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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獨逸의 動産擔保改革論議
―非占有動産擔保制度를 中心으로―

梁 彰 洙*

1)

Ⅰ. 序

1. 독일에서 동산담보제도의 개혁은 오래 전부터 논의된 해묵은 테마이다. 독일

민법전이 유일하게 규정하는 동산담보권으로서의 質權이 점유질원칙을 취하여서 
채무자(담보제공자)에게 동산의 직접점유를 불허함으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담보형태에 대한 요구는 주로 讓渡擔保와 所有權留保의 두 제도에 의하
여 충족되어 왔다. 그런데 이들은 한편으로 채권자의 권리에 관한 公示를 결하고, 

다른 한편으로 채권자에게 그 경제적 목적을 넘어서 소유권 자체를 인정한다. 이러

한 ｢문제점｣을 입법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의 제안과 논의가 행하여졌던 

것이다.

1900년 1월 1일부터 독일민법전이 시행되었는데, 이미 그 직후부터 특히 외국

의 예를 원용하면서 양도담보를 등기질권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1)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은 오늘날까지도 개별적으로 일정한 종류의 동산에 대하여

만 채택되었을 뿐이고, 근본적인 개혁은 행하여지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다.

2. 그런데 근자에는 유럽통합의 틀 안에서 또는 금융거래의 세계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 안에서 동산담보제도를 국제적으로 ｢통일｣ 내지 ｢조정｣하려는 움직

임이 활발하다.2) 예를 들면 유럽재건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1) 1900년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등기질권으로 대체하
자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응을 관련 利害그룹 사이의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사실적․
역사적으로 흥미롭게 서술한 문헌으로 Klaus M elsheimer, Sicherungsübereignung oder 
Registerpfandrecht. Eine politologische Studie über den Kampf von Interessengruppen um 
die Reform des Kreditsicherungsrechts(19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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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evelopment)은 주로 유럽동구국가들이 자본주의로 이행함에 있어서 모델이 

될 동산담보제도를 제시할 목적으로 1994년 3월에 ｢담보거래모델법(EBRD Model 

Law on Secured Transactions)｣을 발표하 다.3) 나아가 유엔국제통상법위원회

(UNCITRAL)는 1970년 이래 담보법의 통일을 지향하는 작업을 진행하여4) 현재 

그 위원회의 사무총장이 2000년 2월에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안(Draft 

legislative guide on security transactions)｣을 작성․발표하 고,5) 2002년 5월부터 
同위원회의 ｢제6작업그룹(담보권)｣이 위의 지침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6) 또한 UNIDROIT는 1988년 이래 일정한 동산에 대한 담보제도의 통일을 

위한 작업을 행하여 1997년 12월에 그 잠정안(“preliminary draft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을 발표하 으며,7) 

1999년 2월 이래로 그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문가위원회를 개최

한 결과,8) 2001년 11월에 “可動設備의 國際的 權益에 관한 條約(Convention on 

2) 이에 대한 독일의 문헌으로 우선 Thilo Rott, Vereinheitlichung des Rechts der 
Mobiliarsicherheiten. Möglichkeiten und Grenzen im Kollisions-, Europa-, Sach- und 
Vollstreckungsrecht unter Berücksichtigung des US-amerikanischen Systems der Kredit-
sicherheiten(2000), S.85ff. 참조.

3) 이에 대하여는 우선 Karsten Dageförde, Das besitzlose Mobiliarpfandrecht nach dem 
M odellgesetz für Sicherungsgeschäfte der Europäischen Bank für Wiederaufbau und 
Entwicklung(EBRD Model Law on Secured Transactions), in: ZEuP 1998, S.686ff. 참조. 
한편 ｢유럽의 담보법｣을 구상하는 최근의 문헌으로 Peter von Wilmowsky, Europäisches 
Kreditsicherungsrecht(1996) 참조. 또 그 전에 유럽의 여러 국가의 동산담보제도를 개관
하는 문헌으로 우선 Wulf Gravenhorst, Mobiliarsicherheiten für Darlehens- und 
Warenkredite in den sechs Ländern der Europäischen Gemeinschaften(1972) 참조.

4) 우선 독일의 막스플랑크비교사법연구소에 주요국의 담보법에 대한 보고서의 작성을 
의뢰하 는데, 그 결과가 1977년 제출되었다. 그것이 Ulrich Drobnig, Legal principles 
governing security interests, Yearbook of the United Nations on International Trade 
Law, 1977, Vol. Ⅷ, 173-221이다.

5) 국제연합 문서번호 A/CN.9/WG.VI/W P.2/Add.1부터 Add.12까지.
6) 제6작업그룹은 2002년 5월에 뉴욕에서, 동년 12월에 비엔나에서, 2003년 3월에 다시 
뉴욕에서 회의를 열었다. 그 회의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Report of Working Group 
VI(Security Interests) on the work of its first [second, third] session)가 유엔문서 
A/CN.9/512, A/CN.9/531 및 A/CN.9/532로 발표되었다.

7) 이에 대하여는 무엇보다도 Roy M . Goode, Transcending the Boundaries of Earth and 
Space: The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in: 
Revue de Droit Uniforme 1988, 52; Ronald C. C. Cuming, The Draft UNIDROIT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in: 30 UCC Law Journal 
365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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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Interests in Mobile Equipment)” 등을 채택하 다.9)

3. 本稿는 동산담보제도의 통일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은 다음으로 미루어 두
고, 우선 독일 국내에서 행하여진 동산담보제도에 관한 개혁논의의 一端을 非占
有動産擔保制度(besitzlose Mobiliarsicherheiten)를 중심으로 살펴보려는 것이다.

1997년 말 이래의 소위 IMF경제위기의 소용돌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국제통화
기금 또는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동산담보제도를 개혁할 것을 ｢요구｣당한 바 있

다.10) 그런데 적어도 그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동산담보제도의 개혁에 대하여는 

별다른 논의가 행하여진 바 없었다.11) 이는 곧 우리가 동산담보제도를 고칠 필요

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IMF체제

로부터 벗어난 이상에는 위와 같은 외압에 의한 ｢개혁｣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동산담보제도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
리와 유사한 동산담보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의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는 혹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획득할 수 있는 단서를 찾을지도 모른다.

4. 本稿에서는 우선 독일의 동산담보제도의 現狀을 간단하게 살핀 다음(Ⅱ), 그

곳에서의 개혁논의의 전형이라고 생각되는 거와 드로브니히의 주장을 각기 요

약해 보기로 한다(Ⅲ 및 Ⅳ). 이 두 사람의 論考는 시간적으로 좀 오래 된 것이
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논한 현재까지의 문헌으로서는 드물게 포괄적인 것일 뿐

만 아니라, 거의 주장이 보다 래디칼한 것이라고 한다면 드로브니히는 보다 온

건하고 점진적인 개혁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독일에서의 이에 대한 논의를 전형

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이므로, 적어도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는 가장 적절한 것

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민법과 관련하여 약간의 감상을 덧붙이기로 

한다(Ⅴ).

8) http://www.unidroit.org/english/internationalinterests/history.htm 참조.
9) 그 외에 그 條約에 따른 “航空機에 관한 議定書(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Interests in M obile Equipment on M atters specific to Aircraft 
Equipment)”도 동시에 채택되었다. 이들은 http://www.unidroit.org에서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

10) 法務部 編, 各國의 動産擔保制度, 法務資料 제228집(1999)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
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출간된 것으로 보인다.

11) 그 후에 이에 관한 문헌으로 南潤三, “우리나라 動産擔保制度의 改善方向(上)(下)”, 司
法行政 1999년 2월호, 18면 이하; 3월호, 24면 이하가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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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獨逸의 動産擔保制度 槪觀12)

1. 民法典上의 擔保制度 : 動産質權

(1) 독일민법전에 규정된 동산담보권으로는 동산질권이 있다(제1204조 이하).

이는 통상 그 성립의 태양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약

정질권(Vertragspfandrecht), 계약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정질권

(gesetzliches Pfandrecht), 그리고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압류에 의하여 

성립하는 압류질권(Pfändungspfandrecht)의 셋으로 분류된다. 법정질권으로서는, 
사용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에 반입된 임차인의 물건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상의 

채권을 위하여 가지는 임대인질권(제562조 이하),13) 수급인이 제작하거나 수선한 

도급인의 동산을 그 과정에서 점유하게 된 경우에 그가 도급계약상의 채권을 위

하여 가지는 수급인질권(제647조), 숙박업자가 고객이 숙박업소에 반입한 물건에 

대하여 숙박계약상의 채권을 위하여 가지는 질권(제704조), 또 위탁매매업자가 

위탁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점유하게 된 목적물에 대하여 위탁계약상의 채권을 

위하여 가지는 질권(상법 제397조 이하) 등이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803조 이

하에 의하면, 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하면 그는 그 동

산에 대하여 질권, 즉 압류질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 질권에는 다른 채권자에 대

한 관계에서 약정질권과 같은 권능이 인정된다(민사소송법 제804조 제2항 참조).

민법은 우선 약정질권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이를 법정질권에 준용한다(제

1257조). 한편 압류질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03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는
데, 약정질권에 관한 규정이 이에 준용되는가, 그 준용되는 범위는 어떠한가에 

대하여는 논의가 있다.

12) 이하 법조항만으로 인용하는 규정은 별도의 지적이 없는 한 독일민법의 그것이다. 또
한 이하에서 인용하는 법률은 모두 독일의 그것으로서, 일일이 ｢독일민사소송법｣이라
거나 ｢독일도산법｣이라는 등으로 표시하지 않고 단지 ｢민사소송법｣ 또는 ｢도산법｣이

라고만 한다. 또한 1994년에 제정된 倒産法(Insolvenzordnung)이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전의 도산에 관한 법상태에 대하여는 주로 破産法(Konkursordnung)이 문제
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그 논의의 대상이 되는 시기에 좇아 ｢파산법｣, ｢파산절차｣,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재단｣ 등의 용어가 ―｢도산법｣, ｢도산절차｣, ｢도산관재인｣ 또
는 ｢도산재단｣ 등의 용어와는 별도로 또는 그와 함께―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

이다.
13) 한편 용익임대차에서도 동일한 질권이 용익임대인을 위하여 인정된다. 제59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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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상의 약정질권은 소유자와 질권자 사이의 질권 설정에 관한 물권적 합

의 외에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요한다(제1205조 제1항 제1문). 점유

개정에 의한 질권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소위 占有質原則 Faustpfandprinzip). 질

권설정자가 목적물을 간접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질권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물건의 인도｣는 그가 간접점유를 질권자에게 이전하고 또한 직접점유자에게 질

권의 설정을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제1205조 제2항). ｢간접점유의 이
전｣이란 우리 민법으로 말하면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간주(민법 제190

조)에 상응하는 것인데, 독일민법에서 통상의 채권양도에서는 채무자에의 양도통

지가 그 요건이 아니므로(제398조 이하 참조), 위와 같이 채무자에의 양도통지를 

요구하는 것은 질권설정의 경우에 특히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요건이다.

예외적으로 특정한 종류의 동산에 대하여는 특별법에 의하여 등기에 의한 질

권설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이들 경우의 질권은 통상의 ｢점유질권(Besitz-
pfandrecht)｣에 대비하여 ｢등기질권(Registerpfandrecht)｣이라고 불리운다. 예를 들

면, 深海케이블(1925년 3월 31일의 법률), 항공기(1959년 2월 26일의 ｢항공기에 

대한 권리에 관한 법률｣), 나아가 용익임차인의 屬具(1951년 8월 5일의 용익임대

차신용법) 등이 그러하다. 또한 법정질권 중에서는 일정한 장소에 ｢반입된

(eingebracht)｣ 것으로 족하고 질권자가 이를 점유하는 것까지를 요구하지 아니하

는 경우도 있다. 앞의 (1)에서 본 임대인의 법정질권, 숙박업자의 법정질권 등이 
그러하다.

