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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계약볍(합동볍)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종래 경제계약

법 •대외경제계약법 •기술계약법이 있었다.이와 같은 법률들은 상호 부조화

의 문제로 인하여 통일적인 적용이 어려웠고，그 구체성이 결여되어 여러 가

지 규율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따라서 좀 더 통일적이고 비교적 정비된 계

약법의 제정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1999년 3월 15일
제971 전국인민대회 제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을 통과시켰으며，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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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국 계약법은 총칙，각칙 및 부칙 등 총 3개 부문 23장 제 42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많은 조문들이 새롭게 신설됨으로써 21세기 기본원칙으로

평등의 원칙 •공평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공서양속의 원칙을 선언하고，

유럽연합 등 영미법상의 제도와 독일 민법 등을 상당부분 도입하여 국제적으

로 획기적이고，중국 특유의 계약법을 만들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만으로 모든 계약체결 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종래 계약볍들과 비교하여 보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법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중국법，계약법，중국계약법， 중국인민공화국계약법， 사볍해석

I . 서 론

중국은 1978 년 개혁 �개방을 시작으로 점차 ‘계약사회’로변모하면서 단행

계약법으로 국내의 경제주체간의 계약관계에 관한 ‘경제계약볍(1982 년)’이，
외국과 국제무역에 관한 ‘대외경제계약법 (1985 년)’이，법인 사이，법인과 개인

또는 개인간의 기술개발， 기술양도， 기술자문과 기술서비스에 관한 ‘기술계약

법 (1987 년)’이시행되었다 j) 그리고 1993 년 9월 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는 ‘경제계약볍 개정에 관한 결정’을채택하였다. 그 배경에는 중국의 대

외개방정책에 따라서 ‘민법통칙(1987 년)’2)의 아래에 있는 종래 3대 계약법이

각각 다른 법률관계와 영역을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상호 부조화의

문제，법규제의 구체성 결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3)

1) 송오식，“중국계약법(합동볍)상위약책임’，민사법연구」 제 15집 제1호，대한민사법학회， 2007‘
247-248연 이영신 •최흥동. "CISG 의 중국에서의 적용에 관한 고찰•.，법과정책」제 14집 체

2호，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08. 8，165연
2) 1987년에 시행된 ‘민볍통칙’은제5장 께2절에서 채권，제6장 제2절에서 계약위반의 민사책임
(계약책임)을각각 규정하여 계약관계를 규율하였다

3) 나승복‘“중국통일계약업의 특색과 주요내용" ，인권과 정의」제283호，대한변호사협회. 2000.
56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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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92년에 제기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개혁의 목표로 해

온 이래 더욱 통일적이고 완비된 현대적 계약법의 제정이 중요한 과제로 부

상하였다 4) 그러나 경제계약법이 개정될 틈도 없이 통일적인 중국계약법을

입안하기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국사회과학원의 법학 전문

가들에게 법안을 기초하도록 위촉하였다 .5)
그 결과 중국계약법 입법안이 제시되었고， 그것을 토대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의 법제위원회는 천국 127~ 대학과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소집하여 좌담회를

열어 계약법 기초의 이엽과 기본원칙，총칙 9장，각론 29장의 총 38장으로 구

성하는 내용을 세 차례에 걸쳐서 토의하고 각 연구기관에 보내어 기초 작업

을 하여 최종적으로는 중국사회과학원의 법학연구소가 정리하여 보낸 것으로

결정하였다메 이렇게 정리된 최종의 ‘계약볍건의초안’은총칙 9장，각론 25장
의 총 34장 제 538조로 구성하였다. 이것은 토의와 조사 •연구를 반복하고 전

국인민대표대회가 공포하여 각 기관에 의견을 청취한 후 1997년 5월 14일에
완성된 여닮 번째의 원고였다.그로부터 두 차례 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에서 심의되고， 1999 년 l 월에 이붕(李願)위원장이 계약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 해 1월 하순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에 상정이 결정

되었다.

기초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은 계약의 자유와 국가의 관여，합동 계

약법과 종래 3대 계약법의 관계，실현해야 하는 시대적 필요성，신의성실의 원

칙에 대한 것 퉁이 었다.마침내 1999년 3월 15일 제971 전국인민대회 제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이하 ‘합동 계약볍’ 이라 함)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같은 날 주석령 처1115호로 공포하고，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중국의 계약법은 총칙，각칙 및 부칙 등 총 3개 부문 23장 저11428조로 구성되

어 있다 7l 중국 계약법은 종래 계약법의 기본방침을 계수하고 많은 조문을

새롭게 신설함으로써 계약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신의성실의 원칙을

4) 김상용 r비교계약볍，，법영사， 2002. 327연
5) 劉文훌 王編 r中훌 A民共和國 合同法實用指南，.改옳出版社 1999. 5-8면
6) 郭明瑞 房iB坤 r新合폐法原理" '!'國A民大學出版社.1999. 62-66연
7) i<<U景-王編 r合同法新論，.̂ 民法院出版社.1999，10-25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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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철하며 영미법적 개념을 도입하여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

약법을 탄생시킨 것이다 8)
따라서 이하에서는 중국 종래 3대 계약법의 주요내용과 그 특정을 알아보

고，새롭게 제정된 ‘합동계약법’91의 추진배경과 그 주요내용， 중국 계약법의

기본원칙과 그 범위를 검토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계약사회로 이

행하는 과정에서 제정된 중국 특유의 계약볍의 특징적 요소를 검토한다.

11. 종래 중국 3대 계약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1. 중국 3대 계약법의 제정

중국은 합동 계약법 이전에 종래 3대 계약법이 존재하고 있었다.종래 3대
계약법은， 계획경제 아래 국유경제 주체들 간의 국내외의 계약관계를 다루기

위한 계약법을 말한다 10)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계획적 시장경제로 이행한

단계에서 중국은 그 첫 조치로서. 1981 년에 경제계약법 (1981. 12. 31) 을 제정

하여 1982 년에 이를 시행 (1982. 7. 1) 하고 111 1993 년에 개정하여 주로 국내 경

제계약에 대한 분쟁의 해결을 시도하였고， 이 경제계약법은 경제거래관계에서

당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상풍경제를 촉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121

8) 架振 Iíll' 何秉群，옴同法 litf究，.홈홈敎育出版社 1999. 15-20변
9) 종래 중국에서는 ‘계약’이라는어원과 ‘합동’이라는어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1949년 이후부터 1970'녕대까지 ‘계약’과‘합동’을혼용하여 사용하다가 70년대 후반부터는

‘합동’으로사용하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특별하게 원어를 인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동’

혹은 ‘합통법’으로사용하지 않고 ‘계약’및 ‘계약법’으로사용기로 한다(‘합동’혹은 ‘합동법’

으로 사용하게 되는 이유에 대하여는 채성국， “중국 ”합동볍“(계약법)에서의 계약책임 ’，저

스티스」 통권 제119호.2010，125-126면 각주 1) 창조)
10) 程開源， “中國 찢杓法 iIlIJ度의 發展 ’，영남법학」 제 8권 제 1 .2 권(통권15 . 16호).영남대학

교 법학연구소. 2002. 10면
11) 깅상용， 앞의 책.327면
12) 중국의 경제계획법은 계획경제체제 아래서 특정한 주체 간에서만 적용되는 계약관계를 규

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1993년 개정을 통해 시장 경제적 요소를 수용하였고， 현행
계약법의 모 법이라 할 수 있다(깅상용，앞의 책.3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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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85년에 제정 (1985. 3. 31) 하여 동년에 시행(1985. 7. 1)되고，주로 국

가가 대외경제계약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의 경제주체와 다른 국가 또

는 특정지역의 경제주체 사이에 국경을 초월한 대외적 거래관계에 적용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이있다 13) 그리고 1987년에 제정 (1987. 6.

