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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
1)

梁 彰 洙*

1. 이하는 2003년 초에 발표된 ｢유럽계약법위원회(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의 ｢유럽계약법원칙｣ 제3부1)의 규정을 번역한 것이다. 역자는 이

미 동 원칙의 제1부와 제2부의 규정을 번역하여 공간한 바 있다.2) 이번의 번역

은 그에 이어져서 이를 완결지으려는 것으로서 그 번역의 취지나 방식에 대하여

는 이미 앞서의 에서 밝힌 대로이다.3)

2. 1981년에 작업을 시작한 유럽계약법위원회는 1995년에 이르러 계약의 이행, 

계약불이행 및 그 경우의 구제수단에 대하여 정하는 제1부를 발표하 다.4) 그리

고 2000년에는 계약의 성립․유효성․해석 및 내용, 그리고 대리에 대하여 정하

는 제2부를 발표하면서, 제1부와 합하여 ｢수정종합판｣5)을 발표하 다. 1995년 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1) Ole Lando, Eric Clive, André Prüm & Reinhard Zimmermann(ed.),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Ⅲ, prepared by The 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2003)(이하 단지 ‘PECL Ⅲ’이라고 한다).

2) 梁彰洙, “｢유럽契約法原則｣에 대한 一考 및 그 飜譯”, 서울대 法學 제40권 1호(1999. 
5), 358면 이하(그 후 同, 民法硏究, 제6권(2001), 320면 이하에 再錄). 이 기회에 다음
과 같이 그 번역 중 제1:103조를 수정하고자 한다(同條는 이번 번역에 포함된 제
15:102조와도 관련된다). 

   1:103조 [강행법] (1) 본래 적용되어야 할 법에서 선택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
은 당해 계약을 규율하는 법으로 이 원칙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러한 선택이 있으면 
국내법의 강행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그러나 國際私法의 관련 규정이 계약을 
규율하는 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적용된다고 정하는 국내법, 초국가법(supernational 
law), 국제법의 강행규정에는 효력이 부여되어야 한다. 

3) 梁彰洙(前註), 364면(同, 民法硏究, 제6권(2001), 328면 이하) 참조.
4) Ole Lando and Hugh Beale(ed.),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I: 

Performance, Non-performance and Remedies(1995).
5) Ole Lando and Hugh Beale(ed.),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 I and II, 

Combined and Revised(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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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홀롬에서 있었던 제2부의 작성․발표를 위한 마지막 모임에서 동 위원회는 다

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양도, 채무인수와 계약이전, 상계, 소멸시효, 위법한 계

약, 조건 및 이자의 원본편입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는 작업이 세 번째 단계에서 

계속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 다. 이에 기하여 동 위원회는 1997년 12월에 독

일 레겐스부르크에서의 모임을 시작으로 제3부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여 이번에 

위 제3부를 발표하기에 이르 다.

그러므로 이 제3부는 그에 앞서는 제1부 및 제2부에 이어지는 것으로서, 규정이 

제10장에서 시작하는 것에서 보듯 그 編序는 물론이고, 規定內容에 있어서도 종전
의 작업결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앞서 나온 定義規定은 여기에도 적용된다.6)

3. ｢유럽계약법위원회｣는 이 제3부로써 자신의 작업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다.7) 그러나 유럽통합의 일환으로 유럽민법전을 제정하려는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유럽계약법원칙｣은 말하자면 계약법의 총칙,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민

법총칙과 채권법총칙의 일정한 부분에 해당하는 규정을 준비하려는 것이므로, 그

것 말고도 ｢유럽민법전｣을 마련하려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독일의 크리스티안 폰 바르 교수가 좌장인 ｢유럽민법전 연구그룹(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은 매매와 노무제공계약 등의 몇몇 중요한 전

