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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근년에 유럽에서 국제사법의 통일을 위한 노력은 찬란한 성과를 얻었

다. 아시아 지역의 각 주요 국가나 경제체(타이완)도 각각 국제사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였다. 저촉법 규칙을 제정한 다음에 외국법 적용제도

를 정비함으로써 저촉법 규칙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가 된다. 더불어 국제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외국법을 적용할 가능성은 

대폭 증가하였다. 외국법 적용제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

에서 외국법 적용제도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비록 외국

법 적용제도가 비교적 정형화된 과제이지만 이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논문에서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관련된 이슈를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제사법 체계 하에서 외국법 적용제도를 개관하였다. 우

선, 외국법의 적용에 관한 용어나 개념을 정리한 뒤 외국법의 성질, 즉 

외국법이 법률인지, 사실인지에 관한 전통적인 명제를 정리하고 법률설 

또는 사실설이 법제도에 대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저촉법 규칙의 강행적 적용 여부와 외국법의 증명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

였다.  

  제3장에서는 비교법적 방법으로 외국법 적용제도가 소송절차 과정 중

에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용되는가를 고찰하였다. 대체로 외국법에 대한 

조사의무와 입증책임의 배분, 외국법의 조사방법, 외국법의 내용이 불분

명한 경우의 처리, 외국법의 해석과 외국법 적용위반의 구제 등의 주제

에 대하여 순서대로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국제적으로 외국법 적용제도의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고찰

하였고 특히 유럽대륙과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외국법 적

용에 관한 통일화 계획과 그 진전을 소개하며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의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위에서 분석한 외국법 적용의 법리와 실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선택하여 미시적으로 고찰하였다. 한국의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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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에 관한 입법과 실무, 중국의 외국법 적용에 관한 입법과 실무, 

한중 양국이 상대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현황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고 비교하였다. 

  제6장은 마지막 장으로서 이 논문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정리하여 의

견을 제시하기로 한다. 

  

주요어 : 국제사법, 준거법, 외국법의 적용, 입증책임, 조사의무, 조사방법
학  번 : 2009-3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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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대부분의 사람은 국제사법이 매우 추상적이고 심오한 학문이라고 생각

한다. 한 학자는 "저촉법의 영역은 어두운 소택지이다. 일부 박식·괴벽한 

교수들은 여기서 머물러 난해한 전문용어로 신비한 사물을 위하여 이론

을 창설한다"고 비유한 바 있다.1) 국제사법은 그의 탄생 무렵부터 이론

의 구축에 치우치는 성격을 띠고 있는데 법관은 국제사법의 성장의 역사

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역할을 하였다. 12세기 이탈리아 북부의 여러 도

시들이 각각 statuta라는 도시법을 갖게 됨에 따라 진정한 법의 저촉문

제가 발생하였을 때부터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계속 개혁과 개량을 통하여 

국제사법은 상아탑을 떠나서 작용 가능한 살아있는 법으로 되었다.2) 오

늘날에 이르러 일국 내에서 체계적인 국제사법 입법을 완성하는 국가가 

많아졌다. 예컨대 20세기 후반 유럽에서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독일 등은 연달아 성문화된 국제사법을 제정하였다. 21세기에 이르러 아

시아의 주요 국가인 한국에서는 2000년에 구 섭외사법을 전면적으로 개

정하여 국제사법을 제정하였고 일본에서는 2007년 법례(法例)를 개정하

여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3)이라는 법을 제정하였으며 중국에서도 

2010년에 저촉법 규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을 제정하였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통일적인 

저촉법 규칙을 창설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 예컨대 유럽대륙

에서 일찍이 1980년에 유럽공동체 8개 국가4)들은 "계약채무의 준거법

에 관한 유럽공동체협약(EC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로마협약”)를 체결하고 그 후에 2008년 각 

1) William L. Prosser, "Interstate Publication", 51 Mich. L. Rev. 959, 971 (1953).
2) 국제사법의 역사에 관해서는 장문철, 「국제사법의 역사와 발전방향」, 『국제사법연구』 제3호,

국제사법학회, 1998, 17-44면, Friedrich K. Juenger, “A Page of History”, 35 Mercer. 
L. Rev. 419 (1984) 참조.

3) "法適用に関する通則法".
4)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아일랜드와 덴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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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로마 I 규정(Rome I Regulation)을 제

정함으로써 계약의무에 관한 통일적인 저촉법 규칙을 채택하였다. 또한 

2007년 로마 II 규정(Rome II Regulation)을 통하여 불법행위, 부당이득 

등 비계약적 의무에 대하여 저촉법상의 통일을 대체로 실현하였다. 그러

나 저촉법 규칙을 정비함으로써 국제사법의 목적이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저촉법 규칙 자체는 그에 의해 지정된 준거법이 

실제적으로 반드시 적용되는 것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촉법 규

칙의 실현에 관한 중요한 요소는 외국법의 적용제도이다.   

  I. 연구의 의의

  1. 외국법 적용 제도의 중요성
  국제사법이 존재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다고 생각된다.5) 

첫째, 내용을 달리하는 법체계가 병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상이한 법체계는 서로 평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러

한 상이한 법체계들 위에 모두에게 승인된 법의식 또는 법률관념6)이 존

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적인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국내법을 적용

할 수밖에 없으면 국제사법이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 바꾸어 말하면 한 

국가의 법이 다른 국가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국제사법이 존재할 수 

있는 전제이다.7) 이 점에서 말하자면 외국법 적용의 가능 여부, 그리고 

5) 宋晓, 《当代国际私法的实体取向》，武汉大学出版社, 2004, 8页.
6) 중국학자들은 이렇게 "모두에게 승인된 법의식 또는 법률관념"을 "공동적인 법률공동체"

라고 부른다. 이러한 개념은 사비니가 제기한 "서로 교통하는 제국민의 국제법적 공동
체"라는 개념에서 근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비니의 견해에 따르면 "국제법적 공동체의 
입장은 공통의 기독교윤리와 이러한 입장이 제국민이나 제(諸)개인에게 가져다 주는 공
통의 현실적 이익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한다". 이호정, 『국제사법』, 경문사, 
1981, 60면. 한 중국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국제사회가 모두 기독교윤리를 기초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에게 승인된 법의식 또는 법률관념은 존재한다. 이것은 외국법의 적
용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 심리적인 토대가 된다. 宋晓, 《当代国际私法的实体取向》, 6
页.

7) 외국법 적용의 근거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표면상으로는 국제사법이 
외국법의 적용을 명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국제사법이 다양한 연결원칙을 두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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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하다면 그 적용의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는 국제사법의 생사존

망에 대해 결정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국제사법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외국법의 적용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사법 규칙의 통일을 일정한 정도로 

실현하였다. 그러나 유럽처럼 입법의 형식으로 국제사법 규칙을 통일하

거나 각종 헤이그협약처럼 저촉법조약을 채택하더라도 외국법의 적용에 

관한 통일 내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약 채택의 의미가 반감될 

것이다. 통일된 국제사법규칙에 따라 동일한 준거법을 지정하지만 해당 

준거법이 상이한 국가의 법원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적용된다면 그의 결

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외국법 적용제도의 국제사법상의 지위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두 측

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하나는 외국법 적용제도는 국제사법의 실현 가

능 여부를 결정한다. 다른 하나는 외국법 적용제도는 법률 충돌을 해결

하는 방법에 대해 영형을 미친다.

  가. 국제사법 실현 가능 여부에 대한 영향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쟁점이 없었다고 할 수 없지만8) 이제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외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완전히 부

인하는 자는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유럽대륙을 대표로 하는 법원의 실

무는 외국법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이미 실증하였다. 따라서 

근거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
에 따르면 동일한 것은 동일하게 대우하고 상이한 것은 상이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외
국적 요소가 있는 사안에 외국법을 적용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안춘수, 「외국법 적용의 근거」, 554면 이하. 영미에서는 이를 
예양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2013, 124면 각주 
2. 

8) 예컨대 19세기에 한 영국 판례에서 법원은 일국의 법이 다른 국가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점을 
부인하고 Tobago island는 “전 세계의 권리를 구속할 수 있는 법(pass a law to bind the 
rights of the whole world)을 제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Buchanan v. Rucker, 
103 Eng. Rep. 546 (K.B. 1808), Louise Ellen Teitz, “From the Courthouse in 
Tobago to The Internat: The Increasing Need to Prove Foreign Law in US 
Courts”, 34 J. Mar. L. & Com. 97, 97 (2003).   



- 4 -

이 논문의 연구는 외국법 적용의 근거나 이유를 주된 대상으로 하지 않

고 외국법의 적용을 실현하는 외국법의 조사·증명제도에 치중하기로 한

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법의 조사·증명은 법정지 법원이 어떤 메커니즘이

나 수단을 통하여 외국법을 명확히 인식하는 제도를 가리킨다.9) 영국 

Fentiman 교수는 외국법의 조사와 증명은 절차적·부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국제사법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거의 없고 외국법 증명의 

절차적인 기능은 저촉법 자체의 생사존망에 관계된다고 지적하였다.10) 

준거법의 지정은 국제사법의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

법을 지정하는 것만으로 사건에 대한 재판은 끝나지 않는다. 법정지의 

법관이 국제사법에 따라 지정된 준거법인 외국법을 당연히 숙지하는 것

은 아니므로 반드시 외국법 조사·증명 제도를 통하여 준거법의 지정을 

진정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외국법 조사와 증명 제도가 없

으면 국제사법 자체는 실제로 실현되지 못한다. 따라서 정치한 저촉법 

규칙을 큰 건물에 비유한다면 해당 건물의 밑받침을 이루는 토대가 외국

법의 조사·증명제도라고 할 수 있다.

  나. 법률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영향  

  국제사법은 법률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등장한 것이다. 법의 저

촉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론에는 주로 3가지가 있다.11) 즉 ① 

각국의 실질법을 통일하는 방법, 즉 이른바 실질법적 접근방법

9) 외국법의 조사와 증명은 중재와 같은 비송절차에서도 가능하지만 중재나 행정기관에서 
외국법에 대한 조사와 증명은 엄격한 규칙을 설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논문
에서 단지 소송과정에서의 외국법의 적용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10) Richard Fentiman, “English Privative International Law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Progress or Regress?”, at Symeon Symeonides, Private International Law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Progress or Regress?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pp.187-188.

11) 실제로는 국제사법의 접근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분류방식이 있다. 예컨대 당사자자
치를 독립적인 접근방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宋晓, 《国际私法的实体取向》, 53-67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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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tive law approach); ② 일면적 접근방법 (unilateral 

approach); ③ 전통적인 다면적 접근방법(multilateral approach)이다.12) 

이러한 방법들 가운데 다면적 접근방법의 운용은 외국법의 적용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만일 외국법의 적용이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증명된다면 

법률충돌을 해결하는 방안을 설계할 때 외국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면적 접근방법을 포기하고 통일 실질법 규범을 모색하거

나 자국법의 적용범위를 확정하는 일면적 접근방법을 채용할 수밖에 없

다.13) 반면에 외국법의 적용이 제도의 개선이나 국제적 노력을 통해 가

능한 일이거나 혹은 적어도 대부분의 경우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증명된

다면 다면적 접근방법을 채용하는 합리성도 인정될 수 있다.   

12) 일면적 접근방법에 대한 정의에 다소 논란이 있다. 이것을 잠재적인 준거법들로부터 그들
의 적용범위를 확인함으로써 적절한 준거법을 선택하는 접근방법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
다.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박영사, 2013, 23면. 미국 Symeonides교수는 일면적 접근방
법을 법규분류설과 대등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20세기 미국에서 등장한 통치이익분석설등을 
예를 들어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일면적 접근방법의 복귀로서 해석하였다.  
Symeonides, Private International Law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Progress 
or Regress?, pp.11-15. 중국 李双元교수는 법규분류설은 본질적으로 쌍면적 또는 다면적 
접근방법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李双元, ＂国际私法正在发生质的飞跃＂, 《国际法与比较法论
丛（第五辑）》，中国方正出版社, 2003,  369页. 본 논문에서 일면적 접근방법을 법정지법으
로부터 출발하여 그의 적용범위를 탐구함으로써 이를 문제된 국제적인 사안에 적용할 수 있
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이해한다. 

13) 미국교수인 Symeon C. Symeonides는 1998년 개최된 국제비교법학회 제15차 대회에서 
제출한 총보고서에서 아래와 같은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즉 외국법 조사증명상의 문제는 
“존재하고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외국법을 회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법 선택의 절차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많은 연구를 
한 후에야 외국법의 조사에 있는 어려움이 확실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혹은 다국적
인 사건의 공정한 해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만일 
그 대답이 모두 긍정적이라면 우리는 혹시 법 선택 방법을 포기하고  다른 좋은 방법, 
예컨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대한 관할을 포기하는 것 혹은 언제까지도 법정지법
을 적용하는 것, 아니면 섭외사건에 위해 국제통일 실질규칙을 탐구하는 것 등을 고려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Symeonides, Private International Law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Progress or Regress?, p.18. Symeonides교수의 분석은 외국법 적용과 
법률충돌 해결방법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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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국법을 적용할 가능성의 증가
  국제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인적·물적 교류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 국

제거래, 문화교류, 이주민, 여행 등의 증가로 인해 각국 법원에서 외국법

에 부딪히는 기회가 많아졌다.14)

  또한 국제사법 방법론의 변화로 인해 법원에서 외국법을 적용할 가능

성도 높아졌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법의 접근방법 및 법정지

법으로부터 출발하는 일면적 접근방법에 따르면 외국법을 적용할 기회가 

많지 않다.15) 그러나 법률관계를 그의 특성에 따라 각 특정한 국가에 배

분시키고 법률관계로부터 출발하여 법률관계의 본거를 탐구하는 다면적 

접근방법은 외국법 적용 가능성의 증가를 가져온다.

  또한 국제사법 방법론의 다른 측면으로서 미국의 저촉법 혁명으로 인

해 야기된 이른바 "규칙"으로부터 "방법"으로의 변화16)도 외국법 조사·증

명에 대한 수요를 강화하였다. 전통 국제사법이론에 따르면 법정지 법관

은 저촉법 규칙에 의해 준거법을 확인하기 전에 각 적용 가능한 법체계

를 모두 조사·확인할 필요는 없다. 단지 저촉법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만 법관이 비로소 외국법의 조사·증명에 나아

14) 외국법에 부딪히는 기회가 많아지는 상황을 언급하는 논문이 많다. 예컨대 Charles E. 
Meacham, “Foreign Law in Transac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Latin 
America”, 36 Tex. Int’L L. J, 507 (2001), Mo Zhang, “International Civil Litigation 
in the China: a Practical  Analysis of the Chinese Judicial System”, 25 B.C. Int'l & 
Comp. L. Rev. 59 (2002). 

15) J. Erauw교수의 견해에 따라 19세기 국제사법 주된 부분의 키워드는 법정지법과 유사한 
법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과 본국 국민 민사권리의 해외에서의 호혜에 
대한 수요이다. 따라서 외국법의 적용은 19세기에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 J. Erauw, 
"Something Funny Happened to Foreign Law on Its Way to the Forum", 39 Neth. 
Int'L. Rev. 63, 69 (1992). 

16) 미국 저촉법 혁명시기 미국 학자들은 경직된 저촉규칙으로부터 탈피하여 아무런 규칙이 없
이 단순히 접근방법만으로 법의 저촉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석광현, 『국제사법해설』, 박
영사, 2013, 20면; 宋晓, "20世纪国际私法的‘危机’与‘革命’", 《武大国际法评论》 第1期，
2004, 182页; Friedrich K. Juenger, Choice of Law and Multistate Justice (M. 
Nijhoff,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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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된다. 그러나 미국 저촉법 혁명 시기에, 전통적인 저촉법 규칙의 

가치맹목성이 비판을 받으면서 실질법 내용에 대한 고려가 법선택 과정

에 도입되어 왔다.17) 미국식 접근방법은 전통국제사법에 전반적으로 받

아들여지지 아니하였지만 일부 경우에는 실질법적 가치를 고려범위에 포

함시킨다.18) 결국 이런 경우에는 법관이 법 선택과정에서도 적용 가능한 

법의 실질법적 내용, 목적을 조사하고 비교하게 된다. 따라서 외국법의 

조사·증명은 실질법의 고려를 도입하는 규칙이나 방법에 있어서 그 가치

와 의미가 더 중요하고 그의 복잡한 정도도 증가하게 된다. 

  

  3. 조사·증명의 어려움
  외국법 적용의 중요성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의 

조사와 증명 자체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우선 언어의 차이

는 외국법의 증명에 대하여 큰 장애를 초래한다. 법률언어는 정확성과 

엄격성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모국어가 아닌 외국 법률전문용어를 능숙

17) 미국 저촉법 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이론은 1933년 Cavers의 “A Crique of the 
Choice of Law Problems”라는 논문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 후 대표적인 인물인 
Currie는 “통치이익분석론”, Cavers는 이른바 “우선의 원칙(Principles of 
preference)”, Leflars는 "보다 나는 법", Reese의 "가장 밀접한 관련원칙"이라는 주장
이나 학설을 각각 제시하였다. Juenger는 미국 저촉법 혁명 중 각 대표적인 견해를 정
리하고 이미 존재한 각 접근방법에 비판을 가하면서 이른바 "실질법적 접근방법
(substantive law approach)"을 제기하였다. 미국 저촉법 혁명 시기 제기한 여러 가지 
학설은 법정지법을 적용하려는 강력한 “homing tendency”라는 경향이 보여준다. 
Cavers, "a Critique of the Choice of Law", Harv. L. Rev. Vol. xlvii, (1933) 
pp.173-208; Leflar, "Choice-influencing Considerations in Conflicts Law", 41 
N.Y.U. L. Rev. 267 (1966); Clyde Spillenger, Principles of Conflict of Laws, 
(West, 2010), pp.67-69; Juenger, Choice of Law and Multistate Justice. 신창선·
윤남순, 『신국제사법』, Fides, 2014, 44-49면; 장준혁, 「브레이너드 커리의 통치이익분
석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周晓明,＂当代中国外国法适用的
理论重构＂, 《武大国际法评论》 第９卷, 2009, 243-245页.

18) 예컨대 소비자, 근로자와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
지만, 로마협약 내지 로마 I, 한국의 국제사법, 중국의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등에서 실질
법의 고려를 도입하여 특별한 규칙을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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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관은 많지 않다. 둘째로는 法源이 서로 상이한 

현실은 외국법의 증명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 특히 각각 상이한 법계

에 속하는 국가들 사이에 상대국의 법률을 증명할 때 난이도가 더 높다. 

예컨대 수백년 동안 계승되어 온 판례법에 대하여 판례법 전통에 익숙하

지 않은 법률가는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셋째로는 외국법의 

증명에 관한 효율적인 사법공조 체계는 아직 세계적으로 확립되지 않고 

있다.  

  

  4. 외국법 적용에 대한 연구의 부족
  외국법 적용제도의 중요성에 불구하고 실무에서 외국법적용 또는 외국

법조사·증명제도는 늘 경시되고 그 중요성과 곤란의 정도도 과소평가된

다. 그 원인은 한편으로는 법원에서 부딪치는 국제사법 사건이 많지 않

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많은 외국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하

여 저촉법 규칙에 의해 준거법이 지정되었지만 법원이 법정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혹은 생소한 외국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법 적용

제도는 국제사법에서의 오래된 문제이자 각국의 소송제도에도 관련된 것

인데 양자를 서로 결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지만, 실무에서 외국법의 

조사와 증명을 순수한 사실인정의 문제로 인식하여 깊이 있는 이론 탐구

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동시에 국제사법적 문제로만 인

식하여 소송법상의 쟁점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다. 

  학문 연구는 실무상의 문제에 대해 합리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원리에 대한 분석, 발전 방향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실

무를 지도하는 역할도 있다. 외국법의 적용에 있어서 학문 연구의 측면

에서 보면 외국법의 조사, 증명 내지 적용은 국제사법상 오래된 문제이

기 때문에 이미 일정한 정도로 정형화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제사법 교과서에서 외국법 적용에 관한 내용을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 저술도 적지 않다. 그러나 외국법 적용에 있어서 여러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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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외국법의 적용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19)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근년에 외국법의 

적용 제도의 발전에 대해 체계적인 소개나 논술이 보이지 않는다.20) 중

국의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핵심내용인 준거법의 지정을 대상으로 하는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을 제정하였지만 외국법의 적용에 대한 오해나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적 정형화된 과제이지만 외국

법 적용제도에 통일적인 발전방향이 있는지, 근년에 새로운 동향이 있는

지, 국가 간 혹은 국제적으로 제도의 조화가 가능한지, 한중간 서로 상

대국의 법에 대한 적용 상황이 어떤 모습인지, 개선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 연구의 방법, 목적 및 논문의 구조

  위에 언급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이 논문은 외국

법 적용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국제사

법의 실현 및 제도의 정비를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외국법 적용제도의 핵심내용인 외국법의 조사와 증명은 실제 입

법의 시각에서 보면 우선 일국 국제사법 및 민사소송법에 의해 규율되는 

구체적인 제도이다. 그 밖에 국제적 협력에서 보면 이미 얻은 성과도 있

19) 예컨대 Richard Fentiman, Foreign law in English Courts: Pleading, Proof and 
Choice of law (Oxford, 1998); Maarit Jänterä-Jareborg, "Foreign law in 
national courts: a comparative perspective", Recueil des Cours Vol.304 (2003); 
Sofie Geeroms, Foreign Law in Civil Litigation- A Comparative and Functional 
Analysis (Oxford University Prsss, 2004); Urs Peter GRUBER, Ivo Bach, "The 
Application of Foreign Law-a Progress Report on A New European Project", 
Yearbook of Privative International Law Vol. XI (2009); Carlos Esplugues, José 
Luis Lglesias, Guillermo Palao, Application of Foreign Law (Sellier 2011).

20) 필자가 검색한 결과 외국법의 적용에 관한 체계적인 논술은 대부분 오래 전에 발표된 
것이다. 예컨대 이인재, 「외국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석사학위논문, (1985); 이
인재, 「외국법의 적용과 조사」, 『재판자료』 제34집, 1986, 519면 이하; 안춘수, 「외국
법 적용의 근거에 관하여」, 『국제사법연구』 제3호, 한국국제사법학회, 1993, 541-55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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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외국법의 조사와 증명제도를 비교법적 방법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주요 국가의 구체적인 법률제도, 그리고 외

국법 조사와 증명제도에 관한 국제적 성과를 비교법적인 방법으로 고찰

함으로써 다음 몇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외국법 조사·증명

제도에 대하여 거시적으로 파악한다. 둘째, 구체적 법률제도 뒤에 존재

하는 보편적인 법칙을 탐구한다. 셋째, 각국의 구체적인 제도 및 국제적

인 성과를 참조하여 중국과 한국 간 외국법의 조사와 증명에 관한 제도

를 개선하는 방안을 탐구하고자 한다. 

  위 목적과 방법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은 국제사법 체계 하에서 외국법 적용제도를 개관하기로 한다. 

우선, 외국법의 적용에 관한 용어나 개념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외국법

의 성질, 즉 외국법이 법률인지, 사실인지의 전통적인 명제를 정리하고 

법률설 또는 사실설이 법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로 한다. 마지막으

로 저촉규칙의 강행적 적용 여부와 외국법의 증명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

로 한다.  

  제3장에서는 비교법적 방법으로 외국법 적용제도가 소송절차 과정 중

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용되는가를 고찰하기로 한다. 대체로 외국법

에 대한 조사의무와 입증책임의 배분, 외국법의 조사방법, 외국법의 내

용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외국법의 해석과 외국법 적용위반의 구제 

등 주제에 대하여 순서대로 상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국제적으로 외국법 적용제도의 통일을 위한 노력들, 예컨

대 1968년 체결된 “외국법정보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Information on Foreign Law)과 1978년 체결된 "미주

국가간의 외국법의 증명과 자료에 관한 협약"(Inter-American 

Convention on Proof of and Information on Foreign Law) 등, 특히 

유럽대륙과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외국법 적용에 관한 통

일화계획과 그 진전을 소개하며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의 경험으로부터 

참고로 할 수 있는 시사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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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에서는 위에서 분석한 외국법 적용의 법리와 실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선택하여 미시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한국의 

외국법 적용에 관한 입법과 실무, 중국의 외국법 적용에 관한 입법과 실

무, 한중 양국이 상대방의 법률을 적용하는 현황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하

여 자세하게 살펴보고 검토하기로 한다. 

  제6장은 마지막 장으로서 이 논문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정리하여 필

자의 견해를 제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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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외국법 적용에 관한 기본이론

제1절 외국법 적용에 관한 용어 및 개념의 정리

  I. 외국법의 적용과 외국법의 조사·증명

  절차법의 차원에서 말하자면 외국법의 적용이라 함은 동태적·단계적인 

과정을 가리킨다. 즉 외국법의 적용은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쳐 이루어

진다. 즉 ➀ 법원은 제기된 국제사법적 사건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한다. ➁ 법원은 본안 사실에 대해 성질결정을 한다. 

➂ 법정지 국가의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이 어느 법인지 결정한다. ➃ 
지정된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외국법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증명한다. 

➄ 조사 혹은 입증을 거쳐 외국법의 내용이 법원에 의해 확인되고, 해당 

준거법인 외국법이 법정지 국가의 강행규정 또는 공서에 반하지 않는다

면 당해 외국법을 적용한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외국법의 조사·증명은 법정지 국가의 국제사법을 

실현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단계이다.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는 이 단계를 

"외국법의 증명(proof of foreign law)"이라고 부른다. 대륙법계에서는 

이 단계를 "외국법 내용의 확인(establishment of the content of 

foreign law)"이라고 부른다. 이 두 가지 용어는 단지 표현 방식에 차이

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재적 의미에도 상이한 점이 있다. 아래에서 자세

하게 분석하는 바와 같이 외국법은 영미법계 국가들에서 당초에21) 사실

로 간주되므로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입증해야 한다.22) 이에 반하여 대

21) 아래 본 바와 같이 미국에서 처음에 영국법 전통을 계승하여 외국법을 사실로 간주하
였지만 1966년 이후 외국법을 법률로 본다. 자세하게는 본 논문 제3장 제2절 미국에 
관한 부분을 참조.

22) 그러나 미국은 1966년부터 제정법으로 외국법을 법률문제로서 취급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영미법계 국가들은 모두 외국법을 사실로 간주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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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법계의 법관은 전통상으로 외국법을 사실로 간주하지 않고 법률문제로 

취급하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의 입증이 없어도 외국법의 내용을 조사

하고 확인해야 한다.23) 바꾸어 말하면 "외국법의 증명"이란 당사자의 입

장에서, 그리고 "외국법 내용의 확인"은 법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다.

  근자에는 외국법이 사실인지 법률인지의 논쟁은 많이 사라졌다. 영미

법계 국가이든 대륙법계 국가이든 모두 외국법을 단순한 사실 혹은 단순

한 법률로 간주하지 않는다.24)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해당 단계에 

대한 명칭도 달라졌다. 최근에는 많은 학자들이 해당 단계를 "외국법의 

확인(ascertainment of foreign law)"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명칭에 상

응하여 중국에서는 이를 "외국법의 査明"이라고 부른다. "사명"이란 외국

법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법정에서 명확히 현출시킨다는 뜻25)인데 외국

법을 조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기 때문에 중립적인 용어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명"이라는 용어가 매우 생

소하므로 본 논문에서 중국법에 관한 내용을 제외한 부분에서 “사명” 대

신 "조사·증명" 및 "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증명"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소송법상 입증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

다. 본 논문에서 대부분의 경우 "조사·증명" 내지 "확인"이란 단지 소송

절차 중 외국법을 조사하여 그의 내용 및 외국법 소속국에서의 적용상황

을 법관에게 파악하도록 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외국법의 적용에 관련되는 주체에는 법원뿐만 아니라 다른 주체, 예컨

대 행정기관 또는 중재판정부 등도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기타 주체가 

부딪히는 외국법의 적용은 국제사법에 의해 엄격하게 구속받지 아니하거

나 혹은 예컨대 중재와 같은 경우 상당한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

서는 아래 제2장 제2절 참조.
23) 아래 제2장 제2절 참조. 
24) 본 논문 제2장 제3절 참조.
25) 중국에서는 "당사자가 사명한다"라는 표현도 사용된다. 따라서 "사명"이라는 표현으로부

터 직권에 의하여 조사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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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과정에서 발생한 외국법의 적용 문제와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민사소송과정에서 발생한 외국법의 적용 문제만을 연구의 대

상으로 한다.   

  II. 조사·증명할 대상인 외국법

  외국법의 적용을 위하여 조사해야 하는 대상은 당연히 "외국법", 즉 

문제된 사안에 적용될 수 있고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법규범이다. 그러나 "외국법"에 관하여 아래 몇 가지 논점을 밝힐 필요

가 있다.

 

  1. "외국"과 "외법역(外法域)"
  외국법의 적용을 언급할 때 여기서 말하는 "외국"이란 국제공법상 국

가의 개념과 다르다. 국제사법 분야에서 말하는 "외국법"이란 법정지 국

가 이외의 다른 주권 국가의 법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불통일법국가의 

경우에는 법정지 법역(法域) 이외의 다른 법역의 법을 가리킬 수도 있

다.26) 예컨대 법정지인 잉글랜드 법원에 대해서는 한국법, 중국법은 물

론 스코틀랜드 법도 여기서 말하는 외국법이 될 수 있다. 엄격하게는 여

기서 말하는 "외국법"을 "외법역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하

지만 "외국법의 적용"이라는 용어는 이미 관습적으로 계속 사용되어 왔

으므로 여기서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여

전히 “외국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국제협약(조약)과 국제관습법의 조사와 입증
  국제협약 또는 국제관습법을 국내법원에서 적용할 때 외국법의 조사·

26) 영미에서는 국제사법의 규칙과 준국제사법의 규칙이 일체화되어 양자를 구별하지 않는
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준국제사법에 있어 국제사법의 규칙이 준용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대륙법계 국가에서 양자를 구별하여 별개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보통이다. 신창
선·윤남순, 2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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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 절차가 필요한가? 이 문제에 대하여 국제협약과 국제관습법을 서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가. 국제협약(조약)의 경우

  국제협약이 준거법으로 될 수 있는지에 논란이 있지만, 실무에서 당사

자의 실체권리를 판단하는 법적 근거로 되는 경우가 많다.27) 실무에서 

국제협약이 법으로서의 효력을 지니는지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은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어떤 국제협약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

우이다. 즉 저촉법적 지정이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들이 계약의 내용을 

27) 중국의 교과서에 따르면 준거법이란 저촉법 규칙의 지정에 따라 섭외민사관계의 당사
자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실질법이다. 肖永平, 《国际私法原理》, 法律出
版社, 2003, 90页. 국제물품매매협약과 같은 국제통일법협약은 저촉법의 지정이 필요 
없이 "조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체약국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으므로 준거
법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韩德培, 《国际私法新论》, 武汉大学出版社, 2003, 4页. 그
러나 ① 체약국이 아닌 국가의 국민 또는 법인은 해당 국제협약(조약)을 선택하여 준거
법으로 하는 경우 및 ② 저촉법 규칙에 따라 어떤 체약국의 실질법이 준거법으로 지정
되는데 해당 국가의 국내의 실질법에 관련된 규정이 없거나 해당 국가의 국내의 실질법
이 가입된 국제협약과 저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협약을 준거법으로 할 수 있다고 본
다. 肖永平, 《国际私法原理》, 法律出版社, 2003, 90页. 이러한 견해에 관해서 상이한 
견해도 보인다. 즉 체약국이 아닌 국가의 당사자가 해당 국제협약을 선택하여 준거법으
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법정지 국가가 협약 효력의 구속을 받아 해당 국제협약을 적용했
더라도 이것은 저촉법 지정의 결과가 아니라 법정지 국가 협약의무를 이행하는 결과이
다. 같은 경우에, 만일 법정지 국가가 협약효력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면 당사자의 선택
은 단지 협약 내용을 계약에 편입시키는 효력이 있고 이러한 내용의 실제적인 효력은 
법정지 국가의 저촉법 규칙에 따른 준거법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위 ②의 경우
에도 해당 국제협약이 준거법으로 될 수 없다. 해당 국가의 규정에 따라 수용 또는 변
형의 방식으로 국제협약이 이미 국내법으로 되는 경우에만 국내법의 일부로서 대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张晓东，董金鑫, "论统一实体国际条约不宜作为准据法"，《海峡
法学》 2011年第1期，67-74页. 여러 쟁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에서 국제협약의 적용을 규정하지 않는다. 王胜明，"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若干争议
问题", 《法学研究》 2012年第2期, 193页. 국제협약을 준거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본 논문의 주제에 벗어나므로 논의하지 않고 단지 국제협약을 본안 사실에 대한 판단 
근거로서의 의미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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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특정 국제협약을 지정 내지는 언급함으로써 

동 법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하는 경우, 즉 실질법적 지정이다.28) 후자

의 경우, 즉 실질법적 지정의 경우에는 국제협약은 계약의 내용이 될 뿐

이므로 소송과정에서 사실로서 당사자에게 입증시켜야 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29) 전자의 경우에는 국제협약에 법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면서 순수

한 국내법과 상이하므로 외국법처럼 취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국제협약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의 법정지 국가에서의 효

력 상태에 따라 아래와 같은 2가지 경우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는 법

정지 국가가 해당 국제협약을 이미 체결하거나 가입한 경우이다. 둘째는 

법정지 국가가 국제협약의 체약국이 아니거나 혹은 당해 국제협약의 효

력이 아직 법정지 국가에 대하여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법정지 국가가 어떤 국제협약의 체약국인 경우에는 외국법에 대한 조

사절차가 필요 없고 그를 국내법으로서 적용할 수 있는 데 반하여 법정

지 국가가 체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국제협약이 외국법의 증명과 조

사절차에 의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중국에 있다.30) 이 견해는 법

정지 국가가 문제된 국제협약의 체약국인 경우는 옳다고 본다. 왜냐하면 

법정지 국가가 해당 국제협약의 체약국이라면 이 국제협약은 해당 국가

의 국내법 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31) 그러나 법정지 국가가 

가입하지 않은 국제협약은 반드시 엄격한 외국법 증명 또는 조사절차에 

거쳐야만 비로소 인식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바로 긍정하기는 

28) 저촉법적 지정 및 실질법적 지정에 대한 개념의 정리는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
송』 제1권, 박영사, 2001, 8-10면 참조. 
29)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박영사, 2013, 305면.
30) 肖永平, 《國際私法原理》, 第102頁.
31) 물론 국제협약의 국내에서의 적용은 각 국가에서 상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로 2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하나는 "변형(transformation)”의 방식이다. 즉 국제협
약은 반드시 국내의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국내법으로서 채택되어야만 국내법 질서의 
일부가될 수 있게 된다. 다른 하나는 “수용(adoption)”의 방식이다. 즉 국제협약은 별다
른 절차가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국내법의 일부로서 수용되는 것이다. 金大淳, 『국제법
론)』 제16판, 삼영사, 2011, 217-220면. 王铁崖, 《国际法引论》, 北京大学出版社, 1998, 
199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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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법정지 국가가 문제된 국제협약의 체약국이 아니거나 가입하지 

않은 사실은 단지 법정지법원이 그 국제협약을 직접 적용하는 의무가 없

음을 의미할 뿐이다. 이 점을 보면 이러한 국제협약이 내국법은 아니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협약이 법정지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

고 하여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적 특성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법관

의 법에 대한 인식능력이 당사자보다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가입하지 않은 국제협약이 내국법이 아니지만 이

를 적용할 때 법정지에서의 외국법 조사의무 또는 입증책임의 배분 방식

과 상관없이 법관에게 해당 국제협약을 조사하고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

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나. 국제관습법의 경우 

  국제관습법의 적용도 문제된다.32)33) 

  (1) 국제관습법과 관행

  관습법의 정의나 효력에 관하여 쟁점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

로는 관습법(국제관습법도 포함한다)이 되자면 일반적 관행과 법적 확신

의 두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34) 

즉 관습법은 관행이어야 하고 해당 관행이 법적 확신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국내법의 영역 내에서 말하면 관습법이 불문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

지만 국제관습법이 모두 불문법이라고 할 수 없다. 국제상사관습법은 입

32) 한국 학자의 해석에 따르면 국제관습법과 한국이 당사자가 아닌 조약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규범성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은 한국 헌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국제법규"이다. 육종수·
김효진, 『법학 기초론』 개정판, 박영사, 2010, 19면 참조.

33) 국제 민상사 사건에 적용되는 국제관습법은 주로 국제상사관습법이므로 본 논문에서 
국제상사관습법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34) 육종수·김효진, 19면. 정인섭, 『신 국제법강의-이론과 사례』 박영사, 2010, 26면 참조. 중
국 학자인 肖永平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관행 및 법적 확신과 같은 2가지 요건을 제외하고는 
국제상사관습법(중국에서 국제관례라고 한다)에는, ① 구체적 확연한 내용이 있는 것, ② 강제
적인 규칙이 아닌 임의적인 규칙, ③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상태에 처하는 것 등 특징이 
있다. 肖永平, “论国际商事惯例在我国的适用”, 《河南省政法管理干部学院学报》 2003年第1期, 
73-74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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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관의 법정립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성문화된 조

문이 있는 경우가 많다. 국제상업회의소에 제정된 신용장통일규칙이 그

러한 예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35) 

  (2) 국제관습법이 준거법36)인 경우

  국제관습법이 준거법으로 되는 경우에는 2가지 있다.37) 하나는 당사자

가 직접 어떤 상관습법을 선택하여 계약의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경우이

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지 않고 법정지 국제사법에 의하

여 어떤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나, 해당 준거법에 관련된 직접적인 규

정이 없고 해당 준거법의 소속국의 법에 이러한 경우 관습법을 보충적으

로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결과 관습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38) 

후자의 경우 성문법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지는 관습법에는 일국 국내의 

관습법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습법도 포함될 수 있다.39)

35) 신용장통일규칙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국제적인 상거래법설”, “고유한 규범체제설”, 
“통일규칙을 일반거래약관으로 보는 설”, "상관습으로 보는 설" 등 여러 견해가 있다. 
유중원,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주요 특징과 그 문제점」, 『금융법학』
창간호, 국민대학교, 2007, 1-38면 참조. 한국 대법원은 신용장통일규칙이 한국 상법 
제1조 소정의 상관습법임을 판시하였다.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 956 판결.  

36)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 준거법이란 저촉법 규칙의 지정에 따라 섭외민사관
계의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구체적인 실질법이라고 정의한다는 견해가 있
다.(전게주 26 참조) 이러한 견해로부터 보면 여기서 말하는 “준거법”은 국제사법상의 
“준거법”과 약간 차이가 있다. 국제협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관습법을 문제된 사안
을 판단하는 근거로 하는 것은 반드시 저촉법에 의해 지정되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준거법의 정의에 관한 견해는 보이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준
거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7) 아래 언급한 2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실무에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관습법을 
직접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국제물품매매협약 제9조 제2항은 명시적으로 상관
습을 협약에 규율되는 계약에 편입하고 국내 법원에게 상관습을 참조하여 계약을 해석
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신창섭, 「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 상관습의 편입에 관한 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15집제1호, 국제거래법학회, 117면. 

38) 물론 국제협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관습법의 내국에서의 적용에 대해 각국의 태
도도 다양하다. 金大淳, 223-230면 참조. 邵津, 《国际法（第三版）》, 北京大学出版社 
高等教育出版社, 2008, 26页.

39)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민법통칙 제142조 제3항에 따르면 중국법률 또는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관련된 규정이 없으면 국제관습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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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제관습법에 대한 조사·증명

  국제관습법은 법정지국의 입법기관에 의해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에서 외국법과 유사하므로 국제관습법을 적용할 때 외국법 조사·증명 절

차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국제관습

법이 외국의 성문법과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법정지 국가의 외국법 조

사·증명 절차에 따라 취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예컨대 독일

에서는 관습법이 외국의 현행법과 같이 취급되어 법관이 이를 조사한다. 

독일 민사소송법 제293조는 외국법, 관습법과 자치법규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의 현행법, 관습법과 조례(Statuten)

는 법원에게 알려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증명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법규를 탐지함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Nachweise)에 제

한되지 않으며 다른 인식 원천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러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명할 수 있다.”40) 이는 외국의 성문법과 관습법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법에 대해 당사자가 입증해

야 하는 제도 하에서 국제관습법에 대해서도 무조건 당사자에게 입증책

임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우선 국제관습법은 국내 성문법처럼 잘 정리된 조문이 있는 것은 많

다. 둘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관습법은 관행이어야 할 뿐만 아

니라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으로써 법적 확신을 취득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련된 영역에 국제관습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

하는 데에 있어 법관에게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므로 자국의 외국법 조

사·증명 절차에 따라 당사자가 외국법을 입증하는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국제관습법이 법관에 의하여 조사되고 확인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국제관습법의 적용이 당사자의 약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면 국제관습법을 적용하기 전에 '상응한 성문법이 없는 경우에 관습

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해당 준거 외국법에 존재하

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규정이 있는지는 법정지의 외

40) 해당 번역은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박영사, 2012, 329면 주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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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 조사·증명 제도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위에서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까다로운 문제는 적용될 규범

의 성질에 대한 판단이다. 즉 어떤 규범이 관습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관행에 불과한지가 문제된다. 이론적으로는 관행뿐이라면 사실이라서 당

사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 어떤 규범이 관행인지 관

습법인지의 구별은 그렇게 분명한 것이 아니다.41) 따라서 실무에서 일단 

어떤 관습법이 준거법으로 된다면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협력이 늘 필요

할 것으로 생각한다.

  

   3. 미수교국가 및 미승인국가의 법의 적용 가능 여부
   국제사법에 의해 지정된 준거법인 외국법의 소속국이 자국과 수교하

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외국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 중국에서는 국제공

법의 이론에 의해 국제관계에 있어 승인된 국가의 법만을 승인해야 한다

는 견해42)가 있으나 수교 여부는 정치적 요소를 고려한 결과이고 민상사 

관계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외국적 요소를 포함하는 사적 법률관계를 규

율하는 국제사법에 있어서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법률이 수교한 국가의 

41) 한국에도 동일한 결해가 있다. 즉 "상관습과 상관습법은 이론상은 구별이 가능한 것이
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 구별이 아주 애매하여 이를 규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유중원, 17면. 또한 동일한 규범일지라도 그의 성질에 대해 각국의 입장이 상
이할 수 있다고 본다. 인코텀즈(INCOTERMS)의 예를 들면, 종래 인코텀즈는 중국의 법
원의 실무에서 국제상사관습법으로서 취급되어 왔다. 1989년 중국 최고법원은 하급 법
원을 지도하는 한 문건에서 처음으로 인코텀즈를 국제관습법으로 하는 입장을 밝혔다. 
《全国沿海地区涉外、涉港澳经济审判工作座谈会纪要》（法经发（1989）12号）제3조 제
5항. 그 후에 많은 사건에서 중국 법원은 인코텀즈를 국제관습법으로서 취급하고 있다. 
宁闽商终字（2002）第36号民事判决书，闽经终字（2003）第232号民事判决书，鲁民四
终字（2008）第127号民事判决书. 그러나 인코텀즈2010에서 자신이 저작권 및 상표권
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함에 따라 중국에서 인코템즈를 상사관행으로 취급하라는 견해가 
나타났다. 邓旭, "审视INCOTERMS®2010在我国法的地位与适用", 《国际商务研究》 
2011年第4期，53-60页. 그러나 한국에서는 인코텀즈를 상사관습법이 아니라 상관습이
나 약관으로 취급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양기, 「인코텀즈Ⓡ 2010의 법적지위와 실
무적용상의 한계」, 『관세학회지』 제13권 제2호, 2012, 195면-211면. 

42) 柯泽东, 《国际私法》，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3年, 第1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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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한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보다 유력하다.43) 한국에서

도 동일한 견해44)가 보인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

다고 해도 그의 법률이 사적 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있어 민상사 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공법상의 개념을 고집하여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미수교국가 또

는 미승인국가일지라도 그 법률을 적용해도 된다. 

  4.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외국의 사법에만 한하는가?
  전통적인 국제사법 이론에 의하면 국제사법에 의해 지정되는 외국법은 

사법이며 공법을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래에는 사법의 공법

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사인간의 국제거래관계에 대해 각국에서 공법의 

규제로 규율하는 현실이 나타났다.45) 이러한 상황 하에서 사법과 공법의 

구별이 매우 어려워졌고 그 구별기준도 국가별로 상이하다. 또한 영미법

상으로는 공법과 사법의 명확한 구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

다.46) 따라서 외국법이 공법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예외 없이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나아가 무엇보다도 외국공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당해 법규를 적용한 결과에 착안한 국제사

법의 고려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47) 이러한 견해는 한국의 국제사법

(제6조)에 의하여 인정되었다. 중국에서는 입법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공

법의 적용 가능성을 긍정하는 견해가 유력설이다.48)

 

43) 刘铁铮、陈荣传, 《国际私法论》, 三民书局, 1998年版, 第202頁.
44) 김연·박정기·김인유, 203면.  
45) 석광현, 『국제사법해설』, 박영사, 2013, 138면.
46) 석광현, 전게서, 138면.
47) 석광현, 전게서, 138면. 
48) 何其生, 孙慧, ＂外国公法适用的冲突法路径＂, 《武大国际法评论》 2011年第1期, 2011, 

189-229页; 卜璐, "外国公法适用的理论变迁", 《武大国际法评论》 2008年第2期, 2008，
122-156页; 黄蓉, "外国公法作为准据法的可行性分析", 《法制与社会》 2008年第2期, 270－
271页. 다만 중국에서 역사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전통상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그렇게 명확
하지 않다. 



- 22 -

  5. 조사할 외국법은 외국의 실질법에 한하는가?
  법률은 실체법과 절차법, 실질법과 저촉법으로 나눌 수 있다. 절차에 

관한 문제가 법정지법에 의한다는 것은 모두 널리 승인된 원칙이기 때문

에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외국법은 일반적으로 외국의 절차법을 포함하지 

않는다. 외국의 국제사법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법

정지 국가에서 반정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법정지 국제사법에 따라 지정

된 조사대상인 외국법이 외국 실질법뿐만 아니라 그 국제사법도 포함해

야 한다. 반정과 관련하여 "숨은 반정"의 법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

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상의 관할에 관한 규정이 절차법인 소송법에 규

율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조사할 필요도 있다.49) 

  6. 조사 대상으로서의 외국법이 법규범에 한하는가?
  法源의 차원에서 고려한다면 준거법으로서 적용될 외국법은 법적 구속

력이 있는 외국법이어야 하지만 조사되어야 하는 "외국법"은 반드시 법

규범에 제한되지 않는다. 

  법률제도의 차이로 인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의 형식은 국가

에 따라 서로 다르다. 예컨대 성문법국가에서 판례는 보편적인 구속력이 

있는 法源이 아니다.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은 법정지 法源 형식의 

제한을 받지 않아 문제된 외국법 소속국의 법원 형식에 의해야 한다. 그

러나 외국법을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구

속력이 있는 외국법에 한하지 않고 법의 정확한 적용에 도움이 되는 모

든 외국법에 관한 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제정법과 판례법뿐만 

아니라 준거 외국법을 이해하거나 해석하기 위한 법학학설이나 입법배경

에 관한 자료 등도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2절 외국법의 성질

49) 한국 대법원은 국제사법의 해석론으로 반정에 관한 국제사법 제9조를 유추적용하여 
“숨은 반정”의 법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였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판
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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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래 외국법의 성질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외국법의 적용에 대한 검

토의 초점이 되어 왔다. 외국법은 소송절차에 들어가면 법관의 인지 대

상이 된다. 그리하여 이론적으로는 외국법이 법률인가 아니면 사실인가

라는 성질결정은 소송상의 상이한 취급을 초래한다. 예컨대 종래 배심원

심판을 광범위하게 사용한 영미국가에서는 사실문제를 배심원이 결정하

고 법률문제를 법관이 결정하므로 법률인지 사실인지의 판단이 매우 중

요한 사항이다. 이론적으로는 사실 또는 법률의 성질결정은 외국법 적용

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 두 가지 전통적 방식-"법률설"과 "사실설" 

  1. 외국법 성질에 대한 인식의 역사상의 변천
  외국법이 법률인지 사실인지에 관한 인식의 불일치는 오랜 옛날부터 

당연히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다. 19세기 중반 이전에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 모두가 법학영역 및 실무에서 외국법을 사실로 인정하였

다.50) 19세기 중반 이후 대륙법계 학자들은 점차 법률설을 받아들여 법

률설을 기초로 외국법의 소송절차상의 지위를 만들어 왔다.

  가. 19세기 중반 이전

  18세기 중반 이전에 영국에서는 외국법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74년 Mostyn v. Fabrigas 사건은  외국법을 사실로 간주한다는 입장

을 밝힌 최초의 판례이다.51) 이 사건에서 법관인 Lord Mansfield는 “외

국법을 알아보는 방법은 외국법을 사실로서 입증하는 것을 인정하고 법

원이 배심원단을 도와 외국법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고 

판시하였다.52) 

  유럽대륙에서 법규분류설에 따른 저촉법 규칙의 창립으로 외국법의 적

용은 불가피한 문제가 되었다.53) 당시에 법학자들은 "법관이 법을 안다

50) Stephen L. Sass, “Foreign Law in Civil Litigation: A Comparative Survey”, 16 
Am. J. Comp. L. 332, 332 (1968). 

51) Sass(주50), p.337. 
52) 1 Cowp. 161,174,98 Eng. Rep. 1021, 1028 (K.B. 1774).



- 24 -

(jura novit curia)”라는 원칙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외국법을 적용하는 해

결책을 제시하였다. 즉 그들은 법을 법관에 의해 통달되고 스스로 적용

될 수 있는 법과, 당사자에 의해 주장되고 입증되어야만 적용될 수 있는 

법으로 구별하였다.54) 유럽대륙 공통법으로서의 로마법 및 法廷地인 각 

도시국가의 법은 전자에 속하고, 불문법으로서의 관습법과 다른 도시국

가의 법은 후자에 속한다고 보았다.55) 후자의 경우, 당사자가 해당 외국

법의 적용을 주장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증명해야 한다. 중세기 유럽대

륙의 법학자들은 성문화된 로마법의 지위가 불문법으로서의 관습법과 다

른 도시국가의 법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후자를 사실로 간주하

였고 실제로 "법관이 법을 안다"라는 원칙을 외국법에 적용하는 것을 거

부하였다.56) 

  다른 유럽국가와 달리 프랑스의 경우에 약간 특수한 점이 있다. 프랑

스에서 외국법을 사실로 간주하였던 관념57)은 나폴레옹 법전의 제정으로 

인해 생겨난 프랑스법 우위의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58) 나

폴레옹 법전의 제정에 따라 프랑스는 유럽대륙에서 체계적인 성문법을 

제정한 첫 국가가 되었다. 법전으로 인하여 체계화된 프랑스의 법질서는 

성문화된 법전이 없이 혼란스러운 다른 법제보다 우수한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차이뿐만 아니라 외국법 내용 확인의 어려움, 그리고 외국법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 프랑스법원의 명성에 해를 끼칠 우려 등의 요인은 

프랑스법원에서 외국법을 사실로서 취급하는 경향을 조장하였다.59)

53) 본문에서 19세기 이전 유럽 대륙 외국법 지위에 관한 설명은 Sass(주50), 
pp.347-351. 

54) Sass(주50), pp.347-351. 
55) Sass(주50), pp.347-351. 
56) 向在胜, "从历史视角论涉外民商事诉讼中外国法的程序地位", 《法学家》 2012年第３期, 

136-137页 참조.  
57) 현대에 이르러 프랑스대법원은 외국법은 법률이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C.Cass., 

first civil chamber, 13.1.1993, Couke, Rev. crit.dr.int.priv., 1994, p. 78. 하지만 
프랑스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론적인 논쟁을 회피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외국
법에 관한 문제의 해결에 집중한다. Esplugues/Lglesias/Palao, p.186.

58) 본문에서 프랑스의 경우에 대한 소개는 Sass(주50), p.354 참조.
59) Sass(주50), 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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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19세기 중반 이후

  19세기 중반 이후 외국법의 성질에 대해서 영국과 유럽대륙의 태도는 

점차 달라져 각자의 길을 갔다. 

  영국에서는 전통을 고집하여 외국법을 사실로서 취급하여 왔다. 

  독일에서 푸흐타(Puchta)는 최초로 관습법과 외국법을 사실로 간주한다

는 입장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였고 그의 견해는 사비니에 의하여 받아들

여졌다.60)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관습법과 외국법은 비록 사실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국내의 성문법과 같이 역시 법규범이므로 그의 존재를 사적 

이익에 관한 사항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푸흐타와 사비니의 견해는 

독일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고 1877년 민사소송법에 채택되었다(제

293조 당초 제265조).61) 이로써 외국법을 법률로서 취급하게 되었다.

  2. 사실설과 법률설에 관한 견해의 정리
  가. 사실설

  외국법사실설이라 함은 외국법을 법이 아닌 사실로서 취급하는 것이

다. 따라서 외국법의 내용에 관한 인정은 법률문제가 아니라 사실문제로

서 그 입증 및 확정은 통상의 민사소송에서 사실인정방법과 마찬가지로 

행하여진다. 즉 외국법은 단순한 사실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송에 있어서

도 사실로서 취급되어 분쟁 당사자가 당해 외국법을 조사·원용하고 입증

하지 않는 한 변론주의에 의하여 법원은 그 법을 조사하거나 적용할 권

한이 없다.62) 

  사실설은 국가주권원칙과 국제예양원칙을 입론의 기초로 하고 그 후 

60) Sass(주50), p.357. 
61) "Law in force in another country, customary law, and municipal ordinances 

require proof only in so far as they are unknown to the court. In 
ascertaining these legal norms, the court is not confined to the evidence 
adduced by the parties; it is authorized to avail itself of other sources of 
information and to make such order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purpose". 
Sass(주50), p.357. 참조.

62) 김연·박정기·김인유, 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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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에서 전개된 기득권이론으로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63) 국가주권원칙

에 따르면 법률은 일국 주권자에 의해 공표된 명령인데 그의 효력이 주

권자 역내에 한하고 역내의 주권자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만이 법이고 타

국 주권자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은 법이 아니어서 사실로서 취급될 수밖

에 없다.64) 또한 국제예양원칙도 사실설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반을 제공

한다고 본다.65) 즉 국제예양의 원칙에 의하면 외국법에 대한 적용은 법

률의 역외적 효력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양에 기할 뿐인데 외

국법의 법률로서의 성질을 승인한다면 국가주권원칙뿐만 아니라 국제예

양원칙에도 어긋나게 된다. 나아가 기득권이론의 제시에 따라 외국법 사

실설은 새로운 이론적 지지를 받았다. 기득권이론은 속지성의 원칙에서 

출발하여 입법관할의 개념에 의하여 외국국가가 그 입법관할의 범위 내

에서 창설한 권리는 법정지국인 내국에서도 적법한 것으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66) 기득권이론에 따라 한 권리가 법에 의해 창설되면 

해당 권리 자체는 사실이 된다. 존속중인 해당 권리는 모든 곳에서 승인

되어야 한다. 이것은 한 사실의 존재를 승인하는 데에 불과하기 때문이

다.67) 법원에 의하여 승인되고 적용되는 것은 외국법이 아니라 외국법에 

따라 부여된 권리뿐이므로 그를 사실로 보고 사실과 같이 주장해야 하고 

입증해야 한다.68)

   이론적 측면을 제외하고 사실로 보는 입장은 통상적으로 실용주의의 

태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69) 외국법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조사, 증거수집과 法源의 확인이 필요하다. 외국법을 

법으로 보더라도 외국법의 사실과 유사한 특성에 따라 외국법을 조사하

63) Jänterä-Jareborg, p.179, p.264; Sass(주50), p.338. 
64) Jänterä-Jareborg, p.179, p.264.  
65) Sass(주50), p.338.
66) 신창선·윤남순, 42면.
67) J.H. Beale, A Treatise on the Conflict of Laws, 3 vol, (1935), Symeon C. 

Symeonides, Wendy Collins Perdue, Conflict of Laws: American, Comparative, 
International 3th ed, (West 2012), p.25 재인용.

68) Sass(주50), p.339.  
69) GRUBER/ Bach,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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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실설은 절차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당사자들이 외국법의 적용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비용과 

심리전 절차(preliminary hearing)를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나. 법률설

  외국법법률설은 외국법이 본래 내국에서 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못

하지만 국제사법의 지정에 의하여 법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입장이

다.70) 이 학설에 의하면 외국법도 법률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외국법을 

조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에게도 외국법의 내용에 관한 자

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발전의 역사에서 보면 법률설은 사비니(Savigny)의 내외국법 평등의 관

념을 입론의 기초로 한다.71) 사비니는『현대로마법체계』(System des 

heutigen Römischen Rechts (1849))라는 저술에서 그의 국제사법의 이념을 

천명하였다.72) 사비니는 국제예양원칙에 근거하여 법률에 속지성이 있다

는 주장을 비판하였고 "서로 교류하는 제국민간의 공동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73) 이 공동체의 개념을 통하여 모든 국가에서 내국인이든 외

국인이든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의 충돌이 있는 경우 당

사자는 어떤 곳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동일한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74) 

이러한 관념에 따라 내국법과 외국법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하고, 내국

법인지 아닌지의 구별로 인하여 외국법을 상이한 방식으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3. 각 견해의 검토
  앞에서 본 것처럼 사실설과 법률설은 각자의 이론적 기초가 있다. 양

자가 상이한 가치판단 기준으로부터 상대방에 대하여 비판을 전개하였

70) 김연·박정기·김인유, 206면.  
71) Sass(주50), p.357 
72) Sass(주50), p.358.  
73) 신창선·윤남순, 38면. 장문철, 「국제사법의 역사와 발전방향」, 23면.  
74) 장문철, 「국제사법의 역사와 발전방향」,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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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실설을 지지하는 자는 주로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절차상의 이익에 

입각하여 외국법을 사실로 간주하는 태도의 합리성을 밝혀보고자 시도하

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당사자가 여러 이유로 외

국법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75) 외국법을 사실로 간주한다

면 당사자는 외국법의 적용을 주장할지 여부에 관하여 자유가 있다. 그 

장점은 당사자가 외국법 적용의 우열을 평가하여 외국법을 적용할지를 

결정함으로써 모호한 외국법과 잉글랜드 저촉법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 한편으로는 분쟁의 결과에 대해 일정한 정도로 예견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소송의 효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76) 

  반면에 법률설의 입장에서 사실설을 비판하는 이유는 대체로 아래와 

같다.77) 첫째로는 한 국가에서 법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다른 국가에서 

오히려 사실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보통 사실과 동

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둘째로는 외국법을 

사실로 보는 태도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법률의 제

한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즉 당사자가 외국법의 적용을 주장

하지 않음으로써 법정지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국제사법규칙은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

다. 따라서 외국법의 적용을 주장하지 않는 방법을 통하여 당사자들로 

하여금 법률의 제한을 쉽게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법사실설은 바람직

75) 이러한 이유들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즉 첫째, 일정한 경우에는 외국법의 적용을 주
장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예컨대 외국법의 규정이 자국법과 일치하는 경우. 둘째, 외국
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하더라도 외국법을 입증하기 위해 지불할 비
용이 클 가능성이 있다. 셋째, 당사자가 입증하더라도 법관은 최종적으로 당사자의 입
증에 의하지 않고 외국법을 적용할 위험이 있다. 넷째, 본국(잉글랜드)의 저촉법에 불확
실한 점과 애매한 점이 많다. Richard Fentiman, “Foreign law in English Courts”, 
108 L.Q.Rev. 142, 150 (1992). 

76) Fentiman, 전게논문 pp.152-153. 
77) 이하 Urs Peter GRUBER/Ivo Bach, pp.167-1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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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아니다. 셋째로는 사실설은 그가 공언한 소송의 신속성 및 경제

성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당사자들이 외국법의 적

용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비용과 심리전 절차(preliminary 

hearing)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설이 절차에 관한 효율을 제고하거

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나 일단 당사자들이 외국법의 적용을 주장하고 

의뢰한 전문가가 서로 반대되는 감정의견을 제출한다면 실제적으로 심리

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전문가증언의 전쟁에 빠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었

다. 

  

  II. 소결

  법률설과 사실설은 오래된 명제이고 논쟁이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았

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이 과연 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1. 양자의 논리상의 모순
  생각건대 법률설이든 사실설이든 모두 논리상의 모순이 있다. 외국법

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문제된 사안 역시 사실인데 사실인 외국법이 어떻

게 다른 사실을 판단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78) 

  반면에 법률설도 위와 유사한 논리상의 모순이 있다. 즉 외국법이 법

정지법과 같은 성질을 띠고 있는 법률이라고 한다면 "법관이 법을 안다

(jura novit curia)"는 원칙에 따라 법관이 외국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렇다면 왜 외국법에 대하여 복잡한 조사·증명 메커니즘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가? 

  

  2. 실무상의 취급과 이론의 상이
  각국의 실무를 보면 법률설과 사실설에는 논리상의 모순이 있을 뿐만 

78) 马丁·沃尔夫著，李浩培、汤宗舜译， 《国际私法》，法律出版社 1988年版，320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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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실무와 합치하지도 않는다.

  가. 사실설을 취하는 국가에서 실무와 이론의 차이  

  외국법을 사실문제로 간주한다면 소송법의 차원에서 논리적으로 아래

와 같은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 첫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외국법에 대해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더불어 외국법에 대한 

증명은 증거규칙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둘째, 법률과 주지된 사실만이 

사법확지(judicial notice)79)80)의 범위에 속하는데 외국법이 법률도 아니

고 주지된 사실도 아니므로 법관이 외국법에 대하여 사법확지를 행할 수 

없다. 셋째, 선례판결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로서의 외국법은 이후 제기

된 소송에서 직접 적용되지 못한다. 넷째, 당사자가 외국법을 잘 입증하

지 못한다면 그의 외국법에 기한 청구는 기각될 것이다. 다섯째, 법률문

제만을 심리하는 상고심 체계 하에서 외국법 적용위반은 상고로 구제를 

받지 못한다. 

79) "Judicial notice"에 관한 한국어 번역이 통일되지 않은 상태이다. "사법적 확인"(이정
봉, "과학적 증거의 증거법적 평가", 『형사판례연구』 제21권, 2013, 54면), "공지의 사실
로서 판단"(권창국, "유전자형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판단"), "불요증사실인증"(백기
봉,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증거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08, 281면)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은 모두 사실에 대한 증명에 착안한 것이다. 아래 영
미 증거법에 관한 자료를 보면 "judicial notice"를 행할 수 있는 대상이 대부분 주지된 
사실이지만 일부 법도 judicial notice로 법원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한 외국법이 단
순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번역을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
한 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문언의 의미에 따라 모두 "사법확지"로 번역한다. 

80) 소송의 편의를 목적으로 법원은 다툼이 없는 주지된 사실에 대해 당사자의 입증을 요
구하지 않고 직접 사법확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Black's Law Dictionary 9th ed, 
2009. 사법확지의 대상은 보통 주지된 사실, 일반적인 지식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법관
이 학술저술을 학습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어떤 지식을 얻는다면 이
것이 주지된 사실 혹은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더라도 이를 사법확지로 인정할 수 있다. 
일부 법률도 사법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유럽공동체
조약, 공동체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Communities), 유럽법원(European Court)
의 결정과 의견, 의회제정법은 증거규칙을 적용할 필요 없이 사법확지로 확인될 수 있
다. 사법확지의 소송법상의 의미는 당사자가 사법확지의 대상에 대해 입증할 필요가 없
고 반대되는 증거로 반박할 수도 없는 데에 있다. Adrian Keane, James Griffiths, 
Paul McKeown, The Modern Law of Evide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667-673 참조. 중문 관련 문헌은 叶自强，"司法认知论", 《法学研究》 第18卷第4期, 
1994, 22-36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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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러한 사실설의 논리적인 결과에 비추어 보면 영국과 같이 사

실설을 고집하는 전형적인 국가일지라도 그의 실무는 전술한 것과 차이

가 있다. 

  영국학자인 Fentiman의 견해에 따르면 영국 민사소송과정에서 외국법

을 취급하는 데는 4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외국

법은 법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다.81) 그러나 1920년 이후 외국

법은 배심원단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라 법관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변모되었다.82) 그리고 외국법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한 처리에

서도 사실설의 논리와 차이가 있다. 즉 당사자가 외국법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사건을 각하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의 청구를 기

각하는 것도 아니며 심지어 바로 영국법을 직접 적용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영국법이 외국법과 일치한다고 추정함으로써 영국법을 적용하고 

있다.83) 

  나. 법률설을 취하는 국가의 법원의 실무와 법률설의 상이

  외국법을 법률문제로 간주한다면 소송절차에서 논리적으로 아래와 같

은 결론이 도출되어야 한다. 첫째, 법으로서 법관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조사·입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둘째, 외국법이 내국법과 차이가 없다

고 인정한다면 외국법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다. 셋째, 외국법에 대한 적용위반의 경우 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을 통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독일은 법률설을 취하는 전형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그의 실무는 위에

서 말하는 법률설의 논리적인 결과와 상이한 점을 보인다. 외국법에 대

81) 그 4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법은 법이 아니라 사실이다, 둘째, 사실로서의 외
국법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한다, 셋째, 사실로서의 외국법에 대해서는 다른 사실과 마찬가지
로 주장(pleading)에 관한 원칙도 적용한다(foreign law are subject to such principles 
of pleading as govern other facts), 넷째, 외국법에 대해 주장하지 않거나 주장했지만 충
분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영국법을 정용하게 된다.  Fentiman, p.3. 참조. 

82) Dicey and Morris, The Conflict of Laws, 13th ed. (Sweet & Maxwell, 2000),  
pp.224-225.

83) 자세하게는 아래 제3장 제3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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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사절차와 외국법의 확인불능이 존재하는 것을 비롯하여 상고심의 

구제도 법률설로부터 도출된 추론과 일치하지 않는다. 즉 외국법의 적용 

위반에 대하여 주 고등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독일 연방대법원

에는 상고할 수 없다.84) 

  

  3.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법에 대한 태도는 각국의 국제사법의 이론의 

발전, 民族감정 내지 소송법 체계상의 가치판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외국법 사실설의 형성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주로 3가지 있

다고 본다. 첫째, 외국법의 본질적인 특성이다. 즉 외국법이 “법”이라고 

하지만 법정지법원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유사한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입증해야 한다. 둘째, 자국법 우위의 사상

이 수반하는 인식이다. 사실설의 이론적 기초로서의 국제예양 및 기득권

이론은 법의 屬地性을 강조하고 다소 자국법 우위의 색채를 띠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셋째, 득일에서 각국의 법률의 지위가 

평등하다는 관념이 점차 받아들여졌지만 영국에서 사실설은 소송절차상

의 가치판단에 힘입어 계속 유지되어 왔다.85) 

  그러나 법률설이든지 사실설이든지 모두 논리상의 모순을 가지고 있

다. 뿐만 아니라 실무로부터 보면 양자 간에 절대적인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법을 법으로 보더라도 내국법과 동일시하지 않으며, 사실로 

보더라도 특수한 사실로 본다. 실무에서 순수한 어느 학설을 취하는 국

가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외국법을 법률이라고 하든

지 사실이라고 하든지 모두 실무와는 차이가 있다.

  외국법의 성질이 법인지 사실인지에 대한 인식은 실무상 일부 취급방

84) 2009년 독일 민사소송법 제545조의 개정 이후 외국법 적용위반이 상고심에서 제기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자세하게는 아래 제3장 제5절 참조. 

85) 실제로 사비니가 제기한 “국제법적 공동체”라는 개념은 잉글랜드에서 결코 받아들여지
지 않는다. 이것은 잉글랜드에서 지금까지도 사실설을 고집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Fentiman, “Foreign Law in English Courts”, 108 L.Q. Rev. 142, 143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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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원의 실무는 점진적인 변

화과정에 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래 자세하게 살펴보는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 독일 민사소송법 제293조의 문언에 따라 법원이 외국

법을 조사하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의 이론이든 법

원의 실무이든 이 조항은 법관으로 하여금 직권으로 외국법을 탐지하여

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86) 또한 미국에서는 

외국법을 법률문제로 정의하게 되었지만 실무상 연방법원에서 외국법을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여전히 소극적 심판자의 역할을 하

는 경향이 있다.87)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독일에서 전통적으로 

외국법을 법률로 간주하고 미국에서 외국법을 전통적으로 사실로 간주하

기 때문이다. 

  외국법의 성질에 대한 검토는 각국 법원의 실무의 형성을 이해함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의 성질을 출발점으로 하여 외국법의 적

용을 해결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앞에서 보다시피 법률설이든 사실

설이든 논리나 실무에 대하여 모두 충분한 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외

국법은 단순한 법률 또는 사실로부터 독립적인 사물이고 반드시 법률이

나 사실과 같이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를 법률이나 사실의 범

주에 귀속시키면서 동시에 이를 외국법적용을 지도하는 논거로 삼는 것

은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3절 저촉법의 강행적 적용 여부와 외국법의 적용

  저촉법의 적용방식에 관해서는 강행적 저촉법이론과 임의적 저촉법이

론의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강행적 저촉법이론에 따르면 저촉법은 "원

활하고 안정한 국제적 교류를 위하여 각종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그것을 

규율하기에 가장 적당한 법률을 내외의 법률 중에서 선택·지정하는 법률

이기 때문에 공적인 질서에 관한 법률"88)이므로 강행법적 성질을 띠고 

86) 아래 제3장 제1절 참조.
87) 자세하게는 아래 제3장 제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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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저촉법은 당사자가 주장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관이 직

권으로 적용하여야 한다.89) 이에 반하여 저촉법의 임의적용이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저촉법 또는 외국법을 적용한다

고 주장할 때만 저촉법을 적용하게 되고 이러한 주장이 없으면 저촉법 

문제를 고려할 필요 없이 국내사건과 마찬가지로 직접 법정지법을 적용

한다고 말한다.90) 

  오랫동안 영국에서는 임의적용의 방식을 취하고 일부 보통법계 국가들

도 이러한 방식을 계승해 왔다.91) 그러나 보통법계는 저촉법의 임의적용

88) 신창선·윤남순, 16면.
89) 중국 일부 학자는 저촉법의 직권에 의한 적용과 저촉법의 강행법성을 구별한다. 이러한 견

해에 따르면 강행법과 대응한 개념은 임의법이다, 그러나 임의법일지라도 법관은 직권으로 
적용해야 한다. 법의 강행법적인 성격은 당사자를 겨냥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자신의 의지로 
규범의 내용을 좌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반하여 임의법은 당사자가 자신의 의지에 
의해 임의법의 내용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의미한다. 강행법의 의미와 달리 직
권에 의한 적용이란 법관을 대상으로 하여 규범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거나 신청할 필요 
없이 법관이 해당 규범을 직접 적용하는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宋晓, "论冲突规则的依职
权适用性质", 《中国国际私法与比较法年刊》 第10卷, 北京大学出版社, 2007, 143页.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국제사법의 직권에 의한 적용을 ‘국제사법의 강행규정성’으
로 설명한다.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2013, 128면. 더불어 의미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큰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이 글에서 저촉법의 강행법성과 저촉법의 직권에 
의한 적용을 호환적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90) 이러한 저촉법의 임의적용에 대한 설명은 엄격한 개념이 아니고 단지 영미실무에서의 전형
적인 모델로부터 귀납한 것이다. 일부 국가들은 대체로 임의적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에 다소 차이가 있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민사소송의 쟁점을 자유롭게 처분
할 수 있는 영역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영역으로 구별하는데 오직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저촉법의 임의적용을 인정한다. 저촉법의 임의적용에 관한 실무상의 차이
에 대해서는 Jänterä-Jareborg, pp.277-285 참조. 아래에서 특별한 지적이 없으면 저촉법
의 임의적용은 이러한 전형적인 모델을 가리킨다.