(3) 독일의 금융거래에서 동산질권이 담보제도로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고는 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가 실제로 무의미하다고는 말할 수 없

다. 우선 서민들의 일상적 금융수단으로서의 典當鋪(Pfandleihanstalt)의 여신거래

는 동산질권의 설정이 전제된다. 그리고 은행과 같은 전형적인 금융기관의 거래
에서도, 채권자가 특히 유가증권을 점유하고서 신용을 제공하는 경우가 적지 않

다. 나아가 금융기관의 일반거래약관상으로 일정한 신용거래에 관련하여 이러한 

질권설정이 행하여지기도 한다.14)

14) Baur/Stürner, Sachenrecht, 17.Aufl.(1999), § 55 Ⅱ 2 b (S.675)에 의하면, 화환어음과 
상환으로 신용장대금을 지급한 신용장발행은행은 신용장발행계약상의 채권을 위하여 

그 화물에 대하여 질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일반거래약관상 정하여져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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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非占有動産擔保制度 I : 讓渡擔保15)

(1) 동산양도담보에서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통상 그 소

유권양도는 물권적 합의와 함께 占有改定에 의한 인도(제930조 참조)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채무자는16) 직접점유를 여전히 보유하여 

목적물을 용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양도담보에 대하여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한다든가, 가장행위라든가, 독일민법상

의 점유질원칙에 대한 탈법행위라든가 하여 무효를 주장하는 견해도 없지 않았

으나, 일찍부터 판례와 다수의 학설에 의하여 그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굳이 

말하자면, 이는 관습법상의 담보제도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한다. 한편 독일민

법 제216조 제2항(2001년 11월의 大改正 전의 제223조 제2항)은 소멸시효 완성

의 효과와 관련하여 “청구권의 담보를 위하여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Ist zur 

Sicherung eines Anspruchs ein Recht verschafft worden)”이라고 규정하여, 양도담

보를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독일에서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주로 동산과 채권이며, 우리나라에서

와 같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가 행하여지는 일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

는 무엇보다도 부동산취득에 따르는 조세 등의 문제가 있고, 나아가 민법전에 정

하여진 土地債務나 抵當權 등의 부동산담보권제도에 의하여 채권자의 이익이 충
분히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소유권양도합의(Auflassung)를 

조건부나 기한부로 할 수 없게 하는(제925조 제2항 참조) 부동산거래의 제도적 
경직성, 또 독일민법에서 강조되는 유담보금지(제1149조, 제1229조 참조)를 별도

의 경제적 필요도 없이 부동산양도담보로 회피하는 것에 대한 주저 등도 그 이

유의 일단을 이룬다.

(2) 양도담보를 구성하는 신탁관계의 통상의 성질에 비추어 양도담보에는 질권

에서와 같은 부종성(Akzessorietät)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므로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후에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15) 이에 대한 국내 문헌으로는 우선 南潤三, “獨逸의 讓渡擔保에 관한 考察”, 法學論叢(국
민대) 제13집(2001), 169면 이하 참조. 아래 3.을 포함하여 이하의 서술은 전적으로 
Baur/Stürner(註 14), § 57(S.705ff.); Peter Bülow, Recht der Kreditsicherheiten, 6.Aufl. 
(2002); Westermann, Sachenrecht, 7.Aufl.(1998), § 44 (S.340ff)에 의하 다.

16)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반드시 채무자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제3자도 이를 할 수 있으
나, 여기서는 편의상 단지 ｢채무자｣라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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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적 반환청구권만을 가질 뿐이다. 물론 당사자들은 조건부로 소유권양도합의

를 할 수는 있지만, 독일연방대법원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양도담보가 조건부로 

행하여진다는 해석원칙을 부인하는 태도를 취한다(BGH NJW 1984, 1186; NJW 

1991, 353 등). 그리고 금융기관의 일반거래약관도 부종성을 부인하는 조항을 두

고 있다.

(3) 양도담보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상대방

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는가 하는 점이다.

(a) 우선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i) 이는 기본적으로 담보목적물에 대한 개별적 강제집행의 경우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채권자 전원을 위하여 파악하여야 하는 도산의 경우에 따라 다르다.

담보목적물은 채권자의 소유권에 속하고 있지만, 담보약정상 이는 오로지 채권

자의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로서는 적어도 그 목적물의 ｢잉여가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담보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고, 채권자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채권

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으면 족하다고 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채권자는 담
보목적물을 언제 또 어떠한 방식으로 환가할 것인가에 대하여 지대한 이해관계

를 가진다. 이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판례와 학설은 채권자에게 第三者
異議의 訴(민사소송법 제771조)를 인정하여, 그 강제집행을 배제할 수 있도록 허

용한다.17)

그러나 도산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別除權만이 인정된다(종전의 판례․통설. 

이제는 도산법 제51조 제1호, 제50조 제1항). 이는 포괄적․총체적 채권만족절차
인 도산에서는 채권자의 위와 같은 ｢환가상의 이익｣은 고려될 여지가 없으며, 채

무자의 모든 ｢재산｣이 경제적인 의미에서 파악되어 그 전부가 일괄적으로 채권

자 전원의 만족에 돌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도산법 아래서는 종전과는 달

리18) 별제권이 성립하고 있는 담보목적물이라도 그 환가는 오로지 도산관재인의 

17) 예를 들면 Baur/Stürner(註 14), § 57 B Ⅳ 2(S.724): “왜냐하면 담보계약에 기하여 채
권자에게 인정되는 환가방법 이외의 방법을 그에게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18) 도산법의 시행 전에는 별제권이 성립하고 있는 목적물의 환가권은 원칙적으로 별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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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에 속하며(도산법 제166조), 그 매득금 중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으로부터 

채권자의 채권액을 우선적으로 지급한다(동법 제170조 제1항, 제171조). 또한 종

전에는 목적물이나 채권의 확정 및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롯한 환가비용은 

그 전부가 파산재단의 부담이었으나, 새로운 도산법에서는 매득금에 대한 일정 

비율만이 매득금으로부터 공제된다.

(ii) 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문제의 목적물 또는 그 가치로부터 자기 채권

의 만족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채권자 앞으로의 양도담보로 인하여 앞의 (i)에서 

본 바와 같은 제한을 받는다. 그가 채권자, 즉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자신의 이

익을 방어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인정된다.

첫째, 債權者取消權. 도산절차 내부에서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에 대하여는 도

산법 제129조 이하(종전의 파산법 제29조 이하)가, 그 절차 밖에서의 취소권에 
대하여는 새로운 채권자취소법19)이 규정한다.20) 이는 대체로 우리 민법상의 채권

자취소권에 준하여 생각하여도 된다.

둘째, 良俗違反의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제138조 및 고의에 의한 양속위반

의 가해행위를 이유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제826조의 적용. 이는 양도담보

에서의 공시의 결여로 말미암아 일반채권자가 양도담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자력 있다고 잘못 믿고 새로운 신용을 준 경우에 특히 문제된다. 이
들 규정의 적용은 두 가지 관점에서 행하여질 수 있는데, 하나는, 양도담보채권

자가 담보목적물을 과도하게 취득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隷屬狀態에 빠지게 하
다는 관점(소위 Knebelung)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채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하

다는 관점(소위 Gläubigergefährdung)이다. 즉 전자는 채무자에 대한 배려를, 

후자는 일반채권자에 대한 배려를 결여하 다는 것이다. 후자의 관점과 관련하여

서는, 예를 들면 “채무자가 그에 대한 채권의 만족에 쓰일 수 있는 최후의 재산

자에 속하 다. 파산법 제127조 제2항 참조.
19) 1994년 10월 5일의 ｢채무자의 법적 행위를 도산절차 외에서 취소하는 것에 관한 법
률(Gesetz über die Anfechtung von Rechtshandlungen eines Schuldners außerhalb des 
Insolvenzverfahrens)｣. 이 법률은 도산법과 같이 1999년 1월 1월부터 시행되었다. 그 
이전에도 同名의 법률(다만 über 대신에 betreffend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다)이 시행 
중이었다.

20) 이에 대하여는 우선 閔日榮, “獨逸의 債權者取消制度”, 法院行政處 編, 外國司法硏修
論集(8), 裁判資料 제48집(1989), 5면 이하 참조. 이 문헌은 도산법이 시행되기 전의 
법상황을 다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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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양도담보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현재 및 장래의 채권

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때”에는 

양속위반이 된다고 한다. 즉 채권자로서는 문제의 양도담보가 채무자의 책임재산

에 미치는 향을 검토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고, 이 의무는 특히 채무자의 도산

이 임박할수록 더욱 고도로 요구된다. 양도담보채권자가 양도담보를 취득함에 있

어서 그러한 검토의 결과에 좇아 일반채권자에도 배려하는 것을 해태한 경우에

는 그 양도담보거래는 양속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b) 나아가 채권자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지위에 대하여 본다. 이 문

제는 담보목적물이 채권자의 責任財産을 이루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독일의 통

설과 판례에 의하면,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신탁관계상의 구속을 받는

데, 채권자가 무자력이 되거나 강제집행을 받는 단계에서는 그러한 구속에 따르
는 ｢경제적｣ 관점이 전면에 진출하여, 담보목적물은 채무자에게 속하는 것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도산의 경우에 채무자는 還取權을 가진다는 것이 獨逸帝國
法院 이래의 확고한 판례이다(도산법 제47조. 종전의 파산법 제43조). 그런데 도

산절차에서 도산관재인의 반환청구를 물리치고 위의 환취권을 실제로 실현하려

면, 채무자는 도산재단에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신탁목적을 충족시켜야 
한다.

한편 채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가 담보목적물에 강제집행을 행하는 것은 통상

은 있기 어렵다.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채무자의 직접점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808조 참조). 그런데 채권자가 어떠한 사유로 목적물을 

직접점유하기에 이르 고 그에 일반채권자의 강제집행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채

무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저지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피
담보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을 환가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

다면, 채무자는 그러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양도담보는 현존하는 개별 동산뿐만 아니라, 장래의 동산에 대하여도 행하여

진다. 나아가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와 같은 동산의 集合物(Sachgesammtheit)도 양

도담보의 목적물이 되곤 하는데, 이 경우에는 앞으로 입고될 동산과 같이 내용의 증
감변동이 예정되어 있는 소위 流動集合動産이 목적물로 합의되는 것이 통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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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경우에 소유권양도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特定性要件의 충족 여부를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판례에 의하면, 계약에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들의 약정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떠한 개별 물건이 양도되었는가를 바로 알 수 있는 ｢단순한 객관적 범주

(einfache äußerliche Kriterien)｣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충족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

어 “재고의 반”이라거나 “그때그때의 채권액만큼”이라는 기준은 위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분리되어 적치되고 있고 양도담보를 의미하는 푯

말이 붙어 있는 집합물은 물론이고, 혼합하여 적치되어 있더라도 그 중 특정한 종

류의 물건인 경우, 나아가 ―실무적으로 특히 중요한 것으로서― 특별히 구획된 

장소에 적치되어 있는 집합물(소위 ｢일정공간담보계약｣ Raumsicherungsvertrag)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양도담보에 있어서도 그 수평적 및 수직적 ｢확장형태｣가 적지 않게 약정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소유권유보에서 한꺼번에 보기로 한다(뒤의 

3.(2)(b) 참조).

3. 非占有動産擔保制度 II : 所有權留保21)

(1) 동산매매에서의 소유권유보에 대하여는 독일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다. 

제449조 제1항은 “동산의 매도인이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한 때에

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소유권은 대금의 완납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전한다”고 
규정한다.22) 소유권유보약정에 기하여, 매도인은 통상 매매대금채권의 담보를 위

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이로써 환가권을 확보하며, 매수인은 

21) 우리 민법상의 소유권유보에 관한 문헌은 대체로 독일에서의 논의를 그대로 전달하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逆으로 독일의 소유권유보제도를 推察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소유권유보를 정면으로 다룬 논문으로는 우선 李昇祐, “우리 법과 독일법의 소유권유
보의 법적 형성 비교”, 法律行政論叢(전남대) 제19집(1999), 359면 이하; 同, “우리 법
과 독일법의 소유권유보의 실체법적 형성과 강제집행 비교연구”, 民事法硏究(대한민사
법학회) 제8집(2000), 163면 이하; 梁亨宇, “獨逸法에 있어서 所有權留保의 物權的 效
力에 관한 考察”, 比較私法 제8권 1호(2001), 253면 이하(Hyung-W oo Yang, Rechts-
vergleichende Untersuchung über den Eigentumsvorbehalt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Recht, Diss. Freiburg, 1998의 일부를 손본 것이다) 참조.

22) 2001년 11월의 大改正 전의 제455조 제1항은, 본문에서와 같은 정지조건부 소유권이
전 외에도,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가
지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점도 규정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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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통하여 용익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소유권유보매매는 동산에 한정하여 행하여진다. 부동산에서 이는 제도적으로 허

용되지 않는다. 앞의 2.(2)에서도 본 대로 부동산소유권양도합의(Auflassung)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제925조 제2항 참조). 한편 채권에 있어서는 일반

적으로 用益權이란 상정될 수 없어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소유권유보의 특질

로서의 환가권/용익권의 分屬은 쉽사리 관념될 수 없다.

