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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民法상의 國籍專屬裁判管轄規定
―프랑스判決의 國內法上의 執行에 있어서 相互保證要件의 檢討―

1)

南   孝   淳*

Ⅰ. 序論

프랑스民法 제14조에 의하면, 외국인은 프랑스내의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도 프

랑스에서 프랑스인에 대하여 약정한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프랑스법원에 제소될 

수 있으며 또 외국인은 외국에서 프랑스인에 대하여 약정한 채무에 관하여 프랑

스법원에 제소될 수 있다.1) 그리고 프랑스民法 제15조에 의하면 프랑스인은 자신

이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약정한 채무에 관하여서도 프랑스법원에 제소될 수 

있다.2) 조문의 문언만으로 보면, 프랑스民法 제14조 및 제15조는 裁判管轄權에 관
한 보충규정으로서 프랑스국적을 갖는 원고 또는 피고에 대하여 프랑스법원에 의

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능을 보충적으로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즉, 이 규정들

은 國際私法상 國際裁判管轄權에 관한 보충적인 규정일 뿐이다.3) 그러나 프랑스

判例는 프랑스民法 제14조와 제15조를 프랑스법원에 國籍專屬裁判管轄權을 부여
하고 있는 규정으로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프랑스국적을 가진 자가 원고 또

는 피고가 되었던 外國判決에 대하여 프랑스내에서의 執行力을 인정하지 않고 있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1) Art. 14 du Code civil français : L'étranger, même non résident en France, pourra 

être cité devant les tribunaux français pour l'exécution des obligations par lui 

contractées en France avec un Français ; il pourra être traduit devant les tribunaux 

de France pour les obligations par lui contractées en pays étranger envers des 

Français. 

2) Art. 15 du Code civil français : Un Français pourra être traduit devant un tribunal 

de France pour des obligations par lui contractées en pays étranger même avec un 

étranger.

3) 프랑스民法 제14조와 제15조는 명백히 ｢제소될 수 있다(pourra être cité, pourra être 

traduit)｣라고 규정하고 있지 ｢제소되어야 한다(devra être cité, devra être traduit)｣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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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프랑스民法 제14조와 제15조를 國籍專屬裁判管轄의 규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많은 外國判決은 사실상 裁判管轄權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프랑스에서 승인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역으로 프랑

스判決이 외국에서 승인될 수 없는 부메랑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왜냐하면 많은 

나라들이 外國判決의 승인요건으로 외국과 자국 사이에 相互保證이 있을 것을 요
구하고 있는데, 國籍專屬裁判管轄은 相互保證을 사실상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 논문에서는 프랑스民法상의 國籍專屬裁判管轄이 프랑스判決이 우리나라에
서 승인되어 집행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相互保證의 요건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국내법상의 外國判決의 承認要件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후 프랑스법상의 外國判決의 承認要件을 알아보고, 마지막으

로 프랑스判決이 국내법상 승인요건 중의 하나인 相互保證의 요건을 갖출 수 있
는지에 대하여 고찰하여 본다. 

Ⅱ. 國內法상의 外國判決의 承認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집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이 국

내법에서도 승인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外國判決의 승인이란 外國判決에 관한 
외국법상의 효력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즉, 外國判決은 
국내법에 의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비로소 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民事訴訟法 제203조). 그러나 外國判決이 우리나라 民事訴訟法이 요구하는 
승인요건을 구비하 다고 해서 당연히 執行力을 갖는 것은 아니고, 執行判決請求
의 訴訟(執行判決訴訟)에 의하여 强制執行을 허용하는 執行判決을 받아야 한다(民
事訴訟法 제476조 및 제477조). 다시 말하면 外國判決이 우리나라에서 집행되기 
위해서는 外國判決의 승소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執行判決文을 
부여하는 執行判決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外國判決에 대한 승인은 현행 民事訴訟
法에 의하면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執行判決請求의 訴訟 
절차 중에서 이루어진다(民事訴訟法 제477조 제2항 제2호). 요컨대 外國判決이 우
리나라에서 집행되기 위해서는 外國判決의 승소자가 우리나라 법원에 執行判決을 
청구하는 訴訟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 소송절차 중에서 外國判決이 승인요건을 갖
추었음이 인정되어 執行判決을 받아야 한다.

1. 外國判決의 承認要件

民事訴訟法 제203조는 外國判決이 裁判管轄權의 요건(제1호), 防禦權保護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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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제2호), 公序良俗의 요건(제3호) 그리고 相互保證의 요건(제4호)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民事訴訟法 제476조 제1항은 執行判決은 外國判決의 당부
를 조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執行判決法院은 소송의 사실관계를 실
질적으로 심사하거나 법적용의 당부를 심사할 수 없다. 이처럼 民事訴訟法은 外國
判決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을 포기하고, 外國判決이 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外國判決이 승인요
건을 갖춘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승인요건을 갖추지 

않은 外國判決에 대하여 執行力請求의 訴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⑴ 裁判管轄權의 要件

外國判決은 이를 선고한 외국법원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法令이나 條約이 裁判
權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제203조 제1호). 

㈎ 裁判管轄權의 의의

外國判決의 승인요건으로서 문제되는 裁判管轄權은 間接國際裁判管轄權이다. 일

반적으로 涉外事件과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의 裁判管轄權이 문제된다. 하나는 一
般裁判管轄權(la compétence générale) 내지는 國際裁判管轄權(la compétence 

internationale)이고, 다른 하나는 特別裁判管轄權(la compétence spéciale) 내지는 

國內裁判管轄權(la compétence interne)이다. 우선 一般裁判管轄權 내지는 國際裁
判管轄權이란 특정의 涉外事件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어느 나라의 법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이미 재판을 한 법원의 裁判管轄權을 인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야 할 경우에 문제되는 裁判管轄權이다. 즉, 이는 國際私法上의 裁判管轄權의 문
제이다. 이에 반하여 特別裁判管轄權 내지는 國內裁判管轄權이란 특정의 涉外事件
에 관하여 어느 나라에 裁判管轄權이 인정될 경우에 그 나라의 어느 법원(어떠한 

종류 또는 어느 지방의 법원)이 裁判管轄權을 가지느냐 하는 문제이다. 特別裁判
管轄權은 전적으로 涉外事件에 관하여 判決을 내릴 나라의 민사소송법상의 문제
이다. 한편 國際裁判管轄權에는 다시 두 가지의 國際裁判管轄權이 문제되는데, 直
接國際裁判管轄權(la compétence générale directe)과 間接國際裁判管轄權(la 

compétence générale indirecte)이 그것이다. 直接國際裁判管轄權이란 특정의 涉
外事件에 관하여 어느 나라가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다. 이에 반

하여 間接國際裁判管轄權이란 특정의 涉外事件에 관하여 어느 나라에서 이미 판
결이 내려진 경우 이를 다른 나라에서 승인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다. 즉, 外
國法院이 선고한 판결이 다른 나라에서 집행되어야 할 경우에 外國法院의 裁判管
轄權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에 문제되는 裁判管轄權이 바로 間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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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裁判管轄權이다.4) 요컨대 直接國際裁判管轄權은 특정의 涉外事件에 대하여 어
느 나라가 재판을 할 경우 사전에 그 나라의 법원이 裁判管轄權을 가지느냐를 결
정할 때에 문제되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間接國際裁判管轄權은 특정의 涉外事件
에 대하여 어느 나라의 法院이 이미 재판을 내린 경우에 사후에 그 판결의 승인
여부가 다른 나라에서 문제될 경우 外國法院의 裁判管轄權을 인정할 것이냐를 결
정할 때에 문제되는 것이다.5)

㈏ 裁判管轄權의 결정기준

涉外事件에 관한 國際裁判管轄權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결정할 것이냐에 대하
여는 아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상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즉, 특정

의 涉外事件에 관하여 맺어진 일부의 條約을 제외하고는 아직 이에 관한 보편적 
원칙이 없으며, 따라서 나라마다 국내법으로 國際裁判管轄權을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6) 그런데 우리나라의 涉外私法은 國際裁判管轄權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해서 直接國際裁判管轄
權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예를 들면, 涉外私法 제7조 제2항, 제8조, 제25조 제2항). 

國際裁判管轄權에 관하여는 그것이 直接國際裁判管轄權이든 間接國際裁判管轄
權이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하여 成文法이든 慣習法이든 일반규정이 없
는 관계로, 법의 흠결이 있다. 따라서 國際裁判管轄權의 문제는 條理에 따라 결정
할 수밖에 없다.7) 그런데 直接國際裁判管轄權과 間接國際裁判管轄權의 문제는 반
드시 동일한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直接國際裁判管轄權의 
문제는 涉外事件에 관하여 어느 나라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의 문제인 반면, 間接
國際裁判管轄權의 문제는 이미 어느 涉外事件에 관하여 내려진 外國判決을 승인
하느냐 하는 문제이므로 양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러

나 어느 나라가 內國法院의 直接裁判管轄權을 결정하는 원칙을 外國法院의 間接
國際裁判管轄權의 결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8) 우리 

4) 徐希源, 國際私法講義(一朝閣, 1996)(이하 徐希源), 120; 金容漢․趙明來, 國際私法(이하 

金容漢․趙明來), 190.