91) 본문 아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통법계는 저촉법의 임의적용 여부에 대해 논리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구조를 보이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저촉법이 임의적으로 적용된다는 표
현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통법계에서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관
이 직권으로 외국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촉법이 직권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의 외국법의 적용 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Lawrence 
Colins (with Specialist Editors), Dicey, Morris and Colins, The Conflict of Laws, 
15th ed, (Sweet & Maxwell 2012), pp.318-323. 보통법계에서의 저촉법과 외국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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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논리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구조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것은 

법원의 실무 및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정밀한 이론보다는 영국 법관들과 

변호사들의 선호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인다.92) 이에 반하여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저촉법이 다른 법규범과 같은 법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법

관이 이를 직권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통적인 입장으로서 주도

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50년대 말에 대륙법계에 속하는 

프랑스에서 저촉법을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판례가 나타났다.93) 뿐만 아

니라 그 이후에 프랑스의 법원의 실무는 직권적용과 임의적용 사이에서 

계속 흔들려 왔다.94) 1970년에 독일학자인 Flessner는 저촉법의 임의적

용을 주장하였다.95) 1990년대 네덜란드 학자인 De Boer는 "임의적 저

촉법(Facultative Choice of Law)"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저촉법 임의

적용의 견해와 이론을 체계적으로 밝혔다.96) 이로써 저촉법의 임의적용

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널리 논의되는 쟁점이 되었다.97)

  Flessner 및 De Boer와 같은 대륙법계 학자들이 저촉법의 임의적용

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예외 없이 외국법 적용의 곤란을 저촉법 임의적용

을 주장하는 근거들 중 하나로 삼는다. 법관이 직권으로 저촉법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대륙법 관념에 반하여 Flessner 같은 학자는 

소송 당사자들 중 적어도 일방이 주장하였을 때에만 저촉법 규칙을 적용

하고 쌍방 당사자 모두가 저촉법 규칙의 적용을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사건이 국제적인 사건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법정지법을 적용

적인 지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Th. M. De Boer, "Facultative Choice of Law-The 
Procedural Status of Choice-of-Law Rules and Foreign Law", Recueil Des Cours 
Vol.257 (1996), pp.258-262.

92) Fentiman, p.141.
93) 본 논문 제3장 제1절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94) Jänterä-Jareborg, pp.273-276 참조.
95) 신창선·윤남순, 15면. Jänterä-Jareborg, p.248.
96) Boer, pp.235-427. 
97) 저촉법 임의적용 이론의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기원 및 논쟁에 관한 중문문헌은 秦瑞

亭, "强制性冲突法和任意性冲突法理论初探＂, 《南开学报》 2007年第4期，83-89页. 杜
涛, "法律适用规则的强制性抑或选择性", 《清华法学》 2010年第3期, 97-100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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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98) 외국법의 적용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Flessner는 당사자의 가장 큰 이익은 되도록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되는 

것인데 외국법에 정통(精通)한 법관이 거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외국

법을 적용할 때 잘못된 판결을 내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관의 외국법

에 대한 적용은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것만큼 당사자의 이익을 실현하지

는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99)100) 

  저촉법의 임의적용 여부와 외국법의 적용의 이러한 밀접한 관계로 인

하여 외국법 적용을 검토할 때 그와 저촉법의 임의적용 문제 사이의 관

계는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I. 저촉법의 강행적 적용과 외국법 적용의 기본 관계

  1. 밀접한 관련
  한편으로는 저촉법의 적용은 외국법의 조사·증명을 발생하도록 하는 

전제가 된다. 저촉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당연히 내국법을 적

용하므로 외국법의 조사·증명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법의 조사·증명이 가능하지 않으면 저촉법 규칙

의 합리성이 사장될 수 있다. 외국법의 조사·증명제도가 없으면 저촉법

에 의하여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더라도 실제로 실현되지 못한다. 

98) 신창선·윤남순, 15면.
99) Boer, p.317. 
100) 네덜란드국제사법상  설위원회(Dutch Standing Committe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는 2002년에 네덜란드 국제사법의 일반법 중 총칙적인 규정에 관한 
제안보고서에서 임의적용을 반대하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한 바 있다. 즉 ① 외국법은 
법정지법과 마찬가지로 법인데 법정지법과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 임의적용은 저촉
법 규칙에 내포되는 정책을 좌절시켜 더 나아가 실질법상의 이익을 해할 수 있다. ③ 
임의적용이 심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당사자가 동등한 (경제)능력
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서 저촉법의 적용은 자신에게 유리한지 판단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④ 저촉법의 임의적용은 네덜란드 법원 국제재판관할권 규칙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P.M.M.Mostermans, “Optional(Facultative) Choice of Law? 
Reflections from a Dutch Perspective”, 51 Neth. Int'L. Rev. 393,395 (2004), 
pp.400-4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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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외국법의 내용을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저촉법 규칙으로 

법률의 저촉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 존재의 의의가 사라질 것이다.

  2. 구별
  저촉법의 적용이 외국법의 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이 양자를 혼

동해서는 안 된다. 저촉법의 역할은 구체적인 국제사법적 사건에 어느 

준거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를 지정하는 데 있다. 외국법의 증명 또는 

확인 제도의 역할은 어떤 방식으로 외국법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지에 있다. 저촉법 규칙을 적용하여 국제사법 사건의 준거법이 어느 

법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제1단계에 속하는 문제이며 지정된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에 외국법 조사·증명제도에 따라 외국법 내용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제2단계에 속하는 문제이다.101) 그러므

로 논리상으로 양자를 반드시 함께 검토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임의적 저촉법이론은 외국법 적용의 곤란을 자신의 주장의 합

리성의 근거로 하고 저촉법의 강행적 적용 여부가 외국법 조사의무 또는 

입증책임의 배분과 일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위 2가지 문제를 둘러싸고 저촉법의 임의적용 여부와 외국법 증명 사이

의 관계를 검토하기로 한다.  

  II. 저촉법의 강행적 적용 여부의 외국법 증명에 대한 영향

  저촉법의 임의적용과 외국법의 조사·증명의 관계에는 2가지 문제가 있

다. 하나는 법원이 외국법을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촉법을 임의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외

국법의 조사증명 방식은 저촉법의 적용방식과 일치해야 한다는 견해이

101) 미국식 방법론은 이러한 순서가 아니다. 미국식 방법론에 따르면 법관이 법을 선택하
기 전에 관련법의 내용을 분석하여 개개 사건의 정의에 맞는 법규정을 찾아야 한다. 장
문철, 「국제사법의 역사와 발전방향」, 30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의 조사·증명과 
저촉법의 적용은 상이한 목적에 봉사한다는 점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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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저촉법의 임의적용은 외국법 적용상의 곤란에 대한 해결책인가? 
  저촉법의 임의적용을 지지하는 자는 임의적용이 외국법 적용상의 폐단

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저촉법의 임의적용을 지지

하는 자는 외국법 적용상의 폐단은 주로 사법심리의 질을 떨어뜨림으로

써 당사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102) 즉, 법관은 외국법을 

잘 알고 있지 않으므로 심리 착오의 위험이 있다. 전문가에 의뢰하여 이

러한 착오를 피할 수 있지만 이것은 판단의 권한을 전문가에게 양도함으

로써 심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게다가 외국법은 법관과 당

사자에게 모두 낯선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절차상의 불이익103)을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외국법의 조사와 확인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상의 증가도 

문제된다.104)

  외국법의 적용이 내국법의 적용보다 더 곤란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

고 앞에서 언급한 폐단도 확실히 존재한다. 그러나 임의적용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우선, 저촉법의 임의적용은 단지 외국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줄일 뿐이

고 외국법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한다. 임의적용 이론에 따라 

당사자가 외국법의 적용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저촉법 규칙을 고려

할 필요가 없고 바로 법정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외국

법 적용의 난제를 확실히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당사자가 저촉법

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거나 저촉법에서 당사자자치를 허용하는 영역에서 

102) Boer, pp.317-322.
103) Boer는 Flessner의 견해를 인용하여 절차상의 불이익에 관하여 아래 몇 가지를 언급하였

다. 즉 법원이 아는 외국법의 정보가 당사자가 아는 외국법의 정보와 동등한 정도로 달하지 
않는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의뢰받은 전문가의 의견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
다, 당사자는 법원이 수집된 외국법 정보를 알아내지 못한다. Boer, p.319.     

104) 이외에도 당시 독일에서 외국법 적용위반에 대해 상고할 수 없었으므로 외국법을 적용한
다면 당사자가 상고심의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위험도 있었다. Boer, 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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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다면 법원은 저촉법의 적용을 판단하여야 하

고 만약 준거법이 외국법이라면 해당 외국법을 여전히 적용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외국법 적용의 곤란에 대해서는 먼저 외국법 적용제도 내

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만일 외국법 적용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외

국법 적용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상당한 정도로 완화시킬 수 있다

면 저촉법의 임의적 적용으로 외국법 적용의 곤란을 해결할 필요가 없어

질 것이다.105) 반면에 외국법 적용이 극복할 수 없는 난제라고 증명된다

면 저촉법의 임의적 적용으로 해당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저

촉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예컨대 다면적 접근방법을 

포기하는 등 있다.

  따라서 외국법 적용이 곤란하므로 저촉법을 임의로 적용해야 한다는 

명제는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 외국법의 조사·증명 방식은 반드시 저촉법의 적용방식과 일치하여야 
하는가?
  가. 두 가지 견해의 대립

  저촉법 규칙의 임의적용 여부와 외국법 적용 제도 사이에 존재하고 있

는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저촉법의 적용 방식이 외국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러한 영향에 대한 인식에 논란이 있다. 

대체로 저촉법의 임의적용 여부와 외국법 조사의무 또는 입증책임의 배

분 사이에 일치성이 있다는 견해106)와 서로 분리될 수 있다는 견해107)가 

대립하고 있다.

  양자 사이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저촉법이 강행법

105) 실제로 외국법의 조사와 입증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특히 역사나 법전통이 
유사한 국가 사이에 특히 그러하다. 이 점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 상대국 법을 적용하는 
실제 사례에서 이미 실증되었다. 한국과 중국의 외국법 적용 상황은 본 논문 제5장을 
참조. 

106)　杜涛, "法律适用规则的强制性抑或选择性", 104页．
107)　 F.Vischer, "General Cours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Recueil des Cours, 

Vol.232 (1992), p.81. 宋晓, "论冲突规范的依职权适用性质", 141-158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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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법관이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계없이 저촉법을 직

권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저촉법을 직권으로 적용한 결과로서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은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독일 학

자는 "국제사법의 강행법성을 규정하면서도 외국법의 조사·증명을 당사

자에게 맡기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촉법의 효력

을 최종적으로 당사자에게 맡겨 처분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해석

했다.108) 이러한 견해는 저촉법의 강행적 적용으로부터 법관에게 직권으

로 외국법을 조사하라고 요구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일관성을 강조하는 견해에 반하여 양자가 서로 분리될 수 있다는 견해

는 "저촉법의 직권적용을 외국법의 증명과 함께 결부시키는 것은 근본적

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서로 반대의 방

법으로 해결하는 것, 예컨대 저촉법이 법관에 의하여 직권으로 적용되면

서도 외국법이 당사자에 의하여 조사·증명되는 것은 내재적인 충돌이나 

모순을 야기하지 않는다"109)고 생각한다. 스위스 학자인 F. Vischer는 "

만약 외국법이 주장될 때에만 비로소 적용된다면 외국법의 적용을 주장

한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저촉법이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제도 하에서 외국법에 대한 입증책임을 당사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110)고 설명한 적이 있다.    

  나. 논리적 분석

  영미법계에서는 외국법을 사실로 간주하는데 사실로서의 외국법에 대

하여 당사자가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당사자가 이 사실을 언급

하지 않는다면 법관이 스스로 직권에 의하여 저촉법을 적용하여 사실로

108) Daniel Reichert-Facilides, Fakultatives und zwingendes Kollisionsrecht, J.C.B 
Mohr Tuebingen. 1995, S.1. 徐鹏, "外国法查明：规则借鉴中的思考——以德国外国法查明
为参照"， 《比较法研究》 2007年第2期, 70页에서 재인용.

109) 宋晓, "论冲突规范的依职权适用性质"”, 141-158页.
110) F. Vischer, p.81  F. Vischer는 공공이익에 관련된 경우 그의 준거법의 내용은 직권으

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미국을 예로 "미국일지라도 신분관계의 사건(status cases)
의 처리에 대하여 직권으로 외국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승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F. 
Vischer, p.82 참조. 미국 저촉법의 강행 적용 여부는 본 논문 제3장 제1절 I 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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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외국법을 제기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반하여 전통적 대륙법계 국

제사법이론은 법관이 저촉법을 직권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만일 저

촉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내용에 대하여 법관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증명하도록 한다면 결국 당사자가 소극적으로 증명의

무를 이행함으로써 강행법인 국제사법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법관이 직

권으로 저촉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무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살펴본 결과 저촉법적용 방

식을 외국법증명과 함께 결부시켜 논의함은 조화롭게 보이지만 논리적으

로 성립하기는 어렵다.

  우선 법관이 직권으로 저촉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논리적으

로 법관이 직권으로 외국법을 조사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

렵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촉법의 적용과 외국법의 증명은 상이

한 목적을 위하여 봉사하고 소송과정에서도 상이한 단계에 속하고 있다. 

지정된 준거법이 법정지법이든지 외국법이든지 저촉법을 적용하여 준거

법을 지정하는 것은 제1단계에 있는 문제이며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조사·증명은 제2단계에 있는 문제이다. 상이한 단계에 있는 2가지 문제

에 대하여 동일한 해결방식을 강요하는 이유는 없다.

  둘째로는 사실설을 근거로 하여 임의적용 여부와 외국법의 조사의무의 

배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아래 3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① 사실설을 근거로 하면, 외국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입증하

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만 법관이 직권으로 외국법을 조사하

는 것을 거절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내국법을 적용하

는 경우에는 사실일지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 

이상 외국법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법관의 조사를 예외 없이 배척할 

근거가 없다. ② 사실설은 당사자가 외국법을 증명하어야 한다는 주장 

또는 더 엄밀하게 말하면 당사자가 주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설은 저촉법의 임

의적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바꾸어 말하면 사실설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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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 바로 저촉법을 임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

다. 외국법의 조사·증명은 저촉법을 적용한 결과이지 저촉법을 적용하는 

원인이 아니다. 결과를 이용하여 원인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 ③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외국법을 단순한 사실로 보는 견해는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단지 사실설만을 근거로 하여 

양자를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다. 

  다. 실무의 예

  실무를 보면 양자를 서로 분리하여 취급하는 예도 있다. 스페인은 전

형적인 예이다. 스페인민법 제12조의 (6)에 따라 스페인 법원은 반드시 

직권으로 저촉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외국법에 대한 조사의무는 

법원이 아니라 당사자가 부담한다.111) 프랑스에서도 저촉법의 강행적 적

용여부와 법관 직권 조사의무의 유무를 분리하여 취급하고 있다.112) 처

분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면 법관이 직권으로 저촉법을 적용할 의무

가 없지만 일단 준거법이 외국법이라고 인정한다면 법관이 직권으로 조

사할 의무가 있다.

  라. 결론

  생각건대 외국법의 조사의무의 배분을 저촉법의 강행적 적용 여부와 

분리하여 논의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양자가 상이한 목적에 봉사하고 상

이한 가치를 추구함에 있다. 저촉법이 해결할 것은 어느 국가의 법질서

를 적용해야 하는지의 문제이며, 외국법 조사·증명이 해결할 것은 외국

법의 내용을 어떻게 정확하게 적용하는지의 문제이다. 저촉법을 제정할 

때 외국법 조사의 어려움을 완전히 고려하지 않아서는 안 되지만 그의 

가치판단은 주로 내외국법원 판결의 일치성, 법적 안정성, 예견가능성 

내지 분쟁을 해결하는 공평성, 당사자의 이익, 국가적 이익, 거래이익 등

을 보호하는 데 있다. 이와 달리 저촉법을 실현하도록 하는 수단 또는 

도구로서의 외국법 조사·증명제도를 제정할 때 그 도구적 가치를 더 많

111) Esplugues/Lglesias/Palao, p.356.
112) 본 논문 제3장 제1절 I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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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려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상대적인 실용주의적 태도를 취하여 실

무상의 수요에 주목함으로써 신속·효율적으로 외국법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주된 가치와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촉법을 강행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계약과 

같은 일부 영역에서, 당사자가 외국법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방식도 

가능하고, 저촉법을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법관이 직권으로 외

국법을 조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외국법에 대한 조사의무 

또는 입증책임의 배분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반드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저촉법의 강행적 적용 여부와 외국법의 조사·증명 사이에 밀접

한 관련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봉사하는 목적과 가치가 상

이하기 때문에 그를 구별하여 논의하여도 무방하다. 뿐만 아니라 양자를 

함께 결부시켜 논의하는 것은 외국법조사·증명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방

식의 경직화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외국법의 조사·증명에 

대한 검토에서는 저촉법의 강행법 성질이 있는지를 논의의 기초로 삼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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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송절차상 외국법 적용의 실현-비교법적

고찰

  일단 외국법이 외국적 요소를 가지는 사안의 준거법으로 지정되면 법

원은 해당 외국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외국법

을 준거법으로 하는 사안에서 외국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소송절차의 진

행에 따라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첫째, 외국법

을 누구에게 조사·증명하도록 하여야 하는가?(제1절) 둘째, 외국법의 조

사의무 혹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어떤 방법으로 외국법을 조사할 

수 있는가?(제2절) 셋째, 외국법을 조사하더라도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제3절) 넷째, 외국법의 내용이 

확인된 경우에 외국법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제4절) 다섯

째, 외국법을 잘못 적용한다면 상고 절차를 거쳐서 구제될 수 있는가?

(제5절) 아래에서 절차진행의 시간적 순서대로 위 다섯 가지 문제를 살

펴보기로 한다.

제1절 외국법에 대한 주장책임 및 조사의무의 배분

  외국적 요소가 없는 국내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어느 법률을 적용하라는 

청구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법관은 내국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법률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법의 적용은 법관의 당연한 

직무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외국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제사법적

인 사건에서 외국법의 적용에 당사자에게 주장책임113)이 있는지 여부가 

113) 민사소송법상에서 주장책임은 “주요사실(요건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Ⅱ]』, 2005, 331면. 그러나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법이 순수한 사실과 상이한 것이므로 주장책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기는 타당치 않은 점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장책임은 단지 문면상의 의미에 따라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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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된다. 주장책임의 유무를 결정한 다음에 외국법에 대한 조사를 누구

에게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 즉 외국법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자가 법관

인지, 아니면 당사자인지, 법관에게 조사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면 당사

자에게 다른 책임 혹은 의무가 있는지,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하도

록 한다면 그 입증책임이 쌍방 당사자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이러

한 배분의 기준이 무엇인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아래에서 위 의문에 관

한 주요 국가들의 실무를 분석하여 외국법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책임의 

유무와 입증책임의 배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I. 각 주요국가의 실무에 대한 고찰 

  1. 영국
  가. 원칙으로서의 당사자의 주장·입증책임

  당사자가 외국법에 기해 소를 제기하거나 주장을 하려면 외국법을 적

용한다는 주장을 제기할 책임과 외국법 내용을 입증할 책임을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것이 영국법의 입장이다.114) 

  (1) 주장책임

  영국에서는 이른바 "임의적 저촉법"이론이 통용되고 있는데 외국법의 

적용은 강행적인 것이 아니고 법관들도 외국법을 직권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115) 전통적으로는 외국법을 사실로 간주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외국

가 외국법의 적용을 주장하지 않으면 외국법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 소송현상을 말한다.
114) Esplugues/Lglesias/Palao, p.393.
115) 이러한 원칙에 관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예외가 있다. 이러한 예외는 대체로 아래

와 같은 몇 가지를 포함한다. ① 형사절차에서 외국법의 적용에 관련되는 경우. 예컨대 중혼
죄를 인정할 때 혼인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정은 저촉법에 따라 외국법을 적용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지만 외국법을 적용한다. ② 당사자가 제3자를 
구속할 수 있는, 법률지위에 관한 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예컨대 당사자가 혼인무효를 청구
하고 영국의 저촉법에 따라 혼인의 효력이 어떤 외국법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면 당사자
가 영국법만을 청구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③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의 경우. ④ 
국제적인 의무를 지는 경우. ⑤ 위법행위. 예컨대 어떤 외국법에 의하여 어떤 계약이 위법성
을 띠고 있다면 영국법에 의해 그 계약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Trevor C. Hartley, 
Pleading and Proof of Foreign Law: The Major European Systems, 45 Int'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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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기해 소를 제기하거나 주장을 하려면 사실을 주장하는 것처럼 외국

법의 적용을 주장해야 한다.116)117) 이 점에 대응하여 법관들은 소극적인 

역할을 할 뿐이고 직권으로 외국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118) 외국법을 

적용하려면 당사자가 외국법이 사안을 규율하는 점을 주장하고 특정한 

쟁점을 확인하며 사안에 적용될 법을 제시해야 한다.119) 당사자의 외국

법 적용에 대한 주장책임은 저촉법 규칙 또는 당사자자치에 대한 허용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소송절차상의 당사자대립주의(adversarial 

procedure)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120)  

  (2) 입증책임

  원칙상으로는 영국법원에서 당사자가 외국법을 증명해야 하고 법관이 

외국법을 스스로 조사하지 않는다.121) 전통적으로 외국법은 사법확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법관은 사법확지의 방식으로 

외국법을 확인할 수 없으며122) 당사자가 반드시 외국법을 증명하여야 한

다. 외국법은 사실로서 다른 문제된 사실과 같이 당사자에 의해 주장되

고 증명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단지 외국법을 주장하기만 하고 외국법에 관한 증거를 제출

하지 않거나 제출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법관은 증거제출 또

는 더 충분한 증거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23) 다만 이러한 요구는 강제

Comp. L.Q. 271 (1996), pp.285-289 참조.
116) Fentiman, pp.3-4. Kirsty J. Hood, “Drawing Inspiration? Reconsidering the 

Procedural Treatment of Foreign Law”, 2 J. Priv. Int'l L. 181, 183 (2006).
117) Fentiman는 당사자의 외국법 적용에 대한 선택의 자유에 예외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영국법에 승인되는 것이라고 본다. 법관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촉법 규칙인지 
여부는 관련된 법의 문언의 표현 및 저촉법 규칙의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Fentiman, p.77. 그러나 실무에서 영국 법관은 비용의 낭비 또는 소송지연에 대한 우려에 
기하여 이러한 강행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촉법 규칙을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다. 
Fentiman, p.134.

118) Esplugues/Lglesias/Palao, p.395.
119) Fentiman, p.62. 
120) Esplugues/Lglesias/Palao, p.393. 
121) Esplugues/Lglesias/Palao, p.395 
122) Dicey/Morris,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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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명령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준수하지 않아도 법정모욕을 구성하지 

않고 단지 그 소송청구는 외국법에 의해 성립되지 않을 뿐이다.124) 그러

나 실무에서 대부분 경우에 법관은 스스로 외국법 증명 질차에 개입하지 

않는다.125)    

  나. 당사자 사이의 입증책임의 배분

  외국법의 증명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서로 협력할 의무가 없

다.126)  

  판례에 따르면 입증책임은 외국법이 영국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는 일방 당사자가 부담한다.127) 그런데 일방 당사자가 주장 또는 항변

에서 외국법을 언급하면서도 외국법의 적용결과를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당해 당사자가 외국법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128) 1997년 

University of Glasgow v. The Economist129)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영국에서 

그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원고는 자기의 소송

청구를 수정하여 명예훼손 행위는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

였다. 이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근거하고 있는 외국법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명확히 하여야 하고, 그러한 외국법의 내용에 대해서

도 입증하여야 한다는 항변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그의 

소송청구에서 각국의 법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각 

국의 법률이 영국법과 상이한 점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항변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영국에서는 반대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외국법이 영국법의 내용과 일치되는 것으로 추정

한다. 결과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외국법 증명책임의 배분에 있어서는 외

123) Fentiman, p.149.
124) Fentiman, p.154. 
125) Fentiman, p.155.
126) Esplugues/Lglesias/Palao, p.394.
127) Guaranty Trust Corp. of New York v. Hannay [1918] 2 K. B. 623,655 (C. A.).
128) Fentiman, p.145.
129) [1997] EMLR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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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이 영국법과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다. 예외-당사자의 입증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1) 사법확지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법(외법역법130)) 

  영국에서는 외국법의 적용에 관하여 법관이 사법확지를 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예

외가 존재한다. 이러한 예외는 주로 아래와 같다.131) ① 외국법이 스코틀

랜드법과 북아일랜드법인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될 때에는 당사자의 입

증이 필요하지 않다. 스코틀랜드법과 북아일랜드법이 준거법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외국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입증하

여야 하지만, 상고심에서는 대법원은 영국 전역의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법원에서 심리된, 스코틀랜드법 또는 북아

일랜드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 사법확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므로 당사자는 이러한 법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② 외국법이 주지의 

사실인 경우이다. 즉 법원이 어떤 외국법을 주지의 사실(notorious fact)

로 간주하면 당사자는 해당 외국법에 대하여 입증할 필요가 없다. 예컨

대 영국법원은 Saxby v. Fulton132) 사건에서, 룰렛이 Monte Carlo에서 

법에 위반되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법관이 사법확지를 가지

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③ 일부 제정법이 외국법(외법역법)에 대하여 사

법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1950년 

입양규칙법(Maintenance Orders Act 1950) 제22조 제2항은 일부 경우

에 어떤 지역의 법원이 해당 지역 이외의 영국의 다른 지역의 법에 대하

여 사법확지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30) 본 논문 제2장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법의 적용을 검토할 때 외국법이 다른 국
가의 법뿐만 아니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이라면 外法域 법도 포함할 수 있다. 영국과 같
은 경우에는 법을 달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법의 적용을 논의할 때 외법역법을 함
께 논의한다.

131) Hill, pp.614-615.
132) Saxby v. Fulton [1909] 2KB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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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국법에 관한 선례에 대한 취급

  선례에서 이미 인정된 외국법의 내용이 이후에 발생한 사안에서 직접 

사법확지의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전통적으로 어

떤 외국법의 내용이 선례에 의하여 입증되어 인정받더라도 그 후에 발생

한 사안에서 당사자가 이러한 선례를 인용하여 외국법을 입증하는 책임

을 면할 수는 없다. 외국법은 사실이고 선례에 대한 인용은 법률문제에 

한하기 때문이다.133)134) 1972년 민사증거법(Civil Evidence Act)의 제정

에 따라 전술한 전통적인 입장이 다소 완화되었다. 동법 제4조135)에 의

133) Lazard Bros. v. Midland Bank Ltd., [1933] AC 289, 297-298(HL).
134) 실무에서 법관들은 융통적인 태도를 취하여 선례에 인정된 외국법을 결론적인 것으로 인

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선례를 심리한 법관이 후 사건의 심리 법관과 
같다는 특수한 점이 있다. Jasiewicz v. Jasiewicz [1962] 1 WLR 1426, 1428, Fentiman, 
p.223 참조

135) 4. Evidence of foreign law.
  (1)It is hereby declared that in civil proceedings a person who is suitably qualified 

to do so on account of his knowledge or experience is competent to give expert 
evidence as to the law of any country or territory outside the United Kingdom, 
or of any part of the United Kingdom other than England and Wales, irrespective 
of whether he has acted or is entitled to act as a legal practitioner there.

  (2)Where any question as to the law of any country or territory outside the United 
Kingdom, or of any part of the United Kingdom other than England and Wales, 
with respect to any matter has been determined (whether before or after the 
passing of this Act) in any such proceedings as are mentioned in subsection (4) 
below, then in any civil proceedings (not being proceedings before a court which 
can take judicial notice of the law of that country, territory or part with respect 
to that matter)— .

  (a)any finding made or decision given on that question in the first-mentioned 
proceedings shall, if reported or recorded in citable form, be admissible in 
evidence for the purpose of proving the law of that country, territory or part 
with respect to that matter; and .

  (b)if that finding or decision, as so reported or recorded, is adduced for that 
purpose, the law of that country, territory or part with respect to that matter 
shall be taken to be in accordance with that finding or decision unless the 
contrary is proved: .

   Provided that paragraph (b) above shall not apply in the case of a finding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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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서로 저촉하는 판례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영국법원에서 외국법에 관한 선례는 외국법을 증

명하는 방식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1972년 민사증거법 제4조에 따라 

이러한 선례는 형사법원(Crown Court) 또는 지방법원(High Court)에 

의하여 심리되는 것, 혹은 형사법원(Crown Court) 또는 지방법원(High 

Court)에 심리된 항소사건136)이어야 하고 외국법 내용에 대한 확인은 인

용 가능한 방식으로 기록된 것137)이어야 한다. 그리고 선례를 외국법에 

관한 증거로서 인용한 경우 해당 외국법 내용에 대한 인정은 반대의 증

decision which conflicts with another finding or decision on the same question 
adduced by virtue of this subsection in the same proceedings. 

(3)Except with the leave of the court, a party to any civil proceedings shall not be 
permitted to adduce any such finding or decision as is mentioned in subsection 
(2) above by virtue of that subsection unless he has in accordance with rules of 
court given to every other party to the proceedings notice that he intends to do 
so. .

(4)The proceedings referred to in subsection (2) above are the following, whether 
civil or criminal, namely— .

  (a)proceedings at first instance in any of the following courts, namely the High 
Court, the Crown Court, a court of quarter sessions, the Court of Chancery of 
the county palatine of Lancaster and the Court of Chancery of the county 
palatine of Durham; .

  (b)appeals arising out of any such proceedings as are mentioned in paragraph (a) 
above; .

  (c)proceedings before the 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 on appeal 
(whether to Her Majesty in Council or to the Judicial Committee as such) from 
any decision of any court outside the United Kingdom. 가

(5)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a finding or decision on any such question as is 
mentioned in subsection (2) above shall be taken to be reported or recorded in 
citable form if, but only if, it is reported or recorded in writing in a report, 
transcript or other document which, if that question had been a question as to 
the law of England and Wales, could be cited as an authority in legal proceedings 
in England and Wales. .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72/30/section/4 참조.
136) 전주 민사증거법 제4조 제(5)항 참조.
137) 전주 민사증거법 제4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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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뒤집힐 수 있다.138) 

   

  2. 미국
  미국은 연방제를 취하고 있는 불통일법 국가로서 외국법의 적용에 관

한 입증책임 혹은 조사의무의 분배에 있어서 연방과 주 사이, 또는 주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연방이든 주이든 외국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단일한 bottom line이 있다. 즉 법원은 모든 방식으로 외국법을 조사할 

권한이 있다.   

  가. 연방법원—당사자의 고지의무·입증책임과 법관의 조사권한

  연방법원 체계에서는 처음에는 영국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 통상 

외국법은 사실로 간주되어 당사자의 주장책임의 대상이고139) 엄격한 증

거규칙에 따라 입증되어야 하였다.140) 일부 예외적인 경우141)를 제외하

고는 통상적으로 법관은 외국법에 대하여 사법확지를 하지 못하였다.142)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적인 상사거래와 민사교류의 점증에 

따라 외국법을 사실로서 취급하는 방식은 과도한 비용과 낮은 효율성의 

폐해로 인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다.143) 이러한 인식에 부응하여 종래의 

보통법 전통에서 벗어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 중에서 1966년 미국 

138) 전주 민사증거법 제4조 제(2)항 참조.
139) 주장책임에 관하여 서로 저촉된 판례가 존재하고 있었다. 예컨대 Compare Siegelman 

v. Cunard White Star Ltd.,사건에서 법원은 외국법을 주장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221 F. 2d 189(2d Cir.1955). 그런데 Harrison v. United Fruit Co., 사건에서 법원은 외
국법을 주장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143 F. Supp. 598, 599 (S. D. N. Y. 1956).

140) Hans W. Baade, “Proving Foreign and International law in Domestic Tribunals”, 
18 Va. J. Int'l L. 619, 619 (1977-1978). Arthur Nussbaum, “Comment, Proving the 
Law of Foreign Countries”, 3 Am. J. Comp. L. iii 60 (1954) pp.60-62.

141) 미국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입증 없이 영국법에 대해 사법확지를 행하였던 사례가 있었다. 
Walton. In Diegelan v. Cunard White Star, 222 F.2d 189 (2d Cir.1955). 

142) 전통적으로는 외국법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타 주법도 사법확지를 할 수 없었다. 예컨대 
California 주에서 1927년까지 타 주법을 사법확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하더라도 
타 주의 불문법에 대해 구술 증거를 요구할 수 있었다. William B. Stern, Foreign law in 
the Courts: Judicial Notice and proof, 45 Cal. L. Rev. 23, 24 (1957). 

143) Nussbaum, “Comment, Proving the Law of Foreign Countries”, p.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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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제44.1조

의 제정은 획기적인 사건이다.

  1966년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4.1조는 "외국법의 적용을 제기하

기로 하는 당사자는 소장이나 다른 합리적인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외국법을 결정할 때 증거를 포함한 관련 자료들을, 당사자가 제

기한 것인지 혹은 연방증거규칙에 의하여 승인되는지를 불문하고, 모두 

고려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은 법률문제에 대한 재판으로서 처리되어야 

한다"144)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한 해석에 따라 "법원은 당사자

가 제공한 자료에 제한받지 않고 스스로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발견된 모든 관련 자료들을 고려할 수 있다. 법관은 전문가에 의하여 제

출된 자료 외에 더 나은 외국법 자료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도 있고 전문

가가 제공한 자료를 재심사하거나 혹은 충분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 보

충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법원은 전문가의견에 전문가의견을 의뢰

하여도 무방하다."145) 

  이와 같은 소송규칙의 제정에 따라 미국의 실무에서 외국법 조사의무 

배분상의 변화가 생겼다. 미국에서 외국법 주장·조사의무의 배분은 아래

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44) 현행 미국연방민사소송규칙 제44.1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4.1 A party who intends to raise an issue about a foreign country's law must 

give notice by a pleading or other writing. In determining foreign law, the court 
may consider any relevant material or source, including testimony, whether or 
not submitted by a party or admissible under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The 
court's determination must be treated as a ruling on a question of law.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은 1938년 9월 6일로부터 실시되었다. 제44.1조의 내용은 1966년 신
설된 것이고 지금까지도 유효한 규정이다. 1966년 이후에 제44.1조가 3차례로 개정되었다. 
1973년에 “under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법관에게 외국법
을 결정할 때 증거규칙의 구속을 면하도록 하였다. H. R. Doc. No. 93-46, 166(1973). 
1987년, 2007년에 두 번째 개정은 단지 문체상의 수정일 뿐이고 규정의 실질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H. R. Doc. No. 110-27, 237-38, 541(2007), H. R. Doc. No. 100-40, 
52, 153 (1987).

145) 28 U.S.C.A. 44.1 Advisory Committee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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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제44.1조 제1문에 따라 당사자는 외국법을 적용하려는 의도를 

법원에 고지(notice)할 의무가 있다. 

  보통법 전통에 비하면 당사자의 주장책임이 일정한 정도로 경감되지

만,146) 당사자가 외국법의 적용을 주장하려면 해당 의사를 상대방 및 법

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147) 예외적인 사례148)가 있긴 하였으나 일반적

으로 합리적인 고지가 필수적이다. 합리적인 고지가 없으면 외국법에 관

한 쟁점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149) 내국법의 적용을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150)151) 외국법의 적용에 대한 고지는 

적시하여야 하고152) 충분히 자세한 것이어야 한다. 고지가 충분한지 여

146) Hay/Borchers/Symeonides, p.607 각주 4 참조. 또한 제44.1조에 따라 외국법을 
적용하겠다는 동지는 소장 또는 답변서(pleading)이외의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 

147) Commercial Ins. Co. of Newark, New Jersey v. Pac.Peru Constr. Corp., 558 F. 
2d 948, 952 (9th Cir. 1977)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우리는 하와이(Hawaii) 법을 적용
하기로 한다. 당사자들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4.1조에 근거하여 외국법에 관한 쟁점을 제
기하려는 의도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페루(Peruvian) 법을 적용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148) Thyssen Steel Co. et al. v. M/V Kavo Yerakas er al., 911 F Supp. 263 (S.D. 
Tex., Houston Div.1996). 해당 사건에서는 소송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외국법 적
용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그 이유는 "unfair surprise"가 없다는 것이다. 

149) Morse Electro Products Corp. v. S.S. Great Peave, 437 F.Supp. 474, 487-88 
(D.N.J.1977). 해당 사건에서 선하증권에 중국법을 적용한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지
만 법원은 당사자들이 준거법인 중국법의 적용을 제기하지 아니한 행위는 중국법상의 권리
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미국주법을 적용하였다. Whirlpool Fin. Corp. 
v. Sevaux, 96 F. 3d 216,221 (7th Cir. 1996).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절차 진행 
중에 저촉법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므로 일리노이(Illinois) 주법의 적용에 대한 반박을 포기
하였다”라고 인정하였다. 

150) Tehran-Berkeley Civil and Envtl. Eng’rs v. Tippetts-Abbett-MaCarthy-Stratton, 
888 F. 2d 239, 242(2d Cir, 1989)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계약이 이란에서 이행
되기 때문에 이란 법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뉴욕주법에 근거하였다. 법정지법
을 적용함을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저촉법 규칙을 성립시킬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우
리는 당해 사건에 뉴욕주법을 적용하기로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151) 해당 입장에 대해 학계는 상이한 견해를 제시하여 일정한 경우에 직권으로 외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신분관계(status case)와 부양권(custody) 사건에서 
당사자의 고지가 없더라도 법관은 직권으로 외국법을 적용해야 한다. 
Hay/Borchers/Symeonides, p.607 각주 4 참조. 

152) Whirlpool Fin. Corp., 96 F. 3d 221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지방법원은 지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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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관하여 대부분의 법원은 외국법의 적용을 주장한다는 고지에서 구

체적인 외국법의 내용을 현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였다.153) "고지의 

기능은 외국법의 정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또는 소송 

상대방에게 외국법과 관련된 소송이라는 것을 알려야 할 뿐"154)이기 때

문이다. 

  둘째, 스스로 외국법을 조사할 수 있는 법관의 권한을 확보하고 있다.

  당사자가 외국법을 적용한다고 주장하지 않거나 외국법 적용의 청구에 

대하여 변론하지 않더라도 법관은 스스로 외국법을 조사할 수 있다.155) 

그러나 동 조문에서 "may"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이러한 규정은 외국

법에 대한 조사의무를 법관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조사의 권한을 

법관에게 부여할 뿐이다.156) 다만 당해 규칙은 법원이 모든 가능한 자료

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외국법의 조사에 대하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한다고 생각된

다.157) 실제로 법원이 동법의 의도에 따라 스스로 외국법을 조사하는 사

례도 있다. 예컨대 Trans Chen. Ltd. v. China Nat'l Mach158)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가 서로 반대되는 전문가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법원은 문제

된 회사가 중국회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국 헌법을 비롯한 관련 법

률들과 더불어 관련 법학논문 등 부수적인 자료들을 분석하여 외국법인 

중국법을 독자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최근 Bodum USA, Inc. v. La 

제출된 선서진술서를 고려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153) Roger M. Michalski, “Pleading and Proving Foreign Law in the Age of 

Plausibility Pleading”, 59 Buff. L. Rev. 1207, 1222 (2011). 
154) Michalski, 전게논문, p.1223. 
155) 예컨대 Bel-Ray Co. v. Chemrite Ltd., 사건에서 법원은 “[제44.1조 규칙]은 법원은 외

국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조사하기엔 넓은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법의 조사에 관한 의무를 법원에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Bel-Ray Co. v. 
Chemrite Ltd., 181 F.3d 435, 440 (3d Cir. 1999).

156) Geeroms, para. 2.206
157) Charles. A Wright, Arthur R. Miller, Federal Practice and Procedure § 2444, 

West Publishing 1995, p.208.  Geerom, para. 2.206에서 재인용.
158) 978 F. Supp. 266, 278-290 (S.D. Texa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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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tiere, Inc 사건159) 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 제7순회구는 스스로 외

국법을 조사하고 프랑스법에 관한 영문 서적을 근거로 하여 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인하였다.  

  제44.1조는 스스로 외국법을 조사하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는데 법

원이 스스로 조사하여 취득한 자료를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하는지 여부

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는다. 국내법을 적용하는 사건에서 법원은 스스

로 조사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는 구속을 받지 않고, 제

44.1조에 관한 해석(advisory committee's notes)에서도 이러한 의무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법원은 스스로 조

사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외국법에 관한 새로운 자료

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160) 

  셋째, 당사자가 외국법을 증명할 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 

  법관은 직권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법원은 전문가의견에 

의뢰하는 것을 고집하여도 된다."161) 실무상 위에서 언급한 Borum 사건

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외국법의 조사·증명 방식에 관한 중대한 

변화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162) 당사자가 외국법에 관한 자

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혹은 이 점에 대하여 법원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에 대부분의 미국 법원은 외국법의 적용을 거부할 것이다.163)  

  요컨대 미국 연방법원 체계에서 당사자는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을 지고 

있으며 법원은 외국법에 대한 조사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광범위한 조

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주법원--외국법에 대한 사법확지, 제44.1조상 규칙의 수용 및 보

통법의 태도

159) 621 F.3d 629 (7th Cir. 2010).
160) Geeroms, para. 2.209.
161) 28 U.S.C.A 44.1 Advisory Committee Note.
162) Symeon C. Symeonides, "Choice of Law in the American Courts in 2010: 

Twenty-Fourth Annual Survey",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2011) 
p.100. 

163) Symeonides, 전게논문,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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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법원의 측면에서 외국법 적용에 관한 책임 또는 의무 배분에 대해

서는 대체로 세 가지 방식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법확

지의 방식,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4.1조를 수용하는 방식 및 전통적인 보

통법의 태도로 취급하는 방식이다.164) 

  (1) 사법확지의 방식

  연방법원의 변혁과 같이 각 주에서 외국법에 대한 입장도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처음에는 보통법 전통에 따라 외국법이 당사자의 증명에 

의하여 사실문제로서 처리되었다. 그 후에 사법확지의 이념이 점차 받아

들여졌다. 코네티컷주(Connecticut)를 시작으로(1840년), 그에 이어서 

미시시피주(Mississippi)(1848년)와 메사추세츠주(Massachusetts)(1926

년)는 각각 법을 제정하여 외국법에 대하여 사법확지를 할 수 있다고 규

정하였다.165)166) 

  1936년 통일주법위원회(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 NCUSL )에서는 「외국법에 대한 사법확지통일

법」(Uniform Judicial Notice of Foreign Law Act, UJNFLA)을 제정

하였다. 해당 법은 타 주법과 외국법을 서로 구별하여 상이한 취급방식

을 채택하였다.167) 즉 법관은 타 주법에 대하여 사법확지를 해야 하고 

164) Geeroms, para. 2.214.
165) Arthur R. Miller, "Federal Rule 44.1 and The 'Fact' Approach to Determining 

Foreign Law: Death Knell for A Die-Hard Doctrine", 65 Mich. L. Rev. 613 
(1966-1967), pp.624-625.

166) Connecticut 주에서는 “다른 주들의 사법결정에 대한 보고”라는 제목 하에서 “본 주 법
원은 다른 주들 및 다른 국가들의 보고를 그 주 또는 국가의 보통법의 증거  및 제정법 또
는 다른 법률의 사법해석으로서 사법확지를 해야 한다. (Sec. 52-164. Reports of judicial 
decisions of other states. The reports of the judicial decisions of other states and 
countries may be judicially noticed by the courts of this state as evidence of the 
common law of such states or countries and of the judicial construction of the 
statutes or other laws thereof.)”다고 규정하고 있다. CONN. GEN. STAT. REV. 
§§52-164  http://search.cga.state.ct.us/dtsearch_pub_statutes.html 참조. Mississippi 
주에서는 외국법은 현지법에 의해 제기된 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확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
였다. Miss. Code 1848,ch. 60, art. 10. California 주법원에는 다른 주법을 사법확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Cal. Stat. 1927, ch. 62,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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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에 대하여 사법확지를 할지 여부는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168) 동 법을 제정한 후 일부 주들은 동 법을 채택하여 타 주법

에 대해 사법확지를 하게 되었다.169) 일부 주들은 외국법에 대하여도 사

법확지를 하여야 한다고 법원에 요구하거나 법원이 사법확지를 할 수 있

도록 허락한다.170) 또한 일부 주들은 제정법이 아니라 판례법을 통하여 

보통법전통을 포기하였다.171) 

  지금까지 대부분의 주들172)은, 그 중의 일부 주가 제한적인 조건을 부

과하기는 하나,173) 제정법을 채택함으로써 외국법에 대하여 사법확지를 

강제적으로 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 제44.1조의 규정을 수용하는 방식

  1962년 NCUSL에서는 「주간 및 국제간 통일절차법」(Uniform 

Interstate and International Procedure Act, UIIPA)174)을 제정하여  

타 주법과 외국법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하였다.175) 

167) Symeonides/Perdue, p.129.
168) Arthur Nussbaum, “The Problem of Proving Foreign Law”, pp.1020-1021.
169) Geeroms, para. 2.216. 
170) John G. Sprankling, George R. Lanyi, “Pleading and Proof of Foreign law in 

American Courts”,19 Stan. J. Int'l L. 3 (1983), pp.6-7. 
171) Sprankling/Lanyi, p.7
172) California, Florida, Georgia, Hawaii, Indiana, Kansas, Louisiana,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Mississippi, Montana, Nevada, New Jersey, New Mexico, 
New York, North Carolina, Ohio, Oklahoma, Oregon, Pennsylvania, Tennessee, 
Texas, Vermont, West Virginia, Wyoming을  포함한다. Geeroms p.124 각주 426 참
조.

173) 예컨대 California 주와 New York 주에서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사법확지
를 하라고 명확하게 요구하며 충분한 정보도 제공하는 조건하에서 사법확지를 해야 한다. 
CAL. Evid. Code §452-6(2000); N.Y. Civ. Prac.L. &R.4511(b)(2000) 참조.

174) UIIPA는 통일주법위원회(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에 제정되어 각 주 간 또는 국제적인 사건을 심리할 때 적용하는 통합적인 
법전으로서 각 주에게 이를 채택할 것을 추천하였다. 18 Fletcher Cyc. Corp. § 
8656.10 참조. UIIPA는 1936년 UJNFLA의 계승자(successor)로서 이를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1977년에 주법통일위원회는 많은 주들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4.1조를 모델로 제
정법이나 규칙을 만들었는데 UIIPA가 이미 시대에 뒤진다는 이유로 UIIPA에 대한 추천
을 취소하였다. Symeonides/Perdue,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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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IPA 제4장은 "외국법의 결정"이라는 표제 하에서 "고지(notice)"에 관

한 제4.01조, "고려될 자료(Materials to be Considered)"에 관한 제

4.02조, "법원결정과 재심사(Court Decision and Review)"에 관한 제

4.03조를 통하여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각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조항에 따라 당사자가 외법역법(外法域法)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소장이

나 답변서 또는 다른 합리적인 서면으로 외국법을 적용할 의사를 법원에 

고지하여야 한다. 외법역법을 결정할 때 법원은 이 자료가 당사자에 의

하여 제출되는 것인지 또는 증거규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는지를 불

문하고, 증언을 포함한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 배심원이 

아닌 법원은 외법역법을 결정하여야 하고 당해 결정은 상소 절차에서 법

률문제에 대한 결정으로서 취급되어야 한다.    

  일부 주들176)은 UIIPA를 채택하였다. 많은 주들은 FRCP 제44.1조를 

모델로 제정법 또는 규칙을 만들었다.177) 예컨대 텍사스 주(Texas)에서

는 외국법을 여전히 증거를 이용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취급하

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제44.1조와 비슷한 방식으로 취급하고 있다.178) 

175) Symeonides/Perdue, p.129. UIIPA는 “the law of any governmental unit 
outside this state”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176) Arkansas, District of Columbia, Massachusetts, Virgain Island를 포함함. Geeroms 
P.125 각주431 참조.

177) Symeonides/Perdue, p.130.
178) Texas 증거규칙(Rules of Evidence) 제203조는 "A party who intends to raise an 

issue concerning the law of a foreign country shall give notice in the pleadings 
or other reasonable written notice, and at least 30 days prior to the date of trial 
such party shall furnish all parties copies of any written materials or sources 
that the party intends to use as proof of the foreign law.  If the materials or 
sources were originally written in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the party 
intending to rely upon them shall furnish all parties both a copy of the foreign 
language text and an English translation. The court, in determining the law of a 
foreign nation, may consider any material or source, whether or not submitted 
by a party or admissible under the rules of evidenc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ffidavits, testimony, briefs, and treatises. If the court considers sources other 
than those submitted by a party, it shall give all parties notice and a reasonable 
opportunity to comment on the sources and to submit further material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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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외국법에 대한 판단은 심사를 받을 때 법률문제로서 취급되어야 하

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외국법을 스스로 

조사할 권한이 있다.

  (3) 보통법 전통을 견지하는 방식

  일부 주들179)은 외국법에 관하여 입법을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보통법 

전통을 견지하여 외국법을 사실로서 취급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주장책임

과 입증책임을 부담시킨다.    

  3. 독일
  가. 당사자의 주장·입증의 불필요 및 법관의 외국법 적용 가능성에 대

한 석명의무

  독일에서는 국제사법이 강행적으로 적용되므로, 법관은 직권으로 국제

사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국제사법의 적용을 주장할 필요가 없

다.180) 

  국제사법의 일정한 영역에서 당사자자치를 허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당사자자치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쌍방이 명시적으로 법정지법

을 선택한다고 하지 않고 단지 법정지법을 모두 인용한다면 묵시적으로 

법정지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독일법원은 이러한 경우에 법정지법인 독일법이 묵시적으로 선택된 것으

로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181)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독일 민사소송법

(ZPO)제139조182)에 따라 법관에게 석명할 의무가 있다.183) 즉, 법관은 

review by the court. The court, and not a jury, shall determine the laws of 
foreign countries.  The court's determination shall be subject to review as a 
ruling on a question of law."라고 규정하고 있다.

179) Illinois, Iowa, Kentucky, Louisiana, Maryland, Missouri, Nebraska, New 
Hampshire, Rhode Island, South Carolina, Tennessee, Utah, Wisconsin을 포함한다. 
Geeroms, para.2.220 참조.

180) Hartley, p.275. Rainer Hausmann, “Pleading and Proof of Foreign Law-a 
comparative Analysis”, The European Legal Forum (E) 1-2008, p.I-3.

181) Hausmann, p.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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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게 독일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아야 하고, 같은 경우

에 묵시적인 선택이 없으면 외국법을 적용하게 되는 결과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ZPO 제139조에 따라 법관이 석명(釋明)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사실과 법적 쟁점을 미리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에

게 해당 사항을 당사자에게 석명하지 않은 채 바로 어떤 외국법을 적용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양당사자대립소송원칙이 존

중되어야 하며 당사자의 방어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다.184)       

  나. 법관의 직권탐지의무

  독일의 전통적인 국제사법이론은 내국법과 외국법이 동등한 지위를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소위 "보편주의" 법 선택방법에 기초하고 있

182) Section 139  Direction in substance of the course of proceedings
(1) To the extent required, the court is to discuss with the parties the circumstances 

and facts as well as the relationship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both in terms 
of the factual aspects of the matter and of its legal ramifications, and it is to ask 
questions. The court is to work towards ensuring that the parties to the dispute 

make declarations in due time and completely, regarding all significant facts, and 
in particular is to ensure that the parties amend by further information those 
facts that they have asserted only incompletely, that they designate the evidence, 
and that they file the relevant petitions.

   (2) The court may base its decision on an aspect that a party has recognisably 
overlooked or has deemed to be insignificant, provided that this does not merely 
concern an ancillary claim, only if it has given corresponding notice of this fact 
and has allowed the opportunity to address the matter. The same shall apply for 
any aspect that the court assesses differently than both parties do.

   (3) The court is to draw the parties’ attention to its concerns regarding any items 
it is to take into account ex officio.…

  독일 연방 사법부 웹사이트

   (http://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zpo/englisch_zpo.html)에서 

공포된 영문본 참조(검색일: 2013.5.8).

183) Hausmann, p.I-4.
184) Geeroms, para.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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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법은 법관이 안다"는 원칙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외국법을 

조사하고 적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185) 

  독일 민사소송법(ZPO) 제293조는 "외국법의 현행법, 관습법과 조례

(Statuten)는 법원에게 알려지지 않은 법위 내에서만 증명을 필요로 한

다. 이러한 법규를 탐지함에 있어서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

(Nachweise)에 제한되지 않으며 다른 인식 원천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러

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명할 수 있다"186)고 규정하고 있다. 

  제293조의 규정만 보면 외국법이 법률인지 사실인지, 그리고 법원이 

직권으로 외국법을 탐지하여야 하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법

원과 학자들은 제293조는 외국법은 법률이라는 것,187) 외국법을 탐지할 

의무를 법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188) 

이것은 독일 학자와 법관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으므로 민상사 사

건에서 법관이 외국법에 대한 탐지를 거절하거나 증거수집과 입증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사례는 매우 적다.189) 

  법관의 주도적인 지위와 역할에 따라 법관은 외국법 내용의 확정과 판

단에 있어서 큰 권한을 지닌다. 이러한 권한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제

한을 받지 않는다. 즉 당사자가 문제된 외국법의 내용에 대하여 일치된 

인식을 가지더라도 이것은 법관의 조사를 중지시키지는 못한다. 당사자

의 외국법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관은 외국법에 

대하여 스스로 해석할 수 있고 외국법을 독자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

다.190) 

185) 장문철, 「국제사법상의 외국법의 증명과 적용」, 『안암법학』, 1994, 469면.
186) 번역은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329면 주12 참조.
187) 예컨대 당사자들이 어떤 외국법의 내용에 대하여 도두 동의하더라도 법원이 이점에만 근

거하여 그의 조사 의무를 줄여서는 안 된다. Gerhard Dannemann, "Establishing 
Foreign Law in a German Court" 

   http://www.iuscomp.org/gla/literature/foreignlaw.htm (검색일: 2014.1.12)참조.
188) Esplugues/Lglesias/Palao, p.102.
189) Geeroms, para.2.137.
190) 일부 판례에서 쌍방 당사자들이 동일한 준거법 소속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사자

가  준거법의 내용에 대해 일치하는 의견을 달성한다면 법원은 당사자의 해당 외국법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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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법관들이 직권으로 탐지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

자는 법관이 이러한 탐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

할 수 있다.191)

  연방대법원은 법관이 판결에서 외국법을 조사하여 파악하는 방법을 설

명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일단 판결에서 외국법을 조사하여 파악하는 노

력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탐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192) 

예컨대 1992년의 어느 한 사건193)에서 연방대법원은 항소심법원이 스페

인 제정법의 규정만을 참조하여 판결을 내린 것은 외국법을 탐지할 의무

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항소심법원은 당해 

제정법의 규정을 스페인에서 실무상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

련된 판례법과 학술저술을 조사하였던 것을 판결에서 보이지 않았기 때

문이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연방대법원은 외국법 조사상의 어려움을 승인함에

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특히 문제된 외국법이 법정지인 독일법원

의 법관에게 완전히 생소한 것이거나 당사자가 문제된 외국법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법관들이 외국법의 조사에 있어서 보다 

높은 정도의 탐지의무를 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1991년의 한 사

건194)에서 연방대법원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베네수엘라법을 조

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실무상 법원은 문

제된 외국법을 잘 알고 있는 학술기관에서 전문가 감정의견을 얻는다면 

용에 대한 인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주류적인 견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
각된다. Hartley, p.275. Esplugues/lglesias/Palao, p.40.

191) Geeroms, para.2.140. 종래 독일 연방대법원은 하급심법원의 외국법 적용에 관한 인정을 
심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무에서 법원은 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절차법을 
위반하므로 상고를 가능하게 된다. 2009년 9월 1일에 독일은 ZPO 제545조를 개정하여 원
래의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Esplugues/lglesias/Palao, p.111. 상고가능여부에 관하
여는 본고 제3장 제5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92) Geeroms, para.2.142.
193) BGH, NJW 1992, 3106,3107, Geeroms, para. 2.142에서 재인용.
194) BGH, NJW 1991,1418, 1419. Geeroms, para.2.14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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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조에 규정된 외국법 탐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본다.195) 그러나 전

술한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은 연구기관에서 전문가 감정의견을 얻었지만 

연방대법원은 당해 항소심법원이 모든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였다

는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였다. 문제된 사안에는 외국법에 관한 쟁점이 2

가지 있었는데 막스플랑크(Max Planck)연구소는, 법원의 촉탁을 받아 

첫째 문제에 대하여는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판결을 찾아서 이에 따라 긍

정적인 답변을 제출하고, 둘째 문제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판결을 찾아낼 

수 없지만 베네수엘라 법원의 실무를 참조하여 감정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당해 전문가감정의견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와 반대되는 

사적 감정의견(Privatgutachten)을 제출하였다. 항소심법원은 막스플랑

크연구소로부터 얻은 전문가감정의견을 채택하여 판결을 내렸다. 연방대

법원은 문제된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 즉 제정법의 규정과 판례법이 없

고 베네수엘라법에 관한 감정인감정의견과 사적 전문가감정의견이 일치

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베네수엘

라법 실무를 잘 숙지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

다.196)  

  법관에게 엄격한 탐지의무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보전절차(summary 

proceeding)의 경우에는 법관의 탐지의무가 일정한 정도로 감소된다. 외

국법에 관한 일응의 증거(prima facie)는 간이절차에서 충분한 것으로 

본다.197) 예컨대 한 간이절차에서 지방법원(district court)은 단지 대학

도서관에서 이탈리아법의 주석(commentary) 2권만을 읽고 이탈리아법

을 확인하였다.198) 

  요컨대 위에서 언급한 바에 비추어 보면 독일 법관들은 외국법을 직권

으로 탐지할 의무를 지면서 그 조사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판단도 

엄격하다.   

195) Geeroms, para.2.144 
196) Esplugues/lglesias/Palao, p.108.
197) Esplugues/lglesias/Palao, p.108.
198) OLG Koblenz, IPRax 1995. 사건에 대한 설명은 Esplugues/lglesias/Palao, p.1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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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당사자의 협력의 권리와 의무

  법관이 직권으로 탐지하는 의무를 지므로 당사자의 입증책임은 없다.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자기의 노력으로 법원에 협

조할 수 있다.199) 따라서 당사자가 스스로 조사하고 전문가의 외국법에 

관한 진술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법원에 제출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않는

다.200) 이러한 점에서 보면 당사자는 스스로 조사하고 증거를 제출할 권

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법관의 외국법 조사에 대한 당사자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일

방 당사자가 법관의 외국법에 관한 조사방법 또는 조사절차에 대하여 영

향력을 행사하자면 왜 특정한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를 충

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예컨대 전문가 감정의견의 방식으로 외국법을 조

사하고자 한다면 이 점을 법원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와 같은 방식의 필

요성도 설명하여야 한다.201)

  이와 동시에 법원은 당사자에게 협력하도록 할 권한이 있다. 특히 당

사자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법원보다 더 나은 경로로 외국법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에게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202) 그러나 만약 당사자가 법원에 협력하는 것을 거절하

는 경우에 무슨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가장 가능한 결

과는 법원이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이미 소진하였

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203) 예컨대 1976년의 한 사건204)

에서 법원은 문제된 터키법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미 독일 전문가와 터키 

전문가로부터 2가지 의견을 얻은 뒤 피고는 터키법원의 2가지 결정을 

199) Esplugues/Lelesias/Palao, p.105.
200) Esplugues/Lelesias/Palao, p.105.
201) Klaus Sommerlad, Joachim Schrey, “Establishing the Substance of Foreign Law 

in Civil Proceedings”, Comparative Law Yearbook of International Business Vol.14 
(1992), p.153.

202) Esplugues/Lelesias/Palao, p.105.
203) Esplugues/Lelesias/Palao, p.105.
204) BGH NJW 1976,1958,1983. Geeroms, para. 2.146에서 제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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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함으로써 법원이 조사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가 협력을 제공하지 않

은 경우에는 법원이 제한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피고에 대한 불이익한 판

결을 내릴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례로부터 당사자가 협력을 제공

하지 않는다면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의

무불이행시에는 상응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당사자가 

협조를 거절하는 데 따른 불리한 결과는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라 간접적

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가 협력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이를 근거로 자신의 조

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다.205) 바꾸어 말하면 당사자가 협력을 하

지 않는 것은 외국법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법원으로부터 당사자에게 이

전시키지 않는다.206) 

  

  4.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법전(法典)화된 국제사법이 없으며 저촉법 규칙은 민법, 

상법, 소비자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전에 산재하고 있다.207) 외국법의 적

용에 관한 성문법의 규정은 없으므로 프랑스대법원(Cour de Cassation)

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208) 프랑스의 국제사법규칙 내지 외국법의 적

용에 관한 판단은 대법원의 판례에서 유래한다.  

  가. 권리의 성질에 따른 당사자의 주장책임 

  저촉법이 강행법인지에 대한 프랑스 대법원의 입장은 몇 차례 변화를 

겪었다. 

  (1) 저촉법이 강행법이 아니었던 시대- Bisbal 사건

205) Esplugues/Lelesias/Palao, p.105.
206) Geeroms, para.2.147.
207) 유럽사법네트워크(European judicial network) 프랑스편
   (http://ec.europa.eu/civiljustice/applicable_law/applicable_law_fra_en.htm) 참조 (검

색일: 2013. 4. 31).
208) 肖芳, 《论外国法的查明－中国法视角下的比较法研究》，北京大学出版社, 2010, 57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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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전통적인 이론에 따르면 저촉법 규칙은 강행적인 규범이 아

니고 외국법의 적용을 위하여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한다.209) 당사

자가 외국법의 적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면 법원은 직권으로(ex officio) 

저촉법규칙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태도를 잘 반영하는 가장 유

명한 예가 1959년 Bisbal 사건이다.210) 이 사건에서 한 스페인 국적의 

부부가 프랑스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프랑스의 저촉법 규칙에 

의하면 이혼의 준거법은 스페인법이고, 스페인법에 따르면 이혼은 허용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당사자들이 모두 스페인 국민이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당사자가 스페인법을 적용하라는 주장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지법인 프랑스법을 적용하여 이혼을 판결

하였다. 법관은 “당사자는 외국법의 적용을 주장할 의무가 있고…법관이 

바로 외국법을 적용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프랑스대법원은 법원이 지정된 외국법을 직권으로 적

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상소(appeal)를 기각하였다. 

  동 판결을 내린 후 1960년 대법원은 Compagnie algerienne de 

Credit et de Banque v. Chemouny211)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외국

법을 적용할 의무는 없지만 당사자들이 외국법의 적용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에게 외국법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분명하게 밝

혔다.212) 

  (2)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는 개념의 도입-일부경우에서의 저촉법의 

강행적인 적용

  Bisbal 사건에서 확립된 입장은 프랑스법원의 심판실무를 지배한 지 

25년이 되었다. 1986년에 이르러 대법원은 특정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

209) Hausmann, p.4 참조. 
210) Cass.civ.Ire, [1960]D. jur.610. 사건에 대한 해석은 Brigitte Herzog, “proof of 

International Law and Foreign Law Before a French Judge”, 18 Va. J. Int'l L. 651, 
659 (1977-1978), Hausmann p.4 에서 제인용. 

211) Civ. 2 Mar. 1960, Rev.crit.dr.int.pr. 1960.97: J.C.P. 1960.11.1173. 
212) Hartley, p.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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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 의하여 외국법을 적용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취

하게 되었다.213) 1988년 대법원의 입장에는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 

1988년 대법원은 Rebouh 및 Schule 두 가지 사건에서 "법원은 준거법

에 따라 사건을 결정하여야 한다"214)고 판시하였다.215) 이것은 법관은 저

촉법 규칙에 따라 외국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프랑스법으로 이를 대체해

서는 안 됨을 의미한다.216) 그리하여 법원은 외국법에 대하여 적용할 권

한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그 후에 대법원의 입장이 다시 변화하여 저촉법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법을 적용할 의무를 법원에 부과하는 대신에 문제된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217)와 "처분할 수 없는 권리"로 나누어 이러한 구

별에 따라 저촉법을 강행적으로 적용할지 여부를 판단해 왔다. 1991년 

Coveco218)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이 외국법의 적용을 주장하지 아

213) Civ. 25 Nov. 1986, Rev.crit.dr.int.pr. 1987.383. Hartley, p.279.
214) "[LJe juge droit trancher le litige conformement aux regies de droit qui lui sont 

applicables." (the court must decide the case according to the rules of law 
applicable to it) 문장은 프랑스 신 민사소송법(Nouveau Code de Procédure civile) 제
12조 제(1)항에 규정되고 있었다. 해당 사건에서 프랑스 대법원은 이 규정을 인용하여 “the 
rule of law applicable”는 프랑스 실질법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프랑스 국제사법과 국제협
약에도 적용한다고 인정하였다. Hausmann, p.4. 

215) Hartley, p.279.
216) 1988년 10월 11일에 판결된 사건(Rebouh v. Bennour)은 친자관계에 관한 사건이다. 동 

사건에서 어떤 Algeria 여자가 친자관계로 인해 어떤 남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심리
법원은 프랑스법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친자관계가 모의 본국법을 의하여
야 한다는 이유로 전술한 판결을 파기하였다. 1988년 10월 18일에 판결된 사건(Schule v. 
Phillipe)은 상속에 관한 사건이다. 동 사건에서 어떤 스위스인은 그의 거주지인 스위스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은 그의 일부 재산을 자기의 情婦에게 유증하였다. 프랑스항소법원은 프랑
스법에 의하여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프랑스 저촉법규칙에 의하여 유산은 망자의 
최후거소지법인 스위스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동 판결은 법률적용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다. Hausmann, p.14 참조. 

217) 프랑스 원어는 "droits disponibles"이다. 영어 번역은 일치하지 않는데 "rights the 
parties can freely dispose of", "available rights", "waivable rights", "defeasible 
rights"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표현하기로 한다.

218) Civ. 4 Dec. 1990, Clunet 1991.371; Rev.crit.dr.int.pr. 199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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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한 경우 법원은 외국법을 직권으로 적용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외국법

을 적용하지 않았음은 공격(attack)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동시에 

어떤 국제조약에 의해 당해 외국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당사

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free disposition of their right)를 가지고 있

는 경우에는 전술한 규칙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219) 이러한 취급방식

은 이후에도 유지되어 왔다. 즉 외국법의 강행적 적용에 관한 프랑스법

상 일반원칙은 당사자들이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외국법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심리사항이 프랑스가 체결한 국제조

약 또는 EU규칙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서 법원은 직

권으로 적용할 의무가 있다. 이외에도 당사자들이 외국법을 적용한다고 

주장한다면 법관은 외국법을 적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220) 

  (3) 현황-권리 성질에 따른 당사자의 주장책임

   전술한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저촉법을 임의적으로 적용하고 독일에

서는 국제사법을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문제

된 권리의 성질에 따라 국제사법의 강행적 적용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221) 

  프랑스에서 민사적인 권리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와 처분할 수 없는 

권리로 나뉜다. 전자는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권

리를 가리키고, 후자는 자신의 의사로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가리킨다.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재산권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권리, 심

지어 가족법상의 일부 권리도 포함할 수 있다.222)223) 

219) Hartley, p.279.
220) Geeroms, pp.60-62.
221) Esplugues/Lelesias/Palao, p.187.
222) Esplugues/Lelesias/Palao, p.187.
223)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란 프랑스에서 매우 명확한 개념이 아니다. 통상적으로는 계약, 

불법행위, 재산에 관한 사항(혼인재산과 상속도 포함한다)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Hausmann, p.14, 徐卉, "外国法证明问题研究", 中国民
商法律网，http://www.civillaw.com.cn/article/default.asp?id=25198,  참조. 그러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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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할 수 없는 권리라면 그에 관한 저촉법은 강행법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필요 없고 법관들은 일단 분쟁이 저촉법과 관

련되는 것이라는 점을 인지했다면 반드시 관련된 저촉법을 적용하여야 

한다.224) 반면에 문제된 권리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면 법원

은 선택적으로 저촉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즉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

면 법원은 저촉법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225) 

  문제된 권리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가 외국

법을 적용하려면 반드시 제1심에서 주장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2심에서 

외국법의 적용을 주장하여도 무방하지만, 제1심 단계에서 제기되었던 소

송청구(Claim)가 제2심 단계에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제1

심, 제2심에서 외국법의 적용을 주장하지 않았으면 프랑스 대법원에서도 

주장할 수 없게 된다.226) 외국법의 적용에 대한 주장은 분명한 것이어야 

하고 적어도 법관이 깨달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227) 외국법의 

랑스에서 무슨 권리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속하는지, 무슨 권리는 처분할 수 없는 권리
에 속하는지에 대하여는 일치한 견해가 없다. 예컨대 2009년 프랑스대법원 제1민사심판부
(the First Civil Chamber of the Cour de cassation)는 부양의무(maintenance 
obligation)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판단하여 프랑스법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다. Nicolas 
Nord 교수는 "이 판결의 태도는 법적인 것도 아니고 이년적인 것도 아니고 단지 실용적인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Nicolas Nord, "The Difficulties of Applying maintenance 
Foreign Law in France", 2013년 5월 3일 German Institute for Youth Human 
Services and Family Law (DIJuF)를 조직자로 열린 "Recovery of Maintenance in the 
European Union and Worldwide"라는 회의 발표문
(http://www.heidelberg-conference2013.de/tl_files/downloads-abstracts/Abstract_N
ord.pdf) 참조. 이외에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란 법적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법률에 의
하여 결정하는지가 문제된다. 프랑스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대체로 법정지법에 의한다는 견
해와 분쟁된 사안의 준거법에 의한다는 견해가 있다. 분쟁된 사안의 준거법에 의한다는 주
장의 이유는 처분 할 수 있는 권리 자체는 권리의 실질과 관련하기 때문에 분쟁된 사안의 
준거법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법정지법에 의한다는 견해
는 권리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절차적인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지법에 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肖芳, 65页.

224) Esplugues/Lelesias/Palao, p.188.
225) Hausmann, p.5.
226) Esplugues/Lelesias/Palao, p.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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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주장하면서 외국법의 내용도 함께 주장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

다.228) 

  문제된 권리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당사자가 외국법의 적

용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관은 저촉법의 적용 여부를 재량에 의하

여 판단할 수 있다.229)  

  나. 법관의 조사의무

  프랑스에서는 최초에 이른바 "Lautour-Thinet 규칙"230)에 따라 외국

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청구(claim)가 외국법의 규율을 받는 일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라고 하였다.231) 예컨대 원고가 불법행위에 기한 구제를 구하는 소를 제

기하는 경우, 불법행위지법이 외국법이라면 피고가 외국법을 적용할 것

을 주장하더라도 외국법의 입증책임은 원고에 있다. 

