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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最近의 韓國民法典改正作業*

1)

梁 彰 洙**

Ⅰ. 序

1. 한국의 민법전은1) 1958년 2월 22일에 공포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었다. 그 시행으로부터 이제 40년이 넘었다. 그동안에 민법의 제4편 ｢친족｣
과 제5편 ｢상속｣에 대하여는 중대한 의미가 있는 큰 개정만 하더라도 1977년

과 1991년의 두 차례 있었고, 금년 1월에도 개정이 가하여졌다. 이로써 제정 

당시의 여러 사정을 반 하여 정하여진 친족상속법 규정 중에서 시대의 흐름

에 뒤떨어진다고 생각되는 것 또는 가족관계에서의 인격의 존중과 남녀평등의 

이념 등에 반한다고 여겨지는 것의 개정이 대체로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총칙․물권․채권의 3편에 대한 개정의 필요는 대체로 특별법
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충족되었고,2) 민법의 규정에 손을 대는 일은 그야말로 

국소적인 것에 그쳤다.3)

2. 총칙․물권․채권의 3편에 대한 이번의 민법전개정작업은 1999년 2월 1

일에 법무부에 설치된 ｢법무자문위원회｣에4) ｢민법(재산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 이 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구비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이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1) 이하 특별한 필요가 없는 한 ｢한국의｣ 등의 말은 따로 넣지 않기로 한다.
2) 주요한 것으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 에 관한 법률(1975년), 주택임대차보호

법(1981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1983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84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1986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1991년),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1994년), 전자거래기본법(1999년), 제조물책임법(2000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
법(2002년) 등을 들 수 있다.

3) 1984년에, 구분지상권제도를 도입하고 또 ｢전세권｣(한국민법에 특유한 제한물
권이다. 뒤의 주 22의 (2)도 참조)의 존속기간 및 법정갱신에 대한 규정을 바꾸는 개정
이 있었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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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민법개정위원회｣ 또는 ｢위원회｣라고 한다)가 구성됨으로써 개시되었다. 

그리고 민법개정위원회는 2001년 11월에 ｢개정시안｣을 발표함으로써 일단 그 

간의 작업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 다.

3. 본인은 민법개정위원회의 위원 겸 전체 간사로서, 위 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본고는 지금까지의 작업의 경과를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보고 그에 기하
여 그 작업의 ｢의미｣에 대하여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입장을 제시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우선 민법개정작업의 외적 경과에 대하여 간단히 적

은 다음(Ⅱ), 나아가 민법개정작업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개략적으로 살펴보

고(Ⅲ), 또한 이번 개정의 성격을 보여 준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에 집중

하여 그 경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Ⅳ).5)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의 

개정작업에 관련한 약간의 감상을 피력하고자 한다(Ⅴ).
본고는 어디까지나 필자의 개인적 이해와 관찰 및 견해에 터잡은 것으로서 

위 개정위원회 또는 뒤에서 보는 소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미

리 밝혀둔다. 또 필자는 현재 개정작업의 상세한 자료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

태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오는 보고의 한계에 대하여도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나아가 필자 개인으로서는 개정의 구체적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경우

도 종종 있었음을 덧붙여 둔다.

Ⅱ. 民法典改正作業의 經過

1. 1999년 2월에 발족한 민법개정위원회는 애초 11인이었는데, 동년 9월에 

2인이 추가되어, 도합 13인으로 구성되었다. 그 직업을 살펴보면, 대학교수가 

11인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나머지 2인은 법관이다.6) 이 11인의 대학교수는 

4) 일본의 ｢법제심의위원회｣에 해당한다.
5) 이번의 민법개정작업에 대한 일본어의 문헌으로는, 우선 鄭鍾休, “韓國民法改正

試案について ― 債權編を中心として”, 岡孝 編, 契約法における現代化の課題 (法政大學
現代法硏究會叢書 21)(2002), 157면 이하가 있다.

6) 다만 11인의 대학교수 중에는 법관으로 재판실무를 경험한 사람이 4인 포함되
어 있으며(이들은 모두 국내의 대학으로부터 박사학위를 취득하 다), 이들 중 3인은 
적어도 15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거쳐 최근에 대학에 봉직하기에 이르 다. 그러므로 
개정위원회의 구성은 재판실무의 경험 유무에 의하여 그 경험이 없는 5인과 있는 6인
의 대비로 파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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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법학박사의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5인이 독일의 Dr.jur., 1인

은 프랑스의 docteur en droit 등 외국의 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독자의 

관심을 끌지도 모른다.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나머지 5인은 모두 독일에 

유학하여 법학을 공부한 경험이 있다.7)8) 그리고 13인 중 10인은 1999년 2월 

당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나이이었다.9)

이러한 인적 구성은 1947년부터 진행되었던 민법전의 제정작업과는 대조적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민법전의 제정작업은 독립국가로서, 외국, 그것도 그 통치 아래 있었던 일본

의 법령을 그대로 사용한다는10) ｢굴욕｣으로부터11) 하루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에 힘입어 추진된 바 크다. 그리고 실제의 기초작업은12) 실무가들

에 의하여 행하여졌다.13) 그것은, 일정시대에 학자로 양성되어 대학 등의 고등

7) 실무가 위원 중 1인도 독일에 유학한 바 있다.
8) 그 중에는 독일 이외에 미국에도 유학한 경험이 있는 위원이 3인 있다.
9)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8인이 당시 43세에서 49세 사이의 나이 다.

10) 1948년 7월의 制憲憲法 제100조는 “現行法令은 이 憲法에 抵觸되지 아니하는 
한 效力을 가진다”고 정하 다. 여기서 정하는 ｢현행법령｣ 중에는 1945년 8월 당시 시
행되던, 일본민법을 포함한 일본의 법령이, 약간의 예외(예를 들면 大法院 1947년 9월 
2일 판결은, 妻의 行爲能力을 제한하는 소위 依用民法(당시의 일본민법, 朝鮮民事令 제
1조 제1호 참조)의 규정(그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되었던 것은, 妻가 소송을 제기하
려면 夫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는 의용민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제4호, 소위 依用民事訴訟法 제45조이었다)을 “적용치 아니할 것”으로 선언하 다)를 
제외하고는, 포함된다.

11) 하나의 예를 들면 ｢第三代國會 第2回 國會定期會議 速記錄｣(1957)(이하 ｢速記
錄｣), 제1호 22면 中段의 李仁 발언: “해방이 된지 만 12년이 지났고 우리가 독립이 된 
지 만 9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놈[日本人에 대한 卑稱] 때 
쓰던 殘滓法律을 그대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 이 민법이라는 것은 … 3천만 국민
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 기본법률입니다. … 일종 屈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점
선부분은 인용자에 의하여 생략된 부분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 이 발언을 한 李仁은 
일정시대의 대표적인 한국인 법률가이다. 그는 우리 나라가 수립되기 전인 1947년에 
미군정 하에서 설치되었던 ｢법전기초위원회｣의 위원 3인 중 한 사람이었고, 정부수립 
후에는 기본법률의 기초․편찬을 맡은 ｢법전편찬위원회｣(뒤의 註 12 참조)의 부위원장
이었다. 이 국회 발언은, 1954년 10월에 국회에 제안된 민법 안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
가 지지부진하자, 그 심의를 재촉하기 위하여 한 것이다.

12) 1948년 9월 15일의 대통령령 제4호 ｢법전편찬위원회직제｣에 의하여, “민사, 상
사 및 형사의 基礎法典과 기타 소송, 형행 등 사법법규의 수집조사하여 그 초안을 起
草, 심의”(同令 제2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전편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3) 앞의 註 12에서 본 법전편찬위원회의 위원으로 애초 임명된 52인은 당시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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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기관에서 활동한 사람이 거의 없었고,14) 기초작업이 시작된 1947년 당시에

는 대학이 정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사이에 성장한 민법학자들이 민법의 제정과정에15) 자신들의 의견을 내기 

위하여 활동을 시작한 것은, 국회에 1954년 10월에 제안된 민법안에 대한 심의

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특별히 설치된 ｢민법안심의소위원회｣가 1956년 9

월에 우선 발표한 총칙․물권․채권의 3편에 대한 심의결과와 수정안을 보기에 

이르러서이었다. 그들은 그때부터 민법안 및 위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957년 3월에 民法案意見書 라는 이름의 책자로 공표하 다. 이는 

기성세대의 실무가들이 만든 민법안에 대하여 젊은 학자세대의16) 식견을 요약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 “중요한 것”은 일부의 국회의

원들에 의하여 별도의 수정안으로 제안되어, 위에서 본 법사위수정안 등과 함

께 본회의의 심의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그 후의 국회의 심의과정에

서 큰 역할은 하지 못하 었다.17)

국법조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專任의 대학교수는 단지 3인에 불과하
다. 그리고 민법전의 기초작업을 실제로 담당한 ｢민법분과위원회｣의 위원 11인 중에
는 교수는 1인뿐이었다. 이에 대하여는 梁彰洙, “法典編纂委員總會議事錄(抄)”, 同, 民法
硏究 제3권(1995), 89면 이하; 同, “民法案의 成立過程에 관한 小考”, 同, 民法硏究 제1
권(1991), 88면 이하 참조.