23)하여 동년에 시행(1987. 11. 1)되고 주로 과학기술을 상품으로 인정하고，

발명 및 창조를 장려하고 국가간의 기술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중화인민공화

국 끼술계약법’이있다 14)

한편.1986년에 공포(1986. 4. 12)되어 다음해에 시행 (1987，7. 1)된 중화인

민공화국 ‘민법통칙'15)에는 ‘민사권리’라고하는 장에서 ‘채권’이라는절이 있

는데，주로 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다 1984년에 공포되고 1992년에 개정된 ‘특

허법’에서는특허권의 사용허가 및 양도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16) 1982년에

공포되고.1993년에 개정된 ‘상표볍’에는등록상표의 사용허가 및 양도에 관해

규정하였다 1979년에 공포되고 1990년에 개정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서는

중외합자기업의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는가를 규정하고 있다.또 ‘노동법’에는

고용문제에 관한 노동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다.그리고 운송에 관한 법률로서

‘철도법’，‘해상법’및 ‘민용항공법’의경우에도 운송에 관한 계약이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률들은 모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채

택된 것이다.기타 계약에 관한 규정으로서는 국무원이 공포한 계약과 관련하

여 몇 가지 행정 법규인 조례17)라는 형식으로 제정되었다.합동 계약법이

]3) 程開源，앞의 논문.10면
14) 김상용，앞의 책.328연
15) 중국의 민법통칙은 총 9개의 장과 156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기본원칙， 공

민(자연인 J. 법인，민사 법률행위， 대리，민사권리， 민사책임， 소멸시효 1 대외민사관계에 관
한 법률적용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6) 민볍통칙의 제정과 그 특징적 내용에 대하여는， 깅상용，앞의 책.335-337면 참조

17) 공엽광툴체품의 매매계약조례 (1984. 1. 23). 농업관련 제품의 매매계약조례 (1984. 1. 23). 건
축공사도급계약조례 0983. 8. 81. 가공도급계약조례 0984. 11. 20)，육로 수로 �철로 항공
화툴운송계약의 4개 세칙 0986. 11. 8). 창고보관계약실시세칙 0985. 9. 25). 금전소비대차계
약조례 0985. 2. 28). 재산보험계약조례 (1983. 9. 1) 및 최고인민법원이 판결실무에서 발생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한 50여건의 사법해석 등이 있다 따라서 계약엽이 제정
되기 이전까지는 종래 중국계약법의 체계는 본문에서 검토한 3대 계약법，즉 국무원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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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래 ‘경제계약법’，‘대외경제계약법’및

‘기술계약법’이폐지되었다. 다만，기타 계약과 관련된 법률 즉，‘노동법’과‘민

법통칙’은당연히 그대로 유효하다 181

2. 중국 3대 계약법의 주요내용

가，경제계약볍

경제계약법은 중국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주창한 후 처음으로 제정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천하기 전의 계획법이라 할 수 있다 동법의 기본원칙

으로는 사회주의 소유재산 신성불가침의 원칙，국가의 전면적 영도 �참여 및

간섭의 원칙，국가이익의 우선보호의 원칙，국가경제목적 우선 실시의 원칙，

계획위주 •시장조절보충의 원칙，책임 •권리 �이익의 상호결합 및 국가 �집

체 �개인이익 상호통일의 원칙，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분배받는 원칙 등이 었다 191 이와 같이 동볍은 중국의 계획적 상품경제의 기

본원칙을 실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2이

경제계약법은 법인 간에만 체결할 수 있고(제2조)•즉시 결재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경제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고(제3조).다른 법률에 의하여

경제계약의 체결에 국가의 확인 또는 공인이 요구되는 때에는 국가의 확인

또는 공인을 받아야 그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제6조) 경제계약의 계약

내용은 반드시 국가의 정책과 계획에 합치되어야 한다(제4조) 따라서 국가의

정책 및 계획이 계약 당사자의 합의보다 우선하였다 21l 그리고 통법은 볍률，

국가의 정책，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사기 �강박 등의 수단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국가의 이익 또는 사회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된다

정법규 및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8) 깅상용，앞의 책，329연
19) 융진기，“중국경제법에 관한 연구 그 기초이론을 중심으로-끼 「경남법학」체10집，경남대

학교 볍학연구소， 1995，130'연
20) 김상용，앞의 책，331연
2]) 程開源‘앞의 논문，10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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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나라 민법과 달리 일부무효인 경우에는 전부무효로 하지 않고 잔부

유효(殘部有效)로 하였다(제7조)，
계약 당사자의 과실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책임주의(처1132조)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과실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고，쌍방 모두에 과실에 있는 경

우에는 각 당사자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며，사회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고의인 경우에는 쌍방이 모두 취득하거나 취득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재산은

모두 국고에 뀌속시키도록 하고(제16조).일방만이 고의인 경우에는 상대방으

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상대방에게 귀속시켜야 하며，고의가 없었던 당사자는

고의가 있는 당사자로부터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기로 되어 있는 재산은 국고

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중국 계약법은 국가계획의 수정 또는 취소，당사자 일방의 폐쇄，조업정지，

생산전환 등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경제계약

의 변경 또는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제27조)•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는

서연으로(제28조)하여 관계주무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

으로 한다(처1130조)，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경제계약

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이행이 불완전할 경우에는 위약책임을 지며，이행지

체의 경우에 위약금의 지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에 대하여 쌍방이

과실로 인하여 위약한 경우에는 쌍방이 각각 위약책임을 지고，중대한 위약의

경우에는 계약법상의 책임 이외에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도 져야 한다(제32
조) 불가항력에 의한 이행불능 또는 불완전이행에 대해서는 변책되도록 하고

(제34조)있으나 과실책임주의에서는 타당하지 않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22)

나.대외정제계약법

중국의 대외경제계약법은 법인이 외국，외국기업 또는 외국인과의 대외적

22) 김상용，앞의 책.3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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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중외합자기엽 또는 중외합자기업

의 중국내에서의 거래는 경제계약볍이 적용되고 대외경제볍은 적용되지 않는

다(제2조[ 동법의 기본원칙은 국가주권의 원칙(제4조)，호혜평등의 원칙(제3
조)및 국제관련 참조의 원칙(제5조)을들 수 있다，23)

동법은 서면방식으로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두，기타의 방식의 체결도

가능하며，법률 또는 행정법규가 국가의 승인을 요구하는 때에는 국가의 승인

을 받아야 성립하고(제7조)，그 계약의 내용이 중국의 법률 및 사회공공의 이

익에 반할 때(제9조)，사기 �강박에 의하여 체결된 때에는 무효로 하였다(제

10조) 그러나 중국의 법률 및 사회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대외경제계약이 무

효인 때에는，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무효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연 그 대외

경제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였다(제9조 2항 J.
통법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무효에 책임

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의 무효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저H1조)‘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에는 예견가능성설에 입

