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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행 민법 개정 논의 속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의 문제도 이슈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그와 관련하여 총유 규정의 폐지도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결론을 

위해서는 먼지 현행의 법체계 속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특히, 총유 이론이 주로 비판 

받는 내용 곧, 비교법적으로 유래 없는 전근대적인 제도라는 점, 법인이 아닌 사단의 

다양한 양태를 규율하지 못하기에 법인이 아닌 사단도 권리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따라서 현재 총유 규정은 민법의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따져 보았다. 그리고 그것들은 오해에 기반한 면이 있는 데다 적절한 비판도 

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현행 제도는 나름의 깔끔한 체제 정합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반증하였다.

  법인이 아닌 사단은 법인이 아니기에 권리능력을 가질 수 없어 소유권이 단체 자체가 

아니라 사원들의 총합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다. 그것은 단체적 소유의 

성질을 갖긴 하지만, 사단에게는 법인격이 없어서 사원들의 소유인 형태로 구성하면서 

지분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공동소유의 한 형태인 만큼 그에 대한 

부동산 등기 규정을 두어야 하기에 부동산등기법 제26조가 마련되어 있다.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2조를 둔 것은 그것이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기에 예외 규정으로 조화롭게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해석하게 

되면, 권리능력의 개념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법인이 아닌 사단에 관한 소유 관

계와 등기능력, 당사자능력을 설명할 수 있다.

  총유 규정의 폐지는 위와 같이 정합된 체제를 바꾸어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는 

문제를 담고 있다. 소유권 제도 특히 공동소유의 형태의 변경을 비롯하여, 권리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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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새로운 개념의 형성, 법인격 제도가 갖는 의미의 변화 등 우리 민사법 체계의 

재구성까지도 생각해야 할 사안이다. 이에 비해 폐지론에서는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듯하다. 우리 민사법 체계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정확한 모습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와 관련하여 총유 규정이 갖는 역할도 또한 전면적인 이론적 

검토를 거치면서 개정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법인이 아닌 사단, 총유, 법인격, 권리능력, 당사자능력, 등기능력, 민법 개정, 

단체적 소유, 공동소유, 조합, 부동산등기법

Ⅰ.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사단으로서의 실질은 갖추었으면서도 법인이 되기 위한 일정한 법정

절차를 밟지 않은 곧, 법인 설립등기를 갖추지 않은 사단을 ‘법인이 아닌 사단’이

라고 한다. 이를 줄여서 ‘법인 아닌 사단’이나 ‘비법인(非法人) 사단’이라고도 부른

다. 또 앞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했

다는 점에서 ‘설립등기 없는 사단’이라고 하거나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 하기도 

한다. 특히 후자는 국세기본법(제13조) 등 세법 관련 법규에서도 즐겨 이용된다. 

가장 주요한 민사법인 민법(제275조)과 민사소송법(제52조)에서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는 이름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쓰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고 여겨져, 이 글에서도 사용한다.1)

위에서 든 용어들은 어찌 보면 법인이 아닌 사단이 갖는 현상적인 면을 보고 붙

여진 명칭들이다. 학계에서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표현도 일반적으로 쓰인

다. 이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법적 성격의 면에서 붙인 명칭이라고 하겠는데, 권리

능력은 자연인과 법인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같은 말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법인이 아닌 사단도 권리능력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하고, 따라서 거기서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법인격 없는 사단이라는 명칭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 

일도 있다.2)

1) 뒤에서 드는 법무부 개정시안에서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고 있는데, 한 법률 안에서 

같은 대상에 대하여 두 가지 용어가 쓰이도록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
2) 강태성, “법인본질론에 입각한 법인 아닌 사단의 민법상 취급”, 재산법연구, 17-1 

(2000), 18면.[이 입장은 “이른바 총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사법연구, 15-1 (200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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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의 관계에서, 특히 세법상으로 법인이 아닌 사단은 그 자체로서 수세 대상이 

된다. 그것이 편리하기 때문임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법인이 아닌 사단은 구성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고한 일체의 집합체로서 소득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라 해야 

할 것이다. 민사 영역을 보자면, 우선 민법은 “法人이 아닌 社團의 社員이 集合體

로서 物件을 所有할 때에는 總有로 한다.”는 규정을 둘 뿐이다(제275조 제1항). 이는 

집합체로서의 사원이 물건을 총유한다는 점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의 권리능력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민사소송법은 제52조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부동산등기법 제26조3)에서는 등기도 가능

하도록 한다. 이러한 상황을 난맥으로 규정하면서, 총유 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거나 

이미 사문화되었다고까지 하는 주장이 나타나기도 한다.

현재 진행되는 민법 개정의 논의 속에서도 이에 대하여 뚜렷한 방향이 모아진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 2010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에서는 총유규정을 존치하면서 

아래와 같은 제39조의2를 신설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인 사단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39조의2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①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으로 사단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사원이 법인 아닌 사단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논의가 앞으로 어떤 쪽으로 마무리되어 가는지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적절한 결론을 위해서는 먼저 현행의 법체계 속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한 올바른 진단이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리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민법 개정과 

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남효순, ｢설립등기 없는 사단․재단｣의 법  규율(2009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23-27면.
3) 2011년에 개정되어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이전까지 제30조에 

규정되었던 것이 제26조에서 규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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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현재의 논의4)도 고려하면서 법인이 아닌 사단의 민사법상의 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민법 구성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의 위치

앞서 지적하였듯이 민법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은 총유의 규정에서만 나타난다는 

점에서도 법인이 아닌 사단과 총유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역사적으로도 법인이 아닌 인적 결합체들과 관련하여 그 소유 관계를 규명

하는 노력에서 총유이론이 발달한 것이라 하겠다.5) 과거의 논의 배경에는, 결합 

정도의 강약을 기준으로 할 때 법률상의 인적 단체로서는 채권 관계에 터 잡은 

조합과 사람으로 환치시킨 법인이라는 두 가지가 양극으로 인정되기에, 이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스펙트럼6)에 대하여 규율할 필요성으로 말미암아 총유권 및 법인이 

아닌 사단의 개념을 다루게 되는 일도 있는 듯하다.

