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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현행법상의 전세권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관습을 반영한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구한

국에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전세관습은 주로 가옥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이자와 차임이 상계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전세 종료시 전세금이 반환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전세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는 관습상의 전세권은 물권의 일종이었

는데 일제강점기에 이를 ‘임대차의 일종’이라고 파악한 것은 세입자의 지위를 약화하기 위한 

전세관습의 왜곡이라고 이해하고 전세권에는 용익권능 뿐 아니라 담보권능도 포함되어 있는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27-B00221).
** 숙명여자 학교 법학부 부교수. 법학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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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러한 왜곡에 의하여 담보권적 요소가 탈색되어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의 

당부는 결국 전세관습의 실상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는데 최근 구

한국 민사판결집이 발간됨에 따라 여기에 수록된 전세관련 사안들의 분석에 기초한 새로운 

연구성과가 등장하여 전세관습은 본질적으로 임대차의 일종이지만 전세금반환채권을 확보하

기 위하여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저당권과 병행하였던 것이 현행법상 전세권의 담보권능으

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구한국기 직전의 일본의 상황 즉 보아소나드민법과 메이지민법 제정 과정에

서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임대차를 물권으로 파악하려고 했던 시도와 가옥에 대한 

부동산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차임과 이자를 정산하여 충당하려고 했던 시도 등으로부터 일

본민법 제정과정에서 일본인들이 인식하였던 ‘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의 특징적 요소들을 파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들과 일본인들이 기록한 전세관습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물권적 임차권’의 요소를 적지 않게 포함하고 있으며 담보물권적 요소는 적게 포함하고 있

음이 나타난다. 따라서 일본인들이 ‘용익물권의 일종’으로 전세관습을 이해하면서 이를 ‘임대

차’라고 이름붙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이렇게 본다면 이를 ‘세입자의 지위 약화를 위한 왜

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특히 가옥 임대차의 경우에 점유를 대항요건으로 

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전세권, 관습법, 임대차, 구한국 민사판결문, 부동산질권

Ⅰ. 서론
 

전세1)는 타인의 부동산 그 중에서도 주택을 빌려 쓰기 위하여 널리 이용

되어 왔으며 민법2) 제303조 이하와 주택임 차보호법 제12조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관습이 입법화된 것이라는 점에

서 일본을 통하여 계수된 서구의 법제에 바탕을 둔 다른 제도들과 구별되는

데 이러한 연혁적인 특징은 전세권의 법적 구성에도 영향을 미쳐서 서구 민

법상의 권리의 유형분류(물권과 채권, 담보권과 용익권)에 들어맞지 않는 독

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상의 전세제도가 조선후기~구한국

기의 관습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 해서는 민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에 

 1) 현행법상의 전세권은 주택 뿐 아니라 토지에 해서도 설정될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별도로 명시하

지 않는 한 전세의 객체가 주택임을 전제로 서술한다. ‘관습’상의 전세는 예나 지금이나 주택만을 

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주택’과 ‘가옥’은 엄 하게 말하면 구별할 수 있지만 이 

글의 중심적인 내용인 전세의 법률관계라는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 혼용한다. 
 2) 이하에서 민법은 법률명 없이 조문으로만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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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이견이 없으나 전세관습의 원형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해서

는 견해가 립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전세의 과거상을 파악하는데 그치

지 않고 현행법상의 전세제도에 관한 입법론․해석론과도 직결된다는 점에

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전세관습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 로 

반영하였는지의 여부는 현행법에 한 가치평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3) 다만 전세관습은 처음부터 주택의 사용이라는 측면과 전세

금의 지급․반환이라는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견해 립의 

핵심은 이 중 어떤 측면을 중시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자를 

중시하는 견해는 환퇴관습이 전세관습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며 후자를 

중시하는 견해는 관습상의 담보물권이라고 할 수 있는 가사전당(家舍典當)

이 전세관습으로 발전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4)

전세관습의 원형에 관한 논쟁은 최근에 구한국 민사판결문이 발간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여기에 수록된 전세 관련 사건들을 통해 한편으

로는 전세관습의 원형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새롭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

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래의 자료 즉 구한말 민사판결서가 발간되기 전까지 

전세관습과 관련하여 원용되었던 자료들인 관습조사보고서5), 조선고등법원 

판결, 전세관습의 실증적 연구6) 등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

이다. 이러한 접근법을 동원하여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견해(이하 ‘임 차설’

이라고 한다)는 전세관습의 본질적 요소는 ‘타인의 가옥을 세를 주고 빌린다

는 것’7)이고 이러한 전세관습은 가사전당이나 환퇴 등의 다른 제도로부터 

 3) 예를 들어 윤 성, ｢전세권임 차론의 재검토｣, 재산법연구 제7권 제1호(한국재산법학회, 1990), 
21면 이하는 전세관습의 담보물권적 측면을 간과하고 전세를 임 차와 동일시하였음을 이유로 현

행 주택임 차보호법 제12조를 비판하고 있는 반면, 이홍민, ｢전세권의 본질과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법과 정책 제17집 제2호(제주 학교 법과 정책 연구소, 2011), 359․361면은 물권적 전

세권 사안에서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판례는 전세의 담보물권성을 과

장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4) 가사전당유래설과 환퇴유래설에 속하는 견해들의 구체적인 출처는 문준영, ｢구한국기 임 차 분쟁

과 전세 관습: 민사판결자료를 통한 접근｣, 법사학연구 제48호(한국법사학회, 2013), 135~137면

을 참조.
 5) 정긍식 편역, 국역 관습조사보고서(한국법제연구원, 2001).
 6) 京城帝國大學 社會調査部 法律學班, 傳貰慣習の實證的硏究(1~3), 司法協會雜誌 제23권 4․5․7

호, 朝鮮司法協會(1944). 이하 ‘실증적 연구(1)’의 형식으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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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발달한 것8)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현

재의 시각에서 보면 전세(특히 미등기 전세)는 ‘타인의 가옥을 빌려 쓰는 사

람9)이 집주인10)에게 목돈을 지급하고 그 이자로 사용 가를 충당하도록 하

며 사용을 마치면 가옥을 돌려주면서 지급하였던 목돈의 원금을 돌려받는 

것’을 본질적인 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임 차의 한 형태임을 부정하기 어렵

다.11) 또한 구한말 민사판결서가 발간되기 전까지 전세관습과 관련하여 원

용되었던 자료들도 모두 전세관습을 임 차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있었다.12) 

이처럼 임 차설이 전세관습의 본질적인 내용을 주택의 사용․수익이라는 

용익관계로 파악한 것은 타당하지만 여기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우선 전세권의 ‘담보물권적인 요소는 전세와 전당이 충돌하여 세입자가 전세

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사안이 빈발함에 따라 세입자가 별도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관례가 누적되어 관습이 변용된 것’13)이라는 가설14)을 검증할 필

요가 있다. 전세의 법률관계 중 전세금의 반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세입

자의 주요 관심사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사정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전세(관습)에는 담보물권적 

요소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거나 포함되어야 한다고 단

정할 수는 없다. 한편으로는 담보물권의 요소15)를 주장할 수 있으면 세입자

 7) 문준영, 앞의 글(각주 4), 138면. 
 8) 문준영, 앞의 글(각주 4), 146면. 
 9) 남의 집을 전세내어 사는 사람을 ‘전세권자’라고 하면 물권인 전세권을 연상시키고 ‘임차인’이라고 

하면 채권관계인 전세를 연상시키는데 이 글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전세관습은 물권과 채권의 엄

한 구별을 모르던 시 의 것이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중립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세입자’
라고 한다. 비록 민법(민사특별법)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10) 위와 같은 이유로 ‘(전세권)설정자’, ‘임 인’이라는 표현 신 ‘집주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11) 이러한 내용은 현재의 전세의 사전적 의미와도 거의 비슷하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은 전세를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일. 또는 그 돈. 부동산을 돌려줄 때는 맡긴 돈의 전액을 되돌

려 받는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12) 지금까지는 이러한 자료들에 해 ‘전세관습을 왜곡한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지배

적이었지만 이제는 이들의 가치를 재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이 구한말 민사판결

에 나타나는 전세관습의 모습과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 실증적 연구(1), 59~60면. 
14) 문준영, 앞의 글(각주 4), 210~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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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유리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물권성’만 인정된다면 ‘담보’물권으

로 구성하지 않아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구한국기 민사판결에 나타난 전세관습의 내용 중

에는 담보물권성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한국 판결에 나타난 내용을 근거로 전세관습의 법적 성질을 용

익물권의 성질을 가지는 임 차라고 파악하려면 첫째로 ‘물권’의 요소와 ‘담

보’물권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일본민

법의 제정과정에서 전개되었던 임 차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쟁(II)과 부동

산질권의 본질적 요소에 관한 논쟁(III)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자를 통해 

임 차를 용익물권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후자를 통해 전세의 핵심인 ‘차임과 이자의 상계’가 담보물권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전세관습에 관한 종래

의 자료들의 내용을 구한국 판결과 비교하면서 검증하여 전세관습의 실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IV. 1) 여기에 위에서 살펴본 ‘당시의 일본민법

학의 시각에서 본’ 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의 징표가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평가

한다(IV 2).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전세관습을 임 차로 파악한 것이 세입

자의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관습의 왜곡’이었는지의 여

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해방 후 민법제정 과정에서의 

논의를 통해 현행민법상의 ‘채권적 임 차’가 세입자에게 불리한 제도가 된 

것은 일제강점기의 왜곡된 관습의 영향이라기보다는 민법제정 과정에서 전

세관습의 물권적 측면을 제 로 의식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가능

성이 더 높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V).

