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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의 기업인수실무는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를 본격적으로 도입

한 이래 지난 20년 간, 기업인수계약의 핵심적 내용인 ‘대상기업의 성상

에 관한 합의’를 함에 있어, 영미의 ‘진술·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조항’을 널리 이용해 왔다. 영미의 기업인수거래에서 진술·보증

은 기업인수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거래를 성사

시키기 위한 필수적 기법이다. 기업인수시장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영미

식 기업인수계약서가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도 이러한 우리 실

무의 태도는 지속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진술·보증이 기업인수거래에서 가지는 이러한 경제적·기능적 

측면과 ‘진술·보증위반시 매수인의 구제’라는 법리적 측면은 구별해서 보

아야 한다. 진술·보증은 대륙법계 민법에 없는 이질적인 법개념으로서, 

그 용어의 이면에 내재된 영미의 법리들까지 수입된 것은 아니다. 영미

에서라면 진술·보증위반에 적용되는 커먼로의 법리를 통해서 매수인의 

구제에 관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 영미

식 기업인수계약서상 기재된 진술·보증조항의 해석만으로는 그에 상응하

는 법리를 도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영미의 법리는 계약위반책임

(breach of contract)과 부실표시책임(mispresentations)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것이어서, 당사자들이 영미의 관련 법리에 상응하는 규율들을 스스로 창

설하고 그러한 계약상 규율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 결과 우리의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상 진술·보증과 관련하여 

현재 커다란 ‘법적 공백’이 우려되고 있고, 이에 따른 기업인수거래의 법

적 불확실성도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를 적절히 규율할 수 있는 우

리 법리의 규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기업인수계약은 기업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이고, 기업의 성상에 관

한 매도인의 진술·보증이 위반되었다는 것은 그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

다는 의미이다. 우리 민법상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

은 주로 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계약취소 등에 의하여 

규율된다. 문제는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가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

서, 일견 영미의 진술·보증위반의 법리와 상당히 달라 보이는 우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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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규율들이 기업인수계약에 적용되기에 적합한가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민법의 규정들과 종래의 법해석을 토대로 기업

인수계약에 적합한 해석론을 모색하고, 이를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기업

인수계약법상 법리들과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 민법이 기업의 

하자 문제와 관련된 전형적인 법적 쟁점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영미 등 

다른 나라들의 법리에 비하여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인수

시장의 특수한 사정까지 고려할 수 있는 보다 적합한 해결책이 될 수 있

음을 알 수 있는바, 우리 민법에는 기업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을 

규율하기에 충분한 적합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기

업의 성상에 관한 합의를 진술·보증의 방식으로 합의한 경우에도 이러한 

민법의 규율들 내에서 진술·보증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종래 우리의 학설과 판례는 진술·보증에 관하여 이러한 민법

의 적용을 배제하고 계약상 규율 및 신의칙 등 법의 일반원칙만 가지고 

해결하려 하거나, 이에 관한 독자적 법리를 창설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

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우리가 당면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이를 가중시킬 뿐이다. 

기업인수계약상 대상기업에 관한 진술·보증에 우리 민법을 적용함으

로써 얻게 되는 실질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의 포괄적이고도 상세한 규율들이 적용됨으로써 현재의 

‘법적 공백’ 우려가 크게 해소되고 이로써 기업인수거래의 법적 확실성 

및 안정성이 제고된다.  

둘째, 관련 민법규정들은 대부분 임의규정인바, 당사자들이 임의규정

의 적용을 받거나 합의를 통해 이를 배제·수정하는 방식으로 용이하게 

거래의 특성에 맞는 완성도 높은 계약상 규율에 이를 수 있다. 이로써 

거래비용이 절감되고 기업인수거래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셋째, 우리 민법의 규정들이 재판규범이 되어 관련 분쟁을 효과적으

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주요어 : 기업인수계약, 진술, 보증, 보장 

학  번 :  2008-3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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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1. 한국의 기업인수시장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개방이 본격화된 

이후 급성장하였고, 이 과정에서 세계 기업인수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미

국과 영국의 기업인수계약서가 우리의 기업인수거래에도 널리 사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1 통상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인수계

약에서는 민법을 포함한 일체의 우리법이 그 준거법으로 약정된다. 2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추가 또는 배제되어야 할 사

항들에 대한 최소한의 수정만을 거친 채, 영미의 기업인수계약서 일체를 

모방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이 영미에서 사용되는 기업인수계약서를 영문 그대로 사용하

거나, 국문으로 직역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보통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

라고 부른다. 이러한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는 주로 외국기업이 국내기

업을 인수하는 거래에서 외국기업의 요청에 따라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

였으나 현재는 국내기업 간 주요 기업인수거래에도 그 사용이 일반화되

어 있다. 이러한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는 대륙법계 민법에 따라 작성되

                                          
1 허영만, “M&A계약과 진술ㆍ보증 조항”, BFL 20호(2006. 11), 17면; 강진구, 

“진술 및 보장 위반책임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BFL 67호(2014. 9.), 60면; 

김갑유, “M&A 관련분쟁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 분쟁사례의 단계적 분석을 

통하여”, 국제거래법연구 제20권 2호(2011), 29면 17면. 
2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박영사, 2013, 376-377면은, “계약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의 범위를 보면 준거법이 법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계약법은 아직도 국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준거법인 외국 

계약법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막연히 외국 계약법이 우리 계약법과 

유사할 것으로 믿고 함부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예컨대 M&A 관련 계약에서 영미의 실무상 발전되어 온 ‘진술 및 보장(represent

ations and warranties) 조항’도 그것이 준거법이 한국법인 주식매매계약서에 포함

되었다면 한국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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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오던 종래의 계약서들과는 그 체제뿐만 아니라, 법률용어를 포함한 

계약의 내용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진술·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조항은 영미식 기업인수

계약서에서 양적으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3 실제 기

업인수계약 당사자들의 법률적·경제적 이해관계 측면에서도 단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4  일반적으로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이란 기업

을 매도하는 당사자가 대상기업의 여러 성상에 관하여 진술을 하고 그 

진실성 및 정확성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진술·보증을 통해 대

상기업의 가치가 확정되고 이를 토대로 당사자들은 계약체결 여부 및 가

격 등 거래조건을 정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은 일반적인 물건의 매매에 

비하여 그 기업의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가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다 보니, 

영미의 기업인수계약서는 그러한 각 구성요소를 포괄하기 위하여 상세하

고도 방대한 진술·보증 조항을 발전시켜 왔다. 상대적으로 기업인수거래

의 경험이 부족했던 우리의 기업인수 실무는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를 

사용함으로써, 영미에서 발달한 진술·보증조항의 작성기술도 함께 체득해 

왔다고 할 수 있다. 