  그러나 외국법 적용이 강행적인지 여부에 관한 변화에 따라 외국법에 

대한 입증책임의 배분도 변경되었다. 1993년 Amerford 사건232)에서 법

원은 Lautour-Thinet 규칙을 포기하여 문제된 권리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면 외국법의 적용이 프랑스법을 적용하는 것과 다른 결

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가 외국법의 내용을 입증하여야 

함을 인정하였다.   

227) Esplugues/Lelesias/Palao, p.189.
228) Esplugues/Lelesias/Palao, p.189.
229) Esplugues/Lelesias/Palao, p.189.
230) 해당 규칙은 2가지 지도적인 판례에 의해 명명되는 것이다. 즉 Lautour, Cour de 

cassation. Civ. 25 May 1948, Rev.crit.dr.int.pr. 1949.89 및 Society Thinet, 
Cour de cassation. Civ. 24 Jan. 1984, Clunet 1984.874, note Bischoff, 
Rev.crit.dr.int.pr. 1985.89. Hartley, p.280 각주 47.

231) Hartley, p.280.
232) 이 사건에서 보험업자는 운송인을 상대로 운송 도중 화물의 파손으로 계약위반의 소를 제

기하였다. 피고는 준거법이 Ilinois 주법이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도 이 주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Lautour-Thinet 규칙에 의하면 원고의 소송청구는 Ilinois 주법에 의하여 
지배되기 때문에 Ilinois 주법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부담되어야 한다. 그러나 새 규
칙에 의하면 피고가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피고가 외국법을 인용하여 그것이 법정지법인 
프랑스법과 상이하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Hartley, p.2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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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Amerford 사건에서 확립된 규칙이 포섭하지 않는 

분야 즉 국제조약에 관련된 경우와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해

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문제된다. 2005

년 프랑스대법원은 같은 날에 2개의 판결233)을 내림으로써 이 문제를 해

결하였다. 이 2개 판결 중 하나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관련되고 다른 

하나는 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 관련된다.234) 하지만 법원은 동일한 결론

을 내렸다. 즉 “외국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프랑스 법관은, 직

권에 의하거나 외국법을 인용하는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당사자들의 협력으로, 외국법의 내용을 조사하고 외국의 유효한 법

에 따라 소송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공한다.” 이 2개 판결에 따르면 법관

은, 직권으로 저촉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저

촉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상관없이, 일단 해당 사안에 대해 외국법을 적

용해야 함이 인정되기만 하면 외국법의 내용을 조사해야 한다. 동시에 

당사자의 협력을 요구할 수도 있다.235)     

  II. 외국법 조사의무 또는 입증책임의 배분 방식에 대한 정리와 

분석

  위에서 양 법계의 대표적인 국가들의 제정법과 법원의 실무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 외국법 적용에 있어서 조사의무의 배분은 대체로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즉 ➀ 영국을 비롯한 국가에서 당사자가 외국법

에 대하여 조사의무를 지는 방식. ➁ 독일을 비롯한 일부 대륙법계 국가

들에서 외국법을 탐지할 의무를 법관이 부담하는 방식. ➂ 프랑스 과거

의 취급방식과 같이 사안의 종류에 따라 법관과 당사자가 각각 외국법 

조사의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 이하에서는 위 세 가지 방식의 기본적인 

태양을 정리하고 각 방식을 이루는 대표적인 요소 및 추세를 분석해보기

233) 이하 2005년 판결 내용에 대한 소개는 Nord, pp.2-3 참조했다.
234) Carlos/Lelesias/Palao, p.190.
235) Carlos/Lelesias/Palao, 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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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1. 3가지 방식의 기본적인 태양
  가. 당사자가 주장·입증책임을 지는 방식
  (1) 당사자의 지위와 역할

  당사자가 주장·입증책임을 지는 방식의 전형적인 예는 영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국은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점에서는 영국과 동일하

지만, 아래에서 보듯이, 법관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영국과 차이가 있다.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이러한 방식 하에서 당사

자가 외국법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법원에 의지하지 않고 주된 역할을 

한다. 또한 외국법에 대한 조사의 비용도 당사자가 부담한다. 만약 당사

자가 외국법의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혹은 제공하였지만 충분한 증

명을 하지 못한다면 입증책임을 지는 일방 당사자가 불이익한 결과를 부

담한다.

  외국법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자는 통상적으로 문제된 외국법에 기

해 소를 제기하는 일방 당사자, 혹은 외국법의 규정이 법정지법과 차이

가 있다고 주장하거나 외국법의 적용 결과가 내국법의 적용결과와 차이

가 있다고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이다.      

  (2) 법관의 지위와 역할

  영국과 같은 방식 하에서 법관은 항상 소극적인 심판자의 역할을 담당

하며 그러한 지위에 상응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입증에 개입

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보

면 법관의 권한은 실제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자료의 제한을 받는다. 

미국의 경우에는, 영국의 법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연방법원에서 연방민사

소송규칙 제44.1조의 제정에 따라 법관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

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엄격하게는 법관에게는 조사의무가 없다.   

  나. 법관이 조사의무를 부담하는 방식

  독일과 같은 외국법의 조사방식 하에서는 법관이 외국법을 조사해야 



- 73 -

하고 외국법의 조사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상응하여 당사

자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지위에 선다.

  (1) 법관의 역할과 지위

  이와 같은 방식236) 하에서는 정도에 엄격함의 차이가 있지만, 법관이 

외국법을 조사하는 의무를 거의 모두 부담하고 있다. 법관의 조사의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지만 법관들은 가

능한 한 외국법을 조사하도록 요구된다. 

  법관이 되도록 외국법을 조사하면서 당사자의 협력을 요구할 수도 있

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법관이 외국법의 조사에 있어서 적극적·주도적

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에 따르면 법관은 당사자가 제공

하는 자료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필요할 때에는 외국법을 독자적으로 조사

해야 한다. 그리고 법관이 외국법을 조사하는 의무를 지기 때문에 당사

자는 법관이 당해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

다.  

  (2) 당사자의 지위와 역할

  이와 같은 방식 하에서는 당사자가 외국법의 조사에 있어서 부차적인 

지위에 선다. 그의 주된 역할은 법원이 외국법을 조사하는 의무를 잘 이

행하도록 하기 위해 협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당사자는 협력하여야 하지만, 당사자가 외국법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

는 방식과는 달리 외국법의 조사에서의 당사자의 무능은 법원의 문제된 

쟁점에 대한 재판의무를 배제하지 않는다. 또한 법원이 증거의 결여를 

이유로 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해서도 안 된다. 바꾸어 말하면 당사자가 

외국법의 조사에 대하여 협력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다. 

  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법원과 당사자 사이의 외국법의 조사의무를 

분배시키는 방식

236) EU 회원국들 중에, 독일과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는 국가는 또한 오스트리아가 있다. 
Esplugues/Lelesias/Palao, p.39, pp.10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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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를 대표로 하는 이와 같은 방식에서는 외국법의 조사의무를 일

정한 기준에 의하여 당사자와 법원 사이에 배분한다.237) 프랑스에서는 

문제된 권리의 성질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외국

법 주장책임을 배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해

당한다면 국제사법의 적용은 강행적인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외국법을 

적용하려면 이를 주장하여야 한다. 반면에 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

한다면 국제사법이 강행법으로 법관에 의하여 직권으로 적용된다. 하지

만 외국법에 대한 입증책임의 배분에 있어서는 국제사법의 강행적 적용 

여부 및 주장책임의 유무와 일치하지 않는다. 과거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외국법의 입증책임을 배분하던 방식은 최근 

포기되어 어느 권리에 해당하는지에 상관없이 일단 법관이 외국법의 적

용을 인정한다면 그가 외국법에 대한 조사의무를 지게 된다. 

  

  2. 주장책임의 유무 및 조사의무 또는 입증책임의 배분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전술한 바와 같이 각국은 외국법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배분에 있어

237) 실제로 프랑스는 어떤 기준에 따라 외국법의 조사의무 또는 입증책임을 법원과 당사자 사
이에 배분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는 유일한 국가가 아니다. 스위스 국제사법 제16조 제1항
은  "적용될 외국법의 내용은 직권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당사자의 협력이 요구
될 수 있다. 재산법상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에게 증명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법무부, 『각국의 국제사법』 2001, 71면. 따라서 재산법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국법 조사의무를 배분하는 기준이다. 스칸디나비아 법역에서도 법에 정해진 권리
(mandatory)에 해당하는지를 조사의무의 배분 기준으로 한다. 법에 정해진 권리에 대하여
는 법원은 외국법의 적용을 결정하고 법에 정해진 권리가 아니라면 당사자는 주장하며 입증
되어야 한다.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에서는 외국법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
는 경우에만 사실로 간주된다. Esplugues/Lelesias/Palao, p.120. 이에 반하여 외국법이 
일반적인 저촉법 규칙에 따라 지정되는 것이라면 법률로 간주되어 법원에 의해 직권으로 조
사되게 된다. Esplugues/Lelesias/Palao, p.120. 루마니아에서는 외국법을 법률로 간주하
지만 외국법이 "순조롭게 취득 될 수 있는(readily available)" 경우에만 비로소 직권으로 조
사한다. 외국법의 자료를 취득하기 어려울 때는 법원은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게 된
다. GRUBER/Bach, 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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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일한 취급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동일한 법전통을 가지고 있더

라도 구체적인 취급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차이점을 이

루는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외국법의 성질

  각국의 현행 입법과 실무는 외국법이 법률인지 사실인지의 성질에 따

라 제정하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비록 일부 국가에서는 제정

법이나 판례법에서 명문으로 선언하지 않고 있지만, 외국법의 주장·입증

책임의 배분은 적어도 최초에 이러한 성질결정을 출발점으로 하고 이후

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전형적인 예로 영국에서 주장·입증책임은 

거의 완전히 당사자가 부담하는 방식이 형성된 원인은 주로 외국법을 사

실로 간주하는 전통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38) 반면에 외국법의 

법률로서의 성질을 인정하는 독일에서는 외국법의 조사의무는 법관에게 

맡겨져 있다.

  나. 국제사법의 강행적 적용 여부

  국제사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는 역시 외국법 주장·입증책임의 배분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국제사법의 강행적 성격을 수용

하는 직접적인 결과는 법관이 당사자의 주장 없이 직권으로 국제사법을 

적용하고 외국법의 내용을 확정한다는 것이다.239) 반면에 국제사법이 임

의법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당사자가 국제사법에 따라 외국법의 적

용을 주장하여야 하고 외국법의 조사에서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240)

  다. 소송모델의 영향

  외국법 주장·입증책임 및 조사의무의 배분에 있어서는 절차법의 영향

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소송모델의 차이로 인하여 소송진행과정에서 주

238) Fentiman, International Commercial Litig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281．

239) Esplugues/Lelesias/Palao, p.19.
240) Esplugues/Lelesias/Palao, p.19.



- 76 -

도권, 증거규칙, 소송 효율에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과 같이 소송모델은 

외국법 조사·입증에 영향을 미친다. 

  소송 모델에 있어서는 크게 당사자주의 모델(adversarial model), 직

권주의 모델(inquisitorial model)과 같은 2가지 대립적인 모델이 존재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미법계에서는 당사자주의 모델에 기초하고 대륙

법계에서는 직권주의 모델에 기초하는 것으로 생각된다.241) 당사자주의 

모델 하에서는 소송의 진행이 당사자에 의하여 주도되는데242) 법관의 심

판자로서의 중립성, 절차상의 공평, 공정, 당사자의 절차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243) 반면에 직권주의 모델 하에서는 소송

의 진행이 법관에 의하여 주도되는데244) 법관은 문제된 사안의 진실 발

견의 전 과정을 참가하고 소송의 조직·통제에 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증거의 조사와 수집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245)  

  따라서 법관의 지위의 차원에서 당사자주의 모델의 이념에 따르면 법

관은 소극적인 재판자이기 때문에 외국법의 조사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조사·입증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

로 이해된다. 또한 증거의 제출에서는 당사자주의 모델에 의하면 변론주

의의 특성을 강조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지 않으면 증거는 당사자가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

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246) 이에 기초하여 영국의 실무에서 법관이 외국

법의 조사에 개입하기를 원하지 않은 경향을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직권주의 모델의 이념에 따르면 법관은 법률문제를 해결할 뿐

241)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박영사, 2012, 259면. 물론 절대적인 당사자주의 모델 또는 절
대적인 직권주의 모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당사자주의를 취하는 영국에서도 
근년에 민사소송제도의 개혁에 따라 직권주의적인 요소를 증가하였다. Ja Jolowicz, 
"Adversarial and Inquisitorial Models of Civil Procedure", 52 Int'l & Comp. L.Q. 
281, 281 (2003).

24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8판, 박영사, 2014, 347면．
243) 王利明, 《司法改革研究（修订版）》, 法律出版社, 2001, 420页.
244) 이시윤, 347면.
245) 王利明(주243), 420页.
246) 변론주의에 대한 설명은 이시윤, 312-32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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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사실의 발견에도 주된 역할을 하므로 스스로 외국법의 조사와 

증명에 개입하는 데 큰 장애가 없다. 또한 증거의 수집에서 법관은 독립

적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느끼면 당사자에게 보충적인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247) 

독일의 실무에서 법관이 직권으로 외국법을 조사하는 방식이 확립되는 

원인은 직권주의 모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라. 소송법상의 가치의 교량

  적정, 공평, 신속, 경제는 보편적으로 승인된 민사소송법의 이상이

다.248) 이러한 소송법상의 이념은 외국법 조사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컨

대 독일의 경우에 법관은 외국법을 조사하는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해당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판단도 엄격하다. 하지만 간이

절차의 경우에 법관의 조사의무에 대한 엄격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약화

된다.249) 이것은 소송법상 효율 또는 신속 이념의 반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III. 외국법의 조사의무 또는 입증책임 배분방식에 관한 합리성

의 연구

  위에서 살핀 각국의 제정법과 실무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외국법의 조

사의무 혹은 입증책임의 배분에 있어서 세 가지 주된 양태를 간취할 수 

있다. 그런데 제위에서 말하는 3종 방식이라는 표현은 단지 조사의무·입

247) 王利明(주243), 420页.
248) 예컨대 한국민사소송법 제1조는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표제 하에서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 미국 FRCP 제1조는 “이 규칙은 모든 소송의 공평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인 처
리를 확보하도록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They shall be construed and administered to 
secure the just, speedy and inexpensive determination of every action).”라고 규정
하고 있다.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서 이러한 이념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소송의 적정, 공평, 효율 등이 민사소송법의 이상이라는 점은 모두 승인된 것이다. 
张卫平，《民事诉讼法》第三版，法律出版社, 2013, 11页.

249) 본논문 제3장 제1절 I. 3. 나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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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책임의 배분 방식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일 뿐이고 각국에서의 세부적

인 사항에서의 다양성을 모두 포섭하지는 못한다. 그리하여 다양한 양태

들 중 공통의 발전추세가 있는지, 각각의 장단점이 어디에 있는지, 시사

점이 무엇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발전추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과 프랑스에 비하면 외국법 조사의무 및 입

증책임 문제에서 독일과 영국의 태도는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

다. 영국과 독일을 참조로 삼으면 근년에 미국과 프랑스 입법 및 실무에

서의 변화는 의미심장해 보인다. 

  미국은 영국의 법전통을 계승하고 있지만 근자에 외국법의 조사의무와 

입증책임에서 경직된 입장을 포기하고 법관에게 조사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지만 법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한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과거 문제

된 권리의 성질에 따라 법관에게 조사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였는데 근

년에는 문제된 권리의 성질과 상관없이 일단 법관은 외국법이 적용되어

야 한다고 인정하기만 하면 외국법을 조사할 의무를 법관이 부담하는 것

을 본다. 이러한 변화는 법관이 외국법의 조사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추세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장·단점의 비교
  가. 법관의 외국법 조사의 장점과 한계

  (1) 장점

  (가) 법관의 외국법에 대한 인식능력

  법정지의 법관들은 법정지법이 아닌 외국법을 당연히 잘 아는 것은 아

니지만 전문가로서 일반적인 법원리를 잘 알고 있으며 법률추리와 법률

논리에 전문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다. 법관은 일반적으로 전문교육을 받

았으므로 법률전문가로서 특수한 법학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외

에도 법관은 대개 법률추리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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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추리에 의하여 외국법에 관한 자료를 일정한 정도로 판단할 수 있

다. 따라서 외국법에 대하여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고 심지어 전문

적인 비교법의 교육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보편적인 법칙

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관들의 외국법에 대한 이해가, 예컨대 의학전문

가와 같은 타 영역의 전문가의 외국법에 대한 인식과 다른 것은 필연적

이다. 실무상 법률 자체가 일반적인 관념에 관련될 때 법관들은 항상 자

신감을 보인다. 예컨대 영국의 어떤 판례250)에서 법관은 각국 법률전문

가들에게 익숙한 개념을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다툼이 없는 전문가증거를 

거부한 적이 있다. 따라서 기타 사물을 인식하는 것과 달리 법관이 생소

한 외국법을 인식하는 능력을 갖는 것을 긍정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모든 국가에서 외국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는 반드시 법관이어야 

하는 것이다. 

  (나) 객관성

  법관이 외국법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는 것의 다른 장점은 조사의 객관

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Bodum USA 사건에서 Posner 법

관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당사자의 위탁을 받은 전문가는 그의 증언하는 

행위로부터 비용을 수취하며, 단지 그의 의견이 당사자의 기대와 입장에 

부합하기 때문에 선택되는 것이다.251) 당사자에 의해 위탁된 전문가의 

증언에 편향성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반하여 중립적인 심판

자로서의 법관에 의해 조사된다면 객관성이 보증될 수 있다. 

  (다) 효율성

  법관은 소송에서 중립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립적인 지위로 인

하여 법관은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쟁을 잘 해결하기 위하여 통상

적으로 사안에 관한 제반 정보를 얻고자 시도한다. 따라서 법관들이 직

권으로 진행하는 조사는 당사자가 입증할 때 소송상의 기술로부터 자기 

250) Buerger v. New York Life Assurance Co., [1927] 96L.J.K.B. 930,937,940(C.A.). 
Geeroms, para.2.376 참조.

251) 621 F.3d 633(7th Cir.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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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의 정보를 포장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보의 실질 또는 핵

심을 직접 파악할 수 있으므로 효율면에서 우월함이 분명하다. 이것 역

시 직권주의 소송모델의 고유한 장점이다.   

  (2) 한계

  법관에게 법률로서의 성질을 갖는 외국법에 대한 인식능력이 구비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나, 그들에게는 외국법에 대한 조사상의 한계도 

있다. 법관은 법률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특정한 외국법에 대하

여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따라서 법관은 외국법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가) 외국법에 대한 오해 가능성

  법관의 외국법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첫째, 한편으로는 법률은 자신의 언어체계를 지닌다. 동일한 전

문 법률용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용어에 대한 이해와 적용범위에 차

이가 있는 예가 적지 않다. 각각 영미법계 또는 대륙법계에 속하는 국가 

사이에서 상대방 법에 대하여 오해하는 경우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동일

한 법계에 속하는 국가들 사이에 이러한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 대륙법

계 전통을 계승하는 한국과 중국을 예로 들어 보면, 한국에서 말하는 "

후견"의 법률상의 의미는 대체로 중국에서 말하는 "監護"와 대등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민사적인 행위능력이 있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

한 권리는 "후견"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데 반하여 중

국에서는 민사적인 행위능력이 있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감호권자

(후견인)이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의 감호제도에서는 일부 친권의 내용

이 섞여 있다. 둘째, 법률은 한 나라의 역사 및 사회현실에 대한 반응이

라고 할 수 있다. 그 특정한 사회 밖에 존재하는 자는 당해 사회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해 사회에 반응하는 법률을 해석할 때에는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 외국에서 긴 기간 동안 생활한 경력이 

있는 법관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된 외국법의 

소속국에 대한 법관의 이해는 국외인(局外人)의 이해에 불과하다.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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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소속국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외국법 자체에 대

한 이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나) 외국법을 조사하는 동인(動因)의 부족

  법관은 외국법의 적용에 동인이 없다. 내국법 지향(homeward trend)

이라는 경향은 모든 국가의 법관들에게 존재한다. 외국법의 적용은 법관

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법관의 부담을 가중시

킨다. 따라서 국제사법을 강행법규로 인정하는 국가의 법관들은 국제사

법에 의하여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

하나, 실제로는 외국법을 적용하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소극적으로 

다루고 외국법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나. 당사자가 외국법을 조사하는 장점과 한계

  (1) 장점-조사의 능동성

  당사자로 하여금 외국법을 입증하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의 

주된 장점은 당사자가 능동성을 발휘한다는 점에 있다. 외국법의 조사와 

적용에 실익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항상 당사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2

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외국 실질법을 적용하는 결과가 일

방 당사자에게 이롭다. 예컨대 외국법의 내용은 법정지법과 차이가 있으

며, 그 차이가 일방 당사자의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할 수 있다면 해

당 당사자에게 실익이 있다. 둘째, 외국법에 대한 조사는 시간과 비용의 

투입을 필연적으로 가져온다. 시간의 지연은 쌍방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소송의 신속이 일방 당사자에게 

보다 큰 의미가 있다. 비용에 있어서 외국법의 증명으로 인하여 일방 당

사자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지만, 내국법을 적용하는 경

우보다 쌍방 당사자 모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분명하다.

  당사자, 특히 외국법에 근거하여 소를 제기한 일방 당사자에게 통상적

으로 외국법의 적용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외국법을 스스로 조사하고 입

증할 동인이 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법원이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러한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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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데 그 원인은 그러한 독촉이 없더라도 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을 지지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입증하기 때문이다.252) 

  (2) 한계

  반면에 외국법의 적용이 일방 당사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외국법을 조사하는 방식에 객관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있다. 즉 

외국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당사자의 이익에 관련되기 때문에 당사자

가 외국법에 대해 입증책임을 진다면 그가 자신에게 유리한 외국법에 관

한 정보만을 제공하면서 자신에게 불이익한 외국법 정보를 숨기거나 간

과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법의 적용은 상대적으로 많은 시

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리하여 당사자는 외국법의 

적용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내국법을 적용할 때 들일 비용 및 시간과 

비교할 것이다. 양자를 비교한 결과 만일 외국법의 적용에 들여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면 당사자는 외국법에 대한 입증을 포기함

으로써 내국법을 적용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제사법이 

강행적 성질을 띠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국가에서 법관이 반드시 외국

법의 입증에 개입하여야 한다. 즉 강행법인 국제사법에 대한 당사자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관이 반드시 외국법에 대한 조사의무를 담당

해야 한다.

  3. 시사점     

  앞에서 보다시피 외국법의 조사·증명에 있어서 법관과 당사자 각자가 

조사의무 또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제도에는 각각 장점과 한계가 있다. 

따라서 외국법 내용을 가능한 한 명확히 하기 위해 법관과 당사자가 각

자 외국법에 대한 조사의무 또는 입증책임을 부담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한 방식이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아래와 같은 입장을 천명해보고자 한다.

252) Fentiman,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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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각국의 소송모델에 대한 존중

  외국법의 조사·입증은 국제사법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소송법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법관에게 외국법을 조사할 의무를 지우는 

방식과 당사자에게 외국법을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 가운데 반드시 어느 

방식이 절대적으로 최선의 방식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의무 

또는 책임의 배분 방식은 각 국가의 소송법 전통과 법문화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법의 조사에서 반드시 절차상의 통일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유럽에서 최근에 학자들에 의

하여 제정된 마드리드원칙의 취지와 역시 일치한다.253) 그리하여 아래에

서 외국법을 조사·입증하는 주체에 따라 각각 검토하기로 한다.

  나. 당사자가 외국법을 주장·입증해야 하는 경우 법관의 직권 조사에 

대한 제한의 불요 및 법관의 석명권 강화의 필요성

  외국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은 외국법 내용의 파악과 이해를 전제

로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자 및 법관은 외국법의 조사·증

명에서 각자의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외국법의 사실이라는 성질 또는 

당사자주의 소송모델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법관의 조사를 금지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외국법이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영국에서도 승인되고 있다. 또한 당사자주의 소송모델은 법관의 개입을 

절대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주의를 강조하는 영국을 예로 들어보

자. 1990년대 이후에 당사자 간의 대항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소송제도

에서 초래되는 소송지연, 높은 비용,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당사자 간의 

지위 불평등과 같은 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영국은 민사사법개혁을 진

행했다.254) 개혁에 따라 영국민사소송제도에서 발생한 변화는 법관의 권

253) 마드리드원칙 제6조 제1문은 “외국법 내용을 국내당국의 절차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splugues/Lelesias/Palao, p.96. 마드리드원칙에 대한 소개는 아래 제4장 
III 참조.

254) 영국 민사사법개혁에 관한 논의나 해석은 齐树洁, "接近正义：英国民事司法改革述评", 
《人民法院报》 2001年9月12日 第3版, 齐树洁, 冷根源, "英国《民事诉讼规则（1998）》述评"，
《法学家》 2001年第2期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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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실질적인 증가를 포함하고 있다.255) 예컨대 개혁의 성과로서 민사

소송규칙(the Civil Procedure Rules 1998)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법관

의 증거에 대한 통제를 명시하였다.256) 따라서 당사자주의를 취하더라도 

법관의 외국법에 대한 조사를 당연히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로 근자의 미국의 입법과 실무를 보아도 이러한 견해를 지지할 수 있다.

  외국법의 특질을 고려하여, 법관에게 외국법을 조사하는 권한이 있다

고 인정하는 동시에 당사자가 외국법에 대한 조사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법관의 석명권은 외국법에 대한 조사 의무를 지지 않음으로 인해 없어지

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석명권은 소송관계

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증명촉구를 하는 

권능이고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기능도 있다.257) 변론주의에 대한 제한으로서 석명권은 당사자들이 

단순한 소송기술이 서투르거나 무지나 착오로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소송관계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소송에서 결국 패

소하는 타당치 않은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258) 외국법은 소송상 매우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잘 대처할 수 없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법관은 법률전문가로서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는 

255) Jolowicz 교수는 영국 소송법상의 변화를 3가지로 귀납하였다. 즉 ① 사전에 사안을 법관
에게 알려준다. ② 법관의 실질적인 권한의 증가.　③ 대안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
쟁을 소송 이외의 수단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규정. Jolowicz, “Adversarial and 
Inquisitorial Models of Civil Procedure”, p.287. 

256) 영국 민사소송규칙(1998) Part 32 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Power of court to control evidence
  32.1—(1) The court may control the evidence by giving directions as to— 
  (a) the issues on which it requires evidence;.
  (b) the nature of the evidence which it requires to decide those issues; and, 
  (c) the way in which the evidence is to be placed before the court..
  (2) The court may use its power under this rule to exclude evidence that would 

otherwise be admissible. 
  (3) The court may limit cross-examination."
257) 이시윤, 324-325면 참조.
258) 김영, 『법관의 석명권』, 한국학술정보(주), 20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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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람직하다. 석명의 내용에 관하여는 ① 당사자가 외국법의 적용을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지의 저촉법에 따라 외국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점, ② 당사자가 외국법의 내용에 대해 입증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 

③ 당사자가 제출한 외국법 내용에 대한 증명이 서로 모순된 경우, 법관

은 당사자에게 모순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거나 자기의 조

사로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 법관이 외국법의 조사의무를 지는 방식의 경우 절차적 기본권으로

서의 “당사자권”의 보장

  현대 민사소송 체계 하에서는 당사자의 권리가 인정되고 있다. 당사자

는 단순한 조사의 객체이거나 법원의 은혜적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

이 아니라 소송의 주체인 지위에 기하여 절차상 여러 가지 권리를 가지

고 있다.259) 당사자권이론에 의하면 법률적용에 대하여 법관과 당사자의 

협력이 강조되어 당사자가 법관의 법적 판단에 대하여 영향을 가하는 기

회가 당사자에게 주어져야 한다.260) 당사자는 절차진행과정에서 증명권, 

변론권, 의견진술권 등 다양한 권리를 가진다.261) 법관이 통달한 내국법 

적용범위에서도 당사자권을 인정한 이상 법관은 대개 잘 알지 못하는 외

국법의 적용에 관한 영역에서 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할 이유가 없다. 

  증명권은 당사자권의 한 가지인데 외국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가 외국법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증명권을 가지고 있음이 당

연하나, 법관이 외국법을 조사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을 간과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조사의무를 법관에게 맡기는 경우, 당

259) 이시윤, 126면.
260) 熊岳敏, "民事诉讼中法院的释明：法理、规则与判例", 《比较法研究》 2004年第6期, 73页.
261) 이시윤 교수는 당사자권의 내용에 대하여 i) 절차진행을 감시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

을 권리, ii) 증명권, 기록의 열람·등사권, iii) 판결신청과 소송자료의 제출기회를 갖는 변론
권, iv) 쟁점에 관한 의견진술권, v) 소송물을 특정하고 처분할 권리, vi) 불리한 재판에 대
한 불복 신청권 등을 열거한다. 이신윤, 12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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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에게는 외국법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지만 그의 증명을 제공할 권리

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당사자는 사건의 판결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방으로서 외국법의 적용 여부는 당사자에

게 큰 의미가 있으므로 외국법을 증명하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하다. 

따라서 당사자가 외국법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스

스로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면 자원이 낭비될 것이다. 이 밖에

도 당사자의 이러한 증명권은 법관을 일정한 정도로 독촉할 수 있다. 예

컨대 일단 당사자가 외국법이 문제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면 법관이 당해 외국법의 내용과 의미를 조사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당사자가 외국법의 조사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

뢰할 것을 청구하고 법관도 역시 외국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관이 당사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또한 당사자권의 보호라는 요청은 당사자의 변론권을 보호해주어야 한

다는 것이다. 즉 외국법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을 밝히거나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당사자에게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외국

법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변론권이 충분하게 존중

받을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외국법에 대한 조사의무

가 법관에게 있더라도 당사자의 변론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실

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당사자의 변론권을 보호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였

다. 예컨대 네덜란드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외국법에 의해 소를 제기하고 

다른 일방 당사자가 내국법에 의해 주장을 제기할 때에는 만약 법원이 

결과적으로 외국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은 내국법의 적용

을 주장하는 일방 당사자에게 외국법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기

회를 주어야 한다는 점이 판례에서 확인되었다.262) 

  이외에도 외국법 적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이 점에 대한 당

사자의 의견진술권도 보호되어야 한다.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당사자에게 

외국법의 적용 및 외국법의 해석에 대하여 의견진술권이 있다. 프랑스대

262) Geeroms, para.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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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외국법의 적용과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뒤 법원이 

비로소 직권으로 외국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63) 

  라. 법관이 외국법 조사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당사자 협력의 성질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관이 외국법을 조사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당

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은 대륙법계 국가들의 공통점이다. 

그러나 이때 당사자가 법원의 요구로 인해 입정책임을 지게 되는지는 의

문이다. 의무라는 것은 당사자가 의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직접적인 불이익을 입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법의 조사·증명에서 당사자

의 입증책임와 협력의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외국법의 조사의

무를 부담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협력을 제공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당사자

가 협력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외국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률상

의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도 외국법을 파

악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로소 해당 외국법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바꿔 

말하면 당사자에 대한 협력의 요구는 법관의 외국법에 대한 조사의무를 

면제하고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264)   

  IV. 소결

  외국법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장책임의 유무, 외국법을 조사할 

의무의 배분은 대체로 3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첫째, 당사자가 

외국법의 적용을 주장하고 그 내용을 입증하는 책임을 지는 방식, 둘째, 

당사자가 외국법의 적용을 주장할 필요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외국법을 

조사하는 의무를 지고 외국법을 적용하는 방식과 셋째,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당사자가 외국법의 적용을 주장하는 책임을 부담하고 외국법의 조

사의무 또는 입증책임을 법관과 당사자 사이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각 

방식에 따라 당사자와 법원의 역할과 지위가 상이하다. 법관과 당사자는 

263) Attouchi, Cass. 1e civ. fr., 4 Apr. 1978, Rev. CRIT. DIP 88 (1979). Geeroms, 
para.2.184에서 재인용. 

264) 당사자의 입증책임과 협력의무를 준별하는 의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 제5장 제
2절 II 3 나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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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의 조사에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기 때문에 한 방식이 절대적으로 

나은 방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외국법의 조사에서의 법관과 당사자의 각자의 역할에 관해서는 몇 가

지 시사점을 제기한다. 첫째, 외국법 조사의무의 배분 방식의 설계는 각 

국가의 절차법 체계와 부합하여야 한다. 둘째, 입증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더라도 법관의 조사를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법관

의 석명권을 강조하여야 하고, 조사의무를 법관에게 맡기면 당사자권을 

존중해야 한다. 셋째, 법관이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서 동시에 조사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은 

협력의무인지 입증책임인지를 준별하여야 한다.

제2절 외국법의 조사방법

  외국법의 조사의무 또는 입증책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어떤 방법

으로 외국법의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전자는 

외국법의 입증 또는 조사의 주체가 누구인지의 문제이고 후자는 구체적

으로 외국법을 어떻게 조사하는지의 문제이다.

  외국법에 대한 조사방법은 구체적으로 전문가증인, 외교 또는 대사관

을 통한 조사, 전문가의 감정의견 등을 포함하고 심지어 인터넷으로 이

용하여 조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외국법의 조사에 대해 자유로운 증명

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자료에 대한 소송법

상의 취급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다면 대체로 법정증거에 의한 방법과 

법정증거 외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영미법계 국가든지 대륙법

계 국가든지 증거에 의한 방법은 전문가 없이는 활용할 수 없다. 다만 

아래 보듯이 영미법계는 전문가증인제도에 의하며 대륙법계에서는 감정

인의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차이는 양 법계의 증거제도 자체의 차이에

서 기인한다. 아래에서는 우선 대표적인 국가의 입법과 실무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외국법에 대한 각 조사 방법의 우열을 분석하기로 한다.   



- 89 -

  I. 각 대표적인 국가에서의 외국법 조사방법에 대한 고찰

  1. 영국
  영국에서는 전문가증언으로 외국법을 입증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265) 

전문가증언 이외에 서면선서진술서과 같은 약간 편리한 증거 방법들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 밖에도 사법공조의 방법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

나 실무에서 전문가증언은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방법이고 다른 증거

방법 및 사법공조의 방법은 허용되더라도 흔히 이용되지는 않는다.

  가. 일반적인 증거조사 방법

  (1) 구술 증거로서의 전문가 증언

  (가) 전문가의 선정 및 지위

  영국에서는 외국법에 대한 입증은 일반적으로 전문가를 통하여 구술로 

진행된다.266) 영국 제정법 또는 판례법에 따라 전문가는 일방 당사자가 

위촉할 수도 있고(party-appointed expert)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지

정할 수도 있으며(single joint expert)267) 심지어 법원에 의하여 지정되

는 전문가(court-appointed advisor)268)도 허용된다. 다만 영국에서 이 

3가지 방식으로 선정된 전문가들 중 당사자에 의하여 위탁된 서로 대립

하는 전문가의 증언은 외국법의 증명에 있어서 가장 나은 방법으로 평가

된다.269) 외국법에 대한 해석이 복잡하고 외국법의 증명에서 소송절차상

의 대립되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265) Esplugues/Lelesias/Palao, p.397.
266) Esplugues/Lelesias/Palao, p.397.
267) 1998년 영국 민사소송규칙(Civil Procedure Rules) 제35.7조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어떤 

문제에 대해 전문가증언을 제출하려면 법원은 해당 증거는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지정된 
전문가가 제출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만일 당사자들이 전문가의 선정에 일치한 의견에 달
성하지 못한다면 법원이 지정한다. 민사소송규칙 제35.6조에 따라 전문가에 대하여 증거신
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문절차의 시간 빈도에 제한을 받는다. Geeroms, para. 
2.243. 

268) 영국법원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전문가를 촉탁하는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Fentiman, p.158. 

269) Fentiman, pp.175-176, p.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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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해 지정된 전문가는 영국의 당사자주의 소송모델과 내재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실무에서 외국법의 조사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270) 

  전문가증인이 신문과 교호신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영국의 보통법규

칙이다.271) 당사자가 위탁한 전문가증인 제도에 존재하고 있는 교호신문

의 절차로 가져온 시간과 비용의 낭비, 그리고 전문가의 증언의 편향성 

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1998년 민사소송규칙272)은 일부 제한적인 조

건을 도입하였다.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함부로 자기 일방의 전문가증인

을 소환하는 것이 제한된다. 예컨대 제35.1조는 “전문가증거의 운용은 

절차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야 한

다”273)고 규정하고 있다. 제35.4조는 “모든 당사자가 법원의 허락이 없

으면 전문가를 소환하거나 전문가의 보고서를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

다”274)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사소송규칙 제35.3조 제(1)항275)에 

따라 전문가의 법원에 대한 의무도 명확히 규정하였다. 즉 전문가는 그

를 선임한 당사자에 대해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대해 의무를 

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제정법의 규정은 전문가증언

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으로서 외국법의 조사에 관한 실무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여겨진다.276)

270) Fentiman, p.211.
271) Tristram Hodgkinson, Mark James, Expert Evidence: Law and Practice, (Sweet & 

Maxwell 2010), para.8-014.
272) Civil Procedure Rules 1998.
273) 35.1 Expert evidence shall be restricted to that which is reasonably required to 

resolve the proceedings.
  http://www.justice.gov.uk/courts/procedure-rules/civil/rules/part35#IDASLICC 참조. 
274) 35.4 No party may call an expert or put in evidence an expert’s report without 

the court’s permission. 
275) Experts – overriding duty to the court
   35.3
   (1) It is the duty of experts to help the court on matters within their expertise.
   (2) This duty overrides any obligation to the person from whom experts have 

received instructions or by whom they are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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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문가의 자격

   영국에서는 전문가의 자격에 대하여 엄격한 조건이 부과되지 않는다. 

혹자는 일정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기만 하면, 문제된 외국법의 소

속국에서 변호사로서 개업하는지 또는 개업자격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당해 외국법을 증명하는 전문가증인으로 될 수 있다.277) 이 점에 관하여

는 1972년 민사증거법278) 제4조 제1항에서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민사소송에서 영국 외의 어떤 국가, 영역 혹은 잉글랜드 및 웨일스 

이외의 영국 기타 지역의 법에 대하여 전문가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지

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라면, 변호사(legal practitioner)로서 개업하는지 

또는 변호사로서 개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적합한 자

격으로 (외국법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279)280) 따라서 전문가증인으로 

될 수 있는 자는 외국의 변호사에 제한되지 않고 관련된 학식을 갖추는 

학자, 심지어 상인, 외교관과 같은 공무원들은, 문제된 외국법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추고 외국법을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만 하면, 외국

법에 관한 전문가증인으로 될 수 있다.281) 

276) Geeroms, para. 2.238. 
277) J.G. Collier, Conflict of laws, 3r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pp.34-35.
278) Civil Evidence Act 1972, 당해 법의 서언에 따르면 그의 역할은 잉글랜드 및 웨일스에

서 진행하는 민사소송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증거의 허용성(admissible)과 전문가증거의 
인정(reception)을 규정하고 잉글랜드 및 웨일스 이외의 법에 대한 입증을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279) 1972민사소송규칙 제4조 제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Evidence of foreign law.
   (1)It is hereby declared that in civil proceedings a person who is suitably qualified 

to do so on account of his knowledge or experience is competent to give expert 
evidence as to the law of any country or territory outside the United Kingdom, 
or of any part of the United Kingdom other than England and Wales, irrespective 
of whether he has acted or is entitled to act as a legal practitioner there.....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72/30/section/4 참조.   
280) 스코틀랜드에는 위 1972년 민사증거법상의 해당 규정과 같은 제정법이 없다. 전문가증인

의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통법에 의한다. 전문가증인으로 되려면 법관의 지식 이외의 
영역에서 법원을 지도함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전문가증인의 자격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
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Esplugues/Lelesias/Palao, p.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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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제1항의 의미는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외국법을 

증명하는 전문가는 변호사에 한하지 않고 법률가(jurist), 법관, 그리고 

변호사로서 개업하였던 경력이 있는 자도 포함될 수 있다.282) 다만 판

례283)에 따르면 오직 문제된 외국법을 공부한 경력만을 지닌 자는 더 많

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현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적격

한 전문가로 될 수 없다. 법률가 이외의 전문가증인의 증언은 허용

(admissible)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증명력이 법률가의 증언보다 

무조건 약한 것은 아니다. 즉 법률실무경험의 유무는 증언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유일한 요소가 아니다. 둘째, 문제된 외국법 체계 출신이 아닌 

법률전문가도 허용된다.284) 예컨대 한 영국의 법률전문가 또는 변호사도 

관련된 경험이 있다면, 보통법 체계가 아닌 국가의 법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다. 셋째, 법률전문가 이외의 전문가도 증인으로서 소환될 수 있다. 

다른 경로를 통하여 법률지식을 취득하는 자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전

문가증인으로 될 수 있다.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는 단지 문제된 외국법

의 소속국에 살고 있는 자도 적격한 전문가증인으로 될 수 있다.285)

  요컨대 전문가증인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은 주로 외국법에 대한 경험 

또는 지식이 있고 외국법을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충분하고 신

분이 무엇인지는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전문가증

인으로서 증언하는 자는 문제된 외국법의 소속국의 학자 또는 변호사인 

것이 일반적이다. 이상적인 전문가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영

어가 유창하고 영국의 법률과 실무에 대하여 익숙한 외국 학자 또는 변

호사이며 신문할 때 설득력을 지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286)   

  (다) 전문가증인의 역할

281) Geeroms, para.2.240.
282) Geeroms, para.2.240.
283) Bristow v. Sequeville (1850), Fentiman, p.180에서 재인용.
284) Fentiman, p.180.
285) Fentiman, p.181.
286) Fentiman,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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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287)에 따르면 전문가증인의 주된 역할은 아래와 같다.288) 첫째, 외

국법의 내용을 법원에 알려주고 제정법과 기타 입법을 확인하며, 필요할 

때 외국법원의 제정법에 대한 해석방법도 해석한다. 둘째, 판결 또는 기

타 유권적인 자료를 찾고 그들이 법원(法源)으로서 해당 외국법질서에서 

무슨 지위에 있는지를 해석한다. 셋째, 만일 유권적인 자료가 없으면 영

국법관을 보조하여 동등한 경우에 외국법원에서 해당 문제를 처리하는 

규칙을 발견하도록 한다. 

  (2) 서면 증거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문가의 서면 증거를 이용하여 외국법을 입증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서면증거에는 주로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선서진술서

(affidavit)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전문가에 대한 신문(expert 

examination abroad)이다.

  (가) 선서진술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문가의 선서를 거친 서면진술서가 외국법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289)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출석할 필

요가 없으며 교호신문도 받지 않는다. 선서진술서를 작성하는 전문가에 

관하여는 역시 법정변호사(barrister) 또는 사무변호사(solictor)로서의 

실무경험이 필요 없고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있기만 하면 전문가로서 입

증할 수 있다. 전문가 선서진술서는 주로 관할문제에 대한 증명, 일방적

인 절차(ex parte) 또는 복잡하지 않은 사건에 적용된다. 다만, 일반적으

로는 증거 사이에 서로 모순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선서진술서를 근거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거부한다.290)

  (나) 해외전문가에 대한 신문

  서면증거의 다른 방식은 해외전문가에 대한 신문(expert examination 

abroad)이다. 영국 민사소송절차에서 외국에 있는 증인을 외국에서 신문

287) Macmillan v. Bishopsgate [1999] C.l.C. 417,424, 
288) Esplugues/Lelesias/Palao, p.397. 
289) Fentiman, p.204.
290) Geeroms, para.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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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증거를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외국법에 대

한 증명에도 적용될 수 있다.291) 민사소송규칙 제34.13조292)에 따라 해

외 전문가를 신문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아

291) Fentiman, p.210.
292) 민사소송규칙 제34.13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Where a person to be examined is out of the jurisdiction – letter of request
    34.13
   (1) This rule applies where a party wishes to take a deposition from a 

person who   is –(a) out of the jurisdiction; and 
    (b) not in a Regulation State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III of this Part.
   (1A) The High Court may order the issue of a letter of request to the 

judicial authoritie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proposed deponent is.
   (2) A letter of request is a request to a judicial authority to take the 

evidence of that person, or arrange for it to be taken.
  (3) The High Court may make an order under this rule in relation to county 

court proceedings.
  (4) If the government of a country allows a person appointed by the High 

Court to examine a person in that country, the High Court may make an 
order appointing a special examiner for that purpose.

(5) A person may be examined under this rule on oath or affirmation or in 
accordance with any procedure permitted in the country in which the 
examination is to take place.

(6) If the High Court makes an order for the issue of a letter of request, the 
party who sought the order must file –

(a) the following documents and, except where paragraph (7) applies, a 
translation of them –

(i) a draft letter of request;
(ii) a statement of the issues relevant to the proceedings;
(iii) a list of questions or the subject matter of questions to be put to the 

person to be examined; and
(b) an undertaking to be responsible for the Secretary of State’s expenses.
(7) There is no need to file a translation if –
(a) English is one of the official languages of the country where the 

examination is to take place; or
(b) a practice direction has specified that country as a country where no 

translation is necessary.



- 95 -

래와 같다. 즉 당사자 일방이 해외에 있는 어떤 전문가에게 증거조사를 

하려고 하면 법원에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관련된 국가의 사법

당국(judicial authority)에 요청서를 보내 현지의 절차에 따라 전문가에 

대해 신문을 주선하도록 청구한다. 그 다음에 법원은 신문하는 자를 선

임하여 전문가에게 신문하면서 증인의 증언을 기록한다. 법원이 선임하

는 자는 통상적으로 관련된 국가에 주재하는 영국 영사이다. 기록된 전

문가 증언은 증거의 일종으로서 심리단계에서 제시될 것이다. 증인이 외

국에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영국 법정에 출석하도록 하지는 않는

다.293)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다. 다른 조사 방법 

또는 경로가 존재하기만 하면 이러한 방식이 이용되지 않는다.294)   

  (2) 전문가증인 이외의 증거방법   

  앞에서 보다시피 당사자에 의하여 위탁된 전문가의 증언은 가장 많이 

이용되는 조사 방법이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다른 증거조사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조사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선례를 증거로서 제출하는 것

  1972년 민사증거법 제4조 제2항295)에 따라 영국의 지방법원(High 

Court), 형사법원(Crown Court) 혹은 기타 상소심 과정에서 내린 외국

법의 내용에 관한 발견(finding) 또는 결정(decision)은, 인용 가능한 형

식으로 기록되는 것이라면, 그 후의 민사소송절차에서 증거로서 제출될 

수 있다. 이에 반대되는 증거가 없다면 외국법에 관한 후 판결은 선 판

결과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실무에서 영국법원은 민사증거법을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법원은 한 판례296)에서 1972년 민사증거

법의 규정은 “분쟁이 없거나 거의 없는 사건에서 전문가증거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외국법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으므

293) Geeroms, para.2.249.
294) Fentiman, p.211.
295) 전주 128 참조.
296) Phoenix Marine Inc. v. China  Ocean Shiping Co., [1999] 1 LIoyd's. Rep.682 

(C.A.) per Tuckey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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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례를 증거로서 조사하는 방법은 외국법의 내용을 구체적인 쟁점에 

정치하게 적용하기에 큰 소용이 없다고 평가된다.297)

  (나) 정부 인쇄본에 대한 참조

  1907년 증거법(식민지의 제정법)298)에 따라 영국의 식민지국가 또는 

영연방국가의 제정법에 관한 출간물은 정부(Government printer)에 의

하여 출간되는 것이라면 외국법에 관한 증거로서 영국법정에 제출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그 이상의 증거를 요구한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출간물은 권위가 있지만 법 자체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는 없

기 때문이다.299) 이 점은 전문가증인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는 것이다.

  나. 사법공조

  이외에도 영국에서 외국법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법공조가 허용된다. 

1859년 영국조사법(British Ascertainment Act)에 따라, 영국 식민지국

가 또는 영연방국가, 일부 전 영연방국가의 법률에 관련되는 경우, 영국

법원은 스스로 또는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외국법 문제에 관하여 

관련된 외국의 상급법원(superior court)에 자문할 수 있다.300) 이러한 

방식으로 취득한 자료는 대법원(House of Lords, 현재는 the Supreme 

Court) 이외의 모든 영국법원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 이 법이 존재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법원은 비대립적인(non-adversarial) 방법으

로 외국법을 조사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사례

가 매우 적다.301) 또한 1861년 외국법조사법302)은 사법공조조약의 방식

으로 위와 같은 외국법을 조사하는 방법을 다른 국가들로 확대하고자 시

도하였는데 실제로 이러한 양자조약을 체결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1861년 외국법조사법은 사실상 작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인다.303) 

297) Hood, p.185.
298) Evidence (Colonial Statutes) Act 1907. 해당 법은 몇 차례 개정되었지만 현재까지 유

효한 법이다. http://www.legislation.gov.uk/ukpga/Edw7/7/16?timeline=true 참조.
299) Fentiman, p.154.
300) Fentiman, p.238; Esplugues/Lelesias/Palao, p.398.
301) Geeroms, para.2.253.
302) Foreign Law Ascertainment Act 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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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은 1968년 런던협약의 체약국이다. 그러나 영국은 런던협약에서 

정한 경로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다.304) 대립당사자주의 하의 증거수

집방식과 잠재적인 충돌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305)

  전술한 법정증거방법 및 사법공조의 방법을 제외하고, 영국 법관이 스

스로 외국법을 조사하지 않는 보통법의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적인 사안306)에서 법원은 전문가증인이 없는 당사자가 제공한 외국법에 

관한 자료, 예컨대 서적, 법률보고서, 관청의 서면의견(written opinion) 

등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역시 예외적이다. 이와 같은 경

우에 법원은 전문가 증언을 명제할 수 있는 원인은 당사자가 이 점에 대

하여 이미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307) 

  2. 미국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 외국법에 대한 인식은 점진적인 과

정을 거쳤다. 현재 미국의 입법과 실무는 이미 영국과 일정한 거리가 있

다. 외국법을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1966년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4.1

조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제44.1조는 법관이 증거규칙상 증거

능력(admissibility)에 관한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였다. 즉 법관은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의 구속을 받지 않고 전문가 증언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참조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따라서 외국법 조문의 영어번역본, 

전문가 증언과 같은 제1차 자료(primary sources)를 이용할 수 있고 교

과서, 잡지, 심지어 정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외국법의 사본과 같은 제

2차 자료들도 외국법에 대한 조사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308) 그럼에

도 불구하고 구술 또는 서면 형식으로 하는 전문가증언은 여전히 주된 

303) Geeroms, para.2.254
304) Esplugues/Lelesias/Palao, p.398.
305) 런던협약의 자세한 내용 및 영국에서의 실시상황은 본 논문 제5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306) Beatty v. Beatty, [1924] 1 K.B. 807(C.A.)per Scrutton J. 
307) Fentiman, p.154.
308) Miller, p.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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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방법이다. 그 밖에 외교경로, 선례조회 내지 법관의 직접 조사도 미

국에서 허용된다. 

  가. 일반적인 증거방법

  외국법에 대한 조사방법에 관해서는 전문가증언은 미국에서의 주된 조

사 방법이다. 전문가는 당사자에 의하여 위탁될 수 있으며 법원에 의하

여 촉탁되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법원은 특별판사보

좌관(special master)을 촉탁할 수도 있다. 

  (1) 전문가 증인

  (가) 당사자에 의하여 선임된 전문가 증인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국법원은 

스스로 조사할 권한을 지니지만 이것이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지지 않음

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당사자가 여전히 외국법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상응한 자

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1966년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4.1조에 의하

여 법관이 외국법을 스스로 조사할 수는 있으나 전통관습의 영향으로 인

하여 실무에서는 법관이 항상 당사자가 제공한 자료에 의지하여 판단하

고 스스로 조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 점에 관하여 미국의 법원의 

실무는 영국과 유사하다. 즉 당사자에 의하여 위탁된 전문가는 외국법의 

조사·증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들은 외국법의 내용, 그 외국

법을 외국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법정에 설명하

여야 한다. 

  외국법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자격에 관하여는 미국의 기준이 영

국보다 더 낮다. 미국에서 전문가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일반화된 것

이 아니라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는 사항이다.309) 미국 연방증거규칙

(Federal Rules of Evidence)310) 제702조 제1항은 "어떤 증인의 과학, 

309) John R. Schmertz "The Establishment of Foreign and International Law in 
American Courts: A Procedural Overview", 18 Va. J. Int'l L. 697, 714 (1977-1978).

310) 미국 연방증거규칙은 도산, 해사, 해상을 포함한 민사 사건 및 형사 사건에 적용된다. 미
국 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Guam, the Virgin Islands, the North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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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또는 전문지식은 증거를 이해할 수 있거나 어떤 사실문제를 결정함

에 도움이 된다면, 해당 증인은 그의 지식, 기능, 경험, 훈련 또는 교육

으로 인해 적격한 전문가로 될 수 있어 의견 또는 기타의 형식으로 증언

할 수 있다311)"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전문가의 자격에 관

하여 문제된 외국법의 소속국에서의 변호사자격이 있는지, 변호사로서 

개업하였는지는 모두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다. 전문가로서 증언할 수 있

는지 여부는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

무에서 법원은 전문가가 실제로 외국법에 대하여 법원에 협조할 수 있도

록 특별한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한다. 예컨대 한 판례312)에서 사우

디아라비아에서 2년 동안 근무하였던 한 미국인은 당사자에 의해 전문

가로 위탁되어 사우디아라비아법에 대하여 선서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증거를 거절하였다. 또한 일반화된 조건은 없지만 전문가의 

배경은 법원의 전문가증언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로 되

는 자의 관련 외국에서의 실무경험의 유무, 그곳에 거주했던 경력이 있

는지 여부, 외국법을 공부했던 경력이 있는지 등은 법관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313) 

Mariana Islands 지방법원, 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s of appeals), 연방법원(the 
United States Court of Federal Claims) 및 도산, 치안법관(magistrate judges)은 이 규
칙에 따라야 한다. 연방증거규칙 Rule 1101 참조. 연방증거규칙에 대한 최신의 개정은 
2011년 12월에 있었다. http://www.uscourts.gov/uscourts/rules/rules-evidence.pdf 
참조. 

311) Rule 702. Testimony by Experts   
   A witness who is qualified as an expert by knowledge, skill, experience, training, 

or education may testify in the form of an opinion or otherwise if: (a) the 
expert’s scientific, technical, or other specialized knowledge will help the trier of 
fact to understand the evidence or to determine a fact in issue;(b) the testimony 
is based on sufficient facts or data;(c) the testimony is the product of reliable 
principles and methods; and(d) the expert has reliably applied the principles and 
methods to the facts of the case. 

312) Chadwick v. Arabian American oil Co., 656 F. Supp. 857,861(D. Del.1987).
313) John G. Sprankling, George R, Lanyi, "Pleading and Proof of Foreign Law in 

American Courts", 19 Stan. J. Int'l L. 3 46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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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방식과 달리 미국에서 전문가의 증언은 주로 구술방식이 아니

라 선서진술서 또는 그와 유사한 진술서의 방식으로 법원에 제출된다. 

전문가는 진술서에서 적용 가능한 법률을 밝혀야 하고 이를 문제된 사안

에 근거로 할 수 있는 점을 분석하여야 하며 자신이 의지한 주된 법원

(法源)의 번역된 사본을 진술서에 첨부한다. 이러한 선서진술서를 제출

한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교호신문을 받지 않는다.314)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연방과 대부분 주에서 외국법에 대한 

증명은 증거규칙의 구속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증거규칙에 의해 

구속되는 일부 주에서 전문가의 선서진술서가 심리 전 절차(pre-trial 

motion)에 제출되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미국 연방 및 대부분의 주

에서 외국법에 관한 선서진술서는 반드시 심리 전 절차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315) 

  (나) 법원에 의하여 촉탁된 전문가 증인(Court-Appointed Expert 

Witnesses)

  연방법원에서는 연방증거규칙 제706조316)에 의하여 법원이 당사자가 

314) Sprankling/Lanyi, p.48.
315) Sprankling/Lanyi, p.49.
316) Rule 706. Court-Appointed Expert Witnesses
   (a) Appointment Process. On a party’s motion or on its own, the court may order 

the parties to show cause why expert witnesses should not be appointed and may 
ask the parties to submit nominations. The court may appoint any expert that 
the parties agree on and any of its own choosing. But the court may only 
appoint someone who consents to act. 

   (b) Expert’s Role. The court must inform the expert of the expert’s duties. The 
court may do so in writing and have a copy filed with the clerk or may do so 
orally at a conference in which the parties have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The expert: 

   (1)  must advise the parties of any findings the expert makes;
   (2)  may be deposed by any party;
   (3)  may be called to testify by the court or any party; and 
   (4)  may be cross-examined by any party, including the party that called the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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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동의한 전문가 또는 법원이 스스로 선정한 전문가를 촉탁할 수 있

다. 전문가는 당사자에 의하여 추천될 수 있으며 법원에 의해 촉탁될 수

도 있다. 주법원에서는 일부 주들에서 법률 또는 사법판결을 통하여 전

문가를 촉탁하는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며, 사법확지의 방식으로 외국법

을 확인하도록 허용하는 주들에서는 사법확지에 관련된 법률에서 법원이 

스스로 전문가를 촉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317) 

  위에서 말하는 당사자에 의해 위탁된 전문가와 달리 법원에 의해 촉탁

된 전문가에 대해서는 교호신문을 할 수 있다.318) 이 점으로부터 법원이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에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

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연방증거규칙 제706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

한 전문가는 자기의 모든 발견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전문가를 소환하여 입증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가를 면직할 수도 있

다. 

  법원에 의해 촉탁된 전문가의 외국법에 대한 입증방식은 이론적으로 

가장 나은 방법으로 여겨진다.319) 그 이유는 연방증거규칙 제706조의 정

치(精緻)한 설계는 정확하고 편향성이 없는 외국법의 정보가 법정에서 

취득될 것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무에서 법원이 이러한 방식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 원인의 하나로는 법관의 타성을 꼽을 수 

   (c) Compensation. The expert is entitled to a reasonable compensation, as set by 
the court. The compensation is payable as follows:

   (1)  in a criminal case or in a civil case involving just compensation under the 
Fifth Amendment, from any funds that are provided by law; and

   (2)  in any other civil case, by the parties in the proportion and at the time that 
the court direct — and the compensation is then charged like other costs. 

   (d) Disclosing the Appointment to the Jury.  The court may authorize disclosure 
to the jury that the court appointed the expert. 

   (e) Parties’ Choice of Their Own Experts. This rule does not limit a party in 
calling its own experts.

317) Sprankling/Lanyi, p.55.
318) 연방증거규칙 Rule 706 (b)(4)참조.
319) Miner, p.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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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다른 하나는 법원에 의하여 전문가를 촉탁하는 방식은 쌍방 당사

자의 대립을 강조하는 미국의 소송모델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320) 

외국법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절차의 진행을 추진하는 것은 

이미 형성된 사법관습이며 법관은 습관적으로 소극적인 역할을 한다. 그

러나 법관이 스스로 전문가를 촉탁한다면 전문가의 지정 그리고 절차의 

진행에서 모두 법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이

러한 방식은 이미 형성된 사법관습과 상용되지 않는다.

  (다) 특별판사보좌관(special master)   

  특별판사보좌관은 영국법상 법원에 의해 촉탁된 고문과 대체로 동등하

다.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제53

조321)에 따라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특별판사보좌관은 법원에 의해 촉탁된 전문가와 같이 법원에 협조

하여 외국법을 해석할 수 있으나 양자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 즉 특별

판사보좌관은 법관에 협조하여 외국법을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

320) John Henry Merryman, "Foreign Law as a Problem", 19 Stan. J. Int'l L. 151, 164 
(1983). 

321) Rule 53. Masters
    (a) Appointment
    (1) Scope.
    Unless a statute provides otherwise, a court may appoint a master only to: 
    (A) perform duties consented to by the parties; 
    (B) hold trial proceedings and make or recommend findings of fact on issues to 

be decided without a jury if appointment is warranted by: (i) some exceptional 
condition; or(ii) the need to perform an accounting or resolve a difficult 
computation of damages; or 

   (C) address pretrial and posttrial matters that cannot be effectively and timely 
addressed by an available district judge or magistrate judge of the district. 

   (2) Disqualification. 
   A master must not have a relationship to the parties, attorneys, action, or court 

that would require disqualification of a judge under 28 U.S.C. § 455, unless the 
parties, with the court's approval, consent to the appointment after the master 
discloses any potential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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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정도로 법관의 역할을 대체하여 외국법을 문제된 사안에 적용하도

록 할 수 있다. 예컨대 Corporacion Salvadorena de Calzado, S. A. v. 

Injection Footwrar Corp322) 사건에서, 제53조에 규정된 "예외적인 조

건"에 부합하는 전제 하에서, 법원은 특별판사보좌관을 촉탁하여 그에게 

약식판결(summary judgment)323)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하였

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외국법에 관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며 특별판사

보좌관의 역할은 외국법 및 외국법이 문제된 사안에 대한 적용을 결정하

는 것이다.

  특별판사보좌관은 미국에서 허용되고 다른 영역에서 잘 사용됨에도 불

구하고 외국법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늘 쓰이는 것은 아니다.324) 그 원

인은 한편으로는 제53조b항이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엄격한 제한

을 두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별판사보좌관의 활용은 복잡한 사

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유용할 뿐 외국법의 조사에 있어서 적절한 수

단은 아니기 때문이다.325) 이외에도 특별판사보좌관에 대하여 교호신문

을 할 수 없다. 특별판사보좌관의 보고서가 제출된 후 당사자는 그에 대

하여 반대의 서면의견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대립적인 증거체

계가 제한을 받는다.326)

  (라) 해외에서 전문가에 대한 신문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8조327)에 따르면 법원이 선임한 사람은 해

322) 533 F. Supp. 290 (S.D. Fla.1982) (El Salvador법에 관련한다).
323) 1966년 연방민사소송규칙 제56조에 따라 일방 당사자는 쌍방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진정한 쟁점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당해 당사자가 법
률문제로서의 판결을 얻을 수 있다. 당해 판결은 신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이 직접 내릴 
수 있다. 이것은 약식판결이다. 1966 연방민사소송규칙 제56조 참조.

324) Sprankling/Lanyi, pp.73-74.
325) Geeroms, para.2.280.
326) Merryman, p.167.
327) Rule 28. Persons Before Whom Depositions May Be Taken
    ......
    (b) IN A FOREIGN COUNTRY.
    (1) In General. A deposition may be taken in a foreign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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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연방법원은 외국전문가증인에게 

신문함으로써 외국법을 조사할 수 있다.328)  

  나. 특별한 조사방법

  일반적인 방법으로서의 전문가 증언을 제외하고 미국에는 다른 특별한 

조사방법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44.1조는 법원을 증거규칙

의 구속에서 벗어나도록 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법원에 부여한다. 따라

서 영국보다 미국법원은 외국법에 대한 조사방법에 있어서 더 자유롭다. 

  (1) 선례에 의한 적용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4.1조에 의하면 법원은 모든 이용 가능한 자료

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전에 판결된 선례를 이용하여 외

국법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당연히 이용할 수 있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영국과 같이 외국법에 관한 선례판결은 그 후의 심

리되는 사건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었다.329) 그리하여 동일한 외국법에 

대하여 상이한 판단을 내리는 사례가 나타났다.330) 1960년 전후 연방법

원은 선례를 통하여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한 적이 있다. 1957년 

Nicholas  E. Vernicos Shipping Co. v. United States331) 사건에서 법

원은 서로 저촉되는 전문가의 증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연방지방법원의 

한 선례에 의하여 그리스법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1961년 Re chase 

Manhattan Bank332) 사건에서 법원은 전문가 증언을 인정하지 아니하였

고 미국 연방법원 제2순회법원의 한 선례판결을 적용하여 파나마법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1966년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4.1조의 제정에 따라 

    (B) under a letter of request, whether or not captioned a ‘‘letter rogatory’’
    (C) on notice, before a person authorized to administer
    oaths either by federal law or by the law in the place of examination; or 
    (D) before a person commissioned by the court to administer any necessary 

oath and take testimony.
328) Geeroms, para.2.281.
329) Geeroms, para.2.288.
330) Sprankling/Lanyi, p.61.
331) 154 F. Supp.515 (E.D.Va 1957).
332) 191 F Supp.206, 210 (S.D.N.Y.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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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례에 의한 적용은 외국법의 조사에서 널리 인정되는 방법이 되었다.

  (2) 외교경로

  외국의 정부당국에 의해 작성된 공식 증명서(certificates) 또는 진술

서(statement)를 통하여 외국법을 조사하는 방법은 1941년 United 

States v. Pink333)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 사

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소련 정부부장(Soviet Commissar)으로부터 

취득한 증명서를 통하여 소련법을 확인하였다. 

  (3) 법관의 직접적인 조사

  미국 연방소송규칙 제44.1조에 따라 미국의 법관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외국법의 입법, 판례 내지 학술저술을 직접 조사하고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법관들은 외국법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외국법의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기를 원하지 

않고 당사자에 의해 제공된 자료에 의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동시에 당사자가 전문가에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외국법에 관한 

문서 자료를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과거에는 보통법상의 가장 나은 증거

규칙(best evidence rule)에 따라 외국법의 성문규정(written rules)에 

관련하면 공식 사본(office copy) 또는 선서증명서(certification 

process covered by oath)만을 제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와 

같은 제한이 완화되었다. 연방법원에서 예컨대 공식출판물 또는 증명된 

사본이라면 증명의 요건을 충족시킨다.334) 일반적으로는 사본의 증명을 

담당하는 자는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또는 영사이다. 주 법원의 측면에

서는 이와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 예컨대 뉴욕주에는 외국법 내용의 증

명에 있어서 출판물도 인정된다.335) 

  미국에서는 법관이 스스로 외국법을 조사하는 방식에 대하여 논쟁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2010년 9월 2일에 판결된 BODUM USA, INC., v. 

333) 315 U.S.203(1941).
334)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제44조 참조.
335) New York Civil Practice Act Section 3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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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CAFETIÈRE, INC.,336) 사건에서 미국 연방항소법원 제7순회구의 

Easterbrook 법관과 Posner 법관은 당사자에 의하여 선임된 전문가가 증

언을 제출하는 증명방식에 대하여 "bad practice"라고 평가하였다. 

Easterbrook는 "전문가의 의견으로 외국법을 확인하는 것은 비용이 비쌀 

뿐만 아니라 일정한 편향성이 있는 진술도 증가시켰다. 이러한 편향성이 

있는 진술을 법원은 완전히 믿을 수 없다. 발간된 자료, 예컨대 전문저

서에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선서진술서에 있는 편향성이 없다. 프랑스법

에 관한 객관적 영문 서적의 취득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문서적

이 당사자의 진술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우에 따

라 법관들이 영어로 쓰는 번역저서와 논문들에서 외국법의 정보를 찾아

보는 방식은 당사자가 의뢰한 전문가가 외국법을 증명하는 방식보다 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의뢰한 전문가의 증언에는 편향성이 있

고 그의 비용도 큰 데 반하여 출판된 저서는 객관적인 정보원천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외국법의 조사가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

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동 사건에서의 다른 심리법관인 Wood

는 위에서 언급한 견해와 상이한 의견을 표명하여 법관들이 외국법, 특

히 외국어로 작성된 외국법을 해석할 때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고 밝혔

다. 그는 “비교법(comparative law)의 운용이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하다. 

미국의 독자가 외국법의 세부적인 차이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다

른 국가의 법의 한 분야가 다른 분야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인식하

지 못하거나 혹은 외국법이 거울처럼 미국법을 반영하는 것으로 잘못된 

가정을 하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3. 독일
  보통법 전통과 달리, 독일 민사소송법(ZPO) 제293조에 따라 독일 법

관은 외국법을 조사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재량에 따

라 증거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336) http://www.ca7.uscourts.gov/tmp/3G1FFG57.pdf 참조.



- 107 -

외국법을 조사할 수 있다.337) 따라서 독일에서의 외국법에 대한 조사는 

법정증거방법에 한하지 않고 조사 방법상 상당한 유연성이 인정된다. 또

한 법원은 증거자료 이외의 자료를 의뢰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가. 법관의 직접적인 조사

  영국과 미국의 경우와 달리 독일 법관은 외국법의 조사에서 더 적극적

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무에서 일단 외국법에 관련된 문

제가 제기된다면 통상적으로 법관은 우선 직접 조사를 행한다.338) 이러

한 조사방법의 실현은 법원 도서관에서 다양한 외국법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양한 외국법에 관한 보고서가 잡지에 등재되는 상황을 바탕

으로 하는 것이다.339) 

  나. 전문가 의견

  외국법의 실제적인 적용에 관한 명확한 정보가 없을 때 독일 법원은 

일반적으로 전문가 의견에 의지하여 외국법을 판단한다.340) 법관은 비공

식적인 수단으로 전문가로부터 외국법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예컨대  

실무에서 독일 법원은 전화로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도 있으며 이전의 법

률의견서를 참고하여도 된다.341) 그러나 법원은 일단 공식적인 법정증거

방법으로 외국법을 조사하기로 한다면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한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342)  

  (1) 전문가의 선택

  법원은 전문가 개인에게 촉탁하여 외국법을 조사할 수도 있고 전문 학

술기구를 촉탁하여 외국법에 대한 전문가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하여도 

337) Esplugues/Lelesias/Palao, p.105.
338) Esplugues/Lelesias/Palao, p.106.
339) Esplugues/Lelesias/Palao, p.106.
340) Esplugues/Lelesias/Palao, p.106.
341) Douglas R. Tueller, "Reaching and Applying Foreign law in West Germany: A 

Systemic Study", 19 Stan,J, int' I L. 99, 120 (1983).
342) Esplugues/Lelesias/Palao,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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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가) 전문가 개인에 대한 선택

  전문가 개인의 선택에 있어서 독일법원은 일정한 기준을 준수한다. 우

선, 전문가의 지위는 중립적이다. 촉탁될 전문가는 문제된 사건에 이해

관계가 없어야 한다. 법원이 전문가가 문제된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촉탁한다면 직권 행사상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

정된다.343) 둘째, 법원이 촉탁할 전문가는 비교법의 지식을 갖추고 외국

법 자체 및 외국법과 독일법 사이의 차이를 잘 알아야 한다.344) 실무에

서 독일 법원은 외국법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독일법에도 익숙한 전문가

를 선호한다. 이러한 전문가는 법원의 질문에 대하여 오해를 할 가능성

이 낮기 때문이다.345) 이외에도 법원은 전문가의 선정에 있어서 전문가

의 실무에 대한 이해를 중시한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한 판례에서 법원

은 외국의 실무에 대한 파악이 없고 단지 문헌에만 의지한 전문가를 신

뢰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346) 실무에서는 독일 법과대학의 교수를 

전문가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47)

  (나) 전문 학술기구에서의 법률감정의견(Rechtsgutachten)의 취득 

  영미에서 전문가 개인으로부터 외국법 정보를 취득하는 것과 달리 독

일에서는 전문 학술기구가 외국법 정보의 취득에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 일찍이 19세기부터 독일 법원은 비교법과 외국법에 관한 

연구기구에서 외국법에 관한 자료를 얻었다. 이러한 비교법과 외국법에 

관한 연구기구는 통상적으로 대학교나 과학연구소이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자문 기구는 함부르크(Hamburg)에 위치한 막스플랑크(Max 

Planck) 비교법 및 국제사법연구소(The Planck Institute for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이다. 그 밖에 1961년 

343) 肖芳, 104页.
344) 肖芳, 104页.
345) Esplugues/Lelesias/Palao, p.106.
346) BGH 21.01.1991, II ZR 49/90, IPRax 1992, 324.
347) Esplugues/Lelesias/Palao, p.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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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nst Rabel에 의해 창설된 뮌헨 국제법 및 비교법연구소(Munic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도 법원의 촉탁을 받

아 법률감정의견을 제공하는 전문적인 학술기구이다.348) 

  전문 학술기구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운용규칙이 있다. 마크플랑크 

비교법 및 국제사법 연구소의 예를 들면 법률감정의견에 전문가가 자기 

명의로 서명하지만, 법률감정의견의 질 및 해당 기구에 작성된 의견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가 작성한 법률감정의견은 내부의 심사

를 받아야 한다.349)   

  (2) 증거규칙의 구속

  독일 민사소송법 제371조 내지 제455조에서는 증인증언, 서증, 검증, 

당사자신문과 감정이라는 5가지 증거방법350)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법정증거방법으로 외국법을 조사하기로 한다면 관련된 증거규칙의 구속

을 받아야 한다. 

