기간 경과후에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 는데, 이 판결은 동시에 채무명의로서 

효력을 가졌다. 

 8) Nussbaum, aaO(Fn. 4), S. 12 f. 

 9) Nussbaum, aaO(Fn. 4), S. 13 f.

10) Nussbaum, aaO(Fn. 4), S. 13. 

11) Nussbaum, aaO(Fn. 4), S.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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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든 채무자가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두 가

지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되었다. 그 요건들은 첫째 채무자의 상황이 그러한 채

무의 유예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어야 하며, 둘째 그러한 채무

유예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발생되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경우이어야 한

다는 점이다.12) 그리고 이 경우에 허용되는 유예기간은 3개월이었다. 그밖에도 예

전의 전쟁참여자, 조력자, 전쟁피난민 등의 사람들에 있어서 최대 6개월의 채무유예

가 허용되었고, 집행과 관련 또 6개월의 집행정지가 가능하 다.13) 

저당채무자도 위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채무유예의 혜택을 입을 수 있

었다. 이 경우에 유예기간은 이자와 부수적인 채무에 대하여는 6개월이었고, 원본채

무에 대하여는 1년이 최장기간이었으며, 원본채무에 대하여는 채무유예가 반복될 

수도 있었다.14) 

보험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이나 민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보험

료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 거나, 다른 부수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입을 불

이익을 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구법원(Amtsgericht)에 부여하 다.15)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다른 조치와는 달리 소급효가 없었다. 또 은행 업장애로 

인하여 채무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한 채무자에게도 지체책임을 면하도록 하 다.16) 

⑵ 집행법상의 보호 

전쟁으로 인하여 물가가 상승됨으로써 기초생활비용이 증가하 고, 이점을 고려

하여 임금에서 압류가 불가한 액수를 인상조정하 다. 그 당시 급여에서 압류가 불

가한 기준금액이 2000 마르크 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2500 마르크 다. 

퇴직금도 마찬가지 다. 공무원, 공무원의 미망인, 사망한 공무원의 자녀들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압류는 허용되지 않았다.17) 

동산경매시 응찰가가 감정가의 절반이하인 경우에는 낙찰되지 않았다. 이렇게 함

으로써 채무자재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았다.18) 부동산경매에서도 채무자를 위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19)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는 판결에 기한 지급기일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도 점유를 유지하 고, 지체된 기간이 2년 이하일 경우에 법원은 6

12) Nussbaum, aaO(Fn. 4), S. 6 f. 

13) Nussbaum, aaO(Fn. 4), S. 7.

14) Nussbaum, aaO(Fn. 4), S. 7.

15) Nussbaum, aaO(Fn. 4), S. 8.

16) Nussbaum, aaO(Fn. 4), S. 8.

17) Nussbaum, aaO(Fn. 4), S. 8 f.

18) Nussbaum, aaO(Fn. 4), S. 9.

19) Nussbaum, aaO(Fn. 4), S. 9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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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단위로 경매를 정지할 수 있었다. 조세채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공적부담은 

담당부서가 전쟁동안 이를 유예하 던 경우에도 그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우선 순

위를 회복하도록 하 다. 이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해 경

매를 신청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었다.  

절차적으로도 전쟁종사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 으나, 이러한 조치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 점차 폐지되었다. 

⑶ 파산의 방지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봉착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채무자가 파산으로 재기

불능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파산방지를 위한 업무감독”제도를 마련하

다.20) 전쟁으로 인하여 채무이행불능에 빠진 자는, 만약 지급불능사태가 전쟁이 끝

난 후에 종료될 수 있거나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방지할 수 있을 경우에, 구법

원에 파산방지를 위한 업감사의 임명을 촉구할 수 있었다. 업감독기간 중에 법

원이 파견한 감독자는 채무자의 업을 감독하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채무자의 법적 지위에는 변동이 없었다. 채무자는 행위능력에 제한이 

가해지지도 않았으며, 자신에게 속한 재산의 처분에도 제한이 없었다. 또한 그는 자

신의 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채무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제한은 오로지 내부적

으로 효력이 있었다. 채무자는 남은 자산으로 업의 지속과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채무의 이행을 위해 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 업

감독 기간 중에는 파산도 회피될 뿐만 아니라, 가처분이나 강제집행으로부터도 채

무자가 보호되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채권자와의 사이에 강제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채무초과시 이사가 파산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 법규정의 일부가 효력을 잃도

록 하 다. 

3. 상품의 거래질서의 규제  

상품거래질서에 대한 규제의 기본적인 입장은 전쟁상황을 이용한 폭리를 방지하

고자 하는 것이었다. 생활필수품에 대한 가격조작과 매를 규제하 는데, 무엇이 

생활필수품인가는 판례에서 결정하도록 하 다. 판례는 비교적 넓게 해석하여 책, 

지도, 꼬냑, 재봉틀 같은 물건도 생활필수품에 포함시켰다.21) 이러한 문제를 담당하

는 기관으로 지방법원에 폭리규제부가 설치되었는데, 여기에는 3인의 직업적인 판

사와 2명의 배심이 참가하 는데, 그 두명의 전문가 중 한 사람은 소비자대표 고, 

20) Nussbaum, aaO(Fn. 4), S. 10 ff. 

21) Nussbaum, aaO(Fn. 4), S. 18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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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사람은 상인이나 생산자대표 다. 절차는 무척 간결하 고, 불복수단이 없는 

단심제 다. 재판부는 가격조작과 매시에 징역형에 가격조작은 20만 마르크 이하, 

매에 대하여는 50만 마르크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지

나친 이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경우

에는 엄격한 또 다른 절차에 의하여 그 액수가 정해졌다.22) 

규제의 도구 중 하나는 최고가격제이었다. 그 대상은 생활필수품과 일정한 원료

들이었다. 최고가격 이상으로 물건을 매매한 경우에 그 물건을 판매한 매도인 뿐만 

아니라, 구입한 매수인도 처벌대상이 되었다. 매도인은 최고가격이상으로 물건을 매

도하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에도 처벌되었고, 매수인은 고의적으로 최고가격 이상의 

매매를 요구하거나, 유도하거나, 또 다른 전매를 위해 구입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

었다. 민사법적으로는 최고가격제에 위반된 매매는 무효가 아니라, 최고가격으로 체

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23) 그러나 최고가격에 위반한 거래를 규제함에 있어 금전

가치의 하락과 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개별적인 상황이 고려되어야 했다.24) 

또한 일정한 상품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이는 특히 식품

과 연료와 관련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1916년 6월 24일의 명령으로 소상인과 실

수요자를 제외한 당사자와의 식품 및 사료의 거래는 관청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되었다. 이에 위반하는 상인은 업권이 취소되었다. 