14) 兪鎭午, “한국법학계의 회고와 전망”, 高大新聞 제60호(1954년 11월 24일자), 3
면(“이 시기의 한국 법학계의 특징적 현상은 그것이 법학을 학문으로서 專業하는 법학
교수들에 의하여 떠메어지지 않고 법률을 실천하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계의 

인사들에 의하여 지탱되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일정시대부터 법학교육에 종사해온 사
람은 수도 적었을 뿐 아니라 두드러진 업적도 별로 없었음에 반하여 법조계에는 우수

한 인재가 비교적 많았으며, 한편 새로이 법학교수로 등장한 신인들은 아직 그 진가를 
발휘할 시간적 여유를 얻지 못하 던 탓이다”); 金箕斗, “형사법학계의 회고”, 서울대 
法學 제19권 제1호(1978), 169면(“대학교수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본인이 독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방 후의 대학교수란 거의 새 출발하는 인사들이었다. 즉 대학
을 갓 졸업한 청년학자들 또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법조실무에 종사하던 人士들, 이것
도 본인이 원한다는 것보다는 교수자격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거의 강제로 징용

되다시피 하여 교수 또는 강사가 되었던 것이다”) 등 참조.
15) 민법전의 제정과정의 외부적 경과에 대하여는 우선, 鄭鍾休, “韓國民法典의 制

定過程”, 곽윤직 교수 화갑기념논문집(1985), 1면 이하; 同, 韓國民法典の比較法的硏究
(1989), 145면 이하; 梁彰洙, “民法案의 成立過程에 관한 硏究”, 서울대 법학 제30권 제
3․4호(1989), 186면 이하(民法硏究, 제1권(1991) 所載); 동, “民法案에 대한 國會의 審
議(I)”, 朴秉濠 敎授 還甲記念論文集 제2권(1991), 461면 이하; 同, “民法典의 成立過程
에 관한 硏究 ― 民法案에 대한 國會本會議의 審議”, 서울대 法學 제33권 제2호(1992), 
143면 이하(이상 民法硏究, 제3권(1993) 所載) 등 참조.

16) 이 작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金曾漢은 당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이었
는데, 1920년생으로 당시 36세의 젊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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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위원회는 그 초기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작업의 기본방향을 정

하 다.

(1) 이번 민법전개정작업의 기본취지에 대하여, 장래의 변경가능성을 유보하

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 다.18)

첫째, 민법전의 포괄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제고시킨다. 즉 무엇보다 그 사

이에 우리의 생활이나 민사실무를 통하여 활발하게 전개되어 이제 한국의 민

사법에서 확고하게 자리잡은 법적 장치나 제도, 그리고 법리를 조문화하여 민
법전에 규정한다. 나아가 현실과 동떨어지게 되어서 규범력을 상실하고 민사

생활의 지침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민법 규정을 가려내어 수정한다. 또

한 개별법률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일반적 성격을 가지는 것을 민법전에 통합

한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입법․판례․학설에서의 전개와 발전을 민법전

으로 통합하여 고정한다는 것이다.

둘째, 민법전의 현실적합성을 강화한다. 즉 “그동안 민법을 시행하는 과정에
서 생기는 문제들과 앞으로 제기될 의문들”에 대응하여 “한편으로 개개의 국민

이 자유롭고 책임지는 시민으로서 그 안에서 자신의 의사와 능력을 힘껏 실현

할 수 있는 법적인 틀이 마련되고, 다른 한편으로 재판실무의 정당한 필요에 응

대하여 충분히 탄력성 있는 지침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발견된 또는 

장래 예상되는 민법상의 문제점을 포착하여 이에 적용될 법적 지침을 새로이 

마련한다는 것인데, 이를 ｢현실적합성의 강화｣라는 표어 아래 집약한 것이다.
셋째, 보다 쉽사리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또한 논리적으로 탄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한다. 어려운 법률용어를 다시 음미하고, 알기 쉬운 문장으로 고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검토한다.19) 또 현행 민법전의 기본적 편성을 바꿀 필

요는 없을 것이나, 각 규정이나 제도가 그 의미 또는 기능에 비추어 제대로 

17) 이상에 대하여는, 우선 梁彰洙, “民法案에 대한 國會의 審議(Ⅱ)”, 同, 民法硏究, 
제3권(1995)(원래의 제목은 “民法典의 成立過程에 관한 硏究 ― 民法案에 대한 國會
本會議의 審議”(앞의 註 15 참조)), 39면 이하 참조.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중추적 역할
을 한 사람(張璟根)의 평가에 의하면, “민법안의견서에 나온 의견은 별로 새로운, 종전에 
없던 학설과 [다른] 새로운 것은 없었”다는 것이다. 速記錄 제44호 제4면 中段 참조.

18) 梁彰洙, “債權總則의 改正着眼點과 改正案”, 法務部 編, 民法(財産法) 改正의 
着眼點과 改正案(2000), 96면 이하.

19) 그러나 “법적 사고를 논리적․체계적으로 전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전문술어
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점은 애초부터 못박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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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잡고 있는가 하는 문제시각에서도 검토를 가한다.

(2) 이상과 같은 취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방식이 정하여

졌다.

(a) 우선 개정작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민법전의 기본체제나 편서는 현재대

로 유지하되20) 구체적 검토사항을 미리 못박지 아니하고 규정 전반을 비판적
으로 음미하여 개정사항을 점차 정하여 가기로 하 다. 이는 이번의 개정작업

이 현재의 민법전의 포괄적․전면적 재검토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작업상의 출발점이 곧 개정 필요의 결론으로 이어지

는 것은 물론 아니다.

(b) 나아가 작업방식에 대하여는, ① 총칙․물권 두 편을 담당하는 제1소위

원회, 채권편을 담당하는 제2소위윈회를 두고(이하 ｢소위｣라고 한다), 각 위원
은 그 중 하나에 배속되어 작업을 진행한다, ② 먼저 각 小委別로 각 위원 및 

각계에서 제시된 개정의견(이는 ｢개정착안점｣이라고 통칭되었다)을 검토함으로

써 개정검토사항을 정하되, 극히 중요하거나 小委의 분장범위를 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③ 나아가 개정착안점 중에서 일단 

개정 여부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대상(이는 위원회 내에서 ｢개정검토사항｣이라

고 통칭되었다)을 추려내고, 그 다음에 그 개정 여부 및 내용을 논의하고, 마
지막으로 그 결과에 좇아 구상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하는 순서로 작업한다, ④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계에 개정의견을 조회하기로 하고 또한 지금까

지 각종의 문헌․자료 등에서 제시된 개정의견을 수합․정리한다, ⑤ 민사특

별법을 민법전에 편입하는 것의 가부 및 그 범위 등도 아울러 검토한다는 방

침을 세웠다.

3. 그 후 작업은 위의 2.(2)(b)에서 정하여진 바에 좇아 진행되었다. 즉 小委

別로 개정착안점을 수집한 다음, 각 小委 또는 전체회의를 열어 위 2.(2)(b)의 

② 및 ③의 방침에 좇아 개정착안점, 개정검토사항 및 개정 여부 및 내용을 

20) 이번의 개정작업에서 민법개정위원회는 현행 민법전의 기본적 결단이 정당함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 다. 특히 민법전의 編序를 그대로 유지하고, 물권변동에
서 등기와 인도를 그 성립요건으로 하며,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서 귀책사유를 책임
의 원칙적 발생요건으로 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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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벌 다.21) 각 소위의 작업은 그 소속 위원별로 

그 분장범위를 나누어 그 범위에 속하는 개정착안점 및 개정검토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자료 및 의견을 제시․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위 위

원 전원이 논의하여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위원회는 필요가 

있을 때마다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조정하 다.

그리하여 2000년 중반에 각 소위 및 전체회의는 개정착안점의 검토를 마치
고 개정검토사항을 일단 확정하 고, 이와는 별도로 위 2.(2)(b)의 ③의 방침에 

좇아 극히 중요하거나 두 소위에 모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하여 위

원 전원이 참가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그 개정 여부 및 그 내용을 논의․결정

하고 일단 그와 관련한 한에서는 작업을 마무리하 다. 그 후 각 소위별로 개

정검토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정내용을 논의하여, 2001년 5월에는 그 간의 

작업성과를 집약한 ｢민법개정가안｣이 만들어졌다. 이 가안을, 3인의 실무위원
회(본인은 그 1인이었다)에서 전반적으로 표현과 내용 및 체제 등을 다시 검

토하여 제출한 수정안과 함께 전체회의에서 심의하여, 동년 11월에 ｢민법개정

시안｣을 완성하 다.

