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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의 債權法改正*

미하엘 쾨스터
**l

金 載 亨***
 譯

Ⅰ. 狀況에 대하여

獨逸民法1)은 1900년 1월 1일 시행되었는데, 이는 22년에 걸친 준비작업의 

산물이었다. 그 작업에는 독일 법학과 실무의 지도적 인물들이 관여하 다. 독

일 민법전은 정치적으로 통일된 독일제국에 오랫동안 열망해오던 法의 統一까

지 가져다 주었고, 그 제정 당시부터 오늘날까지 유럽의 주요 民法典編纂 가운

데 하나로 평가되었으며, 그 100주년 기념일에는 “문화적 기념물(Kultur-
denkmal)”이라고까지 일컬어졌다.2)

독일 민법전은 물론 새로운 세기에 대비하여 대담하게 법질서를 설계한 것은 

아니었고, 이를 의도하지도 않았다. 그 목적은 그 당시까지 분열되어 있던 독일

법을 통합․통일시키고 장래의 법실무를 위하여 실정법규범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3) 독일 민법은 미래지향성이 거의 없는데도 20세기 내내 모든 정치적, 

* 이 논문은 2001년 4월 16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Schuldrechtsreform in 
Deutschland”라는 제목으로 한 강연원고(법학21연구단의 제15차 Foreign Authority 
Forum)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강연 후인 2001년 5월 9일에 나온 독일 채권법 개정에 
관한 政府案을 반 하 고 그 후에 나온 문헌을 수록하 다.

** Michael Coester :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敎授. 초역은 안경희 박사와 이준형 박사가 일부씩 맡

아주었다.
1) 독일의 현행법 규정은 독일 민법(BGB)이라고 표시하고, 정부안은 독일 민법개

정초안(BGB-E) 또는 초안이라고 표시한다.
2) Flume, ZIP 2000, 1427, 1429.
3) J. Kohler, AcP 96 (1896) 345, 376; G. Boehmer, Einführung in das Bürger-

liche Recht (1954) S. 78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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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적 변혁의 와중에도 계속 존속되어 왔고, ―가족법을 제외하고는― 

그 본질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법기술적인 우수성과 

고도의 추상성에 기인하는데, 이러한 추상성으로 인하여 완전히 상이한 사회질

서와 경제질서에서도 독일 민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크고 견고하게 지은 기념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상의 향을 견

디는데 한계가 있듯이, 독일 민법도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경외심을 불러일으
키기는 하지만,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의 흔적을 가진― 고대의 조각품과 유사하

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독일 민법의 아버지들”도 잘못을 저질러서 그 법률작품(민법전)

에 처음부터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감추면 안 된다. 예컨대 消滅時效法은 너무 

복잡하고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 채권법 중에 契約 以前段階에서의 의무위반에 

관한 규정, 이행불능과 이행지체 외에 채무불이행(급부장애)의 독자적인 유형으
로서 不完全履行에 관한 규정도 없다.4) 判例法은 무엇보다도 계약체결상의 과

실책임과 적극적 채권침해 제도를 인정하고, 독일 민법의 일반조항들, 특히 제

138조, 제242조와 제826조를 유형에 따라 구체화함으로써 이러저러한 입법상의 

흠결을 보충하 다. 그러나 현행법이 더 이상 단지 법조문이 아니라, 보충․축

적된 판례법으로부터 인식되어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법학도들만이 결함을 느

꼈던 것은 아니었다. 나아가 입법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새로이 시급
하게 규율하여야 할 필요에 대응해야만 했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필요는 “사실

로부터”, 즉 사회적 또는 경제적인 변동으로부터, 특히 가족법에서 발생하 다. 

그러나 유럽연합에서 法의 同化(Rechtsangleichung)도 법개정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켜 왔는데, 특히 유럽연합의 指針(Richtlinien)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것

이 그것이다. 그러나 법률의 개정을 독일 민법의 조문으로 흡수하는 것은 사소

한 부분에 그쳤다. 입법자는 빈번하게 새로운 법규정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대처하 는데, 이러한 특별법은 “附屬法律(Nebengesetz)”로서 

보충적으로 민법과 함께 시행되었다. 독일 민법은 이미 그 시행 당시 몇몇 위성

법률로 둘러싸여 있었다. 즉 1900년에 이미 할부변제법(1896년)과 상법(1897년)