(2) 소유권유보매매는 얼핏 일단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매수인이 

이를 매매대금채무의 담보로 매도인에게 다시 양도담보한 것과 같이 보인다. 그

러나 이는 이러한 말하자면 ｢陰地의 양도담보｣와는 다른 측면도 있다.

(a) 우선 소유권유보약정은 특히 할부매매에서 빈번하게 행하여지는데, 할부매
수인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므로, 제때에 할부금을 축

차로 지급하는 충실한 매수인이면 시간이 갈수록 매매목적물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같이 매도인에게 지급된 매매대금이 많아지면 질수록 높아지는 

할부매수인의 소유권취득의 가능성은 그 자체로서 상당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다. 매수인으로서는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독일에서 이는 주로 매수인에게 期待權(Anwartschaftsrecht)을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된다(뒤의 (3)(b) 참조).

(b) 나아가 소유권유보매매의 목적물이 되는 동산은 많은 경우에 매수인의 업

활동의 일부로서 그 활동을 위하여 취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권유보에서는, 

매수인이 정상적인 업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加工 또는 附合시키거나 제3자에게 

處分하는 것23)이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경우 매수인이 취득하게 되
는 새로운 제품이나 제3자에 대한 매매대금채권도 여전히 유보매도인을 위한 담

보로 파악할 필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는 것이 소위 ｢延長된 

23) 여기서 그 처분이 매매에 기한 양도인 때에는 그 재차의 양도가 다시 소유권유보로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다(소위 ｢後續所有權留保｣ nachgeschalteter Eigentumsvorbehalt). 
통상의 경우, 즉 제1소유권유보약정에 기하여 제2유보매수인에게 그의 前者가 유보매
수인임을 開示하지 아니하고 재차의 소유권유보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제2유보매수인
은 제1의 유보매도인의 소유권에 대하여 기대권을 취득하고, 자신의 채무를 모두 이
행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梁 彰 洙 [서울대학교 法學 제44권 제2호 : 135∼178146

소유권유보(verlängerter EV)｣이다. 이러한 연장된 소유권유보의 경우에는 유보매

수인이 금융기관과의 사이에 맺는 ｢포괄적 채권양도담보(Sicherungsglobalzession)｣ 

또는 ｢팩토링포괄양도(Factoringglobalzession)｣ 등과의 경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

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이에 대하여는 뒤의 (4) 참조).

한편 유보매수인은 매도인과의 사이에 지속적 거래관계를 맺는 일이 적지 않

다. 그 경우에는 비단 당해 목적물의 매매로 인한 대금채권뿐만 아니라, 매도인
의 다른 거래상 채권을 위하여도 소유권유보가 약정되는 일도 있다.24) 이와 같이 

원래의 것보다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확장된 소유권유보는 ｢擴張된 소유권유보
(erweiterter EV)｣라고 불리운다.25)

(3) 소유권유보에서 각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a) 유보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자이고, 

또한 간접점유자이다. 그는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통상은 반환청구

권 양도의 방식으로. 제931조 참조).

(i)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까지는 매매계약은 그 이행이 종료되지 아

니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보매수인이 도산한 경우에는 그 도산관재인은 여전히 
이행인가 해제인가의 선택권을 가진다(도산법 제103조 제1항, 제107조). 그가 이

행을 선택하면, 매매대금채무는 財團債務로서 전액 이행되어야 하고, 이행을 거

절하면 매도인은 목적물을 환취할 수 있다(동법 제47조). 양도담보에서와는 달리

(이에 대하여는 앞의 2.(3)(a)(i) 참조) 이 경우에 채권자에게 환취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首尾一貫한 태도인가에 대하여는 논의가 있다. 그런데 적어도 연장된 

소유권유보와 확장된 소유권유보에서는, 이제 더 이상 목적물의 반환이 아니라 
순전히 채권의 만족만이 문제되므로, 별제권만이 인정된다는 것이 종전의 판례․

통설이었고, 도산법도 그 점을 명문으로 규정하 다고 이해되고 있다(제51조 제1

24) 후자의 경우의 소유권유보는 ｢相互計算留保(Kontokorrentvorbehalt)｣라고 불리운다. 
25) 그 외에 유보매도인 이외의 제3자의 채권을 위하여 소유권유보약정이 행하여지는 경우
도 있으나(소위 ｢콘체른유보｣ Konzernvorbehalt), 이러한 형태의 ｢확장된 소유권유보｣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倒産法施行法에 의하여 새로이 추가된 독일민법 제455조 
제2항(2001년 11월의 大改正 후에는 제449조 제3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부인되기에 
이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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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제50조 제1항).

한편 유보매도인이 파산한 경우에 파산관재인이 이행인가 해제인가의 선택권

(파산법 제17조 참조)을 가지는지에 대하여는 종전에 격심한 다툼이 있었고, 판

례는 이를 긍정하 었다(BGH NJW 1967, 2203 등). 새로운 倒産法은 이를 명문
으로 부정하여, 유보매수인은 ―물론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도산관재인에 대

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 다(제107조 제1항).

(ii) 유보매수인이 통상 매매목적물을 직접으로 점유하므로, 그의 채권자가 

그 집행을 위하여 이를 압류하는 일은 쉽사리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소유자로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고 통설이

다.

한편 유보매도인의 채권자가 목적물을 강제집행하는 일은 매도인이 통상 물건

의 직접점유를 가지지 않으므로, 흔히 행하여지지는 않는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그 강제집행이 행하여지면 유보매수인은 역시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고 통설이다.

(b) 유보매수인의 법적 지위는 대체로 期待權으로 설명된다. ｢기대권｣만큼 논

의가 많은 法形象은 별로 없지만, 모든 이론상․법구성상의 의문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보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이미 어떠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고 또 그 자신이나 그의 채권자들을 위하여 유용하게 되어

야 한다”는26) 경제적 고려가 관철되었던 것이다.

(i) 유보매수인의 기대권이 동산소유권양도의 방법(제929조 이하 참조)으로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음은 일찍부터 인정되어 왔다. 그 경우에 매매대금이 유
보매도인에게 모두 지급되면 그 제3자, 즉 기대권의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27) 만일 제3자에게 담보를 위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경우(양도

담보)에, 유보매도인, 유보매수인, 제3자의 점유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하여는 논의

26) Baur/Stürner(註 14), § 59 B Ⅳ 1(S.755).
27) 그것이 이를 유보매수인을 거치고 않고 직접 취득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를 통하여 
취득하는 것인가, 또 직접취득을 위하여는 유보매도인의 동의를 요하는가에 대하여는 
論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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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나, 대체로 유보매수인이 직접타주점유자, 유보매도인이 간접자주점유자, 

제3자가 간접타주점유자라는 설명이28) 행하여지고 있다.

유보매수인이 소유권유보의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제3자에게 소유권유보로 

양도하여 제3자가 무과실로 그를 소유자로 알았던 경우에 그 제3자는 기대권을 

선의취득한다. 또 존재하는 기대권을 그 무권리자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양

도한 경우29)에도 기대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된다(이상 제932조). 그러므로 이 경
우 유보매수인이 대금을 다 지급하면 그 제3자는 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기대권

이 아예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기대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ii) 유보매수인의 채권자는 특히 미이행된 잔대금이 조금밖에 남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기대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이익이 크다.

이를 긍정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그 집행이 어떻게 행하여질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동산집행의 방법(민사소송법 제808조), 채권(권리)집행의 방법(동법 제

857조, 제829조) 및 양자 모두(소위 二重押留 Doppelpfändung)를 거치는 방법의 

셋이 상정될 수 있는데, 다수설은 二重押留說을 취한다. 이에 의하면, 우선 유보

매수인의 기대권에 대한 권리집행으로서, 유보매수인을 채무자, 유보매도인을 제3

채무자로 하는 압류명령의 송달이 행하여진다. 나아가 동산집행을 행함으로써 유

보매수인이 대금의 完給으로 그 소유자가 됨과 동시에 집행채권자는 압류질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권리집행의 방법으로 족하다는 견해도 유력

하고, 판례(BGHZ 49, 197)는 기대권의 다른 하나의 예인 부동산소유권양도합의 

후 등기 전의 所有權移轉請求權者의 경우에 이 견해를 취하 다. 이중압류설은, 

권리압류만으로는 그 효력이 조건 성취 후의 물건에 미치지 않으므로 물건압류도 

필요하며 또 권리압류만으로는 물건 자체에 대한 집행의 公示가 결여된다고 주장
하고, 이에 반하여 권리압류설은 권리압류의 효력은 조건 성취 후의 물건에 미친
다고 하여야 하며 공시의 결여는 결정적인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28) 점유매개관계는 복수의 단계로도 설정될 수 있음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여
기서는 유보매도인이 제2단계의 간접점유자이고, 제3자가 제1단계의 간접점유자가 된
다고 설명된다.

29) 예를 들면 甲이 乙로부터 소유권유보로 매수한 물건을 甲으로부터 빌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丙이 자신이 이 물건을 乙로부터 소유권유보로 샀다고 속이고 丁에게 양도
한 경우에 丁은 甲의 기대권을 선의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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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보매수인이 별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을 얻으면서 그 담보로 자신의 

업매출로 인한 장래의 채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또는 팩토링거래에 기

하여 자신의 외상대금채권을 팩토링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앞의 

(2)(b)에서 본 ｢연장된 소유권유보｣에서 정하여진 매매목적물의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도 담보의 목적으로 한다는 약정과의 충돌문제가 제기된다. 동일한 

채권이 이들 각각의 양도약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통상 물품신용(Warenkredit)과 금전신용(Geldkredit) 중 어느 것을 우선시

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귀착된다. 쉽게 말하면 전자는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함으

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고, 후자는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것

인데, 앞서 본 경우에서는 이들 여신이 서로 경합하여 그 우위를 다투고 있는 경

우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제기한 문제는 동시에 권리이전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순서원칙(Prioritätsprinzip)｣, 즉 ｢시간에서 앞선 자는 
권리에서도 앞선다(Qui prior est tempore, potior est jure)｣는 원칙을 어느 만큼 

관철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기도 한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물품신용의 우위를 

인정한다. 즉 원칙적으로 시간순서원칙에서 출발하면서도, 금전여신자가 포괄적 

채권양도를 약정하면서 채무자가 물품공급자(즉 유보매도인)와 맺은 약정을 ｢비

난가능한 심정으로 무시｣한 경우에는 그 포괄적 채권양도는 공서양속(제138조)에 

반하여 무효라는 태도(소위 ｢계약파기이론｣ Vertragsbruchtheorie30))를 취한다. 
BGHZ 56, 173 이래의 판례는 나아가 여기서의 비난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 주관

적 요소를 후퇴시켰고, 나아가 예를 들면 BGH NJW 1968, 1516은 은행의 융자

금으로 일차적으로 물품공급자의 채권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약정하는 것까지도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판단하 다. 이와 같이 포괄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는 은

행이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은 무권리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보매도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BGHZ 72, 316 등). 다만 포괄채권양도가 연장된 
소유권유보에 의하여 파악되는 매매대금채권을 배제하여 그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소위 ｢물적 배제조항｣ dingliche Verzichtsklausel)에는 공서양속 위반의 문제

는 제기되지 않는다.

30) 이 명칭은 포괄적 채권양도약정의 유효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유보매수인으로
서는 유보매도인과 맺은 연장된 소유권유보약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에서 

연유한다. 즉 그 경우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취득한 채권이 소유권유
보에서 약정한 바대로 유보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귀속하게 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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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팩토링포괄양도에 관하여 판례는 그것이 진정팩토링인 경우, 즉 팩토링

업자(Factor)가 양수한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자의 무자력위험을 부담하는 팩토링

거래에서는 시간순위원칙을 고수하여, 그 포괄채권양도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

다. 그러나 부진정팩토링의 경우, 즉 팩토링업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채무자로부

터 실제로 만족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팩토링의 경우에는 이를 소비대차 및 그에 따른 담보계약으로 파악하여, 앞서 본 
계약파기이론을 적용한다.

Ⅲ. 거의 非占有動産擔保權 導入 主張

1. 거31)는 독일에서의 비점유동산담보제도의 현상을 개관한 후에 이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은 ｢綜合評價｣를 내린다(S.44).

