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프랑스민법전은 2006년 3월 23일자 오르도낭스에 의하여 무체동산(meubles in-

corporels)에 대한 질권의 설정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였다(제2355조). 무체동산질권에 

대한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그 명칭도 유체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질권을 “gage”라고 

부르는 반면에, 무체동산에 대한 질권은 “nantissement”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프랑

스민법이 인정하는 무체동산에는 동산점용권(usufruit sur mobilliers), 동산반환청구

권(action en revendication d’une propriété mobilère), 계약상 또는 불법행위상의 손

해배상청구권의 소권과 같은 “객체에 의한 동산(meuble par objet)”과 금전 또는 동

산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같은 “법률규정에 의한 동산(meuble par la détermi-

nation de la loi)”이 있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등의 특수한 무체재산의 질권에 대하

여는 상법전과 지적재산권법 등이 이를 규율하고 있다. 또 2006년 3월 23일자 오르

도낭스는 무체동산질권을 인정하는 이외에 신탁(fiducie)에 의한 무체동산에 대한 질

권의 설정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무체재산은 Dailly양도의 경우처럼 채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양도될 수는 없고 담보의 목적에 따라 즉,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수탁

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별개의 신탁재산으로 양도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반하여 

Dailly양도는 직업채권의 양도를 통하여 질권의 설정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금융

재정법전 제L313-23조 내지 제L313-35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채권질권은 무체동산질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프랑스민법전은 제2355조

에서 제2366조에 걸쳐 이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개정 전 채권질권은 

공정증서 또는 등록된 사서증서로 설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질권의 

설정은 무효가 되었지만(개정 전 제2075조), 개정에 의하여 서면은 등록되지 않은 

사서증서일 수도 있다(제2356조 제1항). 또 개정 전과는 반대로 프랑스민법전은 채

권증서의 교부요건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채권질권의 설정을 단순화시켰다. 프랑스

민법전은 채권에 대한 질권은 설정서면의 기재일에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대항력을 가지고(제2361조), 채무자에 대한 대항

력은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설정행위에 참가하는 경우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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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제2362조). 한편 개정 프랑스민법 제2366조에 의하면, 채권질권의 고유한 

효력으로서 채권질권자만이 채무자로부터 직접 유효하게 원본과 이자의 변제를 받

을 수 있는데, 질물인 채권의 변제기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

와 질물인 채권의 변제기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보다 나중에 도래한 경우를 구분하

여 규정하고 있다(제2364조 및 제2365조).

담보신탁에 의한 질권의 설정은 프랑스민법전 제2372-1조 내지 제2372-5조에 규

정되어 있다. 담보신탁은 신탁계약에 관한 제2018조가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외에 피담보채무와 신탁재산으로 이전될 동산 또는 권리의 감정가

액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372-2조). 또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없을 경우 신탁계약에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수탁자가 채권자인 때에는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동산 또는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하고(제2372-3조 제1항), 수탁자가 채권자가 아닌 경우에

는 채권자는 수탁자에게 동산의 교부를 요구하여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제

2372-3조 제2항). 프랑스민법전은 담보신탁에 의한 질권의 경우 담보권의 실현에 관

한 당사자의 약정과 유질계약을 금지하지 않는다. 

주제어: 무체동산, 무체동산에 대한 질권, 권리이전의 무체동산질권, 직업채권의 양도, 

Dailly양도, 신탁적양도, 신탁, 신탁재산

Ⅰ. 들어가며

개정 전 프랑스민법전은 채권을 포함한 무체동산질권에 대하여도 유체동산질권

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였다. 예를 들면, 채권질권의 경우에도 질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채권 기타 무체동산의 경우는 점유 이전이 사실상 불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파기원도 채권에 대한 점유이전으로서 채권

증서의 교부를 요구하였으나,1) 이 파기원의 판결은 그 후 폐기되었다.2) 이처럼 프

랑스민법전에 채권 등의 무체동산에 대한 질권에 대한 규율이 소홀하였던 것은 그

만큼 시장의 수요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채권, 기타 

권리 등의 무형재산인 무체동산이 증가함에 따라 거래에서 이들을 담보로 제공되

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프랑스민법전의 개정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하

여 왔다. 프랑스의 경우 입법의 통상적인 경로로 볼 때 먼저 특별법을 제정하여 

 1) Cass. Req., 11 juin 1846, DP, 46. I. 252. 
 2) Cass. civ. 10 mai 1983, Bull. civ. I. n°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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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무체동산질권을 규율한 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프랑스민법전상에 채권을 포

함한 무체동산질권 일반에 대하여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프랑스민법전의 무체동산질권에 대한 개정은 두 차례에 걸쳐 있었다. 그중 하나

는 2006년 3월 23일자 오르도낭스에 의하여 채권을 비롯한 무체동산에 대해 질권

을 인정하는 개정이었다.3) 프랑스민법전 제2355조 내지 제2366조가 이에 해당한

다. 다른 하나는 2009년 1월 30일자 오르도낭스에 의하여 신탁계약에 의한 무체동

산질권을 신설하는 개정이었다.4) 프랑스민법전 제2372-1조 내지 제2372-5조가 이

에 해당한다. 한편 그 이전인 1981년 1월 2일에 제정된 Dailly법률은 이른바 Dailly

양도에 의하여 담보목적의 직업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인정하였다.5) 이것은 프

랑스민법전 밖에서 무체동산의 하나인 채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인정한 예라고 

할 것이다. 이하에서 우선 프랑스법상 부동산과 동산, 무체동산과 유체동산의 구분

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무체동산의 개념을 알아본 후에 무체동산질권의 법체

계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부동산과 동산의 구분

프랑스민법전은 재산(bien) 또는 물건(chose)을 2대별(summa divisio rei)하고 있

다.6) 프랑스민법전 제516조에 의하면 “모든 재산은 동산 또는 부동산이다.” 그러

므로 동산 또는 부동산이 아닌 재산 또는 물건은 존재하지 않는다.7) 한편 부동산

의 정의에 대하여는 프랑스민법전이 엄격하게, 적극적으로 또 제한적으로 이를 규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동산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정의개념이 존재

 3) 2006년 3월 23일자 오르도낭스에 의하여 프랑스민법은 질권을 포함한 담보물권과 인
적담보 전반에 대하여 개혁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제4권 담보(sû̂retés)를 신설하고, 
제1편에 인적담보(sû̂retés personnelles)와 제2편에 물적담보(sû̂retés réelles), 즉 담보물
권(sû̂retés de droit réel)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4) 신탁적양도 일반은 2007년 1월 30일자 오르도낭스에 의하여 프랑스민법전 제3권 제
14편(제2011조 내지 제2030조)에 도입되었다. 그 후 부동산에 대한 담보신탁에 대하
여는 2009년 1월 30일자 오르도낭스에 의하여 프랑스민법전 제2488-1조 내지 제
2488-5조로 도입되었다. 

 5) Dailly라는 명칭은 1981년 1월 2일자 법률의 제안자인 상원의원의 이름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Dailly법률은 금융재정법전(Code monétaire et financier, CMF)의 제L313-23조 
내지 제L313-35조가 되었다.  

 6) 프랑스법상 bien은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 ‘재화’ 또는 ‘재산’으로 번역될 수 있다. 그
리고 재산에는 patrimoine라는 용어도 있다. 이 글에서는 ‘재산’이라고 번역하기로 한다.

 7) Ch. Atias, Droit civil, Les biens (Litec, 1999),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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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결과 동산에는 통일성이 없는 서로 다른 여러 부류가 존

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민법전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부동산이 아

닌 것이 동산이 되고 또 부동산은 그 종류가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동산이 원칙적인 재산을 구성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의 개념으

로 흡수되지 않고 남는 것이 모두 동산이 되는 것이다.8)

(1) 프랑스민법전상의 부동산과 동산의 구분9)

프랑스민법전은 제517조에서 부동산을 “성질에 의한 부동산(immeuble par na-

ture)”, “용도에 의한 부동산(immeuble par destination)”과 “객체에 의한 부동산

(immeuble par objet)”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동산에 대하여는 프랑스민

법전은 제527에서 “성질에 의한 동산(meuble par nature)”과 “법률규정에 위한 동

산(meuble par la détermination de la loi)”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학설

과 판례는 “분리가 예정된 동산(meuble par anticipation)”을 인정하고 있다.10) 그런

데 부동산의 경우 성질에 의한 부동산 이외의 용도에 의한 부동산과 객체에 의한 

부동산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들은 결국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동산을 성질에 의한 부동산과 법률규정에 

의한 동산으로 구분하는 것과 일치한다. 그리고 분리가 예정된 동산도 구법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던 것을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11) 이것도 역시 법률 또

는 법률규정에 의한 동산에 준하여 취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

이 동산은 부동산을 제하고 남는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편의상 부동산의 구분방법

에 따라서 동산의 구분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가) 성질에 의한 부동산과 동산

성질에 의한 부동산과 동산은 부동산의 경우는 부동성(immobilité) 내지 고착성

(fixité), 동산의 경우는 가동성(mobilité) 내지 이동성(déplacement)이 그 기준이 된

다.12) 성질에 의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고착물인 건축물(bâ̂timent)(제518조)과 식

 8) A. Ch. de Beaupré, Droit des biens (Vuibert, 2011) n° 75, p. 43. 
 9) 프랑스민법상의 동산과 부동산의 구분을 소개하는 글로는 박수곤, “프랑스민법상 물

건의 개념 –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민사법학, 제63-2호(2013. 6), pp. 15-44 참조.
10) N. Reboul-Maupin, Droit des biens (Dalloz, 2012), n° 67, p. 52. 
11) Cass. 1re civ., 13 juill. 1982, n° 79-13276, Bull. civ., I, n° 262.
12) N. Reboul-Maupin, op. cit., n° 46, p.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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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plantations, végétaux)(제520조 및 제521조)을 말한다. 또 기둥 위에 고착되어 건

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풍차 또는 물레방아도 성질에 의한 부동산에 해당한다(제

519조). 

성질에 의한 동산이란 이동성을 기준으로 하여,13)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

동할 수 있는 동물과 물체로서 그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든 또는 외부의 힘

에 의하여 움직일 수 있는 것이든 이를 불문한다(제528조). 선박, 나룻배, 함선, 선

박 위의 풍차나 욕조, 일반적으로 기둥으로 고정되지 않고 가옥의 일부를 구성하

지 않은 설비는 모두 동산이다(제531조). 건물의 철거로 인한 재료 및 건물의 신축

을 위하여 모아 놓은 재료는 건축물에 사용되기까지는 동산이다(제532조). 또 가구

도 동산에 해당하는바(제534조 제1항), 가구란 카페트, 침대, 의자, 거울 등으로서 

주거공간의 사용 및 장식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나) 용도에 의한 부동산과 동산

용도에 의한 부동산이란 실질적으로는 동산이지만 물질적인 또는 기능적인 이유

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동산의 부동산화(immobilisation)’라고

도 부른다.14) 이른바 부동산의 부속물(accéssoire de l’immeuble)이 여기에 해당한

다. 이는 결국 종물은 주물에 따른다는 원칙이 적용된 결과라고 할 것이다.15) 예를 

들면, 용도에 의한 부동산이 인정되는 결과 토지가 저당권의 객체가 되었을 때에 

토지뿐만 아니라 이에 부속된 동산 일체가 압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16) 이는 일

종의 법의 의제(fiction 또는 présomption)에 해당하는 것이다.17) 결국 법률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18) 용도에 의한 부동산은 프랑스민

법전 제522조에서 제525조에 걸쳐 상세하게 규정되고 있다. 우선 토지소유자가 경

작을 위하여 임차인에게 제공한 동물은 토지와 연관이 있는 한 부동산이 된다(제

522조). 가옥 또는 기타 부동산에 물을 끌어오는 데 사용되는 수도관도 부동산이

13) 성질에 의한 부동산의 경우도 토지를 중심으로 고정성이 기준이 되어 정해지므로 토
지 이외에 이동성이 있는 것은 모두 동산이 되어 부동산이 아닌 것이 동산이 된다는 
소극적 개념정의는 여전히 지켜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14) N. Reboul-Maupin, op. cit., n° 52, p. 47.
15) A. Ch. de Beaupré, op. cit., n° 78, p. 44.
16) Ph. Malaurie et L. Aynès, Droit civil, Les biens (Cujas, 1990), n° 140, p. 44.
17) A. Ch. de Beaupré, ibid.
18) 용도에 의한 부동산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는 A. Ch. de Beaupré, op. cit., nos 

79-80, pp. 44-45; N. Reboul-Maupin, op. cit., nos 52-62, pp. 47-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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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523조). 또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이용 및 경영을 위하여 토지에 설치한 동산

도 부동산이다(제524조). 그리고 석고, 석회, 시멘트에 의하여 토지에 부착된 동산

의 경우 그 동산 또는 동산이 부착된 토지를 파괴 또는 훼손하지 아니하면 동산을 

토지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것도 부동산으로 본다(제525조). 한편 용도에 의한 부

동산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서도 인정된다.19)

토지에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성질상은 부동산이지만 장차 토지로부터 분리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재 동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이 있다. 이를 ‘부동산의 

동산화(moblilisation)’라고도 부르기도 하고,20) ‘용도에 의한 동산’이라고도 부르기

도 한다.21) 또 미래에 분리가 예정되기(anticipé) 때문에 현재 동산으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분리가 예정된 동산(meubles par anticip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22) 분

리가 예정된 동산의 요건은 당사자들이 이를 분리하여 거래하려는 의사가 현실적

이고 또 실제적으로 있어야 한다.23) 파기원은 “어느 재산이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서의 성질은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당사자의 합의는 이와 관련하여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당사자의 의사로 부동산을 동산으로 역으로 동산을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지만,24) 분리가 예정된 동산을 인정하는 

그 범위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25) 반대로 토지에 고착되어 있는 상태

에서도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현재 바로 동산법제의 규율을 받을 수 있게 되

어,26) 거래가 확보되고 공시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다.27) 그러나 이 동산도 일

반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토지에 고착되어 있는 한 여전히 부동산으로 취급되는데

(상대적 효력), 이에 의하여 그 효과가 축소되는 면이 있다.28) 학설과 판례에 의하

여 수확예정의 농작물 또는 미수확의 농작물(récolte sur pied), 벌채예정의 산림

19) N. Reboul-Maupin, ibid., n° 61, p. 50.
20) Ibid., n° 74, p. 54.
21) 분리가 예정된 동산의 개념은 용도에 의한 부동산의 개념과 대칭되는 것으로 이해되

고 있다(Ibid., n° 74, p. 54; Ph. Malaurie et L. Aynès, ibid., n° 132, p. 40).
22) Ph. Malaurie et L. Aynès, op. cit., p. 134, 37. 
23) Ch. Atias, op. cit., n° 34, p. 45.
24) Cass. 3e civ., 26 juin 1991, n° 89-18638, Bull. civ., III n° 197.
25) W. Dross, Droit des biens (Montchrestien, 2012), n° 342, p. 280.
26) 분리가 예정된 동산도 결국 동산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는 일종의 의제동산이라고 볼 

수 있다(박수곤, 전게논문, pp. 20-21). 다만, 이 경우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의제의 효
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의제의 효과가 상대적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27) A. Ch. de Beaupré, op. cit., n° 88, p. 49.
28) Ibid.; Ph. Malaurie et L. Aynès, op. cit., pp. 134,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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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is à couper) 또 채석장의 예정산출물(produits des carrières)이 이에 해당한다. 또 

건물의 철거예정물(proudits devant provenir d’une démolition)도 그러하다.