이 한편으로는 특히 비전문적이거나 경솔한 시민(“소비자”)을 위하여, 다른 한

4) 매매와 도급법의 담보책임규정, 독일민법 제459조 이하와 제633조 이하는 그 
일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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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는 전문적으로 업을 하는 사람들(“사업자”)을 위하여 특별사법이 필요

하다는 것을 암시했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까지 이러한 “부속법률들”이 너무 

많아졌고 또 중요하게 되어서, 독일 민법에서 중심적이고 본질적인 法源으로서 

민법전이 가지는 역할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으로 보 다. 그리하여 1970년대

에 이미 소멸시효법과 매매법을 중심으로 채권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진지한 준비작업이 시작되었다. 독일 연방법무부가 전문가들로부터 감정의견과 
개정안을 수집했고,5) “채권법개정위원회”가 최종보고서와 개정안을 작성하여 

1992년에 출판하 다.6) 이 보고서에 대한 학문적인 논쟁은 1994년 제60차 獨

逸法律家大會에서 최고조에 달하 다.7) ―그러나 그 후에 개정의 열기가 다시 

시들해졌고, 개정작업이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 다.

법률가들이 더욱 놀랐던 것은, 독일 연방법무부가 2000년 8월에 債權法 改正

草案(Schuldrechts-Reformentwurf)을 ―이 새로운 법을 2001년에 완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제시했을 때 다. 이러한 새로운 개정의 동인은 어디에서 나왔

는가?

그 배경에는 3개의 유럽연합지침이 있었는데, 이것이 2002년 1월 1일까지 혹

은 다소 늦게 국내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消費財의 賣買(Verbrauchsgü

terkauf), 전자거래,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관한 지침이 그것이다.8) 특히 소비

재의 매매에 관한 지침은 독일의 입법자를 중대한 딜레마에 빠뜨렸다. 즉 위 지
침은 소비자를 위한 ―더 나아가 강행적인― 특별매매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

다. 기존의 법 외에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라면, 현행 매매법체계가 혼란

스러워질 것이다. 이미 오늘날 독일 민법 제433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

본유형 외에도 상사매매(독일 상법 제373조 이하), 유엔 통일매매법에 의한 국

5) Bundesminister der Justiz (Herausgeber), Gutachten und Vorschläge zur 
Überarbeitung des Schuldrechts, Bd. I-III (1981 und 1983); Basedow, Die Reform des 
deutschen Kaufrechts - Rechtsvergleichendes Gutachten (1988).

6) Bundesminister der Justiz (Herausgeber), Abschlußbericht der Kommission zur 
Überarbeitung des Schuldrechts (1992).

7) Verhandlungen des 60. Deutschen Juristentags, Münster 1994, Bd. II/1-2, Teil K.
8) 소비재매매에 대한 지침 1999/44/EG, ABl. EG Nr. L 171, S. 12 = NJW 1999, 

2421; 상거래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를 막기 위한 지침 2000/35/EG, ABl. EG Nr. L 
200, S. 35; 정보서비스의 일정한 법적 측면에 관한 지침 2000/31/EG, ABl. EG Nr. L 
178, 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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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매매가 있다. 여기에 소비재의 매매가 제4의 변형으로 추가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난점들, 독일 민법전이 불만족스럽다는 생각, 새 정부의 개혁열의로 

인하여 단지 위 세 가지 지침을 각각 별개로 전환시키는 것(이른바 “小解決方

案(kleine Lösung)”)이 아니라,9) 이를 계기로 채권법을 원칙적으로 새로이 정비

한다는 결론에 이르 다. 따라서 이른바 “大解決方案(große Lösung)”은 유럽법

의 지침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자신의 집도 정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독일 정부는 새롭게 수정하여 내보일만한 민법전으로 전체 

유럽법의 발전에 좀더 강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10)

이 계획의 면모를 분명히 하자면 다음과 같다. 위 초안은 100개 이상의 법조

문의 개정을 예정하고 있다. 개정의 중점은 소멸시효법, 채무불이행법(일반 급부

장애법), 매매 및 도급계약법에 있다. 그밖에도 소비자보호에 관한 중요한 부속

법률들과 약관규제법을 폐지하고 이를 다시 독일 민법전에 통합한다는 것이다. 
외관상으로 본다면 민법 제2편에 완전히 새롭게 법조문을 두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독일법률가, 특히 학자들은 대단히 흥분했고 지금도 그러하다. 한편으