군사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거래의 제한이 이루어졌는데, 군용에 속하는 일정

한 물자에 대하여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일정한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었고, 

그 이외의 자가 처분한 경우에 사법적으로 선의취득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았다. 다

만 그 물건이 생활필수품으로 소비자가 평소에 구입하던 곳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거래의 연속선상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의취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

다.25) 

계속적인 공급계약에서 매도인의 공급상의 어려움에 대하여서 법원은 일반 독일

민법 규정에 따라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한 이행불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러나 제한된 양만 공급할 수 있을 경우에 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동일한 급부를 희

망하는 다수의 매수인이 있는 경우에 공급자는 전 구매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공

급하여야 했다.26)  

22) Nussbaum, aaO(Fn. 4), S. 19.

23) Nussbaum, aaO(Fn. 4), S. 20.

24) Nussbaum, aaO(Fn. 4), S. 22 f. 

25) Nussbaum, aaO(Fn. 4), S. 25.

26) RGZ 84, 1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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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경제의 확대 

전쟁상황은 또한 국가의 경제활동과 개입을 증가시키는데,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에서도 국가에 의한 공적인 경제의 개입이 증가하 다. 이러한 개입은 경제여

건을 국가가 결정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직접 거래 당사자로 등장하는 경

우도 있으며, 이러한 능동당사자로서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형태로서 공경제가 확대

되게 된다. 그 정당성의 근거는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국가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개인들의 사유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국가에서 정한 계획대로 처

분하는 방법을 취한다. 독일도 전쟁압류라고 표현되는 압류행위를 통하여 국가가 

전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를 조달하 다. 특히 군사령관의 명령에 의하여 물

자를 조달하기 위하여 연방상원은 1915년 6월 24일에 전쟁수요을 확보하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 다. 그러나 압류는 여러 근거 규정에 의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졌

으며, 그 효력도 차이가 있었다. 동산에 대한 압류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러한 경우에 그 대가로 제국경제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인수가격이 

지급되었다.27) 

전체 전쟁경제의 업무는 프로이센 전쟁부(Kriegsministerium)가 주축이 되어 처

리되었고, 1916년부터는 전쟁청(Kriegsamt)이 업무를 담당하 다. 주요한 경제재로

서 식량과 의복 문제를 관장하는 제국식량처(Reichsgetreidestelle)와 제국의복처

(Reichsbekleidungsstelle)가 있었는데, 특히 제국식량처가 주도된 식량의 배분은 매

우 조직적이었다. 모든 재배된 식량은 소량의 자급용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단

체에 인도되었고, 그 지역단체가 적당한 가격을 지급하여 구입한 다음 시장에 판매, 

공급하 고, 이를 기준으로 빵가격을 결정하 다.28) 

민간의 능률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반관 반민의 회사가 설립되어 운 되었고, 민

간 경제에 대한 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많은 카르텔이 강제설립되었다. 연방상

원의 시행령에 의하여 신발제조자, 신발판매자, 그리고 비누업계에 대하여 강제카르

텔이 결성되었다. 석탄, 칼리 등과 같은 주요 자원분야에 대하여 단체화와 사회화가 

이루어졌다.29)

5. 부동산법 

전쟁상황에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규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필요하 다. 일단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미래를 위한 투자처로서 토지가 인기를 얻어, 지가가 상승됨

27) Nussbaum, aaO(Fn. 4), S. 31. 

28) Nussbaum, aaO(Fn. 4), S. 32 ff. 

29) 이에 대하여 상세한 것도 Nussbaum, aaO(Fn. 4), S. 36 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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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이를 규제할 필요도 있었으나, 실수요자인 농민이 아닌 당사자에게 농지가 

넘어감으로써 전쟁 수행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곡물의 생산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막기 위해 생산수단으로서 농지를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서도 기인하

다. 1918년 3월 15일의 농업용토지의 거래에 관한 명령에 따라 5 헥타가 넘는 토지

의 등기이전에는 관청의 허가가 필요했다. 매매계약과 제한물권의 설정에도 허가가 

필요했다.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행위는 무효이었다. 관청에서 허가가 거절되는 

경우로는 토지의 매수인이 농부가 아닌 경우이거나, 거래의 목적이 비경제적인 토

지의 분할이거나 농업적인 목적에 해가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배우자 사이의 거

래나 가까운 친척 사이의 거래는 허가가 필요 없었다. 

전쟁의 패배로 인하여 피난 오는 사람들을 위한 거주집단의 결성을 돕기 위해 

제국이주법의 내용과 유사한 농업적 이주지 공급을 위한 명령을 제정하 다. 이에 

따르면 이주기업(Siedlungsunternehmen)은 25헥타 이상의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법정선매권을 가진다. 이 선매권은 다른 모든 선매권에 우선하 으며, 등기가 필요

치 않았다. 만약 이주지 조성이 여의치 않으면, 그 땅을 환매할 수 있었는데, 원래 

소유자에게 환매권이 주어져 있었으며, 이 환매권은 등기할 수 있었다. 

주택결핍도 전쟁시에는 큰 문제로 부각되는데, 지방 정부는 1919년 12월 9일의 

명령에 따라 각 지역 주택담당자를 임명하고, 그 소규모의 주택용 토지와 집지을 

목재를 간단한 절차에 따라 수용하거나, 주택을 조달할 수도 있고, 수용하는 대신 

장기로 임차할 수도 있었다. 그 밖에도 프로이센의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을 

지원하 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작은 소규모의 농장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30) 

주택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주택의 부족과 전쟁으로 인한 임차인의 

소득 감소로 생기는 임차인의 어려운 상황을 돕기 위해 한편으로는 1917년 7월 26

일에 임차인을 보호하는 명령이 제정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1918년 9월 23일에 

주택의 부족에 대한 조치에 관한 명령이 제정되었다. 이 두 명령은 전쟁 말기와 그 

이후에 임차인의 이해증진을 위해 큰 역할을 하 다. 전체적으로 주택임대차관계에

서 공적인 수단에 의한 개입이 이루어졌는데, 수용이나 압류와 같은 수단보다는 집

소유주와 제3자 사이의 임대차계약관계의 설정, 연장, 그리고 해지에 대하여 개입하

는 방식을 취하 다. 주된 담당기관은 지방정부의 중앙관서의 요구에 의하여 지역

에 설치된 임대차합의관청(Mieteinigungsamt)이었고, 그 관청이 설립되기 전에는 

구법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 다. 임대차합의관청은 3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한 사람은 임대주측에서, 그리고 다른 한 사람

30) Nussbaum, aaO(Fn. 4), S. 49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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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임차인 측의 사람으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사건에 대하여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었고, 엄격한 소송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한 번 결정이 내려지면, 이는 취

소될 수 없었다.31) 

