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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개정루가노협약에 따른 계약사건의 국제재판관할*

1)

石 光 現
**

요 약

  여기에서는 2007년 10월 체결된 개정루가노 약에 따른 국제재 할  계약

에 한 사건의 특별 할을 검토하고 우리 법에의 시사 을 살펴본다. 루가노

약(제5조 제1호)은 계약사건의 경우 문제가 된 의무의 이행지의 법원이 있는 체

약국의 특별 할을 인정하 다. 그의 해석을 둘러싸고 첫째, 문제가 된 의무의 

의미와, 둘째, 이행지의 결정이 논의되었다. 문제가 된 의무는 청구의 기 가 된 

의무를 의미하므로 동일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구

인지에 할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이행지의 결정에 하여 유럽법원은, 법원

은 법정지의 규범에 따라 의무의 거법을 정하고 그 거법에 따라 의무이

행지를 결정한다(Tessili 공식). 그러나 이는 할의 결정을 복잡하게 하고, 외국

의 실질법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통일 인 해석을 해한다. 이러한 비 을 고려

하여 개정루가노 약은 매매계약과 용역제공계약의 경우 특징  이행에 착안하

여 독자 으로 이행지를 정의한다. 그러나 개정루가노 약도 다른 유형의 계약

의 경우 문제가 된 의무이행지의 할을 여 히 인정함으로써 타 을 하고 있다. 

반면에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1999년 비 안은 특징  이행에 착안한 이행지

를 철하는 에서 우수하다. 이는 이행지를 차법 으로 정의해야 하는가 아

니면 실체법인 이행지 개념에 의존해야 하는가라는 시각의 차이를 보여 다. 종

래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소송법 제8조를 근거로 의무이행지의 특별 할을 정하

는 견해가 유력한데, 이는 루가노 약과 유사하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계약

사건의 국제 할의 맥락에서 의무이행지의 결정을 고민해야 하고, 이를 해 다

양한 계약의 유형을 구분하여 깊이 검토해야 한다. 특히 계약사건의 국제 할의 

경우 ｢루가노 약 → 개정루가노 약 → 비 안｣으로 이어지는 진화를 엿볼 

수 있는데, 우리 국제사법상 국제 할의 해석론과 입법론의 정립을 하여 유럽

에서의 논의 동향에 좀더 큰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뤼셀 약, 뤼셀규정, 루가노 약, 개정루가노 약, 특별 할, 계약사

건의 국제 할, 의무이행지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8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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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1. 논의의 배경

여기에서는 1988년 당시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국가

들과 자유무역연합(EFTA) 국가들 간에 스 스 루가노1)에서 체결된 “민사  상

사사건의 재 할과 결의 집행에 한 약”2) 즉, 일명 “루가노 약”과, 2007

년 10월 30일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3) 덴마크4)와 EFTA 국가들에 의

해 서명된 개정된 루가노 약5)(이하 이를 “개정루가노 약”이라 한다) 제5조 제1

호에 따른 특별 할  통상의 계약에 한 사건(이하 “계약사건”이라 한다)의 

국제재 할(이하 “국제 할”이라 한다)을 검토한다.6) 2008년 12월 재 1968년 

체결된 유럽공동체의 “민사  상사사건의 재 할과 재 의 집행에 한 

약”7)(이하 “ 뤼셀 약”이라 한다)의 병행 약인 루가노 약이 시행 이고 개정

1) 루가노는 스위스 남부 이탈리아어권 칸톤인 티치노(Ticino)의 가장 큰 도시로 아름다
운 픙광을 가진 호반도시이다.

2) 영문 명칭은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the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이다.

3) 과거에는 유럽경제공동체였으나 이는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
하여 유럽공동체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개정루가노협약의 텍스트에서 보듯이 당사자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아니라 ‘European Community’이다.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하여 유럽연합이 창설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3개 공동체(제1기둥), 공동외교⋅안보정
책(제2기둥)과 사법⋅내무분야의 협력(제3기둥)으로 구성되는 복합개념이다. 김대순, 
국제법론 제13판(2008), 1385면. 현재의 유럽연합은 법인격이 없지만 장래 유럽헌법이 
발효되면 유럽연합은 법인격을 가지게 된다. 위 김대순, 1449면.

4) 초기에는 브뤼셀규정은 덴마크에는 적용되지 않고 덴마크에 대한 관계에서는 브뤼셀
협약이 적용되었다. 유럽공동체설립조약(제Ⅳ장)에 관하여 영국, 아일랜드와 덴마크에 
대하여는 특별한 약정이 적용되는데, 브뤼셀규정의 채택과 적용에 참여한 영국과 아
일랜드와는 달리 덴마크는 이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Jan Kropholler, Europäisches 
Zivilprozeßrecht: Kommentar zu EuGVO, Lugano-Übereinkommen und Europäischem 
Vollstreckungstitel, 8. Auflage (Verlag Recht und Wirtschaft, 2005), Einl. Rz. 21ff.(이
하 “Kropholler”라고 인용한다). 그러나 덴마크는 2005년 10월 19일 유럽공동체와 조
약을 체결하여 그 후 브뤼셀규정이 적용되나 개정루가노협약에서 덴마크는 별도의 당
사자이다.

5) 영문 명칭은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
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이다. 텍스트는 http://www.ofj.admin.ch/etc/medi 
alib/data/wirtschaft/ipr.Par.0022.File.tmp/260307_entw_lugano_convention-e.pdf 참조. 

6) 소비자계약, 근로계약과 보험계약에 관한 사건에 관한 특별관할은 제외한다.
7) 영문 명칭은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the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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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가노 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그 지만 개정루가노 약은 2009년 에 발

효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개정루가노 약을 심으로 논의한다. 아래에서 언

하는 부분의 학설과 례는 2002년 3월 1일 발효된 유럽연합의 뤼셀Ⅰ규정8)

(Brussels Ⅰ Regulation)(이하 편의상 “ 뤼셀規定” 는 “ 뤼셀規程”이라 한다)

에 한 것이나, 이는 개정루가노 약과 거의 동일하고, 특히 계약사건의 국제

할에 한 규정은 동일하므로(회원국이라는 표 의 사용 여부를 제외하면) 편의

상 개정루가노 약에 한 것으로 보아 서술한다.

2. 개정루가노협약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우리나라가 개정루가노 약의 체약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 약에 

심을 가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9)

첫째, 개정루가노 약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 할의 결정원칙과 그에 한 유럽

법원  체약국의 학설  례는 체로 뤼셀규정을 따른 것으로서 우리 국

제사법(제2조)의 해석론과 입법론상 국제 할규칙의 정립에 크게 참고가 된다.10)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제사법 제2조는 처음부터 과도기 인 입법으로 구상되었

다.11)

둘째, 개정루가노 약은 우리 기업이 동 약의 체약국 기업과 거래에서 체약

국의 법원이 국제 할의 유무를 단하는 데 용될 수 있고, 어느 체약국의 법

원에서 선고된 재 은 다른 체약국에서 쉽게 승인  집행되므로 우리 기업들에

게도 향을 미칠 수 있다.

and Commercial Matters”이다.
8) 영문 명칭은 “Council Regulation (EC) No 44/2001 of 22 December 2000 on Jurisdic-

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이다. 이를 ‘규칙’ 또는 ‘명령’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9) 본문의 첫째와 둘째는 과거 필자가 밝힌, 우리가 브뤼셀협약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와 
거의 동일하나, 셋째는 브뤼셀협약에는 해당이 없고, 넷째는 시간의 경과로 의미가 달
라졌다. 석광현, “民事 및 商事事件의 裁判管轄과 裁判의 執行에 관한 유럽공동체協約
(브뤼셀협약)”,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2권(2001), 322면 이하 참조.

10)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제사법 제27조와 제28조는 브뤼셀협약과 브뤼셀규정
을 참고한 것이므로 개정루가노협약은 그의 해석에 직접 도움이 되고, 나아가 국제관
할에 관한 대원칙을 선언한 국제사법 제2조에 따른 정치한 국제관할규칙을 정립하는 
데 참고가 된다. 2001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국제사법 제1조가 명시하는 바와 같이 
국제관할규칙의 정립은 우리 국제사법의 과제이다.

11) 상세는 석광현, 2001년 개정 국제사법 해설 제2판(2003),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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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유럽공동체의 회원국만이 가입할 수 있었던 뤼셀 약과 달리, 개정루

가노 약은 유럽연합과 EFTA의 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게도 개방되어 있다.12) 

우리나라가 당장 개정루가노 약에 가입할 것은 아니지만 가입의 필요성은 검토

할 여지가 있다. 즉 개정루가노 약의 체약국이 우리 기업에 해 부속서 I에 열

거된 ‘과잉 할’(exorbitant jurisdiction)을 용하여 결하고 그것이 다른 체약국

에서 승인  집행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한다면 그 폐해를 막기 하여13) 가

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개정루가노 약의 체약국과 우리나

라 간의 결의 국제  유통(circulation. 는 이동)을 진하기 해서도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루가노 약에 가입할 경우 유럽법원의 해석을 존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나라가 유럽법원 재 의 구성에 여하지 못하면서 

그들의 단에 구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 거나 개정루가노 약 가입은 시

간여유를 가지고 좀더 지켜보면서 검토할 사항이다.14)

넷째, 아래에서 언 하듯이 1992년 이래 세계 으로 용될 것을 목표로 하

는 국제 할과 재 의 집행에 한 국제 약을 작성하기 한 비 작업이 헤이

그국제사법회의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나 실패하 고 “ 할합의에 한 약”만이 

채택되었다. 따라서 당장 이 분야에 한 세계 인 조약의 성안을 한 작업이 

개시되지는 않겠지만 할합의 약의 용범 를 확 하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개정루가노 약/ 뤼셀규정이 그 작업의 기 로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3. 논의의 순서

여기에서는 개정루가노 약의 성립과 개정의 경과(Ⅱ.), 개정루가노 약의 국제

할규칙의 개 (Ⅲ.), 개정루가노 약상 계약사건의 특별 할(Ⅳ.)과 우리 국제사

12) 개정루가노협약에 따르면, 동 협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는 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제72조가 요구하는 정보, 특히 법관의 임명과 독립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사법제도, 
민사소송과 판결의 집행에 관한 국내법 및 민사소송에 관한 국제사법에 관한 정보를 
수탁국인 스위스에 제공하여야 한다.

13) 즉 개정루가노협약(제4조)에 따르면, 체약국에 주소가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과잉관할
을 관할근거로 삼을 수 없지만, 체약국에 주소가 없는 피고에 대하여는 그것이 가능하
고, 또한 과잉관할에 근거한 판결도 다른 체약국에서 승인 및 집행이 보장되기 때문이
다(제35조 참조). 상세는 석광현(註 9), 351-392면 참조.

14) 이런 맥락에서 한국국제사법학회는 산하에 루가노협약연구반을 두어 연구작업을 하고 
있는데 최공웅 전 특허법원장, 손경한 교수, 이규호 교수, 장준혁 교수와 필자 등이 그 
구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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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의 시사 (Ⅴ.)의 순서로 논의한다.15) 여기에서는 계약사건의 국제 할을 둘

러싼 다양한 논 과 문제의식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제 할규칙

의 정립을 한 해석론과 입법론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개정루가노협약의 성립과 개정의 경과

1. 브뤼셀협약과 루가노협약의 체결경위16)

유럽공동체 내에서의 결의 자유로운 유통 는 이동을 보장하기 하여 서

독(이하 “독일”이라 한다), 이탈리아  랑스 등 당시 유럽공동체의 6개 회원

국은 1968년 9월 27일 뤼셀 약을 체결하 고 이는 1973년 2월 1일 발효되었

다. 뤼셀 약은 국제 할과, 재 의 승인  집행에 한 통일된 원칙을 정한 

것이라는 에서 ‘이 약’(convention double)의 성격17)을 가지는데, 이는 유럽

연합 국제민사소송법의 가장 요한 규범이다.18) 뤼셀 약은 국 등의 가입을 

계기로 1978년 가입 약에 의하여 개정된 이래 4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한편 1988년 당시 유럽공동체국가들과 EFTA 국가들19)은 결의 승인  집

15) 루가노협약, 브뤼셀협약과 브뤼셀규정에 관한 국내문헌은 석광현(註 9), 321면 이하; 
석광현, “民事 및 商事事件의 裁判管轄과 裁判의 執行에 관한 유럽연합규정(브뤼셀규
정)―브뤼셀협약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3권(2004), 368면 이
하; 김대순, “유럽공동체 내에서의 판결의 자유이동에 관한 연구: 브뤼셀 재판협약의 
개관”, EU법의 연구(2007), 187면 이하(당초 벽파 김정건 박사 화갑기념논문집(1993), 
375면 이하 게재 논문임); 정규상, “루가노조약에 있어서 裁判管轄,” 성균 법학 제9호
(1998), 57면 이하; 노태악⋅김우진, “루가노협약과 브뤼셀규정에 관한 연구(Ⅰ)”, 국제

규범의 황과 망(법원행정처, 2007), 413면 이하; 이규호, “국제적 소송경합-1999년 
헤이그협약 예비초안과 루가노협약을 중심으로-”, 국제사법연구 제13호(2007), 187면 
이하 참조.