(1) 양도담보와 소유권유보는 이제 독일법에서 비점유동산담보제도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비점유담보물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이익에 가장 

적합할지도 모르는데, 이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소유권의 귀속으

로써 문제를 처리하는 것(Eigentumskonzept)에 귀착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로써 채권자는 원래의 담보목적을 넘는 법적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이

것이 앞서 본 두 담보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

이라고 말할 수 있다.32)

(2) 이들 제도에 있어서 채권자의 보호는 별로 나무랄 것이 없다. 채권자는 다

른 채권자들이 목적물(Sicherungsgut)을 공취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3자이의의 소

에 의하여 이를 배제할 수 있고, 또 파산절차에 있어서는 별제권(양도담보의 경

우)과 환취권(소유권유보의 경우)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

31) Karin M ilger, Mobiliarsicherheiten im deutschen und im US-amerikanischen Recht ―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Göttinger rechtswissenschaftliche Studien: Bd.117), 
1982. 이 著述은 앞의 註 12에서 본 倒産法 시행 전의 것으로서, 破産法을 전제로 논하
고 있다. 또한 이하 인용하는 문헌은 대체로 위 저술로부터의 재인용임을 밝혀 둔다.

32) S.130-131의 서술도 참조: “잘못 된 법제도로써 정당한 해결을 얻어내려고 하는 현저
한 어려움(erhebliche Schwierigkeiten, mit der falschen Rechtsfigur die sachgerechten   
Lösungen zu verwirkli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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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다면, 이러한 비점유동산담보가 복수로 경합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

면 연장된 소유권유보와 포괄적 채권양도담보의 경합이 그것이다. 초기에는 주관

적 요건을 끌어들여 계약파기의 관점(독일민법 제138조)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하

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 분쟁을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또 법적 불안정

성이 현저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근자에는 위와 같은 주관적 요건은 판단기준으

로 점차 후퇴하고 있다(앞의 Ⅱ.3.(4) 참조). 앞서 든 연장된 소유권유보와 포괄적 
채권양도담보의 경합의 경우에 대하여도 보다 확실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게 되

어서, 더 이상 법적 불안정이 존재한다고는 하기 어렵다.

(3) 그러나 현재로서는 채무자(담보제공자)와 일반의 무담보채권자의 법적 지

위가 충분히 고려되고 있다고는 하기 어렵다.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위와 같이 채권자가 가지는 법적 잉여권능은 경제적
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역을 제한받는 결과에 이른다(이에 대하여는 뒤

의 2.(3)(b) 참조). 판례는 이 문제를 공서양속 위반의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앞의 Ⅱ.2.(3)(a)(ii) 참조).

일반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재화에 대

하여 그의 일반채권자가 공취하는 것을 위와 같은 잉여권능이 어렵게 한다. 이에 

대하여 기대권을 인정하는 것도, 앞서 본 공서양속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제
한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할 뿐이다. 특히 파산의 경우에 담보채권자가 파산절차의 

진행 여하에 불구하고 목적물을 환가를 위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빼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산재단에 별개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평가비용, 세금 

등. 앞의 Ⅱ.2.(3)(a)(i) 말미 참조)은 특히 무담보채권자에게 불리한 향을 미친다.

2. 거는 미국법상의 동산담보제도, 즉 統一商事法典(UCC) 제9장에서 규정된 
제도를 개관한 후(S.45-121), 비교법적 관점에서 독일의 비점유동산담보제도에 대

하여 미국법이 시사하는 바를 평가한다(S.123-147).

그녀는 논의를 다음 세 가지 점에 집중한다. 첫째, 미국법에서 쓰여지는 등기

제도를 도입하는 것(S.124-130), 둘째, 동산담보제도를 미국에서와 같이 ｢하나의 

통일적 담보권｣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S.130-142), 셋째, 담보권의 순위에 대한 

UCC상의 규율(S.142-147)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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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의 비점유동산담보제도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기본적 비판점의 하나는 

그것이 公示를 결여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점유질원칙 위에 서 있는 현행의 민법규정은 일정한 여신자에게 동

산을 물적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게 하여서, 부득이 양도담

보와 소유권유보라는 비점유동산담보제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하 지만, 다

른 한편으로 이러한 비점유동산담보제도는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

산을 거의 없게 하여서(소위 “Masselosigkeit”) 일반의 무담보채권자들에 명목적

인 만족만을 강요하는 데 一助하 다.

나아가 채무자 소유의 동산에 위와 같이 대부분 비점유의 담보권이 설정되었

다는 사실을 외부에서 알기 어렵다는 사실은 그에게 금융을 제공하려고 하는 사

람이 채무자의 자산상황을 파악하는 데 지장을 주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

의 자력을 오해한 사람으로 하여금 ｢무의미한｣ 신용을 제공하게 하게 하 다. 그
리고 그러한 사정은 즉각 개시되었어야 할 파산절차의 도입을 불필요하게 지연

시키고, ―파산채권의 증가로 말미암아― 일반 채권자들의 파산절차상의 만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나았다(뒤의 註 53 참조).

그러나 비점유동산담보제도를 금지하여 점유질원칙을 엄격하게 관철하는 방향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미 시대착오적이므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

(2) 그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등록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논한다.

미국에서는 담보권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모든 담보권이 등

기33)되어야 한다는 것을 통하여 일정한 ｢공시｣의 필요가 충족된다.

(a) 우선 미국의 동산담보권등기제도가 모든 관점에서 공시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그 등기제도는 채무자(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다) 소유의 일정한 목적물에 어떠한 채권자(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다)

를 위하여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공시하는 것뿐이다. 예를 들면, ｢목적물｣이

라고 하여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밝힐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단

지 ｢가구｣라거나 ｢기계｣라는 식으로 목적물의 종류만을 기재하는 것이 통상이다. 

33) 채권자가 제출하는 일정한 서류에 受理日時를 기재하여 채무자의 이름 아래 ｢편철｣하
는 것에 그치므로, 이는 엄 한 의미에서는 일정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

는 사람이 일정한 장부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바의 ｢登記｣라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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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피담보채권의 발생원인이나 채권액도 일반적으로 등기되지 않는다.

(b) 거에 의하면, 이와 같이 ｢제한적 공시수단｣이기는 하지만, 이를 도입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利點이 있다고 한다.

첫째, 신용을 줄 것인지를 고려하는 사람이 위와 같은 공시가 없는 경우에 비

하여 현재 존재하는 담보권에 대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한도 내에서 ｢담보권의 경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그 등기는 나아가 채무자의 경제적 상태 일반에 대하여 보다 확실한 정보

를 얻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제3자로서는 모든 동산담보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등기로부터 알 수 있으므로, 그는 이들에게 채무자에 대한 그들의 

채권의 실제 내용에 대하여 탐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이러한 가능성은 채무

자에의 신용공여를 거절하는 기회를 넓힘으로써 결과적으로 간접적으로나마 파산

절차의 개시를 불필요하게 지연하는 것(앞의 (1) 참조)을 막을 수 있게 한다.

셋째,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경감하여 준다.

(c) 문제는 위와 같은 이점이 등기제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넓은 의미의 ｢비용｣

(등기관리비용은 물론이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거래상의 부담 등을 포함한다)을 

능가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거는, 독일의 다수의 論者들과는 달리 이를 긍정
한다.

거에 의하면, 미국의 동산담보등기제도는 그 記載事項을 최소한도에 축한하
고 있으므로(위의 (a) 참조), 거래당사자들이나 등기관리자들에 요구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통상의 등기절차는, 채권자가 표준

서식의 기재사항란에 일정한 내용을 채워서 제출하면, 이에 제출일시를 붙여서 

채무자의 이름 아래 편철하는 것에 그치므로, 상당한 비용이 든다고 할 수도 없
다. 그리고 특히 컴퓨터시스템의 도입에 의하여 債務者索引 등을 용이하게 작성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3) 나아가 단일한 동산담보권의 도입에 대하여 살펴본다.

현재의 점유질원칙을 아예 버리고 미국에서와 같이 유일한 동산담보권으로서 

점유를 요구하지 않는 질권(einheitliches besitzloses Pfandrecht)을 창출함과 동시
에 양도담보와 소유권유보는 이를 금지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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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선 양도담보와 소유권유보는 현행법상으로 다르게 취급된다. 예를 들면, 

(i) 소유권유보에서는 유보매수인의 기대권(Anwartschaftsrecht)이 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데(그 구체적 귀결에 대하여는 앞의 Ⅱ.3.(3)(b) 참조) 반하여, 양도담보에서

는 소유권이 해제조건부로 이전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서만 채무자의 기

대권이 운위된다. 또 (ii) 파산의 경우에 소유권유보에서는 파산법 제17조의 환취

권이 유보매도인에게 인정되는 데 반하여, 양도담보채권자에게는 단지 별제권이 
인정됨에 그친다.

이와 같이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의문도 적지 않은데,34) 그 어

색한 차이는 무엇보다도 판례가 소유권유보를 매매대금채권의 담보수단으로 파

악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매도인의 반환청구권(앞의 註 22 참

조)을 물권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b) 비점유담보권으로서의 질권이 설정되면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채

무자에게 남는다. 따라서 이 경우 담보목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파악은 채무

자의 ｢담보권의 부담 있는 소유권｣으로 발현된다. 그리하여 채무자는 그에게 남

겨져 있는 재산가치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그 처분이 소유권양도인 경우 그 양수인은 담보권의 부담 있는 소유권을 취득

하여 되어, 채무자의 그 후의 처분이나 나아가서 채무자의 채권자에 의한 공취를 
두려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보다 경제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후순위담보권의 설정일 것이다. 그렇게 보면, 채무자는 현재의 법상태보다 훨씬 

유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현재는 피담보채권보다 목적물의 가치가 훨씬 높은 

경우에도 채무자는 그 잔여가치를 처분할 법적 가능성을 가지지 못하고(채무자에

게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단지 담보목적물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

는 채권적 청구권 또는 장래의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경제적
으로 보면 목적물의 가치의 일부는 역시 채무자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그는 그 

재산가치를 현재 처분할 수 있어야 하고, 따라서 필요하다면 다시 담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판례는 이를 채권자의 담보취득이 공서양속에 반

하는 경우가 있다는 명백히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려고 한

다(앞의 1.(3) 참조).

34) 우선 Wulf Gravenhorst, Eigentumsvorbehalt gleich Sicherungsübereignung, in: JZ 1971, 
S. 4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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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채무자가 기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인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기대권｣ 자체의 법리에 문제가 있음은 전부터 지

적된 바이고, 최근에는 이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견해까지 등장하 다.35)

(c) 나아가 담보목적물의 압류에 대하여 보자.

(i) 채권자의 일반채권자(“제3채권자”)에 의한 압류의 경우

(aa) 담보채무자가 여전히 목적물의 소유자이면 이 경우 제3자이의의 소로 

방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제3채권자로서는 담보권부 채권을 공취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그로 인한 압류질권은 담보권에도 미치므로 제3채권자는 이행

기에 만족을 얻지 못하면 목적물 자체도 파악하여 자신의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에서 이를 환가할 수 있다. 소유자로서는 이에 의하여 향을 받을 것이 없으니, 
제3채권자는 채권자가 자신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할 권리가 있는 한도에서만 목

적물을 공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bb) 그러나 현행 법상태는 훨씬 문제가 많다.

소유권유보의 경우에 유보매수인이 기대권을 가지는 한 유보매도인의 채권자

는 목적물을 전혀 공취할 수 없다. 그러나 유보소유권이 어떠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면, 이는 만족스럽다고 할 수 없다. 유보매도인의 채권자는 유보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물에의 공취를 가능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양도담보의 경우에 아직 환가권능이 발생하지 아니한 동안, 즉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없는 동안에는 제3채권자는 목적물을 공취할 수 없고(채무자는 제3자이

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환가권능이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상에 비추어 보면, 비점유질권을 인정하는 편이 낫다.

(ii)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의한 압류의 경우

담보목적물의 가치가 피담보채권보다 현저히 많으면, 채무자의 다른 무담보채

권자들로서는 채무자의 이 재산가치를 공취할 이익이 크다.

35) 예를 들면 Wolfgang Marotzke, Das Anwartschaftsrecht ― Ein Beispiel sinnvoller 
Rechtsfortbildung? Zugleich ein Beitrag zum Recht der Verfügungen(197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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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를 인정한다.

