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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法律行爲도 法律上의 다른 모든 行爲들과 마찬가지로 國家와 법의 産生 및 消

滅에 따라 産生되고 消滅된다. 하지만 그것이 國家와 法의 産生에 따라 突然的으

로 産生되었는가, 아니면 그의 前身으로부터 進展變化되어 온 것인가, 만약 後者

라면 그것을 또 뭐라 부를 것인가, 그리고 法律行爲가 消滅되면 다른 型式으로 바

뀌어 繼續存在하는가 안하는가, 만약 前者라면 그것을 또 뭐라 부를 것인가, 現身 

法律行爲의 實質 및 根本性質은 도대체 무엇인가 등등은 法學史上 解決되지 않은 

問題이기에 探明해 볼 價値가 있다.

1. 法律行爲의 前身 ―原始的 說權行爲

原始部族成員들은 本人이 占用하는 衣服․寢具․食器․首飾品․觀賞品같은 所

持物에 대해 私有權을 享有하 으며 그 私有者가 臨終에 이르면 自己의 所持物을 

配偶者․子女․親人에게 當面에서 물려주거나 遺言을 남겼다. 이런 原始社會의 遺

言도 國家와 法社會에서의 一方的 法律行爲인 遺言과 마찬가지로 遺言者의 意思

表示內容에 좇아 相續上의 權利․義務關係가 設立되었다. 또 물가에 살던 原始部

族人들이 늘 먹는 물고기가 싫증나서 山地의 狩獵部族人들과 토끼․노루 등과 交

換할 때 물론 그는 國家社會의 商品交換과 달라 産品의 剩余로 因한 것도 아니고 

貨幣의 媒介도 없었지만 그도 역시 國家와 法社會의 商品交換이라는 이 雙方的 

法律行爲와 마찬가지로 交換當事者의 一致된 意思表示 內容에 좇아 交換上의 權

利․義務關係가 設立되었다. 그리고 原始部族人들이 部族內의 首領을 選擧하거나 

部族間의 合倂 또는 分立을 위한 혹은 生産․勞動․保安․體育․娛樂 등 組織들

을 建立하고 그 責任을 分擔하기 위한 選擧․決議 등의 行爲도 國家社會에서의 

法人․同業體같은 것을 設立하거나 그 選擧․決議같은 合同的 法律行爲와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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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역시 選擧․決議者들의 意思表示 內容에 좇아 選擧․決議上의 內部의 權

利․義務關係가 設立되었다.

以上에서 보다시피 原始社會의 說權的 意思表示行爲나 國家社會의 法律行爲나 

그들의 內包는 完全히 같은바 모두 다 當事者의 意思表示 內容에 좇아 서로의 權

利․義務關係가 設立될 수 있는 行爲이다. 그들의 外延도 역시 같은바 法律行爲 

外延이 公權性 條約 및 私權性 遺言같은 모든 說權的 意思表示行爲가 다 망라된 

것처럼 原始社會의 說權的 意思表示行爲도 部族間의 合倂 등 公權性 및 遺言 등 

私權性 行爲들이 다 망라되었다. 다만 그가 法律行爲처럼 國家機構의 强制力의 뒷

받침이 없을 뿐이었다. 原始社會는 生産力이 너무나도 낮기에 國稅에 依해서야만

이 生存되는 國家機構가 있을 수 없었고 따라서 國家機構의 뒷받침에 依해서만이 

社會秩序를 維持할 수 있는 高强制性規範 ― 法(Recht)도 있을 수 없었으며 오직 

몽둥이식 式力․宗敎․道德․習慣․權威 등으로도 社會秩序를 維持할 수 있는 低

强制性規範 ― 規章(rules)밖에 있을 수 없었다. 알껍질이 있고 없는 것은 달걀과 

닭과의 根本的 區別標徵인 것처럼 國家機構의 强制力의 뒷받침이 있고 없는 것은 

規章과 法간의 根本的 區別標徵으로 된다.(國家機構의 强制力의 뒷받침이 있는 規

章은 이미 法으로 上昇되었기에 예서 일컫는 規章은 다만 國家機構의 强制力의 

뒷받침이 없는 協議的 規章만 가리킨다.) 이처럼 原始社會의 規章과 國家社會의 

法은 모두 다 强制性을 띈 共性規範에 屬하지만 兩者는 不同한 個性을 갖고 있기

에 서로 混同할 수 없는 異質槪念이다. 때문에 原始社會에도 法이 있다는 學說은 

歷史事實에도 符合되지 않으며 그는 또 法의 量的 變化만 承認하고 質的 變化는 

承認하지 않기에1) 哲學上의 ｢量變으로부터 質變｣, ｢不定의 不定｣, ｢螺旋型發展｣ 

法則에도 어긋나기에 科學的이 못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人類는 原始社會로부터 그처럼 自發的으로 設權的 意思表