5) P. Mayer, Droit international privé, Montchrestien, 5
e 
éd., Paris, 1994, n° 372, p.248.

6) 徐希源, 121.

7) 徐希源, 121.

8) 下級審判決 중에는, “어떤 섭외소송을 제기할 때에 그 나라에 그 소송에 관한 재판관

할권이 있느냐는 의미에서 고려되는 국제재판관할권을 직접적 재판권이라 한다면 외국

판결을 승인함에 있어서 그 판결을 한 외국에 재판관할권이 있느냐의 문제는 간접적 

재판권의 문제라 할 것이지만, 국제사법 생활의 공평주의라는 관점에서 볼 경우, 위 양 

재판권의 문제는 동일한 원칙에 의해서 규율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지법 1984. 12. 

4, 84드57, 下級審判決집 1984, 694)고 판시하여, 直接國際裁判管轄權의 문제와 間接國
際裁判管轄權의 문제가 다른 문제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양자의 결정 기준을 동일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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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의 태도가 바로 그러하다. 즉, 判例는 直接裁判管轄權과 間接國際裁判管轄權
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條理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하면서,9) 민사소송법의 土地管轄이 바
로 그러한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보아 土地管轄의 기준에 의하여 內國
法院 또는 外國法院에 國際裁判管轄權을 인정하고 있다.10) 즉, 우리 判例는 피고
주소지주의에 따라 直接國際裁判管轄權과 間接國際裁判管轄權을 결정하고 있다. 

다만 判例는 條理 내지는 재판의 기본이념에 반하지 않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가 없는 內國法院 또는 外國法院에도 國際裁判管轄權을 부여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

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는 이른바 피고주소지주의에 따름이 상당하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11) 涉外事件 일반 또는 특정 涉外事件에 관하
여 우리나라의 법원에 專屬裁判管轄權을 부여하면서 外國法院의 裁判管轄權을 배
제하는 條約 또는 국내법은 없다. 따라서 民事訴訟法 제203조 제1호가 外國判決은 
우리나라의 法令 또는 條約으로 裁判權을 부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가 소재하는 나라의 법원의 裁判管轄權이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피고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또는 피고가 응소하는 것과 같

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 법원의 裁判管轄權도 인정된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⑵ 防禦權保護의 要件

外國判決은 우리나라 국민인 피고가 공시송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訴訟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은 판결이거나 또는 공시송달을 받지 

칙에 따라 규율되어야 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판결이 있다. 

9) 直接國際裁判管轄權에 관한 판결로는 大判 1992. 7. 28, 91다41897(公 1992, 2551); 大判 
1975. 7. 22, 74므22, 公 1975, 8587), 間接國際裁判管轄權에 관한 판결로는 大判 1995. 
11. 21, 93다39607(公 1996, 26); 大判 1988. 4. 12, 85므71(公 1988, 845) 등이 있다. 

10)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위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재판

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도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大判 1992. 7. 28, 91다41897, 公 1992, 2551).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

는 …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는 이른바 피고주소지

주의에 따름이 상당하다.”(大判 1988. 4. 12, 85므71, 公 1988, 845). 
11) 大判 1995. 11. 21, 93다39607(公 1996, 26); 大判 1992. 7. 28, 91다41897(公 1992, 2551); 

大判 1988. 4. 12, 85므71(公 1988, 845); 大判 1975. 7. 22, 74므22, 公 1975, 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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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 더라도 실제로 應訴하여 패소한 판결이어야 한다(제203조 제2호). 이 요

건은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에게 防禦權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이러

한 의미에서 이를 防禦權保護의 요건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

국 국민이 피고로서 應訴하지 않은 채 公示送達에 의하여 패소판결을 받았을 경
우에는 外國判決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되는 公示送達은 소
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개시된 후에 

公示送達이 있었을 뿐인 경우에는 外國判決은 국내법상 승인을 받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를 들면 피고가 소환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석하여 원고가 

청구한 결석판결명령에 의하여 결석판결을 받은 것은 피고의 防禦權을 침해한 것
이 아니다.12) 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피고가 應訴를 하 을 경우에는 公示送
達에 의하여 裁判이 개시되었던 사정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관할위반의 

항변을 위한 출석을 應訴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정설과,13) 긍정설이14) 대립하

고 있다.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원고로서 패소한 경우에는 外國判決의 승인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다. 

⑶ 公序良俗의 要件

外國判決은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 아니어야 한
다(제203조 제3호). 公序良俗의 요건이 外國判決의 내용과도 관련된 것인지 아니
면 단순히 해당 外國判決의 형식이나 절차에만 관련된 것인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우선 제1설은 外國判決의 내용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과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도 승인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인종차별 또는 축첩을 인

정하는 판결은 執行力을 가질 수 없다고 한다.15) 이에 반하여 제2설은 제1설에 대

하여 만일 제1설을 따르게 되면 우리 법원이 外國判決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하는
데, 그것은 民事訴訟法 제477조 제1항이 “執行判決은 裁判의 당부를 심사하지 아
니하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한다고 비판하면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는 外國判決의 내용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外國判決의 형식이나 절차에 
관한 요구에 국한시켜야 한다고 본다.16) 생각건대 인종차별 또는 축첩을 인정하는 

판결에 대하여 執行力을 거부하는 것이 곧 裁判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되는 것
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 判決을 승인한다는 것은 곧 그러한 법률관계가 우

12) 大判 1997, 9, 9, 96다47517(公 1997, 3040).
13) 宋相現, 民事訴訟法(博英社, 1997)(이하 宋相現), 447.

14) 註釋 民事訴訟法(II)(韓國司法行政學會, 1991)(이하 註釋 民事訴訟法(II)), 514.

15) 註釋 强制執行法(I)(韓國司法行政學會, 1991)(이하 註釋 强制執行法(I)), 175; 註釋 民事

訴訟法(II), 514.

16) 徐希源,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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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에서 실현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어버리므로 外國判決은 허용될 수 없
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公序良俗의 요건은 外國判
決의 내용과도 관련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外國判決의 집행의 문제는 
어느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외국에서 취득한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실현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우리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 

문제되는 公序良俗의 개념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

에서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이혼원인으로 판결한 外國判決은 公序
良俗에 반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17) 이와 관련하여 후술하는 프랑스법상의 ｢완화

된 公序良俗｣의 개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18)

外國判決의 형식이나 절차가 公序良俗에 반하는 것으로는 해당 外國判決의 소
송절차에서 변론이 인정되지 않은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外國判決이 이미 우리
나라에서 내려진 확정판결을 무시하고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선고된 것일 경우를 

들 수 있다.19) 判決이 기망적 수단에 의하여 취득된 것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⑷ 相互保證의 要件

判決을 내린 外國法院이 속한 나라의 법에 우리나라의 判決에 대하여 相互保證
이 있어야 한다(제203조 제4호). 相互保證(Reciprocit)이 있다는 것은 외국이 우리

나라 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승인하는 요건이 우리나라가 外國法院의 확정판
결의 효력을 승인하는 요건과 대등하거나 또는 더 관대하다는 것을 말한다. 相互
保證의 요건이 요구되는 것은 결국 섭외관계에 있어서 국제간에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相互保證이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첫째, 相互保證의 여부는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반드시 條約, 협정 등에 

의하여 명문으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외국의 法令, 判例 또는 慣習의 내
용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 족하다. 둘째, 외국의 外國判決의 승인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외관상 상이하다는 것만으로 相互保證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나라마다 國際私法制度가 상이하므로 외국의 外國判決의 승인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모든 사항에 걸쳐 완전히 동일하여야만 相互保證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사이에 外國判決의 승인이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17) 註釋 强制執行法(I), 175.

18) 상세한 것은 후술하는 프랑스법상의 公序良俗의 요건을 참조.