15) 담보물의 환가권(유담보 포함), 경매 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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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임대차의 법적 성질론: 

보아소나드 민법16) 제정과정에서의 논의17)

우리민법의 해석론상 임차권이 채권이라는 점에 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임차인 보호를 위한 ‘물권화’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을 뿐이다.18) 임차권의 

법적성질을 이렇게 파악하는 것은 민법제정 당시에 의용되고 있었던 일본민

법의 태도를 그 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민법의 제정

과정을 보면 임차권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해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는데 그 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보아소나드는 임

차권을 채권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프랑스의 지배적 견해와는 달리 일본민법

을 기초하면서 임차권을 물권으로 파악하여 초안19)에 반영하였다.20) ②보아

소나드 초안에 한 심의과정에서 채권설과 물권설이 격렬하게 립하였고 

처음에는 채권설이 우세하여 이를 반영한 수정안이 작성되었으나 결국 보아

소나드의 의견이 반영되어 보아소나드 민법의 임 차 규정에는 물권설을 반

영되었다. ③법전논쟁의 여파로 보아소나드민법의 시행이 연기된 후 메이지

민법의 제정과정에서는 채권설의 관점이 반영되었고 이러한 임 차 규정이 

현행 일본민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16) 보아소나드 민법의 편찬과정과 특징, 그리고 이를 둘러싼 이른바 법전논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

용은 정종휴, ｢일본민법전의 편찬｣, 법사학연구 제36호(한국법사학회, 2007), 110면 이하 참조. 
또한 보아소나드 민법 수정을 통한 메이지민법의 편찬과정에 한 소개는 같은 글, 123면 이하를 

참조. 
17) 이하에서 인용하는 프랑스민법 조문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일본구민법 제정 당시의 것이다. 또

한 일본구민법과 당시의 프랑스민법 조문은 모두 前田達明, 史料民法典(成文堂, 2004)의 해당부

분에서 인용하였다. 
18) 김증한․김학동, 채권각론 제7판(박영사, 2006), [340] 등. 
19) 小柳春一郎, 近代不動産賃借權法の硏究: 賃借權․物權․ボアソナードー(信山社, 2001), 263면은 

보아소나드가 작성한 민법초안은 프랑스어로 된 제1판과 수정증보 제2판, 그리고 일본어로 번역․

출판된 ‘재열수정민법초안주석’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글에서는 수정증보 

제2판에 바탕을 둔 小柳春一郎, 위의 책의 번역을 재인용한다.
20) 小柳春一郎, 앞의 책, 266~2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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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아소나드 초안에 반영된 물권적 요소

보아소나드가 임차권을 물권으로 파악하려고 한 이유는 임차권의 항력

을 확보하고 임차권자에게 독자적인 방해배제청구권을 부여하며 임차권저당

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결국 보아소나드는 이를 통해 

임차권의 강화 내지 임차인의 보호를 추구하였던 것이다.21) 보아소나드 초

안에 반영된 물권적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보아소나드는 임차권의 항요건에 해 별도의 특칙을 두지 않고 

물권변동의 일반적인 공시방법인 증서등기(證書謄記)를 임 차의 항요건

으로 규정하였다(초안 재산편 제368조).22) 증서등기는 공정증서 또는 사서

증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이를 등사(謄寫)하거나 베껴 쓰는[書き寫す] 방식

으로 갖추는 공시방법으로서 신청인의 단독신청으로도 갖출 수 있었다는 점

에서 등기제도와 구별된다.23)

둘째로 보아소나드는 임차인이 제3자에 해 독자적인 방해배제 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초안 재산편 제144조). 보아소나드가 이 조항의 취

지를 “임차인은 물권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법원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이것은 프랑스와는 다르고 임차인의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지 않

으면 임 인이 아니면 권리보호를 구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한 것에 비추어 

보아소나드는 물권적 구성이 임차인의 소권과 관련됨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24)

셋째로 임차권의 양도․전 의 자유의 근거를 보아소나드는 처음에는 물

권성과 결부시켜 설명하였으나 나중에는 물권이건 채권이건 재산권은 원칙

적으로 권리자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입장을 변경하였

다. 당시의 프랑스에서는 임차권을 채권으로 파악하는 것이 지배적 견해였지

만 양도․전 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자유에 맡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

21) 小柳春一郎, 앞의 책, 269면. 
22) 小柳春一郎, 앞의 책, 284면.
23) 小柳春一郎, 앞의 책, 24~25면. 
24) 小柳春一郎, 앞의 책, 313~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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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본다면 양도․전 의 자유를 물권적 구성의 실익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25) 그러나 이후의 논쟁에서 ‘일본의 관습’인 

임 인과 임차인 사이의 인적 종속관계가 채권설의 유력한 논거로 등장하면

서 임차권의 양도․전 의 자유도 채권설과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버렸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보아소나드는 ‘부동산 임차인은 그 권리에 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임 인과 임차인의 특약으로) 양도․전 가 금지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여(초안 제143조) 임차권저당 제도를 규정하였다. 임차

인의 임차권 양도․전 의 자유와는 달리 임차권 저당은 물권적 구성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보아소나드도 “임차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書入質할 

수 있다 … 서입질은 부동산에 해서만 적당한 것이고 프랑스에서는 임차

권이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서입질할 수 없다.”라고 한 것에 비추어 이러한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보아소나드가 임차권 저당

을 도입하려고 한 이유는 임차권의 양도․전 와는 달리 임차인이 용익을 

계속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26) 

2. 보아소나드 초안에 대한 심의

1) 채권설의 등장

보아소나드 초안에 한 심의과정에서 今村和郞 보고위원이 임차권을 채

권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계기로 임차권의 법적 성질에 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今村和郞가 처음에 제시한 반 논거 중에서 주관적 억측

(예를 들어, 부동산 임차권을 물권으로 하는 것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고, 

차주를 보호하지 못하면서 주를 해치기만 한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유의미한 것만 고르면, ⓐ임차인의 보호는 확증 있는 임 차계약서로 제3자

에게 항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임차인의 개량권한, 임차권의 

25) 小柳春一郎, 앞의 책, 319~320면. 
26) 小柳春一郎, 앞의 책, 3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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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전 , 저당 등을 인정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것이

다.27) 今村和郞는 같은 해 9월 이른바 ‘재건의(再建議)’를 제출하면서 ⓒ임

차권의 물권적 구성은 일본의 관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새로운 논거

를 추가하였다.28) 이 ‘새로운 논거’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물권

과 채권의 구별기준에 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후의 

메이지민법 제정과정에서 원래 채권설도 인정하고 있었던 임차인의 양도․

전 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논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임차물인 

부동산이 토지(농지)인 경우와 가옥인 경우를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시

각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일본의 

관습은 물권과 채권을 구별하지 않았지만 그 상이 물건인가 사람인가에 따

라 취급 방법이 달랐다 … 농경지가 목적물인 경우에 차주는 이를 전 할 

수 없고 차주는 지주에게 수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주는 수익할 수 있게 

해 줄 의무를 지며 수확에 손실이 있으면 임료를 면제해 주어야 했는데 이러

한 사정은 바로 채권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가옥과 지[屋敷地] 

임차권은 물권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가옥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지주에게 새

로운 임차인이 된다는 것을 지주도 계약 당시부터 양해하였기 때문이다.”29)

2) 그 후의 논쟁

같은 해 10월에 磯部四郎은 물권적 구성을 지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특히 ⓒ에 해서는 일본의 관습에 비추어 임차권이 채권이라는 주장은 실

증적인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가옥임 차의 경우에는 전 차가 인정된 사례

도 있음을 지적하였다.30) 

이에 해 채권설을 지지하는 井上正一은 채권과 물권의 구별기준은 제3

자에 한 항력의 유무가 아니라 ‘타인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물건에 

해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라고 하면서 임차인은 임 인의 도움을 받아

27) 小柳春一郎, 앞의 책, 411면. 
28) 小柳春一郎, 앞의 책, 412면. 
29) 小柳春一郎, 앞의 책, 412~413면.
30) 小柳春一郎, 앞의 책, 414~4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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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임차물을 이용할 수 있고 임차물이 파손되더라도 임 인에게 수선을 의뢰

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차권은 채권이라고 주장하였다. 井上正一이 이러한 주

장을 한 이유는 당시의 통설은 항력의 유무에 따라 물권과 채권을 구별하

는 것이었기 때문에 임차권을 물권으로 구성하려는 보아소나드의 입법론을 

저지하려면 구별 기준 자체를 다르게 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31) 또

한 今村和郞이 임차권의 채권성의 논거로서 강조하였던 일본의 관습의 핵심

은 바로 임 인과 임차인의 인적 종속관계였다는 사정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32) 熊野敏三도 채권설의 관점에서 보아소나드가 물권설의 실익으로 상

정하였던 임차인의 방해배제소권과 임차권 저당에 해 비판하고 있다. 우선 

임 인은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임차인에

게 소권이 인정되지 않아도 임차인은 임 인에게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

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고, 또한 임차권의 서입을 인정하더

라도 실제로 이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서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33) 

이에 해 磯部四郎은 임차권의 물권적 구성의 구체적인 이익으로서 점유

소권과 임차권 저당의 가능성을 들면서 이들은 모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임차권저당에 해서는 차임이 시세보다 싼 경

우라면 [재산적 가치가 있어서] 저당의 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

다.34) 

3) 今村和郞 수정안

이러한 논의를 거쳐 표결을 실시한 결과 7:4로 채권설이 우세하여 今村和

郞에게 채권설을 반영한 수정안의 기초를 의뢰하기로 하였다.35) 今村和郞수

정안은 초안을 승계하면서 채권설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정을 가하였

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小柳春一郎, 앞의 책, 416면.
32) 小柳春一郎, 앞의 책, 415~416면. 
33) 小柳春一郎, 앞의 책, 417면. 
34) 小柳春一郎, 앞의 책, 418면. 
35) 小柳春一郎, 앞의 책, 4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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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력: 수정안은 임차권을 채권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항력을 인정

하려면 특칙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수정안 제30조는 ‘목적물인 토지 또는 

가옥을 양도하는 때에는 임 차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종료한다. 존속기간이 

3년을 넘는 임 차는 등기소의 등기부에 등기하면 양수인에 해 계약기간 

동안 효력을 가진다. 존속기간이 3년 이하인 임 차는 확정일자가 있으면 마

찬가지로 양수인에 해 효력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항요

건으로 登記가 등장하였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등기는 

당시에 시행되던 부동산등기법(1886=明治19년 법률 제1호)에 규정된 독일

식 등기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36)

