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행 개 정 안

<신설> 第1條의2(人間의 尊嚴) ①사람은 人

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바탕

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意思에 좇

아 法律關係를 形成한다.

②사람의 人格權은 保護된다.

<신설> 第3條의2(外國人의 權利能力) 外國人

은 權利와 義務의 主體가 된다. 그

러나 法律 또는 條約에서 制限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條(成年期)滿 20歲로 成年이 된다. 第4條(成年期) 滿 19歲로 成年이 된다

第27條(失踪의 宣告) ①(생략)

②戰地에 臨한 者, 沈沒한 船舶 중

에 있던 者, 墜落한 航空機 중에

있던 者 其他 死亡의 原因이 될

危難을 당한 者의 生死가 戰爭終

止 후 또는 船舶의 沈沒, 航空機

의 墜落 기타 危難이 終了한 後

1年間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도 第

1項과 같다.

第27條(失踪의 宣告) ①(현행조문과

동일)

②沈沒한 船舶 중에 있던 者, 墜落

한 航空機 중에 있던 者, 戰地에

臨한 者 그밖의 死亡의 原因이 될

危難을 당한 者의 生死가 船舶의

沈沒 또는 航空機의 墜落 후 6個

月間, 戰爭終止 후 또는 그밖의

危難이 終了한 後 1年間 分明하지

아니한 때에도 第1項과 같다.

第30條(同時死亡) 2人 以上이 同一한

危難으로 死亡한 境遇에는 同時

에 死亡한 것으로 推定한다.

第30조(同時死亡의 推定) 數人의 死

亡者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死亡 후에도 生存한 것이 分明하

지 아니한 경우에 이들은 同時에

死亡한 것으로 推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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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2條(非營利法人의 設立과 許可) 學

術, 宗敎, 慈善, 技藝, 社交 其他 營

利 아닌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社團

또는 財團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

어 이를 法人으로 할 수 있다.

第32條(非營利法人의 設立과 認可) 學

術, 宗敎, 慈善, 技藝, 社交 그밖의

營利 아닌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社

團 또는 財團은 主務官廳의 認可를

얻어 이를 法人으로 할 수 있다.

第35條(法人의 不法行爲能力) ①法人

은 理事 其他 代表者가 그 職務에

關하여 他人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

할 責任이 있다. 理事 其他 代表者

는 이로 因하여 自己의 損害賠償責

任을 免하지 못한다.

②法人의 目的範圍 外의 行爲로 因하

여 他人에게 損害를 加한 때에는 그

事項의 議決에 贊成하거나 그 議決

을 執行한 社員, 理事 및 其他 代表

者가 連帶하여 賠償하여야 한다.

<신설>

第35條(法人의 不法行爲責任) ①法人

은 理事 그밖의 代表者가 그 職務

에 關하여 他人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理事 그밖의

代表者는 이로 인하여 自己의 損害

賠償責任을 면하지 못한다.

②法人의 目的範圍 외의 行爲로 因하

여 他人에게 損害를 가한 때에는 그

事項의 議決에 贊成하거나 그 議決

을 執行한 社員, 理事 및 그밖의 代

表者가 連帶하여 賠償하여야 한다.

③理事에게 그의 業務를 事實上 지

시하는 자 또는 理事 그밖의 代

表權限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

한 名稱을 사용하여 業務를 執行

하는 자에 대하여도 第1項을 準

用한다.

第38條(法人의 設立許可의 取消) 法人

이 目的 以外의 事業을 하거나 設

立許可의 條件에 違反하거나 其

他 公益을 害하는 行爲를 한 때에

는 主務官廳은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第38條(法人의 設立認可의 取消) 法人

이 目的 以外의 事業을 하거나 法

令에 違反하여 公益을 해하는 行

爲를 한 때에는 主務官廳은 그 認

可를 取消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第39條의2(法人 아닌 社團과 財團)

法人 아닌 社團과 財團에 대하여

는 그 性質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本章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42條(社團法人의 定款의 變更) ①

(생략)

②定款의 變更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없다.

第42條(社團法人의 定款의 變更) ①

(현행조문과 동일)

②定款의 變更은 主務官廳의 認可를

얻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없다.

第46條(財團法人의 目的 其他의 變更)

財團法人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때에는 設立者나 理事는 主務官廳

의 許可를 얻어 設立의 趣旨를 參

酌하여 그 目的 其他 定款의 規定

을 變更할 수 있다.

第46條(財團法人의 目的 그밖의 變

更) 財團法人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設立者나 理事는 主務

官廳의 認可를 얻어 設立의 趣旨

를 참작하여 그 目的 그밖의 定款

의 規定을 變更할 수 있다.

第48條(出捐財産의 歸屬時期) ①生前

處分으로 財團法人을 設立하는 때

에는 出捐財産은 法人이 成立된 때

로부터 法人의 財産이 된다.

②遺言으로 財團法人을 設立하는 때

에는 出捐財産은 遺言의 效力이 發

生하는 때로부터 法人에 歸屬한 것

으로 본다.

<신설>

第48條(出捐財産의 歸屬時期) ①(현행

조문과 동일)

②(현행 조문과 동일)

③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設立者

의 死亡 후에 財團法人이 성립된

때에는 設立者의 出捐에 관하여

는 그의 死亡 전에 財團法人이

成立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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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④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그 權利

變動에 登記, 引渡 등이 필요한

出捐財産은 이를 갖추어야 法人

의 財産이 된다.

第49條(法人의 登記事項) ①法人設立

의 許可가 있는 때에는 3週間內에

主된 事務所 所在地에서 設立登記

를 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登記事項은 다음과 같다.

第1號 ~ 第3號(생략)

4. 設立許可의 年月日

第5號 ~ 第7號 (생략)

8. 理事의 姓名, 住所

9. (생략)

10. <신설>

<신설>

第49條(法人의 登記事項) ①法人設立

의 認可가 있는 때에는 3週間內에

主된 事務所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登記事項은 다음과 같다.

第1號 ~ 第3號(현행조문과 동일)

4. 設立認可의 年月日

第5號 ~ 第7號(현행조문과 동일)

8. 理事의 姓名, 住民登錄番號,

住所

9. (현행조문과 동일)

10. 監事를 둔 때에는 그 姓名,

住民登錄番號, 住所

③理事의 職務執行을 停止하거나 그

職務代行者를 選任하는 假處分이

있는 때 또는 그 假處分을 變更

하거나 取消한 때에는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그 登記를 하여야 한

다. 臨時理事의 選任이 있는 때에

도 같다.

第53條(登記期間의 起算) 前3條의 規

定에 依하여 登記할 事項으로 官廳

의 許可를 要하는 것은 그 許可書

가 到着한 날로부터 登記의 期間을

起算한다.

第53條(登記期間의 起算) 第50條 내

지 第52條의 規定에 依하여 登記

할 事項으로 官廳의 認可를 要하

는 것은 그 認可書가 到着한 날로

부터 登記의 期間을 起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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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第56條의2(外國法人) ①外國法人은

大韓民國에서 設立되는 同種의

法人 또는 가장 類似한 法人과

동일하게 權利와 義務의 主體가

된다. 그러나 法律 또는 條約에서

制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第49條 내지 第52條의 規定은 外

國法人이 우리나라에 事務所를

설치하는 경우에 準用한다. 다만

登記事項이 外國에서 생긴 때에

는 登記期間은 그 通知가 到達한

날부터 起算한다.

第60條(理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의

對抗要件) 理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은 登記하지 아니하면 第三者

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60條(理事의 代表權에 대한 制限의

對抗要件) 理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은 登記하지 아니하면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65條(理事의 任務懈怠) 理事가 그

任務를 懈怠한 때에는 그 理事는

法人에 對하여 連帶하여 損害賠償

의 責任이 있다.

<신설>

第65條(理事의 任務懈怠) ①(현행 조

문과 동일)

②理事에게 그의 業務를 事實上 지

시하는 자 또는 理事 그밖의 代

表權限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

한 名稱을 사용하여 業務를 執行

하는 자에 대하여도 第1項을 準

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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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7條(解散事由) ①法人은 存立期間

의 滿了, 法人의 目的의 達成 또는

達成의 不能 其他 定款에 定한 解

散事由의 發生, 破産 또는 設立許

可의 取消로 解散한다.

②(생략)

第77條(解散事由) ①法人은 存立期間

의 滿了,法人의 目的의 達成 또는

達成의 不能 그밖의 定款에 定한

解散事由의 發生, 破産 또는 設立認

可의 取消로 解散한다.