  독일 민사소송법상에 증언과 전문가 감정의견에 관한 규정은 여러 가

지가 있다. 예컨대 민사소송법 제402조351)의 규정에 의하면 증언에 관한 

규정은 전문가 감정에 역시 적용된다. 또한 제397조 제1항352)에 의하여 

348) Tueller, pp.121-134.
349) Tueller, p.126. 
350) Othmar Jauernig 저, 김홍규 역, 『독일민사소송법」, 신원문화사, 1992, 302면.
351) 제402조의 영어번역은 아래와 같다.
    Section 402
   Applicability of the rules for witnesses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by the subsections hereinbelow, the rules in 

place for the evidence provided by witness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evidence provided by experts.

   http://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zpo/englisch_zpo.html 참조.
352) 제397조의 영어번역은 아래와 같다.
    Section 397
    Right of the parties to ask questions
    (1) The parties are entitled to have those questions put to the witness that 

they  believe expedient for clearing up the matter, or for establishing the    
   circumstances of the 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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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증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서면의견

에 관한 제411조 제3항353)에 따라 법원은 전문가에게 출석하여 서면의

견을 해석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외국법에 대하여 법원이 전문가 감정

의 방법을 채택하기로 한다면 이러한 증거방법에 관한 규정의 구속을 받

아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문제에 관한 첫 판례354)는 1975년에 나타났다.355) 이 사건에서 항

소심법원은 전문가 한 명에게 촉탁하여 그에게 유고슬라비아법에 대하여 

감정의견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였다. 당해 전문가는 유고슬라비아법에 따

    (2) The presiding judge may permit the parties to directly address questions 
to the witness, and is to grant this permission to their counsel upon the 
latter’s request.

    (3) In case of doubt, the court shall rule on whether or not a question is 
admissible.

    http://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zpo/englisch_zpo.html 참조.
353) 제411조의 영어번역은 아래와 같다.
    Section 411
    Written report
    (1) If it is ordered that the report be submitted in writing, the court shall 

set a period for the expert within which he is to transmit his signed report.
    (2) Should an expert obligated to submit the report fail to meet the deadline 

imposed on him, a coercive fine may be levied against him. A warning that 
a coercive fine may be levied must have been previously issued, with a 
period of grace being set in the warning. Should the deadline be missed in 
repeated instances, the coercive fine may be levied once again in the same 
manner. Section 409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3) The court may order the expert to appear before it for the purpose of 
explaining the written report.

    (4)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the parties are to communicate to 
the court their objections to the report, any petitions with regard to the 
preparation of the report, and supplementary questions to the written 
report. The court may set a deadline within which they are to do so; 
section 296 (1) and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http://www.gesetze-im-internet.de/englisch_zpo/englisch_zpo.html 참조.
354) BGH, NJW 1975,2142,2143.
355) 사건에 대한 해석은 Geeroms, para.2.296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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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가 제소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항소인은 전문가를 직

접 출석하도록 하여 법관의 신문을 받을 것을 신청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외국법에 관한 전문가 감정의견은 민사소송법 제293조에 따른 외국법에 

대한 조사방법에 해당하지 제402조에 규율된 증거규칙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소인의 신청을 거절하였다. 그런데 독일 연방대법원

(Bundesgerichtshof)은 법원은 외국법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문

가에게 촉탁할 때 일반 증거규칙, 특히 민사소송법 제411조 제3항, 제

402조, 제397조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인정함으로써 항소심법원의 입

장과 상이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증거에 관

한 규정에 따라 전문가에게 출석하라고 하여 신문을 받도록 하여야 하였

다. 그 후에 1994년 독일 연방대법원은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다시 

내렸다.356)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당사자가 이러한 권리를 이용하여 전문가

에게 출석하도록 신청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그 원인은 전문가의 감정

의견을 뒤집기 위해서는 보다 나은 전문가에 의뢰하여야 하며 또한 원래

의 감정의견에 잘못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이 구비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357) 

  (3) 전문가의견의 작성과 운용

  일반적으로 법원은 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전체를 전문가에게 송부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제기한 문제에 대해 서면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령한

다.358)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가를 소환하여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 견해를 구술로 설명하라고 할 수도 있다.

  법관은 단지 전문가의 결론에 따라 직접 관련된 쟁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구체적인 사안과 결합하여 이러한 의견을 판단

의 근거로 하는 이유를 설시하여야 한다.359)

356) BGH, NJW 1994,2959,2960.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쾰른항소법원은 뉴욕주법에 대하여 당
사자가 제기한 전문가를 신문하라는 신청을 거절하였다. Geeroms, para.2.296.

357) Tueller, p.114.
358) Esplugues/Lelesias/Palao,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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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자

신의 노력으로 법원에 협조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당사자가 자신의 이

익을 위하여 법원의 요구가 없더라도 스스로 외국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한다. 따라서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는 법원이 외국법 정보를 취

득할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이다. 독일에서 법원은 당사자에게 외국법

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라고 할 수 있다. 

  라. 사법공조와 외교경로

  런던협약은 1975년 3월 19일에 독일에서 발효되었다. 따라서 독일 법

원은 런던협약에서 정한 경로를 통하여 외국법을 조사할 수 있다. 감정

의견을 이용하는 유래 깊은 전통으로 인하여 런던협약은 독일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아니다.360) 또한 런던협약에 따라 단지 서면정보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절차법상 구술심리, 구술입증의 요구와 잠재적인 

저촉이 있으므로 런던협약에서 정한 경로를 이용할 때 장애가 된다

.361)362)

  독일은 런던협약의 방식을 모델로 다른 국가, 예컨대 모로코국과 양자

조약을 체결하여 서로 법정보를 제공한다.363)

  이외에도 법원이 관련된 국가에 주재하는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외국

법에 관한 자료를 취득하였던 사례도 있다.364)

  4.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법원은 모든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외국법을 조사할 

수 있다.365) 즉 외국법에 대한 조사는 어떤 특정한 방법에 제한되지 않

359) Esplugues/Lelesias/Palao, p.107.
360) Geeroms, para.2.305.
361) Esplugues/Lelesias/Palao, p.107.
362) 런던협약의 독일에서의 적용상황은 본 논문 제5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363) 이 양자 협약은 1985년에 체결되었고 1994년 발효되었다. Sofie Geeroms, para.2.306참

조.
364) Geeroms, para.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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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프랑스 대법원은 이 점을 판례로 확인한 바 있다.366)   

  가. 관습증명서-일반적인 조사방법

  과거 관습증명서(certificats de coutume)는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받

아들여지는 외국법의 증명방법이었고367) 지금도 외국법에 대한 조사에 

있어 당사자에게 늘 쓰이는 조사방법이다.368) 관습증명서는 어떤 구체적

인 사건에 대하여 외국법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이다.369) 과거에는 관습증

명서는 통상적으로 변호사에 의해 작성되어 성문법이 아닌 관습법의 내

용을 증명하였다. 만일 관련된 외국법이 상사관습법이라면 이러한 문서

의 작성자는 일반적으로 외국 상인단체 또는 상인이다. 그 후에 이러한 

방법은 점차 성문법을 포함한 모든 외국법에 대한 증명으로 확대되었

다.370) 

  관습증명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이다. 당사자가 증

명서의 작성자에게 신청하여 법정에서 외국법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도록 

할 수 있다.371) 당사자가 관습증명서의 작성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관습증명서의 신뢰도는 편향성에 대한 우려로 늘 의문시 

되고 있다.372)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습증명서는 어떤 개인에 의해 작성된다.373) 이러

365) Esplugues/Lelesias/Palao, p.190.
366) 1950년 한 사건에서 인디애나(Indiana)주법을 준거법으로 확인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당

사자가 제출한 책을 근거로 인디애나주법의 내용을 확인하였지만 항소심 법원은 당사자가 
법률조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관습증명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그러나 프랑스 대법원은 제1심법원의 입장을 지지하여 외국법의 조사에 관하여 
강제적인 조사방법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Judgment of Apr. 26, 1950, [19501 D. Jur. 
361 note R. Lenoan. Bmcrrre Herzog, "Proof of International Law and Foreign 
Law Before a French Judge", 18 Va. J. Int'l L. 651, 661 (1977-1978).

367) 肖芳, 113页.
368) Esplugues/Lelesias/Palao, p.190.
369) Geeroms, para.2.343.
370) 肖芳, 112页.
371) 肖芳, 112页.
372) Esplugues/Lelesias/Palao, p.190; Geeroms, para.2.344; Herzog, p.660.
373) Geeroms, para.2.343. 



- 114 -

한 개인은 변호사, 공증인을 포함한 법률전문가, 은행가 등의 어떤 특정

한 영역에서의 전문가 및 학자를 포함한다.374) 작성자의 국적에 관하여

는 제한이 없다. 외국의 변호사 또는 학자 그리고 외국법을 잘 아는 프

랑스 변호사는 모두 관습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375) 소수의 경우에는 

일부 관청, 예컨대 프랑스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  

국가의 종교기구, 또는 상인단체 등이 관습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후

자의 경우, 이와 같은 기구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는 주로 법조문을 번역

하는 것, 그리고 예컨대 자연인의 성년 나이에 관한 규정, 시효 문제 등

의 일반적으로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376) 관습증명

서는 공공기관과 영사관 등의 공적인 주체 또는 변호사에게 제공되는 것

이 대부분이다.377) 

  당사자가 제출한 관습증명서는 법관을 구속할 수 없다. 법관은 관습증

명서의 내용을 채택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채택하여도 된다. 심지어 

당사자 간에 관습증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관습증명서

를 완전히 무시하여도 무방하다.378) 외국법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기 때

문에 당사자가 외국법의 내용에 관하여 동일한 견해를 가지더라도 법원

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379)

  앞에서 보다시피 실제로는 관습증명서는 2가지 방법을 포함하는 것으

로 보인다. 즉 첫째,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의해 작성되고 당사자가 제

출한 관습증명서는 실제로 앞에서 언급한 외교경로를 통하여 취득한 자

료와 비슷하다. 둘째, 당사자가 위탁한 전문가가 작성한 관습증명서는 

영미에서의 전문가증언과 유사하다. 

  나. 법원에 의하여 촉탁된 전문가 

374) Herzog, p.660.
375) Geeroms, para.2.343.
376) 肖芳, 112页.
377) Esplugues/Lelesias/Palao, p.190.
378) Herzog, p.661.
379) Esplugues/Lelesias/Palao,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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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232조380)에 의하면 법원은 전문가를 촉탁하여 

문제된 사실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외국법의 조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381) 법원에 의해 촉탁되는 전

문가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시에 법원은 전문가에게 출석하라

고 요구하고 법원의 신문을 받도록 할 수 있다.382)  

  다. 정부 전문기구에서 외국법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383) 

  프랑스 정부는 국제법정보센터(Centre d'information et de 

renseignements juridiques internationaux)를 세워 전문적인 기구로써 

외국법과 국제법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국제법정보센터의 일상적인 

운영은 사법부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프랑스 사법기관에 있어서 외국

법 정보를 찾아볼 때 국제법정보센터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라. 외국법에 관한 자료를 직접 참조함

  법원과 당사자는 전문가의 협조 없이 직접 외국 입법, 판례 및 학술저

술을 참조할 수 있다. 이 점은 판례384)에서 인정되었다. 1950년 한 제1

심 법원은 미국법을 연구하는 유명한 학자 두 명이 프랑스어로 쓴 저술

을 참고하여 미국 인디애나주법을 확인하였다. 항소심에서 당사자는 제1

심 법원이 외국법을 조사한 방법의 합리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방법의 합리성에 대해 재판하지 않고 당사

자가 외국법에 관한 자료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외

380) 제232조의 영어번역은 아래와 같다.
    Article 232
   The judge may commission any person of his choice to set him straight in 

the form of findings, consultation or an expertise on a question of fact that 
requires the insight of an expert.

   http://www.legifrance.gouv.fr/Traductions/en-English/Legifrance-translations 
참조.

381) Geeroms, para.2.339.
382) Herzog, p.661. Geeroms para.2.339.
383) 이하 Geeroms, para.2.341-para.2.342 참조.
384) Judgment of Apr. 26, 1950, [1950] D. Jur. 361 note R. Lenoan. 판례에 대한 해석은 

Geeroms, para.2.34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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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이 아니라 법정지법인 프랑스법을 적용하였다. 프랑스 대법원은 항

소심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하고 제1심 법원의 

증거도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 판결에 대한 코멘트에서 

Lenoan 법관은 두 유명한 학자가 저술에서 표현한 외국법의 내용에 관

한 의견을 관습증명서과 동일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385) 

  마. 사법공조와 외교경로

  런던협약은 1972년 프랑스에서 발효되었다. 또한 프랑스는 다른 국가

와 31개 양자조약을 체결하였다.386)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런던협약에서 

정한 경로를 이용하여 외국법을 조사할 수 있고, 양자조약이 있는 경우

에는 조약에 정한 경로로 외국법을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관습증명서는 프랑스에 주재하는 

대사관 및 영사관에 의해 작성되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은 외교경로를 통

하여 외국법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과 대체로 동일하다.

  바. 관련 정부 기관에서 외국법 정보를 취득하는 것

  프랑스 사법부의 유럽 및 국제 사무국(service des affaires 

européennes et internationales)에게 관련된 외국법 정보를 자문하여도 

된다. 해당 기관에 전문 연락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로의 효용성이 

신뢰될 수 있는지 여부에는 의문이 있다고 평가된다.387)  

  II. 조사방법의 장·단점의 검토

  1. 각국 조사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영국, 미국, 독일과 프랑스라는 네 개 국가의 입법과 실무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 외국법의 조사방법은 전문기구(예컨대 독일의 가장 유명한 

연구기구인 함부르크 막스플랑크연구소 등)를 포함한 전문가의 감정의

견, 전문가증언 또는 전문가의 자문의견, 사법공조 또는 외교경로 등이 

385) Geeroms, para.2.348
386) http://www.doc.diplomatie.gouv.fr/pacte/index.html 참조(검색일: 2014. 7. 4). 
387) Esplugues/Lelesias/Palao, 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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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그 중에서 전문가가 감정의견 또는 전문가 

증언을 제출하고 법원이 해당 전문가 감정의견 또는 전문가 증언의 인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방법

에 있어서 각국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외국법

에 대한 상이한 전통적 인식 그리고 소송방식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보통법 전통을 고집하여 원칙적으로 구술증언의 증거방법에 한

하여 외국법을 증명한다. 비록 증거방법만으로 외국법을 조사할 수 있다

는 입장은 큰 비용이 들고 중립성이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영

국의 입법과 실무상의 태도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을 

고집하는 원인은 한편으로는 영국에서 외국법을 사실로 보는 전통적인 

관념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립당자사주의(adversarial) 소송체계

에서 법관의 중립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영국에서는 구술

증언 방법에 대한 고집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은 구술증언의 방법의 내재

적인 메커니즘과 저촉하거나 이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널리 이용될 

수 없다.388) 

  미국은 보통법전통을 계승하고 전문가 구술증언으로 외국법을 증명하

는 것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4.1조의 도입에 따라 

법관에게 큰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법관은 증거 규칙의 구속을 받지 않

고 외국법에 관한 모든 자료를 자유롭게 조사하고 참조할 수 있게 되었

다. 당사자들도 전문가 증언에 한하지 않고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법정

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외국법 조사에 관한 입법과 사법태도에

서의 변화는 외국법 성질에 대한 인식상의 변화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즉 미국에서는 과거처럼 외국법을 사실로 보지 않고 법률로 보게 되었

다. 따라서 외국법을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전문가증언만을 이용할 수 

388) 예컨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61년 외국법조사법(Foreign Law Ascertainment 
Act)은 최초에 당사자의 참여가 없어도 외국법을 조사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외국법을 증명
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인데 실제로는 효율적으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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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영국의 취급방식은 미국에서 타당치 않다. 전문가 증언은 물론 

선서진술서, 선례에 대한 조회 또는 법원에 의해 직접 외국법에 관한 자

료를 조사하는 방식 역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외국법에 대한 조사방

법에 관한 입법만을 말하면 미국은 영국의 보통법 전통에서 벗어나서 어

느 정도 독일의 취급방식에 접근하였다. 하지만 미국 법원이 증거규칙의 

구속을 받지 않더라도 실무상 독일처럼 빈번하게 스스로 전문가를 촉탁

하여 외국법을 조사하지는 않는다. 그 원인은 한편으로는 전통의 영향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외국법을 조사하는 

의무를 지는 자는 법원 아니라 당사자이므로 법원이 스스로 전문가를 촉

탁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일과 같은 경우 외국법에 관한 자료의 출처에 있어서 미국의 경우와 

같이 법정증거방법으로 제출된 자료에 한하지 않고, 이용 가능한 자료이

기만 하면 모두 고려의 대상이 된다. 독일 법관이 직권으로 외국법을 탐

지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영미에서 당사자가 위탁한 전문가가 증언으로 

외국법을 입증하는 것과 달리, 독일에서 주로 이용되는 방법은 법관이 

스스로 자국의 유명한 법학교수 또는 공신력이 있는 전문적인 연구기관

에 감정의견을 요청하는 것이다. 증거방식만으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

다는 제한은 받지 않지만 법원에 의하여 촉탁된 전문가가 제출한 외국법

에 관한 감정의견은 관련된 증거규칙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법원에 의

해 촉탁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이 감정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이 독일에

서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은 독일의 비교법과 외국법에 대한 강력한 연구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외국법에 대한 조사방법은 법정증거방법에 한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외국법에 대해 입증할 때 관습증명서를 법정에 제출하는 방식

을 주된 방식으로 한다. 관습증명서가 외국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 

의해 제출될 때에는 그 성질이 영미법상의 선서진술서와 비슷하며 대사

관 또는 영사관에 의하여 작성될 때에는 그 특성이 각국의 외교경로를 

통하여 외국법을 조사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법관의 외국법에 대한 조사



- 119 -

는 자신의 지식에 의지할 수도 있으며 전문가의 보고서 및 국가 전문기

구를 통하여 외국법을 취득할 수도 있다.

  전문가증언 또는 전문가에 의하여 제출된 감정의견 이외에도 양자조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서로 외국법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그리고 이러한 

조약이나 협약이 없는 경우 외교경로를 경유하여 외국법을 조사하는 방

식은 전술한 국가들에서 모두 허용된다. 

  요컨대 전술한 주요 국가의 입법과 실무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 조사방

법에 관하여는 대부분 국가에서 완화된 입장을 취하여 조사방법을 제한

하지 않는다. 또한 외국법에 대한 조사방법에 관해서는 법관 또는 당사

자에 의해 스스로 외국법을 조사하는 방법, 전문가 증언, 감정의견, 외교

경로 등 다양한 방법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방법을 열거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국법에 대한 조사

방법을 일정한 기준을 분류하여 각 방법의 내재적인 특징과 가치를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법을 조사하는 방법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예

컨대 조사 행위자에 따라 분류하면 외국법의 조사방법은 법관에 의한 조

사와 당사자에 의한 조사로 분류할 수 있다. 취득한 자료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면 문제된 사안을 결합하여 외국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법률의견과 일반적인 외국법 정보로 분류할 수 있다. 독일에서의 법률의

견서, 감정의견, 영미국가에서의 전문가증언, 프랑스에서 전문가에 의해 

제출된 관습증명서 등은 전자에 해당한다. 외국법에 관한 법조문, 법학 

저술 내지 외국법원의 판례 등은 후자에 해당한다. 

  외국법 자체는 법률과 사실의 특성을 모두 띠고 있다. 한편으로는 외

국법이 법률의 특성을 띠고 있는데 법원은 내국법에 대한 조사와 같이 

직접적으로 외국법을 조사하여 외국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외국법에는 사실로서의 특성이 있으므로 사실에 대한 증거 조사방식은 

외국법의 조사에 적용될 수 있다. 그 밖에 외국법이 단순한 내국법 및 

단순한 사실과 상이한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외국법의 조사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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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수단 또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외국법의 조사방법을 

아래 3가지로 분류하기로 한다, 첫째, 법관이 자신의 지식 또는 외국법

에 관한 저술에 대한 학습으로 직접 외국법의 내용을 조사하는 방식. 둘

째, 법정증거방법으로 자료를 취득하는 방식. 이러한 방식 하에서 취득

한 자료는 증거규칙의 구속, 예컨대 증인의 출석, 교호신문, 법정에서의 

신문 등을 받아야 한다. 셋째, 기타 방식. 예컨대 법관이 엄격한 증거조

사절차에 따르지 않고 전문가 또는 연구전문기구에 자문하는 방식389) 또

는 사법공조와 같은 외교경로를 경유하여 자료를 취득하는 방식 등을 포

함할 수 있다. 

  외국법의 조사방법에 대한 검토의 목적은 가능한 한 외국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사법의 목적을 실제로 달성하는 데 

있고 동시에 외국법에 대한 조사를 소송절차에 포함시키고 각 당사자의 

소송법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출발점

으로 하여 전술한 분류에 따라 외국법의 조사방법을 검토하기로 한다.

  2. 법관이 직접 외국법을 조사하는 방법
  앞에서 고찰한 결과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법관의 외국법

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허용한다. 영국에서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관

이 직접 조사하는 방법 역시 가능하다. 법관은 내국법 내용에 대한 확인

과 같이 스스로 외국법에 관한 자료를 찾아 연구함으로써 외국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엄격한 입증절차의 일부를 구성

하는 것이 아닌, 자유로운 증명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가. 법관이 외국법을 직접 조사하는 방법의 장점

  우선 법관이 외국법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점을 긍

정해야 한다. 법관은 외국법 또는 비교법에 대하여 전문가는 아니지만 

389)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관이 외국법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반드시 증거규칙에 따라
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독일 실무에서 법관이 전화로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사례가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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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가로서 법학기초지식 및 법학추리를 운용하여 법률문제에 대하

여 기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 인터넷 기술 및 데이터베

이스의 발달로 외국법을 찾기는 과거보다 용이해졌다. 그 결과 법관이 

직접 외국법을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게 되었다.

  법관이 직접 외국법을 조사할 수 있음을 긍정하는 전제하에서 법관이 

직접 외국법을 조사하여 취득한 정보가 편향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므

로 신뢰도가 가장 높은 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법관들도 이 방법을 

상당한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미국의 한 연구에서 

조사된 법관들 중, 자신이 직접 외국법을 조사하는 방법이 외국법을 확

인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62%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38%정도의 법관들도 이 방법은 일정한 효용이 있다고 생각한

다.390)   

  나. 법관이 직접 조사하는 방법의 단점

  그러나 법관이 외국법을 직접 효율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법관이 반드

시 충분한 능력과 필요한 지식을 갖출 것을 전제로 한다. 즉 법관이 내

국법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외국법 혹은 비교법에 관한 지식도 

갖추어야 한다. 이 점은 법관 개인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는 없다. 독

일의 법실무의 예를 들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법관이 스스로 

외국의 성문법, 판례 내지 학술 저술을 찾아서 확인하는 실무가 있으며 

다른 국가의 법관보다는 외국법의 조사에서 강한 적극성을 보여준다. 이

것은 독일에서 법관이 외국법을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를 지는 전통과도 

큰 관계가 있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독일에서 비교법과 외국법에 관한 

연구의 커다란 성과가 그러한 노력을 뒷받침한다는 데 있다. 독일에서 

비교법에 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고 비교법은 법률의 모든 분야 그리고 

학술연구, 입법, 법원의 실무에서 모두 응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의 

법관은 비교법에 관한 저술에서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독일법원

390) Doug M. Keller, “Interpreting Foreign Law Through an Erie Lens: A Critical 
Look at United States”, 40 Tex. Int’L J. 157, 171 (2004).



- 122 -

에서 재판된 외국법에 관한 사건에서 참조한 외국법은 주로 독일 비교법

에 관한 저술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독일과 같은 비교

법 연구수준을 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부분 경우에는 법

관의 외국법에 대한 조사는 전문가의 협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또한, 법관이 외국법을 직접 조사할 때 습관적으로 자국법의 입장에 

서서 외국법을 이해하는 인지편향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법의 표

현이 자국법과 일치하더라도 그의 내포 또는 실제 적용은 자국법과 차이

가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따라서 자국법의 입장에 서서 외국법을 이

해한다면 외국법의 내용을 실제로 오해하는 것이 된다. 위에서 언급한 

미국 Bodum USA, INC., v. LA CAFETIÈRE, INC., 사건에서 Wood 법관

이 이 점에 대하여 충분하게 밝힌 바 있다.391)

  다. 검토

  법관이 직접 외국법의 내용을 조사하는 방법에는 고유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법관이 직접 조사하는 방

법은 피할 수 없는 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절차상의 구제조치를 고려해

야 한다. 이러한 구제조치는 2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다.

  하나는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외국법을 오해

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다. 법관이 직접 외국법을 조사할 때 절차의 진행

은 법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절차에 참여할 당사자의 권리를 간과하기 쉽

다. 실무에서 법관이 직접 외국법을 조사하여 외국법에 관한 인식을 취

득한 후 바로 외국법을 사안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법관이 외국

법에 대한 조사의무를 지는 국가에서 더 그러하다. 일부 당사자주의 소

송방식을 취하는 국가들에서 이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미

국에서는 비록 연방민사소송규칙 제44.1조가 이 점을 언급하지 않고 관

련된 자문위원회 주석(Advisory Committee's Note)도 법관이 당사자에게 

설명할 의무를 지는 것을 부인하고 있지만, 상식에 의해 법관이 스스로 

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외국법에 관한 자료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하

391) 본 논문 제3장 제2절 I, 2, 나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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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새로운 자료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를 당사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여겨

진다.392) 프랑스대법원은 한 판결393)에서 법관이 당사자와 외국법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하여 토론한 후에만 직권으로 외국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

다고 판시하였다. 

  생각건대 내국법을 적용하는 사건에서는 법관이 내국법의 내용과 적용

을 당사자에게 별로 고지할 필요가 없지만 외국법을 적용하는 사건에서

는 자국법을 적용하는 사건에서와 상이한 취급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당사자가 외국법을 증명하는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법관이 스

스로 외국법을 조사하여 얻은 외국법에 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당사자

에게 적용하면 당사자 사이의 균형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

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관이 외국법을 

조사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다면 

외국법 적용의 오류를 줄일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소송결과가 당사

자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국법의 내용이 소송결과에 대해 결정

적인 영향을 준다면 이는 당사자가 외국법을 조사하고 자세한 자료로 법

관을 설득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당사자에게 법관이 조사한 외국법

의 정보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다면 법관이 당사자의 진술 또는 

제공한 자료에서 가치가 있는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가능한 오해를 수정

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현대 민사소송이념 하에서는, 당사자는 소송

의 객체가 아니다. 당사자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외국법에 대하여는 

당사자에게 아무런 참여기회도 주지 않고 법관이 자신에 의해 조사된 결

과를 바로 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사법의 전횡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

다. 

  또한 판결문에서 외국법의 내용 및 외국법에 대한 이해를 명시하고 설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대부분 국가에서

는 외국법의 적용위반에 대하여 항소 또는 상고로 구제받을 수 있다. 따

392) Geeroms, para. 2.209.
393) Attouchi, Cass. le civ. fr., 4 avril. 1978, Rev. Crit. DIP88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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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원심법원은 외국법의 적용에 대한 판결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할 필

요가 있다.

  라. 여론-법관 직접 조사의 특수한 방법으로서의 선례조회

  법관이 직접 외국법을 조사하는 범위에는 선례 판결이 포함될 수 있

다. 선례조회를 통하여 외국법을 확인하는 방법에 특수한 점이 있기 때

문에 여기서 별도로 검토하기로 한다. 

  이론적으로 자국 법원에 심리된 선례에서 이미 확인된 외국법의 내용

이 그 후에 발생된 분쟁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외

국법이 법률이라는 입장에서 고려하면 선례에서 확인된 외국법이 그 후

에 발생한 분쟁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

러나 외국법에 관한 선례의 적용은 내국법의 적용보다 더 복잡하다. 외

국법의 법률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바로 선례에서 인정된 외국법이 후에 

발생된 분쟁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신중하지 않는 태도라

고 생각한다. 

  우선 외국법이 법률의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국 법원에서 이미 

확인된 외국법의 내용을 그 후에 발생한 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견

해는 외국법 적용의 특수성을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법을 확인하는 목적은 외국법을 내국법처럼 내국법원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외국법 조문을 확인하기만 하면 되는 경

우도 있기는 하나, 더 많은 경우에는 외국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확인하

는 외국법의 내용에 외국법 조문뿐만 아니라 관련된 판례, 해석 내지 사

법관습까지도 포함된다. 문제된 사안에 적용할 목적으로 확인된 외국법

의 내용은 입법, 판례, 해석 심지어 사법관습에 대해서까지 종합적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확인된 외국법의 내용은 관련된 외국

법의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매우 개성화된 것이며 사건 그리고 법관의 

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어느 구체적인 사안에서 확인된 개성

화된 외국법의 내용이 그 후 다른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에 쉽

게 긍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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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일반적으로, 판례법 국가가 아닌 대륙법계 국가에서 법관은 선

례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내국의 선례는 그 후 발생한 사건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데 어떻게 외국법과 관련된 선례가 그 후의 사건을 재판하는 

법관에게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니면 혹시 이 점에 대하여는 후에 

발생한 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선례가 아니라 선례에서 확인된, 내국법과 

같이 법률로서의 외국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은 안정성을 

지니지만 실제로 모든 법률이 사회 및 인식에 따라 꾸준히 개정되고 있

다. 확인된 외국법이 유효한 상태에 있는지, 현실에서 그의 실제적인 적

용이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더욱 상세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 판례법국가인 경우에도 선례에서 인정된 외국법의 직접 적용에 

대하여 무조건 긍정적인 대답을 주기는 어렵다. 확정된 외국법의 내용이 

정확한지 여부에는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예를 들어 보면 영국

에서 당사자의 주도에 의해 외국법을 조사하는데 당사자가 외국법의 내

용을 모두 인정한다면 법관이 입증된 외국법의 내용상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알게 되더라도 당사자에 의해 인정된 내용을 거절하지 않는다. 그

러므로 선례에서 인정된 외국법의 내용은 잘못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선례에서 인정된 외국법의 내용을 이후의 사건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

다. 이에 반하여 독일에서 외국법에 대한 조사절차는 법관에 의해 진행

되고 외국법의 내용은 권위적인 전문가 또는 외국법 연구기관에 의해 제

출되는 감정의견 또는 법률의견서로 확인되는 것이므로 확인된 외국법 

내용이 정확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위 두 번째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은 판례법국가가 아니다.

  요컨대 자국법원에서 선례로 확인된 외국법의 내용을 그 후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선례에서 이미 확인된 외국법의 내용을 무

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내국법을 적용하는 소송에

서와 같이 외국법을 적용하는 소송과정에서도 효율성은 고려되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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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 중 하나이다. 이미 확인된 외국법의 내용을 무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입증하거나 조사하는 것은 효율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례에서 이미 확인된 외국법의 내용에 대하여는 재확인의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되 선례에서의 사실과 그 후에 심리되고 있는 사건의 

사실 사이의 차이점, 이 차이점으로 인하여 가져 오는 법률적용상의 차

이점, 그리고 관련된 외국법의 현재 적용 상황 등에 대하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 법정증거방법으로 외국법을 조사하는 방법
  외국법은 법률적 특성을 띠고 있으나 사실과 유사한 특성도 띠고 있으

므로 증거방법에 의하여 조사될 수도 있다. 영미에서는 전통상 외국법에 

대하여 증거 방식, 특히 전문가증인 증언의 방식으로 조사하는 것이 주

된 조사방법이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법정증거방법으로 조사하는 방법

이 역시 허용된다. 즉 전문가가 감정인으로서 법원의 촉탁을 받아 외국

법에 관한 감정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전문가증인 방식과 감정의견 방식394)의 차이점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외국법의 적용에서 출발한다기보다는 양 증거제도 자체의 차이에서 생기

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사(私)적인 감정제도를 원

칙으로 삼아 법원에 의해 감정인이 선임(court-appointed expert)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잘 활용되지 않는데 소송에서 특별한 전

문지식이 문제될 때 법관이 아니라 당사자가 전문가증인에게 선임하여 

문제된 사실을 설명하도록 한다. 전문가증인은 증인의 일종이며 단지 전

문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만 일반 증인과 구분된다. 그러므로 관련

분야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원칙적으로 누구나 전문가로 될 

394) 전문적 사실문제에 대한 인정에 과하여 중국 학자가 일반적으로 전문가증인 모델과 감정
인 감정 모델로 나누어 각각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분석 방식을 채택하였다. 
아래 양 모델에 대한 비교는 별 각주가 없으면 모두 汪建成, "专家证人模式和司法鉴定模式
之比较", 《证据科学》 2010年第1期, 18-29页를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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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395) 증인의 일종으로서 전문가증인은 구술증거(oral evidence)

에 속하고 원칙상으로 전문가가 출석하여 교호신문을 받아야 한다. 영미

법상 전문가증인 제도와 달리 대륙법계에서 소송에서 특별한 전문지식이 

문제될 때 등장하는 전문가는 감정인이다. 감정인의 역할은 법관에게 전

문지식을 보충하여 법관의 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의 촉탁에 따라 

법관이 알지 못하는 법규정이나 경험법칙에 대한 지식을 중개하거나 자

신의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확정된 사실관계로부터 결론을 이끌어 내거나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다.396) 일반적으로 대륙법계에서 감정인은 증인과 

구분되고 독립된 법정증거방법의 하나로서 규정되고 있다.397) 감정인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의해 촉탁되고 법관의 보조자 심지어 법관의 협력자

로서 전문적인 문제에 관한 쟁점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다. 감정인에게

는 일반적으로 적격성이 요구된다. 예컨대 감정인의 선정에 대하여 일반

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선정된 감정인이 명부에 등재된다. 

  가. 전문가증인에 대한 평가

  (1) 전문가증인의 편향성 

  전문가증인의 증거방법에 대한 비판은 주로 그가 당사자에 의해 선임

되기 때문에 편향성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또한 전문가증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들인 비용 그리

고 전문가증인에 대한 교호신문으로 인하여 야기된 소송지연도 비판을 

395) 전문가증인의 적격 여부는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에 의해 사건에 따라 판단된다. 
Hodgkinson/James, para.8-009. 다만 이러한 전통은 요사이에 변화중이다. 예컨대 영국에
서는 법정에 출석한 전문가의 수준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1999년 전국적인 법정감정
인 등록 위원회(Council for the Registration of Forensic Practitioners)를 설립하여 전
문가 명단을 만들어본 바 있다. 齐树洁, 洪秀娟, "英国专家证人制度改革的启示与借鉴", 《中
国司法》 2006年第5期，86页. 그러나 당해 위원회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2009년에 폐쇄되었
다.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cm200405/cmselect/cmsctech/96/9610.ht
m （검색일: 2013. 9. 4) 

396) 정선주, 「민사소송절차에서 감정인의 지위와 임무」,  『민사소송』 6권, 한국민사소송법학
회, 2002, 85면.

397) 감정인과 증인 사이의 구별은 이시윤, 48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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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그러나 전문가증인으로 외국법을 조사하는 방식에 편향성이 있다는 폐

단에 대하여 깊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398)에 

따르면, 전문가증인의 편향성은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다. 실무에서 

당사자의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전문가증인에게 되도록 객관적으로 진술

하라고 조언하고 그의 의견의 편향성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고 설명해준다. 또한 전문가증언은 반드시 어떤 입장은 취하여야 하고 

이 입장을 기초로 자기의 견해를 설명해야 한다. 외국법에 대한 조사와 

증명은 실질적으로 법률논증의 과정인데 법률에 대한 설명과 논증에는 

반드시 편향성이 있게 마련이다. 관련된 법률에 대하여 상이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무에서 전문가증언의 편향성이 지나치

게 뚜렷함으로 인하여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예는 매우 드물다. 

영국 법관들이 외국법에 관한 전문가의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통상적

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없다(unacceptable)”

는 점에 있다.399) 따라서 외국법에 관한 전문가 증언에 대하여 편향성이 

있다는 비난은 법률논증 자체에 대한 오해이다. 

  전문가증언의 편향성을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

지만 전문가가 주관적인 편향성이 아니라 단지 견해가 서로 나뉠 경우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견해를 취하는 전문가증언만을 신청할 수 있

다는 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을 방지하는 대책은 절차의 대립성

이다.    

  (2) 절차의 대립성

  전문가증언으로 외국법을 증명하는 방식은 서로 상이하고 저촉하는 외

국법에 대한 이해로부터 교호신문의 방식을 통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외

국법에 대한 인식을 얻도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미국가의 전문가증

인 방식이 외국법을 증명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견해가 있

398) 아래 관점에 대한 해석은 Fentiman, p.301 참조.
399) Fentiman,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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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00)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전문가가 증인으로서 입증하는 과정에서 

그의 견해와 입장은 교호신문을 통하여 꾸준히 상대방의 질의를 받고 쟁

점을 점차 명확히 할 수 있다. 한편으로 법관으로서는 법정심리단계에서 

전문가증언을 청취하는 것이 서면진술로부터 정보를 취득하는 방식보다 

쟁점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기에 더 쉽다. 전문가증언의 방식은 법률논

증의 실질에 부합한다. 그리고 법관이 대립적인 교호신문 과정에서 상이

한 견해를 청취하여 문제된 외국법에 대하여 상이한 시각에서 인식함으

로써 전면적인 인식을 얻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사자로서는 절

차의 대립성도 역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된다.401) 절차의 

대립성은 당사자로 하여금 되도록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고, 또

한 당사자로 하여금 심리결과를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사자는 판결의 영향을 받는 자이므로 가능한 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것이다. 당사자의 이러한 원동력은 입증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진술

하고 입증하면서 교호신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의 대립성은 당

사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줌으로써 절차의 평등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대립적인 절차에서 당사자가 절차에 대하여 일정한 정도로 통제

할 수 있다. 당사자가 평등한 기회가 부여된다고 느끼며 절차의 진행을 

일정한 정도로 주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에 따른 심리결과를 받아

들이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전문가증언 방식의 장점을 승인하더라도 절차의 대립성으로 인

하여 가져오는 시간과 비용의 증가는 부인될 수 없는 단점이다. 일방 당

사자가 전문가 증인을 위탁하지 않고 단지 상대방의 전문가증인에 대하

여 교호신문을 하여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성

공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관은 상대방의 전문가증언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므로 쌍방 당사자가 모두 전문가증인을 위탁하는 것이 상례

400) Vischer, p.84.
401) Fentiman, p.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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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리하여 추가비용이 생기게 된다. 또한 대립적 소송절차에서의 

교호신문에는 시간이 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증거를 강화하기 위하

여 증거자료를 추가하거나 수집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

서 전문가증인의 방식으로 외국법을 조사한다면 시간의 지연과 비용의 

증가라는 대가를 치려야 한다.   

  나. 법원이 선임하는 감정인제도에 대한 분석

  영미법의 태도와는 달리 독일을 비롯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직권주의

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고 법관이 소송절차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

는 바, 외국법의 조사에 관한 증거방법은 주로 감정인에 의해 감정의견

을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402) 

  전문가증인 제도에 비하여 감정인 제도는 일반적으로 감정인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다.403) 그리고 감정인은 법원에 의해 선임되고404) 기피사

유도 그들에게 적용되므로 중립적인 지위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감정

인에 의하여 외국법을 증명하는 방식은 영미법상의 전문가증언에 비하면 

객관성과 중립성에 있어서 보다 나은 것으로 보인다. 

  감정인의 감정의견으로 하는 증명방식에는 2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유효한 수단으로 감정의견에 대하여 질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수동적으로 감정의견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

에 감정의견에 근거한 판결결과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감정인은 법관의 전문지식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절차에 도입되는데, 결과적으로 전문지식 영역에서 전문가로서의 감정인

이 실제로 법관을 대체하여 사건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우려를 야기할 수 

402)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 감정인과 전문가증인에 대해 典型化된 표현을 채택하
였다. 실제로는 대륙법계 모든 국가에서 독일과 같은 감정인 감정 방식으로 외국법을 조사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본 논문 앞의 부분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403) 汪建成, "专家证人模式和司法鉴定模式之比较", 《证据科学》 2010年第1期, 23页. 
404) 당사자가 전문가에게 직접 의뢰하여 감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이른바 “사감정”

의 허용여부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과거 중국에서는 사감정이 허용되지 않았다 (본 
논문 제5장 제2절에서 중국법에 대한 설명부분을 참조). 사감정에 대한 증거법상의 취급은 
통상의 감정과 다르므로 이를 통상의 감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시윤, 47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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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법이 사실로서의 특성을 띠고 있지만 대륙법계

에서 전통적으로 법률로 간주하는 상황 하에서 완전히 감정인에 의존하

면 법률에 대한 판단을 실제로 법관이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감정인에 맡

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다. 검토

  생각건대 영미법의 전문가증언과 대륙법의 감정의견 모두 각자의 증거

법 또는 소송법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고 각자의 합리성이 있으며 어느 

방식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좋은 방법 또는 나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대에 이르러 영미법과 대륙법 사이의 융합 그리고 상대방의 방

법을 서로 참조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영미법 전통을 계승한 국

가라도 대륙법상의 감정의 방식으로 외국법을 조사하는 방법을 도입할 

수 있고 대륙법 전통을 계승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전문가증인 방법을 도

입할 수도 있다.405) 다만 다른 법계의 경험을 도입할 때에는 도입된 제

도와 고유한 제도의 융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외국법을 조사하는 특별한 방법-외교경로의 운용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법의 조사와 증명에 있어 자유로운 증명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법은 독특한 특성을 지니므로, 여러 가

지 조사방법 중에서도 특히 외교경로와 사법공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법공조는 특별한 점을 지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별도로406) 검토하기

로 한다. 여기서 외교경로에 대하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 외교경로는 모두 허용된다. 이론적으로는 대

405) 실제로는 전문가증인제도 혹은 감정제도 자체 역시 개선중이다. 예컨대 영국에서 전문가
증언 제도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제정법으로 사법관습을 수정하고자 한다. 영국 1998년 
민사소송규칙은 법관의 개입을 추가함으로써 절차상의 시간과 비용을 통제하고자 한다. 동 
규칙에서 당사자가 자기 일방의 전문가증인을 함부로 소환하는 권리를 제한하며 심지어 법
관이 반대하지 않은 경우에 서면방식으로 전문가 증언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도 두고 있
다. Hodgkinson/James, para.8-007, 9-003.

406) 본 논문 제4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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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관·영사관에서 취득된 외국법정보의 진실성과 권위가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각국 실무를 고찰해보면, 외교경로는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

이 아니다. 그 원인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첫째, 외교경로는 일반적으로 

긴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소송 지연을 초래한다. 둘째, 이론적으로는 외

국법을 설명하는 문서는 외국 대사관의 법률전문가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대사관 내부에 해당 외국법에 정통한 전문가가 항상 있

는 것이 아니므로 그 결과 다른 신분의 전문가, 예컨대 외교기구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에게 외국법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례가 독일에서 나타난 적이 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외국법에 관한 보고서를 제공할 것을 외교부에 신청하였다. 외교부는 외

국에 주재하는 독일 외교대표기구(diplomatic agency)에 촉탁하여 해당 

외국법에 관한 보고서를 취득하였다. 그러나 이 보고서의 실제 작성자는 

해당 외교대표기구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지 변호사였다.407) 이러

한 경우에 취득된 외국법에 관한 정보가 당연히 권위가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셋째, 외국법의 적용은 복잡한 과정이며 단지 법조문만을 

본다고 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외교경

로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자문하거나 신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잡한 사건에 대하여 외교경로를 주된 방법으로 하기는 어렵다.

  III. 소결

  

  외국법의 조사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증거, 특히 전문

가가 증언이나 감정의견으로 외국법에 대해 입증하는 방식이 중요한 지

위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증언과 감정의견의 활용은 각자의 소송제도

에 뿌리를 두고 각자의 운용방식을 지닌다. 그러나 외국법의 특성을 고

407) Ulrich Drobnig, "The Use of Foreign Law by German Courts", Erik Jayme(ed.), 
German National Reports in Civil Law Matters for the XIVth Congress of 
Comparative Law in Athens 1994, Heidelberg, 1994,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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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면 다른 영역의 과학적인 증거에 대한 심사와는 달리 외국법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에 관해서는 법관이 증거의 운용이나 증거제출의 통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증거 방법을 제외한 다른 방법에는 각자의 장점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전문가의 입증을 대체할 수는 없다.

  외교경로를 통하여 외국법을 조사하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나은 방법으

로 보이지만 실제로 활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외교경로를 통

하여 외국법을 조사하는 방법은 실무에서 주된 방법으로 될 수 없고 보

충적인 방법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하겠다. 

제3절 외국법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외국법을 조사하여 그 진정한 내용을 밝히는 것은 외국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이다. 이론적으로는 객관적인 존재로서 외국법의 내용은 확인

될 수 있다. 그러나 각국의 언어, 법전통 내지 정치, 경제, 문화, 역사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국법의 확정은 쉬운 것이 아니다. 실무에서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외국법을 조사하더라도 외국법이 존재하는

지 또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를 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외국법에 대한 조사는 소송절차 중의 한 걸음으로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어떤 국제적 요소가 있는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편의를 위해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의 소속국

의 법관에 위탁하여 사건을 직접적으로 심리할 것을 요청해서는 안 된

다.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서 허용되는 수단을 모두 동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외국법을 조사하기 위한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고려되어

야 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외국법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를 피할 수 없

다. 그리하여 외국법의 확인불능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는 외국법

의 적용에 관한 중요한 쟁점이 된다. 본절에서 먼저 추상적인 원리로부

터 외국법이 불분명한 경우의 인정에 관하여 해당 용어의 의미, 인정의 

기준, 법관의 권한에 대한 제약 등을 둘러싼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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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각 주요 국가들의 실무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외국법이 불분명한 

경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I. 외국법이 불분명한 경우의 인정

  1. 외국법이 불분명한 경우의 의미
  외국법의 불분명이라 함은 준거법은 결정되었지만 법원의 조사 및 당

사자의 입증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외국법의 존부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408) 따라서 조사자의 시각에서 보면 외국법의 불

분명은 외국법 내용의 확인불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외국법의 불분명은 외국법의 흠결과 구별된다. 외국법의 

흠결은 해당 준거 외국법이 문제된 사항에 대해 법적 해결방안을 제공하

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바꿔 말하면 외국법의 흠결이라는 판단은 실

제로 외국법을 조사하여 그의 존재 여부 및 적용상황을 이미 잘 파악하

였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외국법의 불분명은 해당 준거 외국법이 존재하

는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의 내용이 

무엇인지, 실제적 적용상황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없음을 의미한

다. 구제방식에서는 외국법의 불분명과 외국법의 흠결을 구별하지 않는 

견해와, 구별하는 견해가 있다. 후자의 견해에 따르면 외국법의 흠결은 

국제사법상에 법의 흠결에 관한 일반적인 보충문제로서 해결되거나 당해 

외국법에 따른 주장을 인용할 수 없도록 처리한다.409) 외국법 흠결의 보

충은 법해석에 관한 제4절에서 별도 검토할 것이다. 여기서는 외국법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외국법 확인불능에 대한 인정의 기준
  외국법 확인불능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구체

적인 사건에서 법관이 취득한 외국법의 정보가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408) 김연·박정기·김인유, 209면.
409) 최공웅, 『국제소송』, 유법사, 1994, 367-3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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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다면 외국법에 대한 더 이상의 조사를 멈추고 외국법에 의하여 실

체적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하여 외국법을 조사하였더라도 

여러 원인으로 인하여 그의 존부와 내용이 확인될 수 없다면 법관이 계

속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계속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외국법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국제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충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

한 외국법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제1심 법원의 결론은 항소심의 심리대상

으로 될 수 있다. 

  비록 외국법 확인불능을 인정하는 기준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많지 않고 대체로 사실증명과 유사한 기준으로 취급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을 비롯하여 외국법 사실설을 취하는 국가에서는 

외국법의 입증기준은 사실에 관한 입증기준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당사자가 외국법의 내용 또는 외국법의 적용을 위한 동일한 의견

을 표명한다면 법관은 이를 외국법의 적용에 관한 충분한 이유로 할 수 

있다.410) 반면에 외국법 법률설을 취하는 전형적인 국가인 독일에서는 

외국법이 사실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에 관한 

규칙은 외국법의 조사에 적용되지 않으나, 사실에 대한 입증에 적용되는 

“충분한 확신(fully convinced)”이라는 기준은 외국법에 대한 조사에도 

적용된다.4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은 사실 및 법률과 서로 구별되기 때문에 특

별한 점이 있는가의 문제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 또한 구체적인 외국법 

확인불능의 기준에 관해서는 여러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외국법에 

대한 조사 또는 증명에는 그 정도의 제한이 있는가? 시간적 제한이 있는

가?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

해 아래에서는 외국법 확인불능의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방식과 외국법 

확인의 특수한 요소를 제시해보기로 한다.

410) Esplugues/Lelesias/Palao, p.399. 
411) Esplugues/Lelesias/Palao,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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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판단기준의 설정 방식-합리성원칙의 도입

  외국법 내용의 확인불능에 대한 판단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 판단기준

을 설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관하여 시간과 조사방법의 차원에서 제한을 

두자는 견해가 있다. 시간제한을 두자는 견해에 따르면 외국법의 조사에 

대하여는 심리시한에 유사한 방식으로 외국법의 조사에 대해 시한을 설

정할 수 있다.412) 조사방법의 차원에서 외국법 확인불능의 판단 기준을 

설정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법률에서 정한 모든 수단 또는 경로를 동원하

거나 이용해서도 외국법 내용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경우에 해당하기만 하

면 비로소 외국법의 불분명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413) 

  시간제한 또는 조사방법의 소진을 통하여 외국법 확인불능에 대한 기

준을 설정하는 방식은 소송경제의 원칙에 부합하고 명확한 기준이므로 

법관에게 적용하기가 쉽다. 그러나 경직된 동일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현저하다. 첫째, 다양한 국제사법적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시간제한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외국법에 대한 조사방

법이 매우 다양한데 법률에서 모두 열거하기는 불가능하다. 셋째, 이러

한 지나치게 형식주의적인 기준은 구체적인 사건에 소송지연과 소송자원

의 낭비를 가져올 것이다. 결과적으로 당사자의 이익은 이러한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보다 나은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입는

다.  

  외국법의 불분명에 대한 인정에 관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추상적인 기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추상적인 

기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414)이라

는 탄력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412) 劉來平, 第132頁. 鄭新儉, 張磊 “中國內地域外法查明制度之研究”，中國涉外商事海事審判
網  http://www.ccmt.org.cn/showexplore.php?id=811.참조.

413) 예컨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 연방법원은 하급심법원이 베네수엘라법을 확정함에 
모든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BGH, NJW 1991, 
1418, 1419.

414) 석광현, 『2001개정 국제사법 해설』, 芝山，2003,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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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 확인불능의 합리적 인정기준을 설정하면 법원이 경솔하게 외국

법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안이하게 외국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외국법의 확인에 대하여 매우 낮은 입증정도의 기준을 

두고 법관에게 의심스러운 상태에서 외국법을 적용하여 사건을 재판하라

고 강요한다면 소송법상의 정의를 위반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외국법의 확인에 대하여 지나치게 높은 입증의 정도를 요구한다면 이는 

실제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사법 자체에 대한 신뢰를 해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법 확인불능의 기준에 있어서 합리성에 대한 파

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기서 “합리성”에 대한 파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입증정도에 대한 참조 및 외국법확인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1) 입증정도에 대한 참조

  외국법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사실 상태에서 외국법에 대한 

조사는 사건의 사실에 대한 조사와 유사하다. 따라서 합리성 여부에 대

한 판단은 사실에 대한 입증의 정도에 대한 요구를 참조할 가능성이 있

다고 생각한다. 

  민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정도에는 2가지 표현형식

이 있다. 즉 고도의 개연성과 법관의 확신이다. 양자가 동일한 기준이라

고 생각된다. 즉 입증의 정도는 객관적으로는 고도의 개연성, 주관적으

로는 법관의 확신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한다.415) 

  입증정도의 기준을 참조하여, 외국법 조사제도의 기능은 자국의 국제

사법 규칙을 실현하는 데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법관의 주관적

인 판단으로 취득한 외국법의 정보가 의심스럽지 않아 외국법을 적용하

는 정도에 달한다면 외국법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법관이 상당한 기

간 동안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취득한 외국법의 정보가 법관에

게 충분하지 않아 외국법에 따라 재판할 수 없다면 외국법 불분명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415) 이시윤, 5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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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국법 조사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외국법이 사실과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외국법 확인불능의 판단에 

있어서 외국법 조사의 목적과 기능 등에 비추어 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야 한다.

  첫째, 외국법의 확인에 관하여는 하나의 기본적인 전제가 존재하고 있

다. 통상적으로는 법관의 외국법에 대한 이해는 내국법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이를 수 없고 법관의 외국법에 대한 적용도 내국법에 대한 적용

의 정치(精緻)한 정도에 이를 수 없다. 외국법을 조사하는 절차를 통하

여 법관은 외국법에 관한 정보를 당연히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국

가의 법률은 법조문, 관련된 판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의 문화전통 

및 정치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정보는 전술한 조사방법만

으로는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국법의 확인에 대하여 반드시 내국법

에 대한 이해와 같은 정도로 확인하고 그 어떤 오해의 소지도 존재해서

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령 이러한 가혹한 기준을 

설정하면 결과적으로는 법관 또는 당사자에게 외국법에 대한 조사·증명

을 포기시킬 수밖에 없다.

  둘째, 외국법을 적용한 결과의 합리성 여부는 외국법을 확인하는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외국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일반적으로 법관

에게 외국법의 소속국 법관의 입장에 서서 외국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416) 이와 마찬가지로 외국법의 적용결과에 대한 합리성 

여부의 판단은 해당 외국법의 소속국 법관의 입장에 서서 판단하여야 한

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외국법 확인·적용의 기본적인 원리에 합치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외국법을 적용하는 결과는 법정지의 입장에서 합리적

인 것이 아니라면 공서조항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다. 공서조항에 의하

더라도 외국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지만 양자의 논리구성이 다르다. 

  셋째, 이론적으로 외국법은 객관적인 존재로서 알려질 수 있지만 구체

적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당사자가 외국법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

416) 아래 외국법의 해석 부분에서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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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할 때에는 소송법상의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외국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법관의 고려범위에 들어간다. 만

일 외국법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높은 비용이 들리나 소송절차를 

지나치게 지연시킬 위험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더라도 외국

법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자

연재해, 전쟁과 같은 불가항력의 존재도 외국법이 불분명하다는 판단의 

이유가 될 수 있다. 

  3. 법관의 확인 권한에 대한 제약
  외국법이 불분명하다는 판단은 당사자가 외국법을 증명하는 책임을 지

는 국가에서도 당사자가 아닌 법관이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약은 일반

적인 시각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검토해보아야 한다.

  전자의 예로서, 전문가 감정의견의 운용에 있어서 독일에서는 통상적

으로 전문가의 외국법에 관한 의견에 현저한 모순이 없으면 법관은 해당 

의견을 신뢰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전문가의 외국법에 관한 의견에 대하

여 의문을 제기하거나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법관은 완전히 확신을 

얻기 위하여 더욱 상세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당연히 당사자의 반대의

견이 없으면 법관이 자기의 지식을 기반으로 재판하여도 된다.417) 

  후자의 경우, 제약수단에 관하여는 아래 2가지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법관은 판결에서 외국법의 불분명 또는 확인불능에 대하

여 판단의 이유나 이미 기울였던 노력 등을 밝혀야 한다. 앞에서 본 바

와 같이 독일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법관에게 부과하고 있다. 둘째, 항소 

및 상고에 의한 구제를 허용해야 한다. 즉 상급법원은 하급심법원의 외

국법에 대한 조사와 확인을 상소로 사법감독을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하급심 법관이 외국법을 조사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외국법을 조

사·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이 불분명하다고 잘못 판단하는 

것은 당사자의 상소이유가 될 수 있다. 

417) Esplugues/Lelesias/Palao, p.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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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외국법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경우에 따라 외국법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이를 소송절차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학설 및 판례의 대립이 

있다. 아래에서 대표적인 국가들의 입법과 실무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

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1. 주요 국가의 입법과 실무
  영미법계 국가이든 대륙법계 국가이든 외국법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는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일반적으로 이 문

제를 사법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국 내에서도 상이한 처

리방식을 보이고 어느 방식이 그 국가의 보편적인 방식인지를 판단하기

는 어렵다.   

  가. 영국

  (1) 영국법의 추정 적용—전통적인 태도

  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당사자가 자신이 주장한 외국법을 입증할 수 

없다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외국법의 내용이 영국법과 동일하다고 추정함

으로써 영국법을 적용하게 된다.418)

  이러한 방식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외국법을 입증하지 않으

면 외국법의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외국법의 내용이 

영국법과 동일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영국학자조차 이러한 

방식은 인위적인(artificial)것일 뿐이고 이러한 기술적인 가정을 포기

하고 외국법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 직접 법정지법인 영국법을 적용하

는 것이 낫다고 비판하였다.419)  

  (2) Shake 사건 및 이후 판례의 태도

  외국법 확인불능의 경우에 영국법을 외국법과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하

418) Dicey/Morris, para.6.99.
419) J.H.C. Morris, The Conflict of Laws, (Sweet & Maxwell 1993),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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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영국법을 적용한다는 접근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직접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한다는 견

해가 점차 유력설로 되었다.420) 2003년 Shake v. Monhanmmer 

Al-Bedrawi421)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은 지정된 외국법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직접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한다는 견해를 수용하여 전통적인 입

장을 포기하였다. 이 사건에 준거법인 펜실베이니아주법에 관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제1심법원은 전통 접근방법에 따라 펜실베이니아주법이 

영국의 어떤 실질법과 동일하다고 추정하여 해당 영국법을 적용한다고 

인정하였다. 당사자는 펜실베이니아주법과 영국법의 동일성에 대한 인정

에 대하여 항소심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쟁점을 외국

법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영국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의 문제로 

귀착시켜서 준거법인 외국법이 영국법과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법 확인불능 시에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과적으로는 분쟁 사실과 관련된 규정이 영국법에 없으므로 법

원은 영국법의 일부인 보통법원칙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사법원칙을 

적용하였다. 

  Shake 사건의 항소심법원은 전통적인 입장을 2가지 점에서 수정하였

다고 생각된다.422) 하나는 판단대상이 외국법이 영국법과 동일성을 갖는

다는 가정이 적절한지의 문제가 아니라 영국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의 문제라는 것이다.423) 다른 하나는 영국법에 대한 보충적인 적용은 

일정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외가 어떤 경우를 포함

하는지는 아직 잘 정리되지 않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영국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424) 첫째, 적용될 영국법이 

420) Fentiman, 2010, para.6.103.
421) §42(C.A.2002) [2003] Ch.350. 
422) Fentiman, 2010, pp.318-319.
423) 그러나 Shaker 사건 이후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전통적인 입장을 고집한 판결도 있다. 

Fentiman, 2010, para.6.113. 
424) Fentiman, 2010, pp.3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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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상 적용되지 않아야 하는 경우. 예컨대 해당 적용될 영국법은 특정 

범위 내의 사람 또는 사건에 적용되는 경우이다. Skaker 사건의 예를 

들면 보충적으로 적용할 영국회사법(UK Company Act)은 영국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분쟁된 사안과 관련한 외국회사에 대

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어떤 제정법의 적용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

되는 경우도 이러한 예외에 해당한다. 둘째,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

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 법원은 외국법이 영국법과 동일하다는 가

정에 기하여 영국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셋째, 외국법에 대한 엄격한 

증명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바로 법정지법인 영국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

다. 

  

  나. 미국

  미국에서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외국법이 불분명한 경우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지법인 미국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다.425) 법

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정지법인 미국법(경우에 따라 주법 또는 연

방법)을 적용한다.426) ① 외국법이 보통법을 근거로 하므로 보통법에 속

하는 법정지법과 동일하다. ② 외국법이 법정지법과 동일하다. ③ 외국

법이 문명화된 국가에서 모두 승인된 원칙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법정지

법과 동일하다. ④ 당사자가 묵시적으로 법정지법의 대체적인 적용에 동

의하였다. 

  전술한 ①②③의 해석은 대체로 영국과 유사한 접근방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이 법

정지법인 미국법과 현저하게 상이하다면 외국법과 미국법의 동일성을 추

정하여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0세기 초에 지도적인 판례인 Cuba v. Crosby427) 사건에서 

425) 이 문제에 있어서 주 법원의 취급방식은 연방법원과 대체로 일치하므로 해당 부분에서 
주법원의 실무를 별로 검토하지 않기로 한다. 

426) Hay/Borchers/Symeonides, pp.610-611.
427) 222 U.S. 473(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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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외국법이 미국법과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특히 대륙법계에 속하

는 경우에는 동일성을 가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은 법정지법인 미국법이 외국법과 동일하다고 추정

하여 미국법을 적용하는 방식을 포기하여 당사자의 소송청구를 기각하거

나 직접 법정지법을 보충적인 준거법으로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428) 

  예컨대 Walton v. Arabian American Oil Co.429) 사건에서 미국연방

법원은 미국법(뉴욕주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당사자의 청구를 기각

하였다. 동 사건에서 아칸소(Arkansas)주에 있는 원고는 뉴욕 연방법원

에서 어떤 델라웨어(Delaware)주 회사를 피고로 불법행위의 소를 제기

하였다. 피고의 근로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피고가 소유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 원고가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와 차량 충돌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상을 입었다. 원고는 사우디아라비아법

의 적용을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에 대해서도 입증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뉴욕주법을 적용하도록 고집하였다. 법관은 미국법

상의 원칙이 보통법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존재하지 않거나 해당 외국법

과 상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미국법상의 불법행위에 관

련된 원칙을 적용하라는 주장을 거절하였다. 법정지법을 적용한다는 당

사자의 또 다른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법체제가 없으므로 문명화된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도 증거의 결여로 법원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사자가 외국법에 대한 입증을 거부한 점을 고려

하여 심리법원은 사우디아라비아법에 대하여 사법확지를 하지 않고 청구

를 기각하였다. 항소심법원은 제1심법원의 위와 같은 입장을 지지하였

다.430) 

428) 그러나 극단적인 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의 한 법원은 중국의 가
족 재산법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부부재산법과 동일하다고 추정한 적이 있다. Louknitsky 
v. Louknitsky, 123 Cal. App. 2d 406 (Dist Ct. App.1954) 참조. 

429) 233 F. 2d 541 (2d Cir. 1956).
430) 이 사건에 일부 특수한 요소가 포함되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법관이 이미 원고에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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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ton 사건과 달리 Leary431) 사건에서 New Jersey Supreme 

Court은 위 ④에서 말하는 가정으로 법정지법인 미국법을 적용하였다. 

이 사건에서 관련된 준거법은 프랑스법이다. 뉴저지주대법원은 프랑스법

이 미국법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지 않았고 당사자가 법정지법의 묵시적인 

적용에 대해 동의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미국법을 적용하였다.

  지정된 준거법이 미국법과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지 

아니면 미국법을 보충적인 준거법으로 적용할지에 관하여 미국 법실무에

서 동일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Walton 사건에 대한 비

판적인 견해가 있는데 이 견해는 Walton 사건은 유감스러운 결과로서 

향후 다른 사건에서는 이를 피해야 하다고 주장한다.432) 실무에서 

Walton 사건을 반대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예컨대 Twohy v. First 

National Bank433) 사건에서 주심법관인 Cummings법관은 법원이 당사

자가 문제된 스페인법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을 거절하는 방식은 올바르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원래 입장을 고집하는 판례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예컨대 

1998년 연방법원 제2순회구에 심리된 Curley v. AMR corp.434) 사건에

서는 피고가 멕시코법을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지지하는 약식재판435)에 대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방식과 청구를 기각하는 방식을 제외하고 일부 

미국 연방법원은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이 분명한 경우에 일반적인 

원칙(general principles)에 의지하여 해결하였다.436) Unidroit 국제상사

국법을 증명하도록 명확하게 요구하였다. 그리고 법관이 사우디아라비아법을 잘 알지 못하
였다. 

431) Leary v. Gledhill, 8 N.J. 260,84 A. 2d 725(1951).
432) Hay/Borchers/Symeonides, p.612.
433) 758 F.2d 1185 (7th Cir.1985).
434) 153 F.3d 5(2d Cir.1998) 참조.
435) 약식재판의 의미는 전주(305) 참조.
436) Tidewater Oil Co. v. Waller, 302 F.2d 638 (10th Cir. 1962); E. Gerli & Co. v. 

Cunard S.S. Co., 48 F.2d 115 (2d Cir. 1931); Compagnie Gdncrale Transatlantique 
v. Rivers, 211 Fed. 294 (2d Cir.), cert. denied, 232 U.S. 727 (1914); Rosenthal v. 



- 145 -

계약원칙(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과 같은 국제적인 법규범437)을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적용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438)

  

  다. 독일 

  독일에서는 외국법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는 법률의 명문의 

규정이 아니라 판례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다. 

  (1) 청구기각의 거부 

  외국법 확인불능439) 시 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

만 법원의 실무에서 그렇게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440) 

  독일 연방대법원은 1977년의 어떤 사건441)에서 외국법이 불분명한 상

태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방식으로 청구를 기각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거

부하였다. 그 이유는 독일법에 따라 외국법에 대한 조사의무는 당사자에

게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하여 부담되기 때문이다. 

  (2) 법정지법인 독일법의 보충적인 적용 및 다른 가능한 방법 

  독일 법원은 민사소송법(ZPO) 제293조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외국법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독일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442) 다만 법정지법인 독일법의 보충적인 적용은 절대적인 것이 

Compagnie GAnrale Transatlantique, 14 F.R.D. 33 (S.D.N.Y. 1953). Miller, p.693.  
437)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의 서문에서 이 원칙은 준거법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해결 방안

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국제상사계약원칙의 법적인 성질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는 상관습법, 모델법, 국제계약법의 restatement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左海聪，“试析《国
际私法协会国际商事合同通则》的性质和功能”，《现代法学》，2005年第9期，174-181页.

438) Geeroms, para.2.484.
439) 아래 살펴볼 사례를 보면 구체적인 사안에서 독일법원은 외국법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

우와 외국법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한 문제로서 처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래에서 외국법의 불분명이라도 문제된 외국법에 상응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포함
된다. 

440) Geeroms, para.2.449.
441) BGHZ 69,387. 이 사건에서 법원은 튀니지법상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부모의 결혼이 생부

가 그 이전에 이 아이에 대한 불충분한 인지를 합법화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판단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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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법정지법인 독일법의 보충적인 적용이 “지나

치게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지정된 준거법인 외국법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closely related)” 외국법을 적용하거나 준거법

의 가능한 내용이라고 믿는 바를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443) 

   위에 언급한 1977년 사건에서 법원은 최종적으로 독일법을 적용하였

다. 하지만 법원은 외국법이 불분명한 경우에 모두 독일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고 문제된 사안과 법정지인 독일법과

의 관련성을 제시하여 독일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였다. 1981년의 한 

판례444)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입장을 재차 천명하였다. 

  문제된 사안이 독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독일 연방대

법원은 관련이 있는 다른 외국법을 적용한다고 판시하였다.445) 예컨대 

원래 지정되던 외국법의 모국법을 적용할 수 있다.446)

  이외에도 학설상 이와 같은 경우에 저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

적인 연결점으로 지정된 국가의 법이나 신용장통일규칙과 같은 통일법

(uniform law)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447) 

  가능한 해결방법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대체로 법정지법

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448) 

    

  라. 프랑스 

  과거 프랑스에서는 외국법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449) 그 후에 대법원의 입장이 점차 변경하

442) Esplugues/Lelesias/Palao, p.109.
443) Esplugues/Lelesias/Palao, p.109.
444) BGH, NJW 1982, 1215. 이 사건에서는 문제된 튀니지 민법전에 관련된 규정이 없으며 관

련된 판례도 없다. 학설에서는 스위스법을 참조하여 어떤 조건하에서 관련된 권리가 지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법원은 1977년 사건을 인용하여 독일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였다.  

445) BGHZ 69, 387; BGH, NJW 1982, 1215, 1216. Geeroms, para.2.483에서 재인용.
446) Geeroms, para.2.483.
447) Esplugues/Lelesias/Palao, p.109.
448) Esplugues/Lelesias/Palao, 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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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1980년대에 법원은 외국법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증명과 외국법의 

특별한 규정에 대한 증명을 구별하여 상이한 방식으로 처리하고자 시도

하였다. 즉 외국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법원은 프랑스

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나 청구의 근거인 외국법의 특별한 규정을 증명

하지 못한다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었다.450) 

  그러나 90년대 이후에 청구를 기각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가 되었다. 1991년 프랑스 대법원은 이와 같은 견해를 수용하여 외국법

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바로 청구를 기각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는 입장을 취하였다.451) 나아가 1993년 법원 판례연보에서 법원은 청구

를 기각하기 위한 제한적인 조건을 밝혔다. 즉, 문제된 권리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당사자가 법원의 외국법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 

이유 없이 또는 악의로 협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452) 따라서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조건은 2가지 경우에 

한한다. 즉 ① 권리가 처분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하고, ② 당사자가 이

유 없이 또는 악의로 협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청구를 기각하는 근거는 프랑스 민사소송법 제11조이다. 동조는 당사자

가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협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이에 

대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453) 

449) 24Jan.1984,1984 Bull. Civ. I, No. I, No.33,26 , Geeroms, para. 2.447 참조.
450) Geeroms, para.2.467.
451) UAP, Cass.1 civ.fr., 8 jan. 1991, REV.crit.dip.569(1991), Geeroms, para.2.445에서 

재인용.
452) Geeroms, para.2.448. 
453) 제11조의 영문본 내용은 아래와 같다.
   The parties are held to cooperat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investigation 

measures, even if the judge notes the consequences of abstention or refusal 
to do so. 

