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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유럽계약법원칙｣의 소멸시효규정
―우리 민법에의 示唆를 덧붙여―

1)

梁 彰 洙*

Ⅰ. 序

1. 2003년 3월에 ｢유럽계약법원칙｣의 제3부가 발표됨으로써,1) 이제 그 全貌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2) 이 원칙은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제10장), 채권양도(제

11장), 채무인수와 계약인수(제12장), 상계(제13장), 소멸시효(제14장), 위법한 계약

(제15장), 조건(제16장), 利子의 元金編入(제17장)을 다룬다. 이 중에서 제15장은 

후에 3부 전부를 통합하여 출간하는 경우3)에는 계약의 유효성을 다루는 제4장에 

독립된 節로 편입될 것이고, 제16장은 계약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제6장에 자리잡

을 것이고, 제17장도 채무불이행책임의 내용으로서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정하는 

제9장의 제5절에서 금전지급의 지연에 관한 제9:508조의 일부가 될 것이기 때문

에,4)5) 실제로 유럽계약법원칙은 모두 14장으로 구성되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1) Ole Lando, Eric Clive, André Prüm & Reinhard Zimmermann(ed.),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III, prepared by The 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2003). 이하 ‘PECL III’으로 인용한다. 또한 본문에서 PECL III이라고 하면, ｢유
럽계약법원칙｣ 제3부를 가리킨다.

2) 그 외에 유럽계약법의 통일작업과 관련하여서는 2001년 초에 발표된 소위 ｢간돌피草
案｣이 중요하다. Code européen des contrats. Avant-projet, Coordinateur Giuseppe 
Gandolfi, Livre premier(2001). 이는 이태리의 파비아에 자리잡은 ｢유럽사법학자아카데
미(Académie des privatistes européens: Academy of European Private Lawyers)｣에서 
추진하는 유럽계약법의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간략한 소개로 
Giuseppe Gandolfi, Der Vorentwurf eines Europäischen Vertragsgesetzbuches, ZEuP 
2002, S.1ff.; Fritz Sturm, Der Entwurf eines Europäischen Vertragsgesetzbuchs, JZ 
2001, S.1097ff. 참조.

3) PECL III, p.229은 “이 원칙을 구성하는 3개의 部 전체의 새로운 통합판(new com-
bined edition of all three Parts of the Principles)”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4) PECL III, p.211, 229, 2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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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계약법원칙｣의 목적이나 용도, 그리고 이 원칙을 작성한 ｢유럽계약법

위원회(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그 위원장인 올레 란도 Ole 

Lando의 이름을 따서 통상 란도위원회 Lando Commission이라고 불린다)의 개요

나 작업성과 등에 대하여는 이미 약간의 자료가 있다.6) 필자는 동 원칙 제1부와 

제2부의 번역을 공간하면서 약간의 생각을 덧붙인 ,7) 나아가 그 중에서 債務
不履行規定을 개관하는 8)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9)

本稿는 이들에 이어지는 것으로서, 앞서 본 ｢유럽계약법원칙｣의 제3부 중에서 

소멸시효에 대하여 정하는 제14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우리 민법과 관

련하여 생각하게 되는 바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PECL III의 소멸시효

규정의 특징을 개관하여 보고(II.), 그 각각에 대하여 주로 PECL III의 ｢注解
(Comment)｣와 ｢補註(Notes)｣를 중심으로 설명한다(III.). 나아가 우리 민법상의 소

멸시효제도와 관련하여 PECL III에 대한 ｢評價｣ 또는 ｢感想｣이라고 할 것을 간
단히 피력한다(IV.).10) 그리고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의 규정 전부에 대하여 별

5) 이와 같이 앞서 발표된 ｢유럽계약법 원칙｣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일은 2000
년에 제1부와 제2부의 ｢수정종합판｣, 즉 Ole Lando and Hugh Beale(ed.),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I and II, Combined and Revised(2000)을 냈을 때에
도 일어났다. 즉 그 제1부는 1995년에 발표되었는데, 2000년에 이에 제2부를 가하여 
출판하면서 제1부에도 가벼운 손질을 가하 던 것이다.

6) 우선 朴永馥, “유럽의 統一契約法”, 法曹 1999년 1월호, 235면 이하; 2월호, 236면 이
하 참조.

7) 梁彰洙, “｢유럽契約法原則｣에 대한 一考 및 그 飜譯”, 서울대 法學 제40권 1호(1999. 
5), 358면 이하(그 후 同, 民法硏究 제6권(2001), 320면 이하에 再錄). 이하 이 을  

｢舊稿｣라고 한다.
8) 梁彰洙, “｢유럽契約法原則｣에서의 債務不履行法理”, 저스티스 제60호(2001. 4), 24면 
이하(후에 同, 民法硏究(前註), 285면 이하에 再錄).

9) 그 외에 ｢유럽계약법원칙｣에 언급한 우리나라의 문헌으로는, 사동천,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법리에 관한 연구 ― CISG, PICC, PECL, 독일개정민법, 일본민
법, 한국민법의 논의를 중심으로, 2002년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박현정, 유렵
계약법원칙에서의 착오에 관한 연구, 2002년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송양호,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과 한국법”, 상사법연구 제21권 
2호(2002), 135면 이하 등이 있다.

10) 아마도 2001년 11월에 있는 大改正(시행은 2002년 1월 1일부터)으로 면목을 전혀 달
리하게 된 독일민법상의 소멸시효규정을 PECL III의 그것과 비교하여 보는 것도 흥
미로울 것이다. 새로운 독일의 소멸시효법도 3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택하고 또한 
시효의 진행에 인식가능성(다만 뒤의 III.3.에서 보는 대로 PECL III이 과실 없이 인
식하지 못하 을 것을 정하는 것과는 달리, 중대한 과실 없이 인식하지 못하 을 것

으로 족하다)을 요구하는 점(다만 시효정지사유가 아니라 起算點의 한 내용으로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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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그 번역을 아래 387면 이하에 ｢자료｣로 게재하므로 그 중 제14장의 번역을 

아울러 참고하기 바란다.

3. 참고로 1999년 이래 진행 중인 민법개정작업에서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내용상 관계 없는 표현상의 수정을 제외하면― 다음과 같은 提案이 
행하여져 있다.

①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정하는 제163조11) 제4호 및 제5호에 공인노무사, 세

무사 및 관세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및 이들의 

직무에 관한 채권을 포함시킨다.

②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에 관한 제170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본안에 

관한 응소 그밖의 재판상 권리행사”도 재판상 청구와 동시됨을 명확하게 정한다.

③ 지급명령의 신청으로 인한 시효중단에 관한 제172조, 제174조에 대하여, 지

급명령의 신청을 시효중단사유로 정하되, 그 제도가 민법제정 후에 겪은 변화를 

반 하여, “지급명령의 신청은 그 신청이 각하 또는 취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서 기본적으로 PECL III과 그 주요한 내용에 있어서 일치한다(PECL III은 그 작업일
정상 2000년 말 현재의 각국 법을 참고로 하 고, 따라서 독일의 새로운 소멸시효법
은 고려할 수 없었다고 한다. PECL III, p.xix 및 161 참조). 그러나 細部에 있어서는 
차이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광범위한 청구권에 대하여 3년보다 훨씬 장기인 10년 
또는 3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인정된다는 점, 손해배상채권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기간
에 대한 다른 취급, 매우 다양한 시효정지사유, 시효완성이 담보에 대하여 미치는 
향에 관한 규정 등이 그러하다(양자의 비교 및 독일법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PECL III의 편집자 중 1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바 있다. Reinhard Zimmermann, Das 
neue deutsche Verjährungsrecht: Ein Vorbild für Europa?, in: Ingo Koller et al., 
Schuldrechtsmodernisierungsgesetz 2002(2002), S.9ff.가 그것이다). 그리하여 애초에는 
本稿에서 이 점도 다룰 생각이었으나, 그것이 아니라도 이미 상당한 분량에 달하 고 