형계약에 대하여 그리고 불법행위와 부당이득과 같은 소위 계약 외의 채권관계

에 대하여 요강을 준비하고 있다. 위 연구그룹은 그 작업을 위와 같은 채권법에 

속하는 분야들뿐만 아니라, 동산담보권을 포함하여 동산의 양도와 같은 물권법 

분야에도 미치고 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6) PECL III, p. x & xv 참조.
7) PECL III, p.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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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계약법원칙 제3부(번역)

제10장   數人의 當事者

제1절   數人의 債務者

제10:101조    [연대채무․분할채무․공동채무]

(1) 각 채무자가 하나의 동일한 이행(one and the same performance)을 할 의

무가 있고 채권자는 전부의 이행이 있을 때까지 어느 채무자에 대해서나 그 이

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 채무는 연대채무이다.

(2) 각 채무자가 일부의 이행만을 할 의무가 있고 채권자는 각 채무자에 대하

여 그의 부담부분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 채무는 분할채무이다.

(3) 채무자 전원이 공동으로 이행을 할 의무가 있고 채권자는 채무자 전원에 

대해서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채무는 공동채무이다.

제10:102조   [연대채무가 성립하는 경우]

(1)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계약에 기하여 하나의 동일한 이행을 할 의무를 지

는 때에는, 계약이나 법률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그들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수인이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때에도 연대채무가 성립한다.

(3) 각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연대채무의 성

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제10:103조   [분할채무에서의 책임]

분할채무상의 채무자들은 계약이나 법률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균등하게 책

임을 진다.

제10:104조   [공동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금전배상의 특칙]

공동채무(communal obligation)의 불이행을 이유로 금전배상의 청구가 있는 때

에는 제10:101조 제3항에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

을 진다.

제10:105조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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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이나 법률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연대채무자 상호간에는 균등하게 책

임을 진다.

(2) 제10:102조 제2항에 의하여 둘 이상의 채무자가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책

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부담부분은 그 책임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

실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따라 정하여진다.

제10:106조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관계]

(1) 연대채무자 중 1인이 그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이행한 때에는 다른 채무자

들에 대하여 그 각자가 미이행한 부담부분의 범위에서 그 초과부분의 상환을 청구

할 수 있고, 또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한 각자의 부담부분의 상환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권리를 가지는 연대채무자는, 다른 채무자로부터 그 각자가 미이

행한 부담부분의 범위에서 그 초과부분의 상환을 얻기 위하여, 채권자의 우선적 

지위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종적 담보(accessory securities)를 포함하여 

채권자의 제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이행한 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 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대채무자로부터 구상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

한 채무자를 포함하여 그 외의 다른 모든 채무자의 부담부분이 각자의 부담부분

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제10:107조   [연대채무의 이행․상계․혼동]

(1)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이행 또는 상계를 하거나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

인에 대하여 상계를 한 때에는 그 이행 또는 상계의 범위에서 채권자에 대한 관

계에서 다른 채무자는 책임을 면한다.

(2) 연대채무자 중 1인과 채권자 사이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

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채무자는 책임을 면한다.

제10:108조   [연대채무의 면제․화해]

(1)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면제하거나 그와 화해를 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무자는 책임을 면한다.

(2) 면제나 화해가 모든 연대채무의 면책을 내용으로 하는 때에는 채무자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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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책임을 면한다.

(3)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는 채무자는 연대채무자 상

호간에는 면책 당시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책임을 면하고, 제10:106조 제3항에 따

라 후발적으로 부담하는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09조   [연대채무에서 판결의 효력]

연대채무자 중 1인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결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또는

(b) 제10:106조에 의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

제10:110조   [연대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청구권(“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다

음 각호의 사항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또는

(b) 제10:106조에 의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권.

제10:111조   [연대채무에서 기타 항변사유의 대항가능성]

(1)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사유를, 그것이 그 

채무자에게 전속적인 것이 아닌 한,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항변사유의 주

장은 기타의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2) 구상청구를 받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인적 항변사유

(personal defence)를 구상청구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제2절   數人의 債權者

제10:201조   [연대채권․분할채권․공동채권]

(1) 각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어느 

채권자에 대해서나 이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 채권은 연대채권이다.