   Where a party holds evidence material, the judge may, upon the petition of 
the other party, order him to produce it, where necessary under a periodic 
penalty payment. He may, upon the petition by one of the parties, request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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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Amerford454) 사건에서 법원은 문제된 사안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관련된 경우 외국법을 확인할 수 없다면 프랑스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455) 

  최근에 프랑스 대법원은 외국법 확인불능 시 법정지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하였다.456) 즉 "프랑스법관이 어떤 외국법

을 적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

다면 프랑스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457) 그러므로 프랑스에서

는 확인불능 시 법정지법을 적용한다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고 생각한

다.458)

  2. 각 접근방법의 장·단점의 검토
  각국의 입법과 실무를 고찰한 결과 외국법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방

법에는 대체로 ①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방식, ② 당사자의 청구를 기각

하는 방식, ③ 근사법 또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을 적용하는 방

식, ④ 조리(일반 법원칙)를 적용하는 방식과 ⑤ 보충적 연결점에 의하

여 지정된 외국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하 각 방

식을 살펴본다. 

  가. 법정지법인 내국법을 적용하는 방식

  각국에서 외국법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가 각각 상이할 뿐만 

order, where necessary under the same penalty, the production of all 
documents held by third parties where there is no legitimate impediment to 
doing so.

   http://www.legifrance.gouv.fr/Traductions/en-English/Legifrance-translations 
참조.

454) Amerford, Cass. com. fr., 16 Nov. 1993, 1993 Bull. Civ. IV, No. 405, 294. 
Geeroms, para.2.465에서 재인용.

455) Geeroms, para.2.465. 
456) Esplugues/Lelesias/Palao, p.192 각주48 참조.
457) C. Cass., first civil chamber, 21.11.2006, Bull. Civ., no 500, Rev.crit.dr.int.priv. 

2007, p.575. Esplugues/Lelesias/Palao, p.192에서 재인용.
458) Esplugues/Lelesias/Palao, p.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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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한 국가 내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방법

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각

국에서 모두 가능한 선택이다. 다만 일부 국가는 입법을 통하여 법정지

법의 적용을 명문으로 규정459)하고 일부 국가들은 명문규정 없이 실무상 

그렇게 처리한다.   

  (1) 법정지법을 널리 적용하는 이유 및 장점

  외국법 불분명 시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는 곤혹스러운 

문제이다.

  영국의 예를 보자. 영국은 외국법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

인 국가이나 외국법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의 처리를 보면 오히려 사실

설의 입장에서 벗어난다. 사실설을 견지한다면 외국법을 입증하지 못할 

때 법원은 외국법을 근거로 하는 일방 당사자의 주장을 거부하거나 청구

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국은 오히려 법률설의 입장으로 기울었

다. 즉 외국법의 내용이 영국법과 일치한다고 추정함으로써 영국법을 적

용한다. 이에 대해 어떤 학자는 외국법을 종래 사실로 보았지만 외국법

을 적절히 입증하지 못할 때 오히려 영국법과 동일한 것으로 변화되어 

법률의 성질을 띠게 된다고 평가한 바 있다.460) 실무에서는 법정지법과 

외국법의 동일성을 가정함으로써 법정지법의 적용을 합리화하고자 시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는 논리상의 모순이 현저하므로 합리적 근거

가 없다. 영국학자도 "추정"이라는 것을 포기하여 외국법을 입증하지 못

한다면 바로 법정지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

다고 주장한 바 있다.461) 따라서 영국에서 법정지법의 적용은 이론이나 

법 전통에서 그 이유를 찾아내기는 어렵다.

459) 예컨대 1987년 스위스 국제사법 제16조는 "적용될 외국법의 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때에
는 스위스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78년 오스트리아 국제사법 제4조는 "충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내에 외국법을 조사할 수 없는 때에는 오스트리아법을 적용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각국의 국제사법』, 2001, 71면 번역문 참조.

460) Jänterä-Jareborg, p.179, 330.
461) Dicey/Morris, pp.23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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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 법률설을 취하는 독일에는 외국법 불분명시 법정지법을 적용하

는 것에 대해 충분한 이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법이 법률

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성질결정으로부터 외국법 

불분명 시 법정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독일 학자는 실무에서 법관들이 다른 방식과 비하여  법정

지법의 보충적인 적용을 선호하는 원인을 분석한 바 있다. 즉 법정지법

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법을 적용한다면 깊이 있는 추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반대에 부딪히기 쉽기 때문이다.462)

  따라서 법정지법의 적용은 어떤 견실한 기초가 있다고 하기보다는 실

용주의적인 고려에 기초한 것으로서 전통이나 이론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법 불분명 시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방법의 장점은 분명하다. 한편

으로는 법관의 입장에서 보면 법관들은 자국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잘못 

적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법 불분명 시 법정지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는 입법 또는 판례가 

있으면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예견할 수 있고 소송지연의 우

려가 없다.

  (2)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방법의 단점

  외국법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방법의 단점도 

분명하다.

  우선 당사자 또는 법관이 이를 외국법의 적용을 회피하고 법정지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당사자가 외국법을 증명하는 

책임을 지는 경우에 외국법을 입증하지 않기만 하면 저촉규칙을 배제하

여 법정지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법관은 보편적

으로 내국법의 적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외국법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바로 내국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법관이 외국법의 조사에 소극적으

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462) Esplugues/Lelesias/Palao, pp.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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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법정지법의 일률적인 적용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적절한 것

은 아니다. 예컨대 문제된 사안에 대해 법정지법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 특히 그러하다. 또한 법정지법이 원래 적용될 외국법과 법률 전통

이 완전히 상이한 경우 법정지법을 적용한다면 실제로 당사자에게 공평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나. 청구를 기각하는 방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영국에서 일부 경우에는 청구가 기각되었다. 미

국의 재판실무에서 보통법계 국가가 아닌 국가의 외국법을 확인할 수 없

을 때에는 법원은 청구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

다.463)464)

  (1) 이유와 장점

  청구를 기각하는 방식은 외국법사실설을 근거로 하는데, 이에 의하면 

외국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송상 당사자가 청구원인이 되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나 항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처럼 원고의 

청구이든 피고의 항변이든 기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465) 

   또한 청구를 기각하는 방식도 허용하는 스페인 법원466)은 청구기각의 

방식에 대하여 다른 이유를 천명하였다.467) 즉 저촉규칙은 강행법 성질

을 띠고 있는데 그에 따라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경우에 다른 

법을 적용한다면 강행법인 저촉규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식에 따르면 저촉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당사

463) 黃進、杜煥芳，“‘外國法的查明和解釋’的條文設計與論證”，《求是學刊》 2005年第2期, 72
页.

464) 네덜란드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외국법 불분명의 경우를 처리하는 판례도 있다.   
Geeroms, para.2.452.

465) 朴基甲, 『국제사법총론-법률충돌이론을 중심으로』, 삼무사, 1996, 218면.
466) 스페인에서 외국법 불분명 시 스페인법을 적용하는 것과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모두 가능

하다. Esplugues/Lelesias/Palao, pp.363.
467) 肖芳, 145页; Marta Requejo, "Foreign Law before the Spanish Courts: the Need 

for a Reform",
http://conflictoflaws.net/2009/foreign-law-before-the-spanish-courts-the-need-for
-a-reform/  (검색일: 201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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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외국법을 입증하지 않는 방법으로 스페인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

을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청구를 기각한다면 사법의 예견가능성을 보

장할 수 있다. 즉 어느 경우이든 저촉규칙에 의해 지정된 준거법과 상이

한 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외에도 청구를 기각하는 데는 현실적인 고려도 있다. 미국 학자인 

Sass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하는데,468) 외국법의 내용

이 일부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와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며 준거 외국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제소된 경우에 법정

지법의 적용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2) 단점

  소송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단지 외국법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바로 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면 실질적 분쟁

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분쟁해결이라는 소송의 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며 시간과 비용의 낭비도 초래된다.

  

  다. 근사(近似)법 또는 조리를 적용하는 방식 

  (1) 근사법 및 조리의 판단

  앞에서 보다시피 미국과 독일에서 외국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래 

적용되어야 하던 외국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또는 일반적인 원칙 

등을 적용한 사례나 학설이 있다. 전자의 경우, 표현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또는 유사한 법이라 하는데 그 실질적인 취지는 원래 지정된 준

거법과 유사한 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학설은 이를 근사법설이라 부른

다. 후자의 경우, 한국의 학설은 이를 일반적으로 조리설이라고 칭하고 

있는데469) 광의의 근사법은 조리를 포섭한다고 생각되고 또한 양자 사이

에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468) Stephen L. Sass, "Foreign law in Federal Court", 29 Am. J. Comp. L. 97, 112 
(1981).

469) 신창선·윤남순, 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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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사법의 판단에 있어서는 법원의 실무를 보면 통상적으로 지정된 준

거법과 일정한 계승관계가 있는 법 또는 동일한 법전통을 가지고 있는 

법을 근사법으로 본다. 예컨대 원래 적용될 법의 모국법이 그의 근사법

으로 될 수 있다.470) 일본에서 종전 시행되어온 법령에서 준거법의 내용

을 추인한 판례도 있었다.471) 

  조리(條理)는 사물의 본성, 사물의 자연적인 이치, 사물의 본질적 법

칙, 사물의 도리, 사람의 이성에 기하여 생각되는 규범472)으로서 외국법 

적용에 있어서 상이한 견해 및 표현이 나타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미국과 독일에서는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될 수 있고 국제 통일법 또

는 모델법 혹은 상관습법이 일반원칙의 내용이 될 수 있다. 국제적인 통

일규범을 제외하고, 각국의 조리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 점을 승인하면 

외국법 적용 문제에서 말하는 조리는 법정지법의 조리인지 아니면 준거

법 소속국의 조리인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에 대해여 상이한 견해도 존

재하고 있다.473) 

  (2) 장점

  근사법 및 조리의 적용은 논리상의 장점이 분명하다. 이론상으로는 원

래 지정된 준거법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그의 유사한 법 또는 일반적

으로 승인된 조리를 적용하는 것은 지정된 준거법을 적용하는 결과에 가

장 가까운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 또한 근사법 또는 조리의 보충적인 

적용은 준거 외국법 확인불능을 구실로 법관이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충

470) 독일의 초기의 어떤 판례에서 한 에콰도르 사람이 그의 父의 유언에 의해 상속권이 박탈
되었는데, 그 당시에 제1차 세계전쟁으로 인해 에콰도르법을 취득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법
원은 에콰도르 민법이 칠레 민법을 모델로 작성된 것을 알고 칠레법을 적용하는 것은 독일
법을 적용하는 것에 비하여 더 적절하다고 보아 칠레법을 적용하였다. 马丁·沃尔夫著, 李浩
培、汤宗舜 译, 《国际私法》, 法律出版社, 1988, 323－324頁 참조.  

471) 피정현, 「민사소송에서 외국법의 적용」, 『비교사법』 제7권2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0 
827면.

472) 이영준, 『민법총칙』 개정증보판, 박영사, 2007, 29면.
473) 郭玉军, "论外国法的查明与适用"，《珞珈法学论坛》 第6卷, 武汉大学出版社, 2007, 第247

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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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억누를 수 있다. 

  (3) 단점

  합리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근사법 또는 조리를 적

용할 때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첫째, 근사법의 인정은 까다로운 문제이다. 근사법의 인정에 대해 객

관적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렵다. 일정한 계승관계를 근사법의 인정기준

으로 하는 것은 실무에서의 일반적인 접근방법이다. 그러나 현재 단일한 

법 전통을 계승한 법체계가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중국의 예를 들면 중

국은 대륙법 전통을 계승한 국가로서 법체계에 대륙법의 흔적이 현저하

다. 그러나 대륙법 전통을 제외하고 중국의 법체계는 전통 중화법계, 영

미법, 구소련의 이른바 사회주의 법의 영향도 받았다. 법체계전체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법률에서도 2가지 이상의 외래 영향을 받고 있거나 자

국이 스스로 창설한 경우도 드물지 않다. 예컨대 중국의 물권법은 전체

로 독일과 같은 대륙법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독특한 토지제도로 인해 토

지도급경영권과 택지사용권 등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였다. 그러

한 경우, 어느 법을 근사법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쉬운 것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는 준거법 소속국의 구법을 근

사법으로 적용한 판례가 있다. 일반적으로 구법은 현실의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된 것이므로 구법을 적용하는 것이 법정지법보다 더 합

리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둘째, 조리의 인정이 어렵다. 조리의 적용은 지정된 준거법인 외국법

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에 기인하는 것이다. 조리를 본래 적용할 외국

법과 가장 가까운 해결방법으로 이해한다면, 당해 외국법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그 기초인 외국법의 가치체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조리를 법정지 국가의 조리로 인식한다면 그

것이 법정지법의 적용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셋째, 당사자가 준거법의 지정을 예측할 수 없다. 근사법의 인정에는 

확정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는 최종적으로 어느 법이 적용될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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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예견할 수 없다.    

  라. 보충적 연결점에 의하여 지정된 다른 외국법을 적용하는 방식 

  앞에서 보다시피 일부 국가들이 외국법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저촉

법규칙에 규정된 보충적 연결원칙에 의해 지정된 다른 준거법을 적용한

다. 예컨대 앞에서 언급한 독일의 판례는 이러한 방식으로 외국법의 확

인불능을 해결한 적이 있다. 그 밖에 이탈리아 국제사법도 이러한 방식

을 명시하고 있다.474) 

  보충적 연결점에 의해 지정된 다른 준거 외국법을 적용하는 방식은 국

제사법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만일 보충적 연결점에 의

해 지정되는 준거법이 다른 외국법이라면 해당 외국법의 내용을 파악하

고 사건에 적용하기 위하여는 해당 외국법에 대한 조사절차가 처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사절차에는 필요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일

정한 시한 내에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는 소송의 특징을 고려하면 해당 

방식이 외국법 확인불능 시의 일반적인 취급방식으로 될 수 있는지는 의

문이다.  

  
III. 소결

  외국법의 불분명 또는 외국법의 확인불능은 법관이나 당사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의 내용을 확

인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외국법의 흠결과 구별된다. 외국법 

불분명에 대한 인정 기준의 설정은 매우 중요한데 일률적인 기준을 두기

는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는 탄력적인 “합리성”이라는 기준에 의지할

474) 1995년 이탈리아 국제사법 제14조 제2항은 "당사자의 협력에 의해서도 법원이 주장된 외
국법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규정된 다른 연결
표지의 도움으로 지정된 법을 적용한다. 이러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탈리아 법
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각국의 국제사법』, 2001, 234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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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밖에 없다. 합리성이라는 기준에 대한 파악에 있어서는 사실인정 

기준을 참작하면서 외국법을 확인하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합리성이라는 기준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법관의 확인 권한을 제약하는 

메커니즘도 도입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외국법의 불분명 상태를 확인하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

는지가 문제된다. 각 대표적인 국가의 입법과 실무를 고찰한 결과 대체

로 법정지법의 적용, 법정지법의 유추적용, 청구기각, 근사법 및 조리의 

적용과 보충적 연결점으로 지정된 준거 외국법의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처리방식에는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생각건대 영국 법원의 실무와 같은 법정지법의 유추적용에는 논리적으

로 모순이 있고 결과적으로 법정지법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수

용하기 어렵다. 청구를 기각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경우나 협력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

지 않는 행위를 징벌하는 목적으로 채택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외국법

적용에 대한 회피를 방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청구를 기각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합리성이 있다. 하지만 법원이 외국법을 조사하는 의무를 지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입증, 협력의무가 있지만 실제로 이행할 능력이 부

족한 경우에도 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또한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외국법이 순수한 사실이 아닌데 순수한 

사실의 증명에 적용되는 원칙을 외국법에 대한 증명에 적용하는 것은 적

절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청구를 기각하는 것은 분쟁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를 기각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충적 

연결점에 의해 지정된 다른 준거 외국법의 적용은 실무에서 소송의 특성

에 맞추지 않고 법관이나 당사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므로 바람직

하지 않다. 

  각 처리방법 중 법정지법의 적용은 널리 인정되는 방법이다. 사견으로

는 외국법이 불분명한 경우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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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정지법의 적용은 국제사법

의 이념이나 법리에서 이끌어내는 방안이 아니라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여 채택된 것으로서 황당한 결론에 이를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

을 피하기 위해 보충적인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때 조리를 적

용하는 것은 보충적인 방안으로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외국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정지법을 적용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의 제반 사

정에 비추어 볼 때 법정지법의 적용이 지나치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때 조리를 적용할 수 있다. 조리의 내용으로서는 어느 국가의 법질서 일

부로서의 추상적인 원리나 원칙보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으로서의 통

일법이나 혹은 모델법을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

게 하면 일정한 정도로 법적 불안정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

제4절 외국법의 해석

  
  준거법인 외국법의 내용이 확인되면 법관이 확인된 외국법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여 쟁점을 해결하는 사법과정이 시작된다. 법의 적용과정

에서 제정법의 적용과 판례법의 적용은 상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제정법

의 적용과정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다.475) 첫 번째 단계에서는 법률해석

을 통하여 법률텍스트의 의미면적을 확정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법률이 적용될 사실을 소송절차에서 확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

는 확정된 사실에 법률을 적용한다. 대륙법계 국가의 제정법의 적용과정

과 달리 영미법국가에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을 적용하므로 위 삼단논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선례구속의 원칙에 의하면 법원이 어떠한 사건에 대하

여 판결을 내릴 경우, 판사는 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양 사건의 구

체적 사실을 비교·검토하여 양 사건의 주요사실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475) 이상돈, 『기초법학』 제2판, 법문사, 2010, 3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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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전 사건의 판결을 적용하여 판결하여야 한다.476) 그리하여 판

례법의 적용과정은 아래와 같다. 즉 ➀ 같은 관할권 내에 같은 혹은 유

사한 사실내용의 하나 혹은 복수의 판례를 탐색하고, ➁ 이들 판결에서 

도출되는 법원칙에 대하여 고찰하며, ➂ 이러한 법원칙을 계쟁사건에 적

용하는 과정을 거친다.477) 적용과정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해석478)

함을 통해 확인된 일반적인 법원칙 또는 법규정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

하는 것은 모두 필요한 단계이다. 법정지법이 아닌 외국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해당 단계에서 어떠한 특별한 문제를 초래하는지를 고려할 만하

다. 이를 위하여 아래에서는 먼저 법해석의 일반론을 정리하고(I)479), 그 

다음에는 외국법 해석 및 적용의 특수한 문제를 제시하며(II), 현재의 일

반적인 견해에 대하여 살펴보고 검토하기로 한다(III).

I. 법의 해석

 

  1. 법해석 개념의 정리
  법해석은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지 유권해석에 있어서는 

입법적 해석, 사법적 해석 및 행정적 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480) 본 논문

에서 소송절차에서의 외국법의 적용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법적 해석에 

한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즉 해석의 주체는 법원에 한한다.

   대륙법계에서는 법해석이란 성문법을 둘러싸고 전개된다. 관습법은 

476) 이상윤, 『영미법』 개정판, 박영사, 2009, 32면.
477) Fukuda Moritoshi 저 박덕영 역 『미국법과 법률영어』 ,박영사, 2009, 23면. Edward H. 

Levi, "An Introduction to Legal Reasoning",  15 U. Chi. L. Rev. 501, 501 
(1947-1948). 

478) 판례법의 경우, "판례법을 해석한다"는 표현이 있지만 그 의미는 성문법에 대한 해석과 다
른 점이 있다. 아래 I 에서 참조. 

479) 법해석학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고 각국마다 견해나 입장도 다르다. 본 절은 외국
법 해석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해석 일반론에 대해서
는 필자가 입론의 기초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만 정리하는데 그치고, 각국의 학설 모
두를 검토하지는 않는다.

480) 육종수·김효진, 『법학기초론』, 박영사, 2010, 50-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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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부분이 민족생활의 인습에 기인한 것으로 구체적 색채가 농후하기 

때문에 해석에 있어서는 곤란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논의할 필요성이 크

지 않다는 견해가 있지만481) 관습의 내용을 확인하고 법적 확신의 유무

를 판단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것은 관습법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482) 

영미법계에서는 법의 해석을 성문법에 대한 해석과 판례에 대한 해석으

로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자는 "성문법의 해석

(interpretation of statue)"이라고 하고,483) 후자는 "판례법의 해석

(interpretation of case law)"이라는 경우가 있으나 판례에서 도출된 규

칙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규칙의 해석(interpretation of rule)"이라고 

하기도 한다.484) 또한 판례법의 적용에서 "규칙의 해석" 보다 "법추론

(legal reasoning)"에 더 치중하는 것으로 보인다.485) 여러 용어에 차이

가 있지만 본 절에서는 법원이 개별적인 분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준거법인 외국법(즉 외국의 판례법을 포함)을 사안에 적용하는 작업을 

논의의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법관이 판례법을 구

체적인 사안에 적용하는 작업에 대해서도 법해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로 한다. 

 

  2. 법해석의 기능
  법해석의 일차적 필요성 또는 기능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규의 의미

를 파악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많은 경우 큰 어려

481) 육종수·김효진, 48면. 
482)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민법강의 I)』 제9판, 박영사, 2013, 47면.
483) 법의 해석의 영미식 표현이 보통 2가지가 있다. 즉 “interpretation of statute”와 

“construction”이다. 양자는 보통 동의어로 간주되는데 엄밀하게는 다른 법해석 방법을 반
영하고 있다. 전자는 문언으로부터 의미를 확인하는 데 반하여 후자는 "해석의 과정
(process of construing)"이라는 뜻으로 불분명한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 법을 해석함을 의
미하다. Bryan A. Garner, A Dictionary of Modern Legal Usage (2nd Edition), 法律出
版社(中国) 2003, p.209 p.462. 

484) 한국에서는 판례법의 해석을 "개개의 판결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합리성을 추상하여 일
반적인 법규범을 구성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곽윤직·김재형, 47면.

485) 영어 문헌에서 보통 의미에 따라 용어를 사용한다. 이 점을 Levi, pp.501-5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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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초래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문법에서 법해석은 특히 다음의 경우 

어려움을 초래한다. 첫째, 성문법에 내재하는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피할 

수 없는 법의 흠결486)을 보충하는 데487) 있고, 둘째, 법규 자체가 탄력적

인 규정인 경우 법의 해석을 통하여 이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시키는 

데 있다.488) 또한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활동은 일정한 정도로 새로운 

법을 창조하는 의미를 띠고 있으며489) 법을 발전시킬 수 있다.490) 따라서 

법해석의 기능은 주로 3가지라고 할 수 있다. 즉 추상적 또는 탄력적인 

법규정이나 법원칙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 및 해석을 통하여 법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486) 문헌상으로 “법(률)의 흠결”, “법률의 흠” 또는 “법의 틈” 등 여러 가지 용어들이 혼
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흠”이라는 용어는 “흠결”보다 더 기능적합적이라고 평가
하는 견해도 있다. 최봉경, 「법률의 흠」, 『연세법학연구』 제10집 제1권, 2003, 26-28
면. 외국법이 문제된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킬 때에는 
항상 “외국법의 흠결”이라고 한다. 표현의 일치를 위하여 여기서 “법률의 흠”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법의 흠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487) 법학방법론상 법해석과 법 흠결의 보충을 분리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관에 
의해 법률“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법률로부터 해당되는 
사안에 대한 법을 찾아내는 것은 “법발견”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여 “법의 흠결”의 경
우에는 법관이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 추론 등 방법으로 법 흠결을 보충하는 
것은 “법형성”이라고 한다. 김영환, 『법철학의 근본문제』, 240면. 그러나 법 해석이 법
률에 내재하는 규범적 의미를 찾아내어 구체적 사안에 귀속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법
의 흠결의 보충은 있어야 할 법규의 법률효과를 귀속케 하는 의미에서 넓은 의미의 법
해석에 해당한다. 김형배, 「법률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민사법을 중심으로」,  『법률행정
논집』 15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977, 30면. 따라서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본 논
문에서 흠결의 보충을 논의할 때 넓은 의미의 법해석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488) 법해석의 필요성에 관하여 자세하게는 육종수·김효진, 46-50면 참조. 
489) 金赫基, 「법해석에 의한 모호성 제거의 불가능성」, 『법학』 제50권 제1호, 서울대학교  

2009, 125면. 대륙법계에서의 법률 흠결의 보충은 진정한 입법행위가 아니라 새 법을 
창조하는 시도뿐이라는 견해도 중국에 있다. 해당 견해에 따라 법률 흠결의 보충은 사
법권의 행사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률가치의 판단에 근거하여 어떤 법률 견해를 
취하여 이를 재판의 근거로서 사건을 판결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법률의 효력이 없기 때
문이다. 梁慧星, 《民法解释学》， 中国政法大学出版社, 1995, 265页.

490) 拉伦茨(Karl Larenz)著, 米山隆译, 《法学方法论》，劲草书房, 1991, 558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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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해석의 방법
  성문법의 성문법의 해석방법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사비니가 

문리적 해석, 논리적 해석, 역사적 해석과 체계적 해석이라는 4개 해석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491) 이것은 전통적인 법해석방법으로서 한국에 

수용되어 대체로 타당한 분류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근자에는 논리적 

해석 대신에 목적론적 해석이 타당하다고 본다.492) 중국학자들은 위 전

통적인 법해석 방법을 기초로 여러 가지 분류방법을 제시하였지만493) 전

체적으로 보면 사비니의 전통적인 법해석방법의 범주를 넘어서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법해석의 목적 
  법해석의 목적은 법해석의 방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해석의 목

적에 따라 법해석방법을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 즉 해석의 목적에 따라 

법해석방법은 입법자의 의사 내지 의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방법, 법의 이성 내지 목적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방법, 법문

의 의미를 언어관계에 따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494) 그러나 법해석의 목적은 법해석의 방법과 일대일로 대응되

는 것이 아니다. 

  법해석이론에 따라 법해석의 목적에 관하여는 주관설, 객관설, 절충설 

등 몇 가지 학설이 존재하고 있다.495) 주관설 또는 주관적 해석론에 따

491) 이영준, 『한국민법론(총칙편)』, 박영사, 2003, 24면. 권순희, 「전통적 법해석방법과 법률해
석의 한계」,  『법학연구』 4권1호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36-157면.

492)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65면. 
493) 예컨대 중국 타이완의 학자는 법해석 방법을 문리적 해석, 논리적 해석 및 사회학적 

해석으로 나눈다. 杨仁寿，《法学方法论》, 三民书局, 1987, 123-166页. 중국대륙의 학자는 
비교법적 해석 방법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교법적 해석을 독립적인 법
해석 방법으로서 문리적 해석, 논리적 해석, 비교법적 해석 및 사회학적 해석 등 법해석 방
법을 제시하였다. 梁慧星, 《民法解释学》, 中国政法大学出版社, 1995, 214页.

494) 최봉철,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비판」, 『법철학연구』 제2권, 한국법철학회, 1999, 272면; 
최봉철, 『현대법철학』, 법문사, 2007, 261면 이하 참조. 

495) 김영환, 『법철학의 근본문제』, 홍문사, 2008, 284-28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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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면 법해석의 목적은 법률의 제정 당시 입법자의 의사를 탐구하는 데 

있다. 객관설 또는 객관적 해석론에 따르면 법률이 제정되자마자 입법자

로부터 벗어나 객관적 존재가 되고, 입법자가 입법 당시 법률에 부여한 

의미, 관념과 기대는 구속력이 없으며, 구속력을 지니는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법률 내부의 합리적인 의미이므로 법 해석의 목적은 법률 

내부의 합리성에 부합하는 제 목적을 탐구하고 천명하는 데 있다. 주관

적 해석론과 객관적 해석론은 각자의 약점496)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

부분의 해석론들은 이 양자를 상호보완하는 절충설을 취하고 있다.497) 

즉 주관설과 객관설이 각각 부분진리를 지니기 때문에 항상 같이 고려되

어야 하는데 해석의 출발점은 법문의 일상적인 의미의 폭이며, 이 폭은 

입법자의 의사와 법의 목적에 의해 그 가능한 범위가 확정된다는 것이

다.498) 

 II. 외국법 해석의 특수한 문제

  

  내국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국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외국법의 해

석이 필요하다. 외국법에 대한 조사와 증명을 거쳐 취득된 외국법에 관

한 자료를 어떻게 이해할지, 어떻게 해석할지를 결정한 후에야 비로소 

외국법을 문제된 사안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외국법에 대한 해

석에 대하여도 내국법의 해석과 같이 일반 법해석이론을 적용할 수 있지

만, 해석자로서의 법관은 낯선 대상인 외국법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유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각국의 법해석 방법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법을 해석할 때 법원이 어느 국가의 입장에 서서 해당 준거

법을 해석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리고 법정지의 법관이 법해석으

496) 주관설의 약점은 항상 변화하는 생활관계에 따른 법문의 의미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데 있으며, 객관설의 약점은 언제나 법문의 의미를 넘어서서 법창조를 할 수 
있다는 위험이 내재한다는 데에 있다. 김영환, 『법철학의 근본문제』, 285-286면. 

497) 김영환, 전게서, 286면. 
498) 김영환, 전게서, 2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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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외국법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아래에서는 먼저 각

국의 외국법 해석에 관한 이론이나 실무를 고찰하고 비교한 후에 외국법 

해석에서의 위와 같은 특유의 문제에 대한 사고의 방향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1. 각국의 입법과 실무
  가. 영국

  (1) 해석자의 입장

  어느 영국 학자는 제출된 외국법에 관한 자료에 대한 "법원의 역할은 

해당 외국의 법관이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지를 예측하는 데 있다"

고 설명한 바 있다.499) 따라서 영국에서는 문제된 외국법의 소속국의 법

원의 입장으로부터 해당 외국법을 해석한다는 것이다. 

  문제된 외국 법원의 해석방식을 예측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법 소속국

의 해석 규칙도 파악해야 한다. 영국에서 외국법의 자료가 증거의 방식

에 한하기 때문에 외국법 해석규칙도 입증대상이다.500) Harley v. Smit

h501)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은 Sharia법 해석규칙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영국법관이 Sharia법을 해석하는 것은 자신의 권한을 유월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외국법을 사실로서 취급하기 때문에 외국법에 대한 

해석은 실제로 외국법 소속국 현실적인 해석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

다. Kirby 법관은 Neilson v. Overseas Projects Corporation of Victoria Lt

d.502)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표현으로 이 점을 제시하였다. 즉 "법정지의 

법관의 의무는 외국법관의 지위에 서서(step into the shoes of a foreign 

judge) 외국법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법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 아니고, 증거 또는 다른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외국법원이 그

499) Feniman, 2010, para.6.51.
500) Esplugues/Lelesias/Palao, pp.395-396.
501) [2010] E.W.C.A. Civ 78.
502) [2005] HCA 54, at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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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기된 사건의 심리단계에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를 어떻게 해결할지

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Kirby 법관의 논술은 법정지법관이 취득한 자

료의 제한을 받으므로 실제로 외국법 소속국 법관만큼 외국법을 적용할 

수 없는 점을 지적했지만 법정지법관은 외국법 소속국의 법관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상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외국법 해석 규칙에 대한 파악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보인다. 외

국법 소속국의 해석규칙에 따라야 하지만, 만일 전문가 증언이 서로 불

일치한다면 외국 법원의 해석을 규율하는 규칙이 영국과 상이하다는 증

거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외국법의 맥락(context) 하에서 법규의 용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법관은 영국의 규칙에 따라 

외국법을 해석할 수 있다.503) 

  따라서 영국에서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자국의 해석방법에 따라 외국법

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법 소속국의 법관의 해당 외국법에 대한 

가능한 처리방법을 파악하여 해석한다고 주장한다.504) 다만 법관에게 스

스로 조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취득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해석의 결과는 외국법 소속국 법원의 해석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2) 외국법 흠결의 처리

  영국에서는 저촉법의 임의적용으로 인해 당사자가 스스로 준거법인 외

국법의 흠결을 피할 수 있다. 즉 심리 전 단계에서 당사자들은 자신이 

주장한 청구원인 또는 권리가 적용될 준거법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

단하면 자신이 제기한 주장을 되도록 수정함으로써 법원을 설득하여 다

른 법을 준거법으로 하도록 할 수 있다.505)

503) Geeroms, para.2.405. 
504) 한국에서 "영미법계에서 전통적인 입장에서 외국법을 사실로 보고 있으므로 법정지의 입

장에서 외국법을 해석한다"(장문철, 「국제사법상의 외국법의 증명과 적용」, 『안암법학』 
1994, 478면)는 인식이 있었지만 아래 본 바와 같이 영국 학자의 저서 및 관련된 판례를 보
면 이러한 표현이 그렇게 엄밀하지 않을 것 같다.

505) Esplugues/Lelesias/Palao, p.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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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일부 저촉법 규칙이 정책적인 문제(a matter of policy)로서 임의

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지정된 준거법의 적용을 회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외국법의 흠결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에 관련하여 외국법의 흠결을 외국법 입증불능과 엄격하게 구별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506) 즉 외국법 입증불능의 경우에는 법정지

법인 영국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외국법 흠결의 경우에는 법

정지법으로 지정된 준거법을 대체하여 적용하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

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저촉법 규칙이 실제로 적용되

지 않기 때문이다. 판례를 보면 영국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되도록 

외국법 소속국 법원의 입장을 추측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507) 

  나. 미국

  (1) 해석자의 입장

  미국 법원이나 학자 모두 외국법의 해석에 대하여 특별히 주목하지 않

는 것으로 보인다.508) 다만 실무에서 연방법원이나 주법원은 원칙적으로 

외국법 소속국의 법원이 어떻게 적용할지에 따라 외국법을 적용한다.509) 

  (2) 외국법 흠결의 보충

  외국법에 관련된 선례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법 소속국 법원의 처리방

식을 상정하는 것을 거절하여 스스로 성문법의 규정에 따라 해석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예컨대 Bamberger v. Clark510) 사건에서 분쟁된 

사항인 독일민법 제242조의 적용에 대해서는 법원은 독일법원이 해당 조

항을 어떻게 적용할 지를 추측하지 않고 해당 법의 의도(intention)에 따

라 해석한다고 인정하였다. 그 이유는 외국법 소속국의 법원도 법을 잘

못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506) Esplugues/Lelesias/Palao, p.403.
507) Evera S. A. Commercial v. Bank Line, Ltd., (The Glenbank)[1961]. Geeroms, 

para.2.404.
508) Geeroms, para.2.406.
509) Andrew N. Adler, "Translating & Interpreting Foreign statutes”, 19 Mich. J. Int'l 

L. 37, 87 (1997-1998). 
510) 390 F.2d 485(D.C. Cir.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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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미국법관에게는 스스로 자료를 수집할 권한이 있으므로 외국의 

성문법에 관한 판례가 없을 때 외국법의 학술저술에 도움을 구할 수 있

다.5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법해석의 곤란으로 인하여 법관들이 외국법의 

적용을 회피하고 대신에 법정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음으로써 

법정지법을 적용한 사례가 많다.512) 공서나 내국법 이익이라는 것이 항

상 제시되는 근거이다. 예컨대 상속의 준거법이 다투어진 Wyatt v. 

Fulrath513) 사건에서 저촉법 규칙에 따라 스페인 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리법원인 뉴욕주 법원의 다수의견은 재산을 뉴욕주에 투자하

거나 보관하는 것을 선택한 외국인에 대하여 뉴욕주의 규칙을 적용할지, 

그리고 재산 소유자가 뉴욕주법에 의하려고 하는 공식적 합의나 묵시적 

의사를 존중할지 여부는 공서문제라는 이유로 법정지법인 뉴욕주법을 적

용하였다.514)  

  다. 독일

  (1) 해석자의 입장

  독일 법원은 외국법이 외국에서 적용되는 실상과 같이 외국법을 적용

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515) 뿐만 아니라 판례에 따르면 외국법의 

511) Geeroms, para.2.408.
512) Jacob Dolinger, "Application, Proof, and Interpretation of Foreign Law: a 

Comparative Study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12 Ariz. J. Int'l & Comp. Law 
225, 266 (1995).

513) 211 N.E. 2d.637 (1965). 
514) 해당 사건의 쟁점은 한 스페인 부부의 뉴욕 주내 재산에 대하여 스페인법을 적용하여

야 하는지 아니면  뉴욕주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였다. 스페인법을 적용한다면 夫가 사망
한 후 처가 재산의 절반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뉴욕 주법에 따르면 부부공동재산의 
전부가 처에게 귀속될 것이다. 해당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취한 Desmond 법관은 다수
의견이 적어도 3가지 저촉법 규칙을 무시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즉 ① 소유자의 주소지
법이 개인 재산의 양도를 지배한다. ② 혼인주소지(matrimonial domicile)법이 부부 
간의 재산과 계약 권리를 지배한다. ③ 해당 재산이 개인 재산인지 부부공동재산인지는 
혼인주소지법에 의한다. Desmond 법관의 견해에 따르면 스페인법이 준거법이어야 한
다.

515) Geeroms, para.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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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은 외국법상의 해석규칙의 적용을 포함한다.516) 

  (2) 외국법 흠결에 대한 보충

  독일에서는 법해석으로 외국법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고 해석은 준거

법의 문리 또는 외국법 소속국의 일반적인 법해석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517) 실무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외국법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 예컨대 1955년의 한 사건518)에서 독일 브레멘주고등법원

(Oberlandesgericht)은 외국법을 조사하여 전문가의견을 통하여 준거 외국

법 소속국 법원이 다른 외국법을 인용하여 자국의 성문법을 해석하는 방

법을 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방법으로 준거법인 외국법을 

적용하였다. 해당 사건에서 룩셈부르크법에 의하여 이혼 여부를 판단하

여야 하였는데 전문가의견에 따르면 룩셈부르크법원에서는 프랑스법이나 

벨기에법을 참조하여 해당 문제를 판단하는 실무가 있었다. 결국 독일 

브레멘주고등법원도 프랑스법과 벨기에법을 참조하여 룩셈부르크법을 해

석하였다.  

  또한 실무에서 외국법률 자체가 쟁점이 된 문제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독일법관은 준거법에 영향을 미친 모법에 근거하

여 준거법인 외국법의 흠결을 보충한 사례가 있다.519) 해당 사건에서 부

부의 일방이 상대방을 위해 소송비용을 선불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는 준거법으로서의 터키법에 성문법이 없었으며 판례법도 없었다. 터키

민법전이 스위스민법전을 모델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독일의 심리법관은 

스위스의 판례법에 따라 터키법을 해석하였다.

  

  라.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준거법 소속국의 해석 규칙에 의하여 해당 외국법이 그

516) Geeroms, para.2.411; Esplugues/Lelesias/Palao, p.104.
517) Esplugues/Lelesias/Palao, p.104.
518)  OLG Bremen, MDR 1955, 427, 427. 이하 사건에 대한 소개는 Geeroms, para.2.414

에서 재인용.
519) AG Berlin-Charlottenburg, IPRax 1983,128. Geeroms, para.2.413에서 재인용.



- 168 -

의 소속국에서 진정한 적용상황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

만 외국법 흠결 시 법관은 외국법 확인불능으로 인정하여 법정지법인 프

랑스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다.520) 

  2. 비교 및 검토
  가. 해석자의 입장

  (1) 해석자의 입장에서의 일치성

  법의 해석자의 입장에 관하여는 각국의 태도는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

인다. 즉 외국법이 그의 소속국에서 적용된 상황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

다고 본다. 위에서 예로 든 국가뿐만 아니라 유럽대륙에서 법원은 외국

법원의 입장에 서서 외국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가 보편적이다. 일부 

국가들은 국제사법 법전에서 이러한 접근방식을 명문으로 규정한다. 예

컨대 1978년 오스트리아 국제사법 제3조는 "외국법이 준거로 되는 때에

는 직권으로 그리고 그 본래의 실행영역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적용된

다"521)고 규정하고 있다. 2004년 벨기에 국제사법 제15조는 "외국법은 그 

외국의 당해 외국법에 대한 해석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522)고 규정하

고 있다. 2005년 불가리아 국제사법 제44조는 "외국법의 해석과 적용은 

그 법률의 소속국의 해석과 적용방식에 의해 다루어진다"523)고 규정하고 

있다. 포르투갈 1966년 민법전 제23조 제(1)항은 외국법에 대한 해석은 

당해 외국법 소속국의 법률제도에 따라 하여야 하고 당해 외국 법률제도 

중의 해석규칙에 합치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다.524)  

  (2) 차이

  영국에서는 직권으로 외국법을 조사하는 법관의 권한이 제한되기 때문

520) Esplugues/Lelesias/Palao, p.192.
521) 법무부, 『각국의 국제사법』, 2001, 199면.
522) 梁敏, 单海玲 译, "比利时国际私法典"，《中国国际私法与比较法年刊》 第8卷, 2005, 560页; 

Esplugues/Lelesias/Palao, p.135 참조. 
523)邹国勇, 《外国国际私法立法精选》, 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11, 216页; 

Esplugues/Lelesias/Palao, p.306 참조.
524) Esplugues/Lelesias/Palao, p.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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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외국법 소속국 법원의 입장에 서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만, 제한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진정한 외국법이 아니라 법정지법원이 이해한 외국법이라고 할 수 

있다.525)

  (3) 검토

  위에서 말하는 외국법 해석에 대한 일치된 인식은 국제사법이론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논리적으로 이것은 법관이 법률을 충실하게 적용

하여야 한다는 의무에서 파생되는 결과이다. 저촉법도 일국의 법률이므

로 법관은 이를 충실하게 적용할 의무가 있다. 저촉규칙을 실현하기 위

하여 반드시 외국법을 본래의 적용 상태와 같이 적용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법이론에 따르면 외국법의 해석은 사비니의 국제사법학

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사비니의 이론에 따르면 내국인과 외국인

을 평등하게 다루어야 하고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가 문제될 때에

는 어느 국가의 법원이 문제된 사안을 심리하더라도 동일한 준거법을 적

용하여야 한다.526) 국제적으로 판결의 일치라는 국제사법의 이상을 달성

하기 위하여 각국은 일치한 저촉법 규칙을 채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

이한 국가의 심판자는 저촉법에 지정된 준거법인 외국법을 일치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국제적으로 각국의 법률을 해석할 수 있는 통일적인 

국제법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결의 일치를 달성하자면 각국 법원

은 자국법에 따라 외국법을 해석하는 것을 포기하고 외국법이 그 외국에 

있는 의미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외국법을 해석할 때 외국법의 외국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의미

를 쫓아 해석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문이 없다.

  나. 외국법 흠결에 대한 보충

 법해석 자체는 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기능이 있다. 하지만 내국법 흠결

525) Geeroms, para.2.405. 
526) 신창선·윤남순, 37면; 신창섭, 『국제사법』 제2판, 세창출판사, 2011, 23면; 김연·박정

기·김인유,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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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와는 달리 외국법 흠결 시 모두 해석으로 보충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복잡한 양태를 보여준다. 실무를 보면 해석으로 외국법의 흠

결을 보충하는 경우(독일)도 있고 외국법 흠결 시 바로 법정지법을 보충

적으로 적용하는 경우(프랑스)도 있으며 지정된 준거법인 외국법의 적용

을 여러 가지 이유로 회피하여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경우(미국)도 있다. 

외국법 흠결의 처리방법과 내국법 흠결의 처리방법과의 차이는 외국법 

해석의 내국법 해석과의 차이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1) 외국법 해석의 목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국법 해석의 목적에 관하여는 다양한 학설

이 존재하지만, 입법자의 의사 내지 의도를 규명하는 것과 법의 이성 내

지 목적을 규명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법 해석의 목적 혹은 

외국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외국법 해석의 역할은 중립적인 외부 관찰자로서 외국의 법률, 판례, 

학설 등에 근거하여 외국법의 실제 적용상황을 파악하여 되도록 외국법 

소속국의 법관처럼 외국법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데 있

다.527) 외국법 해석과 내국법 해석의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는 "자국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람은 건축가이다. 그러나 외국법을 적용하는 경우

에는 사진사일 뿐이다"528)라는 비유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2) 외국법 해석의 특수한 곤란

  (가) 외국법 배경에 대한 파악

  법해석은 일정한 정도로 새로운 법을 창조하는 의미를 띠고 있지만 법

관이 개인의 가치판단을 관철하여 임의로 법의 흠결을 보충해서는 안 된

다.529) 즉 법관은 일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법을 해석하여야 한다. 

527) Jänterä-Jareborg, p.230, 231.
528) Werner Goldschmidt 는 이렇게 표현하였다. 이호정, 「최근의 국제사법이론의 동향에 

관한 연구-Kegel과 Juenger의 논정을 중심으로」, 『법학』 특별호 4권, 서울대학교,  
1979, 146면 재인용. 

529) 김형배, 「법률의 흠결과 흠결의 보충-민사법을 중심으로」, 『법률행정논집』 15권 고
려대학교 법학연구원, 1977,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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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윤리관의 변화와 사회구조의 변모는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530) 따라서 법관은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시대적 윤리관의 변화와 사회구조의 변모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

하여 외국법을 해석할 때 법정지법관은 문제된 외국법 소속국의 사회변

화 등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소송은 제한된 기한 내에 분쟁을 해결하

는 과정이다. 소송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영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

들에서 이론상으로는 반드시 증거방법에만 의존하여 외국법 자료를 취득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취득한 외국법 자료는 제한된 것이다. 제

한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외국법뿐만 아니라 외국법 소속국의 사회에 대

해서도 객관적인 인식을 이루는 것을 법정지 법관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

는 것이다. 영국의 실무는 극단적인 예로서 외국법 소속국 법원의 입장

에 서서 외국법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무에서는 제한된 자

료의 범위 내에서 외국법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 

  (나) 해석규칙에 대한 파악

  법의 해석규칙이 다르기 때문에,531) 외국법의 실제 적용상황을 따라 

외국법을 적용하기 위해 외국법 소속국의 법해석 규칙에 따라 해석하여

야 한다. 이것은 독일 등 국가에서 인정된 원칙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

을 엄격하게 준수하기는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해석에 대

해서는 문법적 해석, 논리적 해석, 역사적 해석, 체계적 해석, 목적론적 

530) 김형배, 전게논문, 37면.
531) 예컨대 영국과 미국의 법 전통이 매우 유사하지만 해석규칙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제정법을 해설할 때, 제정법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영국법원은 일반
적으로 문리해석의 방식으로 제정법을 해석하고 입법의 목적 또는 정책원칙을 고려하지 
않는 데 반하여 미국법원은 최초로 제정법의 문리가 명확한지를 판단할 때 제정법의 입
법 목적을 고려한다. 이를 위하여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대다수 법관들은 입법의 역사를 
파악하여 입법의 의도와 목적을 탐구한다. P.S 阿蒂斯（P.S Atiyah）， R.S 萨默斯
（Robert S. Summers）， 《英美法中的形式与实质——法律推理、法律理论和法律制度的比
较研究》（Form and Substance in Anglo-American Law: A Comparative Study in 
Legal Reasoning, Legal Theory, and Legal Institutions ）金敏、陈林林、王笑红译， 
中国政法大学出版社，2005 84页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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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등 다양한 방법을 채용할 수 있다. 일국의 법실무에서는 고정적으

로 한 가지 법해석 방법만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대

하여 적절한 법해석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532) 따라서 특정한 사건에서 

법관이 어느 법해석 방법을 채용할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론적으로 법해석의 방법은 일정한 순서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외국법을 해석할 때 이러한 순서에 따르면 새로운 어

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예컨대 일반적인 법해석에 대해서는 "문리적 해

석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문리해석에 따라 복수의 해석결과가 있는 경

우에만 논리적 해석을 채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중국에 있다.533) 한국

도 법해석 일반론의 차원에 관하여 이와 유사한 입장을 보인다.534) 위에

서 언급한 미국의 판례도 이러한 견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견해에 따르면 외국법을 해석할 때 해석자는 일단 관련된 법의 용어

에 관하여 외국법 체계 하에서 상이한 해석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된

다. 그러나 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법정지 법관이 자신의 지적 배경을 

완전히 버리고 객관적 관찰자의 시각에서 법률용어, 대부분의 경우 번역

532) 예컨대 앞의 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에서 법관은 제정법에 대하여 문리해석을 
위주로 하고 미국법관은 입법의 목적으로부터 법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러나 실무에서 영국법관은 문리해석, 황금해석규칙(Golden rules), 논리해석과 같
은 다양한 해석 방법을 채용하였다. 陈弘毅, “当代西方法律解释学初探”，《中国法学》 
1997年第3期, 105-106页. 미국법관들 중 객관적 문언을  중심으로 하는 법해석 방법론
을 중시하는 자도 있다. 김종구, 「미국 연방대법원의 법해석과 텍스트주의」, 『미국헌법
연구』 제21권 제3호, 미국헌법학회, 2010, 285-311면. 

533) 梁治平, 《法律解释问题》, 法律出版社, 1998, 92页.
534)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은 법해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시하

였다.
   "(법 핵석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이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
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
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
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 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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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법률용어에 대하여 상이한 해석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는 매우 어

렵다.

  (다) 다른 법계의 법에 대한 해석

  외국법 해석의 특별한 문제로서, 법관이 자신의 소속국 법전통과 상이

한 법계에 속하는 외국법의 흠결을 보충할 때 어려움이 더 뚜렷해진다. 

  대륙법계 국가의 법관은 대개 판례법을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

다. 대륙법계의 제정법은 제정되었을 때 일정한 정도로 확정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고 법이 상대적으로 정적인 양상을 띠는 데에 반하여 

영미와 같은 판례법 국가에서는 판례에 대한 개별적 해석을 통하여 법을 

발전시키는 동태적인 과정에 놓여 있다. 당시의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인식을 결합하여 판례가 어떤 시점에 있는 의미를 판단하는 것은 제정법

의 법해석 방식에 익숙한 대륙법 법관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판례

법의 적용을 위하여서는 선례판결에서 법원칙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작업이 상응한 훈련을 받지 못한 대륙법계의 법관에게 얼마나 어

려운 일일지 짐작할 수 있다.535) 

  대륙법계 법관이 판례법을 적용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과 같이 판례법 

국가의 법관이 대륙법을 적용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미국 Holmes

법관은 대륙법체계를 “돌담(wall of stone)”로 비유하였다.536) 대륙법을 잘 

아는 미국 학자들일지라도 “언어와 구조가 이질적인(alien)” 외국법 체계

를 적용하기가 어려움을 승인하고 있다.537)  

  (3) 검토

  (가) 외국법 흠결 시 외국법을 해석하지 않고 다른 대체방안을 적용하

535) 중국 학자인 肖永平교수는 판례 내의 법규칙(Ratio decidendi)을 발견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한 적이 있다. 肖永平, "论英美法系国家判例法的查明和适用", 《中国法学》 
2006年第5期, 118-121页. 그러나 판례법의 해석과 적용은 대륙법계 법률가들에게는 일
반적인 훈련 내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536) Rudolf B. Schlesinger, Comparative Law, Cases-Text-Materials, 5th ed. 
(1988), p.55, Dolinger, p.261에서 재인용.

537) I Albert A. Ehrenzweig, Private International Law (1974), p.193, Dolinger, 
p.26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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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인 

  위에서 언급한 외국법 해석에 관한 일치된 견해에 따라 외국법 해석의 

목적이 중립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외국법 소속국 법원의 해석 및 적용

에 따라 외국법 소속국 법관처럼 외국법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면, 외국법 흠결 시 대체방안을 따를 수밖에 없다. 외국법 흠결 시 법정

지 법관이 참조하거나 따를 수 있는 원본이 없으므로 외국법 소속국 법

원과 같이 해당 외국법을 해석·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각 대체방안에 대한 평가

  미국처럼 외국법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외국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은 국제사법의 이념에 어긋나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아니라고 한다.

  프랑스와 같이 외국법 흠결 시 외국법확인불능과 마찬가지로 법정지법

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보편적이다. 이것은 법적용의 예견가능성

을 보장할 수 있지만 단점도 있다. 하나는 소송효율의 저하이다. 즉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나 법관은 외국법에 대한 조사, 변론 절차를 거쳐 외국

법에 관한 자료를 많이 취득한 경우에 비로소 외국법 흠결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바로 법정지법에 돌아가면 전에 이

미 진행하였던 절차가 모두 무의미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법관이 외국

법의 적용을 회피하여 법정지법을 경솔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경향을 조

장할 가능성이 있다. 외국법의 모든 측면에도 명확한 법규범 또는 선례

판결이 있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외국법 흠결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 용이하다. 게다가 법정지법에의 지향(homeward trend)은 법관의 내재

하는 심리이다. 그러므로 합리적인 해석으로 외국법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관이 법정지법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

서 법정지법으로 준거 외국법을 대체하는 것은 부득이 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법의 흠결은 일반적으로 준거법인 외국법이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법적 해결방안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실무에서 외국법의 흠결

은 적어도 아래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538) 하나는 외국법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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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문제된 사안에 적용할 수 있는 제정법 및 유사한 선례를 포함한 

법원(法源)이 되는 법규범이 없는 경우이다. 외국법의 미비는 법규범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고 법규범이 있지만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외국법에 관련된 규정이 있지만 실제 사회의 현

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이를 적용 시 부적절한 결

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실무에서 적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두 경우 모두 

외국법에 대해 이미 확인이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이 점에서 

외국법의 확인불능과는 구별된다. 외국법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거쳐 

외국법에 대한 일정한 인식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법해

석의 방법으로 흠결을 보충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또

한 이미 획득한 인식을 기초로 하여 문리적 해석, 역사적 해석, 논리적 

해석, 체계적 해석과 같은 일반적인 법해석 규칙에 따라 내리는 해석은 

지정된 준거법인 외국법의 의미에 법정지법보다 더욱 가깝다. 따라서 해

석을 통하여 외국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은 바로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다.

  결론적으로 외국법 흠결의 경우 해석으로 외국법 흠결을 보충하는 권

한을 법관에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무차별적으로 모두 법정

지법의 적용을 보조방안으로 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다.

  그러나 해석으로 외국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은 외국법 해석의 목적

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와 잠재적인 충돌이 있다. 그러므로 외국법 해석

의 목적에 대하여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III. 외국법 적용 목적에 대한 재인식

  1. 외국법 적용 목적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에 대한 비판

538) 법의 흠결은 "명시적인 흠결"과 "은폐된 흠결"로 분류되었다. 전자는 법문에 명시적으로 해
당 사례를 규율할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흠결을 말하고, 후자는 해당 규정은 존재하지만 그
것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사례에 적합하지 않은 해결책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김영환, 28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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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 해석에 관한 현재의 일반적인 견해의 주된 문제점은 외국법 해

석 목적의 단일화이다. 내국법의 해석에 있어서 해석자는 능동적인 행위

자로서 어떤 해석 규칙의 제한을 받으면서 법을 창조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이 승인된다. 이와 달리 외국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해석자의 법을 창

조하는 자로서의 특성이 무시되고 단지 사진사처럼 외국법의 적용 상황

을 잘 인식하고 이를 분쟁된 사안에 번영하는 역할만을 할 수 있다. 이

러한 견해는 하나의 가정을 기초로 한다. 즉 외국법은 해석되기 전에 이

미 확정된 유일한 의미를 지니고 외국법의 입법자, 법관, 법학자와 같은 

법조인 공동체에 의해 규칙, 판례 또는 학설로 시종 일관되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국의 법체제는 정태적인 유화(油畵)가 아니다. 

법은 불확정성539)을 띠고 있으므로 생길 때부터 법조인 공동체가 법규범

의 의미를 분석·논의·비판·반성함으로써 점차 공통된 인식으로 나아가는 

동태적인 과정에 놓이게 된다. 외국법 해석의 목적과 법 자체의 특성 간

의 갈등관계는 법 흠결의 보충 문제에서 두드러진다. 문리의 가능한 범

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일반 법해석과 달리 법 흠결의 보충은 법 문리의 

가능한 범위 이외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외국법 해석의 목적을 단지 외

국법이 그의 소속국에서 어떻게 해석·적용되는지를 파악한다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외국법 흠결의 경우 법정지 법관은 외국법의 적용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바꾸어 말하면 외국법 해석의 단일 목적을 고집하면 외국

법 흠결 시 참조할 수 있는 대상이 없게 되므로 일단 법관은 외국법의 

흠결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밖에 없다. 

  2. 국제사법의 틀 안에서 외국법 해석 목적에 대한 재인식 
  애당초 국제사법은 법적 저촉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탄생한 것이다. 

비록 국제사법의 발전사에서 국제사법의 정의와 실질사법의 정의의 대립

539) 법의 불확정이란 법적 물음에 대해 유일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음을 뜻한다. 金赫基, 
「법해석에 의한 모호성 제거의 불가능성」, 『법학』 제50권 제1호, 서울대학교, 2009, 
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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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속 존재하고 있지만 그들의 종극적인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다. 구체적인 국제사법적인 사건에 있어서 적절한 법질서를 선택하여 당

사자 간의 분쟁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이 국제사법의 목적이

다. 민상사 분쟁을 공평하게 해결하는 점에서 외국법의 적용은 내국법의 

적용과 차이가 없다. 외국법을 적용하는 의의는 법정지법 이외의 가능한 

선택을 제공하는 데 있다. 외국의 사법은 정의(正義)에 관한 단지 하나의 

또 다른 해답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다(foreign private law represents only 

another answer to the question of justice).540) 비록 전통 국제사법의 입장

에서 국제사법은 실질법적인 정의에 지향된 것이 아니라 국제사법에 특

유한 국제사법의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541)이지만 이것은 법 

선택 과정 중의 지배적인 이념일 뿐이고 일단 법 선택이 이미 끝나는 경

우 지정된 준거법을 적용할 때 실질법적 정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바

꾸어 말하면 외국법의 적용, 특히 외국법의 해석은 준거법 지정규칙을 

실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법을 적용하여 상이한 이익주체인 당사

자의 이익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외국법 해석의 목적이 국제사법적인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하는 데 있

다고 본다면 법정지 법관은 경직된 외국법 사진사의 역할에서 벗어나 일

정한 정도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법해석이론의 발전과 잠재

적으로 합치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법해석이론은 절대적 주관적 해

석론 혹은 절대적인 객관설을 비판하고 절충적 해석론을 취하고 있는

데542) 외국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단지 입법자의 의사를 탐구하는 절대적 

주관적 해석론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법정지 법관이 주관적 해석론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외국

540) Kegel, “The Crisis of Conflict of Laws”, Recueil des cours Vol.112, 1964, 
p.183. 

541) 이호정, 「최근의 국제사법이론의 동향에 관한 연구-Kegel과 Juenger의 논점을 중심
으로」,  『법학』 특별호 4권, 서울대학교, 1979, 142면.

542) 오늘날 대부분의 해석론들은 주관적 해석론과 객관적 해석론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난
점을 해결하려고 한다. 김영환, 『법철학의 근본문제(제2판)』, 홍문사, 2008, 2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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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내에 존재하고 있는 합리성을 찾아 외국법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견해

는 전통 국제사법상 판결일치라는 이념과 충돌하지 않는다. 첫째, 법정지 

법관의 외국법에 대한 해석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외

국법에 대한 해석은 외국법 내용을 이미 확인한 기초 위에 진행하는 것

이다. 외국법 흠결 시 법관의 외국법에 대한 해석은 자의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외국법의 내용에 근거하여 유추나 목적론

적 축소해석과 같은 방식543)으로 외국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이다. 따

라서 이미 확인된 내용에 근거하여 진행된 해석은 외국의 법질서의 취지

에 어긋나지 않는다. 둘째, 법정지 법관의 외국법에 대한 해석은 법에 대

한 일치된 인식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 외국법의 흠결은 외국법 소속

국의 법관이 같은 법적 분쟁에 부딪히지 아니하였거나 일치된 인식을 이

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외국법 소속국의 법관일지라도 동

일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해석방법에 달려 있을 뿐

만 아니라 법관의 가치 판단에도 달려 있다. 따라서 법정지 법관의 외국

법에 대한 해석이 외국법 소속국의 법관의 해석과 일치해야 한다는 요구

는 무리이다. 각국의 법체계는 폐쇄된 것이 아니고 사회변화에 호응하여 

바람직한 것을 계속 수용하여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법정지 법관이 이

미 취득한 외국법 정보에 근거하여 외국법의 흠결에 대하여 자신의 해석

을 내놓고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실제로 법을 발전시킨다. 전세

계의 법조인 공동체는 각 해결방안을 끊임없이 연구·논의·비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일치된 인식에 접근한다. 이것은 전통 국제사법상 질서이

익544)에 부합하는 것이다.545) 

543) 법 흠결의 보충의 방식에는 유추, 목적론적 축소해석, 법원리 등에 의한 흠결보충과 
같은 방식이 있다. 김영환, 290-293면. 흠(결)의 종류에 따라 그의 보전방법도 상이하
다. 자세한 논의는 최봉경, 42면-52면 참조.

544) 전통 국제사법 대표인물인 Kegel의 견해에 따르면 저촉법의 이익은 당사자이익, 거래
이익과 질서이익으로 나눌 수 있다. 당사자이익이란 평균인이 자기와 밀접하게 관련된 
법질서에 의하여 판단되어지는 이익을 말하며, 이는 대개 본국법의 적용을 통하여 달성
된다. 거래이익은 법적 거래의 안전성과 용이성을 겨냥한 것이며, 질서이익은 본질적으
로 판결의 내적 및 외적 조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신창선, 「국제사법의 목적과 이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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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실무의 예를 들면, 독일법원이 준거법인 터키법을 적용함에 있

어서 흠결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적용한다면, 외국법 해석의 목적은 단지 

외국법 소속국에서의 법해석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라는 견해에 따를 경

우, 법정지 법원인 독일법원은 터키에서 비교법적 해석방법으로 해석하

는 법원의 실무546)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였다. 만일 비교

법적 해석방법이 터키법 실무에서 잘 활용되는 해석방법임이 확인된다면 

모국법인 스위스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만일 터키에서 비교

법적 해석방법을 실무상 활용하지 않는다면 독일법원이 이러한 방법으로 

해석하는 경우 그 합리성은 의문시된다. 그러나 외국법 해석의 목적이 

단지 외국법 소속국의 적용상황을 파악하는 것만이 아니라면, 국제사법

의 차원에서 사건을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터키의 법률실무에서 비교

법적 해석방법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독일법관은 스스로 준거 터키법과 

근사한 해결방안을 찾아 해석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해당 사건에서 터키

법의 모국법인 스위스민법전의 적용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본다.

  요컨대 외국법이 그의 소속국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단지 수단이나 방법일 뿐이고 외국법 해석의 종국적인 목적이 아니다. 

제사법의 정의와 실질법의 정의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제사법연구』 제5권, 한국국
제사법학회, 2000, 90-91면 참조. 

545) 물론 이것은 매우 이상주의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글로벌 시대에 정보의 유통과 전달
은 매우 순조롭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매우 적지만, 알고 싶으면 어떤 외국법원에서 
자국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적용상황이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는 있을 것
이다. 현실에서 비교법 연구의 목적으로 외국법원 판례를 소개하는 저술이 이미 나왔
다. 예컨대 중국에 한국대법원판례를 정리하고 번역한 책이 있다. 吳日煥 编译, 《韩国
大法院判例选编（第一卷）》, 法律出版社, 2009. 따라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지만 법
해석으로 흠결을 보충한다는 것을 한 이념으로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46) 중국 학자인 梁慧星교수는 비교법적 해석방법을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 학설을 해
석 요소의 하나로서 본국법률의 의미, 내용을 천명하는 법해석방법"으로 정의한다. 梁慧
星, 《民法解释学》, 中国政法大学出版社, 1995, 233页. 외국 입법례 및 판례, 학설을 참조하
여 본국법을 해석하는 것은 현대문명국가의 통례이라고 여겨진다. 王泽鉴, 《民法学说与判例
研究》（第二册), 北京大学出版社, 2009, 8页. 그러나 중국 법원의 실무에서 법원은 항상 학
설을 인용하여 어떤 주장을 지지하는데 직접 어떤 외국의 입법례나 판례를 자국법을 해석하
는 사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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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정지 법관은 되도록 외국법 소속국의 적용상황을 정확히 파악하

여야 한다.   

  IV. 소결

  종래에는 외국법 해석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았다.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하기만 하면 순조롭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외국법의 해

석은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다. 특히 서로 다른 법계에 속해 있는 국

가의 법관이 상대국의 법을 해석·적용할 때, 특히 외국법의 흠결을 보충

할 때 기존의 외국법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을 실제로 관철할 수 없

다. 여기에서 논의하는 외국법 해석에 대한 재인식은 법정지 법관은 문

제된 외국법의 입장에 서서 외국법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새로운 사고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외국법 해석의 목적은 외국법의 그의 소속국에서의 적

용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분쟁 사안을 공평하게 

해결하는 데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정의는 국제사법의 이념에도 부합한다. 

 제5절 외국법의 적용위반에 대한 구제

I. 개념의 정리

  1. 외국법의 적용위반
  국제사법이 지정한 외국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외국

법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잘못 적용하는 것을 외국법의 적용위반이라고 

한다.547)  외국법의 적용위반은 두 가지 경우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첫

째는 국제사법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이다. 즉 법원이 자국의 국제사법에 

따라 A국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국제사법을 잘못 적용하여 B국법을 준

거법으로 판단하여 적용한 경우이다. 둘째는 국제사법에 따라 지정된 외

547) 김연· 박정기· 김인유, 2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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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의 적용위반이다. 즉 국제사법은 제대로 적용하였으나 외국법의 적

용을 잘못한 경우이다. 외국법의 적용위반에는 ① 지정된 외국법의 문제

된 내용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와 ② 당해 외국의 A법을 적용하여야 하

는데 B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률 적용위반의 경우, 항소 또는 상고는 일반적인 소송상의 구제수

단이 된다. 앞에서 첫 번째 경우, 즉 국제사법 자체를 잘못 적용하는 경

우에는 국재사법이 강행법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제사법 자체를 강

행법으로 보는 국가에서 국제사법의 위반은 당연히 상고이유로 될 수 있

다. 임의저촉법이론을 취하는 국가에서 저촉법규칙의 적용은 당사자의 

주장 여부에 따르기 때문에 쟁점이 일반적으로 국제사법 자체에 대한 위

반으로 귀착되지 않는다. 두 번째 경우, 즉 국제사법에 따라 지정된 외국

법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에는 항소 또는 상고의 가능 여부는 논쟁도 있

고 실무에서의 취급도 상이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외국법의 적용 위

반의 경우에 대해서만 검토하기로 한다. 

  2. 상고제도의 차이
  상고심에서 진행된 절차가 법률심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륙법계와 영미

법계에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다. 즉, 대륙법계의 법원은 상고심에서 오

직 법률문제만을 심리할 수 있고 영미법계의 법원은 상고심에서 법률문

제에 한하지 않고 법률문제와 사실문제를 모두 심리할 수 있다.548) 또한 

영미법계의 대법원의 사건에 대한 심사권한은 항소심법원과 큰 차이가 

없다.549) 따라서 영미 외국법에 대한 재심사의 법원의 실무를 검토할 때 

항상 항소와 상고를 합쳐서 같이 논의한다.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이러

한 경우에는 "상소(appeal)"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대륙법계 국가에 있어서는 법률심과 사실심의 구별이 있으므로 외국법

의 적용위반에 대하여 당사자의 법률심에의 상고를 허용하는 태도와 당

548) Geeroms, para.4.02. 
549) Geeroms, para.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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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에게 법률심에의 상고를 불허하는 태도의 2가지 대립적인 태도가 가

능하다. 당사자의 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외국법의 성질을 어떻게 취

급하는지, 나아가 소송제도상 법률심과 사실심의 구별이 존재하는지와 

관련된다. 그러나 각국의 실무를 고찰해보면 상고가능 여부가 외국법의 

성질에 대한 태도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현상의 원인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미법계 국가에 있어서는 법률심과 사실심의 구별이 없지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모든 사실문제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외국법이 

재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외국법의 성질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법에 대한 재심사의 범위가 다른 것으로 보인

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시사점을 주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 주요 국가별 고찰

  1. 영국 
  가. 상소 법원의 권한과 기능

  영국에서는 역사상 복잡한 상소체계가 있었다.550)551) 1873년 최고법원

법(Supreme Court of Judicature Acts)의 제정에 따라 최고법원이 설립되었

다.552) 최고법원은 지방법원(High Court)553)과 항소법원(Court of Appeal)

550) 영국 상소 법원체계의 변화는 Geeroms, pp.268-271참조. 
551) 영국법원체계에 대한 해석은 단지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의 법원에 한한다. 스코틀

랜드와 북아일랜드의 법원체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552) 당시 영국의 최고법원은 보통 말하는 최고법원이나 대법원과 달리 최고심급의 법원이 

아니었다. 형사법원,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을 합쳐서 최고법원이라고 칭하였다. Crown 
courts는 1971년에 형사법원으로 창설되었다. 沈达明, 《比较民事诉讼法初论》, 中国法
制出版社, 2002, 14页, 17页. 2009년 대법원이 설립된 후, 그 명칭은 Senior Courts 
of England and Wales로 변경되었다.

553) 지방법원은 영어로 High Court라고 하지만 주로 제1심 사건을 심리한다. 다만 항소
관할권도 일부 있다. 예컨대 County Courts에서 심리한 도산 또는 부동산 등기에 관
한 사간에 대한 항소는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http://www.judiciary.gov.uk/you-and-the-judiciary/going-to-court/high-court/ 
침조. (검색일: 2014.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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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다.554)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에 심리된 사건에 대한 항소를 심

리한다. 1981년 최고법원법(Supreme Court Act 1981)에 의하여 항소법원

에 법률문제와 사실문제에 대하여 제기된 항소를 심리할 권한이 있

다.555) 다만 항소법원의 심사대상은 당사자가 제기한 쟁점(issue)과 항소

통지(notice of appeal)에서 이의가 제기된 사실발견(findings challenged)에 

한한다.556) 항소법원은 일반적으로 하급법원의 사실발견을 존중한다.557)

  영국의 대법원(현재 the Supreme Court)은 항소에 대하여 제기된 상고

를 심리할 권한이 있다.558) 심급의 차이를 제외하면 영국 대법원의 관할

권은 항소법원과 큰 차이가 없다.559) 법원의 역할에 있어서는 항소법원

과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당사자의 정의(正義)를 실현하기 위하

여 잘못된 판결을 수정하는 역할 및 법률을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이 

있다.560) 다만 대법원의 심사는 항소법원보다 법률문제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561)

554) Geeroms, para.4.48.  
555) 해당 법의 관할권에 관한 제2부분(part II) 제15조 제(3)항은 항소법원의 관할권을 규정하

고 있다. 해당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5. General jurisdiction of Court of Appeal.…
   (3)For all purposes of or incidental to—.
   (a)the hearing and determination of any appeal to the civil division of the Court 

of Appeal; and.
   (b)the amendment, execution and enforcement of any judgment or order made on 

such an appeal, …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1/54 참조(검색일: 2014. 5. 10).
556) Geeroms, para.4.50.
557) Geeroms, para.4.50.
558) 이외에도 예외적인 경우에 당사자들은 대법원으로부터 항소 사건에 대한 심리를 받을 

수 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지방법원에서 증명서를 받고 더불어 대법
원의 허락을 취득해야 한다. A Guide to Bringing a Case to The Supreme Court, 
p.3.

  http://supremecourt.uk/docs/a-guide-to-bringing-a-case-to-the-uksc.pdf 참조 
(검색일: 2014. 5. 10) 

559) Geeroms, para.4.46. 
560) Geeroms, para.4.52.
561) Jolowicz, On Civil Procedure (combridge press 2000), p.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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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외국법에 대한 재심사

  영국에서는 외국법 적용위반의 항소 또는 상고 허용 여부는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562) 다만 외국법의 적용위반은 상소심절차에서 여전히 사실

의 착오로 간주된다.563)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소심법원의 외국법 적용위

반에 대한 심사는 주로 2가지 시각에서 진행한다.564) 첫째는 증거의 충

분 여부이다. 상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고 단지 원심 심리과

정에서의 전문가증언, 교호신문의 기록을 심사함으로써 외국법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를 판단한다.565) 증거에 대한 평가는 주로 원심법원은 증거

규칙을 충분히 존중하였는지에 초점을 둔다.566) 둘째는 외국법에 대한 

이해가 정확한지이다. 상소심 법원이 외국법에 대해 독립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은 판례에서 확인되었다. 예컨대 Guaranty Trust Corp. of New 

York v. Hannay567) 사건에서 상소심 법관은 제1심에서 제출된 전문가증

언을 채택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준거법인 미국법을 해석하였다. 실제로 

외국법의 이해가 정확한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영국 상소심 법원은 일

반 사실에 대한 판단보다 더 큰 권한이 부여된다고 본다. 즉 상소심절차

에서 외국법을 특수한 사실로 취급한다. 예컨대 Parkasho v. Singh568) 사

건에서 항소심법관인 Cairns는 일반 사실과 상이한 사실로서의 외국법에 

562) Geeroms, para.5.68. 많은 판례에서 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예컨대  
Parkasho 사건에서 상소심법원은 "당해 증거가 결론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제된 외국법에 관한 증거를 심사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Parkasho v. Singh [1968] p.233, per Cairns J, 250. 