②(현행조문과 동일)

第80條(殘餘財産의 歸屬) ①解散한 法

人의 財産은 定款으로 指定한 者에

게 歸屬한다.

②定款으로 歸屬權利者를 指定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指定하는 方法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理事 또는

淸算人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

그 法人의 目的에 類似한 目的을

爲하여 그 財産을 處分할 수 있다.

그러나 社團法人에 있어서는 總會

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

③前2項의 規定에 依하여 處分되지

아니한 財産은 國庫에 歸屬한다.

第80條(殘餘財産의 歸屬) ① (현행 조

문과 동일)

②定款으로 歸屬權利者를 指定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指定하는 方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理事 또는

淸算人은 主務官廳의 認可를 얻어

그 法人의 目的에 類似한 目的을

爲하여 그 財産을 處分할 수 있다.

그러나 社團法人에 있어서는 總會

의 決議가 있어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處分되지 아니한 財産은 國庫에 歸

屬한다.

第85條(解散登記) ①淸算人은 破産의

境遇를 除하고는 그 就任 後 3週間

內에 解散의 事由 및 年月日, 淸算

人의 姓名 및 住所와 淸算人의 代

表權을 制限한 때에는 그制限을 主

된 事務所 및 分事務所所在地에서

登記하여야 한다.

②第52條의 規定은 前項의 登記에 準

用한다.

第85條(解散登記) ①淸算人은 破産의

境遇를 除하고는 그 就任 後 3週間

內에 解散의 事由 및 年月日, 淸算

人의 姓名, 住民登錄番號 및 住所

와 淸算人의 代表權을 制限한 때에

는 그 制限을 主된 事務所 및 分事

務所所在地에서 登記하여야 한다.

②第52條의 規定은 第1項의 登記에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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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6條(解散申告) ①淸算人은 破産의

境遇를 除하고는 그 就任 後 3週間

內에 前條 第1項의 事項을 主務官

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②淸算中에 就任한 淸算人은 그 姓名

및 住所를 申告하면 된다.

第86條(解散申告) ①淸算人은 破産의

境遇를 除하고는 그 就任 後 3週間

內에 第85條 第1項의 事項을 主務

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②淸算中에 就任한 淸算人은 그 姓

名, 住民登錄番號 및 住所를 申告

하면 된다.

第97條(罰則) 法人의 理事, 監事 또는

淸算人은 다음 各號의 境遇에는 5

萬圜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第1號~ 第7號(생략)

第97條(罰則) 法人의 理事, 監事 또는

淸算人은 다음 各號의 境遇에는

500萬원 以下의 過怠料에 處한다. 　

第1號~ 第7號(현행조문과 동일)

第104條(不公正한 法律行爲) 當事者의

窮迫, 輕率 또는 無經驗으로 因하

여 顯著하게 公正을 잃은 法律行爲

는 無效로 한다.

第104條(不公正한 法律行爲) 當事者의

窮迫, 判斷力의 不足 또는 無經驗

으로 因하여 顯著하게 公正을 잃은

法律行爲는 無效로 한다.

第106條(事實인 慣習) 法令中의 善良

한 風俗 其他 社會秩序에 關係없

는 規定과 다른 慣習이 있는 境

遇에 當事者의 意思가 明確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慣習에 依한다.

<신설>

第106條(法律行爲의 解釋) ①法律行

爲의 解釋에 있어서는 表現의 文

言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當事者의

진정한 意思를 探知하여야 한다.

②法律行爲는 當事者가 企圖한 目

的, 去來慣行 그밖의 事情을 고려

하여 信義誠實에 좇아 解釋하여

야 한다.

第109條(錯誤로 因한 意思表示) ①意

思表示는 法律行爲의 內容의 重要

部分에 錯誤가 있는 때에는 取消할

수 있다. 그러나 그 錯誤가 表意者

第109條(錯誤로 인한 意思表示) ①(현

행 조문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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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重大한 過失로 因한 때에는 取

消하지 못한다.

<신설>

②前項의 意思表示의 取消는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②當事者, 物件의 性狀 그밖의 法律

行爲의 動機에 錯誤가 있는 때에

도 그 錯誤가 表意者의 意思表示

에 去來上 본질적인 事情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第1項을 準用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意思表示의 取消

는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

한다.
<신설> 第109條의2(取消者의 損害賠償義務)

① 第109條에 의하여 意思表示를 取

消한 자는 그 錯誤를 알 수 있었

던 경우에는 相對方이 그 意思表

示의 有效함을 믿었음으로 인하

여 받은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賠償額은 意思表示가

有效함으로 인하여 생길 利益額을

넘지 못한다.

②第1項의 規定은 相對方이 表意者

의 錯誤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을 경우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37條(法律行爲의 一部無效) 法律行

爲의 一部分이 無效인 때에는 그

全部를 無效로 한다. 그러나 그

無效部分이 없더라도 法律行爲를

하였을 것이라고 認定될 때에는

나머지 部分은 無效가 되지 아니

한다.

第137條(法律行爲의 一部無效) 法律行

爲의 一部分이 無效인 때에도 나

머지 部分은 效力이 있다. 그러나

效力 있는 部分만으로는 法律行

爲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全部를 無效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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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第139條의2(無權利者의 處分) ①無

權利者가 權利者의 同意를 얻어

目的物을 處分한 경우에는 그 處

分은 效力이 있다.

②權利者가 無權利者의 處分을 追認

하면 그 處分은 遡及하여 效力이

있다. 그러나 第3者의 權利를 해

하지 못한다.

第140條(法律行爲의 取消權者)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는 無能力者, 瑕

疵있는 意思表示를 한 者, 그 代

理人 또는 承繼人에 限하여 取消할

수 있다.

第140조(法律行爲의 取消權者)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는 無能力者, 錯

誤로 인한 意思表示를 한 자, 詐

欺나 强迫에 의한 意思表示를 한

자, 그 代理人 또는 承繼人에 限하

여 取消할 수 있다.

第161條(公休日과 期間의 滿了點) 期

間의 末日이 公休日에 該當한 때에

는 期間은 그 翌日로 滿了한다.

第161條(公休日과 期間의 滿了點) 期

間의 末日이 公休日에 該當한 때에

는 期間은 그 다음날 滿了한다.

第163條(3年의 短期消滅時效) 다음 各

號의債權은 3年間 行使하지 아니하

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1. 利子, 扶養料, 給料, 使用料 其

他 1年以內의 期間으로 定한

金錢 또는 物件의 支給을 目的

으로 한 債權

2. 醫師, 助産師, 看護師 및 藥師

의 治療, 勤勞 및 調劑에 關한

債權

第163條(3年의 短期消滅時效) (현행조

문과 동일)

1. 利子, 扶養料, 給料, 使用料 그

밖의 1年以內의 期間으로 定한

金錢 또는 物件의 支給을 目的

으로 한 債權

2. 醫師, 韓醫師, 獸醫師, 助産師,

看護師 및 藥師의 治療, 勤勞

및 調劑에 關한 債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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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都給받은 者, 技師 其他 工事의

設計 또는 監督에 從事하는 者

의 工事에 關한 債權

4. 辯護士, 辨理士, 公證人, 公認

會計士 및 法務士에 對한 職務

上 保管한 書類의 返還을 請求

하는 債權

5. 辯護士, 辨理士, 公證人, 公認

會計士 및 法務士의 職務에 關

한 債權

第6號 ~ 第7號(생략)

3. 都給받은 者, 技師 그밖의 工

事의 設計 또는 監督에 從事하

는 者의 工事에 關한 債權

4. 辯護士, 辨理士, 公證人, 公認

會計士, 法務士, 公認勞務士,

稅務士 및 關稅士에 對한 職務

上 保管한 書類의 返還을 請求

하는 債權

5. 護護士, 辨理士, 公證人, 公認

會計士, 法務士, 公認勞務士,

稅務士 및 關稅士의 職務에 關

한 債權

第6號 ~ 第7號(현행조문과 동일)

第168條(消滅時效의 中斷事由) 消滅時

效는 다음 各號의 事由로 因하여

中斷된다.

1. 請求

第2號 ~ 第3號(생략)

第168條(消滅時效의 中斷事由)(현행조

문과 동일)

1. 請求. 本案에 관한 應訴 그밖

의 裁判上 權利行使도 이에

準한다.

第2號 ~ 第3號(현행조문과 동일)
第170條(裁判上의 請求와 時效中斷)

①裁判上의 請求는 訴訟의 却下, 棄

却 또는 取下의 境遇에는 時效中

斷의 效力이 없다.

