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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특집: 한국의 법학 명 〉

金曾漢, 新物權法(上)(下)

(법문사, 1960년 및 1961년, 676쪽)
― ｢獨自的 民法體系｣의 試圖 ―

 1) 梁 彰 洙*

Ⅰ.

1년간의 ｢교양과정｣을 마치고 1971년 3월에 동숭동의 법 로 통학하면서, 

공과목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민법은 김증한, 곽윤직, 황 인의 세 분이 강의하

다. 학생 정원은 법학과가 100명, 행정학과가 60명이었다. 행정학과 강의는 황 

교수가 담당하고, 법학과를 학번순으로 50명씩 나 어 앞의 70000부터 70050까

지를 김 교수가, 뒤의 70100까지를 곽 교수가 강의하는 것으로 미리 정해져 있

었다. 이는 졸업 때까지 바 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김 교수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 당연히 나는 김증한⋅안이 의 교과서를 구입하 다. 1971년  무렵에 

김증한⋅안이 의 교과서는 新債權各論까지 다 나와 있었지만, 곽 교수의 교과

서는 債權各論(下)가 아직 출간되지 않고 있었다. 강의에 들어가 보면, 김증한 

교수는 교과서를 천천히 읽었고,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는 일은 많지 않았다. 

학기가 시작되어도 강의는 늦게 시작해서 돌연 끝나는 것이 사 다. 선거에

서의 부정을 고발하고, 교련을 반 하고,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경제의 외 

종속을 규탄하고, 구속된 동료 학생들의 석방을 외치는 데모로 학교는 그리 쉽게

도 일 일  문을 닫았다. 나는 2학년에 올라오면서 사학과로 과하려던 희망과 

시도가 “미성년자의 의사표시는 법정 리인의 동의가 없었으면 취소될 수 있다”, 

그리고 “취소한 법률행 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는 법리(아아, 민법 제

5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141조 본문!!)를 동원한 압력 등으로 인하여 물거품이 

된 참이어서, 법 책은 손에 쥐기도 싫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인 1969년의 9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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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3선개헌을 반 하는 데모를 주동하다가 무기정학을 당한 데다가, 학교 2

학년 때는 정부를 비난하는 私製 油印物을 아침 일  아무도 없는 강의실의 책

상 에 뿌렸다가 미리 발견되어 사그리 회수된 일이 있다. 미리 회수되어 별다

른 ｢해｣도 없으니 법 에 수석입학한 학생을 ｢처분｣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지만(이것이 學生課의 무슨 선생님이 한참 후 졸업 무렵 나에

게 한 말이었다), 각종의 이른바 담당자들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박을 당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학교 학생인 재일동포 친구와 술을 마시고 통 을 피하여 

그의 하숙집에 갔을 때 밤을 새워 긴 이야기를 나 었는데, 그 후 얼마 안 있다

가 방학을 일본에서 지내고 돌아온 그가 어떤 희한한 문서를 보여 주었다. 심장

이 멎는 듯 무서웠다. 당시 나의 웅은 金芝河 다. 그는 1970년 5월에 思想界
에 ｢五賊｣을 발표하여 바로 구속되었지만, 나는 그것을 읽고 표 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표 이 되는 기막힌 변증법에 완 히 매혹되었었다. 문리 로 간 교양과

정부의 연극반 친구들은 늘상 그에 해 말하곤 했다. 그러나 나는 김지하를 뒤

좇을 재목이 못 되었다. 나는 갈팡질팡하는 가운데 끝내는 그것을 인정해야 했

다. 결국 나는 랑스 문학으로, 외국어 공부로, 그리고 카뮤의 시지 스神話의 

향으로 한참 열을 냈던 연극으로 도피하 다. ｢담당자｣들도 자신들이 거둔 이 

조그마한 ｢성과｣에 만족하는 듯이 보 다. 1972년 에 긴 겨울방학을 끝내고 

학교로 돌아온 나는 법 공부에 매달렸다. 열심히 공부했다. 김증한⋅안이 의 교

과서를 애써 익혔다. 1972년 10월에 이른바 10월유신이 있었다. 김철수 교수의 

憲法學槪論은 유신헌법의 성격을 新大統領制 헌법, 즉 후진국형 독재헌법으로 

설명하 다고 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겨우 발간될 수 있었다.