 

2.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자연스레 그 계약

서에 포함된 영미식 개념들5을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진술·보증조항의 해석에 관한 다툼인데, 그 과정에서 

민법의 적용여부를 둘러싸고 일대 혼란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전

                                          
3 미국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인수계약서에서 대상기업에 관한 

진술·보증조항이 분량면에서 약 30% 를 차지한다고 한다. John C. Coates IV, 

“M&A Contracts: purposes, types, regulation, and patterns of practice,” Harvard John M. 

Olin Discussion Paper Series No. 825 (04/ 2015), 9-10. 
4 진술·보증외에 기업인수계약의 핵심 요소로는, 확약(covenants), 조건(conditions), 

면책(indemnifications)를 들 수 있다. James C. Freund, Anatomy of a Merger: Strategies 

and Techniques for Negotiating Corporate Acquisitions, 1975, 153-171. 
5 관련 분쟁의 동향에 관하여는, 강진구(주 1), 60면 이하; 김갑유(주 1), 29면 이

하; 천경훈, “M&A 계약에 관한 분쟁과 중재,” 계간중재 제333호(2010), 30면 이

하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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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기업인수시장의 법적 예견가능성 내지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진술·보증이 영미법계로부터 직수입된 법

개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대륙법계에 속하는 우리 민법의 적용

을 받는 것인가?’라는 새롭고도 근본적인 물음이 자리잡고 있다. 영미에

서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의 법리들은, 당사자들이 계약 당시 상정하

지 않았던 대상기업의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느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과 우리 민법의 관계를 살펴보는 작업은, 곧 민법상 대상기업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들(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매수인의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 등)이 과연 

기업인수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용된다면 그 구체적인 해

석은 무엇인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논란은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의 도입 초기부터 이미 예

견되어 왔다. 종래 실무는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를 도입하고 이를 거래

관행으로 정착시키는데 급급했을 뿐, 영미의 개념인 진술·보증과 우리 민

법과의 관계에 대한 법리 검토에는 소홀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다. 즉, 종래 체결된 영미식 기업

인수계약서들 가운데, 민법의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

임, 계약취소 등의 적용가능성을 명확히 염두에 두고 진술·보증위반 시 

이러한 민법규정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될 쟁점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고 

있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도 하반기에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위반

책임에 관하여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6 동 판결은 매도인

의 진술·보증이 허위라는 점을 이미 알았던 매수인이라도 매도인에게 손

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그 이유를 진술·보증조항을 포함한 

계약의 문언해석에서 찾고 있다. 그런데 본 판결에서 주목되는 것은, 계

                                          
6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판결. 본 판결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제

4장 제4절 II.2.(2)(나) 및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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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서 문언상 매수인의 악의가 매도인의 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인지에 관해서 아무런 정함이 없어 계약의 해석을 통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임에도, 민법의 관련 임의규정(예컨대,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의 

적용여부에 관하여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영

미식 진술·보증조항과 관련하여 우리 민법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유보해 왔던 종전 실무의 입장이 투영된 결과라 할 수 있

다. 

 

3. 그렇다면 우리의 실무가 진술·보증과 우리 민법과의 관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진술·보증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

장 주된 이유는 이질적인 영미법계의 법개념과 대륙법계인 우리 민법과

의 관계에 대한 판단 자체가 생소한 것이고 이에 참조할 만한 선행연구

가 극히 불충분하였기 때문이다.7 

더욱이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의 경우에는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특별한 사정도 있다. 영미는 판례법 국가인데 기업인수거래의 중

재선호 경향으로 말미암아 진술·보증을 포함해서 기업인수계약 전반에 

걸쳐 관련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영미에서도 기

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의 법리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헌을 발

견하기란 매우 어렵다. 바로 이 점이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디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실제 우리 실무가 이미 20년 가까이 진술·보증 개념을 사용해 왔음에도 

                                          
7 비단 이러한 문제점은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제거래

의 증가와 더불어 대륙법계 국가에서 계약상 영미법계의 법률용어가 그대로 수

입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 때 그러한 영미법상의 용어를 우리 

민법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공통적으로 문제되는데,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일반적 방법론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다만, 최근 들어 

외국법 개념의 해석 방법에 관한 논의가 약간씩 나오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권영준, “최선노력조항 (best efforts clause)의 해석,”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3호

(2014), 80면; 김성민, “계약상 중대한 위반 조항의 해석,” 저스티스 통권 제157호

(2016), 81-8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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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상 진술·보증의 법리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무에서는, 진술·보증과 우리 민법의 관계를 규명

하기보다는 진술·보증조항의 계약해석과 신의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만 

의지하여 그와 관련된 모든 법적 쟁점들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

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결방식이 기업인수계약의 전문성, 당사자

들의 계약자유를 중시하는 영미의 계약법 전통, 나아가 이미 영미의 기

준에 따라 세계화되고 있는 기업인수시장의 발전 방향에도 부합하리라는 

믿음이 만연해 있다. 기업인수계약은 우리 매매법이 제정 당시 예상한 

계약유형이 아니라거나, 진술·보증은 법체계를 달리하는 영미법상의 개념

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우리 민법의 적용이 없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해 

버리는 경향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 역시 진술·보증 관련 법리는 당사자

의 합의만으로 충분히 규율되는 것이라는 믿음과 관련이 있다. 특히 이

러한 경향은 기업인수계약를 담당하는 협상변호사들에게서 강하게 나타

나는데, 일견 민법의 적용이라는 골치 아픈 문제를 외면하고도 진술·보증

개념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묘수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 실무의 경향은 현재 사용되는 진술·보증조항의 

문구를 들여다 보는 것만으로도 그 타당성에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다. 우선 영미의 경우 진술·보증은 원칙적으로 계약위반책임(breach of 

contract)과 부실표시책임(misrepresentation)에 관한 판례법에 따라 그 법리

적 내용이 정해진다. 8  계약서에서는 관련 판례법이 모두 적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판례법상의 특정 쟁점에 관하여 서로 이견이 있거나 관

련 판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법리적 내용이 드러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영미의 판

                                          
8 여기서 영미의 계약위반책임과 부실표시책임의 법리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또는 과실책임 여부, 묵시적 보증(implied warranties)의 인정여부, 매도인의 침묵

에 대한 부실표시책임 인정여부, 보증위반책임과 부실표시책임으로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의 종류 및 내용, 진술·보증위반을 알았던 매수인에 대한 구

제수단 인정여부, 손해의 개념·범위·산정기준 등 다양한 쟁점에 관한 수많은 판

례법들을 아우른다. 그리고 같은 영미법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별 판례의 

법리들은 각 국가·주 등 관할 법원별로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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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법상 각종 진술·보증 위반책임의 법리는 많은 경우 계약서 문언에 드