16) 이 부분은 석광현(註 9), 324면 이하에서 논의하였다.
17) 반면에 국제관할원칙을 직접 규율하지 않고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만을 규율하는 

형식의 협약을 ‘convention simple’(단일협약)이라고 한다. 그 밖에도 아래에서 보듯이 
혼합협약(convention mixte)이 있다.

18) Ulrich Magnus/Peter Mankowski (eds.), Brussels Ⅰ Regulation (Sellier. European Pub-
lisher, 2007), Introduction, no. 12 (Magnus 집필부분). Magnus 집필부분은 이하 “Man-
gnus로 인용한다. 이를 가리켜 ‘유럽연합의 민사소송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Krop-
holler는 브뤼셀규정에 대한 주석서의 표제를 “Europäisches Zivilprozerecht”(유럽민사소
송법)라고 하고 있다.

19) EFTA는 1960년에 결성되었다. 루가노협약 체결 당시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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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통한 유럽공동체와의 법 ․경제  력을 강화하고자 1988년 9월 16일 루

가노에서 당시 뤼셀 약을 기 로 작성한 루가노 약을 체결하 는데 이를 ‘병

행 약’(parallel convention)이라고 부른다. 루가노 약의 결과 뤼셀 약의 원칙

의 용범 가 EFTA 국가로 확 되었다. 그 후 EFTA 국가  오스트리아, 핀

란드  스웨덴이 1995년 1월 1일 유럽연합에 가입하 고 뤼셀 약에 가입함

에 따라 루가노 약의 요성은 감소하 다.

2. 브뤼셀협약과 루가노협약의 관계

뤼셀 약과 루가노 약의 계를 명시하는 루가노 약 제54B조에 따르면, 

루가노 약은 뤼셀 약의 체약국들이 뤼셀 약을 용하는 데 원칙 으로 

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루가노 약이 용된다.20) 유럽연합 

회원국의 확 에 따라 뤼셀규정의 요성이 커졌고 장래 그 요성이 더욱 커

질 것이다. 반면에 루가노 약의 요성은 감소하 지만, 유럽연합의 회원국과, 

유럽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 특히 스 스 등과의 계에서 루가노 약은 큰 

의미가 있다.21) 루가노 약 제54B조는 개정루가노 약에서는 제64조가 되었으나, 

내용은 별 차이가 없다. 따라서 는 개정루가노 약상으로도 타당하다.

3. 브뤼셀규정의 제정과 루가노협약의 개정 작업

뤼셀 약의 체약국들은 암스테르담조약22)이 1999년 5월 1일 발효된 뒤 뤼

셀 약의 법형식을 이사회규정(Council Regulation, Règlement du Conseil, Veror-

dnung des Rates)으로 환하여 뤼셀규정으로 개정하 는데 이는 2002년 3월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및 스위스였으나 현재의 회원국은 아이슬랜드, 리히텐슈
타인, 노르웨이와 스위스이다.

20) 정확히는 첫째, 법원의 관할에 관하여, 피고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루가노협약의 
체약국에 주소를 가지는 경우,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루가노협약의 체약국이 
루가노협약 제16조에 의하여 전속관할을 가지거나, 루가노협약 제17조에 의하여 합의
관할을 가지는 경우, 둘째, 소송경합 및 관련소송에 관하여는, 소송이 유럽연합에 속하
지 않는 루가노협약의 체약국과 유럽연합에 속하는 체약국에 계속한 경우 및 셋째, 재
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는, 재판국 또는 승인국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
인 경우이다. 

21) Kropholler, Einl. Rz. 58.
22) 암스테르담조약은 마스트리히트조약과 세 개의 공동체설립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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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발효되었다.23) 규정의 형식은 ① 수정이 용이하고, ② 모든 회원국에서 동시

에 발효되며, ③ 신규 회원국이 가입하더라도 가입 약을 체결하고 비 할 필요

가 없다는 장 이 있다.24)

뤼셀 약을 뤼셀규정으로 체함에 따라 루가노 약을 개정하기 한 작

업이 1998년과 1999년에 있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가 마침내 개정루가노 약이 

유럽공동체, 덴마크와 EFTA 국가들(스 스, 노르웨이와 아이슬랜드)에 의해 2007

년 10월 30일 서명되었다.25) 개정루가노 약은 유럽연합과 어느 EFTA 국가가 

비 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최 일에 발효된다.

4. 브뤼셀협약과 루가노협약의 해석

뤼셀 약은 유럽공동체의 입법이 아니라 유럽공동체 회원국들 간의 약이

었기 때문에 유럽공동체의 기 인 유럽법원26)이 뤼셀 약을 해석할 권한을 당

연히 가지지는 않았으나, 뤼셀 약의 통일 인 해석과 용을 보장하고자 체약

국들은 1971년 6월 3일 의정서에 의하여 유럽법원에 해석권한을 부여하 다. 한

편 루가노 약은 유럽공동체의 입법이 아니므로 유럽법원이 그에 한 해석권한

을 가질 수는 없다. 따라서 루가노 약의 통일  해석을 확보하기 하여 체약국

들은 통일  해석에 한 의정서(제2의정서)를 채택하 다. 

반면에 개정루가노 약은 루가노 약과 달리 유럽공동체 규칙의 일부이므로 

유럽법원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원이 개정루가노 약을 용하는 것과 련하

여 그 해석에 한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진다. 개정루가노 약을 용하는 모든 

법원은 루가노 약과 뤼셀 약/ 뤼셀규정의 련 는 유사한 조문의 해석에 

하여 개정루가노 약의 체약국 는 유럽법원이 선고한 결을 히 고려하

여야 한다(제2의정서 제1조).

23) 그 밖에도 유럽연합은 혼인사건과 부부의 공통의 자에 대한 부모의 책임에 관한 사건
의 국제관할과 재판에 관하여 1998년 5월 별도의 조약을 마련하였던바 이는 2001년 3
월 1일자로 이사회규정으로 전환되었고 이를 ‘Brussels Ⅱ Regulation’이라고 하였다. 
이는 확대된 “혼인사건과 부모의 책임에 관한 사건의 국제관할과 재판에 관한 이사회
규정”으로 대체되었고 이를 ‘Brussels ⅡA Regulation’이라고 부른다.

24) Kropholler, Einl. Rz. 15.
25) http://www.conflictoflaws.net/ 참조. 텍스트는 http://www.ofj.admin.ch/etc/medialib/data/ 

wirtschaft/ipr.Par.0022.File.tmp/260307_entw_lugano_convention-e.pdf 참조.
26)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통상 ‘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라고 부르는데, 이를 ‘유럽사법재판소’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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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브뤼셀협약과 루가노협약의 세계적 확산의 시도

1992년 미국의 제안에 따라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차원에서 민사  상사사건의 

국제 할과 외국재 에 한 세계 인 약을 채택하기 한 작업이 진행된 

결과, 1999년 10월 “민사  상사사건의 국제 할과 외국재 에 한 약의 

비 안”27)(이하 “ 비 안”이라 한다)이 작성되었고, 2001년 6월 제1차 외교회의

에서 비 안을 수정한 텍스트(이는 엄 하게는 안이라고 할 수 없지만 편의

상 “2001년 안”이라 한다)가 혼합 약28)으로서 작성되었으나29) 이 작업은 결

국 실패하 다. 그 신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2005년 6월 에 언 한 “ 할합

의에 한 약”(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을 채택하 는데 이

는 국제소송에 하여, 종래 국제 재에서 1958년 뉴욕 약이 차지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한 것이다.30)

뤼셀 약의 뤼셀규정으로의 환과 그에 따른 개정작업은, 당시 비 안

을 성안하기 한 작업에 의하여 향을 받았고, 한 반 도 마찬가지이다. 

컨  계약사건의 국제 할을 보면, ｢ 뤼셀 약/루가노 약 → 뤼셀규정/개정루

가노 약 → 비 안｣이라는 논리 인 진화과정을 볼 수 있다.31) 물론 시간 으

로 비 안은 1999년에 작성되었고 뤼셀규정/개정루가노 약은 각 2002년/ 

2007년에 채택되었으며, 비 안은 결국 좌 되었으므로 와 같이 진화하 다

고 하기 어렵지만 논리의 개라는 에서 그 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27) 영문 명칭은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Foreign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adopted by the Special Commission on 30 October 
1999”이다. 

28) 이중협약의 경우 협약에 열거된 관할근거는 망라적이므로 체약국의 법원은 협약에 따
라서만 국제관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혼합협약(mixed convention)은 체약국이 자국
법의 관할규칙을 근거로 직접관할을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예비초안에는 의무
관할, 금지관할과 허용관할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국제관할이 존재한다.

29) 예비초안과 2001년 초안에 관한 국내문헌으로는 석광현, “헤이그국제사법회의 「民事 
및 商事事件의 國際裁判管轄과 外國裁判에 관한 협약」예비초안”, 국제사법과 국제소

송 제2권(2001), 396면 이하; 석광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民事 및 商事事件의 國際
裁判管轄과 外國裁判에 관한 협약 2001년 초안”,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3권(2004), 
429면 이하; 유영일, “國際裁判管轄의 實務運營에 관한 小考―改定 國際私法과 헤이그
신협약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조 통권 554호 (2002. 11), 49면 이하; 법조 통권 555
호 (2002. 12), 178면 이하 참조.

30) 관할합의협약에 관하여는 우선 석광현, “2005년 헤이그 재판관할합의협약의 소개”, 국
제사법연구 제11호(2005), 192면 이하 참조.

31) 그러나 아래에서 언급하는 2001년 초안은 그런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2008. 12.]   개정루가노 약에 따른 계약사건의 국제재 할 421

III. 개정루가노협약의 국제관할규칙의 개관

1. 관할규칙의 구성

법원이 피고에 한 모든 소송에 하여 할을 가지는 경우 이를 ‘일반

할’(general jurisdiction)이라 하고, 법원이 일정한 범 의 한정된 소송에 하여만 

할을 가지는 경우 이를 ‘특별 할’(special jurisdiction)이라 하는데,32) 이는 우

리 민사소송법상의 보통재 과 특별재 의 구분에 상응한다. 다만 재 이 

당사자와 사건의 에서 바라보는 개념인 데 반하여, 할은 법원의 에서 

바라보는 것이라는 이 다르다.

개정루가노 약의 국제 할규칙은 다음 세 가지 기본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피고가 법정지국가인 체약국에 주소를 가지는 경우 당해 국가가 할을 가

지는데(제2조 제1항) 이것이 일반 할이다. 둘째, 피고가 법정지국가 이외의 체약

국에 주소를 가지는 경우에는, 법정지국가는 개정루가노 약 제5조―제24조 는 

별도의 조약에 의하여 할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할을 가지는데(제3조 제1

항) 이것이 특별 할이다. 계약사건의 국제 할이 바로 그러한 특별 할의 인

데, 개정루가노 약 제5조 제1호는 이를 명시한다. 셋째, 피고가 체약국에 주소를 

가지지 않는 경우, 제22조와 제23조의 유보 하에 법정지국가는 자신의 국내법에 

의하여 할의 유무를 결정한다(제4조 제1항).

다만 의 원칙에는 외가 있다. 즉, 속 할의 원칙(제22조)은 주소에 계

없이 용된다. 한, 할합의(제23조)의 경우에는 피고가 체약국에 주소를 가지

고 있을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당사자들 의 1인이 체약국에 주소를 가지는 것

으로 족하다.

2. 개정루가노협약상 특별관할과 일반관할과의 관계

루가노 약/ 뤼셀규정상 일반 할을 원칙, 특별 할을 외로 보아 특별 할

을 제한 으로 해석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고 유럽법원은 다수의 결33)에서 이

런 취지를 되풀이 하여 시하고 있다. 국에서는 이를 결의 문언에 충실하게 

32) 미국에서는 특별관할을 ‘specific jurisdiction’ 또는 ‘limited jurisdiction’이라 하는데, 우
리와 달리 국제관할을 대인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의 문제로 다룬다.

33) 1978. 11. 22. Somafer 사건 판결(C-33/78), 1988. 9. 27. Kalfelis 사건 판결(C-189/87)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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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나, 독일에서는 그에 해 비 인 견해가 유력하다. 제

5조에 규정된 특별 할의 근거는 각각 그 나름의 추구하는 목 이 있는 것이지 

제2조가 정한 일반 할에 열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34) 즉 제2조는 피고를 

보는 데 반하여, 제5조는 분쟁의 실체를 보는 것이라는 에서 차이가 있으나, 

양자는 등한 계에 있는 것이지 원칙과 외의 계는 아니라는 것이다.35)

3. 개정루가노협약과 루가노협약의 계약사건의 국제관할의 개관

개정루가노 약은 뤼셀 약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계약과 특수한 계약을 구

별하여 상이한 할원칙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통상의 계약’이라 함은 ㈀ 제

1조에 의하여 약의 용범 에서 배제되는 계약( 컨  공법  성질을 가지는 

계약 등), ㈁ 제18―제14조의 의미의 보험계약, ㈂ 제15조―제17조의 의미의 소

비자계약, ㈃ 제22조 제1항의 의미의 부동산에 한 임차권을 목 으로 하는 계

약과 ㈄ 제18조―제21조에서 특칙을 두고 있는 개별 근로계약을 제외한 계약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약들에 하여는 특칙이 있으므로 제5조 제1호는 용되지 

아니한다.36)

IV. 개정루가노협약상 계약사건의 특별관할(제5조 제1호)

계약사건의 국제 할을 정한 제5조 제1호의 문언의 국문번역은 아래와 같다.

