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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1980년 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EC 협약(로마협약)”은 2008년에 “계

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EC 규정(로마 Ⅰ)”로 전환되어, 2009년 12월 17

일 이후에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들에게 전적으로 그리고 직

접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관할규칙과 저촉법의 양립가능성의 증

진” 및 “역내 시장의 적절한 기능”이라는 목적 하에, 이러한 전환은 순

전히 “협약(Convention)”을 “규정(Regulation)”으로 탈바꿈시킨 것이 아

니라, 실질적인 개정도 수반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로마

Ⅰ 제4조 -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에 있다.

로마Ⅰ 제4조는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을 다루고 있는 로마협약 제4조

와 대응관계에 처해 있다. 그러나 양자는 구조 및 내용상에서 확연히 구

별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자는 “‘확고한 규칙(hard-and -fast rules)'

- ‘특징적 이행'의 이론 - ‘예외조항' - ‘밀접한 관련’의 원칙”으로 구성

되는 반면, 후자는 대체로 “‘밀접한 관련’의 원칙 - ‘특징적 이행'의 추정

- 부동산계약에 관한 특칙 - 물품운송계약에 관한 특칙 - ‘예외조항'”으

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전자가 후자의 중요한 개념을 상당부분 수용했음

에도 불구하고 후자와 전혀 다른 구성방식을 취한 이유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국 2001년 개정 국제사법 제26조는 로마협약 제4조를 모델로

삼아 제정된 것인데, 후자가 로마 Ⅰ에 의하여 개정됨에 따라 전자의 규

정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새로 성립된

로마 Ⅰ 제4조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향

후 한국 국제사법이 자국의 실정에 맞는 개정방안을 모색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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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 국제사회에서 EU는 지역통합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EU 통합의 움직임이 활성화됨에 따라 상품·사람·서비스·자본 등이

역내시장(internal market)에서의 자유적인 이동과 교류가 날로 확대·심

화되고 있는 한편, 회원국의 국민 또는 기업들 사이에서 국제거래와 관

련된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역내질서의 운영을 보장하

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2009년 발효된 로마 Ⅰ1)이 바로 그러

한 법률 중의 하나이다.2)

로마 Ⅰ는 통일실질법3)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법4)에 그 초점을

1) 로마 Ⅰ의 전칭은 "REGULATION (EC) No 593/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ne 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인데, "Regulation"과 관련해서

대체로 "规则" “规呈” "명령" 및 "规程" 등 몇 가지 용어가 있다. 로마 Ⅰ이 계

약상 채무에 관한 제반 국제사법/저촉법규범을 장별로 한데 묶어 정비한 의미

에서, 본고는 "规程"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이외에도 최근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특별위원회에서는 “국제계약의 준거법

원칙” 초안(“Draft Hague Principles on the Choice of Law in International

Contracts”)을 승인하였다.

3) "實質法이라 함은 法適用規範(또는 間接規範)인 抵觸法(또는 國際私法)에 대

비되는 개념으로…抵觸法(또는 國際私法)에 의하여 準據法으로 지정되어 특정

법률관계 또는 쟁점을 직접 규율하는 규범을 말한다…참고로 독일 民法施行法

(제4조 제1항)은 ‘事項規定(Sachvorschrift)’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석광현,

「(2001년 개정)國際私法 해설」제2판, 서울: 芝山 (2003), 108면)."

4) 영미법계에서는 저촉법 (conflict of law)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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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국제사법은 유럽 사법질서 속에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관할의 충돌” 및 “법률의 충돌”을 해

결하고, EU 회원국들 간의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근거를 부여해주는

것이다.5) 로마 Ⅰ는 그 중의 두 번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로마 Ⅰ의 내용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 전신인 로마협약을 언급

하지 않을 수 없다. 로마협약으로 인해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주요 유럽공동체 국가의 국제사법규범은 상당 부분 통일되었다고

할 수 있다.”6) 특히 로마협약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법의 선

택이 없는 경우의 준거법(로마협약 제 4조)”은 대륙법과 보통법의 이론을

모두 반영함으로써 국제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새로운 모

델을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협약 제 4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이를

둘러싼 논의와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예컨대 협약 제 4조 제 2항과 제 5항

의 관계가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 하에

로마협약은 암스테르담조약의 발효를 계기로 2009 년에 최종적으로 로마

Ⅰ로 전환되었으며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에 직접적으로 적용

하게 되었다.7)

새로 성립된 로마 Ⅰ는 브뤼셀 I 와 함께 EU 국제사법의 3지주를 구축

하였다.8) 이들의 공동목표는 民·商事 영역에서 통일된 국제사법규칙을

구축하고 공동체 法域하의 법의 예견가능성, 확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9) 따라서 로마협약이 로마 Ⅰ로의 전환에 있어서도 단순한 법적

성질의 변화가 아닌 실질내용의 개정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로마협약 제 4조에 대한 로마 Ⅰ 제 4조의 수정이라고 할 수 있다.

5) 녹서, 8면 참조.

6) 석광현,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공동체 협약”, 「國際私法과 國際

訴訟 (제1권)」, 서울 : 博英社 (2001), 55면.

7) 로마 Ⅰ 제29조 참조.

8) Eva LeiN, “The New Rome I/Rome II/Brussels I Synergy”, Yearbook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Volume 10 (2008), p. 178.
9)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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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유럽연합에서 진행된 논의는 한국 국제사법 하에서 동일하게 취

급될 수는 없다. 그러나 국제사법 제 26 조가 로마협약 제 4조의 내용을 대

폭 수용한 점을 감안하면, 로마협약에 대한 로마 Ⅰ의 수정은 국제사법

에 하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아직까지

로마 Ⅰ를 비롯한 EU 통일 국제사법에 관한 선행연구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한국은 물론 유럽연합에서 추진

되어온 로마 Ⅰ는 많은 유럽의 법조인에게도 여전히 생소한 존재이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유럽에서 국제사법에 관한 연구는 줄곧 선

두에 서있었고, 로마 Ⅰ의 성립은 여러 면에서 국제사법영역의 최신 성

과를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2011 년 한 EU FTA 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협력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한국의

입장에서 유럽연합의 입법동향을 이해하고 현 단계에서 그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의 가장 가까운 이웃나

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근래 자국의 국제사법을 개정한 과정에서 로마협

약의 내용을 적지 않게 수용한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과 일본의 규정을

비교·고찰한다는 것은 향후 동북아시아의 사법통합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에 비추어, 본 논문의 목적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유럽에서

진행된 논의를 알아보고 로마 Ⅰ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분석하

며, 그 영향을 받은 한-중-일 3국의 개정 국제사법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향후 한국 국제사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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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범위 및 논문순서

본고는 로마 Ⅰ 제4조 - “법의 선택이 없는 경우의 준거법(Applicable

law in the absence of choice)”, 즉 국제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을

중심으로 한다.

새로 정비된 로마 Ⅰ 제4조는 로마협약 제4조를 수정한 것이므로 후자

에 대한 검토는 전자의 개정취지를 이해함에 있어서 극히 유용할 것이

다. 또한 한국 국제사법 제26조는 로마협약 제4조를 대폭 수용하였기 때

문에 비교법적 관점에서 로마Ⅰ 제4조가 로마협약 제4조에 가해진 변화

를 국제사법의 규정과 결부시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고는 대체로 “로마협약 제4조 - 로마 Ⅰ제4조 - 로마 Ⅰ에 대한 비교법

적 검토”의 순서로 논문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선 본고의 제2부분에서는 로마협약에 따른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개관에서 로마협약의 추이를 간단하게 소개하였고

Giuliano & Lagarde 보고서(이하 보고서라고 함)에서 제시한 각국의 관

행 및 입법례 그리고 로마협약 제4조에 대한 해석 등과 결부하여 검토하

였다.

다음, 제3부분에서는 로마협약이 로마 Ⅰ로의 전환과정을 설명하였다.

이 부분의 내용은 로마 Ⅰ의 입법취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향

상”을 강조하게 된 원인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후술하게 될 로마

Ⅰ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로마 Ⅰ이 성립되기 전의 2대 준비 작업인

“녹서”와 위원회 “초안”에 대하여도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이어 제4부분에서는 로마 Ⅰ에 따른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을 다루었

다. 특히 로마협약, 위원회 초안 및 MPI 코멘트의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로마 Ⅰ 제4조의 개정취지 및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그 다음의 제5부분에서는 로마 Ⅰ 제4조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진행

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한국 국제사법 제26조 뿐만 아니라 로마협약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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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및 그 영향을 받은 일본과 중국의 국제사법 규범도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부분에서는 한국 국제사법에 대한 시사점 및 향후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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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마협약에 따른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

2.1 개 관

  로마 Ⅰ는 로마 Ⅱ와 달리 다자간 협약인 로마협약으로부터 전환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로마 Ⅰ의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그 전신인 로마협약

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로마협약은 1967년 베네룩스 3국이 공동체 내에서 (특히 계약법 영역

에서의 상이한 저촉법규범이 초래한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10) 통일된 국

제사법규범을 제정하는 제안(이하 제1초안)으로부터 발단되었다. 그 후

1972년에 「계약상 및 계약 외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협약안 (draft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and Non-

Contractual Obligations”)」(이하 제2초안)이 완성되어 각 회원국에 제출

된 바가 있었지만, 그 때 당시 회원국 확대11)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시 수정작업에 접어들었다.12) 그리고 1975년에 이르러 전문가 그룹에

서 계약 외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문제가 너무 복잡한 것으로 판단되어

협약의 범위는 최종적으로 계약상의 채무에 한정하기로 결정되었으며13),

1979년에「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협약안 (draft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제3초안) 이 이사회

에 제출되었다. 이것이 후에 1980년에 로마에서 서명되고 개방된 로마협

약으로 되었다([그림-1] 참조).

10) 보고서, 4면 참조. 
11) 1973년에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가 유럽공동체에 가입되었다.

12) Richard Plender & Michael Wilderspin, The Europ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obligations, 3rd ed, Sweet & Maxwell (2009), p. 7.
13) Ibid.,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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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1967 1972 1973 1978 1980 1991

제1초안 제2초안 새로운 회원국의 가입 제3초안 협약 성립 협약 발효

로마협약의 전문(Preamble)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로마협약은 “공동

체 내에서 특히 관할과 판결의 집행 분야에서 이미 수행된 법의 통일작

업을 국제사법의 분야에서 지속시키기를 열망”14)하고 있으므로 로마협약

의 성립에 있어서는 그 기초로 되는 공동체법, 특히「민사 및 상사사건

에 관한 재판관할과 재판의 집행에 관한 1968년 유럽공동체협약」(브뤼

셀협약)15)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유럽공동체설립조약(TEC) 제293조

(EEC Treaty 제220조)에 따르면, 통일적인 시장의 구축은 회원국들 간

에 재판관할 및 판결의 집행에 관한 상호승인의 형식을 간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16) 브뤼셀협약이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이다. 그

러나 브뤼셀협약이나 그 후의 브뤼셀 Ⅰ에서는 모두 포럼쇼핑(forum

shopping)17)의 폐해를 억제하지 못하였다. 즉 브뤼셀조약 및 브뤼셀 I

하에서는 원고에게 임의로 법원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당사

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실질법을 정한 회원국을 법정지로 선택할 가능성

이 크므로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존재한다.18) 따라서 이런 폐단

14) 본고에서 사용한 로마협약의 내용은「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석광

현, 註 6 책)에 수록된 시역본을 참조한 것이다.

15) 브뤼셀협약은 2002년에 브뤼셀 Ⅰ로 전환되었다. 계약상 및 계약외의 채무

에 모두 적용되는 브뤼셀협약과 달리, 로마협약은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만 규

율하기 때문에 계약 외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문제는 로마 Ⅱ에 의하여 규율되

고 있다.

16) 녹서, 9면 참조.

17)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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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없애기 위하여 이루어진 성과가 바로 로마협약이다.19) 다시 말해서,

로마협약은 각 회원국의 국제사법을 통일시킴으로써 계약상 채무의 준거

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정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실질법이 지정되는 것

을 보장한다”20)는 것이다.

　한편,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로마협약 하에서 당사자 자치의 원칙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hoice)과 “밀접한 관련”의 원칙은 준거법

결정에 관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법의 선택이 없

는 경우의 준거법 결정 -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과 관련해서 로마협약은

각 주요 회원국의 입법례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아래에서는 우선 보

고서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협약 성립이전의 입법례를 살펴본 뒤, 협약

제4조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본다.

18) Id.
19) Stefania Bariatti, Cases and materials on EU private international law,

Hart Publishing (2011), p. 2.

20) 석광현,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 (로마 Ⅱ)”, 「서울대

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제52권 제3호 (2011), 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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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로마협약에 따른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

2.2.1 로마협약 성립이전의 입법례

로마협약이 성립되기 전에 공동체 내의 주요 국가들이 국제계약의 객

관적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각기 상이한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보고

서에서 조사한 몇몇 회원국의 입법례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

다.21)

프랑스와 벨기에에서는 당사자의 명시적 의사(express will)와 가

정적 의사(hypothetical/presumed will)를 구분하지 않는다. 당사자의

선택이 없는 경우, 법원은 다양한 지표들(“pointers”)을 탐지하여 그

중에서 어느 특정한 국가(particular country)의 법을 지정한다. 그리

고 그 특정한 국가는 법원이 주관적으로 당사자의 의도를 추정한 결

과일 수가 있고, 객관적으로 거래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곳

일 수도 있다.22)

독일에서는 당사자의 선택이 없는 경우에 주로 가정적 당사자의사

(hypothetischer Pateiwille)를 표시할 수 있는 지표들(“pointers”)을

탐구하여 준거법을 지정하는데, 그러한 지표들이 발견될 수 없을 경

21) 보고서, 19~20면 참조.

22) 파리법원(Paris Court)은 Soc. Jansen v. Soc. Heurtey 사건 (1955.1.27)에서

당사자의 선택이 없는 경우, 객관적 준거법은 계약의 내용 및 경제적 측면이 특

정한 국가와 관련을 가지는 사실에 의하여 결정되며, 거래와 가장 밀접한 관련

을 가지는 곳은 계약의 성질을 특징지울 수 있는 의무가 이행될 곳(…in which

the contract is to be performed in the fulfilment of the obligation

characteristic of its nature)이라고 판시하였다 (보고서, 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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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계약은 이행지법(the place of performance)에 의하여 규율하게

된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계약으로부터 생긴 개개의 의무의

이행지법(the place of performance of each of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contract)에 의하게 된다. 즉 독일법원은 계약상 상

이한 의무가 서로 다른 국가에서 이행되는 경우, 그 개개의 의무가

각기 이행되는 곳의 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영국에서는 당사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선택이 없는 경우

에 당해 거래와 가장 밀접하고 진정한 연결(closest and most real

connection)이 있는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proper law”를 결정하기 위해,23) 영국법원은 일반적으로

사안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람이 계약체결 시에 선택

했어야 하는 법을 탐구하게 된다. 따라서 영국법원에 있어서는 어느

하나의 연결점이 결정적인 요소로 보지 않으며,24) 사안에 따라 당사

자의 거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법, 계약체결지법,25) 계약이행지법 등

23) “proper law”를 결정함에 있어서 Dicey의 주관설(objective theory)과

Westlake의 객관설(subjective theory)이 대립되어 있다(이를 objective proper

law와 objective proper law라고도 한다). 즉 Dicey는 당사자의 의사를 강조한

데에 반하여(emphasises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Westlake는 계약의 진정

한 연결(the points of real connection of the contract with the territory of the

proper law)에 입각한다(R. H. Graveson, The Conflict of laws, 6 ed, London :

Sweet & Maxwell (1969), pp. 425~426). 이 밖에도 “proper law”의 결정에 관

하여는 A. E. Anton with P.R. Beaumont, Private international law : a

treatise from the standpoint of Scots law, 2nd ed, Edinburgh : pu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the Scottish Universities Law Institute [by] W. Green

(1990), p. 272; Peter Kaye, The new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contract of

the European Community, Dartmouth Pub. Co. (1993), p. 12 참조.
24) 스코틀랜드법에서 "no one of the surrounding circumstance was of

decisive importance"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A. E. Anton with P.R.

Beaumont (註 23), p. 273).

25) Jacobs v. Crédit Lyonnais(1884) 12 Q.B.D 589 (R. H. Graveson (註 23),

p.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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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 “proper law”로 인정될 수 있다.26)

보고서에서 조사한 입법례 중에서 이탈리아법은 유일하게 계약

유형에 따라 명확하고 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입법이다.27) 이탈리아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선택이 없는 경우에 계약상의 채무는 아래와 같이 결정

된다.28) a) 외국 선박 및 항공기 내에서의 고용계약은 그 선박 및

항공기의 국적소속국법에 의한다. b) 선박, 국내 및 항공 임차계약,

용선계약과 운송계약은 그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적소속국법에 의한

다. c) 기타의 모든 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공동의 국적이 있는 경우

에 그 공동의 本国法에 의한다. 공동의 本国法이 없는 경우에는 계

약체결지법에 의한다.

26) Atkin 판사는 R. v. International Trustee for the protection of

Bondholders A.G ([1937] A.C. 500 p. 529) 사건에서 당사자의 명시적 또는 묵

시적인 의사가 결여된 시에는, 경우에 따라서 계약체결지법, 계약이행지법, 부동

산 소재지법 및 선적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R. H.

Graveson (註 23), p. 436).

27) 이탈리아법은 유럽공동체 9개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로마협약에서 규율

하는 사항을 거의 전부 포섭한 입법이라고 한다. 계약상 채무에 관한 저촉법규

범을 관습법이나 판례에서만 발견될 수밖에 없는 여타의 회원국과 달리, 이탈리

아는 계약상 채무에 관한 명확한 저촉법규범이 있으며, 그 규정은 민법과 해상

법에 산재되어 있다(보고서, 8면 참조).

28) 보고서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보고서, 19면).

Failing a choice of law by the parties,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contract

are governed by the following:

(a) contracts for employment on board foreign ships or aircraft, by the national law of the ship

or aircraft (Naval Code Article 9);

(b) marine, domestic and air hiring contracts, charters and transport contracts, by the national

law of the ship or aircraft (Naval Code Article 10);

(c) all other contracts, by the national law of the contracting parties, if common to both ;

otherwise by the law of the place where the contract was concluded (preliminary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rticle 25, first sub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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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로마협약이 성립되기 전에 국제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을 결정함

에 있어서, “확고한 규칙 (hard -and -fast rules)” 을 취한 이탈리아법

외에 대부분 회원국들은 비교적 유연한 접근방식을 선호하였다.29) 그러

나 로마협약은 일종의 타협의 산물로서 법적 예측가능성과 유연성

(flexibility)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목적 하에 절충적인 접근방식을 취

하였다. 아래에는 로마협약 제4조의 규정을 통해 이 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2.2.2 로마협약 제4조

로마협약 제4조는 5개 조항으로 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을 규정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협약 제4조 제1항에서는 “준거법이 제3조30)에 따라 합의되지 아

니하는 한, 그 계약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밀접한 관련”의 원칙을 연결을 근거지울 수

있는 일반조항으로31) 정립시켰다.

“밀접한 관련”의 원칙은 영국의 “Proper law”상 “가장 밀접하고 진정

한 연결(closest and most real connection)”의 원칙32)과 유사하다. 그러

나 엄밀히 말하자면, 영국법상의 “가장 밀접하고 진정한 연결”이라는 개

념은 영국의 고유원칙이 아니라, Westlake가 Savigny의 “법률관계 본거

29) 보고서, 19면.

30) 로마협약 제3조는 “법의 선택의 자유”를 규정한다. 논리적으로 제4조는 법

의 선택에 관한 제3조를 그 적용의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선택한 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준거법이 제3조에 따라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 제4조에 따른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을 적용한다.

31) 신창선,「국제사법」제8판, 서울: fides (2012), 67면.

32) J.H.C Morris & J.D David McClean, The conflict of laws, Sweet &

Maxwell (1993), p. 254.



- 13 -

설”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 “본거”에 대한 재해석이다.33) 즉 “가장

밀접하고 진정한 연결”을 탐구하는 “proper law”의 원칙은 Savigny가

주장한 바와 같이 “각 법률관계는 고유의 본거(Sitz), 고향(Heimat)을 갖

고 있기 때문에 그 것을 탐구하여 지역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34)는

것이다.35)

한편, “밀접한 관련”의 원칙 그 자체가 매우 애매(too vague)하므로36)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가 있다. 따라서 로마협약은 “‘밀접한

관련’이라는 개념에 객관성을 부여하고 준거법 결정을 단순화”37)하기 위

하여 제4조 제2항에서 “특징적 이행”의 이론을 도입하였다.38) 제2항에

따르면:

“제5항의 유보 하에, 계약은 특징적인 이행을 하여야 하는 당사자

가 계약 체결 시에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 또는 당사자가 회사, 기타

법인이거나 비법인인 단체인 경우에는 경영 중심지를 가지는 국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계약이 그 당사

자의 직업상 또는 영업상의 활동의 수행으로서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

은 당사자의 주된 영업소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계약에 따라 급부가

주된 사무소 이외의 영업소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소재하는 국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

다.”

33) 신창선(註 31), 38면.

34) Id. 
35) Volker Behr, “Rome I Regulation: A Mostly Unified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Contractual Relationships within Most of the European Union”,

Journal of Law and Commerce, Vol. 29 (2011), p. 245.
36) 보고서, 21면.

37) 석광현, "EU 국제사법", 「EU법강의」 제2판, 서울: 박영사(2012), 568면.

38) "특징적 이행"이라는 개념은 대체로 스위스법에서 유래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Peter North, Private international law problems in common law

jurisdictions, Boston : M. Nijhoff Publishers (1993),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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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의 “특징적 이행”이란 것은 대체로 “계약의 무게 중심(the

centre of gravity)”을 구성하거나 “사회·경제적 기능(the socio-economic

function)”을 수행하는 일방의 이행으로 풀이할 수 있다.39) “특징적 이

행”의 개념과 관련해서,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40)

“당사자의 선택이 없는 경우, 계약의 특징적 이행을 결정함에 있어

서 계약 당사자의 국적 또는 계약체결지 등과 같은 계약의 본질

(essence)과 무관한 외부적 요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내부(inside)에서 연결점(connecting factor)을 결정해야 한다.

