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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프랑스 일본 민법상 총유와 

특수지역권적 권리

40)

김영희*

[국문 요약]

한국 민법은 총유 규정도 두고 있고 특수지역권 규정도 두고 있다. 한국 민법학은 총유와 

특수지역권을 독일 민법학상 총유 개념을 사용하여 다루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 민법은 총

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 민법학이 총유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 민법은 특수

지역권적 권리 규정을 입회권이라는 명칭으로 두고 있다. 일본 민법학도 한국 민법학과 마찬

가지로 총유와 입회권을 독일 민법학상 총유 개념을 사용하여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일본 민

법학은 입회권을 일본 전통 제도상 권리로 파악하는 까닭에 독일 민법학에 대한 의존도는 그

리 높지 않다. 그런 한편 독일 민법은 정작 총유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독일 민법학

이 게르만법 기원의 역사적 공동소유 개념으로 총유를 인정하기는 한다. 독일 민법은 특수지

역권적 권리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독일 민법학도 독립된 권리로서 특수지역권적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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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민법들 사이의 규정 차이 및 민법학 차이를 고려할 때, 한국 민

법학은 총유 규정과 특수지역권 규정의 해석 및 운용과 관련하여 독일 민법학상 총유 개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보인다. 필자는 이러한 의존이 한국 민법이 근대 민법 중에서 드물

게 총유 및 특수지역권을 모두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합리화하려는 노력과 한국 민법이 일본 

민법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결합하여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 민법상 총유 규정 및 특수지역권 규정 그리고 관련 

법리 전반을 재검토하는 연구를 행하여 보려 한다. 이 글은 우선 한국 민법 제정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친 독일 민법 프랑스 민법 일본 민법상 총유 규정 및 특수지역권적 권리 규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제어] 총유, 특수지역권, 입회권, 역권, 지역권, 인역권, 사적소유권, 분할소유권, 

로마법, 게르만법

Ⅰ. 시작하는 말

이 글은 한국 민법 제302조 특수지역권 규정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한 연

구의 한 부분이다. 제302조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지난 2013년에 민법 

개정위원들이 구체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해당 조문을 삭제 대상으로 결

정하였던 일이다. 개정위원들이 제302조를 삭제 대상으로 삼은 주된 이유는 

전근대적 제도에 관한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것이었다. 민법의 개정이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것이라고 할 때 제302조는 ‘근대’도 아닌 ‘전근대’를 대변하

는 특수지역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다가, 그다지 사용되지도 않는 만큼 

이렇다 할 이의 없이 삭제 대상으로 되었던 것이다.1)

그렇다면 제302조가 규정하고 있는 특수지역권 제도는 과연 전근대적 제도

를 대변하는가.2) 그렇다고 보는 것이 당시 민법 개정위원들의 견해였으며, 

아마도 한국 민법학계 전반의 견해일 것이다.3) 그런데 제302조 특수지역권 

1)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편,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조문편, 민법개정총서 6, 법무부, 

2013, 21면; 권영준,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해설�, 민법총칙․물권편, 민법개정총서 11, 법

무부, 2017, 511면.

2) 법학에서 ‘근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철우, ｢법에 있어서 [근대]개

념－얼마나 유용한가｣, �법과사회� 제16/17합본호, 법과사회이론학회, 1999.11, 253면 이하 참조.

3) 민일영 집필부분/곽윤직 편집대표, ｢제5장 지역권 제302조 특수지역권｣, �민법주해 [VI] 물권(3)�, 

박영사, 1992, 148면; 권영준, 앞의 책, 511면. 한국 민법 제302조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논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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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들어 있는 내용은, 우연이든 우연이 아니든,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

는 공유(커먼즈 commons) 운동에4) 재산권 관련한 법리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영미 보통법상 공유권(커먼즈 commons, right of common)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다.5) 내용만 놓고 본다면 한국 민법 제302조는 영미 보통법상 

공유권 개념을 수용하여 구체화한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6) 그리

하여 커먼즈적 공유를 ‘오래된 미래’로7) 추구하는 시각에서 보면 한국 민법 

제302조가 규정하고 있는 특수지역권 제도는 전근대를 대변하는 제도가 아니

라 대안적 미래를 대변하는 제도이다.8) 그리고 한국 민법은 공유 내지 공유권 

드문데, 제302조를 정면으로 다룬 학자들은 제302조의 존치를 주장한다. 다만 이들도 제302조의 

수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강승묵, ｢특수지역권에 관한 소고｣, �한양법학� 제16집, 한양법학회, 

2004.12, 276면; 이덕승, ｢특수지역권의 재고｣, �재산법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10.10, 524면. 제302조가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특수지역권 제도가 현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을 가져서일 것이니, 한국 민법학계 전반이 특수지역권 제도를 전근대적 제도로 보고 있다는 것

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듯하다. 

4) 공유(커먼즈 commons) 운동에서 ‘공유’는 넓은 개념으로, 재산법상 공동소유와 구별되는 개념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공유 운동이 극복해야 할 것 중 하나가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사적소유권 관념인 

까닭에, 공유 운동 논의는 기초로서 재산법상 공동소유를 다루게 된다. 재산법상 공동소유를 하는 

모습 중 한 가지가 공유인 것이고, 그 공유를 권리화한 개념이 공유권인 것이다. 영미 보통법상 

공유권(커먼즈 commons)에 대해서는 Lynda Butler, “The Commons Concept: An Historical Concept 

With Modern Relevance”, 23 Wm. & Mary L. R. 835, 1982, p.840; 김영희, ｢커먼즈적 공유에 

관한 고찰｣, �법과사회� 제57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9.04, 163면; 정영신, ｢공유의 이론과 현실 

그리고 가능성｣, �환경사회학연구 ECO� 제18권 2호, 한국환경사회학회, 2014.12, 208면 참조.

5) 영미 보통법(민법, 재산법)에서 공유권(커먼즈 right of common)은 독립된 재산권의 한 종류(a 

property right)이다. Butler, ibid., p.843. 영국 보통법의 형성기부터 나타나 있는 개념인 공유권은 

19세기 인클로저 현상과 더불어 보통법 영역에서 배제되었다가, 20세기에 특별법의 모습으로 귀환

하였다. 영국 현행법 중에 공유권 관련한 법의 예로 1965년의 공유지등록법(Commons Registration 

Act), 2000년의 전원지역통행권법(Countryside and Rights of Way Act), 2006년의 공유지법

(Commons Act)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 공유권을 역사적 개념으로 치부하고 말 것인지, 재산권 

개념으로 인정하고 다룰 것인지, 공적 성격의 권리 개념으로 돌려 다룰 것인지는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다. Butler, ibid., p.844f. 

6) 한국 민법 제302조 [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

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 (이하 생략). 

“A right of common ... designates a right of one or more persons to take or use a product 

naturally produced on another’s lands or in another’s waters” ... “right of pasture, right of 

fishery, right to feed cattle, horses, and other animals ...” (공유권 즉 커먼즈는 어떤 사람이 또는 

여러 사람이 타인 소유의 토지나 물에서 해당 토지나 물이 자연적으로 생산해 놓은 것들을 취하거

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초목을 채취할 권리, 물고기를 잡을 권리, 가축이나 동물의 

먹이를 취할 권리...) Butler, ibid., p.843, p.864; John M. Anderies/Marco A. Janssen, Sustaining 

the Commons, Ver.2.0, Arizona State University, 2016, p.3f.

7) ‘오래된 미래’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헬레나 노르베리-호지/양희승 역,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우다�, 중앙북스, 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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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민법 안에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선구적 입법례가 된다.9)

여기서 다시 2013년 민법개정시안을 이야기하면, 필자는 개정시안이 제

30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마련되었던 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 이유

는 제302조가 공유권 규정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여겨서가 아니다. 

어떤 조문이든 구체적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삭제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민법에 어떤 규정을 들여놓았다면, 그러나 이제는 내

보내고 싶다면, 들여놓을 때와 들여놓았던 동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정도

의 예우는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한국의 민법학자들은 제302조 특수지역권 규정을 잘 안 다

룬다.10) 제302조가 이래저래 의문스러운 점을 꽤 가지고 있는데도 그러하

다. 의문이 해소된 적 없으되, 아예 의문시하지 않는 것이다. 이 의문시하지 

않음은 2013년 개정시안 해제에도 드러나 있듯이 한국의 현실에서 제302조 

특수지역권적 상황이 존재하는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 즉 제302조 관

련 사건이 거의 없다는 것으로 합리화된다.11) 제302조를 탐구하기에는 제

8) 세계의 커먼즈(공유권, 공유 운동) 연구자들은 일본 민법상 입회권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엘리너 오스트롬 지음/윤홍근 안도경 옮김, �공유의 비극의 넘어�, 랜덤하우스코리아, 2010, 133면 

이하; 北條 浩, �入会․入会権とロ-カル․コモンズ�, 御茶の水書房, 2014, 333면; 이노우에 마코토 

편저/최현 정영신 김자경 옮김, �공동자원론의 도전�, 경인문화사, 2014, 25면 이하, 73면 이하 참조. 

일본도 커먼즈 연구에 적극적인 편이다. 일본은 2013년에 제14회 국제커먼즈연구회 컨퍼런스(XIV 

Biennial IASC-Conference)를 개최한 바 있다. https://www.iasc-commons.org/conferences-global/. 

입회권은 전후 일본에서 법사회학의 부흥을 견인한 주제이기도 하였다. 가또 마사노부 지음/김상수 

번역, �｢소유권｣의 탄생�, 법우사, 2005, 162면.

9) 한국 민법의 특수지역권 조문은 공유권적 권리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일본 민법의 

입회권 조문은 공유권적 권리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민법이 일본 민법보다 공유권 

개념에 더 큰 의미를 가지는 성문민법일 수 있다. 

한국 민법 제302조 [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

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지역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본 민법 제263조 일본 민법 제263조 공유의 성질을 가진 입회권에 관하여는 각 지방의 관습에 

따르는 외에 본절(공유)의 규정을 적용한다.

일본 민법 제294조 공유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 입회권에 관하여는 각 지방의 관습에 따르는 외

에 본장(지역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10) 2018년 법고을LX에서 ‘특수지역권’으로 문헌 제목검색을 하면 학술논문으로 2건이 나온다. 강승

묵, 앞의 논문, 257면 이하와 이덕승, 앞의 논문, 503면 이하가 그것이다. ‘입회권’으로 검색하거나 

내용검색을 하면 소수로 더 나온다. 

11)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편, 앞의 책, 21면. 2018년 법고을LX에서 ‘민법 제302조’로 판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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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조의 사용 빈도가 너무 낮은 것이다. 하지만 민법에는 사용 빈도가 높은 

규정도 있고 낮은 규정도 있다. 사용 빈도와 무관하게 존재에 의미가 있는 

규정도 있다.12) 어쩌면 제302조는 존재에 의미가 있는 규정일 수 있다.13) 

게다가 제302조는 한국 민법 이론사 차원에서 보면 사용 빈도와 무관하게 

연구를 안 할 수 없는 규정이기도 하다. 제302조는 지역권 부분 규정이지

만, 한국 민법 제정 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수정을 거친 공동소유 규정들과 

발생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 민법학이 현재와 같은 공동소

유 법리 체계를 가지게 된 것을 논할 때에 제302조를 빼고 논할 수는 없는 

일인 것이다. 

그리하여 제302조 특수지역권 규정이 가지고 있는 의문스러운 점 중에 몇 

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302조 특수지역권 규정은 의용민법상 

입회권 규정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이다.14) 그런데 의용민법상 입회권 규

정은 일본 전통의 관습을 법제화한 것이다.15) 의용민법 시대의 실무는 한국

에 입회권적 관행이 유의미하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던 바 있다.16) 

을 하면 1건이 나온다. ‘특수지역권’으로 판례검색을 하면 2건이 나온다. 검색된 판결들이 특수지역

권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지는 별론이다. 

12) 한국 민법학계는 민법 시행을 앞두고 신의성실 원칙을 신설 규정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유민상, ｢국회를 통과한 민법안｣, �사상계� 제6권 제3호, 사상계사, 1958.03, 191면 참조. 한국 민

법 제2조 [신의성실] 규정은 제정 당시에는 신의성실 원칙을 확인하고 선언하는 규정이었는데, 현

재는 사용 빈도가 높은 규정이 되어 있다. 2018년 법고을LX에서 ‘민법 제2조’로 판례검색을 하면 

1027건이 나온다.

13) 한국 민법에 특수지역권 규정을 두는 것은 해당 관행이 한국 사회에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한국 민법의 입법자들은 제정되는 민법이 

개인주의를 지양 발전시키고, 사회 협조적 내지 사회 복지적 견지의 것이 될 것을 의도하였다. 명순

구, �실록 대한민국 민법� 2, 법문사, 2010, 29면; 유민상, 앞의 논문, 192면; 이희봉, ｢내가 본 

민법안: 훌륭한 신민법전의 제정을 염원하면서｣, �사상계� 제5권 제6호, 사상계사, 1957.06, 120면 

참조.

14) 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록� 상권, 1957, 182면; 민사법연구회, �민법안의견서�, 일조

각, 1957, 111면.

15) 명순구, 앞의 책, 312면. 입회권이 일본 전통의 관습에 기반한 제도라는 것은 일본의 입법자들이 

민법에 입회권 규정을 두면서도 정작 민법으로 규율하기보다 관습에 따라 규율하는 태도를 취한 

이유가 된다. 일본의 입회권 역사에 대해서는 石田文次郞, �土地總有權史論�, 岩波書店, 1927, 439

면; 中田薫 述/石井良助 校訂, �日本法制史講義�, 創文社, 1983, 351면; 北條 浩, 앞의 책, 3면 이하.

16) 일본은 1908년에서 1910년 사이에 한국의 관습을 조사하였는데, 한국에 일본의 입회권 중 입회림 

비슷한 관행이 소수 존재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런 한편 일본이 1911년에 한국에 삼림령을 

내리면서 그나마 한국에 존재하던 입회림 비슷한 관행이 거의 분해되게 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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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한국의 입법자들은 민법에 굳이 입회권 유사의 특수지역권 규정을 

존치시켰다. 원론적 차원에서 말하면 한국 민법에 존재할 수 없을 일본 전통 

관습 관련 규정이 한국 민법에 존재하게 된 셈인데, 어찌 된 일인지 제302조

의 원안인 제289조는 수정도 토론도 없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둘째, 한국의 

입법자들이 민법에 입회권 유사의 특수지역권 규정을 존치시키기로 하였을 

때, 한국 사회에 특수지역권적 관행이 유의미하게 존재하였을 수도 있다.17) 

의용민법 시대의 확인 후 한국 민법 제정 사이에 해당 관행이 새로 형성되었

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특수지역권적 관행

의 존재 여부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없다. 분명한 확인이 없다면 한국 민법 

제정 시기에 해당 관행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해야 한다. 관행이라

는 것이 길지 않은 기간에18) 형성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19) 이 짐작은 맞으

면 맞는 대로 어긋나면 어긋나는 대로 제302조에 대해 재고하도록 만든다. 

한국의 입법자들이 당시 현실에 특수지역권적 관행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

구하고 제302조를 규정한 것이라면, 현실에서 특수지역권적 상황이 존재하는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2013년 개정시안상 제302조 삭제 이유가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일본의 민법학은 입회권이 일본 전통 

제도상 권리라고 하면서도 독일 민법학상 공유 개념 중에서도 게르만법 기원

의 총유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고 한국 민법학계에 알려져 있다).20) 

한국 민법학도 특수지역권을 총유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21) 그런데 

조선총독부/정긍식 편역/정종휴 감수, �관습조사보고서�, 개역판, 한국법제연구원, 2000, 138면, 

164면 이하 참조. 총독부는 국유림에서 행해지는 입회권적 관행을 처벌하고, 사유림에서 행해지는 

입회권적 관행도 규제하였다. 강승묵, 앞의 논문, 263면 참조. 

17) 조선시대의 특수지역권적 관행에 대해서는 강승묵, 앞의 논문, 258면 이하 참조. 

18) 1910년대에 한국에서 입회권적 관행이 분해되고 총독부가 입회권적 관행을 처벌하고 규제하였던 

것을 고려하여 1945년 독립부터 기산하면 10년 남짓의 기간에 한국 사회에 입회권적 관행이 재형

성되었어야 한다. 

19) 어쩌면 의용민법 시대 한국에 입회권적 관행이 존속하였다고 보는 연구를 해야 할 수도 있다.