34) Magnus/Mankowski (eds.), Brussels Ⅰ Regulation (2007), Art. 5 no. 9 이하(Mankowski 집
필부분), 특히 13은 이를 명확히 지적한다. Mankowski 집필부분은 이하 “Mankowski”
라고 인용한다. 

35) Mankowski, Art. 5 no. 13.
36) 이러한 기본구조는 루가노협약에서도 같으나, 개정루가노협약은 개별근로계약에 관하

여 제Ⅱ장 제5절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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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루가노 약 루가노 약

제5조

  이 약에 의하여 구속되는 어느 국가에 주소를 가지

는 자는 다음의 경우 이 약에 의하여 구속되는 다

른 국가에서 제소될 수 있다.
  1. ⒜ 계약에 한 사건의 경우에는 문제가 된 의무37)

의 이행지38)의 법원에서

    ⒝ 이 조항의 목 상 그리고 달리 합의되지 않으면 

문제가 된 의무의 이행지는 다음과 같다.
      - 물품 매매의 경우, 계약에 따라 물품이 인도되

었거나 인도되었어야 하는 이 약에 의하여 

구속되는 국가의 장소

      - 용역39) 제공의 경우, 계약에 따라 용역이 제공

되었거나 제공되었어야 하는 이 약에 의하여 

구속되는 국가의 장소

    ⒞ 만일 ⒝가 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 용된

다.

제5조

  어느 체약국에 주소를 가

지는 자는 다음의 경우 

다른 체약국에서 제소될 

수 있다.
  1. 계약에 한 사건의 경

우에는 문제가 된 의무

의 이행지의 법원; (개
별 근로계약에 한 부

분은 생략)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개정루가노 약 제5조 제1호는 계약사건의 국제 할

을 특별 할의 로 규정한다. 국제거래가 원칙 으로 국제계약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 을 고려할 때, 당사자가 할합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계약사건의 

국제 할이 실무상 매우 요하다는 은 명백하다. 이는 루가노 약/ 뤼셀 약

의 규정을 개정한 것이므로 우선 루가노 약을 살펴보고 개정루가노 약에 따른 

개정을 검토한다.

루가노 약/ 뤼셀 약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계약에 한 사건의 경우에는 

37) 이는 ‘obligation(영어)’, ‘obligation(불어)’, ‘Verpfllichtung’의 번역이다. 이를 “채무”라
고 번역할 수도 있을 것이다.

38) 영어본은 “(a) in matters relating to a contract, in the courts for the place of perfor-
mance of the obligation in question;”라고 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는 데 반하여, 독어본
은 “(a) wenn ein Vertrag order Ansprüche aus einem Vertrag den Gegenstand des 
Verfahrens bilden, vor dem Gericht des Ortes, an dem die Verpflichung erfüllt worden 
ist oder zu erfullen ware;”라고 하여 문제된 채무가 이행되었거나 이행되어야 하는 장
소의 법원에서라는 취지로 규정한다.

39) 이는 ‘services(영어)’, ‘services(불어)’, ‘Dienstleistungen’의 번역인데, 이를 ‘역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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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의무’ 는 ‘소의 기 가 된 의무’40)(이하 양자를 호환 으로 사용한

다)의 이행지의 법원이 특별 할을 가진다. 이 조항은 독일 민사소송법(제29조)41)

에서 유래된 것이다. 제5조 제1호의 결과 계약에 한 사건의 경우 원고는 자신

의 선택에 따라 루가노 약/ 뤼셀 약 제2조에 기하여 피고의 주소지 국가에서 

제소할 수 있고, 한 제5조 제1호에 기하여 소의 기 가 된 의무의 이행지 국

가에서 제소할 수 있다. 의 해석을 둘러싸고 첫째, 계약에 한 사건의 의미, 

둘째, 문제가 된 의무의 의미와 셋째, 이행지의 결정이 문제가 되었는데, 아래에

서는 이를 차례 로 검토한다.

1. 계약에 관한 사건

이행지 할의 근거는 이행지와 계약에 한 사건 간에 한 련이 있다는 

데 있다. 나아가 독일의 종래 통설은 실체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곳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체법상의 이행지와 소송법상의 이행지를 일

치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42) 한 의무이행지가 명확하다면 당사자

의 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법  안정성을 보장하는 장 이 있다.

‘계약에 한 사건’(matters relating to a contract. 는 계약에 련된 사건 

는 계약사건)43)의 개념은, 통일 인 용을 하여 체약국의 국내법과 독립된 루

40) the obligation in question, l’obligation qui sert de base à la demande, wenn ein 
Vertrag oder Ansprüche aus einem Vertrag den Gegenstand des Verfahrens bilden.

41) 제29조 제1항은 “Für Streitigkeiten aus einem Vertragsverhältnis und über dessen 
Bestehen ist das Gericht des Ortes zuständig, an dem die streitige Verpflichtung zu 
erfüllen ist.”(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의 존재에 관한 쟁송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
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장소의 법원이 관할을 가진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을 정한 우리 민사소송법 제8조(“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
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와 유사하다. 다
만 ① 독일은 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의 존재에 관한 쟁송에 한정하나, 우리는 
넓게 재산권에 관한 소에 대해 규정하고, ② 독일은 관할의 기준이 되는 의무를 “다툼
이 있는” 의무라고 명시하나, 우리는 이를 명시하지 않으며, ③ 독일은 거소지의 재판
적을 규정하지 않으나, 우리는 이를 규정하는 점에서 다르다.

42) Haimo Schack, Internationales Zivil Verfahrernsrecht 4. Auflage (C. H. Beck, 2006), 
Rz. 270 Fn. 2에 인용된 문헌 참조. 역사는 Jan Kropholler, Handbuch des Interna-
tionalen Zivilverfahrensrecht Band Ⅰ, Kapitel Ⅲ Internationale Zuständigkeit (J.C.B 
Mohr (Paul Siebeck), 1982), Rz. 345ff. 참조. 그러나 Schack는 이에 대해 비판적이다.

43) 독일어본은 “계약 또는 계약으로부터의 청구가 절차의 대상인 경우”(ein Vertrag oder 
Ansprüche aus einem Vertrag den Gegenstand des Verfahrens bilden)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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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노 약/개정루가노 약 자체의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그 경우 루가노 약/

개정루가노 약 규정의 체계와 목 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

다.44) 그에 따르면 계약의 개념을 넓게 이해하여야 하는데,45) 유럽법원의 결에 

따르면 계약에 따른 의무는 “일방당사자가 상 방에 하여 자유롭게 부담한 의

무”46)를 의미한다.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분쟁, 즉 계약의 효력에 한 분쟁이 이에 

포함되는 것은 명백하고, 나아가 계약의 성립, 유효성에 한 분쟁, 즉 계약의 무

효, 취소, 부존재와 련한 분쟁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포함된다고 본

다.47) 그 밖에 논란이 있는 사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48)

첫째, 계약  의무(pre-contractual obligation)에 련된 분쟁이 계약에 한 사

건에 포함되는가이다. 여기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culpa 

in contrahendo)과, 상의 부당 기에 따른 책임이다. 자를 보면, 국내법상 독

일에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계약책임으로 성질결정하는 데 반하여 랑

스에서는 불법행 로 성질결정한다.49) 뤼셀 약/루가노 약상 이를 계약으로 

성질결정하는 견해와 불법행 로 성질결정하는 견해가 나뉘고,50) 경우에 따라 구

분하는 견해도 보인다.51) 

한편 후자에 하여도 견해가 나뉜다. 유럽법원은, 경우를 나 어 계약 체결 

 단계이더라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부담한 의무를 반한 경우에는 제1호가 

44) 유럽법원의 1983. 3. 22. Peters v. Zuid Nederlandse Aannemers Vereikniging 사건 판
결(C-34/82) 등.

45) 계약의 성립 또는 체결을 전제로 하는지에 관하여는 제5조 제1호와 제15조의 경우 범
위가 다를 수 있고, 전자가 더 넓다. 유럽법원의 2005. 1. 20. Petra Engler v. Janus 
Versand GmbH 사건 판결(C-27/02) 참조.

46) “obligaiton freely assumed by one party towards another (Verpflichtungen, die eine 
Partei gegenüber der anderen freiwillig eingegangen ist)”. 유럽법원의 1992. 6. 17. 
Handte v. Traitements 사건 판결(C-26/91) 등 참조.

47) 유럽법원의 1982. 3. 4. Effer v. Kantner 사건 판결(C-38/81)참조. Mankowski, Art. 5 
no. 38, no. 42 이하.

48) 이에 관하여는 유형별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데 유형별 검토는 우선 Reinhold Geimer/ 
Rolf A. Schütze, Europäisches Zivilverfahrensrecht: Kommentar, 2. Aufl., (C. H. Beck, 
2004), Art. 5. A. 1 Rz. 55(이하 이를 “Geimer/Schütze”라고 인용한다); Mankowski, 
Art. 5 no. 26 이하 참조.

49) Geimer/Schütze, A.1, Art. 5 Rz. 18.
50) Geimer/Schütze, A.1, Art. 5 Rz. 221; Schack(註 42), Rz. 263.
51) Mankowski, Art. 5 no. 54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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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할 의무처럼 법 으로 부과된 의무를 

반한 경우에는 불법행 로 성질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52)

둘째, 계약이 해제 는 취소되거나 무효인 경우 반환청구권에 한 분쟁이 이

에 포함되는가는 논란이 있다. 독일에서는 반환청구권의 경우 계약이 해제된 경

우는 물론 계약이 취소되거나 무효이어서 부당이득반환으로 성질결정되더라도 

계약에 한 사건으로 본다.53) 계약의 유․무효를 단하는 법원과 그의 결과로 

인한 구제를 다른 법원의 할에 귀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54)

셋째, 제조물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계약에 한 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는 견해가 유력하나,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 안은 계약상 소송(action in contract)55)이라고 하여 루가노 약의 계약에 

한 사건보다는 범 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문제가 된 의무

가. 문제가 된 의무의 개념

루가노 약(제5조 제1호)에 따르면, 계약사건의 할은 ‘문제가 된 의무’ 는 

‘소의 기 가 된 의무’(obligation forming the basis of the legal proceedings)의 

이행지를 기 으로 단한다. 즉 이는 계약 계를 특징 지우는 의무가 아니라 구

체 으로 다툼이 있는 의무이다. 따라서 동일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송이라고 하

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 로 지 을 구하는 경우와, 매수인이 매도인

을 상 로 물품의 인도를 구하는 경우 문제가 된 의무가 상이하므로 각 의무의 

이행지가 다를 경우 가 원고인가에 따라 제1호에 따른 할이 달라질 수 있다. 

52) 2002. 9. 17. Tacconi 사건 판결(C-334/00); Kropholler, Art. 5 Rz. 18 참조.
53) Mankowski, Art. 5 no. 42 이하; Kropholler, Art. 5 Rz. 15; Geimer/Schütze, A.1, Art. 

5 Rz. 63, 64 참조. 반면에 Kleinwort Benson 사건 판결에서 영국의 귀족원은 계약이 
아니라 부당이득에 기한 청구는 제5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James 
Fawcett/Jonathan Harris/Michael Bridg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 the Conflict of 
Laws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ara. 3.77 참조.

54) Mankowski, Art. 5 no. 45.
55) 제6조는 아래와 같다.
   “A plaintiff may bring an action in contract in the courts of a State in which -
   a) in matters relating to the supply of goods, the goods were supplied in whole or in 

p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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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하나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하여 할이 분할되고 이를 집 할 

수 없다.

나. 문제가 된 의무의 결정에 한 몇 가지 논

문제가 된 의무는 제1차  의무( 는 기본  의무)56)를 기 으로 단할 사항

이지 제2차  의무를 기 으로 단할 사항이 아니다. 컨  상 방의 과책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거나 는 손해배상의무와 같은 제2차  의무의 이

행을 구하는 소의 경우, 문제가 된 의무는 손해배상의무가 아니라 그의 근거가 

된 반된 의무, 즉 제1차  의무를 의미한다. 이는 유럽법원이 1976. 10. 6. De 

Bloos v. Bouyer 사건 결57)에서 시한 바이다. 이 게 이해한다면 ‘문제가 된 

의무’ 는 ‘청구의 기 가 된 의무’라는 표 은 부정확하다.

마찬가지로, 계약의 무효에 기한 원상회복청구의 경우 그 의무이행지는 반환의

무의 이행지가 아니라 원래의 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지에 의하여 결정된다.58)

한 원고의 청구가 주된 의무와 부수의무59)에 기 한 경우 문제가 된 의무는 

주된 의무를 기 로 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자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즉 

문제된 의무가 수개의 주된 의무인 경우, 각 의무의 이행지가 할을 가지며, 어

느 의무의 이행지가 체에 하여 할을 가질 수는 없다.60) 따라서 그 경우 

원고는 결국 피고 주소지의 국가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61)

특정한 의무에 기한 청구가 아니라 계약 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56) 우리 민법학에서는 ‘기본적 급부의무’(또는 ‘제1차적 급부의무’)와 ‘제2차적 급부의무’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나, 학자에 따라 다양한 용어를 사용한다.