…

편무계약의 특징적 이행의 확정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쌍무계약인 경우, 즉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계약의 특징적 이행은 금전의무의 이행

이 아닌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이다(the performance for which the

payment is due). 예컨대, 계약의 유형에 따라서, 물품의 인도, 재산

사용권의 부여(the granting of the right to make use of an item

of property), 용역의 제공(the provision of a service), 운송, 보험,

은행의 영업(banking operations), 담보(security)는 일반적으로 계약

의 무게 중심을 구성하거나 사회·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특

징적 이행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로마협약 하에서 계약체결지나 의무이행지를 확정할 필요가 없

기 때문에 편무계약이나 전형적인 쌍무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은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41) 아울러 로마협약은 특징적 이행의 “지리적 장

소(geographical location)”를42) 특징적 이행을 해야 하는 당사자의 국적

39) 보고서, 20면 참조.

40) Id.
41) 보고서, 21면 참조.

42) 보고서,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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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계약체결지 또는 의무이행지로 규정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각각

“상거소(habitual residence)”, “경영 중심지(central administration)” 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the place of business)”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로마협약 제4조 제2항에 따른 일반적인 추정규정은 “특징적인

이행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동조 제5항), 부동산에

대한 물권 또는 부동산의 용익권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 및 물품운송계약

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계약은 각각 동조 제3항과 제4

항의 특칙에 따라 규율된다. 즉 부동산에 대한 물권 또는 부동산의 용익

권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은 그 부동산 소재지의 국가와 가장 밀접한 관

련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고(동조 제3항), 물품운송계약43)은 적하지, 양

하지 또는 송하인의 주된 사무소가 운송인이 계약체결시점에 주된 영업

소를 가지는 국가에 있는 때에는 그 국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동조 제4항).

그리고 로마협약 제4조 제2항~제4항은 “추정(presumption)”규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깨어질 수(be rebutted)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마협

약 제4조 제5항이 바로 동조 제2항~제4항에 의한 추정이 깨어질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인데, 이를 “예외조항(escape clause/ exception

clause)”이라고도 불리 운다. 즉 전체적인 사정으로 보아 계약이 다른 국

가와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때에는 제2항, 제3항, 제4항에 의한 추

정은 적용되지 않고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그 국가의 법을 적용한

다는 것이다.44)

43) 로마 Ⅰ 제4조는 물품운송계약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고, 물품운송계약과

여객운송계약에 관한 준거법의 결정은 로마 Ⅰ 제5조에 의하여 별도로 규율한

다.

44) 제4조에 “예외조항”을 두는 이유와 관련해서,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

다. 즉 협약 제4조의 규정은 일반적 성질(general nature)을 가지는 저촉규범이

고, 일부 소비자계약과 노동계약에 한하여 제4조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전체적인 사정으로 보아 계약이 다른 국가와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때에

는 제2~4항의 추정 외에 다른 국가의 법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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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로마협약 제4조는 “밀접한 관련”의 원칙을 객관적 준거법 결

정의 일반원칙으로 확립하고, 그 전제하에 특징적 이행의 추정으로 이

원칙을 객관화시키는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므로 로마협약 제4조에

서는 법적 안정성과 유연성의 균형을 잡으려는 취지가 보인다. 그러나

로마협약의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결코 엄밀하지 못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전개한다.

2.2.3 로마협약 제4조의 문제점

로마협약 제4조 제2항과 제5의 관계를 둘러싼 법원의 실무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네덜란드 대법원(Dutch Hoge Raad)은 Societé Nouvelle des

Papeteries de L'Aa S.A. v. B.V. Machinefabriek BOA 사건45)에서 로마

협약 제2항의 추정이 제5항에 의하여 깨뜨릴 수 있는 경우를 “특징적 이

행을 하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연결점으로서의 실제적인 중요성을 가지지

않을 때(if … the place of business of the party who is to effect the

characteristic performance has no real significance as a connecting

factor)”로 한정시킴으로써46) 제2항의 추정에 대하여 강한 효력을 부여해

주었다. 그리고 네덜란드 대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최근의 Baros A.G.

(Switzerland) v. Embrica Maritim Hotelschiffe GmbH (Germany) 사

건47)에서도 계속 이어져왔다. 이 사건에서 네덜란드 대법원은 로마협약

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예외조항”은 모든 계약유형에 적용하는 일반적

저촉규범에 있어서의 불가피한 규정(inevitable counterpart of a general

conflict rule)이다(보고서 22면 참조).

45) 녹서, 25면; Dutch Hoge Raad, 1992.09.25, No. 14. 566.

46) 녹서, 25면.

47) Hoge Raad, 2008.10.17, No C07/084 HR; LJN: BE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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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5항을 적용하여 제2항의 추정을 깨뜨리는 항소심(the court of

Appeal)의 판결을 뒤집혔는데,48) 그 이유에 대해 설시하기를, 항소심은

원고 Embrica(임대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로서의 독일이 당해 계약과

진정한 연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

로 로마협약 제4조 제2항의 추정을 깨뜨리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와 반면에, 영국 법원에서는 로마협약의 문언 상 제4조 제5항을 반

드시 제2항의 예외로 취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비교적 쉽게 제2

항의 추정을 깨뜨린다.49) 일례로서 Bank of Baroda v. The Vysya

Bank Ltd. 사건50)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신용장의 개설은행인

Vysya Bank와 수익자인 Granada Worldwide Industries Ltd. 사이의 법

률관계와 관련해서, Mance 판사는 로마협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법이 개설은행의 주된 경영 중심지 소재지법인 인도법이여야 하는 점을

인정하였으나(여기에서의 특징적 이행을 신용장의 개설로 보았음), 신용

장이 Bank of Baroda의 런던 지점에 의하여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영국

법이 당해 계약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아 제4조 제5항을 적용

하여 제2항의 추정을 깨뜨렸다. 또한 Definitely Maybe (Touring) Ltd.

v. Marek Lieberberg Konzertagentur G.M.B.H. 사건51)에서 영국의 원고

회사(팝 그룹 Oasis의 기획사)와 독일의 피고회사(2000년 6월에 진행된

두 개의 팝 페스티벌의 조직자)사이의 라이브 퍼포먼스계약과 관련해서,

48) 원고 Embrica(임대인)와 피고 Baros(임차인)는 “hotel ship”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목적물인 선박은 계약체결 시에 독일에 소재하지만

그 용도는 네덜란드에서 망명을 요청하는 자의 거소로 사용되기로 약정하였다.

상소심은 “hotel ship”의 용도는 운송이 아닌 네덜란드에서 장기적인 거소로 사

용되었다는 사실 등에 근거하여 당해 계약이 네덜란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네덜란드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였다.

49) 녹서에 대한 MPI 코멘트, 42면.

50) [1994] 2 Lloyd's Rep. 87; 여태식·서완석, “로마협약 제3조 및 제4조를 둘러

싼 최근 유럽에서의 논의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한국 상사법

학회, 제26권 제1호 통권 제54호 (2007), 364면 재인용.

51) [2001] Vol.2 Lloyd's Rep. 455; 여태식·서완석 (註 50), 363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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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ison 판사는 원고의 주소 및 대금의 지급장소가 영국에 소재한 외에

당해 계약은 영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계약은 독일과 보다 밀접한 관

련이 있다고 보아 역시 제2항의 추정을 깨뜨렸다. 특히 이 사건에서

Morison 판사가 설시한 바와 같이, “주된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영업소

소재지(the place of business of the principal performer)와 의무이행지

(the place of performance)가 상이한 경우”에 사안의 요소가 의무이행지

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협약 제4조 제2항의 추정을 깨뜨리는 것

이 타당하며(it was right the the presumption should be displaced…),

이른바 “추정”은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적정한 경우에는 깨어질

수도 있다(…the presumption had some meaning, yet it was rebuttable

where appropriate…)고 판단하였기 때문에,52) 적어도 이 사건에서 협약

제4조 제2항의 추정은 약한 추정으로 해석되었다. 이외에도 동 판결문에

서는 Credit Lyonnais v. New Hampshire Insurance Co. 사건53)을 언급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도 영국법원은 프랑스에 경영 중심지를 두고 있는

원고 Credit Lyonnais 회사(보험자)와 미국의 피고(New Hampshire 보

험회사) 사이에 체결한 “영국에서 배타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이행되

는 보험계약(…insurance policies which applied exclusively and

expressly in the UK)”에 대해서, 사안의 상황이 추정을 “매우 약한 것

으로 만든 경우(makes the presumption very weak)”, 그 추정은 깨뜨려

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당해 계약은 영국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프랑스법을 준거법으로 주장하는 피고의 상소를 기각하였다.

영국 법원이 이처럼 제2항의 추정을 쉽게 깨뜨린 이유는 보통법의 접

근방식(common law test)을 그대로 이어가려는 경향과 일정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래 영국은 계약의 객관적 준

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사안과 밀접하고 진정한

연결(closest and most real connection)을 가지는 법을 지정하는 접근방

52) Id.
53) [1997] 2 Lloyd's Re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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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취해왔다.54) 즉 계약체결지(the place where the contract was

concluded), 의무이행지(the place of performance of the contract), 당사

자의 주소, 거소 및 영업소 등이 소재하는 곳의 법이 모두 준거법으로

지정될 수 있다(특히 전술한 판례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의

무이행지를 중요한 연결점으로 여긴다).55) 그러므로 영국의 입장에서 볼

때 로마협약의 “특징적 이행”에 기초한 추정은 새로운 특징(novel

feature)56)으로 여겨질 만하다. 그러나 영국이 로마협약에 가입한 후에

협약이 보통법의 접근방식에 대하여 본질적인 영향(fundamental

effect)57)을 가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으로는 영국에서 일부 학

자들이 스위스 국제사법에서 유래한 특징적 이행을 채택한 로마협약의

접근방식을 강렬하게 비판하였고,58)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이 “특징적 이

행"을 본질적으로 보통법의 기존의 저촉법 규범을 적용하는 하나의 수단

에 불과하다(“Characteristic performance” is no more than a means to

the end of applying what is, in essence, the common law's current

choice of law rule)59)고 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특징적 이행"의 추

정은 단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법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작동하기 때문

54) 영국법원에서도 한때는 추정규정을 선호하였으나, 개개의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객관적 접근방식(objective test)의 목적과 배치되는 비판으로 인해, 추정규

정을 두는 접근방식은 점차 구식이 되었다(P. M. North & J. J. Fawcett,

Cheshire and North's Private International Law, OXFORD, 14th ed (2008),

p. 711).

55) Andrew Dyson, “Interpreting Article 4(3) of the Rome I Regulation:

Something Old, Something Borrowed, or Something New?”, Submission for

BCL Dissertation, Trinity Term 2010 [cited 2013. 5. 30], Available from:

<http://www.academia.edu/1998215/Interpreting_Article_4_3_of_the_Rome_I_Re

gulation>, p. 27.

56) Peter North, Essays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Clarendon

Press·Oxford (1993), p. 18.

57) Id.
58) Id.
59)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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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작부터 바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법을 탐구하는 것이 역시 바람

직하다고 보았기 때문에,60) 보통법 하에서 영국의 법관들이 특징적 이행

에 기초한 추정을 약한 추정으로 해석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로마협약 제4조 제2항의 추정규정을 쉽게 깨뜨리는 영국 법원

의 이와 같은 입장은 협약의 예견가능성과 안정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

어 로마협약 제4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물론 최근에는

Ennstone Building Products Ltd. v. Stanger Ltd. 사건61)에서 Keene 판

사는 로마협약 제5항의 적용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stringent test)을

채택하였으나62),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협약 제4조에 대한 통일적인 해석

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측면을 보여주었다.

60) Peter North (註 38), p. 129. 원문은 아래와 같다: "It could be said that in

effect the presumption of the charateristic performance only operates if it

points you towards the country of the closest connection; so you might as

well go straight to that test from the outset."

61) [2002] EWCA Civ 916. Case No: A1/2002/0023. Royal Courts of Justice,

London, WC2A 2LL, 2002. 06. 28; 여태식·서완석(註 50), 367면 재인용.

62) Ennstone Building Products 사건에서 Keene 판사는 Samcrete Egypt

Engineers and Contractors S.A.E v. Land Rover Exports Limited 사건([2002]

CLC 533 (CA))에 관한 법원의 결론을 원용하였다. 즉 “제2항의 추정은, 사안의

상황이 제2항의 추정을 깨뜨리는 것을 정당화 시키는 연결점이 존재함을 명백

히 보여준 경우(only be disregarded in circumstances which clearly

demonstrate the existence of connecting factors justifying the disregarding of

the presumption in Article 4(2))에 한하여 동조 제5항에 의하여 깨뜨릴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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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결

로마협약 성립 이전의 입법례와 로마협약 제4조의 규정을 대조해보면,

후자는 “밀접한 관련”의 원칙을 수용한 점에서 전자와 어느 정도의 일관

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특징적 이행”의 추정을 도입한 점에서 전자와

현격하게 구별된다. 따라서 후자의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통일 국제사법

을 구축함에 있어서의 새로운 모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회

원국이 날로 늘어나는 유럽연합에 있어서 “협약”의 형식으로 통일국제사

법규범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를 보였고, 특히 로마협약의 핵심이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 제4조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관한 논란이 존재한 상황 하에서, 로마협약은 암

스테르담조약의 발효를 계기로 최종적으로 전환의 길을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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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마협약이 로마 Ⅰ로의 전환 

3.1 전환의 배경

로마협약이 로마 Ⅰ로의 전환은 암스테르담조약의 발효와 직접적인 관

련이 있는데, 그것은 암스테르담조약이 마스트리히트조약(TEU)에 의하

여 확립한 3주체제63) 중의 제1기둥과 제3기둥을 수정하여64) 통일적인

국제사법규범의 제정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다. 구체

적으로 말하면,

암스테르담조약은 TEU 제6부(Title VI) - “사법 및 내무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규정(Provisions on cooperation in the fields of justice and

home affairs)”을 “형사사건에 있어 경찰 및 사법공조에 관한 규정

(Provisions on police and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으

로 변경시켰는데, 이러한 변화는 EC 설립조약의 개정이 수반되어 있다.

즉 암스테르담조약에 의하여 EC 설립조약 제3부(Part Three:

Community Policies)에 제4편(Title IV) - “입국사증, 망명, 이민 및 사

람의 자유이동에 관한 기타 정책”(Visas, Asylum, Immigration and

Other Policies related to Free Movement of Persons)”65)이 새로 도

입66)됨과 동시에 제65조- “민사사건에 있어서의 사법공조에 관한 조치

63) 3주체제: 기존의 세 공동체(제1기둥), 공동외교·안보정책(제2기둥), 사법·내

무 분야에서의 공조(제3기둥).

64) Stefania Bariatti, p. 3

65) 제4편은 후에 “EU기능조약(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에 의하여 제5편 - “자유, 안전 및 정의의 영역(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으로 변경되었다.

66) EC 설립조약에서 제4편을 도입한 근거는 EC 설립조약 제61조 (c) 호에 있

다. 제61조 (c) 호에 따르면, “자유, 안전 및 정의의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립하



- 23 -

(Measures in the field of judicial cooperation in civil matters)”67)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민사사건에 있어서의 사법공조가 제3

기둥으로부터 제1기둥으로 이관되었다68)는 것을 설명한다([그림-2] 참

조). 그 결과 공동체는 EC 설립조약 제61조 및 제65조에 근거하여 국제

사법 영역에서의 입법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며69) 로마협약이 EU법으로

전환하는 법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림-2]

           제1기둥 제2기둥 제3기둥

TEU            

    

암70)

기 위하여 이사회가 제6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국경을 넘는 함의를 가지는 민

사사건의 사법공조의 영역에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석광현 [로마 Ⅱ]

(註 20), 250면 참조).

67) Richard Plender & Michael Wilderspin (註 12), p. 10.

68) 석광현 (註 37), 548면.

69) Francisco J. Garcimartín Alférez, “The Rome II Regulation: On the way

towards a Europ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Code”, The European Legal

Forum, Issue 3-2007, p. 77.
70) 암스테르담조약.

3개의 공동체 공동외교·안보정책
사법·내무 분야

에서의 협력

민사 형사

TEC 제4편 제65조 -

“민사사건에 있어서의

사법공조에 관한 조치”

형사사건에 있어 경찰

및 사법공조에 관한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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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3년의 니스조약이 EC 설립조약의 제67조를 수정하여 공동

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를 도입하게 되었다.71)72) 환언하면 유럽

위원회는 민사사건에 있어서의 사법공조에 대하여 전원일치에 기한 정부

간의 협력이 필요 없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규정

(Regulation)”의 형식으로 통일적인 국제사법규범을 제정·반포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71) 석광현 [로마 Ⅱ] (註 20), 249면.

72) 그후 리스본조약(Treaty of Lisbon)에서는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공동결정절

차(co-decision)를 일반입법절차(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로 규정하였다

(Stefania Bariatti (註 19),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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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환의 필요성

암스테르담조약의 발효를 계기로 유럽연합에서는 일련의 국제사법규범

을 제정하였는데, 그 중의 상당 부분이 “규정(Regulation)”의 형식을 채

택하였다.73) 이러한 배경 하에 로마협약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브뤼셀협약이 브뤼셀 Ⅰ로 전환됨에 따라 로마협약은 유럽 국제

사법체계 중에서 유일하게 “협약(Convention)”의 형식으로 존재한 입법

으로 되었다.74) 또한 로마협약은 회원국에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며75) 체약국의 국내법 소정한 변형조치를 거쳐 국내법으로 전환되

어야 한다.76) 그리고 어느 한 회원국에서 지체된 비준절차로 인해 로마

73) Regulation 1346/2000 on Insolvency Proceedings [2000] OJ L 160/1;

Regulation 1347/2000 on Jurisdiction and the Regula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Matrimonial Matters and in Matters of Parental Reponsibility

for Children of Both Spouse [2000] OJ L 160/19; Regulation 1348/2000 on the

service in the Member States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Docu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2000] OJ L 160/37; Regulation 44/2001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2001] OJ L 12/1; Regulation 1206/2001 on cooperation

in the taking of evidence [2001] OJ L 174/1; Regulation 2201/2003 repealing

Regulation 1347/2000 [2003] OJ L 338/1; Regulation 805/2004 creating a

European Enforcement order for uncontested claims [2004] OJ L 143/05;

Regulation 1896/2006 creating a European order for payment procedure [2006]

OJ L 399/1; Regulation 861/2007 establishing a European Small Claims

Procedure [2007] OJ L 199/1 and Regulation 864/2007 on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Rome Ⅱ) [2007] OJ L 199/40 (Richard Plender

& Michael Wilderspin (註 12), p. 10 註 30 참조).

74) 녹서, 13면.

75) Volker Behr (註 35), p. 236.

76) 이주윤, “EU법의 연원과 입법절차”,「EU법강의」 제2판, 서울: 박영사

(2012),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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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효력이 새로운 회원국에게로의 확대도 따라서 느릴 수밖에 없다.

특히 위원회는 “계약상 채무와 계약외의 채무의 준거법 및 관할에 관한

규정은 하나의 실체(form an entity)를 구성한다”77)고 설시하면서 로마

협약이 국제사법 분야의 공동체 입법(the Community instrument)과 다

른 입법 형식을 취한 것은 그 실체의 일치성을 향상시킬 수 없다고 판단

하였다.78)

둘째, Volker Behr가 지적한 바와 같이, 체약국이 협약의 해석과 관련

된 이슈를 ECJ에 상정하는 것은 체약국의 권리이며 의무가 아니기 때문

에 결국 협약에 대한 통일적 해석이 형성하기 어렵게 되고,79) 따라서 당

사자들은 자국의 법원에서 로마협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조사해야 할

뿐 만아니라 거래 상대국의 국내법원의 입장도 알아보아야 하므로 거래

비용을 증대시켰다.80)

셋째, 로마협약 제22조 및 그 의정서(Protocol)81)에서는 체약국에게 유

보할 권리를 부여하였기 때문에82) 국제사법의 통일성을 약화시켰다.

이처럼 로마협약은 EU 내에서 통일 국제사법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서 여러 면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따라서 로마협약이 로마 Ⅰ로의 전환

은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게 되었는데, 아래에는 그 전환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다.

77) 녹서, 14면.

78) Id.
79) Volker Behr (註 35), p. 236.

80) Id.
81) 로마협약의 의정서에 의하면 덴마크, 스웨덴 및 핀란드는 해상물품운송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는 국내규정을 유보할 수 있고 협약 제23조의 절차에 의

하지 아니하고 그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82) 녹서, 14면.



- 27 -

3.3 전환의 과정

3.3.1 The Vienna Action Plan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암스테르담조약으로 인해 민사사건에 있어서의

사법공조는 이미 EU의 제3기둥으로부터 제1기둥으로 넘겨갔다. 이런 변

화에 목전에 두고 1998년 12 월 3일, EU 위원회와 유럽이사회는 “自由·

安全·正義의 영역에 관한 암스테르담조약의 규정을 가장 적합한 방법으

로 실행해나가기 위하여 “Vienna Action Plan”을 채택하였다.83)84)

“Vienna Action Plan”의 제2부에서는 “민사사건에 있어서의 사법공조

(Judicial Cooperation in Civil Matters)” 영역에 관한 우선적 조치를 열

거하였는데,85) 그중의 하나는 암스테르담조약이 발효한 후 2년 내에 집

행해야 하는 조치(Measures to be taken within two years)이고, 다른

하나는 암스테르담조약이 발효한 후 5년 내에 집행해야 하는 조치

(Measures to be taken within five years)이다. 그 중에서 로마협약의

실질적 전환은 암스테르담조약이 발효한 후 2년 내에 우선적으로 집행해

야 하는 조치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Vienna Action Plan”은 암스테르담

조약을 기초로 하여 로마협약의 전환을 추진하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83) OJ C 19, 23.1.1999.

84) Richard Plender & Michael Wilderspin (註 12), pp. 12~13.

85) Stefania Bariatti (註 19),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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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녹서(Green Paper)

2003년 녹서는 로마협약의 전환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준비 작업이

다. 이 녹서는 협의문서(Consultation Paper)86)의 형식을 취하였는데, 즉

EU 위원회가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로마협약의 전환에 관한 20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학계 및 기타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로마협약 제4조와 관련해서(Question 10), 후

술하겠지만, 녹서에서는 제2항의 추정규정과 임시적인 부동산 임대차계

약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가능한 해결책(Possible solution)”을 제시하였

는데, 그 중의 일부 제안은 초안 및 로마 Ⅰ의 규정에 반영되었다. 이외

에도 녹서에서는 로마협약 전환의 필요성(Question 2), 새로 도입한 국제

사법 통일규칙과 기존의 협약들과의 관계(Question 5) 등 여러 가지 문

제를 다루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생략한다.