③임차권의 양도․전 : 수정안 제23조는 임차인은 임 인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 할 수 없도록 하면서(제1항) 今村

和郞은 그 이유를 ‘임 차를 채권관계라고 한다면 전 할 수 없는 것을 원칙

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관계의 중심

적인 내용을 ‘인적 종속관계’였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④한편 수정안은 보아소나드 초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물권적인 요소’들을 

모두 삭제하였다. 즉 임차인의 소권을 인정하지 않는 신 타인의 방해로 수

익할 수 없을 때에는 임 인이 수익을 담보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하였고(제

13조), 임차권 저당에 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 

그 후 今村和郞의 수정안에 한 논의과정에서 나타나는 흥미로운 현상은 

바로 ‘일본의 임 차는 단순히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

고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전까지의 논의과정에

서 임차권의 양도․전 는 임차권의 물권성과 무관함이 밝혀져 있었는데 今

村和郞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한 후에는 역으로 즉 임차권의 물권성을 인정하

더라도 양도․전 는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를 점하게 되었

기 때문이다.37) 

36) 小柳春一郎, 앞의 책, 425면. 
37) 小柳春一郎, 앞의 책, 434~4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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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아소나드 민법의 임대차 규정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아소나드 민법의 임 차 규정에는 물권

설이 거의 전면적으로 반영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보아소나드가 자신의 의도

가 관철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귀국해 버릴 우려가 있었고 만약 이렇게 되

면 민법전 편찬이 완료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해 졌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결국 ‘중 한 관습상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모습으로 수정’

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차권을 물권적으로 구성하기로 하는 방안에 다수가 찬

성하게 되어 보아소나드 민법의 임 차 규정은 물권설을 반영한 초안의 내용

의 일부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도입되기에 이르렀다.38) 보아소나드 초안과 

달라진 내용 중 의미 있는 것을 고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보아소나드 민

법 재산편 제348조는 초안의 증서등기 방식 신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항요건으로 규정하였다. 이처럼 공시방법이 謄記(transcription)에서 登記

(inscription)로 바뀐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전자는 임차인이 단독

으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후자는 공동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권을 물권

으로 구성하지 않는 한 임차인은 임 인의 협력이 없으면 항요건을 갖출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39) 둘째로 임차권의 양도․전  제한에 해서는 

타협이 이루어져 원칙적으로 그 자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반 되

는 관습 또는 합의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단서가 추가되었다(보아소나

드 민법 재산편 제134조 제1항 참조).40) 

그 외의 쟁점사항들이었던 임차권 저당제도(보아소나드 민법 제135조)와 

임차인의 독자적인 방해배제소권(같은 법 제136조)은 임차권의 물권성을 반

영하여 그 로 도입되었다.

38) 小柳春一郎, 앞의 책, 438~439면. 
39) 보아소나드 민법은 항요건주의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물권은 원인행위에 의하여 성립한다. 따라

서 임차권을 물권으로 구성하면 임 인이 임차권 설정등기에 협력할 의무는 특약이 없어도 당연히 

인정되고 임차인은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도 있다(小柳春一郎, 앞의 책, 
446면). 

40) 小柳春一郎, 앞의 책, 448~4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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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일본의 부동산질권제도41)

일본민법은 채권자가 담보물인 부동산을 점유할 뿐 아니라 사용․수익하

여 그 이익으로써 이자를 충당하고 원금을 변제받지 못하면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우선변제를 받게 해 주는 부동산질권 제도를 두고 있다. 일

본의 고유한 제도인 부동산질권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지만42) 임 용 건물이 

등장함에 따라 부동산질권의 ‘재활용’ 가능성을 강조하는 견해43)가 제기되

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채권자가 질물인 건물의 임 하여 차임을 수취함

으로써 점진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제도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

히 이러한 견해는 부동산의 임 수익이 다른 투자수익보다 높은 경우에는 설

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 일본의 관습상의 담보물권

일본의 부동산질권은 일본 고유 관습상의 부동산 담보제도 그 중에서도 

전전질(田畑質)44)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45) 그렇다면 보아소나드 민법과 

메이지 민법의 부동산질권 규정의 입법에 큰 영향을 미친 일본의 전전질 관

습이란 무엇일까. 일본의 관습상의 담보물권으로는 전전질(田畑質), 가질(家

質), 서입질(書入質)의 세 종류가 있었다. 이 중 서입질은 현재의 저당권에 

해당하는 것이며46) 전전질은 채권자는 담보물인 전답을 점유하여 수익을 이

41) 현행 일본민법상의 부동산질권 규정의 성립사에 한 개관과 보아소나드민법, 메이지민법의 조문

내용은 곽민희, ｢일본 메이지민법(물권편: 질권)의 입법이유｣, 민사법학 제60호(한국민사법학회, 
2012), 619면 이하를 참조.

42) 佐野智也, ｢失われた不動産質: 不動産質の果實收取權を中心に｣, 名古屋大學 法政論集 제252호

(名古屋大學大學院 法學硏究科, 2013), 166면.
43) 鈴木禄弥, ｢不動産質制度活用のための立法論｣, 別冊NBL 제10호(商事法務, 1983), 8~10면.
44) 이하에서 ‘田畑’은 곽민희, 623면의 번역에 따라 ‘전답’이라고 번역한다. 다만 ‘전전질’이라는 용어

는 일본의 관습상의 부동산질권의 한 형태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 로 사용한다. 
45) 佐野智也, 앞의 글(주 42), 183면. 
46) 藤原明久, ｢明治初期における土地担保法の形成: 明治6年‘地所質入書入規則’を中心として｣, 神戸法

學雜誌 제24권 제3호(神戸大學 法學部, 1974), 203~2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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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상계하고 채무자는 원금을 변제하고 전전을 돌려받는 것을 내용으로 한

다. 가질은 점유를 이전하지 않은 채 가옥과 지를 질입하는 형태로서 도시

의 상인들에 의하여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점유를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

입과의 구별이 문제되지만 두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첫째로 변제기에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가질이 설정된 가옥은 채권자에게 인도되는 유담보 

방식으로 실행된 반면 서입질의 경우에는 담보물의 매각 금을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 받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둘째로 가옥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

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자가 아닌 차임을 지급하

여야 한다.47) 일본에서는 서입질보다 가질이 더 많이 이용되었는데 후자가 

전자에 비해 담보권 실행방법이 더 간단하고 강력하였기 때문이다.48) 

이처럼 가질도 일본이 유럽의 민법을 접하기 전에는 엄연히 이용되고 있

었는데도 부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의 성립과정에서 전전질과는 달리 언급조

차 되지 않았다. 심지어 전전질 관습에만 나타나는 ‘상계간주’라는 방식을 가

옥에 한 부동산질권에 해서도 그 로 규정하는 것은 경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던 箕作麟祥조차도 가질 관습의 내용에 해서는 전혀 언급

하지 않았다.49) 

2. 보아소나드민법상의 부동산질권50)

보아소나드는 프랑스민법전의 antichrèse를 염두에 두고 부동산질권에 관

한 규정을 기초하였는데 이 제도는 채권자가 담보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과실을 수취할 수 있게 하는 수익질의 일종이었다. 채권자는 부동산에 한 

47) 藤原明久, ｢明治初年における二重書入(抵當)の處罰: ‘新律綱領’の重典賣田宅條の適用をめぐって｣, 神
戸法學雜誌 제54권 제3호(神戸大學 法學硏究科, 2004), 52~53면. 

48) 佐野智也, 앞의 글(주 42), 184면. 
49) 佐野智也, 앞의 글(주 42), 185면.
50) 이하에서 소개하는 보아소나드 초안의 내용은 再閲修正民法草案第四編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佐野智也, 앞의 글(주 42), 169면 이하에서, 이에 한 심의과정에서의 논의는 日本学術振興会, 法
律取調委員会民法担保編再調査議事筆記第一巻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같은 글, 177면 이하에서 

각각 재인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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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등을 부담하고 이를 관리․수선할 의무를 지는 신에 여기에 사용된 

가액은 과실의 가액에서 공제된다(§2086). 이처럼 부동산에 관한 수익과 지

출의 차액인 순이익으로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데 우선 피담보채권의 이자

에 충당하고 잔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하게 된다(§2085). 또한 채권자는 

반 의 특약이 없는 한 부동산을 설정자에게 반환하여 비용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다(§2087②). 이러한 프랑스의 제도는 질물인 부동산에 한 우선변제

권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의 부동산질권과 다르다.51)

보아소나드 초안의 부동산질권 규정은 이러한 antichrèse를 기초로 하였지

만 일본의 관습을 반영한 고유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①보아소나드는 

일본의 관습에 따라 채권자에게 부동산에 한 사용수익권뿐 아니라 우선변

제권도 인정되는 것으로 하였다.52) 보아소나드 민법상의 부동산질권이 이처

럼 프랑스민법의 antichrèse와 저당권을 결합한 것임은 양자의 가분성을 전

제한 초안 제1132조(보아소나드 민법 채권담보법 제127조53))의 규정에 반

영되어 있다.54) 부동산의 사용․수익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조세 등의 

비용부담이 큰 경우에는 채권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antichrèse만을 포기하고 저당권을 남기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55) 

이에 해 보아소나드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음은 일반적 원칙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포기도 가능하고 채무자에게 특별하게 불이익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메이지민법은 보아소나드 민법 제127조를 삭제되었는데 

그 이유로서 이 규정은 질권자에게 편리하지만 일방적인 의사로써 당사자의 

합의를 깨뜨리는 것은 불공평하며 그리고 부담이 무거운 경우에는 부동산질 

전체를 포기하면 될 것이라고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56) ②보아소나드는 부

51) 佐野智也, 앞의 글(주 42), 169면.
52) 또한 사용이익에 한 우선권만 인정되는 프랑스민법의 antichrèse이라는 명칭을 그 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nantissement immobilier라는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였다. 
53) 질취채권자는 반  합의가 있어도 부담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면 장래를 향하여 수익권을 포기하