(다) 객체에 의한 부동산과 동산

객체에 의한 부동산(immeuble par objet)이란 부동산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권리를 가리킨다.29) 이는 프랑스민법전 제526조가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부동산점용권(le droit d’usufruit des choses im-

mobilières), 지역권(les servitudes ou les services fonciers), 부동산반환소권(actions 

sur objet immobilier)(제526조)과 같이, 부동산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 

이에 해당한다.30) 여기서 부동산반환소권은 엄격한 의미의 것에 한정되지 않고 부

동산점유소권과 부동산확인소권도 이에 해당 포함된다.31) 또 부동산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도 객체에 의한 부동산이 될 수 있는바, 실현되지 않은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권(obligation de transférer la propriété de l’immeuble)이 이에 

포함된다고 한다.32) 그리고 법률에 의한 장기임대차도 여기에 해당한다. 객체에 

의한 부동산의 큰 특징은 공시의 대상이 된다는 데에 있다.33) 

객체에 의한 동산이란 우선 프랑스민법 제526조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도출되는 

것으로, 동산점용권(droit d’usufruit sur mobilliers), 동산반환청구권(action en re-

vendication d’une propriété mobilère)과 같이 유체동산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물권이 이에 해당한다. 그 밖에 부동산이 아닌 것이 동산이 된다는 원칙상 그 외

에 부동산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지 않는 모든 권리와 소권도 객체에 의한 동산

에 해당한다.34) 계약상 또는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같은 소권(청구권)도 

포함된다. 그 청구권이 부동산물권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물

론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도 동산에 해당한다.35) 한편 프랑스민법전(제529조)은 

일정한 경우 객체에 의한 동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36) 변제기의 금전 또는 동

29) 대상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에서 물리적 기준이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다(Ph. Malaurie et L. Aynès, ibid., p. 37).

30) Ch. Atias, op. cit., p. 38. 
31) N. Reboul-Maupin, op. cit., nos 64-65, p. 52. 
32) Ibid.; Ph. Malaurie et L. Aynès, op. cit., n° 127, p. 38. 
33) A. Ch. de Beaupré, op. cit., n° 81, p. 45.
34) Ch. Atias, op. cit., p. 39. 
35) Ph. Malaurie et L. Aynès, op. cit., n° 128, p. 38. 
36) N. Reboul-Maupin, op. cit., n° 79, p.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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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사업에 속하는 부동산이 회사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금

융회사, 상업회사 또는 산업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은 동산으로 본다(제529조 제1

항 제1문). 후자의 경우 소권과 지분은 회사가 존속하는 한 각 사원에 대하여 동산

으로 본다(제529조 제1항 제2문). 그리고 국가 또는 개인에 대한 영속적 또는 종신

의 정기금 또한 객체에 의한 동산이다(제529조 제2항). 프랑스민법전 제529조에 

의한 동산만을 법률규정에 의한 동산(제529조 제2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는 결국 객체에 의한 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37) 

(2) 강학상의 무체동산과 유체동산의 구별

강학상으로 재산을 유체재산(biens corporels)과 무체재산(biens incorporels)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부동산을 유체부동산(immeubles corporels)과 무체부동산

(immeubles incorporels)으로, 동산을 유체동산(meubles corporels)과 무체동산

(meubles incorporels)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체물은 물질적인 존재

(exitence matérielle)를 가짐에 반하여, 무체물은 물질적인 존재를 갖지 못하는 것이

어서 정신적 창작물이거나 사회적 개념(construction sociale) 또는 법률적 개념

(construction juridique)에 의하여 구성된 것이라고 한다.38) 

부동산의 구분 중 성질에 의한 부동산과 용도에 의한 부동산이 유체부동산이고 

그 이외에 객체에 의한 부동산이 무체부동산에 해당한다. 한편 동산의 경우도 성

질에 의한 동산과 분리가 예정된 동산이 유체동산이고 좁은 의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동산을 포함한 객체에 의한 동산이 무체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39)

2. 프랑스민법전상의 무체동산⋅유체동산의 구별과 무체동산질권의 독자성 

인정

2006년 3월 23일자 오르도낭스에 의하여 프랑스민법전은 무체동산과 유체동산

의 구별을 민법전상의 개념으로 인정하게 되었다.40) 프랑스민법전 제2권 제1편(재

산의 구분, De la distinction des biens)에서는 명시적으로 유체물 또는 무체물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 프랑스민법전 제4권(담보), 제2편(담보물

37) Ch. Atias, op. cit., p. 39.
38) Ch. Atias, op. cit., p. 33. 
39) A. Ch. de Beaupré, op. cit., nos 85-93, pp. 47-50; N. Reboul-Maupin, op. cit., n° 95, p. 59.
40) A. Ch. de Beaupré, ibid., n° 87, p.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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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제2부속편(동산담보물권)에서 동산질권을 제2장(제2333조 내지 제2354조)에서 

“유체동산에 대한 질권(gage de meubles corporels)”과 제3장(제2355조 내지 제2366

조)에서 “무체동산에 대한 질권(nantissement de meubles incorporels)”이라고 함으

로써 유체동산과 무체동산을 구분하기에 이르렀다.41) 다시 말하면 동산의 경우 무

체동산과 유체동산의 구별이 프랑스민법전상의 개념으로 수용되기에 이른 것이

다.42) 그리고 이것은 무체동산질권의 독자성을 인정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43) 한편 명칭도 유체동산질권을 “gage”로, 무체동산질권을 “nantissement”으로 

달리 부르면서,44) 무체동산질권의 독자성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종래 상

법이나 특별법에 의하여 질권설정이 인정된 무체동산을 제외하고 무체동산 일반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을 인정함으로써 목적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 불가능하였던 

채권, 계좌채권과 회사지분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법리에 따라 질권이 

설정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무체동산질권의 규율방식으

로 인하여 그 독자성은 제한적이라고 할 것이다. 

3. 무체동산질권의 법체계

무체동산에 대한 질권의 설정은 제한물권인 무체동산질권을 설정하는 것과 양도⋅

신탁(담보신탁)의 방법에 의하여 무체동산질권을 설정하는 것이 있다. 전자의 무체

동산질권설정은 프랑스민법전(제2355조 내지 제2366조)에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무체동산에 대한 질권은 상법전, 지적재산권법전, 금융재정법전, 

영화법전 등이 규율하고 있다.45) 한편 후자의 담보목적의 양도 또는 신탁의 방법

41) 프랑스민법상 동산담보물권(Des sûretés sur les meubles)에는 privilèges mobiliers, gage 
de meubles corporels과 nantissement de meubles incorporels의 세 종류가 있다. 이는 모
두 우리의 질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privilèges mobiliers는 동산우선특권으로서 우리의 
법정질권에 해당한다. 프랑스민법전은 동산의 경우 ‘gage’, 무체동산의 경우 ‘nantissement’
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두 가지가 모두 질권에 해
당하므로, 이 논문에서는 ‘gage de meubles corporels’을 유체동산질권, ‘nantissement de 
meubles incorporels’을 무체동산질권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42) A. Ch. de Beaupré, ibid., n° 87, p. 48.
43) A. Gourio, “무체재산에 대한 담보물권(새로운 재산)[Les sû̂retés sur les biens 

incorporels(les nouveaux biens)](알랭 구리오 박사)”(번역 남효순), 스티스, 통권 제
141호(2014. 4), p. 233.

44) 프랑스민법전 개정 전에는 유체동산질권을 ‘gage’로, 무체동산질권을 ‘antichrèse’라고 
부르고, 이들을 합하여 ‘nantissement’이라고 불렀다(개정 전 프랑스민법전 제2071조, 제
2072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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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무체동산질권의 설정은 프랑스민법전(제2372-1조 내지 제2372-5조)과 

Dailly양도에 관한 금융재정법전이 규율하고 있다. 

프랑스민법전은 모든 무체동산은 질권(nantissement)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일

반원칙을 선언하여 무체동산질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제2355조 제1

항). 그런데 프랑스민법전 제3장의 무체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이 전부 적용되는 것

은 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질권에 한한다(제2355조 제4항). 기타 무체동산질권에 대

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유체동산질권(제2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

고 있다(제2355조 제5항).46) 다시 말하면, 유체동산질권에 관한 법리는 채권 이외

의 무체동산질권에도 일반법(droit commun)으로서 적용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프

랑스민법상 무체동산질권의 독자성에 대해서는 채권질권을 창설하는 데에 그쳤다

고 하는 비판이 있다.47)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무체동산질권을 유체동산질권과 분

리하여 규율하면서도 대부분의 무체동산질권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유체동산질

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으로써 많은 어려운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48) 그중 특

히 중요한 것이 채권 이외의 무체동산질권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49) 즉, 유체동산질권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당

사자는 등기 또는 점유이전(제2337조)을 선택할 수 있는데, 무체동산의 경우 증권

이 발행된 경우가 아니라면 점유이전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등기가 강제된다는 것

이 문제점이라는 것이다.50)

한편 프랑스민법전상의 무체동산질권의 법체계가 다양하고 통일적이지 못하다

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51) 즉, 무체동산질권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상법

45) 기타 무체동산질권의 해설에 대하여는 A. Gourio, 전게논문, 241-248 참조. 예를 들면, 
재정증서(instrument financier)는 금융재정법전의 규율을 받는다. 

46) 프랑스민법전상의 유체동산질권에 관한 해설에 대하여는 여하윤, “프랑스민법상의 유
체동산 질권(gage)에 대하여”, 민사법학, 제58호(2012. 3), pp. 109-144. 프랑스논문으로
는 Legeais, “Gage de meubles corporels, droit commun, constitution”, Jurisclasseur Code 
civil, Art. 2333 à 2336, 2007; “Gage de meubles corporels, gage de biens fongibles”, 
Jurisclasseur Code civil, Art. 2341 à 2342, 2008; “Gage de meubles corporels, effets”, 
Jurisclasseur Code civil, Art. 2343 à 2349, 2008. 

47) A. Gourio, 전게논문, p. 234; S. Piedelièvre, op. cit., n° 22.
48) P. Crocq, op. cit., n° 59, p. 9.
49) E. Frémeaux et G. Daublon, “La réforme du droit des sû̂retés”, Défrénois, 2006, 

Doctrine 38420, p. 1091.
50) J. Stoufflet, “Le nantissement de meubles incorporels”, Jurisclasseur, La Semaine juridique, 

Etudes, n° 25, p. 22.
51) S. Piedelièvre, op. cit., n°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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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적재산권법전, 영화법전 등의 규율을 따르게 되고 그에 따라 법리가 제각각

이라는 것이다.52) 

권리이전에 의한 무체동산질권의 설정으로는 금융재정법전(CMF)상의 Dailly양

도(cession Dailly)와 프랑스민법전상의 담보신탁이 있다. 우선 Dailly양도는 금융재

정법전(제L313-23조 내지 제L313-35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데, 이는 채권양도

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질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Dailly양도는 채권 중에서 직업채

권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에 반하여 프랑스민법전상의 양도는 신탁계약(contrat 

de fiducie)에 의한 질권의 설정이란 점, 즉 담보신탁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담

보신탁은 유체동산뿐만 아니라 무체동산에 대하여 또 부동산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는 점에서 무체동산질권 보다는 훨씬 큰 개념이라고 할 것이다.53)

이하에서 먼저 프랑스민법상의 채권질권(nantissement de la créance)(II)과 그 밖

의 프랑스민법전상의 무체동산질권(nantissement de meubles incorporels)(III)에 대

하여 살펴보고 이어서 권리이전(양도)에 의한 무체동산질권(IV), 즉 Dailly양도와 

프랑스민법전상의 신탁계약 또는 담보신탁에 의한 무체동산질권에 대하여 살펴보

기로 한다. 

Ⅱ. 채권질권(nantissement de créance)

채권질권은 무체동산질권의 전형이라고 할 것이다. 프랑스민법전은 채권질권에 

대하여는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2355조 내지 제2366조). 한편 채권질

권자는 피담보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채

권질권은 인적 담보의 색채의 면모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54)

1. 약정채권질권과 법정채권질권

채권질권은 원칙적으로 약정질권(nantissement conventionnel)이지만 재판상질권

(nantissement judiciaire)도 존재한다(제2355조 제2항). 1991년 7월 9일자 법률에 의

52) Ph. Malaurie et L. Aynès, Les sû̂retés, la publicité foncière (Cujas, 1990), p. 250.
53) 담보신탁에 의한 무체동산질권의 기본적 설명에 대하여는 A. Gourio, 전게논문, pp. 

256-2259도 참조.
54) Ph. Malaurie et L. Aynès, op. cit., n° 525, p.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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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담보를 목적으로 재판상질권이 인정되었다. 그러한 재판상질권은 주식, 회사

지분과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한다. 이 재판상질권은 일종의 법정질권으로서 그 법

리는 법정저당권의 법리와 유사하다. 재판상질권은 민사집행법전(Code des procé-

dures civiles d’exécution)의 민사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제2355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데, 제L531-1조 이하의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2. 약정질권에 대한 규율 

개정 전 프랑스민법전은 채권질권에 대하여는 1개의 조문(제2081조)만 두었다. 

그 결과 채권질권은 대부분 유체동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이 점

이 많은 비판을 야기하였다. 채권질권은 유체동산질권과 다른 두 가지 측면이 있

다.55) 첫째, 채권은 무형의 동산으로서 유형의 동산과는 구별된다는 점에서 그러

하다. 둘째, 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이므로 채권질권이 설정되면 채권

질권자를 포함한 3자간의 관계를 규율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상의 측면이 개정 전 

프랑스민법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 결과 종전 프랑스민법전상의 채권질권의 

법체계가 불완전하고 거래의 필요에 응답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거래에서는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를 이용하였는데, 파기원은 최종적으로 그 효력을 부인하였다.56)

개정 후 프랑스민법전은 채권질권에 대하여 제2355조에서 제2366조에 이르는 

아주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채권질권의 설정을 간단하게 하고 또 

그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그 결과 채권질권의 설정을 위하여 담보목적의 채권양도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었다. 즉, 담보목적의 채권양도는 프랑스민법전

의 개정 후부터는 채권질권을 설정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57)

3. 채권질권의 성립

채권질권의 성립에 있어 프랑스민법전 개정의 본질적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첫째, 채권질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서면이 작성되어야 한다. 이 서

면은 등록되지 않은 사서증서로도 족하다. 둘째, 채권질권의 성립에는 채무자에 대

한 통지가 필요 없다. 셋째, 채권질권의 성립을 위하여 채권증서의 교부가 필요하

지 않다는 것이다.58) 개정 전에는 채권질권은 점유의 이전을 요구하는 질권(gage)

55) Ph. Malaurie et L. Aynès, ibid.
56) 상세한 내용은 IV. 1. ⑴ Dailly법과 담보목적의 일반 채권양도의 인정여부 참조.
57) Ph. Malaurie et L. Aynès, ibid., n° 525, p.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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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개정 전 프랑스민법전은 채권자에 대한 점유박탈을 

채권질권의 성립요건이자 효력요건으로 규정하였다.59) 이에 따라 파기원은 점유이

전이 있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채권증서(titre de créance)의 교부를 요구하였고, 다

른 한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등록된 사서증서에 의한 통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채권질권의 성립에 서면(acte)의 작성만을 요구하고 그 이외

의 요건은 모두 폐지하여 채권질권의 설정을 간소화하였다.60) 이는 채권질권을 비

롯한 무체동산질권은 결코 점유이전을 요구하는 유체동산질권의 한 부류가 될 수 

없다는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61) 이는 앞서 제정되었던 Dailly법상의 

직업채권질권의 기본원칙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채권질권

의 대항력요건으로 여전히 요구된다. 이하에서 서면작성과 채권증서교부의 폐지에 

대하여만 살펴보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에 대하여는 채권질권의 대항력요건에서 

다루기로 한다.  