하지만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해 ‘사단의 실체를 가지고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

하지 않은 단체’라 정의하는 현행의 일반적인 관념에 따를 때에는, 논리적으로는 

인적 결합체로서 사단과 조합만이 존재하고 사단 가운데 법인인 사단과 법인이 

아닌 사단이 있게 된다.7) 다시 말해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법인 모두 흔히 ‘사단

4) 법인이 아닌 사단과 관련한 개정 논의는 다음의 자료를 주로 참조하였다. 정병호, 법

인 아닌 사단의 재산 계 규율 개선에 한 연구(2012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제철웅, 공동소유 규정의 개정에 한 연구(2011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김대정, 

총유 련 규정의 개정에 한 연구(2011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이것은 “總有에 

관한 民法規定의 改正方案”, 앙법학, 14-4 (2012. 12)에 정리되어 실리면서, 약간 견해

가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앞의 책을 위주로 한다); 남효순, 앞의 책.
5) 총유이론의 전개에 관하여는 石田文次郞, 土地總有權史, 岩波書店, 1927; 정종휴, “독일과 

일본의 총유이론사”, 법사학연구, 14, 1993; 김인섭, “총유에 관한 연구”, 민법의 망,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등 참조.
6) 石田文次郞, 위의 책, 654면: “발생하는 모든 단체를 조합인지 법인인지 하는 개인 인격

으로 환원하는 것은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며 사회발생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시다(石田)는 이 저서에서 학설 계수 과정에서 혼란을 보이기도 했던 합유와 

총유의 구별을 명백히 하였다. 이 양자는 법인이 아닌 단체의 소유 형태라 할 수 있고, 

그는 이러한 형태에 대한 규율에서 합유 이외에 총유의 필요함을 고찰하였다. 위의 표현은 

그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이후에도 실무에서는 합유와 총유를 

뚜렷이 구별하지는 않았고, 공유의 특수한 형태로 합유를 인정하면서, 이 합유로써 총유의 

내용까지 규율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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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라 불리는 사단으로서의 실체적 성질을 지녀야 하는 것이다.8) 그리하여 결국 

이 사단성은 조합과의 구별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9) 사단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

는 대체로 ① 정관 따위의 규약, ② 의사결정기관, ③ 업무집행기관, ④ 독자적, 

사회적 활동들이 존재하는 것이라 정리한다.10) 따라서 조합이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개성이 몰각되고 하나의 결합체로서의 성격이 강화되면, 다시 말해 사단성을 지니게 

되면,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취급받게 된다.

법률로써 인(人)의 자격을 획득한 법인은 자연인과 같은 형식으로 소유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사단성을 지니면서도 법인격이 없는 사단에 대하여 그 소유

관계를 특별히 총유라는 것으로 규율하는 것이 민법의 태도이다. 결국 우리 민법의 

구상은 인적 단체에 대하여 개인처럼 소유권을 누릴 수 있는 법인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별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사단의 실질을 갖춘 존재(곧, 법인이 아닌 사단)

와 그렇지 못한 것(곧, 조합)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 말미암아 

단체는 법인인 사단, 법인이 아닌 사단, 조합의 세 가지로 구성되고, 저마다의 소유

형태에 관하여는 단독소유, 총유, 합유로써 설계하였다고 할 수 있다(<표 1> 참조). 

이는 일견 매우 논리적이고 짜임새 있는 디자인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다른 

입법례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구성이고, 특히 총유에 대하여는 이론의 발생국

은 물론 전달국에서조차 채택하고 있지 않은 제도이기에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7) 김교창, “準社團法人인 敎會의 分割”, 스티스, 98 (2007. 6)에서는 이들 외에 ‘준법

인사단’이라는 것도 인정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이론 정립과 

그에 대한 학술적 승인이 필요할 것이다.

 8) 따라서 “민법상 사단은 재단과 대비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단체라는 정도의 

의미이고, 조합과 구별되는 특별한 단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배성호, “민법상 

단체에 대한 규율”, 인권과 정의(2008. 12), 25면)라고 하는 입장은 적어도 ‘민법상’

의 태도를 오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9) 박찬주, “法人아닌 社團 및 財團에 대한 새로운 理解”, 사법논집, 48-1 (2007. 8), 833면. 