②前項의 境遇에 6月內에 裁判上의

請求, 破産節次參加, 押留 또는 假

押留, 假處分을 한 때에는 時效는

最初의 裁判上 請求로 因하여 中斷

된 것으로 본다.

第170條(裁判上 請求와 時效中斷) ①

裁判上의請求는 訴의 却下 또는

取下의 境遇에는 時效中斷의 效力

이 없다.

②第1項의 境遇에 6個月內에 裁判上

의 請求, 破産節次參加, 押留 또는

假押留, 假處分을 한 때에는 時效

는 最初의 裁判上 請求로 因하여

中斷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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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2條(支給命令과 時效中斷) 支給

命令은 債權者가 法定期間內에

假執行申請을 하지 아니함으로

因하여 그 效力을 잃은 때에는 時

效中斷의 效力이 없다.

第172條(支給命令과 時效中斷) 支給

命令의 申請은 그 申請이 却下

또는 取下된 때에는 時效中斷의

效力이 없다.

第174條(催告와 時效中斷) 催告는 6月

內에 裁判上의 請求, 破産節次參

加, 和解를 爲한 召喚, 任意出席,

押留 또는 假押留, 假處分을 하지

아니하면 時效中斷의 效力이 없다.

第174條(催告와 時效中斷) 催告는 6個

月內에 裁判上의 請求, 破産節次

參加, 支給命令의 申請, 和解를 爲

한 召喚, 任意出席, 押留 또는 假押

留, 假處分을 하지 아니하면 時效

中斷의 效力이 없다.

第176條(押留, 假押留, 假處分과 時效

中斷) 押留, 假押留 및 假處分은

時效의 利益을 받은 者에 對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通知한 後가 아니면 時效中斷의 效

力이 없다.

第176條(押留, 假押留, 假處分과 時效

中斷) 押留, 假押留 및 假處分은

時效의 利益을 받을 者에 對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通知한 後가 아니면 時效中斷의 效

力이 없다.

第184條(時效의 利益의 抛棄 其他) ①

(생략)

②(생략)

第184條(時效의 利益의 抛棄 등) ①

(현행조문과 동일)

②(현행조문과 동일)

<신설> 第187條의2(假登記의 效力) 假登記

이후에 이루어진 目的物에 대한

處分은 그 假登記에 의하여 保全

되는 權利를 侵害하는 限度에서

效力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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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7條(占有의 態樣) ①占有者는 所

有의 意思로 善意, 平穩 및 公然하

게 占有한 것으로 推定한다.

<신설>

②善意의 占有者라도 本權에 關한 訴

에 敗訴한 때에는 그 訴가 提起된

때로부터 惡意의 占有者로 본다.

第197條(占有의 態樣) ①占有者는 善

意 平穩 및 公然하게 占有한 것으

로 推定한다.

②占有者는 所有의 意思로 占有한

것으로 推定한다. 그러나 占有者

가 所有權 取得의 原因이 될 수

있는 要件이 없음을 알면서 占有

를 開始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현행 제2항과 동일)

第201條(占有者와 果實) ①(생략)

②惡意의 占有者는 收取한 果實을 返

還하여야 하며 消費하였거나 過失

로 因하여 毁損 또는 收取하지 못

한 境遇에는 그 果實의 代價를 補

償하여야 한다.

③前項의 規定은 暴力 또는 隱秘에

의한 占有者에 準用한다.

第201條(占有者와 果實) ①(현행 조문

과 동일)

②惡意의 占有者는 收取한 果實을 返

還하여야 하며 消費하였거나 過失

로 因하여 毁損하였거나 收取하지

못한 境遇에는 그 果實의 代價를

補償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은 暴力 또는 隱秘에

의한 占有者에 準用한다.

<신설> 第204條의2(占有物收去의 忍容) ①

物件이 占有者의 支配를 벗어나

타인이 占有하는 不動産에 있는

경우에 그 物件에 대한 占有가

成立하지 아니한 한 그 不動産의

占有者는 그 物件의 占有者가 이

를 收去하는 것을 忍容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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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그 不動産의 占有

者가 그 收去로 인하여 그 占有

또는 生活의 安穩을 妨害받을 우

려가 있거나 그밖에 收去를 거절

할 상당한 理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경우에 不動産의 占有者

는 그 收去로 인하여 입은 損害

의 補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17條(煤煙等에 依한 隣地에 對한

妨害禁止) ①土地所有者는 煤煙,

熱氣體, 液體, 音響, 振動 其他 이

와 類似한 것으로 이웃 土地의 使

用을 妨害하거나 이웃 居住者의 生

活에 苦痛을 주지 아니하도록 適當

한 措處를 할 義務가 있다. <第2문

신설>

②이웃 居住者는 前項의 事態가 이웃

土地의通常의 用途에 適當한 것인

때에는 이를 忍容할 義務가 있다.

<신설>

第217條(生活妨害의 禁地) ①土地所

有者는 煤煙, 熱氣體, 液體, 音響,

振動 그밖의 이와 類似한 것으로

이웃 土地의 使用을 妨害하거나 이

웃 居住者의 生活에 苦痛을 주지

아니하도록 適當한 措處를 할 義務

가 있다. 土地의 占有者도 그가

스스로 그 措處를 취할 수 있는

경우에는 前文에서 정하는 義務

를 진다.

②이웃 居住者는 第1項의 事態가 그

土地의 通常의 用途에 適當하고

社會通念上 相當한 것인 때에는

이를 忍容할 義務가 있다.

③이웃 居住者는 生活의 妨害를 받

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豫防

을 위하여 特定한 行爲를 하지

아니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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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22條(疏通工事權) 흐르는 물이 低

地에서 閉塞된 때에는 高地所有者

는 自費로 疏通에 必要한 工事를

할 수 있다.

第222條(疏通工事權) 흐르는 물이 低

地에서 막힌 때에는 高地所有者는

自費로 疏通에 必要한 工事를 할

수 있다.
第223條(貯水, 排水, 引水를 爲한 工

作物에 對한 工事請求權) 土地所有

者가 貯水, 排水 또는 引水하기 爲

하여 工作物을 設置한 境遇에 工作

物의 破損 또는 閉塞으로 他人의

土地에 損害를 加하거나 加할 念慮

가 있는 때에는 他人은 그 工作物

의 補修, 閉塞의 疏通 또는 豫防에

必要한 請求를 할 수 있다.

第223條(貯水, 排水, 引水를 爲한 工

作物에 對한 工事請求權) 土地所有

者가 貯水, 排水또는 引水하기 爲

하여 工作物을 設置한 境遇에 工作

物의 破損 또는 막힘으로 他人의

土地에 損害를 加하거나 加할 念慮

가 있는 때에는 他人은 그 工作物

의 補修, 막힘의 疏通 또는 豫防에

必要한 請求를 할 수 있다.

第229條(水流의 變更) ①溝渠 其他

水流地의 所有者는 對岸의 土地가

他人의 所有인 때에는 그 水路나

水流의 幅을 變更하지 못한다.

②(생략)

③前2項의 規定은 다른 慣習이 있으

면 그 慣習에 依한다.

제229조(수류의 변경) ①도랑 그밖의

水流地의 所有者는 對岸의 土地가

他人의 所有인 때에는 그 水路나

水流의 幅을 變更하지 못한다.

②(현행 조문과 동일)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다른 慣

習이 있으면 그 慣習에 依한다.

第230條(堰의 設置, 利用權) ①水流地

의 所有者가 堰을 設置할 必要가

있는 때에는 그 堰을 對岸에 接觸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因

한 損害를 補償하여야 한다.

②對岸의 所有者는 水流地의 一部가

自己所有인 때에는 그 堰을 使用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利益을 받

는 比率로 堰의 設置, 保存의 費用

을 分擔하여야 한다.

第230條(둑의 設置, 利用權) ① 水流

地의 所有者가 둑을 設置할 必要

가 있는 때에는 그 둑을 對岸에

接觸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因한 損害를 補償하여야 한다.