(1) 서면의 작성

채권질권설정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서면이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채권

질권은 서면에 기재된 날에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서면에는 반드시 일자가 기

재되어야 한다(제2361조). 사서증서의 경우는 등록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서증

서의 일자기재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재된 일자의 정확성에 대한 입증

책임에 대하여는,62) 일설에 의하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

에서도 질권자가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기까지는 효력이 있다고 한다.63) 다른 학설

은 금융재정법전상의 직업채권질권에 관한 원칙(제L313-27조)에 따라서 질권자인 

금융기관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한다. 한편 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서면의 효력에 

대하여 프랑스민법전은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금융재정법전(제L313-23조 제6항)

에 준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64) 프랑스민법전 제2356조와 제2361조의 취지상 

58) P. Crocq, “Nantissement”, Répertoire Droit civil, Dalloz, n° 13, p. 4.
59) D. Legeais, “Nantissement de meubles incorporels, nantissement de créances”, Jurisclasseur 

Code civil, Art. 2356 à 2366, n° 35, p. 7. 
60) S. Piedelièvre, op. cit., n° 22.
61) D. Legeais, op. cit., n° 40, p. 7.
62) 개정시안은 일자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질권자의 입증을 요구하였는데 이 

시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63) 학설 상황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D. Legeais, ibid., n° 42, p. 8. 참조.
64) D. Legeais, ibid.



176   서울대학교 法學 제55권 제3호 (2014. 9.)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채권질권의 설정은 서면으로 체결되는 것으로 족하다(제2356조 제1항). 이 요건

은 한결 완화되었다. 개정 전에는 채권질권은 공정증서 또는 등록된 사서증서로 

체결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질권의 설정은 무효가 되었다(개정 전 제

2075조). 프랑스민법전 제2075조가 이러한 요구를 했던 것은 채권질권의 설정 당

사자들이 설정계약의 성립일을 소급시키는 기망행위를 하여 제3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65) 그러나 개정에 의하여 서면은 공정증서일 필요

가 없고 또 사서증서라도 등록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전히 채권질권설정계약은 

요식계약(contrat solennel)이라는 점에는 개정 전과 아무런 변함이 없다. 한편 채권

질권은 설정행위를 한 날부터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발생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2361조). 따라서 사서증서는 그 자체로서는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제3

자에 대하여도 증거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는 사서증서는 등록이 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는 증거의 능력이 없다는 일반원칙(제1328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다.66)

서면의 작성에는 질물인 채권과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특정성의 원칙(le principe 

de spécialité)이 적용된다. 즉, 서면에는 피담보채권과 질물인 채권이 적시되어야 

한다(제2356조 제2항). 따라서 피담보채권과 질권부채권이 장래의 채권인 경우 각 

채권이 특정될 수 있거나, 특정이 가능한 요소, 즉 채무자, 변제장소, 채권액 혹은 

채권의 평가액, 변제기가 있다면 변제기와 같은 요소가 서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제2356조 제4항). 법규정에 언급된 표시사항은 예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67) 

이 규정은 금융재정법전 제L313-23조(제3항 제4호)를 수용한 것인데 파기원은 금

융재정법전의 규정에 대하여 장래채권이 특정되기만 하면 일정한 거래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68) 

프랑스민법전은 기재사항에 관한 제2356조를 위반한 서면의 효력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프랑스민법전이 기초하고 있는 금융재정법전은 기

재사항의 흠결이 있는 서면에 대하여 질권설정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즉, 금융

65) Ph. Malaurie et L. Aynès, op. cit., n° 526, p. 258; D. Legeais, op. cit., n° 36, p. 7.
66) 프랑스민법전 제1328조에 의하면 사서증서의 경우 등록된 날, 서명자가 사망한 날, 조서 

또는 재산목록과 같은 문서에 의하여 확인된 날에 비로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67) D. Legeais, op. cit., n° 41, p. 7.
68) Cass. com. 13 nov. 2003, RD bancaire et fin. 2004, p, 250, obs. D, Legeais et A. 

Cer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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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전 제L313-23조(제6항)은 금융재정법전 제L313-23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

정된 사항을 결한 증서는 금융재정법전 제L313-23조 내지 제L313-34조의 직업채

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의 효력이 없다고 하여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프

랑스민법전의 경우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무효가 되지는 않고 다만 증서로서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을 뿐이다.69)  

(2) 상사채권질권에서 서면작성의 요구

상사채권질권의 경우도 서면작성의 요건은 마찬가지로 요구된다.70) 이는 프랑스

민법전의 개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프랑스상법전 제L521-1조

의 제1항이 아니라 제L521-1조의 제4항에 의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이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프랑스상법전 제L521-1조 제1항은 상사채권질권은 제3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도 제L110-3조에 의하여 확정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여기서 프랑스상법전 제L110-3조는 입증에 관한 규정이다. 이 입증에 

관한 규정은 서면작성을 효력요건으로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규정이었다. 한편 개

정 전 프랑스상법전 제L521-1조 제4항은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서만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프랑스민법전 제2075조의 규정에 따

른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반대해석상 상사질권의 설정의 경우는 민사질권의 설정 

원칙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되었다. 그러나 그 후 프랑스상법전 제L521-1조 

제4항이 “동산채권질권은 민법전 제2355조 내지 제2366조에 따른다.”고 개정됨으

로써, 상사채권질권의 경우에도 서면의 작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상사채권질권

에서도 서면작성이 성립요건이자 효력요건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3) 채권증서 교부의 폐지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 그 교부는 채권질권의 설정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

가? 채권은 채권증서에 화체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단순한 증거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채권증서가 질권부채권자(이하 질권자)에게 교부되면 

질권설정자가 변제를 받거나 다시 질권을 설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었다.71) 이러한 

69) D. Legeais, op. cit., n° 41, p. 8.
70) Ph. Malaurie et L. Aynès, op. cit., n° 525, p. 256; Ph. Simler et Ph. Delebecque, Droit 

civil, les sû̂retés, la publicité foncère (Dalloz, 2009) n° 644, p. 559; D. Legeais, ibid., n° 
43, p. 8.

71) D. Legeais, op. cit., n° 38, p. 7.



178   서울대학교 法學 제55권 제3호 (2014. 9.)

이유에서 개정 전 파기원은 초기에는 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은 채권증서의 교부

에 의한 점유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72) 그러나 채권은 유가증권을 제외

하고는 채권증서에 화체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학설로부터 많은 비판

이 제기되었다. 파기원은 그 후 채권증서의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73) 그리고 나중에는 파기원은 채권질권의 성립에 있

어서 증서교부를 완전히 폐기하기에 이르렀다.74)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이러한 파

기원 판결의 진화를 수용함으로써 채권증서의 교부 요건을 완전히 폐기하기에 이

른 것이다.75) 

4. 채권질권의 대상

개정 프랑스민법전에 의하여 질물인 채권은 광의로 해석되고 있다. 채권의 발생

근거를 묻지 않으므로, 법정채권이든 약정채권이든 불문한다. 또 하나의 채권뿐만 

아니라, 일련의 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채권이 불가분채권이 아닌 

한 하나의 채권의 일부도 대상이 될 수 있다(제2358조 제2항). 그리고 현재의 채권

뿐만 아니라 장래의 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전에는 장래 채권의 경우 채

무자에 대한 통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체동산질권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76) 

질물이 장래채권인 경우 프랑스민법전 제2357조는 질권자는 장래의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채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장래의 채권에 

대한 질권은 제3자에 대하여 서면작성일부터 바로 대항력을 갖지만, 질물인 채권

에 대한 권리는 장래에 채권이 발생한 날부터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77)

5. 채권질권의 대항력: 제3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

채권질권의 설정에 있어서 제3자란 질권을 다시 설정받는 제3자가 있을 수 있고 

또 질물채권의 채무자가 있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한 대항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프

72) Cass. Req., 11 juin 1846, DP, 46. I. 252. “질권설정계약은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에는 채무자가 능력을 갖는 동안 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한 완성될 수 없다.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증서의 교부에 갈음할 수 없다.”

73) Cass. civ. 10 mai 1983, Bull. civ. I. n° 141. 
74) Cass. com. 23 janv. 2001, Bull. civ. IV. n° 20.
75) Ph. Malaurie et L. Aynès, op. cit., n° 528, p. 260.
76) P. Crocq, op. cit., n° 17, p. 4. 
77) Ph. Malaurie et L. Aynès, op. cit., n° 528, p. 260; P. Crocq, op. cit., n° 17,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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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민법전은 개정 전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1) 개정 전 프랑스민법전: 공정증서⋅등록된 사서증서에 의한 채무자에 대한 통

지와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자의 승낙

개정 전 프랑스민법전에서는 채권질권의 설정에 있어서 채무자의 점유박탈은 효

력요건이기도 하였다. 즉, 개정 전 프랑스민법전은 어느 경우이든 질물이 채권자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제3자에게로 이전되어야 질권이 효력을 기질 수 있었다

(개정 전 프랑스민법전 제2076조). 채권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공정증

서 또는 적법하게 등록된 사서증서로써 통지하거나 그 채무자가 공정증서로 이를 

승낙할 것을 요구하였는데(개정 전 프랑스민법전 제2075조), 이는 채권양도에 관

한 제1690조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

자에 대한 채권질권의 대항력(opposabilité)의 요건으로 이해되었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한편으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변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

능을 가짐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었고,78) 다른 한편으로 전술한 바와 같

이 채권질권에 있어서 질권의 효력요건으로 요구되었던 점유박탈을 의미하는 것으

로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되었던 것이다.79) 무체재산인 채권에 대하여 사실

상 지배(mainmise matérielle)를 이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통지로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금지하는 것이야 말로 채권에 대한 점유를 박

탈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80) 

(2) 개정 프랑스민법전

프랑스민법전은 개정을 통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과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

건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더 이상 제3자에 대한 대

항요건으로서는 의미가 없고, 오로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의 의미만 가

질 뿐이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공정증서나 등록된 사서증서로 할 필요

가 없는 통지 즉, ‘notification’이라고 부른다.81)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공정증서나 

78) Ph. Simler et Ph. Delebecque, op. cit., n° 645, p. 560; D. Legeais, op. cit., n° 38, p. 7.
79) Ph. Malaurie et L. Aynès, op. cit., n° 527, p. 259; Ph. Simler et Ph. Delebecque, op. 

cit., n° 645, p. 560.
80) Civ. 1re, 10 mai 1983, Bull. civ, n° 141, D. 1984, 433, note Légier. “질권이 채권을 

목적으로 하고 물건의 이전이 물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점유의 이전은 3채무자
에게 하는 통지에 의하여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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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사서증서에 의하지 않는 일반의 통지로 한 것은 공정증서나 등록된 사서증

서에 의한 통지는 채권자에게 많은 비용을 부담시켜 가혹하였기 때문에 이를 폐지

하기 위한 것이다.82) 

(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서면작성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채권에 대한 질권은 서면의 기재일에 당사자 사이에서 효

력을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대항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361조). 이는 바로 Dailly양도의 법리를 따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제3자에 대

한 대항력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질권의 설정 자

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개정 프랑스민법전에 따라 채권질권의 설정계약이 

더 이상 요물계약(contrat réel)이 아니라는 것은 점유박탈이 채권질권의 설정계약

에서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

무자의 승낙도 더 이상 효력요건으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83) 

따라서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서면작성 이외에는 어떠한 요건이나 절차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84)

(나)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 공정증서⋅등록된 사서증서에 의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와 채무자의 설정행위 참가

채권질권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항력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질물채권의 채무자는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채권자에

게 선의로 변제를 할 경우에는 채권법상 예외적으로 면책될 수 있다(제1240조). 따

라서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채권질권에서 선의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예외규

정을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즉, 프랑스민법전 제2362조에 의하면, 채권질권은 질

물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질권이 설정된 사실을 통지하거나 

그 채무자가 설정행위에 참가하여야 하고(제1항), 그러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질

권설정자만이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그 

결과 프랑스민법전 제2363조(제1항)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채무자에게 통지

81) 이에 반하여 개정 전의 공정증서로 하거나 또는 등록된 사서증서로 하는 통지는 
‘signification’이라고 불렀다.  

82) D. Legeais, op. cit., n° 47, p. 8.
83) Ph. Malaurie et L. Aynès, op. cit., n° 527, p. 258.
84) Ph. Malaurie et L. Aynès, ibid., n° 527, p.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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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진 후에는 질권자만이 질물인 채권으로부터 원본과 이자의 변제를 유효하

게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채권질권의 핵심적 개정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85) 따라

서 프랑스민법 전 제2362조(제1항)와 제2363조(제1항)를 종합하면 이들 규정은 채

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해진다. 또 제2363조(제1항)에 의

하여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채무자의 변제를 금지시키므로 질물인 채권을 동결시

키는 기능을 갖는다.86)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있으면 채무자는 통지에 앞

서 존재하였던 항변으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87) 채권양도나 직업채권의 양

도의 경우에서처럼 동일한 것이다.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강제규정이 아니다. 따라

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없더라도 채권질권의 설정이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갖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6. 채권질권의 효력

개정 전 프랑스민법전은 채권질권의 효력과 관련하여 질물인 채권의 이자에 관

한 제2081조 한 개 조문 뿐이었다. 이에 반하여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제2362조 내

지 제2366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규정은 채권질권의 고유한 효력으로서 질

권자가 채무자에게 대하여 직접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들이다. 다만, 채

권질권자와 다른 권리자의 경합여부에 대하여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1) 질물인 채권의 이자의 충당

개정 전에는 질권 일반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던 것과는 달리, 프랑스

민법전 제2081조에 의하면 질물인 채권의 이자에 관하여 채권이 이자부인 경우에

는 질권자는 이를 자신의 피담보채권의 이자로 충당할 수 있고, 이자부가 아닌 경

우에는 원본에 충당할 수 있었다. 즉, 질권설정자의 수령권을 배제하지 않은 상태

에서 질권자에게도 수령권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당사

자는 이와 달리 약정을 할 수 있었다.88) 

개정 프랑스민법전 제2363조(제1항)에 의하면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을 

통지한 경우에는 질권자만이 그 원본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그리고 제2364조

85) P. Crocq, “La réforme des su ̂̂retés mobilières”, Le droit des sû̂retés à l’épreuve des 
réformes, Editons juridiques et techniques, 2006, n° 38, p. 25.

86) Ph. Malaurie et L. Aynès, op. cit., n° 536, p. 266.
87) D. Legeais, op. cit., n° 55, p. 9.
88) P. Crocq, op. cit., n° 21,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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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의하면, 질물인 채권으로서 변제된 금전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

한 경우에는 그 변제에 충당된다. 그런데 개정 전 프랑스민법전 제2081조와 달리 

이자에 우선적으로 충당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원본에 앞서 이자에의 충당을 규정한 일반규

정(제1254조)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 전과 개정 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한

다.89) 또 제2364조는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들은 충당권에 대하여 자유로운 약정

을 할 수 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다.90)

(2) 채권질권자의 권리 

채권질권의 효력이란 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중 채권질권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우선적 효력이다. 그런데 질물인 채권에 

있어서는 우선적 효력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개정 전 

프랑스민법전은 무체동산질권에 대하여도 유체동산을 전제로 하는 일반규정이 적

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들 규정은 질물인 채권의 성질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었다. 예를 들면, 경매(개정 전 프랑스민법전 제521-3조 제1항)는 채권에 

대하여는 의미가 없었고 또 감정인의 평가에 의한 재판상분배(개정 전 프랑스민법

전 제2078조 제1항)도 역시 무의미한 것이었다. 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대하여 

직접 변제를 받는 것은 유질계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었다.91) 따라서 실제 

거래에서는 질권자가 질권설정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방법이 이용되었다.92) 파기원도 질권자가 수령한 금전을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

당하고 남는 것을 채무자에게 상환하는 경우 위임은 유효하다고 하였다.93)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변제기 이후 채무자가 파산을 당할 경우에는 무의미하였다. 또 질

물채권의 변제기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보다 앞설 경우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 경

우 우선 채권질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질권설정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하더라도 

질물을 반환받지 못하는 위험을 안게 되고, 반대로 질권설정자가 변제를 받게 되

면 채권질권자는 질물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안게 된다.94) 예를 들면, 보험자가 사

89) P. Crocq, ibid., n° 22, p. 5.
90) Ph. Malaurie et L. Aynès, op. cit., n° 533, p. 263; P. Crocq, ibid., n° 29, p. 6. 
91) P. Crocq, ibid., n° 25, p. 5. 
92) D. Legeais, op. cit., n° 50, p. 9; P. Crocq, ibid., n° 25, p. 5.
93) Cass. civ. 10 mai 1947, S., 47. I. 41.
94) D. Legeais, op. cit., n° 50,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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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 경우 질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변제기가 아니기 때문에 또 질권설정자는 점유

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단독으로 채무자인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가 없

었다. 그렇다고 이 경우 질권자와 질권설정자가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도 무의미하였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채권질권

의 고유한 효력으로서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대하여 직접 청구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의미가 없는 경매를 폐지하고 또 재판상분배에서도 감정인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프랑스민법전은 채권질권의 고유한 효력으로서 질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제2364조 내지 제2366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들

이 규율하는 방식을 학자에 따라서 질물인 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와 

나중에 도래하는 경우로 구분하거나95) 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가가 도래하지 않

은 경우와 도래한 경우로 구분하여96) 설명하고 있으나 결국은 같은 의미라고 할 

것이다. 채권 즉, 질권의 실행시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와 질물인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에는 어느 것이 선후이냐는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

우 질권자가 피담보채무 이상의 금액을 변제받을 경우에는 질권설정자에게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제2366조).