이 ｢민법개정시안｣에 대하여 공청회가 있었고, 또한 다수의 학술대회, 연구

회 등에서 그에 대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현재 민법개정위원회는 다양한 이들 

견해를 고려하면서 다시 한 번 개정안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음미하여 최종적

으로 ｢민법개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Ⅲ. 民法改正作業에서 論議․檢討된 事項22)

1. 이번의 민법개정작업에서 논의․검토된 사항, 즉 ｢개정착안점｣은 실로 多

21) 물론 구체적으로 작업에 들어가 보면, 이러한 順序를 고수할 수 없는 경우도 
때로 생겨서, 개정검토사항을 검토한 결과로 다시 개정착안점에 대한 논의를 하여야 하
는 등의 일도 적지 않았다. 또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바에 좇아 소위에서 구체적인 논의
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전체회의에 附議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22) 본고의 이해를 위하여는 한국민법이 그 전에 시행되던 소위 ｢의용민법｣, 즉 당
시의 일본민법에 대한 특징을 미리 들어두는 것이 도움이 될는지 모른다. (1) 총칙편에
서는, ｢공익법인｣을 포함하는 비 리법인을 규정하고, 허위표시와 사기로 인한 의사표
시 외에 심리유보(제107조) 및 착오 또는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제110조)에 
대하여도 그 무효 또는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일부
무효 및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취득시효는 물권편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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岐에 걸친다. 그 다양성을 보이기 위하여, 민법개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논

의된 사항으로서 ｢개정검토사항｣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논점의 일부를 들어두

기로 한다.23)

① 계약에 관한 일반규정을 계약총칙에서부터 민법총칙으로 옮기는 것, ② 

전자적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 ③ 표견대리에 관한 현재 3개의 

조문을 통합하는 것, ④ 물건에 관한 규정을 물권법으로 옮기는 것, ⑤ 물건의 
정의와 관련하여 정보에 대한 규정 또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추가로 규정

하는 것, ⑥ 소멸시효완성의 법률효과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23) ⑦ 토지소유

(2) 물권편에서는, 물권변동에서 등기나 점유를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법인의 설립
에서도 설립등기가 성립요건이다.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도 시효완성점유자 앞으로의 
등기가 있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물권적 청구권을 명정하고, 매연 등에 의한 
隣地방해는 명문으로 금지되고(임미시온금지), 또 공동소유의 형태로는 공유 외에 합유
와 총유를 정면에서 인정하며, 부동산제한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 권리는 원래 용익
물권의 성질을 가지나, 용익관계가 종료한 후에 발생하는 전세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담
보물권의 성질도 가진다)을 明定하고, 소작권․선취특권․부동산질권은 인정되지 않

으며, 저당권에서 척제 및 단기임대차보호는 부인되고, 나아가 물상대위(질권, 저당권의 
경우)에서 “매각, 임대”는 그 요건에서 배제된다. (3) 채권총칙에서는, 수령지체에 관하
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채무인수 및 지시채권․무기명채권을 명정한다. (4) 계약총칙에
서는, 소위 불안의 항변권을 정하고, 원칙적으로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취하며, 원시적 
불능급부에 대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정하고, 장래에 대하여 계약
을 실효시키는 계약해지(종전의 ｢해약통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둔다. (5) 계약각칙
에서는, 수증자의 배신적 행위와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을 증여의 해제사유로 하며, 
소비대차․사용대차를 낙성계약으로 하고, 소위 ｢대물변제의 예약｣ 기타의 流擔保約定
은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으면 무
효이고(이들 규정을 바탕으로 앞의 註 2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
다), 임대차에서 부동산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등기청구를 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차임
증감청구권을 부여하며(지상권자․전세권자도 지료증감청구권을 가진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건물 및 부속물의 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지상권자도 갱신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가진다), 일정한 규정은 임차인에게 불
리한 약정을 할 수 없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6) 법정채권관계에서는, 사무관리자는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을 가지고,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는 반환청구가 배제되고, 
배상의무자의 경감청구권이 일정한 요건 아래 긍정된다.

23) 민법전의 제정작업에서 입법관여자들이 소위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을 취한 것
은 명백한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민법에는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로 독일민법의 태도에 향을 받아 상대적 소멸설을 강력하게 주장하
는 견해가 1960년대 중반에 제기된 후로는(金曾漢, 消滅時效論, 1967년 서울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同, 民法論集(1978), 245면 이하에 再錄), 절대적 소멸설로는 설명하기 어
렵다는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제184조 등을 실정법상의 근거로 하여 상대적 소멸설
도 학설상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다. 판례는 종전에는 절대적 소멸설의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는데, 大判 92. 11. 10, 92다35899(공보 1993, 90); 大判 9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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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관하여 보다 포괄적인 제한규정을 두는 것, ⑧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i)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ii) 등기의 공신력 인정, (iii) 등기절차에서 등기

공무원의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문제, (iv)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일원화 등

을 민법 아니면 부동산등기법에 규정하는 것, ⑨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으

로서의 양도통지를 양수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⑩ 지시채권에 관한 규정

을24) 삭제하는 것, ⑪ 원시적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신뢰이
익에 관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정하는 제535조를 삭제하는 것,25) ⑫ 부동산임

차권의 대항력을 인도만에 의하여 인정하는 것,26) ⑬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 등이다.

그 외에 각 소위에서 개정착안점으로 검토한 결과 개정검토사항으로 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사항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2. 한편 민법개정위원회의 전체회의 또는 각 소위원회에서의 논의․검토를 

92다25472(集 41-1, 246) 등이,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제3채무자(피고)는 피보전채
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대위권의 발생요건을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 다. 이로써 이제 ｢판례｣의 태도를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
려워졌다. 이번의 개정작업에서는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좀더 판례와 학설의 추이를 살피는 것이 낫다는 견해가 채용되었다.

24) 한국민법은 지시채권(제3편 제1장 제7절, 제508조 내지 제522조)과 무기명채권
에 관한 규정(제3편 제1장 제8절, 제523조 내지 제526조)을 채권총칙에 두고 있다.

25) 제535조, 뒤의 註 76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이번의 개정작업에서는, 착오취소
에 있어서 착오자에게 신뢰이익에 관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새로이 규정하기로 하는 태

도를 취하 다.
26) 한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앞의 註 2 참조)은 주택임대차에 대하여는 인도 및 

주민등록의 이전으로도 대항력을 부여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동법 제3조). 그 외에도 
동법은 한국의 부동산임대차에서 빈번하게 문제되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통상 주택
가격의 3할 내지 5할에 이른다)의 반환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
을 요건으로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동법 제3조의2 제2항). 한국의 임대차법, 특히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일본어의 문헌으로는, 우선 高翔龍, “韓國の住宅賃貸借制度の形成
と課題”, 日本民法學の形成と課題 (星野英一 先生 古稀 祝賀), 下卷(1996), 1279면 이하; 
同, “現代韓國法入門”(1998), 167면 이하, 특히 176면 이하; 石昌目, “韓國における住宅
賃貸借 ― 傳貰制度を中心として”, 北大法學論集 제50권 제4호(1999), 183면 이하 참조. 
이러한 규율 틀은 2001년 12월 29일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商街建物
賃貸借保護法(앞의 註 2 참조)에도 이어져서, 일정액 이하의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
는 상가건물(즉 점포 또는 사무실)의 임대차에서도 인도 및 사업자등록의 신청으로 대
항력이 부여되고(동법 제3조), 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보증금반환채
권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있다(동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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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개정검토사항으로 하기로 정하여진 것 또는/및 나아가 그 검토의 결과 

실제로 개정을 제안하기로 한 것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들어둔다.

(1) 우선 전체회의를 통하여 정하여진 것은 다음과 같다.

① 민법의 기본원리로 사적 자치의 원칙을 천명하는 것,27) ② 인격권에 관

한 규정을 어떠한 형식으로든 민법전에 두는 것,28) ③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 

제1항)의 구체적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적시하는 것,29) ④ 성년을 현재의 

20세에서 인하하는 것,30) ⑤ 재단법인에의 출연재산의 법인귀속시기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48조를 재검토하는 것,31) ⑥ 자주점유의 추정을 제한하는 것,32) 

⑦ 이자제한에 관한 규정을 둘 것인지 검토하는 것,33) ⑧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요건을 재검토하는 것,34) ⑨ 새로운 전형계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35) 등이다.

(2) 한편 각 소위의 차원에서 개정하기로 정하여진 사항을 보기로 한다. 

27) 상세는 뒤의 Ⅳ.1.(1)을 보라.
28) 상세는 뒤의 Ⅳ.1.(2)를 보라.
29) 이는 추후에,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변경 내지 해소

를 인정하는 한도에서만 검토하기로 정하여졌다. 뒤의 Ⅳ.6.(3)도 참조.
30) 최종적으로 성년을 19세로 인하하기로 정하여졌다.
31) 민법 제48조 제1항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설립행위를 한 경우에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에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정한다. 그런데 한국민법은 부동산물권변동
에 관하여 제3자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으로 등기를 요구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서(제186조), 不動産出捐의 경우에 법인성립시기(즉 설립등기시, 민법 제33조 참조)와 
법인에의 이전등기 사이에 그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하는지, 또는 이미 성립한 법인에는 
어떠한 권리가 귀속하는지에 관하여 論議가 있다. 大判(全) 79. 12. 11, 78다481(集 23- 
2, 212)은,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어도 법인에 귀속하나, 법인이 그 부동산
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를 요한다는, 말하자면 ｢권리 귀속의 상대적 분열｣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 다. 이에 대하여는 비판이 적지 않다.

