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민법상 주는 채무 의 개념

명 순 구

프랑스 민법은 로마법 이래로 전통적인 급부의 분류 중의 하나인 주는 채무 와

하는 채무 의 구별을 알고 있다.

주는 급부 (obligation de donner )에서 말하는 준다 (dare)는 것의 법률적 의미는

물권(특히 소유권)의 이전을 말한다. 그러므로 주는 급부는 채권관계의 내용이 물권

변동을 수반하는 경우에만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다.

한편, 물권변동에 있어서 소위 대항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 민법에 있

어서 물권변동은 계약의 효력과 더불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물권변동을 내용으

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부과되는 물권의 이전 이라는 의무는 순수한 이

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의무로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의무는 아닌 것이다. 프랑스

민법에 있어서 주는 급부의 이행은 채무이행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계약 자체의 효

력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한다. 10월 1일 A (매도인)와 B(매수인)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목적물의 인도일을 10월 5일로 정하였다. 이 경우에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계약 성립과 더불어 이미 10월 1일에 B에게 이전되었다. 즉 A가 B에게

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인도하였는가와 관계없이 B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것이다. 물

론 A는 B에게 10월 5일까지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런데 A가 B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목적물인도의무는 주는 채무가 아니라 하는 채무인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프랑스의 Carbonnier 교수는 주는 급부 의 존재 시점에 관

하여 le temps d 'un éclair (Carbonnier , t . 4, n . 9)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

스 민법에 있어서도 주는 급부가 실재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종류매매, 장래 물건의 매매, 소유권유보부매매와 같이 물권변동이 채권성립과 동시

에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는 급부의무가 실재하게 된다.

주는 급부 의 원래 개념은 위에서 설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물권변동

에 있어서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법제에서는 주는 채무는 관념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재하는 채무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동산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의 주된 급

부의무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즉 원래 의미의 주는 채무)는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비로소 완성된다.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취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는 채무 의 의미가 혼란스럽게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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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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