나는 1973년 겨울에 행하여진 학원 입학시험에 합격하 다. 학원에 들어

가서 무엇을 공할 것인지 생각해야 했다. ｢과학｣을 신 하는 李宗基는 형법학

의 체계성에 매료되어 학원에서 형법을 같이 공부하자고 나를 구슬렸다. 그럴

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비상조치의 서슬이 퍼런 때에 형법을 공부하는 것이  

께름칙했다. 그 다면 민법밖에 없었다. 학부에서 강의를 들었고 그리고 내 고등

학교 선배로서 법  1년 에 있던 김학동 형의 아버님이며 평창동의 자택으로 

방문하여 말 을 들은 이 있는 김증한 교수를 지도교수로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1974년 2월에 시행된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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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곽윤직 교수의 민법강의 시리즈가 그 후 완결되었지만, 나는 계속 김증한⋅안

이  민법강의 시리즈로 공부했다. 그러나 물권법 교과서만은 두 분의 編著가 아

닌 김증한 著의 新物權法(上)와 新物權法(下)이었다.1) 1981년에 나온 김증한 

교수를 한 화갑기념논문집에 실린 ｢晴軒 金曾漢 博士 著書⋅論文目錄｣에는 이

유를 알 수 없으나 이 책들이 실려 있지 않다. 그러나 刊記가 ｢檀紀 4293년 4월 

5일  발행｣으로 되어 있는 新物權法(上)과 ｢西紀 1961년 4월 5일  발

행 / 西紀 1962년 4월 5일 修正初版 발행｣으로 되어 있는 新物權法(下)를 내 

손에 들고 있으니, 그 목록은 그 에서 불완 한 것이다.

Ⅲ.
2)

1. 해방 후 민법  제정 의 민법학의 상황이 어떠하 는가를 웅변으로 보여

주는 것은, 1947년의 일본민법 개정 에 나온 我妻榮의 民法講義 시리즈 4권, 

그리고 民法 Ⅱ의 채권각론부분이 1950년과 1951년에 우리말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이다. 역자 安二濬이  책을 번역하는 동기에 하여 쓴 바를 보면,3) 결국 

하나는 당시의 우리 ｢법률문화｣, 즉 민법학이 당시에는 아직 “昭和 初年 이래 십 

수 년간 일본민법학계의 지도  치에 섰던”4) 我妻榮의 ｢수 ｣에 미치지 못하

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책을 통하여 ｢ 상에 한 철 ⋅정확한 인식｣

을 얻음으로써 ｢세계의 진운에 뒤떨어지지｣5)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1) 1970년에 眞一社(이는 김증한 교수의 저서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말하자면 개인 출판
사이다)에서 이들을 개정한 物權法(上)과 物權法(下)가 출간되었다.

 2) Ⅲ. 및 아래 Ⅳ. 항목은 많은 부분에서 양창수, “한국법에서의 ｢외국｣의 문제 － 한국 
민법학 초기의 어떤 모습을 계기로 하여”, 民法學의 現代的 樣相 : 羅岩 徐敏 교수 停

年 記念 論文集(2006), 67면 이하를 축약한 것이다. 
 3) 我妻榮, 安二濬 譯, 擔保物權法(1950), 譯序 2면 이하. 
 4) 이 글에서의 인용은 가능한 한 한자를 배제하고 한글로 바꾸었고, 띄어쓰기나 맞춤법

을 오늘날의 그것에 맞추었다.
 5) 安二濬(註 3), 譯序 2면은, 我妻榮의 민법학에 대하여 “氏의 비범한 재능과 진지한 연

구는 本書로 하여금 … 보편적 가치를 자랑하게 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현대민법의 
세계적 수준에 접하게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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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한국의 민법학은 문자 그 로 ｢번역법학｣으로부터 출발하 다고 하여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2. 그 후 金曾漢6)은 安二濬과 함께 1954년부터 “[이 我妻榮의 교과서를] 근간

으로 해서 우리 법 실에 합하게” 민법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을 수행하여, 1956

년부터 1958년까지 사이에 物權法(1956년), 擔保物權法(1957년), 新民法總

則, 新債權總論, 新債權各論(上)(이상 각 1958년)을 두 사람의 ｢共編｣ 는 

｢編著｣로 하여 잇달아 출간하 다. 그 책들은 “ 체로 일본의 아처 교수의 민법

강의를 토 로 하여, 우리 행법령과 다른 을 우리 법령과 맞추고, 조선고등

법원 례와 법원 례를 가하여서 엮은 것”이라고 하고 있다.7) 이와 같이 하여 

애 의 ｢飜譯法學｣은 이제 말하자면 ｢飜案法學｣으로 개되어 갔다. 