示行爲를 즐겨 進行해 왔는가. 그는 根本的 原因은 바로 그가 本質的으로 固有하

고 있는 合理性, 즉 主體의 自主性․客體의 廣範性․內容의 對等性․目的의 互惠

性․基礎의 信義性․關係의 平等性․方式의 自由性․原則의 公平性․後果의 責任

性․結果의 社會有益性 등의 總和이다. 그럼 原始社會의 이런 合理한 設權的 意思

表示行爲를 무어라 불러야 옳은가. 原始社會사람들이 그 어떤 原始的 言語․手語 

혹은 符號같은 것으로 遺言․交換․結婚․選擧 등 無數한 具體的 設權的 意思表

示行爲들을 어떻게 이름지었거나 또는 그들에 對한 抽象的 槪念이 있었는가 없었

는가를 제쳐놓고 볼 때 우리는 發達된 現代知識水平으로 능히 그들을 槪括하여 

抽象的 槪念 즉 設權行爲라고 이름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名稱은 그 槪念의 

1) 日本 我妻榮著 岩成2年版 第230面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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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包 및 外延과 完全히 一致하기에 다른 모든 規範的 行爲槪念들과 똑같은 區別

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法律行爲는 國家와 法의 産生에 따라 突然的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原

始社會의 設權行爲로부터 進展變化되어 온 것임이 분명하다 즉 말하자면 法律行

爲의 前身은 바로 原始的 設權行爲인 것이다. 그의 原始性은 主要하게 人類가 設

權行爲에 對한 原始的 開發, 人類가 設權行爲 合理性 및 그의 運用에 對한 初步的

인 自發性 把握, 設權行爲 客體의 質的․量的 落後性 등에 表現된다.

2. 法律行爲의 現身 ―法律的 設權行爲

人類가 原始社會로부터 國家社會로 進入한 後에도 設權行爲의 合理性은 추호도 

退色하지 않았다. 特히 그의 社會有益性은 國家社會全般에 有利하기에 그의 合理

性은 合法性으로 上昇되었고 社會效力은 法律效力으로 上昇되었으며 심지어 名稱

마저 法律行爲라 命名받았고 法律의 特殊한 優待를 받게 되었는바 法律上의 다른 

모든 行爲들은 다 法定에 좇아 效力이 發生되었지만 오직 “法律行爲”만은 當事者

의 意思表示에 좇아 效力이 發生하도록 法律의 助力을 받게 되었다. 國家全般社會

의 物質的 基礎를 두텁게 하기 위해 社會財富의 理想的 增益을 가져오는 行爲를 

國家意志에 符合되는 合法行爲範疇에 넣는 것은 매우 當然한 일이다. 하지만 設權

行爲는 꼭 意思表示에 依해서야 만이 進行될 수 있는 行爲인 데다가 그 方式마저 

自由的이고 또 效力도 當事者의 意思表示대로 發生하기에 그 自治性과 任意性이 

매우 强한 緣故로 任意로 意思表示를 進行하는 過程中 일단 當事者의 無知․私

慾․意外․過失 등 主․客觀的 不良要素들의 妨害가 생길 때 不可避하게 他人이

나 社會利益에 損害주는 不合理한 現象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當事者의 本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社會財富의 利益을 보려는 國家意志에도 어긋난다. 때문에 國

家는 法律手段으로 設權行爲가 國家意志에 符合되는 合法行爲로 되게끔 애쓰며 

그 根本手段인 즉 法律이 그의 效力을 賦予한다. 이것이 바로 原始社會의 設權行

爲가 國家社會에 들어서서 어떻게 法律行爲로 上昇되었는가 하는 由來와 까닭인 

것이다. 이로부터 알다시피 具體的 法律行爲는 그가 法律行爲라고 命名된 때거나 

法制化된 때로부터 産生된 것이 아니라 國家와 法이 나온 때로부터 産生된 것이

다. 비록 獨逸學者 Hugo가 1805년에 쓴 著書 ｢게르만 보통법｣에서 처음으로 法律

的 外殼이 붙은 設權行爲를 法律行爲(Rechtsgeschäft)라 命名했고 또 1896년의 

獨逸民法典이 처음으로 그를 法制化했지만 具體的 設權行爲가 法律制度로 된 것

은 일찍 公示前 449년의 十二銅表法에도 記載되었고 그보다 더 이른 中國歷史文



제41권 3호 (2000) 法律行爲의 前身․現身 및 後身 263

獻中의 券書․契据 등은 其實 다 書面上의 具體的 法律行爲인 것이다.