러나지 않는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상 진술보증·조항

의 문언들을 살펴보면, 매도인이 대상기업의 각종 성상에 관한 ‘진술’과 

‘보증’을 하고 그 위반효과로서 ‘손해배상(damages)’ 또는 ‘면책

(indemnifications)’을 약속하면서 손해배상액 한도 등에 관한 합의를 추가

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영미법상 진술·보증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각종 법적 쟁점들의 처리에 관해서까지 기재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영미의 진술·보증조항의 경우 문면 자체에는 관련 판례법리

가 드러나지 않거나, 각 계약서별로 그 내용이 상이해지는, 소위 ‘변이

(variations)’에 해당하는 부분에 일부 진술·보증 관련 법리가 들어 있음에

도, 우리는 영미의 기업인수계약서에 공통되는 문구만 모방함으로써 오

히려 진술·보증에 관한 법적 쟁점들은 놓치고만 형국이다.9  따라서 현재 

우리의 진술·보증 조항은 그 계약해석만으로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수 없는 매우 ‘불완전한 합의’라 할 수 있다. 

영미의 진술·보증 관련 판례법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상황에서 변호

사 개인이 각자 입수한 소수의 영미식 계약서 문구에만 의존하여 진술·

보증조항을 만들다보니 이러한 오류를 범했을 공산이 크다. 실무 일각에

서는 향후 기업인수거래의 경험이 좀더 축적되고 영미식의 계약협상 문

화가 자리잡으면 점차 ‘완전한 계약’이 등장할 것으로 낙관하는 경향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불완전한 조항들이 양산되는 원인이 단지 

담당변호사의 경험부족이나 협상실패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보

증 자체에 관한 법리적 무지에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그 동안 영

미의 기업인수경험이 축적된 상세한 진술·보증조항을 차용함으로써 대상

                                          
9 이는 앞서 언급한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판결의 사례에서도 확

인된다. 기업인수계약상 대상기업의 진술·보증 위반에 대하여 매수인이 이미 알

고 있는 경우 매도인에게 그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미 영미

의 기업인수계약론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임에도, 종래 우리의 영

미식 기업인수계약서에서는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작성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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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모든 가치요소를 상세히 목록화하는 기술을 배우는데는 성공했지

만, 진술·보증위반의 법리, 즉 대상기업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에 

관해서는 간과함으로써 일종의 법적 공백상태에 빠진 상황이라 할 수 있

다. 영미의 진술·보증 관련 법리에 관한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도입한 진술·보증조항이 가지는 계약해석상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

으로부터 본 논의를 시작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4. 한편, 종래 실무에서는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에 대한 민법 적

용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법 적용의 문제를 논

의하더라도 대체로 그 적용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민법의 관련 규정들이 비교적 새로운 현상인 기업인수계

약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 적용이 부적합할 것이라는 

예단이 깊게 깔려 있다. 이러한 경향을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그 동안 

우리 민법학에서 기업인수계약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해왔다는 점을 지

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가 널리 사용되고는 있지만 모든 기업인

수계약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가 도입되기 

전에는 물론이고, 지금도 일반 매매계약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형태의 

주식매매계약서나 영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진술·보

증이란 문구가 들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다. 특히 전문변호사의 도움 없

이 체결되는 중소규모의 기업인수거래의 경우에 그러하다. 그런데 기업

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은 영미식 진술·보증조항에 합의하지 않았

더라도 우리 민법상 그 발생이 당연히 예상되는 문제이다. 이 때 매도인

의 책임이 민법상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종래 민법학의 연구가 매우 미

진했고, 이것이 진술·보증의 민법상 지위에 대한 이해를 가로막는 큰 장

애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종래 실무가 기업인수계약상 기업의 하자 문제를 둘러싼 법적 규율

에 관해서 우리 민법의 적용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민법학

이 우선적으로 당면한 과제는, 관련 법적 쟁점들을 확인하고, 기업인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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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특성에 맞는 우리 민법의 해석론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 결과에 따

라, 즉 우리 민법이 이 문제에 관한 규율적합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이 차지하는 우리법상의 지위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제2절 논문의 목적과 구성 

 

I. 논문의 목적 

 

이 글은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의 우리 민법상 지위를 규명하는

데 최종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본 문제를 둘러싸고 기업인수시장

에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인수거래의 명

확성 및 안정성을 높이며 향후 진술·보증조항 작성과 관련한 실무의 발

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한편, 이 글에서 다루는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의 문제는, 기업인

수거래뿐만 아니라 금융거래 등 국제화 경향이 강한 분야에서 공통적으

로 관찰되는 ‘우리 계약의 영미화 현상’의 일면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

데 기업인수계약은 여러 측면에서 비교적 새로운 법현상이기는 하지만, 

가장 보편적 계약유형인 매매 거래의 일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단기간 내에 영미식 계약서의 침투를 허용하였고 이제는 시장의 우위

까지 내주었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학에서도 이 현상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까지 계약의 영미화 현상은 새로운 입법에 의해 해결되거

나 일부 전문가 집단에 의한 독자적 규율로 해결될 문제로 인식되어 민

법학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경향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 중에는 우

리 민법학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생각된다. 본 주제

는 계약의 영미화라는 새로운 법현상에 대한 민법학의 주의를 환기시킨

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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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논문의 구성 

 

1. 앞 절에서 문제 제기한 바와 같이,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의 

민법상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서 현재 해결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과제들을 일목요연하게 풀어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

행하고자 한다. 

(1) 우선 영미의 기업인수계약에서 대상기업에 대한 진술·보증을 둘

러싸고 발생하는 법적 쟁점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선

행되어야 한다. 이미 많은 거래경험을 축적해 온 영미의 기업인수계약법

은 우리의 기업인수시장에서 대상기업의 하자를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

는 전형적인 이해충돌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근거이기 때문이다. 