57) C-14/76.
58) Mankowski, Art. 5 no. 135.
59) 우리 민법학에서는 ‘주된 급부의무’와 ‘부수의무’를 대비시키고, 후자를 다시 독립적 

부수의무와 비독립적 부수의무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 경우 ‘독립적 부수의무’는 이
행청구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학자에 따라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60) 유럽법원의 1999. 10. 5. Leathertex v. Bodetex 사건 판결(C-420/97). 여기에서 문제가 
된 의무는 대리상계약에 따라 지급할 보수의 지급의무와, 계약의 종료를 위한 통지의
무 및 그의 위반 시 통지에 갈음하는 보상의무(obligation to pay compensation in lieu 
of notice)였다.

61) Justin Newton, The Uniform Interpretation of the Brussels and Lugano Conventions 
(Hart Publishing, 2002), para. 1.2.2는 주된 의무를 결정함에 있어 영국 법원은 주장된 
청구 중 상대적인 중요성을 선호하는 데 반하여, 프랑스 법원은 원고에게 있어 상대적
인 가치 또는 중요성이라는 보다 주관적인 접근방법을 취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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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의무이행지의 결정이 문제되는데, 이 경우 원고의 주된 상인 의무를 특정

하고 그에 의하여 단할 것이라는 견해와, 계약 체를 특징지우는 의무에 착안

하는 견해가 있다.62)

다. 뤼셀규정/개정루가노 약에 의한 개선

뤼셀 약/루가노 약이 정한 이러한 계약사건의 특별 할은 뤼셀규정/개정

루가노 약에 의하여 개정되었는데, 개정루가노 약(제5조 제1호)은 에서 본 

바와 같이 특징  부(이행)에 착안하여, 물품매매계약과 용역제공계약의 경우 

문제가 된 의무가 무엇인가에 계없이 통일 인 이행지를 정함으로써 통일 인 

할을 규정한다.63)

즉 물품매매계약( 는 용역제공계약)에 하여 의무이행지는 물품( 는 용역)이 

계약에 따라 인도( 는 제공)되었거나 인도( 는 제공)되었어야 하는 체약국의 장

소이다.64) 따라서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 로 매매계약에 따른 의 지 을 구

하거나, 용역의 제공자가 제공을 받은 자를 상 로 용역제공계약에 따른 의 

지 을 구하는 소의 경우에도 지 의무의 이행지가 아니라 물품( 는 용역)

이 인도( 는 제공)되었거나 인도( 는 제공)되었어야 하는 체약국의 장소가 할

을 가진다.

루가노 약/개정루가노 약은 물품의 매매를 정의하지 않는다. 물품의 매매는 

루가노 약의 독자 인 개념으로서 넓게 악하여야 하는데,65) 1980년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한 국제연합 약”66)(CISG. 이하 “국제물품매매 약”이라 한다)의 

물품매매는 체로 이에 해당한다.67)

루가노 약/개정루가노 약은 용역의 제공도 정의하지 않는다. 용역의 제공은 

루가노 약의 독자 인 개념으로서 넓게 악할 것이라고 한다.68) 루가노 약/개

62) Mankowski, Art. 5 no. 137.
63) 브뤼셀규정은 ‘협약에 의하여 구속되는 국가’ 대신 ‘회원국’이라고 규정하는 점을 제

외하고는 개정루가노협약과 같다.
6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영문은 단순히 이행지라고 규정하나, 독일어본은 문제된 채무가 

이행되었거나 이행되어야 하는 장소의 법원이라는 취지를 명시한다.
65) Mankowski, Art. 5 no. 70.
66) 영문 명칭은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다.
67) Kropholler, Art. 5 Rz. 37. 우선 한재필, “브뤼셀 규정 제5조 제1항에 관한 연구”, 국

제사법연구 제11권(2005), 179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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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루가노 약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유럽공동체의 설립을 한 1957년 로마

조약69) 제49조와 제50조70)가 참조가 되나, 물론 루가노 약이 별도의 규정을 두

고 있는 보험계약과 근로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71) 구체 으로는 도 계약, 사

무처리계약(Geschäftsbesorgungsvertrag),72) 운송계약, 물품, 여신  자본투자를 

한 개계약, 자산 리를 한 은행의 조언을 제공하는 계약 등 모든 종류의 

서비스에 한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73) 그러나 단순히 물품, 기타 유체물 는 

부동산을 임 하는 계약은 용역계약이 아니라고 본다.74)

용역의 제공에 포함되는지가 논란이 있는 것으로는 출계약이 있다. 로마조약

에는 자본이동에 하여 특칙(제56조―제60조)이 있기 때문에 제49조의 용역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루가노 약/ 뤼셀규정상으로는 용역계약에 해당한다고 본다.75)

한편 물품( 는 용역)이 수개국에서 인도( 는 제공)되었거나 인도( 는 제공)

되었어야 하는 경우의 처리가 문제된다. 이 경우 논리 으로는 ① 가장 주된 인

도( 는 제공)지에 체에 한 할을 인정하는 방안,76) ② 각 인도( 는 제공)

지 국가에 체에 한 할을 부여하는 방안, ③ ⒝의 용을 포기하고 ⒞를 통

하여 ⒜를 용하는 방안과, ④ 각 인도( 는 제공)지 국가에 할을 배분하는 

방안, ⑤ 제1호의 용을 배제하고 피고의 주소지 국가에 소를 제기하는 방안과, 

68) Mankowski, Art. 5 no. 70. 우선 한재필(註 67), 181면 이하 참조.
69) 영문 명칭은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이다.
70) 제50조는 용역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통상적으로 보상을 대가로 제공되는 용역은, 본 조약의 물품, 자본 및 노동력의 자유

이동과 관련된 조항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는 한, 본 조약에서 의미하는 용역으로 본다. 
용역은 특히 ⒜ 산업적 성질의 활동들, ⒝ 상업적 성질의 활동들, ⒞ 장인(craftsmen)의 
활동들과 ⒟ 전문직 활동들을 포함한다”(Services shall be considered to be “services” 
within the meaning of this Treaty where they are normally provided for remuneration, 
in so far as they are not governed by the provisions relating to freedom of movement 
for goods, capital and persons. “Services” shall in particular include: ⒜ activities of 
an industrial character; ⒝ activities of a commercial character; ⒞ activities of crafts-
men; ⒟ activities of the professions).

71) Mankowski, Art. 5 no. 70.
72) 독일 민법은 제675조 이하에서 사무처리계약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73) Kropholler, Art. 5 Rz. 37; Geimer/Schütze, A.1, Art. 5 Rz. 90.
74) Mankowski, Art. 5 no. 95.
75) Mankowski, Art. 5 no. 93, 94.
76) Heinrich Nagel/Peter Gottwald, Internationales Zivilprozessrecht 6. Auflage (Verlag Dr. 

Otto Schmidt, 2007), §3 Rz. 51은 용역제공의 장소적인 重點이 있는 곳이 이행지가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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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인도( 는 제공)가 행 자의 주된 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고 추정하고 그 지 

않은 경우 추정을 깨드리는 방안 등을 생각할 수 있다.77) 참고로 유럽법원은 

2007. 5. 3. Color Drack 사건 결78)에서 특정국가 내에 수개의 인도지가 있는 

사안에서, 일차 으로 경제 인 기 에 따라 주된 인도지에, 만일 그러한 것이 

없이 등한 인도지인 경우 원고의 선택에 따라 어느 인도지에서든 체의 청구

에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79) 이러한 견해를 수 개국이 인도지

인 경우에까지 용할 것인지에 하여는 논란이 있다.80)

3. 이행지의 결정

가. Tessili 공식( 법을 통한 우회)

당사자가 의무의 이행지를 합의한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의무의 이행지의 결정이 문제된다. 유럽법원은 1976. 10. 6. 뤼셀

약의 해석에 한 최 의 결인 Tessili v. Dunlop 사건 결에서, 법원은 우선 

법정지의 규범에 따라 의무의 거법을 정하고 그 거법에 따라 의무의 이

행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시한 이래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에서 본 

것처럼 의무이행지 할의 근거를, 실체법상의 이행지와 소송법상의 이행지의 일

치에서 구한다면 이런 근방법은 논리 으로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는 뤼셀

약/루가노 약에 따른 국제 할배분이라는 차법  고려에 기한 독자 인 이행

지 개념의 도출을 거부하는 것이다.

자상거래에 의한 가상공간에서의 계약에도 개정루가노 약/ 뤼셀규정의  

규정이 용된다. 이른바 B2B의 경우 통상의 계약에 한 제5조 제1호가 용되

어 ‘문제가 된 의무’의 이행지 법원이 할을 가진다.81) 다만 컨  계약의 체

77) Mankowski, Art. 5 no. 120; Jonathan Hill,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in 
English Courts (Hart Publishing, 2005), para. 5.6.25 참조. Mankowski는 마지막 견해
를 지지한다.

78) C-386/05. 판결문은 IPRax 2007, S. 444 참조. 평석은 Peter Mankowski, “Mehrere 
Lieferorte beim Erfüllungsortgerichtsstand unter Art. 5 N. 1 lit. b EuGVVO”, Praxis 
des Internationalen Privat- und Verfahrensrechts (Gieseking, 2007), S. 404 이하 참조.

79) 위에서 언급한 대등한 복수의 주된 의무가 있는 경우의 처리와 일관성이 있는 것은 셋
째의 방안이나, 당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에 대하여 하나의 관할을 결정해
야 한다는 이유로 둘째 방안을 취하는 견해도 있다. Nagel/Gottwald(註 76), §3 Rz. 51.

80) 유럽법원은 판결문(para. 26.)에서 위 판결은 당해 사건에만 적용되고, 수개국이 인도지
인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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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행이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상거래의 경우 실공간의 의무이

행지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경우에도 결국 거법이 정하는 원칙(지참채무 는 

추심채무인지)에 따라 이행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주장될 수 있지만 그 

경우 이행지와 당해 사건의 한 련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운데, 이 경우 용역

제공자의 uploading에 착안할지 아니면 고객의 downloaidng에 착안할지는 논란이 

있다.82) 나아가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2001년 안83)과 같이 피고가 그곳에서 

할의 발생을 차단하기 하여 합리 인 조치를 취할 경우 할을 부정하는 방

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Tessili 공식에 한 비

‘ 법을 통한 우회’의 방법을 취하는 Tessili 공식에 하여는 첫째, 이는 

할의 결정을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외국의 실질법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루가노 약의 통일 인 해석을 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

이 있다.84) 둘째, 그에 의하면 결국 원고에게 유리한 법원이 할을 가지게 된

다는 도 비 을 받고 있다. 국제물품매매 약(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의 

지 장소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르고, 합의가 없으면 물품( 는 서류)의 교부와 

상환하여 지 하는 경우 그 교부장소이며, 그 밖의 경우 매도인의 업소이다(지

참채무의 원칙). 청구의 기 가 된 의무의 이행지 할을 인정한다면 매도인은 

의 지 장소인 자신의 업소 소재지에서 제소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과거 

뤼셀 약/루가노 약의 의무이행지 할 규정이 용된 사건  90%가 원고의 

법원에 할을 인정한 결과가 되었다고 한다.85) 즉 뤼셀 약/루가노 약은 ‘원

81) B2C의 경우 소비자계약에 관한 제13조 이하가 적용되어 소비자는 보호를 받게 된다.
82) Mankowski, Art. 5 no. 123은 결과보다는 활동, 특히 uploading을 중시한다. 다만 사실

상의 uploading이 아니라 용역제공자의 주된 영업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로 추정하고 
추정이 깨어질 수 있는 것으로 구성한다. 반면에 Fawcett/Harris/Bridge(註 53), para. 
10.55 이하는 정보의 발신시, 수신지, 서비스제공자의 영업소 소재지와 수령자의 영업
소 소재지라는 4가지를 검토하고 수령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선호한다.

83) 계약 사건의 관할에 관한 A안 제6조 제3항은 다음과 같다. 
   “[3. 전 항들은 피고가 그 국가에서 계약의 체결 또는 의무의 이행을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84) 예컨대 Schack(註 42), Rz. 271; North, P. M./Fawcett J. J., Private International Law, 

Twelfth edition (Butterworth, 1992), p. 296.
85) 1997년 6월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특별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하여 상설사무국이 배포한 

Preliminary Document No. 8, No.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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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피고의 법정지를 따른다’(actor sequitur forum rei)라는 로마법 이래의 륙

법의 원칙을 수용하여 피고주소지에 일반 할을 부여하고, 계약사건의 경우 의무

이행지에 특별 할을 부여하는데, 이행지 할이 의무의 거법과 결합할 경우 원

고의 법정지(forum actoris)에 할을 정함으로써 뤼셀 약/루가노 약의 체제

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다.

랑스의 기원(Cour de Cassation)은 Tessili 공식에 해 반기를 들고, 

법을 통한 우회에 의하여 이행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 계의 법  성질 

 구체 인 사건의 상황을 고려하여 실제로 이행이 행해진 곳 는 행해져야 

했던 곳을 이행지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 으나, 유럽법원은 1999. 6. 17. 