(가) 질물인 채권의 변제기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프랑스민법전(제2364조 제2항)은 질

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질권자는 변제된 금전을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서 담보목적으로만 관리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융기관은 금전을 수령하여 나중에 

피담보채무가 집행되면 이를 질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제2364

조 제2항 1문). 즉,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채무자로부

터 이행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예금

계좌가 동결되는지의 여부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97) 그리고 나중에 피담보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담보채

권의 채무자인 질권설정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게 이행을 최고하였

95) Ph. Malaurie et L. Aynès, op. cit., nos 535-536, pp. 265-266.
96) Ph. Simler et Ph. Delebecque, op. cit., nos 648-649, pp. 561-562.
97) D. Legeais, op. cit., n° 52,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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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불구하고 8일이 경과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질권자는 비로소 

질권설정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한도 내에서 위 예금을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

당할 수 있다(제2364조 제2항 2문). 

중요한 것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질권자는 채

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이 유체동산질권의 경우

와는 다른 점이다.98) 이 경우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까지 채권질권은 금전에 대한 

질권, 즉 유체동산질권으로 전화되어 존재하게 된다고 한다.99) 그리고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전은 특별계좌(compte spécial)로 관리되거나 또는 동결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질권자가 파산을 당할 경우 그로 인한 위험은 질권설정자에게 고스

란히 귀속하게 된다는 것이다.100)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질권자의 파산시 질권

설정자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계약조항이 이용된다.101) 이

러한 법의 흠결을 메우기 위하여 질권설정시에 예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개정시안

이 제시되고 있다.102) 

(나) 질물인 채권의 변제기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보다 나중에 도래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질물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

우가 문제이다. 프랑스민법전 제2365조가 이를 규율하고 있다. 채권질권자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첫째, 채권질권자는 질물채권의 변제기를 기다

린다(제2365조 제2항). 프랑스민법전 제2365조 제2항의 규정은 지극히 당연한 규

정이다. 질물채권의 변제기를 기다려 변제를 받은 질권자는 피담보채무 이상의 금

액을 변제받은 경우에는 질권설정자에게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제2366조). 

둘째, 채권질권자는 질물채권의 변제기를 기다리지 않고, 법관에 의하여 또는 약정

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목적물인 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권리들을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다(제2365조 제1항). 이른바 재판상분배(attribution judiciaire)와 유질계약

(le pacte commissoire)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재판상분배는 유체동산질권에 

관한 제2347조에 따르게 된다. 어느 경우나 채권의 가액에 대하여 감정인의 평가

98) Ph. Simler et Ph. Delebecque, op. cit., n° 648, p. 561.
99) Ph. Malaurie et L. Aynès, op. cit., n° 535, p. 265; Ph. Simler et Ph. Delebecque, op. 

cit., n° 648, p. 561; D. Legeais, op. cit., n° 52, p. 9; P. Crocq, ibid., n° 34, p. 6.
100) Ph. Malaurie et L. Aynès, op. cit., n° 535, p. 265.
101) D. Legeais, op. cit., n° 52, p. 9.
102) Ph. Malaurie et L. Aynès, op. cit., n° 535, p.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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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감정인의 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민법전 제2348조(제2

항)는 유체동산에 대한 질권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103) 

(다) 유치권의 인정여부

채권질권자는 유치권을 갖는가? 프랑스민법전 개정 전에도 이에 대하여 학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개정 전 프랑스민법전은 유치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

지 않았지만, 학설과 판례는 일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개정 전에는 유치권은 유

치물에 대한 점유를 요구하기 때문에 무체동산인 채권에 대한 질권자에게는 인정

될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하였다. 프랑스민법전의 개정 후에는 유치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제2286조)을 두고 있지만, 이 해석과 관련하여 채권질권자에게 유치

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104) 긍정설은 개정 제

2286조에 의하면 유치권은 더 이상 점유박탈이 아니라 관련성(connexité)에 기초하

고 있으므로 채권 위에도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채무자에 대한 통

지가 있으면 이에 의하여 채무자의 변제가 동결되기 때문에 채권질권자에게 유치

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105) 이에 반하여 부정설은 신설된 제2286조는 유치권

의 제한적 개념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무체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106)

(3) 채권질권자와 다른 채권자와의 경합여부

질물인 채권의 변제를 받은 채권질권자는 금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갖는가? 

103) Ph. Malaurie et L. Aynès, ibid., n° 537, p. 267.
104) Article 2286 Peut se prévaloir d’un droit de rétention sur la chose(① 다음의 자는 유

치권을 갖는다):
      1° Celui à qui la chose a été remise jusqu’au paiement de sa créance(1° 자신의 채

권이 변제되기까지 물건의 교부를 받은 자);
      2° Celui dont la créance impayée résulte du contrat qui l’oblige à la livrer(2° 변제를 

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이 물건의 교부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자);
      3° Celui dont la créance impayée est née à l’occasion de la détention de la chose(3° 

변제를 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이 물건의 소지에 즈음하여 발생한 자);
      4° Celui qui bénéficie d’un gage sans dépossession(4° 점유이전이 없는 질권을 갖는 자).
    Le droit de rétention se perd par le dessaisissement volontaire(② 유치권은 점유물의 

자발적인 점유상실에 의하여 소멸한다).
105) L. Aynès, “La consécration légale des droits de rétention”, D. 2006, p. 1301 cité par 

D. Legeais, op. cit., n° 67, p. 11.
106) D. Legeais, op. cit., n° 67,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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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채권질권자는 금전에 대한 우선권자의 하나로서 다른 우선권자들과 

경합하는지 아니면 금전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갖는 자로서 다른 권리자들에 대

하여 우선하는지가 문제이다. 우선 프랑스민법전의 개정 전에는 채권질권을 우선

권(privilège)의 하나로서 규정하였으므로 다른 우선권들과 경합하게 된다는 데에는 

의문이 없었다. 따라서 이 경우 채권질권자는 재판상분배를 받거나 유치권을 행사

하여 자신의 지위를 보호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107) 그런데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채권질권자를 우선권자로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채권질권자만이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제2363조 제1항의 해석론에 달려 있다고 한다.108) 첫째, 경

합을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제2363조 제1항은 통지가 없는 경우 채권질권설정

자의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제2362조 제2항과 서로 짝을 이루는 규정으로서, 양 

규정은 채권질권설정자 또는 채권질권자의 변제수령권을 규정할 뿐 채권질권자와 

제3자의 관계에 대하여는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한다.109) 둘째, 경합을 부정하는 견

해에 따르면 제2363조 제1항은 채권질권자가 질권자라는 지위에서 바로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110) 부정설의 그 밖의 논거로는 개정 프랑스민법

전은 다른 권리자들과의 경합을 요하는 우선권을 삭제하였고, 제2364조(제2항)는 

예금계좌의 금전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들고 있다. 또한 아

래의 견해와 같이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111) 셋째, 경우를 구분하여 

변제받은 금전에 대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경

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112) 전자의 경우는 금전에 대한 유체동산

질권(gages-espèces)이 인정되어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고, 후자의 경우는 채권질권

자가 양수인은 아니므로 다른 우선권자들과 경합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113)

107) D. Legeais, ibid., n° 56, p. 10.
108) P. Crocq, op. cit., n° 36, p. 7. 
109) Ph. Théry, note sous Com. 19. déc. 2006, Defrénois 2008, art. 38276, n° 2, spéc. p. 

416 et s. cité par P. Crocq, op. cit., n° 37, p. 7. 
110) L. Aynès, “Le nantissement de créances, entre gage et fiducie”, Droit et patrimoine, 

séptembre 2007, p. 66 cité par D. Legeais, op. cit., n° 58, p. 10; H. Synvet, “Le 
nantissement de compte”, Droit et Patrimoine, n° 161, juillet-aoû̂t 2007, p. 62 et s., 
spéc. p. 68 cité par P. Crocq, op. cit., n° 37, p. 7. 

111) P. Crocq, ibid.  
112) D. Legeais, op. cit., n° 59, p. 10.
113) D. Legeais,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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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타 프랑스민법상 무체동산질권

(nantissement de meubles incorporels)

기타 프랑스민법에 규정되고 있는 무체동산질권으로 계좌(compte)와 회사지분

(part sociale)에 대한 질권이 있다.114) 그런데 전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민법전은 무

체동산질권의 대상이 채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적용하는 법규범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제2355조). 우선 제2355조 제4항에 의하여 계좌채권은 채권의 일종이기 때문

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체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반하여 제

2355조 제5항에 의하면 회사지분은 기타 무체동산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유체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1. 계좌채권에 대한 무체동산질권

신설된 프랑스민법전 제2360조는 계좌질권(nantissement du compte)에 대하여 특

별규정을 두고 있다. 종전의 거래에서는 계좌에 질권을 설정하기보다는 채무인수

(délégation)의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한다.115) 계좌질권의 경우 그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학설상 논란이 있다. 일설에 의하면 계좌채권의 대상은 

금전이고 금전은 동산이어서, 계좌채권질권에 대하여는 유체동산질권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116) 금전이 은행통화(monnaie scripturale)의 형태로 바

뀌더라도 동산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다수설은 계좌채권의 

대상은 금전 자체가 아니고 은행계좌의 잔고(solde d’un compte bancaire)인데 이 

잔고는 은행통화로 표시된다고 한다.117) 즉, 금전은 계좌로 기재되는 순간 유체동

산의 성질을 상실하고 계좌의 잔고가 질물이 되는데 이는 채권이라고 한다.118) 프

랑스민법전은 제2360조를 둠으로써 이러한 학설의 대립을 해소하여 채권설을 수

114) 계좌채권에도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계좌상의 특정액의 금전으로 동결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중 프랑스민법전은 동결되지 않은 계좌채권에 대하
여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115) 금융기관을 인수인으로 참가시키는 채무인수제도가 이용되었다. 
116) D. R. Martin, “De la garantie monétaire”, R.D bancaire 2006, 43 cité par Ch. Albiges 

et P. Crocq, “Nantissement”, Répertoire de Droit commercial, Dalloz, n° 22, p. 6; J. 
Stoufflet, op. cit., n° 30, p. 22:

117) D. Legais, Sû̂retés et garanties du crédit, n° 512, p. 393.
118) Ch. Albiges et P. Crocq, op. cit., n° 22,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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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계좌채권을 규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잔고란 계좌권리자가 계좌관리자

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의미한다.119) 

프랑스민법전(제2360조)은 계좌질권을 채권질권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계좌질권

에는 채권질권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된다.120) 계좌채권질권의 경우

도 그 성립과 대항력을 위하여 일자가 있는 서면의 작성이 요구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제2356조 제1항). 또 계좌채권질권은 서면 작성일부터 제3

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고(제2361조) 또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참가

가 금융기관인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의 요건이 된다(제2362조). 이 점에서 계좌채

권질권자는 유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고객이 계좌를 설정하는 것만

으로 질권설정에 금융기관의 참여가 인정되어 더 이상 금융기관에 대한 통지가 필

요없게 되었다는 것이 개정의 중요한 점이라고 하겠다.121) 또 프랑스민법전 제

2360조(제1항)는 계좌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물인 채권은 대변잔고채권(le 

nantissement du solde créditeur)이라고 밝히고 또 질물인 채권은 결산이 진행 중이

지 않는 한 질권이 실행되는 날의 잠정적인 혹은 확정적인 대변잔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계좌채권의 질권을 설정할 당시 계좌채권액은 확정되지 않고 질권의 실

행시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이는 동결된 계좌(compte bloqué)가 아니라 

동결되지 않은 계좌(compte non-bloqué)가 계좌채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잔고가 차변잔고(solde débiteur)가 된다고 해서 계좌채권이 소멸되

는 것은 아니다.122) 이 점 또한 계좌채권질권자에게 유리한 점이라고 할 것이

다.123) 물론 당사자들은 계약으로 계좌채권질권의 설정자에게 잔고를 일정액으로 

유지할 의무를 지우게 할 수도 있다.124) 또 계좌채권의 질권자는 질권의 실행을 

위하여 질권의 설정자를 대신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

로, 유질계약의 금지가 의미를 잃게 되어 채권질권자에게 유리하게 된다.125) 한편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집단절차인 회생절차, 정리절차, 청산절차 또는 채무초과로 

119) 신용화폐(monnaie fiduciaire)는 무체동산질권이 아니라 유체동산질권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D. Legais, Sû̂retés et garanties du crédit (L.G.D.G, 2009), n° 512, p. 392]. 

120) D. Legeais, “Nantissement de meubles incorporels, nantissement de créances”, 
Jurisclasseur Code civil, Art. 2356 à 2366, n° 69, p. 12.

121) P. Crocq, op. cit., n° 42, p. 7.
122) D. Legeais, op. cit., n° 70, p. 12.
123) P. Crocq, op. cit., n° 43, p. 7.
124) D. Legeais, op. cit., n° 73, p. 12.
125) P. Crocq, op. cit., n° 43, p.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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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개인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법원이 이상의 제반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날의 잔고채권이 질권의 목적이 된다(제2360조 제2항). 제반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날의 잔고채권이 동결되고 그 후의 차변잔고의 기재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다는 

점이 또한 채권질권자에게 유리한 점이다.126) 

2. 회사지분(parts de sociétés)에 대한 무체동산질권

사원의 회사에 대한 권리는 지분으로 또는 보다 거래가 자유로운 주식의 형태로 

나타난다. 프랑스민법전 개정 전에도 사원의 권리가 무체동산임에는 틀림없지만 

이를 채권이라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었다. 프랑스민법전의 

개정에 의하여 학설의 대립은 회사지분의 설정에 등기가 필요한가 하는 실익과 관

련이 있게 되었다. 일설은 사원의 권리를 채권의 한 형태로 보아, 회사의 설립행위

에 의하여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갖는다고 한다.127) 프랑스민법전이 회사

설립행위를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한다.128) 따라서 회

사지분 또는 주식에 대한 질권은 채권질권의 특별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한다.129) 

이에 반하여 사원의 권리는 단순한 채권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130) 

프랑스민법전은 사원의 권리 위의 질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단순한 채권으로 보지는 않고 무체동산으로 보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지분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고 한다.131) 사원의 

회사에 대한 권리는 회사설립행위를 계약이라고 보더라도 채권이라고 보아야 할 

126) Ibid.
127) H. Synvet, “Le nantissement des meubles corporéls”, Droit et patrimoine, n° 140, sept. 

2005 p. 64 et s. cité par P. Crocq, op. cit., n° 59, p. 9.
128) 프랑스민법 제1832(제1항)조에 의하면 설립행위란 “이익을 분배하거나 그로 인하여 

절약을 도모할 목적으로 공동의 기업에 재산과 노무를 출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인 이상의 계약에 의한 합의”라고 하는데, 다수설은 이를 회사계약(contrat de 
société)이라고 부른다. 3인 이상의 사람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이를 계약이라
고 보고 있다. 다만 프랑스민법 제1832조(제2항)는 예외적으로 1인에 의한 회사의 설
립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설립행위는 단독행위가 된다. 한편 회사의 설립행위
에 대하여는 계약설 이외에 제도설이 있다[상세한 것은 남효순, “프랑스법에서의 법
인의 역사 ― 법인론 및 법인에 관한 판례와 입법의 발달사”, 서울 학교 법학, 제39
권 제3호(1999. 12), pp. 168-9을 참조. 특히 주48)을 참조].  

