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 랑스 의 물권 변 동이 론 과 대가 위 험이 론

명 순 구

I. 물권 변동에 관한 프랑스 의 입법주의

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를 설명하는 용어로 의사주의·형식주의 또는 성립요건

주의·대항요건주의를 대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의사주의와 형식주의의 구별은

물권변동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물권변동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의사 이외

에 일정한 형식(예: 등기)을 구비하여야 물권변동이 일어나는가에 따른 것이다. 한

편,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의 구별은 물권의 공시방법이 물권변동에 있어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에 따른 것으로, 성립요건주의는 공시방법이 구비되어야 비로

소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하는 입법주의이며, 대항요건주의는 공시방법이 구

비되지 않더라도 물권변동은 일어나며 다만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

이 취득한 물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한 입법주의이다.

프랑스는 의사주의 내지 대항요건주의를 취하는 법제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일본민법도 프랑스민법과 같은 법계로 분류된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프랑스의 물권변동이론과 일본의 물권변동이론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

여야 한다.

프랑스와 일본 모두 의사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프랑스를 대항요

건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약간의 어폐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프랑스 법에

있어서 모든 물권변동에 관하여 공시방법을 대항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다. 즉 프랑스 민법에 있어서 부동산의 공시방법인 등기는 대항요건이나 동산의 공

시방법인 인도 내지 점유는 대항요건이 아니다. 이 점에서 프랑스의 물권변동이론

과 일본의 물권변동이론에는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에서도 인도를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일본민법 제178조).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면, 일본민법에 대하여는 대항요건주의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

이나 프랑스민법에 대하여도 이를 단순히 대항요건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甲동산의 소유자 A가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인도를 하지 않고 있던 중

A가 다시 C와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C에게 인도를 해 준 경우를 들어 프

랑스법의 태도와 일본법의 태도를 비교해 보자. 이 경우에 최종적으로 C가 甲동산

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결과는 같으나, 그 결과에 이르는 논리과정에는 차이

가 있다. 일본민법의 경우에는 B에 앞서 C가 먼저 대항요건을 구비하였기 때문이

며, 프랑스민법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결과이다. 왜냐하면 A·B간의 계약에 의하

여 甲동산의 소유권은 이미 B에게 이전되었으므로 C는 이미 처분권을 상실한 A와

거래한 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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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주의를 취하고 있는 프랑스 민법에 있어서 물권이 변동하는 시점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한 때이다. 특히 매매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은 계약성립시이며, 이행기는

물권변동시점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다. 이행기가 물권변동시점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의사주

의에 있어서 이행기는 이행지체를 판단하는 채권법상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II. 프랑스 민법 제 1 13 8조의 의미

1. 물건 의 이전채무 에 대한 해석

2개 항으로 되어있는 프랑스 민법 제1138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L ' obligation de livrer la chose est parfaite par le seul consentement des parties

contractantes . Elle rend le créancier propriétaire et met la chose à ses risques

dès l 'instant où elle a dû être livrée, encore que la tradition n ' en ait point été

faite, à moins que le débiteur ne soit en demeure de la livrer ; auquel cas la

chose reste aux risques de ce dernier .

종래 다수의 교과서는 이 조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물건의 인도채

무는 계약당사자의 동의만으로써 완성된다. 전항의 채무는 물건의 인도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도 목적물이 인도되는 순간부터 채권자를 그 소유자로 하

며, 채권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채무자가 목적물의 인도를 지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이

와 같은 번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프랑스가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의사표시만으로 물권변동이 일어난다고 보아야 하는데, 제1138조

제2항이 목적물이 인도되는 순간 부터 채권자를 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논

리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우선, 제1138조에 대한 위의 번역은 정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다 정확성을

기하여 번역한다면 다음과 같다: ① 물건의 이전채무는 계약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완성된다. ② 합의는1) 채권자를 소유자로 만들며 아직 물건에 대한 점유이전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물건의 이전채무가 완성된 시점부터 채권자는 당해 물건

에 대하여 위험을 부담하나, 채무자가 물건의 이전채무에 관하여 지체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새로운 번역을

토대로 앞에서 제기한 의문점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가 의사주의를

1) 제1138조 제2항의 주어는 3인칭 여성대명사인 Elle 로 되어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문장

과 연계된 것인데, 제1항에서 Elle 로 받을 수 있는 어구는 obligation de livrer la
chose (물건의 이전채무) 이다. 그런데 채권자를 소유자로 만드는 것은 oblig at ion de livrer
la chose가 아니라 con sent em ent (합의) 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2항의 주어는

그 의미상 con sentem ent 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본다면 문법적으로 볼 때 제2항

의 주어는 3인칭 남성대명사인 Il 로 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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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고 있으므로 의사표시만으로 물권변동이 일어난다고 보아야 하는데, 제1138조

제2항이 물건의 이전채무가 완성된 시점 부터 채권자를 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이 의문에 대한 프랑스 민법이론의 설명은 다음

과 같다(매매계약을 예로 하여 설명하기로 함).

매매계약과 같이 물권변동을 수반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효력만으로 매수인

은 즉시·자동적으로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렇

게 본다면 매매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는 소유권이전의무는 어느 한 순간

에도 발생한 적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

다수설의 설명은 이러하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는 발생과 동시에 이행되어

소멸하는 것이다. 앞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생각한다면, 프랑스가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의사표시만으로 물권변동이 일어난다고 보아야 하는데, 제1138조

제2항이 물건의 이전채무가 완성된 시점 부터 채권자를 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은 다음과 같이 해결되는 것이다: 물

건의 이전채무가 완성된 시점 은 계약성립시점과 일치하므로(제1138조 제1항의 규정

내용), 물건의 이전채무가 완성된 시점 부터 채권자를 소유자로 한다는 논리가 가능

하게 된다.