각하여 그 범위를 산정하도록 하고(제19조)，위약금의 약정이 인정되며 그 위

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며.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이 있을 때에는 위

약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위약금보다 적을 때에는 상대방은 위약금의

감액을 중재기구 또는 인민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제20조).
그리고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지체없

이 손해확대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이러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손

해가 확대된 경우에 그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제22조)，이와 같이 계약위반의 성립에는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41

계약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이 있거나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할 때에 타

방은 그 대외경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제29조)，따라서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해제는 물론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해제권의 행

23) 김상용‘위의 책，334연
24) 程開源 1 앞의 논문，10연 깅상용，앞의 책，334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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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서변에 의하도록 하고 었으며(제32조)•국가의 승인을 받고 체결된 대외

경제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원승인기관에 보고하여 등록하도록 하였다(제

33조 ).25)

다.기술계약볍

종래 중국 기술계약법은 중국 국내의 기술계약에만 적용되고 대외의 기술

계약에는 대외경제계약법이 적용되었다 26) 그리고 동법은 법인은 물론 개인도

기술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기술계약에는 기술개발계약， 기술이전계약，

기술자문 및 기술서비스 계약이 었다(제2조) 기술계약은 서연으로 체결하여

야 하고，기술계약의 변경 및 해체의 경우도 서면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제

9조) 그리고 기술계약은 국가의 이익 또는 사회공공의 이익을 해하거나，불볍

으로 기술을 독점하여 기술의 진보를 방해하는 경우，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사기 또는 협박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일부

무효인 경우에는 잔부유효로 한다(제21조).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의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의 발생의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기술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계약위반 및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를 인정한다(제24조 J.
계약위반에 대하여는 현실적 이행의 청구，보완조치의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손해배상의 범위는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

면서，동시에 예견가능성설에 의하여 그 최고한도를 제한하고， 기술계약의 당

사자는 위약금을 약정할 수 있고，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손해확대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하며，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

된 경우에는 그 확대손해의 배상청구를 부정한다(제17조 J. 그리고 기술개발이

실패한 경우의 책임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이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고，약정

이 없으면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한다(제33조 J.

25) 깅상용 1 위의 책，335연
26) 김상용，위의 책，3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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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현행 중국 계약법의 제정배경과 특징

1. 계약법의 제정배정과 그 특징

합동 계약법을 제정한 그 배경은 종래 3대 계약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7)

첫째，종래 3대 계약법은 계획경제체제 아래서 제정된 것으로 현재의 사회

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정세와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28) 종래 3대 계약법은

1985년 전후에 제정되었고，경제계약볍만은 1993년에 한번 개정되었다.최초

제정된 경제계약법은 중국의 계획경제를 기본으로 한 국가정책에 기초한 것

이기 때문에 개혁개방의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시기에 개정된 것으로 내용

역시 계획경제에 관한 규정이다.다만 1993년 경제계약법을 제정하면서 계획

적 관리를 명확하게 강조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지만 경제계약의 성립，이행과

효력에 관한 주요 부분들이 계획적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개정된 것에 지

나지 않았다，가령，1981년 경제계약법 제7조에는 ‘법률과국가의 정책과 계획

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를1993년 개정에서 ‘볍률과행정법규에 위반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로변경한 것이다 그 외 내용은 대부분 변화가 없었으

나，29) 종래 계약법이 각각 10여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중국의 특수한 사정

이 그 배경에 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중국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변화하는 과도기라 경제체제가

미성숙하여 불안정한 연도 있고，수년 전에 실시된 일부의 정책은 현재 정세

에는 적합하지 않게 되어 오늘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노선에서는 새로

27) 程開原， 앞의 논운 .11 연
28) 김상용，앞의 책.338연
29) 당시 개정에 있어서는 대 중 �소라고 하는 세 가지의 개정안이 있었다 ‘대’는새로운 계

약법을 기초한다는 것이고， ‘중’은계약법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모두 규정하는 것을 말하

며 1 ‘소’는개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개정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

한다 따라서 그 당시에는 ‘소’라는법안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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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입법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개혁개방의 진전에 따른 시장경제 여건의 변화

로 인하여 경제무역 실무 가운데 여러 문제가 나타났지만， 그에 대해서는 계

약법의 제정 당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할 새로운 계약법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가령 전기사용계약， 위탁매매계약， 중개계약， 여행계약， 시설대여계약 등이

필요하였다. 금융리스의 문제도 그 한 예가 된다 어떤 기업이 선진적인 생산

라인을 도입하고 싶었지만，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융자도 받지 못했

을 경우에는 리스회사에 생산라인을 매매하여 해당 기업이 사용하고 비용은

분할로 리스회사에 지불한다. 이렇게 하여 기업의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이것이 이른바 금융리스이다 금융리스기업이 중국에 처음으로 설립된 것

은 1981년이다 그것은 중국통방리스유한공사와 중국리스유한공사이고 정식으

로 업무를 개시한 것은 1984년 이후이다.그렇기 때문에 경제계약법 및 대외

계약법에서는 금융리스에 대한 규정을 둘 수가 없었던 것이다

둘째，종래 3대 계약법은 원칙적인 규제가 많고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301 계약체결의 문제에 대한 종래 3대 계약법에는 대부분이 원칙적인

규정만음 두고 있기 때문에 사법 실무상 문제가 많았다 예컨대，‘당사자가 계

약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시킨다’라는 이 규정은 툴리지

않지만 실효성이 결여되었다. 종래 3대 계약법에서는 계약의 청약과 승닥에

대하여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많은 분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동 계약법에서는 계약체결의 청약，

송낙에 관한 규정만 해도 20조 정도에 달하고 있고，국제조약과 국제관행이

일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만으로 모든 계약체결 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종래 계약법과 비교하여 구체적이고 실용적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계약법 제정은 하나의 통일적이고 비교적 정비된 계약

법 제정아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려는 것이다.그와 동

시에 법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고 기존의 경제계약법， 대외경제계약법，

기술계약법 및 실무경험에 기초하여 새로운 보충과 안전성을 꾀하고 있다.그

30) 김상용，앞의 책，338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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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그 동안 유효한 행정법규 및 사법해석을 계약법으로 홉수시켜 하나로

정리된 통일법률의 형태로 하였다 또 경제의 글로벌화와 중국의 대외개방정

책의 실시에 따라 국내무역과 대외무역의 구별이 앞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계

약법을 제정할 때.국제조약 및 국제무역규칙을 충분히 창고하여 기본적으로

법의 원칙，제도 또는 구체적인 규정을 국제적인 규칙과 일치시켰다 이렇게

하여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의 추진 또는 중국의 근대화의 건설에 유리한 법률

이 탄생한 것이다 31)

2. 종래 3대 계약법과 현행 계약법의 비교

가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현행 합동 계약법은 그 적용대상을 ‘평등주체간의 민사권리와 의무관계’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즉 계약의 주체에 중국만이 아니라 외국

을 포함한 자연인， 법인，기타 조직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다.그리고 계약의

종류에 대하여 경제계약，기술계약 등 채권과 채무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기타

각종의 ‘민사권리의무관계’를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포함시켰다 그 동안 중

국에서 개인은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없었지만 현행 계약법에서는 개인도 계

약 주체로 허용되어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은 중국 개인과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의 계약관계는 다음 두 가지가 포함된다. 첫째，합동 계