20) 石田文次郞, 앞의 책, 590면; 中田薫, ｢明治初年の入会権｣ (1), �国家学会雑誌� 42巻 2号, 1928.02, 

218면; 岩井萬龜, �入會權: その債權性と近代化�, 法律文化社, 1976, 385면; 나카오 히데도시/역자 

불명, ｢일본의 비실명등기의 유형과 법적 과제｣, �토지법학� 제11호, 한국토지법학회, 1995.12, 

213면. 그러나 일본 민법학자들이 말하는 ‘총유’는 학자마다 다른 의미일 수 있다. 입회권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일 수도 있다. 이 글 뒤, “IV. 일본 민법에 없는 총유 규정과 있는 입회권 규정”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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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입회권 제도는 독일 민법 및 민법학과 무관하게 존재해 오던 제도이

다. 일본 전통의 입회권 제도를 독일 전통의 총유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는 있지만, 입회권을 총유로 설명하여야 할 필연성을 말하기는 쉽지 않

다.22) 일본 민법에 입회권 규정은 제정 때부터 존재한 것에 비해, 일본 민법

학에 총유 개념이 보급된 것은 대략 1920년대라면 더욱 그러하다.23) 넷째, 

한국 민법 제302조를 둘러싸고는 특수지역권 법리와 총유 법리와 비법인사

단 법리 등이 착종되어 있다. 이 착종에는 한국 민법, 만주 민법, 일본 민법, 

독일 민법, 게르만법, 로마법 등이 골고루 가담하고 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독일 민법에서 비법인사단은 합유를 하고24) 일본법에서 비법인사단은 등기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에서25)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가 보는 착종

은 한국 민법학 고유의 상황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작된 제302조 연구는 한국 민법의 제정과 관련된 소재이고 

주제이다 보니 크게 확장되었다. 대응책은 연구를 나누는 것이었다. 그리하

여 이 글은 ‘독일 민법, 프랑스 민법, 일본 민법’에 대한 연구와 ‘일본 민법(의

용민법), 만주 민법, 한국 민법’에 대한 연구 중 전자에 속한다. 연구를 이렇

게 두 부류로 나눈 것은 한국 민법과 의용민법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더 객관

적으로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이다.26) 

21) 민일영, 앞의 책, 148면 이하.

22) 예를 들어 한국 민법은 조합재산의 합유를 규정하고 있고, 한국 민법학은 조합재산을 반드시 합유

로 말한다. 일본 민법학도 조합재산의 ‘합유’를 말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합유를 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일본 민법이 조합재산의 ‘합유’가 아닌 ‘공유’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굳이 합

유를 말할 필요 없이 ‘조합적 공유’를 말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江渕武彦, ｢日本民法学の共

同所有論における学説上の課題｣, �토지법학� 제32권 제2호, 한국토지법학회, 2016.12, 334면 참조. 

일본 민법학은 한국 민법학에 비해 합유 법리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한국 민법

에는 합유 규정이 있지만, 일본 민법에는 합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총유 법리와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의 말을 할 수 있다. 한국 민법에는 총유 규정이 있지만, 일본 민법에 총유 규정이 없으므

로 그렇다. 

23) 일본의 민법학계에 기르케(Otto v. Gierke 1841-1921)의 총유 개념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

한 것은 1920년대라고 한다. 정종휴, ｢청헌 김증한 교수의 공동소유론｣, �민사법학� 제69호, 한국

민사법학회, 2014.12, 265면. 

24) 독일 민법 제54조 참조. 독일 민법은 비법인사단의 합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독일의 실무는 비법인

사단이 법인인 사단과 마찬가지로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다. 전경운, ｢우리 민법상 총

유에 관한 일고찰｣, �토지법학� 제26-1호, 한국토지법학회, 2010.06, 157면.

25) 星野英一, ｢いわゆる ｢権利能力なき社団｣について｣, �法学協会雑誌� 84巻 9号, 1967.09, 11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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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서술 순서와 관련하여서는, 총유를 앞세우고 특수지역권적 권리를 

뒤세우기로 한다. 연구 계기가 제302조 특수지역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유를 앞세우는 이유는 독일 민법학이 총유는 역사적 개념으로나마 언급하

되, 독립된 권리로서 특수지역권적 권리는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다.27) 한국

의 민법학자들이 제302조 특수지역권을 제275조 총유를 하는 예로서 보는 

경향이 있는 것도28) 총유를 앞세우는 이유다. 또한 이 글은 독일 민법, 프랑

스 민법, 일본 민법의 순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프랑스 민법이 대략 1804년

에 시행되었던 것에 비해 독일 민법은 1900년에 시행된 된 것, 그리고 프랑

스 민법학이 독일 민법학에 앞서 일본 민법학에 영향을 미쳤던 것을 생각하

면 프랑스 민법을 독일 민법보다 앞세우는 것이 제 순서일 수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독일 민법을 앞세우는 이유는 프랑스 민법이 아예 공동소유 규

정 부분이 없는 채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게르만법에 대한 

연구가 독일 민법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도 독일 민법을 

앞세우는 이유다.

26) 이와 같은 분리 연구는 한국 민법과 일본 민법의 관계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뿐 아니라, 한국 민법

과 독일 민법 및 프랑스 민법의 관계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민법과 

독일 민법 및 프랑스 민법의 관계는 간접적 계수와 직접적 계수가 혼합된 관계이다. 즉 한국 민법

의 바탕이 일본 민법이고 일본 민법의 바탕이 독일 민법과 프랑스 민법이라는 맥락에서 보면, 한국 

민법과 독일 민법 및 프랑스 민법은 간접적 계수관계에 있다. 하지만 한국의 입법자들이 민법 제정 

과정에서 일본 민법과 나란히 독일 민법과 프랑스 민법을 참조하였다는 맥락에서 보면, 한국 민법

과 독일 민법 및 프랑스 민법은 직접적 계수관계에 있게 된다. 한국 민법의 독일 민법 및 프랑스 

민법 계수가 직접적 계수인지 간접적 계수인지 구분이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직접적 계수와 간접

적 계수 어느 쪽에든 오류가 개재하여 있을 수 있다. 한국 민법의 간접적 계수에 관해서는 정종휴, 

�역사속의 민법�, 교육과학사, 1994, 210면 참조. 

27) 양창수, ｢공동소유－민법 제정과정에서의 논의와 그 후의 평가를 중심으로－｣, �민법연구� 제6권, 

박영사, 1999(2001), 123면, 각주45. 그렇다고 독일에서 총유 개념이나 총유를 언급한 저서들이 

말소된 상태인 것은 아니다.

28) 민일영 집필부분/곽윤직 편집대표, ｢제3장 소유권 제3절 공동소유｣, �민법주해 [V] 물권(2)�, 박영

사, 1992, 6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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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독일 민법에 없는 총유 규정과 

없는 특수지역권적 권리 규정

1. 독일 민법에 총유 규정이 없는 것

1) 독일 민법의 로마법적 기원

독일 민법학에 총유 개념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독일 민법에는 총유 

규정도 없고 특수지역권적 권리 규정도 없다.29) 독일 민법이 이와 같은 규정 

상태인 것은 독일 민법의 두 기원인 로마법과 게르만법 중에 로마법의 영향

력이 상대적으로 강해서였던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개인적 소유권 관념을 

가졌던 로마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제정된 독일 민법이 총유나 특수지역권

적 권리 규정을 가질 가능성은 별로 없었던 것이다.30)

로마법이 개인적 소유권 관념을 가졌던 것은 로마가 개인주의적 사고를 

하는 사회였음을 의미한다. 로마 사회에서 개인주의적 사고는 상당히 강했는

데, 가장 기초적인 단체이며 공동체라고 할 가(家)조차 가부장(pater familias) 

개인 중심으로 다룰 정도였다. 이와 같은 사고를 바탕으로 로마의 법학자들은 

가의 재산은 가라는 단체의 소유나 가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공동소유가 아니

라, 가부장 개인의 단독 소유라고 하였다.31) 가와 관련해서도 이 정도였으므

로, 단체 일반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므로 로마

법 사료들에서 단체의 소유 법리를 추적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다.32)

29) Benno Mugdan, Die Gesamten Materialen zum BGB für das Deutsche Reich, Bd.3 Sachenrecht, 

Scientia Verlag Aalen, 1899(1979), S.242f.

30) 로마법이 가졌던 개인적 소유권 관념은 사적소유권 관념과 구분된다. 개인적 소유권은 사적소유권

의 ‘사’에서 사인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배제하고 개인으로만 좁혀 소유권의 주체로 관념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로마법에 비해, 게르만법은 공동체적 소유권 내지 단체적 소유권 관념을 가졌다. 平

野義太郞, �民法におけるロ―マ思想とゲルマン思想�, 增補新版, 有斐閣, 1970, 108면 이하. 이 글은 

‘공동체’ 개념을 다루지는 않기로 한다. ‘공동체’ 개념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이호규, ｢한국 전통사

회에 있어서의 단체적 소유｣, 법학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7.01, 19면 이하 참조. 

31) 최병조, �로마법강의�, 박영사, 1999, 412면; 이태재, ｢소유권론의 역사적 변천｣, �법사학연구� 제5

호, 한국법사학회, 1979.10, 50면. 

32)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법문사, 1996, 922면; 윤철홍, �소유권의 역사�, 법원사, 199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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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로마 사회에도 단체라고 할 것이 존재하기는 하였다.33) 그러나 로마 

사회에 단체라고 할 것이 존재하였다고 하여 단체에 관한 법리가 당연하듯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초기 로마법 시대에는 법학자들이 아예 단체에 관심

을 주지 않았다. 고전기 로마법 시대인 원수정 시대에는 국가가 단체를 금압

하는 분위기였다.34) 공화정 말기에 있었던 정치적 혼란의 원인이 단체가 규

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가 어느 정도로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든, 원수정 시대에는 단체가 금압되던 만큼 단체에 관

한 법리는 전개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전주정 시대는 단체의 금압이 유지되

었으되, 예외적으로 단체와 단체에 의한 재산 소유가 인정되기도 하던 시대

였다.35) 이 시대로부터 단체를 설립하는 것과 단체를 이루어 소유하는 것에 

관한 법리가 전개되기 시작하였다.36)

그런데 이렇게 하여 로마의 법학자들이 가지게 된 단체 소유 관념은 오늘

날 로마-대륙법계 법학자들이 가지는 단체 소유 관념과 같지 아니하다. 로마

의 법학자들은 여러 사람이 단체를 이루어 소유하는 것에 대해 단체라는 개

인이 단독으로 소유한다고 보지 않았다. 단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공동체적

으로 소유한다고 보지도 않았다. 단체를 이루는 구성원들 각각이 해당 물건 

전체에 소유권을 가지며, 각 소유권은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단체를 이

루는 구성원들 각각이 가지는 물건 전체에 대한 공유 지분들이 불가분적으로 

합하여져 1개의 소유권을 이룬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소유를 지분적 공유

(communio)라고 불렀다.37) 그리고 지분적으로 공유를 하는 단체를 조합(지

분적 공유 조합 communio, societas, universitas)이라고 불렀다.38) 그런데 

33) 로마에도 선사 시대에는 총유 제도가 존재하였으리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현승종/조규창, 1996, 

527면.

34) 현승종/조규창, 1996, 395면 이하; 최병조, 앞의 책, 311면 이하; 최병조, ｢사법상 단체에 관한 일반론－

단체법론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민사판례연구� 제19집, 민사판례연구회, 1997, 527면.

35) 최병조, 앞의 논문, 528면. 

36) 현승종/조규창, 1996, 527면.

37) 石田文次郞, 앞의 책, 324면. 

38) 로마법 사료에 ‘공유(communio)’라는 용어가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로마법상 조합은 

한국 민법상 조합과 다르게 자유로운 공유자 단체에 가까운 것이었다. 김증한, ｢공동소유형태의 유형론｣, 

�민법논집�, 진일사, 1950(1978), 218면; 현승종/조규창, 1996, 525면; 명순구, 앞의 책, 2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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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의 지분적 공유 개념은 당시로서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어차피 

국가가 단체의 설립과 소유 모두를 통제하던 시대였기 때문이다.39)

2) 독일 민법의 게르만법적 기원

게르만법은 로마법과 비교하여 상당히 강한 단체적 소유권 관념을 가졌다. 

게르만 사회가 전반적으로 단체 중심으로 유지되었으며,40) 어느 단체에서든 

단체와 구성원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었기 때문이다.41) 원시 게르만법 시

대에는 소유권 관념으로 공동체적 소유권 관념만 존재하였을 정도였다.42) 

게르만족이 서유럽에 자리를 잡게 된 후로도 게르만법상 단체에서 소유는, 

후대의 명명에 따르면,43) 총유(Gesamteigentum)인 것이 원칙이었다.44) 그

런즉 독일 민법에 총유 규정이 없다는 것은 독일 민법이 제정되던 시기에 

로마법의 영향력이 게르만법의 영향력보다 훨씬 강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그

렇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이 독일 민법학에 총유 개념이 존재하기는 하며, 독

일 민법에 합유 규정이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총유와 합유는 공통적으로 단

체적 소유권 관념에 기반을 두므로, 독일 민법이 합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

에서 총유 개념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다.45) 그렇다면 게르만법 기원의 총유 개념이 어떠한 사정으로 독일 민법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폐기된 것도 아닌 상태에 있게 되었는지 

39) 현승종/조규창, 1996, 400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교회가 재산의 중요한 소유자가 되었다. 그리하

여 로마 사회에서 사단이나 재단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의 역할이 커졌다. 하지만 사단이나 재단의 

사법적 의미가 커진 것은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이나 재단이 아니라 교회였기 때문이다. 현승종

/조규창, 1996, 395면 이하; 현승종/조규창, �게르만법�, 증보판, 박영사, 1989, 177면 이하 참조.

40) 게르만법상 단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는 기르케이다. 그런데 기르케가 19세기 후반

에서 20세기 전반 사이에 행한 게르만법상 단체 연구에서 단체(Genossenschaft)는 일의적인 개념이 

아니다. Otto v. Gierke, Das Deutsche Genossenschaftsrecht, Bd.1, Berlin, 1868, S.332f. 참조. 

41) 김증한, 1950, 222면; 최병조, 앞의 논문, 535면. 

42) 현승종/조규창, 1989, 148면; 윤철홍, 앞의 책, 15면 이하.

43) 게르만법상 총유가 ‘총유’로 명명된 것이 대략 17세기라는 것이지, 게르만법에 총유 현상이 17세기

에 등장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김학동, ｢총유의 본질과 실제｣, �사법연구�｣ 제1집, 한학문화, 

1992.10, 124면 이하 참조.

44) 石田文次郞, 앞의 책, 202면; 김대정, ｢총유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정방안｣, �중앙법학� 제14집 제4

호, 중앙법학회, 2012.12, 75면. 

45) 石田文次郞, 앞의 책, 1면 이하; 김대정, 앞의 논문, 75면; 이가라시 다카요시 (외) 지음/최현 (외) 

옮김, �현대총유론�, 진인진, 2016,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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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시대를 나누어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3) 중세 초기 게르만

게르만족이 남하하여 서유럽에 자리를 잡던 중세 초기는 전체적으로는 게

르만 전통의 공동체적 소유권 관념이 건재하던 시대였다. 하지만 공동체적 

소유권 관념에 내재하여 있었을 개인적 소유권 관념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

던 시대이기도 하였다. 게르만 사회에서 소유권 관념의 변화는 게르만법이 

로마법과 접촉하면서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로마법상 개인적 소유권 관념이 

게르만법상 공동체적 소유권 관념을 대체할 정도는 아니었다.46)

4) 중세 성기 게르만

중세 성기가 되면서 게르만 사회에서 단체의 형태와 성격이 다양해졌다. 