②對岸의 所有者는 水流地의 一部가

自己所有인 때에는 그 둑을 使用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利益을 받

는 比率로 둑의 設置, 保存의 費用

을 分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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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39條(境界標等의 共有推定) 境界에

設置된 境界標, 담, 溝渠 等은 相

隣者의 共有로 推定한다. 그러나

境界標, 담, 溝渠 等이 相隣者 一

方의 單獨費用으로 設置되었거나

담이 建物의 一部인 境遇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第239條(境界標等의 共有推定) 境界에

設置된 境界標, 담, 도랑 等은 相

隣者의 共有로 推定한다. 그러나

境界標, 담, 도랑 等이 相隣者 一

方의 單獨費用으로 設置되었거나

담이 建物의 一部인 境遇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신설> 第242條의2(境界를 侵犯한 建築) ①

建築된 建物이 그 建築施行者 또

는 그 建物의 所有權을 取得하는

자의 故意 또는 重過失 없이 이

웃 土地의 境界를 侵犯한 경우에

이웃 土地의 所有者 그밖의 權利

者는 境界가 侵犯된 후 1年內에

그에 대하여 異議를 提起하지 아

니한 때에는 이를 忍容하여야 한

다. 그러나 그 建物의 完成 후 第

280條第1項에서 정한 期間이 경

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 本文의 경우에 이웃 土地의

所有者는 建物의 所有者에게 境

界가 侵犯된 土地部分에 대하여

地料相當의 補償 또는 그 買受를

請求할 수 있다.

第244條(地下施設等에 對한 制限) ①

우물을 파거나 用水, 下水 또는 汚

物 等을 貯置할 地下施設을 하는

第244條(地下施設等에 對한 制限) ①

우물을 파거나 用水, 下水 또는 汚

物 等을 貯藏할 地下施設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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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境界로부터 2미터以上의 距離

를 두어야 하며 貯水池, 溝渠 또는

地下室工事에는 境界로부터 그 깊이

의 半以上의 距離를 두어야 한다.

②前項의 工事를 함에는 土砂가 崩壞

하거나 下水 또는 汚液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 하도록 適當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때에는 境界로부터 2미터以上의 距離

를 두어야 하며 貯水池, 도랑 또는

地下室工事에는 境界로부터 그 깊이

의 半以上의 距離를 두어야 한다.

②第1項의 工事를 함에는 土砂가 崩

壞하거나 下水 또는 汚液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 하도록 適當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263條(共有持分의 處分과 共有物의

使用, 收益) 共有者는 그 持分을

處分할 수 있고 共有物 全部를 持

分의 比率로 使用, 收益할 수 있다.

<신설>

<신설>

第263條(共有持分의 處分과 共有物

의 使用, 收益) ①(현행 조항과 동

일)

②共有者는 5年內의 期間으로 持分

을 處分하지 아니할 것을 約定할

수 있다. 그 契約을 更新한 때에

는 그 期間은 更新한 날부터 5年

을 넘지 못한다.

③共有者가 第2項의 契約을 하는 때

에도 共有者 相互間의 處分을 許

容하는 約定을 할 수 있다.

第271條(物件의 合有) ①(생략)

②合有에 關하여는 前項의 規定 또는

契約에 依하는 外에 다음 3條의

規定에 依한다.

第271條(物件의 合有) ①(현행조문과

동일)

②合有에 關하여는 第1項의 規定 또

는 契約에 依하는 外에 第272條 내

지 第274條의 規定에 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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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75條(物件의 總有) ①法人이 아닌 社

團의 社員이 集合體로서 物件을 所

有할 때에는 總有로 한다.

②總有에 關하여는 社團의 定款 其他

規約에 依하는 外에 다음 2條의

規定에 依한다.

第275條(物件의 總有) ①法人 아닌

社團의 社員이 集合體로서 物件을

所有할 때에는 總有로 한다.

②總有에 關하여는 社團의 定款 그

밖의 規約에 依하는 外에 第276條

및 第277條의 規定에 依한다.

<신설> 第279條의2(地上權의 設定) 同一한

所有者에 속하는 土地와 그 地上

建物이 그 所有者를 달리하게 되

는 때에는 그 建物所有者를 위하

여 存續期間을 정하지 아니한 地

上權設定契約이 체결된 것으로

推定한다.

第280條(存續期間을 約定한 地上權)

①契約으로 地上權의 存續期間을

定하는 境遇에는 그 期間은 다음

年限보다 短縮하지 못한다.

1. 石造, 石灰造, 煉瓦造 또는 이

와 類似한 堅固한 建物이나 樹

木의 所有를 目的으로 하는 때

에는 30年

2. 前號 以外의 建物의 所有를 目

的으로 하는 때에는 15年

3. 建物以外의 工作物의 所有를

目的으로 하는 때에는 5年

②前項의 期間보다 短縮한 期間을 定

한 때에는 前項의 期間까지 延長

한다.<단서 신설>

第280조(存續期間을 約定한 地上權)

①(현행 조문과 동일)

1. (현행조문과 동일)

2. 第1號 以外의 建物의 所有를

目的으로하는 때에는 15年

3. (현행조문과 동일)

②第1項의 期間보다 短縮한 期間을

定한 때에는 그 期間까지 延長한

다. 그러나 地上權이 設定될 때

에 建物 그밖의 工作物이나 樹木

이 存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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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81條(存續期間을 約定하지 아니한

地上權) ①契約으로 地上權의 存續

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期間은 前條의 最短存續期間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②地上權設定當時에 工作物의 種類와

構造를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上

權은 前條 第2號의 建物의 所有를

目的으로 한 것으로 본다.

<신설>

<신설>

第281條(存續期間을 約定하지 아니한

地上權) ①契約으로 地上權의 存續

期間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期間은 第280條의 最短存續期間으

로 한다. 그러나 地上權이 設定될

때에 建物 그밖의 工作物이나 樹

木이 存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地上權設定當時에 工作物의 種類와

構造를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上

權은 第280條 第3號의 工作物의

所有를 目的으로 한 것으로 본다.

③第1項 但書의 경우에 當事者는 언

제든지 地上權의 消滅을 通告할

수 있다.

④地上權設定者가 第3項의 通告를

한 경우에는 地上權者가 그 通告

를 받은 날부터 다음 各號의 期

間이 경과하여야 地上權이 消滅

한다.

1. 石造, 石灰造, 煉瓦造 또는 이

와 類似한 堅固한 建物이나

樹木의 所有를 目的으로 하는

때에는 2年

2. 第1號 이외의 建物의 所有를

目的으로 하는 때에는 1年

3. 建物 이외의 工作物의 所有를

目的으로 하는 때에는 6개월



현 행 개 정 안

第299條(委棄에 依한 負擔免除) 承役

地의 所有者는 地役權에 必要한 部

分의 土地所有權을 地役權者에게

委棄하여 前條의 負擔을 免할 수

있다.

第299條(負擔의 免除 承役地의 所有

者는 地役權에 必要한 部分의 土地

所有權을 地役權者에게 떠넘겨서

第298條의 負擔을 免할 수 있다.

第312條(傳貰權의 存續期間)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建物의 傳貰權設定者가 傳貰權의

存續期間滿了전 6月부터 1月까지

사이에 傳貰權者에 대하여 更新拒

絶의 통지 또는 條件을 變更하지

아니하면 更新하지 아니한다는 뜻

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期間이 滿了된 때에 前傳貰權

과 同一한 條件으로 다시 傳貰權

을 設定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傳貰權의 存續期間은 그 정함이 없

는 것으로 본다.

第312條(傳貰權의 存續期間) ①(현행

조문과 동일)

②(현행조문과 동일)

③(현행조문과 동일)

④建物의 傳貰權設定者가 傳貰權의

存續期間滿了전 6個月부터 1個月

까지 사이에 傳貰權者에 대하여

更新拒絶의 통지 또는 條件을 變更

하지 아니하면 更新하지 아니한다

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期間이 滿了된 때에 登記

없이도 前傳貰權과 同一한 條件으

로 다시 傳貰權을 設定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傳貰權의 存續期間

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第315條(傳貰權者의 損害賠償責任) ①

(생략)

②前項의 境遇에 傳貰權設定者는 傳

貰權이 消滅된 後 傳貰金으로써 損

害의 賠償에 充當하고 剩餘가 있

으면 返還하여야 하며 不足이 있으

면 다시 請求할 수 있다.

第315條(傳貰權者의 損害賠償責任) ①

(현행조문과 동일)

②第1項의 境遇에 傳貰權設定者는 傳

貰權이 消滅된 後 傳貰金으로써 損

害의 賠償에 充當하고 남는 것이

있으면 返還하여야 하며 不足이 있

으면 다시 請求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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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30條(設定契約의 要物性)(생략) 第330條(質權의 設定)(현행조문과동일)

第332條(設定者에 依한 代理占有의

禁止)(생략)

第332條(設定者에 依한 占有改定의

禁止)(현행조문과 동일)

第343條(準用規定) 第249條 乃至 第

251條, 第321條 乃至 第325條의 規

定은 動産質權에 準用한다.