소유권유보에서 유보매수인의 채권자는 그 기대권을 압류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하여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그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267조 제1항 참조), 거에 

의하면 그는 바로 유보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여 그 양도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한다. 나아가 유보매도인과 매수인은 매수인
이 이 제3자의 변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매도인이 그 변제를 거절함으로써(동조 

제2항 참조) 이 제3자의 변제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양도담보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공취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bb) 채무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비점유질권의 경우에 채무자의 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808조에 의하여 목적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로써 그는 압류질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물론 기존의 비점유질권에 열후한다. 물론 비점유질권이 소

멸하면 압류질권자는 목적물을 경매에 붙여 그 매득금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비점유질권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압류질권자는 민법 제1249조에 기

한 변제권을 가지며, 이에 기하여 변제를 하면 그는 제1249조, 제268조 제3항에 

의하여 비점유질권자의 채권 및 그 질권을 당연히 양도받고(제412조, 제401조), 

이로써 자기 채권과 구상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즉 현행법에서와 같이 별도
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한편 압류질권자가 변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비점유질권자는 압류질권

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저지할 수 없고 그 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805조에 의한 

優先辨濟의 訴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채권자는 환가의 시점과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데 대하여 현저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통상의 담보약정

에서는 목적물의 임의환가가 정하여져 있다. 이에 의하여 공경매보다 나은 매득
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점유질권자가 후순위의 채권자에 의한 목

적물의 경매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6) 그러므로 

거는 민사소송법 제771조 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36) 현행법상의 점유질권자도 통상 우선변제로 만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
법 제808조, 제809조에 의하여 이미 그가 인도를 하여 주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는 아
예 이를 경매에 붙일 수가 없는 것이다.



2003. 6.] 獨逸의 動産擔保改革論議 157

“질권자는 압류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으나, 그의 담보목적물의 경매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있다.”

결국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목적물에 압류질권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것

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선순위의 질권이 소멸하거나 스스로 이를 만족시킨 경

우에 한정된다.

(d) 거는 이어서 비점유질권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양도담보나 소유권

유보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종전처럼 이들 제도를 그대로 허용한

다면, 위와 같이 비점유질권을 법정하는 의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비점유

질권의 설정에 담보약정을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거나 등기를 요하는 등으

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하면 할수록, 이를 회피하고 종전의 제도들로써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하려고 할 유혹이 커질 것이다.

그리하여 거는 탈법행위의 규제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미국

법에서 ｢임대차로 가장된 담보거래(security interest disguised as a lease)｣로 알려

진 것에 대한 규제, 특히 UCC §§ 9-102, 9-408가 참고가 된다고 하고, 이에 대

하여 상론한다(S.136-142). 그러나 이러한 탈법행위의 규제가 반드시 쉽다고는 말

할 수 없다는 사정이 ｢단일한 비점유질권｣을 도입하는 것의 利點을 덮을 수는 
없다고 한다. 그 이점이란 요약하면, ① 채권자가 불필요한 잉여의 법권능을 취

득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에 대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물권적 지위

만을 가지게 되므로,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처분

을 문제없이 설명할 수 있다는 것, ② ｢기대권｣이라는 법형상이나 양속위반의 과

잉담보라는 판례의 규율방향 등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③ 채무자

의 일반채권자가 하는 압류 또는 채권자의 일반채권자가 하는 압류를 훨씬 단순

하고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또한 비점유동산담보제도의 경합에 대하여 언급한다.

(a) 독일법에서는 물품신용과 금전신용 사이의 ｢갈등｣이 빈번하게 논의된다. 

이에 대하여 ｢시간순서원칙｣은 이 문제의 해결에 완전히 적절하지는 아니한 것

으로 여겨져 왔다. 판례는 제138조의 공서양속규정의 운용을 통하여 일반적으로 

상품공급자, 즉 물품신용의 우위를 인정하 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양도담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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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유보 사이에서는 후자의 우위를 의미하는 것이다(앞의 Ⅱ.3.(4) 참조).

(b) 미국법에서도 시간순서원칙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을 이룬다. 즉 먼저 등기

된 권리가 우선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사안유형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예외

가 인정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대금담보권｣(purchase money 

security interest)이다. 즉 채권자가 제공한 여신에 기하여 채무자가 취득한 물건
이 당해 여신에 대한 담보목적물이 되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가 우선한다는 것으

로서, 쉽게 말하면 동산매매에서 대금이 지급되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지급대

금에 관하여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상에 가지는 담보권을 말한다. 이러한 물품신용

의 우위는, 새로운 재원을 공여함으로써 채무자재산 중에 대상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증가를 일으키는 그러한 신용은 경제적으로 매우 의미있으므로 이를 장려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
권자들의 보호는 별도의 통지요건에 의하여 도모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문제에 관한 한 미국법에서도 대체로 독일과 같은 해결방향이 모

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37)

(c) 앞의 (3)에서 본 ｢단일한 비점유질권｣이 채택된다면, 현행법에서 양도담보

와 소유권유보 중에서 후자의 우위를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거

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후자의 우위가 입법적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그리하

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제안된다.

“채권자가 제공한 신용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담보목적물이 된 물건을 취

37) 한편 독일에서는 연장된 소유권유보와 포괄적 채권양도담보의 경합이 前者의 우위로 
결론이 난 반면에, 미국에서는 이러한 관계는 달리 해결될 것이라고 한다(S.144f.). 앞
서 본 대로 미국에서도 ｢매매대금담보권｣의 우선권이 인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만일 
유보매수인이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얻은 매매대금채권에 대하여는 먼저 설정된 
담보권이 우선적인 지위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즉 ｢매매대금담보권｣의 우선권은 애초
의 담보목적물에 갈음하는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는 그 이유로, 미국
에서는 독일에서와 같은 물품신용과 금전신용의 예리한 대립이 존재하지 않으며, 위
와 같은 경합은 오히려 ｢금전여신자｣ 사이에서, 즉 독일의 유보매도인에 갈음하여 그
의 상품취득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그의 채권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제

공한 다른 금융기관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사정을 든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하자면   
｢同種의 與信者｣들 사이의 우열은 원칙으로 돌아가 시간우선원칙에 의하여 해결된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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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한 경우에 그 채권자는 다른 모든 담보권에 대하여 우선권을 가진다.”

거에 의하면,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상품여신자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

며, 비록 금전여신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제공한 자금으로 채무자가 실제로 담보

목적물이 된 물건을 취득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과연 위와 같은 基本思考가 채무자가 그 물건을 제3자에게 매도 등 처
분을 함으로써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누구가 우선적인 담보권을 가지는가의 문

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이 채권의 성립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채권자가 제공한 신용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 

채권은 채무자의 업활동에 의하여 획득된 것인데, 그의 업은 오히려 금전여

신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거는 

상품공급자는 단지 애초의 유보매매목적물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그 매매대금

채권에 대하여 우선권을 인정한다는 플루메의 제안38)에 찬성하고 있다.

(d) 나아가 거는 위와 같이 전개된 생각을 팩토링거래에도 적용한다(S.146f.).

판례는 이 경우에 팩터링업자가 자신이 매수하는 채권의 실현가능성위험

(Delkredere-Risiko)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부담하는 眞正팩토링과 부담
하지 않는 不眞正팩토링을 나누어 다른 처리를 한다(앞의 Ⅱ.3.(4) 말미 참조).
거는 이러한 구분에 반대한다. 오히려 전자의 경우에는 채권의 실현가능성위

험을 팩터링업자가 부담함으로써 채권을 상대적으로 염가로 취득할 수 있는 것

이 통상이고, 진정팩토링이든 부진정팩토링이든 채무자의 외상대금채권으로 하는 

자금유통임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물품신용, 즉 상품공급자의 대금채권의 우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이미 선택한 한에서는 이 경우에도 그 태도가 관철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Ⅳ. 드로브니히의 改革主張

1. 드로브니히의 개혁주장39)은 독일법률가대회를 위한 감정서에 기한 것이다. 

38) Flume, Zur Problematik des verlängerten Eigentumsvorbehaltes, in: NJW  1959, 913, 
920.

39) Ulrich Drobnig, Verhandlungen des 51. Deutscher Juristentages Stuttgart 1976 , B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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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우선 독일법률가대회에서 다루어진 동산담보개혁의 문제에 대하여 간

단하게 개관하여 보기로 한다.

독일에서 널리 현안이 되고 있는 법문제에 대하여 법률가들이 모여 의견을 개

진하고 수렴하는 場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정기적으로 열리는 ｢독일법률가대회

(Deutscher Juristentag)｣를40) 들 수 있다. 동산담보제도의 개혁이 이 대회의 私法 
관련 주제로 다루어진 것은 1900년 1월 1일의 독일민법 시행 후만 하더라도 다
섯 차례에 이른다.41) 이 사실 자체가 독일에서 동산담보, 그 중에서도 특히 非占
有動産擔保에 관한 법상태에 대하여 법률가들이 일반적으로 품고 있는 의문 내
지 불만을 말하여 준다고 할 수 있다.

(1) 처음으로 동산담보의 문제를 다룬 것은 독일민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08년의 제29회 대회이었다. 여기서는 동산담보의 보다 특수한 한 
측면이 그 주제가 되었는데, 그것은 소유권유보의 대상이 된 기계, 예를 들면 공

장주가 할부로 구입하여 아직 대금을 다 지급하지 아니한 기계가 후에 공장 건

물에 부착된 경우에 기계매도인의 유보소유권이 상실되는가 하는 문제이었다. 그 

때까지의 판례는,42) ｢물건의 본질적 구성부분｣에 관하여 규정하는 제93조, 제94

조는 넓게 해석되어, 위와 같은 경우에 기계는 토지의 ｢본질적 구성부분｣이 되

고, 따라서 기계에 대한 유보소유권은 소멸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위 대
회에서는 이에 반대하여 유보소유권의 존속을 주장하는 견해가 근소한 차이로 

다수를 점하 다.43) 그리고 이 다수의견의 향을 받아서인지, 판례는 후에 견해

를 바꾸어 기계가 그 부착 후에도 토지의 본질적 구성부분이 되지 아니한다는 

태도를 취하 다.44)

(2)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912년의 제31회 대회는 보다 일반적으로, 양도담보

(Gutachten), Teil F, S.1-97.
40) 각 법문제에 대하여 미리 의뢰를 받은 법학자 또는 실무법률가가 감정의견을 보고하
고, 그 의견상의 해결제안에 대하여 그 대회에 모인 실무법률가 및 법학자에 의한 표
결이 행하여진다.

41) 독일민법 시행 전에 동산담보문제를 다룬 독일법률가대회에 대하여는 뒤의 (2)(b) 참조.
42) RGZ 62, 406의 1906년 2월 16일 판결; RGZ 63, 416의 1906년 6월 23일 판결.
43) 29. Deutscher Juristentag 1908 Karlsruhe, Verhandlungen V, S.132ff, S.172.
44) JW 1911, 532의 1911년 3월 31일 판결; JW 1912, 128의 1911년 11월 23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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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법률에서 명문으로 규율할 것인가 또는 어떠한 내용으로 규율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주제로 하 다.

(a) 고등법원 판사인 살링거(Salinger)가 보고한 감정의견은 양도담보를 금지하

되 집합물에 대한 登記質權으로써 비점유동산담보의 필요를 충족하자는 내용이
었고, 리텐(Litten)이 이에 찬성하는 제안을 하 다.45) 그러나 이 제안은 可否同數
로 결국 부결되었다.

한편 다수의견은, 양도담보권자(수익자)가 채무자의 害意를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할 것 등 양도담보계약을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취소할 수 있는 요

건을 확장하고 강화할 것(앞의 Ⅱ.2.(3)(a)(ii)의 “첫째”도 참조), 나아가 양도담보

에 대하여 당시의 파산법 제48조(별제권)와 민사소송법 제805조(우선변제의 소)

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 다.46)

(b) 그런데 동산의 양도담보 및 이와 관련하여 등기질권은 독일법률가대회에서 

그 전에도 문제된 바 있었다. 즉 1881년의 제15차 대회에서는 “점유개정에 대하

여 과연 또는 어떠한 조건 아래서 동산의 점유이전의 효력을 부여할 것인가?”가 

주제이었다. 여기서 논의의 중심은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소유권양도를 인정할 것

인지 여부에 있었고, 점유개정에 의한 질권의 성립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별다른 異論이 없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는 국의 입법에서와 같

이 점유의 이전 없는 동산담보제도로써 보완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별로 고려되지 않았었다.47)

(3) 그런데 1921년에 있은 제32회 대회에서는48) 가일러(Gailer)가 보고를 하

다. 그는 전쟁(제1차세계대전)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화는 동산저당제도를 10년 
전과는 당연히 다른 각도에서 고려하게 한다고 하면서, 가공재료를 담보로 하는 

45) Verhandlungen des 31. Deutscher Juristentages 1912, I, S.409ff.
46) 이상에 대하여는 Verhandlungen des 31. Deutscher Juristentages 1912, Ⅲ, S.259, 258, 

188.
47) 이상에 대하여는 Verhandlungen des 15. Deutscher Juristentages, S.3ff., 72ff., 91ff., 

337.
48) 그 사이에 일어난 제1차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次回 대회는 전회 9년 후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독일법률가대회가 연이어 같은 주제를 다룬 것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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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소위 Veredelungskredit)과 중소기업재단의 담보의 둘은 현재 긴급하게 해결되

어야 할 문제임을 주장하 다. 전자에서의 문제는, 가공재료를 실제로 가공하여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독일민법 제950조가 적용되어 새로운 소유권

이 창출되고 종전의 물건에 대한 권리는 소멸하므로 가공 전의 재료에 대한 담

보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위 제950조를 임의규정으로 개정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이 행하여졌다. 또한 후자에 대하여는 등
기질권으로 대응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중요한 것은, 전회와는 달리, 이 두 제안

은 모두 총회에서 가결되었다는 점이다.49) 그 얼마 후에 등기질권제도를 개별적

인 역에서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된 것도50) 우연은 아닌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1920년대에 빈번하게 논의되었던 동산담보의 등기질권(즉 동산저당제도)이 일반

적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다.