(2) 그 다음으로는 영미에서 이러한 법적 쟁점들에 관하여 구체적으

로 어떠한 법리적 해결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기업인수계약

분야에서는 영미의 거래관행이 곧 대륙법계 국가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

의 계약관행으로 되는 소위 ‘기업인수계약서의 세계화(영미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점에서 영미의 관련 법리를 확인하는 것은 우

리의 기업인수계약법리를 규명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이 때 관할법원별로 판례법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법원이 내린 결론을 

가지고 그 당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여러 법원의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

고 그러한 경향이 나타난 원인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다른 선진 대륙법계 국가의 관련 법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

러 선진 대륙법계 국가들은 우리보다 앞서서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 사

용을 관행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  그 중에서도 독일은 오래 전부터 

자국 민법에 따른 기업인수계약의 법리를 발전시켜 오다가 영미식 기업

인수계약서 도입을 맞이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영미식 진술·보증의 

개념을 염두에 둔 민법개정에까지 이르렀으며, 담보책임 등 우리법제와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교법적 가치가 높다. 한편 최근까지 

                                          
10 Philip Martinius, (ed.), M&A – Protecting the Purchaser, 20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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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에 관한 우리의 법리적 연구는 주로 일본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현재 양국의 연구 내용은 매우 흡

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이 분야의 연구가 시작된 

것은 상당히 최근이고 관련 판례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을 단편적으로 다

루는 실무논문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독일의 연구와 비견될 정도의 

체계적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논의를 독일의 논

의와 같은 평면에 두고 비교법적 검토를 진행하기에는 여러모로 무리한 

점이 있으므로 일본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충적

으로만 진행하기로 한다.11 

(4) 이러한 외국의 법리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이제 우리 민법에 따

른 기업인수계약법리를 확인해 보는 작업이다. 이는 ‘대상기업의 하자에 

관한 매도인 책임’에 관한 현재의 민법 규율들을 먼저 충실히 검토하는 

데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영미식 진술·보증조항의 사용여부와 무관하

게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둘러싼 법적 문제는, 설사 그 목적물이 기업인 

경우라도, 일응 종래 민법의 법리로 해결될 문제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리고 결국 ‘기업의 하자에 관한 매도인의 책임’이라는 같은 영역의 문제

를 다루고 있는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 역시 이 영역에 대한 민법의 

적용 여부가 우선 규명되어야만 비로소 그 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래 이 부분에 관한 우리 민법학의 선행연구가 결여

된 상황에서 영미식 진술·보증의 도입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법리적 혼란

이 더욱 가중된 측면이 있다. 관련 법적 쟁점별로 우리 민법의 법리에 

따른 해결과 미국, 영국, 독일의 법리들을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우리 민

법이 기업인수계약을 규율하기에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

데 각 국가별 법리들은 그 연원과 법적 의미가 동일할 수 없으므로, 어

느 국가의 특정 법리만 떼어내어 우리의 특정 법리에 끼워맞춰 비교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예컨대, 미국 일부 주법원의 보증위반책임 관련 

법리와 우리의 담보책임법리만을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영미의 경우

                                          
11 본 논문의 제3장과 제4장에서 각 독일의 논의를 소개하면서도, 일본의 논의

는 제4장에서만 소개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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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부실표시책임까지, 우리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취소권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각 쟁점별로 도출되는 구체적 해결책을 종

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또한 다른 나라들의 각종 법리에 따른 결론들

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기업인수거래의 특성상 어느 국가에서든 동일한 

해결책이 타당한 결론으로 도출되는 것인지, 아니면 입법정책의 문제로

서 각 준거법별로 상이한 규율을 용인할 성질의 것인지를 판별해야 한다. 

이 때 단순 법비교가 어려울 만큼 우리나라에 특이한 제도가 있다면 그

것이 기업인수계약의 맥락에서도 고유한 법리로서 존중되어야 할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배제되는 것으로 축소해석하거나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

한 것인지도 구별해야 한다.  

(5) 만약 위 단계에서 우리 민법이 기업의 하자를 규율하기에 적합

하지 않다고 결론이 난다면, 더이상 진술·보증을 우리 민법상 매도인의 

책임 규율 내에서 이해하기는 어렵게 된다. 이 때에는 당면한 법적 불확

실성의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민법 외적 해결’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독일의 2002년도 개정 민법에서 볼 수 있는 ‘입법적 해

결 방식’과 독일 및 일본의 계약실무에서 나타나는 독립적 보장이나 손

해담보계약에 따른 ‘계약적 해결 방식’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6) 그러나 반대로, 위 단계에서 우리 민법의 규율적합성이 긍정되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제는 영미의 개념인 진술·보증이 우리 민법과의 관계

에서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 민법

상 매도인의 책임 관련 규정들이 기업의 하자를 규율하기에 적합하다 하

더라도, 대상기업에 대한 진술·보증이 우리 민법상 매도인의 책임에서 정

하는 내용 외에 다른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는 결론이 바로 도출

되는 것은 아니다. 진술·보증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서 기업인수거래의 맥락에서 당사자들이 진술·보증에 민법의 규정

들과는 다른 내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포함시켰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민법의 규율적합성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민법

의 적용을 배제하고 진술·보증에 관해서 독자적 법리를 구성하려는 시도 

역시 계약자유의 원칙상 입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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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는, 민법 적용을 전제로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이 가지는 의미

를 살펴보면서, 민법과 일부 다른 법리를 적용하거나, 아예 민법의 적용

을 일체 배제하고 진술·보증에 관한 독자적 법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이러한 논의의 흐름에 따라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

다. 제1장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전체 논의의 기초로서 기업인수계

약상 진술·보증의 개념 일반을 살펴본다. 영미의 법개념인 기업인수계약

상 진술·보증의 개념이 무엇인지에서 시작해서(제1절), 이제는 영미를 넘

어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동 개념이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제2절). 그리고 우리의 기업

인수계약상 진술·보증조항이 계약상 규율로서 가지는 한계 및 우리법에 

따른 법적 규율의 필요성을 살펴본다(제3절). 

본격적 논의는 제3장 및 제4장에서 이루어진다. 우선 제3장의 목표

는 우리 민법상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규정들이 기업

인수거래계약상 기업의 하자문제를 규율하기에 적합한지를 규명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같은 문제를 다루는 영미의 판례법리(진술·보증위반의 

법리)와 독일의 민법상 법리들(하자담보책임,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전형적인 법적 쟁점들을 추출하고 기업인

수거래에 적합한 해결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제2절). 그리고 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우리 민법상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규

정들(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계약취소)이 이 문제를 해

결하기에 적합한 것인지를 검토한다(제3절). 이 과정에서 우리의 종래 법

해석론으로써 기업인수계약에 대처하기에 미흡했던 부분들과 영미와는 

다른 우리 고유의 법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석론을 

새롭게 시도할 것이다. 

이러한 제3장의 논의로부터 결국 우리 민법이 기업인수계약상 대상

기업의 하자 문제를 규율하기에 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를 토대

로 제4장에서는 대상기업의 성상을 영미식 개념인 ‘진술·보증’의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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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합의했을 때 과연 우리 민법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독일과 일본의 예를 살펴보면, 우리와 같은 대륙법계 민법을 두고 

있으면서도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상 ‘진술·보증’에 대해서는 민법상 규

율들과는 다른 독자적 법리에 따르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자국의 민법 규정들이 기업의 하자를 규율하기에 부

적합하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다,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러

한 해결을 추구하는 방식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

음을 알 수 있다(제2절). 반면에, 우리의 경우에는 이 문제에 관한 민법

의 규율적합성이 인정되는바, 각 민법상 책임규정 내에서 진술·보증의 의

미를 파악하더라도 충분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며, 그러한 민법적용이 기

업인수거래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할 것

이다(제3절). 그럼에도 종래 우리의 학설과 판례는 우리 민법의 규율들을 

일부 또는 전부 배제하고 계약해석과 법의 일반원칙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 왔는바, 설사 그러한 해결이 이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여

도, 실제로 진술·보증을 둘러싼 법리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살펴본다(제4절). 