563) JJ Fawcett, J M Carruthers, Sir Peter North, Private International Law, 
Fourteent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p.113.

564) Geeroms, pp.311-319.
565) Esplugues/Lelesias/Palao, pp.404-405. 
566) Geeroms, para.5.73. 
567) [1918] 2 K.B. 623,635, 643(C.A.). Geeroms, para.5.77 재인용. 해당 사건에서 원고

일방의 증인은 미국법원의 한 판결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피고도 반대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항소법원의 법관인 Bailhache는 당사자 쌍방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준거법인 
뉴욕과 앨라배마 유통증권법(New York and Alabama Negotiable Instruments Law) 제
20조에 대해 해석하였다.

568) Parkasho v. Singh [1968]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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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항소심법관이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해 더 광범위하게 간섭

(interfere)하는 권한이 있고, 특히 서면 자료를 증거로서 제출하는 경우에 

더 그러하다고 인정하였다.569)  

  2. 미국
  가. 미국의 법원체제와 기능

  미국법원은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나누어진다.570) 연방법원 내에서 

제1심 법원인 연방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s)571)이 본안 사실

을 심리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연방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s of Appeal for the Circuit)은 법률

문제를 심리하고 증거의 충분 여부를 제외한 다른 사실에 관한 재판을 

심사하지 않는다.572) 연방대법원은 항소심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를 모

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법률문제의 중요성과 사안의 중요성

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573) 상소심절차에서 

제1심 법관의 판결은 법률문제(denominated questions of law), 사실문제

(questions of fact),  재량사항(matters of discretion)과 같은 3가지로 분류되

고 각각 상이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574) 즉 사실문제에 대하여는 “명백

569) 해당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은 준거법인 힌두혼인법(Hindu Marriage Act)에 대해 제1
심법원의 판단과 상이한 해석을 하였다.

570) http://www.uscourts.gov/FederalCourts.aspx 참조.
571) 연방법원 체계 내의 제1심법원은 연방지방법원을 제외하고 몇 개 특별법원을 포함한다. 

이러한 특별법원은 파산법원(Bankruptcy Court), 연방배상법원(United States Court of 
Claim), 국제거래법원(United States Courts of International trade), 세무법원(United 
States Tax Court), 외국정보감시법원(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 해관과 
특허법원(United States Court of Custom and Patent Appeal) 등을 포함한다. 자세한 논
의는 윤남근, 「미국연방법원의 심급제도」, 『안암법학』 제25권, 2007, 1048-1055면 참조. 

572) 何文艳, 姜霞, ＂我国民事审级制度的改革与完善－比较法学视角下的分析＂, 《湘潭大学社
会科学学报》 2002年1月, 21页; 송상현, 「심급제도에 관한 시론-미국제도를 중심으로」, 『법
학』, 제31권3.4호, 서울대학교, 1990, 86-93면.   

573) 일부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은 항소사건에 대해서도 심리한다. 윤남근, 「미국연방법원의 심
급제도」, 『안암법학』 제25권, 2007, 1032-1033면 참조. 

574) Harman v. Apfel, 211 F.3d 1172, 1174 (9th Cir. 2000); Richard D. Freer, 
Introduction to Civil Procedure, (Aspen Publishers 2006), pp.77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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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잘못(clear error)”이라는 기준을, 재량사항에 대하여는 “재량남용(abuse 

of discretion)”이라는 기준을, 법률문제에 대하여는 “전면적 심사(de novo 

혹은 plenary review)”575)576)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상소를 심리하는 법원

은 사실을 심사할 때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제52조 제(a)항577)의 규정에 따라 "명백한 잘못(clearly erroneous)"이 아닌 

경우에 하급법원의 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United States Gypsum Co.578) 사건에서 “명백한 잘못”이

라는 기준을 확인하였다.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잘못된 판결을 수정하는 것은 항소심

법원의 주된 역할이다. 다만 잘못된 재판에 대한 수정은 사법(司法)통일

의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지 징계를 위한 것이 아니다.579) 당사자이익의 

575) 상소의 기준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de novo”과 “plenary review"는 항상 호환적으
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ary Beth Beazley, A Practical Guide to 
Appellate Advocacy 2d ed. (Aspen Publishers 2006), p.15. (“De novo review is 
sometimes referred to as plenary review because it allows the court to give 
a full, or plenary, review to the findings below.”) “전면적 심사"란 상소심법관이 
제1심 법원 판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제1심처럼 사건을 전면적으로 심리하는 것을 말
한다. Lawrence v. Dep’t of Interior, 525 F.3d 916, 920 (9th Cir. 2008); Chapter 
8 of Kansas Appellate Practice Handbook, 
http://www.kscourts.org/pdf/Chapter8.pdf (검색일: 2014. 6. 15). Plenary 자체는 
2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구성원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예컨대 
plenary authority 혹은 plenary power라는 경우, 제한 없는 완전한 권한이라고 한
다. http://www.ldoceonline.com/dictionary/plenary. Black's Law Dictionary 9th 
ed, 2009 참조. 따라서 법관 전원이 모두 참가하는 심리를 “Plenary review”라고 하기
도 한다. Black's Law Dictionary 9th ed, 2009 참조.

576) Jack H. Friedenthal, Mary Kay Kane, Arthur R. Mill, Civil Procedure, 
(Thomson West 2005), p.639.

577) 해당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Setting Aside the Findings. 
   Findings of fact, whether based on oral or other evidence, must not be set aside 

unless clearly erroneous, and the reviewing court must give due regard to the 
trial court's opportunity to judge the witnesses’ credibility.

578) 333 U.S. 364, 395(1948). 
579) Geeroms, para.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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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와 잘못된 판결을 수정하는 역할을 제외하고 연방대법원은 법을 발

전시키는 역할도 있다. 이것은 대법원의 주된 역할이다.580)

  나. 상소 가능

  미국 상소심법원은 외국법을 심사할 권한이 있다. 특히 미국 연방민사

소송규칙 제44.1조에 따라 외국법이 법률로 인정된 후에 연방법원이든 

주법원이든 상소심에서 외국법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일치된 견해이

다.581)

  다. 상소심 법관의 자료이용의 자유

  항소 및 상고심과정에서 법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의 제한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외국법에 관한 전문가의 증언을 분석하여 하급심법원의 

외국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뒤집을 수 있다.582) 

  연방법원에 있어서는, 1968년 연방항소법원 제5순회구는 First National 

City Bank v. Compania de Aguaceros583) 사건에서 법원의 외국법에 대한 

심사는 하급심법원의 판결결과의 제한을 받지 않고 원심에서 제출된 전

문가증언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으며 하급심 법원이 외국법 

불분명으로 해당 외국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판결을 뒤집고 독립

적으로 관련된 외국법을 해석하였다.

  주법원도 연방법원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

대 Transportes Aeros Nacionales, S.A v. De Brenes 사건에서 플로리다주 

상소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문제에 한하지 않고 상소심에서 외국법의 

조사에 대하여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584) 이 

사건에서 원심법원은 항공사고로 사망한 승객의, 재산손해 없는 가족에 

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moral damages)을 지불하라고 판결하였다. 상소

심에서의 유일한 쟁점은 준거법인 니카라과(Nicaragua)법에서 과실사망사

580) Geeroms, para.4.64.  
581) Geeroms, para.5.89. 
582) Geeroms, para.5.90.
583) S,A., 398 F.2d 779 (5th Cir.1968).
584) Transportes Aeros Nacionales, S.A v. De Brenes 625 2d 4.(C.A.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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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wrongful death case)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지 여부이다. 

상소심법원은 독립적으로 외국법을 조사하여 니카라과법이 대륙법에 속

한다고 인정하여, 니카라과민법전만을 참조하여, 과실사망사건에 대한 손

해배상을 허용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인정함으로써 제1심판결을 뒤집었

다. 

  라. 외국법을 사실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입장으로부터의 이탈

  외국법을 사실로 간주하던 시대에 미국 연방상소심법원은 외국법에 대

하여 심사할 권한이 있다고 모두 인정하였지만 그 심사의 범위가 일치하

지 않았다.585) 특히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제

52조 제(a)항586)의 규정에 따라 명백한 잘못(clearly erroneous)이 아닌 경

우에는 사실발견(finding of fact)을 하지 않으므로 일부 연방항소법원은 

“명백한 잘못”이라는 기준에 의하여 외국법을 심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

였다.587) 그러나 제44.1조의 등장에 따라 연방항소법원의 입장이 점차 일

원화되었다. “명백한 잘못”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이른바 전면심

사(plenary review)를 하게 되었다. 즉 원심법원의 외국법에 대한 판단에 

명백한 잘못이 보이지 않더라도 항소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있으며 독자

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588) 

  주법원의 경우, 대부분 주에서 사법확지의 방식으로 외국법을 확인하

는 것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외국법에 대한 상소심의 심사가 내국법만큼 

진행될 수 있었다.589) 각 주의 법원의 실무를 통일시키기 위한 주간 및 

국가 간 통일절차법(Uniform Interstate and International Procedure Act of 

585) Geeroms, pp.322-325.
586) (6) Setting Aside the Findings. Findings of fact, whether based on oral or other 

evidence, must not be set aside unless clearly erroneous, and the reviewing court 
must give due regard to the trial court's opportunity to judge the witnesses’ 
credibility.

587) Reissner v. Rogers, 276 F.2d 506(D.C. Cir. 1960).
588) First National City Bank v. Compania de Aguaceros S,A., 398 F.2d 779 (5th 

Cir.1968).
589) Geeroms, para.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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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을 제정하여 주 항소심법원의 외국법을 심사하는 권한은 내국법을 

심사하는 권한과 같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일부 주에서만 해당 통일법을 

채택하였고 일부 주에서는 원래의 방식을 유지하여 사법확지에 따라 외

국법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심사하고 있다.590) 연방법원의 방식에 의하여 

외국법의 재심사를 처리하는 주도 있다.591)

  

  3. 독일
  독일 연방대법원은 법률심이다.592) 외국법을 법으로 보지만 종래 독일 

연방대법원은 외국법의 적용에 근거하여 제기된 상고를 허용하지 않는

다.593) 그 이유는 민사소송법(ZPO) 제545조에 따라 독일연방법규정을 위

반하는 경우에만 상고가 가능하고 외국법의 적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는 상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594)595).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2009년 9월 1

일 발효된 민사소송법 제545조에 대한 개정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나

타났다.596) 개정된 후 상고는 연방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

고 법률 적용위반의 판결(decision in violation of the law)에 대해서 모두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45조에 대한 개정의 

취지는 상고심의 범위가 주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포함시키는 데 있을 뿐 

외국법의 적용위반의 상고 가능 여부와는 관계없다는 견해도 있다.597) 

590) Geeroms, para.5.99.
591) Sprankling/Lanyi, pp. 96-97.
592) 독일 법원 체계에 관해서는 구회근, 「독일의 사법제도-법원을 중심으로·독일법원 방문기」, 

『법조』 법조협회, 2001, 233-272면 참조.
593) 그러나 독일 노동법원 및 가정법원은 외국법에 근거한 사건에 대해 제기된 상고를 받을 

수 있다. 그들의 각자의 절차법에는 ZPO 제545조와 같은, 연방법규정에 한하여 상고 가능
하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고심에서 외국법 적용위반을 포함한 법 적용의 잘못에 대하여 모
두 상고할 수 있다. Esplugues/Lelesias/Palao, p.112 참조.

594) Esplugues/Lelesias/Palao, p.111. 제545조 제1항의 문언은 "상고는 재판이 법률의 위반
에 기초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로 개정되었다.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5권, 740면 
각주 37 참조.

595) 김연· 박정기· 김인유, 206면.
596) Esplugues/Lelesias/Palao, p.111.  
597) Esplugues/Lelesias/Palao,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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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입법자의 의도는 연방법이 아니라 주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상고를 허용하려는 것이었을 뿐, 외국법의 위반에 기한 상고를 

허용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입법과정에서 외국법의 위반을 달리 취급하

려는 의도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598)

  제545조의 취지에 관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 적용 위반의 

상고 가능여부의 논쟁은 실무에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599) 독

일 법관은 외국법을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를 지므로 탐지가 충분하지 않

으면 절차법에 대한 위반을 구성할 수 있는데 절차법의 위반은 상고이유

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제545조의 개정이 외국법의 적

용위반을 포섭하지 않더라도 실무에서 외국법 적용위반에 대하여 상고가 

가능하다. 단지 상고이유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4. 프랑스
  가. 프랑스 대법원(Cour de cassation)600)의 권한 및 기능

  프랑스 대법원을 설립한 목적은 입법의 정확한 적용 및 법적용의 통일

을 보장하는 데 있다.601) 프랑스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지 않고 

단지 각 법원의 판결이 법률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602) 분쟁이 제기

된 사안의 사실문제는 프랑스 대법원의 재심사의 대상이 아니다.603) 대

법원은 실체법을 명확히 위반(error in judicando)하거나 절차적인 요구를 

위반(error in procedendo)하는 하급판결만을 재심사할 수 있다. 일단 이

러한 경우를 발견한다면 대법원은 해당 하급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

598)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5권, 740면 각주 37 참조.
599) Esplugues/Lelesias/Palao, p.111.
600) Cour de cassation이라는 명칭은 문언에 따라 파기원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그의 역할은 

잘못된 판결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파기하고 다른 하급법원에 환송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른 국가와 비교하는 시각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대법원으로 칭하기로 
한다.

601) Geeroms, para.4.08. 
602) 沈达明, 14页，115页. 
603) Geeroms, para.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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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른 하급법원에 환송할 수밖에 없다.604) 그러나 실무에서 여러 기술

적인 조치를 통해 대법원은 실제로 사실문제를 심사할 수 있다.605)

  나. 대법원의 외국법 재심사 권한 부존재

  프랑스 항소법원（Cours d' appel)은 항소 사건에 대해 전속적인 관할

권을 가지고 있으며,606) 외국법에 근거한 사건에 대한 항소를 제한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법의 적용에 관한 모든 항소는 허용된다.607) 그러나 

프랑스 대법원(Cour de cassation)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외국법에 근거한 

사건에 대해 제기된 상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프랑스 대법원은 설립된 초기에 외국법해석의 잘못을 심사하였지만 

1880년 이후에 외국법 적용위반을 심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국법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였다.608) 이러한 입장은 1999년 

심리된 사건에서 재차 확인되었다.609) 그러나 실무에서 외국법의 적용이 

절대적으로 상고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예외가 인정

된다. 

  다. 예외—재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

  현재까지는 외국법 적용위반의 경우, 2가지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610) 하나는 외국법이 왜곡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재판 이유

604) Geeroms, para.4.09.  
605) 이러한 조치는 적어도 3가지가 있다. ① 사실에 대한 성질결정은 법률문제로 삼는다. ②  

"왜곡"이라는 개념으로 계약과 같은 사적 문서의 해석을 법률문제로서 심사한다. ③ 원심판
결에서 사실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J.A.Jolowicz, On Civil Procedure, pp.302-303.

606) 曾涛, 梁成意，＂法国法院体系探微＂，《法国研究》，2002年第2期，162页.
607) Esplugues/Lelesias/Palao, p.195.
608) Geeroms, para.5.03, 5.04.
609) Moureau.Cass. 1civ.fr.,16 Mar.1999, 1999 Bull.Civ., No.93,62. 해당 사건에서 

벨기에법의 적용이 쟁점사항이었다. 상고인은 파리항소법원은 벨기에법에서의 통지기한
에 관한 판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제정법을 적용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
였다. 프랑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하급법원의 외국법에 
대한 적용은 그의 法源이 제정법인지 판례법인지 상관없이 대법원 상고심의 심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Geeroms, para.5.05, 5.13.

610) Esplugues/Lelesias/Palao, 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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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재심사이다. 전자의 목적은 하급법원이 외국법의 분명하고 정확

한 의미를 왜곡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후자의 목적은 관련된 외국법

의 해석 및 입증을 충분하게 해명할 것을 보장하는 데에 있다.

  (1) 외국법을 왜곡하는 것

  프랑스 대법원은 1958년 및 1960년의 2개 판례에서 당사자가 외국법을 

왜곡한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611) 1961년 

Montefiori612) 사건에서 프랑스 대법원은 하급법원이 관련된 외국의 법적 

문서를 오해하고 왜곡하였다는 이유로 하급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債券 debenture)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확인

하여야 하였다. 해당 채권은 1901년에 황제 레오폴트 2세(Leopold II) 개

인 재산에 속하는 콩고(Congo)에 의해 발행되었다. 콩고는 1907년에 재

산양도계약에 따라 국가인 벨기에(Belgian State)로 양도되었다. 해당 재

산 양도계약의 관련된 조항에 따르면 채권의 채무자는 벨기에(Belgian 

State)이다. 그러나 1908 벨기에콩고통치법(Belgian Statute on the 

Governance of the Belgian Congo)에 따르면 콩고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지

니기 때문에 채권의 채무자가 될 수 있다. 프랑스 항소법원은 콩고가 이

미 벨기에에 인수되었다는 사실에 기하여 재산양도계약의 조항에 따라 

판결하였다. 당사자인 Montefiori는 상고를 제기하여 벨기에콩고통치법을 

준거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프랑스 대법원은 항

소법원이 벨기에법을 왜곡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613)  

  외국법을 왜곡한다는 것은 상고이유가 될 수 있지만 Montefiori사건 이

후에 프랑스 대법원이 "왜곡"이라는 이유로 하급심판결을 파기한 판례는 

611) Cass.fr.,4 Nov.1958,Rev.Crit.Dip,303(1959). Cass.fr.,13 June 1960,D.1960.596.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당사자가 외국법을 왜곡한다는 것을 상고 이유로 하지 아니하였
다. Geeroms, para.5.07 참조.

612) Cass.fr.,21 Nov.1961, D.1963.37. 이하 사건에 대한 소개는 Geeroms, para.5.08
에서 재인용.

613) 계약의 사실이라는 성질로 계약에 대한 해석은 상고심 심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야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민법 제1134조는 계약에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프랑스 대법원은 
제1134조에 근거하여 계약의 해석을 심사하고 있다. Geeroms, para.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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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에 불과하므로 해당 이유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다.614)   

  (2) 이유에 대한 설명

  법관에게 재판의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프랑스 대

법원은 항소법원이 재판의 이유를 설명하였는지, 근거에 대한 설명이 충

분한지를 심사할 수 있다.615) 판례를 보면 외국법에 쟁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외국법의 해석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프랑스 대법원

은 항소법원에 재판의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한다.616)   

  III. 소결

  앞에서 각 주요 국가의 실무를 살펴 본 결과 외국법의 적용은 대체로 

항소 내지 상소심에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음을 보았다. 다만 재심사를 

허용하는 이유 또는 시각이 다를 뿐이다. 영국은 항소 및 상고심에서 증

거의 충분 여부의 시각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외국법의 적용 상황을 

심사하고 있다. 영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외국법을 법률로 보게 됨에 따

라 외국법에 관한 항소와 상고가 허용되고 전면적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법관이 외국법을 조사할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

는지 여부의 시각에서 외국법의 적용에 대해 재심사할 수 있다. 프랑스 

대법원은 외국법의 적용을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선언하였지만 실무에서

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외국법을 심사하고 있다.   

  사견으로는 외국법에 기하여 제기한 상고의 가능 여부는 2가지 요소와 

관련된다. 첫째는 상고심이 법률심인지 사실심인지이다. 둘째는 상고심의 

목적이 무엇인지이다. 

  상고심이 법률심이라면 외국법을 사실로 간주하는 국가에서 외국법의 

적용에 기하여 상고를 제기하는 데 장애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분석한 

614) Geeroms, para.5.10.
615) Geeroms, para.5.19.
616) Geeroms, para.5.20,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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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외국법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고 단순한 법률도 아니다. 실제

로 법률문제인지 사실문제인지에 대한 구별기준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

다.617) 법률인지 사실인지를 구별하는 이론은 양자의 차이에 기하여 진

행된 엄밀한 분석이라고 하기보다는 문제된 사안에 관련된 사법정책에 

대한 고려에 근원한다.618) 즉 사법정책적 고려에 기하여 어떤 문제를 상

급법원에 맡겨 재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국의 실무를 보면 

외국법의 성질에 따라 상고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외국법 법률설을 취하는 전형적인 국가인 독일에서는 법률심인 상고심에

서 외국법 적용위반을 이유로 삼아 상고를 제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외

국법의 성질은 외국법에 기한 상고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결정적인 요소

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상고제도의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외

국법의 적용이 상고심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지를 검토하기로 한다.

  

  1. 상고심제도의 목적 및 외국법 적용의 재심사를 반대하는 이유
  상고제도의 목적은 각국의 입법정책에 달린 문제이지만 주로 법령해석

의 통일 내지 법률의 발전 및 당사자의 권리구제 등이라고 할 수 있

다.619) 가령 단지 당사자의 권리구제만을 고려하면 상고심의 역할은 항

소심의 역할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당사자의 권리구제는 대법원의 

외국법 적용위반에 대한 심사를 부인하는 이유로서 충분하지 않은 것으

617) 예컨대 프랑스에서는 사실문제에 대한 성질결정은 법률문제로서 대법원의 관할범위에 
속한다. 영국에서는 어떤 행위에 대한 성질결정은 전통상으로 배심원단에 의해 재판되
는 사항에 속하였고 현재까지도 사실문제로서 취급되고 있다. Jolowicz, On Civil 
Procedure, p.301.

618) Jolowicz, On Civil Procedure, p.302.  
619) 이시윤, 864면; Geeroms, p.376. 상고제도의 목적은 크게 프랑스형과 독일형이 있다. 프

랑스의 상고심은 법령해석의 통일을 목적으로 한다. 2002년 민사소송법개혁법 이전의 독일
형은 법령해석의 통일과 당사자의 권리구제 두 가지를 그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 상고심은 
구독일형에 속한다. 이시윤, 864면. 독일의 민사소송개혁법은 상고심을 법의 발전, 판례의 
통일과 중요한 법률문제의 해명 등 일반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바꾸었고 바른 
재판을 통한 당사자 개인이익의 구제수단으로서 존재의미를 없앴다. 이시윤, 864면 각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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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그러나 각국의 대법원은 각자의 역사적 기원과 조직기구가 

다르지만 그 역할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비

하여 법령해석의 통일 및 법률의 발전에 더 치중한다.620) 대법원의 법해

석의 통일 및 법발전의 기능으로부터 대법원의 역할은 자국법 해석의 일

치성과 정확성을 보증하는 데에 있지 외국법 해석이 일치하는지는 법정

지의 대법원의 역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가 많다. 그들의 이유는 대

체로 아래와 같은 3가지가 있다. 첫째,621) 대법원의 역할은 자국법상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자국법을 해석하여 발전시키는 데 있다. 그 목적은 

자국법이 통일적이고 조화로운 법체계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외국법

은 자국법이 아니므로 대법원의 외국법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은 자국법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622) 대법원이 외국법을 잘못 적용한다

면 대법원의 권위가 약화될 수 있다. 해당 견해에 따라 외국법의 해석 

및 적용은 반드시 특정적인 법체제의 배경과 결합하여야 하는데, 법관이 

자국법을 적용할 때에는 건축사처럼 자국법질서를 토대로 재판 결론에 

이르고 자국법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나 외국법을 적용할 때에는 사진

사에 불과하기623) 때문에 대법원의 법관일지라도 외국 대법원의 법관만

큼 외국법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법관이 외

국법을 잘못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대법원에서 외국법을 빈번하게 

잘못 적용한다면 대법원의 권위에 해가 된다. 셋째, 국제예양을 고려하여 

외국법의 해석을 자제하여야 한다.624) 즉 일국의 법원이 자신에게 만족

스러운 방식으로 외국법을 적용하더라도 그것이 딱히 외국법 소속국 법

원에 만족스럽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예양에 근거하여 일국 법원은 

단지 자국법만을 종국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

620) J.A.Jolowicz, On Civil Procedure, p.258.
621) Geeroms, pp.376-377.
622) Juenger, Choice of Law and Multistate Justice, p.86.
623) Juenger, 전게서, p.86. 
624) Henri Batiffol, Paul Lagarde, Droit International Prive, 陈洪武 等译，《国际私

法总论》，中国对外贸易出版公司，1989, 467-468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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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외국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된다.

  2. 상고심의 심사를 거부하는 견해에 대한 비판 
  가. 법 발전의 시각에서

  (1) 외국법과 내국법의 관계

  위 3가지 이유는 외국법은 내국법과 다른 존재이며, 외국법의 해석과 

적용이 내국법질서와 무관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

는 올바르지 않다. 내국법과 외국법의 결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해보기로 

한다.

  (가) 성질결정 단계 

  국제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준거법의 결정은 성질결정을 거치지 않

고는 불가능하다. 성질결정을 어느 법에 따라 할 것인가에 관하여 다양

한 견해가 있지만 법정지법에 의한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내적 판단의 일

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실무에서 많이 수용된다.625) 그

러므로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이미 법정지법의 가치판

단이 반영되었다.

  (나) 법해석 단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외국법을 적용할 때 법정

지 법관이 외국법 소속국 법원의 외국법에 대한 적용상황에 따라 외국법

을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승인된 원칙이다. 그러

나 그 실제 운용이 이론과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가 외국법을 조

사·입증하는 경우에는 법관은, 직권으로 외국법을 조사할 수 없다면, 당

사자가 제공한 제한된 자료에 근거하여 외국법을 해석할 수밖에 없다. 

법관이 외국법을 조사할 의무를 지더라도 외국법 흠결 시 법해석의 방식

으로 보충한다면, 외국법 정보와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

여야 하지만, 근사법의 선택 및 조리에 따라 행하는 해석은 법정지 법관

625) 안춘수, 「국제사법에 있어서의 성질결정 문제」, 『비교사법』 제11권 제2호 통권 제25
호, 비교사법학회, 2004, 338면;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박영사, 201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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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국법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법관의 외국법에 대한 

인식이 법정지 법관의 가치판단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관의 외국법에 대한 적용은 자국의 법질서와 전혀 무관한 것

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실제로 자국의 법체계의 개념분류, 자국의 법

해석방법 심지어 자국 법체계 내에서 숨겨 있는 가치판단 등과도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다. 

  (2) 외국법에 대한 심사를 통한 법의 발전

  외국법의 적용과정에서 외국법은 내국법에서 분리되어 고립적으로 존

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정지 법관은 되도록 외국법을 

존중하는 동시에, 자국의 가치판단을 근거로 외국법의 해석 및 적용을 

통하여 같은 경우에 자신의 법적 판단이 무엇인지를 표명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정지 법관의 외국법의 적용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발전하는 

것은 외국법이 아니라 법정지법관의 자국법이다. 법관이 외국법을 적용

할 때 추구하는 정의는 외국법상의 정의가 아니라 자국법질서에 반영되

는 정의이다. 몰론 법정지법관이 외국법의 적용을 통하여 획득한 정의는 

내국법의 적용을 통해 획득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제사법의 

가치의 소재이다. 

  또한 외국법 흠결 시626) 대법원은 외국법 적용에 대한 통제를 통해 자

국법을 발전시키면서 세계적인 공통된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와 입장

을 발표한다. 이러한 견해와 입장은, 외국법 소속국의 법원에 대하여 구

속력이 없지만, 법적 쟁점을 해결하는 방안들 중 하나로서 세계적으로 

비교되거나 논의되고 견해나 입장을 표명함을 통하여 드디어 법의 조화 

내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외국법 적용에 대한 심사

가 법의 발전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나. 국내에서의 외국법 해석의 일치 

626) 법흠결의 경우 동일한 국가의 법관일지라도 상이한 가치판단에 기하여 유사한 본안 
사실에 대해 상이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외국법 흠결 시 법정지법원의 외
국법에 대한 해석이 외국법 소속국 법관의 견해나 입장과 일치한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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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을 적용하는 목적은 외국법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국법을 

발전하는 것인 이상 대법원이 하급법원의 외국법에 대한 적용상황을 심

사하여 조정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 내국법의 적용에서와 같이 대법

원은 외국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해석의 통일이라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

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자국법원에서의 외국법의 해석·적용을 통일하는 

것을 심사하는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국제교류가 증대함에 따라 대법원은 

국제적 사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627)   

  다. 국제예양의 시각에서 

  일국 법원의 외국법의 적용위반에 대한 심사는 결국 자국의 사법권위

의 행사와 자신의 법정의(正義) 관념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대법원의 외

국법에 대한 해석은 외국법 소속국 대법원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지 않는다. 더불어 일국 대법원의 외국법에 대한 해석의 결과는 

외국법 소속국의 사법체제에 대해 구속력이 없으므로 외국법 소속국 대

법원의 권위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예양을 이유로 외국법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를 외국 대법원에게 남겨준다는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전술한 이유를 고려하면 외국법의 적용은 각국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

의 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러한 심사의 내용과 

방식은 각국의 외국법 조사·입증 책임의 부담방식을 고려하여 결정되어

야 한다. 법관에게 외국법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 법관이 외국법에 대한 자신의 인식에 기하여 하급법원

의 외국법에 대한 인정을 심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

나 만일 대법원의 법관이 관련된 외국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

라면 직접 외국법 적용이 정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게 된

다. 그 이유는 보통 대법원은 하급법원만큼 당사자나 증인에 대면하여 

627) 신창선·윤남순,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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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입증·조사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직접 외국법 적용의 정확한지를 

판단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입증·조사가 없이 외국법을 인정

하면 잘못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 이것은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려는 

목적에 어긋난다. 그리하여 외국법 적용위반에 대한 심사는 입증의 충분 

여부, 외국법을 조사하는 의무를 지는 법관이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는

지 여부, 조사방법의 타당성, 법관이 외국법을 인정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그의 분석이 합리적인지 여부 등과 같은 내

용에 치중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급방식은 여러 국가들에서 수행되고 있

는 법원의 실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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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외국법 적용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

  

  외국법 적용 과정으로는 우선 외국법을 조사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외

국법의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외국법을 문제가 된 사안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외국법의 적용에 관한 국제적 협력에 대한 모색은 외국법 

적용의 과정과 유사하게 2단계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단계

는 외국법 정보의 취득에 주목한다. 둘째는 법적용의 통일을 목적으로 

외국법의 적용을 통일시키려는 국제적 노력이다. 

  외국법의 적용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인 협력은 주로 외국법 정보의 취

득에 착안하였다. 해당 단계의 대표적인 성과는 1968년 제정된 “외국법

정보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Information on 

Foreign Law, 이하 ‘런던협약’이라고 함)” 및 1979년 미주 국가들이 체

결한 “미주국가간의 외국법의 증명과 정보에 관한 협약628)

(Inter-American Convention on Proof of the Information on 

Foreign Law, 이하 ‘미주협약’이라고 함)”이다. 최근 외국법의 적용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은 외국법 적용의 통일화로 향하여 발전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최근의 성과는 유럽연합이 유럽통합의 진전에 따라 외국법

의 적용에 관한 원칙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학자들이 “Principles for a 

Future EU Regulation on the Application of Foreign Law”, 즉 이른

바 “The Madrid Principles (이하 ‘마드리드원칙’이라고 함)”를 채택한 

것이다. 그 밖에도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외국법 정보의 취득 및 적용에

서의 국제적인 협력에 관한 메커니즘을 설계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

628) 지금까지 미주협약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에 통과되었다. 1987년 스페인도 이 협약에 가입하였
다. 미주협약에 따라 각 회원국의 지정된 기관은 다른 회원국에 요청된 외국법의 본문 및 
유효성, 의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는 쌍방 국가에 모두 적법하고 적절한 방식
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정보에 관한 요청을 법관, 법원 또는 기타 기관이 제기할 수 있다. 
외국법에 관한 회신은 요청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고 회신하는 국가는 회신에서 표현
된 의견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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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럽연합은 실질법 내지 국제사법에서 이미 일정한 정도로 법의 통

일을 실현하였으므로 그의 실천은 국제사법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을 고려하여 아래에서 먼저 런던협약을 검토하고 이어서 헤이그국

제사법회의의 관련 작업 및 유럽연합의 새 동향으로서의 마드리드원칙을 

소개하기로 한다. 

  I. 런던협약 

  런던협약은 1968년 일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629) 회원국들

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1969년 12월 17일 발효되었다. 런던협약은 체약

국들 사이의 외국법의 조사에 관한 협력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자세한 규

칙을 규정하였다. 런던협약은 유럽평의회 회원국에게 개방될 뿐만 아니

라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도 개방되어 있다.630) 2014년 4월까지 46개 국

가들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였다.631) 런던협약의 핵심은 체약국이 

지정된 수령기관(receiving agency)을 통하여 요청된 정보를 상대방 국

가에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데 있다.

  

  1. 주된 내용

629) 유럽평의회는 입법기준, 인권, 민주의 발전, 법치 및 문화의 협력에 관한 영역에서의 유럽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이다. 그가 1949년에 설
립되었고 EU와 서로 독립된 기관이다. EU와 달리 유럽평의회는 구속력이 있는 법률을 제정
할 수 없다. 

   자세하게는 http://www.coe.int/aboutCoe/index.asp?page=quisommesnous&l=en 참조. 
630) 협약 제18조 제1항은 “협약이 발효한 후 유럽평의회 장관위원회(Committee of 

Ministers)는 모든 비회원국을 초청(invite)하여 가입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회원국이 공식적으로 협약을 가입하려는 의도를 표명할 때 초청 절차가 시작
한다. Raphael Perl, European Convention on Information on Foreign Law, 
International Journal of Law Libraries Vol.8, 1980, p.151.

631) 그들 중 Belarus, Costa Rica, Mexico, Morocco 등 4개 국가들은 유럽평의회 회원국이 
아니다.
http://conventions.coe.int/Treaty/Commun/ChercheSig.asp?NT=062&CM=1&DF=&C
L=EN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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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적용범위

  런던협약은 "외국법 정보"에 대하여 넓은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민

상사 실체법, 절차법 및 사법기관에 관한 정보632)를 모두 포함한다.633) 

정보의 형식에 있어서는, 런던협약에 따라 촉탁을 받은 체약국은 법률의 

본문(legal text), 법원의 재판(judicial decision) 내지 이를 이해하기 위

하여 필요한 모든 추가적인 서류, 예컨대 이론 저술의 개요, 입법준비작

업 내지 해석적 코멘트634)도 제공할 수 있다. 런던협약이 “민상사”라는 

제한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촉탁할 수 있는 정보는 민

상사“법률”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런던협약 제1조 제1항635)에서 "민상사 

영역(civil and commercial fields)"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런던

협약에 관한 해석보고서636)는 “법률(law)” 대신 “영역(field)”을 사용하

는 이유가 "영역"이라는 용어가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성질이 무엇인지, 

진행 중의 절차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런던협약에 따라 민사상 

영역에 관한 법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637) 또한 민상사 영역에 관련된 

법정보도 런던협약에 따라 취득할 수 있다. 심지어 노동법이, 노동에 관

한 규정이 민사법에 포섭되고 있는 것이라면 협약에 규정된 “민상사 영

역(civil and commercial fields)”에 포함될 수도 있다.638) 

632) 협약 제1조 참조.
633) 당초 런던협약은 민상사 영역에 한정되었으나 1978년 추가의정서에 의하여 형사영역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Additional Protocol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Information on Foreign Law done at Strasbourg, March 15, 1978, European 
Treaty Series No.97,27 I.L.M.797 (1978).

634) 협약 제7조 참조.
635) 제1조 제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The Contracting Parties undertake to supply one anoth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with information on their law 
and procedure in civil and commercial fields as well as on their judicial 
organisation. 

636) 협약해석 보고서 (Council of Europe, Explanatory Report on the European 
Convention on Information on Foreign Law(strasbourg, 1968)), note 7.

637) 협약해석 보고서, not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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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외국법을 제공하는 경로639)

  런던협약에 따라 체약국은 수령기관(receiving agency)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그의 임무는 기타 체약국의 촉탁을 접수하고 이 촉탁

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다만 수령기관은 반드시 촉탁을 직접 

회신하는 일방이 아니다.640) 즉 수령기관은 촉탁한 문제에 대하여 직접 

회신하여도 무방하고 다른 기관에 전송하여 회신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와 동시에 체약국은 발송기관(transmitting agency)을 하나 또는 복수

로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발송기관에 관하여는 체약국은 아래와 

같은 방식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즉 ① 발송기관을 신설하거나 

지정하는 방식, ② 발송기관의 역할을 수령기관에게 부여하는 방식, ③ 

발송기관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 촉탁을 하는 사법당국이 직접 발송하

는 방식.641) 발송기관의 역할은 정보를 제공하라는 촉탁에 대한 본국 사

법기관의 회신을 접수하여 촉탁국에 전송하는 것이다.   

  다. 외국법을 제공하는 절차

  (1) 외국법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청

  런던협약을 체결한 당시 외국법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사법당국642)(judicial authority)에 한정되었고, 절차가 이미 실제

로 개시된 때에만 촉탁할 수 있었다.643) 

  런던협약은 어느 기관이 사법당국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

지 않고 촉탁국의 국내법에 맡겼다.644) 공소기관(prosecution authority)

이 런던협약하의 사법기관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공소기관의 소속국의 재

량에 의하여 판단된다.645) 또한 국내법이 허용한다면 중재판정부가 국가

638) 협약해석 보고서, note 8.
639) 협약 제2조 제1항, 제2항.
640) 협약 제6조 참조.
641) 협약해석 보고서, note 3.
642) 협약은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국가들과 별로 약정하여 촉탁을 제기하는 주체의 범위를 

사법기관 이외의 기타 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제3조 제3항 참조.
643) 협약 제3조.
644) 협약해석 보고서, not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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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법기관을 통하여 런던협약에 따라 외국법 정보를 취득할 수 있

다.646) 

  런던협약상의 이러한 요청의 주체와 시기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불편

을 가져 왔다. 따라서 1978년 체약국들은 스트라스부르에서 추가의정서

(Additional Protocol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Information on 

Foreign Law, 이하 ‘추가 의정서’라고 함)를 체결하여 요청의 주체와 시

기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 추가의정서의 규정에 따르면 외국법 정보

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사법당국뿐만 아니라 공적인

(official) 법률 원조(援助) 및 법률자문 체계 가운데 경제적 약자를 대표

하는 모든 기구 또는 개인도 포함된다.647) 요청의 제기 시기에 있어서 

절차가 실제로 개시된 때부터 요청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

기하기 전의 준비단계에서도 가능하다.648)649)  

  런던협약에 따르면 요청서에는 요청을 한 사법당국이 누구인지 그리고 

관련된 사건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기재하여야 한다.650) 또한 얻고자 하

는 법정보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는 국가가 

불통일법국가라면 요청된 법정보가 어느 법역에 속하는 것인지를 명시하

여야 한다, 요청서에는 정확한 이해와 회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진

술하여야 한다. 요청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문서의 

사본도 첨부할 수 있다, 요청된 문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런던협약 범

위 외의 문제를 포함하여도 무방하다. 

  요청서의 언어에 관하여는 런던협약은 외국법정보를 제공하라는 요청

은 수탁국의 언어 또는 공용어들 중 하나로 작성하거나 번역문을 첨부하

645) 협약해석 보고서, note 19.
646) 협약해석 보고서, note 20.
647) 추가의정서 제3조 제1항.
648) 추가의정서 제3조 제2항.
649) 독일은 추가 의정서 제2조에 대한 유보를 선언하였다. 따라서 독일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의 절차가 이미 시작된 경우에만 외국법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제기할 수 있게 되고 변
호사와 같은 개인에게는 협약에 따라 요청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650) 협약 제4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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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651)

  외국법 정보에 관한 요청서는 촉탁국의 발송기관이 수탁국으로 송부한

다. 발송기관이 없으면 요청을 하는 사법당국이 수탁국으로 직접 송부하

여도 무방하다.  

  (2) 요청에 대한 회신

  수탁국의 수령기관이 외국법정보를 제공하라는 요청서를 받은 후 수탁

국은 회신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수탁국은 정보제공 요청의 근거가 

된 사건이 수탁국의 이익(interests)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의 주권 또는 

안보에 해로울 것이라고 판단하는 때에는 해당 수탁국은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652) 여기에서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라는 표현은 광범위한 

것으로서 수탁국이 분쟁의 당사자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수탁국의 이익

이 관련되어 있거나 분쟁의 해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도 요청

의 거절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또한 여기의 “이익”은 재정적 

이익(financial interests)뿐만 아니라 경제적(economic), 정치적인 이익

도 포함한다.653) 

  수탁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관련된 법정

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를 준비하는 데에 긴 기간이 필요하다면 수

탁국의 수령기관이 이러한 상황을 촉탁국에 알려주고 가능한 회신일자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요청의 수령기관이 스스로 회신할 수도 있고 공적인 주체에 전송하여

도 된다. 적절한 경우에는 요청의 수령기관이 사적 기구 또는 자격 있는 

변호사에게 촉탁하여 회신하게 할 수 있다.654)

  회신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655) 이는 회신이 사건의 해결방안

을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656) 

651) 협약 제14조.
652) 협약 제10조, 제11조.
653) 협약해석 보고서, note 38.  
654) 협약 제6조.
655) 협약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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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에 대한 회신은 요청의 언어와 마찬가지로 수탁국의 언어로 작성

되어야 한다.657)

  외국법의 취득을 위한 비용은 2가지 경우를 나눌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런던협약 제6조에 따라 요청된 외국법 정보에 대한 회신을 

기초하는 주체는 수령기관 및 기타 공적인 기관도 가능하고 사적인 기관 

또는 자격 있는 변호사도 가능하다. 수령기관과 같은 공적인 주체가 회

신을 기초하는 경우에는 수탁국은 회신을 기초하였다는 이유로 촉탁국에 

비용 또는 보수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전술한 사적 기관 또는 

변호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국은 전송을 받은 기관 또는 변호사를 

촉탁국에 알려주면서 동시에 가능한 비용도 알려주어야 한다.658) 비용을 

지불하는 절차, 예컨대 누구에게 비용 또는 보수를 지불하여야 하는지 

등은 런던협약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규정하지 않는

다.659) 

  라. 제공된 외국법 정보의 효력

  수령기관이 회신한 외국법 정보는 촉탁국의 사법기관에 대하여 구속력

이 없다.660) 이는 법원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함이다.661) 따라서 취득된 

외국법 정보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는 여전히 법정지 국가의 사법제도가 

결정할 사항이다.

  2. 실시 상황 
  가. 전체적인 활용 상황 

  런던협약은 새 메커니즘을 만들었으므로 외국법 정보의 취득에 있어서 

중요한 혁신이라고 여겨진다.662) 1997년 실시 상황의 조사663)에 따르면 

656) 협약해석 보고서, note 30.
657) 협약 제14조 제1항
658) 협약 제6조 제15조.
659) 협약해석 보고서, note 49.
660) 협약 제8조.
661) 협약해석 보고서, note 34.
662) Barry J. Rodger, Juliette Van Doorn, "Proof of Foreign Law: The Impac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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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협약은 실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예컨대 독일에는 전문가감정의견

을 통하여 외국법을 증명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런던협약의 메커니즘

을 이용하여 외국법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런던협약의 경로

를 이용하여 외국법을 조사한 사례들 중에는 요청한 외국법 정보를 실제

로 얻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664) 그리고 매우 예외적인 사례665)를 

제외하고 외국법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시간과 비용도 만족스럽다고 한

다.666) 런던협약의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횟수에 있어서 독일은 포르투갈

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667)   

  또한 런던협약에 따른 외국법 정보취득의 메커니즘이 효과적이므로 일

부 국가는 이를 모델로 삼아 양자조약을 체결하였다. 예컨대 독일은 

1985년에 런던협약을 모델로 하여 모로코와 외국법 정보공조를 위한 양

자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이미 1994년에 발효되었다.668) 벨기에

도 런던협약을 모델로 몇 개 국가와 양자조약을 체결하였다.669)

  한편 런던협약의 실제적 이용상황은 국가마다 다르다. 예컨대 독일은 

협약에 의한 경로를 충분히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002년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에는 외국법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한 적

도 있고 받은 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양자

조약에서 대체적인 정보교환 경로를 규정하였지만 런던협약에서 정한 경

로를 이용하고 양자조약상의 경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670) 이

London Convention", 46 Int. Comp. L. Q. 151, 165 (1997).
663) Rodger/Doorn, pp.151-173.
664) Rodger/Doorn, p.155.
665) 한 사례에서 외국법을 제공하라는 요청이 터키에 제기되었다. 그러나 7개월에 거쳐 회신

을 뒤늦게 받았다. 뿐만 아니라 회신은 대응한 법전내용을 복사한 사본이었고 해석도 매우 
적었다. 그리고 그 후 비싼 비용으로 해석을 번역했으나 그가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라고 생각된다. Tueller, p142, 각주142 참조.

666) Rodger/Doorn, p.155.
667) Rodger/Doorn, p.160.
668) Geeroms, para.2.306.
669) Geeroms, para.2.333.
670) Eberhard Desch, Best Practices Survey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Information on Foreign Law, CDCL(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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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달리 영국의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외국법 정보를 제

공하라는 요청을 다른 국가로 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한다.671)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런던협약은 충분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예

컨대 스위스비교법연구소(Swiss Institute of Comparative Law)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과 같이 대륙법계에 속하는 프랑스에서는 1972년 런

던협약이 발효되었지만 런던협약을 통하여 외국법을 조사하는 경우가 적

은데, 실제로 프랑스 법원이 런던협약에 따라 요청을 제기한 사건 수는 

매년 10건을 넘지 않았다고 한다.672) 네덜란드는 1977년에 런던협약에 

가입하고 민사소송법에 상응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 법

관이 런던협약이 정한 경로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수령기관과 발송기관인 

사법부(Department of Private Law)에 요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네덜

란드 사법부에서 네덜란드법에 대한 요청을 많이 받으면서도 다른 국가

에 대하여 요청을 제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예컨대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네덜란드 사법부가 다른 국가에 대하여 한 외국법의 조사 

요청은 5건 밖에 없다.673) 이를 보면 네덜란드에서는 런던협약이 잘 이

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네덜란드 법관들이 런던협약의 메

커니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674) 

  나. 협약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방식

  실제로 제공된 외국법 정보를 보면 일부 경우 단순한 법조문의 제공만

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독일에 대한 일부 요청은 법적 견해(legal 

opinion)를 구하였다. 법조문 이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한 경우도 있

다.675) 영국은 분쟁된 사실에 대한 세부적인 진술이 회신을 하는 데 도

움이 된다고 본다.676) 

   http://www.coe.int/t/dghl/standardsetting/cdcj/2002/cdcj15%20e%202002.pdf 참조 .  
671) Geeroms, para.2.256.
672) http://ec.europa.eu/justice/civil/files/foreign_law_ii_en.pdf p.17 참조.
673) Geeroms, para.2.320, 2.321.
674) Geeroms, para.2.321.
675) Desch, p.3.
676) Desch,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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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협약은 회신의 기한에 대하여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독일에 대

한 요청은 보통 3주 내지 6주 이내에 회신된다. 다른 전문적인 부처에 

자문하여야 하는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는 3개월 내지 4개월 이내에 회

신된 사례도 있었다. 6개월 이내에 회신할 수 없으면 독일은 외국의 발

송기관에 중간통지(interim notice)를 하였다.677) 영국에 대한 요청은 보

통 6주 내지 8주 이내에 회신되었다. 지나치게 지체한 경우를 제외하고 

영국의 발송기관은 회신하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을 통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678) 

  런던협약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예컨대 런던협약에 따라 공적인 기

관이 외국법 정보에 관한 회신을 기초하는 경우에는 촉탁국에 비용을 부

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영국의 사례에서 회신을 기초하는 자는 공적 

기관인 재무부 법무관(treasury solicitor)이었음에도 비용을 청구하였

다.679) 또한 런던협약은 수탁국에 회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만 독일은 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680) 

  3. 시사점
  런던협약의 시행상황을 보면 동 협약은 외국법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 

들 중 하나로서 각 체약국 간에 협력적인 메커니즘을 창설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런던협약은 개방적인 체제이므로 우리 아시아 

국가들이 외국법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런던협약에 가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주요 국가 사이, 특히 한중간에는 외국법 정보의 교환

을 포함한 양자조약을 이미 체결하였고 더불어 법체제에 유사성이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런던협약을 모델로 하여 양자조약을 개선하거나 기존

의 양자조약을 기초로 외국법 정보의 취득에 대해 전문적인 메커니즘을 

만드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부족한 

677) Desch, p.7.
678) Desch, p.7.
679) Desch, p.6.
680) Desch,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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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으므로 런던협약은 단지 “제한적인 성과”681)만을 가져왔을 뿐이

다. 그러므로 아시아지역에서 런던협약과 같은 메커니즘을 만들 때는 개

선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아래에서 런던협약의 내용 및 실시상

황과 결합하여 런던협약과 같은 사법공조의 경로를 통하여 외국법을 조

사하는 방법의 가치를 먼저 검토하고, 그 다음에 런던협약을 모델로 하

여 사법공조의 메커니즘을 만들 때 고려하여야 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가. 런던협약과 같은 사법공조로 외국법을 조사하는 방식에 대한 재인

식 

  사법공조의 방식을 통하여 취득한 외국법 정보는 정확성이 보장될 것

이다. 하지만 런던협약의 실시상황을 보면 협약 또는 조약을 통하여 외

국법을 조사하는 데에는 고유한 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단

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런던협약과 같은 메커니즘을 잘 이용하는지 여부는 각 국가의 

외국법에 대한 취급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런던협약을 상대적으로 

잘 이용하는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에서 법관들은 외국법을 탐지할 의무

를 부담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외국법에 대한 조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런던협약에 규정된 요청주체는 주로 사법당국이다. 

따라서 독일법관들은 런던협약을 이용하여 외국법 정보를 취득하는 데 

대하여 거부감이 없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에는 주로 당사자가 외국법을 

증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법

관이 통상적으로 외국법의 조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외국법의 증명은 대

립당사자 소송방식의 일부를 구성하는데 그에 사법기관이 개입한다면 이

러한 대립당사자 소송방식의 균형을 파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법관

들이 외국법의 조사에 소극적인 역할을 하는 전통 하에서 법관들에게는 

스스로 협약에서 정한 경로를 통하여 외국법을 조사할 강한 의욕이 없

다. 여기에서 보듯이 영국처럼 외국법을 사실로 간주하는 전통이 있는 

681) Tueller, p.172.



- 211 -

국가에서는 런던협약과 같은 사법공조의 방식의 활용성은 상대적으로 높

지 않다. 

  둘째, 런던협약이 정한 경로를 이용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독일의 예를 들면 3주 또는 4주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

지만 4개월 심지어 12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한 경

우에는 과도한 소송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런던협약에 따르면 외국법에 대한 회신은 

객관적이어야 하고 주관적인 견해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독일에서는 법적 견해를 함께 회신해달라고 요청한 사례가 있는 현실을 

보면 복잡한 사건에서는 단순한 법조문과 같은 법정보만으로는 문제의 

해결에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런던협약과 같은 방식

으로 얻은 외국법 정보가 주관적인 견해를 포함하도록 허용한다면 이것

은 법원에 의해 촉탁된 전문가의 감정의견과 성질이 매우 유사하게 된

다. 이때 당사자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도 주관적인 견해를 

수용하는 것은 소송의 공평을 파괴할 위험이 있다. 또한 법관들은 이러

한 주관적인 견해에 대하여 증거신문처럼 외국의 해당기관에 다시 자문

할 기회가 없으므로 취득한 외국법 정보를 구체적인 분쟁 사실에 실제적

으로 적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

  넷째, 사법주권과 분쟁이 제기된 사안에 대한 파악의 필요성 사이의 

균형은 까다로운 문제이다. 정확한 외국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런던

협약 하에서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한 필요한 진술 및 자료를 첨부하는 것

이 허용된다. 또한 회신은 객관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법규범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하려면 주관적인 분석이 있어야 하는 것

이지, 만일 이것이 없다면 적어도 일부 사건에서, 의미 있는 법정보의 

제공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만일 사안에 관한 많은 진술 및 자료를 제

공하고 상대방의 회신에서 법적용에 관한 분석을 포함한다면, 런던협약

에서 취득한 외국법 정보는 촉탁국에 대해 구속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

지만 법관은 다른 근거가 없으면 법관이 사법공조로 취득한 정보를 받아



- 212 -

들일 것이다. 그 경우 결국 재판권이 외국 기관으로 사실상 이전된다는 

우려를 피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사법주권을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

안에 관한 자료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면 취득한 외국법 정보가 당해 

분쟁된 사안에 대하여 적절한 것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사법공조 방식의 고유한 단점으로 인하여 일부 학자들은 외국법정보 

공조 방식으로 외국법을 조사·증명하는 데에 대하여 매우 비관(悲觀)적

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들은 "사법공조의 방식은 고유한 특성으로 인

하여 외국법 조사에 적용되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682) 사견으로는 사

법공조는 완벽한 외국법 조사방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장점을 고려

하면 그 가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사법공조의 방식으로 문제된 외국법의 소속국의 지정된 기관에서 취득

한 외국법 정보는 객관적이므로 일방 당사자를 두둔할 것이라는 우려는 

없다. 이외에도 사법공조를 통하여 취득한 외국법 정보의 권위와 정확성

이 보증될 수 있다. 영미에서의 당사자 증명방식이든지 독일과 같은 법

원에 의하여 조사·확인하는 방식이든지 외국법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전

문가의 의견이 모두 필수적이다. 외국법 소속국의 촉탁을 받는 주체는 

일반적으로 그 국가에서의 권위 있는 법률가 또는 영예를 누리는 기관이

다. 그들은 외국의 변호사 또는 자국에서 비교법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

자에 비하면 외국법의 내용 및 외국법의 실제적인 실시상황에 대하여 더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법공조를 통하여 취득한 분쟁된 

사안에 대한 외국법의 적용의견은 매우 중립적이고 정확한 전문가의견과 

비슷하다. 

  런던협약의 실시상황에 비추어 보면 사법공조의 방식은 영국과 같은 

외국법 증명 방식 하에서는 어려움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영국의 실무에 근거하여 사법공조로 외국법을 조사하는 방식의 가치를 

부인하는 견해가 있다.683)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682) 宋晓, “外国法：'事实'与'法律'之辩”, 《环球法律评论》 2010年第1期，18页.
683) 宋晓, “外国法：‘事实’与‘法律’之辩”, 《环球法律评论》 2010年第1期，18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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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외국법 증명제도는 매우 독특한데 이러한 특례를 근거로 하여 사

법공조의 의의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법의 조사에 관하여 완전히 전문가증언에 의뢰하는 방식에는 단점이 

있다는 것은 영국에서도 인식되었다. 그러나 영국에는 대립당사자주의 

소송제도의 전통이 있는데 외국법에 대한 증명방식의 변화는 전통적인 

대립당사자주의를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사법공조의 방

식은 물론 전문가 증언을 제외한 모든 방식은 영국에서는 광범위하게 이

용되지 못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 협약을 이용하는 

상황을 고찰한 결과 법관에 의해 외국법의 조사를 주도하는 방식 하에서 

사법공조의 이용가능성은 긍정될 수 있음을 보았다. 다만 시간과 비용 

및 언어상의 장애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규정으로 개선해주어야 한다.

  외국법 조사에 있어 사법공조의 가치를 긍정함에도 불구하고, 지적하

여야 하는 점은 사법공조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외국법의 조사·증명은 단

지 이용 가능한 조사 방법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 자체는 국

내법상 기존의 외국법에 대한 조사방법 또는 방식을 대체할 수 없다. 바

꿔 말하면 사법공조는 외국법의 조사에 대하여 선택 가능한 방법 또는 

경로 하나를 제공할 뿐이지 기존의 외국법 조사 체계를 뒤집어 새로운 

체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외국법의 조사에 관

한 국제협력에 있어서 위와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헤이그국제사법

회의의 예상에 따라 새 국제협약은 저촉법 규칙의 성질(저촉법이 강제적

인지 여부)에 관한 국내법의 개정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각국의 법원이 

외국법을 조사하는 규정의 개정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 해결하는 방법은 

국제협력을 통하여 외국법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편리한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것이다.684) 따라서 앞으로는 양자조약이나 국제협약을 체결할 

684) The Permanent Bureau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Treatment of Foreign Law (Succinct Analysis Document), Information 
Document of February 2007 for the attention of the meeting of experts of 23 and 
24 February 2007 on the treatment of foreign law,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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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공조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를 내국에서 어떻게 취급하는지, 그것이 

내국에서 기존의 체계와 어떻게 융합되는지를 더 검토하여야 한다.  

  요컨대 런던협약에 의하여 창설된 메커니즘은 활용성에 있어서 장점이 

있지만 해당 방식을 외국법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 또한 가장 나은 방법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일부 사건에 대하여 

이러한 방식을 이용하면 족하고 다른 사건에 대하여는 반드시 다른 조사

방법과 결합하여야만 외국법의 확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사

견으로는 런던협약의 메커니즘은 보충적인 방법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법관이 스스로 조사한 내용에 모순이 있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제

공한 외국법의 내용 및 외국법 적용에 관한 주장이 상이하고 법관이 이

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런던협약이 정한 경로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 런던협약을 모델로 사법공조 메커니즘을 만들 때 고려할 필요가 

있는 개선방안

  만일 런던협약을 모델로 아시아 국가 간에 외국법 조사에 대하여 사법

공조 메커니즘을 만든다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개선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회신할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회신시한에 대하여 더 

면밀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런던협약이 회신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만 회신하는 시한은 단지 

원칙적인 규정뿐이고 회신하는 시기, 방식에 대하여 세부적·구속적인 규

정이 없다. 그리하여 각 체약국의 관련된 기관의 효율상의 차이로 인하

여 일부 국가들이 회신하기 위한 시한이 지나치게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

하였다. 독일의 조사보고서에서 1년이 넘는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였

다.685) 이렇게 과도하게 지체된 회신이 분쟁된 사건에 대하여 도대체 얼

마나 소용이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만일 런던협약을 모델로 협력 메

커니즘을 만들 때에는 구체적인 시한을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

685)  Desch,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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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양자조약 또는 체약국이 많지 않은 다자조약의 경우에는 각 체약국 

국내 민사소송법에서 심리시한의 규정을 참조하여 회신하는 시한을 설정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촉탁국의 재촉하는 권리, 규정된 회신 시한을 

초과하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탁국의 중간통지 의무의 부과 등도 고려

할 수 있다. 국내법상 상응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

다. 예컨대 조약에서 규정된 시한을 초과하여도 회신을 받지 못하는 것

은 외국법 확인불능의 인정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실무를 

확립할 수 있다.

  둘째, 언어 인재의 확보와 메커니즘의 구축을 고려하여야 한다.

  런던협약에 따르면 요청서는 수탁국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

나 번역은 장애가 되고 번역의 수준이 걱정스러운 경우가 있다. 예컨대 

런던협약을 실시하는 상황에 대한 조사에서 아이슬란드는 “아이슬란드어

로 또는 아이슬란드어를 외국어로 번역할 때 어려움이 있다”686)라고 보

고하였고 영국은 일부 요청서의 번역에 대하여 “poor”라고 평가하였

다.687) 법률용어에서 정확성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다. 잘 번역하지 못하

면 런던협약을 집행하는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다. 따라서 번역 문제를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방식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 그리스에서는 그리스 국제 및 외국법 연구소

(Hellenic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Foreign Law)가 수령기관과 

발송기관으로 지정된다. 해당 연구소는 공적인 법적 실체(legal entity)

로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사법부와 외무부의 감독을 받는다.688) 그 

연구소는 잘 정비된 도서관과 외국어에 정통한 직원을 갖추고 있다. 이

탈리아에서는 수령기관 자체가 내부에 번역 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일

단 번역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해당 번역 기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

다.689)  

686)  Rodger/Doorn, p.169
687)  Desch, p.4.
688) Raphael Perl, “European Convention on Information on Foreign Law”, 8 IJLL 

145, 152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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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법관에게 런던협약의 존재 및 그에 따른 메커니즘의 존재를 주

지시키고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법관이 런던협약에서 정한 메커니즘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은 협약이 효

용을 발휘하는 것을 막는다.690) 따라서 만일 런던협약을 모델로 외국법 

취득의 메커니즘을 창설하려면 해당 메커니즘의 적극적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메커니즘의 존재와 내용에 관하여 법관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

여야 한다. 이점에 관해서는 슬로바키아의 실무를 참조할 만하다. 슬로

바키아는 협약의 규정에 관한 해석문을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게 교육한

다.

  넷째, 수령기관 또는 발송기관에는 그의 변경 시 통지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런던협약 메커니즘의 운영은 수령기관(발송기관)의 설립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 내부의 기구설치의 변경으로 인해 수령기관 또는 발송기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있다. 따라서 런던협약을 모델로 조약이나 협약을 

제정할 때 일단 수령기관 또는 발송기관을 변경하면 상대방 체약국 또는 

기타 체약국에 통지할 의무를 조약(협약)에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다섯째, 전자방식으로 회신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런던협약에 의한 메커니즘의 단점들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회신의 부당한 지연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수령과 회

신에 관한 정상적인 전달과정도 시간이 걸린다. 전자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메일과 같은 전자방식으로 요청서와 회신을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서로 전자 방식으로 정보를 교환한다면 

문서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방식을 우선 확정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II.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노력691)

689) Rodger/Doorn, p.169.
690) 앞에서 언급한 네덜란드의 실무는 이점을 실증할 수 있다.
691) 이 부분은 특별한 주석이 없으면 모두 Prel. Doc. No 11A of March 2009 - Ac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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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법 적용의 통일과 국제적인 협력이 날로 

중요해짐에 따라 근년에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도 이 문제를 조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점차 통일된 인식에 이르게 되었다.

 

  1. 2007년 전문가회의—연구의 중점의 확정과 현행 메커니즘에 대한 인
식
  2006년부터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상설사무국(Permanent Bureau)은 

외국법의 취득과 적용에 관한 실행가능성 연구를 시작하였다. 최초 연구

의 중점은 다국적(transnational) 외국법의 취급(treatment)에 대하여 새

로운 문서(instrument)를 만드는 데에 있었다. 2007년 2월에 개최된 전

문가회의는 외국법에 대한 상이한 태도를 조화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인정하였다. 동시에 전문가들은 외국법에의 접근(access)을 가능하게 하

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단언하였고 상설사무국이 해당 영역에 대하

여 계속 작업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건의가 일반업무 

및 정책 위원회(Council on General Affairs and Policy)에서 받아들여

졌고 결국 외국법 적용에 관한 연구의 중점은 외국법의 법적 지위에 대

한 연구로부터 외국법 내용에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다국적 행정적·법

률적 협력으로 바뀌었다. 

  또한 2007년 전문가회의에서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 즉 런던협약과 

같은 협약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인식되었다. 즉 이러한 협약은 ① 성질

상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것이고, ② 정기심사(regular 

review)의 대상이 아니며 ③ 현대 전자 수단의 발전을 고려하지 못한다

는 것이다. 

  

  2. 2008년의 전문가회의

the content of foreign law and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a global 
instrument in this area – a possible way ahead.

   http://www.hcch.net/upload/wop/genaff_pd11a2009e.pdf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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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2008년 10월 “Global Co-operation on 

the Provision of Online Legal Information on National Laws”라는 

전문가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 회의에서는 주로 3가지 문제를 다루었다. 

첫째는 외국법 정보에의 접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

치이다. 둘째는 외국법 정보에의 접근을 위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역할을 구상하는 것이다. 셋째는 외국법에의 접근이 용이하게 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외국법 적용에는 별도의 메커니즘이 여전히 필요하

다.

  가. 외국법 정보 접근의 편리화

  이 회의에서는 현대 전자 기술의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온라인 방식

으로 외국법을 취득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외국법 정보의 접근에 있어서

는 2008년 전문가회의에서 “Guiding Principles to be Considered in 

Developing a Future Instrument”라는 지도원칙(이하 “2008년 지도원

칙”이라고 함)이 채택되었다. 2008년 지도원칙은 장래 외국법 정보에의 

접근을 위하여 만들 문서에 대하여 아래의 원칙들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

였다.692) 

  즉 ① 자유로운 접근. 회원국들은 그들의 법적 자료를 전자형식으로 

외국관할 구역 내에 있는 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준비작업 및 입법개정, 해석적인 자료를 포

함한 관련된 역사적인 자료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각 

회원국에 권장한다. ② 복사와 재이용. 회원국들은 전술한 법적 자료의 

복사와 재이용을 허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가능한 장애를 제거하여

야 한다. ③ 진실성과 권위성. 회원국이 그들의 법적 자료의 권위 있는 

버전을 전자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권위 

있는 자료를 복사하고 재이용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합리적인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④ 보존. 전술한 법적 자료를 장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과 

692) 아래 2008년 지도원칙의 내용에 대한 소개는 “Guiding Principles to be Considered in 
Developing a Future Instrument”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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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의 접근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회원국에 권장한다. ⑤ 개방

식의 서식, 메타데이터(metadata) 및 지식기반 시스템

(knowledge-based system). 회원국들이 그들의 법적 자료를 개방적인, 

재이용 가능한 서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메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해당 메타데이터의 공통

적인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회원국 사이의 협력을 권장한다. 회원국들이 

그들의 법적 자료를 적용하거나 번역하기에 도움이 되는 지식기반 시스

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시스템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복사하며 

재이용하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⑥ 개인 정보의 보호. 법원 또는 행정

적인 결정을 공개할 때 관련된 자료는 현지 개인 정보 보호법과 일치해

야 한다. ⑦ 인용. 매체가 무엇인가에 관계없이(medium-neutral) 그리고 

제공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provider-neutral), 국제적이며, 일관된 

방법으로 그들의 법적 자료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회원국에 권

장한다. ⑧ 번역. 가능하면 입법과 관련된 자료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회원국에 권장한다. 회원국이 이러한 번역을 제공한 경우, 번역본

을 다른 자에게 복사하게 하거나 재인용하게 하는 것, 특히 자유롭게 접

근하도록 할 것을 회원국에 권장한다. 다중 언어로 접근하는 능력을 발

전시키는 것,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을 회원국에 

권장한다. ⑨ 지지와 협력.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법적 자료에의 접근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을 회원국과 재출판자(re-publisher)에게 권장한

다. 회원국은 법적 자료에의 접근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

는 기구의 존속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다른 회원국이 이러한 의무의 이

행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회원국 사이의 이러한 의무의 이행에서의 협

력을 권장한다.

  나.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역할에 대한 구상

  2008년 전문가회의에서는 외국법 정보에의 접근에서의 헤이그국제사

법회의의 역할을 구상하였다. 즉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법률 정보기구와 

정부의 협력을 위한, 가장 가치가 있는 매개기관(platform)이 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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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건의되었다. 2008년 전문가회의의 구상에 따라 이 “platform”는 

일련의 “운영 규칙(rule of game)”으로 지지되어야 한다. 전문가 상임위

원회(standing committee)를 설립하여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온라인 

출판을 위하여 질의 기준을 개발하고 모니터하거나 운영할 수도 있다. 

이 상임위원회의 소집은 법률정보기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작업

은 외국법의 접근에 관한 헤이그 포털을 이루어 사용자에게 믿을 수 있

는 법률정보제공자를 발견하도록 할 수 있다.

  다. 다른 메커니즘의 필요성에 대한 재확인

  2008년 전문가회의는 외국법 정보의 편리화를 검토하면서 다른 메커

니즘의 계속적인 존재와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즉 외국법 

정보의 접근이 어느 정도 편리하게 되더라도 다른 메커니즘을 완전히 대

체할 수는 없다. 특히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사안에 맞는 개별화된 외국

법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외국법의 접근으로는 부족하고 

외국에서 개별화된 외국법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여

전히 필수적이다. 이것은 2007년 전문가회의에서의 인식에 대한 재확인

이다.693) 다만 2008년 전문가회의에서 온라인 정보 취득 가능성의 맥락

에서 해당 문제를 검토하였다. 

   

  3. 2009년의 상설사무국 보고서
  2007년, 2008년 전문가회의의 인식 및 의견을 기초로 2009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상설사무국은 "외국법 내용에의 접근 및 이 영역에서 전세

계적 문서의 개발 필요성-장래 가능한 방법(Accessing the content of 

foreign law and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of a global 

instrument in this area – a possible way ahead)"이라는 보고서를 기

초하였다. 보고서에서 외국법의 취득에 관해서는 새 협약을 통하여 작업

693) 헤이그 상설사무국에 의해 작성된 “Feasibility Study on the Treatment of Foreign 
Law-Report on the Meeting 23-24 February 2007”(Prel. Doc.No 21A of March 
2007) pp.5-6 참조.



- 221 -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새 협약은 아래와 같은 3가지 내용을 

포함하고자 한다.

  첫째, 온라인 방식으로 편리하게 외국법에 접근한다. 이 부분은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조직(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의 

주된 법정보를 자유롭게 취득하는 데에 치중한다. 이를 위하여 자유롭게 

외국법 정보를 취득하는 것과 온라인 출판에 관한 현실적인 질(quality)

의 기준에 대하여 어떤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상설적인 전문가조직을 

만들어 이 영역에서의 나은 실무를 지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점에 관

해서는 글로벌 온라인 출판의 기준과 양립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자는 

견해도 있다. 

  둘째, 복수국가간의 행정 또는 사법의 협력. 이 부분은 법원 절차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외국법 정보를 요청하는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지 온라인 방식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족

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적인 기구의 네트워크 및 전

문가들. 이 부분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의

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하였다. 즉 전문영역, 예컨대 도산 또는 상속 

등 전문 영역에서의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는 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외국법이 다양한 영역과 관련된 경우에는 자격 

있는 조직, 예컨대 변호사협회, 비교법연구소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

다. 이러한 경우에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상설사무국을 통하여 외국법

의 조사를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4. 2012년 연합회의
  2010년 "이사회에 의하여 채택된 결론과 추천(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adopted by the Council)"이라는 보고서694)에 의하

여 외국법의 취득 및 이를 위한 세계적인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장래의 

694) http://www.hcch.net/upload/wop/genaff2010concl_e.pd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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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로 확인되었다.