이는 또한 민사소송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당사자능력의 인정 문제와도 관련이 된다.
10)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 ①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② 의사결정기관 및 ③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④-1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

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④-2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④-3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

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번호는 글쓴이가 붙임).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한다. 관련 논의는 이주흥, “權利能力 

없는 社團”, 사법논집, 22 (1991), 15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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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단과 조합의 비교

단체의 유형
사   단

조   합
법인인 사단 법인이 아닌 사단

소유 형태 단독 소유 사원의 총유 조합원의 합유

당사자능력 있음 없음

부동산 등기 할 수 있음

III. 법인이 아닌 사단과 총유

총유이론의 발상지인 독일은 민법전에 총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도 마찬

가지이다. 그런데도 우리 민법이 총유 규정을 두게 된 것은 일제 말기의 학풍 탓

이라 여겨진다. 이른바 학설 계수를 통해 일본은 독일의 법이론을 일본 법제의 해석에 

활발히 이용하게 되었고, 공유에 관하여도 합유, 총유의 이론이 들어와 나름대로 

정립되어 갔다.11) 이 시기의 경향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산물이라 할 수 있는 만주국 

민법전(1939년 공포)에는 총유 규정이 들어가 있다.12) 이의 기초에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한 학자가 와가쯔마 사카에(我妻榮)이며, 그는 자신의 식견과 함께 그때까지 

형성된 일본 민법학의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였다. 때문에 당시 최신 법전인 만주국 

민법전은 우리 민법 제정시에도 주요한 자료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민법 초안13)에서는 합유는 신설하였으나 총유를 규정하지 않았다가, 

김증한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민법학자들의 �민법안의견서�14)에서 총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수정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 영향으로 최종안에 반영하게 되었다고 

11) 이 과정에 관하여는 정종휴, 앞의 논문 참조.
12) 이 과정에 관하여는 小口彦太, “滿洲國民法典の編纂と我妻榮”, �法律制度�(日中文化

交流史叢書[2]), 大修館書店, 1997[이 논문은 “滿洲國民法典 편찬과 我妻榮”(임상혁 

옮김), 법학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논문집) 5 (1998)로 번역되어 있음]; 코구치 

히코타(小口彦太), “일본 통치하의 ‘滿洲國’의 법”(임상혁 옮김), 법사학연구, 27 (2003) 

참조.
13) 대체로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民法案審議 (上卷)․(下卷), 1957

에 수록된 민법안을 말함.
14) 민법 초안이 나왔을 때 전국 대학의 민법학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민사법연구회를 결성

하였고, 여기서 민법안을 검토한 결과물이 民法案意見書로 간행되었다(一潮閣, 1957). 

이의 내용을 이른바 현석호 수정안에서 반영하였고,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검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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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한다.15) 그러나 이는 정확한 기술이 아니다. 실은 이미 초안에도 총유의 규정

은 들어가 있었다. 초안의 제262조는 다음과 같다.16)

第二百六十二條(合有) 어느 地域의 住民, 親族團體 其他 慣習上 集合體로서 數人

이 物件을 所有하는 때에는 合有로 한다.

합유물에 대한 權利의 得失變更 및 合有者의 權利, 義務에 關하여는 慣習에 依하

는 外에 以下 二條의 規定에 依한다.  

이 조문의 명칭은 ‘합유’로 달고 있지만 그 문언을 읽어보면 총유의 내용을 중심

으로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이른바 학설계수를 통해 독일의 

합유 이론, 이어 총유 이론이 도입되었는데, 학설에서 그 번역어를 달리 하기도 하는 

등 의미의 정착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고, 특히 실무에서는 그 용어와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이 덕분에 공유의 규정밖에 두고 

있지 않던 민법의 해석을 통해 공유의 특수한 형태로서 합유를 인정하게 되었고, 

이 합유 개념의 이해를 통해 총유까지 규율하기도 한 것이다. 위와 같은 초안의 

태도는 그 영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초안 제262조에 대한 참조 외국

입법례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이 ‘총유’의 제목을 달고 있는 만주국 민법 제252조를 

들고 있다.17)

③ 滿民第二五二條

어느 地方의 住民, 親族團體 其他 慣習上 總合體로서 數人이 그 關係에 基因하여 

一個의 物件을 所有하는 때에는 이를 總有로 한다.

總有者의 權利 및 義務에 關하여는 慣習에 따르는 外 以下 二條의 規定을 適用

한다.  

합유라는 조문명을 붙인 민법 초안의 제262조와 그 내용이 그리 다르지 않음을 

15) 최문기, “總有에 관한 規定의 立法論”, 사회과학연구, 28-4 (2012. 12), 430-431면: “현행 

민법의 제정 과정을 보면 초안에서는 총유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민의원 법제사법

위원회 민법안심의소위원회 때에도 총유에 관한 규정은 없었으나, 민사법연구회의 민법

안의견서 중 공동소유 부분을 집필한 김증한 교수의 견해를 수용하여,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제시되면서 총유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다.”; 김대정, 앞의 책, 62-63면.
16) 民法案審議 (上卷: 總則編, 物權編, 債權編), 168-169면. 띄어쓰기는 글쓴이가 하였음

(이하 동일).
17) 위의 책, 169면.



196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3호 (2013. 9.)

알 수 있다.18) 결국 앞서 든 �민법안의견서�는 총유와 합유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굳이 따지자면, 합유를 신설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19) 이와 같이 우리 민법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총유의 도입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당시 학풍의 

영향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 총유 규정은 제정 당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있

었으며, 현재의 개정 논의에는 삭제의 움직임도 일고 있다.20)

IV. 총유 규정 폐지론에 대한 검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로서 총유 규정을 신설한 데21) 대한 비판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 비교법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을 검토 없이 도입했다거나22), 게르

만의 토지 공동체에서 유래한 제도가 우리의 혈연 공동체인 종중 등에 상응할 수 

없다고도 하고23), 이런 간단한 규정으로 다양한 모습을 지닌 권리능력 없는 사단을 

규율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24)도 제기된다. 그리고 법인이 아닌 사단도 권리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의미한 규정이라는 견해도 있다.25) 이런 주장들은 당연히 법인이 

18) 최문기, 앞의 논문, 437-438면.
19) 民法案意見書, 102면: “초안 제262조 제1항은 “어느 지역의 주민 친족단체 기타 성질상 

수인이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이 예시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이나 친족단체의 공동소유는 합유가 아니라, 총유라고 부르는 형태이다. 