3.3.3 초안(Proposal)

EU 위원회는 전술한 녹서에 대한 80여개 회답(responses)을 검토한

후, 2005년 12월에 로마 I 초안을 제출하였다. 초안의 성립기초에 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면87), “Vienna Action Plan”에 의하여 판결의 상호승인

86) EU 위원회가 국제사법 분야에서 녹서의 형식으로 협의문서를 내는 것은 계

약 외 채무의 준거법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2002년에 위원회는 계약외의 준거법

에 관한 녹서를 제출하였고, 2003년에 “계약 외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의회

와 이사회 규정 초안(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을 제

출하였다.

87) 초안 Explanatory Memorandum의 “1.2 Grounds for the proposa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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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현함에 있어 저촉법들의 양립가능성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는데, 이

를 기초로 하여, 民·商事 판결의 상호승인에 관한 2000년 프로그램88)에

서는 저촉법의 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였고, 그 뒤를 이은

헤이그 프로그램89)에서는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입법을 “적극적

으로 추진(actively pursued)”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헤이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안90)에서는 로마 Ⅰ 초안을 2005년에 채

택하기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한편, 내용적 측면을 봤을 때, 초안은 대체로 Explanatory

Memorandum, 19개 전문, 본문 3장 24개 조문 및 부속서로 구성되었는

데, 그 중에서 본문 제2장 제4조에서는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을 규정하

였다. 로마 I 제4조는 대체로 초안 제4조를 모델로 하였으나 후자와 구

별되는 점도 있으므로, 그 차이에 대해서는 로마 I 제4조를 검토하는 과

정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88) OJ C 12, 15.1.2001. Stefania Bariatti (註 19), p. 16.

89) OJ C 53, 3.3.2005. Stefania Bariatti (註 19), p. 19.

90) OJ C 198, 12.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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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암스테르담조약의 발효 및 그 후 일련의 준비 작업을 거쳐 로마협약

은 2008년에 최종적으로 로마 Ⅰ로의 전환을 완성하였다. 새로 성립된

로마 Ⅰ는 2009년 12월 17일부터 발효되었는데, 이로 인해 EU 내에서

국제사법규범의 통일성이 한층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로마 Ⅰ는

이미 발효된 브뤼셀 Ⅰ 및 로마 Ⅱ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고, 덴마

크를 제외한 회원국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로마 Ⅰ 제29조).91) 그러나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일반원

칙에 있어서, 로마협약 제3조와 제4조의 실질적인 내용은 로마 Ⅰ에 의

하여 수용되었기 때문에, 로마 Ⅰ이 전적으로 새로운 체계를 확립하였다

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Ⅰ이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제4조를 새로 정비한 점을 감안하면, 그 개정의 원인과 타

91) EC 설립조약 제4편(TFEU 제5편)의 적용 여부는 영국, 아일랜드 및 덴마크

가 암스테르담조약의 의정서(protocols, 리스본조약에 의하여 갱신)에서 취하는

태도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로마협약의 전환에 있어서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의정서에서 제4편에 상정한 조치를 채택하지 않

았으나, 그러한 조치의 협상(negotiation)에 opt - in할 수 있고 나아가 가입하지

않는 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실제로 로마 Ⅰ초안이 성립되기 전에 영국과 아일

랜드는 의정서의 제3조에 의하여 제4편에서 소정한 민사사건에 있어서의 사법

공조에 관한 모든 법률(instrument)에 op-in 하였고, 로마 Ⅰ과 관련해서 아일

랜드는 의정서의 제3조, 영국은 의정서의 제4조에 의하여 최종적인 법률안(final

instrument)에만 한하여 op-in 하였다. 그러나 덴마크인 경우, 그 의정서에서 제

4편에 소정한 조치를 채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국과 아일랜드가 취하고

있는 op-in 절차를 허용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로마 Ⅰ의 구속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덴마크도 의정서를 통하여 제4편(TFEU 제5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용을 채택하여 그러한 법안의 구속을 받을 수는 있다

(Richard Plender & Michael Wilderspin (註 12), p. 9; Stefania Bariatti (註

19), pp.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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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은 제4부분으로 넘

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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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마 Ⅰ에 따른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

4.1 개관

전술한 로마협약 제4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 녹서에서

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로마협약 제4조 제1항을 삭제하여 동조 제5항의 예외적 성

질을 강조하는 것인데,92) 2005년 초안에서는 이러한 개정방안을 채택하

였다.93)

두 번째는 로마협약 제4조 제1항을 유지하되 로마 Ⅱ 제3조 제3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협약 제5항을 수정하는 것이다.94) 녹서에 대한 MPI의

코멘트에서는 이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95)

로마 Ⅰ 제4조는 대체로 첫 번째 개정방안을 채택하였으나 두 번째 개

정방안의 일부분도 반영하였다. 즉 로마 Ⅰ는 2005년 초안 제4조 제1항

을 모델로 하여 로마협약 제4조 제1항의 내용을 변경하였으나 초안처럼

“밀접한 관련”의 원칙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그것을 수정하여 제4항으

로 옮겼다. 아래에 로마 Ⅰ제4조의 규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로마 Ⅰ 제4조 제1항 (a)~(h) 호에서는 8개 유형의 계약 - 물품의

92) 녹서, 26면.

93) 2005년 초안 제2장 제4조 참조.

94) Id.
95) MPI는 제5항의 예외조항을 이례적인 경우(exceptional case)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MPI는 법관의 자유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shall”을 “may”로 대체하고 공동체 입법의 일치성을 향상시기 위하여

로마 Ⅱ 초안 제3조 제3항을 모델로 하여 협약 제5항을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

였다. 그러나 MPI는 로마 Ⅱ 초안이 취한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closer

connection)”과 “진정한 연결이 없는(no significant connection)”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누적적으로 적용하는 접근방식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녹서에 대한

MPI 코멘트, 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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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용역제공계약, 부동산에 대한 물권 또는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

련된 계약, 임시적인 부동산 임대차계약, 가맹계약, 판매점계약, 경매에

의한 물품의 매매계약, 금융증권의 이익에 대한 매도와 매수가 일어나거

나 일어나도록 촉진하는 다자간 체계 내에서 체결된 계약 - 에 대하여

“확고한 연결점( hard–and–fast connecting factors)”을 두었다.
이어 동조 제2항에서는 계약이 제1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계약의 요소

가 제1항에서 제시하는 8가지 계약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특징적 이행을 하여야 하는 당사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제2항의 적용여부는 많은 경우에

제1항에 대한 해석에 달려 있다.

그리고 동조 제3항에서는 로마협약 제5항과 마찬가지로 “예외조항”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로마 Ⅰ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외

조항"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즉 사안의 모든 사정으로 보아 그 계약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표시된 국가보다 다른 국가와 명백히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동조 제4항에서는 “준거법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서

확정될 수 없는 경우, 그 계약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

에 의하여 규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밀접한 관련의 원칙”을 도입하였

다.

이처럼 로마협약의 중요한 개념 - “특징적 이행”, “밀접한 관련” - 은

로마 Ⅰ 하에서도 계속 사용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달라

졌다. 따라서 아래에는 전술한 내용을 토대로 로마 Ⅰ 제4조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해본다.



- 34 -

4.2 제4조 제1항 - “확고한 규칙”

4.2.1 물품의 매매계약

4.2.1.1 일반

로마 Ⅰ 제4조 제1항 (a) 호에 따르면, 당사자가 준거법을 합의하지 않

는 경우, 물품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에 의

한다. 물품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로마 Ⅰ와 로마협약 중의 어느 것을 적

용하여도 결론적으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로마협약 제4조 제2항을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매도인의 상거소 소재지법

이 당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국 로

마 Ⅰ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다만 로마 Ⅰ하에서는 로마협약

처럼 특징적 이행을 결정할 필요가 없이 확고한 연결점에 의하여 바로

준거법이 결정될 수 있다.96)97)

한편 (a) 호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은 매도인뿐만 아니라 매수인의

의무도 규율한다.98) 그리고 이른바 “물품의 매매(sales of goods)”라는

용어는 브뤼셀 Ⅰ 제5조와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하며99) 로마협약 제4조

96) P. M. North & J. J. Fawcett (註 54), p. 723.

97) 그러나 P. M. North & J. J. Fawcett가 지적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는 관할

규정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브뤼셀 Ⅰ 제5조 제1항 (b) 호

에 따르면 (매수인의 본국이 “the place of delivery”인 경우) 물품매매계약의 관

할권은 매수인의 본국법원에 배분(will be allocated to the buyer's home state)

될 수도 있으나, 로마 Ⅰ에 따라 지정한 준거법은 매도인의 상거소 소재지법이

므로 양자는 항상 일치한 것은 아니다(P. M. North & J. J. Fawcett (註 54),

pp. 723~724).

98) Gralf-Peter Calliess. Rome Regulations-Commentary on the European

Rules of the Conflict of Laws, Wolters Kluwer (2011), p. 91.



- 35 -

에서 규정된 준거법의 분열(dépeçage)은 허용되지 않는다.100)

아울러 (a) 호는 물품에 관한 일반적인 매매관계에만 적용되고, 특수한

매매계약, 예컨대 소비자계약, 경매에 의한 매매계약 및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01) 이 세 가지 유형의 계약은 각각

로마 Ⅰ 제6조, 제4조 제1항 (g) 호 및 (c) 호에 의하여 규율된다. 특히

선박·항공기 등 운송수단의 매매계약인 경우, 물권의 준거법과 채권의

준거법을 별도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데,102) 즉 매매계약 자체는 (a) 호에

의하고, 물권관계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소재지법주의의 예외를 적

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03)

4.2.1.2 기타 협약과의 관계

물품의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1955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준거법의 결

정에 관한 헤이그매매준거법협약(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Hague 1955)”104)(이하 "헤이그매매준

99) Ibid., p. 90.
100) Ibid., p. 91.
101) Ulrich Magnus. “Article 4 Rome Regulation: The Applicable Law in the

Absence of Choice” in Franco Ferrari & Stefan Leible. Rome I Regulati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in Europe, Germany: Sellier

European Law Publishers (2010), p. 34.

102) 석광현 [해설] (註 3), 168면 註 285 참조.

103) Ibid., 169면; 金容漢·趙明來, 「國際私法」全訂版, 서울 : 正一(1992), 260

면; 金演·朴正基·金仁猷, 「국제사법」제3판, 파주 : 法文社（ 2012）, 290면.

104) “이외에도 'Hagu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The Hague 1986)'이 있는데, 이 협약이 발효되

면 1955년 헤이그매매준거법협약을 대체할 것이다. 그러나 로마 Ⅰ이 발효됨에

따라 이미 협약을 비준한 아르헨티나와 몰도바 외에 체코, 네덜란드 및 슬로바

키아가 협약의 비준에 대하여 단독적으로 행동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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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법협약"이라고 함)과 “1980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일명 CISG 또는 비엔나매매협약)”의 규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이 두 개의 협약에서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저촉법규범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들과 로마 Ⅰ이 하나의 계약에 동시에 관계되는

경우 양자 중의 어느 것에 의하여 당해 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할 것인가

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4.2.1.2.1 헤이그매매준거법협약105)

로마 I 제25조에서는 “규정(Regulation)”과 헤이그매매준거법협약을 비

롯한 다자간 협약간의 관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106) 로마 I

제25조에 따르면, “규정”은 저촉법규범을 규정한 기존의 국제협약의 적

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07) 따라서 Ulrich Magnus가 제시한 바와

같이, (준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음) 프랑스(헤이그매매준거법협약의 체약

국임과 동시에 로마Ⅰ의 구속을 받음)와 독일(헤이그매매준거법협약의

상 이 협약이 발효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다 (Richard Plender & Michael

Wilderspin (註 12), p. 18 註 62).”

105) 헤이그매매준거법협약의 체약국들로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이다.

106) 초안에서도 로마 Ⅰ와 유사한 규정을 두었다. 초안 제23조에 따르면, 회원

국은 위원회에게 저촉법 영역에 기존한 계약상 채무에 관한 다자간 협약을 통

보할 의무를 가지며(제1항), 원칙적으로 “규정”은 이러한 국제협약의 적용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제2항 제1문단).

107) 로마협약 제21조에 따르면, 협약은 체약국이 가입하고 있거나 가입할 국제

협약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로마협약의 체약국에 있어서는

로마협약에 가입한 후에 헤이그매매준거법협약의 체약국이 된 경우에는 후자에

의하여 규율하게 될 것이다 (Richard Plender & Michael Wilderspin (註 12),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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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국이 아니지만 로마Ⅰ의 구속을 받음) 양국에서 진행된 국제물품거

래에 있어서(거래쌍방은 모두 CISG의 적용을 배제하였을 경우) 프랑스

법원은 헤이그매매준거법협약을 적용하게 될 것이고 독일법원은 로마 Ⅰ

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그림-3] 참조).108)

그러나 로마 Ⅰ제25조 제2문단에서는 회원국 사이의 배타적인 국제협

약과 “규정”이 동시에 사건에 관계된 경우에 후자가 우선적으로 적용된

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109) 전례에서의 일방 당사자가 독일이 아닌 이

탈리아(헤이그매매준거법협약의 체약국임과 동시에 로마 Ⅰ의 구속을 받

음)에 소재한 경우 법정지가 프랑스이든 이탈리아이든 로마 Ⅰ이 우선적

으로 적용될 것이다.

실제로 물품매매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에 있어서, 헤이그매매준

거법협약은 기본적으로 판매자(vendor)가 주문을 받을 시의 상거소 소재

지법(the vendor has his habitual residence at the time when he

receives the order)110)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Ⅰ와 동

일한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

자 중의 어느 것을 적용해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111) 그러나

헤이그매매준거법협약은 판매자가 구입자(purchaser)의 상거소가 소재하

는 곳에서 주문을 받는 경우에 물품의 매매계약은 구입자의 상거소 소재

지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112)113) 로마 Ⅰ와 상이한 법이 지정

108) Ulrich Magnus (註 101), p. 36.

109) 초안 제23조 제2항 단서에서도 계약이 체결된 시기에 실질적 내용

(material aspects of the situation)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국에 존재한 경

우에 “규정”은 “협약(Conventions)”에 우선한다고 규정하였다. 로마 Ⅰ와 다른

점이라면 초안은 헤이그매매준거법협약을 그러한 “협약” 중의 하나로 명확히

열거하였다는 것이다.

110) 헤이그매매준거법협약 제3조 참조.

111) Ulrich Magnus (註 101), p. 36.

112) 헤이그매매준거법협약 제3조 참조.

113) 헤이그매매준거법협약은 소비자계약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

로, 소비자에 대한 보호는 공서(public policy)나 판매자가 소비자의 상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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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덴마크) D

EU 회원국 비회원국

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114) 로마 Ⅰ 제25조의 규정은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그림-3]

로마 Ⅰ 헤이그매매준거법협약

A: 로마 Ⅰ의 구속을 받는 EU 회원국을 가리킨다.

B: 로마 Ⅰ와 헤이그매매준거법협약의 구속을 동시에 받는 EU 회원국을 가

리킨다.

C: 덴마크를 표시함. 덴마크는 헤이그매매준거법협약의 체약국임과 동시에

EU 회원국이지만 로마 Ⅰ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물품매매계약의 객

관적 준거법에 관하여 덴마크는 헤이그매매준거법협약을 적용하지 않고 로마협

약을 적용할 것이다.

D: 헤이그매매준거법협약을 체결한 비회원국을 가리킨다.

가 소재한 곳에서 주문을 받는 것을 근거로 삼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

자계약에 대한 헤이그매매준거법협약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제14차 헤이

그회의(1980)에서는 각 체약국이 협약과 저촉되지 않는 전제하에 소지자계

약에 관한 특별규정을 채택할 수 있는 의정서를 체결하였다. 이는 체약국이

소지자보호에 대하여 로마협약/로마 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Charles R. Calleros, “Toward Harmonization and Certainty in

Choice-of-Law Rules for International Contracts: Should the U.S. Adopt the

Equivalent of Rome I?", ExpressO Forthcoming in Univ. of Wis. Int'l L. J.

(2011) [cited 2013. 5. 30], Available at:

<http://works.bepress.com/charles_calleros/1>, p. 55).
114) Ulrich Magnus (註 101), p.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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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2.2 CISG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을 규율하는 법률이지만 실질법이라는 점에

서115) 로마 Ⅰ와는 구별된다. 그러나 전자에서도 저촉법규범이 규정되어

있다. CISG 제1항 b) 호에 따르면, 영업소가 소재하는 두 국가가 모두

체약국이 아니거나 또는 한 국가만 체약국인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규칙

에 따라 어느 체약국의 법률에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Richard Plender

과 Michael Wilderspin가 설명한 바와 같이, “영국(CISG의 체약국이 아

님)에 소재한 매수인이 영업소가 슬로바크에 소재한 매도인으로부터 물

품을 구입한 경우(슬로바크가 동시에 법정지일 때) 로마 Ⅰ에 따르면 슬

로바크의 법에 의하게 되는데 당사자들이 비체약국의 법을 선택하였거나

CISG를 배제하지 않았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CISG가 적용된다는 것이

다.”116)

한편, CISG 제1조 a) 호의 규정은 역시 로마 Ⅰ와 충돌될 수 있다.117)

CISG 제1조 a) 호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의 영업소가 소재하는 다른 두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에는 CISG가 직접 적용되기 때문에, 영업소

가 상이한 체약국에 소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는,

(그것이 로마 Ⅰ의 적용범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CISG를 적용하게

될 것이고 로마 Ⅰ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118)

115) 신창선 (註 31), 25면.

116) Richard Plender & Michael Wilderspin (註 12), p. 21.

117) Id.
118) Gralf-Peter Calliess (註 98), p.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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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용역제공계약

  로마 Ⅰ 제4조 제1항 (b) 호에 따르면 용역제공계약은 용역제공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로마 Ⅰ는 “용역제공계

약(provision for services)”을 정의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은 EC

설립조약 제50조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119) EC 설립조약 제

50조에 따르면, “용역(service)”은 일반적으로 보수(remuneration)를 위한

것이고, 물품·자본 및 사람의 자유적인 이동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

되지 않는다. 나아가 제50조는 "용역"을 해석함에 있어 그것이 산업적·

상업적 성격을 가진 활동, 수공업활동 및 직업 활동을 포함한다고 규정

하면서 "용역"에 대하여 비교적 넓은 개념을 취하였다. 예컨대 자동차의

대여(vehicle leasing) 등은 EC 설립조약 제50조가 의미하는 용역의 범위

에 포함될 수 있다.120)

그러나 EC 설립조약 제50조에서 소정한 “용역”의 개념은 로마 Ⅰ 제4

조 제1항 (b) 호에서의 의미와 완전히 일치한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로마 Ⅰ는 소비자계약121), 보험계약 및 노동계약 등 특수한 용역

제공계약에 대하여 특칙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로마 Ⅰ 제4조 하에서는

이 부분의 내용을 제외한 용역제공계약만 규율한다.122)

둘째, 로마 Ⅰ 하에서 임대차계약은 용역계약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고 목적물에 따라서 그것이 제4조 제1항 (c) 호(계약의 목적

물이 부동산인 경우) 또는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규율한다는 견해123)가

119) Richard Plender & Michael Wilderspin (註 12), p. 21.

120) Id.
121) 소비자계약은 로마 Ⅰ 제6조에 의하여 규율한다. 그러나 제6조 제4항 (a)

호에서 규정한 계약은 용역제공계약으로서 제4조 제1항 (b)호에 의하여 규율된

다 (Gralf-Peter Calliess (註 98), p. 91).

122) Ulrich Magnus (註 101). p. 38.

123)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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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ECJ가 Falco Privatstiftung v Weller-Lindhorst124)125) 사건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의 이용에 관한 라이선스의 부여는 브뤼셀

I 제5조 제1항 (b) 호의 “용역제공계약(contract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용역제공계약”의 개념을 브뤼셀 Ⅰ와

동일하게 해석될 것을 요구하는 로마 Ⅰ 하에서도 라이선스계약을 용역

제공계약에 분류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126) 그리고 당초 위원회 초

안에서는 지적재산권계약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아

도127) 라이선스의 부여는 용역제공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

124) Richard Plender & Michael Wilderspin (註 12), p. 179.

125) [2009] All ER (D) 14 (May),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Fourth Chamber), 2009.04.30. Case C-533/07. 신청인(applicant)

인 Falco Privatstiftung (오스트리아에서 설립된 재단)와 Rabitsch (오스트리아

에서 거주함)는 독일에서 거주하고 있는 피 신청인 Weller-Lindhorst을 상대로

모 콘서트의 비디오 리코딩 판매에 관한 로열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신청인

은 라이선스계약에 근거하여 피 신청인에게 오스트리아, 독일 및 스위스에서의

비디오 리코딩의 총 판매량을 제공해줄 것을 청구했고, 신청인의 수권 외의 피

신청인의 비디오 리코딩 판매행위는 저작권침해라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비엔

나 상업법정(the Handelsgericht Wien)의 1심에서 브뤼셀 Ⅰ 제5조 제(3)항을

원용하여 불법행위발생지인 당해 법원의 관할권을 주장하였으나 비엔나 상급지

방법원(the Oberlandesgericht Wien)의 항소심에서 제5조 제(3)항은 계약상의

권리(contractual rights)에 적용되지 않으며 당해 계약은 브뤼셀 Ⅰ 제5조 제(1)

항 (b) 호에서 소정한 “용역제공계약”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the Oberster Gerichtshof)은 브뤼셀 Ⅰ이 “용역제공계약”을 정의하지 않는 점

에 입각하여 모든 절차를 중지하고 ECJ에 3개 문제를 상정하였다. 그 중의 하

나가 라이선스계약이 브뤼셀 Ⅰ 제5조 제(1)항 (b) 호의 “용역제공계약”에 해당

하느냐를 묻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ECJ는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는 단지 라이선

시에게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의무만 가질 뿐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용역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시하여 라이선스의 부

여를 용역제공계약에서 배제하였다.

126) Richard Plender & Michael Wilderspin (註 12), p. 179면.

