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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새로운 민법개정제안
―연방법무부의 ｢채권법쇄신법｣의 토론용 초안에 대하여― 

1)

梁   彰   洙*

Ⅰ. 序

1. 독일의 연방법무부는 2000년 9월에 ｢채권법쇄신법(Schuldrechtsmodernisie-

rungsgesetz)｣의 토론용 초안(Diskussionsentwurf. 이하 그때그때의 편의에 좇아 

초안, 안 또는 DE라고 한다)을 발표하 다.1) 이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 640면에 

이르는 방대한 것이며, 그 중 입법제안된 법조항만으로도 164면을 차지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금년 3월에는 政府案(Regierungsentwurf)을 제시하고 2002년 1월 1일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1) 이는 www.bmj.bund.de/ggv/eschurmo.pdf에서 공개되어 있어서 출력할 수 있다. 이 초

안에 대한 독일연방법무부측의 설명은 우선 Jürgen Schmidt-Räntsch, Der Entwurf 

eines Schuldrechtsmodernisierungsgesetzes, ZIP 2000, 1639 참조(그 필자는 이 작업의 

실무책임자라고 한다. 동시에 그는 뒤에서 보는 채권법개정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 었

다). 이 제안에 대한 평가로서는 Peter Krebs, Die große Schuldrechtsreform, in: DB 

2000, Beil. Nr. 14 zu Heft 48; Ulrich Huber, Die Unmöglichkeit der Leistung im 

Diskussionsentwurf eines Schuldrechtsmodernisierungsgesetzes, ZIP 2000, 2137; 

Barbara Dauner-Lieb, Die geplante Schuldrechtsmodernisierung - Durchbruch oder 

Schnellschuß?, JZ 2001, 8; Heinrich Honsell, Einige Bemerkungen zum Diskussions-

entwurf eines Schuldrechtsmodernisierungsgesetzes, JZ 2001, 18; Beate Gsell, Kauf-

rechtsrichtlinie und Schuldrechtsmodernisierung, JZ 2001, 65 등 참조. 그 외에 2000년 

11월 17일과 18일에 레겐스부르크에서 이 제안을 대상으로 하는 심포지움이 열렸는데, 

여기서는 Zimmermann(심포지엄의 목적과 방향), Weis(DE에 대한 개관), Huber(채무

불이행), Zimmer(매매), Schlechtriem(｢소비재매매지침｣에 비추어 본 담보책임), Roth

(유럽법의 맥락에서의 채권법쇄신), Seiler(도급 I), Peters(도급 II), Dauner-Lieb(판례법

의 실정화), Mansel(소멸시효), Hager(해제법 및 철회법), Köndgen(소비대차), Pfeiffer

(특별법의 민법전에의 통합), Hess(｢留止訴訟法｣), Lieb(일반론으로서 “채권법의 쇄신에 

대한 우리 시대의 사명”), Ernst(일반론으로서 “채권법쇄신이 계속되려면”), Medicus(일

반론으로서 “결어”) 등 독일의 유수한 민법학자들이 채권법쇄신법안의 제반 국면에 대

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 심포지움에 대한 극히 흥미로운 참관보고로서는 

Jakobs, Tagungsbericht, JZ 2001, 27 참조. 이 심포지엄의 결과는 Ernst/Zimmer-

mann(Hrsg.), Zivilrechtswissenschaft und Schuldrechtsentwurf(2001)로 공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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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 제안의 주요 내용은, (i) 채권총론에 속하는 채무불이행법에 “심중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체계변혁”을 도모하며, (ii) 계약법 중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매매계약 및 도급계약에 대하여 “이론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현저한 변화”를 꾀

하고, 나아가 (iii) 민법총칙의 소멸시효법을 “완전히 새롭게 구축하”며,2) (iv) 독

일의 약관규제법의 실체법적 부분을 포함하여 일련의 소비자보호 관련 입법을 민

법전에 통합하며, 형식적으로 (v) 민법의 모든 조항에 표제를 붙인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 제안의 광범성과 대담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뒤의 VI.에서 보는 대로 이 초안이 그 대강에 있어서나마 입법화될 가능성에 

대하여는 반드시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아마 이 법안의 제목 

자체만으로도 독일민법전의 ｢문화적 기념비(Kulturdenkmal)｣로서의 의미에3) 긍지

를 가지는 많은 독일의 법률가들은 이와 같이 본질적인 개정이 이와 같이 성급하

게 진행되는 것을 쉽사리 용인할 수 없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

다른 나라의 그것들과 함께― 독일의 민법전 또는 그 민법학의 향 아래서 제정

된 민법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독일에서 다름아닌 정부 차원에서 

행하여진 이와 같은 개정제안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2. 이하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 진행 중인 민법(재산법)개정작업을 염두에 

두어서 그와 별로 관련이 없는 (iv)나 (v)는 다루지 아니하고, 우리의 관점에서 주

의할 만한 (i)부터 (iii)에 대하여 설명한다(II. 내지 V.). 초안의 ｢이유｣에4) 대하여

2) Dauner-Lieb(註 1), 9.
3) Werner  Flume, Vom Beruf unserer Zeit für Gesetzgebung. Die Änderungen des 

BGB durch das Fernabsatzgesetz, ZIP 2000, 1429.

4) ｢부록｣의 A.1에서 보는 대로 이 초안은 기본적으로 1992년에 발표된 채권법개정위원회

의 ｢최종보고서｣, 즉 Bundesminister der Justiz(Hrsg.), Abschlußbericht der Kommis-

sion zur Überarbeitung des Schuldrechts(1992)를 작업의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우선 金亨培, “독일채권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안”, 考試硏究 223호(1992.10), 

63면 이하; 鄭鍾休, “독일민법의 문제점과 개정제안(상)(하)”, 司法行政  1992년 7월호, 

69면 이하; 8월호, 27면 이하; 金東勳, “독일 채무불이행법의 개정논의에 관한 비판적 

고찰(상)(하)”, 司法行政  1994년 7월호, 27면 이하; 8월호, 30면 이하 참조. 동 보고서의 

개정초안의 번역으로는 鄭鍾休, “독일채권법개정초안”, 民事法學  13․14호(1996), 484면 

이하가 있다. 이 ｢최종보고서｣의 태도는 주지하는 대로 소위 비엔나협약, 즉 유엔국제

동산매매법(CISG)(독일은 1991년에 이를 국내법으로 전환하여 시행하 다)에 의하여 

향받은 바가 큰데, 이 법률에 대한 국내의 문헌으로는 우선 林泓根․李泰熙 共編, 國

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協約上의 諸問題(1991); 슈레히트림(金玟中 譯), 유엔統一賣

買法(1995); 崔興燮, 유엔국제매매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1997) 등이 

있고, 그에 대한 최선의 문헌으로 Peter Schlechtriem(Hrsg.), Kommentar zum 

Einheitlichen UN-Kaufrecht, 3. Aufl.(2000)(이는 독일문헌으로는 드물게 1998년에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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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최소한 필요한 한도에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또 그 입법제안의 배경에 대하여

는 독일연방법무부의 이 초안에 대한 ｢설명(Informationspapier)｣을5) 번역하여 주

와 함께 붙임으로써 갈음하고자 한다.6)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개정제안의 장래의 

귀추와 관련한 간단한 코멘트를 붙이기로 한다(VI.). 요컨대 이 은 하나의 입법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서 급하게 마련된 것이다. 

Ⅱ. 債務不履行法

1. 개정안의 출발점은, 불능과 이행지체라는 개별적 불이행유형을 채무불이행에 

대한 규율의 기초로 삼는 현행 독일민법의 태도를 버리고 의무위반(Pflichtver-

letzung)이라는 단일한 일반요건을7) 택한다는 것이다(안 제280조 제1항 제1문). 

이는 종전의 불능과 지체는 물론이고 불완전급부나 부수의무 위반(특히 뒤의 4.에

서 보는 ｢고려의무｣의 위반)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한편 채무불이

행책임의 발생에 주관적으로 채무자의 과책을 요구하는 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안 제280조 제1항 제2문, 제283조 제4항).

2. 이로써 불능개념은 그 下種, 즉 객관적 불능/주관적 불능, 원시적 불능/후발

적 불능의 구분과 아울러 독일민법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춘다.

원시적인 객관적 불능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무효를 정하는 현행 제306조는 삭

제되고,8) 지금까지 후발적 불능에 주어졌던 급부의무의 소멸이라는 효과는 “채무

자가 채권관계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의무를 지는 노력으로도 급부를 실현할 

수 없는 한”이라는 요건으로 교체된다(안 제275조 제1문).9) 또 귀책사유 있는 불

스포드대학출판부에서 英譯版이 출간되었다) 참조. 한편 위의 ｢최종보고서｣에 이르기까

지의 독일연방법무부에 의하여 뒷받침된 채권법개정작업, 특히 뒤의 註 42에서 보는 문

헌에 수록된 감정의견들에 대하여는 우선 李銀榮, “서독의 채권법개정계획”, 法曹 33권

(1984) 2호, 11면 이하; 3호, 25면 이하 참조; 延基榮, “독일채무관계법의 개혁에 관한 

연구”, 현대법학의 제문제(金斗熙 박사 화갑기념논문집)(1987), 111면 이하; 同, 독일채

무관계법의 개혁에 관한 연구(II), 한국민법학의 현대적 전개(裵慶淑 박사 화갑기념논문

집)(1991), 723면 이하 등 참조. 

5) 이 역시 www.bmj.bund.de/ggv/arbeitsh.pdf에서 공개되어 있다.

6) 이 부분은 李準珩 박사가 草譯과 일부의 譯註를 마련하여 주었다.