그중 사회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가졌던 것은 게르만법상 조합이었다.47) 그

런데 중세 성기 게르만법상 조합은 로마법상 조합에 비해 구성원 사이의 결

합이 매우 긴밀한 것이었다. 구성원 사이의 결합이 매우 긴밀한 만큼 소유 

관계도 긴밀하였다. 로마법상 조합은 지분으로 나뉜 개인적 소유에 가까운 

지분적 공유(Miteigentum nach Anteil)를 하였던 것에 비해, 게르만법상 조

합은 단체적 소유인 공동체적 총유(Gemeinschaftliches Eigentum)에 가까운 

공유를 하였다. 중세 성기는 로마법의 재발견과 더불어 게르만법 지역에서 

로마법의 영향력이 커지던 시대였지만, 게르만법상 조합과 로마법상 조합의 

차이는 게르만법상 조합을 위한 공동소유 법리로 로마법상 조합의 공동소유 

법리를 가져다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48)

문제는, 게르만법상 조합에 로마법상 지분적 공유 법리를 가져다 사용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게르만 전통의 공동체적 총유 법리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었다. 게르만법상 조합의 구성원들은 이미 공동체적 총유

46) 石田文次郞, 앞의 책, 98면 이하,

47) 이때 게르만법상 ‘조합’이 후대에 독일 민법에 규정되는 ‘조합’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48) 로마법의 근대적 변용이 본격적으로 행해지기 전에 중세 단체법론에 기여한 것은 로마-교회법학자

들이었다. 최병조, 앞의 논문, 53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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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상대적으로 개인적 색채를 띠는 공동소유를 하는 단계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단체적 소유인 공동체적 총유(Gemeinschaftliches 

Eigentum)를 다시 총유(Verbandes Eigentum, Gesamteneigentum)와 합유

(Genossenschafliches Eigentum oder Gesamthändiges Eigentum)로 분리시

키는 것이었다.49) 하지만 총유와 합유의 분리 경향이 확실하게 된 것은 시

간이 더 지나 중세 후기가 되어서였다.50)

그런 한편 중세 성기는 게르만법 지역에서 로마법의 영향력이 커지던 시

대이기는 하였지만, 토지 소유를 둘러싸고 만큼은 게르만법의 영향력이 여

전히 강하던 시대였다. 중세 성기 게르만 사회는 토지소유권이 개인에게 사

실상 귀속될 수 있음을 수긍하기는 하였으되, 토지에 대한 궁극적인 소유권

이 영방 또는 영방의 지도자인 영주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공동체적 소유권 

관념을 유지하였다. 그리하여 토지 소유권자인 개인은 위로 영방 또는 영주

에 여러 가지 봉건적 의무와 제한을 부담하여야 했고, 아래로 토지를 실질

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자들을 배려할 의무와 제한을 부담하여야 했다. 개인

의 토지소유권이 봉건적 공동체 질서 안에 존재하였던 만큼, 토지 소유권자

인 개인은 자신의 토지를 자의적으로 처분할 권리를 가지지 못하였다. 개인

은 자신의 토지를 처분할 수는 있었지만, 즉 토지 처분권을 가지기는 하였

지만, 토지를 처분하려면 궁극적인 토지 소유권자인 영방 또는 영주의 허락

을 받아야 했다. 후대의 법학자들은 이와 같은 중세 성기 게르만 사회의 토

지소유권을 영방 또는 영주에게 귀속되는 상급소유권(궁극적인 토지소유권)

과 토지를 소유하는 개인의 상급소유권(토지 처분권)과 토지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의 하급소유권(토지 이용권)이 다중으로 합하여진 분할소유권

(다중소유권) 개념으로 설명하였다.51) 이와 같은 토지 분할소유권 개념이 

49) 총유와 합유 사이 개념 분리가 중세 성기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개념 분리가 완

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문에 표현된 것과 같은 용어 분리가 행해져 있었을 리 없다. 平野義太郞, 

앞의 책, 112면 참조. 

50) Otto v. Gierke, Deutsches Privatrecht, Bd.2, Leipzig, 1905, S.376f. 총유와 합유의 분리에 관해서

는 石田文次郞, 앞의 책, 373면 이하 참조. 

51) Gierke, 1905, S.370; 川島武宜, �所有權法の理論�, 岩波書店, 1949, 113면; 김증한, 1950, 240면; 

현승종/조규창, 1989, 310면; 김상용, ｢분할토지소유권의 생성 발전 및 해체에 관한 소고｣, �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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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법상 공동소유에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모든 구성

원들이 공동소유(분할소유, 다중소유, 총유)해야 하는 토지는 사람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기 때문이다.52) 

5) 중세 후기와 근대 독일

중세 후기 게르만 사회에서는 자유도시들을 중심으로 상업이 크게 발전하

였다. 상업의 발전은 봉건적 공동체 질서를 약화시켰고, 이는 다시 토지에 

대한 공동체적 소유권 관념의 약화와 분할소유권 관념의 약화를 가져왔다.53) 

그 결과 근대로 접어들었을 때 게르만 사회에서 토지소유권 관념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분할소유권인 것에서 개인 단독의 사적소유권인 것으로 대체되게 

되었다. 토지에 대한 단독의 사적소유권의 귀속처는 처음에는 토지의 처분권

자였던 상급소유권자였다. 하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 분할소유권 관념이 단독

의 사적소유권 관념으로 대체된 것의 의미는 하급소유권자들에게 돌아갔다. 

이전에는 하급소유권자는 상급소유권자에게 의무와 제한을 부담하는 이용권

적 토지소유권만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토지 대금만 지불하면 의무와 제

한을 부담하지 않는 자유로운 토지소유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54) 

이렇게 하여 자유로운 토지소유권을 가지게 된 (하급)소유권자들은 자유로운 

토지소유권이 의무와 제한을 부담하는 봉건적 토지소유권으로 역행할 가능성

을 차단하여야 했다. 그러려면 분할소유권 관념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했다. 

완전히 폐기가 될 필요로는 공동체적 소유권 관념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폐기를 합리화하는 데에는 로마법의 권위만한 것이 없었다.55)

그런 한편 이 시대 상업의 발전은 게르만 사회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관념

을 로마법적 개인 단독의 사적소유권 관념으로 대체시켜 놓았지만, 역설적이

게도 게르만법적 공동소유 법리 내지 단체 소유 법리가 전개될 것을 요구하

학연구� 제14호, 한국법사학회, 1993, 63면; 정종휴, 2014, 261면.

52) 총유는 토지와 관련하여서 의미를 가진다. 김학동, 앞의 논문, 124면 이하 참조. 

53) 石田文次郞, 앞의 책, 98면 이하; 김상용, 1993, 79면 이하.

54) 김상용, 1993, 83면.

55) 石田文次郞, 앞의 책, 179면; 현승종/조규창, 1989, 3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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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였다. 다양하게 생겨난 상업 단체들 중에 게르만법적 총유 내지 합유

를 하는 단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학자들은 게르만법적 총유 내

지 합유를 하는 단체들에 대해 로마법 법리의 적용을 강행하였다. 로마법은 

이렇다 할 공동소유 법리 내지 단체 소유 법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 관

련 실무가 파행적으로 되는 일이 반복되었다.56) 

결국 17세기에 이르러, 게르만법적인 요소는 게르만법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 ‘총유(Gesamteigentum)’라는 개념과 명칭으로 단체의 소유

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생겨났다.57)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단체적 소유인 

공동체적 총유(Gemeinschaftliches Eigentum)가 총유(Verbandes Eigentum, 

Gesamteneigentum)와 합유(Genossenschafliches Eigentum oder Gesamthändiges 

Eigentum)로 분리되는 법리적 기초가 형성되었다.58) 이때 합유는 오늘날 기준

으로 합유보다 총유에 상대적으로 가깝다고 할 총유적 합유 내지 합수적 공유

(Gesamthändiges Eigentum, Eigentum zur gesamten Hand)였다.59) 이러한 

총유적 합유 내지 합수적 공유를 소유의 원칙으로 삼는 조합은 합수적 조합

(Eigentumsgemeinschaft zur Gesamten Hand)이 되었다.60) 

18세기에는 자연법학파의 일부가 게르만법 연구에 합류하였다.61) 하지만 

게르만법 연구는 불충분한 상태에서 멈추었다. 당시 민법학이 로마법과 게르

56) 최병조, 앞의 논문, 537면 이하; 김인섭, ｢총유에 관한 연구｣, �현대민법의 전망�, 경상대학교 법학

연구소, 1995, 83면. 

57) Gierke, 1905, S.377.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 사이에 행해진 기르케의 연구에 따르면, 17세

기 게르만 사회에 총유 및 합유 개념과 명칭이 존재하였다고 한다. 김학동, 앞의 논문, 124면. 그러

나 17세기 당시에 총유 및 합유 개념과 명칭이 명확하게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윤철홍, ｢합유제도에 관한 법사적 고찰｣, �법사학연구� 제18호, 한국법사학회, 1997.12, 119면. 기

르케에 앞서 행해진 공동체적 소유에 관한 연구로는 Gierke, 1905, S.375, Fn.1 참조. 

58) Gierke, 1905, S.376f. 

59) 현승종/조규창, 1989, 149면. 한국 민법 제704조는 조합재산의 합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

합’의 ‘합유’를 글자 표시 그대로 ‘조합’의 ‘합유’로 읽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합도 

합유도 일의적 개념이 아니기에 그러하다. 

60) 총유와 합유 관련 표현들은 독일어로도 번역된 한국어로도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다. 예를 들어 김

증한, ｢공동소유에 관한 신민법의 규정｣, �사상계� 제6권 제5호, 사상계사, 1958.05, 103면은 

Gesellschaft를 합수적 조합으로 Gemeinschaft를 지분적 조합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에 비해 104면

은 Gemeinschaft zur gesamten Hand를 합수적 조합으로 번역하고 있다. 결국 총유와 합유 관련 

표현들은 문맥에 따라 읽을 것이 요구된다. 

61) Gierke, 1905, S.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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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법을 융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기보다, 로마법의 우수성을 새삼 강조하고 부

각시키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게르만법에 우호적인 주장은 합

리성 여부와 무관하게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게 되었다.62)

19세기 초중반부터는 독일의 경제가 비교적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하였

다. 이에 따라 독일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단체들의 소유를 체계화할 필요

가 한층 커졌다.63) 이와 같은 필요에 베젤러(1809-1888)라는 게르마니스트

가 단체의 소유를 연구하였다.64) 그런데 이 시대에는 로마니스트들도 로마

법과 게르만법을 통틀어 단체를 연구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시대 로마니스

트들이 게르만법도 연구한 것은 게르만법 전통을 존중하여서가 아니었다. 게

르만법적인 색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였다. 로마니스트들은 필요하다면 

게르만법 내용을 로마법적으로 변색시키는 작업도 하였다.65) 이 과정에서 

고전 로마법학상으로는 관련 법리가 빈약하여 굳이 연결될 바 아니었던 법인

론과 공동소유론이 연결되어 전개되었다.

그리하여 19세기 중후반에 독일의 단체들은 법인, 조합(로마법적 조합), 

그리고 그 밖의 단체들로 분류되게 되었다. 이중에 법인과 조합에 대해서는 

로마법 기원의 단독 소유 법리와 지분적 공유 법리가 적용되었다. 이 당시 

법인이나 조합이 실제로는 로마법 기원의 단독 소유나 지분적 공유를 하지 

62) 김증한, 1950, 219면.

63) 독일 근대 민법학에서 총유 법리의 전개는 당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의미를 

가졌다. Gierke, 1905, S.380f.의 총유 논의는 촌락공동체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한국 

민법학에서 독일 민법학상 총유 이해는 촌락공동체적 소유를 전제로 삼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김용희, ｢소유권의 3유형으로서의 공유 합유 총유에 관한 분석｣, �법조� 제23권 5호, 법조협회, 

1974, 76면. 

64) 베젤러(Carl Georg Beseler 1809-1888)는 프로이센의 법학자 겸 정치가로서 법인론(공동체론, 단

체론)과 합유론(공동체 소유론)을 펼쳤는데 그의 이론은 기르케(1841-1921)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

다. https://portal.dnb.de/opac.htm?method=simpleSearch&query=118510193. 독일 민법학에서 

법인(juristische Person)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 것은 후고(Gustav Hugo 1764-1844)였다고 한

다. 최병조, 앞의 논문, 539면. 기르케는 법인(juristische Person)이라는 표현의 사용을 피하고, 대신 

단체인(Verbandsperson)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Otto v. Gierke, Deutsches Privatrecht, Bd.1, 

Leipzig, 1895, S.469; 송호영, ｢법인론과 관련한 독일 사법학계의 최근 동향｣, �비교사법� 제4권 

제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7.12, 607면. 

65) Gierke, 1905, S.379; 윤철홍, 앞의 논문, 120면. 이는 예를 들어 게르만법 기원의 개념인 총유에 

지분 개념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고, 지분 개념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 배경이 된다. 

江渕武彦, 앞의 논문, 6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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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런 한편 그 밖의 단체들인 법인이 아닌 

단체(비법인사단)와 합수적 조합에 대해서는 게르만법 기원의 총유 및 합유 

법리가 적용되었다.66) 

로마니스트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로마법적 기원과 게르만법적 기원 사이

의 타협적 체계화에서 법리의 보강을 요구받은 것은 당연히 게르만법 기원 

쪽이었다. 결과적으로 19세기 후반 독일 민법학에서 총유는 소유권 자체는 

단체에게 귀속되되, 소유 권능은 단체와 단체의 구성원인 개인에게 나뉘어 

귀속되는 것으로 개념화되었다. 그리고 총유와 합유는 구성원의 지분을 인정

하지 않는 것과 인정하는 것으로 구분되었다.67) 

하지만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총유와 합유가 과연 명료하게 구분되는 개

념이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총유와 합유는 두 개념을 분리하는 경향이 확실

해진 중세 후기나 분리하는 법리적 기초가 형성되었다는 17세기나 두 개념

을 구분하였다는 19세기 후반보다, 20세기 초반인 1905년에 간행된 기르케

의 독일사법(Deutsches Privatrecht) 제2권 물법론(Sachenrecht)을 통해 사후

적으로 소급되어 구분되고 정리된 면이 강하기 때문이다.68) 기르케의 연구

에 너그러우면 19세기 후반에 총유 개념과 합유 개념이 명료하게 구분되었

다고 말할 것이지만, 기르케의 연구에 엄격하거나 부정적이면69) 19세기 후

66) Gierke, 1905, S.383; 石田文次郞, 앞의 책, 373면; 현승종/조규창, 1989, 317면; 김인섭, 앞의 논

문, 83면; 정권섭, ｢토지소유형태에 관한 일유형－총유의 법리구성을 중심으로－｣, �사법연구� 제3

집, 한학문화, 1995.08, 24면.

67) 김학동, 앞의 논문, 127면 이하; 石田文次郞, 앞의 책, 377면; Schäfer/Münchener Kommentar 

zum BGB, 7. Auflage, C.H.Beck, 2017, §718, Rn.2f., §719, Rn.1f.

68) 기르케의 물법론(Sachenrecht)은, 한국 민법학계가 총유나 공동소유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보아서 

그렇지, 물권 주제 전반을 다루고 있는 물권법 교과서이다. 1905년에 간행되었으므로 독일 민법 

시행 후 저서이고, 당연히 독일 민법상 물권 체제를 반영하여 서술하고 있다. 제3장 소유권(Das 

Eigentum) 부분은 §120 Das Eigentum und die begrenzten dinglichen Rechte, §121 Das geteilte 

Eigentum, §122 Das gemeinschaftliche Eigentum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 총유 또는 공동소

유와 관련하여 인용되는 내용은 주로 §122 부분에 서술되어 있는 내용이다. §122의 분량은 대략 

19면이다. 로마니스트로서 독일 민법학계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빈트샤이트(Bernhard Windscheid 

1817-1892)의 1906년판 민법교과서(Lehrbuch des Pandektenrechts) 물권 부분을 보면 공동소유

(Miteigentum)에 8면이 채 안 되는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해당 부분을 보면 게르만법 기원의 단체

적 소유권 개념에 대해서는 독일 민법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언급만 하고 있다. Bernhard 

Windscheid/Theodor Kipp, Lehrbuch des Pandektenrechts, Bd.1, 9 Aufl., 1906, S.878.

69) 기르케의 단체적 소유에 관한 연구를 독일 정치사적 배경에서 평가하기도 한다. 戒能通孝, �立會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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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은 물론이고 20세기에 조차 총유와 합유의 구분이 명료하지 않았다고 말

할 수 있다.70)

6) 독일 민법 제정 과정

1871년 독일 통일 직후 시작된 법 제정 작업에서 민법 제정 작업은 1874

년경부터 가시화되었다.71) 민법 제정 작업에서 주도권은 로마니스트들이 가

졌다. 소유권 부분은 로마법 기원의 사적소유권 관념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공동소유 부분도 로마법 기원의 공유만 규정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72) 이

에 게르만법 기원의 총유와 합유가 사회 현실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제정 

중인 민법에 반영해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게르마니스트들에게서 나왔다.73) 

결과적으로 반영은 미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졌다.74) 

硏究�, 日本評論社, 1943, 19면. 기르케가 상대적으로 힘을 주어 서술한 단체적 소유 개념은 독일 

민법에 들어가지 못한 개념이므로 상대적으로 인용이 적은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기르케의 영향

력을 후대의 독일 민법학자들이 기르케의 1905년 저서를 얼마나 인용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르케의 영향력이 지대한 것과 기르케의 설명 모델에 의지하지 않는 것은 

별개이다. 송호영, 앞의 논문, 609면.

70) 결국 게르만법상 총유와 합유의 개념 구분 문제가 한국 민법 제정 과정에서 총유 규정과 합유 규정

의 분리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게르만법상 총유와 합유는 서로 간에 그리고 각각 포괄적 개념으로

도 세분화될 수 있는 개념으로도 말해질 수 있다. 명순구, 앞의 책, 236면은 개념 분리를 전제로, 

게르만법상 총유에서 합유가 분리해나간 나머지 총유가 Gesamteneigentum이고, 게르만법상 단체

에서 합수적 조합이 분리해나간 나머지 단체가 Genossenschaft라고 파악하고 있다. 