III. 6․25戰爭과 우리의 經濟規範의 展開 

1. 6․25전쟁당시의 경제적 현실과 규범  

6․25전쟁을 둘러싼 한국사회에서의 경제적인 상황은 산업에서는 공업이나 제3

차산업보다는 농업, 수산업, 광업과 같은 1차 산업 위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산업자본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그 당시에 독점적 지위의 폐해를 걱정해야 할 

만큼 특정한 기업이 성장한 경우도 없었다. 오히려 그러한 규제를 해야 할 대상기

업을 양성해야 한다는 상황에 있었다는 점에서 독점금지에 대한 법규의 필요성은 

대두되지 않았으며, 대외거래의 규모도 작았다. 산업도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그 당시에는 아직 소비자보호의 필요성도 아직 부각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안정된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독일과는 달리 새로운 체제를 마련해 

나가고 있었던 이승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의 설립과 중앙은행을 통한 경제

운용방법의 확립, 일본의 식민지배의 청산과 자국산업의 양성 등과 관련하여 농지

개혁과 귀속재산처리 등의 문제가 주요 과제 으며, 전쟁시에는 전쟁수행을 위한 

자금과 물자의 조달과 민간경제의 통제문제가 주된 이슈가 되었다. 

2. 금융제도의 확립과 전쟁비용의 조달 

⑴ 한국은행법의 제정 

정부수립 이후에 이승만 정부가 조직 경제규범 중 가장 먼저 정비한 것 중 하나

는 금융분야에서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을 제정한 것이다. 6․25가 발발하기 50여일 

전인 1950년 5월 5일에 공포된 한국은행법의 제정 목적은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고,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 및 그 기능향상에 의한 경제발전과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

을 도모하고, 정상적인 국제교역, 외환거래의 달성을 위한 국가의 대외결제준비자금

의 관리를 위한 것이었다(동법 제3조). 한국은행의 자본금은 15억환으로 하 고,32)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 다(동법 제4조). 

그 당시 조선은행을 대체할 중앙은행으로 한국은행에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법

31) Nussbaum, aaO(Fn. 4), S. 53 ff. 참조. 

32) 1962년부터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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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통화, 신용, 외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한국은행의 업무, 

운 , 관리에 관한 지시, 감독을 하게 하 으며(동법 제7조), 그 의장은 한국은행의 

총재가 아니라 재무부장관으로 하여(동법 제9조) 금융정책에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이 가능하도록 하 다. 화폐의 독점적인 발행권한을 한국은행에 부여하 고(동법 

제47조), 대한민국 내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수신과 여신업무를 하도록 하 다.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예금과 관련하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예금지불준

비금을 예치하도록 하여 통화조절 기능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 고(동법 제55조 이

하), 공개시장에서 증권을 매매할 수 있게 하여 금융정책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

록 하 으며(동법 제90조 이하), 외국환을 한국은행이 집중관리하도록 하고, 그 밖

의 금융기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 없이 자기 계정 또는 그 거래자의 계정으로 

외환을 보유할 수 없게 하 다(동법 제101조 이하). 그리고 대한민국국고금의 공적

인 예수기관을 한국은행으로 지정하 다(동법 제77조 이하). 

긴급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한국은행 총재에게 긴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동법 

제26조에 기해 한은총재는 전시 기타 긴급한 사태에 즉시 행위를 필요로 하고, 금

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 정부의 동의를 얻어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후 지체없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소집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기구의 역할과 관련하여 본다면 오늘날의 금융감독원이 감독부란 명칭으로 조직

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제외하면 기본적인 구조나 역할에서 현행법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기본적인 중앙은행으로서의 한국은행의 입지를 반 한 내용의 법이 제정

되었다.  

⑵ 銀行法의 制定

한국은행법의 제정과 함께 금융기관의 운용, 감독을 위하여 은행법을 제정하 다. 

은행법 제1조에서는 모든 금융기관이 한국은행법과 은행법, 그리고 이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운용지침을 선언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법

인으로 설립하여야 되도록 규정하 다(동법 제2조). 

은행법에 따르면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

반 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

직적으로 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금융기관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그중 보험회사와 무진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위하는 회사는 제외하고 있다. 한

국은행 감독부장에게 금융통화위원회의 지시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

관을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동법 제7조), 한국은행 감독부장의 추천에 의

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는 금융기관의 신설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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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점이나 대리점의 신설, 자본금, 정관 또는 상호의 변경, 2개이상의 금융기관의 

합병, 금융기관의 본점, 지점, 대리점의 주소의 변경, 해산을 규정하고 있었다. 금융

기관이 청산 또는 파산될 경우 한국은행 감독부장 또는 그 소속직원 1명을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 다. 

금융기관의 최저자본금으로 1억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업무를 상업금

융업무와 장기금융업무로 구분하고 있는 바, 상업금융업무란 대부분이 요구불예금

의 수입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을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대출하거나 또는 금융통화위

원회가 예금총액을 참작하여 정하는 최고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서 1년이상 3년이내의 기간으로 대출하는 업무이고, 장기금융업무란 자본금 또는 1

년 이상의 기간부예금 또는 사채발행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

로 대출하거나 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부채액을 참작하여 정하는 최고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년 이상 15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

한다. 금융기관은 상환기간 3년을 초과하는 사채 기타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요구

불금액의 20%를 초과하는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동법 제22조) 안정성을 높

고, 은행업이 아닌 업무를 직접 위하고자 할 경우 한국은행 감독부장을 통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 다(동법 제25조). 금융통화위원회의 인가가 없

거나 명령에 위반된 외환업무, 필요 이상의 부동산 투자, 그리고 투기자금이나 정치

자금의 대출, 대주주나 중역 또는 직원과 같은 이해관계인에의 대출을 금지하고 있

었다(동법 제27조). 이렇게 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하여 두고, 한국은행 

감독부장이 금융기관을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서 은

행을 엄격히 감독, 통제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로써 비교적 정돈된 은행관련 법규가 일차적으로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의 제정과 한국은행의 설립의 절차가 제대로 

결실을 맺기도 전에 한반도에는 전쟁의 화마가 뒤덮 고, 그로 인한 금융질서의 혼

란이 야기되었다. 

⑶ 戰爭 중의 措置 

1) 금융기관 예금 등 지불에 관한 특별조치령 

전쟁이 나자 정부에서는 일단 6․25 사변으로 인한 비상사태 하에서의 금융질서

를 유지하기 위하여 예금 등의 지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대통령의 긴

급명령 제2호로 금융기관 예금 등 지불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공포하 는데, 이 긴

급명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부는 금융기관의 예금 및 기타 자금의 지불을 제한

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정부의 제한을 초과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 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 으며, 예금 등의 지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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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방법은 재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를 어기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정하는 형벌 외에 5백만환 이하의 벌금형을 부가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제5조). 