19) “동일 당사자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

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

호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다.”(大判 1994. 5. 10, 93므1051, 公 1994, 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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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外國判決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상호 동일하거나 전반적으로 보

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相互保證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반대로 

외국의 外國判決의 승인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외관상 유사하다고 하여 바로 
相互保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소송실무상으로도 동등한 요건하에서 우리

나라의 判決이 외국에서 승인되어야 비로소 相互保證이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相互主義原則의 선언여부에 의하여 相互保證의 존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나라가 外國判決을 승인하는 제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涉
外事件에 관하여 별도로 소제기를 요구하거나, 外國判決의 내용과 절차의 당부를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相互保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20) 또 어느 나라가 자국의 법원에 광범위한 專屬裁判管轄權을 인정
함으로써 사실상 涉外事件에 관한 外國判決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 相互保證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1) 

判例는 뉴욕주법원이 判例상 상호주의의 원칙을 배척하고 있지만 뉴욕주법원이 
外國判決이 사기로 획득한 것이거나 公序에 반한다거나 재판관할권의 흠결이 없
는 것이 아니면 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外國判決의 효력을 그대로 승인하고 있는 
것은 相互主義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22) 또 日本의 경우 
日本民事執行法 제22조 및 제24조가 우리 民事訴訟法 제467조 및 제477조와 그리

고 日本民事訴訟法 제118조가 우리 民事訴訟法 제203조와 거의 동일한 취지의 규

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相互保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많다.23) 이에 

반하여 判例는 濠洲가 외국판결상호집행법에 의하여 外國判決의 등록에 단기의 
시간적 제약을 두고 그 등록에 관하여 사실상 외국판결의 실질내용에 대한 심사

20) 徐希源, 126.

21) 徐希源, 127.

22) 大判 1989. 3. 14, 88므184, 191(公 1989, 607).
判例는 처음에는 미국은 外國法院의 판결을 일체 승인하지 아니하여 外國判決에 대한 

상호보증이 없다고 하여 뉴욕주법원의 判決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었다(大判 1971. 
10. 22, 71다1393, 集 19-3, 47).

23) 하급심판결 중에 일본민사집행법 제22조, 제24조 그리고 일본민사소송법 제118조가 우

리나라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 및 제477조와 거의 같은 취지이고, 일본국 실무관

례상으로도 외국판결의 공정성이 보장되어 존중되고 있음을 이유로 일본法이 相互保證
을 하고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 있다(제주지법 1998. 5, 97가합2982, 下級審判決集 
1998-1, 200). 이전의 하급심판결 중에는 일본민사소송법 제200조가 우리 민사소송법 

제203조와 같은 내용의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판결에 대하여 

상호보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으나(서울고법 1983. 1. 28, 82나

1126, 고등법원판결집, 1983 민, 87), 이는 원고가 相互保證의 요건을 입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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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행하고 있으며, 법의 적용 대상국을 총독명령으로 결정하고 있고 또 총독명

령 발효이전의 外國判決에 대하여는 법의 적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相互保證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24) 

2. 外國判決의 承認效果

外國判決이 승인되면 外國判決의 외국법상의 효력이 국내에서도 그대로 인정된
다. 따라서 만일 승인된 外國判決과 동일한 소송이 국내에서 제기되면 그 소송은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25) 만일 소송 중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확정된 外國判決이 있음이 주장된 경우에는 법관은 해당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승인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

고, 이를 결한 판결은 위법한 판결이 된다.26) 

해당 外國判決의 효력이 어떠한 것인지는 외국의 소송법에 의하여 결정된다.27) 

즉, 確定判決의 기판력이 미치는 인적, 물적 범위, 시간적 및 장소적 효력은 모두 

외국의 소송법에 의하여 결정된다.28) 

Ⅲ. 프랑스法상의 外國判決의 承認

프랑스民事訴訟法 제509조(le nouveau Code de procédure civile, NCPC, 이하 

프랑스民事訴訟法)는 “외국법원이 내린 판결과 외국관리가 접수한 행위는 법이 정

하는 경우에 그리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프랑스 토내에서 집행력을 갖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29) 그리고 재판상저당권(l'hypothèque judiciaire)을 규정하고 

24) 大判 1987. 4. 28, 85다카1767(公 1987, 867).
25) 이에 반하여 형사소송의 경우는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外國判決은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고 따라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大判 1983. 10. 25, 83도2366, 公 1983, 1793).
26)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반심청구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한 뉴욕주법원의 위 확정판결이 이 사건에 현출된 이상 원심으로서는 위 

확정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의 요건이 구비되어 그 판결의 효력이 인정됨으로써 피

청구인의 이 사건 반심청구가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 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했어야 할텐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외국법원의 확정

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大判 1987. 4. 
14, 86므57․58, 公1987, 812). 

27) 徐希源, 124.

28) 註釋 民事訴訟法(II), 513.

29) Art. 509 de nouveau Code de procédure civile : Les jugements rendus par les 

tribunaux étrangers et les actes reçus par les officiers étrangers sont exécuto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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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프랑스民法 제2123조는 “재판상저당권은 프랑스법원에 의하여 집행력이 있

는 것으로 선고된 外國判決에 의하여서도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30) 위 

두 규정으로부터 外國判決이 프랑스에서 집행되기 위해서는 프랑스법원에 의한 
執行命令 내지는 執行判決(l'exequatur)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위 두 규정을 제외하고는 外國判決이 執行力을 가기지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
차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다. 즉, 外國判決에 執行力을 부여하는 절차인 執行判
決訴訟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 결과 執行判決訴訟에서의 재판관의 권
한, 外國判決의 승인요건, 執行判決訴訟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國際私法과 民事訴
訟法상의 일반법리에 의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의하여서도 해결되지 않

는 것은 전적으로 判例의 결정에 위임되어 있다. 

1. 外國判決의 承認에 관한 判例의 變遷

프랑스判例는 종전에는 執行判決訴訟의 재판관에게 外國判決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 다(la théorie de révision au fond - 實質修正說 내지
는 實質審査說).31) 이러한 判例의 입장에 대하는 학설상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判例의 이러한 태도는 프랑스판결이 相互保證主義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
서 집행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 다. 그래서 프랑스判決이 외국에서 
執行力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執行判決訴訟의 재판관이 실제로 
수정권(le pouvoir de révison)을 행사하는 경우가 극히 예외적인 것이 되어 버렸

다.32)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프랑스判例는 마침내 1964년 종전의 태도를 완전히 
버리고 外國判決이 일정한 요건 - 이를 적법성(la régularité)의 요건이라고 부른

다 - 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 執行力을 부여하는 입장으로 변경하 다(la 

théorie de contrôle - 適法性統制說 내지는 形式審査說).33) 따라서 執行判決訴

sur le territoire de la République de la manière et dans les cas prévus par la loi. 

30) Art. 2123 de Code civil : L'hypothèque judiciaire résulte également ... des décisions 

judiciaires rendues en pays étrangers et déclarées exécutoires par un tribunal 

français. 

31) 實質修正論(la théorie de révision au fond)에도 다시 여러 갈래의 입장이 있다. 外國法
院이 A나라의 법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린 경우 만일 A나라의 법에 관한 해석을 잘못

하 다면 A나라의 법관에게 A나라 법의 해석을 정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입

장, 혹은 外國法院이 분쟁을 명백하게 부당하게 판결한 경우에는 해당 판결을 파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입장, 혹은 執行判決訴訟을 항소절차로 하는 입장이 있다. 마지막 입

장에서는 당사자들은 새로운 주장과 청구를 할 수 있고 재판관은 사실문제와 법률문제 

모두를 심판할 권한이 있고, 그 결과 재판관은 外國判決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

다. 종전의 프랑스判例는 마지막의 입장을 취하 다고 한다(Civ. 19 avril 1819, S.  

chr.)(P. Mayer, op. cit., n° 364, p.242).

32) Y. Loussouarn, Droit international privé, Dalloz, 5
e
 éd., Paris, 1996, n° 501, p.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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訟의 재판관은 外國判決의 내용을 심사하는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外國判決이 判
例가 인정하는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할 권한
만을 가지게 되었다.34) 즉, 執行判決訴訟의 재판관은 外國判決이 기판력을 갖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적법성(la régularité)을 통제하는 권한을 가질 뿐이다. 프랑

스判例의 이러한 입장의 변화에 따라, 그 후 독일법원은 비록 프랑스법이 相互保
證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프랑스판결에 대하여 執行力을 
부여하기에 이르 다.35)

2. 外國判決의 承認要件

外國判決의 승인요건은 프랑스民事訴訟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프랑스
判例를 통하여 확립되어 왔다. 1864년 프랑스破棄院이 實質審査說의 입장을 폐기
한 이후 오랫동안 프랑스判例는 外國判決의 승인요건을 확립하여 왔다. 즉, 公序
良俗의 요건(1860년), 裁判管轄權의 요건(1900년), 特別裁判管轄權 및 適法節次의 
요건(1900년), 立法管轄의 요건(1945년) 그리고 法律回避不存在의 요건(1964년)이 

判例를 통하여 차례대로 확립되어 왔다.36) 마침내 破棄院은 1964년의 Munzer事
件에 관한 判決에서 위 다섯 가지의 요건을 명시적으로 外國判決의 승인요건으로 
열거하기에 이르 다.37) 그런데 이 다섯 가지의 요건 중 特別裁判管轄權 및 適法
節次의 요건은 그 후 Bachir事件에 관한 破棄院判決에 의하여 폐기되었다.38) 特別
裁判管轄權 및 適法節次의 요건이란 外國判決은 외국의 국내소송법상으로도 재판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의하여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내려진 判決이어야만 
승인될 수 있다는 요건을 말한다. 그런데 이 요건에 대하여는 비록 外國判決이 재
판관할권과 절차상의 적법성을 위배한 것일지라도 해당 判決이 외국에서 집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프랑스법원이 그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는 반론이 제기되어 왔다. 그 후 破棄院은 Bachir事件에서 “適法節次는 國際私法
상의 公序良俗과 防禦權에 관하여서만 심사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여 適法節次
는 별도의 요건이 되지 않음을 천명하기에 이르 다. 그런데 Bachir事件判決은 엄
하게 말하면 適法節次의 요건만을 폐기한 것이고 特別裁判管轄權의 요건에 대

33) Munzer事件에 관한 Civ. 1
re
, 7. janv. 1964 판결이 그 시초이다. 