한편 원래 제37차 대회는 양도담보(동산 및 채권의)와 소유권유보를 다시 한 
번 다룰 예정이었으나, 1933년의 나치스 집권에 따른 정치적 대전환으로 인하여 

이는 실행되지 못하 다.

(4)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경제부흥이 힘차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래서, 

독일(서독)의 연방통상대법원은 1952년 10월 25일의 획기적인 판결로51) 장래의 

채권도 당사자 사이의 약관조항에 의하여 사전에 양도될 수 있음을 정면에서 긍

정하는 태도를 취하 다. 이는 동산담보의 ｢연장(Verlängerung)｣(이에 대하여는 

앞의 Ⅱ.3.(2)(b)도 참조)을 허용하는 것도 의미하 다. 그리하여 1955년에 열린 

제41차 대회에서는 다시 한 번 양도담보와 소유권유보를 과연 또는 어떠한 내용

으로 법률로 규정할 것인지가 주제가 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감정의견 대신에 베

스터만의 강연이 행하여졌다. 결론적으로 이 대회에서는 현재로서는 법률의 제정

을 제안할 것이 아니고, 우선은 담보권을 혹 제한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떠한 향
을 미칠 것인지를, 또 외국에서의 규율내용과 경험을 면 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49) 이상에 대하여는 Verhandlungen des 32. Deutscher Juristentages 1922, S.185ff., 
316ff., insb. S.226, 203f.

50) 예를 들면 1926년 7월 4일의 ｢건조중인 선박에 대한 질권설정에 관한 법률(Das 
Gesetz über die Bestellung von Pfandrechten an im Bau befindlichen Schiffen)｣, 1926
년 7월 9일의 ｢농업용익임차인의 신용창출에 관한 법률(Das Gesetz betreffend die 
Ermöglichung der Kreditbeschaffung für landwirtschaftliche Pächter)｣ 등이 그러하다.

51) BGHZ 7,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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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태도가 취하여졌다.52)

(5) 그리고 1976년에 이르러 제51차 대회는 다시금 “동산담보의 개혁을 위하

여 법률적 조치가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택하 다. 이 주제에 대한 감정의견으

로 쓰여진 것이 바로 이하에서 살피려고 하는 울리히 드로브니히의 이다.53)

2. 드로브니히는, 독일의 동산담보제도의 기본적인 문제점으로서 다음의 둘을 

든다.

하나는, 각종의 담보적 권리가 지나치게 범람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채무자(또는 담보제공자)가 무자력이 된 경우에 일반채권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책임재산이 극히 한정된 범위에서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54) 이 

문제점에 대하여는 아래의 3. 내지 8.에서 검토된다.
다른 하나는, 각각의 담보적 권리에 일정한 법기술적 흠이 있다는 것이다. 그 

예는 여러 가지의 담보권 간의 충돌 내지 경합의 장면에서 드러나기도 하는데, 

또 채권양도를 약정에 기하여 제한하는 것에 따르는 불이익 등도 이에 속한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9.에서 검토된다.

그에 의하면, 이 중에서도 前者에 대한 개정노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왜냐

하면 이 문제는 수많은 다른 채권자, 특히 일반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52) 이상에 대하여는 Verhandlungen des 41. Deutscher Juristentages, Berlin 1955(1956), 
Ⅱ F 1-81.

53) Verhandlungen des 51. Deutscher Juristentages Stuttgart 1976, Bd.I(Gutachten), Teil F, 
S.1-97. 이하 이 은 면수만으로 인용한다. 이 역시 앞의 註 12에서 본 倒産法 시행 
전의 문헌으로서, 破産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 이하 인용하는 문헌은 Lehmann(註 
57) 등을 제외하고는 위 意見書로부터의 재인용임을 밝혀둔다.

54) 이와 관련하여 드로브니히는 흥미로운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1954년부터 1974년까지 
사이에 독일에서 행하여진 파산절차 중에서 파산채권자가 얻은 채권만족의 비율

(Deckungsquote)을 우선채권자와 일반채권자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단위는 
백분율)(S.25).

연도 우선채권자 일반채권자 연도 우선채권자 일반채권자

1954 60.8 9.2 1970 43.5 4.5
1957 51.6 9.0 1971 31.4 4.7
1960 54.3 9.1 1972 32.1 3.2
1963 44.5 6.9 1973 31.5 5.0
1966 43.1 4.9 1974 32.9 3.1
1969 35.1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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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며, 나아가 그 개정의 내용이 되는 담보적 권리의 ｢제한｣은 간접적으로

는 후자의 문제, 예를 들면 담보권 간의 경합의 문제와도 일정한 연관이 있기 때

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제안된 각종의 개정의견, 그

리고 외국의 규율예 등에 대하여도 일정한 평가가 행하여진다. 

3. 드로브니히는 우선 비점유동산담보의 공시문제에 대하여 다룬다(S.56-64).

(1) 그는 우선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대체로 등기가 비점유동산담보권의 성립

요건이나 제3자대항요건임을 확인한다. “전적으로 공시와 무관한 우리와 같은 법

체계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S.57) 그리고 1970년에 열린 ｢신용보호를 위한 

제2차 국제회의｣에서도 동산담보권의 공시를 요구하고 외부로부터 알 수 없는 

담보권에 대하여는 파산 및 강제집행절차에서 효력을 부인한다는 決議가 이루어
졌음을 지적한다(同所, Fn.167).

나아가 그는 독일에서도 공시가 전부터 계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음을 상기시킨

다. 이러한 요구는 일차적으로는 양도담보(또는 그에 대체하는 등기질권 또는 동

산저당권)에 대하여 제기되었는데, 특히 1921년의 제32차 독일법률가대회의 결의

가, 또 1937년의 독일법아카데미를 대변한 레만의 개정제안이55) 그러하다. 1926

년에는 유통업계에서 등기질권에 관한 법안을 제국의회에 제출하 으나, 이는 금
융기관의 반대와 제국법무부의 회의적 태도로 좌절되었었다. 제2차세계대전 후에

도 그러한 요구는 그치지 않고 있다. 그것은 파산관재인측으로부터 가장 빈번하

게 제기되는데, 그 외에 경제형법학자, 나아가 일부의 금융기관, 또 학계로부터도 

나온다.

(2) 공시의 도입에 찬성하는 견해는 이에 다음과 같은 利點이 있다고 주장한다
(S.58).

첫째,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태의 진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로써 특히 채무자에게 신용을 제공할 것을 고려하는 자로서는 다른 채권자의 

담보권과의 경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채무자에 대하여는 담보설정에 보다 소극적이 되게 한다. 왜냐하면 사람

들은 통상 자신의 담보제공사실 및 그를 통하여 채무부담사실이 공공연하게 알

55) 이에 대하여는 뒤의 (3)(c)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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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결국 공시는 한편으로 담보설정 자체를 줄일 수 있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담

보권 사이의 경합을 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3) 공시의 방법으로서는 등기와 증서를 생각할 수 있다. 그는 우선 등기에 의

한 공시(Register-Publizität)에 대하여 검토한다(S.58-60).

(a) 먼저 무엇을 등기사항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담보계약의 당사자는 물

론 기재되어야 하겠지만, 드로브니히에 의하면, 담보목적물의 상세한 목록과 피담

보채권이 반드시 등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전자는 목적물이 업재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그 내용이 변동되기 때문에 쉽사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외국에서는 재고상품이라거나 기계라거나 하는 목적
물의 종류만을 기재하도록 하거나(미국의 UCC § 9-402 (1)),56) 단지 아예 채무자

의 이름만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의 流動擔保 floating charge의 경우).

드로브니히는 독일의 경우에도 이 정도의 ｢추상적 등기｣만이 고려될 수 있다

고 한다. 특히 독일의 업계에는 상세한 업정보를 開示하는 것에 대한 주저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고 한다.

(b) 그러나 드로브니히는 결론적으로 등기에 의한 공시에 회의적이다.

위와 같은 등기에는 ｢일반적 경고(pauschale Warnung)｣의 기능만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그러한 등기의 기재와 변경을 유지․관리하고 또 제3자에

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따르는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여야 할 것인가? 오히

려 그러한 제도의 도입은 단지 신용제공의 비용을 더욱 많이 들게 하지 않을까? 

또한 한편으로 새로운 재화의 경우에는 그것이 신용으로, 따라서 소유권유보매수
로 획득된다는 것이 상인이나 법률가들에게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다른 한

편으로 전문적 금융기관의 금전신용에 대하여 보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의 법률관계를 보다 철저하게 조사하므로, 어차피 등기부는 불필요

할 것이다.

56) 미국의 경우에는 다시 담보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목적물의 범
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과하여진다고 한다(UCC § 9-2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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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936년에 레만은, 상인이 그의 업재산에 속하는 집합물의 전부 또는 일

부 또는 그의 미수금채권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에 그 

담보계약증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57) 그

러한 담보설정은 채무자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특히 중요하며, 그 경우에는 후

발채권자의 권리와의 충돌가능성도 매우 높다. 그리고 등기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도 훨씬 덜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드로브니히는 이러한 ｢제한적 등기의무(partielle Eintragungspflicht)｣의 

제안에 대하여도 회의적이다. 이 제안의 결정적인 난점은 채무자가 가지는 집합

물이나 미수금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가 설정되는 경우를 개별목적물에 대

한 담보설정과 구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있다는 것이다.

(4) 다음으로 증서에 의한 공시(Brief-Publizität)를 검토한다(S.60-62).

(a) 독일의 확고한 판례에 의하면,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자동차등록증의 제시

가 없었던 경우에는, 양수인 등의 중과실을 이유로 그의 선의취득이 배제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사실상 등록증의 제시는 거의 예외 없이 행하여지는데, 중고자동

차에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그 등록증을 留置함으로써 채무자의 무권한처분
을 많은 경우에 사실상 막을 수 있고, 그 후에 자동차를 담보로 신용을 제공하려
는 채권자로서도 상대방이 등록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신용을 제공하지 않기 쉽

다. 이러한 기능을 가지는 증서를 다른 종류의 동산에 일정한 범위에서 도입하면 

어떤가? 실제로 독일에서는 1950년대 말에 뮤직박스에 대하여, 그리고 건설장비

나 훨씬 전에는 자전거에 대하여도 유사한 증서제도가 업계에서 시행되었다고 

한다.58)

(b) 드로브니히는 이 제도가 汎用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자동차등

록증이 거래에서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공적 증서로

57) Heinrich Lehmann, Reform der Kreditsicherung an Fahrnis und Forderungen. Denk-
schrift (nebst Gesetzesvorschlag) auf Grund der Beratungen des Ausschusses für 
Personen-, Vereins- und Schuldrecht der Akademie für Deutsches Recht(1937), S.73 u. 
81.

58) 이상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대로 드로브니히가 말하는 ｢증서에 의한 공시｣는 대체로 
우리 법상으로는 동산등록제도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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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위에 기재된 번호에 의하여 목적물의 동일성을 쉽사리 식별할 수 있고 특

히 위조가 사실상 불가능하 다는 사정, 그리고 관련자들 사이에서 당해 물건에 

대한 거래가 증서의 제시만으로 별다른 위험 없이 행하여질 수 있다는 관념이 

공적인 강제 없이 그들 자신의 주도에 의하여 일반화되었다는 사정에 의한 것이

라고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는 동산은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5) 나아가 드로브니히는 소위 ｢내적 공시(interne “Offenkundigkeit”)｣, 즉 채무

자 자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공시에 대하여도 언급한다. 즉 채무자 스스로가 자

신의 재산 위에 설정된 담보권을 제3자에게 개시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다

(S.63-64).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는, 商人에 대하여 ｢擔保提供帳
(Sicherungsbuch)｣을 작제하여 그에 담보계약증서를 시간적인 순서대로 편철․보

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차대조표(Bilanz)상에 담보제공상
황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59)

그러나 이들 방법은 드로브니히 스스로 인정하는 대로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

고, 나아가 그 기재에 어떠한 私法的 效力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

기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4. 이어서 담보계약의 要式化가 논의된다(S.64-68).