고 무이자로 저당권만을 가질 수 있다. 다만 적당한 시기가 아니면 그렇지 않다. 
54) 이 조항은 위에서 소개한 당시의 프랑스민법의 §2087②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5) 佐野智也, 앞의 글(주 42), 169~170면. 
56) 佐野智也, 앞의 글(주 42), 1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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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질의 상이 되는 부동산을 택지건물(보아소나드 초안은 토지와 지상건

물을 일체로 파악하는 유럽의 제도에 기초하고 있었다)과 전답[田畑]으로 나

눈 후 택지건물에 해서는 antichrèse의 효과를 그 로 규정한 반면 전답에 

해서만 이자와 과실을 계산하지 않고 등액으로 상계간주하는 특칙을 두

고 있다. 이러한 이원적 규율은 일본의 관습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전답

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果實)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번거롭다는 현실적

인 문제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57) 요컨  보아소나드는 프랑스민법의 

antichrèse에는 없었던 일본의 관습상의 부동산질권의 두 가지 요소인 ‘우선

변제권’과 ‘수익과 이자의 상계간주’ 중 전자에 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후자에 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후자의 적용범위를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 즉 담보물이 전답인 경우로 한정하려고 한 

것이다.58)

이러한 초안에 한 심의과정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문제되었다. 첫째로 

상계간주에 해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외국의 입법례에 나타나

지 않는 특이한 내용이고 ⓑ전답의 과실은 풍흉에 따라 변하는데 가액이 정

해져 있는 이자와 ‘ 등액’인 것으로 간주함은 어색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전답에 한 부동산질권의 경우에는 상계간주 규정이 그 로 유지된 것은 보

아소나드가 ⓐ에 해서는 ‘일본의 관습’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에 해서

는 ‘복잡한 정산절차 생략으로 인한 이익’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강조한 것

이 주효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59) 둘째로 부동산질권을 질물이 전답

인 경우와 가옥인 경우로 나누어 이원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에 자체에 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옥이 담보물인 경우에

도 ‘상계간주’라는 규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이러한 관습이 있는지에 한 조

사도 실시되었으나 결국 그러한 관습은 없다는 결론60)에 이르게 되어 보아

57) 佐野智也, 앞의 글(주 42), 170면.
58) 佐野智也, 앞의 글(주 42), 171면.
59) 佐野智也, 앞의 글(주 42), 177~178면.
60) 왜냐하면 일본의 관습상 채권자가 담보물을 점유하는 형태는 전전질 뿐이었고 가옥에 해 설정되

던 가질은 채무자가 가옥의 점유․사용을 그 로 유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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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드 초안의 내용이 그 로 유지되었다.

3. 메이지민법상의 부동산질권61)

보아소나드 민법상의 부동산질권제도는 메이지민법에서도 유지되었으나, 

질물이 가옥인 경우에도 사용이익과 이자가 등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간주

함으로써 일원적인 규율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치권자나 동산질권자

가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담보물을 사용하는 경우62)에는 ‘사용이익의 가액

을 산정하여 청산한 후 충당하는’ antichrèse 방식이 적용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상계간주’는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63) 

그렇다면 이처럼 부동산질권에 해서만 예외적인 상계간주 방식을 일률

적으로 적용하게 된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일까. 이에 해서는 ‘이해

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즉 보아소나드 민법의 

제정과정에서 등장하였던 ‘이원적 규율’에 한 문제의식이 메이지 민법의 

제정과정에서는 중심적인 쟁점이 되었고 ‘일원화’를 위하여 채택하여야 할 

과실과 이자의 처리방식에 해 제 로 논의하지 못한 채 상계방식을 채택하

였다는 것이다.64) 이러한 사정은 상계간주 조항인 메이지민법 제358조(현행 

일본민법 제357조)65)에 한 입법이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antichrèse 방식을 반영한 보아소나드 민법 제126조의 규정은 “매우 번잡한 

것이어서 부동산의 사용 및 수익에 기한 이익은 모두 이자와 상계할 수 있는 

관점에서 보면 가질도 채권자가 가옥을 점유․사용하는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게 지급하는 돈을 이자가 아니라 차임이라고 파악하는 ‘관습’의 내용에 비추어 채권자가 자신이 

용익권을 가지는 가옥을 채무자에게 임 하고 점유개정 방식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61) 이하에서 소개하는 논의는 佐野智也(주 42), 178면 이하에서 인용하고 있는 日本學術振興会, 法典

調査会民法議事速記録第十五巻의 내용을 재인용한 것이다. 
62) 일본민법 제297조, 제298조 제2항, 제350조 참조. 우리 민법 제323조, 제324조 제2항, 제343조도 

같은 취지이다.
63) 佐野智也, 앞의 글(주 42), 172면.
64) 佐野智也, 앞의 글(주 42), 182면.
65) 부동산질권자는 그 채권의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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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하였다.”라는 단순한 이유만을 제시66)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부동산질권 규정의 기초를 담당하였던 富井政章은 전답과 가옥을 구

별하여 전자에 해서만 상계간주 방식이 적용하는 보아소나드 민법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였지만(메이지민법 초안 제355조), 질권자가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와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나누고 전자 즉 자기사용의 경우에는 

질물이 가옥인 경우에도 상계간주 방식이 적용되도록 하였다(같은 초안 제

354조). 富井政章이 이러한 규정을 추가한 것은 질권자가 가옥을 타인에게 

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실의 가액’을 따로 산

정하여야 하는데, 전답에 해 상계간주 조항을 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번잡

한 과정을 생략하려는 것임에 비추어 ‘가옥의 자기사용’ 사안에서도 상계간

주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67) 그러나 심의과정

에서는 지나치게 복잡한 규율을 설정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특히 横田

國臣은 모든 사안을 상계간주 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일본의 관습과 딱 들

어맞는다고 주장하였다. 富井政章은 가옥에 해서는 상계간주 관습이 없다

고 반박하여 横田國臣의 제안은 부결되는 듯하였으나 질권자가 가옥을 타인

에게 부당하게 사용시켜서 채무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 한 문제제기68)

가 있었고 이에 한 富井政章의 답변69)이 지지를 받지 못하여 결국 横田國

臣의 제안에 따라 모든 부동산질권에 해 상계간주 방식으로 일원적으로 규

율하게 된 것이다. 

66) 곽민희, 623면. 
67) 佐野智也, 앞의 글(주 42), 179~180면. 
68) 예를 들어 적정 차임이 월 100만원이고 이자가 월 100만원인 경우에 채권자=질권자가 부당하게 

염가로 가옥을 임 하여 월 10만원의 차임만을 받는 사안에서 antichrèse 방식을 적용하면 채무자

는 매달 90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더 부담하게 된다. 
69) 부당하게 염가로 임 하는 것은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을 것이라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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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한국기 전세관습의 내용70)

전세관습의 연혁에 해서는 조선후기의 민사관습이 변용된 것이라고 파

악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성과는 이러한 종래의 견해

와는 달리 전세는 가옥을 빌려 쓰는 방식의 일종으로서 1700년 에 한성의 

주택문제가 심화되면서 등장한 고유한 관습임을 조선왕조실록 기사를 통해 

검증하였다.71) 여기에 나타난 전세관습의 요소들 중 세 가지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첫째로 집주인에게 셋돈을 주

고 타인의 가옥을 빌렸다가 나중에 셋돈을 다시 받아 나오는 방식의 ‘貰’라는 

거래형태가 ‘借’와는 별개의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둘째로 세입자가 셋집

을 세놓으면서 셋돈을 받아가는 轉傳貰와 유사한 법률관계가 일찍부터 등장

하고 있다.72) 셋째로 이중전당이 이중매매와 더불어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

었던 것과 비교할 때 전셋집의 매도나 전당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음에 비

추어 세입자의 법적 지위는 전당권자에 비해 약한 것이었다.73) 

1. 구한국 민사판결과 일제강점기 자료에 나타난 전세관습

이러한 전세관습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한국기와 일제강점기의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종래에는 일본인의 시각이 반영된 자료들만을 참고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구한국 민사판결도 참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하

에서는 전세관습의 내용을 이들 두 자료를 비교하면서 항목별로 정리한다. 

70) 이하에서 인용하는 구한국 판결은 모두 법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구한말 민사 판결문’ 싸이트

(http://khd.scourt.go.kr/main/index.jsp, 최종방문: 2014년 4월 24일)에서 검색․열람한 것임을 

밝혀둔다. 
71) 문준영, 앞의 글(각주 4), 140~142면.
72) 문준영, 앞의 글(각주 4), 143면.
73) 문준영, 앞의 글(각주 4), 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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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의 의의와 전세기간 

먼저 종래의 자료는 전세의 의의와 전세기간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

다. ①전세란 세입자가 일정한 금액(가옥의 가의 50~80%)을 집주인에게 

맡기고[寄託] 가옥 반환시에 돌려받는데 사용기간 동안 사용 가를 따로 지

급하지는 않는다. ②전세기간은 계약으로 정하는데 1년으로 하는 것이 일반

적이지만 서울 지역에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100일을 기한으로 하는 것

이 관례이다. 전세기간 중에는 서로 해약을 할 수 없지만 그 후에는 언제든

지 해약할 수 있다.74) ③전세의 목적물은 가옥과 그 지였고 토지만을 상

으로 하여 전세권이 설정되는 경우는 없다.75) ④집세와 전세금의 이자를 상

계[相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쌍무계약이다.76) ⑤전세의 주된 사회적 기능

은 타인의 가옥을 사용하는 것이지만 사용 가의 지급방법이라는 점에서 임

차와 구별된다.77) 

구한국 판결을 보면 체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적어도 이와 

다른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전세기간의 의미에 해서는 유의하여야 

할 점이 있다. 전세기간은 한성재판소 시기에는 거의 문제되지 않았던 반면 

경성지방재판소 시기에는 59건의 판결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약정기간의 압

도적인 다수는 3개월 또는 100일이었으며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 100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78) 다만 구한말 민사판결을 보면 