실제로 민법에 한 한 의 역서 는 편 서는 어도 상업 으로는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다.8) 그리고 한국 민법 이 시행된 1960년 이 은 물론, 그 이후에

도 10년 이상에 걸쳐 한국의 표 인 교과서의 지 를 유지하 다.

3. 주로 민법안  그에 한 법제사법 원회의 수정안에 한 민법 공 학

자들의 입법의견을 모은 民法案意見書라는 의견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김증

한은 이를 마련하는 데 직  여하고 주도하 다. 그러나 결론 으로 민법제정

 6) 김증한은 1920년 출생으로, 1944년 京城帝國大學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46
년에 서울대학교가 설립되면서부터 동 대학교 법과대학에 교수로 재직하였고 1986년 
2월에 정년 퇴임하였다. 그의 생애는, 安二濬 編, “韓國法學의 證言”, 故 金曾漢 敎授 

遺稿集(1989), 編者 머리말에 의하면, “한마디로 해방 후 한국의 법질서를 학문적으로 
기초 놓는 교두보의 역할을 한 일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선생의 한평생
은 곧 현대 한국법학의 역사 그 자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가 한국 민법학의 제1세
대를 대표하는 사람임에는 異論의 여지가 없다.

 7) 金曾漢⋅安二濬 共編, 新民法總則(1958), 머리말.
 8) 가령 安二濬, “내가 아는 인간 安洹玉 회장”, 博英社40年史編輯委員會 編, 博英社 40年

(1993), 494면에는, “이 편저들은 민법교과서가 전무하다시피 했던 당시의 상황과 우
리의 자주적인 민법전의 제정⋅공포⋅시행의 직전⋅직후라고 하는 시대적 여건에다가 
박영사측의 혼신의 노력 경주와 원저서가 명저라는 점 등에 힘입어 조금 과장하면 그
야말로 洛陽의 紙價가 오를 만큼 좋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라는 기술이 
있다. 博英社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학 관련 출판사임은 주지하는 대로이다. 또 同
書, 33면에 의하면, 1953년 당시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동 출판사에서 “안이준 씨
가 번역한 일본학자 와가스마(我妻)의 민법, 특히 ≪물권법≫의 지형을 대여하여 출간
한 것이 起死回生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梁 彰 洙 [서울 학교 法學 제48권 제3호 : 206～218210

과정에서 학자들이 그 내용에 하여 주도 인 향력을 가지지 못하 다는 

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9) 그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도 있다. 민법 편찬

요강안이 작성되기 시작한 후 민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를 마친 1947년부터 1957

년까지의 10년 사이에 민법제정과정을 주도한 것은 일제 아래서 법조인자격을 

취득하고 활동한 실무가들이었다. 말하자면 이들 법 편찬 원회 원들은 1945

년 8월 복 당시에는 기성법률가층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아직 

학이 정비되지 아니하 고  법학계라고 하여도 “도 히 독립한 단 를 가진 

학계라고는 볼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10) 아마도 이는 부득이 그 게밖에 

될 수 없었던 것이다.

4. 1958년 2월에 민법 이 공포되었다. 이제 이를 해석론 으로 처리하는 일은 

민법학자들의 몫이 되었다. 학자들의 노력은 무엇보다도 한국민법이 의용민법, 

즉 일본민법과 다른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제도, 다시 말하면 일본민법학의 이론

으로는 쉽사리 설명될 수 없는 민법규정의 해석론에 집 되었다.

김증한과 안이 은 1960년 1월 1일부터 민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종 과 

같이] 新舊民法을 역 의 차이 없이 병렬 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신)민법을 주로 하고, 그 해석론을 개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 ｢개정 ｣

을 펴냈다. 그리고 그 서술의 기본태도에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11)

  “이 개정 의 說述態度도, 기본 인 에 있어서는 舊版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즉, 아직도 일본의 아처 교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의 민법

강의를 토 로 하고 있다. 우리가 자주 으로 제정한 민법의 해석론의 개를 

지향하여 엮은 이 책이, 면 으로 외국학자의 이론에 의거하고 있음은, 慙慨

하지 않을 수 없는 바이다. 하루 속히 외국학자―특히 일본학자―의 결정 인 

 9) 그러나 여기서 共同所有에 관한 규정(민법 제262조 내지 제278조) 및 원시적 불능계
약에서의 계약체결의 과실책임에 관한 규정(민법 제535조)은 민법안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인 것으로서, 特記하지 않을 수 없다. 前者에 대하여는 우선 梁彰洙, “共同所有 
― 민법 제정과정에서의 論議와 그 후의 評價를 중심으로”, 同, 民法硏究, 제6권(2001), 
107면 이하(원래는 韓國民法理論의 發展: 李英俊 박사 화갑 기념 논문집(1999), 361면 
이하); 후자에 대하여는 梁彰洙, “民法案에 대한 國會의 審議(Ⅱ) － 國會本會議의 審
議”, 同, 民法硏究, 제3권(1995), 71면 이하 각 참조.