7) DE, S.316은, 이를 “기본요건이자 포괄요건(Grund- und Auffangstatbestand)”이라고 

한다.

8) 따라서 원시적인 객관적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신뢰이

익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독일민법 제307조도 그 삭제가 제안된다.

9) 귀책사유 없는 불능의 경우에 대한 규정, 예를 들면 대가위험에 관한 현행의 독일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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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에서 채권자가 가지는 전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이제는 전보배상청구권의 발

생요건 자체가 채무불이행의 경우 일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일정한 기

간을 유예하고 이행최고를 하 음에도 그 기간이 도과된 때에 주어지는 것으로 

제안되었는데(안 제282조 제1항 제1문), 종전의 불능은 그 이행최고가 요구되지 

않는 예외적인 요건 중의 하나, 즉 “이행최고가 효과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안 

제282조 제2항 제1문)에 포섭되는 것으로 예정된다. 이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

불이행의 효과로 인정되는 해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안 제323조 제1항, 제2

항 제1호. 뒤의 6. 참조). 

3. 다만 이행지체의 유형(그 요건에 대하여는 안 제283조 참조)은 여전히 살아

남아서, 그에 대하여 특별한 법률효과, 즉 “급부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

구권(안 제282조 제2항 제2문)과 이행지체 중의 가중된 책임(안 제284조. 우리 민

법 제392조 참조) 및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서의 지연이자지급의무(제285조)가 정

하여진다. 이와 같이 이행지체를 특별히 취급하는 것은 “오래 된 관습을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10)

4. 채무불이행책임을 발생시키는 기초가 되는 ｢채권관계상의 의무｣는 급부의무

(현행의 제241조 제1항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물론이고, 신설이 제안되고 있는 제

241조 제2항(“채권관계는 그 내용과 성질을 고려하여 각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권

리와 법익을 특별히 고려할 의무를 지울 수 있다. 채권관계의 내용은 이 의무만에 

한정될 수 있다”)에서 정하는 바의 소위 ｢고려의무｣도 가리키는 것이다.

한편 특히 계약에 기한 채권관계에 대하여 안 제305조 제1항 제2문은 “제24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관계는 계약의 교섭에 의하여(durch 

die Anbahnung des Vertrags) 이미 성립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지금까지 

소위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성문화한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다.11)

5. 채무불이행책임의 내용은 우선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이제 배상되는 손해의 

제323조도 삭제된다. 이 초안의 태도에 의하면, 채권자의 해제권은 채무자가 채무불이

행에 대하여 과책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주어지는데(이에 대하여는 뒤의 6. 참조), 종

전이라면 불능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행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하면 

이로써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도 상실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반대채권이 自動的으로 상실된다는 종전의 

태도는 초안에서는 유지되지 않는다. Abschlußbericht(註 4), S.166 참조.

10) Schmidt-Räntsch(註 1), S.1642.
11) DE, S.341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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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로는, 앞의 3.에서 본 지연손해를 제외하고도, “급부에 갈음하는 손해의 배상

(Schadensersatz statt der Leistung)”과 “계약의 불실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Schadensersatz wegen Nichtdurchführung des Vertrags)”를 들 수 있다.

전자는 안 제282조에서 정하는 별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

는데(안 제280조 제2항 제1문), 그 요건이란 원칙적으로 앞의 2.에서 본 대로 기

간유예부12) 이행최고를 하여 그 기간이 도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i) 

“이행최고가 효과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이거나 (ii) “양당사자의 이익을 형량할 

때 손해배상청구권의 즉각적인 행사를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에는 그 이행최고 없이도 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후자는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한 후에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손해배상, 즉 “계약

의 불실현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이다(안 제280조 제2문 제

3문, 제325조 제1항 제1문). 이 초안은 지금까지 인정되는 해제와 손해배상 사이

의 양자택일관계를 청산하고(안 제325조), 해제를 하더라도 남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하는데, 그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바로 후자인 것이

다. 그런데 이 초안은 후자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이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계약의 

실행을 믿었음으로 인하여 그에게 발생한 손해”, 즉 신뢰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다고 정한다(안 제325조 제1항 제2문). 이 특색 있는 제안은, 채권자가 계약

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히 계약의 획득 자체가 목적인 경우와 같이 

애초 상대방의 반대급부로써 그 비용의 전보를 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즉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 없을 것

인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한 채권자에게 이러한 계약의 ｢수익성(Renta-

bilität)｣의 유무, 즉 그 비용이 상대방의 적절한 이행으로 커버될 수 있었는지 여

부를 불문하고 그 전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한다.13)

6. 쌍무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서 해제권

을 가진다.14) 법정해제권에 관하여 규정하는 현행의 제325조, 제326조, 제280조, 

12) 당사자가 유예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정한 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

한 기간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안 제282조 제1항 제2문).

13) DB, S.405f.

14) 한편 이 초안은 법정해제․약정해제를 막론하고 해제권 행사의 효과에 대하여도 우리

의 입장에서 흥미로운 제안을 몇 가지 하고 있다. 특히 果實 기타 收益의 반환의무(안 

제346조 제1항, 제347조)나 가액반환의무(안 제346조 제2항, 제3항) 등이 그러하다. 여

기서 문제되는 법정해제의 경우에 대하여 보면, 우선 반환되어야 할 목적물이 해제권자

에게서 멸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 그가 “자신의 사무에 대하여 할 주의”(우리 민법의 

용어로 말하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다한 때에는 그는 가액반환의무도 지지 

않는다고 한다(안 제346조 제3항 제1문 제3호). 또 과실 기타 수익에 대하여도 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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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는 이제 안 제323조의 한 규정에 통합하여 정하여진다. 그리고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 또는 수급인의 해제도 현행(특히 독일민법 제465조 참조: “해제

Wandlung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에 동의함을 표시한 때에 실현

된다”)과는 달리 이제는 통상의 해제(Rücktritt)로 정하여진다(안 제438조, 제636

조).15)

그 해제권의 원칙적 발생요건은, (i) 채무자의 사소하지 아니한(nicht unerheb-

lich) 의무위반과 (ii) 기간유예부 이행최고이다(안 제323조 제1항 제1문, 제3항 제

1호).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와는 달리 채무자가 그 의무위

반에 대하여 과책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편 앞의 4.에서 본 고

려의무의 위반이라고 해서 언제나 ｢사소｣하여 해제권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은 아

니다. 안 제323조 제3항 제2문은 그 의무위반의 경우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

고 채권자에게 계약에의 구속이 기대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해제가 배제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16) 여기서도 (ii)의 이행최고는, 그 효과가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양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즉각적인 해제

가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이 후자의 예외는 “특별히 중대한 의

무위반의 경우에 대한 포괄규정으로 이해된다”고 한다.17)

그 외에 안 제323조 제4항은 “해제권의 발생요건이 충족될 것임이 명백한 때에

는 채권자는 이행기의 도래 전에 이미 해제권을 가진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이

행기의 도래 전에, 제거될 수 없는 이행장애가 발생하거나 채무자가 명백하고 종

국적으로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대하여 유엔국제동산매매법 제72조 

제1항에 좇아 정면에서 해제권을 긍정하는 것이다.18)

7. 반드시 채무불이행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나, 민법제정작업과 관련하여 논의

될 만한 몇 가지 사항을 들어보기로 한다.

(1) 우선 안 제307조는 ｢行爲基礎의 교란｣이라는 표제 아래 다음과 같은 규정
자는 자신의 사무에 관하여 할 주의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안 제347조 제1

항 제2문). 이상의 제안들은 입법론적으로 의문이 있는 우리 민법 제553조와 관련시켜 

볼 필요가 있다.

15) 이는 대금감액(Minderung)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안 제439조, 특히 동조 제1항 제2

문, 제637조 참조).

16) 한편 안 제323조 제3항 제3문은 “의무위반에 대하여 채권자만이 또는 주로 그가 책임

을 지거나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의무위반이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발생한 경우”에

는 해제권이 배제된다고 정한다.

17) Dauner-Lieb(註 1), S.13.
18) DE, S.40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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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안한다.19)

“①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계약체결 후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들이 이 변경을 

예견하 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 거나 다른 내용으로 체결하 었을 경우에, 

당해 사안의 모든 사정, 특히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위험분배를 고려할 때 당사자 일

방에게 원래의 계약에 구속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의 適應(Anpassung)

이 요구될 수 있다. 

‧‧‧

③ 계약의 적응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 일방에게 기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속적 채권관계에서는 [이 초안] 제308조에서 

정하는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하는 해지가 해제권에 갈음한다.”(꺾음괄호 안은 인용

자가 부가한 것이다. 이하 같다)

이 제안의 의미는 “단지 행위기초의 결여와 탈락에 대하여 이미 법제도가 된 

원칙을 그 현저한 중요성으로 인하여 민법전에 자리잡게 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

되고 있다.20) 

(2) 또 안 제308조는 ｢계속적 계약관계의 해지｣라는 표제 아래 다음과 같은 규

정을 제안하고 있다.21)

“① 각 계약당사자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계속적 채권관계를 해지기간을 준수함

이 없이 해지할 수 있다. 당해 사안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양당사자의 이익을 형량

할 때 해지하는 당사자에게 계약관계를 약정된 기간 동안 또는 해지기간이 만료할 때

까지 존속시키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대한 사유가 인정된다.

② 중대한 사유가 계약상 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지는 구제를 위하여 

정하여진 기간이 도과하거나 경고를 하 으나 효과 없는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다. 

[이 초안] 제323조 제1항 제2문 및 제2항은 이에 준용된다.” 