이러한 조치는 한국은행법 제7조에 의하여 금용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통화, 신

용, 외환에 관한 정책수립과 관련되어 추진될 수도 있었으나, 전쟁발발의 긴급한 상

황으로 인하여 취하여진 조치 다. 이 조치는 재무부령 제1호 금융기관 예금 등 지

불에 관한 특별조치령 시행세칙에 구체화되었다. 개인예금은 1세대에 대하여 1주일

에 2만환으로 제한하여 1개월 누계 7만환을 초과하여 지불하지 못하게 하 으며, 

공공예금과 법인 등 단체예금에 대하여는 봉급임금 및 여비 등 인건비에 한하여 

지불을 하기로 하 다. 다만 1953년 6월 28일 이후에 현금으로 예입된 예금, 또는 

동일 이후 발생한 국고수표에 의하여 예입된 공공예금에 대하여는 전액 지불할 수 

있게 하 다. 

이 긴급명령은 금융기관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에 만약 금융기관이 예금채권자에

게 규제조치 이상의 예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의 효력을 취소하고, 지급된 자

금을 부당이득과 같은 제도를 통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사법적 효력은 없었던 것

으로 보인다. 이 긴급조치는 일면으로는 현찰수요의 억제와 예금의 뇌동인출 등에 

의한 인플레이션 격화의 방지라는 소극적 요구에 응하게 하는 한편, 일면으로는 전

쟁에 필요한 군사비의 조달을 용이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었다고도 보여진다.33) 

2) 금융기관 예금대불에 관한 특별조치령

일면으로는 위와 같이 예금의 지불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다른 한편으

로는 피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자금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

기관에게 예금대불을 강제하는 조치를 취하 다. 대통령 긴급명령 제4호 금융기관 

예금대불에 관한 특별조치령이란 명칭으로 내려진 이 조치의 목적은 북한의 침략으

로 인하여 발생한 비상사태하에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전쟁지구로부터의 피난민을 

위하여 예금을 대불하도록 하는 특별조치를 함에 있었다(제1조). 재무부장관이 정한 

종류의 예금과 대불금의 한도에 따라 금융기관에게는 대불지급의무가 부여되었으며

(제2조), 대불의 방법은 단순히 예금대불청구자에 의한 예금통장 예금증서 및 인감

의 제시청구에 그치게 하여 그 제시물건의 진위확인과 동시에 즉시 대불을 하도록 

하 다(제3조). 이러한 가불금액은 비상사태 종료후 각 금융기관의 본점에서 상호결

제토록 하 고(제6조 2문), 대불금융기관은 대불금액 및 대불명세를 매일 재무부와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하 다(제7조). 그리고 만약 대불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한 경

우에 당해 금융기관이 정부에게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8조). 손

33) 육.이오사변과 한은의 신발족, 한은조사월보, 14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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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보상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어 있었으며(제9조), 대

불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조치도 마련되어 있었다(제10

조). 

이는 사변직후의 정책적 진공상태를 신속한 행정적 수단으로 방지함과 동시에, 

능히 이러한 사태에서 야기될 염려가 있는 금융경색 내지는 경화를 방지하 던 것

이다. 이것을 유통결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발생에 따르는 유통질서의 혼란을 

최소한도로 멈추기 위하여 소비자금의 방출에 의한 구매력의 부여에 그 효과를 기

대한 것이었다고 한다. 구매력의 부여란 피난민에 대한 생활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에 예금을 갖고 있지 않는 피난민에게도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무제한한 방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예금대불과 지급제한이란 두 가지 조치는 일견 모순 되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

도 있으나, 군사용 물자의 조달과 군자금의 조달을 위해서는 불가피했다고 하고 있

다. 

3) 화폐교환 

전쟁의 발발과 함께 예금의 인출을 제한하 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수행 목적의 

현찰조달이 부족함에 따라 한국은행의 신권발행이 추진되었다. 기본적으로 전쟁수

행을 위한 자금의 조달은 국가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어린 정부로서는 한국은행으로

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형식으로 조달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확실한 방법이었으므로 

일단 화폐를 발행하여 이를 해결하 다. 

원래 신권의 발행을 위해서는 한국은행법 제49조에 의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권을 발행하여야 하나, 한은법 제26조의 

긴급조항을 근거로 한은총재가 정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실행하 다. 발행된 은행

권은 천환권과 백환권의 2종이었고, 재무부장관의 동의하에 정부의 승인을 얻어 7

월 20일에 공고하고 22일에 발행하 다. 실은 이 신권은 한국은행의 발족과 동시에 

구권에 대체될 것으로 예정된 것이었고, 6․25전쟁이 이 신권의 발행을 촉진하 을 

따름이었다. 이 신권은 일정한 기간동안 구권과 병행되어 현찰사정을 완화하는 동

시에 군자금의 공급을 용이하게 하 다. 

1950년 9월 초순에 이르기 까지 전선의 동요불안으로 인한 전략경제상의 요청으

로 북한군 점령지구로부터 불순한 조선은행권이 소위 워카라인에 이르기까지 유입

됨에 따라 적성통화의 배제라는 목적에서 구권의 유통금지와 신권에의 강제교환을 

시행하 다. 대통령 긴급명령 제10호로 조선은행권의 유통 및 교환에 관한 건을 

1950년 8월 28일에 공포하 다. 이 긴급명령은 정부에게 비상사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조선은행권의 유통을 제한,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경

우에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교환하도록 하 다(제1조). 구체적인 사항,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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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은행권 유통의 제한 또는 금지지역, 은행권 교환종류, 교환기간, 기타 교환방

법 등과 같은 절차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재무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 으며, 국민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요한 내용인 교환비율(교환금액)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 다. 이러한 유통제한에 위반하여 조선은행

권을 유통 또는 교환하는 자에게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환이 진행되어 9월 14일자로 워카라인 내에서 1950년 10월 24일자 대통령령 제

391호 및 재무부고시 제18호의 고시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 대한 통

화교환조치를 취하 고, 잔여 충청남북도 및 전라남북도에 대하여도 11월 18일에 

시행하여 총 709억 1600만환의 교환이 이루어 졌다. 

다른 두 긴급금융조치에 비하여 규범의 대상이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에게도 해당된다는 점에서 규범의 효력범위도 클 뿐만 아니라, 특히 점령지역에서 

조선은행권을 유통시켜 경제질서를 혼란시키고, 물자조달을 꾀하려는 북한군의 전

략적 입지를 약화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조치는 전략적으로도 주

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3. 농지개혁 

금융부문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서도 여러 가지 조치가 동반되었는데, 6․25전

쟁의 전후에 개인의 소유권문제와 연관된 가장 주요한 변화 중 하나는 농지개혁이

었다. 