로는 초안의 규정들,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적 측면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법

률이 2002년 1월 1일에 맞추어 시행되려면, 조문화작업이 2001년 5월까지는 마

무리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개정에 대한 근본적인 심의를 하기에

는 극도로 짧은 시간이다.
2000년에도 다수의 지도적인 민법교수들이 참여한 전문가회의에서 제1초안이 

논의되고 상당히 비판을 받았다.11)

독일 연방법무부는 이러한 비판을 반 하여 2001년 1월에 債務不履行法의 수

정을 위한 전문가위원회와 다른 개정분야를 위한 연구팀을 만들었다. 이러한 위

원회의 연구성과물이 草案에 수용되고, 초안이 상당히 수정되어 2001년 3월 6

9) 이에 찬성하는 사람으로는 Ernst/Gsell ZIP 2000, 1410 ff.; Dauner-Lieb JZ 
2001, 8 ff.

10) Diskussionsentwurf eines Schuldrechts-Modernisierungsgesetzes(채권법개혁법의 
토론용초안), August 2000 (www.bjm.bund.de) S. 1 ff.; Schmidt-Räntsch ZIP 2000, 
1639 ff.

11) 무엇보다도 2000년 11월 Regensburg에서 열린 “SymposiuSchuldrechts- 
Modernisierung 2001”에서 그러했다. 논문과 토론에 관하여는 Ernst/Zimmermann 
(Herausgeber), Zivilrechtswissenschaft und Schuldrechtsreform (2001); Schulze/ 
Schulte-Nöltke (Herausgeber), Die Schuldrechtsreform vor dem Hintergrund des 
Gemeinschaftsrechts (2001); 또한 Jakobs JZ 2001,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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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새로이 발표되었다.12) 결국 독일민법교수협의회가 2001년 3월말 특별회의

에서 이 초안을 다루었는데, 이 회의에 법무부의 보고자와 함께 독일 연방법무

부장관 자신도 참여하 다. 이 회의의 중요한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즉 “大改正(große Reform)”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박

을 받았다. 내용적인 문제와 빠듯한 시간에 관하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개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했고 기꺼이 초안의 개선작업에 

건설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 다.13) 이를 기초로 결국 2001년 5월 

9일에 “채권법 개혁에 관한 법률의 정부안(Regierungsentwurf eines Gesetzes zur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s)”(정부안)이 공표되었다.14)

그리하여 채권법개정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아마 실현될 것이

라고 말할 수 있다.

Ⅱ. 改正의 目的과 基準

독일 민법을 제정할 때와는 달리, 오늘날 유럽 국가에서의 법개정은 더 이상 

국가적인 수준에 한정되어서는 안되고, 국제적인 발전과 연계․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유럽 차원에서 그러하다. 여기에서 유럽연합 회원국 안에서

의 법의 동화만이 국내의 민법에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15) 나아가 국제적

으로 구성된 연구자단체가 이미 유럽공동체법, 즉 유럽 전체의 통일민법을 위하
여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른바 란도(Lando)위

원회의 “유럽 契約法 原則”을 들 수 있다.16)

12) 이른바 “Konsolidierte Fassung,” www.lrz-muenchen.de/~lorenz/schumod/ 
index.htm

13) 그 회의의 보고서는 JZ 2001년 10호에 출판되었다(475면 이하에는 유럽법에 
관한 W.-H. Roth의 보고서; 497면 이하에는 약관규제법에 관한 Ulmer의 보고서; 499면 
이하에는 급부장애법에 관한 Canaris의 보고서; 530면 이하에는 매매법에 관한 
Westermann의 보고서; 543면 이하에는 도급계약법에 관한 H. Roth의 보고서; 552면 이
하에는 소멸시효법에 관한 Leenen의 보고서).

14) BT-Drucks. 14/6040; 아래에서 독일민법개정안(BGB-E)으로 인용하는 모든 
조문은 이 정부안에 관한 것이다.