  2012년 2월에 외국 민상사 법률에의 접근을 검토하기 위하여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함께 

연합회의를 개최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등 35개 

국가 및 유엔 등 국제기구, 막스플랑크(Max Planck) 국제사법 비교법 

연구소와 같은 연구소의 전문가들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의 후 전문가

의 일치한 의견을 묶어서 “Access to Foreign Law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라는 문

서695)(이하 “2012년 보고서”라고 함)가 채택되었다. 2012년 보고서에서

는 외국법에 편리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재차 확인하였고 외국법의 접근

을 위한 세계적인 메커니즘을 발전시킬 필요성이 강조되었다.696) 

  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원칙이 확인(confirm)되었다. ① 노력의 방향에 

있어서는 내국 절차법의 일치를 모색하는 것이 부정되었다.697) ② 각국

은 자신의 입법과 판례법을 온라인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정보는 권위 있는 최신의 정보이어야 하고 이전에 실행

하였던 정보도 포함하여야 한다.698)  

  장래 세계적인 문서의 설계에 관해서는 2012년 보고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점을 건의하였다. 즉 세계적인 문서는 ① 성질상으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현존한 메커니즘 또는 장래의 메커니즘과 상호 보완적인 것

이어야 한여,699) ② 여러 가지 경우에서 외국법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수요에 대하여는 다양한 수단 또는 자원으로 충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계약의 협상과 같은 비분쟁적인 사항에서 외국법 정보를 취득해야 하는 

경우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 세계적인 문서는 상이한 법률체계 및 전통

에서 모두 실행될 수 있어야 하고 언어장애도 해결하여야 한다.700) 

695) http://www.hcch.net/upload/foreignlaw_concl_e.pdf 참조.
696) 2012년 보고서 추천의견 제1,2조 참조.
697) 2012년 보고서 추천의견 제4조 참조.
698) 2012년 보고서 추천의견 제8조 참조.
699) 2012년 보고서 추천의견 제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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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인정(recognize)하였다. ① 구체적

인 사안에 대한 개별화된 외국법 정보를 취득하는 별도의 메커니즘이 필

요하다. 이를 위하여 법관, 정부기구, 외국법 전문가 또는 전문연구소의 

관련된 외국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701) ② 외국법에 관련된 심

리에서 외국법의 적용에 관한 외국법원의 입장(opinion) 또는 판단을 요

청할 경우에는 해당 절차는 당사자의 절차상의 정당한 권리(due 

process rights)를 보장해주어야 한다.702) ③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개

별화된 외국법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된다. 비용의 지불은 더 좋은 서비스를 보장할 것이기 때

문이다.703)

  앞에서 보다시피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외국법 적용에 관한 각 회원국

의 절차를 통일시킨다는 생각을 포기하고, 외국법 정보에의 접근을 위한 

세계적인 문서를 만들려고 시도하며, 외국법 정보의 접근을 편리하게 하

기 위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 매개기관(platform)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개별화된 외국법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별도의 메커니즘 또는 수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세계적인 문서를 아직 성안하지 않았지

만 우리도 앞으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작업을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 외국법 정보 취득의 매

개기관이 된다면 외국법 조사의 법원의 실무에서 이러한 경로를 통하여 

외국법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헤이

그국제사법회의가 만드는 세계적인 문서를 성안한다면 한국이나 중국이 

가입할지 또는 이를 모델로 다른 국가와 조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도 고

려하여야 한다.   

700) 2012년 보고서 추천의견 제6조 참조.
701) 2012년 보고서 추천의견 제9조 참조.
702) 2012년 보고서 추천의견 제11조 참조.
703) 2012년 보고서 추천의견 제1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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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유럽연합의 새로운 동향

  1. 마드리드원칙의 성안
  1965년 당시 유럽공동체 형성 초기의 목적은 공동시장(common 

market)과 경제화폐연맹을 확립하고 통일적인 상사정책을 실시하여 상

품, 인원, 서비스, 그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실현하는 데 있었다. 

상품거래의 자유, 개인 이주의 자유, 서비스 이동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통하여 공동시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 사이의 법을 동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 동안 실질법의 통일에 있어 진전

이 별로 없었고 통일적 실질법은 별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법률 

저촉 문제는 유럽공동체의 성립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국제사법은 

여전히 존재의의가 있다. 게다가 유럽공동체 범위 내에 각 나라의 국제

사법은 역시 천차만별이다. 그러므로 유럽공동체는 유럽공동체 체계 내

에 완비된 통일적인 실질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하면서 그와 동시에 국제

사법의 통일 작업도 시작하였다.704) 유럽연합이 설립되었을 때까지 유럽

공동체 시대에 국제사법 영역에서 체결된 중요한 협약으로는 2개를 들 

수 있다. 즉 1968년 체결된 "민사 및 상사에 관한 재판관할과 판결의 

집행에 관한 EU 협약(Brussels Convention on Jurisdiction and the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브뤼

셀협약"이라고 함)과 1980년 체결된 "계약채무 준거법에 관한 EU 협약

(EC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로마협약"이라고 함)이 그것이다.705) 유럽연합이 설립된 

704) 유럽사법의 통일에 관해서는 안춘수, 「유럽의 사법통일의 동향-접근방법과 현황을 중심으
로」, 『비교사법』 제13권 3호(통권3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 51면-83면; 김동훈, 「유럽
통합과 사법통일」, 『비교사법』 제6권 1호(통권10호), 한국비교사법학회, 1999, 383면-410면 
참조. 

705) 브뤼셀협약과 로마협약을 제외하고 유럽공동체 6개회원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
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은 1968년 2월에 "회사와 법인의 상호승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Mutual Recognition of Companies and Bodies Corporate)"을 체
결하였으나 회원국 중 네덜란드가 비준하지 않아 미발효 상태이다. 肖永平主编，《欧盟统一



- 225 -

후 유럽연합조약(Treaty on the European Union, Maastricht Treaty)

의 개정을 목적으로 제정된 1997년 암스테르담조약은 유럽법체계의 제3

지주(Pilars)706)인 "사법 및 내무(Judicial and Home Affairs)"를 대폭 

수정하였다. 암스테르담조약에 따라 사법 및 내무 분야의 협조에 포함된 

"민사상의 사법공조(judicial co-operation in civil matters)"는 제1지

주, 즉 유럽공동체가 관할하는 사항으로 변경되었다. 그리하여 민사상의 

사법공조에 대하여 유럽의사회(Council)는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

게 되었다. 그에 따라 암스테르담조약 이후에 사법의 통일화는 유럽의사

회 규칙(regulation) 또는 지침(directive)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커다란 성과707)를 달성하였다.

  국제적인 사법의 통일에는 여러 가지 방법708)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

내 입법처럼 보편적으로 강제적인 효력이 있는 법을 만들기는 어렵다. 

国际私法研究》，武汉大学出版社，2002，p4 참조.
706) 다른 2가지 지주는 각각 “European Community (EC),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및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공동외교와 안보정책)”이다. 제1지주 범위 내에 공동체는 직접 입법할 권한
이 있다. 제2, 3지주는 정부간의 지주(intergovernmental pillars)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입
법을 할 수 없다. 肖永平主编, 《欧盟统一国际私法研究》，武汉大学出版社，2002, ５页　참
조.

707) 예컨대, 민사 관할과 판결에 관한 "Regulation 44/2001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브뤼셀
규칙I)", 계약상채무에 관한 로마규칙 I, 로마규칙 II, 가족법 영역에서의 EC Regulation 
2201/2003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Matrimonial Matter(브뤼셀규칙IIA), 국제도산영역에 관한 "EC Regulation 1346/2000 on 
Insolvency Proceedings" 등, 자세한 논의는 Peter Stone, EU Private International 
Law- Harmonization of Laws, (Edward Elgar 2006), pp.4-10; 박덕영(편), 『EU법 강
의』, 2013, 549면 이하(석광현 집필부분) 참조.

708) 국제적으로 실질규범을 통일 내지 조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일정한 사
법분약의 실질법을 통일하는 방법, 둘째, 협약 또는 모델법의 형식으로 각국의 국내법은 그
대로 두고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법을 입법적으로 통일하는 방법, 셋째, UNIDROIT의 국제상
사계원칙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조약이나 모델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도 이용되고 있다. 
그 밖에도 사법적 협력의 방법, 기업관행과 국제상업회의소 등의 통일 규칙에의하여 국제규
범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13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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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재에는 유럽의 사법통일은 이른바 "사법의 유럽화"를 통하여 

전통적 통일화 방식을 넘어서 직접 입법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커다란 진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저촉법의 핵심인 외국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유럽에서 통일된 규칙이 아

직 제정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외국법의 적용에 관하여 아직 통일적 규범이 정립되지 못하였다는 사

실은 이미 달성한 국제사법의 통일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입법자는 외국법 적용제도를 통일하도록 모색하고 있다. 로

마 II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외

국법에 관한 조항을 설치하여 당사자의 준거법에 관한 논쟁 내지 법원의 

외국법 내용에 대한 확인을 규율하라고 제안하였다.709)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로마 II 규칙의 Review Clause의 제

30조는 추후에 "상이한 법역에서 외국법이 취급되는 방식의 효과"에 대

한 연구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이 조항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2011. 8. 20.까

지 유럽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

709) 유럽의회는 로마Ⅱ 초안에 제12조와 제13조로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을 것을 제안하였다. 
   Article 12 Contentions as to applicable law 
   Any litigant making a claim or counterclaim before a national court or tribunal 

which falls within the scope of this Regulation shall notify the court or tribunal 
and any other parties by statement of claim or other equivalent originating 
document of the law or laws which that litigant maintains are applicable to all or 
any parts of his/her claim.

   Article 13 Determination of the content of foreign law
   1.  The court seised shall establish the content of the foreign law of its own 

motion. To this end, the parties' collaboration may be required.
   2.  If it is impossible to establish the content of the foreign law and the parties 

agree, the law of the court seised shall be applied.
   European Parliament legislative resolution on the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I"), P6_TA(2005)02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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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부 학자들은 연구계획을 시작하여 비교적인 보고서를 편집함으로써 

위원회에게 입법건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색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우선 각 나라의 외국법에 대한 취급방식에 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작성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보고서를 기반으로 삼아 적절한 입법과 기술 조치

를 제안하여야 한다.710) 

  지금까지 학자들은 연구작업을 이미 완성하였다. 이 계획을 다루기 위

해 설립된 연구반은 각 나라의 대표 학자에 의하여 작성된 보고서를 기

반으로 장래 유럽연합에서 외국법의 적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때 따라

야 할 원칙을 "Principles for a Future EU Regulation on the 

Application of Foreign Law" ("The Madrid Principles(마드리드원칙")

라는 문서로 공개하였다. 마드리드원칙 하의 외국법은 EU 회원국의 법

뿐만 아니라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법도 포함한다.711) 따라서 마드

리드원칙의 내용은 EU 내부에 대해서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

법의 적용에 있어서 사법(私法)의 통일화를 시도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2. 마드리드원칙의 내용
  외국법 적용에 대하여 유럽연합의 규칙으로 규율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인 조항과 유럽 자체에만 어울리는 내용을 제외하고, 마드리드원칙에는 

다른 국가 또는 국제조직에 의하여 참조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대체로 아래와 같다.712)713)

710) 이 작업 과정은 GRUBER/Bach, pp.160-163 참조.
711) 마드리드원칙 제III조.
712) 마드리드원칙 제II조에 따라 해당 원칙의 적용범위는 사법적(judicial)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비사법적 영역(non-judicial)도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검토하는 내용은 주로 
사법적 영역에서 외국법의 적용이기 때문에 마드리드원칙에 있는 비사법적 영역에서의 적용
을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간단한 소개는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박영사, 2013, 
135면 이하 참조. 

713) 이하 마드리드원칙 내용에 대한 설명은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박영사, 2013, 135면, 
각주 39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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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국내당국은 직권으로 외국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외국법의 내용

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Principle IV). 

  둘째, 마드리드원칙은 외국법 조사 수단의 다양성 및 관련된 당사자의 

협동을 권장하고 있다. 마드리드원칙에 따라 국내당국은 외국법의 내용

을 확정함에 있어 모든 가능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고 다른 국가당국 

및/또는 당사자와의 협력을 권장하여야 한다(Principle V). 또한 외국법

의 내용은 각국의 국내절차법에 따라 확정되어야 하고, 국내당국은 특히 

조약이 정한 수단에 추가하여 국내 또는 외국의 공적 당국에 의하여 획

득된 정보를 사용할 수 있고, 전문가와 특수기관의 조력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유럽사법네트워크(European Judicial Network)714) 및 유사 네트워

크의 사용은 권장되어야 한다(Principle VI). 

  또한 다른 국가와 협약을 체결하여 법정보를 취득하는 방식을 강조하

고 있으며 관련된 국제조직과의 협력을 지지한다고 선언한다(Principle 

XI).

  셋째, 외국법을 조사하기 위한 비용은 고려범위에 들어간다. 마드리드

원칙은 당사자들이 국내법에 따라 법률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

는 이 법률구제는 외국법의 증명에 관한 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선언

한다(Principle VIII). 

  넷째, 마드리드원칙은 외국법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언급한다. 즉 

외국법의 확정은 공서를 이유로 하는 외국법의 불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다(Principle VII). 바꾸어 말하면 공공질서를 이유로 외국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섯째, 외국법이 불분명한 경우에 법정지법의 적용을 규정한다. 즉 

① 국내당국이 판단하기에 합리적 시간 내에 외국법의 내용에 대한 충분

714) 유럽사법네트워크는 융통성이 있는 하나의 비관료적인(non-bureaucratic) 구조이다. 그
는 비일상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며 성원국들 사이의 사법공조를 단순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는 그에 요청을 한 중앙당국에 비공식적인 협조를 제공하며 상이한 법원들 사이의 
관계를 위한 편리를 제공한다.

   자세하게는 http://ec.europa.eu/civiljustice/network/network_en.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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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점 마드리드원칙 필자의 견해

1
외 국 법 의 

성질
언급하지 않음

외국법 성질의 구분은 실익

이 크지 않음

2

외 국 법 적

용을 조화

하는 방향

외국법의 내용은 각

국의 국내절차법에 

따라 확정함

외국법 조사·증명 제도의 

조화는 절차법상의 통일을 

추구하지 않아야 함

3
외 국 법 의 

직권조사

① 직권에 의해 외국

법을 조사해야 함

② 당사자와의 협력

① 법관의 직권에 의해 외

국법에 대한 조사를 강조

② 당사자와의 협력이 필요

4
외국법 조

사방법

다양한 조사방법을 

이용해야 함

모든 가능한 조사방법을 사

용할 수 있음

5

외국법 확

인불능 시

의 처리

법정지법을 보충적으

로 적용

원칙적으로 법정지법을 보

충적으로 적용하고 예외적

으로 조리 적용 가능

6

외 국 법 적

용 위 반 의 

상 소 가 능

여부

외국법 적용위반은 

재심사의 대상이 됨

항소심뿐만 아니라 상고심

이 있는 경우에 대법원에서 

재심사를 받아야 함

한 확정이 없거나 ② 외국법의 확정 결과 문제된 쟁점을 다루기에 불충

분한 경우에는 법정지법을 적용한다(Principle IX). 

   여섯째, 마드리드원칙은 외국법 적용위반은 상소로 구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마드리드원칙은 외국법의 내용에 대한 결정 또는 판정

은 국내법이 정한 재심사의 대상이 되고 구체적 근거는 국내법으로 정할 

것이라고 규정한다(Principle X). 

  3. 평가
  마드리드원칙은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해 공유될 수 있는 일반적인 가

장 낮은 기준을 설정한다. 마드리드원칙이 선언한 입장의 일부는 필자의 

견해와 일치한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마드리드원칙과 필자의 관

점간의 대비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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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드리드원칙은 각 회원국의 보고서를 근거로 작성된 것인데, 그것이 

현실적인 태도 또는 처리방식을 취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예컨

대 마드리드원칙은 외국법의 성질이 법률인지 사실인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구체적인 처리방식에 착안하여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

다. 또한 외국법의 내용의 확인은 국내당국의 절차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외국법 조사 또는 증명에 있어서 각국의 절차법의 역할

을 강조하고 절차법상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헤이그국제사

법회의의 입장과 일치하고 필자가 앞의 부분에서 제시한 견해와 역시 일

치한다. 이외에도 외국법을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는 입장, 

당사자의 협력에 대한 강조, 그리고 조사방법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

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는 견해에 대하여는 필자도 찬성한다. 하지만 

마드리드원칙에 유감스러운 점도 있다. 주된 문제는 아래와 같은 2가지

이다.

  첫째, 외국법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이다. 마드리드원칙에 의하면 외

국법 확인불능의 경우 법정지법을 적용한다. 앞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법정지법의 보충적인 적용은 널리 인정되는 접근방식이고 법적용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법정지법

을 적용하는 것은 적어도 2가지 단점이 있다. 즉 법정지법이 지정된 준

거법인 외국법과 완전히 상이한 법질서라면 법정지법의 적용이 황당한 

결론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및 법원으로 하여금 너무 안이하게 법정지법

을 적용하도록 조장하는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마드리드원칙에

서 외국법이 불분명한 경우에 예외 없이 법정지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타당치 않은 면이 있다고 본다.

  둘째, 마드리드원칙은 외국법 적용위반의 경우 상고 가능여부에 대하

여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는다. 마드리드원칙 제X조에서는 외국법의 내

용에 대한 결정 또는 판정은 국내법이 정한 재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규

정한다. 그러나 앞에서 각국 실무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 항소심 절차에

서 외국법 내용에 대한 재심사에는 큰 장애가 없고 오히려 법률심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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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상고심 절차에서 외국법 내용을 재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마드리드원칙에서 "review"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법률

심과 사실심을 구별하는 국가에서 항소심 절차에서 외국법 내용에 대한 

재심사를 허용하면 마드리드원칙의 규정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외국법 적용위반이 일국의 대법원의 재심사의 대상이 되는지는 그렇

게 명확하지는 않다.   

  마드리드원칙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물론 외국법의 적용은 복잡

한 문제로서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유럽과 같은 경우, 학자들

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럽연합은 외국법의 적용을 통일시키려는 

입법계획이 아직 없으며 "가까운 장래에 외국법의 적용을 통일하기 위한 

더 이상의 조치가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없다."715)

715) Esplugues/Lelesias/Palao,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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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한국과 중국에서 외국법에 대한 적용

  앞에서 비교법의 방법으로 각 국가의 소송과정에서의 외국법의 조사와 

입증의 입법과 실무를 살펴보았고 관련된 원리를 논의하였다. 아래에서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선택하여 외국법의 적용에 관한 양국의 입법과 

실무를 고찰하며 특히 양국 간 상대방의 법에 대한 적용의 실상을 살펴

보고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1절 한국에서의 외국법에 대한 적용

  
  외국법의 적용에 관하여는 한국 국제사법 제5조가 그의 주된 법원(法

源)이다. 이외에도 외국법의 적용에 관한 판례가 축적되어 제정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외국법 적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명확한 법

리가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한국 국제사법의 강행적 성질과 외국법의 성질

(Ⅰ), 조사의무의 배분-법원의 직권조사의무와 당사자의 협력(Ⅱ), 외국

법을 조사하는 방법(Ⅲ), 외국법 확인 불능시의 처리(Ⅳ), 외국법의 해석

(Ⅴ)과 외국법 적용위반의 구제(Ⅵ)라는 논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한국

과 북한 사이의 분단관계로 북한법의 적용 가능여부도 문제된다. 이절에

서 북한법의 적용문제도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VII).

 

  I. 국제사법의 강행법 성질과 외국법의 성질에 대한 인식

  
  한국 국제사법은 명시하지 않지만 국제사법은 전통적으로 강행적 성질

을 띠고 있다고 인정되고716) 종래의 판례도 국제사법의 직권에 의한 적

용을 인정하고 있다.717) 따라서 한국에서 이른바 "임의적 저촉법" 이론은 

716) 신창선,윤남순, 16면; 김연·박정기·김인유, 21면; 신창섭, 10면.
717)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사법의 강행법성과 외국법의 직권에 의한 적용은 의미

상의 차이가 있다.(전주 88참조) 그러나 한국의 교과서에서는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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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외국법의 적용을 주장하는지에 상관없이 문제

된 사안에 외국적 요소가 있으면 한국 법원은 직권으로 국제사법을 적용

해야 한다. 이것은 전통 국제사법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법의 성질에 관하여 한국에서는 외국법 법률설이 통설718)이

고 판례도 같다.719)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대체로 동일하다. 즉 

외국법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준칙이므로 그것을 사실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사법은 강행법이므로 법원은 국제사법을 적용

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는 외국법의 적용을 주장할 의무가 없다.

  

  II. 조사의무의 배분-법원의 직권조사의무와 당사자의 협력

 
  1. 법원의 직권조사의무
  가. 2001 개정 국제사법 이전 판례의 태도

  2001년 국제사법의 개정 전에 1990년 한 판결(이하에서는 “1990년 

판결”이라고 약칭함)에서 대법원은 법원의 직권조사의무를 확인하였다.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의 적용 및 조사에 관

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외국법은 법률이어서 법원이 권

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국제사법의 직권에 의한 적용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법을 제정하기 전에 1982년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국 법
인과 사이에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이 섭외적 생활관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섭외사법
의 규정에 따라 준거법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81
다684판결. 2008년 대법원은 "국제사법 제1조가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
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거래 당사자의 국적·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사실발생지 등이 외국과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어 곧바로 내국법을 적용하기보다는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그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국제사법의 규정을 적용하
여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8.1.31. 선고 2004다 26454판결.

718) 신창선·윤남순, 168-169면.
719)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대법원은 대법원 2010.3.25.선고 2008

다883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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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으로 그 내용을 조사하여야 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법원이 합리적이

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감정인의 감정

이나 전문가의 증언 또는 국내외 공무소, 학교 등에 감정을 촉탁하거나 

사실조회를 하는 등의 방법만에 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720) 

  그러나 1996년 대법원의 한 판결(“1996년 판결”이라고 약칭함)는 

1990년 판례와 상이한 입장을 취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각 계약에 적용될 위 캘리포니아주의 판례나 해

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므

로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위 캘리포니아주 법률의 의미, 내용을 

확정한데 불과하며 원심이 준거법을 특별히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위법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판시하였다.721) 1996년 판결에서 당사

자가 준거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근거로 외국법을 확인

불능이라고 판단하는 점에서 이는 외국법을 직권조사사항으로 보고 직권

탐지사항으로 보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국제사법의 규정

  2001년 개정된 국제사법은 외국법의 조사의무의 배분에 대하여 명문

의 규정을 두었다. 국제사법 제5조에서는 "법원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

된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당사

자에게 그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

국 국제사법상 외국법 조사 의무의 배분에 있어서 법원이 외국법을 직권

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는 것은 명백하고, 다만 법원은 외국법의 조사,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법원의 직권조사의무의 의미가 무엇인지, 특히 외국법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직권탐지사항인지는 논란이 있다.722) 직권탐지주의는 

변론주의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실과 증거와 같은 소송자료의 수집·제

720)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721)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0041, 30058 판결.
722) 양자에 관하여는 이시윤, 321면, 32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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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의 책임을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이 지는 태도를 말한다.723) 만일 외국

법을 직권조사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법원에 외국법을 직권으

로 문제삼아 판단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지만 외국법에 관련된 자료를 스

스로 수집하고 제출할 의무는 없다.724) 반면에 외국법이 직권탐지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면 법원은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의 제

한을 받지 않고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외국법을 인식할 의무

를 부담한다.725)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외국법에 관한 자료의 수집을 어

느 쪽에 맡겨야 하는지, 당사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에서는 법률설이 통설인데 제5조

는 외국법도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법률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이상 법원

이 외국법을 법률로서 취급하여야 한다는 이념을 기초하므로 여기서 "직

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였는지에 관

계없이 법원은 외국법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것으로 의미한다는 견

해가 유력하다.726) 바꾸어 말하면 외국법의 조사는 법원의 단순한 직권

조사사항이 아니라 직권탐지사항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당사자의 협력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제사법 제5조에 따라 필요할 때 법관은 당사

자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협력이란 예컨대 법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법원 또는 판례를 법원에 제공하거나 특별히 쟁점에 대하여 정통한 관청 

또는 전문가를 알려주는 것 등을 들 수 있다.727) 

  여기에서 법관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협력의무가 발생하는지가 문

제된다. 국제사법의 개정과정에서 당사자가 협력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723) 이시윤, 321면.
724)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은 직권탐지주의가 아니라 직권조사주의에 

입각한 태도를 보여준다. 자세한 설시는 아래 “실무에서의 조사의무를 당사자에게 전가
하는 경향” 부분을 참조. 

725) 위에 언급한 1990년 판결은 이러한 입장을 취하였다.
726)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2013, 126면.
727) 석광현, 전게서, 126면. 



- 236 -

에 관하여 규정을 두어야 하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협력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외국법의 조사·확정은 법원

의 의무이므로 당사자가 협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는 없고, 종래 실무상으로도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로 현행 국제사법에 협력을 요구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만을 두었다.728) 따라서 한국에서는 당사자가 

협력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바로 외국법을 확정할 수 없다고 보아 외국

법 불분명 시의 보조방안에 따라 취급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 스스로 외

국법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협력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결

국 외국법의 내용을 확정하지 못함으로써 대체법을 적용하게 된다는 불

이익을 입게 될 것이다.729)

  3. 조사의무를 당사자에게 전가하는 일부 실무의 경향
  국제사법상 명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사법을 제정한 후 다양한 

판결에서 외국법을 직권조사사항에 불과하고 직권탐지사항이 아닌 것으

로 이해함으로써 조사의무를 당사자에게 전가하였다. 예컨대 대법원은 

2001. 12. 24.선고 2001다30469 판결(아래에서는 “2001년 판결”이라

고 약칭함)에서 법관이 외국법에 대해 직권탐지의무를 진다는 견해 및 

1990년 판결의 입장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1996년 판결의 입장으로 되

돌아갔다.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문제된 쟁점에 대한 영국법의 해석에 

관하여 영국법의 내용을 입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심법원인 부

산고등법원에서는 문제된 쟁점에 대한 영국법의 해석에 관하여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

다.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728)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2013, 126면.
729) 석광현, 전게서, 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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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내용대로 해석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소송 과정에서 그 외국

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

의 의미 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

30041, 30058판결). 그런데, 이 사건의 각 차관계약에 있어서 그 약정

의 해석에 관한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규정한 것은 인정되나, 피고는 위 

차관계약상 파산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여부를 규명

하고자 하는 이 사건 소송의 전 과정에 있어서 준거법인 영국법의 해석

이 한국법 또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과 다르다고 하는 데 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고 달리 그러한 자료가 이 법원에 현출되어 있

지도 않다, 그렇다면, 이 법원이 이 사건 각 차관계약의 내용을 한국법 

및 일반 법원리를 토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해석하여 파산자의 원상회

복의무를 규명함에 있어 위 준거법에 관한 규정이 그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이 비판을 받았다. 즉 "준거법이 외국법

인 경우 법원은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이 준거법인 영국법의 내용을 입증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영국법의 내용을 조사하여 적용하였어야 한다. 

영국법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고 판시한 것은 법원이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는 확

립된 대법원 판결에 반한다."730) 이는 법원이 외국법을 직권으로 탐지하

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가하는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판결뿐만 아니라, 그 후 다른 판결에서 외국법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표현도 보인다.731) 

이러한 표현을 보면 대법원은 법원이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

여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인식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730)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3권, 박영사, 2004, 543면.
731) 예컨대 아래 언급할 대법원 2003.1.10. 선고 2000다70064 판결은 그렇게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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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직권으로 외국법을 탐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 것으

로 이해된다. 이러한 설시는 한국 국제사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본다.

  III. 외국법을 조사하는 방법

  

  외국법의 조사 방법에 관하여 국제사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대법원 1990년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합리적이

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면 충분하고 반드시 감정인의 감정

이나 전문가의 증언 또는 국내의 공무소, 학교 등에 감정을 촉탁하거나 

사실조회를 하는 등의 방법에만 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732) 또한 대법

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즉 

외국법에 대한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733)에 의하여도 무방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법상 법원이 외국법의 조사의무를 부담

한다. 하지만 실무상 법원이 스스로 감정인을 촉탁하여 외국법을 조사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가 준거법 소속국의 법률전문가로부터 선

서진술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

다.734) 이점에서 외국법의 성질에 관하여 법률설을 취하고 외국법의 조

사의무를 법원에 맡기는 한국실무의 조사방법은 오히려 영미의 그것과 

유사하다. 

  외국법에 관한 선서진술서를 작성한 전문가가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

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입법, 대법원 판결 그리고 관련 논의는 보이지 않

는다. 다만 민사소송법학에서 선서진술서는 사감정으로서, 감정으로 간

주되지 않으므로735) 법원에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732)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박영사, 2013, 128면.
733) 자유로운 증명은 엄격한 증명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엄격한 증명이란 법률상 증거능력 있

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한다.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제2판, 박
영사, 2008, 501면. 자유로운 증명이란 엄격한 증명 이외의 증거에 의한 증명을 말한
다.

734)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박영사, 2013, 129면.
735) 교과서에서 “이는 감정인에 대한 당사자의 기피권(민사소송법 제336조), 신문권(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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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사감정의 소송법상의 취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736) 

대법원의 기본입장은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 또는 경험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서가 서증으로 제출된 경우 법원이 그 감정의견이 합리

적이라고 인정하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737) 논

리상으로는 당사자가 외국법에 대해 제출한 전문가의 선서진술서는 사감

정의 일반원칙에 의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유로운 증명을 적용하기 때문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외국법

을 조사하는 방법도 당연히 허용된다. 한국은 1999년 9월 호주와 "재판

상 문서의 송달, 증거조사 및 법률정보의 교환에 관한 민사사법공조조약

"을 체결하였고 이는 2000년 1월 6일 발효되었다. 이 조약 제27조는 법

정보의 제공을 규정한다. 또한 한국은 2003년 7월 중국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이하 "한중조약"이라 한

다)"을 체결했으며 이는 2005년 4월 27일 발효되었다. 한중조약 제26조

는 법정보 공조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738) 

  한국 실무에서 이러한 당사자가 촉탁한 전문가가 외국법에 대한 증명

을 제출하는 방법은 일부 실무가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외국

법의 적용은 그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입증사항739)으로 하고 당사자

가 이를 입증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반대되는 입증을 통하여 이를 반박하

게 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외국법의 내용을 밝힐 수 있다".740) 그러나 영

송법 제327조, 제337조)의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선서를 하는 것도 아니므로 통상의 
감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시윤, 486면.

736) 강수미, 「사감정의 소송법상의 취급」, 『민사소송』 제10권제2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6, 109면.

737)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
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674 판결 등.

738) 본 논문 제5장 제3절 III 참조.
739)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국제사법이 강행법이므로 당사자가 외국법의 적용

을 주장하는 책임이 없으므로 해당 논의에서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의 입증사항"이라
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740) 김갑유, 「국내법원에서의 국제소송의 몇 가지 실무적 쟁점에 관한 고찰」, 『국제거래법연
구』 제14집 제2호, 2005, 133면-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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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달리 한국에서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지지 않고 법원이 외국법을 

직권으로 탐지하여야 하다는 의무를 지므로 실무상 당사자가 주장 또는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들이 그에 따르는 경우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그런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IV. 외국법 확인 불능시의 처리

  

  1. 입법과 실무
  가. 입법

  외국법 확인 불능의 경우 법원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는 국제사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국제사법의 제정과정에서, 법원이 

상당한 기간 동안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의 내

용을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한국법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자는 

제안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자칫 법원으로 하여금 너무 

안이하게 한국법을 적용하도록 조장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으며 게다

가 종래 한국법원의 판례도 조리를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였으므

로 이러한 경우에 한국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라는 견해에 대한 반대의

견이 강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취지의 조항을 두지 않았

다.741)

  나. 판례의 태도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427 판결은 외국법 불명 시 법정지

법인 한국법을 적용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742) 그러나 2000년에 대법원

의 입장은 변하였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이하 “2000년 판결”이라고 약

칭함)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소송과정에서 적용될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그 존재에 관한 자료

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법

741)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박영사, 2013, 130면.
742)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4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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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法源)에 관한 민사상의 대원칙에 따라 외국 관습법에 의할 것이고, 

외국 관습법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밖

에 없는바, 그러한 조리의 내용은 가능하면 원래 적용되어야 할 외국법

에 의한 해결과 가장 가까운 해결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그 외국법의 전

체계적인 질서에 의해 보충 유추되어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 외국

법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법이 조리의 내용으로 유추될 수도 있을 

것이다".743) 

  이 판결에 따르면 외국법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법정지법

인 한국법이 아니라 조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사법은 조리의 내용으로 유추될 수도 있다.

  2003년에 대법원은 조리를 적용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였다. 대법

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이하에서는 “2003년 판결”이

라고 약칭함)은 "선하증권의 법률관계에 대한 미국의 법과 관습에 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는바, 소송과정에서 적용될 외국법규

에 흠결이 있거나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法源에 관한 민사상의 대원칙에 따

라 외국관습법에 의할 것이고 외국관습법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

며 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에서 조리

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더 이상 피력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최근까지도 조리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0. 

3. 25. 선고 2008다88375 판결에서 1990년 판결을 인용하여 외국법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조리 등을 적용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744) 

  요컨대 대법원은 외국법 불명 시 조리에 의하고 동시에 근사법을 조리

의 내용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외국법 흠결의 경우

에는 외국법 불명의 처리방식과 마찬가지로 조리를 적용한다.

743)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744) 해당 판결에서 조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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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제점
  대법원은 조리를 적용한다는 입장을 견지함에도 불구하고 조리를 어떻

게 판단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 

  가. 학자의 견해 

  학자들은 조리에 의하여 판단한다는 것은 "반드시 문명제국에서 승인

된 법의 일반원칙과 같은 추상적 보편적인 원칙에 의하여 재판하여야 한

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본래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외국법에 의한 

해결과 가장 가까운 해결방법을 취해야 한다”745)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최근사법(最近似法)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순수한 조리"746)로서 보충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례의 태도

  위에서 언급한 2000년 판결에서 대법원은 “섭외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흠결 또는 그 존재에 관한 자료의 미제출로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할 법원(法源)”에 대해 판시하였다. 그

에 따르면 외국법에 흠결이 있는 경우, 법원은 민사상의 대원칙에 따라 

외국 관습법에 의하고, 외국 관습법의 내용도 확인할 수 없을 때 조리를 

적용해야 한다.747) 또한 2003년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와 같이 설시하였

다. 여기서 말하는 “민사상의 대원칙”은 한국 민법상의 규정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인다.748) 

  다. 검토

  위 판결에 비추어 조리설의 적용은 아래와 같은 2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는 "외국법의 흠결"의 의미가 무엇인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한 보조방안으로 취급할 수 있지만 엄격

745) 신창선·윤남순, 171면.
746) 김연·박정기·김인유, 212면.
747)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748) 한국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

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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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는 외국법의 흠결은 외국법의 확인불능과 다르다. 즉 외국법의 흠결

은 외국법 체제상에서 분쟁된 사안에 대한 법적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경우를 가리킨다. 이것은 외국법을 이미 확인한 이후의 문제이다.

  외국법 체제상에 법적 해결방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외국

법의 모든 법원(法源)을 조사하여야 한다. 법원인지는 국가에 따라 다르

기 때문에 법원인지의 판단은 해당 외국법의 규정과 실무에 따라야 한

다. 2000년 판결의 경우 준거법이 중국법이었다. 그러면 법원은 중국법

상의 법원이 무엇인지를 먼저 조사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중국에서는 제

정법뿐만 사법해석도 중요한 법원이다.749) 그리고 관습법이 비(非)정식적

인 법원으로서 정식적인 법원에 규정이 없을 때 법률 흠결을 보충하는 

역할이 있다.750) 중국법 체제상 해당 분쟁 사안에 대해 해결방안이 없다

고 인정하려면 위와 같은 중국법상의 모든 법원, 즉 사법해석, 내지 관

습법까지도 검토한 뒤에 비로소 준거법인 중국법의 흠결을 인정할 수 있

다. 논리관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즉

  ① 중국법 체제상 모든 법원을 조사한다. → ② 중국법에 분쟁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의 부재, 즉 중국법의 흠결을 발견하고 확인한다. → ③ 

조리를 보조방안으로서 적용한다.

  그러나 위 원심판결과 대법원 판결을 보면 중국법 체제상의 법원이 무

749)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이 法源인지에 관해서는 상이한 논의가 있지만 법원으로 보
는 견해가 중국에서 다수설이다. 尹伊君, 陈金钊, “司法解释论析”, 《政法论坛》 1994年第
1期, 31-35页；陈春龙,“中国司法解释的地位和功能”, 《中国法学》 2003年第1期, 2003, 
21页; 周永坤主编, 《法理学-全球视野》，法律出版社, 2000, 65页. 실무에서 중국 최고
인민법원에 의해 공표된 공시적인 사법해석은 각 하급법원에 대해 보편적인 구속력이 
있다.

750) 사법해석을 제외하고, 중국의 法源은 정식연원과 비정식연원으로 나뉜다. 정식연원은 다시 
헌법,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의 상무위원회에 제정된 법률, 최고국가행정
기관인 국무원에 의해 제정된 행정법규와 기타 규범성 문서, 지방 국가기관의 지방성법
규,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와 단행조례, 특별행정구의 규범성 문서, 국제조약 등으로 
나뉘며, 비정식연원은 다시 관습법, 조리, 판례 등으로 나뉜다. 한중 법원 형식의 비교
는 马光，"中韩两国法的渊源比较研究", 『경희법학』 제44권 제1호, 2009, 359-380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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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지를 검토한 흔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논리관계도 혼란스럽다. 해

당 사건의 대법원의 설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고경로일 것 같다. 즉

  ① 외국법규(중국법)에 흠결이 있다 → ② 법원에 관한 대원칙에 의해 

중국에 관련된 관습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중국에 관련된 

관습법도 없으면 조리를 보조방안으로서 적용한다. 

  ①과 ②의 전후관계를 보면 외국법의 흠결을 성문법 혹은 제정법에 관

련된 규정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한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에서 법

원에 관한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다. 한국 민법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민사상의 대원칙”을 중국법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

다.  

  둘째, 조리의 내용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학설은 근사법을 “본래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외국법에 의한 해결과 

가장 가까운 해결방법”으로서 조리의 내용으로 이해하여 적용하고 최근

사법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순수한 조리를 적용한다. 조리를 외국법에 

의한 해결과 가장 가까운 해결방법으로 이해한다는 견해에는 필자가 동

의한다. 그러나 근사법이 없으면 적용할 수 있는 “순수한 조리”는 무슨 

의미인지 판결에서 설시하지 않았다. “순수한 조리”는 매우 추상적인 표

현인데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순수한 조리는 어느 

국가의 조리인가? 아니면 어떤 국가의 법체제와 상관없이 세계적으로 보

편적으로 승인된 일반원칙이라고 하는가? 이 점을 이후 판례에서 더 명

확히 하기 기대한다. 

  Ⅴ. 외국법의 해석

  1. 판례의 태도
  외국법의 해석에 관하여는 한국법원은 준거법 소속국의 법원이 해석하

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

  국제사법을 개정하기 전에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판

결(이하에서는 "1991년 판결”이라고 약칭함)에서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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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

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 내용대로 해석 적

용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소송 과정에서 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

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미, 내용을 확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국제사법을 개정한 후에 대법원은 몇 개 판례에

서 1991년 판결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였다.751)

    최근에도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은 "외국법

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실제로 해석·적

용되고 있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 해석·적용되어야 하"고 "그 내용의 확

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법의 의

미와 내용을 확정한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하였다. 이 사건에서 제품을 

국내에서 배급·판매대리 하는 내용의 계약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 준거법

은 캐나다 온타리오 주법으로 약정되었다. 법원은, 일단 캐나다 온타리

오 주에서는 Tilden Rent A Car Co. v. Clendenning 사례 이래로 계약

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에게 계약 내용을 충분히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 계약 내용이 부당하거나 형평을 잃었

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는 약관조항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원칙이 

수립되어 있다고 확인하여, 나아가 이 원칙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가 

피고들과의 계약 체결에 앞서 1년 4개월 동안의 트레이닝 기간을 거친 

후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해지조항을 

비롯하여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해지사유별로 재고반품 등 

배급·판매대리점인 원고의 보호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놓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해지조항의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거

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이 사건 해

751)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0041, 30058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
54587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다88375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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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조항이 원고에게만 불리하여 그 계약 내용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여전히 "일반적 법해석기준"에 대하

여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표현에서만 보면 대법원 판단

의 논리적 논술방식은, 영미법계 법관의 판단방식과 같이, 한 판결에서 

어떤 법원칙을 귀납하여 이 법원칙에 따라 대상인 사안에 대하여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방식은 대륙법계 법관이 성문법에서 명확한 규정을 찾을 

수 없을 때 판례나 학설을 참조하여 문리적 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또는 목적론적 해석에 의해 추상적인 법 규정을 구체화하거나 법의 

흠결에 보충하는 법 적용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해당 사건에서 문제된 

판매·대리계약의 준거법이 영미법계에 속하는 캐나다 온타리오주법이라

는 점을 고려하면 전술한 판단·적용의 과정은 외국법원 입장에 서서 외

국법을 해석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2. 문제점
  1991년 판결 내지 그 이후의 판결들에서 모두 "일반적인 법해석기준"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표현에 대해 2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이런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이 무엇인가? 이 점은 판례에서 

분명하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통일된 방법은 없

고 법계에 따른 차이도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이 무엇인

지는 앞으로 판결에서 설명해야 할 것이다.752)

  둘째, 외국법의 흠결은 법해석으로 보충하는지 아니면 외국법확인불능

을 인정하여 해결하는가? 1991년 판결은 "소송 과정에서 본국의 판례나 

해석기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해석한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위 2003년 판결은 “소송과정에서 적용될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

752) 이 점에 대한 비판은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2013, 13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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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조리에 의한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면 외국법 흠결에 대해 법해석을 

통해 보충해야 하는지 아니면 외국법 확인불능을 인정함으로써 근사법을 

포함한 조리에 의해 해결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VI. 외국법 적용위반의 구제

  한국의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민사소송법 제423조(상고이유)에 따르면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실질법의 적용을 잘못

한 경우에는 논란이 있으나 이 경우도 상고이유가 된다고 보는 것이 통

설이다.753) 

  VII. 이법지역간의 법의 적용

  한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는 특수한 관계이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한국의 헌법은 북한의 국가성질을 승인

하지 않고 대법원의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754)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법의 적용을 이법지역간의 법의 적용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을 국제사법의 인식에 따라 미수교국로 

간주하더라도 국제사법의 원리에 의하여 북한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

나 현재까지 이 점을 한국의 입법에서 명시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은 상태

인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

한 특례법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할 때 준거법에 관한 조항을 설치

하려고 했다. 즉 가족관계, 상속․유증 사건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관

계의 특수성과 국제사법의 목적 및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

제사법을 준용토록 하였다.755) 그러나 실제 입법 때 “북한의 법률과 북

753)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2013, 134면; 신창선·윤남순, 176면.
754) 제성호, 「북한의 법적 지위 재검토-국내법(헌법) 및 국제법적 측면의 종합적 이해를 위하

여 -」, 법조협회, 『법조』 60권4호, 2011, 39-40면.
755) 법무부공고 제20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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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

는 논란이 존재하고, 북한의 법률이 대부분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법

률 규정 자체가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고, 법 자체가 공개

되지 않아 그 내용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는 이유로 북한 법의 효력

을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756) 

  VIII. 소결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에서는 전통 국제사법 이론에 따라 외국법을 법

률로 보고 입법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당사자는 외국법의 적용

에 대하여 주장책임이 없다. 법원이 직권으로 외국법을 적용하고 탐지하

는 의무를 진다. 당사자는 단지 협력의무를 진다. 그러나 실무에서 입법

의 취지로부터 이탈하는 판결도 있다. 이러한 판결에서 법원은 법원이 

직권조사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직권탐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이

해함으로써 자신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조사방법에서 

법원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법관이 외

국법의 적용을 회피하지 않고 외국법의 조사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부

담하도록 하는 것은 한국 국내에서 비교법의 발전에 의지한다. 외국법의 

해석, 외국법 불분명 시의 처리 등에서의 기본적인 입장과 원칙은 확립

되었지만 "일반적 법해석 기준"이나 "조리"의 의미와 같은 세부적인 사

항에 대하여 더 많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실무에서 외국법의 적

용에 대한  취급은 진일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제2절 중국에서의 외국법에 대한 적용

   
  종래 중국757)에서는 국제사법에 관한 내용은 민법통칙, 계약법, 해상

756) 법무부공고 제2011-139호. 
757) 본 논문에서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중국은 중국 대륙지역을 가리킨다. 중국 타이완

지역은 역사적인 원인으로 중국 대륙지역과 상이한 법제를 실행하고 있다. 타이완지역
에서는 2010년 "섭외민사법률적용법"이라는 국제사법적인 법률을 개정하였고 2011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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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속법 등 법률 중에 산재하고 있었고 단독적·체계적 국제사법 입법

이 없었으며 외국법의 적용은 주로 사법해석의 형식으로 규율되어 왔다. 

체계적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국제사법적 쟁점과 마찬가지로 외국

법의 적용은 혼란스러운 상태에 처해 있었다. 2010년 10월 28일 국제

사법의 핵심내용인 준거법의 지정을 규율하는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이하 "법률적용법"이라고 함)"이라는 법이 중국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

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통과되었고 2011년 4월 1일에 발효되었다. 동 법 

제10조는 외국법의 조사·증명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2012

년 12월 중국최고인민법원(이하에서는 “최고법원”이라고 함)은 실무에서 

법률적용법을 적절히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사법해석758)을 제정하였다. 

이 사법해석(이하 “사법해석 I”이라고 함)은 2013년 1월 7일로부터 발

효되었다. 해당 사법해석도 외국법의 적용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다.759) 

법률 및 사법해석의 제정으로 인해 앞으로 외국법의 적용은 명확하게 되

겠지만 외국법적용의 복잡한 특성에 비추어 보면 성문법의 제정으로 인

하여 그간의 논란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 외에도, 홍콩, 마카오 타이완은 중국 대륙과 상이한 법제를 운영하

고 있으므로 중국은 불통일국법 국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국 내에 상

이한 법역(法域)사이의 법에 대한 조사 내지 확인 등 문제가 존재한다.  

월에 공표되었다. 그러나 이 법에서는 공서양속을 위반한 외국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제8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외국법의 적용에 관한 각 측면을 언급하지 않고 외국법의 증
명은 오직 민사소송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국제공법의 입각에서 타이완은 국가가 아
니라고 인정되지만 아시아의 중요한 경제체로서 서로 민상사 관계가 발생하는 것이 현
실이므로 그 지역에서 실행된 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주로 대륙지
역의 법제와 실무를 살펴 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타이완지역의 법제를 언급하지 않기
로 한다. 또한 중국 홍콩특별행정구에서는 이른바 一國兩制의 체계의 따라 대체로 영국
법과 같은 법체계를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 홍콩법 상 외국법의 적용에 관련된 내
용을 별도로 소개하지 않기로 한다. 중국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경우도 홍콩과 마찬가지
다.  

758)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若干问题的解释（一）
759) 중국 국제사법 및 관련 사법해석의 제정 및 내용은 蘇曉凌, 「중국 국제사법의 새로운 동

향」, 『고려법학』 제71호, 2013, 2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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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의 적용"이란 어떤 국가의 법뿐만 아니라 일국 내에서 다른 法域

의 법을 적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 외국법의 적용

에 관한 중국의 입법과 실무를 분석한 후 중국의 상이한 법역 사이의 법

의 조사와 적용을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국에서 이법지역간의 

법의 적용은 체계적인 조사 또는 증명의 메커니즘을 아직 정립하지 못하

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히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아래에서는 국제사법의 강행적 성질과 외국법의 성질(Ⅰ), 

조사의무의 배분-법원의 직권조사의무와 당사자의 협력(Ⅱ), 외국법을 

조사하는 방법(Ⅲ), 외국법 확인 불능시의 처리(Ⅳ), 외국법의 해석(Ⅴ)과 

외국법 적용위반의 구제(Ⅵ)라는 논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마지막 부

분에서 서로 다른 법역 간의 법의 적용을 간단하게 소개한다.760) 

  I. 국제사법의 강행적 성질과 외국법의 성질

  중국에서 국제사법의 임의적용을 주장하는 견해761)가 있지만 국제사법

760) 중국 외국법 적용제도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법원인 제정법과 사법해
석 등을 소개하는 데 동시에 중국 각급 법원의 일부 판결도 소개하기로 한다. 다만 중
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판례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심중심제로 대부분 사건은 중급
법원 또는 고급법원에서 중심하기 때문에 최고법원은 실제 심리하는 민상사 사건이 매우 
적다. 법원의 실무의 통일은 판례를 통하여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해석을 통해 달
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법원이 재판과정에서 선례 판결을 거의 참조하지 않는다. 
단지 제정법 및 사법해석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 유사한 선 판결이 있었는지를 찾
아 참조할 가능성이 있다. 근년에 중국최고법원은 이런바 안례(案例)지도제도를 실행해
보고 있다. 즉 각 지방법원에서 심리된 사건들에서 우수한 판결문을 선택하여 최고법원
의 公報에서 지도적인 사례로서 공개한다. 각급 법원이 유사한 사건을 심리할 때 이러
한 지도적인 판결을 참조해야 한다. 《关于案例指导工作的规定》  法发[2010]51号. 이러
한 지도적인 안례(案例)는 한국의 판례와 같은 효력을 지니지는 않지만, 법이 실제로 어
떻게 운영되는지가 반영된 것일 수 있으므로 실제 판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필자가 눈여겨보았던 사례들을 선택하여 분석했다. 

761) 徐鹏, "论冲突规则的任意性适用—以民事诉讼程序为视角", 《现代法学》 2008年第4期; 杜涛, 
"'任意性冲突法'理论研究", 孙南申、杜涛主编, 《当代国际私法研究—21世纪的中国与国际私
法》, 上海人民出版社, 2006; 杜涛, "法律适用规则的强制性抑或选择性—我国涉外民事法
律适用法的立法选择", 《清华法学》 2010年第3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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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강행적 성질이 있고 당사자가 국제사법의 적용을 주장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적용한다는 견해762)가 주류이며 관련된 입법도 이

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763) 특히 법률적용법을 제정한 후 이점은 더 

명확해졌다. 법률적용법 제2조 제1항은 "섭외민사관계에 적용할 법률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의 취지는 

국제사법규칙의 섭외민사관계에 대해 강행적인 적용을 강조하는 데 있다

고 본다.764) 국제사법의 강행적 성질을 승인하는 점에서 중국의 입장은 

한국과 같다.

  한국에서 외국법을 법률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입장과 달리 중국에서는 

외국법의 성질이 법률이라는 전통입장을 견지하는 견해765)도 있지만 이

론상으로는 외국법이 법률인지 사실인지의 논쟁이 있었으나 근자에는 이

러한 문제에 대하여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 원인은 한편

으로는, 다른 국가에서와 같이 외국법의 성질을 어떻게 보든 간에 실무

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이른바 "二審終審

"766)이라는 소송제도로 인하여 외국법 성질에 대한 구별은 큰 실익이 없

다고 생각되기767) 때문이다. 상소심인 2심에서는 법률심인지 사실심인지

를 구별하지 않고 원심의 사실에 대한 인정과 법률에 대한 적용을 모두 

재심사의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외국법이 법률인지 사실인지에 관계없

이 모두 상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중국에서 외국법의 성질에 

대하여 학술상에서 법률설과 사실설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중국의 입장

762) 宋晓, "论冲突规则的依职权适用性质", 《中国国际私法与比较法年刊》 2007年卷; 郭玉军,   
"近年有关外国法查明与适用的理论与实践", 《武大国际法评论》第7卷, 武汉大学出版社, 2007. 

763) 중국 민법통칙 제142조 제1항은 "섭외민사관계의 법률적용은 본장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
다(涉外民事关系的法律适用, 依照本章的规定确定)"고 규정하고 있다". 

764) 黄进，姜茹娇主编,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释义与分析》, 法律出版
社，2011, 6-7页.

765) 万鄂湘主编, 最高法院民事审判第四庭 编著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条
文理解与适用》, 中国法制出版社，2011, 78页 참조.

766) 즉 중국에서 항소심은 종심이고 상고심은 없다. 
767) 黄进，杜焕芳, "'外国法的查明和解释＇的条文设计与论证", 《求实学刊》 第32卷第２期, 

2005年3月, 71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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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언급하지 않거나768) 외국법을 단순한 법도 아니고 단순한 사실도 아

닌 특수한 존재로 본다.769) 다만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실무에서

는 외국법을 사실처럼 취급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II. 조사의무의 배분

  외국법 조사의무의 배분에 관한 중국의 입법과 실무는 변화되어 왔는

데 시간순서대로 아래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2007년 8월 8일 전
  2007년 "섭외민사 상사 계약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때 적용되는 법에 

관한 약간 문제의 규정"770)(이하 "2007년 사법해석"이라고 함)이라는 최

고법원의 사법해석이 발효되기 전에는 외국법의 조사의무 또는 입증책임

에 대하여 중국에는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었다.

  2004년에 중국 廣東省高級人民法院은 지도의견771)(이하 “광동지도의

견”이라고 함)의 방식으로 외국법의 조사를 어떻게 취급할지에 관한 자

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소속 하급법원에 밝힌 바 있다. 

      “심판실무에서 역외(域外)법은 특수한 사실로 간주되고 있는데 당

사자가 (증명)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법원은 적극적으로 당사자를 

768) 예컨대 교과서로서의 徐冬根， 王国华， 萧凯， 《国际私法》, 清华大学出版社, 2005, 45
页에서 법률설과 사실설을 소개하고 그 후 "외국법사명의 중국입법의 선택"이라는 표제 하
에서 외국법의 성질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769) 宋晓, “外国法：事实与法律之辩”,  《环球法律评论》 2010年第1期, 21页; 董金鑫, “国际私
法视野下外国法的性质和证明——处于法律和事实之间”, 《海峡法学》 2011年第4期, 89-96
页. 

770)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涉外民事或商事合同纠纷案件法律适用若干问题的规定
771) 广东省高级人民法院《关于涉外商事审判若干问题的指导意见》, 粤高法发[2004]32号. 중국의 

인민법원조직법에 따라 각 고급인민법원은 그의 하급법원에 대해 지도하는 역할이 있다. 
중국의 사법관습에 따라 고급법원은 그의 하급법원에 대해 어떤 종류의 사건을 어떻게 
심리할지에 있어서 지도적인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의 하
급법원은 이러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러한 문서의 효력은 단지 해당 고급법원
의 관할범위 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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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하여 역외법을 사명(査明)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역외법을 사명하여야 한다. ① 분쟁사안

의 준거법이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어떤 국제협약 또는 어떤 

국제조직에 의하여 정립된 국제관습일 경우, ② 당사자가 역외법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법원이 역외법을 확인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중국법률을 적용하려는 경우 만일 중국 법

률의 적용이 심각하게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③ 법관이 어

떤 간편한 방법으로 또는 자기의 학식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

률자료를 이용하여 역외법을 사명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경우.” 

  이 지도의견을 보면 법원은 외국법을 사실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 법원이 직권에 의해 스스로 외국법을 조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역시 인정하는 것이다. 

  2005년에 최고법원은 섭외사건을 심리하는 각 고급인민법원 및 해사

법원의 법관 대표를 소집하여 실무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검토한 후, 그

를 통하여 이루어진 통일적 인식을 정리하여 "회의기요(紀要)(이하에서

는 "2005년 회의기요"라고 함)"772)라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2005년 회

의기요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섭외상사분쟁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외국법인 경우, 당사자가 외국

법 관련 내용을 제공하거나 입증한다. 당사자는 법률전문가, 법률서비스

기구, 업계자율적인 조직, 국제조직, 인터넷으로 외국법의 성문법 또는 

판례를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된 법률저술, 해석적인 자료, 전문가 의견

을 함께 제출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외국법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관련된 법률을 조사하는 것을 신청할 수 있다(회의기요 

제51조). 증거변론 절차를 거쳐 쌍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의해 제

772)最高人民法院关于印发《第二次全国涉外商事海事审判工作会议纪要》的通知,法发[2005]26号. 
중국의 사법관습에 따라 중국최고법원에 의해 작성된 이러한 형식의 문서는 각 하급법원
의 법원의 실무에 대해 지도하는 의미를 띠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가 없으면 각 하급법
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 다만 그의 효력은 최고법원에 의해 공표된 공식적인 사법해석
에 보다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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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된 외국법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외국법 내용

을 인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 및 당사자가 제공한 

전문가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심사773)하여 확인해야 

한다(회의기요 제52조)." 

  이 회의기요에 의하면 외국법에 대한 조사·증명은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입증하기 어려울 때에만 보충적으로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모두 이의가 없는 경우 법원이 바

로 외국법을 인정할 수 있는 점을 비추어 보면 외국법을 사실로서 취급

하는 경향도 보인다. 

  재판실무에서는 분쟁사안의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법관이 당사자에

게 외국법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예컨대 2002년 

싱가포르 歐力士船務有限회사사건774)에서 제1심 법원인 廣州해사법원은 

당사자의 외국법에 대한 입증책임을 인정하였다.775) 해당 사건에서 당사

자는 계약 중에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약정했다. 원고인 싱가포르 구력

사선무유한회사("구력사회사")는 계약에 의해 영국법을 적용할 것을 주

장했다. 제1심 법원인 廣州海事법원은 구력사회사에게 통지하여 분쟁사

안과 관련된 영국법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구력사회사

는 관련된 영국법의 서류 및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하면서 영국변호사에 

773) 여기서 "조사"가 아니고 "심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중국어 문언으로 해석한다면 "조사"
는 진상을 발견하기 위해 기존의 자료에 추가하여 스스로 새 증거를 수집한다는 의미가 있
고 "심사"는 기존의 자료의 진위를 판단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심사"
라는 용어로부터 회의기요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가 불이치하는 경우 법원이 반드시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는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도 있다. 그러
나 회의기요는 정식적인 사법해석이 아니므로 용어는 그렇게 치밀하지 않다. 따라서 단
지 "심사", "조사"의 문언상의 차이로부터 법원의 입장을 추론하는 것은 신중한 태도가 
아니다. 

774)新加坡欧力士船务有限公司诉深圳市新华股份有限公司、深圳市兴鹏海运实业有限公司光船租
赁权益转让合同纠纷案, 广州海事法院(2004)广海法初字第44号.

775) 아래 심리과정에 대한 설명은 詹思敏，“外国法的查明与适用”，《法律适用（国家法官学院
学报）》, 2002年第11期, 48-49页을 참조했다. 이 논문의 저자는 이 사건을 심리한 광주
해사법원의 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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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작성된, 중국사법부가 위탁한 중국 홍콩변호사에 의하여 인증된 법

률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해당 법률의견서는 영국법을 문제된 계약

에 대해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즉 원고의 청구는 영국법에 따르면 지

지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관련된 판례도 열거하였다. 심리법

관은 구력사회사가 제출한 영국법에 대한 증명을 증거조사절차에 따라 

조사하였다. 결국 심리법원인 광주해사법원은 구력사회사가 제출한 법률

의견서는 단지 영국법을 문제된 계약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설명할 뿐이

고 영국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게다가 영국공증기관

의 공증을 거치지 못하였으므로 법원은 해당 법률의견서를 영국법에 대

한 증명문서로 확인하지 못하고 법률의견서에 첨부된 판례의 유효성을 

확인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776) 이 사건의 심리와 법원의 설시를 보

면 실무에서는 외국법을 증거에 대한 처리방식에 따라 사실로서 취급하

고 당사자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

된다.777) 

  또한 2001년 大連해사법원에 심리된 중국沈阳矿山机械（集团）进出口

公司사건778)에서도 법원은 위와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이 사건에서 보

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이 보험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의 준거법이 쟁점이 

되었다. 원고가 보험증권이 독일에서 발행되므로 그의 준거법이 독일법

이라는 이유로 독일법을 적용할 것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관련 독일법의 

776) 이 사건에서 심리법관은 당사자의 증거를 심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전문가의 의견도 요
청하였다. 그러나 판례법의 적용에 관련하기 때문에 법원은 판례의 유효성과 적용에 대하
여 확신이 이루어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당사자가 많은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 확인불능을 인정하였다  심리법관의 해당 사건에 대한 분석과 설명은 詹思敏，
“外国法的查明与适用”，《法律适用（国家法官学院学报)》，2002年第11期, 48页 참조.

777) 이 사건에서의 외국법 확인불능의 인정은 외국법 확인불능 제도에 대한 남용이라는 비판
을 받았다. 肖芳, “我国法院对‘外国法无法查明’的滥用及其控制”, 《法学》，2012年第2期，
104页.

778)中国沈阳矿山机械 (集团)进出口公司诉韩国现代商船有限公司等海上货物运输合同纠纷案 , 
(2001)大海法商初字第246号判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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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본 및 중문 번역본을 제출하였다. 大連해사법원은 준거법이 어느 법

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고 단지 원고에게 더 이상의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증거심문 절차도 마련하였다. 원고는 더 이상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결국 법원은 원고가 지정된 기한 내에 자신

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독일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

가 제출한 독일법에 관한 영문본 및 중문 번역본은 독일법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외국법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

다. 

  또한 2003년 上海海事法院에 심리된 常州市武進經緯紡織유한회사사

건779)에서 심리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섭외요소를 가지고 있는 해상 화물운송 계약 분쟁에 

해당한다. 「중화인민공화국해상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계약

분쟁에 적용될 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선하증권의 뒷면

에서 화물이 미국 역내에 들어가면 선하증권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는 1936년 「미국해상화물운송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

다. 따라서 이 미국법은 당사자에 의하여 선택된, 쌍방 당사자의 권

리·의무를 확인하는 준거법이 된다. 그러나 이 미국법을 적용할 것

을 주장하는 피고인 华夏貨運은 본 법원이 지정한 입증 기한 내에 

당해 미국법을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해 미국법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다". 

  위의 사례들은 법원은 당사자가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

하였다는 점 외에 외국법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도 보여준다. 그러나 그와 달리 법원이 국제사법적 사건에 대

하여 직권으로 외국법을 조사한 판례도 있었다. 

  예컨대 2004년 미국商翔국제유한회사사건780)에서는 법원에 외국법을 

779) 常州市武进经纬纺织服装有限公司诉北京华夏企业货运有限公司上海分公司等海上货物运输
合同无单放货赔偿纠纷案, (2003)沪海法商初字第195号判决.

780) 美国商翔国际有限公司诉中国南车集团株洲电力机车厂、湖南进出口集团公司中邦分公司违
约损害赔偿案, （2004）长中民初字第129号, (2005)湘高法民三终字第12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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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은 계

약에서 미국 테네시주법을 준거법으로 약정했다. 제1심 심리 과정에서 

피고가 미국 전문가의 증언을 제출하였다. 제1심 법원인 湖南省长沙市中

級法院은, 피고가 제출한 전문가 증언에서는 미국 테네시주법의 조문 및 

판례를 인용하였지만 그 조문과 판례의 내용은 전면적이지 않고, 그리고 

피고는 입증 기한 내에 그 전문가증언에 관한 공증과 인증 서류를 법정

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 사안은 외국법의 확인불능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제2심 법원인 湖南省高級法院은 "외국법의 사명

은 일방 당사자의 책임일 뿐만 아니라 쌍방 당사자의 책임이고 법원도 

사명의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전문가증언을 

제외하고 법원은 스스로 조사하여 관련된 미국법을 확인하고 당해 미국

법을 준거법으로 분쟁 사안을 판결하였다. 주의할 것은, 이 사건에서 제

2심 법원은 자신의 직권조사의무를 인정하였지만, 조사 의무는 주로 당

사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법원은 단지 보충적인 역할을 하며 당사자가 

외국법을 취득하기 어려울 때만 비로소 법원에 의해 조사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점이다.

  요컨대 2007년 이전 실무에서 외국법에 대한 조사와 증명은 주로 당

사자가 부담하였고 법관은 스스로 조사하였더라도 보충적인 역할을 할 

뿐이었다.

  그러나 법의 결여 및 최고법원의 입장의 애매함으로 인하여 실무에서

는 상당한 혼란이 나타났다. 당사자가 관련 외국법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관이 바로 법정지법인 중국법을 적용한 판결781)도 있

었고, 법관이 전문가에게 촉탁하여 적극적으로 외국법을 조사한 판결782)

781) 中国银行(香港)有限公司与广东省湛江市第二轻工业联合公司、罗发、湛江市人民政府借款担
保纠纷案，粤高法民四终字(2004)第26号判决. 이 사건에서 제2심법원인 광동성고급법원은 
당사자들은 체결된 담보계약에서 홍콩특별행정구법을 적용하기로 한다고 약정했는데 홍
콩법에 대한 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했으므로 홍콩법을 査明하지 못한다고 인정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 대륙 지역의 법을 적용하였다.

782) 荷兰商业银行上海分行诉苏州工业园壳牌燃气有限公司担保合同偿付纠纷案， 江苏省高级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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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었다. 심지어 일방 당사자가 관련 외국법에 관한 정보를 이미 제공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바로 외국법을 확

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정지법인 중국법을 적용한 판결783)도 있었다.

 

  2. 2007년 사법해석의 입장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섭외 민상사 계약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최고법원은 2007년 사법해석784)을 제정하였다. 동 사법해석은 처음으로 

외국법의 조사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섭외적인 민상사계약에 관한 

국제사법 규범은 당사자자치를 널리 인정하므로 2007년 사법해석은 준

거법을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외국법의 조사의무 또는 입증책임을 어느 

쪽에 있는 것으로 확정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당사자들이 준

거법인 외국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외국법에 대하여 입증

책임을 지는 데 반하여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가

장 밀접한 관련 원칙에 의하여 어떤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경우

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당해 외국법을 조사할 수도 있고 당사자에게 당해 

외국법에 대하여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2007년 사법해석 

제9조). 이 규정을 살펴보면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당사자

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객관적 준거법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법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함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객관적 준거법의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에게 외국법을 증명하

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고 외국법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수집

하여 조사할 수도 있다. 

  2007년 사법해석에서 이러한 의무배분의 방식을 취하는 근거는 분명

民法院苏经初字(2000)第1号判决.
783)交通银行香港分行与丰懋国际有限公司、广东阳江纺织品进出口集团公司、李孔流、黄小江、

阳江市人民政府借款担保纠纷案，粤高法民四终字(2004)第137号.
784) 2007년 사법해석은 중국현행 민사관계법률적용법과 저촉된다는 이유로 중국최고법원에 

의해 2013년 1월에 폐지되었다. 《最高人民法院关于废止1997年7月1日至2011年12月31
日期间发布的部分司法解释和司法解释性质文件（第十批）的决定》 法释(2013)7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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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 해당 사법해석이 법원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

려하면 위의 접근방식은 실용주의적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된

다. 한편으로는, 실무에서 당사자가 어느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다면 

해당 외국법에 대하여 일정한 이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하여 

당사자가 외국법을 증명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다.785) 더불어 당사자에

게 외국법을 증명하는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책임을 경감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 원칙에 따라 확정된 준거법

인 외국법에 대하여서는 당사자와 법원이 모두 잘 알지 못한다. 다른 한

편으로는, 당사자자치를 허용하는 영역에서 당사자는 그가 스스로 선택

하는 준거법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입증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자

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된다. 

  상대적으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사법해석

의 적용범위는 계약분쟁에만 제한되고 국제사법상의 다른 영역을 포섭하

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법률적용법을 제정하기 전에 외국법의 조사

의무 또는 입증책임의 배분에 있어서 아직 정설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3. 법률적용법의 규정
  가. 법원의 직권 조사의무의 확정

  법률적용법은 2010년 10월 28일에 공표되었고 2011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법은 준거법의 지정을 규율대상으로 하고 국제재판관할

과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중국의 첫 

성문화된 국제사법전으로서 중국 국제사법 발전의 역사에서 중요한 지위

를 차지하고 있다. 이 법 제10조에서는 외국법의 조사와 증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섭외민사관계에 적용할 외국법은 인민

법원, 중재기구 또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사명(查明)된다. 당사자가 외국

785) 万鄂湘主编, 最高法院民事审判第四庭 编著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
法>条文理解与适用》，中国法制出版社, 2011, 78页. 



- 260 -

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법률적용법 제10조 제1문은 준거법이 당사자에 의해 지정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직권조사의무가 법원에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 점에 

대해 상이한 견해가 거의 없다.786) 그리고 중국에서 직권조사의무란 외

국법을 직권조사사항으로 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권증

거조사사항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787)

  그러나 준거법을 당사자가 당사자자치원칙에 따라 선택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직권탐지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은 입증책

임인지, 협력의무인지가 문제된다.  

  나. 분석

  (1) 입증책임과 협력의무를 준별하는 의의

  입증책임이란 소송상 어느 증명을 요하는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

은 때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률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788) 이 점에서 중국 증

거법은 한국법과 차이가 없다.789) 외국법이 증명대상인 경우, 만일 당사

자가 외국법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이 입증책임이라면, 증명기준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법원의 증거 탐지의무의 

유무에 따라 아래와 같은 2가지 결과가 가능하다. 즉, 첫째, 법원의 외국

786) 학자들의 견해는 黄进, 姜茹娇主编,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释义与分
析》，法律出版社，2011,52页 참조. 실무계의 견해는 万鄂湘主编, 78页 참조. 또한 2013년 
1월 6일에 중국최고법원은 사법해석 I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면서 사법해석 
I의 제정 취지를 밝혔는데 그 중에 이 점을 명확히 천명하였다. 最高人民法院民四庭负
责人就《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若干问题的解释（一）》答
记者问 (2013年1月6日) 참조.

787) 중국 교과서에서 "직권탐지주의"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직권에 의해 조사한
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직권에 의해 증거를 수집하고 진위를 판단한다고 의미한다. 근년
에 독일 학설을 수용하여 "직권탐지사항"을 "직권조사사항"과 서로 구분하라는 견해가 
있지만 교과서에서 아직 반영되고 있지 않다. 邵明, “析法院职权探知主义-以民事诉讼
为研究范围”, 《政法论坛》 第27卷第6期, 2009, 79-85页.

