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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가 계약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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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COVID-19)의 여파로 글로벌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그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은 관광, 리테일,
제조업, 기술 등 주요 산업들에 여러 방면으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기업들 및 다국적 기업들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여러 각도로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여파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를 참고하여
연락주십시오:

특히, 일부 계약들은 현재 "상업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본 자료는
기업들이 많이 문의하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말레이시아 법을 근거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리고자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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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계약의 이행이 영향을 받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2.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계약의 이행이 어려울 때,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구제 방안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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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가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다음과 같은 사안들은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부 행사들의 개최를 금지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 / 규제 / 법



계약된 행사의 미진행 혹은 취소



계약서에 참작된 사항과는 상업적으로 혹은 근본적으로 다른 상당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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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맺은 후 발생한 변경된 상황으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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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고자 하는 계약 당사자는 이행불능 상황을 잘 밝혀내야 합니다. 즉,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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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때, 계약은 "이행불능 (frustrated)"이라고 말합니다.
변경된 상황은 "이행불능 상황 (frustrating event)" 으로 불립니다. 이행불능을
당사자 한 측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이행불능 상황이 초래했다거나, 이행불능
상황은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등이 방어할 수 있는
주장들입니다. 그러나, "상업적 불가능 (Commercial impossibility)"은 이행불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 (Force Majeure)
잘 작성된 상업 계약서에는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때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구제 방안을 규정하는 "불가항력 (force majeure)"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에 소개한 몇 가지 경우를 비롯한 만일의 사태 시 계약
조건이 명확하다면 계약서의 불가항력 조항이 시행됩니다.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및 구제 방안
블가항력 조항이 발동되면, 일반적인 구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적 의무 유예



미이행 혹은 지연으로 인한 책임에서 면제



계약의 해지

불가항력 상황으로 초래된 손실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각자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불가항력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계약 이행불능 상황이
적용되면, 이행불능 상황으로 인하여 이행불능 계약은 무효라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의 이행에서 면제됩니다. 이후 법원은 계약서가
이행불능되기 이전 계약 당사자들간에 지급된 / 지급해야 할 금액의 배상, 한
당사자에게 전달된 혜택의 배상 및 비용 청구를 비롯한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와
법적 책임의 분배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습니다.

기업이 취할 조치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들을 검토하여 불가항력 조항의 여부를 확인하고, 현 상황에
의존할 수 있는 조항인지 혹은 기타 관련 조항의 여부를 확인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하기 위한 제한 조건 및 타임라인이 있는지 여부
확인



계약서에 경감 사유가 있는지 여부 고려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라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조항을
전략적으로 작성하여 포함


www.wongpartners.com
Wong & Partners
Level 21
The Gardens South Tower
Mid Valley City
Lingkaran Syed Putra
59200 Kuala Lumpur

계약 당사자들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윈-윈" 상황으로 협상할 여지를
고심

계약적 관계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가 초래할 법적 결과는 계약서의
종류, 계약된 의무의 종류, 의무가 이행되는 상황, 상황의 변동이 있을 가능성에
따라 다양하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솔루션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기업들은 계약서의 조항들과 적용 가능한
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입니다.

**********

본 자료는 영어로 쓰여진 원문을 한글로 번역한 자료이며, 가장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 Wong & Partners. All rights reserved. Wong & Partners is a member firm of Baker & McKenzie International, a global law firm with member law firms around the world. In accordance
with the common terminology used in professional service organizations, reference to a "partner" means a person who is a partner or equivalent in such a law firm. Similarly, reference to an
"office" means an office of any such law firm. This may qualify as "Attorney Advertising" requiring notice in some jurisdictions. Prior results do not guarantee a similar outc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