(2) 채무자가 각 채권자에게 그 채권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고 각 채권

자는 자기 지분의 이행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들 채권은 분할채권이다.

(3) 채무자가 채권자 전원에게 이행하여야 하고 각 채권자는 채권자 전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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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은 공동채권이다.

제10:202조   [분할채권의 지분]

분할채권자들은 계약이나 법률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균등한 지분을 가진다.

제10:203조   [공동채권의 실현장애]

공동채권자 중 1인이 이행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

는 제7:110조 또는 제7:111조에 좇아 그 목적물이나 금전을 제3자에게 보관시킴

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다.

제10:204조   [연대채권의 지분]

(1) 연대채권자들은 계약이나 법률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균등한 지분을 가진다.

(2) 어느 채권자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공여받은 때에는 다른 채권자들에

게 그 각자의 지분의 범위에서 그 초과분을 이전하여야 한다.

제10:205조   [연대채권의 법률관계]

(1) 연대채권자 중 1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한 면제는 다른 연대채권자에게 효

력이 없다.

(2) 제10:107조, 제10:109조, 제10:110조, 제10:111조 제1항은 연대채권에 준용된다.

제11장   債權讓渡

제1절   一般原則

제11:101조   [本章規定의 적용범위]

(1) 본장의 규정은 현재 또는 장래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행청구권(“채

권”)을 계약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그 외의 양도가능한 채권을 계약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본장의 규

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별도의 정함이 있거나 제반 사정상 그렇게 하여서는 아니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본장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원래 이에 적용되는 법률에 의하여 채권증서 또는 투자증권의 양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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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가 관리하거나 그를 위하여 관리되는 등록부에 그 양도사실을 등

록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 그 양도; 또는

  (b) 원래 이에 적용되는 법률에 의하여 환어음 기타 양도가능한 유통증권 

이나 유가증권 또는 동산에 대한 권원증서의 양도에 그 증서의 교부가 

경우에 따라서는 배서와 함께 요구되는 경우에, 그 양도.

(4) 본장에서의 “양도”는 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양도를 포함한다.

(5) 본장의 규정은 양도 이외의 방법으로 계약으로 채권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1:102조   [계약상 채권의 원칙적 양도성]

(1) 계약의 당사자는 제11:301조 및 제11:302조의 제한 아래서 그 계약으로부

터 발생하는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2) 현재 또는 장래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장래의 채권은, 그 채권이 성립

하는 때 또는 당사자들이 이에 관한 기준시기로 합의한 다른 때에 양도의 대상

인 채권임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제11:103조   [일부양도]

가분인 채권은 그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양도인은 이로 인하여 채무

자에게 발생한 추가비용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진다.

제11:104조   [양도의 방식]

양도는 서면으로 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기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한

다. 양도는 증인을 포함하여 모든 수단으로 입증될 수 있다.

제2절   讓渡人과 讓受人 사이의 讓渡의 效力

제11:201조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권리]

(1) 채권의 양도로 다음 각호의 권리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a) 양도된 채권에 관한 양도인의 모든 이행청구권; 및

  (b)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모든 부종적 권리.

(2)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의 양도가 양도인이 그 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양수인이 인수하는 것과 함께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본조는 제12:20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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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된다.

제11:202조   [양도의 효력발생시기]

(1) 현재의 채권의 양도는 양도의 합의를 한 때 또는 그 후의 시점으로서 양

도인과 양수인이 효력발생시기로 합의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2) 장래채권의 양도는 후에 그 채권이 성립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그것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양도는 양도의 합의를 한 때 또는 그 후의 시점으로

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효력발생시기로 합의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1:203조   [양도인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

채권양도가 제11:301조 또는 제11:302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

는 때에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는 유효하며, 그에 의하여 양수인은 양도인

이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것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다.