 

이는 계속적 계약관계의 소위 非常解止에 관한 일반규정임은22) 물론인데, 이 새

로운 입법의 제안 역시 한편으로 이 법제도의 중요성에 의하여, 다른 한편으로 그 

내용이 “확고한 판례의 태도”인 점에 비추어 정당화된다고 설명되고 있다.23)

19) 이 중 제2항은 소위 주관적 행위기초에 관한 것이다.

20) DE, S.356. 

21) 해지권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행사되어야 한다는 제3항, 해제와 손

해배상의 병존을 정하는 안 제325조를 준용하는 제5항 등은 생략한다.

22) DE, S.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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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賣買法

매매법에 대한 개정제안은 그 전반에 미치는 본격적인 것이나, 이하에서는 담보

책임법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1. 이 초안은 물건하자와 권리하자의 구분을 기본적으로 폐기한다.24)

현행의 독일민법에서 권리하자는 일반의 채무불이행법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반면(제440조 제1항, 제434조 이하, 제320조 이하), 물건하자는 그로 인한 담보책

임에 대하여 별도의 款을 두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제459조). 그러나 이 초안은 

제433조 제1항 제2문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물건하자 및 권리하자 

없이(frei von Sach- und Rechtsmängeln) 이전하여야 한다”고 하고,25) 제437조 

제1항은 담보책임의 기본요건을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라고 정하여 기본적으

로 이 구분을 유지하지 아니한다.

한편 담보책임을 발생시키는 하자는 “위험이전시에” 존재하여야 한다(안 제434 

제1항). 뒤의 4.에서 보는 대로 위험은 일률적으로 목적물의 인도시에 이전되므로, 

결국 판단의 기준시점은 인도시가 된다. 이는 현행 독일민법의 태도(제459조 제1항 

제1문)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소비재매매지침 제5조 제3항은 “달리 정하여지지 아

니한 한” 인도 후 6개월 내에 드러난 하자는 원칙적으로26) 인도시에 존재하 던 것

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초안은 이 추정규정을 반 하지 않고 있다.

그 외에 이 초안은 현행의 독일민법에서 유지되고 있는 특정물매매와 종류물매

매의 구분(제480조 참조)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어느 경우에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뒤의 4.에서 보는 대로, 1차적으로 ｢추완급부(Nacherfüllung)｣가 행하여져

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가축매매(Viehkauf)에 관한 특칙(독일민법 제481조 내지 제

492조)은 전적으로 폐기된다.

23) DE, S.363.

24) 소비재매매지침은 ‘하자’라는 개념을 별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契約適合性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Vetragsmäßigkeit)’ 있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제2조 제1

항)를 전제로, 인도된 물건이 ‘계약적합성을 결여한 것(lack of conformity; Vertrags-

widrigkeit)’을 책임요건으로 정한다(제3조 제1항).

25) 이는 특정물매매에서도 하자 없는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극히 중요

한 태도전환의 제안이다. 

26) 즉 동 규정에서 정하는 “그 추정이 목적물의 성질이나 하자의 성질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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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건하자의 개념은 현행보다 훨씬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안 제434조). 그러

나 내용적으로는 현재의 통설인 주관적 하자개념과 크게 다를 바 없다(특히 동조 

제1항 제1문, 제2문 제2호). 주목되는 것은, 특히 “매도인, 제조자 및 그들의 보조

자가 공개적으로 행한 언명, 특히 광고나 라벨에 의하여 기대할 수 있었던 성상”

을 갖추지 못한 것도 원칙적으로 하자가 된다는 점이다(동조 제1항 제3문). 이는 

소비재매매지침 제2조 제2항 d호에 따른 것이다.27) 또 특이한 것은, 매매목적물과 

다른 물건을 인도하거나 너무 작은 양을 인도한 것도, 명백히 이를 이행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아닌 한, 하자로 본다는 안 제434조 제3항이다.28)

3. 한편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우선 매수인이 계약체결 당시 하자의 존재를 알았

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안 제441조 제1항 제1

문).29) 이 중대한 제한은 기본적으로 소비재매매지침 제2조 제3항에서 유래한

다.30) 현행의 독일민법은 기본적으로 매수인의 고의의 경우에만 담보책임을 배제

하며(제439조 제1항, 제460조 제1문), 매수인이 하자를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에도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고 다만 물건하자의 경우에 매도인이 하

자 없음을 보증하 거나 그 하자를 고의로 묵비한 때에만 책임을 지도록 한다(제

460조 제2문). 그런데 제안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러한 책임배제의 확장은 중과실

을 매도인이 입증하여야 하고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검사의무를 지

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적인 의미는 별로 없다고 한다.31)

중요한 것은,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때부터 2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배제된다는 점이다(안 제441조 제1항 제2문). 

27) 그 외에, 계약상으로 매도인이 조립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조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조립지시에 의하여 조립한 것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하자가 긍정된

다(안 제434조 제2항). 이는 소비재매매지침 제2조 제5조를 수용한 것이다.

28) 이는 독일상법 제368조가 매수인의 검사의무 및 하자통지의무(동법 제367조. 우리 상법 

제69조에 상응한다)와 관련하여 규정하는 바이다. 이 초안은 이를 매매목적물의 하자 

일반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29) 다만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부담은 매수인이 이를 알았어도 제거되어야 한다(안 제

441조 제2항). 이는 기본적으로 현행의 독일민법 제439조 제2항과 같은 취지이다.

30) 소비자매매지침은 이 맥락에서 고의 외에 “합리적으로 보아 모를 수 없는 때(could not 

reasonably be unaware of)”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 용어는 예를 들면 ｢유럽계약법

원칙｣(이에 대하여는 梁彰洙, “｢유럽契約法原則｣에 대한 一考 및 그 飜譯”, 서울대 법학 

40권 1호(1999. 5), 358면 이하 참조)의 제3:204조, 제3:205조 제1항, 제3항 a호, 제5:101

조 제2항, 제6:101조 제2항 등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이 초안의 이유서에 의하면, 이 용

어는 “독일민법전의 용어법에 의하면 중대한 과실로 이해된다”고 한다. DE, S.512 참

조.

31) DE, S.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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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전적으로 새로운 규정을 제안하는 것인데, 소비재매매지침 제5조 제2항 제1

문에 따른 것이다.32)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이로써 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이 현저히 길어짐으로 인한 매도인의 불이익이 

완화된다. 시효기간의 장기화는 오늘날 위험이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하자

가 드러나는 복잡하고 내구성 있는 실용품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

이다. 그러나 일단 하자가 밝혀지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를 알아서 매수인의 제반 

청구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매도인의 정당한 이익이 승인되어야 한다. 또한 이

로써 불량한 매수인이 하자가 드러난 목적물을 일정 기간 사용하고 시효의 완성 직전

에 완전물급부청구를 함으로써 이제 중고품이 된 물건을 새 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

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33)

4. 담보책임의 내용은 1차적으로 追完給付이다(안 제437조). 즉 매수인의 선택

에 좇아 하자의 제거 또는 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가 청구될 수 있다. 이는 특히 

특정물매매에서 하자보수청구권을 명문으로 도입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매도인은 추완급부를 과다한 비용으로써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동조 제2항). 계약해제나 대금감액은, 원칙적으로, 추완급부

를 청구하 으나 상당한 기간 내에 그것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할 

수 있다(안 제438조 제1항, 제439조 제1항).

지금까지 보증된 성상이 결여되거나 하자를 악의로 묵비한 경우에만 인정되었

던 損害賠償請求權(독일민법 제463조)은 이제 그러한 제한 없이 인정된다(안 제

440조). 이는 “이제는 하자 없는 급부를 하는 것이 매도인의 이행의무에 속하게 

되어서 하자 있는 급부는 안 제280조 제1조에서 정하는 의무위반이 된다는 것으

로부터의 논리적인 귀결로서 인정되는 것이다.”34) 다만 이 청구권은 매도인의 과

책을 전제로 한다.35) 이는 그 권리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제280조 등에 좇아 인정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하자결과손해에 대하여는 

보증된 성상의 결여로 인한 담보책임에 관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에서는 적극적 채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따

라서 과책을 요건으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적용되었다.36) 그러나 이 초안에 의

32) 우리 법으로 말하면, 이는 상법 제68조에서 商事賣買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매수인의 

검사의무 및 하자통지의무 중에서 후자를 매매 일반에 부분적․제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33) DE, S.513.

34) Dauner-Lieb(註 1), S.13 a.E.
35) 무엇보다도 DE, S.460, 508. 그 외에 Krebs(註 1), S.19; Dauner-Lieb(註 1), S.14도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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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이러한 차별적 취급은 이제 명백히 폐기된다. 그리고 ｢원래의 하자손해｣, 즉 

목적물에 하자가 없었으면 가졌을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 된 손해도 그 배상을 청

구할 수 있게 된다.37) 

그 외에 손해배상청구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안 

제440조 제2항, 제3항). 예를 들어 “계약의 불실행으로 인한 손해”, 즉 목적물을 

반환하고 자신이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받으려면(소위 ｢

큰 손해배상｣) 먼저 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안 제440조 제3항, 제325조).38) 한편 

소위 ｢작은 손해배상｣, 즉 물건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하자손해 또는 그와 직접적

으로 관련 있는 손해(예를 들면 용익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만을 배상받으려면, 

안 제282조에서 정하여진 “급부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안 제440조 제1항 제1문, 제282조).39)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도 통상적으로는 1

차적으로 추완급부청구권이 행사되었으나 추완급부가 제대로 행하여지지 아니하

음을 전제로 한다.40)

5. 이 초안은 담보책임의 내용으로 인정되는 추가급부청구권, 해제권이나 대금

감액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별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다.