약법의 규제대상은 평등한 주체간의 민사관계라 할 수 었다 321 정부가 법률에

기초하여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는 행정상 관리관계로 민사관계는

아니므로 관련 행정관리법을 적용하고， 위 계약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둘째，

31) 깅상용 1 앞의 책，339연
32) 중국 경제계약법상 계약에서는 공민 상호간， 공민과 법인，기타 경제조직간의 계약은 포합

되지 않았다 대외경제계약법도 계약을 중국의 기업，기타의 경제조직이 외국의 기업，기타

경계조직， 개인간에 체결한 경제계약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중국 공민이 외국의 기엽，기타

조직이나 개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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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계약볍은 주로 법인，기타 경영조직간의 경제무역계약관계를 조정하는

동시에 자연인 사이에 매매，리스，임대차，증여 동 계약관계도 적용된다.그

러나 혼인，입양，부양 등 신분관계는 계약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제2
조)，33) 즉 본법의 제2조가 적용하는 계약의 개념에서는 신분관계에 관한 신분

계약을 제외한 물권계약 및 채권계약에 한정된 재산계약의 실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34) 이것은 지금까지의 경제계약법，

대외경제계약법， 기술계약법에는 없는 명확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본법의 구체적인 조항으로부터 그 대상은 주로 민사상 주체간의 채권과 채

무에 관련된 채권계약，즉 민법상 협의 계약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동시

에 그 민법상 법률행위는 평퉁한 민사관계의 주체인 자연인，법인，기타의 조

직 사이에 따른 민사권리와 그 의무의 성립，변경，종료의 합볍적 행위라는 것

을 요건으로 한다.

나.구체적인 차이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합동 계약법은 종래 3대 계약법과 비교하여 다음

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합동 계약법의 규율대상이 확대되었다， 경제계약법이 중국법인， 기타

경제조직，개인경영자， 농촌도급경영자간의 계약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 계약볍은 위의 내용 외에 공민간 및 공민과 기업간의 매

매，증여，차용도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35) 또한 대외경제계약법의 규율

대상이 중국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의 대외경제관계인 것에 대하여 합동 계약

법은 위 내용 외에 중국의 공민과 외국인，외국기업간 경제무역관계도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종래 기술계약법은 국내기술계약 관계만을 규율 대상으

로 하고 대외기술계약관계를 규율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합동 계약법은

33) 程開源， 앞의 논문.11 연
34) 한상현. "1999년 제정 중국 신통일계약법의 내용상의 특정과 평가" ，경영정보학회지」 제2

권，한국창업정보학회. 1999，36연
35) 程開源， 앞의 논문.11면‘한상현 1 암의 논문.40-41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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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국외의 기술계약 및 기술수출업계약도 모두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무역 가운데 대외무역에 관해서는 ‘대외무역대리’라는것

이 있다 대리에 관해서는 1986년에 채택된 민볍통칙에는 규정이 있다 그 대

리는 대륙법계의 일반대리인 직접대리를 말한다 대리인은 본인명의로 활동하

고 그 활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대외무역의 경영권 등의 원인으로 대외무

역권을 갖고 었지 않은 기업은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대외무역권이 있

는 회사를 대리로 하여 수출업계약을 체결한다.즉 생산기업과 대외무역회사

의 관계는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이고， 대외무역회사는 대외무역 경영권의 원

인에 의해 본인，즉 생산기업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자기 명의로

계약할 수밖에 없다 민법통칙 및 대외경제계약법에는 간접대리의 문제에 대

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그러나 합동 계약법은 제22장의 ’위탁매매계약’및

제402조 및 403조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장래에 대외무역관계에서는 반드시 대외무역대리는 당연히 존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의 부동산업의 변화에 따라 중국의 부동산 중개

에 관하여 합동 계약법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둘째，합동 계약볍은 새로운 중국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종래

중국 내의 경제질서가 혼란스럽고 거래의 신용도는 낮았다.계약법을 ‘상거래

의 게임법칙’이라고 비유하는데，게임법칙을 잘 이용할 수 있다면 자신의 이익

이 보호되나，그렇지 않다면 게임에 지게 된다 그 때문에 새로운 게임볍칙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셋째，계약체결의 문제에 관하여 종래 3대 계약법에는 통일한 원칙적 규정

을 두고 있지 않았다 36) 즉 당사자가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여 계

약을 체결시킨다는 이 규정은 툴리지 않지만 실효성은 결여되어 있다 37) 계약

36) 한상현，앞의논문.41-42연
37) 실제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다음의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 가령，어느 기업이
철강을판매하기위해다른기엽에신청을하게 되면，그 신청서중에 화물의양，용질，가
격 등에관한조항은모두 병기하여야한다 상대방은해당신청서를수령한후，주요 조항
에 동의하는외에 이매매계약에판하여분쟁이발생한경우에신청수령자소재지의중재
기관또는 인민법원에서해결한다는신청을함께 하였다면，이 시점에서계약은성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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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체결문제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합동 계약법은 계약체결의 청약과 승낙

에 관한 규정만 모두 20개조에 달하고 국제조약과 국제관행이 일치하도록 포

섭하고 있다.이러한 규정만으로 모든 계약체결 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종래 계약법과 비교하여 보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법률이라

고 할 수 있다.

IV. 현행 중국 계약법의 기본원칙과 계약의 성립�효력

1. 합동 계약법의 기본원칙

중국 합동 계약법은 총칙 8장，각칙 15장으로 모두 23장과 부칙으로 구성되

어 었다 그 중 제1장의 일반규정은 8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었다 제1조에서
계약법의 입법목적，38) 제2조에서 계약법의 조정범위，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본법의 기본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마지막 제8조에서는 계약의 효력을 규정

하고 있다 391 본 계약법 제2조에서 계약의 정의를 본법에서 계약이란 평등의

주체인 자연인，법인 그 외의 기타 조직 사이에서 민사권리，의무관계를 성립，

변경，종료시키는 합의다 혼인，부양 및 감호 등 신분관계에 관한 합의는 기

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제3조 이하에서 평등의 원칙，의

사자치의 원칙，공평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공서양속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40)

고 할 수 있는가?그리고 신청자는 상대방에게 서신을 통해 신청을 하고 10일 이내에 회당
이 있기를 희망하다고 한 경우，신청 수령자는 해당 신청을 받은 후 그 내용에 대해 통의
를 하고 7일 이내에 서신을 보내게 되면 되는데，그러나 배달부의 사정에 의해 당해 서신
은 1개휠 이후에 도착한 경우에 계약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가 된다

38) 계약법 제1조 엽의 목적은 1 계약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의 보호와 사회의 경제질서를 유지하
며，사회주의의 현대화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본법을 재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9) 종래 3대 계약법은 계약의 체결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각 개별적 규정을 두
고 있어 상호 충돌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모순을 방지하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합
동 계약법 제정에 있어서는 일반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민법총칙의 통칙규정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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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등의 원칙

합동 계약법은 계약 당사자의 법적지위는 평등하고， 일방 당사자는 자기의

의사를 다른 일방에게 강요할 수 없다(제3조)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규정

은 민법통칙에서 민사관계에서 당사자의 지위는 평등하다는 규정(제3조)과
동일한 취지이다 앞서 검토한 경제계약법(제5조)，대외경제계약법(제 3조)，기
술계약법(제4조)을 기초로 계약 당사자의 민사활동에 있어서 지위의 평등원

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계약법은 계획경제 아래서 제한왼 당사자에게만 주체자격을 주

었기 때문에 그 지위의 평등이 완전히 보장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411 합동 계

약법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지위평등은 ‘법률적평등’을의미하는 것이다 계약

당사자는 어느 일방도 다른 일방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강제를 해서는 안 된

다는 의사자치의 원칙을 결정한 기본원칙이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체

제의 국유기업이나 집체기업과 거래하는 자연인，중소기업인의 경우에 그 지

위가 약자일 가능성이 많은데，이러한 경우에 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불

평등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계약법에서 원칙적 조항을 두면서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당사자를 보호하고 계약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평등원칙의 실질적인 의의가 된다.