농지개혁법은 제헌헌법 제86조에 의거하여 농지 없는 농민과 농지가 부족한 농

민에게 농지를 적정히 분배하여 농민생활의 향상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동법 제1조). 이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함으로써 소작제도를 폐지하고, 지주에 대한 예속에서 농민을 해방하

여, 자작농을 중심으로 한 농촌발전을 꾀하고, 토지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시켜 

공업발전에의 전기를 마련하려는 등의 국민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해방 후 고

조된 사회적, 정치적 사상의 불안성을 제거하고 민주국가의 토대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농지개혁의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유상몰수와 유상분배를 채

택하 다. 이는 북한의 무상몰수와 무상분배의 방식과 대비되며, 민주적 자본주의를 

채택한 남한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일 수도 있었다. 

농지개혁업무의 시행주체는 농림부장관과 중앙, 시도, 부군도, 읍, 면, 동, 리에 설

치된 농지위원회이었다. 이는 단순히 중앙부처에서 일방적,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보

다는 그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지역의 농지위원회를 중심으로 민주적으로 

운 하는 것이 더욱 실효적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34)

국가가 취득하는 토지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었다. 그 하나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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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것으로 법령이나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와 소유자의 명

의가 분명하지 않은 농지이다. 일본의 식민지총독정치하에서 불법으로 우리 민족에

게서 몰수하거나 혹은 국유로 하여온 농지로 당연히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토지는 

물론이고, 반민판결에 의한 재산몰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부소유로 된 농지와 한

미협정에 의하여 우리 정부에로 귀속된 농지, 소유권자가 확실하지 않은, 즉 소유자

불명의 농지를 포함한다. 다른 하나는 국가가 지주에게 적당한 가격으로 보상하고 

매수하는 토지이다. 비농가의 농지, 부재지주의 농지 등 1가구당 3정보를 초과하는 

농지를 국가가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질병이나, 공무, 취학 등의 사유로 인하

여 일시 이농한 자의 농지는 소재지 농지위원회의 동의로 도지사가 일정기한까지 

보류를 허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과수원, 종묘원, 상전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외되었다. 이것은 일종의 기업농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경우에 

이런 기업적 성격을 인정하여 매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인데,35) 이 점을 악용한 

사례를 들어 후에 농지개혁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36) 그밖에도 국방

상 필요한 지역, 수리관계시설의 저수용지, 수로, 공작물용지나 학교경지와 같이 정

부,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사용될 토지나, 학교 연구 등 특수한 목적에서 사용되

고 있는 농지, 분묘수호용전답, 촌락공동이용의 목야지와 간척지 등은 제외될 수 있

도록 규정되었다 (동법 제6조)

농지에 대한 평가는 평년작 주된 생산물의 생산량의 1.5배(150%)로 정하 다. 그

리고 매수농지의 지가보상에 있어서는 1. 정부가 지가증권을 발급하고, 지가증권을 

기업자금에 사용할 때에는 정부가 융자보증을 하며, 2. 증권액면은 보상액을 환산한 

당년도 해당농지의 주된 생산물의 수량으로 표시하되, 증권의 보상은 5년간 균분년

부로 하여 매년 액면 농산물의 법정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지급한다(제7조). 

이렇게 매수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되는데, 일단 대상농지를 현재 경작하고 있

는 농가, 경작능력에 비하여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 농업경 에 경험을 가진 

순국선열의 유가족, 농력을 가진 피고용농가 및 국외에서 귀환한 농가의 순위로 

분배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분배농지의 대소규모는 분배받는 농가의 노동력과 

농업생산능력의 보유상태에 의하여 결정하 다(11조).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액은 당해 농지의 보상액과 동액으로 하며, 상환방법은 5년

간 균분년부로 하고 매년 정부가 지정하는 현품 또는 대금을 정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농가의 희망과 정부가 인정하는 사유에 따라 일시 상환 또는 상환기간

34)강진국, 농지개혁법해설, 33-34면 참조. 
35)강진국, 위의 책(주8), 36면 참조. 

36) 윤철홍, 농지개혁의 법사적 고찰, (박병호교수환갑기념Ⅱ) 한국법사학논총, 1991, 485, 
50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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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일단 분배되고 나면 농민은 기본적으로 상환 이후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었다. 다만 상환완료시까지 매매, 증여, 

기타 소유권의 처분이나 담보권의 설정은 제한되어, 소유권 유보부 매매와 비슷한 

내용을 가졌다. 

규제조치로서 농지개혁법 시행 후 이를 거부, 기만 또는 위법한 자는 그 농지를 

무상몰수 또는 그 농지의 경작권을 상실케 하고 벌금을 병존하여 부과할 수도 있

도록 되어 있었다(제25조). 

농지개혁의 시기에 대하여 논쟁이 있기도 하지만, 6․25전쟁의 동인 중 하나로서 

농지개혁을 들고 있는 견해도 있기도 할 만큼,37) 농지개혁은 해방 후 남북한의 중

요한 정치적 이슈이었다. 전쟁 중에 북한당국은 점령지역에서 토지개혁을 추진하

고, 그 경우 원칙은 무상몰수와 무상분배이었다. 남한 측에서는 1950년 3-4월에 이

미 농지조사와 분배가 시작되었으며, 소작농들에게 농지분배 예정지 통지서가 발급

되었고, 이후 잔존한 사업은 분배농지에서의 상환곡수납과 지주들에 대한 보상이었

고, 이는 5년간, 즉 1950년에서 1955년 사이에 행해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쟁상황

으로 인하여 1950년에는 상환곡수납이 중지되었고, 지주들에 대한 지가증권발급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대부분이었다. 서울 수복 후 1950년 11월부터는 일실된 서

류를 정비하기 위하여 지주별 농지일람표를 다시 작성하고 상환대장을 작성하는 등 

농지개혁사업을 새로이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 다. 이는 농지개혁사업의 지연

이 농민을 실망시킬 수 있으며, 상환곡이 전시인플레를 막을 수 있는 유력한 방안

이기 때문이기도 했다.38) 특히 지주에 대한 보상액수와 관련하여 전시인플레의 

향으로 당초 보상액의 25.3% 밖에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39)

농지개혁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가 비판되고 있는데, 1.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었으며, 2. 과수원등 지주로 하여금 소유농지를 개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으며, 3. 자 의 범위를 3정보까지 인정하여 자 을 가

장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4. 보상액을 농산물의 법정가격으로 하여 시가와 법정가격

과의 차액에 대하여 지주들에게 손실이 발생하여 대부분의 지주는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5. 기업자금으로 지가증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 을 뿐만 아니

라 국가경제발전에 우선 참가권을 부여하여 정치적인 유착의 여지를 허용하 고, 6. 

농지분배후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봉쇄하지 못하여 비농민의 농지소유가 확대되었

고, 7. 농지개혁법이 폐지되기 전까지 한시법이라는 공식적인 유권해석으로 농지문

37) 장상환, 한국전쟁과 경제구조의 변화, 147면 주20 참조.
38) 장상환, 위의 (주 37), 150면 참조. 