34) 따라서 프랑스가 外國判決의 승인과 관련하여 개개 판결을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고 알려져 있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다. 

35) Francofort-sur-Main항소법원의 1967. 7. 7자 판결과 BGH의 1967. 5. 8자 판결이 프랑

스판결에 대하여 執行力을 부여하 다.

36) P. Mayer, op. cit., n° 364, p.243.

37) Civ. 1
re
, 7. janv. 1964, J.C.P.  1964. II. 13590. 

38) Civ. 1
re
, 4. oct. 1967, D. 1968.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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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후자의 요건도 당연히 폐기된 것으로 보고 있

다.39) 그리고 프랑스判例는 外國判決의 승인요건으로 相互保證의 요건(la 

condition de réciprocité)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프랑스判例의 이러한 태도에 대
하여 학설은 이를 지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執行判決을 내리는 법관
이 判決을 내린 외국의 外國判決의 승인요건을 정확히 조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40)

한편 EU회원국이 내린 判決에 대하여는 승인요건이 완화된다. 1968. 9. 27. 체

결된 Bruxelles條約과 1988. 9. 16. 체결된 Lugano條約에 의하여 프랑스는 EU회
원국이 내린 外國判決에 대하여는 裁判管轄의 요건과 立法管轄의 요건을 심사할 
수 없게 되었다.41) 

⑴ 裁判管轄權(la compétence judiciaire)의 要件

프랑스判例에 의하면 外國判決이 프랑스에서 승인되기 위해서는 裁判管轄權을 
가진 법원에 의하여 내려진 것이어야 한다(la condition de la compétence 

judiciaire - 裁判管轄權의 요건). 判決을 내린 外國法院이 해당 涉外事件에 대하
여 一般裁判管轄權을 가졌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은 종래 판례상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 외국의 國際私法상의 直接一般裁判管轄權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방
법이 있다. 즉, 해당 涉外事件에 관하여 外國法院이 자국의 國際私法에 의하여 直
接一般裁判管轄權을 가지고 있으면 外國判決은 裁判管轄權의 요건을 갖춘 것이 
된다. 예를 들면, 韓國判決은 한국의 國際私法에 의하여 直接裁判管轄權이 있으면 
裁判管轄權의 요건을 갖춘 것이 된다. 둘째, 프랑스의 國際私法상의 直接一般裁判
管轄權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방법이 있다. 프랑스의 國際私法상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韓國法院이 涉外事件에 관하여 裁判管轄權을 가지고 있어야만 韓國判決은 
승인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프랑의 國際私法상의 원칙에 의하면 피고의 주소지소
재의 국가가 涉外事件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지게 되는데, 피고가 韓國에 주소
지를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는 韓國判決은 裁判管轄權의 요건을 갖춘 것이 된다. 

셋째, 프랑스의 國際私法상의 間接一般裁判管轄權에 관한 별도의 원칙에 따르는 
방법이 있다. 현재 프랑스判例는 마지막 방법을 따르고 있다.42) 

39) P. Mayer, op. cit.,  n° 381, p.254; Y. Loussouarn, op.cit., n° 501, p.554, n° 506, p.560. 

40) Y. Loussouarn, op. cit., n° 507, p.562. 

41) 상세한 것은 S. Guinchard, Droit et Pratique de la procédure civile, Dalloz, Paris, 

1999, n
os
 5401-5458, pp.1008-1031 참조.

42) Civ. 1re, 6 févr. 1985, Rev. cirt. 1985. 369. 이 판결이 있기까지는 프랑스判例는 통일

되지 못하여 세 가지의 방법 중 하나를 임의로 적용하여 왔었다(P. Mayer, op. cit., n° 

368,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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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프랑스判例상 外國法院의 間接裁判管轄權을 심사하는 기준은 매우 관대하
다. 다만 어느 涉外事件에 관하여 프랑스법원에 專屬裁判管轄權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外國法院의 間接裁判管轄權이 부정된다. 즉, 어느 涉外事件에 관하여 프랑스
의 國際私法이 프랑스법원에 專屬裁判管轄權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涉外事件
에 관한 外國判決은 執行力을 받을 수가 없다.43) 그런데 문제는 프랑스判例가 프
랑스법원에 專屬裁判管轄權을 인정하는 경우가 매우 넓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프랑스법원이 專屬裁判管轄權을 갖는 경우를 살펴본 후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外國法院의 間接國際裁判管轄權을 인정하는지를 살펴본다. 

㈎ 프랑스법원이 專屬裁判管轄權을 갖는 경우

종래 프랑스判例는 어느 涉外事件에 관하여 프랑스법원이 直接裁判管轄權을 가
질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이 涉外事件에 관한 外國法院의 間接裁判管轄權
을 부정하 었다.44) 즉, 프랑스判例는 프랑스民事訴訟法상의 裁判管轄權에 관한 
규정이 원고에게 다른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는 원칙적으로 專屬裁判管轄權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아 프랑스법원에 專屬裁判管
轄權을 인정하여 왔다.45) 그러나 Simith사건 이후 프랑스判例는 특별한 이유가 있
는 경우에 한하여 프랑스법원에 專屬裁判管轄權을 인정하여 오고 있다. 프랑스判
例상 프랑스법원에 專屬裁判管轄權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46)

⒜ 專屬裁判管轄의 約定
당사자 사이에 프랑스법원에 裁判管轄權을 부여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프랑스

법원에 專屬裁判管轄權이 인정된다. 

⒝ 分爭의 性質에 의한 專屬裁判管轄
분쟁의 성질상 프랑스법원에 專屬裁判管轄權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즉, 判決

의 성질상 또는 프랑스가 소송당사자가 됨으로써 프랑스國이 관련된 涉外事件에 
대하여는 프랑스법원의 專屬裁判管轄權이 인정된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국가기

관에 대한 外國判決, 프랑스의 특허권을 무효로 하는 外國判決, 프랑스국적의 회

사를 무효로 하거나 해산시키는 外國判決은 프랑스에서 승인될 수 없다.47) 그리고 

43) Civ. 1
re
, 5 mai 1962, D. 1962, 718; Civ. 1

re
, 6 févr. 1985, Rev. cr. dr. int. pr., 1985, 

369.

44) Civ. 5 mai 1962, J.D.I, 1962, 1024.

45) 예를 들면 계약 또는 불법행위의 경우 프랑스民事訴訟法 제46조는 원고에게 피고의 주

소지관할권 이외에 裁判管轄權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러한 선택

권이 원고에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專屬管轄權이 문제되는 것으로 본다. 

46) Y. Loussouarn, op. cit., n° 503, p.556; P. Mayer, op. cit., n° 375 et s, p.246 et s.

47) P. Mayer, op. cit.,  n° 375, p.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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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涉外事件, 동산상속에 관한 涉外事件, 국적에 관한 涉外事件, 특허

권에 관한 涉外事件, 호적에 관한 涉外事件, 근로계약에 관한 涉外事件의 경우에
도 프랑스법원의 專屬裁判管轄權이 인정된다.

⒞ 訴訟當事者의 프랑스國籍에 의한 專屬裁判管轄(國籍專屬裁判管轄)

프랑스判例는 프랑스民法 제14조와 제15조를 근거로 하여 프랑스법원에 프랑스

國籍에 의한 專屬裁判管轄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항을 바꾸어 설명한

다. 