이와 같이 평등의 원칙은 상품경제의 객관적 법칙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계

약에 대응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자치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합동 계약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대외개방정책과 시장경제의 전개를 국제

적인 궤도에 좀 더 일치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나.의사자치의 원칙

의사자치의 원칙은 계약 당사자가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자

기의 의사에 따라 계약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합동 계약법 제

40) 짧깨軟 等，合同法原理，. 法律出版社. )999 ，13-20 연
41) 劉景 主編，앞의 책，78-80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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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는 당사자가 법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지며‘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으로 이에 대하여 간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었다

이와 같은 규정은 경제계약법 제5조42)을 기초로 중국 민법통칙에서 확립한

의사자치의 원칙을 명확히 한 것이다.동시에 이 원칙은 상품경제의 법칙이

추구하고 있는 계약의 호혜평등과 협상일치의 성질을 가지며，계약자유의 원

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원래 중국은 계획경제체제아래서 계약체결의

원칙은 ‘자원(엽原、)’의원칙이었다 431 국가의 계획적 요소가 강한 상태에서 계

약체결은 피동적인 입장에서는 제한적인 계약체결을 할 수밖에 없다.이것이

바로 ‘자원의원칙’인데，다른 측면에서는 ‘계약자유의원칙’과는구별된다고

할것이다.

다.공명의 원칙

공평의 원칙은 계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공평이라는 가치 척도로 당사

자 간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정하고자 하는 원칙으로，이 원칙은 민법통칙에서

정하고 있는 민사관계의 일반원칙 중의 하나이다，441 계약법에서도 당사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여야 한다(제5조)고규정
하고 있다.이 공평의 원칙은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체결과 그 집행，해

석의 과정에서 공평의 개념에 기초하여 각자의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계약으

로서 확정한다는 의미를 가지는데，공평의 개념이라는 것은 바로 이익균형의

가치판단 표준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이익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갖고 공평과 합리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451

42) 경제계약법 체5조는 경제계약의 체결은 l영등의 원칙，협상일치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어떤 당사자도 자기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없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불법적인
간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3) 중국 계약법에서는 실제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으나，법률 용어상으로는 ‘계
약 자유’라는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자원(自뺑)이라는 어원을 사용한다(程開源 앞의 논문，
12연)

44) 김영규，“중국•북한 민법상 계약일반과 그 성립 r법학연구」처~21집，한국법학회，2006，77면
45) 劉景 主編 1 앞의 책，81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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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의해 공평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계약에 대해서 당사자의 일방은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계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그리고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생겼을 경우에도 당사자는 인민법원 혹은 중재기구에

게약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그 외 인민법원이 계약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공평의 원칙으로 계약을 해석한다 예컨대，당사자가 약

정한 위약금이 실제의 손실보다도 높거나 낮을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는 인민

법원이나 중재기구에 그 위약금을 적당하게 증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라.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

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계약법에서도 당사자

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제6조)고 규정하고 있다.신의성실의 원칙을 채택한 본 조문은 기술계약

법 제4조에 규정한 것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고，경제계약법과 대외경제계

약볍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461 이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볍통칙과 합동

계약법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원칙이고，471 당사자가 민사과정을 진행할 때 반

드시 신의가 있어야 하며 신의가 있는 내심상태를 구비할 것을 요구한다. 그

리고 법관이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명문 규정이 없을 경우，이 원

칙을 적용하여 심판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한편 계약의 실행이 완료된 단계에서 당사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성실

의 원칙에 의거 필요한 부수의무를 수행해야 하는데，중국 계약법 제60조 제2
항은 당사자는 당연히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의 성질 �목적과 거래

습관에 큰거하여，통지 �협조 •비밀보호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함

으로써，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부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계약이 종결된 후 피고용자는 자신

이 습득한 중요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46) 謝까軟 等，앞의 책，21연
47) 劉景- 王編，앞의 책，72-78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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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공서양속의 원칙

합동 계약법 제7조는 당사자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함에 있어서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고，사회의 공중도덕을 존중해야 하며，사회경제질서를

교란하거나 사회공공이익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동법은 경제계

약법(제4조)과 대외경제계약볍(제 4조)및 기술계약볍(제3조)에서의 ‘사회도덕

의 존중’을도입하여 개정한 것이다.여기서 ‘법률과행정법규를 준수’하는것

은 당사자가 계약체결에서 그 이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변에서 법률의 규정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의 법률이란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

정한 규범적 문서를 뜻하고，행정법규는 국무원 및 그 소속부문이 제정한 법

규와 법칙을 말한다 또한 ‘사회도덕의 존중’은사회가 공인하고 있는 도펙규

범을 말하며，본법은 계약 당사자에게 그 존중을 요구하고 있다 또 사회의 경

제질서들 교란시켜서는 안 되며，사회의 공공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

규정은 각국의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서양속과 공공질서의 개념에 대응되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계약의 성립에 있어서 특징적 요소

중국 계약법 제2장 계약의 체결은 제9조부터 제 43조까지 전체 35조로 구성

되어 있다.본장은 계약의 주체，계약의 형식과 그 주요 내용，계약의 체결방

식，계약의 성립 및 기타 계약의 체결과 관계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새로운

형태의 계약형식을 포함하고 있다뼈)

계약의 성립은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고(제13조).당사자가
계약서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48) 이상육，“중국 계약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법리 ，영남법학」제30호 1 영남대학교 법학연구
소，2010. 3. 119면 가령 종래 3대 계약법과는 탈리 계약 체결의 방식에 청약과 송낙의 개
념 및 구비해야 할 요건 1 발효，철회，취소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최신 기

술거래의 동향도 도입하여 전자데이터교환 (EDl)과 전자메일 (E-MaìD을 계약의 서면형식으
로 채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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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성렵한다(제32조)，종래 계약법에서는 없는 규정으로 외국의 입법정험과

민볍을 참고하여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9) 이는 당사자 일방의 청약과 상

대방의 승낙이라는 2단계 방식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현대적 거래계약 형태에

부합되는 형태이다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청약 (offer)과 승낙 (acceptance) 이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성립된 계약이 효력 조건에 부합하면 법적 구속력

을 가지게 된다 5이 그리고 계약은 보통거래약관에 의하여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9조 내지 41조 )511

가.청약

합동 계약법은 비엔나협약 제 15조 제1항과~2) 같이 청약은 상대방 53)에게 도

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 도달주의에 의한다 그리고 정보전자문서 형

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 접수인이 특정 시스댐을

지정하여 정보 전자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 그 정보 전자문서가 그 특정 시

스댐에 접수된 시간을 도달시간으로 본다 또한 특정 시스템을 지정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 정보 전자문서가 문건 접수인의 어떠한 시스템에라도 최초로