32) 이에 대하여는 뒤의 Ⅳ.3. 참조.
33) 종전의 이자제한법은 1997년 말 이후의 경제위기를 맞아 IMF의 정책권고에 의

하여 1998년 1월에 폐지되었다. 한편 경제운용 당국(재정경제원)이 이자 제한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현단계에서 민법개정위원회는 이자제한법이 폐
지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일단 그 작업의 추이를 지켜보기로 하 다.

34) 상세는 뒤의 Ⅳ.6.을 보라.
35)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전형계약으로서 중개계약과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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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총칙편의 규정에 대하여는, ① 외국인의 권리능력 및 외국법인에 관한 

규정의 신설, ② 특별실종기간의 단축,36) ③ 동시사망 추정 범위의 확대,37) ④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로부터 인가주의로의 전환, ⑤ 소위 ｢사실상 

이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신설,38) ⑥ 비법인사단․재단에 관한 규정 신설,39) 

⑦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이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악의의 제3자에는 이를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40) ⑧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규정 신설,41) ⑨ 不
公正한 법률행위의 요건 중 표현 수정,42) ⑩ 착오에 관한 규정의 정비,43) ⑪ 

36) 현행 민법에는 전쟁실종․해난실종․항공기실종 기타 위난실종의 실종기간이 
위난종료 후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난실종․항공기실종에 한하여 6개월로 단축하
려는 것이다.

37) 현행 민법이 동시사망 추정의 요건을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
우”로 정하고 있는 것(제30조)을, “수인의 사망자 중 1인이 다른 사람의 사망 후에도 
생존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확장하려는 것이다.

38) “이사에게 그의 업무를 사실상 지시하는 자 또는 이사 그 밖의 대표권한이 있
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
인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것이다(제35조 제3항의 신설). 상법 제401조의2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동일한 취지를 정하고 있다.

39) 판례나 통설이 말하는 대로,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이다(제39조의2).

40) 현행 민법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 없으면 일본민법 제54조와
는 달리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이는 등기의 기능에 착안한 것으로, 등
기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大判 75. 4. 22, 74다410(集 23- 
1, 224); 大判 92. 2. 14, 91다24564(集 40-1, 98) 등은 악의의 제3자도 대표권의 제한
을 대항받지 아니한다는 태도를 취한다. 제1소위는 주로 상업등기의 효력에 관한 상법 
제37조 제1항이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는 것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위 민법 제60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태도
를 정하 다.

41) 이는 법률행위의 해석 내지 내용충전에 관한 기준으로 ｢사실인 관습｣을 정하는 
민법 제106조(일본민법 제92조)는 “①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는 표현의 문언에 구애
받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지하여야 한다. ②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기도
한 목적, 거래관행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에 좇아 해석하여야 한다”는 규정
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종전의 제106조는 실제로 그 적용의 예를 찾아보기 힘든 반
면, 그 성격에 대하여, 예를 들면 제1조에서 규정하는 성문법우선주의와의 관계에 대하
여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조문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논의가 분분하
다. 결국 판례의 태도(大判 92. 11. 24, 92다31514(공보 1993, 239); 大判 93. 10. 26, 
93다2629(공보 1993, 3165) 등은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문귀
에만 얽매어서는 안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falsa demonstratio non nocet의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민법 제133조, 제
157조, 국제동산통일매매법 제8조, 제9조, 유럽계약법원칙 제5:101조, 제5:102조 등을 
참고로 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문언이 구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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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部無效에 관한 원칙의 전환,44) ⑫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관한 규정 신설,45) 

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의 확대46) 등이다.

(b) 물권편의 규정에 대하여는, ① 가등기의 실체적 효력에 대한 규정 신

설,47) ② 占有物收去忍容請求權 신설,48) ③ 매연 등에 의한 인지방해의 금지에 

42) 민법 제104조는 일본민법과는 달리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에 관하여 명
문으로 정하는데, 그 객관적 요건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궁박, 판단력의 부족 
또는 무경험”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43) 상세는 뒤의 Ⅳ.2.를 보라.
44) 현행의 민법 제137조가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효과를 원칙적 전부무효로 정하

고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도 후자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45)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하여 현행 민법에서는 선의취득(제249조)이나 타인의 물
건으로 하는 변제(제463조) 등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밖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大判 66. 10. 21, 66다1596(카드 2302); 大判 81. 1. 13, 79다2151(공보 651, 
13577) 등 판례의 태도를 명문화하여, 무권리자의 처분도 권리자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유효하고, 사후의 동의, 즉 追認에 의하여도 유효하게(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한 遡及的으로) 됨을 정한다는 것이다. 한편 ｢처분｣의 용어(이에 대하여는 뒤의 V.2(2)
도 참조)는 뒤의 註 46에서 보는 가등기의 실체적 효력에 관한 규정에도 나온다.

46) 이는 기본적으로 大判(全) 93. 12. 21, 92다47861(集 41-3, 383)이 종전의 판례
를 변경하여 적극적 응소행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취지를 발전시키려는 것이

다. 구체적으로는 시효중단사유로 “1. 청구”를 “1. 청구. 본안에 관한 응소 그 밖의 재
판상 권리행사도 이에 준한다”고 정하려고 한다.

47) 가등기의 효력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에 “가등기를 한 경우에 본등기의 순위
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동법 제6조 제2항), 여기서 정하여진 소
위 ｢순위보전의 효력｣이 등기절차법을 넘어서 실체법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는 것

인가에 대하여는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郭潤直, “假登記制度 ― 독일 및 일본의 
제도와의 비교․검토”, 서울대 法學 제22권 제1호(1981), 1면 이하(同, 厚巖民法論集
(1991), 380면 이하에 再錄) 참조. 이번의 개정작업에서는 가등기의 실체적 효력에 대
하여 “假登記 이후에 이루어진 目的物에 대한 處分은 그 假登記에 의하여 保全되는 權
利를 侵害하는 한도에서 效力이 없다”라는 규정을 두기로 하 다. 그런데 그 규정을 어
디에 둘 것인지가 크게 문제되었는데, 결국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원칙적 규정인 제
186조, 제187조에 이어서 제187조의2로 정하기로 하 다. 이 제안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효력만을 정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법체계상의 의문도 제기될 수 있겠는데, 이미 성립한 부
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 규정(동법 제3조)을 전제로 한다면 후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두어
도 별문제는 없으리라는 견해가 관철되었다.

48) 자기가 점유하던 물건이 점유를 이탈하여 타인의 부동산에 들어간 경우에 이를 
取去하는 것에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隣地使用請求權에 관한 제216조(일본민법 
제209조 참조)의 유추적용 등이 제안되고 있다. 이 문제를 독일민법 제867조 등을 참
고로 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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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제217조의 개정,49) ④ 경계침범건축에 관한 특칙 신설,50) ⑤ 소위 관습

지상권의 제한,51) ⑦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의 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우

선변제권 인정,52) ⑧ 근저당권 관련 규정의 대폭적 신설53) 등이다.

(c) 채권편의 규정에 대하여는, ① 채무불이행책임의 발생에 일반적으로 귀

책사유를 요구하는 것,54) ② 손해배상의 부가적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인정하

는 것,55) ③ 정기금의 지급에 의한 손해배상을 보다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56) ④ 과실상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것,57) ⑤ 보증에 관한 규정의 대

49) 현재의 제217조에는 그 의무자로 토지소유자만이 규정되어 있는 것을 토지점유
자도 같은 의무를 지게 하고, 한편 그 방해의 忍容要件을 보다 명확하게 정하려는 것이
다.

50)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경계침범건축의 경우에는 1년 내에 그에 대한 이의의 
제기가 없으면 그 철거 등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되, 피침범토지의 소유자에
게 지료 상당의 보상 또는 피침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51) 상세는 뒤의 Ⅳ.4.를 보라.
52) 전세권(앞의 註 22의 (2) 참조)에 대하여도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다(제371조 

제1항). 그런데 大決 92. 7. 10, 92마380(공보 1992, 2512); 大判 99. 9. 17, 98다31301
(공보 1999하, 2178) 등 판례는 전세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는 저당권의 효력
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태도를 취한다. 이는 학설상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문
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53) 일본민법 제398조의2 이하 참조.
54)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규정인 제390조는 그 단서에서 이행불능에 대하여만 귀

책사유 없으면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債務者가 債務의 內容에 좇은 履行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債權者는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債務者의 故意나 過
失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를 통설에 좇아 채무불이행 
일반의 면책사유로 정하려는 것이다(“그러나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이행불능과 
이행지체의 두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견해는 이제 거의 주장되지 않으며, 민법 제
390조 본문이 채무불이행의 객관적 요건을 포괄적․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이해
가 관철되고 있다. 위의 개정제안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라는 표현으로 이러
한 이해를 명문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지 않다.

55) 현행 민법은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지급을 정하
고 있다(제394조). 이 금전배상의 원칙을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이 없었으면 있었을 상태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다.