第343條(準用規定) 第213條, 第214條,

第249條 乃至 第251條, 第321條 乃

至 第326條의 規定은 動産質權에

準用한다.

第347條(設定契約의 要物性)(생략) 第347條(權利質權의 設定)(현행조문

과 동일)

第357條(根抵當) ①(생략)

②前項의 境遇에는 債務의 利子는 最

高額中에 算入한 것으로 본다.

第357條(根抵當權) ①(현행조문과 동일)

②第1項의 境遇에는 債務의 利子는

最高額中에 算入한 것으로 본다.

<신설> 第357條의2(根抵當權의 被擔保債權)

根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되는 債

權의 범위는 特定한 繼續的 去來

契約 그밖의 일정한 種類의 去來

로부터 발생하는 債權 또는 特定

한 原因에 기하여 繼續的으로 발

생하는 債權에 한정된다.

<신설> 第357條의3(被擔保債權의 範圍 등의

變更)

①根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되는 債權

의 範圍는 元本의 確定 전에는

이를 變更할 수 있다. 債務者의

變更에 관하여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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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第1項의 變更을 함에는 後順位權

利者 그밖의 第3者의 承諾을 요

하지 아니한다.

<신설> 第357條의4(債權最高額의 變更) 根

抵當權의 債權最高額은 利害關係

人의 承諾을 얻어 變更할 수 있다.

<신설> 第357條의5(根抵當權의 讓渡) ①根

抵當權者는 元本의 確定前에 그

擔保할 債權과 함께 根抵當權 또

는 그 持分을 讓渡할 수 있다.

②根抵當權者는 그 根抵當權을 2개

以上의 根抵當權으로 分割하여

第1項의 規定에 따라 讓渡할 수

있다.

<신설> 第357條의 6(根抵當權의 共有) ①根

抵當權의 共有者는 그 債權額의

比率에 따라 辨濟를 받는다. 그러

나 元本의 確定 전에 다른 比率

을 約定하거나 共有者 중 일부가

먼저 辨濟를 받기로 約定한 때에

는 그 約定에 따른다.

②根抵當權의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

의 同意를 얻어 第357條의5 第1項

의 規定에 따라 그 權利를 讓渡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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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第357條의7(債權讓渡, 債務引受 등과

根抵當權) ①元本의 確定前에 根

抵當權者로부터 債權을 取得한

자는 그 債權에 관하여 根抵當權

을 行使할 수 없다. 元本의 確定

전에 債務를 辨濟하여 債權者를

代位하는 자도 같다.

②元本의 確定前에 債務의 引受가

있는 때에는 根抵當權者는 引受

人의 債務에 관하여 根抵當權을

行使할 수 없다.

<신설> 第357條의8(相續과 根抵當權) ①元

本의 確定前에 根抵當權者에 대

하여 相續이 開始된 때에는 根抵

當權은 이미 존재하는 債權을 擔

保한다. 相續人과 根抵當權設定者

는 相續人이 相續開始後에 취득

하는 債權도 擔保하는 것으로 約

定할 수 있다.

②元本의 確定前에 債務者에 대하여

相續이 開始된 때에는 根抵當權

은 이미 존재하는 債務를 擔保한

다. 根抵當權者와 根抵當權設定者

는 相續人이 相續開始後에 負擔

하는 債務도 擔保하는 것으로 約

定할 수 있다.

③第357條의3 第2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約定에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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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第1項 및 第2項의 約定에 관하여

相續開始後 6個月內에 登記를 하

지 아니한 때에는 擔保할 元本은

相續開始時에 確定된 것으로 본다.

<신설> 第357條의9(合倂과 根抵當權) ①元

本의 確定前에 根抵當權者 또는

債務者인 法人에 合倂이 있는 때

에는 根抵當權은 이미 존재하는

債權 또는 債務 외에 合倂 후 存

續하는 法人 또는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이 取得하는 債權

또는 負擔하는 債務를 擔保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 根抵當權設定者는

擔保할 元本의 確定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債務者인 根抵當權

設定者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第2項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擔保

할 元本은 合倂時에 確定된 것으

로 본다.

④第2項의 請求는 根抵當權設定者가

合倂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2週

間이 經過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合倂이 있은 날부터 1個月

이 經過한 때에도 같다.

<신설> 第357條의10(元本의 確定請求) ① 根

抵當權設定者는 根抵當權設定時

부터 3年이 經過한 때에는 擔保

할 元本의 確定을 請求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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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擔保할 元本의 確定期

間을 約定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擔保

할 元本은 그 請求時부터 2週間

이 經過함으로써 確定된다.
<신설> 第357條의11(元本의 確定事由) ① 根

抵當權이 擔保할 元本은 다음 各

號의 경우에 確定된다.

1. 擔保할 元本이 더 이상 발생

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根抵當權者가 抵當不動産에

대하여 競賣 또는 第370조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342條에 의

한 押留를 申請한 때. 다만 競

賣節次의 開始 또는 押留가

있는 때에 한한다.

3. 根抵當權者가 抵當不動産에

대하여 滯納處分으로 인한 押

留를 한 때

4. 根抵當權者가 抵當不動産에

대한 競賣節次의 開始 또는

滯納處分으로 인한 押留가 있

었음을 안 날부터 2週間이 經

過한 때

5. 債務者 또는 根抵當權設定者

가 破産宣告 또는 會社整理節

次의 開始決定을 받은 때

②第1項 第4號의 競賣節次의 開始

또는 押留나 第5號의 破産宣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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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會社整理節次의 開始決定이

그 效力을 잃은 때에는 擔保할 元

本은 確定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

다. 그러나 元本이 確定된 것으로

하여 그 根抵當權을 取得한 者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第357條의12(債權最高額의 減額請

求) ①元本의 確定前에 根抵當權

設定者는 債權最高額이 被擔保債

權으로부터 발생이 豫想되는 債

權額을 부당히 過多하게 초과한

때에는 그 豫想額의 범위로 減額

을 請求할 수 있다.

②元本의 確定後에 根抵當權設定者

는 債權最高額을 現存하는 債務

額과 以後 1年間 발생할 利子 그

밖의 定期金 및 債務不履行으로

인한 損害賠償額의 범위로 減額

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第371條(地上權, 傳貰權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 ①(생략)

②(생략)

<신설>

第371條(地上權, 傳貰權을 目的으로

하는 抵當權) ①(현행 조문과 동일)

②(현행 조문과 동일)

③傳貰權을 목적으로 하는 抵當權에

있어서 抵當權者 또는 抵當權設

定者가 傳貰權設定者에게 抵當權

設定을 通知하거나 傳貰權設定者

가 이를 承諾한 때에는 抵當權者

는 傳貰金返還債權을 직접 請求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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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90條(債務不履行과 損害賠償) 債務

者가 債務의 內容에 좇은 履行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債權者는 損害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債

務者의 故意나 過失없이 履行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第390條(債務不履行과 損害賠償) 債務

者가 債務의 內容에 좇은 履行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債權者는 損害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債

務者의 故意나 過失없이 그 履行

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第394條(損害賠償의 方法) 다른 意思

表示가 없으면 損害는 金錢으로

賠償한다. <단서신설>

<신설>

第394條(損害賠償의 方法) ①損害는

金錢으로 賠償한다. 그러나 債權

者는 相當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原狀回復을 請求할 수 있다.

②法院은 身體 또는 健康의 침해로

인한 損害를 定期金으로 賠償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履行을 확

보하기 위하여 相當한 擔保를 提

供하게 할 수 있다.

第396條(過失相計) 債務不履行에 관

하여 債權者에게 過失이 있는 때

에는 法院은 損害賠償의 責任 및

그 金額을 정함에 이를 參酌하여

야 한다.

第396條(過失相計) 債務不履行 또는

損害의 發生에 관하여 債權者에게

過失이 있는 때에는 損害賠償의

責任 및 그 範圍는 이를 參酌하

여 정하여야 한다.

第427條(償還無資力者의 負擔部分) ①

連帶債務者中에 償還할 資力이 없

는 者가 있는 때에는 그 債務者의

負擔部分은 求償權者 및 다른 資力

이 있는 債務者가 그 負擔部分에

比例하여 分擔한다. 그러나 求償權

者에게 過失이 있는 때에는 다른

第427條(償還無資力者의 負擔部分) 連

帶債務者中에 償還할 資力이 없는

者가 있는 때에는 그 債務者의 負

擔部分은 求償權者 및 다른 資力이

있는 債務者가 그 負擔部分에 比例

하여 分擔한다. 그러나 求償權者에

게 過失이 있는 때에는 다른 連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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連帶債務者에 대하여 分擔을 請求

하지 못한다.