39) 장상환, 위의 (주 37), 15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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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농지개혁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막아버렸다는 해석상의 비판도 제기되

었다.40)

하지만 농지개혁법으로 (면적대비) 1945년 65.0%, 1949년 29.0%에 달하던 소작

지 비율이 1950년에는 5.1%로 감소하는 등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었다.41) 한국전

쟁으로 인하여 농지대가의 상환이 미진하여 지주에 대한 보상금지급도 지체되고, 

인플레로 인한 피해도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지주들은 당초 보상액의 25.3% 밖에 

보상받지 못하 고, 그나마 지가증권을 매각한 지주는 당초 보상액의 10% 내외만 

보상받은 결과가 되어 일부 대지주를 제외한 지구계급의 힘을 무력화시켜 지주제가 

재생할 수 있는 기반을 파괴하 다.42) 물론 예상된 것은 아니었으나, 지주계급에게

는 농지개혁법이란 규범으로 인한 소유권 박탈의 효과가 6․25전쟁이란 사건으로 

인하여 더욱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 던 것이다.  

4. 귀속재산의 처리 

소유권문제와 관련된 또 하나의 주요한 사건은 귀속재산의 불하 다. 

귀속재산이라 함은 1948년 9월 11일에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체결

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

의 재산 중 농경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농경지는 따로 농지개혁법에 따라 

처리되었다(귀재법 제2조 단서). 귀속재산 중에서 국․공유재산 또는 국 , 공  기

업체로 지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토록 하여,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관리하는 귀속재산은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보충적으로 임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

었다. 국,공유 재산으로 처리될 기준으로는 일단 귀속기업체 중 공공성을 가진 것은 

국  또는 공 으로 하고, 천연자원에 관한 권리 등 공공성이 있거나 보존을 요하

는 것도 국유 또는 공유로 하도록 하고 있다. 

매각의 내용은 기업체매각, 부동산매각, 동산매각, 주식, 지분매각으로 구분되어 

있고, 매각대상자로는 사상이 온건하고 운 능력이 있는 연고자, 종업원, 또는 농지

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되, 주택의 경

우,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그 유가족, 주택없는 빈공한 근로자 등에게 우선 매각

하도록 하 다.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동산매

40) 윤철홍, 앞의 (주 36), 500-501면 참조.

41) 윤철홍, 앞의 (주 36), 503면 참조, 다른 문헌에 조금 다른 통계가 나오기도 한다. 예

를 들면, 장상환, 앞의 (주 37), 151면.

42) 장상환, 앞의 (주 37), 151-15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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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외의 재산매각에 있어서는 최고 15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 다. 그

리고 이 사무의 관장을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관재청을 두었다.  

귀속재산 중 특히 공장과 같은 귀속사업체의 매각은 일본 제국주의 자본이 일제

하의 공업을 거의 모두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산업의 미래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귀속재산의 민간불하는 전시중이라도 강행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는 물자생산을 촉진하여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하 으며, 

농지개혁 사업과 관련하여 지주에 대한 대책으로 귀속재산불하가 뒷받침되었어야 

하 기 때문이다.43) 그러나 이러한 귀속재산의 처분은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중단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의도 반감되었다. 가장 큰 이유는 전쟁으로 인하여 귀속

재산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하 기 때문이었다. 

5. 물자 조달 및 분배에 대한 통제(전쟁물자, 식량, 주거, 기타 물자) 

⑴ 전쟁물자의 조달과 관리 

1)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정부는 전쟁이 발발한 한 달후 군작전에 필요한 군수물자, 시설 또는 인적자원을 

징발, 징용함을 목적으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제6호의 형식으로 징발에 관한 특별조

치령을 내렸다. 

징발형식은 징발관이 발행한 징발 장 또는 징용 장으로 가능하게 하 고, 징발

관으로는 국방부 제1국장, 특명의 사령관, 육,해공군 참모총장에서 군단장, 사단장, 

위수사령관인 독립단대장, 통제부사령장관, 경비부사령관 및 해병대 사령관, 비행단

장으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지휘관을 포함했

다. 징발 장은 징발관이 징발 또는 징용집행관인 도지사, 시장, 경찰서장, 읍면장 

등 민간 단체장을 통하여서 혹은 선박의 경우 선박회사사장에게 바로 교부하여 집

행토록 하 다. 

징발대상은 식량, 식료품 및 음료수, 운송기관과 부속품, 의료기구 및 의료약품, 

통신기기 및 그 부속품, 연료, 건물 및 토지, 보도선전용 물자나 시설, 인적자원, 기

타 군작전에 필요한 물자, 시설 및 마필을 모두 포함하 다. 

그러나 한국전쟁에서 군수용 물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외국에서 조달된 것으

로 보여진다. 이는 일본이 남기고 간 주요 산업체가 북쪽에 남아 있었고, 아직 남

한의 산업체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 으며, 외국군대의 진출과 원조로 외국

군대에서 사용될 물자를 재정적으로도 빈약한 한국정부가 조달하기 힘들었을 것이

기 때문이다. 

43) 장상환, 앞의 (주37), 155-15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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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용 물자의 조달도 상당한 부분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 으며, 이들 외국의 원

조는 특히 전후의 경제에도 많은 향을 미치게 된다. 

⑵ 양곡관리  

1) 양곡관리법 

양곡의 조달과 관련하여 전쟁 전에도 이미 양곡에 대한 통제는 있었다. 미 군정

법령 제113호, 양곡도정설비 허가의 건, 그리고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212호 추곡

수집령, 그리고 식량매입법(법률 제7호)과 식량임시긴급조치법(법률 제35호, 제66

호)에 의해 일부 규제되던 내용이 양곡관리법(1950년 2월 16일 공포, 법률 제97호)

을 통하여 정부의 농업정책적인 개입이 규율되었다. 

이 법은 양곡을 관리, 비축하여 그 수급과 가격의 조절 또는 배급과 소비의 통제

를 함으로써 국민 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1조), 양곡의 생산자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에 의하여 취득하는 양곡을 받은 자

는 미곡에 한하여 정부가 지정하는 양을 정부에 매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생산

자 및 지주의 미곡 매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물론 생산자나 지주가 개인적인 필

요에서 소비할 양과 종자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은 제외되어 있었다. 그리고 귀속농

지를 불하받은 경우 자작농은 그 불하납부량을, 소작인은 소작료를 정부에 납부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국민경제적인 측면에서 양곡의 유통을 모두 정부

가 매입할 수는 없었고, 총량적으로 1/3로 제한되었다. 정부는 수급계획에 따라 양

곡의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양곡의 확

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는 양곡의 수입과 수출도 할 수 있었고, 리를 목적으

로 하는 양곡의 가공, 혹은 가공된 제품의 판매 제한이나 금지할 권한을 부여받았

으며, 이 양곡수급 조절을 위한 예산은 특별회계로 유지하도록 되어있었다. 