10) 兪鎭午, “韓國法學界의 回顧와 展望”, 高大新聞 60호(1954년 11월 24일 자), 3면.
11) 金曾漢⋅安二濬 編著, 新民法總則, 改訂版(1960), 머리말(“改訂版을 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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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신의 독자 인 민법체계를 완성하여야만 한다는 

것은, 言外의 사실이며, 우리 자신이 이 의 자각에 있어서, 人後에 뒤떠러지

지[원문 로] 않는다는 것도 한 진실이다. 이러한 우리의 자각은, ｢新物權法

(上)｣의 공간이라는 유형  모습으로서, 물권법의 일부에 한한 것이기는 하지

만, 이미 그 일단이 실화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총칙의 부

분을 포함한 爾餘의 부분에 해서는, 이 자각의 실화는 우리 양인에게 무거

운 짐이 된 채, 미래의 과제로서 남겨져 있다. 우리는 이 과제를 가장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 수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독자 제 께서는 우리가 이 책의 개

정 을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내어놓은 것을 諒納하여 주심을 冀願하는 바

이다.”

이와 같이하여 일 부터 ｢독자  민법체계의 완성｣이라는 과제가 설정되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 과제설정 자체의 타당성은 ―｢독자 ｣이라는 말의 의미에도 

달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겠으나― 크게 나무랄 바 없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한국민법학의 제1세 를 표하는 학자의 말에서 ｢우리 자신의 독자 인 민법체

계를 완성하여야 한다｣는 것이 가장 무거운 지표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1. 여기서 ｢우리 자신의 독자 인 민법체계를 완성하여야 한다는 자각｣의 유

형  실 물로서 新物權法(上)(1960년)이 언 되어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

다.12) 이와 같이 우리 민법학의 제1세 의 기수인 김증한이 자신에게 부과한 기

본 인 학문  과제의 실 물로서 스스로 이를 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은 

우리 민법학의 역사에서 특기할 만하다. 일본에서는 1970년 에 들어와서도 “오

늘날 우리 민법학자의 일은 아처 박사의 이론⋅체계를 목표로 이것을 비 하고 

부수어서, 새로운 것을 세우는 데 있다”는 발언이 행하여지고 있었던 것이다.13)

12) 新物權法(上)은 서론, 그리고 점유권과 소유권에 각 한 章씩을 배치한 다음에 비로소 
마지막의 제4장에서 ｢물권의 변동｣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이러한 장 배치는 매우 흥
미로운 것이다. 그 후에 나온 物權法(上)(앞의 註 1 참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1980년에 나온 物權法, 改稿版에서 비로소 이러한 배치는 버려지고, ｢물권의 변동｣은 
서론 다음의 제2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13) 星野英一, 民法槪論 I (1971), はしがき, 11면. 그는 그 몇 년 후 我妻의 사망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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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증한이 왜 하필 물권법에서 자신의 ｢학문  독립｣의 구체  작업에 착수

하 는지를 우리는 신물권법(상)의 ｢머리말｣에서의 다음과 같은 언명을 읽을 

수 있다.

  “ 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 을 구민법과 비교하건 ,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물권편이다. 그 주요한 차이 을 들어 보더라도, 물권변동에 하여 형

식주의를 취하 고, 유의 개념에 하여 객 주의를 취하 고, 상린 계에 

한 규정이 많이 늘었고, 地上權이 매우 강화되었고, 소작권과 부동산질권을 

폐지하는 신에 세권을 물권으로 등장시켰고,  당권에 하여도 달라진 

이 많다. 그 에서도 특히 물권변동에 한 형식주의의 채택은 재산법체계

의 부에 걸치는 기본원칙의 환인 만큼, 그 실제  향도 크거니와, 이론

상으로도 그 해석론을 세움에 있어서 무궁무진하게 새로운 의문에 착하게 

한다.

  물권편의 규정이 이만큼 크게 달라졌다는 사실은, 필연 으로 일본서 에의 

의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동시에, 독일의 법이론을 참고해야 할 필요성을 훨

씬 더 높이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 안 교수[안이 을 말한다]와 본인의 

공동으로 된 민법강의가 아처 교수의 민법강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을 수 없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이 책을 지음에 있어서, 특히 신법에서 달라진 에 주력하여, 독일의 이론

을 참고로 하면서, 우리 사회생활의 실에 합하고, 의 법률사상을 반

한 해석론을 수립하려고 힘썼다.”14) (고딕체에 의한 강조는 인용자가 가한 것

이다.)