127) 초안 제4조 제1항 (f) 호에 따르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계약은 권리를 양

도 또는 이전하는 자의 상거소 소재지법에 의하여 규율한다(a contract rel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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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28)

그러므로 “용역제공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로마 Ⅰ 제4조 (b) 호는

EC 설립조약 제50조보다 좁은 개념을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후자는 전자의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전자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한편 로마 Ⅰ하에서는 무상의 용역제공(unpaid services)계약을 배제하

지 않는다.129) 금융서비스에 관한 용역제공계약(contracts for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은 제4조 제1항 (b) 호에 의하여 규율되

나130) 위험의 부담을 위한 계약(contracts for the assumption of a risk),

예를 들면 담보계약은 용역제공계약이 아니며 따라서 제4조 제2항에 의

하여 규율하게 된다.131)

4.2.3 부동산에 대한 물권 또는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

련된 계약

로마 Ⅰ제4조 제1항 (c) 호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물권 또는 부동산

의 임대차와 관련된 계약(a contract relating to a right in rem in

immovable property or to a tenancy of immovable property)은 그 부동

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로마협약 제4조 제3항132)

to intellectual or industrial property rights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in which the person who transfers or assigns the rights has his

habitual residence).

128) Id.
129) Gralf-Peter Calliess (註 98), p. 91.

130) Id.
131) Id.
132) 부동산에 대한 물권 또는 부동산의 사용권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the

subject matter of the contract is a right in immovable property or a righ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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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조해보면, 비록 양자는 모두 부동산 소재지를 연결점으로 규정하였

으나 그 적용범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첫째, 로마 Ⅰ에서는 로마협약에서의 “부동산에 대한 물권(a right in

immovable property)”에 “대물적(in rem)”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였다. 이

는 부동산 물권 그 자체에 관한 계약만 로마 Ⅰ 제4조 (c) 호에 해당한

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가 보인다.133)

둘째, 로마 Ⅰ은 로마협약에서의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a right to

use immovable property)”을 “부동산의 임대차(tenancy of immovable

property)”로 변경시켰다.134) 여기에서 “부동산의 임대차”라는 표현은 브

뤼셀 Ⅰ 제22조 제1항135)과 보조를 같이 한 것인데, 일부 견해에서는 이

렇게 규정한 취지를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항상 법정지법을 적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기도 한다.136) 한편, Sanders v. Ronald van

der Putte 사건137)138)에서 유럽법원은 브뤼셀협약 제16조 제1항이 규정

use immovable property)은 그 부동산 소재지의 국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

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133) Ulrich Magnus (註 101), p. 38.

134) Id.
135) 브뤼셀 Ⅰ 제22조 제1항의 첫 번째 문단과 브뤼셀협약 제16조 제1항의 내

용은 거의 같다. 다만 전자는 후자가 사용한 “체약국(Contracting State)"을 “회

원국(Member State)”으로 대체하였을 뿐이다.

136) Richard Plender & Michael Wilderspin (註 12), p. 180.

137) Sanders v. Ronald van der Putte (73/77)[1977] E.C.R 2383; Richard

Plender & Michael Wilderspin (註 12), p. 180 註 49 재인용.

138) Sanders과 Van der Putte는 모두 독일에서 거주하고 있는 네덜란드 사람

이다. 1973년, Sanders는 Van der Putte가 독일에서 임대한 꽃집을 인수하기 위

하여 Van der Putte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Sanders는 실제로 꽃집을 운

영하기도 전에 전차인인 Van der Putte과 계약의 성립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

하여 꽃집의 운영을 거부하자, Van der Putte는 Sanders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

였다. 네덜란드(아른험)법원의 1심에서는 Sanders에게 경영을 계속 진행하거나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임대료 및 usufructuary lease 등 사항에 관

해서는 판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Van der Putte는 상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에

서 Sanders는 브뤼셀협약 제16조 제1항에 근거하여 네덜란드법원이 당해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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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동산의 임대차”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것이 전차인이 제3

자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에서 진행되는, 소매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139) 이는 “부동산

의 사용권”이 “부동산의 임대차”보다 그 외연이 넓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와 동시에,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해서 제기된 또 하나의 복잡한

문제가 바로 “타임셰어계약(timeshare contract)”이다.140) 타임셰어계약은

대체로 부동산을 시간적으로 분할소유하려는 목적에 입각한 것인데 부동

산의 임대차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전자를 후자의 범주에 포섭

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Jarrett v. Barclay Bank 사건141)142)에서 영국

에 대한 관할권 부재를 주장하였다. 즉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은 브뤼셀협약 제

16조 제1항에서 소정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꽃집의 소재지 법

원인 독일법원의 전속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안은 후에 네덜

란드 대법원을 통하여 유럽법원에 상정하였다.

139) 판결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The concept of 'matters relating to

tenancies of immovable property' within the context of Article 16 of the

Convention must not be interpreted as including an agreement to rent under

a usufructuary lease a retail business (verpachting van een winkelbedrijf)

carried on in immovable property rented from a third person by the lessor.”

140) Richard Plender & Michael Wilderspin (註 12), p. 180

141) Jarrett v. Barclay Bank. [1999] Q. B. 1. (Richard Plender & Michael

Wilderspin (註 12), p. 180 註 51 재인용).

142) [1996] EWCA Civ 847 (1996/10/31). Jarrett 부부는 포르투갈에 소재한 숙

박시설의 소유자 Sociedade Imobiladia Vale Navio lda과 1년 단위의 타임셰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Jarrett 부부는 거래은행인 Barclay 은행을 통하여 일부

계약금을 선불한 후에 Barclay 은행이 지불한 금액을 상환하였다(잔액은 스코

들렌드의 Royal 은행을 통하여 매도인에게 직접 지불하였다.) 그리고 Jarrett 부

부와 두 은행사이는 모두 영국의 "Consumer Credit Act 1974"에 의한

“debtor-creditor-supplier agreement”를 사용하였다. 후에 Jarrett부부는 목적물

의 소유권이 매도인이 아닌 다른 소유자에게 등기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도인의 대리인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두 은행을 상대로

기지불한 금액을 반환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과정에서 Barclay 은행은

Jarrett 부부와 매도인사이의 타임셰어계약이 브뤼셀협약 제16조 제1항에 규정

되어 있는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속하고 부동산 소재지법의 전속관할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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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에서는 Jarrett 부부가 1년 단위로 체결한 타임셰어계약(an

annual timeshare)을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하여 Barclay 은행이

브뤼셀협약 제16조에 기한 전속관할의 항변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타임셰어계약의 형식 및 내용이 다양하므로, 유럽법원이

Sanders v. Ronald van der Putte 사건에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대

하여 좁은 개념을 취한 입장과 같이, 모든 타임셰어계약을 부동산 임대

차계약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2005년의 Brigitte and

Marcus Klein v. Rhodos Management Ltd 사건143)에서도 동일한 취지

를 보여주었다. 유럽법원은 이 사건에서 Klein 부부와 Rhodos 회사가 체

결한 소위 “membership contract”는 시분할방법에 의한(timeshare

basis) 부동산의 사용권을 주된 내용으로 한 것이 아닌, Klein 부부가 회

원으로서 부동산의 사용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당해 계약은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로마협약이 사용한 “subject matter”라는 용

어는 비록 로마 Ⅰ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나144) 계약의 내용이 부동산과

근소한 관련이 있어도 (c) 호의 규정이 당연히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즉 로마 Ⅰ하에서도 여전히 로마협약처럼 계약의 주된 내용

(predominant matter)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이전이나 사용이어야 하

며145) 특히 타임셰어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주된 내용이 특정한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의 이전이 아닌 경우에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146) 아울러 타임셰어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로

마 Ⅰ의 일반규정에 따르면, 만약 그것이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

정해야 한다고 항변하였다. 결론적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는 모두 피고인의 주

장을 받아들였다.

143) (C-73/04) [2005] E. C. R I-8667; Richard Plender & Michael Wilderspin

(註 12), p. 171, 註 52 재인용.

144) Ulrich Magnus (註 101), p. 39.

145) Id.
146) Richard Plender & Michael Wilderspin (註 12),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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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경우 또는 제1항 (a)~(h) 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조 제2항에 의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의 상거소

소재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147)

또한 로마Ⅰ 제6조 제4항 (c) 호에서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94/97/EC

지침의 의미에 속하는 “시분할 방법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권에 관한 계

약(a contract relating to the right to use immovable properties on a

timeshare basis)”148)을 소비자계약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지 않았기 때

문에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견지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제6조를 적

용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49)

4.2.4 임시적인 부동산 임대차계약

임시적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로마 Ⅰ에 의하여 새로 도입된 규정이

다. 로마 Ⅰ 제4조 제1항 (d) 호에 따르면, 연속된 6개월을 넘지 않는 기

간 동안의 일시적인 사적 용도를 위하여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

서, 임차인이 자연인이고 임대인과 같은 국가에 상거소를 가지는 경우에

는, 임대인이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한다.

로마 Ⅰ 제4조 제1항 (d) 호의 신설은 대체로 브뤼셀협약에 대한 브뤼

셀 Ⅰ의 변화150)와 맥락을 같이 한 것이다.151) 브뤼셀 Ⅰ 제22조 제1항

147) Id.
148) 지침 제2조에 의하면, “타임셰어에 근거한 부동산의 사용권과 관련된 계

약”은 아래와 같은 3가지 요소가 포함된다. 첫째, 계약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

로 물권 혹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동산의 사용권의 이전과 관련되어야 한다.

둘째, 거래의 가격은 국제적 가격(global price)에 의해야 한다. 셋째, 계약의 기

간은 최소한 3년 이상이여야 하며, 부동산의 사용기한도 연간 1주 이하여서는

아니 된다.

149) Gralf-Peter Calliess (註 98),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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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전신인 브뤼셀협약 제16조 제1항이 소정한 부동산소재지의 전속관

할을 수용함과 동시에 임시적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관한 단서를 두었

다. 즉 “연속된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임시적인 사적 용도를

위하여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tenancies of immovable property

concluded for temporary private use for a maximum period of six

consecutive month)”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부동산 소재지의 전속관

할에 따르지 않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거소가 소재하는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로마 Ⅰ 제4조 제1항 (d) 호가 브뤼셀 Ⅰ의 이러한

절차상의 규칙을 특정한 저촉법규범으로 전환하였다(Art. 4(1) lit. d

Rome I Regulation transfers this procedural rule into a special

conflicts rule)”고 보는 견해도 있다.152)

전술한 관할권 규정의 변화 외에, 단지 법률의 충돌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 보면, 로마 Ⅰ 제4조 제1항에서 (d) 호를 정비하게 된 직접적

인 원인은 로마협약 제4조의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일부

저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과거 로마협약체계 하에서 국내 법원이 임

시적인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서 협약 제4조

제5항의 “예외조항”을 빈번하게 적용하는 문제(frequent use of…)가 발

생하여 소송결과의 불확실성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153)154) 그러므로 로

150) 이러한 변화는 대체로 Rösier v Rottwinkel(Judgment of the Court

(Fourth Chamber), Case 241/83, European Court reports 1985 p. 00099) 사건

에 관한 ECJ의 판결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한다 (Ulrich Magnus (2010), op.cit.

p. 40). 이 사건에서 ECJ는 독일에 거소를 두고 있는 Rottwinkel과 Rösier가 이

탈리아에 소재한 휴가용 주택(holiday villa)에 대한 임시적인 임대차계약에 관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동한 거소가 독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법원

의 관할을 부인하고 부동산이 소재한 이탈리아법원의 전속관할을 인정하였는데,

브뤼셀협약이 브뤼셀 Ⅰ로 전환되면서 임시적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보다 완화된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151) Richard Plender & Michael Wilderspin (註 12), p. 18.

152) Ulrich Magnus (註 101), p. 40.

153) 녹서, 27면.

154)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2003년 녹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례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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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Ⅰ이 임시적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확고한 연결점을 규정한 것은 법

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인다.155)

한편, 이 규정의 적용상 지나치게 제한적(too restrictive)이라는 지적도

있다.156) 즉 (d) 호에 소정한 “일시적인 사적 용도”, “임차인이 자연이이

고” 및 “임대인과 같은 국가에 상거소를 가진다”157)는 세 가지 조건이

누적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158) 그 중의 하나가 미비 된 경우에는 (d)

호의 적용이 배제될 것이다.

하였다. 독일의 임대인(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스페인의 아파트를 독일의 임차

인(개인)에게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은 거주환경에 불만하여 임대료 반환청구소

송을 제기하였다. 이런 경우에 로마협약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스페인법이 준거

법이 되지만, 당사자가 모두 독일 사람이므로 법원은 독일이 당해 사안과 더 밀

접한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제4항 제5항의 "예외조항"을 적용하여 독일법을 적

용할 수도 있다(녹서, 26면 참조).

155) MPI가 작성한 초안에서도 임시적인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을

두었는데, 그 이유는 역시 제5항의 빈번한 적용으로 인해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데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 예외조항은 이례적인 상황에 한하여 적

용될 수 있는데, 임시적인 임대차계약처럼 용이하게 가려질 수 있는 계약유형에

(easily distinguishable category of contracts) 대하여 빈번하게 제5항을 적용하

는 것은 그 예외적인 성질을 약화시킬 수 있다(녹서에 대한 MPI 코멘트, 48면).

156) Zheng Tang, “Law Applicable in the absence of Choice – The New
Article 4 of the Rome I Regulation”, The Modern Law Review (2008), p.

788.

157) MPI의 코멘트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통의 상거소 소재지법이 없는

경우에 임대인(특징적 이행을 하는 자)의 상거소 소재지법이 아닌 부동산 소재

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은 사실상 임대인의 상거소를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라고 한다(녹서에 대한 MPI 코멘트, 50면).

158) Zheng Tang (註 156), p.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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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가맹계약

로마협약은 가맹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당사자

의 선택이 없을 경우에 협약 제4조 제1항에 소정한 “밀접한 관련”의 원

칙에 의하여 그 준거법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가맹계약은 일종의 혼

합계약으로서159) 종류에 따라160)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적 이행을 어떻게 확정하느냐가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고,161) 사안

에 따라서 가맹업자 또는 가맹상의 상거소 소재지법이 적용되는 다양한

159) 가맹계약은 일반적으로 2 또는 3가지 전형계약으로 혼합된 상태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 가맹계약은 상호·상표 등 영업을 상징하는 표지의 라이선스계약,

영업지도 기타 지원에 관한 도급 또는 위입계약, 계속적 상품공급계약, 노하우

라이선스계약 등으로 구성될 수 있다(郑东润, “새로운 유형의 상행위(其三) -

프랜차이징(franchising)에 관하여”, 기업법의 행방, 박영사(1991), 278~280면; 강

희갑·김숙자, “프랜차이즈 계약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사회광학논총 제6집,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91), 8~9면; 印亨武 例解 契约要论, 三星(1985),

488~489면; 최성근·정긍식, 「프랜차이즈 관행에 관한 연구」(관행 및 관습법 조

사연구 Ⅲ), 한국법제연구원(1994), 33면 재인용).

160) 프랜차이즈는 결합관계, 업종, 제공의 내용 및 가매점주(본고에서는 한국

상법 제13장에서 사용한 "가맹업자"라는 용어를 쓴다)의 권한범위에 따라 분류

할 수 있다(최성근·정긍식 전게 보고서, 31면 참조). 그 중에서 제공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프랜차이즈는 가맹상에게 상호·상표 등 영업을 상징하는 표지의

사용을 허락함과 동시에 상품만을 공급하고 그 영업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상품·상호형 프랜차이즈와 상호·상표 등 영업을 상징하는 표지의 공급

은 물론 점포의 선정, 직원교육, 사업확장, 광고 시장조사 등 영업 전반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로 분류될 수 있다(Ross A. McCallum,

FRANCHIS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pp.1~2; International

Franchising Association, Franchising Fact Sjeet(1994), p. 2; 최성근·정근식 전

게 보고서 31~32면 재인용).

161) Laura GARCÍA GUTIÉRREZ, “Franchise Contracts and the Rome I

Regula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international contracts, Yearbook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2008), 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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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에 이를 수 있다.

2005년 초안 제4조 제1항 (g) 호에서는 “가맹계약은 가맹상(franchised

person)의 상거소 소재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는데, 로마 Ⅰ 제4조

제1항 (e) 호는 대체로 이 규정을 그대로 옮겨 썼으나, 구별된 점이라면

전자는 후자에서 사용한 “franchised person”라는 표현을 “franchisee”로

대체하였다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로마 Ⅰ 전문 (17)에서 가맹계약과 판매점계약을 “용역제

공계약(contracts for services)”으로 성질결정한 점이다. 따라서 가맹계

약은 로마 Ⅰ 제4조 제1항 (b) 호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나, 로마

Ⅰ 전문 (17)의 두 번째 문단에서는 “가맹계약은 용역을 위한 계약이지

만 특정 규칙(specific rules)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제

4조 제1항 (b) 호가 아닌 동조 (e) 호에 따라 그 준거법이 결정하게 된

다.162) 그러나 가맹계약이 일반적으로 혼합형태163)를 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맹업자의 영업지도와 같은 용역의 제공이 당해 계약에 있어

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경우에는 (b) 호와 (e) 호 중의 어느

것에 따라 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가맹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맹상과 가

맹업자 중의 특징적 이행을 하는 자를 탐구하는 로마협약의 접근방식이

로마 Ⅰ 하에서 가맹계약이 제4조 제1항 (b) 호와 (e) 호 중의 어느 것

에 해당하느냐에 관한 성질결정의 문제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

162) 로마Ⅰ 전문 (17)에 따르면, “용역의 제공(provision of services)”과 “물품

의 매매(sale of goods)”의 개념은 브뤼셀 Ⅰ 제5조를 적용할 때와 동일하게 해

석된다. 브뤼셀 I 제5조 제1항 (a) 호에서는 계약에 관한 의무이행지(the place

of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국가의 관할원칙을 선언하고, 동항 (b) 호에

서 규정한 “용역의 제공”의 경우 원고는 용역이 제공되는 또는 제공되어야 했

었던 (the services were provided or should have been provided) 회원국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가맹계약과 관련된 관할권문제는 브

뤼셀 I 제5조 제1항 (a) 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b) 호에서 소정한 용역제

공계약에 관한 특칙이 적용하게 된다.

163) 註 1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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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64)

한편, 로마 Ⅰ 제4조 제1항 (e) 호에서 가맹상의 상거소 소재지를 연결

점으로 지정한 것은 흔히 약자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005년 초

안의 Explanatory Memorandum165)과 달리, 로마 Ⅰ는 이 점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으나, “규정”의 전문 (23)에서 “약자(weaker)로 여겨지는

당사자와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그들의 이익에 보다 유리한 저촉법규

범이 적용될 것을 요구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약자보호의 근거는

가맹계약에서도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물론 회사일 수도 있는

가맹상은 전통적 의미상의 약자 즉 소비자 또는 근로자와 동일시할 수

없으나, 가맹계약에서 당사자들의 지위가 역시 대등하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166) 가맹상을 약자로 취급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가맹계약과 관련된 문제는 우선 로마 Ⅰ 제4조 제1항 내에서,

즉 (b) 호와 (e) 호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계약이 이에 해당하지 않거

나 계약의 요소가 (b) 호와 (e) 호 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특징적 이행의 이론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167)

164) Zheng Tang, “The Interrelationship of European Jurisdiction and choice

of law in contract”(2008), Journal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35. p. 54;

Richard Plender & Michael Wilderspin (註 12), p. 183 재인용.

165) 초안 Explanatory Memorandum, 50면.
166) Laura GARCÍA GUTIÉRREZ는 가맹상에게 법적 배려가 필요 한 이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우선,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모두 회사인 경우에

있어서도, 가맹업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실력이 강한 업체인 데에 반하여, 가

맹상은 상대적으로 기술, 자금 등이 약한 기업인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양자

의 지위가 대등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가맹계약의 특징으로 봤을 때, 가맹업

자가 대체로 자기의 지식재산권을 여러 가맹상에게 수권하므로 약관(standard

form contracts)의 형식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 일상이다. 그러므로 가맹계약이

가맹상에게 불리한 조건이 내포되어 있더라도 프랜차이즈에 가입을 원하는 가

맹상에 있어서는 그것을 감내하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가맹상

은 역시 약자로 취급될 수 있다 (Laura GARCÍA GUTIÉRREZ (註 161), p.

239).

167) Richard Plender & Michael Wilderspin (註 12), p.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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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판매점계약

로마 Ⅰ는 가맹계약의 뒤를 이어 제4조 제1항 (f) 호에서 판매점계약

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f) 호에 따르면, 당사자의 선택이 없을 경우에

판매점계약은 판매상(distributor)의 상거소 소재지법에 의한다.

로마협약 하에서 국내 법원은 판매점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론을 내세웠다. 예컨대, 네덜란드법원은 Elinga BV

v. British Wool International Ltd. 사건168)에서 네덜란드의 독점판매상

Elinga BV 와 영국의 공급자인 British Wool International Ltd. 사이에

체결한 판매점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특징적 이행을 하는 자를 판매상으

로 지정하여 네덜란드법을 적용한 데에 반하여, 영국법원은 Print

Concept GmbH v. GEW (EC) Ltd. 사건169)의 항소심에서 영국의 공급

자와 독일의 판매자 사이에 체결한 판매점계약에 대하여 전자를 특징적

이행을 하는 자로 지정하여 영국법을 적용하였다.

이처럼 로마협약 제4조에 따른 접근방식은 판매점계약의 객관적 준거

법을 결정함에 있어서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새

로 성립된 로마 Ⅰ 제4조는 판매점계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판매

상의 상거소 소재지를 확고한 연결점으로 지정해줌으로써 종래 로마협약

하에서의 “물품의 공급이 없으면 판매점계약이 있을 수 없으므로 공급자

를 특징적 이행을 하는 자로 보는 견해”170)와 “판매행위(distribution

168) Jonathan Hill, Choice Of Law In Contract Under The Rome Convention:

The Approach Of The Uk Courts,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 Volume 53 , Issue 02 (2004), pp. 325~350. DOI:

10.1093/iclq/53.2.325, Published online: 17/01/2008; Richard Plender & Michael

Wilderspin (註 12), p. 185 재인용.

169) Jonathan Hill (註 168), p. 335. Richard Plender & Michael Wilderspin

(註 12), p. 185 재인용.

170) Zheng Tang (註 156), p. 7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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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가 판매점계약의 핵심이므로 판매상을 특징적 이행을 하는 자로

보는 견해”171)의 대립을 종결시켰다.