129) Ph. Simler et Ph. Delebecque, op. cit., n° 659, p. 576.
130) D. Legais, Sû̂retés et garanties du crédit, n° 522, p. 399. 
131) E. Frémeaux et G. Daublon, op. cit., pp.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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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없을 것이다.

종전에는 회사지분의 경우 채권의 양도에 의하여 또 주식의 경우에는 그 모습에 

따라 무기명채권 또는 기명채권의 양도로써 질권이 설정될 수 있었다. 그런데 

1978년 1월 4일자로 프랑스민법전은 회사(société)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면서, 민사

회사에서 회사지분의 양도(cession des parts sociales)를 규율하면서 회사지분질권에 

대하여 제1866조 내지 제1868조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132) 그런데 이 규정들은 민

사회사지분에 대한 질권에만 적용되고 상사회사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사회사인 합명회사와 유한책임회사가 인적회사(société de 

personnes)라는 점에서 프랑스민법전의 규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이 제기된다. 이는 2006월 3월 23일의 프랑스민법전의 개정에 의하여 무체동산질

권의 일반적 규정인 제2355조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된다고 할 것

이다.133)

(1) 민사회사지분(parts de sociétés civiles)에 대한 무체동산질권

오랫동안 민사회사지분은 질권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이는 민사회사가 지분

에 대하여 증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민사회사는 지분이전대장도 갖지 

않았다. 따라서 질권자가 어떻게 지분에 대한 점유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

다(개정 전 프랑스민법전 제2076조). 일부 학설은 정관을 교부함으로써 프랑스민

법전 제2076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관은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증서(titre probatoire)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므로 

질권설정의 수단이 될 수 없다. 

개정 프랑스민법전의 회사규정에 의하면 지분에 대한 질권설정은 공정증서로 작

성하거나, 민사회사에 사서증서로 이를 통지하거나 또는 민사회사가 공정증서로 

이를 승낙하여 이루어지고, 질권설정은 그 일자가 질권자의 순위를 정하게 될 공

시를 실행하여야 한다(제1866조 제1항).134) 다시 말하면 민사회사에 대한 통지가 

132) 1978년 1월 4일자 법률로 프랑스민법전 제3권 제9편으로 회사(De la société)가 신설
되어, 통칙(제1832조 내지 1844-17조), 민사회사(제1845조 내지 제1870-1조)와 익명회
사(제1871조 내지 제1873조)를 두게 되었다. 프랑스민법에는 조합에 관한 규정이 없
다. 그러나 민사회사가 조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는 민사회사와 상사회사로 
구분되고, 민사회사도 등기를 하여야만 법인격을 가질 수 있다(제1842조 제1항). 회
사에 대한 신설규정의 의미에 대하여는, 남효순, 전게논문, pp. 154-190 참조.  

133) D. Legais, op. cit., n° 522, p. 399. 
134) 통지의 경우 등록되지 않은 사서증서도 가능하지만 채무자의 승낙은 공정증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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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박탈을 대신하는 것이다.135) 공시는 민사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상사법원의 서

기가 관리하는 대장에 실행하여야 하고, 부동산등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기에 

의하여 지분질권의 순위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 경우 질권은 공시만으로 질물인 

민사회사지분 위에 존속하게 된다(제1866조 제2항).

한편 민사회사는 인적회사이므로 질권설정과 또 질권이 실행될 경우 새로운 사

원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다. 프랑스민법전은 제1867조는 이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

다. 사원은 누구나 지분의 양도에 대한 동의와 동일한 요건으로 질권계획에 대한 

다른 사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제1867조 제1항). 또 질권계획에 대한 동의는 민

사회사지분이 강제매각이 되는 경우 매각이 있기 1개월 전에 사원과 회사에 대하

여 통지가 이루어지면 이는 매수인에 대한 승인을 의미한다(제1867조 제2항). 그러

나 각 사원은 강제매각이 있을 경우 재매수권(droit de retrait)을 행사하여 제3자가 

사원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136) 즉, 각 사원은 매각으로부터 5일 이내에 매

수인이 될 수 있고, 수인의 사원이 있을 경우 반대의 조항이나 합의가 없는 한 종

전에 소지한 한 지분의 비율로 매수인이 되나, 어느 사원도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

을 경우 회사는 지분을 재매수하여 회사지분을 무효로 할 수 있다(제1867조 제3항).

(2) 합명회사(sociétés en nom collectifs)와 유한책임회사(sociétés à responsabilité 

limitée)의 상사회사지분에 대한 무체동산질권

합명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에 대한 질권설정과 관련하여서는 프랑스민법

전도, 프랑스상법전도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반대의 견해가 없지는 않지만, 프랑스민법전 제2355조(제5항)에 따라 유체동산질

권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137) 그러므로 합명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에 

대한 질권설정은 우선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프랑스민법전 제2336조), 제3자

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본점 소재지의 상사법원의 서기가 관리하는 등기부에 공

시되어야 한다(프랑스민법전 제2338조).138) 

한편 합명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에 대한 질권의 효력에 대하여는 유한책임

회사의 경우에만 상법전에 특별규정이 존재하는바, 이는 민사회사지분의 경우 질

하여야 한다는 점이 채권질권의 경우와 다르다.  
135) Ph. Simler et Ph. Delebecque, op. cit., n° 660, p. 578.
136) Ibid.
137) Ibid., n° 661, p. 579.
138) 이 지분질권의 공시제도는 2007년 3월 1일자 아레떼가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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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실행에 의한 강제매각에서의 매수인에 대한 동의에 관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이

다. 상법전 제L223-15조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가 상법전 제L223-4조 제1항과 제2

항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질권설정계획에 대하여 동의를 준 경우, 이 동의는 상사

회사지분이 프랑스민법전 제20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139) 강제매각의 경우 

매수인에 대한 동의를 수반하게 되나, 민사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매각 

후 지체없이 지분을 재매수하여 자신의 자본을 감소시킬 수 있다(상법전 제

L223-15조). 이상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합명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에 대한 

질권의 효력과 관련해서는 유체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Ⅳ. 권리이전(양도)에 의한 무체동산질권

권리이전의 방법에 의하여 무체동산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에는 Dailly양도와 담

보신탁(fiducie conclue à titre de garantie)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전자는 담보목적

으로 직업채권을 양도하는 것이다. 후자는 동산(유체동산 또는 무체동산)의 소유권

과 기타 권리에 대하여 담보목적으로(à titre de garantie) 신탁계약(contrat de fidu-

cie)을 체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후자는 별도의 신탁재산이 형성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140) 그런데 프랑스학자들은 Dailly양도와 신탁적양도를 모두 “담보

목적의 권리양도(propriété cédée à titre de garantie)”, “권리이전의 담보물권(sû̂retés 

propriété)”,141) “신탁적양도(cession fiduciaire)”,142) “담보목적의 신탁적양도

(alinéation fiduciaire à titre de garantie)”143)라고 부르고 있다. 여기서 propriété란 

협의의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과 같은 권리도 포함한다.144) 한편 

Dailly양도를 신탁적양도 또는 담보목적의 신탁적양도라고 부르는 것은 채권양도

139) 여기서 프랑스민법전 제2078조란 개정 전의 것으로서 개정 후에는 프랑스민법전 제
2346조를 가리킨다. 

140) 프랑스의 신탁 일반에 대하여는, Ph. Simler et Ph. Delebecque, op. cit., nos 677-682, 
pp. 596-600.

141) A. Gourio, 전게논문, p. 249.
142) Ph. Simler et Ph. Delebecque, op. cit., n° 665, p. 583.
143) Ph. Malaurie et L. Aynès, op. cit., n° 763, p. 366.
144) 이러한 이유에서 본문에서 propriété cédée à titre de garantie를 ‘담보목적의 권리양도’, 

sû̂retés propriété를 ‘권리이전의 담보물권’, alinéation fiduciaire à titre de garantie를 
‘담보목적의 신탁적양도’라고 번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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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권 등의 담보물권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는 점에서 신탁재산을 형성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탁적 목적의 양도라고는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145) 여기서

는 무체동산질권을 Dailly양도에 의한 직업채권의 양도와 담보신탁(신탁계약)에 의

한 무체동산질권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146)

1. Dailly양도에 의한 직업채권질권147)

기술한 바와 같이 Dailly양도에 대하여는 1981년 1월 21일자 법률이 제정되었는

데, 이 법률은 금융재정법전 제L313-23조 내지 제L313-35조를 구성하게 되었

다.148) Dailly양도는 담보목적의 신용을 위하여 이루어지는데 실제로는 단기신용을 

위하여 이용된다고 한다.149)

(1) Dailly법과 담보목적의 일반 채권양도의 인정여부

Dailly법에 의하여 담보목적으로 직업채권이 아닌 일반의 채권양도를 할 수 있는

가?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긍정설은 부정설의 논거인 유질계

약의 금지가 담보목적의 채권양도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보았다.150) 파기원

도 한때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151) 특히 파기원은 2005년 차임채권의 

“채무인수(délégation)”에 대하여,152) 담보목적을 위한 즉, 채권질권설정을 위한 차

145) 프랑스법민법전상 일반 채권양도는 제2권 제6편 매매(vente) 제7장 채권과 무체재산
권의 양도(Du transport des créances et autres droits incorporels)(제1689조 내지 제1701
조)에 규정되어 있다. 

146) 프랑스의 신탁제도 일반에 관한 해설에 대하여는 정태윤, “프랑스의 신탁법”, 비교사

법, 제19권 제3호(2012. 8), pp. 941-1004, 무체동산질권의 담보신탁(ficudie-sû̂reté)의 
설명에 대하여는 A. Gourio, 전게논문, pp. 256-259 참조.

147) Dailly양도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로는 A. Gourio, 전게논문, pp. 232-260 참조.
148) Dailly법률은 금융재정법전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Dailly법률’이라고 부르고 있다. 

프랑스의 금융재정법전(제L313-23조 제1항)은 직업채권의 양도와 질권설정의 법적 
수단으로 채권양도의 형태를 빌리는바, 이를 ‘Daiily양도’라고 부르고 있다. 이 논문
에서는 Dailly양도란 질권설정의 수단으로서의 채권양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한다.

149) J.-P. Dumas et M. Cohen-Branche, “Cession et nantissement de créances profesionnelles”, 
Répertoire de Droit civil, Dalloz, n° 10, p. 3.

150) D. Legeais, op. cit., n° 8, p. 3.
151) Cass. 1ère civil, 20 mars 2001, D, 2001, p. 31110, note L. Aynès.
152) 우리 민법은 채무인수를 채무를 인수하는 자인 제3자의 관점에서 규율하고 있다. 즉, 

우리 민법은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하여 제3자와 채권자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제
453조)와 제3자와 채무자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제454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프랑스민법전은 délégation에 대하여 구채무자를 법적 작용의 주체라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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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권의 양도를 인정한 적이 있다.153) 그런데 프랑스민법전이 2006년 3월 23일자 

오르도낭스에 의하여 채권질권을 인정하면서 유질계약금지의 원칙을 폐지하였기 

때문에 담보목적의 채권양도가 허용되는지 다시 문제가 되었다. 파기원은 2006년 

12월에 담보목적의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인하기에 이르렀다.154) 이 파기원 판결에 

대하여는 채권질권의 설정을 인정하는 판결이라는 견해가 있다.155) 그러나 위 파

기원 판결은 “고등법원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자에

게 담보의 목적으로 자신의 채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는 채권질권

을 설정한다고 판결하여 위 법률규정(역자 주: 개정 전 프랑스민법전 제2075조와 

제2078조156))을 위반하였다.”고 분명히 판시함으로써,157) 담보목적의 채권질권의 

점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délégation을 ‘채무전이(cession de dette)’ 또는 
‘채무전부(債務轉付)’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프랑스민법전 [제
3권 소유권을 취득하는 여려 형태, 제3편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한 채권관계 일반, 제5
장 채무의 소멸, 제2절 경개(novation)] 제1275조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다른 채무
자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délégation은 채권자가 délégation을 행한 채무자
를 면제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개의 효력이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제3자인 인수인과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채
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délégation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délégation은 제3자가 병존적으로 또는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하느냐에 따라 다시 
구분되는데, 전자를 délégation imparfaite라 하고 후자를 délégation parfaite라고 부른
다. 후자를 특히 délégation novatoire 또는 novation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
의 경개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임시적으로 délégation 또는 délégation 
imparfaite를 ‘채무인수’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délégation parfaite 또는 délégation 
novatoire는 다시 신채무와 구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느냐 않느냐에 따라 ‘면책적 채
무인수’ 또는 ‘경개’라고 번역하기로 한다. 또 이에 부합하여 제3자에게 채무인수를 
시키는 자인 délégant을 채무자, 제3자로서 채무를 인수하는 자인 déléguée를 제3자 
또는 인수인으로, 그리고 채무인수의 이익을 누릴 자인 délégataire를 채권자로 번역
하기로 한다[프랑스민법전상 délégation을 어떻게 번역할지에 대하여는 A. Gourio, 전
게논문, 235, 역자 주 6) 참조].

153) Cass. com., 4 oct. 2005, Bull. civ. IV, n° 198. 
154) Cass. com., 19 déc. 2006, n° 05-16395, RTD civ. 2007, p. 160, obs. P. Crocq. 
155) A. Gourio는 “파기원은 2006년 12월 19일자의 판결에 의하여 담보목적으로 차임채권

(créance de loyers)을 양도한 사안에서 <법률에 규정된 경우 이외에도 채무자가 담보
의 목적으로 자신의 채권자에게 채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는 채권질
권을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고 해설하고 있다(A. Gourio, 전게논
문, pp. 249-250).

156) 개정 전 프랑스민법전 제2078조 제2항은 법이 정하는 형식에 의하지 않고 질물을 취
득하게 하거나 질물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하게 하는 모든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였다. 

157) 2006년 12월의 파기원판결 원문의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Attendu qu’en 
statuant ainsi, alors qu’en dehors des cas prévus par la loi, l’acte par lequel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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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부인하고 있다.158) 한편 채권법개정시안인 Catala안은 제1257-1조에서 “채

권은 담보가액을 명시하지 않고 양도될 수 있다. 채권은 양수인이 그의 권리의 만

족을 얻거나 피담보채권이 다른 원인으로 소멸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복귀한다.”라

고 하여,159) 담보목적의 채권양도를 인정하는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한편 

2007년 2월 19일자 법률 제2007-11호에 의하여 담보신탁이 인정되면서 다시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담보신탁(신탁계약)에 의한 

무체동산질권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적용범위

Dailly양도의 적용범위는 인적 범위(ratione personae)에는 제한이 따르고 물적 

범위(ratione materiae)에는 제한이 없다. 