2) 양곡증권법 

양곡관리특별회계와 관련, 정부는 양곡증권법을 법률 제171호로 제정, 1950년 12

월 7일에 공포하 는데, 양곡관리특별회계세출예산을 실행함에 있어 통화조절상 필

요한 경우 정부는 양곡증권을 발행하여 양곡매입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 다. 양

곡증권의 교부가격은 액면가격으로 하고, 기명식으로 하여 양도를 금지하 고, 일정

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국세 또는 지방세의 

납부나 정부에서 분배하는 비료대금의 납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귀속재산매입

대금의 납부, 양곡증권의 상환기간을 조치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기한예금의 예입, 

보험료의 불입 등이다. 이러한 양곡증권을 취득한 기관은 보험료의 불입을 제외하

고 양곡증권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기타 양곡증권의 발행액, 액면금액, 상환기간 이자, 상환방법, 증권의 양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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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 다. 다만 양곡증권의 상환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농민의 이익을 보장하 다. 

⑶ 피난민 수용 

정부는 1950년 8월 4일 법률 제145호로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

공포하 는데, 이 법은 비상사태하에서 임시로 피난민을 수용구호함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사회부장관이 귀속재산 중 주택이나 여관, 요정 기타 수용에 적합한 건물의 

관리인에게 피난민의 인원과 피난기일을 지정하여 수용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난민용 시설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제2조). 그러나 피난민들의 빈약한 

경제사정과 귀속재산이란 특수성을 고려해 피난민에게 임대료를 징수하지 못하게 

하 고, 대신에 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귀속재산의 관리인이 국가에 납부하는 임

대료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귀속재산의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러한 내용의 입법은 전쟁상황에서 갑자기 늘어난 피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

는 주거공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곧 이어서 법률 제146

호,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개정법률을 통하여 귀속재산이 아닌 주택, 여

관, 요정 기타 수용에 적합한 건물의 소유자 혹은 임차인에게도 피난민의 수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난민을 위한 주거공간의 마련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 다. 

6. 경제규범의 변화와 그 의미 

⑴ 전쟁전의 경제법적 상황 

한국에서 경제분야에 대한 규범들의 역할과 내용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일제의 

불법통치기간과 분리하여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서구적인 법제도의 도입에서뿐만 

아니라, 전쟁상황도 일단 일본이 한국을 발판으로 중국과 전쟁을 일으켰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도 참여함으로서 이미 일본의 불법통치기간에 한국은 타의에 의하여 전

쟁상황이 강요되었던 바이며, 그 당시의 일본에 의해 강요된 규범이 미군정법령과 

제헌법률에 의하여 새로운 법규범이 제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었고, 규범의 

운용주체인 입법, 사법 행정의 고위인사들이 일본식 법해석에 익숙한 구성원이 대

부분이었으므로, 독립정부의 수립과 한국전쟁의 발발 이후의 사회에서도 경제분야

의 법규범의 내용과 운용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1948년에 새로이 출범한 이승만 정부는 일제식민치하의 상황에서 독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 다. 특히 입법, 사법, 행정부의 주요기관의 체제를 수립하

고 그를 위하여 필요한 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제1공화국 정부의 가장 큰 과제 던 



제41권 2호 (2000) 6.25전쟁과 경제법의 전개 129

- 129 -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인 역에서 새 정부는 일단 재정적인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 던 것으로 보이는데, 세법의 제정과 한국은행법과 은행법의 제정이 거론될 

수 있으며, 이미 제헌헌법에 제시되고 있는 농지개혁의 문제와 귀속재산의 처리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규범을 제정하 다. 

⑵ 전쟁중의 경제입법

6․25라는 사태에 연이은 1950년 6월 28일자 관보에서 이승만 정부는 제헌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

치령(긴급명령 제1호)에 연이어 긴급명령 제2호로 금융기관의 예금 및 기타 자금의 

지불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로서 금융기관 예금 등 지불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공

포하 고, 이어서 7월 20일에는 금융기관이 6․25사변으로 인하여 피난온 사람들을 

위해 예금을 대불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금융기관 예금대불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긴급명령 제4호의 형식으로 공포하 고, 8월 2일에는 6․25사변수습 비상경비예산

으로 국방부소관 예산 32억환을 포함한 세출 총액을 43억 4800만환으로 하고 세입

을 모두 차입금으로 하는 내용의 긴급예산을 편성 공포하 다. 이러한 재정적인 요

소와 관련하여 전쟁상황의 경제운용에 관련된 법규가 제정, 발효되고 전쟁하의 경

제적인 현실과 경제규범으로서 역할을 시작하 다. 

그 외의 긴급조치로서 대통령 긴급명령 제6호로는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을 내

려 전쟁물자 강제조달의 근거를 마련하 고, 또 입법조치를 통하여 피난민 수용시

설확보의 근거도 마련하 다. 

⑶ 전쟁 후의 경제법의 변화와 전쟁의 상흔  

1953년 전쟁이 종결되자 이승만 정부는 경제재건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게 되는

데, 경제적으로는 미국원조에 많이 구속되어 있었으나, 새로운 사법질서와 경제질서

를 확립하기 위해 많은 법령의 제정이 이어 추진되었다.44) 주요 경제관련 법제가 

다시 정비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노동3법이 1953년에 제정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IV. 사회적 현실의 차이와 규범에 의한 통제의 상이함  

제1차 세계대전에 임하여 독일이 취한 경제적인 규범과 한국이 6․25전쟁과 관

련하여 취한 조치에는 전쟁에 임한 정부의 입장과 전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상황에 

대한 유사성으로 인하여 그 내용적인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의 여지가 있다. 일

44) 해방후 각종 위원회의 입법작업에 관하여는, 최종고, 해방후 한국기본법제의 정비, (박

병호교수환갑기념Ⅱ) 한국법사학논총, 1991, 44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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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장 먼저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전쟁비용조달을 위한 경제체제를 확립하는 것

인데 독일의 경우에는 금본위제도의 포기로 중앙은행을 통하여 화폐를 발행하여 전

쟁비용을 조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 고, 한국은 6․25직전에 설립된 한국은행을 

통한 전쟁비용조달이 가능하 다는 점에서 국가권력에서 중앙은행체제와 화폐발행

권의 의미를 전쟁과 관련하여 더욱 강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6․25전쟁 

중에 조선은행권의 유통에 대항하여 한국은행권으로 유통시킨 것도 전쟁경제에서 

화폐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부각시켜주는 한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통적인 요소는 전쟁을 위하여 국가자원의 조달을 총력화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징발, 수용, 압류 등의 공권력적인 모든 수단이 동원된다는 점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경우에는 그 때까지 내려온 안정된 사법질서와 공권력 시스

템의 제한으로 인하여 일정한 규범과 절차가 준수된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 

사회의 법적인 미성숙함이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에서 뚜렷한 차이를 만들어 낸 것

으로 보인다. 전쟁중의 양곡의 조달 가능성과 통제도 규범적으로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거공간의 활용을 위한 공법적인 개입도 독일의 경우와 한국의 경

우가 내용이나 방법에서 차이가 있으나, 필요성이란 입장에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쟁에 임한 국가로서 많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양 국가는 법적인 성

숙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동일한 내용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그 운용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새로이 정부를 수립한 지 

채 몇 년 되지 않은 어린 한국정부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전

쟁수행에서 외세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6․25 당시 상황의 반 물이기도 하다. 