제5장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 및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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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업인수계약상 진술ㆍ보증 일반론 

 

 
제1절 영미의 기업인수계약상 진술ㆍ보증 

 

I.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의 개념 

 

1.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의 의미 

 

기업인수란 흔히 ‘M&A(Mergers & Acquisitions)라 일컬어지는 기업의 

지배권이전거래12 유형 중, 합병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

인수는 지분인수형 기업인수(share deal)와 자산인수형 기업인수(asset deal)

로 분류된다. 대법원 13도, 전자는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그 소유자

로부터 양수받아 양수인이 회사의 새로운 지배자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로서 “영업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주체인 회사

의 주식이나 지분권을 양도·양수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지분권자 개인이 양도인이 되는 

것이고 회사가 양도인이 될 수 없”고, 후자는 “영업 주체인 회사로부터 

영업 일체를 양수하여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인 양수인이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영업의 주체인 회사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계

약을 체결하고 양도·양수 후에도 양수인은 그 회사와는 별도의 주체로서 

양수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하여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14  

                                          
12 이와 같이 M&A의 개념을, 기업 지배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거래 

활동으로 폭넓게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상사법학회 편, 주식회사법대

계 III, 법문사, 2013, 494면(천경훈 집필부분). 
13 대법원 1995.8.25. 선고 95다20904 판결; 대법원 1999.4.23. 선고 98다45546 판

결. 
14 지분인수형 거래는 자산인수형 거래와 비교하여 (i) 대상회사가 소유한 개별

자산, 부채, 계약 등을 일일이 이전할 필요없이 기업의 가치를 표창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것만으로 거래가 종결되므로 거래절차가 간소하고, (ii) 기업인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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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영미의 기업인수계약서상 대상회사의 성상에 관한 진술·보증

은 자산양수도형 거래(asset deal)뿐만 아니라, 단순히 주주 구성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실제 가치 이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주식(지

분)매매형 거래(share deal)에 있어서도 빠짐없이 이루어진다.15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상 여기서 ‘기업인수계약’이라고 할 때에는 양 유형을 구분

하지 않고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그러나 대상기업에 관한 진술·보증 

위반 내지 대상기업에 관한 하자가 있을 때 그것이 민법상 매도인의 책

임을 발생시키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산인수형 거래와 달리 지분

(주식)양도거래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형식적으로 당해 거래의 목적물은 

지분(주식)이라는 점에서 대상기업의 하자를 거래 목적물의 하자로 취급

할 수 있는지 이론상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16 

일반적인 영미의 기업인수계약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① 당사자 표

시 및 서문, ② 가격, 지급방법, 거래구조, ③ 진술·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④ 확약(covenants), ⑤ 조건(conditions), ⑥ 해지, ⑦ 면책

(indemnifications), ⑧ 세금, ⑨ 정의, ⑩ 잡칙 순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적

으로 진술·보증이 가장 큰 분량을 차지한다.17  

이 가운데 진술·보증과 관련하여, ‘대상기업에 대한 진술·보증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이라는 표제하에, 기업인수계약상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회사의 각종 성상에 관하여 

진술하고(represent) 보증한다(warrant)’는 취지의 조항이 기재되는데, 이 

                                                                                                          

에도 대상회사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어 각종 인허가, 거래처와의 법률관계 

등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iii) 대상회사의 우발채

무 등 인수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법률적 사실적 위험을 그대로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상사법학회 편(주 12), 495면(천경훈 집필부분).  
15 특별히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한 부채가 이전되지 않는 자산양도형 거래에 

비하여, 지분매매형 거래에서는 기업의 모든 부채가 실질적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진술·보증의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에, Neil Sinclair, Warranties and 

Indemnities on Share Sales, 1992, 1. 
16 이 문제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제3장 제3절 II. 1. (1) 참조. 
17 John C. Coates IV(주 3),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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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보증은 진술한 내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한 것이다.18 우리 실무

에서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 조항’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이 

조항을 가리키는 것이다.19  

이처럼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으로 진술과 보증

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미국 기업인수계약서의 일반적 경향인데 비하여, 

영국의 기업인수계약서에서는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s)책임의 발생을 

우려하는 매도인의 입장이 반영되어 ‘보증(warranties)’ 내지 ‘보증한다

(warrant)’고만 표기하고 ‘진술(representations)’ 내지 ‘진술한다(represent)’는 

표현은 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20 우리 실무에서 영미식 기업

인수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예에 따라 진술 및 보증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 진술·보증의 대상이 되는 ‘대상기업의 성상’이란 그 기업가치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실 및 법적 상태를 아우른다. 재무제표

의 적정성 또는 정확성, 관련 법령의 준수, 영업 관련 계약의 유효성, 사

업 관련 인허가 내지 정부승인의 존재, 유·무형 자산의 존재 및 현황, 각

                                          
18 James C. Freund(주 4), 153; Murray Perelman (ed.), Model Stock Purchase Agreement 

with Commentary, 2nd ed., Vol. I: Stock Purchase Agreement, American Bar Association, 

2010, 77. 
19 영미의 기업인수계약서상 진술·보증조항에는 ‘대상기업에 관한 진술·보증’외에

도 ‘당사자에 관한 진술·보증’이 들어가는데, 주로 당해 계약체결에 관련하여 적

법한 계약체결능력이 있다거나, 매도인이 대상 주식에 대한 적법한 소유권을 가

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에서도 영

미의 예에 따라 ‘당사자에 관한 진술·보증’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는 ‘대상기업에 관한 진술·보증과는 다른 성질의 문제로서 우리법상 계약의 무

효, 타인권리매매에 관한 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등에 관한 민법규정으로 해

결해야 할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것은 ‘대상기업에 관한 진술·보증’에 

관한 것이며 이하에서 간략히 ‘진술·보증’이라고만 칭하는 경우 이는 ‘대상기업

에 관한 진술·보증’만을 의미한다. 다만, ‘당사자에 관한 진술·보증’과 관련하여, 

이를 포함해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의 법적 성질을 논하는 견해들도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검토는, 제4장 제4절 I.2.(1) 및 (3) 참조. 
20 Glenn D. West and Kim M. Shah, “Debunking the Myth of the Sandbagging Buyer: 