현행의 독일민법은 권리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의 채

무불이행법에 의하여 규율됨에 비추어 당연히― 통상의 소멸시효기간(30년)을, 물

건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에 대하여는, 악의의 묵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외

하고는, 극히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인도시로부터” 동산의 경우에는 6개월, 부동산

의 경우에는 1년)을 정한다(제477조 제1항 제1문).41) 특히 판례는 이 단기의 기간

을 매수인이 하자를 안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일부 학설의 주장을 배척하

고 문언대로 인도시부터 기산된다는 태도를 취하 다.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다른 

취급이, 나아가 특히 물건하자가 “숨겨진 것”이어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36) 독일민법 제46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 및 그 청구권과 다른 법제도들과의 관계 

일반에 대하여는 우선 MünchKomm/Westermann, § 463 BGB Rn.29ff., 34ff.; Jauernig 

/Vollkommer, § 463 Rn.15f., 20f. 참조. 

37) DE, S.503, 506. 한편 DE, S.508은, “이것이 매매법에서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

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새로운 규율의 핵심이다”라고 한다.

38) 이는 이미 안 제280조 제2항 제3문이 동일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주의적으로” 

다시 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DE, S.508.

39) DE, S.507, 509. 또한 Dauner-Lieb(註 1), S.14도 참조.

40) 한편 이러한 추완급부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

다(안 제440조 제2항).

41) 예외는 하자를 악의로 묵비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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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소 발견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도 위와 같이 사실상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처

리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42) 그리고 그 단

기의 시효기간의 적용범위를 둘러싸고는 극도로 착종된 논의가 행하여지고 있

다.43) 이는 결국, 한편으로 앞서 본 법정책적인 입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 하자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통

한 법적 안정성의 확보와 과책 없는 매도인의 보호라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원래의 담보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라도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종국적인 이유로 

하는 것인 다른 권리, 예를 들면 불완전급부나 부수의무 위반 등의 적극적 채권침

해 또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또는 나아가서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관점 

사이에서 설득력 있는 태도를 획득하기 어려움을 반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담보책임에 관련하여 아예 단기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하는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44) 새로 제안되는 3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안 제195조 제1문)에 걸리

도록 한다.45) 이로써 위와 같은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게 된다.46) 

6. 매매법에 대한 개정제안 중에는 그 외에도 들어둘 만한 것이 없지 않다. 예

를 들면 위험이전에 관하여 단일하게 목적물의 인도를 기준시점으로 하여(안 제

444조 제1항), 지금까지의 부동산이나 선박의 매매 또는 송부매매에 관한 특칙(독

일민법 제446조 제2항, 제447조)을 없애고, 나아가 채권자의 수령지체를 그 경우

의 인도와 동일시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안 제444조 제2항). 특히 송부매매에 

관한 특칙을 유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47)

42) 우선 U. Huber, Leistungsstörungen, in: Bunderminister der Justiz(Hrsg.), Gutachten 

und Vorschläge zur Überarbeitung des Schuldrechts, Bd.1(1981), S.886ff. 참조. 앞의 

3.에서 인용한 DE, S.513도 참조. 

43) 이에 대하여는 MünchKomm/Westermann, § 477 BGB Rn.24ff.; Jauernig/Vollkommer, 

§ 477 Rn.4ff. 참조.

44) 다만 건축물의 하자 또는 그것을 일으킨 건축자재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매매계약상의 

청구권은 건축물의 완성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안 

제196조 제1항 제2문, 제2항). 

45) 한편 소비재매매지침 제5조 제1항 제1문은 목적물의 인도시부터 2년 안에 하자가 드러

난 때에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초안은 이러한 제한을 보

다 장기의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으로 수용하 다고 할 수 있겠다.

46) 한편 소멸시효에 관한 특약에 관한 안 제212조은 제1항에서 시효기간의 연장 및 단축

의 약정이 유효하다고 하는데, 그 제2항은 다만 소비재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

임을 2년 미만(중고품의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하는 事前約定은 무효라고 정한다.

47) 이를 탓하는 것으로 Krebs(註 1), 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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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都給法

1. 우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제작될 또는 생산될 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계약은 

도급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전적으로 매매법에 의하여 규율된다는 것이다(안 

제631조 제3항 제1문). 이는 소비재매매지침 제1조 제4항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

다. 그리하여 제작물공급계약에 관한 현행의 독일민법 제651조는 삭제가 제안된

다. 

2.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이 초안의 개정제안은 기본적으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대하여서와 같다.48) 즉 1차적으로는 추가급부청구권이(안 제634조), 그리

고 그 청구가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해제권이나 대금감액권 또는 손해

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안 제 636조 내지 제638조). 다만 도급인은49) 수급인이 정

하여진 기간 내에 추가급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하자를 제거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안 제635조).

그리고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현행 규정(제638조)은 그 삭제가 제안된다. 다만 

건축물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도급계약상의 청구권은 현행 규정과 같이 5년의 소

멸시효에 걸린다(안 제196조 제1항).

3. 한편 현행의 독일민법에서 수급인의 報酬請求權은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완성
된 일을 수취(abnehmen)함으로써 이행기가 도래한다(제641조 제1항 제1문). 여기

서 ｢수취｣는 단순히 급부를 수령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계약에 맞

게 완성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50) 이 초안은 이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일의 완성으로 보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수취는 별도로 약정되거나 일의 

성질상 통상적인 경우에만 요구될 것을 제안한다(안 제639조 제1항 제1문, 제2항 

제1문). 이는 중요한 변경이 아니며, 단지 “수취가 법현실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경

우가 아니”라는 것을 법적으로 명확하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51)

48) 도급계약에서도 수급인은 “물건하자 및 권리하자 없이 일을 완성할 의무”를 부담한다

는 규정이 앞선다(안 제633조 제1항).

49) 종전에 ‘도급인’을 가리키는 Unternehmer라는 용어는 독일민법 제14조에서 2000년 6월 

30일부터 새로이 도입된 ‘사업자(Unternehmer)’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Her-

steller로 변경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50) 이에 대하여는 우선 MünchKomm/Soergel, § 640 BGB Rn.2 참조.

51) DE, S.58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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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또 도급인이 일의 완성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의 독일민법 제649조는52) 삭제가 제안된다. 통상 매도인보다도 계약의 이행을 위

한 노력을 더욱 많이 하는 수급인이 계약의 구속력의 보호를 매도인보다 덜 받을 

이유가 없으며, 그가 보수청구권을 가진다고 해도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 등

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53)

Ⅴ. 消滅時效

소멸시효법에 대한 개정제안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화에 있다.

1. 가장 중요한 점은 일반소멸시효기간을 현행의 3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안 제195조 제1문). 이 제안에 대하여는 “한 극단으로부터 다른 극단으로”

라는 평가도 있다.54) 종전의 30년 시효는, 절대권에 기한 반환청구권,55) 친족법․

상속법상의 청구권 및 재판상 확정된 청구권(또는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 있는 청

구권)에 대해서(안 제197조 제1항 제1문), 그리고 불법행위나 기타의 원인(예를 

들어 계약상의 보호의무 위반56))으로 생명, 신체, 건강 또는 자유와 같은 절대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소위 人損)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留止請求權(안 제200조 제

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만 유지된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유지청구권은 원칙적으로는 행위시(위험책임에서는 위험의 실현시)로부터 10년의, 

또 권리자가 손해와 배상의무자를 아는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안 제

200조 제1항, 제3항).

그 외에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던 단기소멸시효 등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57) 

52) 우리 민법 제673조에 상응한다. 그러나 독일민법은 계약해지의 경우 단지 “손해를 배

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은 약정한 보수 자체를 지출을 면한 비용 등을 

공제한 다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53) DE, S.552f.

54) Honsell(註 1), S.20. 혼젤은 우리 민법에서와 같이 10년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 제안하

고 있다.

55) 주지하는 대로 독일민법에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청구권(Anspruch)에 한정되는

데(제194조 제1항), 이는 초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안 제194조 제1항). 

56) DE, S.262 참조.

57) 다만 앞의 註 42 및 IV.2.에서 본 건축물 등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5년의 소멸시효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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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멸시효는 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함으로써 개시된다(안 제198조 제1항 제1

문). 다만 약정된 대가의 지급청구권,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급부의 청구권, 부양청

구권은 그 이행기가 되는 해가 종료함으로써,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권은 의무

위반행위가 행하여진 때에,58) 매도인 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으로 인한 청구권은 

상대방이 목적물 또는 일을 지배하게 된 때에 각기 개시된다(동조 제2항 내지 제

4항).

 

3. 또 한 가지 중요한 개정제안은 현행의 시효중단 대신에 ｢시효재진행(Neu-

beginn der Verjährung)｣의 제도를 두고, 재진행사유로 의무자의 승인과 청구권

자의 집행행위만을 인정하는 것이다(안 제201조 제1항). 그 이외에 권리자의 각종

의 권리행사는 단지 시효정지만을 일으킬 뿐이다(안 제203조 제1항). 예를 들어 

소의 제기는 확정판결 기타 절차의 종결까지 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킨다(안 제203

조 제1항 제1호, 제204조 제1항 제1문).

4. 현행의 독일민법은 소멸시효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 또는 가중할 수는 없

고, 이를 경감할 수만 있다고 정한다(제225조). 그러나 이제는 이를 가중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개정이 제안된다(안 제212조 제1항 제1문).