한편, 로마 Ⅰ이 판매상의 상거소 소재지를 연결점으로 지정한 이유와

관련해서, Marie- Elodie ANCEL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172)

로마Ⅰ는 판매상을 약자로 취급한 점에 대하여 언급이 없고, 또한

판매상의 상거소 소재지법이 판매상을 가장 큰 보호를 부여할 수 있

는 것은 아니므로…로마 Ⅰ이 판매점계약에 대하여 판매상의 상거소

소재지법을 객관적 준거법으로 지정해준 것은 "약자보호" 보다 법의

예측가능성과 보다 큰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판매점계약은

일반적으로 판매상의 상거소 소재지와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판매상은 때때로 공급자의 대리인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본인과 대리인간의 준거법은 대리행위의 준거법에 따르므로 판매점

계약과 대리행위는 동일한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생각건대, 판매점계약에서 판매상의 상거소를 적용하는 이유를

법의 예측가능성의 견지에서 해석하는 것도 일리가 있으나, 판매상

과 공급자 사이에 항상 대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리

행위를 전제하여 판매상의 상거소 소재지법이 보다 예측가능하다

고 보는 것은 주저되며, 또한 전술한 가맹계약에서 논의된 바와 같

이, 판매점계약에 있어서도 흔히 공급자와 판매상의 지위가 대등하

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자보호의 원칙으로

판매점계약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171) Id.
172) Marie - Elodie ANCEL, “The Rome Regulation and Distribution

Contracts”, Yearbook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Volume 10 (2008), p.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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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경매에 의한 물품의 매매계약

로마 Ⅰ 제4조 (g) 호에 따르면, 경매에 의한 물품매매계약은, 경매가

행해지는 장소가 결정될 수 있다면, 경매가 행해지는 국가의 법에 의하

여 규율된다.173) 경매에 의한 물품매매계약도 일종의 물품매매계약에 해

당되나 로마 Ⅰ에서 이를 별도로 취급한 이유는, 만약 경매에 의한 물품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a) 호의 규정에 따른다면 매도인의 상거소 소재지

법이 적용될 것인데, 경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익명인 경우가 다수이므로

매도인의 상거소 소재지가 당사자에게 예견될 수 없으므로, 결국 (a) 호

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게 된다.174) 따라서 (g) 호는 매도인의 상거소 소

재지 대신에 경매가 행해지는 곳을 연결점으로 규정하였다.

여기에서 (g) 호의 적용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경매가 행해지는 장

소에 대한 확정이 결정적일 수가 있다. 경매가 경매회사(auction house)

의 주최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매가 행해지는 장소를 확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175) 온라인 경매에 의한 물품매매계약처럼 경매가

행해지는 장소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g) 호가 적용될 수 없게 된

다.176) 그러나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청약(offer)이 발송된 경우, 경매

지가 확인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77) 한편, 온라인 경매를 통하

여 소비자계약이 체결된 경우, (g) 호가 적용되지 않고 제6조가 적용 될

것이다.178)

문제는 경매가 행해지는 장소가 확정될 수 없는 경우에 경매에 의한

173) 1955년 헤이그매매준거법협약에서도 경매에 의한 물품매매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을 다룸에 있어서 경매가 행해지는 곳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였다

(Ulrich Magnus (註 101), p. 42).

174) Zheng Tang (註 156), p. 789.

175) Richard Plender & Michael Wilderspin (註 12), p. 185.

176) Id.
177) Gralf-Peter Calliess (註 98), p. 93.

178)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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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매매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이다. 이런 경우에

제4조 제1항 (a) 호를 적용하자는 견해가 있는데,179) 이는 다시 매도인의

상거소 소재지를 확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g) 호의 취

지에 반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경매가 행해지는 장소가 확정될 수 없

는 경우에는 제4조 제2항을 적용하는 견해180)가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4.2.8 금융증권의 이익에 대한 매도와 매수가 일어나거

나 일어나도록 촉진하는 다자간 체계 내에서 체

결된 계약

로마 Ⅰ 제4조 제1항 (h) 호에 따르면, 비 재량적 규칙

(non-discretionary rules)과 단 하나의 법(by a single law)에 의하여, 다

수의 제3자들이 2004/39/EC 지침181)182) 제4조 제1항 제(17)호에 정의된

것과 같은 금융증권(financial instruments)의 이익(interests)에 대한 매

179) Richard Plender & Michael Wilderspin (註 12), p. 185.

180) Id.
181) Directive 2004/3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April 2004 on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amending Council

Directives 85/611/EEC and 93/6/EEC and Directive 2000/1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3/22/EEC, OJ L 145, 2004.4.30.

182) Directive 2004/39/EC(MiFID Directive)는 “systematic internalisers(지침

제4조 제1항의 7))”, “regulated markets(지침 제4조 제1항의 14))” 및

“multilateral trading facilities(MTF)(지침 제4조 제1항의 15))” 세 가지 거래장

소를 규정하였는데, 로마 Ⅰ는 그 중의 “regulated markets”과 MTF만 규율한

다 (Francisco J. Garcímartín Alférez, “The Rome I Regulation: Much do

about nothing?”, The European Legal Forum (E) 2-2008, p.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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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매수가 일어나거나 일어나도록 촉진하는 다자간 체계(multilateral

system) 내에서 체결된 계약은, 그 단 하나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보

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의 “조직된 시장(organized market)”에서 체

결한 계약, 예컨대 증권거래소(a stock exchange)에서 체결한 계약인 경

우 그 시장을 규제하는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는 것이다.183)

로마 Ⅰ에서 금융증권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단 하나의 법(by a

single law)”에 의하여 규율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계약의 성질과 직접

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Francisco J. Garcímartín Alférez 의 주

장에 따르면:

금융증권의 이익에 대한 거래는 대체로 금융시장(financial market)

과 같은 플랫폼(platform)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장은 일반적

으로 개개의 거래시장(each corresponding market) 속에서 진행되는

모든 참가자(participants) 및 거래(transactions)를 규율하는, 일련의

공통 규칙(a set of common rules)이 구비되어 있는 조직된 시장이

다.184) 그리고 금융증권에 관한 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익명 시

장(anonymous market)”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매도인의 상거소 소재

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185)

아울러 로마 Ⅰ 전문 (18)에서는 “법의 선택이 없는 경우의 준거법이

관계된 경우, 다자간 체계(multilateral systems)는 그들이 중앙청산소

(central counterparty)에 의존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금융증권 시장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2004/39/EC지침 제4조에서 소정된 “규제된 시

장(regulated market)” 및 “다자간 거래시설(multilateral trading

183) Ibid., p. 68.
184) Id.
185) Francisco J. Garcímartín Alférez, “New Issues in the Rome I

Regulation: The Special Provisions on Financial Market Contracts”, Yearbook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2008), p.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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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과 같은 거래가 행하는 곳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규정함

으로써 금융증권에 관한 계약은 “단 하나의 법”에 의하여 규율한다는 점

을 강조하였다.

한편, 여기에서 말하는 “다자간 체계 내에서 체결된 계약”은 금융증권

의 이익에 대한 “매도”와 “매수” 뿐만 아니라 담보(pledges of

securities), 대출(lending)등 거래도 포함된다.186) 그러나 의뢰인(clients)

과 중개인(brokers) 또는 의뢰인과 수탁자(custodians) 사이에 체결한 중

개계약(brokerage agreement) 또는 커스터디계약(custody agreement)은

제4조 제1항 (h) 호에 따르지 않고 동조 제2항에 의하여 규율되거나 동

조 제1항 (b) 호에 따라 규율될 것이다.187) 또한 소비자가 은행에게 증권

을 매입하도록 위임하는 계약(contracts by which a customer mandates

a bank to buy instrments)에는 (h) 호가 적용되지 않고 제6조가 적용될

것이다.188)189) 이외에도, 1998/26/EC지침 제2조 (a) 호가 정의한 것과 같

은 증권결제시스템(Securities Settlement Systems) 내에서 체결된 계약

은 (h) 호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190)191)192)

186) Ibid., pp. 249~250.
187) Bart Bierman & Teun Struycken, “Rome I on contracts concluded

within multilateral systems”, NIPR, Afl. 4, 2009, p. 420.

188) Gralf-Peter Calliess (註 98), p. 94.

189) 로마 Ⅰ전문 (26) 참조.

190) Francisco J. Garcímartín Alférez (註 182), p. 69.

191) 로마 Ⅰ전문 (31) 참조.

192) 지침 제2조 (a) 항에 따르면, 지침의 목적상 “시스템”은… 거래당사자들이

선택한 회원국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다만, 거래당사자들은 그들 중의 한 당

사자가 주된 사무소가 가지는 회원국의 법만을 선택할 수 있다(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system’ shall …governed by the law of a Member

State chosen by the participants; the participants may, however, only choose

the law of a Member State in which at least one of them has its head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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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4조 제2항 - “특징적 이행”

    
4.3.1 일반

  로마 Ⅰ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이 제1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계약

의 요소가 제1항의 (a)~ (h) 호까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은 특징적인 이행을 하여야 하는 당사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193) 그러므로 제4조 제2항의 적용여부는 계약의 성질결

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194)

한편, 로마 Ⅰ전문 (19)에서는 특정된 계약의 유형 중 둘 이상에 해당

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일단의 권리와 의무(a bundle of rights

and obligations)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 계약의 특징적 이행은 그것의

무게 중심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로마

Ⅰ 제4조 제2항을 축어적으로 해석(literal reading)되어서는 안된다는 견

해195)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주장에 따르면, 예컨대 일부

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는 애프터서비스(after-sale service) 또는 매수인

에게 제품의 설명이나 사용에 대한 서비스가 부가되어 있는데, 이런 경

우에 계약의 요소는 물품매매계약과 용역제공계약에 모두 해당되나 계약

의 주된 의무(predominant obligation)는 물품의 인도이기 때문에 물품매

매계약으로 성질결정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196)197)

193) 로마 Ⅰ에서는 로마협약의 "특징적 이행"이라는 접근방식을 수용하였으나

후자의 “it shall be presumed that…”를 “shall be governed by…”로 수정하였

다. 이는 로마 Ⅰ하에서 “특징적 이행”은 추정규정이 아님을 설명한다.

194) Zheng Tang (註 156), p. 793.

195) Ibid., p. 794.
196) Id.
197) 보고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의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로마협약 제4조

제3항의 규정은 건설계약(contracts for the construction)이나 부동산의 시설에

대한 수리계약(repair of immovable property)에 적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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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념할 것은, 제4조 제2항에서 확정한 연결점은 “특징적 이행을

해야 하는 의무의 이행지”198)가 아니라, 특징적인 이행을 하여야 하는

당사자의 상거소인 것이다. 즉 물품매매계약인 경우, 물품이 인도되는 곳

의 법을 적용하는 아니라 그러한 의무를 가지는 매도인의 상거소 소재지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 Ⅰ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상거소를 결정하는 기준 시기는 계약 체결 시이다.

아래에는 로마 Ⅰ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는 법률관계 중

에서도 실무상 흔히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몇 가지 계약유형을 위주로

그 객관적 준거법을 검토한다.

4.3.2 보증계약

보증계약은 널리 사용되고 있는 채권계약 형태의 하나이다. 국제보증

계약은 국내보증계약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주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채권자·채무자·보증인

이라는 3면의 관계가 존재한다.199) 그러나 국제보증계약에는 외국적 요

소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복잡한 저촉법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당

사자가 보증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또는 선택이 무효인 경

우에 보증계약의 준거법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대체로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견대가 있다. 하나는 오스

트리아 국제사법 구 제45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보증계약의 준거법은

주 계약의 준거법에 의해 결정된다는 입장이고(주 계약설),200) 다른 하나

러한 계약의 주된 내용(main subject-matter)이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닌 기타 용

역의 제공이기 때문이다(보고서 21면 참조).

198) 석광현 [해설] (註 3), 213면.

199) 신창선 (註 31), 289면.

200)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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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MPI가 주장한 바와 같이 주 계약(principal contract)과 종 계약

(auxiliary contract), 즉 보증계약 사이의 관계는 주 계약의 준거법이 제

3자를 구속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the relation to

the principal contract evidently is no prima facie ground to subject

the third party to the law of the principal contract),201) 주 계약과 종

계약의 준거법을 독립적으로 결정(…be determined on its own)하여야

한다는 것이다.202)

한편, 로마 Ⅰ의 맥락에서 보면, 보증계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보증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즉 보증계약의 국제사법상의 독립성을 인정한다면, 로마 Ⅰ 제4조

제2항에 따른 보증계약의 준거법은 보증인의 상거소 소재지법이 될 것이

나,203) 로마 Ⅰ 전문 (21)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관련계약과의 관계를 고

려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즉 보증계약의 종속성에 입각한다면

보증계약의 준거법은 주 계약의 준거법에 의한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204)

4.3.3 신용장

신용장은 국제거래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수출대금지급의 수단이다.

신용장의 법률관계는 주로 국제상업회의소의 신용장통일규칙(UCP)에 의

하여 규율되고 있지만 유럽에 있어서 로마협약 및 로마 Ⅰ에 의한 준거

법상의 판단이 중요한 보충적 역할을 담당해왔다.205) 또한 獨立․抽象性

201) 녹서에 대한 MPI 코멘트, 38면.

202) Ibid., 45면.
203) 金容漢·趙明來 (註 103), 276면; 金演·朴正基·金仁猷 (註 103), 314면; 朴相

祚·尹鍾珍, 「現代 國際私法」, 서울 : 한올출판사 (1998), 329면 참조.

204) 신창선 (註 31), 28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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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原則이 신용장의 특성으로 강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신용장은 일반

적인 보증계약과 달리 주 계약과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으므로 특징적 이

행의 접근방식에 따라 그 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아

래에는 신용장과 관련된 저촉법 문제 중에서도 보다 복잡한 법률관계,

즉 개설은행과 제2은행206) 및 개설은행과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둘

러싸고 그 준거법의 결정을 검토해본다.

4.3.3.1 개설은행과 제2은행

개설은행과 제2은행 사이의 법률관계와 관련해서, 로마Ⅰ 제4조 제2항

의 해석상 개설은행과 제2은행 중 어느 일방의 이행이 계약을 특징지울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갈라지고 있다.

영국의 앞선 사안에서는 제2은행이 특정한 의무를 가지는지 여부와 관

계없이(irrespective of the specific role of the correspondent bank) 개

설은행과 제2은행 사이의 법률관계를 대리관계(agency)로 성질결정하여

제2은행의 상거소 소재지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바가 있다.207)208)209) 한

205) 신용장 준거법의 실익은 "석광현, '貨換信用狀去來에 따른 法律關係의 準

據法',「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1권, 서울 : 博英社(2001), 157~166면" 참조.

206) 여기에서의 제2은행은 신용장거래를 참여하는 기본당사자, 즉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및 수익자외의 당사자, 예컨대 통지은행, 확인은행 및 매입은행 등을

말한다(Ibid., 155면 참조).

207) Bank Melli Iran v. Barclays Bank [1951] 2 Lloyd's Rep. 367; Jaephil

Hahn, The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s in the Confirmed Documentary

Credit under Article 4 of the Rome Convention, Journal of Korea

Trade(2004), p. 91 註 56 참조.

208) 그러나 한국 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다10249 판결에서는 신용장 개설

은행과 매입은행 사이의 신용장대금 상환의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문제를 다

루었는데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신용장에 기한 환어음 등을 매입하는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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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제2은행이 확인은행인 경우, 확인은행과 개설은행 사이의 관계를 “채

권자-채무자”관계로 보아 채무자인 개설은행의 상거소 소재지법을 준거

법으로 지정하는 견해도 있다.210) 이외에도 Mance 판사는 Bank of

Baroda v. Vysya Bank Ltd 사건211)에서 확인 거래에 관한 은행의 특정

한 행위를 진일보로 검토하였는데, 특징적 이행은 확인은행이 자신으로

부터 부가한 확약 및 이에 따라 수익자에 지급할 의무이고, 개설은행의

상환할 책임은 부수적이라고 결론 내렸다.212)

생각건대, 개설은행과 제2은행 사이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대체로 전술

한 두 번째 견해, 즉 개설은행은 대금상환의무를 가지는 채무자로서, 계

입은행은 신용장 개설은행의 수권에 의하여 매입하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기의 계산에 따라 독자적인 영업행위로서 매입하는 것이고 신용장 개설은행

을 위한 위임사무의 이행으로서 신용장을 매입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용장 개설

은행과 매입은행 사이의 신용장대금 상환의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의 결정에

는 위임사무의 이행에 관한 준거법의 추정 규정인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제3

호를 적용할 수 없고, 환어음 등의 매입을 수권하고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약정

하여 신용장대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신용장 개설은행의 소재지법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으로서 준거법이 된다고 할 것이다.”

209) 이밖에도 개설은행과 제2은행의 준거법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견해가

존재한다. "제2의 은행과 개설은행 간에 위임계약이 존재하는 경우(확인은행, 통

지은행, 지급은행 등)에는 제2의 은행이 계약에 따라 특징적인 이행을 하는 자

이므로 제2의 은행 所在地法이 準據法이 되어야 할 것이나, 위임계약이 존재하

지 않는 買入信用狀의 경우에는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을 準據法으로 볼 것이다. 이 경우 매입은행이 지정되지 않은 一般信用狀인가

매입은행이 지정된 特定信用狀인가에 관계없이 개설은행 所在地法을 準據法으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개설은행과 매입은행간의 관계는 개설은행과 수익자와

의 관계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설은행과 매입은행간에 위임계약 또는

그와 유사한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때에는 확인은행, 통지은행 등의 제2의 은행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입은행 소재지법이 準據法이 될 것이다(석광현 (註

205), 178면)."

210) Jaephil Hahn (註 207), p. 92.

211) [1994] 2 Lloyd's Rep 87.

212) Peter Ellinger & Dora Neo, The Law and Practice of Documentary

Letters of Credit, Oxford and Portland: Hart Publishing (2010), p.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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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특징적 이행을 하는 자로 보는 견해가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개설은행과 제2은행 사이에 위임계약이 존재한 경우에는 제2은행의 상거

소 소재지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213)

4.3.3.2 개설은행과 수익자

개설은행과 수익자 간의 준거법은 제2은행의 개입여부에 따라 견해가

갈라지고 있다. 제2은행이 개입하지 않는 경우, 로마 Ⅰ에 따르면 개설은

행과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은행거래관계(a banking transaction)214)

또는 “채무자-채권자”의 관계(debtor and creditor relationship)215)216)로

볼 수 있으므로, 개설은행이 특징적인 이행을 한다는 견해가 유력한 것

으로 보이나,217)218) 제2은행이 개입된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주장이 제

기되고 있다. 즉 수익자와 개설은행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을 개설은행 소

재지법으로 보는 견해,219) 제2의 은행 소재지의 법으로 보는 견해220) 및

213) 註 209 참조.

214) Peter Ellinger & Dora Neo (註 212), p. 378.

215) Jaephil Hahn (註 207), p. 94.

216) 석광현 (註 205), 156면.

217) Eisemann, Frederic/Schutze, Rolf A., Das Dokumentenakkreditiv im

Internationalen Handelsverkehr, 5. Auflage(1999), Rn. 464; Reithamenn,

Christoph/Martiny, Dieter, Internationales Vertragsrecht, 5. Auflage(1996), Rn.

1073; 석광현 (註 205), 174면 재인용.

218) 그러나 “신용장의 개설”과 “서류를 제시한 수익자에 대한 은행의 지급의

무” 중에서 어느 것을 개설은행의 특징적 이행으로 보는지에 대하여 의견대립

이 있을 수 있다. “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당사자들 간에 계약이 존재하지 않

으며 신용장의 개설이라는 특징적 이행의 추정은 계약 성립 과정에서 적용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후자의 견해가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Peter

Ellinger & Dora Neo (註 212), p. 378 참조).

219) 석광현 (註 205), 174면.

220) 梁暎煥․吳元奭․徐正斗, 信用狀論-제5차 改正信用狀統一規則(1993),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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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 개설은행 소재지법 또는 지급은행 소재지법이 준거법으로

보는 견해221)가 존재한다.

요컨대, 신용장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보증계약과 마찬가지로 여러 당

사자들 사이에서 맺어진 것이지만, 獨立․抽象性의 原則을 강조하는 신

용장에 있어서는 보증계약처럼 주 계약과의 관련성이 크지 않으므로 모

든 법률관계에 대하여 하나의 법으로 규율하는 것보다 그 각각에 대해서

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4.3.4 지식재산권계약

4.3.4.1 일반

국제지식재산권계약은 국경을 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당사자의 권리

와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의가 아직까지는 통일적

으로 확립되지 않고 있으나 그 보호 대상에 따라 기본적으로 산업재산권

과 저작권으로 대별된다. 전통적인 지식재산권계약은 일반적으로 지식재

산권의 다양한 요소의 혼합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예컨대,

한 계약에서 특허권, 상표권 및 영업비밀 등 개별권리가 동시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면; Eisemann, Frederic/Schutze, Rolf A., Das Dokumentenakkreditiv im

Internationalen Handelsverkehr, 5. Auflage(1999), Rn. 1073; 석광현 (註 205),

174면 재인용.

221) Zahn, Johannes C.D./Eberding, Ekkard/Ehrlich, Dietmar, Zahlung und

Zahlungssicherung im Ausenhandel, 6. Auflage(1986), Rn. 1/40, 1/41; 석광현,

(註 205), 174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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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위원회 초안 제4조 제1항 (f) 호에서 지식재산권계약을 규정

하였으나222) 로마 Ⅰ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로마 Ⅰ하에

서 지식재산권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223) 우선 그것이 제4조 제1

항에서 규정한 8개 유형의 계약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

다. 만약 그것이 제1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계약의 요소가 8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 특징적 이행을 하여야 하는 당사자의 상거소

소재지를 확정해야 한다. 그리고 제2항에 의하여 여전히 준거법을 확정

할 수 없다면 밀접한 관련의 원칙에 의하게 된다.

한편,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가맹계약과 판매점계약에서도 지식재산권

의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유형의 계약에서의 지식재

산권의 양도는 부수적(ancillary)224)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의 준거법을

별도로 결정하지 않고 각각 제4조 제1항 (e) 호 및 (f) 호의 준거법에 의

하여 규율된다. 개념상으로 파악했을 때, 지식재산권계약의 외연은 가맹

계약 및 판매점계약과 구별된다는 점이 명확하다. 그러나 로마 Ⅰ에서는

일부 지식재산권계약, 예컨대 연구 개발계약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s) 및 소프트웨어개발계약 (software development agreement)

과 같은 경우, 라이선스의 부여보다 연구 및 개발을 계약의 주된 목적으

222) 초안 제4조 제1항 (f) 호에 따르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계약(a contract

relating to intellectual or industrial property rights)은, 양수인과 라이선시가

전용실시권을 가지지 않는 한, 권리를 양도(transfer)하거나 부여(license)하는

당사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한다.