또 우리나라에서 독일의 새로운 소멸시효법을 다룬 문헌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생략
하 다. 그에 관한 우리나라의 문헌으로는, 송호 , “2002년 개정된 독일채권법의 주
요내용 ― 소멸시효법과 채무불이행법을 중심으로”, 人權과 正義 2002년 8월호, 116
면 이하; 이상 , “독일 개정민법상 소멸시효제도”, 比較私法 제9권 2호(2002. 8), 1면 
이하; 임건면, “소멸시효제도의 목적과 개정 독일민법상의 통상의 소멸시효 ― 독일민
법 제195조와 제199조를 중심으로”, 比較私法 제9권 2호(2002. 8), 39면 이하; 최수정, 
소멸시효법의 개정동향”, 세계화 시대의 법․법률가(제3회 한국법률가대회 논문
집)(2002), 435면 이하; 이용박, “독일개정민법의 시효제도와 우리 민법 시효소멸제도
의 개정방안”, 民事法學 제23호(2003), 275면 이하; 박건욱, 독일 개정민법상의 소멸시
효에 관한 연구, 2003년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등이 있다.

11) 이 항목에서 法名의 제시 없이 인용하는 조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조항이다.



2003. 12.] ｢유럽계약법원칙｣의 소멸시효규정 117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이상의 제안대로 法改正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기

는 어려울 것이다.

Ⅱ. 消滅時效에 관한 PECL III 規定의 特徵

소멸시효에 관한 PECL III 규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일반소멸시효기간을 통일적으로 3년으로 한다. 채권이 어떠한 원인에 의

하여 발생하든, 즉 계약상 채권이든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이든, 이에 대하여 예외

를 두지 않는다(제14:201조). 다만 판결이나 “중재판정 기타 판결과 동일하게 집행

력 있는 문서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한다(제14:202조).

둘째,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채무자가 누구인지 및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

실을 알지 못하 고 또 알지 못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

니한다(제14:301조).

셋째, 시효의 ｢중단｣이라는 용어는 채택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기간을 애초부

터 새로이 진행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시효기간의 更新이 인정된다. 갱신사유는 

오로지 채무승인과 강제집행의 시도의 둘에 한정된다(제14:401조, 제14:402조). 

한편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거나 그 완성이 유예되거나 하는 것이 규정된다. 종전

에 중단사유로 인정되었던 訴의 提起도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시효의 진행이 
정지될 뿐이다(제14:302조).

넷째, 시효기간의 최대한도가 설정된다. 즉 진행정지나 완성유예가 있더라도 

소멸시효기간은 10년(人損의 경우에는 30년)을 넘지 못한다. 다만 재판 기타 그

와 동시할 절차에 의한 진행정지의 경우에는 예외이다(제14:307조).

다섯째,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에게 이행거절권이 부여되

는 것이다(제14:501조). 따라서 ｢소멸시효(extinctive prescription)｣라는 용어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여섯째, 소멸시효의 요건을 변경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자유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장도 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1년 미만으로 단축하거나 30년을 넘게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제14:601조).



梁 彰 洙 [서울대학교 法學 제44권 제4호 : ?∼?118

Ⅲ. PECL III의 規定에 대한 說明

1. 消滅時效에 대한 基本立場

PECL III이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서 바탕으로 삼는 태도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p.159-160).

소멸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선 시간은 법률관계를 

불명확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서,12)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채무자의 방어는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 그러므로 채무자에게 이에 대한 보호가 주어져야 한다. 나아가 

시간의 경과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채권자의 무관심을 보여 주며, 이는 채권이 

추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채무자에게 일으킬 수 있다. 마지막

으로 소멸시효는 교착상태에 빠져서 오래 끄는 소송을 막을 수 있다(“소송[또는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ut sit finis litium”13)). 소멸시효제도는 이상의 세 가

지 정책적 고려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PECL III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권리도 소멸시효제도에 의하여 좌절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물론 이는 법이 시효제도로 추구하는 제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할 대가이다. 그러나 시효제도로 달성하려는 법적 안정성이라

12) 여기서 PECL III은 Windscheid, Lehrbuch des Pandektenrechts, 9.Aufl.(1906), § 105 
(S.544)의 ｢사태를 흐리게 하는 시간의 힘(verdunkelnde Macht der Zeit)｣라는 말을 인
용한다(p.159). 시효제도에 대한 의구심(뒤의 IV.1.도 참조)을 떨쳐 버리기 위하여서라
도 빈트샤이트가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를 설명하는 이 부분을 全文 인용해 둘 필
요가 있을 것이다.

“소멸시효법은 이러한 효력[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지속되
면 이제 이를 법적으로 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단순히 법적 
역에서만 타당한 것이 아닌 하나의 진리를 승인하는 것이다. 시간은 사람의 所爲로
써는 어쩔 수 없는 힘이다. 오래 존재하는 것은 그 오랜 존재 자체로써 確固한 것, 
不可變의 것으로 우리에게 여겨진다. 이 기대가 저버려진다면 이는 하나의 악이다. 또
한 소멸시효가 적법성의 도장을 찍어 주는 그 사정은 반드시 부적법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덧붙여야 한다. 아마도 행사된 그 권리는 실제로 존재하고, 행사되지 않은 그 권
리는 사실 존재하지 아니하 을 것이다. 그것은 일정한 蓋然性(eine gewisse Wahr-
scheinlichkeit)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이 현존하는 상태를 그렇게 오래 다
투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버려두었을 것인가? 또한 대체 그렇게 긴 시간이 경과한 후
에 실제의 법상태를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시간은 사태를 밝히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 불명확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다.”

13) 이 표현은 D. 41, 10, 5 pr.(“어떻게든 소송을 종결시키기 위하여 ut aliquis litium 
finis esset”)에서의 轉用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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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치는 ｢채권자의 합리적 이익｣(그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뒤의 3. 참조)과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 실제로 소멸시효제도는 일종의 收用(expropriation)

에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추급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

를 가져야만 한다. 이러한 점은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신원과 채권발생원인에 

대하여 알지 못하 고 또 알지 못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 동안에는 시효기간

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정한 제14:301조에서 고려되었다.

결론적으로 PECL III은 “개별 사안에서 가혹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소멸시효제도는 일반적으로 현대의 법체계에서 불가결한 장치로 이해되

고 있다”고 말한다.

2. 一般消滅時效期間

PECL III은 채권이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든 예외 없이 단일한 소멸시

효기간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현재 채권

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인 것에 비하면 현

저한 대조를 이루는 바이다.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하여 PECL III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p.162-164).

소멸시효제도의 목적 중의 하나는 소송이 오래 끄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 자체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시효의 완성 여부를 

둘러싸고 빈번하게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소멸시효

제도는 가능한 한 단순하고 명확하며 통일적이어야(simple, straightforward and 

uniform) 한다.