When Sellers Ask Buyers to Agree to Anti-Sandbagging Clauses, Who is Sandbagging 

Whom?,” The M&A Lawyer, Vol.11 No.1 (2007),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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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부채나 법률상 책임의 부존재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21 

한편, 이하의 논의를 진행하기 앞서 영미법상 ‘representation’과 

‘warranty’에 대한 역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이에 관한 우리

의 역어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전자에 대해서는 보통 ‘진술’, ‘표시’로 

번역되는데, 기업인수계약 관련 실무와 저서에서는 ‘진술’이라는 용어가 

대체로 사용되고 있다. 후자는, ‘보증’ 또는 ‘보장’이라고 번역되고 있으

며 양자 모두 기업인수실무에서 빈도 높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

은 기업인수계약 관련 판결에서, ‘진술’과 ‘보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

는바(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5243판결), 본 논문에서는 위 대법

원 판결의 용례에 따라 각 ‘진술’과 ‘보증’으로 역하기로 한다.22 

 

2. 진술과 보증의 구별 

 

위 진술·보증조항의 문구만을 보면, 일견 진술은 보증의 구성요소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미법상 진술과 보증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일

반적으로 영미법상 진술은 ‘일방이 상대방의 계약체결을 유인하는 과거 

또는 현재사실에 대한 언명(statement)’으로서 반드시 계약에 포함될 필요

가 없다. 반면에 보증은 ‘어떠한 사실이 정확하고 진실하다는 약속

(promise)’으로서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바, 양자의 구별실익은 법적 효

과로서의 구제수단이 다르다는 점에 있다.23 일방의 허위 진술에 의하여 

계약체결로 유인된 상대방은 커먼로상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에 따른 

구제수단을 가지게 되는 반면에, 일방의 허위 보증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21 진술·보증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성상에 관한 상세는 제3장 제3절 II. 1. (2) 참

조. 
22 다만 본 판결이 역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적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

안에서 문제된 기업인수계약서에서 ‘진술’과 ‘보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진술’과 ‘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51571 판결. 일본의 경우에

는 대체로 각 ‘표명(表明)’과 ‘보증(保証)’으로 표기하고 있다. 
23 Murray Perelman(주 18),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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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에 따른 구제수단을 갖게 된다.24 

 

II.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의 기능 

 

1. 정보제공기능 

 

기업인수계약상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대상기업에 관한 진술ㆍ보

증을 받는 1차적 목적은 이를 통하여 대상기업의 성상에 대한 정보를 획

득하는 데 있다(정보제공기능).25  커먼로에서는 기업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대상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6 

또한 기업인수시장의 특성상 매수인은 시장으로부터의 기업정보 취득이 

용이하지 않다.27  따라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28  

                                          
24 각 구제수단의 내용과 그 발생요건으로서의 진술과 보증의 의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3장 제2절 I. 참조. 
25 Murray Perelman(주 18), 78; Philip Martinius(주 10), 37; James C. Freund(주 4), 230-

231. 당사자들이 기업인수와 관련된 위험을 사전에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위 ‘체크리스트 기능’으로 설명하는 것에, Neil Sinclair(주 15), 1-2. 진술보증이 

가지는 ‘거래목적물 특정’의 기능으로 설명하는 것에, Petri Mäntysaari, The Law of 

Corporate Finance: General Principles and EU Law, Vol. III: Funding, Exit, Takeovers, 

2010, 463면 이하. 
26 매도인의 침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책임이 인정

되지 않는다. 제3장 제2절 I. 2. (2) 참조. 
27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포함한 기업인수시장의 특성에 관해서는, 제2장 제2

절 I.3. 참조. 
28 매도인에 의한 정보제공은 매수인에게 기업실사(due diligence)의 기회를 부여

함으로써도 이루어진다. 진술ㆍ보증 및 공개(disclosure)를 상세히 받았더라도 진

술·보증위반의 책임을 묻기까지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데 반하여, 실사

는 (i) 이를 통해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여 거래를 포기할 수 있다는 점, (ii) 실사

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진술ㆍ보증 협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 (iii) 실사를 통해 대상사업을 미리 잘 이해함으로써 거래종결 후 기업통합작

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 등에서, 진술ㆍ보증이 실사의 효과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 Philip Martinius(주 10),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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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등장한 것이 매수인이 기업인수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관행인데, 이는 부동산 매매를 포함하여 다른 매매와는 구별되는 기업인

수계약의 특징이다.29  매수인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기업인수계약서 초

안에 광범위한 매도인의 진술·보증을 담아 매도인에게 교부한다. 그 결과 

매도인은 계약위반책임 및 부실표시책임을 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각 

진술·보증에 대한 예외를 매수인에게 공개(disclosure)할 유인을 갖게 되고, 

이로써 매수인은 기업에 관한 필요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30  

예컨대, 매도인이 계약체결시 기준으로 대상기업의 법령위반 사실이 

없다는 진술·보증을 하면서 “별지 공개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한다

는 단서조항을 삽입하고, 공개목록에서 대상기업의 과거 및 현재의 법령

위반 사실을 열거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상당한 길이의 공개목록이 계

약서 말미에 첨부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되는데, 공개목록에 기재

된 사항 역시 진술ㆍ보증의 일부이며 통상 매도인이 진술ㆍ보증조항에서 

공개목록의 정확성과 진실성도 함께 보증한다. 

이러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진술ㆍ보증 및 공개를 통해 매수인은 기

업인수시장의 정보 비대칭성 위험을 극복하고 적정한 기업가치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31 그리고 충분한 정보공개는 적정한 가치평가의 기초가 

                                                                                                          

반면에, 매도인이 영업상 비밀유지를 이유로 실사범위에 상당한 제한을 두는

데다가 매도인이 실사질문에 답변하거나 자료를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고, 회사

의 사정을 잘 모르는 매수인의 실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실사가 상세한 

진술ㆍ보증과 공개를 대체할 수 없음도 분명하다. 따라서 양자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한편, 법이나 약정에 따라 진술·보증위반 사실에 관하여 악의인 매수인의 구

제수단이 배제되는 경우, 실사를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진술·보증위반 사실이 

드러나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소위 ‘실사의 함정’ 문제가 생긴다. 영미에서는 

매수인이 실사를 통해 얻는 이익과 향후 구제수단이 배제되는 불이익을 비교하

여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Philip Martinius(주 10), 35-36. 
29 Neil Sinclair(주 15), 194. 그러나 우리의 기업인수거래에 있어서는, 특히 입찰