GIE Groupe Concorde 사건 결86)에서 법  안정성을 이유로 이를 배척하 고, 

1999. 10. 5. Leatertex Divisione 사건 결87)에서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하 다.88)

다. 뤼셀규정/개정루가노 약에 의한 개선

와 같은 비 을 고려하여, 이행지 할의 경우도 차법  이익에 사하는 

통일된 차법상의 이행지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게 주장되었

고,89) 이는 결국 개정루가노 약/ 뤼셀규정(제1호 ⒝)에서 상당부분 수용되었으

나, 후자는 루가노 약/ 뤼셀 약의 태도를 완 히 포기하지는 않고 충하는 

데 그치고 있다.

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루가노 약/ 뤼셀규정(제1호 ⒜와 ⒞)도 뤼셀 약

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나, ⒝는 물품(즉 동산)의 물품매매계약( 는 용역제공계

약)의 경우 하나의 통일 인 이행지의 개념을 독자 으로 정의함으로써 이를 개

선하 다. 즉 계약에 따라 실제로 물품(동산)이 인도되었거나 용역이 제공된 경

우 그 장소가 이행지가 되고, 아직 물품( 는 용역)이 인도( 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계약에 따라 물품( 는 용역)이 인도( 는 제공)되었어야 하는 체약국/회원

국의 장소가 이행지가 된다. 이는 ‘특징  부’(이행)(characteristic performance)

86) C-440/97.
87) C-420/97.
88) 소개는 Newton(註 61), para. 1.3.8 이하 참조. 문헌은 Nagel/Gottwald(註 76), §3 Rz. 

48, Fn. 129.
89) Schack(註 42), Rz. 273, 273b; Nagel/Gottwald(註 76), §3 Rz. 49; Schack(註 42), Rz. 

273과 Kropholler, Art. 5 Rz. 31은 절차적으로 독립된 완결된 이행지 개념을 찾아 모
든 유형의 계약에 확장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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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착안하여 당해 계약의 거법에 계없이 독자 으로 사실상의 이행지를 정

의한 것으로, 랑스 신민사소송법(제46조)90)의 태도를 반 한 것이다. 즉 이는 

Tessili 공식에 한 비 을 고려하여, 법에 의한 개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실질법이 취하는 근방법에 의하여 향을 받지 않으면서 물품매매계약( 는 

용역제공계약)의 할을 집 하기 한 것이다.91) 

따라서 물품매매계약( 는 용역제공계약)의 경우 채무는 물론이고 이차  

의무( 한 이차  의무 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하여도 계약을 특징 지

우는 의무의 이행지가 할을 결정하게 된다. 종 의 태도가 ‘계약법  근방법’

임에 반하여 이는 ‘보다 차법 인 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후자는 차 

 할상의 당사자의 이익( 컨  법정지와 사건의 근 성)의 공평한 균형에 비

을 두는 장 이 있다.92)93)

90) 제46조는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 외에 그의 선택에 따라 일정한 법원에서 소를 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계약에 관한 사건의 경우 물품을 실제로 인도한 곳 또는 
용역의 제공을 이행한 곳의 법원을 그러한 예로 규정한다. 프랑스어는 아래와 같다. 

   “Le demandeur peut saisir à son choix, outre la juridiction du lieu où demeure le 
défendeur :

   - en matière contractuelle, la juridiction du lieu de la livraison effective de la chose 
ou du lieu de l'exécution de la prestation de service;”

91) Mankowski, Art. 5 no. 96 이하. 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금전채무를 무시함으로써 상인 
간의 무기대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다. Schack(註 42), Rz. 273a. 계약사건
에서 의무이행지 관할을 인정하는 것은 의무이행지가 당해 계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하는 맥락에서는 특징적 의무의 이행지가 
아니라 특징적 이행을 하는 당사자의 주된 사무소(또는 상거소) 소재지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므로(로마협약 제4조 제2항), 국제관할과 준거법을 결정
함에 있어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가 상이하게 되는데, 이는 흥미로운 차이이다.

92) Burkhard Hess/Thomas Pfeiffer/Peter Schlosser,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Brussels Ⅰ in the Member States (2007), para. 200과 주 292에 인용된 
Opinion of General Advcate Yves Bot of 02/15/2007, C- 386/05, Color Drack GmbH/ 
LEXX International Vertriebs GmbH 참조. 위 보고서는 2008년 “The Brussels I Regul-
ation 44/2001 Application and Enforcement in the EU”로 간행되었다. 필자가 참조한 
것은 http://ec.europa.eu/civiljustice/news/ docs/study_application_brussels_1_en.pdf에 있는 
자료이다.

93) 그러나 개정루가노협약상으로도 국제물품매매협약은 의미가 있다. 즉, 개정루가노협약
에 따르면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 대하여도 물품이 인도되었거나 인도되었어야 
하는 장소의 소재지 국가가 특별관할을 가지므로 대금의 지급장소를 정한 국제물품매
매협약 제57조는 국제관할의 맥락에서는 의미가 없으나, 국제물품매매협약(제31조 c
호)상 물품의 인도 장소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으면 매도인의 영업소이므로 매도인으로
서는 여전히 자신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제소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법정지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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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것은, 실제로 물품(용역)이 인도(제공)된 장소가 기 이 되지만 이 경우 

그 물품(용역)의 인도(제공)는 ‘계약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만일 매도인이 계약

에 반하여 다른 곳으로 물품을 송부한 경우 이는 ⒝에 따라 할을 발생시키는 

효력을 가지지 않고 계약 반이 된다. 다만 원래 계약에서 합의한 곳과 상이한 

장소에서 실제로 물품(용역)의 인도(제공)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사안에 따라 당사

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94)

하지만 이러한 사실상의 이행지(즉 물품인도지 는 용역제공지)의 결정이 항

상 용이한 것은 아니다. 몇 가지 논란이 있는 사안의 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송을 포함하는 물품의 매매계약의 경우95) 물품인도지는 목 지인가, 

아니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달하기 하여 물품을 최 운송인에게 교부한 곳

인가. 국제물품매매 약이 용되는 사안에서,96) 당사자가 목 지를 인도지로 합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후자를 인도지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

는 것으로 보이나,97)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매도인이 실 인 물품의 인도가 아

니라 서류를 교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CIF 매매의 경우 인도지는 물품이 아니라 

서류의 인도지를 말한다.98)

둘째,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제3자에게 직  인도하기로 

합의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가 제기된다면,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매수인에게 사실상 인도한 장소를 이행지로 볼 것이 아니라 물

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매매에서 법률상의 이행지( 컨  국제물품매매 약 제31
조가 정한)가 기 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99)

셋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부작 의무의 이행지가 세계 으로 확 되어 있

거나, 지리 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체 으로 이행지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이행지의 할을 인정할 수 없다.100) 이 은 유럽법원이 2002. 2. 19. 

하는 부당한 결과가 불식된 것은 아니다.
94) 한재필(註 67), 185-186면.
95) 이를 송부매매로 논의하기도 하나 독일 민법(제447조)의 ‘송부매매’(Vesendungskauf)

라 함은 매도인이 매수인의 청구에 따라 목적물을 이행지인 매도인의 주소지 이외의 
장소로 송부하는 매매를 가리키므로, 운송이 포함된다고 모두 송부매매가 되는 것은 
아니다.

96) CISG(제31조)에 따르면 그 경우 후자가 이행지가 된다.
97) Mankowski, Art. 5 no. 100. 학설은 나뉘고 있다. Schack(註 42), Rz. 273 Fn. 1 참조.
98) Fawcett/Harris/Bridge(註 53), para. 3.185.
99) Nagel/Gottwald(註 76), §3 Rz. 50.

100) 그러나 Mankowski, Art. 5 no. 141은 부작위의무의 경우에도 지참채무원칙인지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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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ix v. Kretzschmar 사건 결101)에서 시한 바인데, 이에 하여 유럽법원은 

개정루가노 약/ 뤼셀규정 독자 인 소송법상의 이행지를 결정한 것이라는 평가

도 있다.102)

넷째, 선하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 즉 물품의 손상으로 인한 선하증권 소

지인의 운송인에 한 손해배상청구는 여기의 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103) 

그런데 선하증권에 따른 운송인의 의무의 이행지에 하여 모든 의무의 이행지

는 목 항이라는 견해와, 선하증권 소지인의 청구의 성질에 따라 반된 의무의 

유형별로 이행지를 달리 볼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104) 그러나 에서 본 것처럼 

원고의 청구가 주된 의무와 부수의무에 기 한 경우 문제가 된 의무는 주된 의

무를 기 로 단하여야 하므로 운송인이 부담하는 의무의 상호 계( 컨  등

한 계인지 는 부수의무인지)를 분석한 뒤 결정해야 할 것이다.

라. 이행지의 합의와 할합의의 계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지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데, 합의

된 이행지는 계약사건의 할근거가 된다. 뤼셀 약/루가노 약은 명시하지 않

았으나, 뤼셀규정/개정루가노 약 제5조 제1호 ⒝는 “이 조항의 목 상 달리 

합의되지 않으면”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행지의 합의가 할근거가 됨을 명시한

다. 한편 ⒜에는 “달리 합의되지 않으면”이라는 문언이 없지만 그 경우에도 이행

지의 합의가 가능하다.105) 인도장소의 합의를 하는 표 인 로는 당사자가 인

채무원칙인지에 따라 의무이행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101) C-256/00.
102) Schack(註 42), Rz. 275.
103) 실질법상 선하증권을 계약으로 파악하는 영국과 달리 이를 계약으로 보지 않은 독일

에서는 선하증권 발행인인 해상운송인과 선하증권 소지인 간의 소송이 계약사건에 
포함되는지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위와 같이 이해한다. Mankowski, Art. 5 no. 59. 
반면에 Geimer/Schütze, A.1, Art. 5. Rz. 26은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계약에 관한 
사건성을 부정한 유럽법원의 1998. 10. 27. Réunion européene SA v. Spliethoff's 
Bevrachtingskantoor 사건 판결(C-51/97)을 인용하나, 이는 수하인이 선하증권상의 운
송인이 아니라 실제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처음부터 계약
사건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4) Rix 판사가 The Sea Mass 사건 판결{[1999] 2 Lloyd’s Rep 281}에서 예컨대 하역항
에서 인도를 잘못하였다면 하역항이고, 처음부터 감항능력이 없었다면 의무이행지는 
선적항이나, 양하중의 잘못이라면 목적항이고, 항해중의 운송 및 보관을 잘못한 경우
라면 공해상이 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고 한다. Peter Stone, EU Private Interna-
tional Law (Edward Elgar, 2006), p. 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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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텀즈를 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106) 그러나 여기에서 “달리 합

의되지 않으면”의 정확한 의미에 하여는 논란이 있다.107)

당사자가 의무의 거법에 따라 유효한 의무의 이행지를 합의한 경우 이는 

할합의와 구별되므로 뤼셀 약/루가노 약(제17조)이 정한 할합의의 방식요

건을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108) 할합의의 결과 합의된 법원은 원칙 으로 

속  할을 가지는 데 반하여, 의무이행지의 합의를 하더라도 의무이행지의 

법원은 선택 인 것이고 속  할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할을 

근거지우는 이행지의 합의에 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고, 합의된 이

행지가 계약의 실재(reality)와 련을 가져야 한다. 당사자들이 련 있는 이행지

를 합의한 경우 ⒝에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 즉 이행지의 법원이 할을 가진

다.109) 유럽법원은 1997. 2. 20. MSG Mainschiffahrts-Genossenschaft eG v. Les 
Gravières Rhénanes SARL 사건 결110)에서 계약의 실재와 아무런 련이 없이

(… having no real connection with the reality of the contract) 단순히 소송법  

효력을 가지는 이행지합의는 개정루가노 약 제23조에 상응하는 뤼셀 약/루가

노 약 제17조에 따른 할합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고 시하 다.111) 즉 

이는 채무자로 하여  실제로 그곳에서 이행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할

근거를 확정하기 하여 추상 인 이행지합의를 하는 경우이다. 이행지 할을 인

정하는 것은 분쟁과 법원 간의 한 련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만일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않으면, 분쟁과 법원 간의 련을 포기하는 신 엄격한 방식요건의 

105) Kropholler, Art. 5 Rz. 35, Mankowski, Art. 5 no. 145.
106) 상세는 Fawcett/Harris/Bridge(註 53), para. 3.179 이하 참조. 그러나 그 경우에도 논란

이 있을 수 있다. Hess/Pfeiffer/Schlosser(註 92), para. 198 참조.
107) 그것이 당사자가 ⒝의 적용을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당사자가 이행지를 

합의한 경우(그것이 계약과 실제적 관련이 있다면) ⒝가 아니라 ⒜가 적용된다는 것
인지의 논란인 듯하나 그 취지와 실익은 다소 애매하다. Paul Beaumont, “The Brus-
sels Convention Becomes a Regulation: Implications for Legal Basis, External Compe-
tence, and Contract Jurisdiction”, James Fawcett (ed.), Reform and Development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Essays in Honour of Sir Peter North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 20; 한재필(註 67), 183면 참조.