100일이라는 전세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사

안은 오히려 드물고 이러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별다른 갱신절차 없이 전

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79) 따라서 이러한 전세기한은 

‘해제권 행사 제한 기간’이라고 보아야 한다.80) 즉 전세란 원래 기간을 정하

74) 정긍식, 앞의 책(주 5), 269~270면.
75) 실증적 연구(2), 38면.
76) 朝鮮高等法院 1943(=昭和18). 6. 22. 선고 판결.
77) 실증적 연구(1), 58~59면. 
78) 문준영, 앞의 글(각주 4), 183, 185면. 
79) 문준영, 앞의 글(각주 4), 188면. 
80) 문준영, 앞의 글(각주 4), 188면은 같은 취지로 전세기간의 법적 성질을 ‘계약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기간 또는 계약을 해제하지 않기로 서로 양해한 기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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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신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상 방의 법적 안정성

과 각자가 받은 원물로부터 과실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는 최소

한의 기간이 바로 전세기간인 것이다. 전세금반환채무의 이행지체 책임은 전

세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한 사례81)나 전세기한은 쌍방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한 사례82)는 바로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전세계약의 방식과 대항력

종래의 자료에 의하면 전세관습상의 전세의 방식과 항요건은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①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전세문기를 작성하여 세입

자에게 내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울지역에서는 가계현록(家契懸錄)이나 

전세입지(傳貰立旨)83)를 받는 관례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전세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②세입자는 자신의 지위를 제3자에게 

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계현록이 있거나 이를 가옥의 문권에 기

입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옥의 소유자가 변경되

더라도 전 소유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가옥을 인도할 필요

는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84) 

이러한 ‘가계현록’이라는 항요건은 일본민법이 의용된 후에는 더 이상 

81) 경성지방재판소 1910. 2. 14. 제216호 사건: … 관례에 의하여 기간은 100일이며 … 계약기한 경

과 후에 원고가 당해 가옥을 비우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이상은 피고는 가세금 및 그에 한 법

정손해이자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문준영, 앞의 글(각주 4), 185면에서 재인용). 
82) 경성구재판소 1910. 8. 18. 제495호: 당초 3개월로 기간을 약정했다가 다시 5개월을 연장하고 한

성부 입지도 받았는데 세입자가 연장된 5개월이 지나기 전에 제소한 사건이다. 세입자(원고)는 집

주인(피고)이 원래의 약정기간인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가세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옥을 

타인에게 전당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전세기간을 연장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

으나 재판소는 이러한 사정은 전세기간 연장의 ‘동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전세기간 연장이라는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원고(세입자)의 이 사건 청구는 전세기한 경과 전의 전세금반환청구

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貰居契約에서 期限은 당사자 쌍방의 이익을 위해 정한 것이라 해석함이 

정당하다. 즉 기한의 도래 전에 가옥의 소유자는 借居人에 해 그 명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 후자

는 전자에 해 가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문준영, 앞의 글(각주 4), 184면에서 재인용)
83) ‘가계 현록’이란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와 가쾌의 청원으로 지방관이 발급해주는 가계에 전당이나 

전세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는 것을 뜻하고 ‘입지(立旨)’란 지방행정관청으로부터 발급되는 증명의 

일종으로서 당사자가 청구한 어떤 사실에 하여 발급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 등은 윤 성, 
｢傳貰權法의 硏究｣(성균관 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71면 이하를 참조.

84) 정긍식, 앞의 책(주 5), 2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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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고등법원85)이 전세권을 제3자에게 

항할 수 없는 권리라고 판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를 ‘세입자의 지위

를 약화시키기 위한 관습의 왜곡’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구한국 판결에 나

타나는 전세의 항력의 실상을 보면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우선 관습조사보고서는 가계현록을 받는 것이 ‘관례’라고 하고 있으나 구한

국 판결에는 가계현록이 언급된 사례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86) 오히려 전

세문기를 작성하거나 전세입지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았고 입지 이외의 방법

으로 관청의 확인을 받은 사안도 있었다.87) 다만 집주인의 전세문기의 작

성․교부의무는 전세의 필수적인 요소였지만88) 전세입지의 발급․교부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을 때에만 집주인의 의무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한국 판결 중에 전세문기만으로 유효한 전세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판단

한 사례89)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세입지 발급에 해 당사자가 약

정한 경우에는 전세입지 발급도 전세관계로부터 도출되는 본질적인 의무에 

해당하게 되었던 것 같다. 전세입지 발급이 지체되면 세입자는 전세기간이 

지났는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당연히 전세금 반환을 청구90)할 수 있었기 때

85) 朝鮮高等法院 1943(=昭和18). 6. 22. 선고 판결: 가옥의 소유권이 제3자에 이전된 후에는 전세권

자는 전세계약상의 권리로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항할 수 없는 것이 관습일 뿐만 아니라 

전세금 반환 청구권은 점유가옥에 관하여 발생하였던 채권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반환을 받을 

때까지 가옥을 유치하고 그 사용을 계속할 권리가 없다.
86) 문준영, 앞의 글(각주 4), 176면.
87) 문준영, 앞의 글(각주 4), 177~178면.
88) 문준영, 앞의 글(각주 4), 182면.
89) 한성재판소 1904(=光武8). 5. 31. 선고 제318호: 피고는 壬寅(=1902)년에 이 사건 가옥에 한 

가계를 천일은행에 전당하고 3500냥을 빌렸는데 작년(1903)에 이 사건 가옥을 私文記로 원고에게 

전세하고 3000냥을 받았다. 피고는 전세기한이 지났는데도 원고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여 원

고가 여러 달[數朔] 동안 귀향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마땅히 원고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한성재판소 1905(=光武9). 12. 25. 제174호. 피고는 1905. 5. 경 자신이 소유한 가옥을 원고에게 

전세금 2000냥, 전세기간 100일로 정하여 전세하고 문기를 작성하였는데 기한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일본인에게 전당을 설정하여 결국 집을 빼앗기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을 돌려주

어야 한다.
90) 한성재판소 1905(=光武9). 11. 27. 제145호: 피고(집주인)가 자신의 집에 원고가 세들어 살게 하고 

전세금을 받았는데도 전세입지를 내주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전세입지를 내주거나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함; 한성재판소 1906(=光武9): 11. 16. 제626호: 피고는 원고를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살게 하고 전세금을 받았는데 전세입지를 발급받아 주지 못하여 원고가 채권자에게 곤란을 당하게 

하였으므로[…貰立旨를不爲成給야使原告로見困於債主…]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입지를 즉시 발

급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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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이처럼 전세문기에 비해 전세입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인식되어 있

었던 것으로 보이지만91) 전세입지의 효력도 제한적이어서 전세권을 증명하

는 수단으로서의 기능92)밖에는 발휘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세입자가 전세문기나 전세입지를 갖춘 후 전세가옥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안

이 나타나지 않아서93) 이들이 항요건으로 기능하였는지가 불명확하며 전

세입지가 발급된 후에 설정된 전당권 행사에도 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

이기 때문이다.94) 

3) 전세와 전당의 관계

1898년 6월에 반포된 한성부 고시문은 가쾌가 原居․借居․貰居를 구분하

고 官契나 입지 유무와 전당 여부를 조사하여 成冊․보고하면 한성부는 새 

가계를 발급할 때 그 내용에 따라 승인․발급하도록 하고 있다.95) 이러한 

조치는 전당권 설정 당시에 세입자의 존부를 확인할 수는 있게 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이것만을 근거로 세입자가 그 존재를 알고 전당권을 설정한 전당권

자에게 항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적어도 세입자

가 있는 가옥의 전당을 억제하는 기능은 발휘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구한국 판결에는 전세와 전당이 경합하는 경우에 특히 그 중에서도 

유담보형 전당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건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

한 사안들의 처리방식을 통해 전세의 항력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미 전당권이 설정된 가옥에 

91) 문준영, 앞의 글(각주 4), 179면.
92) 문준영, 앞의 글(각주 4), 179면은 이중전세의 경우에 전세입지를 소지한 전세입지가 우선한다고 

한 사례로서 한성재판소 1906(=光武10). 1. 9. 제10호 판결을 소개하고 있다.
93) 문준영, 앞의 글(각주 4), 100면은 가옥이 매도된 후 세입자에게 가옥을 비워줄 것을 명한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으나 이들 중 한성부재판소 1902. 12. 20. 제82호 사건은 점포에 관한 것이었고 한성재

판소 1901. 4. 13. 제21호와 한성재판소 1906. 10. 18. 제513호는 가옥의 貰居가 아니라 借居 사안

이었다. 
94) 문준영, 앞의 글(각주 4), 181면의 이러한 해석은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구한국 판결 

중에 전당권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전세입지를 받지 못한 사안은 여러 건이 있지만 전세입지가 발

급된 가옥에 해서도 전당이 설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 경우 전세와 전당의 우열관계에 해 

판단한 사안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9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 國譯 漢城府去來文(上)(서울특별시, 1996), 430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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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전세에 한 가계현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러한 경우에 관청이 전세입지도 발급해 주지 않았던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

나고 있기 때문이다.96) 특히 한성재판소 1908(=隆熙2). 6. 4. 제223호 판결

은 원고에게 세를 줄 때 “이미 가계를 타인에게 전당잡혀서 입지를 발급받지 

못하기에 이르렀다(… 給貰於原告時 該家契券이 曾爲典他야 未得成出立旨

之致 …”라고 판시하여 가계의 전집과 전세입지의 발급불능 사이의 인과관계

를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전당권이 설정된 가옥

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자주 발생하던 집행에 한 저항 등의 문제를 예방

하려고 하는 행정규제적인 발상에 기초한 것으로서 ‘전당된 가옥은 전세할 

수 없다’라는 사법적 규범이 정립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97) 이미 전당된 

가옥이어서 세입자가 전세입지를 발급받지 못하여 전세문기만 갖춘 사안들

이 나타나고 구한국 판결98)은 이러한 경우에도 전세관계 자체는 성립하였음

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전세가 먼저 성립한 경우라 하더

라도 전세문기만 작성된 경우에는 나중에 설정된 전당권 실행에 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99) 따라서 전세가 먼저 성립하였고 전세입지가 작성되