Ⅵ. 改正草案의 將來에 대한 展望

이 토론용 초안이 그 대강에 있어서라도 그대로 법률이 될 것인지는 이를 쉽사

리 낙관할 수 없다. 무엇보다 유럽연합의 지침을 국내입법으로 실행하여야 한다는 

점은 유럽연합의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로 이를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

도,59) 이 초안이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대로 이를 계기로 ｢대해결｣을 택하여 

민법전의 기본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혁할 것이 아니라 그 지침을 특별법에 의하여 

수용하는 ｢소해결｣을 추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적어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대세를 

점하는 듯하다. 학자들의 이 초안에 대한 비판은, 제안된 규정들의 세부에 대한 

각론적인 지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총론적인 점에 관하여서 다음과 같이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이 초안이 추구하는 입법정책적 가치는 “단순화, 투명성, 법적 안정성”인

58) 다만 주된 급부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개시되지 않는다.

59) 그런데 Honsell(註 1), S.19은, 유럽이사회에 소비자보호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것 자

체가 “좋은 생각이 아니었음”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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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과연 이 초안의 개정제안이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

이다. 특히 ｢단순화｣를 추구하다 보면, 반대로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거나 준용

기술을 구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의무위

반｣으로 통합한다고 하여도, 이행지체의 유형은 별도로 법정하고 있을 뿐 아니

라,60) 종전에 논하여지고 있던 각종의 채무불이행유형에 상당히 친숙한 사람만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실무는 바로 

이미 알려진 유형들을 통하여 보다 다양화된 채무불이행범주에로 적어도 부분적

으로는 회귀할 것을 예기하지 않을 수 없다.”61) 이는 특히 현재 판례에 의하여 인

정되는 법리, 예를 들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계속적 계약관계의 비상해지, 행

위기초 등에 관한 규정의 제안에서도 현저하게 드러난다.62)

둘째, 소비자보호입법과 같은 “사회적 요소”를 담은 법률을 민법전에 통합하거

나 소비재매매에 관한 별도의 款을 매매법 중에 두는 것은 독일민법전의 이념이
나 구성에 이질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다.63) 그러한 의미에서도 단순화, 투명

성의 목표는 달성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욱 나쁜 방향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유럽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현재 유럽연합 전체에 통일적인 입법작업 또는 

그 예비작업이 적어도 계약법에 관한 한 견실하게 진행 중이다.64) 그런데 이 단계

에서 독일민법전을 힘들여 발본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의 작업이 되

는 것이다. 이 논거는 아마도 정치적으로는 이번의 개정제안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이유가 되지 않을까 추측된다.65)

60) Honsell(註 1), S.19; Huber(註 1), S.2137은, 不能의 개념은 비록 현재의 독일민법전와 

같은 압도적인 지위는 주어질 수 없다고 하여도,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1) 이상 Dauner-Lieb(註 1), S.16.
62) 이 점은 Jakobs(註 1), S.28f.에 의하여서도 신랄하게 지적되고 있다.

63) Jakobs(註 1), S.29.
64) 이에 대하여는 우선 梁彰洙(註 30), 361면 이하 참조. 최근의 작업을 개관하는 것으로 

Reinhard Zimmermann, ZEuP 2000, 391 참조. 梁彰洙, 同所에서 언급한 ｢유럽사법의 

공통핵｣이라는 트렌토계획으로부터 이미 Zimmermann/Whitaker(ed.), Good Faith in 

Europran Contract Law(2000)가 출간되었고, 머지 않아 James Gordley(ed.), The 

Enforceability of Promises in Europran Contract Law가 출간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그 전에 유럽의회의 위탁을 받은 연구보고서로 Klaus H. Offermann(ed.), The Private 

Law System in the EU: Discriminating on grounds of nationality and the need for a 

Europran Civile Code(1999)가 발간되었다(이는 www.europarl.eu.int/workingpapers/ 

juri/pdf/103_en.pdf에서 출력할 수 있다). 그리고 2000년 11월에는 독일의 트리어에 있

는 ｢유럽법아카데미(Academy of European Law)｣와 유럽의회의 ｢법과 역내시장｣분과

위원회가 법통일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과 청문회를 각각 개최하 다. 이는 유럽연합의 

법통일에의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는 행사로 이해되고 있다. 

65) 필자가 1993년 독일에 머물면서 프라이부르크대학의 쉴레히트림 교수로부터 직접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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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 초안이 그 태도의 밑바탕으로 삼고 있는 채권법개정위원회의 작업이 

1980년대 중반까지의 민법학 또는 민법을 기초로 하여 행하여진 것이고 그 제안 

자체가 이미 10년이 지난 것이라는 점이다.66) 그 사이에 “현대적이고 많은 찬사를 

얻은” 새로운 네덜란드민법이 시행되었고, 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원칙이나 

소위 란도위원회의 ｢유럽계약법원칙｣이67) 1994년 이후로 발표되었는데, 과연 이 

초안이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을 어느 만큼 반 하고 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이 초안이 발표된 후에 독일의 연방법무부장관은 그의 관저에서 작업실무자들

을 함께 일단의 민법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68) 그 자리에서 장관은 “교수

들은 박물관의 현상유지를 지지한다”고 발언하 다고 한다.69) 물론 여기서 ｢박물

관｣이란 독일민법전을 말한다. 과연 민법전은 이제는 쓰이지 않는 과거의 유물을 

한곳에 모아 놓는 창고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수들이 그 틀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바에 의하면, 1992년에 발표된 채권법개정위원회(동 교수는 이 위원회의 16인의 위원 

중 한 사람이었고, Schlechtriem, Schuldrechtsreform(1987)을 저술하여, 채권법개정작업

의 전제․가능성 및 대상을 논한 바 있다)의 ｢최종보고서｣가 그 후 구체적인 입법작업

으로 연결되는 기미조차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유럽통합의 진행과정에서 개별국가의 

기본법률에 중요한 개정을 행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말하자면 ｢정치적｣ 고려이었

다고 한다.

66) Dauner-Lieb(註 1), S.15.
67) ｢유럽계약법원칙｣에 대하여는 梁彰洙(註 28) 참조. 

68) Dauner-Lieb(註 1), S.11 Fn.26, 28에 의하면, 2000년 11월 6일에 베를린에서 ｢간담회｣

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9) Jakobs(註 1), 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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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채권법쇄신법안에 관한 설명1)

2000년 8월 4일 현재

요약

1. 본 초안은 다음 세 가지 유럽공동체 지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입법화를 제안

한다.

― 소비재2)의 매매 및 관련 품질보증(guarantee; Garantie)의 일정한 측면들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1999년 5월 25일자 1999/44/EG 지침(유럽공동체공보, L-

제171호, 12면)[이하 “소비재매매지침”이라고 한다]. 입법화기한: 2001년 12월 31일

― 상거래에 있어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를 막기 위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2000

년 6월 29일자 2000/35/EG 지침(유럽공동체공보, L-제200호, 35면)[이하 “금전채무

지체지침”이라고 한다]. 입법화기한: 2002년 8월 7일

― [유럽공동체의] 역내시장(Binnenmarkt)3)에 있어서 전자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의 

일정한 법적 측면들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2000년 6월 8일자 2000/31/EG 

지침(유럽공동체공보, L-제178호, 1면)[이하 “전자상거래지침”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8조. 입법화기한: 2002년 1월 16일

2. 본 초안은 이들 지침의 입법화를 채권법개정위원회가 [1992년에] 제안하 던 

바들을 실현함으로써 하되, 여기에 다음과 같은 상당한 변경을 가할 것을 제안한다.

― 소멸시효법: 통상의 소멸시효제도를 유지하여, 3년을 단일한 원칙적 소멸시효기간으

로 하며 이를 불법행위 및 부작위를 제외한 법률에 기한 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하

는 것.

― 해제법: 해제권자에게 물건의 사용으로 인한 마모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하고, 

매도인측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하여 각종 소비자보호입법에서 정하여진 철회권 및 

반환권이 행사되는 경우 [그 권리자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

1) 원문 : Informationspapier zum Entwurf des Schuldrechtsmodernisierungsgesetz. 이하

의 註 및 꺾음괄호 안은 모두 譯者가 붙인 것이다.

2) 동 지침의 ｢소비재(consumer goods; Verbrauchersgüter)｣란, 제1조 제2항 b호에 의하

면, 모든 동산을 말한다. 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강제집행 기타 법의 힘으로 매각된 

물건, 한정된 수량으로 판매되지 않는 물과 가스, 그리고 전기에 한정된다.

3) ｢유럽공동체창설조약｣ 제14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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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불이행법:4) 독일민법5) 제276조6)는 그대로 유지하고, 지체에 관한 규정을 위 

지침에 좇아 조정하며, ｢변제기가 도래한 금전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법률｣ 가운

데 30일 규정을 개정하고,7) 이해하기가 어려운 제324조를8) 고치며, 제325조에9) 기간

설정을 하지 아니하 을 경우를 보충적으로 포괄하는 규정을 두는 것.

― 매매법: 소비재매매에 대한 특별규정들을 두는 것(지침에 좇아).

― 도급계약법: 유체동산을 새로이 제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급을 모두 떼어내

어 매매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지침에 좇아), 제649조(도급계약의 임의해지)를 삭제

하는 것.

3. 본 초안은, 민법 이외의 계약법에 관한 모든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를 민법 

내지 민법시행법 안에 통합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들 특별법은 다음과 같다. 방문

판매법, 소비자신용법, 격지판매법,10) 주거일시이용권법,11) 할인율전이법,12) FI-

4) 원어 Leistungsstörungsrecht는 ｢급부장애법｣으로 번역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우리

에게 생소한 이 용어를 피하고 그 내용의 대부분을 가리키는 ｢채무불이행법｣으로 한다. 

5) 이하 독일민법의 조항은 법률명을 들지 않고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

6) 동조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발생시키는 귀책사유를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정하

고, 과실을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 한 것”으로 정의한다.