일정한 종류의 채권마다 각기 다른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첫

째로 어떤 기간의 적용을 받는 채권을 그렇지 않은 채권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한 

境界劃定의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규정된 시효기간이 반드시 합리성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판례나 학설은 그 규정에서 채택된 개념을 왜곡해서, 일

반적 입장에서와는 달리 시효에 대하여는 그 채권의 경계를 ‘재설정’하려는 유혹

을 받기 쉽다. 둘째, 시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일반적 범주를 발견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일상의 거래 또는 경제적 의미가 적

은 거래에 기한 채권에 대하여 단기의 시효기간을 정하려 하거나, 채권자나 채무

자의 직업적 지위에 좇아 다른 시효기간을 정하려 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을 명

확한 개념을 구사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至難한 일이다. 그 채권을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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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열거하면 이는 곧 시대에 뒤떨어질 위험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나치게 추

상적이 된다. 또한 법적 성질에 좇아 채권을 나누어 각각 다른 시효기간을 정하

려 한다면, 이는 현재의 채권법에서 두루 인정되는 각종의 채권간의 相互關聯性
(interconnectedness)을 무시하게 된다. 오늘날 계약과 불법행위, 나아가 부당이득 

등의 제도는 기능적으로 서로 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에 각기 다른 

시효기간을 정한다면, 이는 평가상으로 정합적이지 않은 결과가 되기 쉽다. 이는 

회귀적 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시효기간을 정하는 것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多元的 시효기간을 택하게 되면 결국 채권자나 채무자가 자신의 법
적 지위를 정확하게 알고 또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그보다는, 모든 채권에 일률적으로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위

와 같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一元的 시효기간을 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낫
다는 것이다.14) 그리고 이것이 그 사이의 국제적인 경향15)에도 보다 잘 들어맞

는다고 한다.

 

3. 認識可能性의 要求

앞의 2.에서 본 ｢채권자의 합리적 이익｣에 배려하기 위해서는 시효기간의 진행

에 일정한 ｢인식가능성(discoverability)｣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는 자신의 

권리를 추급할 수 있는 상당한 기회를 가졌어야 하는 것이다(p.174-178).

(1) 그런데 PECL III에 의하면, 3년의 단일한 일반소멸시효기간을 정하는 것과 

인식가능성을 요구하는 것과는 불가분의 관련(｢平衡錐｣ counterbalance)을 가진다

(p.174-175).

인식가능성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판단기준으로 불명확한 점이 많은 것이어서 

시효기간의 진행을 오로지 객관적인 기준만에 걸리게 하는 편이 낫다고 할 것인

가? 만일 이를 긍정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시효기간을 채권의 종류별로 각각 

정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기본적인 선택｣의 문제

14) 이와 관련하여 PECL III, p.164의 補註 1은, 소멸시효기간에 광범위한 차이를 두는 
것은 違憲的인 差別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벨기에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다.

15) 예를 들어 벨기에에서는 1998년 6월 10일의 법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이 경우에는 10년) 외에는 모든 채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정
하 다고 한다. PECL III, p.165 補註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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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PECL III은 다음과 같이 논한다.

모든 채권의 시효기간 진행을 객관적 기준에만 걸리게 할 수 없다는 데 대하

여는 광범위한 의견일치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채권자의 인식 또는 적어도 인식가능성에 걸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불법행

위상의 손해배상채권과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전자에서 시효의 진행을 인식가능성에 걸리게 하면서 후자에 관하여 인

식가능성의 획득 전에도 시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그

리고 만일 법이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인식가능성이라는 주관적 기준을 감수할 

태도가 되어 있다면, 앞의 2.에서 본 채권 전체의 상호관련성에 비추어 그 기준

을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손해배상 이외의 분야에서 인식가능성을 요구한다고 해도 실제로 큰 

문제는 없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 따라서 언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 것이다. 그리고 계약상 급부의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이득과 관련하여서도, 당사자들은 계약의 효력이 불발생하 는지, 따라서 자

신이 행한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통상은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 계약이 착오나 사기․강박 등을 이유로 하는 취소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

시16)로 하여야 하므로(제4:112조 참조),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다.

(2) 認識可能性의 요건은 엄 한 의미에서는 기산점에 관하여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소멸시효기간의 연장(Extention of Period)｣이라는 제목을 가지는 

節(제14장 제3절)에 규정되어 있고, 이는 ｢기산점(Commencement)｣에 대하여 정

하는 同章 제2절의 제14:203조와는 별개인 것이다.

(a) 유럽대륙법에서는 전통적으로 또 우리 민법에서도 그러한 대로 소멸시효의 

｢중단(interruption)｣과 ｢정지(suspension)｣를 구분하여 왔는데, PECL III은 시효중

단 대신에 시효기간의 ｢갱신｣의 제도를 도입한다(p.174. 이에 대하여는 뒤의 4.도 

참조). 그 외에 시효의 정지와 완성유예가 인정된다. 시효정지사유는 다시 둘로 

나누어지는데, 첫째는 애초부터 시효 진행의 개시를 막는 ｢원시적｣(“initial”) 사유

16) 舊稿에서는 이를 ｢상대방에 대한 통지(notice)｣로 번역하 다. 그러나 ｢통지｣ 대신 ｢의
사표시｣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어, PECL III의 번역에서는 이를 바꾸었다. 예를 
들면 제13:104조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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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인식가능성은 대체로 이에 해당하며,17) 둘째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시효를 

정지시키는 후발적 사유로서, 재판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제14:302조)과 

불가항력(제14:303조)이 대체로 이에 해당한다(후자에 대하여도 뒤의 4. 참조). 前
者는 이미 독일․그리스․이태리 등에서 잘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기산점 자체를 뒤로 미루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

을는지도 모른다.18)

(b) 그런데 이와 같이 인식가능성의 요건을 기산점의 문제로 다루지 아니하고 

정지사유로 정하는 것에는 몇 가지 利點이 있다(p.177-178).

첫째, 불가항력이나 대리인 없는 무능력자의 경우에서 보는 대로 시효의 정지

나 완성유예의 사유는 모두 “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가 진행

되지 않는다(agere non valenti non currit praescriptio)”19)라는 보다 보편적인 思
考가 발현된 것이다. 인식가능성의 요구도 그러한 사고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같은 곳에 규정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낫다.

둘째, 소송에서 시효완성은 피고, 즉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그 주

장․입증의 핵심은 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실인데, 그것은 기산점에 달려 있

다. 만일 인식가능한 날을 기산점으로 정한다면, 피고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

다. 오히려 채권자가 예를 들어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는 대체로 채권자의 역에 속하는 사정이므로, 그가 이를 주장․입증하도록 하

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효기간의 정지사유 기타 기간의 ｢연

장｣은 채권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인정되고 있다.

셋째, PECL III은 시효기간의 최대한도를 정하는데(제14:307조. 이에 대하여는 

17) 그러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으로 채
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신의 상속사실을 알지 못하 거나 종전의 채무자가 누가 새로

운 채권자인지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던 때가 그러하다. PECL III, p.177 참조.
18) 예를 들면 2002년 대개정 전의 독일민법은 그 제204조에서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동
안의 배우자간의 청구권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청구권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는 혼

인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또는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고

(gehemmt) 규정한다. 이들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들 청구권에 관하여는 혼인관계 등이 
소멸하여야 비로소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진행개시의 정지

(Anlaufshemmung)｣라고 불린다. PECL III, p.178 補註 1도 참조.
19) 이 法諺은 D. 1, 18, 16에 대한 바르톨루스의 注解에 연유한다고 한다. 이 법언에 대
하여는 Karl Spiro, Zur neueren Geschichte des Satzes “agere non valenti non currit 
praescriptio,” Festschrift für Hans Lewald(1953), S.585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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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의 5. 참조), 그 기간을 기산점, 즉 채무가 이행되어야 하는 때로부터 몇 년으

로 정하는 것이 간명하다(p.194). 그런데 만일 인식가능성을 기산점을 정하는 사

유로 하면, 그 규정은 매우 복잡해지지 않을 수 없다.

(c) 그렇다고 인식가능성의 요건이 기산점의 문제와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p.169, 176).