었다면 그 후에 설정된 전당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다. 이와 관련하여 경성지방재판소 1910. 8. 18. 제495호 사건100)에서 원고

인 세입자는 집주인이 전세기간 경과 후 전세금 반환청구에 불응하자 집주인

96) 한성재판소 1906(=光武10). 9. 12. 제389호: 피고(집주인)는 자신의 가옥을 원고에게 5000냥에 전

세하였는데 이미 가권을 전당잡힌 상태이어서 전세입지를 작성해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전세입지를 작성해 주지 않음을 이유로 전세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원고(세입자)의 주장은 정당하

다; 한성재판소 1902(=光武6). 3. 25. 제100호: 피고는 가옥 소유자 A가 가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를 확인하지 않고 원고에게 전세를 거간하였는데 A는 가권을 전집한 상태여서 한성부로부터 전세

입지를 받지 못한 사안. 
97) 문준영, 앞의 글(각주 4), 204면. 
98) 예를 들어, 한성재판소 1906(=光武10). 11. 13. 선고 光武10년 제615호 판결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려 쓰면서 전세입지[家貰立旨]를 출급(出給)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몇 달이 지나도록 돈도 

갚지 않고 전세입지도 넘겨주지 않았은 사안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전세입지를 출급하여

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99) 한성재판소 1905(=光武9). 12. 25. 제174호: 피고는 1905. 5. 경 자신이 소유한 가옥을 원고

에게 전세금 2000냥, 전세기간 100일로 정하여 전세하고 문기를 작성하였는데 기한이 지나

기 전에 다시 일본인에게 전당을 설정하여 결국 집을 빼앗기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100) 문준영, 앞의 글(각주 4), 180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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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해 가옥을 타인에게 전당할 우려가 있어서 차거기간을 5개월 연장하여 

한성부의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였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이 사건

의 원고는 관의 인증을 받으면 그 후에는 전세가옥에 한 전당설정을 방지

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성재판소 1906(=光武10). 9. 

12. 제398호 판결에 나타나는 사실관계 즉 원고가 피고의 가옥을 전세하였으

나 즉시 전세입지를 받지 못하여 이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던 중에 “홀연히 

어떤 사람이 전집을 주장하면서 그 가세권을 가지고 가 버[렸다](稱以典執該

家貰卷고 使之出去)”라는 사정에 비추어 세입자가 전세입지를 받고 나면 

전당권자에게 불리해 진다는 인식이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4) 전세가옥에 대한 비용부담

종래의 자료에는 전세가옥의 수선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수선은 세입자가 부담한다거나101)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세입자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여 모든 수선은 세입자의 비용으로 한다는 기록102)도 있으나 

보편적인 관습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구한국 판결 중에 세입자가 

자비로 전세가옥을 수선한 후 퇴거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전세금과 함께 수

리비도 지급하라고 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103) 이 사건 판결만 놓고 본다

면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세입자가 지출한 필요비

나 유익비를 상환할 의무도 지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5) 전세관계의 전수

종래의 자료는 전세관습에 의하면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

세가옥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고 집주인은 이에 해 이의를 제기할 

101) 정긍식, 앞의 책(주 5), 270면. 
102) 실증적 연구(3), 54면의 이러한 내용은 연로한 부동산 중개업자 한 사람의 진술을 기록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103) 한성재판소 1907(=光武11). 6. 27. 선고 제249호: 원고는 1900(庚子)년에 이 사건 가옥을 1200냥

에 전세하였으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1000냥을 들여 수리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다른 

채권자의 집행에 의하여 이 집을 빼앗기게 되었으니(他債로至於見奪之境)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 

1200냥과 수리비 1000냥을 합한 2200냥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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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고104) 전세가옥을 전전세․전 한 경우에는 원래의 세입자는 여전히 

집주인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105)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임 차와는 달리 전세의 경우에는 세입자의 교체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에 

해 전세권이 소유권에 가까운 강력한 권리라고 파악되기 때문인지, 전세권

자에게 투하자본의 회수 수단을 부여하기 위해서인지, 조선에서 타인의 가옥

사용에 한 관념이 그러한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106) 전세권양

도의 경우에는 양수인이 직접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

나107) 전전세의 경우에는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자에 해서만 전세금 반환

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있다.108)

구한국기 판결에는 세입자가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고 전세가옥을 

넘겨주는 사안이 적지 않게 등장한다.109)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세

관습에는 ‘貰’가 타인에게 ‘傳’해질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으

며 이러한 관계를 가리키던 傳貰라는 용어가 최초의 전세관계를 포함하는 것

으로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110) 전세가옥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변경

되는 사례의 사실관계를 분석해 보면 전 세입자가 어떤 지위를 가지느냐에 

따라 ‘양도형’과 ‘전 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111) 그 외에도 구한국기 

판결에는 세입자가 변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래의 전세관계가 

전수되는 것이 아닌 사안도 나타난다.112)

104) 朝鮮高等法院 1943(=昭和18). 6. 22. 선고 판결; 같은 법원 1912(=明治45). 3. 8. 선고 판결.
105) 朝鮮高等法院 1912(=明治45). 3. 8. 선고 판결.
106) 실증적 연구(3), 59면. 
107) 朝鮮高等法院 1912(=明治45). 3. 8. 선고 판결 참조.
108) 실증적 연구(3), 61면.
109) 구체적인 사례는, 앞의 글(각주 4), 171면 이하.
110) 문준영, 앞의 글(각주 4), 175면.
111) 문준영, 앞의 글(각주 4), 189~190면은 이러한 구한국기의 세입자 변경은 현행법상의 전세권양도

나 전전세와 구별되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현행법은 ‘전세권의 범위 내’에서만 양도나 전전세를 할 

수 있는데 구한국기에는 약정 또는 관습에 의한 전세기간이 100일 정도였기 때문에 양도형이건 

전 형이건 세입자의 변경은 전세기간 종료 후에 일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음을 이유로 든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구한국기의 전세기간의 의미를 해제권 행사를 제한하는 기간으로 이해한

다면 이 기간 경과 후의 세입자 변경은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당사자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효한 전세관계를 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법상의 전세권양도나 전전세와 성질상 큰 차이

는 없다고 할 수 있다.
112) 문준영, 앞의 글(각주 4), 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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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세권에 대한 담보권 설정

종래의 자료는 전세관습상 전세권에 한 담보설정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파악하면서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에 해 전당을 설정할 수 있고 집주인은 

이에 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113) 구한국 판결에도 전세권이 

담보로 제공된 사안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우에 전세입지[가세권]

만을 전집하고 전세가옥은 계속 전세권자가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114)

7) 전세의 종료와 전세금 반환

종래의 자료에 의하면 전세 기간이 만료한 후에는 세입자는 전세금의 반

환을 집주인은 가옥의 반환을 각 청구할 수 있으며 상 방이 반환의무의 이

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115) 따라서 따로 저

당권을 설정한 경우가 아닌 한 전세권 양도로 이 관계를 벗어나거나 가옥의 

소유권을 양수하는 유담보 방식으로 전세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었다.116) 구

한국 판결을 보더라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면 집주인의 양해나 

묵인 하에 전세가옥을 다른 사람에게 전전세나 전세권양도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117)

한편 종래의 자료에는 전세권의 담보물권성의 연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이 소개하고 있다. 전세권은 부동산질권과 동일한 담보제도로서의 기능을 수

행하였고118) 이를 위해서는 가계현록에 의하여 물권성[ 항력을 뜻하는 것

으로 보인다]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권에 수반

113) 정긍식, 앞의 책(주 5), 270면

114) 한성재판소 1903(=光武7). 8. 26. 선고 제105호: 피고는 세권(貰券)을 원고에게 典執하고 돈 300
냥을 빌렸는데 이행기 경과 후 여러 달째 갚지 않고 있으니 빌린 돈과 이에 한 관변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한성재판소 1906(=光武10). 9. 12. 선고 光武10년 제397호 판결: 피고는 甲辰年

(1904)년 9월에 원고의 가옥을 1700냥에 세를 얻어 살다가 ‘타인에게 세를 놓고 퇴거하면서도(傳
貰出去時)’ 전세입지를 타인에게 전당잡혀 찾아오지 못하였고 本年(1906년) 4월에 다시 원고에게 

250냥을 빌려 쓰고 갚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세입자)는 전당 잡힌 전세입지를 원고(임 인)
에게 돌려주고 임 인으로부터 빌린 돈 250냥과 이에 한 관변(官邊)이자를 갚아야 한다.

115) 朝鮮高等法院 1943(=昭和18). 6. 22. 선고 판결.
116) 실증적 연구(3), 58면.
117) 문준영, 앞의 글(각주 4), 175면. 
118) 실증적 연구(1), 58~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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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유치적 효력만 인정되고 환가권은 인정되지 않아서 다만 양도나 전당을 

통해서만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었다. 그 후 [등기제도가 도입되어] 가계

현록 제도가 없어지면서 더 이상 물권성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전세금 반환

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세가옥에 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이 되었다.119)

2. 전세관습과 용익물권적 요소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는 구한국 민사판결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전세관습의 내용을 근거로 전세권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면서 현재의 우리 민

법의 관점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해 왔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전세관습을 임

차의 일종으로 파악한 것이 ‘왜곡’이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들이 

생각한 임 차의 일종으로서의 전세의 법적 성질은 무엇이었는지를 당시의 

일본민법학의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조선고등법

원 판결을 비롯한 일제강점기의 자료들이 전세관습을 ‘임 차의 일종’이라고 

파악하면서도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용익물권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

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임대차의 법적 성질론의 쟁점에 비추어 본 전세관습의 내용 

위에서 본 것처럼 일본민법의 제정과정에서 임 차의 물권성을 드러내는 

요소로서 거론된 것은 ⓐ 항력, ⓑ양도․전 의 자유, ⓒ담보제공 가능성, 

ⓓ독자적인 방해배제청구권 등이었고 특히 이 중 ⓑ는 ‘채권’이라는 이유로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고유한 채권개념’으로 인하여 부정되는 것이

었다. 구한국 전세관습의 내용을 위의 요소들에 따라 검토해 보면 우선 ⓓ의 

인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나타나지 않아서 이에 한 판단은 유보

할 수밖에 없지만, ⓐ, ⓑ, ⓒ는 모두 구한국 민사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

119) 실증적 연구(1), 59~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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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일제강점기에 나온 자료들에도 마찬가지로 반영되어 있다. 