223) 로마 Ⅰ제4조는 계약상의 문제, 예컨대 라이선스의 이용을 규율한다. 지식

재산권의 성립, 범위, 존속 기간 등 지식재산권 자체에 관한 문제는 본국법주의

또는 보호국법주의 등 학설이 대립되어 있다 (석광현 [해설] (註 3), 196면; 문

화경, “국제물품매매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2, 213면; 신창섭, 「국제사법」 제2판,

서울 : 세창 (2011), 212면).

224) Pedro A. DE MIGUEL ASENSIO, “Applicable Law in the Absence of

Choice to Contracts Relating to Intellectual or Industrial Property Rights”,

Yearbook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2008), 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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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는 경우, 이런 계약들은 가맹계약과 판매점계약처럼 용역제공계약

으로 분류될 수 있고 나아가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상거소 소재지법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식재산권계약은 제4조 제1항에서 열거된 계약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공급-판매 계약

(production and supply contract)에서 라이선시는 단지 제조특허만 가지

고 있을 뿐 판매특허가 없으며, 라이선서가 제조한 특허제품을 회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라이선스계약의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용역제공계약

및 매매계약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225) 따라서 이런 계약은 로마 Ⅰ 제4

조 제2항을 적용해야 되는데 특징적 이행을 결정함에 있어서 계약의 무

게중심을 탐구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공급-판매계약을 매매계약 또는 용

역제공계약의 어느 것으로 성질결정지어도 결과는 동일한 법을 지정하게

된다.226) 즉 라이선서의 상거소 소재지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4.3.4.2 지식재산권계약의 특징적 이행의 결정

순전한 라이선스의 양도 또는 사용 등에 관한 전형적인 지식재산권계

약에 있어서, 특징적 이행을 하는 자를 라이선서를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 이유는 라이선서가 지식재산권을 부여하고 라이선시가 금전의무를 부

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체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과 같은 접

근 방식227)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저작권을 내용으로 하는 지식재

산권계약에서 특징적 이행을 하는 자를 저작자로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저

225) Ibid., 209면.
226) Id.
227) 라이선스의 양도는 매매계약과 비슷하고 라이선스의 사용은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다 (Pedro A. DE MIGUEL ASENSIO (註 224), p.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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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자의 상거소 소재지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약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의미도 가지게 된다.228)

그러나 대부분 라이선스계약에서 라이선시는 금전의무만 부담하는 것

이 아니라 등록, 담보 또는 보증, 품질관리, 마케팅 등 여러 가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229) 라이서시를 특징적 이행을 하는 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하나의 라이선서와 하나의 라이선시가 체결한 라이선

스계약에 있어서, “라이선시가 전용실시권을 가지는 경우 및/또는 행사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라이선시의 영업소 소재지법이 준거법이라

는 견해가 있다.”230) 또한 영국에서는 “로마협약의 해석상 라이선서의

상거소 소재지법, 라이선시의 상거소지법과 보호국법을 적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231) 이외에도 번역·편곡 등과 같은 2차적 저작물

인 경우, 원작자는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작성 허락을 했을 뿐 실

제로 2차적 창작을 진행하는 자는 후자이기 때문에 특징적 이행하는 자

를 2차적 저작물의 작가로 결정하는 주장도 있다.232)

따라서 지식재산권계약의 내용 및 구조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을 특징적 이행을 하는 자로 단정하는 것이 결코 적절치 않

다. 로마 Ⅰ 제4조의 취지는 저촉법규범의 예견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지식재산권계약에 대하여 여전히 특징적 이행의 접근방

식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만, 건설계약(engineering contract)과 합작계

약(joint-venture agreement)을 비롯한 복잡한 권리의무를 다루고 있는

지식재산권계약에서는 문제된 사안의 경우에 따라서 그 특징적 이행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228) Pedro A. DE MIGUEL ASENSIO (註 224), p. 211.

229) Ibid., p. 212.
230) 석광현 [해설] (註 3), 217면.

231) Id.
232) Pedro A. DE MIGUEL ASENSIO (註 224), p. 212.



- 68 -

4.4 상거소(Habitual Residence)

“상거소(habitual residence)”는 로마 Ⅰ의 전반을 걸친 매우 중요한 개

념이다. 로마 Ⅰ 제4조는 로마협약과 마찬가지로 “상거소 소재지”를 연

결점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또한 로마 Ⅱ 제23조의 표현과 보조를 같

이 한 것이다.233)

로마 Ⅰ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회사와 기타 법인 또는 비법인 기구

(companies and other bodies, corporate or unincorporated)의 상거소는

그것의 경영 중심지(central administration)이고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

서의 자연인(a nature person acting in the course of his business

activity)의 상거소는 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principle place of

business)이다.

우선, “회사와 기타 법인 또는 비법인 기구”와 관련해서, "경영 중심지

(central administration)"라는 표현은 로마 Ⅱ의 규정과 동일하나, 양자는

모두 "경영 중심지"의 개념을 정의하지 않으므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다양한 해석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영 중심지”는 브뤼셀 Ⅰ 제60

조 제1항234)에서 사용한 “주된 영업 소재지(principle place of business)”

233) Francisco J. Garcimartín Alférez (註 182), p. 69.

234) 브뤼셀 I 제60조에서는 “회사와 기타 법인의 거소에 관한 정의(Definition

of the concept of domicile for companies and other legal persons)”를 규정하

였다.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이 규정의 목적상 회사 또는 기타 법인 또는 자

연인과 법인의 연합체(association of natural or legal persons)의 거소는 아래와

같은 곳에 있다: (a) 法定의 본거(statutory seat); (b) 경영 중심지(central

administration); (c) 주된 영업 소재지(principal place of business). 이어 제2항

에 따르면, 영국과 아일랜드에 있어서 ‘法定의 본거(statutory seat)’는 “등록된

사무소(registered office)”를 가리키며, 등록된 사무소가 없을 경우에 회사와 기

타 법인의 설립지(the place of incorporation)를 말한다. 그리고 설립지도 없는

경우에는 회사와 기타 법인의 성립지법(the place under the law of which the

formation took place)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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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등록된 사무소(registered office)”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이다.235) 생

각건대, 유럽연합의 도산규정236) 전문 (13)에서 규정한 “COMI”의 확정

기준을 참고하자는 견해237)가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즉 “경영 중심지”

란 것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이익관리를 위한 행위를 하는 소재지와

일치해야 하며(…should correspond to the place where the debtor

conducts the administration of its interests), 제3자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ascertainable by third parties).”238)

다음, 로마 Ⅰ 제19조 제1항의 규정으로 보면, 자연인은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자연인(a nature person acting in the course of his

business activity)과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의 자연인으로 구분된다.

전자에 있어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principle place of business)가 그의

상거소로 될 것이고, 후자에 있어서는 (영주나 정주의 의사가 필요 없이)

상당 기간 거주하고 있는 사실적 주소가 그의 상거소로 된다는 것이 통

설이다. 이처럼 로마 Ⅰ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자연인”을 특

별히 취급한 이유는 로마 Ⅰ이 일반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당사자들 사

이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239) 그리고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

에서의 자연인”과 “회사와 기타 법인 또는 비법인 기구”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면에서 유사하지만, 양자를 구분하는 이유는 “administration”

라는 표현이 자연인에게 다소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240) 그

러나 제19조가 “상거소”를 정의하는 일반 규정으로서,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 있는 자연인에 대해서만 규정한다는 것은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예로서는 제6조 제1항의 소비자계약이다. 제6조 제1

항에 따르면 소비자계약의 연결점이 역시 소비자의 상거소일 수가 있는

235) Francisco J. Garcimartín Alférez (註 182), p. 69.

236) COUNCIL REGULATION (EC) No 1346/2000 of 29 May 2000 on

Insolvency Proceedings, OJ L 160 of 30.6.2000.

237) Francisco J. Garcímartín Alférez (註 182), p. 69.

238) 도산규정 전문 (13) 참조.

239) Volker Behr (註 35), p. 263.

240) Francisco J. Garcímartín Alférez (註 182), p. 69, 註 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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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경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241) 제6

조 제1항의 상거소를 해석함에 있어서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직접적으

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제19조가 “자연인이 일국에서 거주하고 다른

국가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한 규정”인 것으로 보이

나242) “현실적으로 자기가 거주한 곳 외에 다른 국가에서 주된 영업소를

가진 자연인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243)

그리고 로마 Ⅰ 제19조 제2항에서는 이어 “계약이 지점, 대리점 또는

그 외의 사업체(establishment)의 운영 과정에서 체결되는 경우, 또는 계

약에 다른 채무의 이행이 그러한 지점, 대리점 또는 사업체의 의무

(responsibility)인 경우에는, 그 지점, 대리점 또는 사업체가 소재하는 곳

이 상거소 소재지로 간주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지점, 대리점 또는

사업체가 단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을 뿐 그 계약은 전적으로 주된

사무소에 의하여 이행되었을 경우, 그러한 지점 또는 대리점을 상거소로

간주할 이유는 없다.” 244)

마지막으로, 로마 Ⅰ 제19조 제3항에서는 상거소를 결정하는 시기를

“계약 체결 시(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로 규정하였

다. 이는 로마협약 제4조 제2항의 기준 시기와 같은데, “계약 체결 시”는

“효력을 발생한 시기”가 아닌 “계약의 성립시기”인 것으로 보인다.

241) Id.
242) Francisco J. Garcimartín Alférez (註 182), p. 69.

243) Zheng Tang (註 156), p. 796.

244)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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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4조 제3항 - “예외조항”

로마 Ⅰ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계약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지

정된 국가보다 다른 국가와 명백히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 확

실한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이 적용된다. 이 규정은 동조 제4항과

구별되는 것은, 전자가 계약의 준거법이 제1항~제2항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것을 전제한다.245)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로마 Ⅰ 제4조 제3

항은 대체로 로마 Ⅱ 제4조 제3항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쓴 것인데, 로

마 Ⅰ 제4조 제3항과 로마협약 제4조 제5항과 대조해보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변화가 있다. 우선 로마 Ⅰ 제4조 제3항은 “계약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보다…”라는 문구를 넣어 "예외조항"과 제1

항 및 제2항의 적용순서를 명확히 밝혔다. 다음, 로마 Ⅰ 제4조 제3항은

전자가 사용한 “전체적인 사정으로 보아(from the circumstances as a

whole)”를 “사안의 모든 사정으로 보아(from all the circumstance of

the case)”으로 대체하였고, “확실히(it is clear…)”, “명백히(manifestly)”

라는 용어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로마 Ⅰ 하에서 "예외조항"의 적용조건

이 로마협약보다 엄격해졌다([표-1] 참조).

245) Gralf-Peter Calliess (註 98),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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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협약 Art. 4.5 로마 Ⅰ Art. 4.3 로마 Ⅱ Art. 4.3

… and the

presumptions in

paragraphs 2, 3 and 4

shall be disregarded if

it appears from the

circumstances as a

whole that the

contract is more

closely connected with

another country.

Where it is clear

from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that the contract

is manifestly more

closely connected with

a country other than

that indicated in

paragraphs 1 or 2, the

law of that other

country shall apply.

… Where it is clear

from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that the

tort/delict is manifestly

more closely connected

with a country other

than that indicated in

paragraphs 1 or 2, the

law of that other

country shall apply…

[표-1]

한편, Andrew Dyson는 로마 Ⅰ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준거법을 대체할 수 있는 법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하였다. 즉 의무이행지

법(the place of performance),246) 관련계약(linked contract)의 준거법247)

246) 그러나 Andrew Dyson의 주장에 따르면, 로마 Ⅰ 하에서 의무이행지법으

로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법을 대체(displacement)하는 것은 일부 경우에

역내 시장의 적정한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 예컨대 독일의 위젯(widgets) 제조

상이 여러 EU 회원국을 상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수의 의무이행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로마 Ⅰ 제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러한 의무이행지법들을

계약의 준거법으로 지정한다면, 매도인으로서의 독일 제조상에게 거래의 불편함

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특징적 이행의 접근방식에 근거한 규정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로마 Ⅰ 제4조 제1항 (g) 호) 및 다수의 매도인이 단 하나의 매수

인을 상대로 배타적으로(exclusively) 거래한 경우에는 로마 Ⅰ 제4조 제3항의

적용이 보다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Andrew Dyson (註 55), pp. 27~29).

247) Andrew Dyson는 “관련계약의 준거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로마 Ⅰ전문

(20)에 근거한 것으로 보았다(로마 Ⅰ전문 (20)에 따르면, “계약이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표시된 국가보다 다른 국가에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그 다른 국가의 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한다. 그 국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특히 문제된 계약이 다른 계약 또는 계약들과 매우 밀접한 관



- 73 -

및 법정지법(lex fori)248) 이다. 이밖에도, 계약체결지(the place of

contracting), 계약언어(the language of the contract), 결제통화(the

currency of payment) 등을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근거로 고려할 수 있

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거래에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소

로 인식되고 있다.249)

련을 갖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서로 관련되어 있는 계약들은 동

일한 계약유형(homogenous category)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므로, 영국법원은

신용장보다 보증계약에서 "관련계약"의 준거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

인다(Ibid., p. 30).
248) Andrew Dyson는 법정지법으로 로마 Ⅰ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

정한 법을 대체한 것은, 법정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실질법이 지정되어야 하는

저촉법규범의 통일성(uniformity)에 어긋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분쟁해

결합의를 제4조 제3항을 적용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보

았다. 그것은 로마 Ⅰ 전문 (12)에 따르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법원 또는 회원

국의 재판소에 계약에 따른 분쟁을 결정하도록 하는 배타적인 관할권을 주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는, 법의 선택이 명백히 표현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선택이 없는 경우의 준

거법 결정에서 분쟁해결합의를 재차 고려한다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Ibid., p. 32).
249) Ibid.,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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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제4조 제4항 - “밀접한 관련”의 원칙

로마 Ⅰ 제4조 제4항에 따르면, 준거법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결

정될 수 없는 경우250)에 그 계약이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따라서 제4항의 “밀접한 관련”의 원칙은 “최후의

구제조항(last-resort clause)”이라고도 불리 운다.251)

2005년 초안에서 “밀접한 관련”의 원칙에 관한 조항을 전혀 두지 않는

다. 그러나 로마 Ⅰ에서 이 원칙을 다시 수용한 것은 “특징적 이행”의

이론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일부 계약에 있어서는

특징적 이행을 하는 자를 결정할 수 없으므로 법관에게 구제수단을 마련

해주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과 마찬가지로 사안의 모든 사정

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관계되는 모든 요소가 고려하여 그 “밀접한

관련”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예건대 “밀접한 관련”을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체결지, 계약이행지 및 당사자들의 공통 국적 등을 고려할 수 있으

나 가장 중요한 지표는 당사자의 상거소 소재지법일 것이다.252)

250) MPI의 초안에서는 로마협약 제4조 제5항의 첫 번째 문단- “특징적인 이행

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를 제2항에 옮겼다(녹서에 대

한 MPI 코멘트, 108면). 그 이유와 관련해서, MPI의 주장에 따르면, 이 규정은

제2항과 관련이 있을 뿐, 이 규정을 제4조 전반에 대한 예외조항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제2항의 마지막 부분에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녹서에 대한 MPI 코멘

트, 45면).

251) Francisco J. Garcimartín Alférez (註 182), p. 70.

252) Gralf-Peter Calliess (註 98),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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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소결

로마 Ⅰ 제4조와 로마협약 제4조를 대조해 보면, 전자는 후자의 추정

규정을 버리고 8가지 계약유형에 “확고한 규칙”을 도입하였으며, “특징

적 이행”을 “밀접한 관련”의 원칙에 대한 추정으로 규정하는 대신에 그

것을 제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계약의 요소가 제1항의 (a)~(h) 호

까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규정으로 정립시켰

으며 동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준거법을 번복할 수 있는 "예

외조항"의 적용조건을 엄격히 하였다. 그리고 로마협약에서 일반원칙으

로 작동하는 “밀접한 관련”의 원칙을 “최후의 구제조항”으로 수정하였다.

따라서 로마 Ⅰ 제4조 하에서 법관의 재량권은 대대적으로 축소되었으

며, 형식적인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확고한 규칙”을 중심으로 전개한 로마 Ⅰ의 접근방식은 여전

히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예컨대 경매지가 확인될 수 없는 경우의 준거

법 결정이 명확하지 않고, 임시적인 부동산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의 적

용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며, 또한 일부 계약의 성질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종종 비판이 존재한다(예컨대 가맹계약과 판매점계약의 구분, 판

매-공급계약에서 주된 의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253) 특히 2005

년 초안에 대한 MPI의 코멘트에서는 “확고한 규칙”의 도입을 명확히 반

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체로 아래와 같다.

첫째, 초안 제4조 제1항은 EU 내에서 분쟁이 가장 흔히 발생되는

상당수의 계약유형을 포섭하였기 때문에, “확고한 규칙”의 도입으로

인하여 제4조 제1항이 많은 계약에 강행적으로 적용(mandatory

application)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법관들이 상업적 이익을 조정하

거나 상업관행의 수요에 부합되는 규칙을 적용하는 재량권이 거의

253) Zheng Tang (註 156), p. 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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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탈된 것과 다름이 없다.254)

둘째, 초안 제4조 제1항은 초안의 전문 (8)255)과 저촉된다.256) 구

체적으로 말하면, 전문 (8)에서는 저촉법규범의 고도의 예측 가능성

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은 그 사정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

된 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재량을 보유한다”라고 규정

하였는데, 초안 제4조 제1항에서 이러한 “재량권”이 허용되는 경우

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물론 초안 제4조 제1항에 속하지 않는 기타

계약에 있어서 법관에게 여전히 일정한 재량권이 있으나, 그것이 법

적 안정성과 개별적 정의(individual justice) 사이의 타협

(compromise)이 아니라 계약이 성질결정될 수 없거나 특징적 이행

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결과일 뿐이다.257)

셋째, “확고한 규칙”의 도입으로 인해 로마협약의 접근방식에 따

라 내린 판결258)이 번복(overrule)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U와 그

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 사이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치성

(concordance)을 깨뜨릴 수도 있다.259)

넷째, EU 외의 많은 국가에서는 “밀접한 관련”의 원칙과 추정규

정을 결부하는 접근방식을 채택한 점에 비추어 보면,260) “확고한 규

칙”의 도입은 세계적 범위에서 국제사법의 통일을 저해할 수 있

254) 초안에 대한 MPI 코멘트, 257면.

255) 로마 I 전문 (16).

256) 초안에 대한 MPI 코멘트, 259면.

257) Id.
258) BGH 26.7.2004, IPRax 2005, 342(초안에 대한 MPI 코멘트 260면의 각주

81 인용); Definitely Maybe (Touring) Ltd. v. Marek Lieberberg

Konzertagentur GmbH, [2001] 1 W.L.R. 1745 (1749); Ennstone Building

Products Ltd. v. Stanger Ltd., [2002] 2 All E.R.(Comm.) 479 (489); Kenburn

Waste Management Ltd. v. H. Bergmann, [2002] International Litigation

Procedure 588 (594); Caledonia Subsea Ltd. v. Microperi Srl, [2002] Scots

Law Times 1022 (1029) (초안에 대한 MPI 코멘트, 261면 註 84 참조).

259) Ibid., 256면 참조.

260) 예컨대, 스위스 IPRG (1987) 117조 제1항, 러시아 민법전 (2001) 제3부

1211조 제(1)항, 퀘벡 민법전 (1991) 제3112조, 한국 국제사법 (2001) 제26조 등

(초안에 대한 MPI 코멘트, 26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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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61)

그러므로 MPI는 “확고한 규칙”을 “추정규정(presumption)”으로 대체

할 것을 주장하였다.262)263)

이처럼 로마 Ⅰ 제4조는 로마협약 제4조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극복하

였으나 그 접근방식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래에는 위의 논의

를 기초로 하여 로마 I 제4조와 한중일 3국의 저촉법규범을 비교법적 관

점에서 검토한 후 한국 국제사법에 대한 시사점이 무엇인지 여부를 살펴

본다.

261) Ibid., 267면 참조.

262) Ibid., 266면 참조.

263) 초안에 대한 MPI의 수정안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계약은 특히 아래의 국

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상거

소를 가지는 국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b) 용역제공계

약은 용역제공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c) 운송계약은 송하인이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

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d) 부동산에 대한 물권 또는 부동산의 용익권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은 그 부동산 소재지의 국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e) (d)호에도 불구하고 연속된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의 일시적인 사적 용도를 위하여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자연인

이고, 임대인과 같은 국가에 상거소를 가지는 경우에는, 임대인(landlord, 초안과

로마 Ⅰ에서는 tenant라는 표현을 사용)이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f)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계약은 양수인과 라

이선시가 전용실시권을 가지지 않는 한, 권리를 양도(transfer)하거나 부여

(license)하는 당사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

으로 추정된다; (g) (f)호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은 가맹상이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h) (f)호에도 불구하고,

판매점계약은 판매상이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

으로 추정된다(Ibid., pp. 25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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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마 Ⅰ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5.1 한국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 국제사법 제26조는 “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이라는 표제 하에 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을 규정하였

다. 한국 국제사법 제26조는 대체로 로마협약 제4조 및 스위스 국제사법

제117조264)를 모델로 하였는데,265)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로마협약 제4조 제1항 및 스위스

국제사법 제117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

니한 경우에 당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264) 스위스 국제사법 제117조 법의 선택의 결여

(1) 법의 선택이 없는 때에는 계약은 그것이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2) 가장 밀접한 관련은, 特徵的인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당사자가 그의 常居所

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사이에, 또는 그가 계약을 직업적인 또는 영업적인 활동

에 기하여 체결하였던 경우에는 그의 營業所가 소재하는 국가와 사이에, 존재하

는 것으로 추정된다.

(3) 특히 다음의 것이 特徵的인 이행으로 된다.

a.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행

b.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어떤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도록 맡기는 당사자의

이행

c. 위임, 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서비스 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행

d. 임치계약의 경우에는 수치인의 이행

e. 손해담보계약 또는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손해담보자 또는 보증인의 이행

(석광현, "스위스 國際私法(IPRG)"("國際私法에 관한 聯邦法律" 시역), 「國際私

法과 國際訴訟」, 제1권, 서울 : 博英社(2001), 551면 이하 참조).