②前項의 경우에 償還할 資力이 없

는 債務者의 負擔部分을 分擔할

다른 債務者가 債權者로부터 連

帶의 免除를 받은 때에는 그 債

務者의 分擔할 部分은 債權者의

負擔으로 한다.

債務者에 대하여 分擔을 請求하지

못한다.

<삭제>

<신설> 第428條의2(保證의 方式) ①保證은

그 意思가 保證人의 署名 또는

記名捺印이 있는 書面으로 表示

되고 主債務가 金錢債務인 경우

에는 그 書面에 保證人의 責任額

이 記載되어야 效力이 發生한다.

②保證人의 責任을 그에게 不利하게

變更하는 경우에도 第1項과 같다.

③保證人이 保證債務를 履行한 境遇

에는 第1項 및 第2項이 정한 方

式의 瑕疵는 그 限度에서 治癒된다.

第436條(取消할 수 있는 債務의 保證)

取消의 原因있는 債務를 保證한 者

가 保證契約 當時에 그 原因 있음

을 안 경우에 主債務의 不履行 또

는 取消가 있는 때에는 主債務와

同一한 目的의 獨立債務를 負擔한

것으로 본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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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第436條의2(債權者의 通知義務 등)

①債權者는 主債務者가 元本, 利子

그 밖의 債務를 3個月 以上 履行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主債務

者가 履行期에 履行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保證人에게 遲

滯없이 이를 通知하여야 한다.

②債權者는 保證人의 請求가 있으면

主債務의 內容 및 그 履行與否를

알려야 한다.

③債權者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

에 의한 義務를 違反한 경우에는

保證人은 그로 인하여 損害를 입

은 限度에서 責任을 면한다.

<신설> 第448條의2(根保證) ①保證은 不確

定 多數의 債務에 대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②根保證에 의한 保證人의 責任의

범위는 債權者와 主債務者 사이

의 특정한 繼續的 去來契約 그밖

의 일정한 種類의 去來로부터 발

생하는 債務 또는 特定한 原因

에 기하여 繼續的으로 발생하는

債務에 한정된다.

③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는 約定으

로서 保證人에게 不利한 것은 效

力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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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第448條의3(根保證期間) ①根保證의

期間은 3年을 넘지 못한다. 當事

者의 約定期間이 3年을 넘는 때

에는 이를 3年으로 短縮한다.

②根保證期間의 約定이 없는 때에는

그 期間을 2年으로 본다.

③根保證期間은 이를 更新할 수 있

다. 그 期間은 更新한 때부터 2年

을 넘지 못한다.

<신설> 第448條의4(根保證의 解止) 根保證

당시의 事情이 顯著하게 變更되

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事由가 있

는 경우에는 根保證人은 根保證契

約을 解止할 수 있다.

第451條(承諾, 通知의 效果) ①債務者

가 異議를 保留하지 아니하고 前條

의 承諾을 한 때에는 讓渡人에게

對抗할 수 있는 事由로써 讓受人에

게 對抗하지 못한다. 그러나 債務

者가 債務를 消滅하게 하기 위하여

讓渡人에게 給與한 것이 있으면 이

를 回收할 수 있고 讓渡人에 대하

여 負擔한 債務가 있으면 그 成立

되지 아니함을 主張할 수 있다.

②讓渡人이 讓渡通知만을 한 때에는

債務者는 그 通知를 받은 때까지

讓渡人에 대하여 생긴 事由로써 讓

受人에게 對抗할 수 있다.

第451條(承諾, 通知의 效果) ①(현행

조문과 동일)

②(현행 조문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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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③債務者는 讓渡通知를 받은 때에

讓渡人에 대한 反對債權이 아직

履行期에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讓渡된 債權보다 늦지 않게 履行

期에 이를 것인 경우에는 그 反

對債權으로 讓受人에게 相計할

수 있다

第454條(債務者와의 契約에 依한 債

務引受)

①第三者가 債務者와의 契約으로 債

務를 引受한 境遇에는 債權者의 承

諾에 依하여 그效力이 생긴다.

②債權者의 承諾 또는 拒絶의 相對方

은 債務者나 第三者이다.

<신설>

第454條(債務者와의 契約에 의한 債

務引受)

①(현행 조문과 동일)

②(현행 조문과 동일)

③債權者가 第1項의 承諾을 하지 아

니하는 동안에는 第3者는 債務者

에 대하여 債權者에게 辨濟할 義

務를 負擔하는 것으로 推定한다.

債權者가 承諾을 拒絶한 경우에

도 같다.

第458條(前債務者의 抗辯事由) 引受人

은 前債務者의 抗辯할 수 있는 事

由로 債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신설>

第458條(前債務者의 對抗事由) ①引

受人은 前債務者가 對抗할 수 있

는 事由로 債權者에게 對抗할 수

있다.

②引受人은 債務引受의 원인이 된

法律關係에 기하여 前債務者에게

對抗할 수 있는 事由로 債權者

에게 對抗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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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83條(一部의 代位) ①債權의 一部

에 대하여 代位辨濟가 있는 때에는

代位者는 그 辨濟한 價額에 比例하

여 債權者와 함께 그 權利를 行使

한다.

②前項의 경우에 債務不履行을 原因

으로 하는 契約의 解止 또는 解

除는 債權者만이 할 수 있고 債

權者는 代位者에게 그 辨濟한 價

額과 利子를 償還하여야 한다.

第483條(一部의 代位) ①(현행 조문과

동일)

②第1項의 경우에 債權者가 債務不

履行을 原因으로 하여 契約을 解

除 또는 解止한 때에는 代位者에

게 그 辨濟한 價額과 利子를 償還

하여야 한다.
第493條(相計의 方法, 效果) ①相計

는 相對方에 對한 意思表示로 한

다. 이 意思表示에는 條件 또는 期

限을 붙이지 못한다.

②相計의 意思表示는 各 債務가 相

計할 수 있는 때에 對等額에 關하

여 消滅한 것으로 본다.

第493條(相計의 方法, 效果) ①(현행

조문과 동일)

②相計의 意思表示가 있으면 各 債

務는 相計할 수 있는 때에 對等額

에 關하여 消滅한 것으로 본다.
第504條(舊債務不消滅의 境遇) 更改로

인한 新債務가 原因의 不法 또는

當事者가 알지 못한 事由로 인하여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取消된 때에

는 舊債務는 消滅되지 아니한다.

第504條(舊債務不消滅의 境遇) 更改로

인한 新債務가 原因의 不法 또는

當事者가 알지 못한 事由로 인하여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效力이 없게

된 때에는 舊債務는 消滅되지 아

니한다.

第531條(隔地者間의 契約成立時期) 隔

地者間의 契約은 承諾의 通知를

發送한 때에 成立한다.

第531條(隔地者間의 契約成立時期) 隔

地者間의 契約은 承諾의 通知가

到達한 때에 成立한다.

第3款 契約의 解止, 解除 第3款 契約의 解除, 解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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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44條(履行遲滯와 解除) 當事者

一方이 그 債務를 履行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相對方은 相當한 期

間을 정하여 그 履行을 催告하고

그 期間內에 履行하지 아니한 때

에는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그

러나 債務者가 미리 履行하지 아

니할 意思를 表示한 경우에는 催

告를 要하지 아니한다.

<삭제>

<신설> 第544條의2(債務不履行과 解除) ①

債務者가 債務의 內容에 좇은 履

行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債權者

는 相當한 期間을 정하여 그 履行

을 催告하고 그 期間內에 履行하

지 아니한 때에는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그러나 債務者의 故意나

過失없이 그 履行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債權者는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第1項의 催告를 하지 아니하고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1. 債務의 履行이 不能하게 된 때

2. 債務가 履行되지 아니할 것이

明白하게 豫見되는 때

3. 契約의 性質 또는 當事者의

意思表示에 의하여 一定한 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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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또는 一定한 期間內에 履行하

지 아니하면 契約의 目的을 達成

할 수 없을 경우에 債務者가 그

時期에 履行하지 아니한 때

<신설> 第544조의3(債務不履行과 解止) ①

繼續的 契約關係에서 債務者가

債務의 內容에 좇은 履行을 하지

아니하여 장래의 契約履行이 의

심스러운 경우에는 債權者는 相

當한 期間을 정하여 그 履行을

催告하고 그 期間內에 履行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約定된

契約期間에 불구하고 契約을 解

止할 수 있다. 그러나 債務者의

故意나 過失 없이 그 履行이 이

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경우에 債務者의 重大한

債務不履行으로 인하여 契約을

維持할 수 없는 부득이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債權者는 최고를 하

지 아니하고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신설> 第544條의4(事情變更과 解除․解止)

當事者가 契約 당시 豫見할 수

없었던 顯著한 事情變更으로 인

하여 契約을 維持하는 것이 명백

히 부당한 때에는 그 當事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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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更된 事情에 따른 契約의 修正

을 요구할 수 있고 相當한 期間

內에 契約의 修正에 관한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契約

을 解除 또는 解止할 수 있다.