15) 이에 대하여는 W.-H. Roth JZ 2001, 475ff.
16) Lando/Beal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I, 1995; Parts I and 

II, 2000. 최근 “유럽 계약법의 기본원칙 : 소멸시효법”도 2001년 2월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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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럽을 넘어서 전세계적인 法統一의 경향이 있다. 국제 매매에 대한 

유엔賣買法(국제동산매매에 관한 협약, CISG)이 이미 1991년이래 독일에서도 

현행법이 되었고,17) 국제상사계약에 대한 Unidroit 원칙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18) 내용적으로 이 원칙과 란도 원칙은 유엔 통일매매법의 채무불이행법에 의

존하고 있어서, 이 점에서는 유럽법의 윤곽이 이미 상당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내 입법자가 이러한 발전을 외면할 수 없다. EU 공동체법이 국내법에 무조

건 우선하기 때문이다. 경제가 국제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도 통일법을 요구

하고 있고, 국제적인 법발전에 향을 미치고자 하는 자는, 만일 그가 이해되기

를 원한다면, 외국의 법률가의 언어와 사고방식에 적응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지침의 내적인 타당성 및 체계적합성과 함께 그 국제적 적합

성은 중요한 현대입법의 질적 기준이다.19)

Ⅲ. 改正의 內容에 대하여

1. 消滅時效法

현행 독일 민법의 소멸시효법은 일반적으로 너무 복잡하고, 개관할 수 없고 

적절하지도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시효기간은 6개월20)부터 3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에 이르고 있다(독일 민법 제195조). 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일부에서는 청구권에 대한 채권자의 인식(불법행위법에서 독일 민법 제853조가 
그러하다), 일부에서는 객관적인 사정, 예컨대 매매에서 물건의 인도(독일 민법 

제477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시효기간진행의 정지나 중단에 관하여 다양하

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해졌다.

ZEuP 2001, Heft 2
17) BGBl. 1989 Ⅱ, 588; 1990 Ⅱ, 1699.
18) Unidroit (Herausgeber), Grundregeln der internationalen Handelsverträge. 또한 

Zimmermann, JZ 1995, 477; Basedow (Herausgeber), Europäische Vertragsrechts-
vereinheitlichungen und deutsches Recht (2000)도 참조.

19) 채권법개정초안은 이 점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다. Zimmermann JZ 2001, 171, 
178 ff. 참조.

20) 독일 민법 제477조: 매매에서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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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은 종전의 초안을 본질적으로 수정하 다.21) 중심적인 출발점은 一般消

滅時效期間을 3년으로 한 것이다(초안 제195조). 매매법상의 담보책임에 기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이 기간은 매매법상의 담보책임이 현재의 6개월에서 3년으

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소비재매매지침은 단지 2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에(지침 제5조 1항), 이제 정부안도 담보책임에 기한 청구

권의 소멸시효를 2년으로 단축하 다(초안 제438조 제1항 제3호). 또한 초안 제
195조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수정하는 규정도 있다. 가령 부동산에 관련된 청구

권(초안 제196조, 제197조, 제198조)의 경우에 그렇지만, 그 최장기는 30년이다. 

기산점에 대하여는 무엇보다도 “主觀的 體系,” 즉 일반적으로 소멸시효의 기산

점을 채권자의 인식에 결부시키는 것으로 전환한 것이 중요하다. 그밖의 논의는 

물론 2001년 2월에 공간된 유럽의 소멸시효법에 관한 란도 원칙에 의해서도 

향을 받을 것이다.22)

2. 一般債務不履行法

일반채무불이행법은 독일 민법에서 채권법의 핵심에 해당한다(제275조 이하, 

제320조 이하). 100년 넘게 존속해온 이러한 규범구조를 침해하는 것은 혁명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연방법무부는 이 일에 착수하 다.

출발점이 된 것은 무엇보다도 두 지도이념이었다. 채무불이행을 개별 유형(이

행불능, 이행지체, 불완전이행)으로 분류하는 것을 폐기하고 契約上 “義務違反
(Pflichtwidrigkeit)”이라는 통일적인 요건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23) 이와 동시에 

판례법으로 발전된 적극적 채권침해, 계약체결상의 과실, 행위기초의 상실 제도

를 실정법에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 8월의 제1초안은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여, 특별히 이 章을 수정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리하

여 2001년 3월의 초안과 2001년 5월의 정부안은 위 제1초안과 아주 현저하게 다

르다. 결론적으로 새 초안에서는 이제 다시 채무불이행을 이행불능, 이행지체, 불
완전이행으로 삼분하는 태도로 되돌아갔다.24) “의무위반”이라는 포괄적인 기준이 

21) 개별적으로는 Mansel, Die Reform des Verjährungsrechts, in: Ernst/ 
Zimmermann, Zivilrechtswissenschaft und Schuldrechtsreform (2001) S. 333 ff.; Eidenm
üller JZ 2001, 283 ff.; Zimmermann ZEuP 2001, Heft 2; Leenen JZ 2001, 552ff. 참조.