㈏ 프랑스법원이 專屬裁判管轄權을 갖지 않는 경우

프랑스判例는 涉外事件과 판결을 내린 외국 사이에 “특징적인 관계(le lien 

caractérisé)”만 있으면 外國法院의 間接裁判管轄權을 인정한다. 프랑스破棄院은 
Smith事件에서 “프랑스법원에 專屬管轄權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裁判
管轄의 선택이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고 분쟁이 판결을 내린 나라와 특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外國法院은 裁判管轄權이 인정된다”고 판시하 다.48) 여기서 裁
判管轄의 선택이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단서는 후술하는 法律回避와 
관련되는 것이다.49) 어떠한 경우에 분쟁과 外國法院 사이에 특징적인 관계가 있는
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판관이 판단한다. 프랑스判例는 프
랑스의 國際私法이 프랑스법원에 專屬管轄權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경우, 기망적

인 法律回避가 없었던 한, 원칙적으로 外國判決의 裁判管轄權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外國法院이 자국의 國際私法상으로 재판관할권이 인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外國判決은 사실상 원칙적으로 執行力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50)

⑵ 立法管轄(la compétence législative)의 要件

判例에 의하면 外國判決은 해당 涉外事件에 대해서 外國法院이 프랑스 國際私
法이 정하는 準據法(實質法)을 적용하여 내린 判決이어야 한다. 이를 立法管轄의 
요건(la condition de la compétence législative)이라고 부른다. 外國法院이 프랑
스 國際私法이 예정한 實質法을 적용한 것인 한, 그에 대한 법률해석이 정확하

는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는 적용된 實質法이 프랑스법이었던 경우도 마
찬가지이다. 이것은 프랑스判例가 實質審査說의 입장을 포기한 이상 당연한 것이
라고 하겠다.51) 요컨대 立法管轄의 요건에 의하면 만일 외국의 國際私法과 프랑스

48) Civ. 1
re
, 6 févr. 1985, Rev. cirt. 1985. 369. 

49) 이에 대하여는 外國判決의 승인의 또 하나의 요건인 法律回避의 부존재의 요건을 참

조.

50) Y. Loussouarn, op. cit., n° 503, p.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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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國際私法이 준거법을 결정하는 원칙이 상이할 경우에는, 外國判決은 프랑스에
서 승인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 

立法管轄의 요건은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요건

에 대하여는 학설상 많은 논란이 있고, 옹호론과 비판론이 대립하고 있다. 우선 

옹호론은 프랑스법원의 재판관은 어느 涉外事件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재판을 하
게 되든 아니면 執行判決訴訟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든 프랑스의 
國際私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立法管轄要件의 근거를 찾는다.52) 

그리고 옹호론은 外國判決의 승인에서 문제되는 것은 外國判決의 프랑스국내에서
의 執行 여부이므로, 外國判決에 대하여 立法管轄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外國法院에 대하여 프랑스의 國際私法을 적용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외국의 國際私法이 프랑스 국내에서 효력을 갖는 것을 부정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53) 그러나 이러한 옹호론에 대하여는 執行判決訴訟에서 문제되는 것은 
外國判決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할 것일 뿐이고 涉外事件에 대하여 準據法을 적
용하는 것이 아니고 또 準據法의 적용문제가 執行判決訴訟에서 제기되는 것이 아
니므로 涉外事件을 직접 재판하는 경우와 구별하여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
다.54) 그리고 비판론은 判決을 선고하는 외국법원은 자국의 國際私法의 원칙에 따
라 준거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國際私法상의 일반원칙이라 할 것인데, 外國法院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이상은 外國法院이 자국의 國際私法에 따라 準據法을 결
정할 권리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55) 프랑스判例상의 立法管轄의 요건은 결과
적으로 다른 나라의 國際私法을 무시하고 프랑스의 國際私法에 대하여 만민법으
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즉, 외국의 國際私法과 프랑스의 
國際私法이 준거법을 결정하는 원칙이 상이할 경우에는, 外國判決은 프랑스에서 
승인될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外國判決의 執行力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立法管轄權의 요건은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判例는 立法管轄의 요건이 갖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同等內容의 
原則(la théorie de l'équivalence)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프랑스破棄院은 
Lundfall事件에서 外國法院이 적용한 準據法에 따른 소송의 결과가 프랑스의 國際
私法이 정하고 있는 準據法을 적용한 결과와 동일할 경우에는 外國判決은 승인될 

51) P. Mayer, op. cit.,  n° 387, p.259.

52) Batiffol et Lagarde, Droit International privé, LGDJ, 1971, n° 726, cité par P. 

Mayer, op. cit., note 56, p.259.

53) Batiffol et Lagarde, op. cit., n° 726, cité par P. Mayer, op. cit.,  note 56, p.259.

54) P. Mayer, op. cit.,  n° 388, p.260.

55) Y. Loussouarn, op. cit., n° 505, p.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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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인정하 다.56)

⑶ 公序良俗의 要件

公序良俗에 반하는 外國判決은 승인될 수 없다. 公序良俗에 반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법에 반하거나, 프랑스의 사회적 또는 정치적 기초에 반하거나 또는 프랑스의 

특별한 입법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57) 公序良俗은 실체법상으로도 문제될뿐만 아
니라 절차법상으로도 문제된다. 그리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실체법상의 公序良俗
의 개념은 ｢완화된 公序良俗(l'ordre public atténué)｣이다. 한편 公序良俗의 요건
은 執行判決訴訟이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판단한다.58)

㈎ 節次法上의 公序良俗

外國判決이 프랑스에서 執行力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절차법상의 公序良俗
(l'ordre public procédural)에 반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절차법상의 公序良俗이
란 바로 피고에게 防禦權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피고가 

소송절차에서 정당하게 소환을 받지 못하 거나, 적법한 소송대리를 받지 못하

거나,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外國判決은 절차법상의 公序良俗에 반
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外國判決이 인용한 증거방법이 수용될 수 없는 것이었을 
경우에도 절차법상의 公序良俗에 반하는 것이 된다. 예를 들면, 생모의 증언만으

로 부자관계를 인정하거나, 피고가 부재인 것을 자백으로 인정하는 것은 公序良俗
에 반하는 것이 된다.59) 그러나 外國判決은 이유설시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公
序良俗에 반하는 것이 되지는 않는다.60)

㈏ 實體法上의 公序良俗

일반적으로 國際私法상 公序良俗은 두 단계에서 문제되는바, 하나는 어떤 법률

관계가 발생하는 단계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의 내용에 따른 법

적 효과가 발생하는 단계이다. 전자는 法庭地에서 涉外事件에 公序良俗에 반하는 
準據法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문제되는 것이고, 후자는 외국에서 이미 발생한 법률

관계 내지는 그 내용이 執行判決訴訟地의 公序良俗에 반하는 경우에 外國判決을 
승인하는 단계에서 문제되는 것이다. 즉, 전자의 단계에서는 그 내용이 公序良俗
에 반하는 外國法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이고, 후자의 단계에서는 公序良俗에 반하
는 外國判決의 집행을 거부하는 것이다. 

56) Civ. 4, févr. 1958, Rev. crit.  1958. 389.

57) P. Mayer, op. cit.,  n° 200, p.140.

58) P. Mayer, op. cit.,  n° 382, p.256.

59) P. Mayer, op. cit.,  n° 384, pp.256-7.

60) Y. Loussouarn, op. cit., n° 506, p.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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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序良俗이 어느 단계에서 문제되느냐를 구분하는 것은 그 개념 내지는 정도가 
각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실익이 있다.61) 즉, 外國判決의 승인 단계에서는 
外國判決의 내용이 執行判決訴訟地의 公序良俗에 반한다고 하여서 언제나 그 효
력이 부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완화된 公序良俗(l'ordre public 

atténué)｣의 개념이다.62) 예를 들면, 프랑스判例는 1860년의 Bulkley事件에서 프
랑스는 당시 이혼을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인정한 국판결을 승

인하 고,63) 그리고 1953년의 Rivière事件에서도 당시 프랑스는 당사자의 귀책사
유에 의한 이혼만을 인정하 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이혼을 인정한 에쿠아도르의 

판결을 승인하 다.64) 특히 후자의 사건에서 破棄院은 “公序良俗에 반하는 法律에 
대한 반응은 프랑스에서 그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냐 아니면 

단지 외국에서 이미 취득한 권리의 효과를 프랑스에서 인정하는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시하면서 ｢완화된 公序良俗｣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수용하 다. 이

처럼 ｢완화된 公序良俗｣이 인정되는 것은 外國法을 적용 또는 인정함으로써 발생
하는 결과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外國判決의 승인여부가 달려져야 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즉, 어느 경우에 公序良俗의 위반이 동시에 법률관계 자체의 발
생(準據法의 적용)과 그에 따른 효과의 발생(外國判決의 승인)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고, 어느 경우에 법률관계의 발생만을 부정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외국

의 準據法과 프랑스법 사이의 충돌이 얼마나 큰 것이냐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65)

公序良俗의 요건은 外國判決의 내용이 公序良俗에 반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므로 적용된 準據法의 내용이 반드시 公序良俗에 반하는 것을 요하지 않고, 역으

로 準據法이 내용이 公序良俗에 반한다고 해서 언제나 外國判決의 내용이 公序良
俗에 반하는 것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外國判決이 公序良俗에 반하는 것으로서 
거부되는 것은, 해당 판결에 적용된 準據法 자체가 公序良俗에 반하기 때문일 수 
도 있고 반대로 準據法 자체가 아니라 이를 적용한 결과 즉 판결의 내용이 公序
良俗에 반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66)

⑷ 法律回避不存在의 要件

外國判決은 法律回避(la fraude à la loi)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法律回避

61) Y. Loussouarn, op. cit., n° 259, p.298. 