접수된 시간을 도달시간으로 본다(제16조)，
또한 합동 계약법은 비엔나협약 제 15조 제2항과54) 같은 취지의 규정을 하

49) 郭明챔•房m坤，앞의 책，89-90면‘이상욱，“중국의 계약책임제도" ，비교사법」제 lC권 제 3
호(통권 제 22호)，한국비교사법학회， 2003. 9，158연

50) 중국 민법통칙 제 57조에서는 민사 법률행위는 성립할 때부터 법적 구속을 강는다고 하여

계약성립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다

5)) 김상용， 앞의 책，341면
52) 비엔나협약 제 15조 제 1항은 청약은 청약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고 함으로써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때의 도달에 대해

서는，구두로 통지한 때 또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신체 1 상대방의 영업소 또는 우

편함，혹은 상대방이 영업소나 우연합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일상의

거소에 통지가 도탈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53) 중국 계약법에서는 우리 민법(정약자와 승낙자로 표시)과 탈려 의사표시를 하는 표의자인

청약자와 상대방인 피청약자로 표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표기형식에 따르기로

한다

54) 비엔나협약 제 15조 제2항은 청약자는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또는 그 도탈과 동

시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도달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청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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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데，청약은 철회할 수 있으나 청약의 철회 통지는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 또는 동시에 승낙자에게 도달하여야 한다.청약의 의사표시가 상

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청약의 철회문제가 아닌 청약의

취소문제가 생긴다，닮)따라서 청약은 취소할 수 있으나 청약취소의 통지는 승

닥자가 승닥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한다(제18조).이 규

정은 비엔나협약 제16조 제1항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청약이 승낙기간을 정하고 있거나 혹은 그것이 취소불능임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와 승낙자가 청약을 취소불능으로 믿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승낙자가 그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제19조 J.

나.승낙

합동 계약법에 의하면，승낙은 통지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데，단지 거래관

행 또는 청약행위에 의한 승낙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 즉 승낙의 표시는 반드시 구두 또는 서변에 의한 영확한 통지방식

에 따른다는 것이다.서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을 때에 성립된다 (32조 J. 승낙기한에 관해서는 청약 중에 승낙

기한을 설정하는 경우(제23조 전단)와 청약 중에 숭낙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로 나눈다(제23조 후단) 전자는 청약규정에 따라 승낙을 기한 내에 상대

방에게 도달하도록 해야 하며，후자는 승낙이 언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가는

청약방식이 대화방식인가 아니면 비대화방식인가에 따라 다르다 청약을 대화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연의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

다 이 경우 승낙은 합리적인 기한의 범위 내에 이루어져야 하고，합리적인 기

한이란 청약을 한 객관적 상황과 거래관행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은 청약을

받는 상대방에게 충분히 고려할 여유를 주어야 하고，청약한 사람의 예상이익

에 손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6)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에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방에 도달하기 천 또는
동시에 철회할수 있다

55) 郭明瑞 •房샘坤，앞의 책.9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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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기간은 청약을 우편 또는 전보의 형식으로 한 경우에는 우편은 기재 날

짜，전보는 발신일，기재 날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우편물을 발신한 우편물의

소인 날짜부터 기산한다.청약을 전화 또는 팩스로 했을 경우 전화를 받은 청

약자가 그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팩스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승닥기한을 기산한다(제24조).승낙의 내용이 청약에서 결정한 것과 주요한

부분에서 일치하고 숭낙기간 내에 도달하면 그 효력은 발생한다(제25조).승
낙효력의 발생시기에 대해 비엔나협약 제 18조 제2항57)이 대륙법의 도달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합동 계약볍 역시 이에 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제26조 ).581

승닥의 철회와 관련하여 영미법 국가에서는 승낙의 발신과 동시에 법적 효

력을 갖는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승낙철회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

지만，대륙법계를 채택하고 있는 합동 계약법에서는 승낙의 철회가 가능하더

라도 그 철회는 청약자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다 따라서 승닥의 철회는 승낙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이전 또는 승낙통지

와 동시에 도달할 것을 요구한다(제27조).
청약을 받은 승낙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승닥기한을 경과하여 승닥한 경

우에 청약자가 지연된 승낙의 효력을 추언하려면 신속하게 승낙자에게 그 청

약이 유효하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승낙기한을 경과하여 도달한 승낙에

대하여 청약자는 그 효력을 승인할 수 있으나，승낙자에게 통지할 것을 조건

으로 하고 있다 지연된 승닥은 청약자에게는 승닥이라고 하논 의미가 상실되

며 새로운 청약이라고 할 수 있다(처1128조).청약자가 기한이 경과된 송낙을

유효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악자에 대하여 승낙기한 연장을 인정하는 것

56) 夏志宏 主編，中華A民共和國法흩務，，對外쐐업g易大學出版社，1999，32면
57) 비엔나협약 제18조 제2항은 정약에 대한 승낙은 통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숭닥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어떠한 기간도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청약자가 사용한 통신수단의 신속

성을 포함하여 거래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구두의 청약은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송낙되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58) 郭明瑞 •房엄坤， 앞의 책，117-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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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승낙의 연착에 대하여 청약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숭낙자에 대하

여 승닥지연을 통지할 의무를 진다 59) 만일 이 의무이행을 게을리 한 경우는

그 승낙이 늦지 않은 것으로 보아 효력을 갖고 계약은 당연히 성립한다.

승낙은 승낙자가 청약의 내용에 기초하여 청약자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의사표시로 승닥의 내용이 반드시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계약은 성

립하지 않는다(제30조)，청약의 의미와 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 또는 변경한

승낙은 본래의 청약에 대한 승닥이 아니고 승닥자가 정약자에게 보낸 새로운

청약에 대한 승닥이라고 할 수 있다 승낙이 청약의 내용에 대하여 실질적이

지 않은 정도의 변경을 한 때에는 청약자가 반대를 표시했거나 청약의 내용

에 관한 어떤 변경도 할 수 없다고 영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숭낙은 유효하

고 계약의 내용은 승낙의 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제31조)

3. 계약의 효력에 있어서 특정적 요소

가.계약의 효력 발생 및 이행순서

계약의 효력은 합동 계약볍 제44조부터 제59조까지 총 1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합동 계약법 제3장에서 ‘계약의효력’이라는 장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계약의 효력요건에 대하여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유는 민법통칙

제55조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6이 합동 계약법에

따르면 계약의 체결 �성립과 동시에 그 법적효력이 발생한다(제44조)，법률이
나 행정법규에서 인가 •등기 등의 절차를 밟아야 그 효력이 생기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 또는 등기의 수속을 완료한 후에야 비로소 계약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계약체결 후 계약 유효기간 내에 쌍방 당사자는 법률의 규

정 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전후의 순서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이행

하게 되는데(제67조 전단)•나중에 이행하는 당사자는 선이행해야 하는 당사

59) 夏志宏 王編，앞의 책.33면
60) 劉文華 王編，앞의 책.72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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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먼저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강고 었다-만일 선이행해야

하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한 채무가 약정과 일치하

지 않을 경우，후이행 당사자는 선이행 당사자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었다(제67조 후단)

계약체결 후 당사자는 계약 및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일

방의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한 후에 상대방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먼저 계약을 이행한 당사자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데，먼저 이

행해야 할 당사자는 상대방이 경제상황의 악화，재산이전 및 은닉，영업신용과

영예의 상실 기타 채무이행능력의 상실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증명할 확실한 증거가 었으면 자신의 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제68조)