총유․합유의 개념은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에 있어서는 거의 통설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거늘 무슨 까닭으로 종래 총유라고 불러온 것을 합유라고 

부르려고 하는가. 무슨 까닭으로 총유․합유의 구별이 명확하여진 오늘날 그 구별이 

불분명하였던 시대의 용어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20) 앞에서 든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들 가운데 김대정, 정병호, 남효순는 총유 규정의 

삭제를 주장한다. 다만 제철웅, 107면은 총유의 소유형태는 그대로 두면서, 재산 거래

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이 독립된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간의 개정만을 

주장한다.
21) 신설 과정에 관하여 자세히는 명순구, “공동소유제도의 개정방향– 합유, 총유의 재정비–”, 

안암법학, 34 (2011), 331-338면 참조.
22) 남윤봉․최재정, “法人格 없는 社團과 總有”, 법학논총(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3-1 

(2006), 290면; 김재정, 앞의 책, 72면.
23) 이 점에 관하여는 이호정, “우리 民法上의 共同所有制度에 대한 약간의 疑問 – 特히 

合有와 總有를 中心으로 –”, 서울 학교 법학, 24-2․3 (1983), 특히 116면.
24) 전경운, “우리 민법상 總有에 관한 一考察”, 토지법학, 26-1 (2010. 6), 165면; 김진현, 

“권리능력 없는 사단”, 민사법학, 11․12 (1995), 103-104면(“권리능력 없는 사단”, 강원

법학, 5 (1993. 8)에서도 같은 내용을 주장한다).



법인이 아닌 사단의 민사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 / 任相爀   197

아닌 사단에 대한 총유 규정의 입법은 잘못이며 삭제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귀결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흐름은 현재 진행되는 민법 개정 논의 속에서 총유 규정의 

폐지를 주장하며, 2010년 법무부 개정 시안에서 총유 규정을 존치시킨 데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26) 이런 주장들은 대체로, 비교법적으로 유래가 없다는 것, 

전근대적인 이론이라는 것, 법인이 아닌 사단의 다양한 양태를 규율하지 못한다는 

것, 법인이 아닌 사단도 권리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 따라서 현재 

총유 규정은 민법의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것 등을 이유로 든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이 튼튼한 근거에 터 잡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1) 비교법적 검토

잘 알려졌듯이 총유는 독일에서 전통적인 공동체의 토지소유관계를 해명하기 위

하여 게르마니스텐이 중심으로 되어 만들게 된 개념이며, 이는 판덱텐 학파가 주

도한 독일 민법 제정에서는 반영되지 못한 것인데도 학설 계수를 통해 우리 민법

이 채용한 것이다.27) 독일은 이와 같은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하여 조합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스위스 민법도 이를 따르고 있다.28) 스위스 민법에는 흔히 

총유로 번역되는 “Gesamteigentum”라는 표제 아래 제652조에서 제654조까지의 규정

이 있지만,29) 그 내용은 우리의 합유 규정에 가깝다.30) 일본은 총유 규정도 없을 뿐 

아니라 법인이 아닌 사단의 등기능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살폈듯이 법인인 사단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은 모두 실질적으로 사단성을 

가진 존재이며, 차이는 법인으로서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독일 민법이 법인이 아닌 사단을 법인인 사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조합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31) 그리하여 실제로는 

25) 강태성, “이른바 총유에 대한 비판적 검토”, 83-84면.
26) 정병호, 앞의 책, 24-30면에서는 폐지론에 관한 학설들을 1. 총유 제도의 전근대성, 

2. 거래 현실과의 괴리, 3. 민법의 총유규정의 체계적 부정합, 4. 총유규정의 사문화, 

5. 종래의 해석론과 (법무부 개정 시안) 제39조의2 입법 제안과 관련한 총유 규정의 체계적 

부정합으로 정리한 뒤, 기본적으로 폐지에 찬동한다는 입장에 선다.
27) 그리하여 친절한 배려일 뿐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곽윤직, 물권법(신정 

수정판), 박영사, 2000, 289면).
28) 입법례의 정리에 관하여는 정병호, 앞의 책, 7-23면 참조.
29) 소개는 정종휴, 앞의 논문, 54면 참조.
30) 김상용, 물권법, 화산미디어, 2009, 392면에서도 합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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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규정하는 독일 민법 제54조 제1항은 사실상 의도적으로 적용이 외면되고 있는 

실정이다.32) 그리고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하여 등기 규정조차 없는 일본에서는 

총유를 적용하는 학설을 비롯하여 여러 논의가 분분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조합으로 보기에도 적당하지 않고, 법인격이 없

다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은 입법론

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해 볼 만하다고 여겨진다. 적어도 다른 입법례에 

없다는 것만으로 비판 받기에는 억울한 면이 있을 듯하다.