① 인적 범위

Dailly양도의 적용범위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첫째, 양수인은 프랑스에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établissement de crédit) 또는 재정회사(société de finance-

ment)(이하 ‘금융기관’)이어야 한다.160) 둘째, 양도되는 채권은 직업적 성격

(caractère professionnel)을 가져야 한다. 이 채권을 Dailly양도에서 직업채권(créance 

professionnelle)이라고 부른다. 즉, 직업채권이란 양도인과 제3채무자 모두에 대하

여 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채권을 말한다.161) 따라서 직업인인 채

무자에게 물건을 매도하여 발생하거나 구독신청을 받은 출판사업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을 Dailly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직업인이 아닌 개인인 채무자가 매

수하거나 구독하여 발생한 채권은 Dailly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162) 이처럼 

Dailly양도가 직업채권에 대하여만 인정된다는 것은 양도인과 제3채무자의 관계에

débiteur cède et transporte à son créancier, à titre de garantie, tous ses droits sur des 
créances, constitue un nantissement de créance, la cour d’appel a violé les textes 
susvisés ;”

158) D. Legeais, op. cit., n° 9, p. 3.
159) 2005년 9월 22일자로 프랑스법무부장관에게 제출된 채권법과 시효에 대한 개정시안

을 Catala안이라고 부른다. 상세한 내용은 민사법학 ― 랑스민법개정안에 한 연

구 ― (2009. 6) 참조. 
160) 이러한 이유에서 Dailly양도를 ‘금융기관에 대한 양도(cession bancaire)’라고 부르기도 

한다(Ph. Simler et Ph. Delebecque, op. cit., n° 666, p. 584).
161) Ch. Albiges et P. Crocq, ibid, n° 24, p. 6.
162) A. Gourio, 전게논문, p.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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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의 요건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일 경우에

는 요구되지 않는다.163) 한편 Dailly양도는 양도인의 직업상 금융지원을 받기 위하

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도 또한 직업적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

② 물적 범위

인적 범위에 따른 제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채권은 Dailly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

다. 또 현재의 채권이든 장래의 채권이든 이를 불문한다. 장래의 채권이란 “이미 

실현되었거나 실현될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이지만 그 채권액과 이행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채권”을 말한다(금융재정법전 제L312-23조). 장래의 채권의 체

결되지 않은 계약으로부터 발생이 예상되는 채권도 포함되는데, 다만 장차 계약을 

체결할 기업을 적시하여야 한다.164)

특히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 공적보조금, 회계상채권(부가가치세), 사회보장채권

도 양도될 수 있다. 계속적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에 대하여 Dailly양도가 있

은 후 양도인이 집단절차(procédure collective) 즉, 회생 및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파기원은 처음에는 이를 부인하였지만,165) 

그 후 2003년 금융재정법전 L317-27조의 개정이 있은 후에는 영향이 없음을 인정

하기에 이르렀다.166) 금융재정법전 L317-27조는 “채권양도는 채권의 발생일, 기한 

또는 청구가능일이 어떠하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양도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Dailly양도는 양도의 명세서(bordereau)(이하 ‘양도증서’라고 부른다)를 금융기관

에 교부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금융재정법전 제L313-23조 제1항), 이 양도증서에

는 일자를 비롯해 법이 정하는 6가지 의무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를 

흠결할 경우에는 질권설정의 효력이 없다(금융재정법전 제L313-23조 제6항). 즉, 

무효가 된다. 이처럼 양도증서는 엄격한 형식주의에 따라야 한다. 4가지 사항은 법

에 명시되어 있는바, 직업채권의 양도라는 명칭의 기재, 양도가 금융재정법전 제

L313-23조 내지 제L313-34조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의 기재, 양수인인 금융기관

163) Ph. Malaurie et L. Aynès, op. cit., n° 765, p. 368.
164) J.-P. Dumas et M. Cohen-Branche, op. cit., n° 11, p. 4.
165) Cass. com., 26 avr. 2000, Bull. civ. IV, n° 84. 
166) Cass. com., 7 déc. 2004, n° 02-20.732. Bull. civ. IV, n° 213; Cass. com., 22 nov. 

2005, n° 03-15.669. Bull. civ. IV, n°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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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칭의 기재, 양도채권의 가액의 기재가 여기에 해당한다(금융법전 제L313-23

조 제3항). 그 밖에 비록 금융재정법전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양도인의 서명

과 양도일자도 의무적 기재사항이 된다. 우선 양도인의 서명은 채권양도에 불가결

한 요소일 뿐 아니라(금융법전 제L313-25조) 질권설정자가 연대채무를 지게 되는 

원천이기 때문이다.167) 이는 파기원에 의하여 확인된 바이다.168) 또 양도일의 기재

는 Dailly양도가 채권의 발생, 교환 또는 청구일과 관계없이 그리고 다른 어떠한 

절차도 필요없이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요건이기 때문이다.169) 파기원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양도일의 기재를 보충할 수 없다고 한다.170) 또 장래의 채권에 대하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채무자, 변제장소, 채권액 혹은 채권의 평가액, 변제기가 

있다면 변제기와 같은 요소가 서면에 표시되어야 한다(금융재정법전 제L313-23조, 

제3항 제4호). 

(4) 양도의 효력

Dailly양도의 효력은 당사자(양도인과 양수인), 양수인과 채무자 그리고 양수인

과 제3자 사이의 효력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효력 

양도증서의 기재일부터 양수인에게 채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금융재정법전 

제L313-27조). 채권뿐만 아니라 그 부속된 권리도 함께 이전된다. 다만, Dailly양도

에 의하여 양수인은 담보목적을 위하여 채권자가 되는 것일 뿐이다(금융재정법전 

제L313-24조 제1항). 한편 Dailly양도는 일반 채권양도와 달리 다음의 두 가지 효

력을 더 갖는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첫째, 양도인은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양

도된 채권의 변제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다(금융재정법전 제L313-24조 제2항). 

즉, 채권양도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양도인은 양도일에 채권의 존재를 담보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채권의 변제도 담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양도인은 어

음의 배서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171) 이 경우 양수인은 채

167) J.-P. Dumas et M. Cohen-Branche, op. cit., n° 18, p. 5.
168) Cass. com., 7 mars 1995, n° 93-12.257, Bull. civ. IV, n° 66. 
169) Ph. Malaurie et L. Aynès, op. cit., n° 768, pp. 369-370; J.-P. Dumas et M. 

Cohen-Branche, op. cit., n° 19, p. 5.
170) Cass. com., 14 juin 2000, n° 96-22.634, Bull. civ. IV, n°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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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에 대한 양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채무자에게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바로 양도인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172), 통지가 있은 후에도 채무자의 

변제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양도인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173) 그리고 양수인

은 계약에 의하여 이 절차도 면제받을 수 있다.174) 둘째,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

지(변제금지의 통지)를 하지 않은 한 양도인도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권한을 

보유한다.175) 이는 금융재정법전 제L313-28조 반대해석에 의하여 도출되는 것이

다. 소수의 견해는 Dailly양도에 의하여 양도인이 채무자와 종전의 관계를 온전히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176) 그러나 다수의 견해는 양수인이 양

도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기본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에는 명시적인 위임이 있는 것이고 반대로 양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묵시적인 

위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177) 따라서 변제금지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양도인

에 대한 위임을 취소하는 것이 된다.178) 생각건대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통지

를 하지 않는 한 위임의 추정이나 의제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나) 양수인과 채무자 사이의 효력 

양수인과 채무자(le débiteur de la créance cédée, le débiteur céde, le cédé) 사이

의 효력은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를 금지하는 통지 또는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승낙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① 채무자에 대한 변제금지의 통지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금지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Dailly양도로써 채무자에 대

하여 완전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 경우 

171) J.-P. Dumas et M. Cohen-Branche, op. cit., n° 32, p. 6.
172) Cass. com., 14 mars. 2000, n° 96-14.043, Bull. civ. IV, n° 55. 
173) Cass. com., 18 sept. 2007, n° 06-13.736, Banque et droit, n° 117, janv.-févr. 2008, p. 

23, obs. Th. Bonneau. 
174) A. Gourio, 전게논문, 252.
175) 양도인이 변제수령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채무자에 대한 효력으로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J.-P. Dumas et M. Cohen-Branche, op. cit., n° 32, p. 6). 여기서는 양도인과 양수
인 사이의 효력으로 설명하는 일반적인 견해를 따른다. 

176) A. Gourio, 상게논문, 253.
177) Ph. Malaurie et L. Aynès, op. cit., n° 770, pp. 371; Ph. Simler et Ph. Delebecque, op. 

cit., n° 669, p. 589.
178) J.-P. Dumas et M. Cohen-Branche, op. cit., n° 38,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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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양도증서를 제시하여야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179) 또 채무

자가 Dailly양도가 있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채무자인 경우 양도인에게 

한 변제를 가지고 양수인인 금융기관에게 대항할 수 있다.180) 이 경우 채무자는 

양도인과 개인적 관계에 기초한 동시이행, 상계, 무효, 해제, 채권소멸과 중재조항

의 항변 등을 보존함은 물론이다(금융재정법전 제L313-29조 제2항의 반대해석).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경우 양도인은 금융기관의 수임인으로서 양도채권에 해당하

는 금전을 수령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양도인에 대한 변제의 금지를 통지할 수 있다

(금융재정법전 제L313-28조). 이러한 취지의 통지가 있은 후에는 채무자는 양수인

에게만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변제금지를 통지

할 때 채무자에게 양도된 채권의 존재와 가액 등에 관하여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파기원은 정보제공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181) 

② 채무자의 변제승낙이 있는 경우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요구하여 직접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금융재

정법전 제L313-29조 제1항).182) 이는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183) 

이 경우 양수인이 고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사해의사로 채권을 양수하지 않은 한 

채무자는 양도인과의 인적관계에 기초한 항변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

이 원칙이다(금융재정법전 제L313-29조 제2항). 따라서 양수인이 양도된 채권에 

다툼이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치유

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을 알았을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184)

179) Ibid., n° 34, p. 7.
180) D. Legais, op. cit., n° 737, p. 520. 
181) Ph. Simler et Ph. Delebecque, op. cit., n° 669, p. 589; A. Gourio, 전게논문, p. 253.
182) 금융재정법전 제L313-29조(제1항)에 의하면 양도증서의 수익자의 요구에 의하여 채

무자는 직접 변제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의무는 “직업
채권의 양도 또는 양도의 승낙행위”라는 제목의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제L313-29조(제2항)에 의하면 채무자는 금융
기관 또는 재정회사가 고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사해의사로 채권을 양수하지 않는 
한 양도증서의 서명자의 인적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183) J.-P. Dumas et M. Cohen-Branche, op. cit., n° 53, p. 10.
184) A. Gourio, 전게논문, p.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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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자에 대한 효력: 양수인들 사이의 효력185)

Dailly양도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양도증서에 기재된 일자에 효력을 발생

한다(금융재정법전 제L313-27조). Dailly양도는 일반 채권양도의 경우와 달리 제3

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결과 동일

한 채권이 2인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시간에서 빠른 제1양수인이 제2양

수인에게 우선한다(Prior tempore, potior jure)”.186) 이는 제2양수인이 채무자에게 

Daillly양도를 통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채무자가 통지를 한 제2양

수인에게 선의로 변제를 하면 그 변제는 유효하다(프랑스민법전 제1240조). 나중

에 제1양수인은 제2양수인에게 구상권을 가질 뿐이다.187) 만약 채무자가 양수인들

로부터 채권양도의 통지를 이중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변제에 앞서 양수

인들 중 누가 가장 앞선 양수인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188)

(5) 피담보채권의 소멸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 어떠한 절차도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채권은 양도인의 

재산으로 복귀한다.189) 파기원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190)

2. 담보신탁(신탁계약)에 의한 무체동산질권(ficudie-sû̂reté)
프랑스민법전은 2007년 2월 19일자 오르도낭스에 의하여 신탁을 인정한 후(제

2111조 내지 제2030조),191) 2009년 1월 30일자 오르도낭스로 “담보목적의 신탁(이

하 ‘담보신탁’이라고 한다)(ficudie-sû̂reté)”을 도입하였다. 다시 말하면, 2009년 1월 

30일자 오르도낭스는 담보신탁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둠과 동시에 신탁일반에 

관한 규정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기에 이르렀다.192) 그중 신탁에 의한 동산담보물권

185) 제3자에 대한 효력 중 양수인과 경합하는 권리자 사이의 충돌에 대하여는 A. Gourio, 
전게논문, p. 255 참조.

186) Ph. Simler et Ph. Delebecque, op. cit., n° 672, p. 592; J.-P. Dumas et M. 
Cohen-Branche, op. cit., n° 57, p. 10.

187) A. Gourio, 전게논문, p. 254.
188) A. Gourio, 상게논문.
189) D. Legais, op. cit., n° 752, p. 531. 
190) Cass. 1er civ., 19 sept. 2007.
191) 신탁에는 그 목적에 따라 관리신탁(fiducie-gestion), 담보신탁(fiducie-sûreté)과 이전신

탁(fiducie-transmission)이 있다(정태윤, 전게논문, p. 958 참조).
192) M. Bourassin, V. Brémond et M.-N. Jobard-Bachellier, Droit des sû̂retés (Sirey, 2010), 

n° 1330, p.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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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4권 담보, 제2편 담보물권, 제2부속편 동산담보물권, 제4장 담보목적의 소유

권유보와 소유권양도(De la propriété retenue ou cédée à titre de garantie.), 제1절 

담보목적의 소유권양도(De la propriété cédée à titre de garantie)(제2372-1조 내지 

제2372-5조)에 규정되어 있다.193) 동산에 대한 담보신탁은 유체동산이든 무체동산

이든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제2372-1조). 이하에서는 담보신탁에 의한 무체동산질

권을 대상으로 살펴본다.194) 

담보신탁은 그 탄력성과 효율성으로 인하여 실제 거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바, 특히 무체동산의 경우가 그러하다고 한다. 그 결과 다른 전통적인 담보물권이 

무용지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반대로 담보신탁에는 여러 가

지 커다란 단점이 있기도 하다. 첫째, 담보신탁은 공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둘째, 

담보신탁은 피담보채무를 초과하는 필요 이상의 담보가 제공된다는 것, 셋째, 담보

신탁을 설정하는 계약비용, 수탁자의 보수 등 비용이 든다는 것,195) 넷째, 담보신

탁은 재정의 도피나 재정의 세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196)  

(1) 담보신탁과 담보목적의 채권질권 인정여부

2007년 프랑스민법전의 개정에 의하여 담보신탁이 도입된 이후에도 채권양도에 

의한 질권설정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Dailly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논란이 

되었다. 현재 이에 대하여는 여전히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197) 생각건

대 담보목적의 신탁이란 채권을 신탁자의 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별개의 신탁재산

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양도에 의한 질권설정에 의하면 질권설정자는 여전

히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바 이는 담보신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2009년 프랑스민법전의 개정에 의하더라도 채권양도에 의하여 담보목적의 

질권설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193) 한편 부동산에 대한 담보신탁은 제3부속편 부동산담보물권, 제8장 담보목적의 소유
권양도(De la propriété cédée à titre de garantie)(제2488-1조 내지 제2488-5조)에 규정
되어 있다. 

194) 프랑스의 담보신탁제도 일반에 관한 설명에 대하여는 정태윤, 전게논문, pp. 979-992 
참조.

195) D. Legais, op. cit., n° 752, p. 531. 
196) Ph. Malaurie et L. Aynès, op. cit., p. 376.
197) 학설 상황에 대하여는 D. Legeais, op. cit., nos 9-15, pp. 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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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체동산질권 담보신탁의 당사자

담보신탁의 당사자는 신탁자, 수탁자와 수익자이다. 신탁자와 수탁자도 수익자

가 될 수 있다. 신탁자는 처음에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에 한정하였지만, 현재

는 법인이든 자연인이든 불문한다.198) 신탁자가 자연인인 경우 특별한 규정을 두

고 있다. 자연인인 경우 그의 이익을 보호할 제3자를 임명할 권리를 포기할 수 없

다는 것이다(제2017조). 부부는 공동재산을 상대방의 합의 없이는 신탁재산으로 

할 수가 없다. 담보신탁은 수익자가 허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다. 

수탁자는 채권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다. 프랑스민법전 제2015조에 의하

면 수탁자는 처음에는 금융재정법전 제L511-1조에 규정된 금융기관, 제L518-1조에 

열거된 공공기관, 제L531-4조에 규정된 투자기업 그리고 보험법전 제L310-1조가 

정하는 보험회사로 한정하였다. 2009년 2월 1일부터는 변호사도 수탁자로 추가되

었다. 신탁계약으로 임명된 수탁자는 신탁자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3) 무체동산질권 담보신탁의 설정

신탁행위는 신탁자에게 있어서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위능력이 요구

된다. 담보신탁은 처음에는 33년을 기한으로 하였지만, 현재는 99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다(제2018조 제2호). 