그런데 물권편의 규정이 의용민법과 많이 달라졌다고 해도, 어떠한 이유로 그

것이 “독일의 법이론을 참고해야 할 필요성을 훨씬 더 높이게 되었”는지는 반드

시 명확하지 아니하다.15)

쓴 글에서 “本稿를 쓰려고 해서 다시 한 번 [我妻의 교과서 시리즈인] ｢講義｣를 훑어 
본 후에는 역시 이만큼의 質과 量을 갖춘 ｢강의｣를 따라잡고 넘어서는 것은 도저히 
무리일 것이라는 체념에 가까운 기분을 다시금 느끼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星野英
一, “我妻法學の足跡 ― ｢民法講義｣など”, 同, 民法論集, 제4권(1978), 61면(원래는 
ジュリスト 563號(1974년 6월 21일 자. 我妻榮 先生 追悼 臨時 增刊號), 40면). 

14) 金曾漢, 新物權法(上), 4면. 그리고 “이번에 물권법에서 시작하여 다른 부분도 점차로 
아처 교수의 틀을 벗어나서 독자적인 저서로 길러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同所, 5면).

15) 한국민법에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관한 규정은 제186조, 제188조 및 제3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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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하여 김증한은 민법의 기축  지 에 있는 물권변동에 하여 입법상

의 태도 환을 계기로 독일의 물권행 론, 특히 물권행 의 이른바 독자성과 무

인성의 이론을 받아들여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 주장하 다.16) 그런데 無因的 

物權行爲의 이론은 지극히 독일에 특유한 것이었다.17) 그는, 첫째, 물권행 가 채

권행 와 별개의 행 라고 하면, 그 유효성 여부도 채권행 의 그것과는 별개로 

정하여져야 한다는 것, 둘째, 물권  법률 계는 모든 사람에 하여 명료함을 

이상으로 하므로, 당사자 간에서만 문제되는 원인행 의 유효성 여부 때문에 

향을 받게 하는 것은 당치 않다는 것, 셋째, 이를 인정함으로써 등기에 공신력

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민법의 결함을 보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물권

행 의 무인성을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18)

이다. 이들은 그 용어 및 체계에 있어서 독일민법의 규정보다는 스위스민법에 더욱 類
緣性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16) 金曾漢, 新物權法(上)(1960), 229면 내지 257면. 그 전에 이미 이 문제와 관련하여 同, 
“物權變動에 있어서의 意思主義와 形式主義. 民法草案의 檢討”, 法曹協 雜誌 5권 8⋅
9호(1956.12), 41면 이하; “物權行爲의 獨自性과 無因性”, 法曹 7권 1호(1958.1), 11면 
이하; “形式主義의 採擇에 따르는 諸問題. 新民法에 대한 解說과 批判”, 法政 14권 12
호(1959.12), 25면 이하 등을 발표한 바 있다. 

17) 독일의 비교법학자 츠바이게르트와 쾨츠는 그들의 비교법입문, 제1권의 제1판에서 ｢독
일法圈｣의 전형적 표지로서 ｢무인적 물권계약(abstrakter dinglicher Vertrag)｣을 들고, 
그 내용 및 찬반의견을 검토하고 난 다음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무인적 물권
계약｣의 이론과 이를 둘러싸고 행하여진 논란은, 독일법권의 법교의학이 경험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법적으로 유의미한 여러 생활사실로부터 관계 당사자들의 
실제적인 표상이나 관념과는 아예 無緣하고 극도의 추상성을 갖춘 법형상이나 법개념
을 추출하려는 경향을 어느 정도로 가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 준다. … 이러한 이론적 
장치들이 관련 당사자들의 실제의 관념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의미에서 
｢현실과 동떨어진(lebensfremd)｣ 것이라고 해도, 이들 장치가 어디까지나 실무적으로 타
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아직 이를 체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독일법에서 실무상 무인성원칙은 준수되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깨뜨려지고 있는 것이다.” Zweigert & Kötz, Einführung in die Rechtsvergleichung 
auf dem Gebiet des Privatrechts, Bd.1, 1.Aufl.(1971), S.225f. 그 후 1984년에 나온 이 
책의 제2판에서는 이와 같이 여러 法圈의 ｢전형적인 법형상｣(그 외에 예를 들어 프랑
스법권에서는 非嫡出子의 법적 지위가, 영미법권에서는 신탁이 그에 해당한다)에 관한 
각 章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이는 책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게 하려는 배려에 의한 것
이고 서술 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리하여 “그에 관심이 있으면 제1판의 그 
부분을 참조하라”고 여전히 지시되고 있다(同書, Vorwort zur 2.Aufl., S.VI 참조).