첫째로 ⓐ, 즉 전세에 항력이 인정되었는지에 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경성지방재판소 1910. 8. 18. 제495호 사건, 한성재판소 1906(=光武

10). 9. 12. 제398호 사건 판결로부터 ‘전세입지가 있으면 전당설정을 저지할 

수 있다’라는 관습을 추출할 수 있다면 전세는 (비록 용익을 중심적인 권능

으로 하지만) 어느 정도의 ‘물권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두 

권리의 공시방법이 달라도 그 선후에 따라 우열이 결정되는 현상은 공교롭게

도 현행법상 ‘물권화된’ 또는 ‘ 항력 있는’ 주택 임 차의 경우와 마찬가지

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당에 관한 법령들에는 전당권의 실행과정에서 집주인

에 한 채권자나 전세권자 등의 다른 권리자가 어떤 지위를 가지는지에 

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구한국 판결의 처리방식이 법적 확신에 기

초한 관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120) 

다만 일본의 보아소나드 민법 제정과정에서 채권설을 주도하였던 今村和郞

조차도 가옥과 지[屋敷地] 임차권은 물권이라고 볼 수 있으며121) 특히 존

속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 없이 점유만으로 양수인에게 항할 수 

있게 하더라도 양수인은 임차인의 유무를 조사하고 양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거래안전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음122)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전세가옥의 점유나 확정일자 증서의 일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입지만을 근거로 항력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둘째로 ⓑ, 즉 전세의 전수에 집주인의 승낙이 필요한지의 여부가 문제되

는데 이 요건은 특히 일본인들이 본 전세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자료들은 모두 ‘집주인의 승낙 없이’ 

전세권 양도나 전전세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세관습의 특징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나 구한국기 민사판결을 보면123) 이러한 관습이 있다고 확증할 만한 사

120) 문준영, 앞의 글(각주 4), 206면. 
121) 小柳春一郎, 위의 책, 412~413면. 
122) 小柳春一郎, 위의 책, 424면. 
123) 전세관계의 전수에 관한 구한국 판결의 내용 등은 문준영, 앞의 글(각주 4), 190~1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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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는 없고124) 오히려 세입자가 집주인의 승낙을 받은 사례125)도 나타난

다.126) 무엇보다도 당시의 법관념에 비추어 특히 양도형 사안에서 집주인이 

전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직접 전세금 반환

을 청구하더라도 집주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전세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관

념이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127)가 유력하다. 

이렇게 본다면 전세의 전수는 전세금 회수의 방편으로서 집주인의 묵시적인 

동의 하에 인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전세관습의 실제 모습에 가까울 것이다. 

구한국 판결을 보면 전세의 전수 즉 양도나 전전세는 집주인이 현 세입자에

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등장하기 때문이다.128) 그러나 만약 

이렇게 본다면 일제강점기에 세입자의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세관습의 

왜곡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진다. 정작 일본민법은 임차인의 양도․전

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일제강점기의 자료들은―구한국 판결만 놓고 

보면 이러한 자유가 있는지가 모호한 상황인데도― ‘양도․전 의 자유’를 

전세관습의 내용이라고 단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 즉 전세권에 한 담보권 설정에 해 살펴본다. 구한국 판결

에는 전세입지나 전세문기를 전집하는 방식으로 전세권에 한 저당권을 설

정한 사안들이 나타나며 일제강점기의 자료들도 이러한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전세권의 물권성이 인정되었다고 단

정하기는 어려운데 용익권능을 중심으로 하는 전세권 자체가 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전세금반환채권만이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

다. 이 문제는 전세기간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된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용익권능을 중심으로 하는 전세관계가 유지

124) 문준영, 앞의 글(각주 4), 190면. 
125) 경성지방재판소 1909. 1. 29. 제27호 판결에서 원고(전 세입자)는 자신이 약정기간 도래 후 이사를 

가기 위하여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하자 피고(집주인)가 타인에게 轉貸하여 전세금을 받으라고 해서 

부득이 원고가 전세가옥을 소외인(현 세입자)에게 빌려주고 전세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26) 문준영, 앞의 글(각주 4), 199면.
127) 문준영, 앞의 글(각주 4), 197~198면은 그 예로서 어음양도의 경우에도 양수인이 어음발행인에게 

어음금 지급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통례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128) 문준영, 앞의 글(각주 4), 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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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전세권 자체에 해 담보권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당물의 점유․사용은 전당권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2) 부동산질권과 전세관습의 차이 

일본의 부동산질은 전세관습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이들을 별개의 제도로 인식하였다는 것129)은 적어도 

그들이 보기에 전세의 본질은 용익관계였음을 시사한다.130) 무엇보다도 일

본민법 제정과정에서의 논의를 보면 ‘상계간주’는 수익질 형태의 담보물권의 

본질에 반하지만 ‘일본의 전전질 관습’을 반영하여 도입된 것이고, 특히 가옥

과 같이 ‘사용이익’의 가액산정이 용이한 경우에는 ‘과실과 이자의 상계간주’

는 ‘용익권능을 포함한 담보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

다. 피담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용익권능을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는 구조라

면 과실이 이자보다 많으면 이를 원본에 충당하고 반 의 경우에는 차액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두는 것이 자연스럽다. 반면 임 차를 용익관

계라고 본다면 원래 차임은 정액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지급

한 목돈의 이자로써 이를 상계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일본인들이 ‘사용이익과 이자를 등액에서 상계’하면서 부

동산을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전세관습을 부동산질권의 일

종으로 파악하지 않은 것을 ‘왜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를 보면 일본의 이러한 관습은 가옥이 아닌 전답에 해서만 적용되었는

데 메이지민법 제정 과정에서는 부동산질권에 한 일원적인 규율이라는 목

적에 매몰되어 가옥에 해서도 상계간주 조항이 적용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129) 특히 吉田平治郞은 전세계약과 동시에 부동산질권이 설정되면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

의 권리의 용익권능만이 작용하고 다른 하나의 용익권능은 정지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
성, ｢전세권임 차론의 재검토｣, 재산법연구 제7권 제1호(한국재산법학회, 1990), 102면 참조.

130) 이러한 상황은 만 강점 초기의 관습조사에서 관습상의 전권과 부동산질권의 이동(異同)에 한 

논의가 활발하였던 것과 조적이다. 이러한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宮畑加奈子, ｢臺灣における慣

習法の史的變容について: ‘典’の外在的變容を中心として｣, 広島經濟大學硏究論集 제35권 제4호

(広島經濟大學經濟學會, 2013), 134~1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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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한국기~일제강점 초기의 경제상황과 전세관습의 법적 성질

구한국기에 전세관습이 확립된 이유와 그 법적 성질을 규명하려면 전세

제도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당

시의 상황을 보면 한편으로는 한성의 주택난으로 인하여 주택 임 차에 

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던 반면 공급은 제한적이었고 다른 한편으로 금전

의 투자수익률이 매우 높았다.131)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결합하면 전자에 

의하여 차임 수준이 높게 결정되고 차임 지급방법의 결정권을 임 인 측이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후자에 의하여 임 인이 월세 신 전세를 선택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차임의 가액은 특정한 시기 특정한 

지역의 주택에 한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러한 차임의 지급방법

을 전세와 월세 중 어떤 것으로 하느냐는 금융시장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132)

한편 사금융에 한 수요초과 상태에 있었던 구한국기의 상황133)에 비추

어 볼 때 금전 소비 차와 이에 한 담보권 설정과정의 주도권은 채권자에

게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그런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100일을 기한으로 돈을 빌려주면서 동시에 채무자의 가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굳이 전세권을 설정할 이유가 없다. 첫째로 가옥의 사용이라는 측면

에서 본다면 전당권을 설정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채권자가 전당가

옥을 사용․수익할 수 있었고134) 설령 비점유질의 형태로 설정되더라도135) 

100일만 지나면 유담보에 의하여 가옥의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 있는 가

131) 이승일, ｢1890년  한국의 전당 관행과 전당 입법｣, 법사학연구 제48호(한국법사학회, 2013), 
114면.

132) 예를 들어 주택에 한 수요가 많고 금전의 투자가 쉬우며 이자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라면 집주인은 전세를 선호할 것이다.
133) 이승일, 앞의 글, 113~114면 참조. 
134) 가사전당유래설은 이러한 ‘점유질 형태의 가사전당’이 전세관습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윤 성, ｢일제의 한국관습조사사업과 전세관습법｣, 한국법사학논총: 박병호교수환갑기념 II(박병

호교수환갑기념논총발간위원회, 1991), 338면; 윤 성, ｢전세권과 전권과의 비교연구｣, 성균관법

학 제19권 제1호(성균관 학교 비교법연구소, 2007), 187면. 
135) 정긍식, 앞의 책(주 5), 197․199면은 부동산에 한 전당권은 문권만을 인도하고 점유는 이전하

지 않는 것이 관례이므로 법적 성질이 저당권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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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법령으로 보장되어 있었다.136) 둘째로 채권의 회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전당권을 설정하면 실정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피담보채무를 회

수할 수 있었던 반면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의 회수 방법이 불확실하였다. 

셋째로 일본민법이 의용된 후에는 일본민법의 부동산질권 제도를 활용하면 

부동산의 사용수익하면서 법정과실로써 여금의 이자를 충당하여 전세와 

거의 비슷한 모습의 용익관계를 설정할 수 있었고 여금의 변제기가 되면 

저당권실행경매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원금을 회수할 수도 

있었다.