62) P. Mayer, op. cit.,  n° 383, p.256.

63) Civ. 21 févr. 1860, S.  1860. 1. 210.

64) Civ. 17 avril 1953, Rev. crit.  1953. 412.

65) Y. Loussouarn, op. cit., n° 260, p.300. 

66) P. Mayer, op. cit.,  n° 383, p.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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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고의로 涉外事件의 연결점을 변경하여 어느 나라의 實質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67) 따라서 法律回避에 의하여 얻은 外國判決은 프랑스에서 승인될 수 
없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 立法管轄의 요건이 外國判決의 승인요건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 요건의 적용을 면하기 위하여 法律回避를 하여 外國에서 判決을 받는 
경우가 자주 문제된다.68) 法律回避는 흔히 法庭地回避를 수반한다. 法庭地回避(le 

forum shopping)란 가장 유리한 判決을 내리는 法庭地를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데, 연결점을 바꾸는 것은 바로 法庭地를 변경하여 유리한 判決을 받기 위한 것이
기 때문이다.69)

한편 判決回避에 의한 外國判決도 승인될 수 없다.70) 통상적으로 判決의 내용은 
어느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法律回避는 곧 判決回避
를 의미한다. 그러나 法律回避가 따르지 않는 判決回避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두 나라가 동일한 法律을 적용하지만, 그 요건을 달리 해석함으로써 

동일한 涉外事件에 대하여 전혀 다른 내용의 판결을 내릴 수가 있다. 이 경우 당

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나라를 선택하여 판결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어느 나라에서 判決(外國判決)을 받은 것이 다른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判決과 상이한 내용의 判決을 받아 그 효력을 다른 나라에서 주장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外國判決은 승인될 수 없다. 이러한 判決回避 부존재의 요건
은 間接國際裁判管轄의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지 않는 법체제에서 특히 문제된
다.71)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프랑스破棄院은 Smith事件에서 분쟁과 그 분쟁에 관
하여 판결을 내린 나라 사이에 ‘특징적인 관계’만 있으면 間接國際裁判管轄權을 
인정하면서도, ‘裁判管轄의 선택이 기망에 의한 것이 아닐 것’ 즉, ‘判決回避가 없
을 것’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72) 

한편 破棄院은 Munzer事件에서 法律回避의 부존재를 外國判決의 요건으로 요
구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문제되는 法律回避가 프랑스법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法庭地의 법에 관한 것인지를 명백히 밝히고 있지 않다.73) 그러나 프랑스법의 회

67) Y. Loussouarn, op. cit., n° 265, p.303. 

68) P. Mayer, op. cit.,  n° 391, p.262.

69) 그러나 역으로 法庭地回避가 반드시 法律回避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프

랑스에서 이혼할 수 없는 프랑스국적을 가진 자가 자신들에 대하여 裁判管轄權을 갖는 

미국의 Nevada주를 선택하여 그 주법에 따라 이혼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

우에는 法律回避의 문제가 아니라 立法管轄의 요건에 의하여 外國判決은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P. Mayer, op. cit., n° 392, p.263).

70) P. Mayer, op. cit.,  n° 393, p.264.

71) P. Mayer, op. cit.,  n° 393, p.264.

72) Civ. 1re, 6 févr. 1985, Rev. cirt. 1985. 369. 

73) Y. Loussouarn, op. cit., n° 507, p.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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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뿐만 아니라 外國法의 회피도 外國判決의 승인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
다고 본다.74)

3. 프랑스民法상의 國籍專屬裁判管轄

國籍專屬裁判管轄에 관한 근거규정은 프랑스民法 제14조와 제15조이다.75) 

⑴ 國籍專屬裁判管轄의 연혁 및 취지

프랑스民法 제14조 및 제15조상의 國籍專屬裁判管轄의 연혁이 어디에 있는 것
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國籍專屬裁判管轄은 1778년 6월의 명령에서도 나타나
는데, 그 취지는 프랑스국적을 가진 자로 하여금 프랑스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는 데에 있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사재판(la juridiction 

consulaire)이 일반화되어 외국거주 자국민과 본국 사이에 긴 한 관계가 유지되

었으므로 外國法院의 재판권을 부인하는 전례에 의하여 당연히 프랑스인에 대하
여는 프랑스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전속적으로 인정하 다고 한다. 그리고 프랑스民
法 제정자들도 분명 이러한 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

民法 제정 당시에는 이미 국제간의 교류가 활발하여 나라 사이에 연대성이 있었
던바, 그 결과 프랑스인이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서도 그가 거주하는 외국법원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國籍裁判管轄은 
분명 예외적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判例는 國籍裁判管
轄의 취지는 프랑스인에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취지는 이미 프랑스民法 제11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76) 

國籍裁判管轄을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民法 제14조 및 제15조가 제11조의 뒤에 위

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 

한편 프랑스民事訴訟法(제59조)은 裁判管轄權에 관하여 피고주소지주의를 원칙
으로 하고 있다. 이 원칙에 비추어 볼 때에 國籍裁判管轄은 프랑스民事訴訟法상의 
일반원칙에도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프랑스民法 제14조에 의하면 원고

가 프랑스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프랑스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

을 프랑스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프랑스民法 제15조에 의하면 피고

가 프랑스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가 프랑스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

74) Y. Loussouarn, op. cit., n° 268, p.305. 

75) 프랑스民法 제14조와 제15조는 國際私法의 法源이 된다. 

76) Art. 11 de Code civil : L'étranger jouira en France des mêmes droits civils que 

ceux qui sont ou seront accordés aux Français par les traités de la nation à 

laquelle est cet étranger appartiendra : 외국인은 프랑스에서 자신이 속한 나라의 조약

이 프랑스인에게 부여하거나 부여할 것과 동일한 민사상의 권리를 향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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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프랑스법원의 재판관할에 속하게 되는바, 이는 주소지재판관할권을 인정하

는 프랑스民事訴訟法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위 규정들은 재판관할권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國際私法상 裁判管轄權에 
관한 특칙을 설정하여 프랑스인에게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

는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프랑스국적을 가진 자는 프랑스民法 제14조(原告國籍裁判管轄의 특권)에 의하여 

프랑스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을 프랑스법원에 소추할 수 있게 되는데, 이로 인하

여 프랑스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에게는 장소적 이동이 불가피하게 

되고, 반대로 프랑스국적을 가진 자는 프랑스내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커다란 실익을 가지게 된다. 한편 프랑스국적을 

가진 자는 프랑스民法 제15조(被告國籍專屬裁判管轄의 특권)에 의하여 프랑스법원

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을 가지게 된다. 

⑵ 國籍專屬裁判管轄의 의의 및 문제점 

프랑스民法 제14조 및 제15조는 문언상으로는 분명히 프랑스인에게 프랑스법원

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보충적으로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프랑스判例는 프랑스民法 제14조 및 제15조를 프랑스법원에 國籍專屬裁判管轄權
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우선 프랑스判例는 프랑스국적을 가진 자가 
피고가 될 경우에는 프랑스법원이 專屬裁判管轄權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

한 이유에서 프랑스判例는 프랑스民法 제15조(被告國籍專屬裁判管轄의 특권)를 근

거로 하여 프랑스국적을 가진 자가 피고가 된 外國判決에 대하여 프랑스내에서의 
執行力을 부정하고 있다.77) 즉, 문언상으로는 프랑스民法 제15조는 외국인에게 프

랑스국적을 가진 자를 프랑스법원에 소추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

지만, 프랑스判例는 프랑스국적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자신을 상대로 외국에서 내려
진 판결에 대하여 기판력을 부인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프랑스民法 제
15조는 외국인이 자국의 판결에 대하여 프랑스 토내에서 執行力을 받을 수 없는 
데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서 프랑스국적을 가지는 피고를 상대로 프랑스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일종의 보상규정으로 변질되어 버렸다.78) 

한편 프랑스民法 제14조(原告國籍專屬裁判管轄權)를 근거로 하여 外國判決의 執行
力을 부인한 判例는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프랑스국적을 

가진 자가 원고가 되는 外國判決의 경우는 원고가 外國法院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原告國籍專屬裁判管轄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77) Y. Loussouarn, op. cit., n° 462, p.518.