방식에 의하는 경우 매도인이 우월한 협상력을 이용하여 기업인수계약서의 초

안을 작성 후 그 수용여하를 낙찰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30 Neil Sinclair(주 15), 194-195. 
31 진술보증의 포괄성이나 상세성의 정도는, 매수인이 대상기업에 대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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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써 향후 사후 분쟁의 가능성도 감소시키게 된다.32 

 

2. 기타 기능 

 

매도인의 진술ㆍ보증은 다음과 같은 기능도 가지고 있다.33  ① 매도

인이 계약체결 당시 확실히 확인할 수 없는 사정(예컨대, 숨은 부채)을 

포함해서 허위로 진술ㆍ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매수인이 계약위반

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당사자간 위험분배 기능을 

하게 된다. ② 진술ㆍ보증위반은 계약체결 후 거래종결34 전에 문제를 발

견한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거래를 해지함으로써 거래를 포기할 수 있

는 근거가 되어 준다. 또한 통상 진술ㆍ보증위반을 거래종결의 소극적 

조건으로 규정하는바, 이 때의 진술ㆍ보증위반은 매수인에게 종결거부권

한(소위 ‘walk-away’, ‘outs’)의 근거가 된다. ③ 그리고 허위의 진술이 부

실표시(misrepresentation)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로 인한 별도의 구제수단

이 매수인에게 인정된다. 

정보공개기능을 제외한 이러한 나머지 기능들은 관련 계약법에 따라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타 기능들은 당사자의 합

                                                                                                          

있는 정보량 및 인수경험의 정도, 대상기업의 특성(예컨대 고위험군의 영업에 

속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협상력의 차이, 실사의 유무 또는 정도 등에 따라 거

래별로 차이를 보이게 된다. Andrew Stilton, Sale of Shares and Businesses: Law, 

Practice and Agreements, 3rd ed., 2011, 183-197. 
32 Neil Sinclair(주 15), 1.  
33 Murray Perelman(주 18), 78; Philip Martinius(주 10), 37; Neil Sinclair(주 15), 1-

2; James C. Freund(주 4), 230-232. 
34 ‘거래종결’은 영미의 법개념인 ‘closing’에 대한 역어로서 우리의 영미식 기업

인수계약서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에서 거래종결이

라 함은 양 당사자의 계약상 주된 의무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말한다. 

Murray Perelman (주 18), 56.  

통상 기업인수계약서에서 미리 거래종결일을 지정하여 당일에 매도인은 기업

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의 인도 등 조치를 취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것

을 약정하게 된다. 다만, 대금의 일부를 향후 이연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등 거

래종결일 이후에도 일부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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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따라 그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예컨대, 거래종결 이후에

는 진술ㆍ보증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배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등). 

 

III.  ‘Caveat emptor’ 원칙과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 

 

1. ‘Caveat emptor’ 원칙 

 

커먼로에서는 전통적으로 매매에 관하여 ‘caveat emptor’의 원칙이 인

정되어 왔다. 이는 ‘명시적 보증을 하지 않은 이상, 매도인은 물건의 하

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매수인이 그 하자에 대하여 전

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법이 당사자 대등을 전제로 계약자유를 

존중하고 매도인이 명시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 사항 외에 매수인을 특

별히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동 원칙은 커먼로에서만 

생성발전된 특유한 법리로서, 대륙법에서는 이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한

다.
35

  

그 기원은 1534년에 Fizherbert가 쓴 글(말의 매매에서 “말이 길들여

진 상태이고 누가 이미 탄 적이 있다면 caveat emptor.”)에서 찾는데, 이 

시기에 장거리를 이동하는 상인들의 등장으로 신분에 기반한 지역적관

습적 보호가 무너지면서 동 원칙이 커먼로에 도입된 것으로 본다. 역사

적으로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자유방임주의적 지향과 

더불어 법원이 계약자유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caveat emptor’를 강조

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후 시장에서 독점이 심화되고 

개인의 계약자유의 감소가 나타나는 소위 ‘기업국가(corporate state)’의 등

장으로 당사자 대등에 기초한 고전적인 계약원칙들이 수정되면서, 묵시

적 보증의 인정범위가 넓어지는 등 ‘caveat emptor’의 원칙에도 상당한 제

                                          
35 Philip Martinius(주 10), 17-18. ‘caveat emptor’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매수인

이여 주의하라’, ‘매수인이 스스로 알아서 주의하게 내버려 두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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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나타났다.36  

 

2.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과의 관계 

 

그러나 위와 같이 ‘caveat emptor’의 원칙을 제한하는 일련의 흐름에

도 불구하고, 영미에서 기업인수계약은 대등한 당사자간의 치열한 교섭

의 산물로서, 계약자유 및 ‘caveat emptor’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37  즉 영미의 기업인수계약에는 묵시적 보증(implied 

warranties) 38에 의한 매수인의 보호가 존재하지 않으며,39 원칙적으로 매

도인은 명시적으로 진술·보증을 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된다.40 영미의 

기업인수계약 상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의 전제가 되는 대상기업의 성상

들에 대해서 계약서의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상세한 진술·보증조항이 이

루어지게 된 것은, ‘caveat emptor’ 원칙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

되고 있다.41 

반면에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성문법에 따른 매도인의 담

보책임이 인정되고,42 매도인의 고지의무 등 신의칙에 기한 매수인의 보

                                          
36 Kevin M. Teeven, A HISTORY OF THE ANGLO-AMERICAN COMMON LAW OF

 CONTRACT, 1990, pp.136-140, 290-291, 306-307. 
37 Shirin Maria Massumi, Quo vadis – Unternehmenskaufverträge? Unternehmenskauf

verträge nach der Deutschen Schuldrectsreform: Annäherung an anglo-amerikanische 

Unternehmenskaufverträge?, 2008, 84. 
38 영미에서 매도인의 보증(warranties)은 목적물에 대한 언명을 통해 이루어지는 

명시적 보증(express warranties)과 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묵시적 보증(implied 

warranties)로 구분된다. 양 개념에 관해서 소개한 것에, 양명조, 미국계약법, 법

문사, 1996, 230-242. 
39 다만, 증권거래 관련 법규 상에 일부 매수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들은 존재한

다. 
40 다만, 미국에서는 기업인수계약에 대하여 묵시적 보증에 관한 통일상법전

(UCC) 제2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을 주장하는 견해들이 있다. 제3장 제2절 I. 1. 