22) 위 註 16.
23) 2000년 8월 토론용 초안(註 10) 제28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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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제권의 발생근거로서 유지되지만(초안 제280조 내지 

제283조, 제323조), 기본요건으로서는 대체로 “적극적 계약침해”의 역만을 커

버한다. 그밖에 이행불능이 다시 독자적인 채무불이행 요건으로 규정된다. 급부

를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적인 급부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소멸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법률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대급부의무도 자동적으로 소멸해

야 한다(초안 제326조 제1항 제1문). 누가 이행불능에 책임이 있는지, 그로부터 2
차적인 급부의무가 나오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몇 가지 개별 문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履行不能

앞으로는 더 이상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을 구분하지 않게 된다. 그 대

신 초안에 따르면, 법률상 급부의무가 면제되는 物理的 不能(초안 제275조 제1

항)과, 원칙적으로 급부 제공은 가능하지만 채무자의 비용부담과 채권자의 수익 

사이에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 인

정되어야 하는 이른바 “事實的 不能”을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호수에 빠진 반지

를 예로 든다. 즉, 반지를 양도할 채무를 지는 자는 반지를 되찾기 위하여 호수

에서 물을 모두 퍼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

에, 이에 상응하는 채권자의 청구권을 부정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 급

부의무가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구적 항변의 형태로 이행거절권

만이 채무자에게 인정되는 데에 불과하다(초안 제275조 제2항).
현재의 초안에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지출되는 비용이 비례에 맞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본질적인 기준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익이 크면, 이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할 

수 있다. 그 결과 채무자가 주관적으로 과도한 요구를 받게 되면, 다시 말해서 

채무자에게 이행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 단지 “행위기초의 상실” 제도를 통해

서만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아예 이행불능 문제에서 채무자의 이익까지도 
적절하게 고려할 것이라면 좀더 나을 것이다.25)

24) 기본적으로는 Canaris JZ 2001, 499 ff; “의무위반”의 개념에 대한 비판으로
는 522면 이하.

25) 초안에 대한 비판으로는 또한 Löwisch NZA 2001, 465. 이에 반하여 정당하다
는 견해로는 Canaris JZ 2001, 499, 50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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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始的 不能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초안 제311조 a). 현행법과는 

달리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도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독일 민법 제306조는 

무효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의 효과에 관해서는 계약 체결 전후 각종 의무

의 내용이 아주 다른 내용을 갖는다는 인식이 유지되어 왔다. 장래의 법은 과연 

채무자가 원시적 불능(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는지 여

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만일 채무자가 원시적 불능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면, 
채권자는 그의 적극적 이익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채무자에게 원시적 불능을 알 의무가 없었다면, 명백하게 급부의무가 소멸

하게 된다. 채권자의 신뢰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착오로 인한 취소의 효과에 

상응하여― 일반적으로 긍정하지 않을 것인지(독일 민법 제122조를 유추적용하

여) 여부가 논의된다. 따라서 원시적 급부능력에 대한 채무자의 일종의 보증책

임 사상 ―이것은 현행법의 기초가 되어 있다― 이 다시 고려될 것이다.26)

b) 履行遲滯

이행지체 규정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를 막기 위한 유럽연합 지침27)의 향

을 받아 2000년 5월에 이미 개정되었다. 그 때에 법정이자율은 크게 상승하

는데(독일 민법 제288조), 앞으로는 (보다 낮은 이자율의 적용을 받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구분이 이루어진다(초안 제288조). 이행지체의 성립요건인 최고

는 금전채무의 경우에는 이제 불필요하다. 금전채무에서는 계산서 도착 후 30일

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행지체에 빠진다(독일 민법 제284조 제3항). 그러나 이 
규정을 수정하여, 앞으로는 사전 최고 내지 기간 약정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

문에, 30일이 경과하기 전에도 이행지체에 빠질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금전채무

에 대한 제한은 없어진다(초안 제286조 제1항, 제2항, 제3항).