① 증서의 작성과 조세기관에의 등록

담보신탁계약은 언제나 요식계약이다. 공정증서의 작성이 담보신탁계약의 효력

요건이다(제2012조). 담보신탁은 신탁계약에 관한 제2018조가 규정하는 사항을 기

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외에 피담보채권과 신탁재산으로 이전될 동산 또는 권

리의 평가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제2372-2조). 한편 담보신탁계약은 계약을 작성

한 날부터 1월내에 수탁자의 소재지 세무기관 또는 수탁자가 프랑스에 주소를 두

지 않은 경우에는 비거주자 세무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

효가 된다(제2019조). 이 등록절차는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조세기관에서 실행하

는 절차로서 부동산등기소에서 실행하는 공시절차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② 권리이전의 임시성⋅불완전성

담보신탁계약에 의하여 동산이 신탁재산으로 이전되는 데에는 아무런 의문이 없

198) 2009년 2월 1일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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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2372-1조). 그러나 그 이전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프랑스민법전 제

2372-1조는 설정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가 채권자일 경우에

는 담보를 목적으로 양도된 재산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을 취득하고(제1항), 채권

자가 아닐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교부를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2항).199) 다시 말하면, 권리이전은 임시적(provisoire)이고 불완전

(incomplet)한 것이다.200)

(4) 무체동산질권 담보신탁의 대항력

프랑스민법전은 무체동산이 채권일 경우에는 제3자 및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을 

규정하고 있다. 즉, 신탁적양도는 이를 확인하는 신탁계약 또는 변경계약의 기재일

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양도인 또는 수익자가 하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제2018-2조). 이는 일반 채권양도와는 다

르고 Dailly양도와 동일한 법리이다. 한편 프랑스민법전은 그 이외의 무체동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채권 이외의 무체동산에 관해서

는 따로 규정하는 바가 없다고 하는 설명이 있다.201) 그러나 기타 무체동산에 대

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유체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에 따르므로(제2355조 제4

항), 유체동산의 대항요건으로서의 공시에 관한 규정(제2337조)에 따라 공시가 되

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5) 무체동산질권 담보신탁의 집행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없을 경우 담보신탁의 집행에 대하여는 프랑스민법전은 상

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첫째, 신탁계약에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수탁자가 채권자

인 때에는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무체동산의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한다(제

2372-3조 제1항). 둘째, 수탁자가 채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에게 무

체동산의 교부(remise), 즉 이전(transfert)을 요구하고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

다(제2372-3조 제2항). 이때 신탁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에게 양

도된 무체동산의 권리를 매각하여 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할 

199) 목적물이 유체동산인 경우 신탁에 관한 일반규정(제2018-1조)은 설정자가 유체동산의 
사용과 수익을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탁자에게 점유가 이전되지 
않는다(Ph. Simler et Ph. Delebecque, op. cit., n° 1331 p. 368).

200) Ph. Simler et Ph. Delebecque, op. cit., n° 1331 p. 368.
201) 정태윤, 전게논문, p. 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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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제2372-3조 제2항). 이상의 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 프랑스민법전은 당사

자의 약정과 유질계약을 금지하지 않는다. 무체동산의 가액은 금융법전에 따라 구

성된 시장에 공식적으로 상장된 결과이거나 또는 동산이 금전인 경우를 제외하고

는 합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감정인에 의하여 평가된다(제2372-3조). 

한편 수익자가 무체동산의 권리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이 피

담보채권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의 차액을 신탁자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제2372-4조 제1항). 이는 신탁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물론 

신탁재산의 보존과 관리로 인하여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탁자에게 차액을 반

환하기 전에 먼저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제2372-4조 제1항). 수탁자가 동산 또는 

권리를 매각하는 경우 먼저 신탁재산의 보존과 관리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

한 후 그 차액을 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제2372-4조 제2항).

(6) 무체동산질권 담보신탁의 소멸

무체동산에 대한 담보신탁은 신탁계약에 따른 여러 가지 소멸원인이 있다(제

2028조 이하). 신탁자는 수익자가 승낙하지 않는 동안에는 취소할 수 있고(제2028

조 제1항), 수탁자의 승낙이 있은 후에는 그의 동의가 있거나 재판상으로만 취소

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제2028조 제1항). 또 신탁계약은 기한의 도래 또는 목적의 

달성에 의하여 소멸되고(제2029조 제1항),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수익자 모두가 

신탁계약을 포기할 때에도 소멸된다(제2029조 제2항). 

무체동산담보신탁은 일반신탁(제2029조)과는 달리 신탁자가 자연인일 경우라도 

그의 사망에 의하여 종료하지 않는다(제2372-1조). 따라서 무체동산에 대한 담보신

탁은 상속인들에게 이전된다.

(7) 충전담보신탁

담보신탁의 경우 충전저당(hypothèque)에 준하여 충전담보신탁(fiducie recharge-

able)이 인정된다. 이는 새로운 채권을 위하여 담보를 설정할 때 드는 비용을 절약

하기 위한 것이다.202) 충전담보신탁의 경우에도 충전저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

종성(caractère accessoire)의 일부를 상실하게 된다. 

충전담보신탁은 신탁계약으로 이를 명시한 경우에만 인정된다(제2372-5조 제1

항). 충전담보신탁은 어느 채권자의 새로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도 제공될 수

202) D. Legais, op. cit., n° 764, p.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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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고, 원래의 채권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될 수 있

다(제2372-5조 제2항 1문). 후자의 경우 원래의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도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제2372-5조 제2항 1문). 그러나 

신탁자가 자연인일 경우에는 신탁재산은 충전을 실행하는 날에 평가된 가액의 범

위에서만 새로운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제2372-5조 제2항 2문). 반

면 신탁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은 없다. 이 점이 신탁약정에 예정된 충

전액(제2422조 제2항)에 따라 충전될 수 있는 충전저당과 다른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충전담보신탁은 충전저당보다 더 제한적이라고 할 것이다.203) 또 동산충전

담보신탁은 충전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담보신탁약정과 같이 조세기관에 등록이 되

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된다(제2372-5조 제3항 1문). 충전저당은 등

록일에 의하여 여러 채권들 사이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제2372-5조 제3항 1문). 

또 충전저당의 경우에는 충전조항을 공시하여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상의 충전

담보신탁에 관한 규정은 공서양속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면 무효가 된다(제2372-5

조 제4항).

Ⅴ. 나가며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유체동산 이외에 채권 또는 권리에 대하여 일찍부터 질권

의 설정을 인정하여 왔다. 그러나 질권을 규율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적지 않게 다

르다. 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민법이 제정된 때부터 동산질권(제329조 내지 제

344조)과 권리질권(제345조 내지 제355조)을 분리하여 규정하여 왔다. 이어서 “동

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동산⋅채권담보법’)이 2010년 5월 19일 제

정되어(2012년 6월 11일 시행) 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이 아니라 담보등기(성립요

건)를 요하는 동산담보권과 채권에 대하여도 담보등기(대항요건)를 요하는 채권담

보권이 신설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질권은 민법상의 점유이전을 성립요

건으로 하는 동산질권, 점유이전을 요하지 않는 권리질권 그리고 동산⋅채권담보

법상의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동산담보권과 대항요건으로 하는 채권담보권이 

공존하게 되었다. 이에 반하여 프랑스민법전은 민법전 제정 이래 유체동산과 무체

203) Ph. Malaurie et L. Aynès, op. cit., n° 782, p. 379; M. Bourassin, V. Brémond et 
M.-N. Jobard-Bachellier, op. cit., n° 1338, p.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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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을 구별하지 않고 질권의 설정을 일률적으로 규율하여왔다. 그 후 프랑스는 

1981년 1월 2일에 Dailly양도에 의하여 직업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상사특별법에 해당하는 금융재정법에서 규율하게 되었다. 이는 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한 질권의 설정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프랑스에서 금융재정법전이 직업

채권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질권설정을 인정한 것이었다. 그러다가 2006년 3월 23

일에 프랑스민법전을 개정하여 채권을 포함한 무체동산에 대한 질권을 유체동산에 

대한 질권과 형식적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게 되었다.204) 프랑스민법전의 개정은 금

융재정법전의 영향을 받은 것임은 이미 살펴보았다. 또 프랑스민법전은 2009년 1

월 30일 개정에 의하여 권리이전에 의한 질권의 설정 즉, 담보신탁도 함께 규율하

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담보신탁은 별도의 독립된 신탁법의 규율을 받

는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한 채권질권의 설

정을 인정하고 있다. 채권양도란 채권을 이전하는 합의 또는 그에 의한 채권의 이

전을 말한다. 채권양도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원인관계는 묻지 않는다. 원인관계가 

무엇이냐에 따라 채권양도는 매우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 변제방법 또는 변제확보

를 위한 채권양도,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양도담보목적의 채권양도, 질권설정을 

위한 채권양도, 매매를 위한 채권양도 등이 있을 수 있다. 우리 판례는 특단의 사

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변제를 위하여(변제의 방법) 또는 변제의 확

보(담보)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고,205) 그 밖에 기존채무의 변제(대물변제)에 갈음

하는 것임은 기존채무의 채무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거나206) 또는 질권설정의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다.207)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는 채

권양도의 방법에 의한 질권설정은 엄격한 서면작성을 요구함으로써 사정은 우리와

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프랑스민법전상의 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한 채권질권(금융재정법전상

의 Dailly양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 우리 민법상의 채권질권과 동산⋅채권담보법

상의 채권담보권과 비교하여 어떠한 점이 다른지에 대하여 특징적인 것을 간략히 

204) 무체동산질권의 독자성은 채권질권에 한하여 완전히 달성이 되었지만, 그 밖의 무체
동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살펴보았다. 

205)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2526 판결. 
206)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
207) 대법원 1964. 5. 5 선고 63다7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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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기로 한다.208) 첫째, 프랑스의 경우 채권질권은 서면에 의하여만 성립할 수 

있다(프랑스민법전 제2356조, 금융재정법전 제L313-23조). 프랑스의 경우 채권질권

의 설정계약은 요식계약이다. 서면에 의하지 않는 채권질권의 설정은 무효가 된다. 

이에 반하여 우리 민법과 동산⋅채권담보법은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둘째, 

프랑스의 경우 민법상 채권질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채

권이면 족하고 지명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의 민법상의 채권질권의 경

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동산⋅채권담보법에서는 금전채권인 지명채권에 대하

여만 채권담보권이 인정된다(동산⋅채권담보법 제34조 제1항).209) 한편 프랑스나 

우리나라나 장래의 채권도 질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프랑스의 경우 장래

채권이 질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권질권은 현재의 권리로 성립하지만, 대상인 장래

채권에 대한 권리는 장래에 채권이 발생하는 때부터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프

랑스민법전 제2357조). 이는 프랑스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와 계약을 아직 체결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질권의 취득과 장래 발생할 장래의 채권의 취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셋째, 프랑스의 경우 서면의 작성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된다(프랑스

민법전 제2361조, 금융재정법전 제L313-27조).210) 그리고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단순통지가 대항요건이 된다(프랑스민법전 제2362조, 금융재정법전 

제L313-28조).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상의 채권질권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대항요건을 구성한다(제

450조, 제346조). 한편 동산⋅채권담보법은 담보등기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제

35조 제1항)으로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채무자의 승낙은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제35조 제2항). 대항요건을 제3자와 채무자

에 따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프랑스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채권질권에 대하여 담보등기와 확정일자 있는 통지 또는 승낙이 있을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211) 이 경우 동산⋅채권담보법은 

208)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유체동산질권의 비교에 대하여는 여하윤, 전게논문, pp. 111-134 
참조.

209) 입법취지에 대하여는 법무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한 법률, 법무부(2010), pp. 
95-96 참조.

210) 프랑스의 경우 유체동산질권에서는 등기와 점유이전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규정되고 있다(프랑스민법전 제2337조 제1항⋅제2항). 

211) 법무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한 법률, p, 103; 곽윤직⋅김재형, 물권법[민법강의 II], 
2013, p. 532; 송덕수, 물권법, 2014, p. 554; 김현진, 동산⋅채권담보권 연구,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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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등기와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제35조 제3항). 

넷째, 프랑스의 경우 민법상의 채권질권뿐만 아니라 Dailly양도에 의한 채권질권의 

경우에도 유질계약이 금지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질물이 금전

채권인 경우 채무자에 대한 직접청구가 인정되는 이상 피담보채권액(제353조 제2

항)의 범위에서는 유질계약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채권담보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제36조 제1항).212) 이 점이 동산⋅채권담보법이 동산담보권의 경우

는 그 실행에 대하여 당사자의 약정을 허용함으로써 유질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것

과 대조적이라고 할 것이다(제31조). 다섯째, 프랑스의 경우 질물인 채권의 변제기

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하면 피담보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도 채권질권자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프랑스민법전 제2364조 제2

항). 다만, 채권질권자는 변제된 금전에 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금융기관에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담보목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금전을 수령한 금융기관은 나중

에 피담보채무가 집행되는 경우 이를 채권질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프랑스민법전 제2364조 제2항 1문). 그러면 채권질권자는 나중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최고 후 8일이 경과한 후 변제받지 못한 한도 내

에서 위 예금을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가 있다(프랑스민법전 제2364조 

제2항 2문). 우리 민법은 질물인 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경우 수령한 금전에 

대하여 공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53조 제3항). 이는 동산⋅채권담보법의 

경우에도 민법과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36조 제2항). 여섯째, 프랑스의 경우 

질물인 채권의 변제기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보다 나중이면 질권자는 질물채권의 

변제기를 기다리지 않고 법관에 의하여 또는 약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과 이에 부

수하는 권리들을 자신의 것으로 분배받을 수 있다(프랑스민법전 제2365조 제1항). 

우리 민법과 동산⋅채권담보법의 경우 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질권자

는 질물채권의 변제기를 기다려야 한다. 일곱째, 프랑스의 경우 Dailly양도 후에도 

채무자가 통지를 받지 않는 한 양도인이 채무자로부터 수령할 권한을 그대로 유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금융재정법전 제L313-27조). 금융재정법전은 채권양도의 효

력은 발생하지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수령을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법과 동산⋅

채권담보법의 경우 양도의 효력은 발생하나 양수인은 채무자의 관계에서 대항할 

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6(경인문화사, 2013), pp. 390-393 참조. 
212) 김현진, 동산⋅채권담보권 연구, p.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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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양도인에게 변제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양도인이 변

제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프랑스민법전과 금융재정법전(Dailly법)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법과 동

산⋅채권담보법의 차이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한 가지 프랑스의 입법

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점은 민법에 사법의 기본법, 즉 민사헌법(Constitution 

civile)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213) 프랑

스의 경우 거래의 필요에 따라서 직업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금융재정법전이 먼

저 인정하였지만, 그 후 프랑스민법전이 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한 질권설정 일반에 

대하여 규율하기에 이르렀다. 이 점은 상사회사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1978년 프랑

스민법전의 개정으로 민사회사와 상사회사에 적용되는 공통규정과 민사회사에 특

유한 규정을 두게 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프랑스는 상법 

내지 특별법이 민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항을 규율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이 되는 

사항은 반드시 프랑스민법전으로 규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하

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민법학의 발전이 뒷받침되었음은 물론이다. 이에 반하여 우

리나라의 경우 민법전 밖에 동산⋅채권담보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많은 민사

특별법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들 민사특별법이 민법전 안으로 편제되거나 또는 

그 기본원리라도 민법전으로 규율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때에 비로소 민

사헌법으로서의 민법의 지위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13) 남효순, “프랑스법의 개정 역사”, 민법의 자화상과 미래상, 민사법학, 제52권(2010. 
12), p.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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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이하 프랑스민법전 제4권(담보), 제2편(담보물권) 제2부속편(동산담보물권), 제

3장(무체동산질권)의 제2355조에서 제2366조는 무체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이고 

제4장(담보목적의 권리유보 또는 권리이전), 제2절(담보목적의 권리이전)의 제

2372-1조에서 제2372-5조는 담보신탁에 관한 규정이다. 기타 무체동산질권과 

관련되는 개별 규정들은 본문의 각주로 다루었다.   