끝으로 전세의 본질은 담보권이 아니라 용익권이었음은 집주인에게 지급

되는 목돈이 가옥의 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금융에 

한 수요초과로 인하여 채권자가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유담보형 담보물

권이 설정된다면 위의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반면 

주택에 한 수요초과로 인하여 집주인이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이자로 

사용료를 상계하는’ 형태의 용익권 설정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현금의 수익

률이 높다면 위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집주인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전

세관습을 보면 전세금의 비율이 가옥의 시가의 5할 이상 심지어 8할에 이르

기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정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받아 쓰는 사람이 거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36) 1898년에 반포․시행된 전당포규칙 제16조는 전당권자의 유담보 실행[自行斥賣]을 허용하였다

(이승일, 앞의 글, 122면에서 재인용). 또한 이승일, 앞의 글, 117면은 전당권자에 의한 유담보 실행 

비율은 매우 높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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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일본민법 제정과정에서의 논의의 시사점

구한국기~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 고유의 전세관습이 ‘차임 지급방

법이 특수한 임 차’로 자리매김된 것에 한 평가는 현재의 우리 민법이 아

니라 당시의 일본 민법의 관점에서 내려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

음의 두 가지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일본 민법 제정과정에서 

전개된 임 차의 법적 성질 논쟁은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려고 했던 물권설

이 좌절되어 채권설로 귀결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에만 

착안하여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전세관습을 임 차의 일종이라고 파악한 

것이 임차인의 지위 약화를 위한 왜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에서 본 

것처럼 일본 민법 제정과정에서 물권설의 목적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장치로

서 고안되었던 임차권의 양도․전 의 자유, 임차권에 한 담보설정 가능성

이 일제가 파악한 전세관습의 내용에도 그 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

제가 의식적으로 세입자의 지위를 약화시키려고 했다면 과연 이러한 내용을 

‘조선의 관습’이라고 순순히 인정해 주었을까? 둘째로 일제강점기 내내 전세

관습은 일본민법상의 부동산질권과는 별개의 제도로 파악되었다는 점에 유

의할 필요가 있다.137) 부동산질권은 채권자가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며 경

매절차에서는 저당권에 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수도 있다는 점에서 ‘담보물

권성이 강화된 전세권’과 가장 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왜 일제강

점기에는 양자의 유사성을 제 로 파악하지 못했을까. 이것은 ‘이자와 차임

의 상계간주’라는 전세관습의 내용이 담보물권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기 

137) 이와는 조적으로 같은 시기에 일제가 강점하였던 만이나 만주에서는 전권을 부동산 질권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우선 만지배의 원칙이 ‘특별통지주의’에서 ‘내지연장주의’로 바뀜에 

따라 1923년부터 만에는 일본 민법과 일본 등기법이 시행되게 되었는데 만등기규칙에 의하여 

등기된 전권은 일본 등기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등기함으로써 일본민법상의 부동산질권으로 

전화되어 물권적 효력이 인정되었다(宮畑加奈子, 138면). 또한 일제는 만주침략을 준비하던 1922
년에 칙령 제178호 ‘關東州裁判事務取扱令中改正ノ件’ 부칙에서 중국의 관습인 전권을 부동산질권

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다(宮畑加奈子, 135면 각주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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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일 것이다.138) 이처럼 전세관습의 용익권능을 중시하는 관점은 우리 민

법의 제정과정에도 나타난다. 만약 전세관습의 담보물권성을 중시하였다면 

의용민법상의 부동산질권 제도는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폐지하여야 

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전세관습의 본질: 용익물권

이렇게 본다면 전세관습을 임 차의 일종으로 파악한 것을 ‘관습의 왜곡’

이라고 이해하였던 지금까지의 견해들에 해서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

게 된다. 우선 가사전당유래설은 관습상의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일종이었다

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법적 성질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채권의 일종인 

임차권’으로 파악된 것은 세입자의 지위를 약화시킬 의도에서 비롯된 ‘관습

의 왜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용익권능과 담보권능 중 어떤 

것을 중시하는가의 문제와 세입자에게 물권에 준하는 보호를 부여하는 문제

는 별개임을 간과하고 있다. 즉 미등기 전세 사안에서 세입자의 용익권능을 

중시하여 임 차의 일종으로 파악하더라도 얼마든지 물권적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데도 담보권능이 전세의 본질이라고 파악하여야만 전세권에 관한 조

항들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여 필요 이상으로 담보권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관습의 용익권능을 중시하면서도 일제강점기에 전세관습

이 왜곡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는 전세관습의 주된 내용은 용익권능이지만 

담보권능도 겸유하고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공시절차가 없어지면서 물권적 

측면을 잃게 되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저

당권을 설정하는 관행이 생성되어 현행법상의 물권적 전세권으로 이어진 것

으로 이해한다.139) 그러나 전자에 해서는 전세금의 반환확보를 위하여 가

138) 물론 일본의 부동산질권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이것은 메이지 

민법의 제정과정에서 농토를 상으로 하는 일본의 전전질 관습의 내용을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반

화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며 오히려 이로 인하여 부동산질권 제도가 제 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는 비판론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 ‘III’ 부분을 참조. 
139) 이홍민, ｢채권적 전세의 법적 규율｣, 고려법학 제66호(고려 학교 법학연구원, 2012), 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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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에 한 저당권설정등기가 된 사안이라면 세입자가 집주인과 등하거나 

그 이상의 협상력을 갖추었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세입자로

서는 저당권에 준하는 우선변제권까지 갖춘 부동산질권을 설정하는 쪽이 훨

씬 더 유리하다. 조선총독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생소한 조선의 관습인 전

세제도를 일본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질권 제도로 전환시키는 것이 식

민지 지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부동산질권이 식민지 조선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한 것은140) 조선총독부나 

조선고등법원이 ‘목돈을 주고 집을 빌려 살면서 목돈의 이자와 가옥의 사용

가를 상계’하는 전세관습에는 담보물권적 성질이 내포되지 않은 것으로 이

해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끝으로 우리 민법의 제정과정에서 전세권을 물권의 일종으로 규정하면서

도 ‘채권적 전세(또는 미등기 전세)’ 또한 성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의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전세제도에 한 장래의 입법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원래 민법전편찬요강에는 전세를 임 차의 일종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었

으나 임 차계약과 함께 전세금반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물권으로서 전세권을 두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김병로 

법원장의 의견에 따라 현행법과 같이 물권편에 전세권이 규정된 것이

다.141) 그러나 정작 제정 당시의 전세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었고 이와 관

련하여 저당권에 관한 조문들을 준용하는 조항도 없었다. 이러한 사실로부

터 김병로 법원장이 전세권을 물권으로 규정함으로써 제공하려고 했던 세

입자에 한 보호의 핵심은 항력 보장이었지 우선변제권이 아니었던 것이

라고 볼 수 있다.142)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도 전세권을 물권으로 규

정하여 항력을 확보하고 전세권의 양도․전 의 자유를 보장한다면 세입

자로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143) 이렇

140) 이러한 이유로 제정민법에는 부동산 질권제도를 두지 않았다.
141) 이홍민, 앞의 글, 103~104면. 
142) 이러한 사정은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을 명시한 민법 개정은 주택임 차보호법이 보증금반환채권

의 우선변제 제도 도입의 영향을 받았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43) 이러한 제도는 지금도 특히 상가건물의 경우에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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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본다면 전세관계의 등기 여부를 당사자들의 사적자치에 맡기면서도 세입

자의 전세금반환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등기 전세에 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입법의 불비라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항력을 부여하고 

전세권 양도․전전세의 자유를 인정하면 세입자의 전세금 회수 가능성은 상

당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임차물이 가옥인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借家의 점유’를 ‘등기 이외의 간단한 항요건’ 즉 세입자가 집주인의 도움 

없이 갖출 수 있는 항요건으로서 인정해 왔다(일본 차가법 제1조 참조). 

게다가 민법 제정 당시에 토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일본의 특별법인 차

지법, 건물보호법을 참작하여 민법 규정으로 도입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일본 차가법 제1조를 반영한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심각한 실수이거나 가

옥임 차에 해서는 항력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정책적 판단 둘 중 하

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으며 적어도 ‘관습의 왜곡’ 때문이라고 보

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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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eonse as a Real Right*

Kwon, Jae Moon**

144)

Although there has been no room for dissent concerning the origin of the 

Jeonse Right, opposing opinions have disputed over its legal characteristic. One 

has asserted that Joense is a right to secure the claim for repayment of the 

money that was payed to the house owner, another has argued that Joense 

is only a sort of House Lease. Interestingly all these arguments have a 

understanding in common, that is, Jeonse has stemmed from Customary Law 

of the Early Modern Korea. 

As Court Decision Records of this period have issued to public access 

recently, an interesting literature that i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se recoruds 

was published. According to this literature Jeonse stands near to House Lease, 

although whether its legal character takes on some components of a right to 

secure a claim is not clearly apprehended. 

This problem can be solved through a comparative study with the similar 

legal rights stipulated in the Japanese Civil Code. Firstly it is useful to compare 

Jeonse with the Pledge of immovable properties in Japanese Civil Code, 

because it has many contents in common. But the rule that prevent the claimer 

from demanding interest, which Jeonse and Pledge of immovable properties 

 * This work was supported by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area Grant fo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0-327-B00221).

** Associate Professor,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ttorney at law/ph. D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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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in common, isn’t well-matched to a right to secure a claim. If Jeonse 

is a right to secure a claim, it is more natural that the fruits of the House 

must be appropriated first to the payment of interest on the claim, and any 

remainder must be appropriated to the satisfaction of the principal. Secondly 

we can catch the component of the real right in the history of the articles 

of the Lease Contract in Japanese Civil Code. For example if Jeonse is olny 

a claim right a Jeonse right holder may not assign his rights or sublease the 

house without obtaining the approval of the lessor. But the Customary Law 

distilled from the Court Decision Records shows the opposite rule. 

In this respect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Jeonse should be accepted as 

Lease that is strengthened as a real right. 

[Key Words] Jeonse, Customary Law, Lease, Court Decision Records of 

the Early Modern Korea, Pledges of Immovable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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