c) 不完全履行

무엇보다도 매매와 도급계약에 특유한 담보책임규정을 없애고, 이 경우에 명

백하게 흠결보충의 방식으로 채권관계에서의 의무위반 기준이 적용된다(초안 제

280조, 제281조 제1항). 또한 “적극적 계약침해”, 따라서 급부의무의 불완전이

26) 원시적 불능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Canaris JZ 2001, 499, 505-508.
27) 위 註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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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내지 부수적 의무 위반도 마찬가지이다.

d) 債務不履行의 法律效果

aa) 主된 債務의 消滅

오로지 이행불능이라는 채무불이행만이 주된 급부의무에 직접적인 향을 미

친다. 주된 급부의무는 양쪽 모두 소멸한다(초안 제275조 제1항, 제326조 제1항 

제1문). 그러나 이행불능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거나, 이행불능 성립 
당시 채권자가 수령지체에 있었던 때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는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초안 제326조 제2항; 현행 제324조).

bb) 損害賠償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만, ―지금과 마
찬가지로―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추정된다(초안 제280조 제1항 제2문).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작은” 손해배상, 다시 말해서 이행이익 이외의 

손해에 관한 것이다. 초안은 작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급부를 거절하면서 채권자

의 모든 적극적 이익을 포함하는 “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

여, 의무위반이 급부의무에 관한 것인지(초안 제281조), 기타 의무에 관한 것인

지(초안 제282조), 이행불능의 유발에 관한 것인지(초안 제283조)로 나누고, 각
각 다르게 규정하 다. 이행을 지연한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행지체의 추가적인 

요건들을 충족한 때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초안 제280조 제2항).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이행시에 손해배상 또는 해제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현행 독일 민법 제326조 제1항에서 요구하듯이) 최고를 하면

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급부의 수령을 거절할 것을 확고하게 표시하는 경고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는 상당한 유예기간만을 지정하면 그것으로 충
분하다(초안 제281조 제1항 제1문: “약한 거절의 경고”).

끝으로 초안은, 지금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전보배상)”이라고 하는 적극적 

이익의 배상에 갈음하여, “비용상환”이라는 형태로 소극적 이익에 대한 청구권

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 다(초안 제284조).

cc) 解除

앞으로는 解除와 損害賠償을 서로 함께 청구할 수 있다(초안 제325조).28)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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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금까지의 독일 채무불이행법의 구조원리는 폐기되고, 국제적인 법발전, 특

히 유엔통일매매법과 유사해지게 되었다.

그밖에도 급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제권의 행사는 유예기간 지정에 달려

있게 된다(초안 제323조). 부수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급부의무를 유지하는 것을 

채권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초안 제324조).

마지막으로 현행 민법 제350조를 삭제하는 것이 중요한 개정에 속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계약상 급부의 수령자가 갖고 있던 급부목적물이 (그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된 때에도 수령자는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는 수령자 자신은 그가 수

령한 것을 더 이상 반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공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는 수령자가 자기 수중에서 멸실한 목적물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에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초안 제346조 제

2항 제3호).

3. 賣買法

매매법의 개정은 유럽연합의 소비재매매지침에 의하여 큰 향을 받았으나, 

이를 넘어서 일반 매매법에서도 중요한 새로운 규정들을 두었다. 법률의 체계를 

보면 一般賣買法(초안 제433조 이하)과 消費者賣買가 구분되고, 후자에 대하여

는 위 지침의 국내입법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특별규정들을 두었지만, 일반매매

법을 새로 정비함으로써 아직 완결된 상태는 아니다(초안 제474조 이하).

a) 우선 賣買法 일반에 관하여

擔保責任法은 앞으로 일반채무불이행법의 일부로서 파악된다.29) 특히 瑕疵로 

인한 해제는 이제 초안 제323조 이하의 일반해제조항들의 적용을 받게 되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일반규정이 적용된다. 하자 있는 물건을 인도하는 것은 개

념적으로는 불완전이행, 따라서 계약상 의무위반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초안 제

280조, 제281조).