78) Y. Loussouarn, op. cit., n° 461, p.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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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民法 제14조 및 제15조에 대하여는 맹목적 국수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

고 있다. 만일 모든 나라가 프랑스처럼 자국의 국민에 대하여 자국의 법원에 國籍
專屬裁判管轄權을 부여한다면 그것은 裁判管轄權의 충돌을 야기할 뿐이고,79) 결국 

外國判決은 결코 어느 나라에서도 승인될 수 없다는 결과가 발생하고 말기 때문
이다.80)

⑶ 國籍專屬裁判管轄의 適用要件 

國籍專屬裁判管轄의 요건은 다시 인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人的 要件 

國籍專屬裁判管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송당사자인 원고(프랑스民法 제14조

의 경우) 또는 피고(프랑스民法 제15조의 경우)가 프랑스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

다. 그리고 判例에 의하면 프랑스民法 제14조와 제15조는 소송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프랑스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프랑스법원에 專屬裁
判管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81) 즉, 國籍專屬裁判管轄은 涉外事件 또는 그 대
상이 된 권리의 성질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또는 피고가 프랑스국적

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소송당사자가 프랑스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國籍專屬裁判管轄이 인정된다. 그리고 프랑

스국적의 요건은 專屬裁判管轄을 인정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므로, 소송당사자

인 프랑스인 또는 그 상대방인 외국인은 프랑스에 주소나 거소를 가져야 할 필요

도 없다.82) 國籍專屬裁判管轄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法人에게도 인정된다. 

프랑스국적은 소송당사자가 소송이 제기된 당시에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것으

로 충분하다.83) 따라서 소송당사자인 상속인 또는 승계인이 프랑스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고,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인이 프랑스국적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

은 國籍專屬裁判管轄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소송당사자가 법

을 회피하기 위하여 프랑스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國籍專屬裁判管轄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외국인인 債權者가 프랑스인에게 권리를 양도하여 프랑스법원

79) 그런데 프랑스民法 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은 가혹한 규정은 다른 나라의 법에서도 많

이 찾아 볼 수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원고주소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 독일

민사소송법 제23조, 폴란드민사소송법 제1103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Y. 

Loussouarn, op. cit., n° 462, p.518). 

80) P. Mayer, op. cit.,  n° 376, p.251.

81) Civ. 1re, 21, mars 1966. D. 1966. 429.

82) Civ. 1
re
, 24, oct. 1979. D. 1980. I.R. 329.

83) Y. Loussouarn, op. cit., n° 463, p.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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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판결을 얻고자 할 경우, 債務者는 당사자들에게 법회피의 고의가 있었음을 입
증하여 國籍專屬裁判管轄을 배제할 수 있다.84)

㈏ 客觀的 要件 

프랑스民法 제14조와 제15조는 조문상으로는 명백히 國籍專屬裁判管轄을 계약
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에 관한 涉外事件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判例는 專屬裁
判管轄의 근거가 국적에 있는 이상, 國籍專屬裁判管轄을 채권소송에 한정하는 것
은 무의미한 것으로 본다. 즉, 判例는 프랑스 토내에서 강제집행을 궁극적인 목

적으로 하는 모든 소송에 대하여 프랑스법원의 國籍專屬裁判管轄을 인정하여, 계

약상 채권뿐만 아니라 법정채권 나아가 비재산적 涉外事件에까지 이를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결국 判例는 프랑스民法 제14조와 제15조에 일반규정으로서의 지

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國籍專屬裁判管轄에는 두 가지의 예외가 判例상
으로 인정되고 있다. 첫째, 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그러하다. 둘

째, 외국에서 이미 실행된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이 그러하다. 이상의 두 경우 소

송당사자 중의 하나가 비록 프랑스국적을 가지는 경우에도 프랑스법원의 專屬裁
判管轄이 인정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어느 경우나 판결을 내린 외국의 주권이 문

제되기 때문이라고 한다.85) 

⑷ 國籍專屬裁判管轄의 抛棄 

프랑스民法 제14조 및 제15조는 공서양속에 관한 강행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당

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86) 즉, 당사자들은 國籍專屬裁判
管轄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당자가가 외국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

는 합의를 하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중재조항(la clause compromissoire)을 두

는 것은 國籍專屬裁判管轄의 특권을 포기한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계

약에 적용될 실체법을 외국법으로 정하는 것만으로는 프랑스법원의 관할권을 배

제하고 외국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87) 또 외국법원에 소송

을 제기하는 것도 國籍專屬裁判管轄의 이익을 포기한 것에 해당한다. 프랑스民法 
제14조의 경우는 프랑스국적의 원고가 外國法院에 소송을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國籍專屬裁判管轄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국적의 

84) Y. Loussouarn, op. cit., n° 463, p.520.

85) Y. Loussouarn, op. cit., n° 464, p.520. 

86) Y. Loussouarn, op. cit., n° 466, p.522; P. Mayer, op. cit.,  n° 376, p.251; Jurisclasseur 

Droit civil, Art. 14 et 15, Fasc 3-2, Compétence privilégiée des tribunaux français 

ou compétence fondée sur la nationalité française de l'une des parties, Code civil, 

articles 14 et 15, Renonciation, Non-applicabilité d'office, n°4, p.3.

87) Y. Loussouarn, op. cit., n° 466, 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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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外國法院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피고인 외국인이 프랑스 토내에 재산이 

없다고 오신한 것에서 비롯된 것일 경우에는 國籍專屬裁判管轄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88) 한편 프랑스民法 제15조의 경우는 프랑스국적의 피고가 外
國法院에 제기된 소송에서 관할권부재의 항변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원칙
적으로 國籍專屬裁判管轄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그 동기가 外國
法院이 중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과 같이 다른 특별한 동기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프랑스국적의 피고가 소송이 제기된 外國法院
에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國籍專屬裁判管轄의 포기에 해당한다.89)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또는 外國法院에의 소제기에 의하여 國籍專屬裁判管轄
의 이익을 포기하 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國籍專屬管轄을 근거로 프랑스법원에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당사자로부터 프랑스법원에 대하여 관할권부재의 항

변이 제기되면 프랑스법원은 재판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外國法院이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소송에서 國籍專屬裁判管轄의 이익의 포기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것
은 國籍專屬管轄의 이익의 포기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건에 대하여 프랑

스법원은 國籍專屬裁判管轄權을 갖는다. 

프랑스民法 제14조 및 제15조는 임의규정이므로, 그 적용여부는 법관의 직권조

사사항이 아니다.90) 즉, 프랑스국적을 갖는 원고 또는 피고가 國籍專屬裁判管轄을 
이유로 外國法院의 관할권부재의 항변을 하지 않는 한 프랑스법원은 外國判決의 
執行力을 거부할 수 없다.91) 당사자들은 執行判決訴訟의 1심에서 國籍專屬裁判管
轄의 이익을 주장하여야 하고, 2심에서 이를 주장할 경우에는 그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92)

Ⅳ. 結論

프랑스의 실정법이나 判例는 명시적으로 相互主義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지 않
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프랑스法이 우리나라의 判決에 대하여 相互保證
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相互保證의 문제는 법령상 그리고 소송실무상 外

88) Y. Loussouarn, op. cit., n° 466, p.523.

89) Y. Loussouarn, op. cit., n° 466, p.523.

90) Y. Loussouarn, op. cit., n° 465, p.521.