788) 何家弘, 刘品新, 《证据法学(第五版)》, 法律出版社, 2013, 284页. 江伟主编，《民事诉讼法
（第六版）》，中国人民大学出版社，2013,1 58页。

789) 한국의 입증책임에 대한 정의는 이시윤, 5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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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직권탐지의무가 당사자의 입증책임으로 인해 면제되는 것이 

아닌 경우, 당사자가 증명기준에 따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증거를 수집·조사하여도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면 외국법확인불능의 불리한 결과를 입

증책임을 지는 일방 당사자가 부담할 것이다. 둘째, 당사자가 입증책임

이 있고 동시에 법원이 직권탐지의무가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증

거를 수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당사자의 입증이 증명기준에 달하

지 못한다면 바로 외국법 확인불능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에 만일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입증책임이 아니라 단지 협력의

무라면 법원에 여전히 증거수집을 포함하는 조사의무가 있고 당사자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모두 법원에 제공한

다면 그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간주될 수 있다. 해당 자료 및 

정보의 충분 여부는 증명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않는다. 또한 당사자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바로 확인불능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법

원이 여전히 증거를 수집하야 한다. 물론 실무에서 당사자가 협력을 하

지 않으면 법원이 중요한 조사경로를 상실하기 때문에 외국법을 확인할 

수 없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2) 법률적용법 및 사법해석의 규정

  입증책임과 협력의무의 구별을 대비해보면 법률적용법 제10조와 관련

하여 당사자 의무의 성질에서 애매한 점이 있다. 법률적용법 제10조 제

2문은 "당사자가 외국법의 적용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을 제공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해당 규정으로부터 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

의 성질을 판단할 수 없다. 즉 해당 규정은 당사자가 국제사법상 당사자

자치를 허용하는 영역 내에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경우, 해당 

외국법을 입증할 의무가 당사자에게 있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이 경우에

는 당사자가 단지 외국법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지 

입증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 점에 대

하여 상이한 견해도 보인다.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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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중국최고법원이 제정한 사법해석 I의 규정은 해당 문제의 해결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법해석 I 제17조 제2항은 "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외국법을 제공하여야 하

는 경우, 그가 인민법원이 지정한 합리적인 기한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외국법을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해당 외국법 확인불능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791) 이 조문으로부터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

고 법원의 직권탐지의무가 이로 인해 면제된다고 추론할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792) 그러나 사법해석 I 제18조에 따르면 그렇게 

이해할 것은 아니다. 사법해석 I 제18조793)에서는 당사자가 외국법의 내

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법원이 (외국법)에 대해 심사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증책임으로 이해한다면 당사자 쌍방의 외국법

에 관한 증거가 서로 충돌하여 모두 증명기준에 달하지 못한다면 법관이 

직권탐지의무가 없는 경우 바로 외국법 확인불능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러나 사법해석 I 제18조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

는 심사하여 판단하는 법원의 의무를 강조한다. 이러한 규정은 당사자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경우라도 법원에 직권탐지의무가 있다는 

의미일 것 같다.

  요컨대 당사자가 외국법의 조사에 있어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책임의 성

790) 예컨대 “오직 당사자가 외국법을 선택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비로소 외국법을 증명하는 책
임을 지게 된다”라는 견해가 있다. 黄进, 姜茹娇主编，52页. 동시에 “원칙상 법원과 같은 
외국법을 적용하는 기관은 직권에 의해 査明하고 특별한 경우에 당사자에게 역시 협력
의무가 있다. 즉 당사자가 외국법의 적용을 선택한 경우에는 외국법의 관련된 규정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견해도 있다. 万鄂湘主编, 78页.

791) 사법해석 I 제17조 제2항:“……根据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第十条第一款的规定，当事人
应当提供外国法律，其在人民法院指定的合理期限内无正当理由未提供该外国法律的，可以
认定为不能查明外国法律＂. 

792) 焦燕，“我国外国法查明新规之检视-评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第10条”，《清华法学》 2013
年第2期，166页 참조.

793) 사법해석 I 제18조:人民法院应当听取各方当事人对应当适用的外国法律的内容及其理解与
适用的意见，当事人对该外国法律的内容及其理解与适用均无异议的，人民法院可以予以
确认；当事人有异议的，由人民法院审查认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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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

법 관

의 

역할

직 권 탐 지 의

무

당사자자치를 허용하지 

않는 영역
직권탐지의무

당사자가 법에 따라 준

거법을 선택한 경우

직권탐지의무의 유무 

불명확

당 사

자 의 

역할

협력의무

당사자자치를 허용하지 

않는 영역

입증책임 또는 협력의

무의 유무를 언급하지 

않음

당사자가 법에 따라 준

거법을 선택한 경우

외국법을 제공하는 의

무(해당 의무의 성질 

불명확)

질에 관하여 법률적용법 및 사법해석 I의 관련된 규정은 애매하고 이해

하기가 어렵다. 다만 과거 2007년 사법해석의 입장, 법관이 통상적으로 

외국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경향 등을 고려하면 실무에서 당사자가 준거

법을 선택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동시에 법원의 직

권탐지의무가 면제될 가능성이 크다. 

  

  4. 검토 
  가. 한국법과의 비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법의 조사에 있어 한국에서는 법관이 직

권탐지의무를 지고 당사자가 협력의무를 진다. 중국에서는 당사자자치를 

허용하지 않는 영역에서 법관이 직권탐지의무를 지는 것은 의문이 없다. 

그러나 당사자자치를 허용하는 영역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

에는 법관이 직권탐지의무가 있는지, 당사자가 "외국법을 제공한다"는 

의무가 입증책임인지 협력의무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양국 입법의 이동

(異同)은 아래와 같은 표로 표현할 수 있다.

  

  나. 중국법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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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의무를 법관과 당사자 사이에 배분시켜 어떤 

경우에 법관이 조사의무를 부담하고 어떤 경우에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은 중국만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권리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따라 당사자의 입증책임의 유무를 

판단한다는 것은 프랑스 과거의 실무였다. 또한 스위스 국제사법도 재산

권상의 청구인지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794) 그러나 이러

한 방식은 일정한 혼란을 줄 수 있다. 예컨대 스위스에서 재산권상의 청

구의 경우 법원의 직권탐지의무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795) 

프랑스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권리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속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스위스에서 말하는 “재산권상의 청구”와 프랑스에서 말하는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표현이 상이하지만 유사한 취지로 제정한 것으로 보인

다. 즉 해당 권리는 당사자자치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입증

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선택이고 당사자자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다. 중국에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의무의 유무

를 판단하는 방식은 위 취지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796) 당사자자치를 허

용하는 영역 특히 상사거래영역에서는 당사자가 외국법을 증명할 능력이 

있고 관련된 외국법을 편리하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

고 준거법이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지정되는데 당사자가 입증하지 못한

다면 입증불능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당사자자치원칙 및 국제사법의 

강행적인 적용과 충돌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해당 영역에서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외국법의 취

득에 객관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바로 외국법확인불능을 

794) 스위스 국제사법 제16조 제1항은 "외국법의 내용은 직권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
여 당사자들의 협력이 요구될 수 있다. 재산권상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에게 증
명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2013, 127면 각주
11 참조. 이와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는 다른 국가에 대한 소개는 전주 217 참조.

795)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2013, 127면 각주11 참조. 
796) 万鄂湘主编, 78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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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관이 법률전문가로

서 외국법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고 법관이 외국법의 조사에서 더 적극적

인 역할을 하는 것도 현대의 추세인데 당사자가 객관적인 어려움으로 인

하여 외국법을 취득할 수 없을 때,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만,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III. 외국법의 조사 방법

  대부분의 국가가 외국법의 조사방법을 규정하지 않는 것과 달리 중국

은 1988년 사법해석797)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외국법을 적용해야 할 경우 아래와 같은 경로를 통하여 사명(查明)

할 수 있다. ① 당사자에 의한 제공, ② 중국과 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의 중앙당국에 의한 제공, ③ 중국의 해당국에 주재하는 대사관, 

영사관에 의한 제공, ④ 해당국의 중국에 주재하는 대사관에 의한 제공

과 ⑤ 중국 및 외국의 법률 전문가에 의한 제공. 이상의 경로를 통해서

도 사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한다."(제193

조. 해당 사법해석을 이하에서는 "민통의견"이라고 함).

  위 규정은 법률적용법과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폐지되지 않았다. 그러

므로 제193조의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경로들 중, ①은 "당사

자에 의한 제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실무에서 당사자가 전문가에 선임

하여 관련된 전문가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아래에

서 ⑤와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③과 ④는 모두 외교경로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조문에서 명시하지 않지만 실무에서 법관이 직접 조사하여 취

득한 외국법 정보를 분쟁된 사안에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따

라서 아래에서 전문가의견, 외교경로, 법관의 직접 조사의 3가지 측면으

로 나눠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한중간 양자조약이 있기 때문에 아래 제3

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797) 最高人民法院关于贯彻执行<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若干问题的意见（试行), 法(办)
发【1988】6号.



- 266 -

  1. 전문가의견
  가. 실무에서 전문가의견을 제출하는 자

  실무에서 가장 흔히 이용되는 방법은 민통의견 제193조 제1항과 제5

항에 규정된 경로이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에 의하여 제공된 외국법의 조

문 또는 판례만으로는 외국법 내용의 증명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다. 조

문 또는 판례의 유효성 및 실제 적용상황을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기 때

문이다. 중국에서 외국법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전문가는 당사자에 의하

여 촉탁되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 의하여 촉탁되는 경우도 있다.798)

  전문가의 신분에 관하여는 통일적인 사법관습이 아직 없다. 일반적으

로 외국법을 증명하는 전문가로는 해당 외국법 소속국의 변호사 또는 중

국 국내의 법학교수를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2003년 스위스은행, 

INVENTA-FISCHER AG회사 사건799)에서 법원은 준거법 소속국의 변

호사가 제출한 법률의견서를 채택하였다. 이 사건에서 준거법인 스위스

법에 대하여 원고인 스위스은행은 스위스 채무법전의 관련 조항의 중국

어 번역본, 스위스의 상하이 주재 총영사관이 제출한 스위스채무법의 진

실성과 유효성에 관한 설명서, 스위스변호사인 Christoph Staubli의 개

업변호사 신분과 양호한 개업기록에 관한 증명서, Christoph Staubli가 

작성한 스위스 계약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과 법률의견서를 법

정에 제출하였다. 결과적으로 심리법원인 湖北省高級法院은 이러한 자료

에 기하여 스위스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분쟁 사안을 판결하였다. 

  또한 2000년 네덜란드상업은행 상하이 지점사건800)에서 법원은 중국 

798) 중국에서는 감정인제도와 전문가보조인제도를 함께 실행하고 있다. 감정인은 법원에 의해 
촉탁되어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감정의견을 제출하는 자를 가리키고 전문가보조인은 당
사자에 의해 위탁하여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는 자를 가리킨다. 상세는 
아래에서 논의한다. 

799) 瑞士银行(UBSAG)等诉湖北昌丰化纤工业有限公司借款合同纠纷案, (2003)鄂民四初字第2号
判决.

800)荷兰商业银行上海分行诉苏州工业园区壳牌燃气有限公司担保合同偿付纠纷案, 江苏省高级
人民法院(2000)苏经初字第1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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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작성한 문제된 외국법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채택하였다. 이 사건

에서 심리법원인 江蘇省高級法院은 먼저 당사자에게 준거법인 영국법의 

관련 내용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쌍방 당사자가 제공하지 못한다고 표명

한 후, 전술한 민통의견 제193조의 규정에 따라 화동정법대학교의 국제

경제법을 전공하는 교수 한 명에게 촉탁하여 잉글랜드법에 관한 법률의

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당해 교수의 법률의

견서를 근거로 분쟁 사안을 판결하였다. 

  전문가가 개인적 신분으로 법률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을 제외하고 실무 

중에서는 일부 기구에 촉탁하여 법률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방

식도 보인다. 실무에서는 흔히 법률사무소를 선택하여 외국법을 증명하

도록 한다. 예컨대 菱信租赁国际(巴拿马)유한회사사건801)에서 일방 당사

자인 菱信租赁国际(巴拿马)유한회사가 영국법률사무소인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의 영국법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법률의견서가 영구의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구 주재 중국 대사관의 인증

을 거쳤다. 결국 북경고급법원은 해당 법률의견서를 받아들여 분쟁 사안

을 판결하였다. 

  나. 전문가의견의 법적 성질   

  현행 중국법 체제 하에서 외국법에 관한 전문가의견의 법적 성질을 어

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많지 않다. 

  중국에서 소송과정에서 전문적인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

는 전문가로는 2종류가 있다. 하나는 감정인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가보

조인이다.802) 과거 중국에는 전문가보조인 제도가 없었다. 전문적 지식이 

801)中国远洋运输(集团)总公司诉菱信租赁国际(巴拿马)有限公司借款合同纠纷案, 北京市高级人民
法院(2001)高经终字191号判决.

802) 전문보조인은 중국에서 전문가증인이라고 하기도 한다. 예컨대 2002년 杨金凯 소 同安병
원 의료분쟁사건에서 심리법원인 厦門市同安區법원은 판결에서 "전문가증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中国最高法院公报 2004年第2期 38页 참조. 그러나 중국 법제도에서
의 전문보조인은 영미법계의 전문가증인과 차이가 있다. 宋春雨, “新《民事诉讼法》中有
关证据制度理解和适用的几个问题”, 《法律适用》 2013年第10期，23-25页. 그러므로 이
러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전문보조인)에 의해 제출된 의견을 전문가증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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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명에 있어서는 법원이 감정인에게 촉탁하여 증명

하도록 한다. 감정인의 역할은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분쟁 

사안 중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803) 중국 

민사소송법상 감정인과 증인은 구별되며 상이한 범주에 속한다.804) 

2002년 사법해석인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약간 규정」805)을 통하여 전

문가보조인제도가 소송에 도입되었다. 동 규정 제61조806)에 따르면 당사

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자 1~2명을 법정에 출석시켜 사건에 관한 전문

적인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이 법원에 의하

여 허락되는 경우,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지불되는 비용은 신청을 제

기한 일방 당사자에게 부과된다. 법관과 당사자는 출석한, 전문지식을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신문할 수 있다. 법원이 허락한 후 당사자가 촉탁

한 각 전문가는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서로 대질할 수 있다. 이 전문 지

식을 갖추는 사람은 감정인을 신문할 수 있다(감정인과 전문가보조인의 

차이는 아래에서 논의한다). 그러나 위 사법해석은 "당사자에 의해 촉탁

된 감정"이라는 표현도 도입하였다.807) 결국 감정인, 전문가보조인 그리

고 영미법계의 전문가증인과 유사한 이른바 당사자가 촉탁한 감정인, 이 

3가지 소송참가인의 법적 지위의 혼란을 초래하였다.808) 이러한 개념의 

고 하면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모두 전문보조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803) 江伟主编, 《民事诉讼法》, 高等教育出版社, 北京大学出版社, 2001, 144页.
804) 卞建林主编, 《证据法学(2002修订版)》，中国政法大学出版社, 2002, 144页.
805) 《最高人民法院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法释【2001】33号
806) 第61条 当事人可以向人民法院申请由一至两名具有专门知识的人员出庭就案件的专门性问题

进行说明。人民法院准许其申请的，有关费用由提出申请的当事人负担。
   审判人员和当事人可以对出庭的具有专门知识的人员进行询问。
   经人民法院准许，可以由当事人各自申请的具有专门知识的人员就有关案件中的问题进行 对

质。
   具有专门知识的人员可以对鉴定人进行询问。
807) 해당 사법해석 제28조는 "일방 당사자가 스스로 관련된 기관에 촉탁하여 감정한 경우, 상

대방 당사자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재차 감정을 신청한다면 인민법원은 이
를 허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08) 이 점에 관해서는 齐树洁，洪秀娟，"司法鉴定改革应走创新之路"，《中国司法鉴定》，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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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으로 외국법에 대한 증명 영역에서도 논란이 야기되었다. 예컨대 홍

콩井川國際航運회사사건809)에서 피고인 華威회사가 영국 변호사가 작성

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 심리법원인 해사법원은 "변호사의 의견

은 외국법에 대한 유효한 증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

다.

  2012년 개정된 중국 민사소송법에서는 감정인과 전문가보조인제도를 

다시 정리하였고 "당사자가 촉탁한 감정"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감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시작될 수도 있

고 법원이 직권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중국 민사소송법 제76조).810) 동

시에 당사자는 법원에 신청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출석시켜 감정인

의 감정결론 또는 소송과정 중의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

도록 할 수 있다(중국 민사소송법 제79조).811) 그러한 전문가를 일반적

으로 전문가보조인이라고 한다. 그의 주된 역할은 자기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을 이용하여 당사자를 보조하여 문제된 사안에서의 관련 전문적인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감정의견에 대하여 질의함으로써 법관으로 하

年第2期，8页 참조.
809) 사건 번호가 공개되지 아니하였다. 사건에 대한 소개는 中國海事審判網
    (http://www.ccmt.org.cn/shownews.php?id=980) 참조.
810) 제76조 당사자가 사실의 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문제에 있어서 인민법원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이 협상하여 자격을 갖추는 감정인을 
확정한다. 협상하여 일치한 의견을 달성하지 못하면 인민법원에 의해 지정된다.

     당사자가 감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전문적인 문제에 대하여 감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다면 자격을 갖추는 감정인에게 촉탁하여 감정해야 한다.

    (第七十六条　 当事人可以就查明事实的专门性问题向人民法院申请鉴定。当事人申请鉴定
的，由双方当事人协商确定具备资格的鉴定人；协商不成的，由人民法院指定。

 　　当事人未申请鉴定，人民法院对专门性问题认为需要鉴定的，应当委托具备资格的鉴定人进
行鉴定。)

811) 민사소송법 제79조는 이번 민사소송법 개정 중 신설조항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第七十九条　 当事人可以申请人民法院通知有专门知识的人出庭，就鉴定人作出的鉴定意见

或者专业问题提出意见。(제79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전문 지식을 갖추는 자
를 출석하도록 하여 감정인에 의해 작성된 감정의견 또는 전문적인 문제에 대하여 의견
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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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전문가보조인을 촉탁한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심증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812) 

  외국법에 관한 전문가의견은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소송중의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발표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증거로서 

취급한다면 감정인 및 전문가보조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과거 실무에서도 이렇게 처리하였다. 중국 민사소송법

의 증거규칙에 따르면 전문가의견은 증거로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특히 충분한 교호신문을 받아야 한다. 2007년 사법해석을 제정하

기 전에 모두 일관된 것은 아니었지만 실무에서 대부분 법원은 외국법에 

관한 전문가의견을 증거로 삼아 증거규칙에 따라 취급하였다. 예컨대 중

국 廣東省고급법원은 당사자에 의하여 제공된 전문가의견에 대하여 아래

와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였다. 즉 전문가의견은 증거교환절차에서 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법원은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전문가의견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권리를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당

사자가 상대방에 의하여 제공된 자료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이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법관이 충분히 설명하여도 일방 당사자가 상

대방에 의해 제공된 외국법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 부인하지도 않고 승인

하지도 않고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당사자가 

제공한 외국법에 관한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일방 

당사자가 제공한 자료에 명확한 착오가 있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이

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이를 확인해서는 안 된다(광도지도의견 제38

조). 2007년 사법해석은 외국법에 관한 자료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규

정하였다. 즉 "당사자가 조사된 외국법의 내용에 대하여 교호신문과 변

론을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법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이

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확인한다(2007년 사법해석 

제10조)." 이 규정에 따라 법원이 취득한 외국법에 관한 자료이든지 당

812) 韩静茹, "专家参与民事诉讼的类型化分析——以我国民事证据立法的最新动向为背景", 《西部
法学评论》, 2013年第2期 57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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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가 제출한 외국법에 관한 자료이든지 모두 증거신문절차를 거쳐야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과거 외국법에 관한 전문가의견을 증거로서 취급하는 관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입법은 이를 강조하지 않는다. 사법해석 I

은 2007년 사법해석 중 교호신문과 증거변론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하는 

규정813)을 폐기하였고 단지 “인민법원은 각 당사자가 적용될 외국법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여부에 대하여 발표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814)

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비추어 보면 법관이 각 당사자의 의견진술권

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동시에 2007년 사법해석과

의 차이점을 고려하면, 외국법에 관한 전문가의견에 있어서는 사법해석 

I은 법관으로 하여금 엄격한 증거규칙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경향

이 있다.

  2. 외교경로
  외교경로는 중국에서 허용된 외국법을 조사하는 방법들 중 하나이다. 

외교경로는 2가지 경우를 포함한다. 하나는 외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

을 통하여 외국법에 관한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과 

법정보 공조를 포함한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사법공조조약

에서 정한 방식을 통하여 외국법에 관한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다. 

  실무에서 보면 전자의 방식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중국의 어느 한 법원이 싱가포르법이 준거법인 어떤 사건

을 심리할 때, 분쟁 사안에 관한 싱가포르법을 제공할 것을 중국 주재 

싱가포르대사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몇 개월 후에 당해 대사관은 

"싱가포르는 판례법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법조문이 법원이 제기한 문제

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대답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가 어느 법 또는 판

례와 관련되는지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대답하고

813) 앞주 참조.
814) 사법해석 I 제1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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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더라도 싱가포르의 관련 부처의 법률에 대한 이해만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증명을 제공하도록 할 것을 법원에 건의한

다."고 회답하였다.815) 

  

  3. 법원(법관)의 직접조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래 중국에서는 당사자가 외국법의 증명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일부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충

분히 입증하지 못한 경우 스스로 외국법 정보를 수집하여 조사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법관이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외국법을 조사한 재미있는 사례도 나타났다.816) 당해 사건에서 당

사자의 미국 어떤 회사의 주주 신분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미국 델라웨어주법을 조사하여야 했다. 심리법원인 상하이 제1중급법

원은 인터넷으로 미국 델라웨어주정부의 공식 웹 사이트로 들어가 당해 

주의 현행 유효한 회사법의 법조문을 다운로드했고 LEXIS를 통하여 피

고가 제공한 판례가 당시 유효한 판례인 것을 확인하였다. 

  조사방법에 있어서 인터넷으로 외국법을 조사하는 방법의 편리성과 신

속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전문가의 해석이 없으면 

해당 법의 실무에서의 적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데 인터넷으로 조사하

는 방식을 통하여 단지 외국법 조문이나 선례 판결을 취득할 수 있을 뿐

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정보가 

많고 진위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외국법을 조사할 

때에는 해당 자료의 출처를 잘 조사하여야 한다. 어쨌든 이런 방식이 확

립될 수 있는지, 그리고 확립된다면 어떻게 운용될지는 좀 더 검토할 필

요가 있다. 

815) 吕伯涛, 《中国涉外商事审判热点问题探析》，法律出版社，2004，118页.
816) 중국상해법원의 웹사이트

(http://www.a-court.gov.cn/platformData/infoplat/pub/no1court_2802/docs/20
0601/d_433586.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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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견의 운용 한국 중국

작성주체 외국전문가

외국변호사, 중국교

수, 외국변호사사무

소
전문가의 소송법상 지

위
사감정

감정인 또는 전문보

조인 

증거규칙에 의하는지

감정이 아닌데 사실인

정처럼 외국법의 내용

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음

증거규칙에 따라야 

함

  4. 한국과의 비교 
  조사방법에 있어 전문가의견, 외교경로, 법관의 직접 조사 등은 한국

과 중국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법원은 법정증거방법 이외

의 방법으로 외국법을 조사할 수 있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그리고 전문

가의견을 이용하여 외국법을 확인하는 것이 실무에서 늘 이용되는 방법

이라는 점은 양국이 동일하다. 다만 전문가의견의 운용은 절차법의 차이

로 상이한 점이 있다. 양자의 이동(異同)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IV. 외국법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

  외국법의 불분명과 외국법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법의 흠결은, 

그 결과가 모두 국제사법에 의해 지정된 외국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기 때문에, 중국에서 양자를 함께 검토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817) 법률적용법에서도 이 2가지 경우를 구분하지 않

고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하고 있다. 

 

  1. 외국법 확인불능의 인정

817)黄进，姜茹娇主编, 52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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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통의견 제193조는 외국법을 조사하는 5가지 방법을 열거하고 있으

므로 과거에는 이 5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하여도 외국법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만 외국법을 확인불능을 인정하게 된다는 오해가 있었다.818) 

최근에 제정된 사법해석 I은 외국법 확인불능의 인정에 대하여 새로운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공하는 방법,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하여 발

효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경로, 중외(中外)법률전문가가 제공하는 등 합

리적인 경로를 통하여도 외국법을 얻을 수 없을 때 외국법 확인불능을 

인정할 수 있다"(사법해석 I 제17조 제1항819)). 

  중국 최고법원은 사법해석 I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제17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를 밝혔다.820) 

  "해당 사법해석(민통의견을 가리킴)의 진정한 취지는 전술한 경로를 

모두 이용하여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만 외국법 확인불능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전술한 경로를 소진해야 

한다는 오해가 많았다. 따라서 본 사법해석 제17조 제1항은 법원의 

실무에서 흔히 이용되는 외국법을 조사하는 경로만을 열거하여 이러한 

합리적인 경로를 통하여도 외국법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외국법 확인

불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외국법 확인불능의 인정에 있어서는 열거된 조사경로들을 모두 

이용할 필요가 없다.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외국법을 확인할 수 없

을 때 외국법 확인불능을 인정할 수 있다.

818) 郑新俭, 张磊，“中国内地域外法查明制度之研究”, 中国涉外商事海事审判网 2005년5월25
일 제출,

http://www.ccmt.org.cn/showexplore.php?id=811&WebShieldSessionVerify=DuJKGs
wA4l3wiUXPyb5t (검색일: 2013. 11. 30).

819) 第十七条 人民法院通过由当事人提供、已对中华人民共和国生效的国际条约规定的途径、
中外法律专家提供等合理途径仍不能获得外国法律的，可以认定为不能查明外国法律.…… 

820) 最高人民法院民四庭负责人就《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若干问
题的解释（一）》答记者问(2013年1月6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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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국법 확인불능의 처리- 법정지법의 적용
  외국법 불명 시 조리에 의한다는 한국법의 입장과 달리 중국 현행법은 

법정지법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률적용법을 제정하기 전

에 사법해석인 민통의견(제193조), 2007년 사법해석(제9조 제3항), 내지 

법률적용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전문가가 작성하여 입법기관에 제출하였

던 전문가건의고(建議稿)(제13조), 그 후의 제2차 審議稿(제11조)에서 

모두 위와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 법률적용법에서도 외국법을 확인할 수 

없을 때 법정지법인 중국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법률적용법 제

10조 제2항).

  유의하여야 할 것은, 2007년 사법해석을 전술한 법률 및 사법해석과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점이 보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민통의견에 의하

면 외국법 불분명 시 반드시 법정지법인 중국법을 적용한다. 이와 달리 

2007년 사법해석에서는 당사자와 법원은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도 외국

법을 사명(査明)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중국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외국법 확인불능의 경우, 법관이 중국법을 적용하는

지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이와 같은 경

우에는 법원은 직접 법정지법인 중국법을 적용하여도 되고 사안에 따라 

자신의 판단에 의해 적절한 법을 적용해도 된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방

식으로 재판한 사례도 보인다. 예컨대 앞에서 언급한 常州市武進經緯紡

織有限회사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약정한 준거법인 외국법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한 후, 가장 밀접한 관련원칙에 의하여 중국법을 분쟁된 

사안의 준거법으로 인정하여 중국법을 적용하였다. 비록 결과상으로 중

국법이 적용된 것이지만 논리적 과정에 차이가 있는 점은 분명하다. 즉 

원래 지정된 준거법인 외국법이 불분명한 경우 바로 법정지법인 중국법

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밀접한 관련 원칙에 따라 다른 더 적절한 

준거법을 찾은 것이다. 그러나 법률적용법은 2007년 사법해석의 입장을 

유지하지 않고 오히려 원래 민통의견의 입장으로 복귀하였다.

  법률적용법의 규정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중국법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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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법정지법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점821)을 고려하면 이러한 규

정은 법관들이 외국법을 확정하지 못한다고 경솔하게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법 확인불능 시 법정지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널리 사용하는 접근방법이다. 마드리드원칙에서도 이 점

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일률적으로 법정지법을 

적용하는 것은 황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리설의 

합리적인 점을 수용하여 예외적인 경우 조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법원칙, 국제통일법 등은 조리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V. 외국법의 해석 

  1. 해석자의 입장
  외국법의 해석문제는 근자에 중국 학계의 주의를 끌기 시작하였지만 

아직 충분한 연구가 전개되지는 못하였다. 국제사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서 제1차 심의에 교부된 민법전초안은 "섭외민사법률관계의 법률적용"이

라는 제9편822)에서 외국법의 해석은 그의 소속국의 법률과 해석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적이 있다. 또한 2000년 중국 국제사법의 입법을 

추진하기 위하여 학자들이 작성한「중국 국제사법 모델법」제11조는 준

거법에 대한 해석은 그의 소속국의 법률과 해석 규칙에 의한다고 명시하

였다. 따라서 법률적용법에는 명문으로 도입되지 않았지만, 준거법인 외

821) 肖芳, "我国法院对‘外国法无法查明’的滥用及其控制", 《法学》 2012年第2期, 104-107页.
822) 당초에는 국제사법에 관한 내용을 단독적인 법전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전의 일

부로서 규정한다는 입법기획이 있었다. 따라서 민법전초안을 작성한 당시 국제사법에 관
한 내용은 민법전초안 제9편에서 규정되었다. 그 후에 입법기획이 변경되었다. 통일적
인 민법전을 제정하지 않고 민법 각 분야별로 단독적인 법전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계
약법, 물권법, 불법행위책임법을 제정한 후 준거법의 지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적용법을 제정하였다. 중국 국제사법의 입법과정은 黃進, “中國涉外民事關係法律适用法
的制定与完善",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제17호, 2011,14-16면, 蘇曉凌, 「중
국 국제사법의 새로운 동향」, 『고려법학』 제71호, 2013, 2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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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의 해석에 있어 그 외국법 소속국의 법률해석 규칙에 따라 해석하여

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유력설이다. 이 점에서는 한국과 차이가 없다.

  

  2. 해석의 기능
  중국에서는 외국법의 흠결과 외국법의 확인불능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법정지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법률적용법 제10조 제2항).823) 따라서 

외국법의 해석은 외국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기능이 없고 단지 외국법상 

탄력적인 규정을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시키는 기능 및 모호성을 제거하

는 기능만이 있다.

  VI. 이법(異法)지역 간의 법의 조사와 증명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대륙, 홍콩, 마카오, 타이완에서는 서로 

상이한 법제를 실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법지역 간의 법의 저촉, 즉 

준국제사법적 문제가 존재한다. 법의 저촉으로 인하여 준거법의 확정 그

리고 준거법을 확정한 후 외법역법의 조사·증명의 문제가 발생한다.824) 

  이법지역간 법률저촉 문제를 다루는 준국제사법은 국제사법과 차이가 

있지만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르는 태도를 취하

고 있다.825)826) 일국 내 이법지역간의 법의 조사와 증명에 대하여는 대

823) 법률적용법 제10조 제2항은 “외국법을 사명할 수 없거나 해당 국가의 법률에 규정이 없
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24) 국제사법 원리에 따르면 중국 타이완지역의 법이라도 중국 본토에서 적용될 수 있지만 정
치적인 원인으로 인해 과거에는 대륙법원에서 타이완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 
2010년 중국 최고법원은 "关于审理涉台民商事案件法律适用问题的规定((2010)19号)"이
라는 사법해석을 제정하여 "법률과 사법해석에서 규정된 법 선택 규칙에 따라 타이완지
역의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 인민법원이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根据法律和司法解释
中选择适用法律的规则，确定适用台湾地区民事法律的, 人民法院予以适用)”고 규정하였
다. 이 사법해석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따라서 2011년 이후 타이완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다면 중국본토의 법원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825) 영미에서는 국제사법의 규칙과 준국제사법의 규칙이 일체화되어 양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대륙법계국가에서는 준국제사법에 있어 국제사법의 규칙이 준용되는 경우도 많다. 신창선·
윤남순, 2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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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2가지 태도가 보인다. 하나는 미국처럼 외법역법과 "외국법"을 구

별하지 않고 동일한 방식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취급하는 태도이다. 앞

에서 언급한 영국과 미국의 경우, “외국법의 적용”을 논의할 때 “외법역

법의 적용”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양자는 유사하지만 사소

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각국의 실무를 보면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지만 

다소 완화된 조치가 취해진다. 예컨대 영국에서 외법역법의 적용은 대체

로 외국법의 적용과 같은 원칙에 의하나 실무에서 외법역법에 대해 일부 

경우에 사법확지(justice notice)를 허용한다는 규정을 두어 다소 완화된

다.827) 다른 하나는 양자를 서로 구별하여 상이한 방법으로 취급하는 태

도이다. 예컨대 호주와 같은 경우, 그의 State and Territorial Laws 

and Records Recognition Act에 의하면 모든 법원은 모든 주법에 대해 

사법확지를 하여야 한다.828) 따라서 호주에서 절차법의 차원에 있어 모

든 호주의 법은 각 주 또는 연방법원에서 법정지법으로서 취급된다. 그

리하여 호주의 경우 외법역법의 적용은 외국법의 적용과 전혀 다르

다.829) 

  중국에서는 국제사법원칙에 따라 외법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때 외

법역법의 조사, 증명 내지 최종적인 내용의 확인에 대하여 진정한 외국

법의 적용과 완전 동일한 원칙과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많지 않다. 중국과 홍콩, 마카오 사이에는 일부 사법공조적인 협

정을 체결하였지만 서로 법 적용상의 협력은 포함하지 않는다. 

  실무에서는 외법역법의 조사와 확정은 진정한 외국법의 조사와 확인과 

구별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예컨대 Nan Tung Bank 

826) 중국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판결이 있다. 胡建湘과 梁新業, 桂平市金雅礦業유한회
사 등 차관분쟁 사건((2004) 桂民四終字第13號)에서 심리법원은 판결서에서 "홍콩특별행정
구와 중국 內地는 일국내의 상이한 법역에 해당하며 그들 사이의 저촉문제는 우리나라 
섭외법률에 관련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827) 앞에서 제3장 제1절 I. 영국 부분 참조. 
828) 이 법의 제3조는 "All Courts shall take judicial notice of all State Acts"라고 규정하

고 있다.
829) 黄进，《区际冲突法研究》，学林出版社, 1991, 189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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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 Zhu Hai v. Wangfoong Trannsportation Limited830) 사건에

서 홍콩항소법원 법관인 Liu JA는 "실제적으로, 엄격하게 말하자면 중국

이 홍콩에 대하여 다시 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후 중국 본토의 법은 외

국법으로 삼지 않게 된다. 홍콩은 중국의 일부가 된다. 일부 중국 본토

의 법은 홍콩에도 적용된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도 한 나라다. 홍콩법

의 일부를 구성하는 관습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 없다는 것과 같은 접근

방법은 홍콩에 적용하는 중국 본토의 법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중국 본토의 법원은 홍콩법, 

타이완법, 마카오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 외국법을 조사하

는 방법과 대체로 일치하는 방법으로 다루고 있다.

  현재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및 타이완 상호간의 이해는 점차 깊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는 서로 유학생을 파견하고 

있으며 타이완도 중국 본토의 학생을 받아들이고 있다. 1994년부터 홍

콩, 마카오와 타이완의 주민이 중국 본토의 사법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

다. 또한 중국 본토는 홍콩, 마카오에 사법연락조(司法聯絡組)라는 주재

원들을 파견하였다. 사법연락조는 본토의 사법기관의 실무가들로 구성되

고, 한편 홍콩과 마카오의 법률과 실무를 알아보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

신을 중개로서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사이의 사법공조를 조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상호간 이해의 심화에 따라 이법지역 간의 법의 

조사와 증명은 국가 간의 외국법의 조사보다 용이하게 될 것이라 생각된

다. 

제3절 한국과 중국 사이에 상대국 법의 적용 사례

  
  한국과 중국은 중요한 이웃으로 빈번한 인적·물적 왕래로 인하여 자신

의 국제사법 규칙에 따라 상대국의 법률을 적용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

830) CACV000280/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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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원의 실무에서 보면, 많지는 않지만, 한국법원이 중국법을 준거법

으로서 적용한 사례가 있으며 중국법원이 한국법을 준거법으로서 적용한 

사례도 있다. 

  I. 중국법원이 한국법을 적용한 사례

 
  1. 외국법 적용에 대한 회피
  개괄적으로 보면 중국법원이 외국적 요소를 가지는 사건을 심리할 때 

외국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2003년에 중국 최고법원은 법원

이 심리한 국제사법적 사건에 관한 전체적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하급법

원의 심판실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831) 이 조

사에서 최고법원은 50건의 사건을 수집하여 사안의 사유, 심리한 법원, 

관련된 외국 또는 지역, 적용된 준거법, 준거법을 확정한 근거 등을 조

사하고 통계를 작성하였다. 이 조사된 50건의 사건들 중에서 중국법을 

적용한 사건은 45건이 있었으며 국제조약을 적용한 사건은 1건이 있었

고 국제관습을 적용한 사건은 2건이 있었다. 외국법을 적용한 사건은 2

건 밖에 없었다. 한국과 관련이 있는 사건들은 8건이 있었는데 국제관습

(UCP 500)을 적용한 사건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중국법을 적

용하였다. 중국법을 적용한 근거는 당사자가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

하였다는 것과 가장 밀접한 관련원칙에 의하여 확정된 것을 포함한다. 

한국법이 준거법인 경우 한국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정

지법인 중국법을 적용한 사례는 없다.

  2008년에 중국 국제사법 학자가 중국 법원에서 심리된 국제사법적 사

건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수행하였다.832) 이 표본조사에서 69개 판결문을 

수집하여 당사자와 분쟁사유, 심리법원, 관련된 외국 또는 지역, 적용된 

831) 이하 데이터는 《最高人民法院关于我国法院审理涉外商事案件适用法律情况的通报》 法
[2003]121号 참조.

832) 黄进, 胡炜, 杜焕芳, "2008年中国国际私法司法实践述评", 《中国国际私法及比较法年刊》 第
12卷, 2009, 365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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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 준거법을 확인한 근거를 정리하였다. 이 69개 사건들 중 중국법

을 적용한 사건은 67건이 있었는데 중국법과 국제조약을 동시에 적용한 

사건은 1건이 있었고 중국법과 국제관습(UCP 500)을 동시에 적용한 사

건은 1건이 있었다. 조사된 67건 사건들 중 외국법을 적용한 사례는 하

나도 없다. 한국에 관련된 사건들 중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확인한 근거

는 가장 밀접한 관련 원칙과 당사자자치이다. 

  중국 법원에서 한 해 동안 외국적 요소를 가진 사건을 수리한 수는 3

만 건이 넘는 점, 그리고 전술한 조사의 조사대상인 사건은 주로 상사사

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술한 조사결과가 중국에서의 외국법에 대한 

적용의 전모를 잘 반영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부분적인 조사결

과에서도 법관들이 외국법을 적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향을 볼 수 있

다. 특히 과거 외국법의 증명을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사법관습은 외국

법을 회피하는 경향을 조장하였다.

  2009년 山東省 고급법원에서 심리된 피상소인인 蔡在渊(원심피고)과 

상소인인 溥光纤维주식회사(원심원고) 채무분쟁 사건833)에서 당사자의 

합의를 통하여 외국법의 적용을 회피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蔡在渊
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연인이며 원고인 溥光纤维주식회사는 한

국법인이고 분쟁의 대상이 된 대금결제계약도 한국에서 체결되었다. 피

고가 중국에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중국법원은 중국민사소송

법에 의해 자신의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소송과정에서 피고가 쌍방 당사

자가 모두 한국의 민사주체이며 본안 사실도 한국에서 이루어졌는데 가

장 밀접한 관련원칙에 따라 한국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러나 변론 단계 전에 피고가 "한국법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원고

와 협상하여 중국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판결문). 제1심 법원인 青岛
시 중급법원은 분쟁의 대상인 채무관계는 매매계약에서 발생하였고 피고

의 지급보증도 계약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2007년 사법해석 제4조 제1

833) (2009)鲁民四终字第15号, 일심판결은 青岛市中级人民法院(2008)青民四初字第38号民
事判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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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제1심 변론 단계 전에 계약에 적용될 법을 

선택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고 인정함으로써 법정지법

인 중국법을 적용하였다. 이 사건에서 당사자의 합의를 이유로 법정지법

인 중국법을 적용한 것은 타당치 않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사자가 

중국법을 적용하기로 한 이유는 외국법인 한국법을 적용하려는 일방 당

사자인 피고가 외국법을 제공하지 못 하였기 때문이었다. 만약 법원이 

외국법을 조사하는 의무를 졌다면 당사자가 외국법의 적용을 포기하였을 

지는 의문이다.

  

  2. 한국법의 적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법원에서 한국법을 적용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한국법에 대하여 

증명을 제공하였다. 일부 사건에서 법원은 필요할 때에 보충적인 증거조

사를 하였다.

  2002년 天津해사법원에 의하여 심리된 중국平安보험주식회사와 东南

亚船务유한회사(Dongnama Shipping Co., Ltd.) 간의 해상화물운송계약

분쟁사건834)에서 한국법이 적용되었다. 이 사건에서 선하증권의 뒷면에

는 분쟁이 있으면 한국 상법에 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보험자인 원고

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입은 손실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보험자의 권리에 대위하였는데, 선하증권의 기재에 따라 본안은 한국 

상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한국 상법 제787조 및 제788조에 따라 피고가 

무하자선하증권(clear bill of lading)에 기재된 화물을 잘 운송하지 못하

였기 때문에 원고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하였다.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원고는 출판된 한국 상법의 중국어 번역

본을 법정에 제출하였다. 피고는 중국해상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으며, 원고에 의해 제출된 자료는 한국 상법 원문에 대한 번역본일 

834) 中国平安保险股份有限公司北京分公司诉东南亚船务有限公司(Dongnama　Shipping　Co., 
Ltd.)海上货物运输合同代位求偿纠纷案, 天津海事法院(2002)海商初字第243号判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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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고 증거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선하증권의 당사자는 선하

증권에 적용할 준거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선하증권 하의 화물의 해

상운송에 있어, 피고가 제출한 선하증권의 첫 조항에는 1962년 한국 '상

법'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유효하고 명확한 법 선택 조항

이다. 1962년 한국 상법은 선하증권에 관한 송하인, 운송인, 화물의 수

령인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어야 하고, 대위를 통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주체, 즉 원고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 상법의 적용

은 우리나라(중국)의 공공이익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1962년 한국 

상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처리하여야 한다. 한국의 선하증권이 중국 해상

법을 배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 해상법을 적용하라는 피고의 주장

은 충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 외국법의 

사명에 있어 당사자는 법원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데,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한국 상법의 중국어 번역본은 공식적인 출판물이며 한국 

상법의 내용 전부를 포함한다. 피고가 이 출판물에 기재된 내용에 오류

가 있거나 한국법과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원

고는 그의 1962년 한국 상법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인정하

였다. 나아가 법원은 본안에 적용된 준거법이 한국 상법인데, 동 법 제

788조에 의하면 화재가 운송인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해 생긴 경우에만 

운송인이 비로소 화재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인정하

였으며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운송인의 과실이나 고의가 모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않고 단지 피고가 반대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의하여 제출된 외국법에 관

한 자료를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외국법을 순수한 사실로 간주하

는 경향을 보여준다. 

  2008년 산동성 고급법원에 의하여 심리된 한국 合纤주식회사와 青岛
二和纤维유한회사 차관계약 사건835)에서 제1심 법원인 산동성고급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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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을 적용하였다. 이 사건에서 원고적격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피

고는 "원고가 한국 대구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상 당

사자적격을 상실하였고 중국기업파산법에 의하면 그의 파산관재인인 당

사자적격을 취득한다. 한국 채무자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

도, 동법 제382조는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

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

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9조는 '파산재

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피고는 한국 채무자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조문 및 중국어 번역본

을 법정에 제출하였다. 법원은 당사자에 의해 제출된 한국법의 관련된 

내용을 青岛에 주재하는 한국 총영사관에 확인하도록 촉탁하였다. 총영

사관은 번역되고 공증된 해당 한국 채무자회생과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59조와 제382조는 한국 현행법과 일치한다고 확인하였다. 산동성고급

법원은 원고 "당사자적격 여부는 한국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법원은 영사관에 의하여 확인된 한국법의 내용에 근거하여 원

고가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인정함으로써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중국의 법원의 실무를 보면 한국법을 적용한 사건에서 한국법에 대한 

조사방법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법원이 보

충적으로 조사하거나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조사의 대상은 한국의 성문

법에 국한되며 한국의 판례나 학설과 같은 관련된 자료는 언급하지 않았

다. 대륙법계에 속하는 국가이지만 판례는 한국 실무에서 큰 역할을 하

고 있다. 이 점은 중국과 다르다.836) 중국법원은 실제로 중국법원의 관행

에 따라 단지 한국의 성문법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경우에 

성문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관련된 판례와 학설을 참고하여야 할 것

835) 韩国合纤（株）诉青岛二和纤维有限公司借款合同纠纷案, 山东省高级人民法院(2008)鲁民
四初字第6号判决

836) 전주 76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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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것은 해당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아쉬운 점이다.

  II. 한국법원이 중국법을 적용한 사례

  
  한국법원에서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한 사례는 많

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에서의 중국법의 적용은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837) 중국북방항공공사와 한국인 승객 사이에 항공

사고로 인해 야기된 손해배상소송은 중국법을 적용한 사례들 중 전형적

인 예이다.

  1. 사건의 소개
  이 사건838)에서 중국법에 따라 설립된 중국법인인 중국북방항공공사의 

국내선 항공기가 북경에서 대련으로 향하던 도중, 한 탑승자의 방화로 

인하여 항공사고가 발생하여 중국 영역 내에 추락하였다. 한국인 김 모

는 이 항공사고로 사망하였다. 망인 김 모의 처와 자녀들은 중국 북방항

공공사를 상대로 한국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확정에 있어서 검토

할 만한 점이 있다.839) 제1심 법원은 항공사고에 기한 불법행위의 준거

법이 중국법이라고 인정하였고 관련된 중국법인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

배상안건심리 적용법률 약간 문제에 관한 해석"("인신손해배상 사법해석

"이라고 함) 제2조, 제6조, 제8조와 제17조, "민법통칙" 제106조, 제121

조, 제12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규정들 중 인신손해배상 사법

해석 제17조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계산에 관련된다. 제1심 법원인 서울

837) 한국법원에서 제기된 중국법에 관련된 사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5권, 박영사, 2012, 729-779면 참조. 

838) 제1심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23. 선고 2002가합78265판결이고, 제2심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09. 6. 19. 선고 2006나30787판결이다.

839) 해당 사건의 준거법의 확정에 대한 평가는 석광현,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5권, 박영사, 
2012, 75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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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가 인신손해를 입어 진찰 치료에 지출한 비용 및 

노동손실로 감소한 수입은 의료비, 일실수입, 개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

원식사보조비, 필요영양비를 포함하여 모두 배상의무자가 이를 배상하여

야 하며,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는 응급처치비용 외에 장례

비, 사망자가 생전에 부양한 가족의 필요생활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정

신적인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전

술한 내용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한국법상의 계

산방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를, 일실임금과 일실퇴직금을 포함한 일

실이익, 장례비, 그리고 위자료 이 3가지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위자료

의 산정방법은 제1심 판결에서 보이지 않는다.

  제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불법행위의 준거법을 중국법이라고 인

정하면서 인신손해배상 사법해석의 내용을 더 조사하여 확인하였다. 동 

사법해석의 제17조를 제외하고 장례비의 계산방법에 관한 제27조, 피부

양자의 생활비의 계산방법에 관한 제28조, 그리고 사망배상금의 계산에 

관한 제29조의 내용도 확인하였다. 또한 위자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제2

심 법원은 다른 관련된 사법해석, 즉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정신손해배상 사법해석"이라고 함)"

을 조사하여 해당 제7조의 내용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확인된 내용에 따

라 제2심 법원은 제1심 판결과 상이한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여 판결

하였다.

  2. 중국법 적용에 대한 평가
  가. 중국법상 애매한 점

  인신손해배상 사법해석 자체는 부족한 점이 많은 탓에 공포되자마자 

중국 법조계의 비판을 받았다. 특히 사망배상금에 관한 규정에는 모순이 

있고 논란을 많이 야기하였다.

  첫째, 사망보상비와 사망배상금이 구별되는가? 동 사법해석의 제17조

는 "사망보상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제29조에서 "사망배상금"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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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양자의 관계는 무엇인지의 의문을 야기한다. 실제

로는 제17조를 제외한 다른 조문에서 "사망보상비"라는 표현이 보이지 

않는다. 동 사법해석을 공포한 후 최고법원은 기자회견 때 "사망배상금"

에 대하여는 해석을 제시하였으나 "사망보상비"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

다. 또한 동 사법해석 제17조는 손해배상내용으로서의 각 항목을 열거한 

후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열거된 항목의 계산방법을 각각 규정한다. 

따라서 표현의 흐름에서 보면 제29조는 "사망배상금"에 대한 산정방법

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망배상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제17조에서 언급한 "사망보상비"와 같은 의미로 보인다. 바꾸어 말하면 

제17조에서 말하는 "사망보상비"는 사망배상금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어

야 하고 용어의 불일치는 사법해석의 제정자의 실수 때문이라고 생각된

다.840) 실무에서도 이렇게 다루고 있다. 

  둘째, 사망배상금의 성질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인지 재산적 손해

에 대한 배상인지가 문제된다. 인신손해배상 사법해석 제18조는 "피해자 

또는 망인의 가족이 정신적 손해를 입고 배상 권리자가 위자료를 배상하

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

해배상 책임의 확정에 관한 약간 문제의 해석'에 의하여 확정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적 손해배상 사법해석 제9조는 "위자료는 아래

와 같은 방식을 포함한다. ➀ 신체장애를 초래한 경우, 신체장애배상금

이고, ➁ 사망을 초래한 경우, 사망배상금이며 ➂ 기타 손해에 대한 위

자료."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사망배상금이란 피해자 또

는 망인의 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이다. 이로 

인하여 사망배상금은 재산적 손실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위자료에 해당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었다.841) 그러나 인신손해배상 사법해석 제29조에 

따르면 사망배상금은 수소(受訴)법원 소재지의 전년도 도시 주민의 지배 

840) 梁小平, 陈志伟, “再论死亡补偿费和死亡赔偿金的性质”, 《政法论坛》 第28卷第5期, 2010
年9月, 180页.

841) 苗永干, “谈谈死亡补偿费的性质问题”, 《徐州教育学院学报》 2000年第2期, 16-17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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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수입을 표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사망배상금은 

금전으로 계산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오히려 재

산적 손실에 대한 배상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최고법원은 기

자회견 때 "사망배상금의 성질은 수입손실에 대한 배상이고 정신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아니다"라고 설명하였고 사망배상금의 재산적 손해에 대

한 배상의 성질을 밝혔다.842) 실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

는 소에 대하여, 당사자가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 법원은 인신손해배상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라 사망배상금을 산정하며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별도의 위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사망배상금과 

위자료는 서로 독립적인 2가지 항목으로서 판결된다. 

  나. 한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평가

  결함이 있는 이 2가지 중국의 사법해석은 제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적용상의 어려움을 가져온 것 같다. 사망배상금에 관한 중국법 

내용의 확정에 있어서 제1심 법원은 사망배상금을 언급하지 않고 직접  

"위로금"으로 지칭하였다. 이것은 사망배상금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

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판단과 달리 제2심 법원은 인신손해

배상 사법해석 제29조를 조사하여 사망배상금을 산정하고 정신적 손해

에 대한 배상으로서의 위자료를 별도로 확정하였는데 이는 의문 없이 중

국법원의 실무에서의 취급방식과 일치한다. 

  이외에도 제1심법원은 중국법을 조사하여 중국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항목을 확인한 후 오히려 한국법상의 손해배상의 3

분설에 의하여 배상액을 산정하였다. 제2심법원은 중국법을 더욱 상세하

게 조사하여 중국법상 관련된 산정방법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

의 수액을 산정하였다. 이 2가지 방식을 비교하면 제2심법원의 방식이 

외국법 적용의 관점에서 더 적절하다. 

  제1심 판결을 보면 외국법인 중국법에 관련된 내용의 확인은 법관의 

842) 高法副院长就审理人身损害赔偿案司法解释答记者问. 
    http://www.china.com.cn/chinese/2003/Dec/470535.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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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대한 인정 부분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가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

였는지를 역시 언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스스로 준거 외국법인 중국법의 

내용을 확인하고 당사자는 외국법 조사의 과정에서 완전히 수동적인 역

할을 한 것 같다. 이것이 보편적인 취급방식이라면 외국법의 조사에 있

어서 바람직한 것인지는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이 법원이 당사

자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준거법인 중국법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라면 해당 조사와 판단의 관정이나 내용을 더욱 상세하게 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II. 상대국법의 조사에 관한 양자조약

  

  법정보 공조에 관하여 한국과 중국 간 「민사 및 상사 사법 공조조

약」(이하에서는 "한중조약"이라고 약칭함)이 있다. 한중조약은 법정보의 

공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2005년 4월에 발효되었다.843) 따라서 한

중간의 법정보의 제공과 취득은 한중조약에 의하여 행해질 수 있다.

  외국법의 조사에 있어서 양자조약은 조사방법들 중 하나로서 일부 사

안에서의 외국법의 조사에 편리한 경로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자조약은 고유한 특성으로 

인하여 외국법의 조사에서 늘 이용되는 방법이 아니고 보조적인 방법으

로 삼는 것이 더 적절하다. 따라서 아래에서 단지 한중조약의 내용을 간

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1. 한중조약의 주된 내용 
  한중조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상대국 법을 제공하는 경로

  한중조약에 따라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국의 중앙당국은 소송

절차와 관련된 자국의 법령 및 법원의 실무에 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843) 조약 제17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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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중국의 중앙당국은 사법부이며 한국의 중앙당국은 법원행정처

이다(제4조). 

  나. 법을 제공하는 절차

  (1) 제공될 자료의 범위

  한중조약에 따른 촉탁에 의하여 제공될 자료는 촉탁국의 소송절차와 

관련된 수탁국의 법령 및 법원의 실무에 관한 정보이다.

  (2) 촉탁과 회신

  촉탁을 하기 위해서는 한중조약에 따라 수탁국의 공용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촉탁서에 첨부하고 촉탁서의 부속서류에도 수탁국의 공용어

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촉탁서 뿐만 아니라 서면연락에도 상

대국의 공용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컨

대 한국이 중국의 어떤 법을 알고자 한다면 그의 촉탁서에는 중국어 또

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고 부속서류에도 중국어로 된 번역문을 첨

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한국의 어떤 법을 알고자 한다면 그의 촉

탁서에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고 부속서류에도 한국

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촉탁을 한 후 촉탁국의 중앙당국은 수탁국의 중앙당국에 촉탁된 사항

의 진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한중조약 제7조 제4항).

  촉탁서에 대한 회신은, 한중조약에 따라 수탁국의 공용어로 작성될 수 

있으며 촉탁국의 공용어 또는 영어로 번역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수탁

국이 한국인 경우 회신은 한국어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수탁국이 

중국인 경우 회신을 중국어로 작성하여도 무방하다. 

  만일 수탁국의 중앙당국이 촉탁이 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다면 촉탁국의 중앙당국에 그 촉탁에 대한 이의를 명시하여 신속

하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촉탁국이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또는 조약

의 규정에 따라 촉탁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다면 촉

탁서에 기술된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문의하거나 촉탁국의 중앙당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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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한중조약 제7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수탁국은 촉탁을 실

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즉 "촉탁국의 중앙당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충분히 수정 또는 보충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촉탁실

시에 있어서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경우, 수탁국의 중앙당국은 촉탁이 실

시되도록 조치한다(한중조약 제7조 제3항)." 

  다. 인증의 면제

  한국 또는 중국의 법원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당국에 의하여 작성

되거나 확인되고, 조약에 지정된 중앙당국에 의하여 송부된 서류는 어떠

한 형태의 인증도 명제된다(한중조약 제27조). 

  라. 촉탁의 거절

  일정한 경우 수탁국은 상대방의 촉탁을 거절할 수 있다. 거절사유에는 

자국의 주권, 안전보장, 공공질서 그 밖에 본질적인 공공이익을 침해하

는 것, 촉탁의 대상이 된 공조가 사법당국의 직무범위 안에 속하지 아니

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탁국은 거절사유를 수탁국에 통

지한다(한중조약 제6조 제1항).

 

  2. 실시상황
  한중조약을 체결한 후 한중조약을 이용하여 외국법을 조사한 사례가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공개적인 정보는 잘 보이지 않는다. 조약

의 실시상황을 설명하는 통계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필자가 수집한 사례

들 중 한중조약을 이용하여 상대방 법을 취득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 

  생각건대 한중조약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는 원인은 대체로 아래 몇 

가지일 것으로 짐작된다. 하나는 양국의 소송당사자들은 물론이고 법관

들이나 변호사들 간에도 한중조약의 존재와 운용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

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이든 중국이든 외국법의 조사에 있어서 당

사자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비록 국제사법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외국법을 조사하는 의무를 지지만, 조사방법에 있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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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습을 보면 법원이 스스로 외국법을 조사하는 것이 주된 방법이 아니

라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된 전문가의견을 통하여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

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실무에서 종래 당사자가 실제로 외국법에 관

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사자

로서는 전문가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며 조약의 경로를 통해 중앙당

국을 거쳐 외국법에 관한 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번거로울 것

이다. 이외에도 한중조약의 관련된 규정은 원칙적인 규정인데 기한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으로서는 조약

을 통하여 외국법을 조사할 경우 소송절차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조약

이 정한 절차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

  IV. 소결 

  

  실무를 보면 한국이든 중국이든 상대국의 법을 조사하여 적용한 사례

는 모두 있었고, 적용한 과정을 보면 작은 하자가 있지만 외국법 적용의 

기본적 원칙에 의해서 만족스러운 결과에 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 법원과 비교하여 한국 법원이 과거 섭외사법과 현재 국제사법에 따

라 준거법을 결정하고 그 경우 준거법인 외국법(중국법)을 보다 충실하

게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서로 법의 내용에 

대한 인식 또는 확인의 가능성은 몇 가지 요소에 의지한다. 하나는 문화

와 법체계의 근사성이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대륙법 전통을 승계하여 

성문법 형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관의 법의 적용 과정에서 그의 사고

방식이 유사하다. 더불어 문화 전통의 근사성은 법에 대한 이해에도 도

움이 된다. 

  다른 하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대국에 대한 이해가 상대국 법을 

정확하게 적용한 중요한 원인이다. 특히 한국 법관들 중 일부는 중국으

로 유학을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중국법을 연수한 경력이 있다. 일단 

적용될 외국법이 중국법이라면 이러한 법관은 상당한 정도의 자신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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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실제로 중국법을 공부한 법관은, 독자적으로 중국법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더라도, 당사자가 제출한 전문가의견에 대한 판단 

시 중국법 연수경력이 없는 법관보다 판단이 더 용이하고 그 판단의 결

과가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현직 법관들 중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한국법을 연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중국에는 한국법을 연구대

상으로 하는 연구소 또는 연구기구가 이미 나타났다. 중국정법대학교는 

2011년에, 중국화동정법대학교는 2004년에, 중국서북정법대학교는 

2008년에 각각 한국법연구센터를 만들었다.844) 연구의 진전에 따라 외

국법으로서의 한국법의 적용문제가 생길 때 이러한 연구기관은 큰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한중간 상대국 법의 조사와 확

인 내지 정확한 적용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844) 중국정법대학교 한국법연구센터에 관한 뉴스는   
http://legal.gmw.cn/2011-06/20/content_2114965.htm 참조. 

  화동정법대학교 한국법연구센터에 관한 뉴스는 http://www.koreanlaw.cn/cn/ 참조. 
  서북정법대학교 한국법연구센터에 관한 뉴스는 

http://www.legaldaily.com.cn/fxy/content/2008-05/05/content_845208.htm?node
=606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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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외국법의 적용은 국제사법상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는 점에 의문이 없

다. 국제사법에 관한 연구 성과를 고찰한 결과 외국법의 적용에 관한 연

구방법론에는 대체로 2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이론적 기초

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제사법의 탄생 등 본원적인 문제로부터 왜 외국법

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외국법 적용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기초적인 이론적 과제를 검토하여 외국법 적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를 제공하며 국제사법의 발전방향을 예견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제사법의 존재의 합리성을 긍정하면서 실무상 법원에서 외국법

을 어떻게 취급하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외국법 적용과정 

중에 나타나는 현상과 적용의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국제사법의 실현을 

위하여 각 해결방안을 탐구하고자 모색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저촉

법 혁명의 충격을 겪어 구체적 사건에서의 타당한 해결이 과거보다 더 

중요시되며 실질법의 고려도 도입되었지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유지되

어 온 국제사법의 기초가 그로 인하여 파괴된 것은 아니다. 법률저촉에 

대하여 국제사법적 해결방법을 포기할 수 없는 이상 외국법 적용이 불가

피하다. 또한 전자의 논점은 실정법으로서 국제사법이 존재하는 이상 어

느 정도는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외국법 적용제도의 절차

법상의 취급, 즉 외국법의 조사와 증명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더욱 

필요하므로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논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소송절차에서 외국법의 적용이 문제되는 것은 국제사법의 적용에 기인

한다. 또한 외국법의 성질이 소송상 외국법의 취급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므로 외국법 적용에 관한 논의에서 외국법의 성질이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논문 제2장에서 먼저 외국법의 성질결정 및 국제사법의 강행적 

적용 여부와 외국법 적용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외국법의 조사와 증명은 

외국법의 성질에 대한 인정 및 국제사법의 강행적 적용 여부와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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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으나, 외국법 조사와 증명 제도에 대한 설계가 반드시 외국법

의 성질 및 국제사법의 강행적 적용 여부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

법의 성질이 법률인지 사실인지의 전통적인 명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고 일국의 입법과 실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현

재는 큰 의미가 없다. 국제사법의 강제적용 여부는 당사자에게 외국법의 

적용을 주장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양자

가 봉사하는 목적과 가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를 구별하여 논의하여도 

무방하다.

  제3장에서는 시간순서대로 외국법의 절차법상의 취급에 관한 몇 가지 

주된 쟁점을 논의하였다. 외국법의 절차법상의 취급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법관과 당사자 각자가 부담하는 절차상의 책임 또는 의무가 무엇

인가이다. 법관과 당사자가 외국법의 조사에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기 때

문에 법관과 당사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 각국의 실무에서 보편적이

다. 각국의 소송법제는 천차만별이므로 외국법 조사의무의 배분방식의 

설계는 각국의 절차법 체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입증

을 당사자에게 맡기더라도 법관의 조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고 오히려 법관의 석명권을 강조하여야 하며, 조사의무를 법관에게 

맡기면 당사자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법관이 당사자에게 협력을 요

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서 동시에서 조사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협력의무인지 입증책임인지를 구별하여야 한다.

  외국법의 조사에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므로 여러 가지 방법이 가

능하다. 그 중에서 전문가증언이나 감정의견은 유용한 방법이다. 다만 

다른 영역에서의 전문적 증거의 운용과 달리 법관이 외국법에 관한 증거

의 운용이나 증거제출의 통제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법정

증거방법을 제외한 다른 방법은 각자의 장점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전문

가증언 혹은 감정의견을 대체할 수 없다. 외교경로로 외국법을 조사하는 

방법은 나은 방법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활용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외

교경로를 이용하여 외국법을 조사하는 방법은 실무에서 주된 방법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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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고 보충적인 방법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법관이나 당사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준거 외국법의 존부 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외국법 

적용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외국법 불분명에 대한 인정 기준

의 설정은 매우 중요하지만 일률적인 기준을 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

과적으로는 탄력적인 “합리성”이라는 기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합

리성이라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인정 기준을 참작하면서 외국법

을 확인하는 특수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합리성이라는 기준이 탄

력적이기 때문에 법관의 외국법 불분명을 인정하는 권한을 제약하는 메

커니즘도 도입해야 한다. 

  외국법 확인불능시의 보조방안은 주로 법정지법의 적용, 법정지법의 

유추적용, 청구기각, 근사법 및 조리의 적용과 보충적 연결점으로 지정

된 외국법의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 법정지법을 보충적

으로 적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나은 방안이다. 법정지법의 적용이 황당

한 결론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조리를 적용할 수 있다. 조리의 

내용으로서는 어느 국가의 법질서의 일부로서의 추상적인 원리나 원칙보

다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원칙으로서의 통일법 혹은 모델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외국법의 내용을 확인한 후에 외국법을 해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할 수 있지만 종래에는 외국법 해석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았다. 실

제적인 취급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외국법이 그의 소속국에서의 해

석·적용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기본적 입장이

다. 그리고 외국법 해석의 목적은 외국법의 그 소속국에서의 적용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다는 것도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외국법 흠결 시 법

해석의 방법으로 흠결을 보충한다면, 법관의 역할은 사진사처럼 외국법 

소속국에서 해당 준거 외국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

에 따르되, 그 외에도 나아가 구체적인 분쟁 사안을 공평하게 해결하는 

것에 착안하여 능동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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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이 법률인지 사실인지에 관한 논쟁이 있지만 외국법의 적용은 

각국에서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심사를 받고 

있다. 외국법 적용에 대한 재심사는 국내에서의 외국법의 통일적인 적용 

내지 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인정되어야 한다. 다

만 이러한 심사의 내용과 방식은 각국의 외국법 조사·입증 책임의 부담

방식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외국법의 조사와 증명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끊임없이 노력하

고 있다. 따라서 제4장에서는 외국법 적용을 통합시키려는 유럽대륙의 

노력과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작업과정 및 노력을 정리하고 소개하였다. 

유럽대륙에서는 런던협약에 의하여 외국법 정보의 취득에 관한 메커니즘

을 창설하였다. 최근에 유럽연합의 전문가들은 마드리드원칙을 제정하여 

상대적으로 통일된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

의의 차원에서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의 방향과 달리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외국법 정보의 취득에 관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매개기관(platform)을 만들어 외국법의 조사를 촉진하고자 하고 있다. 향

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작업의 진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자국의 

법원이 관련된 경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므로 상대국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 

제5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관련된 입법과 실무를 각각 정리하여 상대국 

법을 적용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았다. 상대국 법을 적용한 과정을 보면 

작은 하자가 있기는 하지만 외국법 적용의 각 측면의 기본적 원칙에 비

추어 만족스러운 결과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 법원과 비

교하여 한국 법원이 지정된 준거법인 중국법을 보다 충실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 법원이 한국법을 적용할 때에는 중국법원

의 관행에 따라 오직 한국의 성문법만을 조사하였다. 이것은 충분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향후 중국내 여러 한국법 연구기관의 설립에 따라 개

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대표적인 국가의 실무를 고찰한 결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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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 조사와 증명에서 각 국가 사이에는 놀라운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

다. 세부적인 제도의 차원에서 대륙법과 영미법을 구별하여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또는 영미법계 내부에서도 상이한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차이는 각각 전체 법률제도의 차이, 법률문화의 차이

에서 유래하며, 심지어 각국의 외국법과 비교법적 연구의 수준상의 차이

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각각 상이한 외국법 조사·증명제

도는 각자의 법률체계 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절대적으로 

완벽한 제도 하나를 골라내기는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 전체 법률

체계에서 벗어난다면 그 자체가 잘 운용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입

법적 조치를 통하여 국제사법의 통일을 부분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유럽

에서도 외국법 적용상의 제문제의 해결을 아직 입법적으로는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학자들의 제안도 외국법 적용에 관한 절차법상의 통합을 

시도하지는 않는다.845)

  외국법조사·증명제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가끔 좌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방식이든지 각자의 폐단이 있으며 완벽한 방안을 찾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법을 정확히 조사·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관으로서 자국법을 적용할 때에는 자신감이 넘치지

만 외국법을 적용할 때에는 확신을 가질 수 없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

다. 이러한 확신의 결여는 현실적인 어려움 외에 심리적인 원인으로 인

하여 야기되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법의 해석에 관련한 경우에는 판례

를 법원(法源)으로 하지 않는 대륙법계 법관일지라도 그들이 법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추상적인 법규범을 구체화하거나 법의 공백을 보충함으로

써 법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법관이 어떻게 외국법 소속국

의 법관만큼 법규범의 뿌리를 두는 법률문화의 배경까지 고려하여 외국

법을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 특히 지정된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

이 자국법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외국법의 

845) 마드리드 원칙 Principle VI는 " The content of foreign law should be ascerta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al Law of the national authority"라고 한다.



- 299 -

소속국 법원이 하는 것처럼 외국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판단기준으로 한

다면,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일국의 법관은 부단히 노력함으로써 이러한 

목표에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교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세계에서 국내법

의 상위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질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국

제사법의 적용은 피할 수 없다. 국제사법을 적용한 결과로서의 외국법의 

적용도 불가피하다. 가능한 한 이상적인 상태로 접근하도록 노력할 수밖

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비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법제, 법문화의 근사성을 띠고 있는 국가에 있

어서 서로의 이해가 심화함에 따라 서로 법의 조사·증명을 실현할 수 있

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 한국과 중국 사이의 법의 적용의 실상을 고찰한 

결과는 일정한 정도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외

국법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하여 정치(精緻)하게 만든 절차

법이 필요하며 비교법의 연구도 더욱 중요하다.

  요컨대 외국법의 적용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나치게 비관적

인 태도를 가지고 이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극단적인 예도 있기는 하지

만 외국법의 적용은 통상적으로 교류가 빈번한 양국 사이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관련된 준거 외국법의 조사와 증명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일이

다. 또한 외국법 조사·증명에 관하여 절차법상의 양태가 다양하지만 공

통적인 발전추세가 있다. 예컨대 외국법의 조사에서는 법관의 역할을 강

조하게 된다. 이러한 공통적인 발전추세에 비추어, 외국법의 조사와 적

용에 관하여 통일적인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지만, 우선 자국의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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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plication of Foreign Law
-Focus on the Ascertainment of Foreign law

SU XiaoLing

Private International Law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Foreign law comes into play in the courts due to application of

choice-of-law rules. During the decade Europe has undertaken an

active and broad process of harmonisa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Meanwhile, Asian nations and economical entity(Taiwan) have

enacted or amended their PIL in recent years. Therefore, It has

become a vital subject to actualize the conflict rules by perfecting

the application of choice-of-law rules. Moreover, with the advent of

the globalization,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foreign law has

been drastically increased. However, it has not been fully researched

in Korea and China, consequently, even though the application of

foreign law is a stereotypical subject, it is necessary to make further

study of this issue. In this dissertation, the discussion concerned

with the application of foreign law is divided into five chapters as

follows.

In Chapter 2, first of all, the terminologies and definition are

interpreted and the characteristic of foreign law, i.e. whether it

should be determined as fact or law, is reviewed. Moreover, the

effects of these two approaches of the application of foreign law

system are analyzed in this chapter and finally the discussion has

been mad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datory application of

conflict rules and ascertainment of foreig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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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hapter 3, the operation of the application of foreign law system

in civil procedure is focused on which includes the allocation of

obligation of investigation of foreign law, the methods of

ascertainment of foreign law, default rule when failure to

ascertainment of foreign law, the interpretation of foreign law and

relief to wrongful application of foreign law.

In chapter 4, the efforts of international community on

harmonization of the ascertainment of foreign law are reviewed and

the progress, in recent years, of Europe and Hague Conference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re introduced. Furthermore, the discussion

are also made in this chapter on the inspiration of European

practice in this field to Asian nations.

In Chapter 5, the legislation and practice both in Korea and China

are examined on the basis of aforementioned analysis of theory and

practice of the application of foreign law system which is followed

by the comparison of legislation and legal practice in these two

countries and the statement on the mutual application of the law of

counterpart by researching some real cases.

In chapter 6, it summarize the contents of the dissertation and

clearly highlight the fundamental points and opinions on these

issues.

keywords: Privat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Law, Application

of Foreign Law, Burden of Proof, Obligation of

Ascertainment, Means of Ascertai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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