냐.책임채산의 보전 및 채권양도

책임재산의 보전수단에 관하여 채무자가 그의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하여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자신의 명의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73조) 합동 계약법에 따르면 이러한 채권자대위권

은 채권자가 구체적으로 손해를 입어야 하고 반드시 소로서만 행사할 수 있

다(제73조).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제3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하고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채권자가 직접 자기의 채권을

청산하는데 교부받은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느냐에 여부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

립된다 6]) 채무자가 그의 채권 또는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

해를 입혔을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74조 전문 l. 채무자가 자기재산을 무상양도한 경우에는 상

대방인 수익자의 악의(고의)를요하지 아니하고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그

러나 채무자가 불명하고도 불합리한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대방인 수익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할

61) 나송복，앞의 논문.44면

- 150 -



중묵 계약법의 주요내용과 특징에 대한 고찰

수 있다(제74조 중문 l. 그리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범위는 채권자의 채권액

의 범위에 국한한다 채권자는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데，채권양도는 채무자에

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요건이다

(제80조) 채권양도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받았을 때에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된 채권보다 먼저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동시에 변제기

가 도래한다연 채무자는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상계할 수 있다

(제83조 l.그리고 채무인수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처1184조 l.

다.위약책임

위약책임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위반함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말하는데，중국 계약법 제 107조에서 계약위반의 구체적 형태와 위약위반의 구

제수단에 관하여 개팔적으로 규정하고 동조 이하에서는 어떠한 계약위반의

형태가 인정될 수 있는지，각 구제수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 하에서 적

용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우선 제 108조에서 이행기전의

이행거절도 계약위반으로 인정하고 있고，제 111조에서는 계약목적물의 품질에

관한 위반도 계약위반으로서 어떠한 구제수단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 109조 및 110조에서는 강제이행의 적용요건에 관

하여，제 113조 및 제 114조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위약금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다 그 밖에 계약법 제7장 위약책임 부분에서는 위약금과 계약금간의 관

계 (16) ，쌍방위약 020 조)，제3자로 인한 계약위반 021 조)，계약책임과 불법행

위책임의 관계 022 조)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62)

중국 위약행위의 형태를 살펴보면，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즉 불이행과 부

적절한 이행 두 가지이다 예를 들면，민법통칙 제 111조에 의하면，당사자 일

방이 계약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계약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약정한 조건에 부합

하지 않은 경우，상대방은 이행 또는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계약법 저11107조에 의하면，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이

62) 채성국‘ 앞의 논문， 128→ 129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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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였지만 계약 내용과 부합하지 않으면，계속이행，보완조

치 또는 손해배상 등 위약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그러나 이런 규정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실무상황에 맞지 않아，학계에서는 위약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

로 구분하고 였다 사전위약과 실제위약이 있다.사전위약은 계약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기가 되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표시하거나 그의 행위가 이행기가 되더라도 계약

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이행기가 되었

으나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면，그 행위는 실

제위약이 된다 실제위약에는 이행거절，이행지체，부적절이행， 일부이행，기타

불완전이행이 었다.이행거절이란 계약이행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 당

사자가 적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정한 전부 의무의 이행을 전부 거절하는 것

을 말한다 이행지체는 계약당사자가 이행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말하고 채

무자의 급부지체와 채권자의 수령지체를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급

부지체를 말한다.단，중국 계약법 제96조에 의하면，채권자의 수령지연도 포함

하여 이행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이행지체가 이뤄진다 부적절이행은 당사자가

교부한 목적물이 계약에서 정한 품질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것，즉 이행함에 있

어서 하자가 있는 이행을 말한다，중국계약법은 대륙볍계의 하자담보책임을 받

아들이지 않고 부적절이행을 독립적인 위약행위의 하나로 인정하였다없)

위약책임의 형식으로는 실제이행， 손해배상， 위약금 등이 있다.실제이행은

강제이행이라고도 하는데，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상대방은 계약

에 정한 데로 계속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실제이행은 국가강제력으로

계약의 이행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위약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계속이행해야 한다 이는 법률의 강제력을 나타난다 손해배

상은 위약 당사자가 계약을 불이행 또는 계약에서 약정한 데로 이행하지 않

으면，금전이나 기타 실물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한다 중국 현

행 법률에 의하면，주로 금천배상을 말하는데，실물 노무 기타 형식으로 배상

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위약금은 당사자들이 약정을 통하여 사전에 확정

63) 또利얘 房紹坤 포軟 r응同法，. 며國A 民大황出版社. 2009. 227面.232-240 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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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서 위약 후 효력을 가지는 이행행위와 독립되는 급부를 말한다 중

국 계약법의 위약금은 보상적인 위약금을 원칙으로 한다.없)

4. 계약의 종료에 있어서 특징적 요소

합동 계약볍 제 91조에서 107조까지 각각 계약의 종료사유， 계약의 해제，계

약해체의 방식，계약해제의 요건，계약해제의 절차，계약해체의 볍적효과，상계

및 상계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공탁과 공탁의 요건 및 절차，공탁의 효력，채

무면제，채권 •채무의 혼동 퉁이 계약 종료의 특징적 요소이다 65) 계약의 종

료는 계약의 소멸이라고도 한다 그것은 일정한 사실에 의해 계약 당사자의

채권 •채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합동 계약법은 계

약의 종료사유를 일곱 가지를 규정하고 었다.이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경우

에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종료한다

CD 채무가 약정에 따라 이행된 경우，즉 채무의 상환을 말하는데， 상환과

이행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이행은 계약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고，상환

은 계약을 종료하는 측면에서 표현한 것이다 @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이다.

@ 상계의 경우이다 상계에는 법정상계와 약정상계가 있는데，모두 계약의

종료사유가 된다 @ 공탁의 경우이다 채무자가 상환할 수 없는 목적물을 공

증기관에 공탁하는 것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 면책의 경우이다

즉 채권자의 채권포기를 의미한다 @ 혼동의 경우이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

가 동일할 때를 말한다 @ 법률규정 또는 당사자가 약정한 기타 종료사유의

경우이다 이것은 위에 언급한 여섯 가지 종류의 원인 이외의 계약종료 사유

가 발생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계약철회에 의한 계약종료

는 계약주체의 자연인이 사망하여 그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또

는 계약주체의 법인이 해산하여 그 채무를 계승할 자가 없는 경우 등이 있다

(처1191조)，

64) 용J쩔 “論違約톱任'þ各#責任方式的똘用" ，뽕龍江省政法管理千홈 5學院學報，. 2011. 第5願 68面
65) 夏it~ 王編 앞의 책.34-35면，劉文훌 主編，앞의 책.73-74면‘짧rf~等，앞의 책‘47-48연

- 153 -



r法과 政策 J 第20.융 第2號

5 계약법의 사법해석

계약법이 실행된 후，최고인민법원은 계약법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

와 관련한 3개의 사법해석을 제정하였다 1999년 12월 29일，최고인민법원 〈중

화인민공화국계약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약간의 해석 (1)( 이하，사법해석 1)이

시행되었다 이것은 계약법의 정확한 적용을 위하여 제정한 사법해석으로서，

총 307H 조문에 법률적용범위， 소송시효， 계약효력，대위권，철회권，계약양도

에서의 제 3À}，청구권의 경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사법해석 I이 공포된 지 10년이 지난 후，최고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계