91) Y. Loussouarn, op. cit., n° 466, p.522

92) Civ. 1
re
, 2, mai 1979. Rev. crit.  1980. 362; Civ. 1

re
, 1

er 
juill. 1981. Rev. crit.  1981.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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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判決의 승인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술

한 바와 같이, 뉴욕주법원이 判例에 의하여 상호주의의 원칙을 배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判例는 뉴욕주가 우리나라의 判決에 대하여 相互主義의 원칙을 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프랑스와 어느 나라 사이에 相互保證이 있다
고 해서 우리나라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相互保證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相互保證의 존재여부는 外國判決의 승인요건을 비교하는 두 나라 사이
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독일법원은 프랑

스判決을 승인하여 執行力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프랑스법상 外國判決의 승인요건은 裁判管轄權의 요건, 立法管轄의 요건, 公序
良俗의 요건 그리고 法律回避不存在의 요건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상의 外國判
決의 승인요건은 裁判管轄權의 요건, 防禦權保護의 요건, 公序良俗의 요건 그리고 
相互保證의 요건이다. 우선 프랑스법상의 公序良俗의 요건과 우리나라의 防禦權保
護의 요건 및 公序良俗의 요건은 대체로 그 내용이 일치한다. 그리고 프랑스법상

의 法律回避不存在의 요건은 國際私法의 일반원칙상 당연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

여 두 나라의 外國判決의 승인요건에 차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프랑스

법의 裁判管轄權의 요건은 우리나라법의 그것과 다르고 또 立法管轄의 요건은 분
명 우리나라 법이 알지 못하는 요건이다. 우선 裁判管轄權의 요건을 살펴보면, 프

랑스判例는 프랑스民法 제14조 및 제15조를 근거로 자국의 법원에 광범위한 國籍
專屬裁判管轄을 인정하여 소송당사자가 프랑스국적을 가진 涉外事件에 대한 外國
判決에 대한 執行力을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프랑스

국적을 가진 자가 원고 또는 피고가 된 소송에서 내린 判決은 프랑스에서 집행력
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둘째, 立法管轄의 요건을 살펴보면, 同等內容의 원칙이라는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프랑스判例는 外國法院이 涉外事件에 대하여 프랑스國際私
法이 정하는 準據法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涉外事件에 관하
여 프랑스의 國際私法과 우리나라의 國際私法이 준거법을 결정하는 원칙이 상이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判決은 프랑스에서 승인되어 집행될 수가 없게 된다. 이

것은 우리나라 법원이 선고한 判決은 그 적용한 準據法 내지는 그 내용이 프랑스
의 國際私法이 정하는 準據法과 같은 것이거나 또는 그 내용이 동일하여야만 승
인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涉外事件에 관한 우리나라의 判決의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점에 비추어 볼 때, 프랑스법상의 外國判決의 승인요건은 분명 우리 법
상의 外國判決의 승인요건보다 엄격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나라 사이에 外國判決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한다고 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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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즉, 프랑스법상의 外國判決의 승인요건이 우리 법상의 外國判決의 승인요건
과 동등하거나 또는 관대하다고 볼 수가 없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아 프랑스법

이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相互保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
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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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Les clauses de la compétence exclusive fondée sur la nationalité 

française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 l'examen de la condition de réciprocité pour l'exécution du jugement 

français en Corée - 

NAM, Hyo-Soon
*

93)

I. Introductoin

Les articles 14 et 15 du Code civil français donnent compétence aux 

tribunaux français lorsque l'une des parties est française. En apparence, ces 

deux textes se bornent à conférer un privilège de juridiction fondée sur la 

nationalité française. Autrement dit, ils créent un chef de compétence 

supplémentaire. Mais la jurisprudence française va plus loin. Elle les traite 

comme des règles de compétence exclusive des tribunaux français. En 

conséquence, la partie du procès française peut s'opposer à l'exécution du 

jugement étranger rendu contre elle. A cause de ces deux textes, beaucoup 

de jugements étrangers auront la difficulté à satisfaire la condtion de 

compéténce juridique qui constitue l'une des conditions de l'efficacité du 

jugement étranger. Cela rend, à cette fois, les jugements français inefficaces 

dans les pays étrangers qui demandent la réciprocité comme une condition 

de l'efficacité des jugements étrangers.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on se 

demande si les jugements français peuvent être exécutés en droit coréen qui 

exige la condition de réciprocité. Avant d'aborder ce problème, on va 

comparer les conditions de l'efficacité des jugements étrangers en droit 

coréen et celles en droit français.

* Professeur en droit civil, Faculté de droit, Université nationale de Sé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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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Les condtions de l'efficacité des jugements étrangers en droit coréen

Selon l'article 203 du Code de la procédure civile coréen, les jugements 

étrangers ne peuvent être efficaces que lorsque quatre conditions sont 

réunies; la condition de compétence juridique, la condition de droit de 

défense, la condition d'ordre public et la condition de réciprocité. Ainsi, le 

droit coréen a-t-il adopté le système de contrôle de régularité des 

jugements étranger au lieu de celui de révision au fond. En suite, l'article 

476 du même code prévoit que l'exécution des jugements étrangers n'est 

possible que lorsque ceux-ci sont déclarés licites par un jugement 

d'exécution, à savoir l'exequatur. De ces deux textes, il réulte que la partie 

qui souhaite l'exécution d'un jugement étranger doit demander au tribunal 

coréen un jugement d'exécution. 

Ces quatre conditions sont celles qui peuvent en général se trouver dans 

beaucoup de systèmes de droit. Pourtant, malheursement, s'agissant de la 

compétence juridique, il ne se trouve aucune règle qui nous permet de 

savoir si un tribunal étranger peut être reconnu compétent. Selon la 

jurisprudence, la compétence internationale indirecte appartient au tribunal 

du domicile de défendeur. Quant à la conditon d'ordre public, il y a 

divergence doctrinale si la conformité à l'ordre public demande non 

seulement le respect de l'ordre public au fond mais également celui de 

l'ordre public procédural. 

III. Les condtions de l'efficacité des jugements étrangers en droit français

Ce sont l'article 509 du nouveau Code de procédure civile et l'article 2123 

du Code civil qui constituent le support légal du principe de l'exigence d'un 

exequatur pour qu'un jugement étranger puisse être efficace en France. En 

ce qui concerne le pouvoir du juge de l'exequatur, la jurisprudence française 

a adopté, en 1964, la théorie de contrôle selon laquelle le juge n'a le pouvoir 

que de vérifier certaines conditions qui sont nécessaires et suffisantes pour 

l'attribution de l'efficacité. Il faut que quatre conditions doivent être réunies 

: le compétence juridique, la compétence législative, la conformité à l'ordre 

public et l'absence de fraude à la loi. Il faut noter trois choses importan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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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bord, à la différence de nombreux pays étrangers, la France ne 

subordonne pas l'exequatur à la condition de récciprocité. Ensuite, elle pose 

la condition de compétence législative. Enfin, elle admet l'exception de 

juridiction exclusive des tribunaux français surtout lorsque l'une des parties 

du procès est française. 

D'abord s'agissant de la condition de la compétence internationale 

indirecte, toutes les fois que la règle française de solution des conflits de 

juridictions n'attribue pas compétence exclusive aux tribunaux français, le 

tribunal étranger est reconnu compétent si le litige se rattache de manière 

caractérisée au pays dont le juge a été saisi et si le choix de la juridiction 

n'a pas été frauduleux. Il y a de diverses hypothèses où peuvent se 

rencontrer les compétences françaises exclusives parmi lesquelles il convient 

de rappeler celle fondée sur la nationalité française ; le Français peut 

s'opposer à l'éfficacité en France de tout jugement étranger rendu contre 

lui. Malgré les critiques sévères qu'elle a encourues, cette interprétation est 

toujours maintenue. Aujourd'hui, l'exclusivisme des articles 14 et 15 du 

Code civil français est considéré comme dépassé. En deuxième lieu, pour 

qu'un jugement étranger soit efficace en France, le juge étranger doit avoir 

appliqué la règle substantielle compétente d'après les règles françaises de 

conflit. Il faut qu'il dût avoir appliqué la loi désignée par la règle de conflit 

française. Etant donné qu'il a consulté sa propre règle de conflit pour 

déterminer la loi applicable au fond, cette condition pratiquement conduit à 

refuser l'exequatur aux jugements étrangèrs. A cette raison, elle est 

aujourd'hui vivement attaquée par une partie de la doctrine. En troisième 

lieu, un jugement étranger doit être conforme, soit dans son contenu, soit 

par son mode d'élaboration, à l'ordre public. D'abord, il faut se rappeler que 

c'est l'effet atténué de l'ordre public qui doit être pris en considération en 

matière d'exequatur  puisque le problème ne se situe pas au stade de la 

création des droits, mais à celui de leur efficacité internationale. Ensuite, 

l'inobservation de certains principes fondamentaux de la procédure rend le 

jugement étranger inefficace. Ce sont surtout les droits de la défense dont 

la violation est sanctionnée. En quatrième lieu, la fraude à la loi rend le 

jugement étranger inefficace. Ainsi que la fraude à la loi, la fraude au 

jugement entraîne également l'inefficacité des jugements étra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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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Conclusion

On peut reconnâitre une certaine ressemblance entre le droit français et le 

droit coréen. La condtion de l'odre prublic en droit français coïncide 

pratiquement avec celle de l'odre public et celle de droit de défense en droit 

coréen. Mais, s'agissant des autres conditions de l'efficacité des jugements 

étrangers en droit français, c'est-à-dire la compétence judiciaire exclusive 

des tribunaux français fondée sur la nationalité française et la condition de 

la compétence législative, elles revêtent des aspects particuliers qui ne 

peuvent s'harmoniser avec le droit coréen. Cela empêche, en conséquence, 

les jugements français de satifaire à la conditoin de réciprocité exigée par le 

droit coréen. A notre sens, le bilan de l'étude comparative serait donc 

négatif. On pourra conclure sans grande hésitation que les jugements 

français ne pourraient être exécutés en droit coré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