71) 독일 민법 제정의 계기는 프랑스가 나폴레옹의 지휘 아래 민법을 제정하여 1804년에 시행한 일이

었다. 1814년에 나폴레옹이 강제 퇴위되자 독일의 법률가들은 독일 지역에 적용되었던 프랑스 민

법의 배제를 둘러싸고 이전의 법 상태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 민법을 제정할 것인지를 논쟁

하였다. 티보(Anton F. J. Thibault 1772-1840)가 독일도 프랑스처럼 통일된 민법을 제정할 필요

가 있다는 내용으로 논문을 발표하자, 사비니(Friedrich C. v. Savigny 1779-1861)는 민중의 역사

의식과 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장은 독일 민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들로 인해 논쟁은 가열되었고 법전논쟁(Kodifikationsstreit)이라는 명칭까지 붙

게 되었다. 법전논쟁은 당시에는 사비니의 승리로 마무리된 보였다. 그러나 1840년대가 되자 독일

의 영방들이 자신의 영방에 적용할 민법을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1871년에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

는데, 영방 민법들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를 정비하기 위하여라도 독일 민법의 제정이 요청되었다. 

김상용, ｢민법전제정의 과정과 특징－독일, 불란서, 서서 및 일본－｣, �법학논총� 제6집, 한양대학

교 법학연구소, 1989.02, 158면, 161면.

72) Windscheid/Kipp, ibid., S.878; 최병조, 앞의 논문, 542면 이하.

73) 독일 민법 제정 전 독일의 영방들에서 총유와 합유 개념이 섞여 반영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石田文次郞, 앞의 책, 362면 이하 참조.

74) 김상용, 1989, 165면; 명순구, ｢공동소유제도의 개정방향－합유 총유의 재정비－｣, �안암법학� 제

34호 (상), 안암법학회, 2011.01, 3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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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년에 나온 독일 민법 제1초안은 공동소유 부분에 공유만 규정하는 것

으로 마련되었다. 합유는 공동소유 부분에 규정되지 않고, 합유를 하는 개별

적인 경우로 규정되었다. 부부재산 공동체, 상속재산 공동체, 그리고 조합이 

그 경우들이었다.75) 합유를 하는 개별적인 경우의 네 번째로 비법인사단이 

추가된 것은 1895년에 나온 독일 민법 제2초안에서였다.76) 이때 추가된 비

법인사단의 합유는 찬성과 반대 속에 자리를 지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독일 민법 제54조로 되었다. 그런데 이 제54조를 보면 비법인사단의 합유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비법인사단에 조합 규정이 준용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 민법상 비법인사단이 합유하는 것은 조합의 합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718조와 제719조를 통해서이다.77) 

독일 민법이 비법인사단의 합유를 이렇듯 조합 준용에 따른 합유로 에둘

러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독일의 입법자들이 비법인사단을 규정하는 일도 합유

를 하는 개별적인 경우를 추가하는 일도 반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비법인

사단의 조합 준용에 따른 합유는 비법인사단의 소유를 합유로 보는 것이 옳

다고 여겨서도 아니었고, 비법인사단을 조합처럼 다루고자 하여서도 아니었

다.78) 입법자들은 비법인사단이 법인인 사단이 되어 국가의 통제 아래 들어

오기를 바랐다.79) 정 안 들어오고 비법인사단으로 머물면 그런 단체를 만든 

75) 현승종/조규창, 1989, 317면.

76) Mugdan, Bd.I, S.637f.

77) 독일 민법 제54조 [권리능력 없는 사단]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Nichtrechtsfähige Verein)에 대하여는 

조합(Gesellschaft)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사단의 이름으로 제3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는 개인적으로 책임진다; 다수가 행위한 때에는 이들은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진다. 

독일 민법 제718조 [조합재산] ① 조합원의 출자 및 업무집행에 의하여 조합을 위하여 취득된 재산은 

조합원의 공동재산(gemeinschaftliches Verrmögen)으로 한다 (“조합재산(Gesellschaftsvermögen)”). 

독일 민법 제719조 [합수적 구속(Gesamthänderische Bindung)] ①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 

및 조합재산에 속하는 개별 목적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그는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78) 비법인사단이 조합처럼 다루어지면 조합원의 개인적 책임 부담, 소송수행의 어려움, 사단 재산 형

성의 어려움 등을 겪게 된다. 송호영, 앞의 논문, 630면. 

79) 독일에서 비영리사단은 민법 제21조에 따라 사단 등기를 함으로써, 영리사단은 민법 제22조에 따

라 연방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거나 주 정부의 공적인 허가를 얻음으로써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등

기나 법률 규정이나 공적인 허가가 뜻하는 바는 결국 국가에 의한 통제 내지 법에 의한 통제이다. 

입법자들의 통제 의도는 결과적으로 비법인사단으로 남으려 하는 단체들을 만들어냈다. 송호영, 

앞의 논문, 6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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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그런 단체를 만든 목적에 좇아 처리할 일이라고 여겼다.80) 그런 

만큼 입법자들은 비법인사단 규정을 두지 않으려 하였다. 제1초안에서 그렇

게 하였다. 하지만 제2초안 단계에서 비법인사단 규정을 두게 되었다. 따라

서 비법인사단의 소유 유형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지가 현안으로 되었다. 

비법인사단은 사단이 아니므로 단독 소유는 곤란하고, 공유(지분적 공유)도 

아니었고, 총유를 들여 놓을 생각은 전혀 없으니, 남은 것은 합유였다. 합유

를 어떤 식으로 규정할 것인지가 다시 문제로 되었다. 합유하는 개별적인 경

우를 추가할 적극적인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으니, 조합의 합유를 준용

하는 것으로 하였다. 조합의 합유를 비법인사단의 합유로 준용한 데에는 나

름의 논리가 있었다. 조합의 구성원들이 조합계약을 통해 자신들의 소유(합

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듯, 비법인사단의 구성원들이 합의를 통해 자

신들의 소유(합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81) 이와 같은 독일 입법자들의 생각은 독일 민법이 제정된 후 제54조

의 비법인사단 합유 준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민법학계가 비법인사단

의 소유로 굳이 합유를 고수하지 않는 배경이 되었으며, 합유의 대안으로 총

유를 제시하지도 않는 배경이 되었다.82)

합유가 비록 공동소유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독일 민법 안으로 들어간 

것에 비해, 총유는 끝내 독일 민법 안 어디로도 들어가지 못하였다. 총유가 

독일 민법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합유와 총유의 구분이 명료하지 않아서

만은 아니었다. 총유가 독일 민법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에는 사회경제적 

80) Mugdan, Bd.I, S.643. 

81) 정종휴, ｢독일과 일본의 총유이론사｣, �법사학연구� 제14호, 한국법사학회, 1993.12, 53면; 전경운, 

앞의 논문, 157면. 독일 민법이 비법인사단에 조합 준용을 규정한 것에 관해서는 Mugdan, Bd.I, 

S.640f.를 참조하고. 독일 민법이 조합의 합유를 규정한 것에 관해서는 Mugdan, Bd.II, S.344f., 

S.988f.를 참조하라. 

82) 한국 민법상 비법인사단은 제275조에 의거 총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독일 민법상 비법인사

단은 제54조에 의거 합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 차이는 비법인사단의 총유 또는 

합유에 법리적 필연성이 없을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제철웅, ｢단체와 법인｣, �민사법학� 제36호, 

한국민사법학회, 2007.05, 102면은 비법인사단의 소유를 총유로 본다는 것은 해당 단체의 총원과 

비법인사단을 동일시하는 것으로서 비법인사단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것과 모순될 수 있다고 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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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컸다. 독일에서 민법이 제정되던 시기는 산업화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던 시기였다. 민법은 농업보다 산업과 상업에 도움이 되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산권 체계가 단독의 사적소유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

었다. 누군가가 소유권의 공동체적 색채를 주장하며 거래를 방해할 가능성

을 차단하여야 했다.83) 그러려면 총유 같은 관념을 민법 안에 들여놓아서는 

안 되었다.84) 

독일 민법에 총유 개념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일에는 19세기 자연법론이 

동원되었다. 사실 자연법론 자체가 총유 개념에 적대적인 법 사조인 것은 아

니었다. 17세기의 자연법론은 하급소유권이 이용권 외에 일종의 처분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기게 하는 법리를 제공한 적도 있었다.85) 하지만 19세기 

자연법론은 17세기 자연법론과 비슷하면서도 달랐다. 자연법론은 17세기든 

19세기든 개인의 이성과 자유를 존중하였는데, 19세기 자연법론은 개인 존

중을 개인 소유 재산의 존중으로 크게 확대하였다. 즉 개인의 재산 소유의 

자유와 재산의 거래를 위한 계약의 자유는 그 자체로 개인의 자유의 일부를 

이루는 것임을 확고하게 주장하였다.86) 이와 더불어 총유는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소유 유형으로서, 봉건적 소유 질서 탈피를 목적으로 제정하고 있

는 ‘근대’ 민법에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공격하였다.87) 그리하여 총

유는 공동소유의 한 유형이 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사유되었

다. 근대 민법상 공동소유는 개인의 소유를 전제로 하는데, 총유는 공동체의 

소유이니 아예 개인(들)의 (공동)소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88) 

83)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토지소유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했다. 이는 토지의 소유권과 인

간이 만들어낸 상품의 소유권을 동일 차원에서 취급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다. 川島武宜, 앞의 

책, 87면; 헨리 조지 지음/A.W. 매드슨 편집/김윤상 옮김, �간추린 진보와 빈곤�, 경북대학교출판

부, 2012. 156면. 

84) 김상용, 1989, 164면.

85) 윤철홍, 앞의 책, 33면 이하. 

86) 김상용, 1989, 164면; 川島武宜, 앞의 책, 112면. 카를 크뢰셸 저/양창수 역, ｢게르만적 소유권개념

의 이론에 대하여｣, �독일 민법학논문선�, 박영사, 2005, 165면은 19세기 독일의 관념철학이 개인

의 이성과 자유를 개인 소유의 재산으로까지 확대시키고, 이러한 사고를 사회 속에 보편화시키는 

일에 기여하였다고 보고 있다.

87) 윤철홍, 앞의 책, 40면; 이태재, 앞의 논문, 51면.

88) 최식, ｢총유에 관한 문제｣, �법조� 제14권 2호, 법조협회, 1965.02, 40면,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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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독일 민법 제정 과정에서 로마니스트와 게르마니스트 사이에는 법

리를 둘러싼 이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민법 제정을 두고 법리의 

이름을 빌어 역사관과 가치관의 싸움을 하였다.89) 독일 민법 제정의 주도권

은 단독의 사적소유권 관념을 신봉하였던 로마니스트들이 가지고 있었고, 결

국 총유는 민법에 들어가지 못하였다.90) 

7) 독일 나치즘이 총유 논의에 미친 영향

1900년부터 사적소유권 관념에 기초한 독일 민법이 시행되었다. 그런데 

전 세기부터 누적되어온 산업화의 부작용과 제1차세계대전에 따른 어두운 그

림자가 겹쳐지면서 독일 사회에 소유권, 특히 토지소유권에 사회적 성격 내지 

공동체적 색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그러나 이미 전면적으로 

개인화가 이루어진 토지소유권에 사회적 성격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

려운 일이었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 토지 소유의 사회적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민법 소유권 부분의 개정으로 이어질 수준은 아니었다.91) 

그런 한편 1920년경 독일에서는 나치즘이 득세하고 있었다.92) 나치즘은 

게르만 공동체주의 및 전체주의를 추구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독일에서 

토지소유권에 사회적 성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어렵고 더디게 만들었다. 나치

즘을 경험한 법학자들이 소유권 개념에 단체주의가 접목될 가능성을 적극적

으로 피하였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총유가 있었다. 나치즘이 게르만법 기원

의 공동체적 소유권 개념인 총유에 우호적이었던 만큼 후대의 민법학자들은 

총유를 언급하는 것조차 삼가게 되었다.93) 

89) 카를 크뢰셸, 앞의 논문, 191면.

90) 김대정, 앞의 논문, 76면. 총유 개념이 들어있지 않은 독일 민법은 1900년에 시행되었는데, 1905년

에 간행된 기르케의 물법론이 총유를 상대적인 의미에서 적지 않은 분량으로 다루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수도 있다. 기르케가 독일 민법 제1초안을 비판하였던 것과는 다른 차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91) 윤철홍, 앞의 책, 117면 참조. 

92) 나치즘은 제1차세계대전(1914-1918) 직후 독일에서 범게르만(아리아인)주의로 발생하였다. 1919

년에는 나치당의 전신인 독일 노동자당이 창당되었다. 1929년에는 나치당이 독일 제2당이 되었으

며, 1933년에는 나치당의 히틀러가 독일 총리로 임명되었다. 

93) 독일 민법에서 소유권 부분이 단독의 사적소유권 관념을 전제하여 제정된 것과 더불어 독일 민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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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동체주의 내지 단체주의에 극도로 삼가는 태도를 취한 것은 법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가들도 마찬가지였다. 실무가들은 공동체성을 가지는 

단체의 소유로 인해 민법을 개정할 필요가 생기더라도, 민법을 개정하는 대

신 특별법을 제정하는 식으로 다루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다.94) 나치즘과 연

루되었던 독일 민법학의 역사는 세계적으로 행해지는 공유론(커먼즈) 논의에

서 총유 개념이 별 역할 못 하게 만들기도 하였다.95)

2. 독일 민법에 특수지역권 규정이 없는 것

독일 민법에는 총유 규정만 없는 것이 아니라 특수지역권적 권리 규정도 

없다. 오늘날 독일 민법학은 총유는 역사적 개념으로라도 말하지만, 독립된 

권리로서 특수지역권적 권리는 역사적 개념으로라도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독일 민법학이 특수지역권적 권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독일법 역사에 특

수지역권적 권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로마법과 더

불어 독일 민법의 기원을 이루는 게르만법을 살펴보면, 원시 게르만 사회에

서 토지 소유는 공동체적 소유였다. 이 공동체적 소유는 후대에 총유로 개념

화되는데, 공동체 구성원들의 토지 총유는 구성원들이 토지에 특수지역권적 

권리를 가지는 것을 포함하였다.96) 

이후 중세 성기가 되어 공동체적 소유권 관념과 개인 단독의 사적소유권 

관념이 섞이게 되었을 때도 특수지역권적 권리의 실질은 계속하여 존재하였

분할소유권이 존재 불가한 것으로 되었다고 하여 분할소유권 관념까지 존재 불가한 것이 된 것은 

아니었다. 분할소유권 관념은 독일 민법 제정 후에도 존재하였다. 카를 크뢰셸, 앞의 논문, 169면.

94) 1970년대 이후 독일은 토지 소유를 둘러싼 사회적 성격의 회복을 민법 개정을 통하여 추진하지 

않고, 국가의 토지관리 체제 정비와 행정 규제의 강화를 통하여 추진하였다. 즉 독일은 행정명령을 

통해 토지의 이용소유권은 개인에게 귀속시키고, 처분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시키

는 정책을 폈다. 그 결과 독일 민법상으로는 토지소유권이 이용소유권과 처분소유권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나, 독일 사람들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인식은 이용소유권 쪽을 향하게 되었다. 김상용 

저/정우형 증보, �토지법�, 법원사, 2004. 238면 이하; 윤철홍, 앞의 책, 158면. 

95) 이가라시 (외), 앞의 책, 71면.

96) 현승종/조규창, 1989, 389면. 게르만족이 토지를 총유하던 시대에 총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는 石田文次郞, 앞의 책, 84면 이하 참조.



294   法史學硏究 第59號

다. 이 시대를 지배하였던 토지소유권 관념은 분할소유권 관념이었는데, 하

급소유권자의 토지 이용권이 특수지역권적 권리를 포함하였던 것이다. 설령 

상급소유권자가 토지를 처분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하급소유권자의 특수지역

권적 권리 향유에 큰 지장이 없었다. 토지의 양수인인 새 상급소유권자가 하

급소유권자의 특수지역권적 권리 향유를 수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게르만 사회에서 분할소유권 관념이 작동하

는 한 특수지역권적 권리의 개념화는 필요 없는 일이었다.97) 

하지만 근대에 들어와 분할소유권 관념이 약화되고 사적소유권 관념이 강

화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토지 소유권자가 특수지역권적 권리를 부담하기

를 거부하는 일이 늘어났다. 특수지역권적 권리는 이제 관습이라는 명목으로 

허용되기도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수지역권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으려면 

특수지역권적 권리에 독립된 권리 개념이 주어질 것이 필요하였지만, 부정되

어 가는 권리에 새삼 권리 개념이 주어질 리 없었다. 이런 상황의 특수지역

권적 권리가 독일 민법에 규정될 리도 없었다.