7) 2000년 3월 30일의 ｢변제기가 도래한 금전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법률｣(동년 5월 

1일 시행)에 의하여 새로이 추가된 독일민법 제284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과는 달

리,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하고 또 계산서 또는 동등한 의미가 있는 지급

청구가 도달한 때로부터 30일이 경과함으로써 지체에 빠진다. 회귀적인 금전급부를 내

용으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는 제2항은 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이행최고에 의하여 이행지체에 빠지고(제1항) 다만 “급부의 시기에 曆에 의

하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기의 도과에 의하여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하는(제2항) 

정함을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배제하여 별도의 요건에 걸리게 하

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는 “급부의 시기에 曆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에 금전

채무에 대하여만 채무자에게 30일의 유예기간을 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격렬한 비판

을 받고 있다.

8) 동조는 쌍무계약에서 채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에 

채무자의 반대채권이 유지됨을 정한다. 우리 민법 제538조에 상응한다.

9) 이는 아마도 제326조의 오류라고 생각된다. 동조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해제권 또

는 전보배상청구권의 발생요건에 대하여 정하는데, 원칙적으로 “급부의 실행을 위한 상

당한 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급부의 수령을 거절할 것임을 표시”한 후 

그 기간 내에 급부가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을 요구한다.

10) 2000년 6월 27일 공포되어 대체로 동월 30일부터 시행된 법률.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

의 전자상거래 기타 격지거래에 대한 규율을 그 주된 내용의 하나로 한다. 정식명칭은 

“격지판매계약 기타 소비자법의 문제들 및 법규정상 화폐단위를 유로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Fernabsatzverträge und andere Fragen des Verbraucherrechts 

sowie zur Umstellung von Vorschriften auf Euro. 줄여서 FernAG라고 한다)”이다(연

방법률공보, 2000년, 제1부, 897면).

11) 정식명칭은 “주거건물에 대한 일시이용권의 양도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Veräußerung von Teilzeitnutzungsrechten an Wohngebäuden. 줄여서 TzWrG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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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전이령,13) 동산담보대차이율전이령,14) 기본이율제한액령. 그러나 약관규제법

의 경우는 이를 여기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부분은 [새로이 제안되는] 

留止訴訟法(Unterlassungsklagengessetz)에 남겨두고 보다 개관하기 쉽도록 규정

하여야 할 것이다.

A. 입법의 계기

1. 소비재매매지침

｢소비재의 매매 및 품질보증의 일정한 측면들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1999년 5월 25일자 1999/44/EG 지침｣(유럽공동체공보, L-제171호, 12면)은, 소멸

시효법과 매매법, 도급계약법에 대한 채권법개정위원회의 여러 가지 제안들을 고

려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물론 동 지침 자체는 그 내용이 직업적인 매도

인과 私的인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매법 전체를 지침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것은 물

론이고 그 외에도 불가피하도급계약과 소멸시효에 대한 채권법개정위원회의 제안

들도 다루지 않을 수 없다.

― 위의 지침은 독일의 입법자로 하여금, 물건하자의 개념을 새로이 정하고, 물건하자

와 권리하자를 구별하는 태도를 폐지하고,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매수인이 가지는 

권리들을 새롭고도 강행적으로 단계를 지워 규율하며, 나아가 가축매매에 관한 특별

조항을 삭제할 것을 강제한다.

― 이러한 법개정은 소비재에 관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특별한 매매법을 두는 것만으로

는 불충분하다. 그렇게 할 경우 매매법은 극히 혼란스럽고 비체계적으로 되어버리기 

다)”이다(연방법률공보, 1996년, 제1부, 2154면).

12) 1998년 6월 15일 제정, 1999년 1월 1일 시행(연방법률공보, 제1부, 1242면).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게 되는 할인율에 대하여 원래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른바 기본

이율을 할인율로 하도록 하 다. 그러나 격지판매법에 따라서 위 기간제한이 폐지됨으

로써, 입법자가 따로 제한액을 두지 않는 이상, 2002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기

본이율이 적용되게 되었다.

13) 1998년 7월 10일 제정, 1999년 1월 1일 시행(연방법률공보, 제1부, 1863면). 유럽공동체

의 통화통합이 제3단계에 접어들면서 프랑크푸르트 단기금융시장의 FIBOR(Frankfurt 

Interbank Offered Rate)를, 1일 기준의 EURIBOR(Euro Interbank Offered Rate)와 1개

월에서 12개월 기준의 EONIA(Euro Overnight Index Average) 이율로써 대체하는 것

을 그 내용으로 한다. FIBOR은 프랑크푸르트 금융시장에서 은행들 사이의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이자율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는 우선 볼프강 킬프, 崔秉祚 역, “유로貨의 법

적 기초”, 서울대 법학  40권 1호(1999.5), 357면 참조.

14) 1998년 12월 18일 제정, 1999년 1월 1일 시행(연방법률공보, 제1부, 3819면). 기존의 동

산담보대차이율(Lombardsatz)을 유럽중앙은행의 최고우대대출이율(이른바 SRF 이율)

로써 대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때의 동산담보대차란 질권설정, 동산 양도담

보, 특히 유가증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소비대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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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위 지침의 규정들은 직업적 최종매도인이 그의 전단계 매도인

과 체결한 매매계약에까지 미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위의 지침 제4조에 의하면 직

업적 최종매도인은 실효 있는 구상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현행의 매매법상으

로는 이와 같은 구상은 불가능하다. 현행의 6개월의 소멸시효기간은 [소비재매매에 

관하여] 새로 도입하기로 되어 있는 2년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은 것이다.

― 위의 매매법지침에 따라 소비자를 유리한 지위에 놓기 위하여 도입되는 여러 가지 

변경은 사업자측에 큰 부담을 준다. 이러한 부담은 채권법 개정에 이를 보상하는 요

소들을 도입함으로써 경감되어야 한다. 특히 계약상의 또는 계약외의 청구권 전부에 

단일한 소멸시효를 규정하는 것 및 무엇보다도 30년이라는 일반 소멸시효기간―이는 

오늘날도 최종매수인이 가지는 청구권의 일부에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을 현저하게 

단축시키는 것이 그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는 결과적으로 채권법개정위원회의 소멸시

효에 대한 제안을 많은 부분 받아들이는 셈이 된다.

― 매매법과 소멸시효법의 개정은 내용적으로 도급계약법의 개정을 불가피하게 한다. 

장래에 제작 또는 제조하여야 하는 소비재를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

에 대해서는 위의 지침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매매계약과 제작물공

급계약은 2년의 소멸시효기간, 기타의 도급계약은 6개월, 1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기

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이 세 종류를 구분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는 각종 문제들의 

해결은 차치하더라도,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위의 매매법지침으로부터 나아가 채무불이행에 대한 채권법개정위원회의 제안

도 수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직접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도급

과 매매에 대한 채권법개정위원회의 제안이 채무불이행법에 대한 다음 두 가지의 

중대한 단순화작업과 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 손해배상 아니면 해제라는 택일적 관계를 청산하는 것

― 일반의 해제권(Rücktrittsrecht)과 담보책임상의 해제권(Wandlungs-

recht)을 통일하는 것

이 두 가지 핵심요소는 채무불이행법에 대한 채권법개정위원회의 다른 제안과 

분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의 매매법지침은 채무불이행법에 대한 

그 제안을 입법화할 것도 간접적으로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

라 입법자는 ｢격지판매계약 기타 소비자법의 문제들 및 법규정의 화폐단위를 유

로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2000년 6월 27일자 법률｣(연방법률공보, 제1부, 897면)

에 의하여 철회권에 관한 중심적인 규정들을 해제법 안에다 포함시켰는데,15) 이는 

15) 본문에서 말한 격지판매법에 의하여 독일민법 제361조의a 및 제361조의b가 신설되었는

데, 이들 규정은 소비자계약에서 소비자가 가지는 철회권 및 반환권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이들은 해제에 관한 규정(제3편 제2장 계약의 제5절 “해제”)의 맨끝에 위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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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입법을 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게 되는 단순화의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2. 금전채무지체지침

입법적 조치를 하여야 하는 또 다른 계기를 제공한 것은 ｢상거래에 있어 금전

채무의 이행지체를 막기 위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2000년 6월 29일자 

2000/35/EG 지침｣(유럽공동체공보, L-제200호, 35면)이다. 이미 입법자는 ｢이행기

가 도래한 금전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2000년 3월 30일자 법률｣(연방법률공

보, 제1부, 330면)을 제정함으로써 위의 지침에서 요구하는 조치의 상당 부분을 

앞질러 실시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자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충적인 규정

이 필요한 상황이다. 채권법개정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와 관련을 맺게 되는 

이상, 30일 규정의16) 구성 역시 다시 한번 손질하여 애초에 연방정부가 행한 제안

(이행최고에 관한 보충적 특별규정의 신설)을 좇아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

3. 전자상거래지침

전자상거래에 관한 2000/31/EG 지침 제10조, 제11조, 제18조는 빠짐없이 독일법

으로 입법화되어야 한다. 위 지침 제10조는 자신의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기 위하여 

전자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s)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장래의―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정한 정보제공의무에 관하여 정한다. 여기에는 사

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 지침 제10조 제3항에 따라 약관을 포함하여 계약조건

들을 저장하고 다시 불러올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된다. 제1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단계에서의 정보제공의무 가운데 몇 가지는 격

지판매법에도 포함된 바 있으므로 독일법에서 이미 인정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에 관한 위 지침은 그 적용범위가 격지판매법의 그것과 다르다. 특히 위

의 지침은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법적 관계에 제한되지 않고, 순수한 사업자들 

사이의 관계에까지도 바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수평적 규율이 요구된다. 위의 지침

은 제11조에서 주문을 받은 사업자의 특별한 의무를 정하고 있다. 즉, 그 제2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상대방이 주문을 발송하기 전에 입력상의 잘못을 인식하고 정정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수단을 마련해야 하고, 또 그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상대

방에게 주문이 접수되었음을 지체없이 확인하여 주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주문이 제대로 도달하 음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제2항에 의하여 전

자상거래에 관한 그 지침은 그 적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留止訴訟에 관한 
98/27/EG지침의 부속편(Anhang)에 편입되었다.17) 따라서 약관규제법 제22조(이제

있다.