다음으로, 제1138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말하는 물건의 이전채무 란 물건의 인도

(즉 점유이전)라는 사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1

항과 제2항에서 말하는 물건의 이전채무 란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채무 로 해석하

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제1138조의 문언은 엄밀성과 정확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실 프랑스 학설에서도 제1138조 문언이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2 . 프랑스 민법상 물건의 인도 가 가지 는 의미

여기에서 말하는 물건의 인도 라 함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는 것과 같은 사실상의 행위로서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인도와 같은

의미의 것이다. 제1138조 제2항의 tradition 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인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프랑스 민법에 있어서 물건의 인도는 소유권의 이전

시점을 결정하는 시점이 아니다. 그렇다면 인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프랑스 민법에 있어서 인도는 매매계약의 경우에 그것이 부동산매매이든 동산매매

이든 간에 매도인의 채무를 구성하게 된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주된 채무

는 소유권이전의무인데, 소유권이전의무는 계약성립과 동시에 이행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인도채무는 부수적 채무(obligation accessoire)로 이해된다. 이 점은 매도인

의 채무가 소유권이전의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컨

대, 우리 민법상으로도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

하였다면 소유권이전의무는 이행한 것이나 아직 인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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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프랑스 민법에 있어서

도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 이 경우에 매수인이 가지는 이 권리의 성질은 채권적 청구

권의 성질을 가지는 동시에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도 보유하게 된다. 왜냐하면 계약

의 성립과 더불어 매수인은 이미 당해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

다.

3 . 프랑스 민법상 대가 위험 (thé o rie de s ris q ue s )의 문제

제1138조 제2항은 대가위험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매매계약을 예로 하여 이

규정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물건이전채무의 발생시점(즉 계약의 성립시)을 기준으로 매수

인이 대가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계약성립 후 인도 전에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매도

인·매수인 누구에게도 책임없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매대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목적물인도채무의 측면에서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매

수인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하여 프랑스의 과거 일

부 학설은 이러한 현상을 채권자위험부담주의(res perit creditori)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매매

계약의 성립 후에 매매목적물에 가치증가(plus - value)가 발생한다면 이 가치증가 부

분에 대하여 매도인이 이를 청구할 수 없고 매수인의 이익으로 귀속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우연이익의 귀속자인 매수인에게 대가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이 형평의 관

념에 합치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오늘날 더 이상 유지되고 있지 않다. 매매목적물

의 가치증가와 목적물 전체의 멸실을 대비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균형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프랑스 학설은 매수인이 대가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그가 채권자

로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로서 위험을 부담하

는 것으로 설명한다(소유자위험부담주의: res perit domino). 이와 같은 설명의 논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대가위험은 계약위험(risque du contrat )으로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주된 채무간의 존속상의 견연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이다. → 계약성

립에 의하여 매도인의 주된 채무(즉 소유권이전채무)는 즉시·자동적으로 이전되었

다. → 그러므로 더 계약위험으로서의 대가위험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 → 계약

위험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이제는 물권위험(risque de la chose)만이 문제될 뿐이

다. → 물건위험의 부담자는 물건의 소유자이다. → 매수인은 소유자의 지위에

서 물건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제1138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채무

자가 이행지체상태(mise en demeure) 에 있으면 대가위험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

로 된다.

여기에서 우선 이행지체상태(mise en demeure) 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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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상태(mise en demeure) 란 프랑스법의 특유한 개념으로, 채권자가 채무자

에게 더 이상 채무이행을 기다릴 수 없다는 의사를 집달관문서를 통하여 전달하는

요식행위이다. 집달관문서가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되면 그 때로부터 채무자는 이행

지체에 빠지게 되고 따라서 지연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우리 민법을 비롯한 대

부분의 대륙법 국가에 있어서는 확정적 이행기가 정해진 채무의 경우에는 이행기의

경과로 인하여 바로 이행지체가 되지만, 프랑스는 이와 달리 확정기한부채무라 하

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이행지체상태(mise en demeure) 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야만 이행지체로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2)

제1138조 제2항 후단에서 채무자가 이행지체상태 에 있다는 것은 매매계약의 경

우에 매도인이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수인으로부터 최고를 받아 이행지

체에 빠져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즉 매도인)위험을 부담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채무자의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소유자위험부담주의의 원

칙이 배제됨을 규정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위험부담이

라는 것은 그것이 계약위험이든 물건위험이든 간에 채권자·채무자 누구에게도 책

임이 없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다. → 그런데 채무자가 이행지체상태에 있다는 것

은 그 자체로서 채무자에게 과책(faute)3)이 있는 것이다. → 그러므로 이 경우에

는 위험의 문제가 개재될 여지가 없으며 과책이 인정되는 채무자가 목적물 멸실로

인한 결과를 감당하여야 한다. 결국, 제1138조 후단에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의 위험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위험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보더라도 제1138조는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는 규

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이행지체상태 (m ise en dem eure) 제도에 대하여는 프랑스에서 입법론적 차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해석론의 차원에서도 이 원칙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다(이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S oon - Koo MYOUN G, L a
rup ture d u con trat p out in exécution fautiv e en droit coréen e t f rançais , P aris , L .G.D.J ,
1996, p . 55 et s . 참조).

3) faut e 의 개념에 대하여는 명순구, 프랑스 민법상 의식장애자의 불법행위책임, 법학논집,
제31집(1995),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39면 이하 또는 명순구, 프랑스 민법상 의식장애

자의 불법행위책임, [h ttp :/ / w w w .korea .ac.kr/ ~dres/ port folio/ ar t icle.h tm ], p . 1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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