第545條(定期行爲와 解除) 契約의

性質 또는 當事者의 意思表示에

依하여 一定한 時日 또는 一定한

期間內에 履行하지 아니하면 契

約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을 境

遇에 當事者 一方이 그 時期에

履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相對方

은 前條의 催告를 하지 아니하고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삭제>

第546條(履行不能과 解除) 債務者의

責任있는 事由로 履行이 不能하

게 된 때에는 債權者는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삭제>

第547條(解止, 解除權의 不可分性)

①當事者의 一方 또는 雙方이 數人

인 境遇에는 契約의 解止나 解除

는 그 全員으로부터 또는 全員에

對하여 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解止나 解除의 權

利가 當事者 1人에 對하여 消滅한

때에는 다른 當事者에 對하여도 消

滅한다.

第547條(解除, 解止權의 不可分性)

①當事者의 一方 또는 雙方이 數人인

境遇에는 契約의 解除나 解止는

그 全員으로부터 또는 全員에 對하

여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境遇에 解除나 解止의 權

利가 當事者 1人에 對하여 消滅한

때에는 다른 當事者에 對하여도 消

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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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51條(解止, 解除와 損害賠償) 契約

의 解止 또는 解除는 損害賠償의

請求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551條(解除, 解止와 損害賠償) 契約

의 解除 또는 解止는 損害賠償의

請求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575條(制限物權 있는 경우와 賣渡

人의 擔保責任) ①賣買의 目的物이

地上權, 地役權傳貰權, 質權 또는

留置權의 目的이 된 경우에 買受

人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契約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경우에 限하여 買受人은 契約

을 解除할 수있다. 其他의 境遇에

는 損害賠償만을 請求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은 賣買의 目的이 된

不動産을 爲하여 存在할 地役權이

없거나 그 不動産에 登記된 賃貸

借契約이 있는 境遇에 準用한다.

③前2項의 權利는 買受人이 그 事實

을 안 날로부터 1年內에 行使하여

야 한다.

第575條(制限物權 등이 있는 境遇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①賣買의 目的

物이 地上權, 地役權, 傳貰權, 質權,

留置權 또는 對抗力 있는 賃借權

의 目的이 된 경우에 買受人이 이

를 알지 못한 때에는 買受人은 代

金의 減額을 請求할 수 있고 이

로 因하여 契約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境遇에 限하여 契約을 解

除할 수 있다. 買受人은 減額請求

또는 契約解除 외에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은 賣買의 目的이 된

不動産을 爲하여 存在할 地役權이

없는 境遇에 準用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權利는 買受人이

그 事實을 안 날부터 1年內에 行

使하여야 한다.

第576條(抵當權, 傳貰權의 行使와 賣

渡人의 擔保責任) ①賣買의 目的이

된 不動産에 設定된 抵當權 또는

傳貰權의 行使로 因하여 買受人이

그 所有權을 取得할 수 없거나 取

得한 所有權을 잃은 때에는 買受人

第576條(抵當權, 傳貰權의 行使 등과

매도인의 擔保責任) ①賣買의 目的

이 된 不動産에 設定된 抵當權이

나 傳貰權의 行使 또는 假登記에

기한 本登記로 因하여 買受人이

그 所有權을 取得할 수 없거나 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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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 買受人의 出財로 그

所有權을 保存한 때에는 賣渡人에

對하여 그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③前2項의 境遇에 買受人이 損害를

받은 때에는 그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得한 所有權을 잃은 때에는 買受人

은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境遇에 買受人의 出財로 그

所有權을 保存한 때에는 賣渡人에

對하여 그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境遇에 買受人이

損害를 받은 때에는 그 賠償을 請

求할 수 있다.

第580條(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 ①賣

買의 目的物에 瑕疵가 있는 때에는

第575條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그러나 買受人이 瑕疵있는 것을 알

았거나 過失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신설>

②前項의 規定은 競賣의 경우에 適用

하지 아니한다.

第580條(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 ①賣

買의 目的物에 瑕疵가 있는 때에는

買受人은 代金의 減額을 請求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契約의 目

的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

하여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그

러나 買受人이 瑕疵있는 것을 알았

거나 過失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경우에 買受人은 代金減

額 請求 대신에 相當한 期間을

정하여 瑕疵의 補修를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瑕疵補修에 過多한

費用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買受人

은 減額請求, 補修請求 또는 契約

解除 外에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競賣

의 境遇에 適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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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81條(種類賣買와 賣渡人의 擔保責

任) ①賣買의 目的物을 種類로 指

定한 境遇에도 그 後 特定된 目的

物에 瑕疵가 있는 때에는 前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前項의 境遇에 買受人은 契約의

解除 또는 損害賠償의 請求를 하

지 아니하고 瑕疵없는 物件을 請求

할 수 있다.

第581條 (種類賣買와 賣渡人의 擔保

責任) ①賣買의 目的物을 種類로

指定한 境遇에도 그 後 特定된 目

的物에 瑕疵가 있는 때에는 第580

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第1項의 境遇에 買受人은 減額請

求, 補修請求 또는 契約解除를 하

지 아니하고 瑕疵없는 物件을 請求

할 수 있다.

第582條(前2條의 權利行使期間) 前2

條에 依한 權利는 買受人이 그 事

實을 안 날로부터 6月內에 行使하

여야 한다.

第582條(第580條 및 第581條의 權利

行使期間)第580條 및 第581條에

의한 權利는 買受人이 그 事實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

年內에 行使하여야 한다

第594條(還買의 實行) ①賣渡人은 期

間內에 代金과 賣買費用을 買受人

에게 提供하지 아니하면 還買할 權

利를 잃는다.

②買受人이나 轉得者가 目的物에 對

하여 費用을 支出한 때에는 賣渡人

은 第203條의 規定에 依하여 이를

償還하여야 한다. 그러나 有益費

에 對하여는 法院은 賣渡人의 請

求에 依하여 相當한 償還期間을

許與할 수있다.

第594條(還買의 實行) ①(현행 조문

과 동일)

②賣渡人은 買受人이나 轉得者가 目

的物에 對하여 費用을 支出한 때에

는 第203條 第2項 및 第3項의 規

定에 의하여 이를 償還하여야 한

다. <단서 삭제>

<신설> 第655條의2(使用者의 安全配慮義務)

使用者는 勞務提供에 관하여 勞

務者의 安全을 配慮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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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65條(報酬의 支給時期) ①報酬는

그 完成된 目的物의 引渡와 同時

에 支給하여야 한다. 그러나 目的

物의 引渡를 要하지 아니하는 境

遇에는 그 일을 完成한 後 遲滯없

이 支給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報酬에 관하여는 第656條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665條(報酬의 支給時期) ①報酬는

약정한 時期에 支給하여야 하며

그 時期의 約定이 없으면 慣習에

의한다.

②報酬의 支給時期에 관하여 約定이

나 慣習이 없는 경우에는 報酬는

그 완성된 目的物의 引渡와 同時

에 支給하여야 한다. 그러나 目的

物의 引渡를 요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그 일을 完成한 후 지체없

이 支給하여야 한다.

第667條(受給人의 擔保責任) ①完成된

目的物 또는 完成前의 成就된 部分

에 瑕疵가 있는때에는 都給人은 受

給人에 대하여 相當한 期間을 정

하여 그 瑕疵의 補修를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瑕疵가 重要하지 아

니한 경우에 그 補修에 過多한 費

用을 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都給人은 瑕疵의 補修에 갈음하여

또는 補修와 함께 損害賠償을 請

求할 수 있다.

③前項의 경우에는 第53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667條(受給人의 擔保責任) ①完成된

目的物 또는 完成前의 成就된 部分

에 瑕疵가 있는 때에는 都給人은

受給人에 대하여 報酬의 減額을

請求하거나 相當한 期間을 定하여

그 瑕疵의 補修를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그 瑕疵가 重要하지 아니

한 경우에 그 補修에 過多한 費用

을 요할 때에는 瑕疵補修를 請求

할 수 없다.