56)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 중에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 지
급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제751조 제2항). 이를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채무불
이행의 경우에도, 또 비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적 손해의 경우에도 인정하려는 것
이다. 다만 이 방법은 “신체 또는 건강의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한정된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252조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있는 후에 사정변경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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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적 개정,58) ⑥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시기를 승낙의 도달시로 하는 것,59) 

⑦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으로 대금감액과 補修請求도 인정하는 것,60) ⑧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권리행사기간을 재고하는 것,61) ⑨ 수급인의 담보

책임의 원칙적 내용으로 報酬減額도 인정하는 것,62) ⑩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해제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을63) 삭제하는 것, ⑪ 고용에서 안전배려의무 규정,64) ⑫ 미성년자에게 책

지급액의 변경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7) 현행 제396조는 일본민법 제418조와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

에게 과실이 있는 때를 과실상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애초의 ｢민법개정시안｣은 이
를 “채무불이행 또는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로 정하자는 것이었다. 이 제안은 후에 공
청회 등에서 제시된 견해를 참작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로 수정하 다. 이상의 개정안이 채권자의 損害避抑義務를 간접적으로 규정한 
것인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58) 상세는 뒤의 Ⅳ.5.를 보라.
59) 현행의 제531조는 일본민법 제526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승낙의 발송시로 정

하고 있다.
60)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원칙적인 내용을 대금감액 또는 ―아마도 실제로는 예외

적으로만 의미가 있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는 補修請求(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제2소위에서는 그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현재의 원칙적 담보책임내용이다)을 인정할 것인지 또는 어떠한 요건 아래 인정할 것
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논의가 있었는데, 적어도 현 단계에서 이를 부인할 것은 아니라
는 태도가 다수를 점하 다. 결국 매수인은 담보책임에 기하여 대금감액(+ 손해배상) 
또는 보수청구(+ 손해배상) 또는 손해배상이라는 3개의 選擇肢를 가지게 된다. 물론 여
기서 ｢손해배상｣이 어떠한 요건 아래서 어떠한 내용으로 인정되는가는 적어도 입법적

으로는 미해결의 문제이다. 한편 大判 97. 5. 7, 96다39455(공보 1997상, 1702)는, 방론
으로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 다는 이유로 매

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

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61) 현행 제582조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

로부터 6월 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를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년 내”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논의과정에서는, 인도시를 그 기산점으로 하자는 의견, 
대금감액(또는 예외적으로 해제)과 그 이외의 권리를 별도로 처리하자는 의견 등 다양
한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62) 현재의 補修請求 및 손해배상 외에 보수감액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실무가 위
원들 사이에는 주로 건축공사도급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보수감액이 실제적 해결방법

이 되지 못한다는 견해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그러나 특히 수급인이 완성할 ｢일｣이 보
다 단순한 것인 경우에는, 현재의 재판실무에서와 같이 소위 ｢대금감액적 손해배상｣으
로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실제적 의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보수감액을 

정면에서 인정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가 관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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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능력 있는 경우에도 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것,65) 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66) 등이다.

Ⅳ. 特徵的 作業內容 몇 가지

1. 通則規定

제1조의2 [인간의 존엄] 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

의 자유로운 의사에 좇아 법률관계를 형성한다.

② 사람의 인격권은 보호된다.

(1) 민법의 제1편 ｢총칙｣은 冒頭의 제1장 ｢通則｣에 2개조를 두고 있다. 그 

63) 민법 제668조 단서, 일본민법 제635조 단서에 상응한다.
64) 제안된 규정은 “사용자는 노무제공에 관하여 노무자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
65) 민법 제755조는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하여 그 감독의무자에게 손해배상의

무를 지우고 있다. 그런데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친권자 기타 
감독의무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지는가에 대하여, 大判(全) 94. 2. 8, 93다13605(集 42-1, 
127)는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강조는 인용자가 가한 것이다. 
이하 같다)고 판시하고, 종전의 재판례의 분열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아마도 보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실제의 사건에서 친권자 등의 감독의무위반 및 그 위반과 손해발
생과의 인과관계가 긍정되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예가 상당한 수에 달하

며, 오히려 그 책임을 부정한 예를 찾기 어렵다는 점일 것이다. 이번의 민법개정작업에
서는 애초 그 책임을 입법으로써 적극적으로 부정하자는 견해도 제기되었으나, 결국은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는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손
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可否同數이었는데, 위원장의 권
한으로 채택되었다).

66) 민법 제763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준용
하고 있는데, 그에는 배상범위에 관한 제393조(“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
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그 
준용에 대하여는, 특히 우연한 접촉과정에서 일어나기 쉬운 과실불법행위의 경우에 채
무자가 ｢특별한 사정｣을 아는지 여부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성질상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의견, 나아가 그렇다고 제393조 제1항만을 준용하는 것은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느 경우에나 통상의 손해로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부

당하다는 의견이 다수의 지지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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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의 원칙을 정한다.67) 이 중에서 제2조는 

민법의 기본원리를 선언한 규정으로 이해되어, 그 의미를 극히 중시하는 견해

가 유력하 다.68) 그러나 점차로 그러한 이해에 의문을 제시하는 견해도 대두

되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번의 민법개정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민법전 모두의 

｢통칙｣에 규정되어 그 기본원리성의 실정적 근거의 가능성이 마련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사적 자치의 원칙을 신의성실의 원칙을 정하는 규정보다 앞세워 

명문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관철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한편으

로 현재 과연 사적 자치의 원칙이 실제로 어느 만큼 관철되고 있는지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원리적․포괄

적 규정을 둘 실제상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견해도 제시되었다.

(2) 한편 민법에는 인격권(또는 인격적 법익) 일반에 대하여 규정이 없으

며,69) 단지 불법행위에서 명예에 대하여 정할 뿐이다(제751조, 제764조).70)71) 

그러나 판례나 통설은, 명예 이외에도 가령 초상이나 성적 염결성, 신용 등의 

인격적 법익을72)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물론이고, 나아가 

그 법익의 침해를 이유로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금지청구권을 인정

함으로써 보호하고 있다.73)

67) 제1조는 法源에 관한 것으로 성문법우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68) 예를 들면 郭潤直, 民法總則, 新訂版(1989), 78면 이하: “이른바 3대원칙의 제약

원리 또는 수정원리로서 작용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보편적 원

칙으로서 민법전의 첫머리에 宣明하고 있다. … 신의성실․권리남용금지, 그리고 거래
의 안전․사회질서 등의 여러 원칙들은 3대원칙을 적극적으로 제약하는, 그리고 3대원

칙보다 고차의 상위원칙이며, 그것은 공공복리라는 최고원리의 구체화이다.”
69) 한편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 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70) 일본민법 제710조, 제723조 참조.
71) 그 외에 저작권법 제11조 내지 제15조에 ｢저작인격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있다.
72) 예를 들면 大判 98. 2. 13, 96다7854(集 46-1, 59)는 수혈환자의 AIDS바이러스 

감염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그 감염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소홀하 다는 이유로 

의료 측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수혈 여부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권의 
침해”를 운운한다. 또 大判 98. 2. 10, 95다39533(集 46-1, 1)은 소위 성희롱에 대하여 
그 위법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인격권 침해로 파악한다.

73) 大判 96. 4. 12, 93다40614(集 44-1, 323)(“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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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개정작업에서는, 인격권 및 그 보호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둘 것인

가, 만일 이를 둔다면 어떠한 체계의 어떠한 내용으로 마련할 것인가에 대하

여 열띤 논의가 있었다. 결국 인격권의 이념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중요성에 

비추어 그것이 법적 권리로서 보호된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기로 하되, 그 

권리의 내용이나 보호의 법적 수단에 대하여는, 스위스민법이나 프랑스민법 

등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판례와 학설에 맡기기로 하
다.

중요한 것은, 그 규정을 매우 의식적으로 ｢통칙｣에 포함하기로 한 점, 그리

고 그 제1항의 사적 자치의 원칙의 규정과 결합시킨 점인지도 모른다. 이는 민

법이 자본주의의 원활한 운용을 뒷받침한다는 측면, 즉 그 경제적․물질적 측

면만을 앞세우려는 태도에 대한 반성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錯誤

(1) 우선 제10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려는 것이다.

② 당사자, 물건의 성상 그 밖의 법률행위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의사표시에 거래상 본질적인 사정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한 제109조의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

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법률행위에서

의 착오의 처리에 대하여는 많은 논의, 예를 들면 행위착오와 동기착오는 구

분되는가, 그렇다면 양자는 어떻게 달리 취급할 것인가, 공통착오․상대방의 

인식가능성․무상행위 등을 별도로 다룰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하여 논의가 

행하여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규정의 문언을 존중하는 한에서는 취소권은 우
선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에 대한 것이라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 

즉 동기착오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 아래서 표의자의 취소를 인정하여야 한

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
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 大判 97. 10. 24, 96다
17851(공보 1997하, 357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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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견해가 채택되었다.74) 그리하여 일단 내용착오(및 그를 포함하는 범주인 

소위 행위착오)와 동기창고의 구분은 예를 들면 스위스민법이나 오스트리아민

법에서와 같이 법전상 채택되게 되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에 어떠한 요건 

아래서 취소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스위

스채무법 제24조 제1항 제4호(“착오자가 거래에 있어서 신의칙에 따라 계약의 

필수적인 기초라고 생각하 던 특정한 사정에 대한 착오”)를 참고로 하여, 위
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되었다.