(2) 법인이 아닌 사단의 다양성에 대한 검토

법인이 아닌 사단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데, 이를 총유 규정 한 가지로만 

규율하는 것이 문제라는 견해도 많다.33) 물론 사단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주장대로라면 다양한 형태를 가진 조합들에 대하여 합유 규정 한 가지로는 

규율하지 못한다고 합유 규정을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도 할 법하다. 합유의 조문은 

조합의 여러 규율 사항 가운데 소유형태에 관한 규정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총유 

규정은 법인이 아닌 사단 전반에 대하여 규율하는 규정이 아니라 단지 소유 형태에 

관한 조문이라는 것이다.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총유 규정이 다양한 형태를 가진 법인이 아닌 

사단의 제반 사항을 규율하지 못한다고 해서 민법 제275조가 문제 있는 것이라는 

비판은 어불성설인 듯싶다.

총유 규정이 재산의 소유 형태에 관한 것이라 하면서도 “천차만별인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를 일률적으로”34) 총유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

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양하기로는 그에 못지않은 조합의 여러 양태나 각색의 법인

들도 합유라는 하나의 소유 형태로만 규정된다. 이는 그렇게 할 만한 공통 기반이 

있고, 그에 근거하여 소유권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총유의 조문은, 법인이 아닌 사단

이라면 모두가 갖고 있는, ‘사단성이라는 기초’와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

31) 독일에서는 법인에 대해 준칙주의를 택하여 인가주의나 허가주의를 취하는 다른 나라와 

달리 그 설립이 쉽다는 점, 따라서 법인 설립을 유도하려는 정책상의 고려를 한다는 

점 등이 이 입법에 작용하였다.
32) 임건면, “비영리사단법인에 관한 독일의 최근 동향 – 비영리사단법인의 영리활동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15-4 (2008), 12, 91-92면.
33) 예를 들면, 김진현, 앞의 논문, 542-545면.
34) 김대정, 앞의 논문, 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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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는 공통적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규정이다. 이러한 사정은 법인이 아닌 사

단이 아무리 다양한 형태를 갖더라도 공통으로 갖고 있는 본질이라 할 수 있는 부

분이다. 총유 규정은 바로 이 점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형식의 다양함

을 총유 규정이 규율해 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총유 규정에 대한 

오해라 할 것이다. 굳이 선해하자면, 다양한 형태의 법인이 아닌 사단이 실재하는 

상황에서 총유에 관한 규정밖에 안 두는 것이 잘못이며 그러느니 두지 않는 쪽이 

낫다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오히려 총유 규정이라도 있는 쪽이 다

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우리 사회에 중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종중이나 교회 등의 규율에 대하여 

총유 규정만으로 규율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많이 있고,35) 그런 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법원은 총유 규정을 바탕으로 해결해 왔고,36) 관련 소송은 꽤 

많은 편이라 따로 판례법이 성립되어 있다고 할 정도이다.37) 그러나 사실 우리 사회

에서 이들의 발전은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고 조합이나 법인을 준용한다고 해도 

충돌의 문제는 생길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독자적인 입법을 생각해 

볼 만한 사항이라 여겨진다.

(3) 권리능력의 검토

법인이 아닌 사단도 또한 권리능력이 있다는 입장도 강하다.38) 그 근거로서는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규정, 등기능력을 인정하는 부동산

등기법 제26조의 규정과의 조화로운 해석의 필요성을 든다.39) 그리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의 단독 소유를 부정하는 민법상의 총유 규정은 사문화되었다고까지 주장하기도 

한다.40)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을 원칙적으로 민법에서 

35) 전통적으로 법인이 아닌 사단은 종중과 관련하여 문제가 많이 되어 판례뿐 아니라 사

실상 입법도 그와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도 “종중(宗中),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

團)이나 재단(財團)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

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최근에는 교회에 관한 분쟁도 증가하면

서 문제가 되고 있다.
36) 이러한 입장에서의 정리로는 송오식, “법인 아닌 사단의 법적 지위와 규율”, 동아법학, 

58 (2013. 2).
37) 홍춘의.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토지법학, 26-2 (2010. 12) 참조.
38) 남효순, 앞의 책, 14-30면(특히 29면).
39) 박찬주, 앞의 논문, 841-8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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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는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따르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51조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같은 법 제52조도 사문화되었다고 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할 듯한데, 오

히려 이것과의 조화로운 해석을 근거로 드는 것은 좀 이상하다. 조화로운 해석의 

면에서 보자면, 같은 법 제51조에서 당사자능력을 민법의 권리능력 규정에 의거하

도록 하면서 특별히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하여 제52조의 예외 규정을 둔 것은 그

것이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고 보는 쪽이 훨씬 매끄럽다.

우리 법제를 비롯한 독일, 일본 등의 여러 민사법 체제는 인적 결합에 대하여 

크게 법인인 사단, 법인이 아닌 사단 그리고 조합이라는 세 가지 형태를 예정하였다. 

하지만 이들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표 1>에서 보았듯이 서로를 준별하여 저마다에 

다른 법률 효과를 규정하고 있어 남다르다. 여기서 권리능력을 갖는 것은 법인인 

사단이며, 따라서 법인이 아닌 사단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사단성을 갖추지 못한 인적 결합은 조합이 된다. 이는 법인격의 취득 여부로 

권리능력을 정할 수 있는 편리한 체제이다. 권리능력을 지닌 존재를 인(人)이라 하고 

이를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누는 일반적인 법이론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 민법의 태도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다.41) 곧, 민법이 

규정하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란, 법인이 아니기에 권리능력을 가질 수 없어 소유권이 

단체 자체가 아니라 사원들의 총합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성질상 단체적 

소유인데도 사단에게 주어질 수 없어서 사원들의 소유인 형태로 구성하는 탓에, 

소유 형식은 공동소유이면서도 사원의 지분이 성립하지 않는 총유의 방식으로 하게 

되었다. 공동소유 형태로서 총유를 규정한 이상 부동산의 경우 등기도 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 부동산등기법 제26조는 그에 관한 규정이다.42) 이처럼 해석하게 되면, 