18) 金曾漢은 그 외에도 “독일의 이론을 참고로 하면서” 도입을 주장한 것으로는 ｢물권적 
기대권｣의 이론이 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독일에서 Ludwig Raiser가 독일법학자
대회에서 보고한 것을 정리해서 Dingliche Anwartschaften이라는 책자로 낸 것을 도입
하여 ｢물권적 기대권론｣으로 주장한 것은 아직도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문제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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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장은 1960년  한국민법학계의 최 의 논란거리 다. 민법 의 공포 후 

10여년이 지난 1969년에 이르러서, “채권계약과 물권계약의 개념, 채권계약에 

한 물권계약의 독자성⋅무인성의 제문제를 둘러싸고 우리나라의 민법학의 역사

상 가장 찬란하고 높은 이론  수 의 논쟁이 개되었었으며, 아직도 계속 ”

이라는 언명이 행하여진 바 있다.19)

4. 실제로 김증한의 독창  사고력을 보여주는 것은, 독일  이론을 그 로 도

입하려는 물권변동론에서라기보다,20) 새로 도입된 제한물권으로서의 傳貰權에 

하여 ―아마 아무런 ｢참고문헌｣이 없이― 개한 상세한 해석론21)이라고 생각된

다. 그 후 우리 민법학이 세권에 하여 행한 설명은 외 없이 기본 으로 김

증한의 서술에 좇은 것이다. 

하나의 를 들면, “ 세권은 용익물권이냐, 담보물권이냐” 하는 그 법  성질

에 한 周知의 논의가 그러하다. 이와 같이 논의되어야 할 요문제를 발견하고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그에 하여 제안된 해결책이 설득력 있는 것인가와는 

별도로― ｢명 ｣로서의 이름에 값하는 것이다. 김증한은 이 문제에 하여 당시

의 통설에 반하여 결론 으로 세권은 용익물권인 동시에 담보물권의 성질도 

겸유한다고 한다.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기본 인 차이는 객체에 한 지배가 

목표로 하는 바가 사용가치인가, 교환가치인가에 있고, 이러한 교환가치 지배성

이란 優先辨濟權의 유무로 단되는데, “ 세권자에게 경매권을 인정한 민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세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는

탤릭체는 원문대로)라고 서술하고 있다. 金曾漢, “韓國民法學의 進路”, 安二濬 編(註 
5), 145면(원래는 서울 학교 法學 26권 2⋅3호(1985) 所載)).

19) 李好珽, “프란츠⋅바이얼레의 物權契約論(上)”, 法曹 18권 1호(1969), 41면. 同所, 52면 
주 1에서 말하는 대로, 이는 주로 “金曾漢 교수(신물권법(상))와 郭潤直 교수(물권
법, 부동산물권변동의 연구(서울대학교 학위청구논문))” 사이에서 행하여졌다.

20) 나는, 독일이론에의 경사와 함께, 김증한의 法思考의 어떠한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서, 처의 행위능력 제한을 정하는 의용민법 및 의용민사소송법의 규정에 관하여 그 ｢적
용｣을 거부한 1947년 9월 2일의 大法院判決에 대하여 반대주장을 편 論說을 들 수 있
다고 생각한다. 거기서는 일정한 현실주의 또는 점진주의 같은 것을 읽을 수 있다. 이
에 대하여는 梁彰洙, “우리나라 最初의 憲法裁判論議 ― 妻의 行爲能力 制限에 관한 
1947년 大法院判決에 대하여”, 同, 民法硏究, 제6권(2001), 37면 이하, 특히 47면 이하 
참조. 이와 같이 외국이론에 대한 ｢과격｣한 도입의 주장과 현실문제에 대한 ｢점진주의
적｣ 접근이 共存하는 경향에 대하여는 우선 梁彰洙(註 8. 민법안심의), 83면 이하 참조.

21) 金曾漢, 新物權法(下), 444면 내지 484면. 그 전에 이미 同, “新民法上의 傳貰權”, 法曹 
7권 4⋅5호(1958), 7면 이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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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다.22)

5. 김증한은 新物權法(上)(下)를 통하여 앞의 Ⅲ. 4.에서 본 ｢독자  민법체

계의 완성｣이라는 자신에게 부과한 과제를 어느 만큼 달성하 는가?