Chapitre III : Du nantissement de meubles incorporels

제3장 무체동산질권

Article 2355 Le nantissement est l’affectation, en garantie d’une obligation, d’un 

bien meuble incorporel ou d’un ensemble de biens meubles incorporels, présents ou 

futurs.

Il est conventionnel ou judiciaire.

Le nantissement judiciaire est régi par les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

Le nantissement conventionnel qui porte sur les créances est régi, à défaut de dis-

positions spéciales, par le présent chapitre.

Celui qui porte sur d’autres meubles incorporels est soumis, à défaut de dis-

positions spéciales, aux règles prévues pour le gage de meubles corporels.

① 무체동산질권은 무체동산 또는 집합의 무체동산을 현존하는 것이나 장래의 

것을 불문하고 채권의 담보로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무체동산질권은 약정 또는 재판에 의한다.

③ 재판상 무체동산질권은 민사집행절차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④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본 장의 규정에 따른다.

⑤ 기타 무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유체동산질권

을 위한 규정에 따른다.

Article 2356 A peine de nullité, le nantissement de créance doit être conclu par 

écrit.

Les créances garanties et les créances nanties sont désignées dans l’ac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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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elles sont futures, l’acte doit permettre leur individualisation ou contenir des él-

éments permettant celle-ci tels que l’indication du débiteur, le lieu de paiement, le 

montant des créances ou leur évaluation et, s’il y a lieu, leur échéance.

① 채권질권은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어야 한다. 

② 피담보채권과 질권부채권은 서면에 기재된다. 

③ 피담보채권과 질권부채권이 장래의 것인 경우, 서면에 의하여 각 채권이 특

정되어야 하거나 또는 채무자의 적시, 변제의 장소, 채권액 또는 그 평가액과 변제

기가 있을 경우 변제기 등과 같이 특정이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Article 2357 Lorsque le nantissement a pour objet une créance future, le créancier 

nanti acquiert un droit sur la créance dès la naissance de celle-ci.

질권이 장래의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채권질권자는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

터 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다.

Article 2358 Le nantissement de créance peut être constitué pour un temps 

déterminé.

 Il peut porter sur une fraction de créance, sauf si celle-ci est indivisible.

① 채권질권은 일정한 기간으로 설정될 수 있다.

② 채권질권은 불가분인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의 일부를 목적으로 할 수 있다.

Article 2359 Le nantissement s’étend aux accessoires de la créance à moins que 

les parties n’en conviennent autrement.

질권은 당사자들이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채권의 부속물에도 미친다.

Article 2360 Lorsque le nantissement porte sur un compte, la créance nantie s’en-

tend du solde créditeur, provisoire ou définitif, au jour de la réalisation de la sûreté 

sous réserve de la régularisation des opérations en cours,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es procédures civiles d’exécution.

① 질권이 계좌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질물인 채권은 진행 중인 거래의 결

산을 유보하고 민사집행절차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담보권이 실행되는 날의 잠정

적 또는 확정적인 대변잔고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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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s cette même réserve, au cas d’ouverture d’une procédure de sauvegarde, de 

redressement judiciaire, de liquidation judiciaire ou d’une procédure de traitement des 

situations de surendettement des particuliers contre le constituant, les droits du créan-

cier nanti portent sur le solde du compte à la date du jugement d’ouverture.

② 진행 중인 거래의 결산을 유보하여,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정리절

차, 청산절차 또는 개인의 채무초과상태를 규율하는 절차가 개시된 경우, 질권부채

권자의 권리는 개시결정이 있는 날의 계좌 잔고를 대상으로 한다.

Article 2361 Le nantissement d’une créance, présente ou future, prend effet entre 

les parties et devient opposable aux tiers à la date de l’acte.

현재 또는 장래의 채권에 대한 질권은 서면의 기재일에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발생하고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는다.

Article 2362 Pour être opposable au débiteur de la créance nantie, le nantissement 

de créance doit lui être notifié ou ce dernier doit intervenir à l’acte.

A défaut, seul le constituant reçoit valablement paiement de la créance.

① 채권질권은 제3채무자(질물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제3채무자에

게 그 사실이 통지되거나 제3채무자가 설정행위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질권설정자만이 유효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Article 2363 Après notification, seul le créancier nanti reçoit valablement paiement 

de la créance donnée en nantissement tant en capital qu’en intérêts.

Chacun des créanciers, les autres dûment appelés, peut en poursuivre l’exécution.

① 통지 후에는 질권부채권자만이 질물로 제공된 채권의 원본과 이자의 변제를 

유효하게 변제받을 수 있다.

② 각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게 통지를 한 후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Article 2364 Les sommes payées au titre de la créance nantie s’imputent sur la 

créance garantie lorsqu’elle est échue.

Dans le cas contraire, le créancier nanti les conserve à titre de garantie sur un 

compte ouvert auprès d’un établissement habilité à les recevoir à charge pour lui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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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 restituer si l’obligation garantie est exécutée. En cas de défaillance du débiteur 

de la créance garantie et huit jours après une mise en demeure restée sans effet, le 

créancier affecte les fonds au remboursement de sa créance dans la limite des 

sommes impayées.

① 질물인 채권으로서 변제된 금전은 변제기가 도래한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

당된다.

② 그렇지 않은 경우 질권부채권자는 변제된 금전을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에 

담보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금융기관은 금전을 수령하여 피담보채권이 집행될 경

우에 질권부채권자에게 이를 반환활 의무를 진다.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에게 이행을 최고한 후 8일이 경과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금전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은 범위에서 채권의 상환에 충당할 

수 있다.

Article 2365 En cas de défaillance de son débiteur, le créancier nanti peut se faire 

attribuer, par le juge ou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par la convention, la créance 

donnée en nantissement ainsi que tous les droits qui s’y rattachent.

Il peut également attendre l’échéance de la créance nantie.

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질권부채권자는 법관에 의하여 또는 

약정으로 정한 조건에 따라 질물로 제공된 채권과 그에 부수하는 권리들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질권부채권자는 질물인 채권의 이행기의 도래를 기다릴 수도 있다.

Article 2366 S’il a été payé au créancier nanti une somme supérieure à la dette 

garantie, celui-ci doit la différence au constituant

질권자에게 담보된 채무 이상의 금액이 변제된 경우 질권자는 그 차액을 설정자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Section 2 : De la propriété cédée à titre de garantie.

제2절 :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권리

Article 2372-1 La propriété d’un bien mobilier ou d’un droit peut être cédée à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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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 de garantie d’une obligation en vertu d’un contrat de fiducie conclu en applica-

tion des articles 2011 à 2030.

Par dérogation à l’article 2029, le décès du constituant personne physique ne met 

pas fin au contrat de fiducie constitué en application de la présente section.

① 동산의 소유권 또는 권리는 제2011조 내지 제2030조를 적용하여 체결된 신

탁계약에 의하여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양도될 수 있다). 

② 제2029조에 대한 예외로서 자연인인 설정자의 사망에 의하여 본절의 적용으

로 설정된 신탁계약은 종료되지 않는다.

Article 2372-2 En cas de fiducie conclue à titre de garantie, le contrat mentionne 

à peine de nullité, outre les dispositions prévues à l’article 2018, la dette garantie et 

la valeur estimée du bien ou du droit transféré dans le patrimoine fiduciaire.

담보목적으로 체결된 신탁계약은 그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2018

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도 피담보채무와 재화 또는 신탁재산으로 이전된 권리의 

평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Article 2372-3 A défaut de paiement de la dette garantie et sauf stipulation contra-

ire du contrat de fiducie, le fiduciaire, lorsqu’il est le créancier, acquiert la libre dis-

position du bien ou du droit cédé à titre de garantie.

Lorsque le fiduciaire n’est pas le créancier, ce dernier peut exiger de lui la remise 

du bien, dont il peut alors librement disposer, ou, si le contrat de fiducie le prévoit, 

la vente du bien ou du droit cédé et la remise de tout ou partie du prix.

La valeur du bien ou du droit cédé est déterminée par un expert désigné à l’ami-

able ou judiciairement, sauf si elle résulte d’une cotation officielle sur un marché or-

ganisé au sens du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ou si le bien est une somme d’argent. 

Toute clause contraire est réputée non écrite.

①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없으면 신탁계약에 반대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 수탁자가 채권자인 경우 담보목적으로 양도된 재산 또는 권리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수탁자가 아닌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에게 동산의 교부를 요구하여 

이를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또는 신탁계약으로 이를 정한 경우에는 양도된 재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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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권리를 매각하여 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양도된 재산 또는 권리의 가액은 금융재정법전에 따라 구성된 시장에 공식적

으로 상장된 결과이거나 또는 재산이 금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감정인이 결정한다. 이와 반대되는 약정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Article 2372-4 Si le bénéficiaire de la fiducie a acquis la libre disposition du bien 

ou du droit cédé en application de l’article 2372-3, il verse au constituant, lorsque la 

valeur mentionnée au dernier alinéa de cet article excède le montant de la dette ga-

rantie, une somme égale à la différence entre cette valeur et le montant de la dette, 

sous réserve du paiement préalable des dettes nées de la conservation ou de la ges-

tion du patrimoine fiduciaire.

Sous la même réserve, si le fiduciaire procède à la vente du bien ou du droit cédé 

en application du contrat de fiducie, il restitue au constituant la part du produit de 

cette vente excédant, le cas échéant, la valeur de la dette garantie.

① 수탁자가 제2372-3조에 의하여 양도된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하여 자유로운 처

분권을 취득한 경우 제2372조의 마지막 항의 가액이 피담보채무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신탁재산의 보존과 관리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를 사전에 변제한다는 유보

하에 그 가액과 피담보채무액의 차액을 설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유보하에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양도된 재산 또는 권리를 매각하

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인하여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 수익을 설정자에게 반환하

여야 한다.

Article 2372-5 La propriété cédée en application de l’article 2372-1 peut être ulté-

rieurement affectée à la garantie de dettes autres que celles mentionnées par l’acte 

constitutif pourvu que celui-ci le prévoie expressément.

Le constituant peut l’offrir en garantie, non seulement au créancier originaire, mais 

aussi à un nouveau créancier, encore que le premier n’ait pas été payé. Lorsque le 

constituant est une personne physique, le patrimoine fiduciaire ne peut alors être af-

fecté en garantie d’une nouvelle dette que dans la limite de sa valeur estimée au 

jour de la re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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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ine de nullité, la convention de rechargement établie selon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2372-2 est enregistrée sous la forme prévue à l’article 2019. La date d’enre-

gistrement détermine, entre eux, le rang des créanciers.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sont d’ordre public et toute clause contraire à 

celle-ci est réputée non écrite.

① 제2372-1조에 의하여 양도된 재산 또는 권리는 설정행위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설정행위에 기재된 피담보채무 이외의 채무를 위한 담보에 충당

될 수 있다. 

② 설정자가 양도한 재산 또는 권리는 원래의 채권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채권자

에게 담보로 제공될 수 있고, 전자가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설

정자가 자연인일 경우 수탁재산은 충전을 하는 날에 평가된 가액의 범위에서만 새

로운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③ 제2372-2조에 따라 설정된 재충전의 합의가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

2019조에서 정하는 형태로 등록되어야 한다. 등록일자는 그들 사이의 채권자의 우

선순위를 정한다. 

④ 본조의 규정은 공서양속 규정으로 이에 반하는 약정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투고일 2014. 4. 24    심사완료일 2014. 8. 24    게재확정일 201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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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Le nantissment sur les meubles incorporels

Nam, Hyo-Soon*

214)

Le Code civil français, par l’ordonnance du 23 mars 2006, énonce le principe gén-

éral selon lequel tous les meubles incorporels peuvent être affectés en nantissement 

pour garantir une obligation (article 2355). Les sûretés sur les meubles incorporels 

s’appellent «nantissements» alors que celles-ci sur les meubles corporels sont 

«gages». En droit français les meubles incorporels sont constitués, d’une part, par les 

meubles par objet et, d’autre part, par les meubles par la létermination de la loi ; 

ceux-ci sont l’usufruit sur mobilliers et l’action en revendication d’une propriété mo-

bilère etc. et ceux-là sont les obligations et actions qui ont pour objet des sommes 

exigibles ou des effets mobiliers etc. Le nantissement sur les meubles incorporeles, 

par exempl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n’est pas réglé par le Code civil mais le 

Code commercial et le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e Code civil français (articles 2011 et s.), également par l’ordonnance du 23 

mars 2006, a consacré une nouvelle technique juridique dite “la fiducie-sû̂reté”. 

S’agissant de cette technique, elle constitue pour la garantie des créances un patri-

moine fiduciaire. S’agissant des créances, celles-ci vont être cédées à titre de ga-

rantie, non pas directement au créancier comme dans la cession Dailly, mais dans un 

patrimoine fiduciaire distinct qui sera géré par le fiduciaire conformément à ce but 

de garantie, c’est-à-dire dans l’intérêt du créancier. En revanche, cession Dailly a 

pour objet de céder les créances professionnelles. Elle est régie par les articles 

L313-23 à L313-35 du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Etant donné que le nantissement sur les créances est le modèle du nantissment 

général des meubles incorporels, il est réglé par les articles de 2355 à 2366 du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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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 français. Avant la réforme du Code civil il devait e ̂tre conclu par un acte 

authentique ou un acte sous seing privé dû̂ment enregistré à peine de nullité (ancien 

article 2075), alors que le nouvel article 2356 (alinéa 1er) exige seulement qu’il soit 

conclu par écrit. Cet écrit peut ê̂tre un acte authentique ou un acte sous seing privé 

et, dans cette dernière hypothèse, il n’est plus nécessaire qu’il soit enregistré. 

Contrairement au droit antérieur à la réforme du 23 mars 2006, le Code civil a 

abandonné totalement l’exigence d’une remise du titre et rend ainsi la constitution du 

nantissment de créances plus simple à réaliser. Selon la réforme, le nantissement des 

créances, présente ou future, prend effet entre les parties et devient opposable aux 

tiers à la date de l’acte (article 2361). Il doit également être notifié au tiers ou ce 

dernier doit intervenir à l’acte pour être opposable au débiteur de la créance nantie 

et à défaut, seul le constituant reçoit valablement paiement de la créance (article 2362). 

Selon le nouvel aricle 2366, par l’effet spécifique du nantissemet des créances, seul 

le créancier nanti peut recevoir valablement paiement de la créance donnée en nan-

tissemnt, tant en capital qu’en intérêt. Les articles du 2364 et 2366 réglementent les 

cas suivant lequels la créance nantie est échue avant ou après la créance garantie. 

S’agissant de la fiducie-sû̂reté, elle est régie par les articles du 2372-1 à 2372-5 

du Code civil. Selon l’article 2372-2, en cas de fiducie conclue à titre de garantie, le 

contrat mentionne à peine de nullité, outre les dispositions prévues à l’article 2018, 

la dette garantie et la valeur estimée du bien ou du droit transféré dans le patri-

moine fiduciaire. A défaut de paiement de la dette garantie et sauf stipulation contra-

ire du contrat de fiducie, le fiduciaire, lorsqu’il est le créancier, acquiert la libre dis-

position du bien ou du droit cédé à titre de garantie (alinéa 1er de l’article 2372-3) 

et lorsque le fiduciaire n’est pas le créancier, ce dernier peut exiger de lui la remise 

du bien, dont il peut alors librement disposer, ou, si le contrat de fiducie le prévoit, 

la vente du bien ou du droit cédé et la remise de tout ou partie du prix (alinéa 2 de 

l’article 2372-3). 

Mots-clés: meubles incoprorels, nantissement sur les meubles incoprorels, sû̂reté pro-

priété, cession de créances professionnelles, cession Dailly, cession fiduci-

aire, fiducie, patrimoine fiduciai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