40) 강태성, 앞의 논문, 84면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법의 사문화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법

인 아닌 사단�에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법(제48조)과 등기

능력을 인정하는 부동산등기법(제30조 제1항: 현행 제26조 제1항[글쓴이])은 총유를 

규정하는 민법 제275조∼제277조와는 양립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민사소송법 제48조

와 부동산등기법 제30조는 재산권이 �법인 아닌 사단�에 단독으로 귀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2002년에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제52조에서 규율하는 데 여기서는 개정 전 조문인 제48조로 말

하고 있다. 같은 일은 전경운, 앞의 논문, 162면에서도 보인다.). 하지만 이 주장대로의 

전제를 따른다면,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2조가 아닌 제51조를 적용하게 되므로, 제52조의 존재 때문에 총유 규정이 삭제되

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다.
41) 이하의 내용은 임상혁, “민사법체계에서 조합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검토”, 민사소송, 

13-1 (2009. 5),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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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의 개념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법인이 아닌 사단에 관한 소유 관계와 

등기능력을 설명할 수 있으며, 법인격 없는 존재에게 권리능력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해석을 피할 수 있다. 여기에는 총유 규정의 존재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총유 규정이 없는 독일이나 일본의 법제에서는 위와 같은 구성을 하지 

못한다. 법인이 아닌 사단이 권리능력이 없다면, 사원들의 총유라는 방식으로조차 

소유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법인이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에 관

하여 학설이 분분하며,43) 또한 이에 따라 권리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입장도 

여러 양태를 보이게 된다. 독일에서는 더구나 법인이 아닌 사단의 규율에 관하여 

조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난맥을 일으킨다. 이는 해석을 통하여 

사원의 집합체로서, 다시 말해 총유의 방식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길

조차 봉쇄한다. 독일 민법의 체제 아래서는 법인이 아닌 사단은 조합의 소유 형태인 

합유와 유산한 방식으로 하는 따위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구성원의 개성이 

유지되고 지분이 존재하는 인적 결합의 소유 형태에 의존하는 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인적 결합체에 대하여 곧, 사단성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법률이 

권리능력을 부여한 것을 (사단)법인이라 하여, 법인격은 곧, 권리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독일의 법이론도 또한 이러한 기반에서 출발을 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독일에서 권리능력은 법인격과 개념적으로 분리되어 독자적인 길을 택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고,44) 마침내 조합에까지 권리능력을 인정하기에45) 

42) 명순구, 민법총칙, 법문사, 2005, 257-260면에서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 당사자능력과 

등기능력을 가지고, 사원의 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단독 소유라는 의미이기 때문

에, 법인이 아닌 사단이 권리능력을 가진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권리

능력이 없어서 단독 소유로 규정하지 못하고 권리능력이 있는 사원의 총유로 할 수밖

에 없었다는 점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이 권리능력이 없다는 것은 법체계상 전제되어 

있다고 해야 하며, 그 전제 아래서도 민사소송법과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은 해석될 수 

있다.
43) 정병호, 앞의 책, 21-22면의 요약 참조.
44) 이에 대한 학설과 과정에 대하여는 안성포, “민법상 조합의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 –

2001년 1월 29일 독일연방법원의 변경된 판결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10-3 (2003. 9); 

남기윤, “私法상 法人槪念의 새로운 構成 – 새로운 法人理論의 提案 –”, 스티스, 70 

(2002). 참조. 이러한 독일의 경향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견해도 적지 않다. 

특히 남기윤, 위의 논문에서는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하여 ‘미등기 사단’으로 부를 것을 

제안하고 있다(205면).
45) BGH 2001, 1. 19. II ZR 331/00 11면: “만약 민법상 조합에 대하여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한다면, ZPO 제50조에 따라 권리능력에 상응하는 소송상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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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렀다.46) 이렇게 본다면, 오히려 우리 민법은 총유 규정 덕분에 인(人)의 개념 

아래 자연인과 법인을 비교적 깔끔하게 규율할 수 있는 체제라고 해석해 볼 수 있

는 것이다.

(4) 전근대성에 대한 검토

총유 제도의 전근대성을 많이 이야기 한다. 이의 배경에는 독일 전근대적 공동체의 

총유 이론이 소유 형태를 해명하면서 출발했다는 점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총유 이론 자체는 매우 근대적인 산물이라는 것을 잊는 듯하다. 다시 말해, 마르크 

공동체가 전근대적이었던 것이지 총유 제도가 전근대적인 것은 아니다. 총유 이론 

자체는 사회에 존재하는 인적 결합체의 소유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나름대로 깊은 

고민 끝에 만들어낸 근대적 산물이다.47) 사실상 게르마니스텐, 특히 기이르케(1841

∼1921)가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48) 따라서 매우 근래에 

출현한 학설로서 이론 자체는 현대 이론인 것이다.