(2) 한편 착오취소자의 신뢰이익에 관한 손해의 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 제안되었다.

제109조의2 [취소자의 손해배상의무] ① 제109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그 착오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유효함을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의사

표시가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학설 중에는 입법론상으로 착오취소의 경우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착오자에게 신뢰이익에 관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과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행하여지고 있었다. 판례는75) 착오를 이유로 적법하게 법률행위를 취소한 자

가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는가에 대하여,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이외

에 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된다 할 것인바, 피고[에게] …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

도 민법 제109조에서 중과실이 없는 착오자의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계약보증서를 
발급한 것이나 그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74) 그 외에, 착오에 대한 규율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상대방 있는 유상행위의 경
우에 대하여, 행위착오/동기착오의 구별을 법정하지 아니하고, (i) 그 착오가 상대방에 
대하여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때, (ii)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iii) 상대방이 그 착오의 원인을 제공한 때의 세 경우에 취소를 인정하자는 견해
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채택되지 않았다.

75) 大判 97. 8. 22, 97다카13023(공보 1997하,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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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설시하여 그 책임을 부정하 다.

이번의 개정작업에서는 명문으로 착오취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자는 

견해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독일민법 제122조의 규정에 좇아 위와 같은 개정

제안이 마련되었다.76) 이 개정제안은 이번의 민법개정작업에서 독일적 법사고

가 관철된 좋은 예라고 할 것이다.77)

3. 自主占有의 推定의 制限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

정한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점유자가 소유

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없음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의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 추정된다

고 정하고 있다.78) 이 추정규정이 특히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제245조 제1

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

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와 관련하여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판례의 
태도에는 변화가 있었다.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점유권원의 객관적 성

질에 의한다는 법리는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그런데 애초에 실무는 그 점유권

원의 유무나 그 성질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점유자가 주장하는 수증이

나 매수와 같은 자주점유권원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추정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하 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일본의 최고재판소
에 해당하는 대법원이 그 전원합의체(일본의 대법정에 해당한다)의 판결79)로

76) 이로써 민법에는 신뢰이익에 관한 손해의 배상을 명정하는 규정이 둘로 늘게 
되었다. 즉 앞의 Ⅲ.1.의 ⑪에서 본 제535조(원시적 불능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의 손해배상책임)가 위의 제109조의2가 그것이다.

77) 이번의 개정작업에서는 그 외에도 독일법적 규정이 두드러지게 진출하 다. 앞
의 Ⅲ.2.(2)에서 든 사항으로부터 들어보면, (a)의 ⑧, ⑨, ⑫, (b)의 ①, ②, ④, (c)의 ⑪ 
등을 들 수 있다.

78) 민법 제192조 제1항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점유라고 정하여, 점유
에 관하여 명백히 소위 客觀說을 취하고 있다. 

79) 大判(全) 83. 7. 12, 82다708(集 31-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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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이러한 태도를 버리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

의 권원을 주장하 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

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 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 전환

은 한국에서 부동산소유권과 관련한 쟁송에서 빈번하게 행하여지는 시효취득

의 주장과 관련하여 소유자에게 불리한 결론을 내기 쉽게 하는 결과를 가져 

왔고, 이에 대하여 적지 않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국유재

산에 대한 취득시효의 성립을 배제하는 국유재산법 제5조에 대하여 국유잡종

재산에 관하여는 위헌이라는 판단을 함으로써 그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자,80) 

특히 국유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보유하고 있던 다수의 사람들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大判(全) 97. 8. 21, 95다28625(集 45 
-3, 84)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

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시하기

에 이르 다.81)

이번의 개정작업에서는 위와 같은 판례의 취지를 명문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는 견해가 채택되었다. 다만 그 규정은 어디까지나 자주점유의 추정이 부정되

는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서, 자주점유인지 여부가 점유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는 종전의 판례․통설의 태도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사자는 위 추정이 발동되지 않는 범위에서도 자주점유

권원을 주장․입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가령 자주점유가 문제되는 
다른 경우, 예를 들면 무주물선점(제252조)과 관련하여 위 제2항 단서가 어떠

80) 憲裁 91. 5. 13, 89헌가97(憲集 3, 202)(“국유잡종재산은 私經濟的 去來의 대상
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부인하는 同規定은 합리적 근거 없이 국
가만을 우대하는 불평등한 규정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사유재산권 보장의 이

념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81) 이로써 장기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것은, 경계분쟁의 경우, 무효인 매매행위로 인

한 점유취득 등의 예외적인 事案類型을 제외하고는 드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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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를 가지는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 단서의 신설이 제252조에 대하여 

현행법에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이 개정제안은 판례의 전개를 입법적으로 고정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것이다.82)

4. 慣習地上權의 制限

제279조의2 [지상권의 설정]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그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일정시대의 조선고등법원이 ｢조선에서의 관습｣이라고83) 하여 이를 인정한 

이래,84) 실무는 계속해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지상권을 긍정하여 

왔다.85) 그것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 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증

여․강제경매 기타의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그 당사자 사

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의 존립을 위하여 존속기간을 약

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이 인정된다는 내용이다. 그 사고의 原型이 법정지상권

을 정하는 일본민법 제388조에86) 있음은 명백한데, 과연 애초에 그러한 ｢조선

의 관습｣이 있었는지에도 의문이 있고,87) 적어도 현재 그러한 관습법을 인정

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 중 건물만을 매매하는 계약에서 

82) 그 외에 예를 들면 앞의 註 39, 46의 본문에서 본 사항들도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83) 朝鮮民事令 제12조는 부동산물권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하여는 ｢관습｣에도 따르
도록 정하고 있었다.

84) 朝鮮高等法院은 이미 1916년 9월 29일 판결(朝高錄 3, 722)에서 매매 및 강제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대하여 ｢조선에 있어서의 일반의 관습｣

에 기하여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인정하고 있다.
85) 물권법정주의를 정하는 민법 제185조는 관습법에 의하여 물권이 창설되는 것 

자체는 정면에서 긍정하고 있다.
86) 동일한 내용이 민법 제366조에 규정되어 있다.
87) 郭潤直, 物權法, 新訂版(1992), 439면은, “전통사회의 법을 버리고 하루아침에 

생소한 서구의 법제를 도입한 데서 오는 국민 대다수의 법지식의 결핍과, 그에 따른 혼
란을 생각한 것이라면 [그러한 관습을 ｢象嵌｣하는 것에 대하여 혹] 이해도 할 수 있”다
고 하면서도, “그러한 사정이 사라진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러한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는 깊이 생각할 문제라 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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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이 장차의 토지이용관계에 유념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으면 관습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데,88) 그와 같은 계약상 처리가 없었으면 그

보다 훨씬 강력한 지상권이 인정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번의 개정작업에서는 이 문제의 처리에 대하여 여러 모로 고심하 다. 결

국 지상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것을 추정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당사자들이 실

제로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것이 증명되면 지상권의 성립이 부인

되도록 한다는 것으로 귀착되었다. 이는 실무의 태도를 입법적으로 변경 또는 

폐지하는 적절한 一例라고 할 것이다.89)

5. 保證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주채무가 금전채무인 경우에

는 그 서면에 보증인의 책임액이 기재되어야 한다.

② 보증인의 책임을 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 및 제2항이 정

한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436조의2 [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

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

려야 한다.

③ 채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

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

제448조의2 [근보증] ① 보증은 불확정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이를 할 수 있

다.

② 근보증에 의한 보증인의 채무의 범위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

한 계속적 거래계약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88) 大判 68. 1. 31, 67다2007(集 16-1, 37) 이래 大判 79. 6. 5, 79다572(集 27-2, 
51); 大判 92. 10. 27, 92다3984(공보 1992, 3255) 등은 일관하여 그러한 경우에는 당사
자가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태도를 취한다.

89) 그 외에 예를 들면 앞의 註 52의 본문에서 본 사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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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한정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

다.

제448조의3 [근보증기간] ① 근보증의 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

정기간이 3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3년으로 단축한다.

② 근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③ 근보증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때부터 2년을 넘

지 못한다.

제448조의4 [근보증의 해지] 근보증 당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그 밖

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보증인은 근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보증은 인적 담보의 왕자로서, 금융실무에서 현저한 기능을 한다. 그런데 보

증거래의 실제를 보면, 보증인은 많은 경우에 인적 관계에 이끌려서 그 행위

의 법적 결과에 대한 엄 한 음미 없이 그리고 무상으로 보증행위를 하는 실

정이다. 한편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은 일정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는 주채무
에 대하여 그 범위를 전혀 한정하지 않는 포괄근보증의 형태로 행하여지고 있

는데, 판례는 기본적으로 그 행위의 유효성을 긍정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인

정한다.90) 특히 1997년 말 이래의 경제위기는 보증책임의 ｢가혹함｣을 완화할 

필요를 명확하게 인식시켰다.