전쟁지역이 독일의 경우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국내 건물이나 

국내 거주민의 피해가 적었던 반면, 우리 한국의 경우 거의 전국토가 전쟁터가 되

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 고, 지역의 행정조직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점도 

내용적인 차이를 발생시킨 한 요소로 보인다.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양 국가의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일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이제 막 식민지 경제에서 벗어나 겨우 자발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해 가려는 

과정에 있었으므로, 전쟁을 수행할 정도의 경제력이 없었고, 따라서 외국의 원조에 

의존된 전쟁수행을 하 으므로, 자원이나 물자의 동원에서 상대적으로 국내의 비중

이 적었던 점이 있었다. 

경제규범의 형성과 전개에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 법제도의 성숙성일 것

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의 불법지배하에서 이식된 서구 법문화가 우리의 법적 

감정과 충분히 융화되지 못하 을 뿐만 아니라, 법문화를 이루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법조인력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규범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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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많은 미진함이 엿보인다. 특히 독일과 비교되는 점은 독일은 전쟁상황으로 인한 

채무자의 보호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쟁 전과 전쟁 후의 법률관계를 자

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진함과 차이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한국정부는 여러 가지 전쟁

상황에 필요한 규범과 조치를 취하여 가려고 노력하 고, 그러한 노력에는 이제 막 

건립된지 몇 년 되지 않은 정부 이상의 성숙함이 엿보인다. 



132 권     대     우 서울대학교 法學

- 132 -

<參考文獻> 

강진국, 농지개혁법해설, 서울, 1949. 
이헌창, 한국경제통사, 1999. 
윤철홍, 농지개혁의 법사적 고찰, (박병호교수환갑기념Ⅱ) 한국법사학논총, 1991), 

485-507면.

장상환, 한국전쟁과 경제구조의 변화,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한국정신문화
연구원 편, 정성호 외 3인 공저), 1999, 123-195면.

최종고, 해방후 한국기본법제의 정비, (박병호교수환갑기념Ⅱ) 한국법사학논총, 
1991), 441-460면.

한흥수, 전쟁직전의 한국사회, 한국전쟁 직전의 한국사회 연구, 1998.
황적인/ 권오승: 경제법, 서울(법문사), 1989.
Eiffler, Sven-R.: Die Feuertaufe des BGB, Das Vertragsrecht des Bürger- 

lichen Gesetzbuchs und das Kriegswirtschaftsrecht des 1. Welt- 

kriegs, ZNR(Zeitschrift für Neuere Rechtsgeschichte), Jg. 20(1998), S 

238-255.

Kroeschell, Karl: Rechtsgeschichte Deutschlands im 20. Jahrhundert,  Göt- 

tingen(Vandenhoeck & Ruprecht), 1992.

Lehmann, Heinrich: Grundlinien des deutschen Industrierechts, in FS Zitel- 

mann, 1913, 

Nussbaum, Arthur: Das neue deutsche Wirtschaftsrecht, Berlin, 1920. 

Rittner, Fritz: Wirtschaftsrecht, 2. Aufl., Heidelberg, 1987.

Rittner, Fritz: Wirtschaftsrecht mit Wettbewerbs- und Kartellrecht, Heidel- 

berg, Karlsruhe, 1979.

Schwark, Eberhard: Wirtschaftsrecht, Köln usw., 1986.



제41권 2호 (2000) 6.25전쟁과 경제법의 전개 133

- 133 -

〈Abstract〉

1)

Koreakrieg und die Entwicklung des 

Wirtschaftsrechts

Daewoo Kwon
*

Nach dem Kriegsausbruch der Koreanischen Halbinsel im Juni 1950 wurden 

viele Sonderverordungen erlassen. Die Regierung hat in einer Verordnung 

Geldinstituten verboten, aus privaten Kontos über einen bestimmten Betrag 

auszuzahlen. In einer anderen Verordnung hat die Regierung dagegen für die 

Flüchtlinge die Auszahlung aus einem Konto bei einem anderen Geldinstitut 

ermöglicht. Die Schäden, die ein Geldinstitut dadurch erlitten hat, wurden vom 

Staat ausgeglichen. Die koreanische Regierung hat Ende 1950 durch eine 

Sonderverordnung die Banknoten gewechselt. Diese Maßnahme hat auch eine 

strategische Bedeutung, daß die Nutzung der früheren Noten durch 

Nordkoreaner in besetztem Gebiet gehindert werden sollte.  

Vor dem Krieg hat die südkoreanische Regierung angefangen, Bodenreform 

für die Bauer durchzuführen. Und die Regierung hat auch viele Vermögen aus 

staatlicher Hand den Privaten verkauft. Dazu gehörten Werkstätte, Häuser, 

Unternehmen, Aktien usw. Diese beiden Verteilungen haben große politische 

Bedeutung. Über die Grundregel, die Methode, und die Ergebnisse gibt es viele 

gegenseitigen Meinungen. 

Gemäß einer Sonderverordnung konnte der Militär viele notwendige Mate- 

rialien und Räumen beschlagnahmen. Dazu gehörten Reis, Mehl, Lebensmittel, 

Fahrzeuge, Pferde, medizinisches Instrument, Arzneimittel, Kommunikations- 

instrument, Kohle, Öl, Gebäude, Grundstück usw. Die Regierung hat Befugnis, 

die Nahrungsmittel nach dem Ernte direkt zu kaufen. Die Behörde hat 

Befugnis zum Befehl gegenüber den Eigentümern der Gebäude, für die 

Flüchtlinge die Räume zur Verfügung zu stellen. 

* Professor, College of Law Hongi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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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Koreakrieg vom 25.6.1950 hat in bezug auf Rechtleben in Korea viele 

wichtige Änderung vorgenommen. Man kann die Situation mit denen von 

Deutschland im ersten Weltkrieg vergleichen. Die beiden Situationen haben 

Gemeinsamkeit, aber unterschiedlich sind die beiden Länder besonders in der 

Reife des Rechtssyste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