여기서는 그 내용을 이러한 에서 일일이 검토할 여유가 없다. 다만 김증한

에 의하면, 교과서를 신학기에 맞추어 발간한다는 실 인 필요 때문에 아쉽게

도 이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었다. 그의 설명을 들어보자.

  “[1961년] 1월 하순에 특별재 소23)에 나가게 됨으로써 원고 진행에 결정

인 지장을 래하게 되었다. 원고는 겨우 용익물권의 부분을 마친 때이었다. 아

직 담보물권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상권이나 용익물권에 있어서처럼 아처 

22) 김증한, 新物權法(下), 451면. 그리고 그는 경매법 제34조 제3항이 “… 배당에 관하여
는 저당권자와 전세권자와의 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을 그러한 우
선변제권의 실정법적 근거의 하나로 삼는다(同所, 452면). 그런데 이 규정은 依用競賣
法(조선민사령 제1조 제22호 참조)에는 없던 것인데(의용경매법 제33조 참조), 경매법
은 그때까지도 효력을 가지고 있던 日帝法令(제헌헌법 제100조 참조)을 척결하는 것을 
주요한 일의 하나로 내걸었던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1962년 1월 15일의 법률 제968
호로 공포⋅시행한 것이다. 그런데 김증한은 1961년 5월부터 1962년 2월까지 위 국가
재건최고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일한 바 있다. 앞의 본문 Ⅲ.에서 본 
회갑기념논문집에 실린 ｢청헌 김증한 박사 연보｣(867면) 참조. 여기서 첨언하거니와, 
나는 김증한으로부터 그가 위의 제34조 제3항을 직접 기초⋅삽입하였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다. 일정한 시기까지의 우리 법학의 역사에서 입법에의 관여와 해석작업의 조
응관계를 탐색해 보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한 일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질권에 기
한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김증한의 태도는 흥미롭다. 그는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권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민법안의 태도를 비판하였고(民事法硏究會, 民法案意見書

(1957), 120면 참조), 이를 받아 이른바 玄錫虎修正案의 제21항이 소유자의 물권적 청
구권에 관한 민법안 제201조, 제202조를 질권에 준용할 것을 제안하였었다. 그러나 국
회 본회의는 이 제안을 일정한 이유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김증한, 新物權法(下), 555면은 민법이 질권에 관하여 민법 제213조, 제214조를 준용하
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立法上의 不注意｣라고 하면서 해석상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梁彰洙, “動産質權에 관한 
약간의 問題”, 同, 民法硏究, 제1권(1991), 255면 이하, 특히 263면 이하 참조.

23) 여기서 ｢특별재판소｣란 제2공화국 헌법 아래서 3⋅15부정선거에 관련된 자를 형사처
벌하기 위하여 이른바 革命立法의 일환으로 제정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
법｣(1960년 12월 30일의 법률 제567호)에 기하여 구성된 것이다. 김증한은 그 ｢審判
官｣(동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하나의 심판부는 5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1인은 대학교수로 임명한다)으로 임명되어, 1961년 5월까지 일하였다. 前註에서 본 ｢청
헌 김증한 교수 연보｣(86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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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틀을 벗어나서 독자 인 체계를 세워서 서술하려면 도 히 4월 신학기

에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여기서 어떻게 할까를 망설이다가, 결

국 담보물권의 부분에서는 일반이론에 해서는 다분히 아처 교수의 설명을 그

로 빌리면서 담보물권에 한 우리 민법의 해석론을 개함으로써24) 신학기

에 어서 물권법의 상⋅하권을 일단 완결짓기로 하 다. 그 결과 상권  하

권의 제7장[ 세권]까지와 제8장[담보물권 총설] 이하와는 아처 교수의 서에 

의존한 정도에 크게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25)

Ⅴ.

이와 같이 김증한의 신물권법(상)(하)는 그 자체로 하나의 미완성품이다. 이

미 나는 편집자가 정한 매수를 훨씬 넘고 있으므로, 이 책의 발간 후에 이룩된 

김증한의 민법학에 하여는 여기서 논의할 처지가 못 된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개별 연구의 축  없이 교과서의 술을 통하여 ｢독자

 민법체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김증한의 그 意氣가 壯大하 음을. 