②都給人은 報酬減額請求 또는 瑕疵

補修 請求 外에 損害賠償을 請求

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는 第536

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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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68條(同前-都給人의 解除權) 都給

人이 完成된 目的物의 瑕疵로 인하

여 契約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때에는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그

러나 建物 其他 土地의 工作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68條(同前-都給人의 解除權) 都給

人이 完成된 目的物의 瑕疵로 인하

여 契約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때에는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단서삭제>

<신설> 第10節 旅 行

<신설> 第674條의2 (旅行契約의 意義) 旅行

契約은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을

다른 곳으로 運送하여 宿食 또는

觀光을 하게 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그 代金을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신설> 第674條의3 (旅行開始前의 解除) 旅

行者는 旅行開始 전에는 언제든

지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그러

나 旅行者는 相對方에게 발생한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신설> 第674條의4 (부득이한 事由로 인한

解止) 부득이한 事由가 있는 때에

는 각 當事者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그러나 그 事由가 當事

者 一方의 過失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相對方에 대하여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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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第674條의5 (代金의 支給時期) 旅行

者는 約定한 時期에 代金을 支給

하여야 하며 그 時期의 約定이

없으면 慣習에 의하고 慣習이 없

으면 旅行의 終了 후 지체없이

支給하여야 한다.

<신설> 第674條의6 (旅行主催者의 擔保責

任) ①實行된 旅行에 瑕疵가 있는

때에는 旅行者는 旅行主催者에

대하여 代金의 減額을 請求하거

나 相當한 期間을 정하여 그 追

完을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그

瑕疵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追完에 과다한 費用을 요할

때에는 追完請求를 할 수 없다.

②旅行者는 減額請求, 追完請求 외

에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신설> 第674條의7 (同前-旅行者의 解止權)

①旅行者는 실행된 旅行의 중대한

瑕疵로 인하여 契約의 내용에 좇

은 履行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에는 契約을 解止할 수 있다.

②契約이 解止된 때에는 旅行主催者

는 代金請求權을 상실한다. 그러

나 이미 실행된 旅行이 旅行者에

게 利益이 있는 범위에서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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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旅行主催者는 契約이 解止된 때에

도 원래의 契約이 歸還運送을 포

함하는 경우에는 旅行者를 歸還

運送할 義務가 있다. 歸還運送의

追加費用은 旅行主催者의 부담으

로 한다

④契約을 解止한 旅行者는 損害賠償

을 請求할 수 있다.

<신설> 第674條의8 (擔保責任의 存續期間) 第

674條의6 및 第674條의7에 의한 權

利는 契約으로 정한 旅行終了日부

터 3個月內에 행사하여야 한다.

<신설> 第674條의9 (擔保責任免除의 特約)

旅行主催者는 第674條의6 및 第

674條의7의 擔保責任이 없음을

約定한 경우에도 알고 告知하지

아니한 事實에 대하여는 그 責任

을 면하지 못한다.

第10節 縣賞廣告 第11節 縣賞廣告

第11節 委任 第12節 委任

<신설> 第13節 仲 介

<신설> 第692條의2 (仲介의 意義) 仲介는 當

事者 一方이 相對方에 대하여 契

約締結의 紹介 또는 周旋을 의뢰

하고 相對方이 이를 承諾함으로

써 그 效力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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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第692條의3 (仲介料請求權 등) ①仲

介에 관하여 報酬를 約定한 경우

에는 仲介人은 그 紹介 또는 周

旋에 의하여 契約이 성립한 경우

에만 報酬를 請求할 수 있다.

②仲介人이 仲介에 관하여 지출한

費用은 특별한 約定이 있는 경우

에 한하여 契約의 성립여부에 관

계없이 그 償還을 請求할 수있다.

<신설> 第692條의4 (報酬請求權의 減額 및

喪失) ①仲介에 관하여 約定한 報

酬가 不當하게 過多한 경우에는

法院은 適當한 額으로 減額할 수

있다.

②仲介人이 契約에 違反하여 依賴人

의 相對方을 위하여 行爲하거나

信義誠實에 반하여 그 相對方과

報酬를 約定한 경우에는 仲介人

은 依賴人에 대하여 報酬나 費用

償還을 請求할 수 없다.

<신설> 第692條의5 (準用規定) 第681條 내지

第683條 및 第689條 내지 第692條

의 規定은 仲介에 準用한다.

第12節 任置 第14節 任置

第13節 組合 第15節 組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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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13條(無資力組合員의 債務와 他組

合員의 辨濟責任) 組合員中에 辨濟

할 資力없는 者가 있는 때에는 그

辨濟할 수 없는 部分은 다른 組合

員이 均分하여 辨濟할 責任이 있

다.

第713條(無資力組合員의 債務와 他組

合員의 辨濟責任) 組合員中에 辨濟

할 資力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辨濟할 수 없는 部分은 다른 組合

員이 損益分配의 比率에 따라 辨

濟할 責任이 있다.

第14節 終身定期金 第16節 終身定期金

第15節 和解 第17節 和解

第734條(事務管理의 內容) ①義務없이

他人을 위하여 事務를 管理하는 者

는 그 事務의 性質에 좇아 가장 本

人에게 利益되는 方法으로 이를 管

理하여야 한다.

②管理者가 本人의 意思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意思에 適合하

도록 管理하여야 한다.

③管理者가 前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事務를 管理한 경우에는 過失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그 管理行爲

가 公共의 利益에 適合한 때에는

重大한 過失이 없으면 賠償할 責

任이 없다.

第734條(事務管理의 內容) ①(현행 조

문과 동일)

②(현행 조문과 동일)

③管理者가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事務를 管理한 경우에는 過失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그 管理行爲

가 公共의 利益에 適合한 때에는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없으면

賠償할 責任이 없다.

第743條(期限前의 辨濟) 辨濟期에 있

지 아니한 債務를 辨濟한 때에는

그 返還을 請求하지 못한다. 그러

나 債務者가 錯誤로 因하여 辨濟한

때에는 債權者는 이로 因하여 얻은

利益을 返還하여야 한다.

第743條(期限前의 辨濟) 辨濟期에 이

르지 아니한 債務를 辨濟한 때에

는 그 반환을 請求할 수 없다. 그

러나 債務者가 錯誤로 因하여 辨濟

한 때에는 債權者는 이로 因하여

얻은 利益을 返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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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51條(財産以外의 損害의 賠償) ①

他人의 身體, 自由 또는 名譽를 害

하거나 其他 精神上 苦痛을 加한

者는 財産 以外의 損害에 對하여도

賠償할 責任이 있다.

②法院은 前項의 損害賠償을 定期金

債務로 支給할 것을 命할 수 있

고 그 履行을 確保하기 爲하여

相當한 擔保의 提供을 命할 수

있다.

第751條(財産以外의 損害의 賠償) 他

人의 身體, 自由 또는 名譽를 害하

거나 其他 精神上 苦痛을 加한 者

는 財産 以外의 損害에 對하여도

賠償할 責任이 있다.

<삭제>

第755條(責任無能力者의 監督者의 責

任) ①前2條의 規定에 의하여 無能

力者에게 責任없는 경우에는 이를

監督할 法定義務 있는 者가 그 無

能力者의 第三者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監督

義務를 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②監督義務者에 갈음하여 無能力者

를 監督하는 者도 前項의 責任이

있다.

第755條(監督者의 責任) ①第753條

및 第754條의 規定에 의하여 無能

力者에게 責任없는 경우에는 이를

監督할 法定義務 있는 者가 그 無

能力者의 第三者에게 加한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그러나 監督

義務를 懈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②未成年者를 監督할 法定義務 있는

자는 未成年者에게 責任能力이

있는 경우에도 第1項의 責任이

있다. 그러나 그 未成年者에게 辨

濟資力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③監督義務者에 갈음하여 責任無能

力者 또는 責任能力 있는 未成年

者를 監督하는 者도 第1項 및 第2

項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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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64條(名譽毁損의 境遇의 特則) 他

人의 名譽를 毁損한 者에 對하여는

法院은 被害者의 請求에 依하여 損

害賠償에 갈음하거나 損害賠償과

함께 名譽回復에 適當한 處分을 命

할 수 있다. <단서신설>

第764條(名譽毁損의 境遇의 特則) 他

人의 名譽를 毁損한 者에 對하여는

法院은 被害者의 請求에 의하여 損

害賠償에 갈음하거나 損害賠償과

함께 名譽回復에 適當한 處分을 命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處分으로

加害者의 良心의 自由가 侵害되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