265) Kwang Hyun SUK(석광현), Some Observations on the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ZChinR (2011), p.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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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동조 제2항에서는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의 법의 추정을 규정함과 동시에 3가지 계약유형 - 양도계약, 이용계약

및 위임·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 - 을 예시하였는데, 이

는 스위스 국제사법 제117조 제3항과 유사하다.266) 마지막으로 동조 제3

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특칙을 두었는

데, 즉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 부동산 소재하

는 국가의 법이 당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로마협약 제4조 제3항의 규정과 유사하다).

한편, 한국 국제사법 제26조와 로마협약 제4조 및 스위스 국제사법은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도 있다. 예컨대 전자는 제4조 내에 "예외조항"을

두지 않으며, “특징적 이행”이라는 용어를 정면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이

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 국제사법 제26조와 새로 성립된 로마 I 제4조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래에는

제2부분과 제4부분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양자를 비교·분석한다.

우선,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에 있어서, 로마협약 제4조 제1항과 한국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에서 모두 “밀접한 관련”의 원칙을 규정한 반면,

로마 Ⅰ 제4조 제1항에서는 8가지 계약에 대하여 “확고한 규칙”을 두었

다. 따라서 “확고한 규칙”의 전치는 로마 Ⅰ 제4조의 가장 큰 가시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다음, 한국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과 로마 Ⅰ 제4조 제1항에서 모두

계약유형을 예시하는 접근방법을 취하였으나, 전자가 추정규정인 데에

반하여 후자는 “확고한 규칙”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즉 한

국 국제사법 하에서 법관이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26조의 추정규정

을 깨뜨릴 수 있는 일정한 재량권이 보유되고 있으나, 로마 Ⅰ 제4조의

경우 그러한 재량권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로마 Ⅰ 제4조 제1항에서

는 8가지 계약유형을 열거한데에 반하여, 한국 국제사법 제26조에서는

“양도계약”, “이용계약”, “위임·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

266)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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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로마Ⅰ제4조 제1항

②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행하

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

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

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

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

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행

2.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물건 또는 권

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이행

3. 위임·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

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의 이행

③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

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소재하

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준거법이 제3조에 따라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의 준거법은 아래

와 같이 결정된다. 이는 제5조 내지

제8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a) 물품의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상

거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 된다;

(b) 용역제공계약은 용역제공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에 의하

여 규율 된다;

(c) 부동산의 물권 또는 부동산의

임대차와 관련된 계약은 그 부동산

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

율된다.

(d) (c) 호에도 불구하고, 연속된 6

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일시

적인 사적 용도를 위하여 체결된 부

동산 임대차는, 임차인이 자연인이

고 임대인과 같은 국가에 상거소를

가지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상거소

를 가지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

된다.

(e) 가맹계약은 가맹상이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

다.

그리고 제3항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총 4가지 계

약유형을 규정하였는데([표-2] 참조), 아래에는 동일 유형의 계약에 대하

여 양자를 적용한 경우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간

단히 살펴본다.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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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판매점계약은 판매상이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

다.

(g) 경매에 의한 물품의 매매계약은,

경매가 행해지는 장소가 결정될 수

있다면, 그 경매가 행해지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h) 재량이 없는 규범에 따라 다수

의 제3자들의 의한 2004/39/EC 지침

제4조 제1항, 제17항에 정의된 것과

같은 금융증권의 이익에 대한 매도

와 매수가 일어나거나 일어나도록

촉진하는 다자간 체계 내에서 체결

되고, 단 하나의 법에 의하여 규율

되는 계약은 그 법에 의하여 규율된

다.

첫째, 한국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에서의 양도계약은 대체로 권리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서의 권리는 채권 및 소유권

을 비롯한 물권 등 다양한 권리일 수가 있다. 따라서 예컨대 계약의 목

적물이 동산의 소유권인 경우 그것이 로마 Ⅰ 제4조 제1항 (a) 호에서

소정한 물품의 매매계약일 수가 있는데, 양자 중의 어느 것을 적용해도

동일한 법 (매도인의 상거소 소재지법)이 지정하게 된다.

둘째, 로마 Ⅰ 하에서는 가맹계약과 판매점계약을 “용역제공계약”으로

성질결정하였으나, 한국 국제사법 하에서도 이 두 가지 계약유형을 “위

임·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으로 성질결정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 국제사법은 로마 Ⅰ처럼 가맹계약과 판매

점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로마협약과 마찬가지로

사안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론이 있을 수 있다.

셋째, 한국 국제사법 제26조에 따르면 이용계약의 목적물은 물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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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므로 한국 민법 제609조의 사용대차계약이나 라이선스계약이 “이

용계약”에 해당될 수 있다. 여기에서 라이선스계약인 경우, 그것이 “이용

계약”으로 성질결정된 점만으로는 당연히 라이선서의 상거소 소재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제26조 제2항 제2호의 추정은 전

형적인 라이선스계약에만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라이선시가 전용실시권을 가지거나 다양한 의무를 가진 경우에는 라

이선시의 상거소 소재지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일

수가 있다. 로마 I 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사안에 따라서 특징적 이

행을 하는 자가 라이선서 또는 라이선시가 될 수 있다. 또한 한국 국제

사법 하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규정한 제24조와 제26조의 관계를 명

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자는 지식재산권 자체에 관한 준거법을

정한 것인 데에 반하여, 후자는 계약상의 문제로서 라이선스의 이용을

규율한 것이다.267)

넷째, 한국 국제사법에 제3항에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

는 계약”과 로마 Ⅰ 제4조 제1항 (c) 호 “부동산에 대한 물권 또는 부동

산의 임대차와 관련된 계약”이라는 표현과 대조해보면, 전자는 후자보다

좀 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 국제사법 제3항

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차계약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268) 적용범위상 로마 Ⅰ와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로마 Ⅰ는 "예외조항"의 빈번한 적용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피하기 위하여 임시적인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규정하는 데에 반

하여, 한국 국제사법 하에서 논리적으로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인

의 상거소 소재지법을 지정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한국 국제사법은 로마 Ⅰ하의 “경매에 의한 물품의 매매계약”

및 “금융증권의 이익에 대한 매도와 매수가 일어나거나 일어나도록 촉진

하는 다자간 체계 내에서 체결된 계약”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다. 따라서

267) 석광현 [해설] (註 3), 196면; 문화경(註 223), 213면 참조.

268) 석광현 [해설] (註 3), 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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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계약과 금융증권 계약과 관련해서, 한국 국제사법이 로마 Ⅰ과 다른

법을 지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한국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과 로마 Ⅰ제4조

제1항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위에서 진행한 검토는 그러한 차이

점을 방치하고 단지 후자가 제시한 계약유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럼에

도 불구하고, 양자를 적용한 결과를 대조해보면, 가장 뚜렷한 차이는 대

체로 후자의 (d)~(h) 호까지의 규정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알수 있는

데, 그 이유는 (d)~(h) 호까지의 규정은 “특징적 이행”의 이론에 근거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269) 그리고 설사 "특징적 이행"의 이론에 기한

연결인 경우에도, 예컨대 로마 Ⅰ 제4조 제1항 (a)~(b) 호 및 동조 제2항

인 경우, "특징적 이행"은 추정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국제사법 제4

조 제2항과 역시 구별된다는 점이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로마 Ⅰ 제4조과 달리, 한국 국제사법 제26조는 "예외조항"

을 두지 않으므로, 후자의 맥락에서 보면,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지정된

계약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

우에는 다시 동조 제1항 - “밀접한 관련”의 원칙으로 회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법 적용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전자와 달리, 후자가 규정한 추

정이 깨어질 수 있는 기준은 해석에 맡겨 두고 있다.

269) Andrea BONOMI, The Rome Ⅰ Regula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Some General Remarks, Yearbook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Volume 10 (2008), pp. 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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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일본

일본 국제사법의 가장 중요한 法源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1898년에

제정된 법례인데, 그간 수차례의 수정을 거쳤으나 주로 친족과 혼인관계

에서 이루어져왔다. 2006년 성립한 법적용 통칙법(Act on the General

Ruls of Application of Laws, 이하 통칙법)은 한걸음 나아가 계약상 및

계약외의 채무(불법행위)를 중심으로 개정을 진행하였는데,270) 그중에서

제2장 제8조 - “법의 선택이 없는 경우의 준거법”은 한국 국제사법 제26

조와 마찬가지로 로마협약 제4조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였다.271) 구체적

으로 말하면,

우선 통칙법 제8조272) 제1항에서는 “밀접한 관련“의 원칙을 도입하였

270) 김문숙, “일본의 법례개정과 남겨진 과제-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의 제

정에 관하여”, 국제사법연구 제12호 (2006), 462~463면.

271) Yasuhiro OKUDA, “A Short Look At RomeⅠOn Contract Conflicts

From A Japanese Perspective”, Yearbook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2008), p. 307.

272) 통칙법 제8조의 내용은 Kent Anderson and Ysuhiro Okuda, Translation

of Japan's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n the General Rules of

Application of Laws[Hō no Tekiyō ni Kansuru Tsūsokuhō], Law No.10 of

1898(as newly titled and amended 21 June 2006), 8Y.B.PRIVATE INT'L 참

조.

Article 8 [In the Absence of a Choice of Applicable Law by the

Parties]

(1) Where there is no choice under the preceding Article, the formation and

effect of a juristic 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place with

which the act is most closely connected at the time of the act.

(2) For the purpose of the preceding paragraph, where only one party is to

effect the characteristic performance of the juristic act, it shall be presumed

that the juristic act is most closely connected with the law of his or her

habitual residence (i.e., the law of his or her place of business wher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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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항에 따르면, “전항에 의한 선택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은 법률행위가 행해지는 시점에 그 행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

는 곳의 법에 의한다.”

나아가 동조 제2항에서 “밀접한 관련”에 대한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로마협약의 “특징적 이행”의 추정을 명시하였는데, 즉 “전항의

목적 하에, 단지 특징적 이행을 하는 자의 상거소 소재지가 당해 법률행

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곳으로 추정한다.” 이와 동시에 제2항

에 따르면, 당사자가 계약과 관련된 영업소를 가지는 경우에 그 영업소

가 상거소 대신에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곳으로 추정하고, 당사자

가 하나 이상의 영업소가 계약과 관련되고 각 영업소들이 상이한 法域

하에 소재할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추정한다.273)

마지막으로 제3항에서는 로마협약과 마찬가지로 제2항의 추정의 예외

를 두었는데, 즉 “전항의 추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내용으로 하는 법

률행위는 부동산 소재지와 가장 밀접한 관련으로 추정한다.”

이처럼 일본 통칙법 제8조는 한국 국제사법 제26조보다 체계적으로 로

마협약 제4조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가 "특징적 이행"이

place of business is related to the act, or the law of his or he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where he or she has two or more places of business

related to the act and where those laws differ).

(3) For the purpose of the first paragraph of this Article, where the subject

matter of the juristic act is immovables,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aragraph, it shall be presumed that the act is most closely connected with

the law of the place where the immovables are situated.

273) 통칙법 제8조 제2항과 관련해서, 일부 견해에 따르면, 계약유형의 다양성으

로 말미암아 모든 경우에 “특징적 이행”의 접근방식을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런 경우에 여전히 “밀접한 관련”의 원칙에 따라 준거법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

에, “특징적 이행”은 “밀접한 관련”을 판단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神前祯,

「关于法律适用的通则法」，弘文堂(2006)，67면; 李旺, “关于日本新国际私法的立

法 - 日本「法律适用通则法」介评, 环球法律评论, 29(5) (2007), 125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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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용어를 정면으로 사용한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통칙법 제8조는 로

마협약과 달리, 운송계약에 관한 특칙과 예외조항을 두지 않으며, “계약”

대신에 “법률행위”를 적용대상으로 삼았다.274) 한편, 통칙법 제8조와 새

로 성립된 로마 I 제4조를 대조해보면, 양자의 차이는 대체로 전술한 한

국 국제사법과 로마 I 제4조 사이의 차이와 유사한데, 다만 통칙법은 “특

징적 이행”을 예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주목할 것은 당초 일본 법제

심의회에서는 민법상의 전형계약을 열거하고 그 각각에 대하여 특징적

이행의 추정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가 있다.275) 그러나 실질법상

성질결정이 어려운 계약(예컨대 어음할인 등)에 있어서 저촉법상으로도

역시 성질결정이 곤란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들이 주장되어,276) 이 방안

은 결국 현행 통칙법 제8조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274) 통칙법 제8조는 “법률행위”에 관한 저촉법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실제로

그 적용범위는 계약상 채무에 한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물권행위

와 신분행위는 통칙법의 제10조 및 제13조이 하에서 규정되어 있고, 불법행위를

비롯한 계약외 채무는 제11조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向在胜, “日本国际私

法现代化的最新进展 - 从「法例」到「法律适用通则法」”, 时代法学, Vol．7 N

o．1 (2009), 114~115면 참조).

275) 김문숙 (註 270), 478면 註 55 참조.

276)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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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중국

중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中國涉外民事關係法律適用法, 이하 법률

적용법)은 2010년 10월 28일에 성립되어 2011년 4월 1일부터 발효되었

다. 법률적용법은 국제사법에 관한 중국의 첫 단행법으로서, 그동안 민법

통칙(民法通則) 및 최고 인민법원의 사법해석 등에 산재되어 있는 저촉

법규범을 통합시켰다.277) 법률적용법은 제6장 제41조에서 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을 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당사자는 계약에 적용되는 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당사자의 선택

이 없는 경우, 의무이행이 계약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시킬 수 있

는 일방 당사자의 상거소 소재지법 또는 당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여타의 법을 적용한다.”278)

법률적용법은 한국 국제사법 및 일본 통칙법과 마찬가지로 로마협약

제4조의 “밀접한 관련”의 원칙 및 “특징적 이행”의 이론을 수용하였으나,

전자에서는 “밀접한 관련”의 원칙과 “특징적 이행”의 접근방식을 병행시

켰기 때문에 “특징적 이행”의 접근방식이 “밀접한 관련”의 원칙에 대한

277) 법률적용법이 반포되기 전에 涉外契约关系에 적용되는 立法들로는 1985년

「涉外经济合同法」, 1986년「民法通则」, 1993년「海商法」, 1995년 「民用航空

法」, 1999년「合同法」, 1987년「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涉外经济合同法若干问题

的解答」, 1987년「最高人民法院关于贯彻执行民法通则若干问题的意见（试行）」

이다(王青松，“我国涉外合同法律适用问题的新发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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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评述”， 新疆大学学报 Vol. 37

No. 3（2009)，p. 52~54; 张春良, “我国涉外合同法律适用体系评析” - 渊源、方法
与秩序, 西南交通大学学报(社会科学版) Vol. II No．6 (2010), p. 30~31 참조).

278) 제41조의 원문은 아래와 같다: "当事人可以协议选择合同适用的法律。当事
人没有选择的，适用履行义务最能体现该合同特征的一方当事人经常居所地法律或

者其他与该合同有最密切联系的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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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인지 여부는 후자처럼 명확하지가 않는다.279)280) 그러나 확고한 규

칙을 도입한 로마Ⅰ와 대조해보면, 법률적용법은 비교적 유연한 접근방

식을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07년에 반포하였으나 지금은 폐지한 「섭외 민·상사 계약분쟁

의 심리에 있어서 일부 문제의 법률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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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최고법원규정”이라고 함)」281) 제5조에서는 로마 Ⅰ와 마찬가지로

279) 법률적용법 제41조와 관련해서, “특징적 이행”의 접근방식과 “밀접한 관

련”의 원칙의 관계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존재한다.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陈蔚云 등) 법률적용법이 로마 Ⅰ 제4조의 내용을 수용하여 “특징적 이행”의

접근방식을 일반적 규칙으로, “밀접한 관련”의 원칙을 보충적 원칙으로 정립시

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黄进 등) “밀접한 관련”의 원칙이 일반원

칙이고 “특징적 이행”의 접근방식은 이 원칙에 대한 추정규정일 뿐이라고 주장

한다(戴霞, 王新燕, 关于《法律适用法》第41条的争议及评析, 前沿(Forward

Position) (2013), No．1, p. 83 참조).

280) 이밖에도 제41조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지적이 있다. 즉 “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에 관하여 특징적 이행을 할 당사자의 상거소지법 또는 계약과 가장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선택적으로 지정하나, 법원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할지, 그리고 특징적 이행을 할 당사자의 상거소 소재지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이 아니더라고 적용하라는 것이지 의문이다 (석광현, “중

국의 國際私法 제정을 환영하며”, 국제사법연구 제16호(2010), 450면).” 그리고 "

제41조에서 규정한 두 가지 연결방법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특징적

이행을 하는 자의 상거소 소재지법이 X국법이고 당해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Y국인 경우 X국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가 역시

의문시 된다 (Kwang Hyun Suk (註 262), p. 113 참조).

281) 「1997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 반포한 일부 사법해석 및

사법해석의 성질을 가진 법률문서(제10회)의 폐지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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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13년 2월 18일에 最高人民法院 审判委

员会 제 1569차 회의에서 통과되어，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중에

서 2007년 반포한 “최고법원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委员会에 따르면, 이 “최고

법원규정”을 폐지한 이유는 새로 발효된 법률적용법과 저촉되기 때문이라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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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유형별로282) 확고한 규칙을 두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최고법원규

정” 제5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선택이 없는 경우에 계약은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

지는 곳의 법에 의한다.

인민법원은 “밀접한 관련”의 원칙에 의해 계약 분쟁에 적용될 법

을 지정한 경우에는 계약의 특수한 성질 및 일방 당사자의 의무이

행이 계약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하는 요소에 근거하여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 또는 지역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여

야 한다.

　

(1) 매매계약은 계약 체결 시 매도인의 상거소 소재지법에 의한다.

계약이 매수인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체결되거나 계약에 명시적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물품의 인도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 경우 매수인의 주소지법에 의한다.

(2) 위탁 가공, 위탁 조립 및 기타 가공도급계약은 가공인 또는 도

급인의 주소지법에 의한다.

(3) 플랜트계약은 설비의 장착운송지법에 의한다.

(4) 부동산의 매매, 임대 또는 저당계약은 부동산 소재지법에 의한

다.

(5) 동산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주소지법에 의한다.

(6) 동산질권계약은 质权人의 주소지법에 의한다.

(7) 금전대차계약은 대출인의 주소지법에 의한다.

(8)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주소지법에 의한다.

282) “최고법원규정”에서 열거한 계약유형은 중국 계약법 각칙에서 규정한 15가

지 유명계약과 거의 일치하다. 이 15가지 유명계약들로는 매매계약(제9장), 전

기, 물, 가스 및 열에너지 공급계약(제10장), 증여계약(제11장), 금전대차계약(제

12장), 임대차계약(제13장), 금융리스계약(제14장), 도급계약(제15장), 공사 청부

계약(제16장), 운송계약(제17장), 기술계약(제18장), 보관계약(제19장), 재고보관

계약(제20장), 위임계약(제21장), 위탁매매계약(行纪合同)(제22장) 및 중개계약

(居间合同)(제23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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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금융리스계약은 임차인의 주소지법에 의한다.

(10) 공사 청부계약은 공사소재지법에 의한다

(11) 재고보관계약 및 보관계약은 재고보관인 또는 보관인의 주소

지법에 의한다.

(12) 보증계약은 보증인의 주소지법에 의한다.

(13) 위임계약은 수탁자의 주소지법에 의한다.

(14) 채권의 발행, 매각 및 양도 계약은 각각 채권의 발행지법, 매

각지법 및 양도지법에 의한다.

(15) 경매계약은 경매거행지법에 의한다.

(16) 위탁매매계약(行纪合同)283)은 위탁매매인(行纪人)의 주소지법

에 의한다.

(17）중개계약(居间合同)284)은 중개인(居间人)의 주소지법에 의한

다.

전술한 계약이 다른 나라 또는 지역과 명백히 밀접한 관련을 가

지는 때에는 그 다른 나라 또는 지역의 법에 의한다.

그러나 로마 I 제4조와 달리, “최고법원규정” 제5조 제1항에서 우선

“밀접한 관련”의 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확고한 규칙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는 오히려 MPI의 수정안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

나, 구별되는 것은, 제5조 제1항에서 소정한 17개 계약의 준거법 결정규

칙은 추정규정이 아니라 확고한 규칙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최고법원규

정” 제5조 내에서 “밀접한 관련”과 “특징적 이행”의 관계를 둘러싼 문제

283) 중국민법 제414조에 따르면, 위탁매매계약은 위탁매매인이 자신의 명의로

위탁자를 위한 거래활동에 종사하고 위탁자가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다(채성

국, 「중국의 계약책임법」(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9), 경인문화

사(2008), 408면).

284) 중국 계약법 제424조에 따르면, 중개계약은 중개인이 의뢰인에게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보고하거나 또는 계약체결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뢰인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다(채성국, (2008), 전게서, 4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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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전히 남는다.285)

참고로 2000년에 중국국제사법학회가 제정한 「국제사법 시범법(國際

私法 示範法)」 (제6차 개정안)의 제3장 제8절 제101조에서도 “확고한

규칙”을 두었는데, 총 24개의 계약유형을 열거하였다.286) 그 중에서

285) 註 280 참조.

286) 「시범법」제101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선택이 없는 경우에 계약은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곳의 법에 의한다.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곳의 법은

아래와 같이 결정된다.

(1)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계약 체결 시 매도인의 영업소 소재지법(营业所 所在

地法)에 의한다. 계약이 매수인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체결되거나 계약에 명시적

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물품을 인도해야 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 또는 계약이 매수인이 정해진 조건 의하여 입찰을 통하여 계약이 성립된

경우 매수인의 영업소 소재지법에 의한다;

(2) 운송계약은 송하인의 영업소 소재지법에 의한다;

(3)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영업소 소재지법에 의한다;

(4) 물품대금지급 및 결산에 관한 계약은 지급지법에 의한다. 화폐의 사용은 사

용된 화폐 발행국 또는 지역의 법에 의한다;

(5) 플랜트계약은 설비의 장착운송지법에 의한다;

(6) 부동산계약은 부동산 소재지법에 의한다;

(7) 동산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영업소 소재지법에 의한다;

(8) 기술 양도 계약은 양수인의 영업소 소재지법에 의한다;

(9) 기술개발, 컨설팅 및 서비스계약은 위임인의 영업소 소재지법에 의한다;

(10) 상표사용권양도계약은 양도인의 영업소 소재지법에 의한다;

(11) 저작권양도계약은 저작권소유자의 거소지법 또는 상거소 소재지법에 의한

다;

(12) 위탁 가공, 위탁 조립 및 기타 가공도급계약은 가공인 또는 도급인의 영업

소 소재지법에 의한다;

(13) 공사 청부계약은 공사소재지법에 의한다;

(14) 고용계약은 노무 제공지법에 의한다;

(15) 은행대출 및 담보계약은 대출인 및 담보인의 거소지법, 상거소 소재지법

또는 영업소 소재지법에 의한다;

(16) 일반적인 대차, 담보계약은 대차인 또는 담보인의 거소지법, 상거소 소재지

법 또는 영업소 소재지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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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호에서는 기술 양도 계약, 기술개발, 컨설팅 및 서비스계약, 상

표 사용권양도계약, 저작권 양도계약을 규정하였는데, 특히 기술 양도계

약과 관련해서, 「시범법」은 양수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연결점으로 규

정하였다. 이는 위원회 초안, MPI 수정안 및 한국 국제사법과의 접근방

식과 모두 구별된다.