PECL III은 일반적으로 시효기간은 채무자가 이행을 하여야 하는 때, 즉 채무

의 이행기부터 진행을 개시한다고 정한다. 그런데 특별히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

는 “그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한다(이상 제14:203

조 제1항). 손해배상채권에서는 손해의 발생이 그 요건의 하나인데, 손해는 단지 

잠재적으로만 발생하거나 가해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야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일단 손해가 발생하 어도 예기치 못한 별도의 손해가 

한참 뒤에 새로 발생하기도 한다.20)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내용의 손해배상채

권에 대하여 언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기산된다고 할 것인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

다. 그러므로 PECL III은 손해의 발생 이외의 요건이 다 갖추어진 때, 즉 가해행

위(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가 있은 때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규정은 채권자, 즉 피해자에게 가혹한 결과가 되지 않을까? PECL 

III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제14:301조에서 채무자에게 인식가능하여야 하는 것으

로 요구되는 사정은 채무자가 누구인지와 채권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둘인

데, 이 중 後者에 관련하여서 특히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는 ｢손해의 종류(type 

of damage)｣가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손해의 종류｣도 

합리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처음에는 재산손해만이 있는 것으로 보

으나 후에 인신손해가 발생하 음을 알게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애초에는 사소

한 것으로 보 던 것이 후에 예기치 못한 심중한 손해를 야기한 경우도 아울러 

포함하는 것이다(p.176). 그러므로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이 비록 그 

가해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기산된다고 하여도, 실제로는 바로 위의 제14:301조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즉 가해자가 누구인지와 당해 손해의 발생을 합리적으

로 알 수 있었어야 비로소 그 진행을 개시하게 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산규정이라도 채권자에게 가혹하지 않다는 것이다.

20) 또한 ｢순수재산손해(pure economic loss: reiner Vermögensschaden)｣의 처리는 시효기
간의 기산과 관련해서도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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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時效期間의 ｢延長｣

시효의 ｢중단｣이라는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사용하지 않으며,21) 그 대

신 ｢갱신(renewal)｣의 제도를 도입한다(p.174, 198). 그 외에 시효의 정지와 완성

유예가 인정된다.

(1) 시효정지사유로서는 앞의 3.에서 살펴본 ｢인식가능성｣ 외에 재판 기타 이

에 준하는 절차(제14:302조)와 불가항력(제14:303조)이 있다. 여기서는 前者에 대
하여만 보기로 한다(p.180-182).

訴의 提起는 채권자가 분쟁의 권위 있는 해결을 구하여 主動的으로 행하는 것
으로서, 소멸시효의 제도목적에 비추어서 그에 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그 

법적 효과에 대한 PECL III의 판단은 흥미롭다. 그에 의하면, 세 가지 선택이 가

능하다. 하나는, 이제 시효기간이 그 진행을 아예 멈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에는 재판절차가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종료된 경우에도 과연 그러한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제기된다. 다른 하나는, 시효가 ｢중단｣되거나 그 기간이 ｢갱신｣된

다는 것이다. 이것이 유럽대륙법에서 전통적으로 채택된 태도이다. 그러나 다른 

중단사유와는 달리, 재판은 계속되는 일련의 절차이다. 그러므로 ｢중단｣이 언제

까지 지속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22) 나아가 특히 그 절차가 본안판단 없이 

종료된 경우(예를 들면 관할을 위반하 거나 기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소가 

각하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소의 제기로 자신의 채권을 추급할 의사를 표시하

고 또 채권자가 언제나 그러한 하자에 대하여 잘못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므

로, 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소멸시효에 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중

단｣ 방식에서는 ‘全部 아니면 無’의 선택만이 가능하다.23) 그러므로 세번째 선택

지가 낫다. 그것은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효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것이다. 채권자의 승소로 종료하면, 제14:202조에 의하여 시효기간은 10년이 된

다.24) 청구가 기각되면, 이는 소멸시효에 걸릴 채권 자체가 없다는 말이 된다. 

21) 이 용어는 주지하는 대로 로마법의 interruptio temporis에 연유한다(p.198도 참조).
22) 아니면 법원이나 당사자들의 소송상 행위가 있을 때마다 시효가 ｢중단｣된다고 하여야 
한다.

23) PECL III, p.183 補註 3은, 절차상 하자 있는 소제기나 소의 취하가 소멸시효에 미치
는 향이라는 문제에 대한 각국의 태도를 개관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梁彰
洙, “흠 있는 訴提起와 時效中斷”, 서울대 法學 제37권 1호(1996), 143면 이하(同, 民
法硏究 제4권(1997), 73면 이하에 再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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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됨으로써 절차가 본안판단 없이 종료되면, 채권자는 남

은 시효기간 내에 새로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PECL III은 訴提起로 개시된 재판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
행되는 동안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정한다(제14:302조). 소가 절차상 이

유로 각하된 경우에 남은 시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여도, 채권자가 새로

운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다. 그 경우

에 채권자를 아예 처음부터 소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경우보다 더 나은 지위에 

둘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2) 완성유예(postponement of expiry)는, 채권 또는 그 발생원인이 될 수 있는 

사정에 관하여 협상이 진행 중인 때(제14:304조), 무능력자에게 대리인이 없는 

때 또는 무능력자와 그 대리인 사이의 채권인 때(제14:305조), 채권자 또는 채무

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이 또는 그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제14:305조)에 인정된다. 그러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종

료한 때로부터 1년 안에는 완성되지 않는 것이다.25)

유럽대륙의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 민법 제180조 제2항에서와 같이, 夫婦間의 
債權인 경우를 시효중지사유로 한다.26) PECL III은 이를 완성유예사유로 정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배제하 다(p.190).27) 위와 같은 태도는 혼인관계의 ｢경건함｣을 

24) 그리고 제14:402조는 제14:202조에서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정하는 10년
의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자가 그 후 합리적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함으로써 ｢갱신｣된다

고 정한다.
25) 이상에서 본 대로, 우리 민법에서 정하는 시효중지사유(동법 제179조 내지 제182조)
는, 앞서 본 不可抗力의 경우(동법 제182조)를 제외하고는, PECL III에서는 오히려 완
성유예사유에 해당한다.

26)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大改正 후에도 마찬가지이다. 독일민법 제207조 제1항 참
조), 그리스, 스위스, 이태리 등이 그러하다고 한다. PECL III, p.192 補註 5 참조.

27) 그 외에 PECL III, p.189-190은 어린이에 대한 性的 虐待를 이유로 하는 그의 손해배
상청구권에 대하여 그 학대가 부모 기타 근친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피해자

가 사건을 추급하는 것을 가로막는 심리적 장애를 극복할 때까지 시효의 진행을 정지

시키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문제
는 어린이에 대한 성적 학대에 관한 特別法에서 다루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유보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2002년 大改正 후의 독일민법 제208조가 ｢
性的 自己決定權(sexuelle Selbstbestimmung)의 침해로 인한 청구권｣에 대하여는, 피해
자가 21세가 될 때까지, 또는 그가 가해자와 家庭共同生活關係에 있는 경우에는 그 
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그 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하는 것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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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하는데,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외면하는 것에 불과하다. 배우자가 사

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을 훨씬 전에 시효소멸하 을 채권으로 놀라게 하거나, 이

혼이 묵혀 둔 한을 풀 기회를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또 부부간의 채권이라고 해서 

시효가 정지한다고 하면, 공동생활을 하는 가까운 사람들간의 채권도 마찬가지로 

처리되어야 할 것인데, 그 경계를 획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3) 시효의 정지나 완성유예보다 강력한 효과를 가지는 시효기간의 ｢갱신｣, 즉 

시효기간이 처음부터 새로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은 채무승인(제14:401조)과 강제

집행의 시도(attempted execution. 제14:402조)의 두 가지 사유에 대해서만 인정된

다(p.198-201).