제11:204조   [양도인의 보장]

채권을 양도하 거나 양도하기로 약정함에 의하여 양도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양수인에게 보장하는 것이다:

(a) 양수인이 아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다음의 

요건이 갖추어지는 것:

  (i)  양도인에게 채권을 양도할 권리가 있는 것;

  (ii) 채권이 존재하는 것, 그리고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항변사유 또는 상계권 기타의 권리가 양수인의 권리에 향을 미치지 아

니하는 것; 및

  (iii) 채권이 선행하는 양도의 목적이 되지 않았고, 또 제3자를 위한 담보권 

또는 기타의 부담의 목적이 아닌 것;

(b) 양도계약에 변경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 및 변경이 신의칙에 맞게 행하여져

서 양수인이 합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 

또는 그 발생원인인 계약을 양도인의 동의 없이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 및

(c)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비부종적 권리로서 양도가능한 것을 양도인이 모두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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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讓受人과 債務者 사이의 讓渡의 效力

제11:301조   [양도금지특약]

(1) 양도된 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이 양도를 금지하거나 기타 양도가 그 계약

에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채무자가 양도에 동의한 경우; 또는

  (b) 양수인이 양도가 계약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 고 또 알았어야 

했던 것이 아닌 경우; 또는

  (c) 장래의 금전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에 기하여 양도가 행하

여진 경우.

(2) 제1항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양도인의 책임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302조   [기타의 효력불발생]

급부의 성질상 또는 채무자와 양도인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인 이외의 사람에게 이행할 것을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급부를 목적으

로 하는 채권의 양도는 채무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제11:303조   [채무자의 이행의무에 대한 효과]

(1) 제11:301조, 제11:302조, 제11:307조, 제11:308조에 의한 제한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자는 양도의 목적인 채권을 합리적으로 지적하면서 그에 대하여 양수

인에게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서면의 통지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때에만 양수인에 대하여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그러나 제1항에서 정하는 통지가 양수인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사실에 관한 믿을 만한 증거의 제시

를 요구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이행을 유보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통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는 양수인에 대하여 이행을 유보할 수도 있고 이행할 수도 있다.

(4)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이행을 한 경우에는 그는 양도사실을 모르고 이행한 

때에 한하여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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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04조   [채무자의 보호]

채무자가 제11:303조에서 정하는 양도통지에서 양수인으로 표시된 사람에 대

하여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는 그 사람에게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없음을 알

지 못할 수 없었던(could not have been unaware) 경우가 아닌 한 책임을 면한다.

제11:305조   [청구의 경합]

둘 이상의 양립할 수 없는 이행청구를 받은 채무자는 적법한 이행지의 법, 또

는 만일 적법한 이행지가 數個인 때에는 당해 채권의 준거법이 정한 바에 좇아 
행위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11:306조   [이행지]

(1) 양도된 채권이 특정한 장소에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에 대한 것인 

경우에 양수인은 같은 나라 안의 어느 곳에서나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나라가 유럽연합의 회원국이면 유럽연합 안의 어느 곳에서나 지급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그러나 양도인은 이행지의 변경으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발생한 추가

비용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진다.

(2) 양도되는 채권이 특정한 장소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비금전채무에 관한 것

인 경우에는, 양수인은 다른 곳에서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307조   [각종의 항변사유와 상계권]

(1) 채무자는 양도된 채권에 관하여 양도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었던 일체의 

실체적 또는 절차적 항변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또한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한 다음 각호의 채권에 기하여 제13장의 규정에 

좇아 양도인에 대하여 가질 수 있었던 모든 상계권을 양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a) 양도통지가 제11:30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상관없이, 그 통지

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때에 현존하는 채권; 또는

  (b) 양도된 채권과 접한 관련이 있는 채권.