108) 1980. 1. 17. 유럽법원 Zelger v. Salinitri 사건 판결(C-56/79).
109) Geimer/Schütze, A.1, Art. 5 Rz. 92.
110) C-106/95.
111) 브뤼셀규정상 당사자가 계약 전부에 대하여만 이행지를 합의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

별 의무에 대하여 각각 상이한 이행지를 합의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
나 독일의 다수설은 이를 긍정한다. Kropholler, Art. 5 Rz. 51, Fn. 1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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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하에 할합의를 허용하는 뤼셀 약/루가노 약 제17조를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하다.112) 하지만 와 같은 련의 유무를 단하는 것은 항상 용이하

지는 않으며, 특히 객  기 에 의할지( 컨  계약의 상과 실제의 련이 

있을 것) 아니면 주  기 (순 히 할을 부여할 의도로 합의한 것인지)에 의

할지도 논란이 있다.113)

 이러한 태도는 개정루가노 약/ 뤼셀규정 하에서도 마찬가지다.
 이행지 할을 정하는 근거를 실체법상의 이행지와 소송상의 이행지를 일치

시키기 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행지 합의에 할근거로서의 기능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행지를 국제민사소송법의 에서 독자 으로 정의한다면 이

는 의문이다. 실제로 독일에는 개정루가노 약이 할합의에 하여 별도로 조항

을 두므로, 입법론 으로 비 의 할합의를 인정할 소송상의 필요가 없다는 비

도 있다.114) 아래에서 보듯이 어도 문면상 의무이행지의 개념과 결별한 비

안은 당사자의 이행지합의에 할근거로서의 효력을 주지 않는다.

4.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의 논의

가. 비 안에 의한 개선의 시도

개정루가노 약/ 뤼셀규정이 도입한 이런 수정은 비 안(제6조)과 2001년 

안의 B안(제6조)과도 유사하나 양 안은 의무이행지 할에 해 좀더 비

인 입장을 취한다. 즉 비 안은 계약에 한 사건 일반에 한 국제 할을 

규정하는 신 가장 형 인 매매계약과 용역계약에 하여만 국제 할을 규정

하는데, 구체 으로는 다음과 같다.

제6조 계약115)

  원고는 아래의 국가의 법원에서 계약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 물품의 공 에 한 사건의 경우 물품의 부 는 일부가 공 된 장소

  b) 용역의 제공에 한 사건의 경우 용역의 부 는 일부가 제공된 장소

  c) 물품의 공 과 용역의 제공 양자에 한 사건의 경우 주된 의무의 부 

는 일부의 이행이 행해진 장소

112) Kropholler, Art. 5 Rz. 36.
113) Hill(註 77), para. 5.6.23 참조.
114) Schack(註 42), Rz.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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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비 안(제6조)에 의하면 물품이 공 된 곳 는 용역이 제공된 곳이 할

을 가진다. 물품공 과 용역제공 양자에 한 계약의 경우 주된 의무의 이행이 

행해진 곳이 할을 가진다. 이는 의무이행지 할의 용범 를 제한하려는 취

지이다. 비 안과 개정루가노 약은 우선 네 가지 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116)

첫째, 제6조에 따르면, 물품매매계약( 는 용역제공계약)의 경우 의무이행지는 

물품( 는 용역)이 계약에 따라 인도(제공)된 체약국인 은 개정루가노 약/ 뤼

셀규정과 같지만, 제6조는 계약 일반에 하여가 아니라 가장 형 인 매매계약

( 는 용역계약 는 양자의 혼합계약)에 하여만 국제 할을 규정하므로, 다른 

유형의 계약의 경우 의무이행지의 할은 인정되지 않는다. 컨  출계약의 

경우 가사 출  상환의무의 이행지가 뉴욕주이더라도 뉴욕주에 제6조에 기한 

의무이행지 할을 인정할 수는 없다.

둘째, 제6조는 실제로 물품( 는 용역)이 계약에 따라 인도(제공)된 체약국의 

국제 할만을 인정하므로 물품( 는 용역)의 인도(제공)가 없었다면, 즉 의무불이

행의 경우는 용되지 않는다.117)

셋째, 개정루가노 약/ 뤼셀규정은 여 히 ‘문제가 된 의무’의 이행지라는 개

념을 사용하면서 통일 인 이행지를 정의하는 데 반하여, 양 안은 그런 ‘문제

가 된 의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물품( 는 용역)의 제공( 는 공

)지에 할을 인정한다. 결론에는 차이가 없지만 후자는 의무이행지와 결별한 

것이다. 실체법상의 의무이행지를 연상시키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양당사자  어

느 일방이 부담하는 의무만을 기 으로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넷째, 둘째와 셋째의 연장선 상에서 비 안은 의무이행지를 기 로 하지 않

으므로, 의무불이행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의무이행지를 달리 합의하더라도 의미

가 없다. 그러나 개정루가노 약/ 뤼셀규정상으로는 의무이행지 합의가 의미가 

있다.

115) 이는 필자가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2권(2001), 456면에 게재한 번역문을 조금 수정
한 것이다. 

116) 그 밖에도 물품을 “인도하다”(deliver)라고 하지 않고 “공급하다”(supply)라고 하는 점
도 다른 점이다.

117) Peter Nygh/Fausto Pocar, Report of the Special Commission, Preliminary Document 
No. 11 (The Hague, 2000),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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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1년 안에 의한 혼란

2001년 6월 개최된 제1차 외교회의에서는 의무이행지를 기 로 한 비 안

과, 미국측이 제안한 ‘활동에 근거한 할’을 결합하여 통합된 안을 작성하고

자 노력하 으나 실패하 다. 그 결과 2001년 안은 아래와 같이 활동에 근거

한 할을 A안으로, 의무이행지에 기 한 비 안을 B안으로 규정함으로써 양

자를 병렬 으로 열거한다.

제6조 계약

[A안

1. [제7조  제8조의 유보 하에], 원고는 계약에 한 사건에 있어 아래의 국

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 피고가 그곳에서 빈번한 [그리고] [ 는] 한 활동을 한 국가 [ 는

  b) 피고가 그곳을 향하여 빈번한 [그리고] [ 는] 한 활동을 한 국가] 
  다만, 청구가 그 행 와 직 으로 련된 계약에 근거하고, [피고와 그 국

가와의 체 인 계에 의하여 피고가 그 국가에서의 소송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합리 인 경우] 
[제1선택지

2. 항의 목 상 ‘활동’은 다음의 하나 는 그 이상을 의미한다.
  a) 이러한 종류의 계약의 체결을 한 피고의 상업  는 직업  사업의 

[규칙 이고 실질 인] 진

  b) 이러한 종류의 계약을 상할 목 의 피고의 규칙  는 지속  존재. 
다만 문제된 계약의 어도 일부가 그 국가에서 이행된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 호에서 이행이라 함은, 출 는 통화의 매매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오로지] 비  이행을 말한다.]
  c) 상품 는 용역의 공 에 의한 계약의 부 는 요부분의 이행]
[제2선택지

2. 항의 목 상 ‘활동’은 특히 계약의 진, 상  이행을 포함한다.
[3.  항들은 피고가 그 국가에서 계약의 체결 는 의무의 이행을 피하기 

하여 합리 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용되지 않는다.]
[B안 비 안과 같다.]

A안의 특징은 피고가 빈번한 [그리고][ 는] 한(significant) 활동을 한 곳

에서 계약사건의 국제 할을 인정하는 이다. 그러나 그러한 활동을 그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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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그곳을 향하여 한 것으로 족한지에 하여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다만 어느 경우이든 청구가 그 활동과 직  련된 계약에 기 한 것이어야 한

다. 한 “피고와 당해 국가 간의 체 인 계에 의하여 피고를 당해 국가의 

할에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 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호 안에 추가되

었다.

A안에는 ‘활동’의 개념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시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유럽측의 견해를 반 한 제1선택지는 활동의 정의를 제한 으로 규정함으로써 

법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활동을 사업의 진, 상과 이행에 한정한다. 

한편 미국측의 견해를 반 한 제2선택지는 활동을 정의하지 않고 단순히 “활동

은 특히 계약의 진, 상  이행을 포함한다”고만 규정함으로써 활동의 범

를 제한하지 않는다. 

 두 가지  어느 안을 따르든 간에, 피고가 그 국가에서 계약의 체결 는 

이행을 하는 것을 피하기 해 합리 인 조치를 취한 경우 활동 는 의무이행

지임을 근거로 계약사건의 할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제3항에서 일단 

호 안에 규정하 다. 이는 특히 자상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자인 당사

자가 특정국가의 할에 복종하는 것을 회피하기 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그를 보호하기 한 것이다.

사실 비 안은 상당한 논의 결과 달성된 체 인 합의를 기 로 성안된 것

임에 반하여 2001년 안은 그에 반하는 제안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안이라기

보다 하나의 작업용 문서에 불과하다고 본다. 다만 2001년 안의 의의를 찾자

면, 이는 유럽연합 국가들과 미국이 선호하는 안을 병치함으로써 각각이 선호하

는 바와, 그들 간에 쉽게 가교될 수 없는 커다란 편차가 있다는 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데 있다고 본다.

5. 개정루가노협약/브뤼셀규정의 태도에 대한 비판

계약사건의 국제 할에 한 개정루가노 약/ 뤼셀규정의 태도에 하여는 여

러 가지 비 이 있다.

첫째는 의무이행지 할에 한 근방법상 논리  일 성의 결여이다. 에서 

본 것처럼 개정루가노 약/ 뤼셀규정도 물품매매계약( 는 용역제공계약) 이외의 

유형의 계약의 경우 소의 기 가 된 의무의 이행지 할을 여 히 인정한다(제5

조 제1호 ⒞⒜). 따라서 제1호 ⒜가 용되는 경우에는 루가노 약/ 뤼셀 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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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 의무를 기 으로 이행지를 결정한다. 한 ⒝는 인

도(제공)되었거나 인도(제공)되었어야 하는 장소가 체약국인 경우에 용되므로 

그러한 장소가 비체약국에 있을 때에는 ⒞와 ⒜에 따라 소의 기 가 된 의무이

행지가 할을 가진다. 이처럼 ⒜가 용되는 한 루가노 약/ 뤼셀 약 하의 

Tessili 공식과 De Bloos 공식이 개정루가노 약/ 뤼셀규정 하에서도 여 히 타

당하다. 개정루가노 약/ 뤼셀규정이 이처럼 ⒜에서는 문제가 된 의무를 기 으

로 하는 뤼셀 약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에서는 그와 달리 특징  이행을 기

으로 함으로써 개념의 분열을 래하는 것은 형 인 타 의 산물로서 객

 근거가 없는데, 그런 태도를 취한 이유는 에서 언 한 랑스 신민사소송법

(제46조)을 수용하면서도 유럽법원의 종래의 례와 면 으로 결별할 수 없었

기 때문이라고 한다.118) 비 안은 이런 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제1호 ⒜에 의하여 할이 결정되는 계약의 로는 부동산의 매매, 주식 

는 증권의 매매, 라이센스계약, 신용장, 환어음 등을 든다.119) 신용장의 경우 

의무이행지의 결정120)은 용이하지 않고, 나아가 채무( 는 지 의무)의 

경우 의무이행지의 결정도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121) 특히 채무의 경우에

는 당사자가 이행지를 합의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가사 이행지를 합의하

더라도 이는 단순히 계좌이체를 하여 필요하거나 편리한 곳이기 때문이므로 

이행지의 법원에 국제 할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 인 근거가 없다는 비 이 있

118) Schack(註 42), Rz. 273, 273b; Nagel/Gottwald(註 76), §3 Rz. 49; Kropholler, Art. 5 
Rz. 31; Mankowski, Art. 5 no. 138.

119) Mankowski, Art. 5 no. 129. Fawcett/Harris/Bridge(註 53), para. 10.53은 표준소프트웨
어의 구매계약과 기타 인터넷으로 양도할 수 있는 디지털화한 제품의 구매도 ⒜에 
해당한다고 본다.

120) 신용장에 따른 의무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인데, 수익자가 개설은행을 상대로 신용장대금 청구의 소 
제기 시 의무이행지의 결정이 문제된다. 이 경우 통상 서류의 제시와 상환하여 지급
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합의가 없으면 서류를 제시하는 장소(또는 지급청구를 하
는 곳)가 의무이행지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가능하나, 영국의 판결은 서류의 제시장소
가 아니라 지급지가 의무이행지라고 보았다고 한다. Stone, p. 76에 소개된 Chailease 
Finance Corp v. Crédit Agricole Indosuez [2000] 1 Lloyd’s Rep 348 (CA) 참조. 그
러나 수익자가 특정한 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계좌소재지를 이행지로 
볼 수 있고, 지정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정은행 소재지가 의무이행
지가 될 것이다. 이처럼 유형별 고찰은 Jaephil Hahn, Europ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on Documentary Credits and Autonomous Guarantees (Nottingham, 2003), p. 116 
이하 참조.