16) 앞의 부록 註 7 참조.

17)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 und anderen Verstöß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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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이 제안되는] 유지소송법 제2조)를 손질하여야 한다.

B. 본 초안의 내용

Ⅰ. 前論

채권법개정위원회의 제안은 크게 다음의 다섯 주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소멸시효

2. 이자, 지체의 개시

3. 채무불이행

4. 매매

5. 도급

별첨의 이번 초안이 채권법개정위원회의 제안을 모델로 한 경우에는 채권법개

정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서18) 제시된 이유도 역시 받아들 다.

그 밖에도 별첨의 초안은 ―앞서 ｢격지판매계약 기타 소비자법의 문제들 및 법

규정의 화폐단위를 유로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법률｣의 초안에는 포함시키지 않

았던― 민법 외의 각종 소비자보호입법을 민법전 안에 완전히 통합시키는 작업과 

민법규정의 표제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Ⅱ. 소멸시효

1. 채권법개정위원회의 제안

채권법개정위원회는 서로 다른 소멸시효기간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는 현재의 

체계를 전적으로 폐기하자는 제안을 하 다. 그 이유는, 그것이 쉽게 通觀할 수 
없고, 더 이상 현실성이 없으며, 하나하나의 청구권에 대하여 정하여진 각기 다른 

시효기간이 실제적으로도 상당 부분 더 이상 지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 소

멸시효의 중단제도는 대부분 폐지하고, 그 정지로 하여금 이를 갈음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소제기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채권법개정위원회의 제안은 기본적

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청구권에 대한 서로 다른 소멸시효기간을 골간으로 하

고 있다.

(Unterlassungsklagengesetz. 줄여서 UKlaG라고 한다).

18) Bundesminister der Justiz(Hrsg.), Abschlußbericht der Kommission zur Überar-

beitung des Schuldrechts(19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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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 법률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계약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현재는 계약유형 및 청구권의 종류에 따라 계약상 청구권은 6주, 6월, 1년, 2년 

또는 3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체계는 폐기된다. 채권법개

정위원회의 제안에 따르면 일체의 계약상 청구권은 통일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기간은 1년까지로 단축시킬 수 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

칙적으로 청구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때로 하되, 약정된 보수의 지급청구권은 ―오

늘날 이미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하듯이― 청구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당해 회계

연도가 만료된 때를 기준으로 삼도록 한다.

법률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법률상 청구권(사무관리, 부당이득, 소유자와 점유자 사이의 관계 등)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한다.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人損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그 손해 및 배상의
무자의 신원을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되, 최대한 30년을 넘지 못하도

록 한다. 후자의 절대적 소멸시효기간은 物損의 경우에는, 공무상 책임

(Amtshaftung)19)에 기한 청구권이 아닌 한, 30년이 아니라 10년이 된다.

절대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절대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친족법․상속법상의 각종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30년으로 한다.

예외

― 원칙규정과는 달리, 건축물에 관한 도급계약과 매매계약, 건축자재에 관한 매매계약

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아닌 5년으로 한다.

― 원칙규정과는 달리, 법률상 청구권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이 계약관계와 관련

하여 발생한 때에는 이들 청구권은 당해 계약상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리도록 한다.

― 또 원칙규정과는 달리, 인손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록 

계약의 성질을 갖는 경우에도 언제나 불법행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한다.

― 계약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害意의 경우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19) 공무상 책임(Amtshaftung)이란 공무원의 직무상 과책을 이유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을 

말한다(기본법 제34조, 독일민법 제83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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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초안의 제안내용

소멸시효기간의 장단에 관한 채권법개정위원회의 제안은 비교적 많은 비판을 

받았다. 본 초안도 이를 아무런 제한 없이 따른 것은 아니다.  소멸시효기간은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2년(중고물건의 경우는 1년)을 한도로 하여서

만 감축될 수 있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본 초안은 계약상 청구권과 비계약적 청구권의 구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현행 민법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여 모든 청구권에 적용되는 일반소멸시효기간을 두

되, 일정한 경우는 그 기간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한다.

― 본 초안은, 지금까지의 관습법에 좇아, 민법 이외의 법 역의 청구권에 대해서도, 그 

소멸시효가 특별히 규율되지 아니한 한, 적용되는 일반규정을 둔다.

― 본 초안은 불법행위법 이외의 다른 모든 법률상 청구권에 대해서도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한다. 이들 청구권의 발생근거가 “계약”이냐 “법률”이냐에 따라 그 소멸

시효를 달리 다루어야 할 충분한 실질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 본 초안은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함께 발생하는 물손의 경우에 대하여 두 책

임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두 책임이 

병존하도록 하는데, 계약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은 같은 결

과에 도달하게 된다. 하지만 불법행위의 소멸시효는 가혹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탈

출구로서 남는다.

Ⅲ. 이자와 지체의 개시

이자와 지체의 개시에 대하여는 부분적인 개정만이 제안되었다. 중대한 개정은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금전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법률｣로써 이루어진 상태

이기 때문이다.

Ⅳ. 채무불이행

1. 채권법개정위원회의 제안

채권법개정위원회는 채무불이행법을 지금까지의 개념적 내용을 계속 발전시키

면서 근본적으로 현대화할 것을 제안하 다. 그에 있어서 법률의 간편한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현대화의 내용이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청구권의 요건과 효과를 

단일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체계는 변경되지 않는다

독일민법에 성문화되어 있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규정들(제275조 이하, 제280조 

이하, 제306조 이하, 제323조 이하)이 기본적으로 학설과 판례에서 확인되는 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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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법상태와 이미 오래 전부터 더 이상 합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툼이 없다. 그러나 채권법개정위원회는 지금까지의 개념적 내용과 체계를 완전히 

폐기하자는 제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전통적인 개념들은 큰 틀을 흐트리지 않는 

수준에서 보충되어야 하고, 현대화는 특히 법률효과를 단일화하고 단순화함으로써 

이를 하도록 하 다.

해제와 손해배상의 택일관계 폐지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의무위반의 경우 채권자는 그 계약에서 벗어날 것인

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것으로 채권자의 정당

한 이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채권자가 급부에 대하여 

관심이 없게 되고 따라서 해제를 의욕하더라도, 의무위반이 있으면 이에 수반하는 

손해가 여전히 남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손해는 채무자가 배상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행의 법규정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채권법개정위원회는 채권자로 하

여금 해제와 아울러 계약의 청산을 고려하여도 여전히 추가적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 다. 그것은 채권법개정위원회의 개정제

안 제280조와 제325조에 자리잡고 있다.

해제권 발생요건의 단일화

현재 해제권의 발생요건은 서로 달리 규율되고 있다. 후발적인 객관적 및 주관

적 불능의 경우에 채권자는 쌍무계약이면 독일민법 제325조 제1항에 따라 즉시 

해제가 가능하지만, 일방적 급부의무에 관하여 지체가 있는 경우에는 독일민법 제

286조 제2항에서 [급부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익이 없게 될 것이 요구되며, 쌍방

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26조 제1항에 의하여 해제를 하려

면 거절예고부 기간설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 계약침해의 경우에는 계약

의 존속이 더 이상 기대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해제가 가능하다. 채권법개정위원

회는 이상의 구별을 폐지하고 통일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이 설정받은 유예기간을 

도과하 을 것을 해제의 요건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 다. 그에 있어서는 유예기간

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규정되었는바, 무엇보다도 그 기간설정이 있어도 

효과가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의 구별 폐지

독일민법의 일반적 채무불이행법에 의하면, 채권자가 불능을 이유로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불능이 후발적으로 발생한 때에 한한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계약은 제306조에 따라 치유불가능하게 무효이다. 이와 같은 법

률효과는 부당하게 가혹하므로 판례는 해석에 의하여 곧잘 이러한 결과를 회피하

곤 하 다. 채권법개정위원회는 이들 조문을 삭제하고, 불능의 발생과 계약체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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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후관계―이는 많은 경우에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와 상관없이 통일적으

로 채무불이행법을 적용하자고 제안하 다.

적극적 계약침해와 계약체결상 과실의 고려

판례가 발전시켜 온 적극적 계약침해와 계약체결상 과실의 제도를 채무불이행

법의 새로운 성문화에 포함시켰다.

2. 본 초안의 제안내용

본 초안은 위 제안의 주요 내용을 받아들 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점은 유

의할 필요가 있다.

― 독일민법 제276조는20) 개정하지 않는다. 제276조를 개정함으로써 그 표현을 보다 

현대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새로 규정하자는 제안은 자칫 과실개념의 

지나친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의에 부딪친다. 자구 손질의 필요성은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는다.

― 채권법개정위원회가 행한 제324조 개정제안은 명료하게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

으므로,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제324조에서는 달리 취득할 수 있었던 것과 지출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을 공제하여야 한다고만 정하도록 한다.21)

― 채권법개정위원회는 제323조에서 해제권의 발생을 언제나 유예기간의 설정과 함께 

하는 급부이행청구에 걸리게 할 것을 제안하 다. 소비재매매지침에 의하면, 이러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기간설정을 잊었다는 이유로 하자를 이유로 하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예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둔다.