3. 독일 민법상 역권 규정

1) 특수지역권과 지역권과 역권

독일 민법은 특수지역권적 권리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한국 민

법은 독일 민법계에 속하면서도 특수지역권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독일 

민법 역권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한국 민법에서 특수지역권 규정

이 지“역권”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일 역사에 특수지역권적 

권리의 실질이 존재하던 시대가 있었음을 생각하면, 독일 민법 역권 부분 어

딘가에 특수지역권적 권리의 실질이 반영되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독일 민법에서 역권 부분을 살펴보면 역권이 인역권과 지역권으

97) 영국 보통법에서 커먼즈 개념이 확인되는 것은 영국 성립 전 토착민들의 전통에 따른 것일 가능성

도 있지만, 영국을 정복하였던 게르만족의 전통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더 크다. 중세 게르만법상 

토지소유권이 이용권 중심인 것과 영국 보통법상 토지소유권이 이용권 중심인 것 사이의 공통성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石田文次郞, 앞의 책, 359면; 김영희, 2018, 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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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독일 민법상 인역권 규정과 지역권 규정이 로마법

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게르만법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말하기는 

쉽지 않다. 로마법에도 게르만법에도 인역권 제도와 지역권 제도가 모두 있

었으므로 그러하다.

2) 로마법상 역권

로마법상 역권에는 사람의 편익을 위한 인역권과 물건의 편익을 위한 물

역권이 있다.98) 인역권으로는 용익권, 사용권, 건물을 사용하는 거주권, 노예

나 동물을 사용하는 사역권 등이 있다. 물역권으로는 지역권과 건설역권 등

이 있다. 그러니까 로마법에서 지역권은 인역권과 대비되는 개념이기보다, 

인역권과 대비되는 물역권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99) 

한편 로마법에는 ‘특수지역권’에 해당하는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

므로 특수지역권적 권리 내용을 가지는 로마법 개소들이 있는가를 찾아보아

야 한다. 지역권 개소들에 한정하지 말고 역권 개소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찾아보아야 한다. 한국의 민법학자들이 특수지역권의 법적 성질을 지역권으

로 파악하기도 하고 인역권으로 파악하기도 하기에 그렇다.100) 

그리하여 로마법상 역권 개소들 전체에서 특수지역권적 권리와 연결될 가

능성을 가지는 내용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역권이다. 로마법상 인

역권 중에 용익권과 사용권이 특수지역권적 권리와 연결될 수 있어 보인다. 

그런데 로마법상 인역권자는 물건의 실질을 변경하거나 손상함이 없이 권리

의 목적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요구에 주목하면, 로마법상 인역권

과 특수지역권적 권리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 초목이나 야생물 등을 수

취하거나 채취하여 소비하다 보면 해당 물건의 실질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로마법은 예상 외로 초목이나 야생물 등을 수취하거나 채취하여 소비

하는 권리를 인역권으로 인정하였다.101) 로마법이 해당 내용의 권리를 인역

 98) 최병조, 앞의 책, 425면.

 99) 최병조, 앞의 책, 426면; 현승종/조규창, 1996, 604면 이하.

100) 명순구, 앞의 책, 312면, 각주35 참조.

101) 현승종/조규창, 1996, 619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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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으로 인정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그렇지만 인역권자가 물건의 실질을 

변경하거나 손상함이 없이 권리의 목적물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초목이

나 야생물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목초지나 숲이나 하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러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는 있다. 인역권자가 목초지나 숲이나 

하천 등의 실질을 변경하거나 손상하지 않는 수준에서 초목이나 야생물 등을 

수취하거나 채취하여 소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물역권이

다. 로마법상 물역권 중 지역권에는 통행권, 용수권, 방목권, 토사채취권 등

이 있다.102) 이와 같은 로마법상 지역권은 그 대부분이 특수지역권적 권리와 

연결될 수 있어 보인다. 

그런즉 로마법상 관련 개소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로마법상 인역권과 

지역권은 모두 특수지역권적 권리와 연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로마법상 인역권과 지역권은 모두 법률행위를 통해 설정시켜야만 

하는 권리였다. 관습을 통한 성립이 어려운 권리였던 것이다.103) 그래서 로

마법상 인역권과 지역권은 모두 특수지역권적 권리와 연결되기 어렵다.

3) 게르만법상 역권

게르만법상 역권에도 사람의 편익을 위한 인역권과 토지의 편익을 위한 

지역권이 모두 있었다. 그런데 게르만법에서 인역권 제도는 부부재산법 영역

에서만 작동하였다. 그 대신에 지역권 제도가 발달하였다.104) 

그런데 게르만법에서 지역권 제도가 발달한 것은 원시 게르만법 시대부터

가 아니었다. 원시 게르만법 시대에는 토지의 공동체 소유 내지 총유가 보편

적인 현상이었던 만큼 지역권 개념이 따로 필요 없었다. 그런즉 게르만법에

서 지역권 제도는 중세 후기 들어 로마법의 영향 아래 단독의 사적소유권 

관념이 강화되면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이전에는 토지의 총유나 하급소유

권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정되었던 토지 관련한 이러저

102) 현승종/조규창, 1996, 607면 이하.

103) 현승종/조규창, 1996, 610면 이하. 그러나 후기 고전기 이후의 로마법은 장기점유의 항변을 인정

하기는 하였다. 현승종/조규창, 1996, 613면.

104) 현승종/조규창, 1989, 390면.



독일 프랑스 일본 민법상 총유와 특수지역권적 권리   297

러한 이용권을 토지 소유권자가 부담하기를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리

하여 지역권이 필요한 상태의 사람들은 토지 소유권자와 법률행위를 통해 지

역권 관계를 설정하여야 했다.105) 그렇게 설정될 수 있는 지역권의 예로는 

방목권, 통행권, 가축통행권, 산림벌채권, 인수권 등이 있었다.106)

그런즉 게르만법을 보면, 인역권은 특수지역권적 권리와 연결될 가능성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중세 후기 이후의 지역권이 특수지역권적 권리와 연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게르만법상 지역권도, 관습을 통해서는 

성립이 어려운, 법률행위를 통해 설정시켜야만 하는 권리였다. 그러므로 게르

만법상 인역권도 지역권도 모두 특수지역권적 권리와 연결되기 어렵다.

4) 독일 민법상 역권과 특수지역권적 권리 관계의 형성

민법 제정 직전의 독일에는 로마법 기원과 게르만법 기원의 인역권 제도와 

지역권 제도가 모두 존재하였는데, 어느 것이든 법률행위를 통해 설정시켜야 

하는 권리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제정된 독일 민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독일 민법을 보면, 물권편인 제3편에서 제4장이 역권 규정 부분이다. 제4장 

역권 규정 부분은 제1절 지역권, 제2절 용익권, 제3절 제한적 인역권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지역권이든 인역권이든 법률행위를 통해 설정시켜야 한다. 그리

하여 만약 누군가가 특수지역권적 권리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여서라도 특수지역권적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면 해당 권리를 독립된 물권인 지역권이나 인역권으로 확보하지 독립된 

물권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특수지역권적 권리로 확보할 이유가 없다.107) 

105) 지역권 관계를 ‘법률행위’를 통해 설정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관습’에 근거한 지역권을 부정하

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현승종/조규창, 1989, 389면 참조.

106) 현승종/조규창, 1989, 389면 이하.

107) 일본 민법학은 한국 민법 제302조 특수지역권에 상응하는 입회권이 관습에 의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한국 민법학은 특수지역권이 관습에 의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법률행위를 통한 설정도 인정하고 있다. 민법안심의록, 182면; 민일영, 앞의 책, 148면. 한국 민법

학의 이와 같은 시각이 특수지역권적 권리를 법률행위를 통해 설정하게 하는 독일 민법학이나 

프랑스 민법학의 영향을 얼마나 받은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민법안의견서, 111면은 일본 민법

상 지역권 규정이 로마법을 계수한 프랑스 민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경우 

한국의 입법자들은 일본 민법의 예에 따라 특수지역권 규정을 지역권 부분에 두었으므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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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프랑스 민법에 없는 총유 규정과 없다고 하기 애매한 

특수지역권적 권리 규정

1. 공동소유 규정이 없이 제정된 프랑스 민법

프랑스 민법을 보면 독일 민법과 마찬가지로 총유 규정도 없고 특수지역

권적 권리 규정도 없다. 그런데 총유 규정과 특수지역권적 권리 규정이 프랑

스 민법에 없는 것과 독일 민법에 없는 것 사이에는 주목할 사실이 개재해 

있다. 프랑스 민법은, 독일 민법과는 또 달리, 아예 공동소유 규정을 두지 않

은 채로 제정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공동소유 규정이 아예 없으니 총유 

규정을 운운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프랑스 민법이 아예 공동소유 규정을 두

지 않은 채로 제정된 이유는 프랑스 민법이 프랑스 혁명으로 대변되는 근대 

자유주의의 산물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당시 프랑스 입법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중시하였는데, 이것이 프랑스 민법에 공동소유 규정을 전혀 

두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었던 것이다.108) 프랑스 민법에 공동소유 규정으로 

공유가 들어온 것은 1976년 민법 개정 때였다.109) 그 사이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중시하는 프랑스라고 하여 공동소유에 관한 규율이 필요하지 않았을 

리 없다. 하지만 프랑스의 입법자들은 민법에 공동소유 규정을 넣기보다는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태도를 취하였다.110) 이러한 역사로부터 프랑스 민법

에서 공동체적 색채를 지니는 총유나 특수지역권의 흔적을 찾기가 독일 민법

민법학상 특수지역권은 독일 민법학보다 프랑스 민법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 된다. 그런 한편 일본

에도 입회관습의 변화로 인해 입회권이 법률행위를 통해 설정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岩井萬龜, 앞의 책, 22면 이하 참조.

108) 권철, ｢일본의 프랑스민법 연구 관견: 소유권에 관한 연구를 소재로 하여｣, �민사법학� 제40호, 

한국민사법학회, 2008.03, 182면; 이가라시 (외), 앞의 책, 68면.

109) 프랑스 민법 제3권 제9편의2 공유권의 행사에 관한 약정 (1976.12.31. 법률 제76-1286호). 남효

순, ｢프랑스 민법상의 공동소유｣, �서울대학교 법학� 제39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134면; 남효순, ｢프랑스법에서의 법인의 역사｣, �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제3호, 서울대

학교 법학연구소, 1999, 155면 이하.

110) 프랑스에서 1938년에 건물의 공동소유에 관한 법률, 1957년에 저작권의 공유에 관한 법률, 1965

년에 부부의 재산 공유에 관한 법률, 1968년에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었다. 남효

순, 1998,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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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그 흔적을 찾기보다 훨씬 어려울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111)

2. 프랑스 민법상 역권 규정

프랑스 민법 물권편인 제2권에서 제4편의 제목이 역권 또는 지역권(Des 

servitudes ou services fonciers)이다. 역권을 규정하고 있는 제4편의 제목에 

지역권은 들어 있는데 인역권은 들어 있지 않은 것이다. 법문언으로 보면 프

랑스 민법은 제686조에서 사람을 위한 인역권의 설정을 부정하고 있다.112) 

프랑스 민법이 로마법계 민법이고 로마법이 인역권으로 용익권, 사용권, 건물

을 사용하는 거주권 등을 인정하였음을 고려할 때113) 프랑스 민법 제2권 제3

편에 있는 용익권, 사용권, 주거권 규정들을 인역권 규정이라고 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프랑스 민법 제686조가 명문으로 인역권의 설정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규정을 굳이 인역권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다.114) 

프랑스 민법 제4편 역권 또는 지역권 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1장 

자연적 위치에 의한 지역권, 제2장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역권, 제3장 사

람의 행위에 의하여 설정되는 역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과 제2장은 한

국 민법 기준으로 상린관계 관련 규정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비해 제3

장이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에 설정될 수 있는 각종 역권(지역권)들을 규정

하고 있다.115) 이 제3장 안의 지역권 규정이 특수지역권적 권리와 연결될 

111) 프랑스는 민법에 법인 규정을 1978년 개정으로 넣게 된다. 프랑스 민법 제3권 제9편 사단체 

(1978.1.4. 법률 제78-9호). 여하윤, ｢프랑스 민법상의 법인론－비영리법인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

로－｣, �비교사법� 제15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12, 103면. 

112) 프랑스 민법 제686조 ①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의 편익을 위하여 자신이 적당하다

고 생각하는 역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그 역권은 사람에게 또는 사람의 편익을 위하여는 설정될 

수 없고... (이하 생략)

113) 최병조, 앞의 책, 426면; 현승종/조규창, 1996, 604면 이하.

114) 프랑스 민법과 비교할 때, 독일 민법 물권편 제4장 역권 규정 부분은 아예 용익권을 역권 제2절로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민법과 독일 민법 사이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규정 구조 차이는 로마법 

영향의 프랑스 버전과 독일 버전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다. 

115) 프랑스 민법 제2권 제4편 제3장 지역권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한국 민법학자들이 가지

고 있는 지역권 관념에 상응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참고로 프랑스 민법상 지역권은 토지의 사용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건물의 사용을 위해서도 설정될 수 있다.

프랑스 민법 제687조 ① 역권은 건물의 사용 또는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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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다. 통행권, 인수권, 방목권 등이 그것이다. 그런

데 프랑스 민법은 통행권, 인수권, 방목권 등을 불계속 역권이라 한다. 그러

면서 이들 권리의 성립에 사람의 적극적인 법률행위와 그에 따른 증서를 요

구하고 있다.116) 그래서 비록 용어는 특수지역권적 권리와 연결될 여지가 있

으나 법률행위를 통해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독일 민법에서와 마찬

가지로 프랑스 민법에도 특수지역권적 권리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기는 하다. 

3. 프랑스 민법 안에 있는 특수지역권적 권리의 흔적

프랑스 민법이 공동소유 규정을 전혀 두지 않는 것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총유 규정은 확실히 없다. 그런데 프랑스 민법에 특수지역권적 권리 규정이 

존재하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애매하다. 프랑스 민법에 특수지역권

적 권리에 해당하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예상 밖에도 특수지역권적 권

리의 흔적을 비교적 쉽게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프랑스 민법은 제

648조에서 공동방목권(droit au vaine pâture), 제688조에서 방목권(droit de 

pacage) 등 특수지역권적 권리와 관련을 가지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117) 

다만 프랑스 민법이 이러한 권리의 설정에 적극적인 법률행위와 증서를 요구

하고 있기는 하다. 한국 민법상 특수지역권처럼 관습을 통해 설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프랑스 민법에 특수지역권적 권리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국 민법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116) 프랑스 민법 제688조 ① 역권은 계속적인 것일 수도 있고 불계속적인 것일 수도 있다. ② 계속적 

역권은 사람의 적극적 행위가 필요 없이 그 사용이 계속적이거나 계속적일 수 있는 역권을 말한

다: 예를 들면, 수도관, 처마, 조망 및 이와 유사한 것. ③ 불계속 역권은 그것이 행사되기 위하여 

사람의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한 역권을 말한다: 예를 들면, 통행권, 인수권, 방목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프랑스 민법 제691조 ① 계속 불표현 역권 및 불계속 표현 역권 또는 불계속 불표현 역권은 법률

행위에 따른 증서에 의하여만 설정될 수 있다. 

117) 제648조 공동방목권을 입회방목권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제648조의 방목권은 원래 방목장이 아닌 

토지를 수확물을 취득한 후에 계절적으로 방목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방목권을 말한다. 제688조

의 방목권은 목초지방목권으로 의역할 수도 있다. 동아 프라임 불한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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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야 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민법에 특수지역권적 권리 규

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애매한 것이, 프랑스 민법 제691

조가 점유를 통하여 이미 취득하여 가지고 있는 특수지역권적 내용의 역권을 

공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118) 

이와 같은 프랑스 민법의 규정 상태를 종합하여 보면, 프랑스 혁명의 자유

주의를 배경으로 제정된 프랑스 민법이 통일된 독일 제국을 배경으로 제정된 

독일 민법보다 공동체 권리적 기원을 가지는 특수지역권적 권리에 상대적으

로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

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와 같은 반전적 결론은 1804년에 제정된 프랑

스 민법과 1896년에 제정된 독일 민법 사이에 존재하는 대략 100년의 시간

과 그 시간에 진행되었던 유럽의 산업화 물결로 설명이 가능하다.119) 프랑스 

민법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농업경제를 바탕으로 제정된 민법이었다. 그

런 만큼 토지 이용자를 토지 소유권자로 보는 색채를 낮은 정도로라도 유지

해야 했다. 프랑스 입법자들은 민법에서 특수지역권적 권리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해낼 수는 없었던 것이다.120)

Ⅳ. 일본 민법에 없는 총유 규정과 있는 입회권 규정

1. 일본 민법에 총유 규정이 없는 것

1) 일본 민법과 민법학상 공동소유 

일본 민법은 전체적으로 프랑스 민법과 독일 민법의 영향을 골고루 받았

118) 프랑스 민법 제691조 ② 점유는 그것이 비록 아주 오랜 기간에 걸친 것이라도 전항의 역권을 

설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나, 과거에 점유에 의하여 역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이미 점유에 

의하여 취득된 역권에 대하여는 이를 공격할 수 없다.

119) 남효순, 1998, 134면; 김영희, ｢건물공사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 확보 제도에 관한 비교 민법적 

고찰｣, �법사학연구� 제55호, 한국법사학회, 2017.04, 140면.

120) 이가라시 (외), 앞의 책, 68면. 