이번의 민법개정작업에서는,91) 보증 일반에 대하여 방식을 도입하고,92) 채권

자의 보증인에 의한 통지의무를 명문화하 다.93) 또한 근보증에94) 대하여는, 

90) 한편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지권, 신의칙에 기한 책임액 
감경 등으로 보증인의 책임의 완화를 도모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인정 여부 및 ｢완화｣
의 정도는 실로 예측불허이다. 이에 대하여는 우선 梁彰洙,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의 
해지권과 책임제한”, 동, 민법연구, 제6권(2001), 419면 이하 참조.

91) 이들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스위스채무법상의 규정(제492조 이하)이 많은 
참고가 되었다. 스위스의 이들 규정은 194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인데, 1930년대의 
불황기에 많은 사람이 성급하게 행한 보증으로 당한 고통에 비추어 종전의 규정을 대

폭 개정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우선 Ch.M. Pestalozzi, in: Honsell/Vogt/ 
Wiegand(Hrsg), Obligationenrecht I. Art. 1-529 OR(1992), Vorb. zu Art. 492-512, Rn.1 
(S.2345) 참조. 그 외에 네덜란드민법 제7부 제850조 이하의 규정도 참고하 다.

92) 이로써 민법상의 법률행위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종전부터의 유언을 합하여 
둘이 되었다. 방식에 대한 지나친 謙抑도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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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보증을 금지하고, 보증기간을 제한하며,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지권을95) 

명문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 다.96) 이번의 개정작업에서 실제의 거래에 

대한 향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것 중의 하나

는 이 부분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필자는 만일 앞에서 말한 경제위기가 없었다면 보증규정에 대하여 이와 같

이 대폭적인 개정은 제안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개정제안은 사회의 요구를 법률에 반 한 한 예인지도 모른다.

6. 解除 또는 解止97)

한편 이하에서 말하는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개정제안은, 지금까지의 학설

의 전개나 외국법의 추이에 유의하면서, 민법전에 존재하는 결함을 메우는 것

을 의도하 다고 말할 수 있다.

제544조의2 [채무불이행과 해제] ①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

나 과실 없이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93) 채권자도 보증인에 대하여 ―통상은 신의칙에 기하여― 일정한 행태의무를 부
담한다고 할 것인가는 흥미로운 문제인데, 예를 들어 大判 87. 1. 20, 86다카1262(공보 
1987, 305)는, “자금을 대출하여 이자수입을 얻는 것은 은행 본래의 업이고 담보가 

보장되는 이상 대출규모를 확장하여 수익을 도모하는 것은 리기업인 은행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며 인적 담보란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비한 은행 자신의 보호책인데 보증인

의 이익을 고려하여 대출을 삼감으로써 채권회수불능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신의칙상의 의무가 은행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번의 민법
개정작업의 당초에는 채무자로부터 만족을 얻음에 있어서 채권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증인의 책임을 감경하는 규정도 구상된 바 있으나.
94) 이 용어는 현행 민법에서 채택된 ｢근저당｣의 용어를 고려한 것이다.
95)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일반의 해지권에 대하여는 뒤의 6.에서 보는 제544조

의4 참조.
96) 그 외에 취소할 수 있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민법 제436조(일본민법 제449조 

참조)는 이를 삭제하기로 하 다.
97) 이하의 논의는 모두 법정해제권, 법정해지권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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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의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

2.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게 예견되는 때

3.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채무자

가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44조의3 [채무불이행과 해지] ①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내

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장래의 계약이행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된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채무자의 중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제544조의4 [사정변경과 해제․해지] 당사자가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

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변경된 사정에 따른 계약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의 수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는 우선 귀책사유를 해제권 발생의 요건으로 요구

할 것인지98)가 논의되었다. 이는 이번의 작업에서 가장 격렬하게 다투어진 사

항 중의 하나이다. 한편으로 계약해제를 채무불이행을 범한 채무자에 대한 제

재로서가 아니라 계약의 원만한 진행에 일정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채권자

로 하여금 그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최근의 많은 입법례 또는 입법제안을 들면서 귀책사유를 

그 요건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 다.99) 다른 한편으

로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채권자로 하여금 계

98) 마찬가지의 문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속적 계약관계의 해지권의 발
생요건과 관련하여서도 제기될 수 있다. 뒤의 (2) 참조.

99) 특히 현행의 민법이 이행불능의 경우 외에는 귀책사유를 해제권의 발생요건으
로 적어도 명문으로는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들어, 뒤에서 보는 다수의 의견을 입
법적 퇴보라고 평가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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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가혹할 수 있다는 것, 귀책사유

를 요구하는 현행 민법 아래서도 그 존부가 해제권의 발생을 좌우하는 경우는 

실제로 거의 없다는 것, 또 이행불능에 한정하여 보면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

는 위험부담규정에 의하여 자동적 해제와 같은 결과가 인정되고 있다는 것100) 

등을 들어, 굳이 현재의 태도를 변경할 필요는 없으며, 앞으로 다른 나라의 해

제제도 운용의 추이를 보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101) 결국 후자의 
의견이 다수를 점하여 위에서 본 제544조의2 제1항 단서가 마련되었다.102)

그리고 채권자가 최고를 하더라도 이행이 제대로 행하여지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다면 해제권의 발생에 굳이 최고를 요구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한 경우

란 현행 민법 제544조 단서에서 정하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

를 표시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채

무가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게 예견되는 때”(위의 제544조의2 제2항 제
2호)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바로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이다.103)

(2) “장래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을 잃게 하는 해지(해약통고)가 어떠한 경

우에 허용되는가에 관하여 현행 민법에서는 개별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각각 

그 사유를 정하고 있다. 이번의 민법개정작업에서는 그러한 개별규정이 없더

라도, 존속기간을 정한 계속적 계약관계104) 일반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
한 해지권의 발생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관철되었다. 그 요건에 

대하여는, 1회적 채무불이행 그 자체 외에도 그것이 장래 계약의 전부 또는 

적어도 상당 부분의 불이행을 추단시키는 성질의 것이어야 하며, 그 경우에도 

100)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위험부담규정을 현행대로 둘 것인지
가 문제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101) 이러한 주장의 배후에는, 계약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분쟁이 법적 쟁
송에 이른 경우에는 극히 빈번하게 계약의 해제가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되는 現狀에 

비추어, 해제권의 발생요건의 완화가 분쟁의 泥沼化를 더욱 조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지도 모른다. 

102) 같은 문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속적 계약관계의 해지권의 발생요건과 관
련하여서도 제기된다. 뒤의 (2) 참조.

103) 다른 한편 案 제544조의2 제1항 단서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 대
하여는 앞의 註 54의 말미부분도 참조.

104)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속적 계약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
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소비대차에 대하여 제603조 제2항, 고용에 대하여 제
660조, 임치에 대하여 제699조 등), 이는 일반적 법리의 표현으로 이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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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를 원칙적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결의되었다. 그러나 한편 채무불이행이 

중대하여 그 자체로써 상대방의 계약에의 구속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기로 하 다.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는 별도로, 사정변경을 이

유로 하는 계약의 해소를 어떠한 요건 아래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신
의칙의 구체화라는 관점에서도 논의되었다.105) 그 요건에 대하여는 대체로 종

전의 학설,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제6.2.2조, 유럽계약법원칙 제6:111

조, 개정 후 독일민법 제313조 등에 좇은 것이다. 한편 그 효과에 대하여는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 주요한 논점은, 계약의 해소 외에도 계약의 變應을 인

정할 것인가, 또 이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법원의 관여를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결국 법원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견해가 관철되었다.106) 그리하여 상대방에 대한 계약수정의 요구

를 전치한 해제권의 인정으로 낙착되었다.

Ⅴ. 小結

1. 이상과 같이 이번의 민법개정작업은, 판례나 학설의 성과를 법문화하거

나, 반대로 특히 의문이 있는 판례의 태도를 입법적으로 수정하는 것, 애초의 
입법의 의미에 관하여 시행 후에 의식되기에 이른 논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동안 달라진 사회사정이나 다른 나라들의 입법의 추이에 좇아 

원래의 입법적 결단을 보충 또는 변경하는 것 등을 망라하는 것이다.107) 그 

105) 앞의 Ⅱ.2.(1)의 ③ (앞의 註 28의 본문 부분) 참조.
106) 실무가 위원들도 이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107) 그러한 의미에서 사비니가 입법이 법형성에 대하여 미치는 진정한 향은 어

디에 있는가를 논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상기된다. Savigny, System des 
heutigen römischen Rechts, Bd.1(1840), S.40f.; “실정법의 기초가 아무리 탄탄하다고 하
여도 역시 개별적인 점에서는 불확정적인 것이 많이 존재하며, 이는 특히 법형성 외의 
다른 방면에서 재능과 취향이 두드러지는 민족에서 특히 그러하다. … 이러한 경우에는 
민족법(Volksrecht)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보충은 관습에 의해서도 주어질 수 
있으나 역시 입법에 의하여 보다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즉 보다 낫게 행하여질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의] 최초의 법형성에 대한 향보다도 법의 진보에 대한 입법

의 향이 더욱 중요하다. 즉 풍속․확신․욕구의 변화에 의하여 기존의 법에 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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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당초의 입법적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을 이 기회에 수정하

려고 한 것도 있다.108)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민법규정 중에서 실제의 규범력을 잃었다고 생각되는 

것을 정리한 것, 개별법률 중에서 필요한 것을 민법전에 통합하는 것, 또 어려

운 법률용어나 문장을 알기 쉽게 하는 것, 규정이나 제도의 체계적 위치를 재

고하는 것 등의 개정에 대하여는 아직 손을 미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별로 

행하여지지 아니하 다.