(1) 단순한 서면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담보계약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나, 이는 계약법의 문제이고 담보법과는 일단 무관하다. 나

아가 드로브니히는 일반거래약관의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유보약정에 있어

서는 ｢연장된 소유권유보｣를 금지하자는 하겐뮬러의 제안에60) 대하여 검토하고, 

이 문제는 당사자들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린다(S.64-66). 유보
매수인이 경제적으로 강자인 경우에 그 스스로가 원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하는 

것까지 막을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59) 종전의 주식법 제151조 제5항 제1문 제4호에서는 대차대조표의 기재사항으로 타인의 채
무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가, 또 동법 제160조 제3항 제7호에서 업보고서(Geschäftsbe-
richt)의 기재사항으로 자기의 채무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가 규정되어 있었다.

60) Hagenmüller, Die wirtschaftlichen Auswirkungen einer etwaigen Reform des Rechts der 
Kreditsicherheiten, Bd.1: Text(unveröffentlichtes Gutachten für den Bundesminister für 
Wirtschaft, ca. 1963), S.60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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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태리, 스페인 등 일부의 프랑스법계 나라에서는 소유권유보에 대하여 등

기를 요구하지는 않으나 제3자대항요건으로 確定日字를 요구한다고 한다. 이로써 

당사자들이 답합하여 담보계약의 날짜를 앞당기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한 일이 얼마나 행하여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터에, 확정일자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이나 수고를 고려한

다면 이 역시 쉽사리 따를 수 없다는 것이 드로브니히의 결론이다(S.67-68).

5. 또한 소유권유보와 양도담보의 ｢확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논한다

(S.68-77).

(1) 단순한 소유권유보나 단순한 양도담보를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드로브니히

는 ― 거와는 반대로― 이들은 이미 민법전이나 관습법에 확고한 시민권을 획

득한 담보형태로서 이들을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절멸｣시키는 것은 생각하기 어

렵다고 한다.61)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확대형태｣, 즉 우선 그 수직적 연장

(vertikale Verlängerungen)으로서 담보권이 매매대금채권에 미친다거나 加工이나 
附合의 결과로 생긴 새로운 물건에도 미친다는 등의 특약이 행하여지는 형태, 나

아가 그 수평적 확장(horizontale Erweiterungen)으로서 다른 거래에서 생긴 채권

도 담보하도록 한다는 등의 유형이다. 이들은 특히 담보적 권리 간의 충돌을 야
기하는 원인으로서 그 법정책적인 한계를 어디에서 설정하여야 할 것인지 신중한 

고려를 요한다.

(2) 그는 우선 그 수직적 확장형태, 즉 각종의 ｢연장형태｣(앞의 II.3.(2)(b) 참

조)에 대하여 검토한다.

(a) 먼저 이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어떠한가?(S.71-74) 이미 레만은 이를 제

안한 바 있다.62)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일반적으로 등기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연장｣에 관

61) 한편 M ünzel, Eigentumsvorbehalt und Sicherungsübereignung, in: MDR 1951, S.129ff.
는, 강제집행과 파산에서 소유권유보와 양도담보에 어떠한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
을 제안한 바 있다.

62) Lehmann(註 57), §§ 4,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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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프랑스법계의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채권양도에 채무자에의 통지가 요구되어서 문제가 있다.63) 또한 가공 

등의 경우에 담보파악이 가능하거나 실행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다. 그러나 오로지 미국의 경우에는 이와는 달리 법률상 당연히 원래의 목적물의 

｢대체물｣에도 권리가 미친다고 정한다(UCC § 9-306 (2)-(5) 참조). 독일․미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이 차이는 한 기업이 기업자산 전체를 포괄적이고도 계속적

으로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념의 상이에서 나오는 것으로 설

명된다.

드로브니히는 한편으로 담보권자가 원래의 담보목적물의 변형물을 여전히 담

보로 잡으려는 것은 경제적으로 정당한 일임을 인정한다. 만일 이러한 담보의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여신자는 언제라도 담보의 보충(소위 ｢연결담보｣ 

Anschluß-Sicherheiten)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애초의 계약에서 확보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일반채권자를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할 필요에 비

추어 보면 이를 금지할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그는 동산을 설비용

(Anlagegut)과 유통용(Umlaufmittel)로 나누어, 후자에 그 금지를 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기도 한다.64)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은 각각의 제안이 미칠 ｢사실적 향｣

을 확인하기 전에는 쉽사리 내릴 수 없다고 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다(S.98도 
참조).

63) 그리하여 프랑스에서는 담보목적물이 제3자에게 매도되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이 환어
음을 인수하여 매도인에게 교부하고 매도인이 이를 채권자은행에게 다시 양도하는 방

법이 이용된다고 한다. Mezger, Kollision zwischen der dinglichen Sicherung von 
Lieferantenkredit und Bankkredit(Arbeiten zur Rechtsvergleichung, Bd.23, 1964), S.17ff. 
참조.

64) 최근 일본의 동산담보개혁논의에서 동산 일반이 아니라 集合動産에 한정하여 진정양
도인지 담보 목적인지를 불문하고 登記制度를 채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
이 제기되었다. 産業經濟省 企業法制硏究會, 企業法制硏究會(擔保制度硏究會) 報告書 
―｢不動産擔保｣から｢事業の收益性に着目した資金調達｣へ―(2003.1), 29면 이하; 座談
會 資金調達手法の多樣化と新しい擔保制度, ジユリスト 1238號(2003.2), 2면 이하, 특
히 7면 이하 참조. 여기서의 집합동산은 대체로 ｢유통용 동산｣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드로브니히가 여기서 논의의 대상으로 한 ｢설비용 동산｣과 ｢유통용 동산｣의 구분이라

는 視角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없지 않아서 흥미롭다. 일본의 동산담보개혁논의에 대
하여는 別稿에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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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나아가 그는 이 연장형태에서 담보권이 원래 목적물의 가액에 한하여 미치

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떨지를 검토하여, 거와 마찬가지로(앞의 Ⅲ.2.(4)(c)

의 말미 참조) 이를 긍정한다(S.69-71).

원래의 담보목적물은 채무자에 의하여 가공 또는 부합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됨

으로써 그 가치가 상승된다. 만일 그러한 채무자의 활동이 금전여신자가 제공한 

자금에 의하여 뒷받침된 것이라면, 그 가치상승분은 금전여신자가 이를 파악하려 
할 것이고, 만일 그 기여가 채무자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면 일반채권자가 이

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소유권유보에서의 ｢연장특약｣에서는 이를 고려하

여 원래의 유보목적물의 가액범위 내에서만 연장을 인정하는 약정이 행하여지고 

있고, BGH의 판례도65) 이를 전제로 그러한 특약을 원래의 매매대금의 범위 내라

고 해석한다. 이는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다수

의 담보권이 충돌 내지 경합하는 일도 상당히 피할 수 있을 것이다.66)

(3) 그는 이어서 수평적 확장형태에 대하여 검토한다(S.74-77). 여기서는 소위  

｢상호계산약정(Kontokorrentklausel)｣에67) 대하여 보기로 한다.68) 이러한 확장형태

는 당해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이 변경되는 ｢계속적 담보권(Dauer- 

Sicherheitsrecht)｣을 설정하는 것과 같아서, 그것을 사실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부터 이탈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또 다른 담보권과의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게 된다. 그러나 채권자로서는 이러한 담보형태를 획득하는 데 이익이 있음은 

물론이다. 드로브니히는 결론적으로, 만일 앞의 (2)에서 본 연장형태에 관하여 이

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경제적으로 정당한 확장형태｣인 이러한 

상호계산약정에 대하여는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로 그 연장

형태를 인정한다면 적어도 아무런 범위제한이 없는 상호계산약정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65) 1963년 10월 23일 판결(NJW  1964, 149) 참조.
66) 그런데 이러한 ｢자기제한적｣ 특약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67) 앞의 註 24도 참조. 이는 다시,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별 채권이 담
보의 대상이 되지만 그 내용이 증감변동하는 경우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
는 채권 전부의 잔고액(Saldo)이 담보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68) 드로브니히가 다루는 수평적 확장형태 중에서 소위 ｢콘체른유보｣에 대하여는 1999년 1
월 1일 이래 그 효력이 부정되고 있으므로(앞의 註 25 참조), 여기서 다루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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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또 담보목적물을 대상적으로 또는 양적으로 제한하는 문제를 다룬다(S.80-82).

(1) 우선 대상을 제한할 것인가를 보면, 프랑스법계의 나라에서는 특별법률로 

정한 일정한 동산만을 비점유담보권의 대상으로 허용하는데, 반대로 미법계에

서는 그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독일에 관하여 드로브니히는, 일정한 종류

의 물건을 배제하는 것은 특정한 이해집단을 위하는 것일 뿐 경제적 수요의 변

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하므로, 일반적으로 그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태도가 적절하다고 한다.

(2) 양적 제한을 가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독일에서 클라우징은 

채무자재산의 50%는 일반채권자의 만족을 위하여 담보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한 바 있고, 또 경제학자측으로부터 그 50%는 금융기관, 
즉 금전여신자가, 나머지 50%는 물건여신자를 포함한 私人에게 배정되어야 한다
는 제안이 있기도 하 다.69)

그러나 이러한 양적 제한은, 첫째, 채무자 각각의 구체적 사정이 다른데도 일

률적인 비율을 과하는 것이어서 자의적이고, 둘째, 그러한 비율 설정에 의하여 

일반채권자의 만족이 확보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채무자는 그 부분을 처분해 

버리거나 개별적 강제집행에 의하여 소진될 것이기 때문이다.

7. 한편 기업저당권(Unternehmenshypothek)에 대하여도 논의된다(S.82-85).

여기서 그는 외국의 가장 성공한 형태인 국의 유동담보(floating charge)의 

제도 등을 검토한 다음, 그것을 독일에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한다. 

독일에는 그 제도의 개별적 내용에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 보통법과 형평법의 

구분이 없고, 또 무엇보다도 그 제도는 한 사람의 금전여신자만을 우대하는 것으
로서, 독일에서는 금전신용과 물품신용이 동등하게 중요성을 가진다는 입장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69) Klausing, Neue Formen der Kreditsicherung(das “öffentliche Schuldbuch”), Siebenter 
Deutscher Juristentag in der Tschechoslowakei. Gutachten(1935), S.348ff.; Siedschlag, 
Ansatzpunkte zu einer Reform des Insolvenzrechts(Konkurs und Vergleich) anhand 
neuerer Erfahrungen(Wirtschaftswiss. Diss. Freiburg 1971), S.1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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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산절차에서의 담보권의 취급은 중요한 문제이다(S.85-91). 담보권이 일차

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채무자가 도산하 을 때이고, 이 상황에서야말로 모든 

물권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한다.

(1) 우선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기 일정 기간 전에 행하여진 담보제공

을 보다 용이하게 채권자취소권 또는 부인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생각될 수 

있다(S.85-86). 앞의 1.(2)에서 본 대로 1912년의 제31차 독일법률가대회에서도 

이 문제가 양도담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는데, 드로브니히는 채권자취소

권제도의 틀 안에서 그와 같이 주관적 요건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위기

기간｣ 동안에 취득한 담보권은 주관적 의도의 입증이 없어도 파산채권자에 대항

할 수 없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리고 1970년 2월에 발표된 유

럽경제공동체의 ｢파산, 화해 및 유사절차에 관한 협정 예비초안｣70)에서 “담보설
정 전에 성립한 채무를 위하여 파산절차의 개시 1년 전 안에” 설정된 모든 계약

상 담보권을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한 것을 인용한다.71)

(2) 담보권자가 도산절차에서 어떠한 권한을 가지는가에 대하여도 검토를 요한

다(S.86-88).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담보권자가 가치 있는 기계나 설비와 같은 

담보목적물을 取去함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도산계획의 실행을 거의 불가
능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담보권자가 채무자의 도산에 대비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

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나무랄 것이 없으나, 채무자가 도산한 이상 이제 담보채권

자도 일반채권자도 모두 ｢위험공동체(Gefahrengemeinschaft)｣의 일원으로서 다른 

채권자의 이익에 일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담보권자는 도산절

차에서 다음과 같은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도산절차가 신청되면 바로 담보권자의 환취나 별제는 일단 유예된다.
둘째, 목적물의 환가는 독일파산법 제127조 제1항의 원칙에 좇아 파산관재인

의 권한에 속한다. 파산관재인은 일정 기간 안에, 그 환가를 담보채권자에게 위

임할 것인지, 스스로 실행할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 또는 지속적으로 사용을 계

70) Vorentwurf eines Übereinkommens über den Konkurs, Vergleiche und ähnliche 
Verfahren v. 16. 2. 1970, in: RabelsZ 36(1972), 734ff. 참조.