(a) 승인을 ｢갱신｣의 사유로 하는 이유의 설명이 흥미롭다(p.198). 채무금의 일

부나 이자를 지급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보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채무승인을 신뢰하

여 소제기 등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권자가 보호되어야 한다. 또 채무승인은 채권

에 관한 어떠한 불명확성도 감소시킨다. 한편 채무승인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므로 

시효의 정지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법이나 UNCITRAL의 ｢국제물품매매에서의 소멸시효에 관한 협약｣28)

에서와 같이 승인이 서면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할 것까지는 없다. 단지 그 승

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행하여질 것을 요구함으로써 족하다. 그런데 판결로 확정

되어 시효기간이 10년이 된 채권(제14:202조)에 대하여도 승인은 행하여질 수 있

는데, 그 경우에 새로이 진행되는 시효기간은 이제 10년이 아니라 원래대로 3년

이다(제14:401조 제2항).29)

이다.
28) Convention on the Limitation Period i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원래 1974년 

6월 14일에 미국의 뉴욕에서 체결되었다. 그 후 국제동산매매협약(비엔나협약)이 체결
되면서 1980년 4월 11일의 議定書(Protocol)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이 협약과 의정서
는 1988년 8월 1일에 발효하 다.

29) 제14:401조 제2항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효기간의 만료가 앞당겨져서는 안된다
는 단서를 붙이고 있다. 예를 들어 확정판결이 1989년 10월에 있었는데, 4년 후인 
1993년 10월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 다면, 그 채권은 채무승인시부터 3년 후인 
1996년 10월이 아니라 원래대로 1999년 10월 10일로 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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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ECL III에 의하면, 채권자가 승소판결 기타 집행할 수 있는 문서를 획득

하면 시효기간은 이제 10년이 되지만 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므로(제14:302조 제2항. 앞의 3.(1)도 참조), 채권자가 시효의 완성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집행

을 시도하는 것뿐이다. 그 시도는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이나 집행공무원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에 의하여 행하여진다.30) 다만 그 신청이 효력이 없거나, 

집행행위가 시도되기 전에 취하된 경우는 예외라고 한다(p.201).

5. 最長期間의 規定 ― ｢延長｣의 制限

(1) 앞의 3.에서 본 대로 ｢인식가능성｣을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사유로 채택

한다면, 채권자에게 인식가능성이 없는 한에서는 시효가 언제까지라도 완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보다 일반적으로 시효정지나 완성유예에 의한 소

멸시효기간의 ｢연장｣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한다. 즉 비록 

채권자에게 인식가능성이 없었더라도, 또 기타의 시효정지나 완성유예의 사유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소멸시효기간의 ｢연장｣은 그 最長期間(“long-stop”)으로 정하

여진 기간을 넘을 수는 없게 하는 것이다. PECL III은 제14:307조에서 이에 대

하여 정한다(p.193-195).

(2) 문제는 그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이다. 모든 채권에 통일적으로 할 것

인가, 아니면 채권의 종류별로 달리 할 것인가? 결국 人身損害(personal injuries), 

즉 사람의 신체(및 심리)에 가하여진 손해의 배상채권에 대하여는 30년, 그 이외

의 채권에 대하여는 10년으로 정한다. 물론 하나의 사고가 재산손해와 인신손해

를 아울러 일으키는 일이 빈번한데 兩者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든
지, 인신손해에 대해서도 ｢사태를 흐리는 시간의 힘｣은 재산손해에서와 마찬가지

로 작용한다든지, 유럽연합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지침이 인신손해와 재산손해에 

대하여 동일한 최장기간을 정하고 있다든지 하는 反論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인

신손해는 종종 상당히 긴 잠복기간을 거쳐 비로소 나타난다는 것, 생명과 건강 

및 신체적 완전성은 일반적으로 재산손해보다 중요시되는 이익이라는 것, 그리고 

PECL III, p.199 例(“Illustration”) 3 참조.
30) 가압류와 가처분과 같은 保全處分에 대하여는 PECL III에 별다른 언급이 없다. 아마
도 이는 ｢강제집행｣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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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손해와 기타의 손해의 구분은 비교적 명확하다는 것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

은 규정이 채택되었다(p.193-194).31)

(3) 하나 주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最長期間은 그 법적 성격이 통상의 소멸
시효기간과는 다른 소멸시효기간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시효의 

정지나 완성유예로 인하여 시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라는 

점이다. PECL III은 단지 3년의 단일한 소멸시효기간을 가질 뿐인데, 이 기간이 

최장 10년 또는 30년까지만 연장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장기간이 제

14:203조에서 정하여진 시효의 기산점으로부터 계산되는 것은 당연하다(p.194).

한편 이 최장기간의 제도는 시효의 정지 또는 완성유예의 사유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재판절차 등은 의외로 오래 끌 수도 있으므로, 그 절차의 진행

에 의한 시효정지(제14:302조 참조)의 경우만은 예외로서, 이 경우에는 최장기간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제14:307조 제2문).

6.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대하여 PECL III은 ｢약한｣ 효과를 택한다.

(1) 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는 것(｢강한｣ 효과)이 아니라, 채무자가 이

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될 뿐이다(제14:501조 제1항).

강한 효과를 정하는 나라에서도, 약한 효과로 설명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다 

정합적이라고 생각되는 귀결, 즉 채무자가 이미 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이어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과 법원이 職權으로 시효의 완성을 고려하
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통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약한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에 맞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시효제도의 목적에 더욱 적합하

다.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 후에라도 이행을 의욕하는 데도 그를 보호할 이유는 

없고, 그 이행을 허용한다고 해서 시효제도가 추구하는 ｢분쟁의 종식｣이라는 공

31) PECL III, p.194-195에 의하면, 위원회는 環境損害(environmental damage)에 대하여도 
10년의 최장기간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손해｣라는 것이 아직 
충분히 명확화되지 아니하고 또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는 개념이므로, 이를 소멸시효
라는 맥락에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도달하 다고 한다. 이 역시 앞의 
註 27에서 본 성적 학대의 경우처럼 별도의 입법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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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 시효 완성 후에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평화를 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채무자에게 永久的 抗辯
權(exceptio peremptoria)으로서의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채무

자가 이미 이행한 것은 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반환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정한다(同條 제2항).32) 한편 시효의 완성이 담보에 미치는 향에 대하여는 규정

하지 않는다(p.202-203).

(2) 그 외에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대하여는 주된 채권의 시효완성의 효과는 

종된 채권에도 미친다는 것(제14:502조), 그리고 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써도 채

권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서 상계를 할 수 있다는 것(제14:503조)을 정할 뿐이다. 

이 중 後者에 대하여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p.205-206). 상당수의 국가에서

는 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대하여 시효완성 전에 상계를 할 수 있

었어야 한다는 것 외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33) 그러나 그것이 소멸시효제

도의 목적에 맞는지 의문이 없지 않다.34) 채권이 소송으로 추급되는 경우에서와 

같이 상계로 실현되는 경우에도 ｢사태를 흐리게 하는 시간의 힘｣은 마찬가지로 

작용하므로, 어느 경우에나 채무자는 보호되어야 하고, 특히 소송에서 상계항변

이 행하여진 경우를 생각하면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기한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분쟁의 종식｣이라는 이익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PECL III은 상

계에 소급효를 부인하고 將來效만을 부여하므로(제13:106조 참조), 여기서는 단지 

상계의 의사표시가 행하여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면 족하다. 그리하여 

결국 상계의 의사표시 전에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한 경우에는 그 상계를 허

용하여서는 안된다. 또 통상은 채무자가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한 때에 비로소 시

효완성을 주장하게 되므로, 채무자는 상계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는 2개월로 정하여졌다) 내에는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

32) 이와 관련하여 PECL III, p.204 補註 1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自然債務(ob-
ligatio naturalis)라고 부르는 일이 ｢약한｣ 효과를 정하는 나라에서나 ｢강한｣ 효과를 
정하는 나라에서나 종종 있는데, 이러한 용어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33) 독일민법 제390조 제2항, 스위스채무법 제120조 제3항, 그리스민법 제4432조, 포르투
갈민법 제850조, 네덜란드민법 제6:131조 제1항, UNCITRAL협약(앞의 註 28 참조) 
제25조 제1항 등 참조. 우리 민법 제495조도 같다.