物件의 瑕疵와 權利의 瑕疵는 효과면에서 똑같이 취급된다(초안 제433조 제1
항, 제434조, 제435조). 물건의 하자30)에 관한 개념을 새로 규정하 지만 원칙

28) 상세한 것은 Canaris JZ 2001, 499, 512 ff.
29) Westermann JZ 2001, 530, 531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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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현행법과 일치되도록 정의하 다. 따라서 약정한 매매목적물의 성상이 

일차적인 기준이 되고, 계약상 전제하 던 성상이나 통상의 성상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초안 제434조 제1항 제1문). 보증된 성상의 흠결은 더 이상 별도의 하

자사유가 아니다.31)

앞으로는 제작자나 매도인의 광고 또는 공개적인 발언도 매수인의 정당한 기

대수준을 정하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새로운 규정이다(초안 제434조 제1항 제3
문). 나아가 조립이나 조립설명상의 결함은 물건의 하자와 마찬가지로 다루어진

다(초안 제434조 제2항). 지금까지 불완전한 인도와 잘못된 인도를 구분하던 것

을 폐기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다른 종류의 물건을 인도하는 것

(aliud-Lieferung)이나 量的 差異(Mengenabweichung)도 물건의 하자와 동일하게 

다룬다(초안 제434조 제3항).

하자있는 인도의 法律效果도 크게 수정된다. 그리하여 매수인의 “추완급부
(Nacherfüllung)”에 관한 권리가 원칙적으로 다른 모든 법적 구제수단들보다 우

선하여 인정되는데, 매수인은 새로운 인도나 하자보수를 선택할 수 있다(초안 

제439조).32) 일반 채무불이행법에 기한 손배상청구권과 해제권은 원칙적으로 매

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완을 청구하 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러나 

매도인이 새로운 이행을 명확히 거절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이 상당하지 않거나 

매수인에게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새로운 이행이 이미 실패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간 지정이 불필요하다(초안 제440조, 제281조 제2항, 제323조 제2항).

위에서 언급하 듯이 해제와 손해배상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데 반하여, 解除

와 부수적인 권리구제수단인 減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초안 제441조). 

감액을 선택한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급부교환의 차원을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

문이다. 그렇지만 감액은 손해배상과 함께 주장될 수 있다.

b) 消費者賣買

초안 제472조 내지 제476조는 消費財賣買指針을 수용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그와 같은 매매는, 매매계약의 한쪽이 리적인 매도인, 즉 “사업자”이고, 

30) 권리의 하자에 대하여는 초안 제435조.
31) 이에 대하여는 Westermann JZ 2001, 530, 535.
32) 경제계는 업활동의 경우 사업자에게 선택권을 줄 것을 요구하 지만, 소비자

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선택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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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쪽은 사적 역에서 행위하는 사람, 즉 “소비자”인 경우를 말한다. 소비

자와 사업자의 개념에 관하여 초안은, 2000년에 이미 독일 민법전에 규정된 법

률상 정의를 원용할 수가 있다(독일 민법 제13조, 제14조).

소비자매매에 관한 특별조항에는 매수인을 위한 입증책임 경감에 관한 규정

이 있다. 인도 후 6월 이내에 드러난 하자가 있으면, 이 하자는 위험이전 당시

부터 존재하 던 것으로 추정되어,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초
안 제476조). 매도인의 품질보증은 특히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초안 

제477조). 그러나 무엇보다도 거의 모든 매매법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손해배상

청구권만이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초안 제475조). 따라

서 중고물품 매매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담보책임의 배제는 더 이상 불가

능하다.33) 끝으로 매수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들이 이와 같이 강화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된 최종매도인은 그에게 물건을 공급한 자나 제조자에 대하여 구

상권을 갖는다(초안 제476조). 유럽공동체법이 규정하 던 이 새로운 법형성이 

갖는 의미와 결과는 아직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제조물책임과의 관계가 그러하다.

4. 都給契約

매매계약과 도급계약의 형식은 실제로는 서로 교차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

문에 초안은 도급계약법도 일관되게 규율하고 있다. 도급계약의 경우는 1992년
의 채권법개정위원회의 제안들에서 상당부분을 끌어올 수 있었다. 특히 하자담

보책임은 매매법의 새로운 내용과 일치한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들은 시간상의 

이유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34)

5. 附屬法律들의 獨逸民法典으로의 統合

끝으로 주요 부속법률들을 독일 민법전에 통합하려는 계획은 독일 법률가들

의 중대한 태도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그 부속법률들에는 핵심적인 소비자보호

33) 이에 관하여는 Kesseler, ZRP 2001, 70 ff; Westermann JZ 2001, 530, 535.
34) 상세히는 Seiler, Das geplante Werkvertragsrecht Ⅰ, in: Ernst/ Zimmermann, 

Zivilrechtswissenschaft und Schuldrechtsreform(2001) 263 ff.; Peters, Das geplante 
Werkvertragsrecht Ⅱ, 위 책 S. 277; H. Roth JZ 2001, 543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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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신용법, 방문판매법, 주거일시이용권법, 격지판매법)과 그동안 확고

하게 정립되고 독자적인 부분으로 인정받은 독일 약관규제법(AGB-Gesetz)까지 

포함된다.