71) 동 예비초안 제4조 B 2. 한편 국의 Companies Act 1948, s.322 (1)도 ｢유동담보
(floating charge)｣에 대하여 같은 취지를 정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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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할 것인지를 선언한다. 뒤의 두 경우에 담보권자는 당분간 또는 당해 절차 중 

계속 파산채권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셋째, 독일파산법 제63조 제1호에 정하여진 이자지급의 중지는 담보부 채권에

도 해당된다.

넷째, 그 평가가 담보채권자에게 위임된 담보목적물의 확정과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담보채권자가 부담한다.

(3) 일반채권자를 위하여 파산재산의 일정 비율(가령 20%)을 남겨 두어야 한

다는 제안이 일반채권자도 그들의 자금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 고 이로써 담보채권자도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행하여

지고 있다(S.89-90). 그러나 드로브니히는 이에 반대한다. 그러한 유보 또는 어떠

한 정도의 유보가 실제로 얼마나 일반채권자의 만족비율을 높일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편, 그것은 담보채권자를 명백히 해하여 그 경제적 효과를 예측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4) 또한 드로브니히는 도산절차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세 등 채

권에 인정되는 특권(소위 Fiskusprivileg. 독일파산법 제61조 제2호 참조)은 제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90-91).

9. 이상과 같이 담보권의 제한에 관한 입법론적 평가를 행한 후에, 드로브니히

는 현재의 법상태에 관하여 그 ｢이론적 구조(dogmatische Strukturen)｣의 정합성

을 검토한다(S.93-97).

 (1) 양도담보나 소유권유보와 같은 비점유동산담보제도에서는 담보의 목적으
로 소유권 자체를 이전한다는 점에서 “그 민법상의 형식과 담보에 제한된 경제

적 목적 사이에 불합치”가 존재한다. 원래 용익과 처분은 소유자의 권한에 속하

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것이 직접점유자에게 인정된다. 또한 담보의 목적이 제대

로 충족된 후에도, 즉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된 후에도, 여전히 채권자

가 소유자로 있어서 그로부터 채무자에게 다시 양도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가령 양도담보에 있어서는, 제릭의 말을 빌리면, “담보소유권에 소유
권과 질권 유사의 권리 사이에서 유동하는 形象이 인정되어, 소유자로서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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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가 어떤 경우(예를 들면 담보목적물을 계약에 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

탁자[즉 채권자]에게, 어떤 경우(예를 들면 채권자의 파산시)에는 신탁자[즉 채무

자]에게 인정된다.”72) 그러므로 개별 문제를 적정하게 해결하려면 그때그때마다 

관련되는 利害를 면 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게 된다. 다행히 통상의 경우들에 대

하여는 많은 재판례의 집적으로 불명확한 점이 대체로 없게 되었다고 하지만, 예

외적인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아직도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이상은 소유권유보에서도 다를 바 없다. 특히 소유자 아닌 매수인에게 ｢

기대권｣을 인정하여 그 물권적 또는 준물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따르는 착

잡함을 생각하여 보면 이는 쉽사리 이해될 수 있다.

한편 민법 외의 역, 예를 들면 세법이나 기업회계법이나 보험법에서는 담보

목적물을 그 민법상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또한 학설상으로는 이러한 ｢소유권구성｣에 대하여 반대하는 견
해도 없지 않다. 예를 들면 레만이 그러한데, 그는 양도담보권의 제한물권적 성

질을 강조한다.73)

(2) 드로브니히는, 비점유동산담보제도를 법이론적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단일

한 담보물권(einheitliches Sicherungsrecht)을 제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로써 앞서 본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민법 이외의 분야와의 통일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에 있어서 레만과 같이 소유권유보를 별도로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양도담보와 소유권유보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비점유

동산담보제도로서 같이 다루어져야 한다.74) 특히 소유권유보와 양도담보는 그 확

장형태에 있어서는 이미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물품

신용을 모든 점에서 금전신용의 경우와 같이 처리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

니지만 말이다.
이와 같이 ｢기능적으로 분화된 分枝를 가지는 단일한 담보물권｣으로서 모범이 

되는 것은 미국의 통일상사법전 제9장에서 규정되어 있는 ｢담보권(security 

72) Serick, Eigentumsvorbehalt und Sicherungsübereignung, Bd.2(1965), S.95.
73) Lehmann(註 57), S.32ff. 참조. 그러나 그는 소유권유보에 대하여는 유보매도인의 소
유권을 기본적으로 긍정한다.

74) 同旨: Gravenhorst(註 34), JZ  1971, S.494ff. 참조. 한편 Reich, Funktionsanalyse und 
Dogmatik bei der Sicherungsübereignung, in: AcP 169, S.247ff.는 소유권유보매수인의  
｢기대권｣을 양도담보에 확장함으로써 ｢단일한 구성｣을 달성하려고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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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의 제도이기는 하다. 그리고 법의 역사나 비교법도, 담보의 수단으로 소

유권구성을 취하는 시기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과도적 단계로서, 다소간 빠른 시

일 내에 담보물권으로 정련되어 가는 것이다.

드로브니히는, 그러나 아직 담보법 전체를 포괄적으로 새롭게 입법화할 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그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학문적인 차원에서 본원적인 논의를 요

하며, 실무와 이론 간의 집중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결론짓는다.

Ⅴ. 小結

1.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민법에서 법정된 동산담보권으로서의 動産質權
은 그의 점유질원칙으로 말미암아 비점유동산담보권에 대한 광범위한 수요를 충

족할 수 없다. 이러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독일의 실무는 양도담보와 소유권

유보라는 두 가지 제도를 발전시켰다. 이들 제도는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의 소유
권을 보유한다는 점, 또 ｢담보권｣의 존부를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수단을 결여하

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리고 양자는 모두 그 수직적 또는 수평적 ｢확장형

태｣가 빈번하게 약정된다. 또한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장래 취득하는 불특정의 동

산에 대하여도 설정될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이러한 독일의 비점유동산담보제도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약
점이 있다고 인정되고 있다.

하나는, 채권자가 담보목적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법적 권리를 취

득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채무자(담보제공자)와 일반채권자로서는 그 담보목적

물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아예 배제된 것과 같은 지위에 서게 되기도 한

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그 목적물을 다시 담보로 ｢이용｣할 수 없게 되고, 특히 

일반채권자는 책임재산의 부족(“Masselosigkeit”)으로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가 
현저하게 어렵게 된다.

다른 하나는, 공시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채무자에게 새로 신용을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채무자의 자산상황을 파악하는 데 지장을 주어서, 경우

에 따라서는 채무자의 자력을 오해한 사람으로 하여금 ｢무의미한｣ 신용을 제공

하게 하게 하 다. 그리고 그러한 사정은 즉각 개시되었어야 할 파산절차의 도입

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고, ―파산채권의 증가로 말미암아― 일반 채권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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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상의 만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나았다.

3.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일찍부터 넓은 범위에서 

논의가 행하여져 왔다. 그것은, 담보계약에 서면을 요구하거나 ｢확장형태｣를 다양

하게 제한하는 것에서부터 비점유동산담보권을 일반적으로 法定하고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등기에 의하여 이를 공시하는 근본적인 대처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 후자의 방안에 관하여는 미국 통일상사법전에서 정하여

진 ｢담보권｣이 하나의 모범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도 논의는 결론을 보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독일에서의 

재판 및 거래의 실무가 지혜롭게 양도담보와 소유권유보의 법률문제를 대체적으

로 현명하게 해결하여 이들 비점유동산담보제도의 결정적 파국을 막아 왔기 때문

인지, 아니면 법률에 정하여진 담보제도의 전면적 개정을 꺼리는 ｢관성｣ 때문인지
는 필자가 쉽사리 판단할 수 없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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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skussionen über die Reform des 

Mobiliarsicherheitsrechts in Deutschland, 

mit Schwerpunkt auf besitzlose Sicherheiten

Changsoo YANG
*

75)

In diesem Aufsatz beschäftigt der Verfasser sich mit den Reformsbemühungen 
der Mobiliarsicherheiten in Deutschland. Das Thema ist keine Nova im deutschen 

Juristenhimmel, sondern einer jener immer wieder auftauchenden Sterne, die es 

bereits zu einer eigenen Geschichte gebracht haben.

Folgend einem einleitenden Kapitel, wird der jetzige Rechtszustand der 

Sicherheiten an beweglichen Sachen im Kapitel II behandelt, der durch die scharfe 

Dichotomie des gesetzliches Faustpfandrechts und der von Rechtsprechung seit 
jeher außer BGB entwickelten, vom Eigentumskonzept ausgehenden Sicherheiten, 

i.g. Sicherungsübereignung(“SÜ”) und Eigentumsvorbehalt(“EV”), gekennzeichnet 

ist. Diesen zwei Formen der besitzlosen Sicherheiten, mit denen Parteien das auf 

der Besitzübertragung an den Gläubiger beruhende Besitzpfand vermeiden möchten, 

sind gemeinsam, daß dem gesicherten Gläubiger die überschießende Rechtsmacht 

eingeräumt wird, und daß zwischen ihrer zivilrechtlichen Form und ihrem auf 
Sicherung beschränkten wirtschaftlichen Zweck eine Diskrepanz besteht. Das hier 

aufgebaute Spannungsfeld ließ dem Sicherungseigentum “eine Schwankungsbreite 

zwischen Eigentum und pfandrechtsartiger Berechtigung” zuerkennen, die für eine 

Reihe von im Zusammenhang mit diesen Sicherheiten aufgetretenen Problemen 

verantwortlich gemacht werden müßte.

Und noch problematischer ist die Rechtslage bei der für die heutigen besitzlosen 
Sicherheiten charakteristischen Erstreckungsformen: “vertikalen Verlängerun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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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 “horizontalen Erweiterungen.” Das führt zum Übermaß an Sicherungsrechten, 

auf das die Auszehrung der in den Insolvenzverfahren zur Verfügung stehenden 

Verteilungsmasse(“Masslosigkeit”) wesentlich zurückzuführen ist. Heutzutage spricht 

man immer öfter vom “Konkurs des Konkursverfahrens.”

In den Kapiteln Ⅲ und Ⅳ, beobachten wir zwei Reformsvorschläge, die sich 

gegeneinander abheben. Einerseits untersucht Milger, inwiefern die Lösungen des 
amerikanischen Rechts (Artikel 9 des UCC) Anregungen für die deutsche Reform 

geben können. Sie möchte ein Registersystem nach amerikanischem Vorbild in 

Deutschland einführen, um dadurch eine “beschränkte”, aber für die Verkehrs-

wirklichkeit wohl funktionstüchtige Publizität zu erreichen. Dann sie ist  für die 

Schaffung eines einheitlichen besitzlosen Sicherungspfandrechts. Zugleich damit  

müßte klargestellt werden, daß SÜ und EV abgeschafft sind und auch allen     
übrigen Umgehungsgeschäften die Wirksamkeit versagt wird.

Noch zurückhaltender und sorgfältiger ist Drobnig. Für ihn, ist zwar eine 

große Reform der Mobiliarsicherheiten mit dem Ziel einer umfassenden 

Kodifikation für die Zukunft erwünscht, aber vor Klärung der dogmatischen 

Struktur der Sicherungsrechte zur Zeit nicht zu empfehlen. Erforderlich sei nur 

eine “kleine” Reform. Dazu ist in erster Linie eine gesetzliche Beschränkung der 
vertraglichen Erstreckungen zu erwägen. Und dann möchte er die Rechtsstellung 

der Sicherungsgläubiger in den Insolvenzverfahren noch schwächen. Aber er 

wendet sich gegen die Schaffung eines allgemeinen Registerpfandrechts. Zur 

Steigerung der Publizität empfiehlt er die Einführung von Gerätebriefen für 

wertvolle Maschienen.

Nun in Korea stehen wir auch vor der Aufgabe der Reform der Sicherheits-
rechte. Von deutschen Erfahrungen mögen wir etwas lernen könn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