우리의 전통적인 단체들은 마르크 공동체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율인 

총유는 우리 사회에서 효용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49) 현재에도 마르크 

능력을 부인할 수 없다.”(Erkennt man die Fähigkeit der Gesellschaft bürgerlichen Rechts 

an, Träger von Rechten und Pflichten zu sein, kann ihr die Parteifähigkeit im Zivilprozeß, 

die gemäß § 50 ZPO mit der Rechtsfähigkeit korrespondiert, nicht abgesprochen 

werden.) 여기서 제50조라는 것은 특히 그 제1항(권리능력이 있는 이는 당사자능력이 

있다)을 말한다. [판결 원문은 http://juris.bundesgerichtshof.de/cgi-bin/rechtsprechung/document. 

py?Gericht=bgh&Art=en&Datum=2001&Sort=3&Seite=75&nr=22085&pos=2272&anz=2408

에서 참조함. 이 판결은 번역이 있다. 장윤기․윤정인․조광국, “조합의 당사자능력

(독일연방통상법원 2001. 1. 29.자 판결)”, 재 과 례, 제12집[최덕수 대구고등법원장 

퇴임기념](2004. 1).
46) 조합에까지 독일에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변화를 보인 데 고무되어, 우리 제도에의 

도입을 역설하기도 한다(안성포, 앞의 논문, 309면). 하지만 이 판결은 조합의 권리능

력을 인정함으로써 당연히 당사자능력이 인정된 사례이다. 독일 민사소송법 제50조 

제2항(우리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대응)을 해석․적용한 결과가 아닌 것이다. 우리 법

으로 이야기하자면 민사소송법 제50조 제1항과 관계된다고 할 것이다.
47) 역사적 연혁을 들면서 총유 이론을 비판하는 최문기, 앞의 논문, 432-433면; 명순구, 

앞의 논문, 351면 등에서도 총유이론은 기이르케 등의 게르마니스텐에 의해서 체계화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48) 그렇기에 전통적인 입장의 로마니스텐은 이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박하였

으며(石田文次郞, 앞의 책, 182면), 이들이 주도했던 독일 민법에 당연히 총유는 반영

되지 않았다(이 과정에 관해서는 정종휴, 앞의 논문, 52-54면).
49) 최문기, 앞의 논문, 432-433면; 명순구, 앞의 논문, 3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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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와는 다른 많은 여러 형태의 수많은 사단이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채 존재

한다. 이들의 소유 관계는 총유를 바탕으로 규율되고 있고, 판례도 쌓여 있다. 

법학의 많은 개념들은 모두 전근대적이었던 서구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던 데서 

유래한다. 그 사회적 기저가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이 수많은 법이론들이 현재까지 

유용한 법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은 그것들이 보편적 타당성을 획득하였기 때문이

다. 결국 따져져야 할 것은 오늘날 우리 법체계에 합리적인 규율 근거를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들이 총유 규정으로 규율될 수 있는 까닭은 이

들이 독일의 전근대적인 단체들과 유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사단성의 

기초를 갖고 있어 조합처럼 규율하기 어렵고, 그러면서도 권리능력을 가진 법인과 

똑같이 소유권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존재에 대하여, 근래에 이론적으로 매끄

럽게 체계화하려고 노력한 결과로 탄생한 개념으로써 적용할 만하였기에 활용되는 

것이다. 결국 총유는 있는 매우 근대적이고 나름의 합리적 근거를 지니는 개념인 

것이다.

(5) 체계적 부정합

결국 폐지론은 총유 제도가 민사법 체계에서 정합하지 못하다는 주장을 하며50) 

관련규정을 삭제할 것을 주장한다. 주로 등기능력을 가진 것을 문제 삼지만 민법의 

공동소유에서 총유를 규정하였으면 등기법에도 관련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은 오

히려 체계 정합적이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갖는 것이 

체계부정합적일 이유가 없다. 결국 법인이 아닌 사단은, 법인이 아니기에 권리능력을 

가질 수 없어 소유권이 단체 자체가 아니라 사원들의 총합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기에 총유라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성질상 단체적 소유인데도 사단에게 

주어질 수 없어서 사원들의 소유인 형태로 구성하는 탓에, 사원의 지분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이 굳이 민사법체계에 부정합이라 매도될 만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체계 부정합적인 면이 생길 수 있다.

총유 규정의 폐지 이후의 대안에서도 또한 그에 대한 대비책을 뚜렷이 하고 있지 

50) 앞에서 든 법무부의 개정시안이 체제 정합적이지 못하다고도 주장되는데, 법무부의 

시안은 이제까지 통설과 판례가 인정해 온 대로,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 인가나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한 데 불과하므로, 

결국 그 주장은 현행 규정이 체계에 정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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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듯하다. 물론 법인이 아닌 사단도 권리능력이 있다고 보는 입장에 선다면 이미 

사문화되었다고 강변하는 총유규정은 폐지하기만 하면 될 뿐이라고 하겠지만,51) 

그러한 태도를 명시적으로 내비치지 않으면서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52)에서는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총유 규정을 폐지하자는 대신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한 규율 문제는 특수지역권으로 해결하자는 견해도 있다.53) 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뚜렷하지 않고, 주장 내용도 확실히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다.54) 그밖에도 뚜렷이 대비책을 내세우는 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55)

중요한 것은 총유 규정의 폐지는 소유권 제도를 비롯한 우리 민법의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문제라는 것이다. 공동소유의 한 형태가 헐리는 것을 비롯하여, 

앞에서 살핀 대로 권리능력의 개념, 법인격 제도 등 이제까지 구성해 왔던 법 개념 

체계의 재구성까지도 생각해야 할 사안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폐지론은 

너무 간단하게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다. 어쩌면 총유 규정의 존재가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체제 부정합보다—과연 부정합한지 모르겠지만—그 삭제 때문에 일어

날 체제상의 충격과 혼란이 훨씬 뚜렷하고 중대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에 반하여 

대비책은 너무 소박해 보인다.