1. 종 의 체계를 뒤엎고 ｢독자 ｣ 체계를 구축하려면 우선 종 의 체계가 어

떠한 원리  에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 내고 그 구성요소들의 핵심  내

용을 확인하여 이를 근본 으로 비 하여야 할 것이다. 김증한이 스스로 극복의 

상으로 삼은 我妻는 “올바른 해석을 하여 하여야 할 것”으로서, ① “여러 외

국의 유사한 제도를 살피고  연 에 소 하여 행 제도의 특질을 이해하는 

것”, ② “ 례를 명확하게 하여 條規의 문자가 실제로 가지는 의미를 아는 것”, 

③ “사회생활의 실제에 즉하여 법규의 작용을 검토하고, 인류문화의 발달에 하

여 행법이 가지는 진  는 지  작용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 비 에 노

력하는 것”, ④ “사회생활의 변천에 순응하되 행법의 체계로서 모순이 없는 통

일  해석이론을 구성하는 것”, ⑤ “그 어떤 경우이든 선진의 학설로부터 배우는 

24) 그런데 我妻의 ｢담보물권의 일반이론｣은 그의 민법학 중 가장 精彩 있는 부분으로서 
여전히 우리 민법 교과서의 서술을 지배하고 있다(우선 梁彰洙, “담보에 관한 새로운 
일반이론의 방향 ― 하나의 문제제기로서”, 同, 민법산책(2006), 99면 이하 참조). 이를 
｢벗어난｣ 김증한의 생각을 알 수 없는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25) 김증한, 新物權法(下),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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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내걸고 있다.26) 그러한 목표들이 충분히 실 되었는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

을 것이지만, 어도 我妻의 체계가 이러한 학문  지향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

음은 분명하고, 그 체계는 와 같은 지향들을 실 하려는 구체 인 노력과 그 

성과로써 수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 다면 우리는 여기서 김증한의 학문  지향은 무엇이었는지, 어떠한 실질  

작업 을 가졌는지, 그것은 종 의 체계를 헐어 버릴 수 있을 만큼 기본 이고 

한 새로운 것이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이 새로운 기본  지향

의 제시 없이는,  그 지향을 실 하고자 하는 주도면 한 구체 인 작업 없이

는, ―비록 그 규정이 “재산법체계의 부에 걸치는” 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

고 해도― 단지 민법의 규정이 달라져서 그에 한 이론을 세울 필요가 생겼다

는 외부  사실 하나만으로, 새로운 체계, 독자  체계가 세워질 수 있을까?27) 

아니면 김증한이 말하는 ｢독자  체계｣란 내가 그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와는 다

른 그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2. 나는 우리 민법학에서 가장 모자란 것, 따라서 가장 그리운 것이 학문의 

｢ 통｣이라고 생각한다. 민사 례연구회의 년도 여름 심포지엄에 참석하 다가 

차를 몰고 상경하는 길에 김형석 교수가 동승하 는데, 김 교수가 科擧 기타 

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의 책을 화제로 삼았다. 서울도 돌아온 다음 미야자

키의 구품 인법의 연구를 주문하 다. 그 서문 에 다음과 같은 구 이 마음

에 꼭 들었다.

  “무릇 어떤 학문의 성과가 바른가 그른가를 어떤 특정 범  안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데에는 반 한다. 민주 인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해도] 이것만은 

찬성할 수 없다. 한 어떤 공식에 맞는가 그 지 않은가로 평가되는 것도 거

한다. 를 들어 책 에 가이거 계수기를 르더라도 연구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세상에 받아들여질까 그 지 않을까에 이르러서는 완 히 다른 문제이

다. 역사학은 쓰디쓴 술이 아니다. 달짝지근한 과일즙도 아니며, 자극제나 흥분

제는 더더욱 아니다. 요컨  역사학의 연구 성과와 가치를 역사학 이외의 어떤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연구의 진가를 결정하는 사람은 뒤를 잇는 연구자

26) 我妻榮, 物權法(1932), 序, 1면 이하. 
27) 여기서 김증한이, 그 새로운 규정의 해석이 “독일의 법이론을 참고해야 할 필요성을 

훨씬 더 높이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含意하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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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뿐이다. 바른 연구는 오직 하나의 방향만을 가지고 있다. 뒤따르는 연구자가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무한한 발 이 가능하고, 한없이 역사의 진실에 근해 

갈 수 있다. 이 에서 연구자는 자신이 연구의 실천자일 뿐 아니라 연구의 장

래에 한 언자이기도 하다. 나는 이러한 에서 가까이에 존경할 만한 많

은 선배가 있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한다. 그리고 이 통을 얼마만이라도 발

시켜 후세에 하고 싶다.”28)

28) 미야자키 이치사다, 임대희⋅신성곤⋅전영섭 역, 구품 인법의 연구(2002), 8면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