121) 금전채무의 이행지에 관한 논의는 Hill(註 77), para. 5.6.45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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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22) 이 에서는 물품의 매매( 는 용역의 제공)를 수반하지 않는 계약상의 

채무의 경우 의무이행지 할을 인정하지 않는 비 안이 진일보한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셋째, ⒞를 보면 일견 문면상 불필요하고 복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에서 

부 하다는 비 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의 의미는 ⒝에 따라 체약국이 아니

라 비체약국의 법원이 할을 가지는 사안에서 ⒝의 근방법을 포기하고 ⒜의 

근방법을 따르게 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한데, 이에 따르면 ⒞는 

‘catch-all clause’는 아니라고 한다.123) 이에 하여는 이는 비체약국에 한 계

에서 균형이 잡힌 할배분을 훼손한다는 비 이 있다.124) 이런 차이를 두지 않

는 비 안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V. 우리 국제사법에의 시사점

의 논의를 보면 지 으로서는 개정루가노 약의 체약국들 간에는 개정루가

노 약에 하여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의 에서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된다. 우리로서는 우선 국제사법 제2조가 선언한 국제

할 결정의 추상  원칙을 구체화하여 정치한 국제 할규칙을 정립하고, 그 작

업이 어느 정도 성취되면 그 후 정치한 국제 할규칙을 국제사법에 명시할 필요

가 있다.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국제사법 제2조는 처음부터 과도기 인 입법

으로 구상되었기 때문이다.125) 계약사건에서의 국제 할도 그 일환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22) Preliminary Document No. 9, Nos. 67-69.
123) Mankowski, Art. 5 no. 143.
124) Schack(註 42), Rz. 273.
125) 참고로 과거 우리의 섭외사법은 일본의 法例를 모델로 한 것이었는데, 일본은 2007년 

1월 1일부터 法例를 ‘法適用에 관한 通則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면개정하였으며, 
국제관할에 관하여도 입법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 國際裁判管轄硏究會, 國際裁判
管轄硏究會報告書, NBL 제883호(2008. 6. 15)부터 제888호(2008. 9. 1)에 연재된 논문 
참조. 의무이행지에 관한 부분은 제884호(2008. 7. 1), 64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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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국제사법상 계약사건의 국제관할

가. 국제 할의 원칙

과거 우리 법원126)은 국제 할의 결정에 한 법리를 이른바 4단계 구조로 

설시하 으나, 이는 아래 국제사법 제2조에 의하여 체되었다. 따라서 이제 우

리는 국제사법 제2조를 기 로 하되 국내법의 할규정을 참작하여 정치한 국제

할규칙을 정립해야 한다.

① 법원은 당사자 는 분쟁이 된 사안이 한민국과 실질  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 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  련의 유무를 단함에 있

어 국제재 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 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법원은 국내법의 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 할권의 유무를 단하되, 제1

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 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실무 으로는 민사소송법의 토지 할규정에 의한 재 이 한국에 있으면 

체로 한국 법원에 국제 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토지 할규정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① 그 로 국제 할규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② 국제 인 고려에 의해 수정함으로써 비로소 국제 할규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③ 국제 할규칙으로는 치 않아 아  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구

분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 국제사법 하에서 올바른 국제 할규칙을 정립하기 

해서는 특정 토지 할규정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단하고, ②에 속하는 토

지 할규정을 히 수정하는 것이 요하다. 나아가 ④ 토지 할규정이 망라

인 것은 아니므로 그 밖에도 국제 할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정의 유무와, 만일 

이를 인정한다면 그 내용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127) 이러한 단을 하는 과정

에서 국제 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제 할규칙을 정립하기 해서는 범 한 

비교법  검토가 요청된다. 개정루가노 약이 도입한 개정의 착안 을 고려하면 

126) 예컨대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127) 필자는 석광현, “國際裁判管轄의 몇 가지 문제점 ― 종래의 논의에 대한 批判的 考察”, 

인권과 정의 제262호(1998. 6), 38면에서 이런 견해를 밝힌 뒤 이를 견지하고 있다. 
도메인이름에 관한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은 도메인분쟁을 직접 
규율하는 토지관할규칙이 없었음에도 우리나라의 국제관할을 긍정하였던바 이는 ④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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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지의 특별재 직을 정한 우리 민사소송법 제8조는 “② 국제 인 고려에 

의해 수정함으로써 비로소 국제 할규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 

도메인이름에 한 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결은 국제 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 의 정, 신속  경제를 기한다는 기

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 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측가능성과 같은 개인 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 의 정, 신속, 효율  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

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  련성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  련

성을 객 인 기 으로 삼아 합리 으로 단하여야 할 것이다고 시하 는데, 

 결의 사안은 국제사법이 용되지는 않는 것이었지만 법원은 국제사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와 같이 시하 고 이는 체로 하다.128)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국제사법 하에서 정립해야 하는 국제 할규칙의 타당성은  

법원 결이 제시한 바와 같은 국제 할의 단기 이 되는 궁극  잣 에 비추

어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나. 계약사건의 국제 할

에서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8조는 ‘거소지 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

’이라는 표제 하에 “재산권에 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는 의

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사소송법 제8조  거소지재

은 독일 민사소송법(제20조)의 이른바 ‘Aufenthaltsort’(거소지)의 특별재

을 계수한 것이고, 의무이행지 재 은 독일의 계약재 을 확장하여 리 재

산법상의 청구권에 의한 소에 하여 일반 으로 의무이행지의 특별재 을 인

정한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명시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의무라 함은 ‘문제가 된 

의무’ 는 ‘청구의 기 가 된 의무’를 말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실제로 에서 

본 법원 1972. 4. 20. 선고 72다248 결은 섭외 인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도 

구 민사소송법 제6조(  제8조에 상응하는 조문임)를 용하여, 개보수를 지

할 채무가 지참채무이고 따라서 그 이행지인 채권자 주소지가 한국임을 근거로 

128)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상세는 석광현, “國際裁判管轄의 기초이론 ― 도메인이름에 
관한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의 의의”,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4
권(2007), 8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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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의 국제 할을 인정하 다. 이는 청구의 기 가 된 채무의 이행지를 

기 으로 국제 할을 결정하고, 이행지를 결정하기 하여 법정지인 우리 국제사

법을 용하여 이행의무의 거법을 단한 에서, 에서 본 Tessili 공식을 따

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다양한 유형의 계약사건의 

국제 할을 다룬 결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 민사소송법(제8조)과 1972년 법원 결을 고려하면, 계약사건의 의무이

행지 할에 한 거부감은 별로 없다.129) 루가노 약, 개정루가노 약, 비 안

을 고려하면, 어도 비 안의 수 을 따라 물품의 공 에 한 사건에서 물품

의 부( 는 일부)가 공 된 장소와, 용역의 제공에 한 사건에서 용역의 부 

( 는 일부)가 제공된 장소의 국제 할을 인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나아가 

기타 계약사건의 경우에도 의무이행지 할을 정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를 좀

더 정치하게 다듬어 의무이행지 할규칙을 정립해야 하고, 그런 규칙에 따라 국

제 할을 정하더라도 국제 할의 단기 이 되는 궁극  잣 에 비추어 개별

사건에서 좀더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 한 법정지의 법

리를 원용하여 소송 지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런 제 하에서 의무이

행지 할과 련된 문제 은 아래에서 논의한다.

그리고 그 경우 일차  의무( 는 기본  의무)를 기 으로 의무이행지를 단

해야지 손해배상의무와 같은 이차  의무를 기 으로 단할 것은 아니라는 

은 수 할 수 있다.

2. 계약사건의 국제관할에 관한 검토―우리 국제사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위하여

여기에서는 제8조의 의무이행지 할을 어떻게 수정할지에 을 맞추어 논

의하는데, 우선 종래 우리나라의 논의를 소개하고, 비 안과 개정루가노 약을 

참조하여 추가 인 고려사항을 지 한다.

가. 종래의 비

우선 종래 의무이행지 할에 하여는 여러가지 에서 비 이 제기되고 있

다.130)

129) 물론 2001년 초안에서 보이는 미국의 제안을 고려하면 이에 비판이 있을 수 있다.
130) 석광현(註 11), 53면 이하; 상세는 석광현, 국제재 할에 한 연구(서울대학교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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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민사소송법의 해석상으로는 ‘재산권에 한 소’에는 불법행 , 부당이득, 

사무 리 등에 의한 채권  청구권 등에 한 소가 포함되나, 국제 할의 맥락에

서 법정채무에 해서까지 의무이행지 할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에게 측하지 

못한 곳에서의 응소를 강제하게 되어 공평에 반하므로 채권계약으로부터 발생하

는 의무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131) 즉 실체법상의 의무이행지에 무조건 국제 할

을 정한다면 몰라도, 도메인이름에 한 법원 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국제

할배분의 궁극  잣 를 용하는 차법  고려를 시한다면 그 게 보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채권계약상의 의무로 한정하는 경우에도 당해 계약에 따른 본래의 의무

에 하여 의무이행지 할이 인정됨은 다툼이 없으나 ① 계약의 무효, 취소, 부

존재와 련한 계약 계의 존부 확인이나 ②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생된 채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채무)에 하

여도 의무이행지 할을 인정할지에 하여는 우리나라에서는 학설이 나뉜다.132) 

독일 민사소송법은 계약의 존재에 한 쟁송을 포함하므로 의무이행지 할은 

계약 계의 존부 확인에는 당연히 용되고, 나아가 계약상의 채무로부터 생된 

채무에도 용된다고 본다.133) 개정루가노 약/ 뤼셀규정의 해석상으로는 에서 

본 바와 같이 이도 체로 포함된다는 본다. 그러나 비 안에 따르면 실제 이

행이 없었던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제8조를 용하기 해서는 의무이행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행지에 

한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결정이 문제된다. 1972년 법원 결은 법정

지인 한국의 국제사법을 용하여 문제가 된 계약의 거법을 지정하고 그에 따

라 채무의 이행지를 결정하 으나, 정, 공평하고 능률 인 운 이라는 국제민

사소송법상의 이념에 따라 합리 으로 의무이행지를 결정할 것이라는 견해가 유

력하다. 이는 루가노 약상의 Tessili 공식에 한 비 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개정루가노 약이 매매계약과 용역공 계약에 하여 이를 시정하 으나, 기타 

부, 2001), 277면 이하 참조(아래 소개하는 견해의 개별적 인용은 생략한다).
131) 다만 예컨대 계약의 무효, 취소나 해제로 인한 부당이득의 경우는 의무이행지 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 석광현(註 11), 278면 이하. 여기의 의무이행지는 부당이득반환의무
의 이행지가 아니라 원래의 계약상의 의무이행지를 말한다. 그러나 그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까지 이를 인정할 것은 아니다.

132) 부정설은 최공웅, 국제소송(1994), 303면, 긍정설은 유재풍, “國際訴訟의 裁判管轄에 
관한 硏究”, 청주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1994), 108면.

133) Kropholler(註 42), Rz.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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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경우 Tessili 공식을 유지하고 있음은 에서 본 바와 같다.

넷째, ‘문제가 된’ 는 ‘다툼 있는’ 의무의 이행지에 재 할을 인정한다면, 의

무이행지에 한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가 어느 의무에 기하여 소를 제기

하는 가에 따라 제8조에 따른 국제 할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루가노 약에 한 

비 이기도 하 다. 개정루가노 약이 매매계약과 용역공 계약에 하여 이를 시

정하 으나, 기타 계약의 경우에는 이런 비 이 여 히 가능함은 에서 본 바와 

같다.

다섯째,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의 보통재  소재지에 소를 제기하는 신 의

무이행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므로 의무이행지 할은, ‘원고는 피

고의 법정지를 따른다’는 국제 할의 원칙에 반하여 사실상 원고의 법정지

(forum actoris)에 할을 부여하게 되므로 부당하다는 비 이 있다. 이는 루가노

약에 한 비 이기도 하 다. 이런 비 은 개정루가노 약에 하여도 여 히 

타당하다. 원고의 법정지를 인정하게 되어 부당하다는 비 은 우리나라에서도 국

제물품매매 약이 발효됨에 따라 실무상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즉 국제물

품매매 약은 한국과 국에서는 이미 발효되었고 일본에서는 2009년 8월 1일부

터 발효될 정이므로 그 때부터는 한․   한․일 간의 국제동산매매에 규

모로 용될 것이다. 그런데 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제물품매매 약(제57조)에 

따르면 달리 정함이 없으면 의 지 에 하여는 지참채무의 원칙이 용되

므로 매도인은 자신의 업소 소재지에서 제소할 수 있게 된다.