2. 이번 개정작업과 관련하여 본인이 가지는 생각의 일단을 피력하여 보고

자 한다.

(1) 이번 개정작업의 의의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민법도 이만
큼 대폭적으로 개정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 주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

하면, 민법의 규정도 금과옥조 또는 ｢쓰여진 이성｣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필요가 있고 이유가 있다면 흔연히 이에 손댈 수 있음을 장래를 향하여 명확

하게 선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민법의 개정을 주저하게 만든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들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추측하여 본다. 
외국의 법을 계수한 입장에서 우선은 그 계수된 법 그것을 ｢이해｣하기에 힘쓸 

것이고, 함부로 그 當否를 말할 것이 아니다; 당장 ｢바람직하지 않은｣ 입법이

었다고 말하기보다는, 혹 그 문제점이 1차적으로 이 나라의 사람이나 사회의 

｢후진성｣에 이유가 있은 것은 아닌지를 검토하는 것이 앞서야 하지 않는가. 

또 이와는 일견 다른 듯하면서도, 입법에 관심을 두지 않는 점에서는 태도를 

같이하는 다음과 같은 생각, 즉 법전에 ｢쓰여진 법｣에 집착하기보다는 ｢살아 
있는 법｣을 특히 판례를 통하여 흡수할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판례법의 집적

을 통하여 ｢쓰여진 법｣의 문제점을 점진적․미시적으로 해결하여 가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도 혹 있는지 모른다. 또 규범상황이 안정되었다고는 말할 수 

필요하게 된 때, 또는 때가 지남으로 말미암아 아주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하게 된 때에
는, 분명 이들 새로운 요소가, 애초 법을 낳은 것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작
용으로 이미 있는 법에 부가될 수 있다. 그러나 입법의 향은 바로 이러한 경우에 극
히 유익한, 아니 불가결한 것일 수 있다.”

108) 앞의 註 59, 66의 본문의 사항을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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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상태(“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쉽사리 알 수 없다”)에서 기본법률을 

함부로 수정하여도 될까 하는 의구심, 비유하자면 일단 완성된 건물에 혹 문

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더라도, 그 어디에 손을 대는 것이 과연 어떠한 ｢의

미｣가 있는 또는 있을 것인지, 건물의 다른 부분 또는 건물 전체에 어떤 향

을, 경우에 따라서는 파괴적 향을 미칠지 알 수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없었을까?
본인은, 민법과 같은 기본적 의미가 있는 법률은 쉽사리 개정할 것이 아니

라는 주저에서 그 문제점을 판례나 학설 등의 다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애

쓰는 것은 일종의 매조키즘이라고 생각한다. 민법이 애초에 장래의 同化의 문

제를 시야에 두어서 의식적으로 올이 성기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이야기로서, 총칙․물권․채권의 3편만으로도 760

여조에 이르며, 결코 항상 타당한 原則的 또는 基幹的 규정만으로 채워져 있
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하여서만 설명될 수 있는 우연

적인 규범, 불완전한 규범”도 적지 않다.109) 그 바탕이 된 19세기 후반 또는 

20세기 전반의 독일․프랑스․스위스․ 국 등의 법으로부터의 선택이 그 당

시에도 전적으로 타당하다고는 누구도 말할 수 없을 것이고, 더욱이나 오늘날

에도 그대로 타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110)

｢입법｣을 통하여 다른 나라의 법을 계수한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욱이나 ｢입

법｣이라는 수단을 중시하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

개정이라고 하여도 외국으로부터 불가피한 압력을 기다리지 말고, 말하자면 

자주적으로 이것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 아닐까?

(2) 나아가 어떠한 법개념․법명제․법제도를 민법의 실정규정에 의하여 公

109) Ernst von Caemmerer, Das deutsche Schuldrecht und die Rechtsvergleichung, 
Gesammelte Schriften, Bd.1(1968), S.3: “법전을 편찬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나 법의 발
전을 얼어붙게 하고, 일정한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하여서만 설명될 수 있는 우연적인 
규범, 불완전한 규범을 구화하며, 그러한 것에 계속 붙잡혀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
근의 법문화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법발전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게 할 위험을 내포

하고 있다.”
110) 플루메는 금반의 독일채권법 대개정에 반대하면서, 독일민법전의 ｢문화적 기

념물(Kulturdenkmal)｣로서의 성격을 강조하 다(Werner Flume, Vom Beruf unserer Zeit 
für Gesetzgebung. Die Änderungen des BGB durch das Fernabsatzgesetz, ZIP 2000, 
S.1429). 1958년의 민법전은 우리의 ｢문화적 금자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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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하고 정통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특히 민법이 일반적인 의

미가 있는 법기술 또는 법장치의 원천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소유권이나 계약이나 혼인과 같은 사람의 삶의 기본적 양상에 관한 것이 아니

더라도, 법률가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법적으로 분석하고 사고하는 데 필

요한 매우 세부적인 기술을 풍부하게 갖추는 것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이에 대하여 법의 실정규정 자체에 의하여 시민권을 부여받는 것은, 법의 
완결된 체계를 더이상 믿지 않고 법흠결의 필연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역

시 안정성이나 명확성, 나아가 체계성이라는 점에서, 신의칙이나 공서양속 등

의 일반조항이라든가, 기본적으로 개별적으로 사건성에 의존하는 판례법과는, 

차원이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 한다.

(3) 한편 민법의 대폭적인 개정에는 그에 따르는 ｢비용｣의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교과서를 고쳐 써야 한다거나 새로운 규정에 대한 주석이 

필요하다든가 해서 대학교수가 해야 할 일이나 학생에 공부의 부담이 늘어나

는 것에서부터, 아마도 보다 중요하게는, 새로운 규정이 예를 들면 법원에 의

하여 어떻게 해석․적용될 것인지 확연히는 알 수 없다는 데서 오는 생활상․

거래상의 불안정 등에까지 이른다. 지금도 법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손대서 고치는 입법은 아무래도 신중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하겠

다.

그러한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그래도 민법전에는 역시 개정하는 것이 낫

다는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3. 한국의 민법개정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입법작업은 어느 한 나라
의 법학, 나아가 법문화의 정도를 잘 드러내는 일임을 생각해 보면, 때로 이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두렵기도 하다. 관심 있는 여러분들의 기탄 없는 

의견을 들음으로써 보다 나은 민법전에 한 발자국이라도 전진할 수 있는 기회

로 삼고자 한다.

(2002년 6월 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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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記]

이 은 2002년 6월 21일에 일본의 東京大學 법학부의 민법간담회에서 발
표한 원고 및 이를 보충․수정하여 동년 7월 17일에 같은 京都大學 법학부에

서 발표한 원고(이들은 모두 일본어로 되어 있다)의 우리말본에 해당하는 것

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일본의 민법학자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이지만,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작업의 의미를 다시 음미해 본다는 점에서는 우리에

게도 의미가 없지 않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또한 이 은 위의 사정으로 인하

여 2002년 6월을 기준으로 쓰여진 것으로서, 그 후의 법상태 및 민법개정작업
의 추이를 반 하지 않고 있음을 밝혀둔다. (200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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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Revision Work on the Korean Civil Code
111)

Chang Soo Yang
*

This article was originally written and presented in Japanese at Tokyo 
University in June of 2002 and at Kyoto University the following month. Its 
purpose was to inform Japanese civil law scholars of the revision work on the 
Korean Civil Code ("KCC") in detail, which has been in progress since 
February 1999. 

The thesis first opens with the formation of the Civil Code Revision 
Committee("Committee"), and its agenda. In the discussion, I try to articulate 
the historical context of this revisionary work. While the original codification 
of the KCC in the 1950's was planned and executed by legal practitioners 
who had been trained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current reforms are 
being mainly handled by university professors, most of them in their 40's or 
50's, some of whom have had practical experiences as judges. One of the 
salient features of the Committee is the fact that most of its members studied 
law in Germany after graduating from law colleges in Korea. Though the 
stages of their life when they went abroad, the conditions as well as the 
length of their stay may vary, this common feature may explain why many of 
the proposals made contain a very German touch. 

The article goes on to deal with the items discussed by the Committee and 
the results of these debates. Its reformative proposals for the KCC are 
extensive and far-reaching. From the tentative draft, six provisions were chosen 
to show, as clearly as possible, the characteristics of this revisionary work, 
e.g. the proposal on the general principle of KCC, mistakes, restrictions on the 
presumption of the possessor's intention of holding as owner, restrictions on 
so-called de more superficies, guarantee contract, and finally, termination of 
the contract.

I conclude this article with some lessons and/or personal opinions that I 
formed during my time and experience as a member of the Committee.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