제11:308조   [권한 없는 변경은 양수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양도통지가 제11:30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상관없이, 그 통지가 채

무자에게 도달한 후에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의 합의로써 채권에 가한 변경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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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동의가 없는 한, 채무자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

다, 그러나 양도계약에 변경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 및 변경이 신의칙에 맞게 행

하여져서 양수인이 합리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讓受人과 競合債權者 사이의 優先順位

제11:401조   [우열관계]

(1) 동일한 채권이 중복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이 가장 먼

저 통지된 채권양도의 양수인이 자신에의 양도 당시에 그에 선행하는 양도가 있

었음을 알지 못하 고 또 알았어야 했던 것이 아닌 때에는 그가 그보다 먼저 행

하여진 채권양도의 양수인에 우선한다.

(2)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중복하여 행하여진 채권양도 사이의 우열관계는, 

그것이 현재의 채권인지 장래채권인지를 불문하고, 양도가 행하여진 순서에 따라 

정하여진다.

(3) 양도된 채권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는 제11:20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재판절차에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채권을 압류한 양도

인의 채권자의 권리에 우선한다.

(4) 양도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에 관한 법에서 정하여진 다음 각호의 사

항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이를 유보하고, 양도된 채권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가 양도인의 파산관재인 및 파산채권자의 권리에 우선한다:

  (a) 양수인의 권리가 우선하기 위한 공시요건;

  (b) 채권 간의 순위; 또는

  (c)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지는 거래행위의 부인 또는 효력불발생.

제12장   債務引受 및 契約讓渡

제1절   債務引受

제12:101조   [채무인수에 관한 일반규정]

(1) 제3자는 채무자 및 채권자와의 합의로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종전 채무자를 

채무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

(2) 채권자는 장래의 채무인수에 미리 동의할 수 있다. 그 경우에 채무인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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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이 자신과 종전 채무자의 합의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한 때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제12:102조   [채무인수가 항변사유 및 담보에 미치는 효과]

(1) 인수인은 자신과 종전 채무자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나 항변사유

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종전 채무자의 면책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된 종전 채무

자의 담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담보의 목적인 재산이 종전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거래의 일부로서 인수인에게 양도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인수인이 아닌 제3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한 담보는 종전 채무자

의 면책과 함께 소멸한다, 그러나 그 제3자가 채권자에의 담보제공을 계속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인수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대항사유를 채권자

에게 주장할 수 있다.

제2절   契約讓渡

제12:201조   [계약양도]

(1)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제3자와의 사이에 그 제3자가 자신의 계약상 지위

를 대체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이때 대체의 효력은 타방 당사자의 동의로 종전 

당사자가 계약상 지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2) 제3자가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대체함에 따라 이행청구권(“채권”)의 이전이 

일어나는 한도에서는 제11장의 규정이, 채무가 이전하는 한도에서는 本章 제1절

의 규정이 각기 적용된다.

제13장   相計

제13:101조   [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동종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각 당사자는 상계 당시에 다음 

각호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그 한도에서 자신의 이행청구권(“채권”)으로 상

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a) 이행을 할 권리가 있을 것;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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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제13:102조   [불확정채권]

(1) 채권의 성립 여부나 그 가액이 불확정한 경우에 채무자는 그 채권으로 상

계할 수 없다, 그러나 상계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쌍방의 채권이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인 때에는 상대방의 이익

을 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3:103조   [외화채권의 상계]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통화로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자신의 채권으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를 하는 당사자가 

특정한 통화로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13:104조   [상계의 의사표시]

상계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한다.

제13:105조   [수개의 채권과 채무]

(1)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채권을 가지

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상계의 대상인 채권을 지적한 때에만 효력이 있다.

(2)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채무를 지는 

경우에는 제7:109조가 준용된다.

제13:106조   [상계의 효과]

상계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로부터 각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킨다.

제13:107조   [상계권의 배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상계를 할 수 없다:

(a) 합의로 이를 배제한 경우;

(b)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경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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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경우.