약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약간의 해석 (2)( 이하，사법해석 Il)를 공포하였다- 총

30개 조문인 사법해석 11는 2009년 4월 24일 공포되고 2009년 5월 13일부터 시

행하기 시작하였다. 사법해석 I과의 시간 간격이 10년인 만큼，사법해석 11는 계

약법을 실행함에 있어서，실무에서의 경험을 총결하여 조문의 원칙화를 피하

고 조문의 명확화와 구체화를 도모하여 쉽게 응용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사법해석 11의 실행은 계약의 성립，효력，이행종료，위약책임 등 일련의 법률문

제를 명확하게 하여 계약영역에서의 경제분쟁을 타당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첫째，계약효력 부분에서 사볍해석 11는 계약무효의 법정조건을 엄격하게 적

용하면서도 효력의 인정에 있어서는 완화한 태도를 취하였다.예를 들면，무권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효력을 인정함에 있어서‘피대리인이 실제로 계약을 이

행하는 행위를 추인의 의사표시로 간주하였다. 또한 법률，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면 계약을 무효로 인정하는데，‘효력강제성 규정’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었다.둘째，사법해석 11에서 ‘계약이행’에관한 6개 조문 중，2개 소송

절차에 관한 조문 외，모두 채권채무변제에 관한 실질적인 규정이다.금융위기

가 심화됨에 따라 악의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채무변제 순서률 악용

하는 등 중요한 문제점들을 감안하여 제정한 조문들이다‘ 최고인민법원은 ‘합

리적 가격’의판단기준도 명시하였다. 셋째，계약권리의무의 종료부분에서 사

정변경을 인정하였다 사정변경원칙은 계약법 초안에는 들어있었지만 인정하

지는 않았다 최고인민법원은 이번 기회에 사법해석인 형식으로 사정변경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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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확히 정함으로서 계약법의 원칙을 세계추세에 부합하도록 하였다.이 원

칙의 확립은 사법기관이 금융위기에 대응함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넷째，위약책임에 있어서 위약금의 공평성에

초점을 두었다.사법해석 II는 위약금이 과도하게 많다는 것을 판단하는 참고적

인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당사자간에 약정한 위약금이 실제손실의 30%을 넘

었다면，‘초래한손실을 과도하게 넘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 때 위약금을

조정할 수 있다 66)

2012 년 3월 31일 통과한 〈최고인민법원 매매계약분쟁사안을 심리함에 있어

서 법률적용문제에 관한 해석>(이하，사법해석 III)은 2012 년 7월 1일부터 시행

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이 사법해석에서 매매계약의 효력발생，목적물의 교부

와 소유권의 이전，목적물의 위험부담，목적물의 검사‘위약책임， 소유권보류

등 중요한 계약제도에 대하여 일반적인 해석을 내렸다 이와 동시에 최고심판

권에 종속한 사볍해석권을 활용하여 계약법이 실행된 10여년의 민사재판실무

경험을 집결하고 민법이론 연구성과를 창조하여 몇개의 해석규칙을 신설하였

다.예컨대，제2조 매매예약규칙， 제3조 매매계약 특별효력규칙， 제9조와 제 10
조 동산의 다중매매 이행순서규칙， 제 30조 위약책임의 과실상계규칙， 제31조

손익상계규칙 등을 들을 수 있다 이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있어서의 창조성을 가장 잘 나타냈고， 중대한 실천적 의의와 이론적 의의를

가지고 있어 실무와 학계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67)

V. 결 론

계약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중국 민볍통칙은 변화하고 있는

현대의 개별적 거래행위들에 관하여 통일적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또한 종래 3대 계약법은 계약입법 체계와 관련하여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

66) 蔡갖，’‘司法解繹짧홍융同審tlJ疑難問題" r훌事會" 2009，第7期，84-85面
67) http:! 끼awinnovation∞n써tml! zgfx5Orltl9357.shtrr디 〔梁홍星"對買賢合同司法解樓(法釋2012-8

융)的解캡和評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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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이에 따라 1999년 3월 15일 제971 전국인민대회 제2차 회의에서 중화인

민공화국계약법을 통과시켰으며， 계약당사자는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사회

경제질서를 유지하며，사회주의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1999년 10월 1일
부터 시행되었다 중국 합동 계약법은 종래 3대 계약법의 기본방침을 상당부

분 계수하고 많은 조문이 새롭게 신설됨으로써 21세기에 접어들어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관철하며， 비엔나협약 등 영미법적

개념들을 도입하여 국제적 시각을 가지려 노력하였다.

한편，종래 3대 계약볍이 중국법인， 기타 경제조직，개인경영자， 농촌도급경

영자간의 계약관계만을 규율대상으로 하였던 것을，합동 계약법은 공민간 및

공민과 기업간의 매매，증여，차용 등도 규율대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종래

계약법에서 경제질서의 혼란을 바로잡지 못하였으므로 합동 계약법은 계약의

파기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

였다 그리고 종래 3대 계약법은 원칙적인 규제가 많고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

었으나，합동 계약법은 계약체결과 관련된 조문 (207~조문)을 많이 둠으로써

국제조약과 국제관행에 일치하도록 노력하였다

중국의 민사입법 수준을 대표할 만한 법률로서 합동계약법은 외국의 선진

적인 법조문을 받아들였으나， 입법이념을 이해하지는 못한 경우가 많아 실무

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도 한다.영미법계의 실질적인 위약제도를 도

입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위약하였다는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영미법계에서

법관은 대량의 판례를 참조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에 반

해，중국 계약법은 이를 조문으로 규정하고도 구체화하는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중국 법관은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한

계약 이행장애에 대하여 민볍통칙과 계약법은 불가항력만을 정하고 있어 사

정변경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체인점 가맹，노하우 거래 등을 계약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 681

결과적으로 중국 계약법은 여러 문제점도 안고 있고 계약법에 포함되어 있

는 규정만으로 모든 계약체결 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새

68) 挑옮，“中國合同法的힘 j定及其發展動向”‘ 「법학연구」제52권 제68호(상)，부산대학교 법학연

구소，2011 ，8-12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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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행되고 있는 중국 합동 계약법이 종래 계약법과 비교하여 좀 더 구체적

이고 실용적인 법률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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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ain contents and the characteristic factor

in Contract Law of China

Park ，Kyu-Yong
Professor. Jeju Nationa1 University Law School

Kim，Sang-Myeong
Professor. Jeju Internatkmal Universit，χ

China does not have a single civil code，but rather has several civil aets
Contrae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f 1999(Contraet Law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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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is one of the several civil aets. which was drafted by legal scholars.
first in the history of legislation. and enaeted in reference to foreign legal
system. However years in preparation. the first ever law on New Contraet
Law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me into effeet on Oetober 1. 1999.
adopted at the second Session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inth
National People’s agreement on March 5. 1999
In the beginning. the contraet law in China was adapted from many good

system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This law has provided some advanced
regulations. This is important because contract law is the important law.
This law can provide concrete regulations and standards of action to people
when dealing with business and trade in China. 1 will introduced the
contraet law in China Focus on formation. performance and breach of
contraet in this thesis.
This Law shall apply to econornic contraets concluded between individuals.

enterprises or other economic organizatio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foreign enterprises. other econornic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This
study will look into the charaeter of the new contraet law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Keywords Chinese Law. Contraet Law. Contraet Law of China. Contrae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udicial constru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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