34) 이러한 문제는 이미 Peter Bydlinski, Die Aufrechnung mit verjährten Forderungen, 
AcP 196(1996), S.293ff.에 의하여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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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시효완성된 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게 되었다.

(3) 다른 한편 PECL III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

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상세히 논한다(p.195-196, 203).

PECL III은, 일부의 나라에서 채무자가 채권을 ‘사기적으로 숨긴’ 경우에 시효

의 진행이 정지한다고 규정하는데,35) 그 當否에 대하여 살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어차피 채권자의 인식가능성의 결여가 정지사유인 이상 불필요하다. 그러

면 아마 채무자에게 일정한 害意가 있으면 앞의 5.에서 본 最長期間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만이 남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어떠한 사

정 아래서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가라

는 보다 일반적인 문제와 관련된다. 그리고 신의칙을 법의 일반원칙으로 내세우

는 법제에서는 그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다.

시효완성의 주장도 다른 법적 행위와 마찬가지로 信義則의36) 제한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소멸시효가 개별적 정의를 희생시키고라도 법적 안정성을 도

모하는 제도임에 유념하여, 쉽사리 신의칙을 개입시켜서는 안된다. 또 시간이 지

날수록 채무자에게 비난받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따지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

고 더욱 비생산적으로 되므로, 시간이 많이 경과하 다는 점도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도 여전히 신의칙이 문제되는 경우는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

우를 ｢사기적 묵비｣라는 것에 못박을 수는 없으며, 威力이나 强迫도 문제될 수 
있다. 또 이들 사정이 없어도, 가령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

속한 경우 등에서는 시효완성의 주장이 배제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

서는 시효이익의 사전포기를 허용하지 않으므로,37) 위와 같은 경우에 채권자는 

信義則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 PECL III에서와 같이 소멸시효에 관한 약정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는 태도를 취하더라도(제14:601조. 뒤의 7. 참조), 예를 들면 

시효기간의 만료 직전에 그러한 약속을 한 경우에는 신의칙 위반이 문제될 수 

35) 이태리민법 제2941조 제8호, 그리스민법 제255조 제2항, 네덜란드민법 제3:321조 제1
항 f호, 국의 1980년 出訴期限法 제32조 제1항 b호 등이 그러하다고 한다.

36) PECL 제1:201조 제1항은 “각 당사자는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good faith and fair 
dealing)에 좇아 행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일반적 의무(general duties)｣의 冒頭에 규
정하고 있다.

37) 그 立法例에 대하여는 PECL III, p.204 補註 4 참조. 우리 민법 제184조 제1항도 마
찬가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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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한다.

7. 消滅時效에 관한 特約

(1) 당사자들은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종종 이런저런 약정을 한다. 시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하는 것, 기산점을 법이 정하는 것과 달리 정하는 것, 기간의   

｢연장｣을 일으키는 사유를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것, 그리고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일반소멸시효기간을 장기로 정하는 나라들은 소멸시

효의 완성을 어렵게 만드는 약정내용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

가 적지 않다. 그러나 PECL III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한 약정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한다(p.207-208).

소멸시효는 일차적으로 채무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그가 그 보호의 제한

에 동의한 경우에는 私的 自治가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소멸시효기간을 3

년의 단기로 정하는 이상 이를 연장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의사에도 배려하여

야 한다. 실제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어렵게 하는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나라에

서도 예를 들어 이행기를 늦추거나 기한을 유예하는 약정과 같이 간접적으로 소

멸시효에 향을 미치는 약정의 효력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왜 소멸시

효의 기산점 자체를 늦추는 약정이 허용될 수 없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 이와 

같이 경계획정이 미묘한 제한을 과하느니 이를 철폐하는 것이 낫다.

요컨대 소멸시효에 관하여 私的 自治를 승인하는 것은 단기의 일반소멸시효기
간과 제도 일반의 단순성․통일성에 대한 평형추인 것이다. 예를 들어 당사자들

이 인식가능성의 결여를 정지사유로 하는 것이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그 규정을 배제하면서 보다 장기의 시효기간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p.208).

(2) 그런데 소멸시효에 관한 약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여야 한

다. 우선 그것이 約款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나아가 아무리 사적 자치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소멸시효제도를 아예 배제하게 되는 내용의 합의는 허용될 수 없다. 

그 예의 하나가 소멸시효기간을 30년을 넘는 기간으로 정하는 경우이다. 또한 그

것을 1년 이하로 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리하여 시효기간을 제14:203

조에서 정하는 기산점으로부터 기산하여 30년 초과 또는 1년 미만으로 정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제14:60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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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 民法에의 示唆

1. 消滅時效制度의 正當性

(1)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일부 實務家들, 그리고 간혹 民法敎授들에게서 소멸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기본적 회의를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張晳朝38)는 “기존에 존재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시간의 경과라는 

사실만에 기초해 이를 박탈하는 소멸시효제도”(강조는 인용자가 가한 것이다. 이

하 같다)라고 하고(667면), 나아가 그 제도의 ｢목적｣에 대한 논의를 검토한 후에 

“소멸시효제도는 거래관계의 근저에 놓여 있는 사회․경제적 대가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어 일반 국민의 정의관념 또는 도덕의식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결론적으로 “시효규정에 대하여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

용됨이 상당하다”고 한다(668면).

또한 취득시효제도 일반에 대하여 大判 95.5.9, 94다22484(공보 2078)는, 그 사

건의 쟁점과는 별다른 관계도 없이, “무릇 점유취득시효제도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배제하고 점유사용의 현실적 상황을 존중하자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

는 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할 요소가 큰 것이므로, 법이 진정한 재산

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온당치 않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그 취득요건

은 극히 엄격히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법관 개인의 時效觀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高翔龍39)은, 주로 星野英一40)에 의존하면서, “[시효제도에 기하여] 스스로 

채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채무자를 면책하고, 또는 무권원의 점유

자도 소유자로서 보호받는 경우를 발생케 한다는 것은 부도덕 나아가 법률상 약

탈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비판도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시효제도 일반은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변제자가 이중변제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그 존재이유를 ―필자의 所見으로는― 부당하게 제한적으

38) 張晳朝, “소멸시효 항변의 소송상 취급”, 法曹 제48권 1호(1999. 1), 32면 이하(민사실
무연구회, 民事裁判의 諸問題 제10권(2000), 667면 이하에 再錄. 이하 이에 의하여 인
용한다).

39) 高翔龍, 民法總則, 全訂版(1999), 665면 이하.
40) 星野英一, “時效に關する覺書 ―その存在理由を中心として”, 同, 民法論集 제4권

(1978), 167면 이하(원래는 法學協會雜誌 제86권 6호․8호, 제89권 1호, 제90권 6호
(1969-1974) 所載).