제14장   消滅時效

제1절   總則

제14:101조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채권”)는 이 원칙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

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2절   消滅時效期間 및 그 起算點

제14:201조   [일반시효기간]

일반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4:202조   [법적 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의 시효기간]

(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2) 중재판정 또는 기타 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 있는 문서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제1항과 같다.

제14:203조   [기산점]

(1) 일반소멸시효기간은 채무자가 이행을 하여야 하는 때 또는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는 그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진행을 개시한다.

(2)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할 채무를 지는 경우

에는 일반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마다 진행을 개시한다.

(3) 제14:202조의 소멸시효기간은 판결이나 중재판정이 기판력을 가지는 때 또

는 기타의 문서가 집행력을 가지게 되는 때로부터 진행을 개시한다, 그러나 채무

자가 이행을 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절   時效期間의 延長

제14:301조   [不知로 인한 정지]

채권자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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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한에서는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a) 채무자가 누구인지; 또는

(b) 손해배상채권의 경우에는, 손해의 종류도 포함하여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

는 사실.

제14:302조   [재판 기타의 절차로 인한 정지]

(1)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은 채권에 관한 재판절차가 개시된 때로부터 정지된다.

(2) 제1항의 정지는 기판력 있는 판결이 있는 때 또는 그 사건이 다른 방법으

로 종결될 때까지 계속된다.

(3) 제1항, 제2항은 중재절차 또는 기타 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 있는 문서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개시된 절차에도 준용된다.

제14:303조   [채권자의 지배를 벗어난 장애사유로 인한 정지]

(1) 채권자가 그의 지배를 벗어나고 또 그 회피나 극복이 그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는 장애사유로 인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2) 제1항은 그 장애사유가 소멸시효기간의 만료 전 6개월 내에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4:304조   [협상으로 인한 시효완성의 유예]

당사자 사이에 채권에 관하여 또는 그 발생원인이 될 수 있는 사정에 관하여 

협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상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이 있었던 때로부

터 1년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4:305조   [무능력으로 인한 시효완성의 유예]

(1) 무능력자에게 대리인이 없는 때에는 무능력자의 채권 또는 그에 대한 채권

의 소멸시효는 그의 무능력상태가 종료한 때 또는 대리인이 정하여진 때로부터 

1년 내에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2) 무능력자와 그 대리인 사이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의 무능력상태가 종료

한 때 또는 새로운 대리인이 정하여진 때로부터 1년 내에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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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06조   [상속에서의 시효완성의 유예]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재산에 속하는 채권 또는 상속재산

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채권을 행사할 수 있

는 때 또는 그에 대하여 채권이 행사될 수 있는 때로부터 1년 내에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14:307조   [시효기간의 최대한도]

소멸시효기간은 이 원칙에서 정하여진 진행정지 또는 완성유예가 있더라도 10

년을 넘을 수 없고, 인신손해로 인한 채권의 경우에는 30년을 넘을 수 없다. 이

는 제14:302조에 의한 진행정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절   時效期間의 更新

제14:401조   [승인으로 인한 갱신]

(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부이행, 이자지급, 담보제공 기타의 다른 방법

으로 채권을 승인한 때에는 소멸시효기간이 새로 진행을 개시한다.

(2) 새로 진행되는 시효기간은, 원래 그 채권이 일반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지 

또는 제14:202조에 의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지를 불문하고, 일반소멸

시효기간에 의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그 10년의 

기간이 단축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4:402조   [강제집행의 시도로 인한 갱신] 

제14:202조에서 정하여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은 채권자가 합리적으로 강제집

행을 시도할 때마다 새로 진행을 개시한다.

제5절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

제14:501조   [일반적 효력]

(1) 소멸시효기간이 만료하면, 채무자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채무의 소멸을 위하여 이미 이행한 것은 단순히 소멸시효기간이 만료하

다는 이유만으로 그 반환이 청구될 수 없다.