302   法史學硏究 第59號

다. 그러나 공동소유 부분만큼은 독일 민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할 것

이다. 독일 민법은 공동소유 규정으로 공유 규정을 두는 것으로 제정되었고 

프랑스 민법은 공동소유 규정을 아예 두지 않는 것으로 제정되었는데, 일본 

민법은 공동소유 규정으로 공유 규정을 두는 것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 민법과 독일 민법의 공유 규정 태도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바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독일 민법은 공동소유 규정으로 공유 규정만 두

고 있다. 합유 규정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공동소유 규정이 아니라 개별 경

우에 관한 규정들로 두고 있다. 합유에 관한 개별 경우 규정 중에는 조합의 

합유 규정을 비법인사단에 준용한다는 규정도 있다. 총유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독일 민법학이 총유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독일 민

법 제1초안을 기초로 제정된 일본 민법도 공동소유 규정으로 공유 규정만 

두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 민법은 합유를 공동소유 규정으로도 개별 경우 규

정으로도 두고 있지 않다. 조합의 소유도 공유이다. 비법인사단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총유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 민법학은 공유 개념 

외에, 합유 개념, 총유 개념, 비법인사단 개념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121)

2) 일본 민법에 없는 비법인사단의 소유에 관한 규율

일본 민법상 공동소유 관련 규정과 독일 민법상 공동소유 관련 규정의 차

이는 1898년 일본 민법 시행 이후 비법인사단의 소유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

지를 두고 문제를 일으켰다. 일본 민법에 비법인사단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학설과 판례에 의존할 일이지만, 민법 시행 직후인 당시로서는 관련 학설과 

판례가 쌓여 있을 리 없었다. 그런즉 만들어내야 했다. 일본의 민법학자들은 

비법인사단의 소유를 법인인 사단의 소유와 마찬가지로 단독 소유로 법리를 

전개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러려면 법인인 사단과 비법인인 사단을 왜 구분

하는지부터 문제 삼아야 했다. 일본법상으로 비법인사단은 등기능력을 가지

121) 이호정, ｢우리 민법상 공동소유제도에 대한 약간의 의문－특히 합유와 총유를 중심으로－｣, �서울

대학교 법학� 제24권 제2․3호, 1983, 102면; 김인섭, 앞의 논문, 91면; 양창수, 앞의 논문, 111면 

이하. 총유 개념에 대한 일본의 학설사에 대해서는 정종휴, 1993, 5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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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데,122) 등기를 통해 사회적 존재를 공시하는 법인인 사단의 소유와 

등기로 존재를 공시할 수 없는 비법인사단의 소유를 동일하게 다룰 수는 없

었다. 그렇다고 공유로 법리를 전개할 수도 없었다. 비법인사단을 만든 사람

들이 분할을 염두에 둔 지분적 공유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독일 민법이 비법인사단에 합유 규정을 준용시키고 있음을 고려하

여, 비법인사단의 소유를 합유로 법리를 전개할 만하였다. 그런데 일본의 민

법학자들은 비법인사단의 소유를 합유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

다. 일본의 민법학자들은 독일 민법에도 없는, 그러나 독일 민법학에는 있는, 

총유에 눈을 돌렸다. 일본 민법학자들이 합유가 아닌 총유로 눈을 돌린 이유

는 독일 민법학자들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일본 민법학자의 시각에서 찾아야 

한다. 독일 민법학자에게 합유와 총유는 하나는 민법상 개념이고 하나는 민

법학상 개념이었지만, 일본 민법학자에게 합유와 총유는 둘 다 민법상 개념

이 아닌 민법학상 개념이었다. 즉 일본 민법학자에게 합유와 총유는 대체관

계 내지 선택관계에 있었다. 독일의 민법학자들은 비법인사단의 소유는 합유

라는 독일 민법 제54조를 의식해야 하는 제한을 받았지만, 일본의 민법학자

들은 그런 제한 없이 비법인사단의 소유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

택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일본의 민법학자들이 비법인사단의 소유를 총유로 

법리 전개하는 방향으로 바로 나아갔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비법인사단의 

소유를 합유와 총유 중에 어떤 것으로 규율할 것인지를 두고 혼란한 모습을 

보였다.123) 그러다가 결국 다수설과 판례가 총유를 선택하였다.124) 

3) 일본 민법 제정 과정과 프랑스 민법과 독일 민법의 영향

독일 민법학계에서는 비법인사단과 총유가 반드시 엮이지는 않는다. 일단

122) 星野英一, 앞의 논문, 1179면. 한국법상으로 비법인사단은 등기능력을 가진다. 임상혁, ｢법인이 

아닌 사단의 민사법상 지위에 관한 고찰－총유 규정을 둘러싼 민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제54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09, 194면.

123) 山口敬介, ｢非営利団体財産に対する離脱者の権利｣ (4), �法學協會雜誌� 131卷 8号, 2014.08, 1463

면 이하.

124) 江渕武彦, 앞의 논문, 331면: 山口敬介, ｢非営利団体財産に対する離脱者の権利｣ (1), �法學協會雜

誌� 131卷 5号, 2014.05, 9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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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쨌거나 독일 민법이 명문으로 비법인사단의 합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다. 이에 비해 일본 민법학계에서는 비법인사단과 총유가 엮인다. 그런데 

일본 민법학계에서 처음부터 비법인사단의 소유와 총유가 엮인 것은 아니었

다. 비법인사단과 합유가 엮였고, 다시 비법인사단과 총유가 엮였다. 

일본 민법학계에서 비법인사단과 합유가 먼저 엮인 것은 일본 민법의 제

정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25) 일본 민법은 1888년에 나온 독일 민법 

제1초안을 기초삼아 제정되었는데, 제1초안은 비법인사단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독일 민법에 비법인사단의 합유 규정이 추가되어 들어온 것은 

1895년에 나온 제2초안 단계에서였다.126) 이 시간적 간격으로 인해 일본 민

법에 비법인사단 규정이 없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 민법

이 독일 민법 제1초안을 기초삼아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본 민법 완성 

전인 1895년에 나온 독일 민법 제2초안의 추가 변경을 몰랐을 가능성은 크

지 않다. 그렇다면 일본의 입법자들이 비법인사단이나 비법인사단의 합유를 

왜 반영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일본 민법이 

기초삼은 독일 민법 제1초안에 합유라는 공동소유 유형이 등장해 있었다는 

사실이다. 독일 제1초안에서 합유가 조합의 소유 부분에 등장해 있었다. 그

러니 일본의 입법자들은 합유 개념을 알고 있었다. 일본의 입법자들이 독일 

민법 제2초안의 비법인사단의 합유 변경을 접한 후 합유 개념을 잘 몰라서 

일본 민법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일본 민법에 비법인사단의 합유 

규정이 없고, 비법인사단 규정이 없고, 공동소유 합유 규정이 없는 것은 일본

의 입법자들이 선택한 것이었다. 일본의 입법자들이 그와 같은 선택을 하였

던 이유는 프랑스 민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 구민법의 바탕인 프랑스 민

법이 합유의 인정은 고사하고 공동소유 규정을 아예 두지 않고, 조합의 합유 

규정은 고사하고 조합의 규정도 두지 않고, 비법인사단 규정은 고사하고 법

인 규정도 두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127) 그런즉 일본 민법은 공동소유 규정

125) 일본 민법상 공유(공동소유) 부분 제정 과정에 대해서는 박인환, ｢일본메이지민법(물권편: 소유권

취득 공동소유)의 입법이유｣, �민사법학� 제62호, 한국민사법학회, 2013.03, 470면 이하 참조.

126) Mugdan, Bd.I, S.637f.

127) 여하윤, 앞의 논문, 103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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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 법인 규정을 두었다는 점에서 일단 독일 민법의 태도를 따랐으되, 

그 기저에서는 공동소유와 법인(단체)을 규정하지 않는 프랑스 민법의 태도

를 상당히 반영하였던 셈이다.128) 

4) 일본의 독일 학설 계수 시대와 비법인사단

1898년 일본은 익숙하지 않은 개념과 관념들로 가득 찬 민법을 시행하였

다. 민법은 현실의 법이었으므로 어떻게든 운용해야 했다. 그러므로 일본이 

대략 1910년경부터 일본 민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 외국의 민법학을 총체적

으로 수입하는 학설계수 시대를 지내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다만 학설계수가 독일 민법학과 프랑스 민법학 사이에 조화롭게 이루어진 것

이 아니라 독일 민법학 쪽으로 편중되어 이루어졌으되, 그 편중의 정도가 지

나칠 정도로 압도적인 것이 의외였을 수는 있다.129) 그러나 공동소유나 법인 

관련하여서 만큼은 독일 민법학 쪽으로의 압도적 편중이 의외였을 리 없다. 

공동소유나 법인 관련한 한 프랑스 민법이나 프랑스 민법학에서는 가져올 것

이 거의 없었고, 독일 민법이나 민법학에서 가져올 것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민법학자들은 공동소유 및 법인(비법인사단)에 대한 법

리를 독일 민법학식으로 체계화하였다. 그들이 우선적으로 재검토할 것은 독

일 민법이었다. 독일 민법을 제대로 파악하여야 독일 민법학을 제대로 이해하

고 계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 민법에 대한 재검토는 일본 민법이 

1888년에 나온 독일 민법 제1초안을 기초 자료로 삼았으되, 독일에서 시행된 

것은 1900년 민법인 것에 대한 사후적 보완 겸 보정이기도 하였다. 

128) 일본이 프랑스 민법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프랑스 민법과는 달리 공동소유 규정을 둔 배경으로 

프랑스가 실무적으로 상속인들이나 가족관계로 인해 공동소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고려에 넣을 수 있다. 일본 구민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친 보아소나드(Gustove Emile Boissonade 

1825-1910)도 일본 민법에 공유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ボアソナード氏起稿, �民法草案財産

編講義. 壹．物権之部�, 1880, 166면 참조.

129) 대략 1910년에서 1925년 내지 1930년까지를 일본의 독일 학설계수 시대로 본다. 정종휴, 앞의 

책, 126면; 정종휴, 1993, 65면. 넓게는 1890년에서 1920년 까지를 독일 법학 지배 시기로 보기도 

한다. 권철, 앞의 논문, 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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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독일 민법을 재검토하였을 때, 일본 민법이 공동소유 규정 

부분에 공유만 두고 있는 것은 독일 민법과 마찬가지이므로 규정 변경을 하

지 않아도 되었다. 일본 민법이 공동소유 규정 부분에 합유를 두고 있지 않

은 것도 독일 민법과 마찬가지이므로 규정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일본 

민법이 조합 규정 부분에 합유를 두지 않고 공유를 둔 것은 독일 민법이 합

유를 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므로 규정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다만 조합의 공유를 합유로 해석하는 것은 학설이나 판례에 

맡길 일이었다. 이에 비해 일본 민법이 법인 규정 부분에 비법인사단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의도적이지는 않았으나 어느 정도 알면서 그렇게 한 것이었

다. 완전히 의도적이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규정 변경을 고민해 볼 일이었다. 

그리하여 1926년경이 되었을 때 일본의 법학자들은 뒤늦게나마 독일 민법

이 비법인사단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일본 민법에 반영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일본이 비법인사단의 경우에 선정된 대표자에 의한 당사자능

력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 개정을 하였기 때문이다.130) 이때 민법

의 공동소유 부분과 법인 부분을 같이 개정할 수도 있었다. 개정한다면 독일 

민법식으로 비법인사단 규정을 새로 만들어 넣고, 비법인사단의 소유를 합유

로 직접 규정하든지 독일 민법식으로 조합의 합유를 비법인사단에 준용하는 

식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하였다. 

그러나 이때 일본은 해당 민법 부분을 개정하는 쪽을 택하지 않았다. 일

본이 독일 민법을 따라 비법인사단 규정 및 합유 준용 규정을 두는 쪽으로 

민법 개정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당시 독일에서 관련 법리의 전개 사정

이 복잡하였기 때문이었다. 독일 민법은 비법인사단의 소유에 조합의 소유

인 합유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되, 실무는 비법인사단의 소유를 합유

130) 1926년 일본 민사소송법 개정에서 해당 내용의 제46조가 신설되었다. 1926년의 개정에 대해서는 

정규상,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고찰｣, �민사소송� 제16권 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

회, 2012.11, 41면 이하 참조. 1926년 개정 민사소송법 제46조의 내용은 현행 민사소송법 제29조

에 규정되어 있다. 일본 민사소송법 제29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으면 그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소제기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임상혁, ｢민사법체계

에서 조합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검토｣, �민사소송� 제13권 제1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9.05, 

12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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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루기보다 법인인 사단과 마찬가지로 단독 소유로 다루고 있었다.131) 

일본이 독일 민법식으로 일본 민법을 개정한들 비법인사단의 소유를 규율하

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일본은 비법인

사단의 소유 문제를 학설과 판례에 맡겨두는 종래의 태도를 유지하는 쪽을 

택했다.132) 

5) 일본 민법학에서 비법인사단의 소유와 총유 

당시 일본에서 비법인사단의 소유에 관한 학설은 총유라고 보는 견해, 합

유라고 보는 견해, 공유라고 보는 견해, 신탁이라고 보는 견해, 단체의 성격

에 따라 달리 보는 견해 등으로 나뉘어 있었다.133) 다수설과 판례는 총유라

고 보는 견해를 택했다.134) 이 견해에 따르면 비법인사단이 총유를 한다는 

것은 비법인사단이 재산의 관리 처분권을 가지되, 실제로는 구성원들이 총회

를 통해 재산을 관리 처분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비법인사단의 재산에 대

한 사용 수익권은 구성원들 각자가 가진다는 것이었다.135) 

일본의 다수설과 판례가 비법인사단의 소유를 합유가 아닌 총유로 본 것

은 독일 민법의 영향보다, 독일 민법학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독일 민법이 명문으로 비법인사단의 합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지 않

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일본 민법은 독일 민법과는 달리 비법인사단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독일 민법처럼 비법인사단의 합유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었다. 게다가 독일 실무조차 독일 민법과는 달리 비법인

사단의 합유로 운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 일본의 민법학계가 비법인사단

의 총유를 택한 것은 온전히 독일 민법학상 단체론과 총유론이 가지는 설득

력에 따른 결과였다.

131) 김인섭, 앞의 논문, 91면. 

132) 정종휴, 1993, 54면. 

133) 星野英一, 앞의 논문, 1128면 이하.

134) 江渕武彦, 앞의 논문, 331면: 山口敬介, 2014.05, 906면. 

135) 이종길, ｢한국사회의 소유권 형성과정에 대한 일 연구｣, �법사학연구� 제19호, 한국법사학회, 

1998.12, 81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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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반에 일본 민법학계에 단체론(법인론, 공동체론)과 총유론(공동

소유론) 관련하여 가장 큰 영향을 준 독일 민법학자는 게르마니스트였던 기

르케(1841- 1921)였다.136) 기르케는 일본 민법학계에 총유론보다 단체론으

로 먼저 소개되었는데, 특히 단체론은 일본 민법학자들의 마음을 꽤나 사로

잡았다.137) 당시 일본의 민법학계는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상 단체주의 및 

공동체 주의에 대한 관심을 크게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다.138) 그런데 일본 

민법학계가 기르케의 단체론과 총유론의 영향을 본격적으로 받던 당시, 독일

에서는 단체주의와 공동체주의가 흥하던 상황이었다. 나치즘이 득세하고 있

었던 것이다. 그러자 독일 민법학자들은 점점 단체적 소유 개념과 총유 개념

을 언급하기를 오히려 회피하였다.139) 그런 만큼 일본 민법학계에서 기르케

의 저서는 중요했다. 독일 민법학계로부터 기르케의 저서만한 것이 계속하여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140)

그런 한편 일본에서 기르케의 이론 중에 단체론은 단체주의 및 공동체주

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였던 것에 비해, 그 단체가 하는 공

동소유론은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다. 기르케의 총유와 합유 구분

이 설득력을 가지기는 하였으나, 일본 민법학자 시각에서 보아도 그 구분이 

명확한 것만은 아니었다.141) 게다가 기르케의 총유론과 합유론은 과거 게르

136) 기르케의 주요 저서인 독일단체법론(Das Deutsche Genossenschaftsrecht)은 제1권이 1868년에, 

제2권이 1873년에, 제3권이 1881년에, 제4권이 1913년에 나왔다. 전체적으로는 미완성 상태이다, 

기르케의 또 다른 주요 저서인 독일사법론(Deutsches Privatrecht)은 총론과 인법론인 제1권이 

1895년에, 물법론인 제2권이 1905년에 나왔다. 채무법론인 제3권은 1916년에 나왔다. 한국 민법 

제정 심의과정에서 공동소유 부분 수정이 행해지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김증한 교수가 참고

하였던 저서가 바로 기르케의 1905년 물법론이다. 명순구, 앞의 책, 237면 참조. 

137) 예를 들어 筧克彦 校閱評論/松山得四郎 譯述, ｢飜譯: 最近に於ける ｢ギルケー｣氏の団体本質論｣,　 

�法学協会雑誌� 23巻 2号-3号, 1905.02-03 참조. 