소비자신용법의 통합으로 초안은 소비대차계약법 전체를 새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소비대차 기타 신용조달수단들에 대한 특별조항들이 뒤

따른다(초안 제488조 이하, 제491조 이하, 제499조 이하).35) 나중에 물건소비대
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들을 본 다음에(초안 제607조 이하) 비로소 이 모든 조

항들이 금전소비대차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초안 제305조 이하에 약관규제법까지 통합하려는 계획은 특히 학계에서 저항

에 직면하 다. 통합은 약관규제법의 실체법적 부분만에 대해서만 이루어졌고, 

각종 단체의 금지청구소송에 관한 절차조항들은 별도의 “금지청구소송법(Unter-

lassungsklagengesetz)”에 맡겨졌다.36) 내용상 약관규제법의 실체법적 규정은 별
다른 변화가 없고, 단지 새 채권법에 정치하게 조정되었다. 이러한 규율들까지 

민법전의 지붕아래 둔다는 장점만으로 사법실무와 경제의 엄청난 전환후속비용

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Ⅳ. 結論

채권법개정 계획에 관한 독일에서의 불안, 격분37)은 좀 지나친 것으로 보인

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100년의 민법 역사에서 형성되었던 습관화의 정도에 관

하여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렇게 오랫동안 존속한 것은 원한 것처럼 보이고, 

누구도 익숙해진 관행과 쉽게 결별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독일 민법개정초안

35) 이에 대하여는 Köndgen, Modernisierung des Darlehensrechts: Eine Fehl-
anzeige, in: Ernst/Zimmermann, Zivilrechtswissenschaft und Schuldrechtsreform(2001) 
457 ff.

36) 구체적인 내용은 Peiffer, Die Integration von “Nebengesetzen” in das BGB, in: 
Ernst/Zimmermann, Zivilrechtswissenschaft und Schuldrechtsreform (2001) 481 ff.; Heß, 
Das geplante Unterlassungsklagengesetz, 위 책 S. 527 ff; Ulmer JZ 2001, 491 ff.

37) 에만(Ehmann)은 2001년 3월 31일 베를린에서 있었던 독일민법교수협의회에서, 
이는 “100년 된 신전을 허물고 3일만에 다시 쌓는 것”이라고까지 말하 다. 입법자에
게 大改正 대신 단지 小改正을 하라는 공개적인 요구는 2001년 4월에 어쨌든 (총 약 
600명 중) 200명의 민법교수의 서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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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초자들은 개정이 민법전에 대한 존경의 결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근

본적으로 변화한 법질서와 사회질서 속에서 민법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 개정은 다른 문제를 초래할 것이고, 

계속 증대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지침활동들은 회의주의자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민법전을 “계속적 공사장”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민법의 변경과 유럽화는 어

차피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고, 이러한 발전을 민법전 안과 밖 가운데 어디에서 
실현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일 뿐이다. 민법전의 위대한 제정자 가운데 한 사람

인 베른하르트 빈트샤이트(Bernhard Windscheid)의 다음과 같은 관점을 생각해

보면 사태에 좀더 평정을 찾을 수 있다. 즉, 그에게 민법전조차 “발전과정에 있

는 한 점에 불과”하고, “大河에서 출 이는 물결”이었다.38) 현재의 초안이 아직 

많은 세부적인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결별할 때

까지 모든 약점이 제거되지 않을지라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

여야 할 것이다. 원래의 민법전도 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 

법전은 오늘날의 개혁의 물결에서 강화되고 이전보다도 더욱 생명력을 갖게 될 

것이다.

38) Windscheid, Die geschichtliche Schule der Rechtswissenschaft, in: Windscheid, 
Gesammelte Reden und Abhandlungen (Herausgeber Paul Oertmann), 1904, S. 75 f.; 
Zimmermann JZ 2001, 171, 18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