나. 비 안과 개정루가노 약을 참조한 고려사항

첫째, 물품매매계약과 용역제공계약의 경우 아직 이행이 없는 상태에서도 의무

이행지 할을 수용할 것인가. 즉 이는 실제의 이행지에만 착안할 것인가의 문제

로서, 비 안과 개정루가노 약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둘째, 물품매매계약과 용역제공계약의 경우 의무이행지 할을 수용한다면, 그 

밖의 유형의 계약의 경우에도 의무이행지 할을 수용할 것인가. 의무이행지 

할의 가장 큰 문제 은 과연 그것이 통상 인 계약 일반에 그 유형에 계없이 

타당한가라는 이다. 비 안(제6조)은 의무이행지 할을 물품매매계약과 용역

제공계약에 따라 실제로 이행이 행해진 곳으로 제한함은 이미 지 하 다. 만일 

그 범 를 확 한다면 그 경우 이행지의 결정이 문제되는데, 독일의 유력설134)이 

주장하듯이 차 으로 독립된 완결된 이행지 개념을 찾아 모든 유형의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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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는 것이 바람하다면,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한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이는 1972년 법원 결의 태도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

면 그로부터 이탈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요컨  계약의 유형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혼합계약도 있는데, 도메인이

름에 한 2005년 법원 결이 설시한 국제 할을 결정하는 궁극  잣 에 비

추어 본다면 모든 유형의 계약에서 이행지 할이 항상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

지 않을까 생각된다. 혼합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부담하는 복수의 의무가 존재하

는데 만일 일방 당사자가 그  여러 개의 의무를 반했다면 이는 일차 -이차

 의무의 계가 아니라 동등한 지 를 가지므로 이행지 할을 기 로 이들을 

병합할 수도 없다.135)

셋째, 좀더 나아가면 의무이행지 할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부 한 법

정지의 법리를 도입할 여지는 없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만일 이를 정한다

면, 특히 매매계약과 용역제공계약 이외의 계약이나 혼합계약의 경우 이행지가 

당해 사안과 련이 약한 경우에도 부 한 법정지의 법리에 의하여 소송을 

지함으로써 부당한 결과를 시정할 수 있으므로 의무이행지 할을 좀더 넓게 인

정할 여지가 있다.136) 특히 계약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과연 의무이행지 할이 

항상 국제 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를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부

한 법정지의 법리에 의한 시정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넷째, 우리나라를 포함한 륙법계의 경우 국제 할에서 특별 할의 유무를 

단하기 해서는 우선 문제된 법률 계의 성질결정을 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의 

활동에 근거한 특별 할은 인정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당사자가 어느 국가에

서 상업  활동을 통하여 이득을 얻고 있다면 그로부터 발생하거나 그와 련된 

134) 예컨대 Kropholler, Art. 5 Rz. 31.
135) 만일 청구의 객관적 병합이 가능하다면 이를 병합할 수 있지만 개정루가노협약은 이

를 인정하지 않으며 우리 법상은 논란이 있다. 예비초안은 물품의 공급과 용역의 제
공 양자에 관한 사건의 경우 주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이 행해진 장소의 
국제관할을 인정한다.

136) 이런 전제 하에서, 필자는 과거 “현재로서는 의무이행지 관할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
가에 관하여는 만족할 만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일단 의무이행
지에 기한 국제관할을 인정하되, 국제관할 배분의 정의를 고려하여 그러한 결론이 합
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에 따라 
국제관할의 행사를 거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썼는데(석광현(註 11), 54면), 그 
전제로서 필자는 우리 법의 해석론으로서도 엄격한 요건 하에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
리를 도입하여 소송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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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하여 당해 국가의 특별 할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것이 피고의 ‘활동에 근거한 할’(activity based jurisdiction)인데, 만일 이를 

인정한다면 청구원인이 계약인가 불법행 인가라는 성질결정은 불필요하다. 다만 

문제는 피고의 어떠한 성질, 빈도 는 양의 활동을 근거로 특별 할을 정할 

수 있는가라는 단이 어려우므로 사소한 련을 근거로 국제 할이 부당하게 

확 될 험성이 있다는 이다. 어 든 이런 개념은 미국으로부터 연원한 것인

데, 미국 례는 ‘최소한의 ’(minimum contact)의 핵심개념인 ‘의도  이용’ 

(purposeful availment)을 인정하기 한 요건으로 피고의 활동에 착안하므로 그

에 기 한 국제 할을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 있다.

우리 국제사법상 계약사건에서 피고의 활동에 근거한 할을 인정할 수 있는

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137) 즉 우리 국제사법 하에서는, 분쟁이 된 활동이 한

국과 실질  련이 있어서 할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 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

하고 합리 이면 피고의 활동에 근거한 특별 할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

서 이를 인정하더라도 의무이행지 할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고, 양자는 병존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인정하기 에 기존의 계약사건 는 불법행 사건의 할 

외에 이를 별도로 정할 필요성과 실익을 검토하고, 그의 요건을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VI. 맺음말

지 까지 개정루가노 약상 계약사건의 국제 할을 검토하고 우리 법에의 시

사 을 살펴보았다. 개정루가노 약은 루가노 약을 개선하 지만 논리  일 성

이 부족한데, 이는 차법  근방법을 철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반면에 

137) 특히 소비자계약의 경우는 국제사법 제27조가 소비자 상거소 소재지 국가를 지향한 
활동에 근거한 관할을 인정한다. 손경한(편), 엔터테인먼트법(하)(2008), 465면(이규호 
집필부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6. 22. 선고 2003가합87723 판결(드림웍스 사건)
이 의도적인 활동에 기한 국제관할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나 동의하기 어렵다. 
그 사건은 오히려 유럽연합의 Shevill 사건 판결과의 관련 및 청구의 객관적 병합과 
관련하여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소개는 석광현, “한국에 있어서 知的財産權紛爭의 
國際裁判管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4권(2007), 617면 주 86; 손경한, “국제 저작
권 분쟁의 국제재판관할”, 법률신문 제3400호(2005. 10. 6), 14-1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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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안은 차법  근방법을 철한다. 이상의 논의를 보면, 당연한 것으로 생

각되었던 계약사건의 의무이행지 할에 많은 쟁 이 있다는 과, 의무이행지 

할, 특히 문제가 된 의무이행지에 기 한 할의 설득력과 타당성에 해 의문

이 제기되고 있음을 본다. 그 다면 국제 할을 결정하는 궁극 인 잣 에 비추

어, 계약사건에서 의무이행지의 특별 할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근

본 인 의문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우리 국제사법상 계약사건의 국제 할의 맥락

에서 의무이행지를 정함에 있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더 다양한 유형의 

계약을 기 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유럽의 논의가 참고가 된다. 

계약사건의 국제 할에 한 우리의 해석론과 입법론은 다른 기회에 좀더 논의

할 생각이다.

국제 할 반에 하여 하나 지 할 것은, 국제사법 제2조가 비록 개방 인 

성격의 일반조항이지만, 이것이 법원의 자의 (恣意的) 단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다. 국제사법 제2조는 국내 할 특히 ｢토지 할규

칙 = 국제 할규칙｣이라고 보면서, 결론이 부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라는 도구

를 사용하여 부당성을 교정하려는 일본과 우리 법원의 태도를 바로잡고, 정치한 

국제 할규칙을 정립하라는 취지를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우선 국내 할규정을 

참작하여 정치한 국제 할규칙을 정립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단순히 다양한 사정

을 열거하고 법원이 원하는 결론을 내리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험하기까지 하다. 앞으로 우리 법원이 국제사법 제2조의 요청을 구체화함으로

써 정치한 국제 할규칙을 정립해  것을 기 한다.

투고일 2008. 11. 24   심사완료일 2008. 12. 9   게재확정일 2008. 12. 12



2008. 12.]   개정루가노 약에 따른 계약사건의 국제재 할 451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김 순, 국제법론 제13 (2008)

김 순, EU법의 연구(2007)

노태악․김우진, “루가노 약과 뤼셀규정에 한 연구(Ⅰ)”, 국제규범의 황

과 망(법원행정처, 2007)

석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2권(2001) 

석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3권(2004)

석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4권(2007) 

석 , “2005년 헤이그 재 할합의 약의 소개”, 국제사법연구 제11호(2005)

석 , “國際裁判管轄의 몇 가지 문제 ―종래의 논의에 한 批判的 考察”, 

인권과 정의 제262호(1998. 6.) 

석 , 국제재 할에 한 연구(2001) 

손경한(편), 엔터테인먼트법(하)(2008)

손경한, “국제 작권 분쟁의 국제재 할”, 법률신문 제3400호(2005. 10. 6)

유 일, “國際裁判管轄의 實務運營에 한 小考―改定 國際私法과 헤이그신

약의 논의를 심으로―”, 법조 통권 554호 (2002. 11), 법조 통권 555

호 (2002. 12)

유재풍, “國際訴訟의 裁判管轄에 한 硏究”, 청주 학교 학원 법학박사학

논문(1994)

이규호, “국제  소송경합-1999년 헤이그 약 비 안과 루가노 약을 심으

로-”, 국제사법연구 제13호(2007)

정규상, “루가노조약에 있어서 裁判管轄,” 成均館法學 제9호(1998)

최공웅, 국제소송(1994)

2. 일본 문헌

國際裁判管轄硏究會, 國際裁判管轄硏究 報告書, NBL 제883호(2008. 6. 15), 

제884호(2008. 7. 1), 제888호(2008. 9. 1)

3. 독일 문헌

Geimer, Reinhold/Schuetze, Rolf A., Europäisches Zivilverfahrensrecht, Kom-



石 光 現 [서울 학교 法學 제49권 제4호 : 413∼454452

mentar, 2. Aufl., (2004)

Hess, Burkhard/Pfeiffer, Thomas/Schlosser, Peter,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Brussels Ⅰ in the Member States (2007)(http://ec. europa. 

eu/civiljustice/ news /docs/study_application_brussels_1_en.pdf)

Kropholler, Jan, Handbuch des Internationalen Zivilverfahrensrecht Band Ⅰ, 

Kapitel Ⅲ Internationale Zuständigkeit (1982)

Kropholler, Jan, Europäisches Zivilprozeßrecht: Kommentar zu EuGVO, Lugano- 

Über- einkommen und Europäischem Vollstreckungstitel, 8. Auflage 

(2005)

Magnus, Ulrich/Mankowski, Peter (eds.), Brussels Ⅰ Regulation (2007)

Mankowski, Peter, “Mehrere Lieferorte beim Erfüllungsortgerichtsstand unter 

Art. 5 N. 1 lit. b EuGVVO”, IPRax (2007) 

Nagel, Heinrich/Gottwald, Peter, Internationales Zivilprozessrecht 6. Auflage 

(2007)

Schack, Haimo, Internationales Zivil Verfahrernsrecht 4. Auflage (2006)

4. 국 문헌

Fawcett, James/Harris, Jonathan/Bridge, Michael,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 

the Conflict of Laws (2005)

Hahn, Jaephil, Europ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on Documentary Credits and 

Autonomous Guarantees (2003)

Hill, Jonathan,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in English Courts (2005)

Newton, Justin, The Uniform Interpretation of the Brussels and Lugano Con-

ventions (2002)

North, P. M./Fawcett J. J., Private International Law, Twelfth edition (1992)

Stone, Peter, EU Private International Law (2006)

5. 기타 문헌

Nygh, Peter/Pocar, Fausto, Report of the Special Commission, Preliminary 

Document No. 11 (2000)



2008. 12.]   개정루가노 약에 따른 계약사건의 국제재 할 453

<Abstract>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Matters relating to Contract 
under the Revised Lugano Convention

138)

Kwang Hyun SUK
*

In this article the author reviews issues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jurisdic-

tion”) in matters relating to contract under the Lugano Convention revised in 

2007 and draws lessons for the jurisdiction under the Conflict of Laws Act of 

Korea, which was revised in 2001. Under the Lugano Convention, in matters 

relating to a contract, a person domiciled in a contracting state may be sued in 

another contracting state, that is, in the courts for the place of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in question (Article 5⒧). The meaning of “the place of perfor-

mance” and that of “the obligation in question” have been the subject of much 

discussion. Since the obligation in question means the obligation which forms the 

basis of a lawsuit, lawsuits arising from the same sales contract could fall within 

the jurisdiction of different states depending upon whether a seller or a buyer 

files the suit as plaintiff. In addition, pursuant to the Tessili rule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the place of performance had to be determined by 

the law applicable to the obligation in question designated by the choice of law 

rules of the forum. Thus, in order to determine the jurisdiction issues, one had 

to refer to the choice of law rules and the applicable law first. This position has 

been criticized as complicating the determination of jurisdiction and as preventing 

uniform interpretation of the Lugano Convention. In response to these critics the 

Revised Lugano Convention has introduced an autonomous definition of the place 

of performance, but only for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and contracts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The place of performance is based upon the concept of 

characteristic performance of those contracts. However, the Revised Lugano 

* Professor,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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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makes a compromise in that it still confers jurisdiction in matters 

relating to contracts other than those two categories on the courts for the place 

of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in question. By contrast, the 1999 Preliminary 

Draft of the Hague Conference is consistent in that it has does not confer 

jurisdiction in matters relating to contracts on the courts for the place of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in question. This shows varying approaches to 

defining the concept of place of performance, i.e., whether it should be defined 

by procedural approach without regard to the place of performance determined 

by the substantive law applicable to the obligation in question. Up until now the 

prevailing view in Korea is that Article 8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whereunder for matters involving property a suit may be filed before a court of 

the place of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could be used as the basis for 

jurisdiction in matters relating to a contract. The author believes that such a 

view is acceptable in principle. The author urges Korean scholars to pay more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in Europe in this respect and to make efforts to 

develop rules under the Conflict of Laws Act of Korea. In particular, as far as 

the matters relating to contract are concerned, we see a process of evolution 

from the Lugano Convention via the Revised Lugano Convention and to the 

1999 Preliminary Draft Convention. The gist of Article 2 of the Conflict of 

Laws Act of Korea is to postulate that we formulate detailed and refined rules 

on jurisdiction by considering, but without being bound by, the venue provisions 

of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most notably the venue provisions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an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distinct from domestic territorial jurisdiction. 

Key words: Brussels Convention, Brussels Regulation, Lugano Convention, 

Revised Lugano Convention, special jurisdicti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matters relating to contract, place of perform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