138) 기르케가 단체론으로 일본 민법학에 준 영향은 상당히 커서, 기르케가 1921년에 사망하자 일본 

민법학계의 추도가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木村龜二, ｢Otto Fr. von Gierkeに就て｣, �国家学会雑誌�

36巻 1号-2号, 1922.01-02 참조.

139) 이가라시 (외), 앞의 책, 71면 참조. 일본에서 기르케는 나치즘이 등장하기 전에 소개되기 시작하

였다. 그러나 일본 민법학계에 기르케의 총유 개념과 합유 개념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공교

롭게도’ 독일에서 나치즘이 득세하기 시작한 1920년대였다. 

140) 기르케가 1902년에 베를린 대학의 총장(Rektor)이 된 것도 일본에서 기르케의 명성을 올리는 데

에 일조하였다. 筧克彦 校閱評論/松山得四郎 譯述, 앞의 논문, 225면.

141) 기르케의 총유론에 대한 소개로 정종휴, 2014, 26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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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법을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명명하고 정리한 것에 가깝기도 하였다.142) 이

에 일본의 민법학자들은 기르케의 주장을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변용하

였다. 그 결과 일본에서 독일 민법학상 개념인 총유와 합유는 일본 민법학식

으로 확대 재생되었다. 일본 민법학자들의 저서에 총유와 합유 뿐 아니라 동

유(同有)와 연유(聯有)와 호유(互有) 등 여러 가지 용어가 등장하였는데, 이

는 단순히 번역 차원인 것이 아니었다.143) 일본의 민법학자들 각각이 총유와 

합유 사이에 존재한다고 생각한 다양한 공동체적 소유에 대한 명명이었

다.144) 같은 총유 개념을 놓고도 지분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

고, 지분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145) 결국 일본 민법학상으

로 총유와 합유는 근본적으로 불분명한 것이 되었다. 일본의 다수설과 판례

가 총유나 합유 개념을 정리하더라도, 민법학상으로 그와 다른 총유나 합유 

개념이 주장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일본 민법학계의 이와 같은 상황은 

의용민법 시대 한국에서 총유와 합유의 구분이 불분명하였다는 것으로 직결

될 일이었다.146)

2. 일본 민법에 입회권 규정이 있는 것

1) 일본 민법상 입회권 규정

일본 민법에 총유 규정은 없지만, 특수지역권적 권리 규정은 있다. 권리의 

명칭은 입회권(入會權)이다. 그런데 입회권이라는 명칭은 단체(會)에 가입

(入)하는 권리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구성원으로서 누리는 권리를 의미한다. 

142) 독일 민법학에서 총유론은 기르케(1841-1921)가 먼저 주장한 것이 아니다. 게르만법학자인 베젤

러(1809-1888)가 주장한 것을 기르케가 이어받아 체계화한 것이었다. 김상용, ｢옷토 폰 길케의 

법사상｣, �법사학연구� 제7호, 한국법사학회, 1983, 181면. 

143) 정종휴, 1993, 58면. 1907년 스위스 민법은 Gesamteigentum을 총유가 아니라 합유의 의미로 사

용하였다. 전경운, 앞의 논문, 162면; 정권섭, 앞의 논문, 24면; 김증한, 1958, 103면의 번역 참조.

144) 기르케도 Genossenschafliches Eigentum와 Gesamthändiges Eigentum 사이에 다양한 합유 스펙트

럼이 존재함을 말하였다. Gierke, 1905, S.376f. 

145) 末弘嚴太郞, �物權法� 上卷 下卷, 有斐閣, 1926, 405면 이하; 三瀦信三, �物權法提要, 上卷�, 有斐

閣, 1927, 114면; 江渕武彦, 앞의 논문, 332면 참조. 

146) 김인섭, 앞의 논문, 10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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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입회권이라는 명칭은 입회권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는다.147) 일본 민

법상 입회권 규정에 있는 문언들도 입회권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는다.

일본 민법 제263조 공유의 성질을 가진 입회권에 관하여는 각 지방의 관습에 

따르는 외에 본절(공유)의 규정을 적용한다.

일본 민법 제294조 공유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 입회권에 관하여는 각 지방의 

관습에 따르는 외에 본장(지역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일본 민법상 입회권이 어떤 내용의 권리인지를 알려주는 일은 일본의 학

설과 판례가 한다. 이에 따르면 입회권은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일정한 산

림, 원야 등에 있어서 공동하여 초목이나 연료용 잡목을 채취하거나 기타 수

익을 하는 관습상 권리’이다.148) 이와 같은 입회권의 내용은 한국 민법상 특

수지역권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149) 

2) 입회권의 존재와 일본 민법 제정

일본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입회권은 일본 전통의 입회제도상 권리이다. 

일본에서 입회제도는 에도시대(江戶時代, 德川時代 1603-1868)에는 확실히 

존재하였다고 하니, 그 역사가 300년 이상 된다.150) 

일본사에서 에도시대는 농업이 주력인 시대였다.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

게는 퇴비나 사료나 연료 등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였는데, 그들은 대

개 무라야마(村山)나 나까마야마(仲間山)라는 토지에 의존하였다.151) 그런데 

이들 토지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었다. 어떤 사람

147) 渡辺洋三, �入会と法�, 東京大学出版会, 1972, 154면.

148) 石田文次郞, 앞의 책, 515면 이하; 北條 浩, 앞의 책, 338면; 中尾英俊, �入會權� (1), 一粒社, 

1982, 1면.

149) 나카오 히데도시/김창록 역, ｢일본에서의 입회권의 연구 현황｣, �법사학연구� 제10호, 한국법사학

회, 1989.12, 171면; 이홍렬, 앞의 논문, 40면. 

150) 김대정, 앞의 논문, 79면; 石田文次郞, 앞의 책, 299면 이하; 이노우에 마코토 편저, 앞의 책, 82면.

151) 이와 같은 토지 이용을 입회권으로 축소시키지 않고, 공유지의 총유로 설명하기도 한다. 石田文次

郞, 앞의 책, 58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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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들 토지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해당 마을공동체(무라 村)에 소속되어야 

했다. 그리고 해당 마을공동체는 해당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입회(入會)를 하여야 했다. 이로부터 해당 토지를 이용할 권리에 입회권(入會

權)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그리고 해당 토지에는 입회지(入會地)라는 명칭이 

붙었다. 입회권의 목적물이 되는 입회지는 마을공동체의 소유일 수도 있고, 

마을의 지배자인 영주 개인의 소유일 수도 있었다.152) 그리고 한 입회지에 

한 마을공동체만 입회하고 있을 수도 있었고, 여러 마을공동체가 입회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153)

이와 같은 입회권은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 봉건제도 일반을 폐지하

면서, 그리고 사적소유권 관념에 기반을 두고 민법 제정 작업을 하면서 문제

로 되었다. 대부분의 법학자들은 입회권 = 구관습 = 봉건질서라는 인식 아래 

민법에 입회권 규정을 두는 것을 반대하였다. 일본 구민법은 입회권 규정을 

전혀 두지 않는 것으로 제정되었다. 현실에 입회제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구민법에 입회권 규정을 두지 않는 데에는 프랑스 민법이 

입회권(특수지역권적 권리)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크게 소용

되었다.154)

그렇지만 결국 일본의 입법자들은 (신)민법에 입회권 규정을 두는 것으로 

태도를 변경하였다. 당시 일본이 아무리 산업자본주의를 추구하고 있었더라

도, 현실상 일본 민법에 입회권 규정을 전혀 두지 않기는 어려웠던 것이다.155)

3) 일본 민법에 규정된 두 가지 입회권

입회권은 일본 민법 안으로 들어오기는 하였지만 독립된 위치는 차지하지 

못하고 소유권의 특칙으로 규정되었다. 소유권의 특칙이되 두 가지 입회권으

152) 일본의 입회권이 자신 소유의 토지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모두 존재할 수 있다는 것과 영국 보통

법에서 커먼즈가 자신 소유의 토지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모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조응된다. 

이가라시 (외), 앞의 책, 167면 참조. 

153) 石田文次郞, 앞의 책, 515면 이하; 中尾英俊, 앞의 책, 1면.

154) 정기웅, ｢일본메이지민법(물권법: 지역권 유치권)의 입법이유 분석｣, �민사법학� 제60호, 한국민

사법학회, 2012.09, 514면.

155) 北條 浩, 앞의 책, 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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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뉘어 하나는 소유권 부분에 다른 하나는 소유권 부분이 아닌 지역권 

부분에 규정되었다. 소유권 부분에 규정된 입회권도 지역권 부분에 규정된 

입회권도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일정한 산림 원야 등에 있어서 공동하여 초

목이나 연료용 잡목을 채취하거나 기타 수익을 하는 관습상 권리라는 점에서 

동일한 내용의 권리인데, 규정 위치가 다른 만큼 혹시라도 민법이 두 입회권

을 달리 규율하려는가 하여 다소 혼란이 생겼다. 이때 민법이 입회권을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는 종래 입회지가 마을공동체의 소유일 

수도 있고 마을의 지배자인 영주의 소유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나름 합리화되었다.156) 

하지만 입회권을 두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 민법 해당 문언으로 인

한 혼란은 좀처럼 해결이 어려웠다. 문언으로 인한 혼란은 해당 입회권 규정

에 입회지 소유를 반영하였다는데 정작 문언을 보면 입회지 소유 여부가 표

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입회권이 공유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가 표현되

어 있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즉 민법 해당 규정에 두 가지 입회권이 ‘공유의 

성질을 가지는 입회지 소유와 그러한 입회지에 존재하는 입회권’ 그리고 ‘공

유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입회지 소유와 그러한 입회지에 존재하는 입회권’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의 성질을 가지는 입회권’과 ‘공유

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입회권’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해당 문언으로 

볼 때 분명 민법은 입회권을 공유적 성질을 가지는 것과 공유적 성질을 가지

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었다.157) 

결국 일본 민법상 입회권 규정들의 문언은 ‘공유의 성질을 가지는 입회권/ 

공유의 성질을 가지 않는 입회권’으로 표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의 

성질을 가지는 입회지 소유/ 공유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입회지 소유’로 읽

어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렇게 읽어야 하게 되었다고 하여 혼란이 모두 

156) 세부적으로는 국유지 입회, 공유지 입회, 사유지 입회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渡辺洋三, 

앞의 책, 5면 이하.

157) 大判 昭10․8․1新聞3879․10; 나카오 히데도시, 1989, 172면. 일본의 판례가 일본 민법 문언에 

나타나 있는 ‘입회권의 공유(공유의 성질을 가지는 입회권)’를 말하던 것에서 ‘입회지 소유의 공

유’를 말하게 되는 과정은 中尾英俊, 앞의 책, 1면 이하 참조. 



독일 프랑스 일본 민법상 총유와 특수지역권적 권리   313

사라지게 된 것은 아니었다. ‘공유의 성질을 가지는 입회지 소유/ 공유의 성

질을 가지지 않는 입회지 소유’인 것에 따라 나뉜 입회권 규정의 위치가 하

필이면 소유권 부분과 지역권 부분인 것이 설명되어야 했다. 이 설명을 위해

서는 입회권 규정들이 어떤 관계를 규율하려는 규정들인가가 검토되었다. 

‘공유의 성질을 가지는 입회지 소유’ 규정은 기본적으로 입회지의 공유관계

를 규율하는 규정이었다. 토지 소유 중에 특별히 입회지 소유를 규율하는 규

정이므로, 해당 규정의 위치는 소유권 부분이어야 했다. 이에 비해 ‘공유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입회지 소유’ 규정은 기본적으로 입회지 소유권자와 입

회지 소유권자가 아닌 입회권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이었다. 그러므로 입

회지 소유권자에 초점을 맞추면 해당 규정의 위치는 소유권 부분인 것이 적

당하였고, 입회지 소유권자가 아닌 입회권자에 초점을 맞추면 소유권 부분인 

것이 적당하지 않았다.158) 

‘공유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입회지 소유’ 규정의 위치, 즉 ‘공유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입회지에 존재하는 입회권’ 규정의 위치를 두고, 다시 두 가지 

입회권 모두에 대한 검토가 행해졌다. 혼란은 계속되었다. 첫째, 입회권의 정

의와 성질 구분에 문제가 있었다. 입회권을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일정한 

산림, 원야 등에 있어서 공동하여 초목이나 연료용 잡목을 채취하거나 기타 

수익을 하는 관습상의 권리’로 정의하는 한 그 입회권은 공유의 성질을 가지

는 입회지에 존재하든 공유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입회지에 존재하든 동일한

(적어도 유사한) 성질의 것이어야 했다. 둘째, 입회권이 입회권자 자신들 소유

의 토지에 존재하는 경우라면, 즉 입회권자들이 공유의 성질을 가지는 입회지 

소유를 하고 있다면, 그 입회권은 자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

권의 권능으로 누릴 것이었다. 이 경우 입회권은 일반적인 공유 규정으로 규

율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굳이 입회권의 공유적 성질을 말할 필요도 없었고, 

공유의 성질을 가지는 입회권 규정을 둘 필요도 없었다. 셋째, 입회권이 입회

권자 자신들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 타인 소유의 토지에 존재하는 경우에 언어

158) 森作太郎, ｢入會權に就て｣, �[トウ]斎法律論文集�, 法律新聞社, 1917,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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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모순이 심하다. 입회지 소유는 공유가 아니더라도 입회권자들은 입회‘권’

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해당 입회지가 타인의 소유라서 민법 문언상 

‘공유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입회권’이 되어 버린 입회권은 기실은 입회권자

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입회권(공유의 성질을 가지는 입회권)’이다. 등등. 

3. 공유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입회권 규정의 위치로서 지역권

입회권을 입회지 소유를 중심에 놓고 사고하는 한 일본의 입법자들은 공

유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입회권을 공유의 성질을 가지는 입회권과 나란히 

규정할 수가 없었다. 결국 공유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입회권 규정을 배치할 

곳은 입회지가 입회권을 누릴 사람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여 정해

졌다. 일단, 입회지가 입회권을 누릴 사람들의 소유가 아니므로 해당 입회권

은 타물권 부분에 배치되어야 했다.159) 그 다음, 타물권 부분에서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는 일에는 권리의 내용이 고려되었다. 입회권이라는 권리의 내용 

면에서 볼 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인역권 부분과 지역권 부분이

었다. 그런데 일본 민법은 인역권 규정을 아예 두지 않는 법이었다. 따라서 

공유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입회권 규정을 배치할 곳은, 입회권이 인역권적 

성질을 가지는지 지역권적 성질을 가지는지를 검토할 것도 없이, 지역권 부

분으로 정해졌다.160)

이 대목에서 일본의 입법자들이 공유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입회권 규정

의 위치를 지역권 부분으로 정한 것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민법에서 입회권의 명칭이 특수지역권이 된 것, 한국 민법에서 

특수지역권 규정이 지역권 부분에 제302조로 위치하는 것, 그리고 일본 민법

에서 공유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입회권 규정이 지역권 부분에 제294조로 

위치하는 것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161) 

159) 石田文次郞, 앞의 책, 588면.

160) 정기웅, 앞의 논문, 497면, 515면; 김대정, 앞의 논문, 79면.

161) 정기웅, 앞의 논문, 51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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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 민법 제302조 특수지역권 규정의 위치와 일본 민법 제294조

의 공유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입회권의 규정 위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일

본 민법상 규정 위치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독일 민법상 역권 규정과 프랑스 

민법상 역권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이 민법에 제294조 입회권 규

정을 두기로 한 것은 자신들의 입회지 소유 전통을 고려한 것이었지만, 해당 

입회권 규정의 위치가 지역권 부분이 된 것은 일본의 입법자들이 계수한 민

법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만약 일본 민법에

서 제294조 입회권 규정의 위치가 지역권 부분인 것이 독일 민법상 역권 규

정의 영향인 것으로 드러난다면 혹은 프랑스 민법상 역권 규정의 영향인 것

으로 드러난다면, 한국 민법에서 제302조 특수지역권 규정의 위치가 지역권 

부분인 것에 대해서도 독일 민법상 역권 규정의 영향 또는 프랑스 민법상 

역권 규정의 영향임을 말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독일 민법과 프랑스 민법에서 역권 규정을 보면, 앞서 서술하였듯

이,162) 두 민법 모두에 입회권적(특수지역권적) 권리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다. 하지만 두 민법 모두 법률행위를 통해 입회권적 권리를 역권으로 설정시

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 한편 두 민법 모두 역권을 지역권과 인역권

으로 나누고 있다. 그런데 독일 민법은 요역지 없는 지역권을 인정하지 않는

다. 대신 독일 민법은 사람을 위해 토지에 편익을 설정하는 인역권은 인정하

고 있다.163) 이에 비해 프랑스 민법은 지역권의 예로 통행권, 인수권, 방목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신 프랑스 민법은 사람을 위한 인역권 설정은 부정하

고 있다.164) 

162) 이 글 앞 ‘II. 독일 민법에 없는 총유 규정과 없는 특수지역권적 권리 규정, 3. 독일 민법상 역권 

규정’ 부분과 “III. 프랑스 민법에 없는 총유 규정과 없다고 하기 애매한 특수지역권적 권리 규정, 

2. 프랑스 민법상 역권 규정” 부분 참조. 