2003. 12.] ｢유럽계약법원칙｣의 소멸시효규정 133

로 이해한 다음, “따라서 시효를 넓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시효를 가능

한 대로 제한하려는 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필자는 소멸시효제도를 입법자가 일정한 합리적 이유에 기하여 채

택한 ｢좋은 제도｣라고 평가한다.41) 그리고 위와 같은 시효제도에 대한 疑懼는 우
리 법상의 관련 규정의 입법론적 문제점42)을 시효제도 자체에 대한 懷疑로 확대
한 것이거나, 시간의 경과라는 일률적 기준을 요건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에 

따르는 ｢불가피한 대가(necessary price)｣43)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本末을 역전시
킨 데서44) 연유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필자에게는 PECL이 결론적으로 “개

별 사안에서 가혹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소멸시효제도는 일반

적으로 현대의 법체계에서 불가결한 장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

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2. 短期의 통일적 일반소멸시효기간과 그 평형추로서의 認識可能性要件

(1) PECL III의 소멸시효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3년이라는 단기의 통일적 일

반소멸시효기간을 채택하면서, 그 ｢평형추｣로 인식가능성을 시효정지사유로 정하

는 것이다. 만일 우리 민법이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소멸시효

법의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앞으로 상당한 기간 안

41) 이 맥락에서 소멸시효를 로마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익한 법제도의 하나”라고 평가
하 던 사비니의 말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梁彰洙, “사비니의 
消滅時效論”, 오늘의 법률 제138호(2000. 7. 15), 4386면 이하 참조. PECL III, p.161 
補註 5도 소멸시효제도의 밑바탕에 있는 정책적 근거(“underlying policy considera-
tions”)와 관련하여, 위 에서 살핀바 있는 Savigny, System des heutigen römischen 
Rechts, Bd.5(1841), S.267ff.를 참고자료의 하나로 인용하고 있다.

42) 이것은 특히 우리나라의 취득시효제도에서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도 취득시효의 대
상이 될 수 있다고 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43)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운용하는 것이 요구됨은 물론이다. 이는 
기산점, 시효의 중단이나 정지사유 등의 구체적 해석, 나아가 신의칙의 적용 등을 통
하여 도모되어야 할 일이다.

44) PECL III, p.194의 다음과 같은 言明을 이 자리에서 인용해 두어도 좋을 것이다: “우
리는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즉 흔히 우리는 채권자
가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도 자신의 채권을 입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에 

의하여 그 행사를 저지당하는 가혹함만을 염두에 두고, 소멸시효제도가 부당한 채권
의 추급을 막은 수많은 경우들에 대하여는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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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러한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는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제162조 제1항). 독

일의 舊法이나 프랑스, 또는 오스트리아의 30년에 비하면 3분의 1이고, 그리스나 

최근의 네덜란드민법의 20년에 비교하여도 반에 불과하다.45) 그러한 처지에서 

PECL Ⅲ이 스스로 인정하는 대로(앞의 III.3.(1) 참조), 인식가능성이라는 그 구

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불명확성을 수반하는 요건을 다름 아닌 법적 

안정성을 그 주요한 취지로 하는 소멸시효제도에 도입하는 것에는 주저하지 않

을 수 없다. 또 우리 사회에서의 권리추급의 실태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단기

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정하는 데도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면 나아가 

最長期間의 제도(앞의 Ⅲ.5. 참조)를 도입할 필요도 그만큼 줄어든다.

(2) 다른 한편 PECL Ⅲ이 제시하는 소멸시효규정의 ｢단순성․통일성｣은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어떻게 하면 이를 달성할 수 있을까?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각종의 어지러운 단기소멸시효를 재고하는 일일 것

이다. 예를 들어 민법 제163조, 제164조에서와 같이 1년 또는 3년의 단기소멸시

효에 걸리는 채권을 일일이 열거하게 되면, 이는 결국 시대에 뒤떨어지게 될 것

이다(앞의 Ⅲ.2. 참조).

나아가 訴提起 외에 그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효중단효를 가지는 사유들(제171

조 내지 제174조)은 민사분쟁해결제도의 변화에 좇아 그 내용이 달라지거나 범

위가 확대 또는 축소되거나 하지 않을 수 없다.

3. 時效期間의 ｢延長｣

시효의 ｢중단｣ 대신에 ｢갱신｣의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용어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갱신이나 시효정지 또는 완성유예 등을 포함하여 시효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일단 다음과 같이 생각하여 본다.

(1) 우리 민법상의 시효중단사유로 정해져 있는 請求(제168조 제1항)에 관하여 

보면, PECL III에는 재판상 청구가 시효정지사유로 정하여져 있다. 우리 민법에

서 재판 외의 청구는 온전한 시효중단사유라고 할 수 없다. 즉 催告는 그 후 6

45) 이태리, 스웨덴, 핀란드 등이 우리와 같이 일반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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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안에 소의 제기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제174조 참조). 그렇다고는 해도 우리의 사정 아래서는 PECL III과 

같이 그것에 아무런 효과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지 주저되는 바가 없지 않다.

그 외에 재판상 청구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시효의 갱신사유로 하지 않고, 

그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정하더

라도, 그 결과에 있어서는 현재의 우리 민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청구로 시효의 중단이 있어도 그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

고 정하는데(제178조 제2항), 이는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는 

것이 전제된 것이고, 소가 각하되거나 당사자에 의하여 취하된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제170조 참조). 그러므로 채권자가 승소판결 또는 이에 준하

는 것을 얻은 때에 새로운 시효가 진행되도록 하고, 또 이에 일반소멸시효의 적

용을 받는 것(제165조 제1항)은 PECL III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다만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6개월 

내에 소의 제기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해야만 최초의 訴提起에 의하여 중단
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는 제170조 제1항의 규정은46)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된다. PECL III도 말하는 대로, 그 경우에도 채권자는 소의 제기로 자

신의 채권을 추급할 의사를 표시하 고 또 채권자가 언제나 그러한 하자에 대하

여 잘못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앞의 III.4.(1) 참조). 그런데도 그 후 

단지 6개월 안에 소제기 등을 해야만 시효중단효가 생긴다고 정하는 것은 채권

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은가 하는 느낌이 없지 않다.

(2) 한편 우리 민법 제179조는 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시

효의 완성이 유예된다고 정한다. 이는 무능력자를 위한 규정으로서, 무능력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무능력자에 대한 채권에는 적용이 없다

고 해석되고 있다.47) 그러므로 그 경우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법원에 후

견인의 선임을 신청하거나(제936조 제1항 참조), 소의 제기를 위하여 특별대리인

의 선임을 신청하여야 한다(民訴 제62조). 그러나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 뿐 아니라, 또 그 절차 중에 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46) 이 문제에 대하여는 梁彰洙(註 23) 참조.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독일민법의 개정 
전 제209조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47) 우선 民法注解 [I], 546면(尹眞秀 집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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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CL Ⅲ 제14:30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대로 그 사유는 ｢兩方向으로｣ 작용하여
야 할 것이다.48) 우리 민법은 相續財産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속

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라고 하여 양방향으로 정하고 있는데(제181조), 

그 취지는 무능력의 경우에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또 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민법 제180조 제1

항이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49) 이 역시 ｢양방향으로｣ 작용하여 법정

대리인이 무능력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할 것

이다.

(3) 채권에 관한 협상의 진행을 시효정지사유로 하는 것(PECL Ⅲ 제14:304조)

도 고려해 볼 만하다. PECL Ⅲ은, “화해에 도달하기 위한 당사자 사이의 협상은 

장려되어야 한다. 그 협상이 다가온 채권의 시효완성의 압박 아래서 행하여져서

는 안된다. 또한 협상이 채권자에 대한 함정이 되어서도 안된다. 채권에 대한 협

상을 시작함으로써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막은 채무자는 나중에 그 협상

으로 지나간 시간을 주장하여 이행을 거절하여서는 안된다”고 하며, 이를 PECL 

제1:201조에서 채택된 신의칙이 특수하게 발현된 것이라고 한다(p.186).