梁 彰 洙 [서울대학교 法學 제44권 제4호 : ?∼?402

제14:502조   [종된 채권에 대한 효력]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 기타 종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늦어도 주된 채

권의 시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만료한다.

제14:503조   [상계에 관한 효력]

소멸시효기간이 만료한 채권로써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시

효의 완성을 주장하 거나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2개월 내에 시효의 완성

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절   合意에 의한 變更

제14:601조   [소멸시효에 관한 합의]

(1)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써 소멸시효의 요건을 변경할 수 있고, 특히 그 기간

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기간을 제14:203조에 의한 기산점으로부터 1

년 미만으로 단축하거나 그로부터 30년을 넘는 기간으로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

지 아니한다.

제15장   違法한 契約

제15:101조   [근본원칙에 반하는 계약]

계약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의 법에서 근본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원칙에 반하는 

한도에서 효력이 없다.

제15:102조   [강행규정에 위반한 계약]

(1) 계약이 이 원칙 제1:103조에 따라 적용되는 강행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그 

계약의 효력은 당해 강행규정에서 그 위반이 계약에 미치는 효력에 관하여 명시

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강행규정의 위반이 계약에 미치는 효력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에는, 그 계약은 전부 유효인 것, 일부 유효인 것, 전부 무효인 것 또는 수정되

어야 하는 것 중의 어느 하나로 선언될 수 있다.

(3) 제2항의 선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당해 위반에 대한 적절하고도 균형잡힌 대응이 되도록 행하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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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위반된 법규의 목적;

  (b) 그 법규가 보호하는 인적 대상의 종류;

  (c) 위반된 법규상 부과될 수 있는 제재;

  (d) 위반의 심각성;

  (e) 위반의 고의성 유무; 및 

  (f) 위반행위와 계약 사이의 연관의 긴 성.

제15:103조   [일부무효]

(1) 제15:101조 또는 제15:102조에 의하여 계약의 일부만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그러나 사안의 제반 사정을 적절히 고려

할 때 그 부분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5:104조 및 제15:105조는 일부무효의 경우에 준용된다.

제15:104조   [원상회복]

(1) 제15:101조 또는 제15:102조에 의하여 계약이 무효가 된 때에는 각 당사자

는 자신이 계약의 이행으로 공여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되, 자신이 수령

한 것을 반환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반환청구를 인정할 것인지, 또 동시에 반환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

한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제15:102조 제3항에서 정하여진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3) 무효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당사자의 반환청구는 이를 인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어떠한 사유로든 반환을 현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령한 것에 갈음하

여 합리적인 가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105조   [손해배상]

(1) 제15:101조 또는 제15:102조에 의하여 계약이 무효가 된 때에는 각 당사자

는 그 무효사유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상대방에 대하여 자신을 계

약이 체결되지 아니하 으면 있었을 상태에 가능한 한 근접하게 하는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것인지를 정함에 있어서는 제15:102조 제3

항에서 정하여진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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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효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당사자의 손해배상청구는 이를 

인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장   條件

제16:101조   [조건의 종류]

계약상 채무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채무가 성립할 수 있고(“정지조건”) 그 사실이 

발생하면 채무가 소멸할 수도 있다(“해제조건”). 

제16:102조   [조건성취에 대한 부당개입]

(1)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았을 당사자가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의 의무 또

는 협력의무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본다.

(2)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얻었을 당사자가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의 의무 또는 

협력의무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에는 그 조건은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

로 본다.

제16:103조   [조건성취의 효력]

(1)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그 때에 그 채

무가 성립한다.

(2)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그 때에 그 채

무가 소멸한다.

제17장   利子의 元本編入

제17:101조   [이자를 원금에 편입하는 시점]

(1) 제9:50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이자는 12개월마

다 원금에 부가된다.

(2) 본조 제1항은 당사자 사이에 지연이자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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