요컨대 法律行爲現身은 法律外殼이 붙은 法律的 聖眷행위이며 實質은 곧 意效

行爲이다. 즉 當事者의 意思表示대로 效力이 생기는 行爲이다. 그리고 當事者의 

意思表示대로 權利․義務關係가 設立될 수 있는 屬性 즉 設權性은 그의 根本性質

이다. 왜냐하면 그는 法律上 唯一 法律行爲만 具有하고 있는 個性이며 또한 다른 

모든 行爲들과 嚴格한 區別을 가져올 수 있는 特性이기 때문이다. 合法性은 法律

行爲의 外殼에 지나지 않는 一切 合法行爲의 共性이어서 法律行爲로 하여금 다른 

一切 行爲들과 嚴格한 區別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法律行爲의 根本性質로 될 

수 없다.

3. 法律行爲의 後身 ―高級的 設權行爲

法律行爲도 法律上의 다른 모든 行爲들과 마찬가지로 國家와 法의 消滅에 따라 

消滅되지만 그가 消滅되는 것은 內部的 核이 아니라 다만 外殼뿐이다. 즉 人類가 

앞으로 無國家社會에 들어가면 法律行爲는 그의 法的 外殼을 떼버리고 여전히 設

權行爲의 형식으로 繼續存在한다. 왜냐하면 設權行爲는 物質條件이 극히 豐裕한 

將來에도 人類는 不同한 財産에 대한 不同한 愛好와 興趣 및 그에 대한 占有와 

支配觀念이 依然히 存在하며 新生한 自然物 및 人工物의 供給과 需要之間의 時差

가 存在하므로 여전히 遺言․交換 등 設權行爲가 必要되기 때문이다. 物質條件의 

豐裕로 産品의 供給과 需要之間의 時差마저 承認하지 않는 것은 極端的인 유토피

아에 지나지 않는다. 人類社會發展의 財産關係로부터 봐도 그렇고 人身關係로부터 

보아도 더욱 그렇다. 人類가 自身의 生存과 延續을 위한 結婚․養子 등 設權行爲

가 必要됨은 더 말할 여지도 없다. 바로 이런 緣故로 設權行爲도 所有制처럼 人類

의 그 어느 社會에나 永存하는 것이다. 그 永存性 까닭은 바로 그의 客體로써의 

人類의 財産 및 人身關係에 對한 變動欲이 끝없기 때문이다. 만약 所有制가 人類

財産關係의 情態的 表現이라면 設權行爲는 곧 그의 動態的 表現인 것이다. 人類財

産關係는 靜態뿐만 아니라 動態도 함께 따라야 만이 그의 完全無缺한 形式과 發

展을 保持할 수 있다.

이상 보다시피 設權行爲는 法律行爲의 前身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後身이다. 

단지 後身이 前身보다 더욱 高級的임에 불과할 뿐이다. 그가 더욱 高級的이 되는 

까닭은 設權行爲도 다른 世上萬物과 같이 ｢量變으로부터 質變｣, ｢否定의 否定｣, ｢

螺旋型發展｣의 法則에 順從하기 때문이다. 그의 高級性은 주로 客體의 高度로 되

는 質的․量的 發展 그리고 主體의 設權行爲合理性利用의 高度로 되는 自由自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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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表現된다. 이로부터 알다시피 法律行爲란 결국은 人類社會 設權行爲 長河中의 

法律的 外殼이 붙어 있는 한 段落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明白해졌으며 또한 原

始社會의 原始的 設權行爲․國家社會의 法律行爲 및 將來無國家社會의 高級的 設

權行爲는 實際上에서 形式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內容이 다 같은 設權行爲에 지

나지 않는다는 것도 明白해졌다. 이는 결국 三者의 共同한 實質인 段階에서나 固

定不變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設權行爲가 國家社會에서 法律的 外殼이 

달렸다 하여 그를 法律行爲이라고 命名한다면 그는 法律上의 다른 모든 行爲들과

의 嚴格한 區別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며 또한 非科學的 煩瑣哲學속에 빠지지 않

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幽言․交換․結婚․選擧 등이 國家社會에서 法律的 

外殼이 붙어 있다하여 그들을 法律遺言․法律交換․法律結婚․法律選擧 등으로 

命名된다면 그 얼마나 煩瑣하고 非科學的인가하는 도리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緣故로 하여 法律行爲는 반드시 그의 眞正한 名稱인 設權行爲로 是正

되어야 한다.2) 이래야 만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진정한 內包와 外延을 顧名思

義케 할 수 있고 또한 人類歷史發展의 全面的 視角으로 그의 科學的인 內包와 外

延을 正確히 把握케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百余年間 獨逸法系內에 長期的으로 

流行된 法律行爲難解病3)도 根治할 수 있다.

2) 中國 中外法學 1999年 第2期上의 拙作 ｢法律行爲槪念은 設權行爲로 更名되어야 한다｣ 

參照

3) 韓國 海事法硏究 第11券 第1號上의 拙作 ｢法律行爲槪念에 對한 考察｣ 參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