위와 같은 사안유형은 현재의 우리 민법에서는 아마도 신의칙의 문제로 처리

될 것이나,50) 이를 명문으로 시효완성유예사유로 정하는 것은 생각해 볼 만하다

고 여겨진다. 다만 ｢협상(negotiations)｣이라는 용어 등이 법률용어로서 충분히 명

확한지51) 등을 생각하며 보면, 이를 실정규정으로 만드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추측된다.

(4) 우리 민법 제180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는 달리 부부간의 채권에 대하

48) 독일민법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을 행한 바 있다. 舊法 제206조 제1항과 개정 후
의 제210조 제1항을 비교하여 보라.

49) 우리 민법상으로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를 상대로 채권을 행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거나(친권자의 경우. 제921조에서 정하는 利害相反行爲가 된다) 재산목록의 작
성 완료 전에 그 채권의 내용을 친족회 등에 제시하여야 한다(후견인의 경우. 제942
조).

50) PECL III, p.187 補註 2도 이러한 내용의 명문규정을 두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한다.
51) PECL III, p.187은 ｢협상｣은 넓게 해석되어야 하며, 이는 채권자가 채권이 상대방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거부되지 않았다고 합리적으로 믿게 하는 모든 의견의 교환

(exchange of opinion)을 의미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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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완성유예를 부인하는 PECL III의 태도(앞의 III.4.(2) 참조)는 적어도 우리 사

회의 실정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 時效完成의 效果

PECL III은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와 관련하여 ｢약한｣ 효과를 택하여 채무자에

게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그 자체로서 이해될 

수도 있는 태도라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 민법의 제정과정에서 소위 절대적 소멸

설을 취하고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의용민법 제145조)을 ｢삭제｣한 것은 시효

의 원용에 관련한 ｢각종의 학설｣, 특히 援用權者의 범위를 둘러싼 분분한 논의를 
종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52) 그런데 PECL III은 “이 원칙은 소멸시효의 

완성이 인적이든 물적이든 담보에 미치는 효과53)에 대하여는 다루지 아니한다”

고만 한다(p.203). 궁금한 점이 아닐 수 없다.

5. 消滅時效에 관한 特約

이에 대하여 PECL III은 보다 넓은 사적 자치를 인정하여야 함을 그 규정의 

단순성․통일성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는 다른 대

응을 하여야 할 필요에 의하여 설명한다(앞의 III.7.(1) 참조). 그러나 우리 민법이 

PECL III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단순하고 통일된 시효제도를 가진 것은 아니라

고 하여도, 그 태도에는 귀기울일 바가 있다고 여겨진다. 시효를 쉽사리 인정하

는 결과가 되는 약정에는 효력을 인정하면서, 어렵게 하는 결과가 되는 약정은 

이와는 달리 그 효력을 부인하는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시효제도를 

사실상 배제하는 것과 같은 장기의 시효기간을 정하는 약정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2) 民法案意見書, 上卷(1957), 103면 下段: “현행법[의용민법을 가리킨다]에는 일면 시효
의 결과로서 권리의 得喪이 생한다고 규정하고(현행법 제162조, 제163조, 제167조) 동
시에 시효의 援用[원문에는 ‘採用’이라고 하나, 誤字인 것으로 보인다]을 요한다는 旨
를 규정한 결과(현행법 제145조) 종래 시효의 원용에 관하여 각종의 학설이 발생하
는바 초안은 이를 정리하여 원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시효에 관하여서는 금

후 절대적 소멸설이 확정되고 따라서 원용은 하나의 항변권으로 화하게 한 것이다.”
53) 2002년 대개정 후의 독일민법 제216조 제1항은 이 문제에 대하여 “저당권, 선박저당
권 또는 질권이 존재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이는 채권자가 그 
부담의 목적물로부터 만족을 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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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184조 제2항과 같이 소멸시효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하거나 

가중할 수는 없고 이를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하 던 독일민법 제225조는 2002년

의 大改正에서 삭제되었고, 이제는 단지 故意로 인한 責任에 대한 소멸시효를 사
전에 감경할 수 없다는 것, 법률상의 기산점으로부터 30년의 소멸시효기간을 넘

어 가중할 수 없다는 것만이 정하여졌을 뿐이다(同法 제202조).

V. 小結

이상에서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 중에서 소멸시효에 관하여 정하는 제14장의 

규정내용과 그에 대하여 제시된 이유를 개관하고, 우리 민법의 입장에서 이를   

｢평가｣하여 보았다.

｢유럽계약법원칙｣은 유럽聯合이라는 政治體를 위하여 이제 새로운 법을 제정
하려는 관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와는 달리 어쨌거나 소멸시효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그 立法論이라고 해도 이미 있는 법규정에 대한 ｢개
정｣을 염두에 두고 제시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보다 신중

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현행의 규정 전반에 심중한 문제가 있

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발본적 개혁은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장기간

의 권리불행사를 원인으로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소멸시효제도를 구상함에 있

어서는 우리 사회에서의 권리행사의 실상을 항상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는 해도 우리 민법전의 연원이라고 할 유럽의 법에서 그 동안의 법운

용의 경험과 성과를 정리하고 평가하면서 제시되는 의견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

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앞서 살펴본 소멸시효법에서도 여기저기서 유럽 여러 

나라의 오랜 역사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절도 있는 論辨에 접하여 저
절로 마음이 움직이는 바가 적지 않았음을 고백하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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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scription Rules of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Ⅲ
―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ivil Law―

54)

Chang Soo YANG
*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ovisions on extinctive prescription (Chap. 14) of 

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ECL III”), which was published in 

March 2003 as one of possible frameworks for a future Draft European Civil 

Code. It is made of two parts. One is the summary of the prescription rules of 

PECL III with its underlying policy considerations, and the other is evaluation 

from the viewpoint of a Korean civilist, specially in terms of the revision work 

on the Korean Civil Code (“KCC”) now in process.

An important feature of the rules in Chap. 14 of PECL III is that the 

prescription regime is very streamlined compared to that existing in many 

European systems. In particular, there is only one period of prescription (3 years) 

for all claims, except those based on judgement (10 years)(Arts. 14:201, 14:202). 

The hardship which this short general prescription period may cause to the 

creditors, who are barred by prescription although able, even after the lapse of 

many years, to establish the claim, should be counterbalanced by applying the 

discoverability criterion for the running of the prescription period. So Art. 14:301 

of PECL III provides that the running of the period of prescription is suspended 

as long as the creditor does not know of and could not reasonably know of the 

identity of the debtor and the facts giving rise to the claim. It is because unless 

the creditor has previously had a fair chance of pursuing the claim, prescription, 

which can effectively amount to an act of expropriation for the general interest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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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egal certainty, can hardly be justifiable. Meanwhile, to prevent prescription 

from being postponed for decades because of the rule on reasonable 

discoverability, a 10-year maximum period (“long-stop”) after which no claim 

may be brought, regardless of the creditor's knowledge, is necessary (Art. 

14:306).

PECL III does not use the term “interruption,” but introduces the concept of 

“renewal” of the period, the essence of which is that a new period of 

prescription begins to run afresh. The renewal occurs, either when the debtor 

acknowledges the claim, or when the creditor reasonally attempts execution of 

his claim (Arts. 14:410 and 14:402). And the pending of judicial proceedings is 

decided to cause no renewal, but suspension of running of the prescription 

period (Art.14:302).

As a whole, the author is not persuaded to change the main features of the 

prescription rules of KCC in line with those proposed by PECL III. KCC has a 

general prescription period of 10 years, and the typical timidity and slowness of 

Korean people in pursuing their legal rights tells us not to shorten this short 

prescription period, compared to that adopted in many European countries (20 or 

30 years). And the “reasonable” discoverability criterion, as a subject one, would 

necessarily make the application of the prescription rules so uncertain that it may 

have to bear the danger to deprive the prescription regime of its justif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