― 유럽공동체법상으로 요구되는 해제에 관한 규율은 ｢변제기가 도래한 금전채무의 신

속한 이행을 위한 법률｣에 의하여 도입된 금전채무에 관한 특별한 지체규정과22) 좀

처럼 합치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하여는 청구서를 수령한 뒤 “늦어도” 

30일이 되면 지체에 빠진다는 연방정부의 애초의 제안으로 다시 되돌아갈 것을 제안

한다.

부가

   본 초안이 지체에 대하여 보다 일관된 입장을 취하여야 할 것인가는 숙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채권법개정위원회와 본 초안의 목표는 일반적인 채무불이

20) 앞의 부록 註 6 참조.

21) 현재의 독일민법 제324조 제1항은 앞의 부록 註 8에서 본 대로 채권자의 과책으로 인

한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반대채권이 존속한다고 정하고, 그 제2문에서 “그러

나 그가 급부를 면함으로 인하여 절약한 것이나 자신의 노동력을 달리 사용함으로써 

취득하거나 악의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것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본 초

안은 그 중에서 ｢악의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것｣은 공제항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22) 앞의 부록 註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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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을 단순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채무불이행의 종류 

사이의 여러 가지 구별 그리고 지금까지 통용되었던 개념들(불능, 적극적 계약

침해 등)을 폐기하여야 한다. 지체의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물론 이와는 반대로, 지체라는 법제도도 폐기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채무불

이행의 모든 효과가 발생하도록 통일적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와 같은 기간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기간의 경과를 요구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에는 다른 조문들에서 지체를 연결점

으로서 선택하고 있으므로 그 대체물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Ⅴ. 매매와 도급계약

1. 채권법개정위원회의 제안

매매법과 도급계약법에서 핵심되는 규정들이 현대화되고 단순화되었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의 통합

매매법에서 하자담보책임의 법률효과는 현재 물건의 하자인가 권리의 하자인가

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계약해제, 대금감액 그리고 ―종류

물의 경우에는― 완전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음에 반하여, 권리하자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무불이행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실무에서 이와 같은 구분을 관철하기

란 거의 불가능하며, 또 실질적으로 정당화될 수도 없다. 이러한 이유로 채권법개

정위원회는 이러한 구분을 폐기하고 모든 하자에 대하여 매매법상의 물건하자담

보책임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 다.

追完

채권법개정위원회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수인의 새로운 법적 수

단으로서 추완청구권 또는 ―매도인의 관점에서는― 매도인의 “再給付”의 권리를 

제안하 다. 이는 매수인이 대금감액,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앞서 

먼저 매도인에 대하여 재인도나 하자보수와 같은 형태로 추완을 할 수 있는 기간

을 주도록 함으로써 보장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장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각종 청구권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의 6개월 대신 

계약상 청구권에 대한 일반규칙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도록 하 다. 이 

기간은 일반거래약관에서 최단 1년으로까지 단축할 수 있다. 이는 도급계약법상의 

소멸시효기간을 단축시키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도급계약법에서는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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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소멸시효를 ―앞서 언급하 듯이― 그대로 유지하 다.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의 단순화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Wandlung)는 현재 매매법과 도급계약법에서 일반해제

(Rücktritt)의 특별한 경우로서 따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별도의 규정을 삭제

하 다. 해제법을 일반적인 채무불이행법 안에 포함시켜서 규정함으로써 하자로 

인한 해제의 경우에 따로 조문을 둘 필요가 없게 되었다.

受取(Abnahme)

현행 도급계약법에 따르면 보수지급청구권의 변제기는 受取時에 도래하도록 되
어 있다. 그렇게 되면 도급인이 변제기 도래를 악의적으로 방해할 수가 있고 그리

하여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독일민법 제242조로써 제한하여야 하기 때문

에, 이는 실제적이 아니다. 그러한 이유로 채권법개정위원회는 수취를 통상적인 

변제기 도래의 요건으로 하는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만 별도의 약정에 의하

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 다. 당사자의 약정으로 수취가 변제기 

도래의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하여 수취를 거절하는 것

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용견적

제650조에 의하면,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비용견적이라도 이를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정해진 보수를23)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비용견적이 구속력을 갖는 때에 한하여 도급인은 그 밖의 다른 권리들을 갖게 된

다. 채권법개정위원회는, 구속력이 없는 통상의 비용견적의 경우에 견적초과가 예

견되었으면 보수지급청구권을 견적상의 보수액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 다. 그리

고 그것이 예견되지 않았으면 그 초과비용은 견적상의 보수액을 넘어서 얻은 도

급인의 이득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2. 본 초안의 제안내용

본 초안은 대체로 채권법개정위원회의 제안에 따른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이에 좇지 않았고 또 이를 보충하기도 하 다.

― 가축매매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다. 어차피 실제로 전혀 기능을 못하 지만, 소비재

매매지침에 따라 이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규정은 아예 삭제된다.

― 소비재매매에 관한 별도의 절을 마련하고 여기에 소비재매매지침에 따른 입증책임의 

전환과 품질보증에 관한 규율을 포함시킨다. 여기에는 또한 그 지침 제4조에 의해서 

23) 급부한 노동에 상당한 부분의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독일민법 제645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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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는 求償에 관한 특별규정도 포함된다. 그 밖에도 그 지침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소비재매매에 한해서는 다른 경우와 달리 계약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 이하로 

단축할 수 없도록 한다.

― 제631조 제3항을 신설하여 動産의 새로운 제조를 내용으로 하는 도급계약은 모두 

매매법에 따라 처리되게 한다. 이러한 발상은 소비재매매지침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지침 제1조 제4항은 이들 도급계약을 매매계약으로서 다루고 있다. 이는, 본 초안

이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매수인과 도급인의 권리를 상당 부분 서로 근접시킨 이상, 

일반원칙으로서 실질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가축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제외한 나머지 특별매매법은 삭제하 다(종자거래법 제

24조, 계약법으로서의 국제연합통일매매법)

― ｢변제기가 도래한 금전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법률｣에 의한 도입된 완성증명서

제도는24) 도급계약의 새로운 변제기 규정(원칙적으로는 일의 완성, 예외적으로 수취)

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채권법개정위원회와는 달리 본 초안에서는 독일민법 제649조(도급인의 임의해지권)

를 삭제하기로 하 다.

Ⅵ. 각종 소비자보호입법의 민법전으로의 통합

본 초안으로써 이제 각종의 소비자보호입법들을 민법전 안에 통합하기 위한 두

번째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 첫번째 걸음은, 이미 언급한 ｢격지판매계약 기타 

소비자법의 문제들 및 법규정의 화폐단위를 유로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2000년 6

월 27일자 법률｣의 제정으로써 내딛은 바 있다. 그 법률은 소비자법의 중심적인 

개념들, 즉 소비자와 사업자를 민법에서 정의하도록 하고(독일민법 제13조, 제14

조), 특별한 정의규정은 두지 않았다. 나아가 철회권에 대해서는 신설된 독일민법 

제361조의a에서, 반환권에 대해서는 동법 제361조의b에서 각각 통일적으로 규율

되도록 하 다. 당시 이와 같은 해결책이 선택되었던 배경에는 각종의 소비자보호

입법을 민법전 안으로 통합시키려는 계획이 있었다. 그 계획이 이제 실현되는 것

이다.

민법에 통합시킬 법은 다음과 같다. 즉, 방문판매법, 주거일시이용권법, 소비자

신용법, 격지판매법, 할인율전이법, FIBOR전이령, 동산담보대차이율 전이령, 기본

이율제한(액)령. 하지만 약관규제법의 경우는 이를 여기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절차부분을 민법 속에 통합시킬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은 유지소송법에 남겨두

고 보다 槪觀하기 쉽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리는, 유지소송지침

을 입법화한 약관규제법의 신설 제22조, 제22조의a가 추가된 이상, 약관규제법의 

24) 독일민법 제641조의a 참조. 이에 의하면 수급인이 감정인으로부터 일의 완성 등에 대

한 증명서(이를 “완성증명서”라고 한다)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는 수취와 동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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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부분은 더 이상 약관규제법 위반의 경우에만 국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실체법적 부분이 아닌 데까지 확대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또한 

타당하다.

이상의 통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기본이율은 민법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그 개념정의는 민법의 역에 속하며, 이것

이 삭제된 제247조에 갈음하도록 한다.

― 어차피 손보게 될 계약상의 채권관계에 관한 규정의 총칙 부분(제305조 이하)에 약

관규제법 제1조 내지 제11조와 제23조를 포함시키고, 독일민법으로 하여금 그 규정 

중 어디까지나 임의조항인지를 직접 정하도록 한다. 이번 기회에 우편분야에 대하여 

인정되었던 약관규제법 제2조에 대한 예외 두 가지―이들은 실질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를 미리 삭제한다(현행의 약관규제법 제23조 제2항 제1호의a 및 제1호

의b).

― 방문판매법과 격지판매법은 매매계약 다음에 별도의 節로서 들어간다. 주거일시사용

권법은 다른 별도의 절을 이룬다.

― 약관규제법에서 정하는 명령제정권한은 민법시행법에 신설할 새로운 장에 포함될 것

이다. 이 장에서 민법상의 각종 명령제한권한에 관한 규정을 포괄하도록 하며, 그러

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민법의 “정리(Bereinigung)”가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민

법 제675조의a 제2항과 제651조의a 제5항에 있던 명령제정권한도 이리로 옮기도록 

한다.

― 소비자신용법은 완전히 낡아버린 소비대차에 관한 절과 합쳐서 신용계약을 다루는 

보다 현대화된 절로 탈바꿈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