V. 맺으며

이제까지 우리 민사법 체계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가장 논의가 많이 되는 총유 규정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현재 

51) 강태성, 앞의 논문들뿐 아니라 준사단법인을 주장하는 김교창, 앞의 논문이나 미등기

사단이라 부를 것을 제안하는 남기윤, 앞의 논문도 기본 입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52) 어쩌면 이런 입장에서도 법인이 아닌 사단의 권리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점을 

바탕에 깔고 있는지 모른다. 예를 들면, 김대정, 앞의 책, 64면: “현행민법의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의 재산이 단체에 귀속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사단의 

재산을 사단 구성원의 공동소유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민법 제275조 내지 제277조의 

규정은 신설되는 제39조의2의 규정과 整合的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53) 김대정, 앞의 책, 68-71면에서는 총유 규정을 폐지하고, 민법 제302조의 특수지역권 

조항의 개정하고, 제302조의2를 신설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의 권리를 규정하자고 제안

한다.
54) 김대정, 앞의 논문에서는 앞의 책보다 후퇴하여 제302조의2의 신설을 뺐다.
55) 정병호, 앞의 책에서는 총유 규정의 폐지에 찬동하고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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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과 관련하여 총유 규정의 폐지가 큰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본다. 총유 규정의 폐지 문제는 중의가 모여 결정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행 제도에 대하여 올바른 파악과 진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그것을 위해 이 글에서는 특히 총유 이론이 주로 비판 받는 내용 곧, 

비교법적으로 유래 없는 전근대적인 제도라는 점, 법인이 아닌 사단의 다양한 양태를 

규율하지 못하기에 법인이 아닌 사단도 권리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따라서 

현재 총유 규정은 민법의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따져 

보았다. 그리고 그것들은 오해에 기반한 면이 있는 데다 적절한 비판도 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현행 제도는 나름의 깔끔한 체제 정합성을 보여준다고 결론지었다.

법인이 아닌 사단은 법인이 아니기에 권리능력을 가질 수 없어 소유권이 단체 

자체가 아니라 사원들의 총합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다. 총유의 특징

에는 성질상 단체적 소유인데도 사단에게 주어질 수 없어서 사원들의 소유인 형태로 

구성하는 측면이 있어, 소유 형식은 공동소유이면서도 사원의 지분이 성립하지 방식이 

되는 것이다. 공동소유 한 형태로서 총유를 규정한 이상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등기법 제26조를 두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51조에서 

당사자능력을 민법의 권리능력 규정에 의거하도록 하면서도 특별히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하여 제52조를 둔 것은 그것이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 조화로운 규정이 된다. 이처럼 해석하게 되면, 권리능력의 개념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법인이 아닌 사단에 관한 소유 관계와 등기능력, 당사자능력을 설명할 수 

있으며, 법인격 없는 존재에게 권리능력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해석도 피할 수 있다.

총유 규정의 폐지는 위와 같이 정합된 체제를 바꾸어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는 

문제를 담고 있다. 앞으로 우리 민법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정하여 어느 쪽의 선택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인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유권 제도 특히 공동소유의 형태의 변경을 비롯하여, 권리능력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형성, 법인격 제도가 갖는 의미의 변화 등 우리 민사법 체계의 재구성까지도 

생각해야 할 사안인 데 비하여 그 폐지는 너무 가볍게 이야기되는 듯이 느껴진다. 

우리 민사법 체계에서 법인이 아닌 사단이 자리 잡고 있는 정확한 모습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와 관련하여 총유 규정이 갖는 역할도 전면적인 이론적 검토를 거치면서 

개정 논의도 나아가야 할 줄로 믿는다.

투고일 2013. 8. 11     심사완료일 2013. 8. 27     게재확정일 201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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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egal Status of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on the Civil Law System in Korea

– Focusing on the Collective Ownership–

Ihm, Sahng Hyeog*

56)

One of the issues surrounding current discussion about amendments of the 

Civil Law Code is the regulation of an unincorporated association (Verein ohne 

Rechtsfähigkeit). Especially it is related to the controversy over the abolition of the 

collective ownership (Gesamteigentum). Accurate analysis and diagnosis of the legal 

status about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of course, can lead to a appropriate 

conclusion. Here I reviewed critical studies on the collective ownership: it is an 

unprecedented legislation based on merely premodern theory, which cannot regulate 

various kinds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s, because actually they have the legal 

capacity (Rechtsfähigkeit). I tried to prove that these diatribes are not appropriate 

because they result from misunderstandings, and that the current composition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 and collective ownership quite match civil law system in 

its way.

Because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can’t have the title of the property, the 

property right is entitled to the sum of its group members whose shares are not 

permitted. It is natural the collective ownership is also a title of the proprietary right 

and should be possible to register its title on the registration book. Article 26 of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is ticketed for it. And article 52 of Civil Procedure 

Code allows the unincorporated association to sue and to be sued in its name as an 

exception to article 51 based on the general premise that corporate juridical person 

such as incorporated association can be a partner in litigation. The abolition of the 

* Associate Professor, Soongsil University Colleg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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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ve ownership can bring about the drastic change to this structure. Abolitionists, 

however, seem to take the problem lightly. Amendment discussions should be led by 

a deep understanding about system and functions over the association and ownership.

Keywords: unincorporated association (Verein ohne Rechtsfähigkeit), collective 

ownership (Gesamteigentum), corporate juridical person, amendment of 

the Civil Law Code, article 26 of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article 52 of Civil Procedure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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