163) 독일 민법 제1018조 [지역권의 내용] 토지는, ... (중간 생략), 다른 토지의 현재의 소유자를 위한 

부담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지역권”). 독일 민법 제1019조 [요역지의 편익] 지역권에 의한 부담은 

지역권자의 토지의 이용에 편익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하 생략).

164) 프랑스 민법 제686조는 토지에 대하여 또는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역권(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지

만, 사람에 대하여 또는 사람의 편익을 위하여는 역권(인역권)이 설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프랑스 민법은 제688조 제3항에서 통행권, 인수권, 방목권 등을 지역권의 예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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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민법과 프랑스 민법의 역권 관련 규정 상태가 이와 같다면, 일본 민

법이 공유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입회권을 지역권 장에 위치시킨 것은 일단

은 해당 입회권이 지역권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고,165) 그렇게 

보는 한 독일 민법보다 프랑스 민법의 영향을 말할 수 있다. 일본 민법상 공

유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입회권의 입회권자들은 요역지를 소유하지 않는데 

독일 민법은 요역지 없는 지역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일본 민법이 해당 입

회권을 지역권 장에 위치시킨 것은 독일 민법의 영향이 될 수 없고 프랑스 

민법의 영향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을 독일 민법의 영향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

히 일본 민법상 공유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입회권이 인역권적 성질을 가진

다고 보는 입장에서 그러하다. 프랑스 민법은 사람을 위한 인역권의 설정 자

체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프랑스 민법의 영향 아래에서라면 입회권이 인역권

적 성질을 가진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166) 비록 일본 

민법에서 해당 입회권이 지역권 부분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본 

민법이 인역권 규정을 두지 않아 그런 것이고, 어쨌거나 독일 민법은 사람을 

위한 인역권의 설정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본 민법학이 해당 입회권의 지

역권 위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회권의 인역권적 성질을 말하는 것은 독일 

민법의 영향이 되는 것이다. 

4. 입회권과 총유

일본에서 입회권 법리는 전통의 입회권 자체로부터 전개되기보다, 민법이 

제정되면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맞추어 문제가 되었고 정리도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입회권의 공유적 성질도 원래는 문제가 아니었다. 전통적

으로 입회권을 공유적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일은 없었던 것이다.167) 하

165) 일본의 입법자료 중에는 ‘공유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입회권’을 ‘지역권의 성질을 가지는 입회권’

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 北條 浩, 앞의 책, 22면. 

166) 김대정, 앞의 논문, 79면; 정기웅, 앞의 논문, 515면 참조. 

167) 일본 사회에서 입회권을 둘러싼 분쟁은 당연히 일본 민법 제정 전에도 있었다. 戒能通孝,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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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민법이 입회권을 공유적 성질에 따라 나누어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되면

서 입회권의 공유적 성질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서는,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다수설과 판례가 입회권의 공유적 성질을 입회

권의 공유 여부가 아니라 입회지의 공유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방향

을 정했다.168) 그런데 이와 같은 입회권의 공유적 성질 문제와 구분되는 입

회권의 공유적 성질 문제가 또 있었다. 입회권자들이 가지는 입회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제가 그것이었다. 이 문제를 놓고는 총유권설, 주민권설, 특수

물권설, 소유권설 등이 전개되었다.169) 여기서 다수설과 판례는 입회권의 법

적 성질이 총유권이라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였다. 입회권자들의 권리라는 점

에서 공동체적 색채를 가지는 총유 법리로 입회권을 파악하는 것이 상대적으

로 적절해 보였던 것이다.170) 

입회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한 방향을 그렇게 정하였을 때 입회권의 공유

를 둘러싼 법리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공유(공동소유) 부분에 규

정되어 있는 공유의 성질을 가지는 제263조 입회권에서 입회권자들은 입회

지를 공유하는데, 그 공유는 총유를 말한다. 이 경우 입회권자들은 입회지도 

총유하고, 입회권도 총유한다. 이에 비해 지역권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

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제294조 입회권에서 입회권자들은 입회지를 총유하

지도 않고 총유할 수도 없다.171) 이 경우 입회권자들은 입회권만 총유한다. 

그러니까 입회권자들은 제263조 공유적 성질을 가지는 입회권에서든 제294

조 공유적 성질을 가지지 않는 입회권에서든 입회권을 총유한다.172)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략의 정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입회권의 공

유를 둘러싼 문제는 많은 부분에서 정리되지 못한 채 남았다. 예를 들어 일

책, 39면 이하 참조. 

168) 大判 昭10․8․1新聞3879․10; 中尾英俊, 앞의 책, 12면.

169) 石田文次郞, 앞의 책, 515면 이하 참조.

170) 石田文次郞, 앞의 책, 529면, 589면 참조; 江渕武彦, 앞의 논문, 331면; 山口敬介, 2014.05, 906

면; 정종휴, 1993, 64면.

171) 입회지가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 그 타인은 개인이기보다 타 지역단체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인 경우가 많았다. 石田文次郞, 앞의 책, 594면 이하.

172) 石田文次郞, 앞의 책, 528면, 589면 이하; 정종휴, 1993, 60면,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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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법 제263조에서 입회권자들이 공유하는 토지에 입회권이 존재한다고 

할 때 그 공유가 총유라고 하지만, 입회권자들이 입회지를 총유하여야만 하

는 것은 아니다. 입회지를 공유하거나 합유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입회지 공

동소유 유형에 따라 입회권의 공유가 달라지게 된다. 입회지를 공동소유하는 

효과로 입회권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입회권의 공유는 입회지

의 공동소유 유형에 따라 총유가 될 수도 있고 공유가 될 수도 있고 합유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 민법 제263조 공유의 성질을 가지는 입회

권이 반드시 총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되거나 합유될 수 있는 것은 

나아가 제294조 공유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입회권을 총유되어야 하는 것으

로 보는 것을 의심하게 만든다. 입회권자들이 공동으로 입회권을 향유하는 

모습은 제263조 입회권이 공유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든 제294조 입회권이 

공유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경우든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결국 일본 

민법학자들은 입회권과 총유를 반드시 연결시키지는 않는다. 이는 입회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한 일본 민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총유권설이 다수설이기는 

한 것과 별개이다.173) 

일본 민법학상으로 입회권이 총유해야만 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볼 이유는 

법리 외적으로도 존재한다. 입회권을 규정한 일본 (신)민법이 시행된 것이 

1898년이다. 그런데 일본 민법학에 총유나 합유 개념이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1920년대이다. 일본 민법상 입회권이 최소 20년 이상 총유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았다는 계산이 바로 나온다.174) 실제로 일본 민법 시행 초기의 

입회권 사건들은 총유 개념으로 설명되지도 않고 총유 개념을 사용하여 해결

되지도 않았다.175) 일본 민법 안에 입회권 규정이 존재하는 까닭에 민법이 

입회권을 규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로나 민법 문언상으로나 입회권

173) 민일영, 앞의 책, 148면 이하. 石田文次郞, 앞의 책, 529면, 586면 이하; 江渕武彦, 앞의 논문, 

331면; 山口敬介, 2014.05, 906면.

174) 江渕武彦, 앞의 논문, 341면.

175) 中尾英俊, 앞의 책, 1면 이하에 실린 판결들 참조. 일본에서 일본 민법을 전제로 입회권의 성질을 

파악하는 의미 있는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가 되어서였는데, 이때 판결들이 총유 

개념을 사용하여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다. 石田文次郞, 앞의 책, 58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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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율하고 있는 것은 관습인 것이다.176)

그렇다면 한국 민법학자 입장에서, 일본 민법학상 다수설이나 판례가 입회

권을 총유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한국 민

법학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총유 개념 자체의 문제로, 즉 ‘총유란 무엇인가’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일본의 민법학자들이 독일 민법학상 총유를 만났을 

때 그들이 일본의 입회권과 연결시켜 생각한 총유는 한국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총유와 동일한 것이 아니었다. 일본의 민법학자들이 먼저 생각하였던 

총유는 공동소유의 한 유형으로서 총유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공동소유하는 

권리로 개념을 정한 그런 총유였다.177) 요컨대 일본 민법학상 총유는 독일 

게르만법상 총유 개념을 계수한 것이기는 하되 일본 민법학식으로 개념강제

되는 과정을 겪은 총유이다.178) 이로부터 한국 민법학은 특수지역권과 총유

를 의용민법 시대에서부터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Ⅴ. 맺는 말

1. 총유에 관한 한, 독일 민법과 프랑스 민법과 일본 민법은 공통적으로 

해당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현재를 기준으로 독일 민법학은 총유 개념을 

역사적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 민법학은 총유 개념을 다루지 않는

다. 일본 민법학은 총유 개념을 현재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총유를 공동소유

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다.179) 이에 비해 한국 민법은 총유 규정을 두고 

176) 일본 민법 제263조 공유의 성질을 가진 입회권에 관하여는 각 지방의 관습에 따르는 외에 본절(공

유)의 규정을 적용한다. 일본 민법 제294조 공유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한 입회권에 관하여는 각 

지방의 관습에 따르는 외에 본장(지역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177) 일본 민법학계의 통설적 총유론은 총유에 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持分不定設). 岩井萬龜, 

앞의 책, 18면. 江渕武彦, 앞의 논문, 346면. 

178) 江渕武彦, 앞의 논문, 344면 이하. 일본 민법학에서 총유와 개념강제에 대해서는 平野義太郞, 앞

의 책, 111면 참조. 한국 민법학에서 개념강제에 대해서는 양창수, 앞의 논문, 131면 참조.

179) 일본 민법학계에는 입회권과 공유(커먼즈 commons) 운동과 총유를 연결하여 신총유론 내지 현대

적 총유론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가라시 (외), 앞의 책, 19면 이하; 北條 浩, 앞의 책, 404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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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한국 민법학상 총유 개념은 현재의 개념일 뿐만 아니라 현행법 

개념이다. 한국 민법이 비법인사단의 소유를 총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

국 민법학에서 총유는 개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소용처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2. 한국 민법은 독일 민법계 민법이다. 독일 민법은 로마법적 기원과 게르

만법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한국 민법학이 총유와 관련하여 게르만법적 기

원에 유독 비판적일 일은 아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총유는 게르만법적으로 

개념강제된 것이기 보다, 일본 민법학적으로 개념강제된 것이기 보다, 한국 

민법학적으로 개념강제된 것에 가깝다.

3. 특수지역권적 권리에 관한 한, 독일 민법과 프랑스 민법은 해당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독일 민법학이나 프랑스 민법학이 독립된 권리 개념으로서 

특수지역권적 권리를 언급하는 일도 없다. 그렇지만 산업화가 본격화되기 전

에 제정된 프랑스 민법 안에서 특수지역권적 권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기

는 하다. 이에 비해 일본 민법은 그 제정 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특수

지역권적 권리인 입회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 민법학에서 입회권 

논의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논의가 아니라 현행 민법상 제도에 관한 논의이

다. 한국 민법도 일본 민법과 비슷하게 특수지역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민법학에서 특수지역권 논의도 역사적 논의가 아니라 현행 민법상 제도

에 관한 논의가 된다. 현재 일본에서 민법상 입회권 규정은 한국 민법상 특

수지역권 규정만큼이나 별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민법학계에서 입회권 규정의 삭제를 주장하는 학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한국의 민법학자들이 특수지역권 규정을 삭제하자는 주장 일변도인 것과 다

르다.

4. 일본 민법학은 입회권 규정이 민법의 계수와 무관하게 일본 전통의 제

도를 입법화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본 민법상 입회권 규정이 일본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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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도를 규정화한 것이라면 한국 민법에 일본 민법식 입회권 규정이 존재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한국 민법에 특수지역권 규정이 존재하게 된 배경을 

다각도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민법 제정 당시에 한국 

고유의 특수지역권 제도가 존재하였을 수도 있고, 특수지역권 제도는 명칭 

불구하고 인간 사회에 보편적으로 존재하여 온 제도일 수도 있다. 

5. ‘I. 시작하는 말’ 부분에서 밝혔듯이 이 글은 총유 및 특수지역권적 권리

에 관한 일련의 연구 중에서 ‘독일 민법, 프랑스 민법, 일본 민법’에 대한 연

구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일본 민법(의용 민법), 만주 민법, 한국 민법’에 대

한 연구의 결과물을 담고 있지 아니하다. 하지만 ‘독일 민법, 프랑스 민법, 

일본 민법’에 대한 연구의 결과만으로도 이들 민법을 전제로 하는 총유 및 

특수지역권에 관한 논의와 한국 민법학계가 행하고 있는 총유 및 특수지역권

에 관한 논의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아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독일 민법, 프랑스 민법, 일본 민법’에 대한 연구의 후속 연구인 ‘일

본 민법(의용 민법), 만주 민법, 한국 민법’에 대한 연구가, 의도하든 의도하

지 않든, 한국 민법 내지 한국 민법학 나름의 ‘독자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게 만든다. 후속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한국 민법이 로마-

대륙법계 민법에 속한다고 할 때 총유 규정 부분과 특수지역권 규정 부분은 

한국의 입법자들이 나름대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만들어낸 부분이

라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180) 즉 한국 민법이 총유 규정과 특수지역권 규

정을 가지게 된 것은 게르만법적 기원과 무관하게 그리고 다른 나라 민법들

에 해당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도 무관하게 한국 민법의 입법자들이 한

국 사회에 그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볼 일이다.181) 그렇다면 

180) 명순구, 앞의 책, 247면 참조.

181) 민법안의견서, 103면; 명순구, 앞의 책, 248면. 필자는 한국 민법의 입법자들이 특수지역권 규정

을 둔 의도가 사적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민법 안에 공동체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한국 민법에서 특수지역권 규정이 속해 있는 지역권의 기본적 성격으로서 

비배타성과 공용적 성격에 대해서 박재윤 집필부분/곽윤직 편집대표, ｢제5장 지역권｣, �민법주해

[VI] 물권(3)�, 박영사, 1992, 120면 참조. 민법안의견서, 10면은 민법 초안에 대한 총평으로 공동

생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상린관계 규정과 공동소유 규정 사이의 조화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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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념이 한국과 무관한 게르만법적 기원의 개념이라는 것이나 한국 민법 

말고 다른 나라 민법들에는 해당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국 민법

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해야 하는 충분한 논거가 되지 못한다.182) 해당 규정

의 삭제는 한국 사회가 민법 입법자들이 굳이 해당 규정을 두었던 그 의미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 실행에 옮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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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 Japan, France, Germany and the Commons 

Related Regulations In Each Civil Code

Young-Hee KIM*

183)

The Korean civil code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modern civil codes 

of the western Europe countries, especially by the German civil code and the 

French civil code. This pertains to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275 [Collective 

Ownership] and the article 302 [Special Servitude]. However, those articles 

themselves are quite characteristic to the Korean civil code. Neither the 

German civil code nor the French civil code provides that kind of articles. 

But many of Korean scholars have been taking and arguing the German 

method of legal reasoning with relation to the articles. So,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275 and the article 302 related issues are in complicated conditions. 

The conditions are triggered mainly by the fact that there have been existed 

the concepts of the collective ownership and the special servitude in the 

German legal history, although the German civil code does not provide that 

kind of articles. 

Further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275 and the article 302 related issues 

become more confusing and delicate when Korean scholars refer to the 

Japanese civil code. The Japanese civil code does not provide the collective 

ownership, then does provide the special servitude in a different way from 

 * Associate Professor, Yonsei Law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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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civil code. Despite of that, some of the Korean scholars often 

follow the Japanese method of legal reasoning with relation to the articles, 

consciously and unconsciously. 

Looking at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275 and the article 302, the articles 

have undeniable two characteristics. On the one hand, they are linked closely 

with the agricultural society of Korea. On the other hand, they are to do with 

commons rights which are generally existed in human societies before the time 

of the complete privatizations of landownership. Anyway these days, the 

characteristics play role as major reasons for erasure the articles from the 

Korean civil code. The articles are now confronted by expurgation especially 

as unfavorable comparisons to the German civil code or the French civil code. 

But the articles are not mere providing old-fashioned customary rights before 

the time of the privatizations. Taking one with another, the articles are all 

the even more providing future-oriented commons rights. Hence, the author 

insists that Korean civil code could choose of keeping the characteristic 

articles, not just following the so-called ‘modern civil code’ standards. 

Whereupon it is demanded for Korean scholars to reconstruct the articles to 

become better. 

 

[Key Words] Special Servitude, Collective Ownership, Joint Ownership, 

Iphoegwon, Commons, Korean Civil Code, German Civil Code, 

Japanese Civil Co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