(17) 채권의 발행, 매각 또는 양도 계약은 각각 발행지법, 매각지법 또는 양도지

법에 의한다;

(18) 소비자계약은 소비자소재지법 또는 상거소 소재지법에 의한다;

(19) 증여계약은 증여자의 거소지법 또는 상거소 소재지법에 의한다;

(20) 신탁계약은 재산 수여인이 지정한 신탁관리지법, 신탁재산소재지법, 수탁인

의 상거소 소재지법 또는 영업소 소재지법 및 신탁 목적 실현지법에 의한다;

(21) 위임계약은 위임인의 거소지법, 상거소 소재지법 또는 영업소 소재지법에

의한다;

(22) 재고보관계약은 보관인의 영업소 소재지법에 의한다;

(23) 교역소 업무와 관련된 계약은 교역소 소재지법에 의한다;

(24) 경매계약은 경매지법에 의한다.

전술한 계약이 다른 나라 또는 지역과 명백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때에는

그 다른 나라 또는 지역의 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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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소결

한일 양국의 저촉법규범은 대체로 로마협약 제4조를 모델로 하였기 때

문에 유사한 면을 많이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 국제사법과 일본

통칙법은 모두 “밀접한 관련”의 원칙을 일반원칙으로 삼는 동시에 “특징

적 이행”의 추정규정을 두는 접근방식을 취하였으며, 운송계약의 특칙과

"예외조항"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양자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도 있다.

예컨대, 일본은 한국과 달리 “특징적 이행”을 예시적으로 열거하지 않고,

“특징적 이행”이라는 용어를 정면으로 사용하며,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

을 “계약”이 아닌 “법률행위”로 다루어진다. 한편 중국 법률적용법에서도

로마협약의 일부 내용을 수용하였으나 한일 양국의 국제사법규범과 좀

더 다른 모습으로 정비되어 있다. 즉 중국 법률적용법은 “특징적 이행”

과 “밀접한 관련”을 병행시켰으며, “특징적 이행”이라는 용어도 “계약의

특징을 가장 잘 반영시킬 수 있는 이행”으로 풀어서 사용하였다. 물론

중국 법률적용법이 반포되기 전에 로마 Ⅰ처럼 확고한 규칙을 채택한 입

법 및 사법해석이 있었으나 현재로서는 모두 폐지된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에 있어서 한중일 3국의 국제사법규범은

“특징적 이행”의 접근방식과 “밀접한 관련”의 원칙을 기초로 하여 어느

정도의 조화를 이루어 냈다고 볼 수 있다.

비교법적 측면에서 볼 때, 로마 Ⅰ 제4조와 한중일 3국의 국제사법규

범의 차이는 대체로 로마협약과 후자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앞부분의 논

의를 종합해보면, “확고한 규칙”은 준거법의 지정을 용이하게 하고 법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MPI가 주장한

바와 같이, 재량이 없는 확고한 규칙 하에, 법관이 어려운 사안을 처리함

에 있어서 법의 유연성을 되찾기 위해(in order to regain flexibility) 당

해 계약을 로마 I 제4조 제1항 및 제2항(초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첫

번째 문단)의 규칙에 따라 규율되지 않는 계약으로 성질결정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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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고,287) 또한 “특징적 이행”의 이론이 제기된 배경으로 보면, 그것이

“밀접한 관련”의 원칙을 객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된 것이므로(일

본 법통칙법의 제정과정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있음288)), 논리적으로 그

것을 추정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로마 Ⅰ에서는 로마협

약의 구성방식을 버리고 “특징적 이행”을 일반규칙으로 정립시킨 결과,

특징적 이행을 하는 자의 상거소 소재지법이 곧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

련을 가지는 법으로서 당해 계약의 준거법으로 되었다. 이는 “밀접한 관

련의 원칙”과 그것을 객관화시키는 “수단”을 혼동한 셈이다. 이런 맥락

에서 볼 때, 로마 Ⅰ처럼 “확고한 규칙”을 전치하는 것보다, 추정규정을

유지시켜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가장 적합한 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례적인 경우에 추정이 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289) 한일 양

국의 저촉법규범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과 관련해서 한중일 3국의 국제사법규범이 어느 정도의 조

화를 이루어낸 점에 비추어 보면, 기존의 접근방식을 유지한 것은 지역

통합에 있어서도 실익이 있을 것이다.

287) 초안에 대한 MPI 코멘트, 266면 참조.

288) 註 273 참조.

289) 초안에 대한 MPI 코멘트, 2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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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확고한 규칙”을 중심으로 전개한 로마 Ⅰ 제4조는, 계약상 채무에 관

한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에 대하여 분명한 법 규정을 마련해 줌으로써

법관의 자유재량권을 대대적으로 축소시켰다. 그 결과 로마협약 제4조

제2항과 제5항의 관계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

었으며 형식적인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었다.

그러나 새로 성립된 로마 Ⅰ 제4조에 대한 논란은 역시 불가피하다.

한편으로는 로마 Ⅰ에서는 로마협약 하에서 추구하는 법적안정성과 유연

성의 균형을 타파하고 법적 안정성을 치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

에 법의 유연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일부 경우에 기계적인 연결

로 인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로마 Ⅰ하에서 ECJ의 통일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로마

Ⅰ 제4조에 관한 해석론 상의 다툼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예를 들면

(g) 호의 경매계약에 있어서 경매지가 확인될 수 없는 경우의 준거법 결

정, 가맹계약 및 판매점계약과 용역제공계약과의 관계 등), 내용적 측면

에서 보면 로마 Ⅰ의 접근방식이 반드시 로마협약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

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MPI가 주장한 바와 같이, "확고한 규칙"

의 도입은 최근 국제사법영역에서 법의 유연성을 확보해나가는 추세와도

어긋나며, EU와 그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 사이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치

성을 깨뜨릴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유럽연합의 이러한 개정은 EU외의 국가, 특히 로마협약

을 수용한 동북아 3국 - 한국, 중국 및 일본 - 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로마 Ⅰ의 변화는 이 세 나라에서 자국의 국제사법

규범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한국의 입장에

서 보면, 국제사법이 시행된 지 벌써 12년이 경과하였고, 당초 입법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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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아왔던 로마협약이 로마 Ⅰ로 전환되었기 때문에(특히 로마 Ⅰ 제4

조가 로마협약 제4조의 문제점을 극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변

화에 발맞추어 EU법을 계속 추종하여 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자연

스럽게 제기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로마 Ⅰ 제4조의 접근방식은

여전히 많은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시행착오를 줄이는 의미에서, 로마 Ⅰ

의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시도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예

컨대 한국의 매수인이 외국에 있는 다수의 매도인과 배타적으로 거래한

경우, 로마 Ⅰ처럼 확고한 규칙을 도입할 경우, 외국법을 적용할 가능성

이 커지기 때문에 한국의 매수인에게는 거래상의 불편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약의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에 있어서 한중일 저촉법규

범이 로마협약의 영향을 받아 어느 정도의 조화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한국 국제사법이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판결의 승인과 집행 내지

지역통합에 있어서도 실익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로마 Ⅰ 제4조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협약이 로마 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개한 논의들은 향후 한국 국제

사법의 개정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다. 예컨대

한국 국제사법 제26조에서는 예외조항을 두지 않으므로 동조 제2항의 추

정이 깨어질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데, 로마 Ⅰ

초안에 대한 MPI 수정안에서 제시한 기준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한국 국제사법 하에서는 로마 Ⅰ 제4조 제1항과 동일한 계약유형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제2항의 추정규정에서 실무상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계약유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지식재산권

계약과 관련해서, 로마 Ⅰ에서 2005년 초안의 관련규정을 삭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지식재산권계약에 대하여 확고한 연결을 지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위원회의 태도가 엿보이므로, 한국 국제사법 제26

조 하에서도 막연히 라이선서를 특징적 이행을 하는 자로 추정하는 규정

을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로마 Ⅰ초안에

대한 MPI 수정안에서는 양수인과 라이선시가 전용실시권을 가지는지 여



- 97 -

부를 특징적 이행을 하는 자를 추정함에 있어서의 전제로 삼았는데, 한

국 국제사법의 향후 개정에 있어서 이 부분의 논의를 참작할 수 있을 것

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로마 Ⅰ 제4조를 중심으로 다룬 것에 불과하고, 방

법론에 있어서도 유럽의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나 기존의 연구 성과를 정

리하는 작업을 위주로 진행해왔기 때문에, 제4조 내지 로마 Ⅰ 전반을

알아보는데 기초적인 작업에 지나지 않으므로, 앞으로 로마 Ⅰ을 비롯한

EU 통일국제사법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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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Regulation (EC) No 593/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ne 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Having regard to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and in

particular Article 61(c) and the second indent of Article 67(5) thereof,

Having regard to the proposal from the Commission,

Having regard to the opinion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1],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laid down in Article 251 of the

Treaty [2],

Whereas:

(1) The Community has set itself the objective of maintaining and

developing an 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 For the progressive

establishment of such an area, the Community is to adopt measures relating

to judicial cooperation in civil matters with a cross-border impact to the

extent necessary for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2) According to Article 65, point (b) of the Treaty, these measures are to

include those promoting the compatibility of the rules applicable in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conflict of laws and of jurisdiction.

(3) The European Council meeting in Tampere on 15 and 16 October 1999

endorsed the principle of mutual recognition of judgments and other

decisions of judicial authorities as the cornerstone of judicial cooperation in

civil matters and invited the Council and the Commission to adopt a

programme of measures to implement that principle.

(4) On 30 November 2000 the Council adopted a joint Commission and

Council programme of measures for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 of

mutual recognition of decision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3]. The

programme identifies measures relating to the harmonisation of

conflict-of-law rules as those facilitating the mutual recognition of

judgments.

(5) The Hague Programme [4], adopted by the European Council on 5

November 2004, called for work to be pursued actively on the

conflict-of-law rules regarding 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

(6)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creates a need, in order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of the outcome of litigation, certainty as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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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applicable and the free movement of judgments, for the conflict-of-law

rules in the Member States to designate the same national law irrespective

of the country of the court in which an action is brought.

(7) The substantive scope and the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should be

consistent with Council Regulation (EC) No 44/2001 of 22 December 2000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5] (Brussels I) and Regulation (EC) No 86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July 2007 on the law

applicable to non-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I) [6]

(8)~(10) 생략.

(11) The parties' freedom to choose the applicable law should be one of the

cornerstones of the system of conflict-of-law rules in matters of contractual

obligations.

(12)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confer on one or more courts or

tribunals of a Member State exclusive jurisdiction to determine disputes

under the contract should be one of the factors to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whether a choice of law has been clearly demonstrated.

(13)~(15)생략.

(16) To contribute to the general objective of this Regulation, legal certainty

in the European judicial area, the conflict-of-law rules should be highly

foreseeable. The courts should, however, retain a degree of discretion to

determine the law that is most closely connected to the situation.

(17) As far as the applicable law in the absence of choice is concerned, the

concept of "provision of services" and "sale of goods"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same way as when applying Article 5 of Regulation (EC) No 44/2001

in so far as sale of goods and provision of services are covered by that

Regulation. Although franchise and distribution contracts are contracts for

services, they are the subject of specific rules.

(18) As far as the applicable law in the absence of choice is concerned,

multilateral systems should be those in which trading is conducted, such as

regulated markets and multilateral trading facilities as referred to in Article

4 of Directive 2004/3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April 2004 on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8],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y rely on a central counterparty.

(19) Where there has been no choice of law, the applicable law should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 specified for the particular type of

contract. Where the contract cannot be categorised as being one of the

specified types or where its elements fall within more than one of the

specified types, it should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party required to effect the characteristic performance of the contract has his

habitual residence. In the case of a contract consisting of a bundle of rights

and obligations capable of being categorised as falling within more than one

of the specified types of contract, the characteristic performance of the

contract should be determined having regard to its centre of gravity.



- 107 -

(20) Where the contract is manifestly more closely connected with a country

other than that indicated in Article 4(1) or (2), an escape clause should

provide that the law of that other country is to apply. In order to determine

that country, account should be taken, inter alia, of whether the contract in

question has a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another contract or contracts.

(21) In the absence of choice, where the applicable law cannot be determined

either on the basis of the fact that the contract can be categorised as one of

the specified types or as being the law of the country of habitual residence

of the party required to effect the characteristic performance of the contract,

the contract should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with which it is

most closely connected. In order to determine that country, account should

be taken, inter alia, of whether the contract in question has a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another contract or contracts.

(22) 생략.

(23) As regards contracts concluded with parties regarded as being weaker,

those parties should be protected by conflict-of-law rules that are more

favourable to their interests than the general rules.

(24)~(26) 생략.

(27) Various exceptions should be made to the general conflict-of-law rule

for consumer contracts. Under one such exception the general rule should

not apply to contracts relating to rights in rem in immovable property or

tenancies of such property unless the contract relates to the right to use

immovable property on a timeshare basis within the meaning of Directive

94/4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October 1994

on the protection of purchasers in respect of certain aspects of contracts

relating to the purchase of the right to use immovable properties on a

timeshare basis [10].

(28)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rights and obligations which constitute a

financial instrument are not covered by the general rule applicable to

consumer contracts, as that could lead to different laws being applicable to

each of the instruments issued, therefore changing their nature and

preventing their fungible trading and offering. Likewise, whenever such

instruments are issued or offered,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established

between the issuer or the offeror and the consumer should not necessarily

be subject to the mandatory application of the law of the country of habitual

residence of the consumer, as there is a need to ensure uniformity 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n issuance or an offer. The same rationale should

apply with regard to the multilateral systems covered by Article 4(1)(h), in

respect of which it should be ensured that the law of the country of

habitual residence of the consumer will not interfere with the rules

applicable to contracts concluded within those systems or with the operator

of such systems.

(29) For the purposes of this Regulation, references to rights and obligations

constituting the terms and conditions governing the issuance, offers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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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or public take-over bids of transferable securities and references to

the subscription and redemption of units in collective investment

undertakings should include the terms governing, inter alia, the allocation of

securities or units, rights in the event of over-subscription, withdrawal

rights and similar matters in the context of the offer as well as those

matters referred to in Articles 10, 11, 12 and 13, thus ensuring that all

relevant contractual aspects of an offer binding the issuer or the offeror to

the consumer are governed by a single law.

(30) For the purposes of this Regulation, financial instruments and

transferable securities are those instruments referred to in Article 4 of

Directive 2004/39/EC.

(31)~(38)

(39) For the sake of legal certainty there should be a clear definition of

habitual residence, in particular for companies and other bodies, corporate or

unincorporated. Unlike Article 60(1) of Regulation (EC) No 44/2001, which

establishes three criteria, the conflict-of-law rule should proceed on the

basis of a single criterion; otherwise, the parties would be unable to foresee

the law applicable to their situation.

(40) A situation where conflict-of-law rules are dispersed among several

instruments and where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ose rules should be

avoided. This Regulation, however, should 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inclusion of conflict-of-law rules relating to contractual obligations in

provisions of Community law with regard to particular matters.

This Regulation should not prejudice the application of other instruments

laying down provisions designed to contribute to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in so far as they cannot be applied in conjunction with

the law designated by the rules of this Regulation. The application of

provisions of the applicable law designated by the rules of this Regulation

should not restrict the free movement of goods and services as regulated by

Community instruments, such as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13].

(41) Respect for international commitments entered into by the Member

States means that this Regulation should not affect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which one or more Member States are parties at the time when this

Regulation is adopted. To make the rules more accessible, the Commission

should publish the list of the relevant conventions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on the basis of information supplied by the Member

States.

(42)~(43) 생략.

(44)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of the Protocol on the position of the

United Kingdom and Ireland, annexed to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o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Ireland has notifie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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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h to take part in the adop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esent Regulation.

(45)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 and 2 of the Protocol on the position of

the United Kingdom and Ireland, annexed to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o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and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4 of the said Protocol, the United Kingdom is not taking

part in the adoption of this Regulation and is not bound by it or subject to

its application.

(46)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 and 2 of the Protocol on the position of

Denmark, annexed to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o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Denmark is not taking part in the

adoption of this Regulation and is not bound by it or subject to its

application,

HAVE ADOPTED THIS REGULATION:

CHAPTER I SCOPE (생략)

CHAPTER II UNIFORM RULES

Article 1~2 (생략)

Article 3 Freedom of choice

1. A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chosen by the parties. The

choice shall be made expressly or clearly demonstrated by the terms of the

contract or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By their choice the parties can

select the law applicable to the whole or to part only of the contract.

2. The parties may at any time agree to subject the contract to a law other

than that which previously governed it, whether as a result of an earlier

choice made under this Article or of other provisions of this Regulation. Any

change in the law to be applied that is mad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shall not prejudice its formal validity under Article 11 or adversely

affect the rights of third parties.

3. Where all other elements relevant to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choice are located in a country other than the country whose law has been

chosen, the choice of the parties shall not prejudice the application of

provisions of the law of that other country which cannot be derogated from

by agreement.

4. Where all other elements relevant to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the

choice are located in one or more Member States, the parties' choice of

applicable law other than that of a Member State shall not prejudice the

application of provisions of Community law, where appropriate as

implemented in the Member State of the forum, which cannot be derogated

from by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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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existence and validity of the consent of the parties as to the choice

of the applicable law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10, 11 and 13.

Article 4 Applicable law in the absence of choice

1. To the extent that the law applicable to the contract has not been chose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 and without prejudice to Articles 5 to 8, the

law governing the contract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a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seller has his habitual residence;

(b) a contract for the provision of services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service provider has his habitual residence;

(c) a contract relating to a right in rem in immovable property or to a

tenancy of immovable property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property is situated;

(d) notwithstanding point (c), a tenancy of immovable property concluded for

temporary private use for a period of no more than six consecutive months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landlord has his

habitual residence, provided that the tenant is a natural person and has his

habitual residence in the same country;

(e) a franchise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franchisee has his habitual residence;

(f) a distribution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distributor has his habitual residence;

(g) a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by auction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uction takes place, if such a place can be

determined;

(h) a contract concluded within a multilateral system which brings together

or facilitates the bringing together of multiple third-party buying and selling

interests in financial instruments, as defined by Article 4(1), point (17) of

Directive 2004/39/EC, in accordance with non-discretionary rules and

governed by a single law, shall be governed by that law.

2. Where the contract is not covered by paragraph 1 or where the elements

of the contract would be covered by more than one of points (a) to (h) of

paragraph 1, the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party required to effect the characteristic performance of the contract

has his habitual residence.

3. Where it is clear from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that the contract

is manifestly more closely connected with a country other than that

indicated in paragraphs 1 or 2, the law of that other country shall apply.

4. Where the law applicable cannot be determined pursuant to paragraphs 1

or 2, the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with which it

is most closely conn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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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5~14 (생략)

CHAPTER III OTHER PROVISIONS

Article 19 Habitual residence

1. For the purposes of this Regulation, the habitual residence of companies

and other bodies, corporate or unincorporated, shall be the place of central

administration.

The habitual residence of a natural person acting in the course of his

business activity shall be hi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2. Where the contract is concluded in the course of the operations of a

branch, agency or any other establishment, or if, under the contract,

performance is the responsibility of such a branch, agency or establishment,

the place where the branch, agency or any other establishment is located

shall be treated as the place of habitual residence.

3. For the purposes of determining the habitual residence, the relevant point

in time shall be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Article 21~24 (생략)

Article 25 Relationship with exis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1. This Regulation shall not prejudice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which one or more Member States are parties at the time

when this Regulation is adopted and which lay down conflict-of-law rules

relating to contractual obligations.

2. However, this Regulation shall, as between Member States, take

precedence over conventions concluded exclusively between two or more of

them in so far as such conventions concern matters governed by this

Regulation.

Article 26~27 (생략)

Article 28 Application in time

This Regulation shall apply to contracts concluded after 17 December 2009.

CHAPTER IV FINAL PROVISIONS

Article 29 Entry into force and application

This Regula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20th day following its

publication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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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hall apply from 17 December 2009 except for Article 26 which shall

apply from 17 June 2009.

This Regulation shall be binding in its entirety and directly applicable in the

Member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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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Rome

Convention) has been converted into a Community instrument - The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Rome I) in 2009. This Regulation

shall be binding in its entirety and directly applicable in the Member

States except for Denmark. As the purpose of such conversion is for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and promoting the

compatibility of the rules applicable in the conflict of laws and of

jurisdiction, not only is the modification in structure, bu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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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ance. And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lies in Article 4 of Rome

I - Applicable law in the Absence of Choice.

Article 4 of Rome I correspondent to Article 4 of Rome Convention,

however, the difference can be seen from many aspects. The former

uses the method of "hard and fast rules - the theory of characteristic

performance - exception clause - close connection principle", with

latter using the structure of "close connection principle - the

presumption of characteristic performance - provision for immovable

property contracts - provision for the contracts for carriage of goods

- exception clause". Though Rome I borrows many concepts from

Rome Convention, the reason that it amend the existing Convention's

test could be explained as it is aimed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and certainty of the applicable law.

As Article 26 of Korea's Private International Law(2001) accepts

the Article 4 of Rome Convention method, it is very necessary to

review the provision of the former for Rome I has made a drastic

revision of latter. In particular, since the new Article 4 of Rome Ⅰ

takes the hard - and - fast rules to determine the applicable law to

8 types contracts which are still controversial, whether such test

should be taken in the reform process of the Article 26 of Korea's

Private International Law needs a further study. Therefore, this text

will surround these problem, makes some accidence discussion and

explores the direction for the coming modification of Korea's PIL.

keywords : Applicable law in the Absence of Choice,

Characteristic Performance, Close Connection, Predic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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