(1) 각주 98 참조. 
41 Philip Martinius(주 10), 17-18. 
42 그러나 대륙법계 국가들 가운데,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자산양수도 거래에만 

인정되고 주식매매의 경우에는 주식 자체의 하자 외에는 적용이 없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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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 널리 인정된다는 점에서 ‘caveat emptor’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하에서 살펴보듯이, 근래에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도 영미식 기

업인수계약서의 도입을 통해 상세한 진술·보증을 두는 현상이 공통적으

로 나타나면서,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을 규율하고 

있던 각국의 종전 민법과 그러한 매수인의 보호를 인정하지 않는 전제에

서 발전되어 온 영미의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 간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제2절 대륙법계 국가들의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 

 

I. 기업인수계약서의 영미화 현상과 그 원인 

 

1. 기업인수계약서의 영미화 현상 

 

오늘날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대륙을 비롯한 전세계가 영미식, 특히 

미국식 기업인수계약 관행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43 진술ㆍ보증을 포

함한 영미의 기업인수계약은 비단 국제적 기업인수거래(cross-border 

M&A)의 경우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 내의 기업인수거래에 있어서도 

                                                                                                          

보는 나라가 많고, 단지 독일, 오스트리아 등 소수의 국가만이 실질적으로 전부

의 주식이 양도되어 사실상 기업자체의 인수와 다름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식매매에도 담보책임(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Philip Martinius(주 10), 36. 
43  기업인수의 제도적 측면은 물론이고,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의 용어, 형식, 

내용, 협상방식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은 매우 포괄적인바, 가히 거래관행 

전반에 대한 구조적 영향이라 부를 만하다는 지적에, Heike Schweitzer, “Private 

Legal Transplants in Negotiated Deals,” ECFR (2007), 83-84; Claire A. Hill, “Are Non-US 

Contracts Written in US Legalese? Some Preliminary Thoughts and a Research Agenda,” 

Law and Language, 2011, 458-459. 특정 국가의 기업인수계약서에서 영미식 용어 

외에 자국만의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한다. Philip 

Martinius(주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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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이용되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기업인수계약서의 영미화 현상’이라 부르기로 한다.44 

예컨대, 우리보다 먼저 기업인수시장을 개방한 독일의 기업인수계약

서 역시 오늘날 상당한 정도로 영미화되어 있다. 1960년대 즈음부터 기업

인수시장이 개방되면서 점차로 영미의 예에 따라 매수인 측 변호사가 상

세한 진술ㆍ보증조항이 포함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이 관행화되었

다.45 기업인수시장 개방 이후 독일 기업을 매수하는 외국매수인들 가운

데 영국과 미국의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매수인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관행을 유리하게 

이용하였고, 종래 독일에 기업인수 문화가 결여되고 독일법상 상당한 규

율공백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미화가 가속화된 측면이 있다고 한

다.46 이러한 영미화 현상에 대해서는, 법규범의 이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비교적 이식이 용이한 영미식 계약서의 수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평

가도 있다. 47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독일 사법체계 내 다른 영역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48

  

기업인수계약서의 영미화 현상은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

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기업인수거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외국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의 주식을 인수하면서부터인데, 당

시 미국과 영국의 로펌들이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면서 영미식 계약서 작

성이 관행화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국내기업간 기업인수거래에도 영미식 

                                          
44 이를 ‘기업인수계약’의 영미화가 아닌 ‘기업인수계약서’의 영미화 현상이라고 

지칭한 것은, 전자의 용어를 사용할 경우, 마치 영미법이 대륙법계 국가의 기업

인수계약에서 직접 적용된다는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이를 피하고자 함이

다. 
45 David Baker and Robert Jilson (ed.), DUE DILIGENCE, DISCLOSURES AND 

WARRANTIES in the Corporate Acquisitions Practice, 2nd ed., 1991, 205. 
46 Shirin Maria Massumi(주 37), 77. 
47 Heike Schweitzer(주 43), 84(그러면서 이러한 현상을 ‘입법에 의한 법계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적 방식의 법계수(private legal transplant)’라고 한다).  
48 Shirin Maria Massumi(주 37),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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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널리 사용되게 되었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49  그러나 실무에서 

상세한 진술ㆍ보증이 포함된 영미식 계약서를 어느 정도로 이용하고 있

는지 그 빈도나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

다.50 기업거래의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기업인 경우와 국내기업간 거래

라도 그 거래규모가 큰 경우51  등에서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2. 기업인수계약서의 영미화 원인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이 대륙법계 국가를 포함하여 널리 전파된 원인

에 대해서는, ① 국제거래의 비약적 증가, ② 영미로펌의 세계화 및 그로 

인한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의 전파, ③ 국제거래의 공용어로서 영어의 

사용, ④ 영미에서 축적된 기업인수 거래경험의 유용성, ⑤ 세계화로 인

해 이질적 규범에 대한 관용의 증대, ⑥ 각 지역을 관할하는 법의 기업

인수계약규범으로서의 불충분성, ⑦ 미국법 실무의 우수성, ⑧ 국제적 투

자은행의 영향 등이 지적되고 있다.52 

영미식 기업인수 용어 외에도 협상 방식, 계약서 작성 방식은 물론 

장황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문체나 법적 수사 등까지도 그대로 수입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은 경제적, 사회학적, 인류학적 의식과 신호

체계의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53 이 견해는 ① 

                                          
49 허영만(주 1), 17면; 강진구(주 1), 60면; 김갑유(주 1), 29면.  
50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계약서의 대략적 내용이 공시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뿐이고, 그 밖에는 사회적 주목을 끄는 대형 M&A 경우 언론보도를 

통해 그 계약내용의 일부가 공개되기도 하지만, 계약서의 전모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천경훈, “한국 M&A특성과 그 법적 시사점에 관한 

시론”, 선진상사법률 통권 56호(2011. 10), 139-140면. 
51 대상기업의 상장여부가 영미식 계약서 체결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비

상장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인수의 경우에도 영미식 계약서가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러하다. 
52 Claire A. Hill(주 43), 457-458; Heike Schweitzer(주 43), 83. 
53 Claire A. Hill(주 43), 458-462. 이 견해는, 특히 이머징 마켓에서 영미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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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대륙법계에서는 단일하고 응집된 사회를 배경으로 계약이 이루어졌

기 때문에 서면계약의 필요성도 크지 않았는데, 세계화와 국제거래의 증

가로 인해(이를 단순히 거래의 고도화에 따른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 규범과 사회적 평판 등 전반적 규제역량이 저하됨으로써 일종의 당

사자간 사법이라고 할 수 있는 서면계약의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영미계약서의 용어는 물론 계약서 작성 방식까지 모방하게 되었고, ② 

미국과 영국의 회사들이 규모, 자원, 자금력, 전문성, 명성 등 많은 측면

에서 시장의 우위를 점하고 해외 영업을 확대하면서 그들의 거래방식이 

세계 표준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으며, ③ 공통된 규범의 부재로 변호사

들의 역할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이 앞다투어 다른 나라의 

변호사들에게 LLM학위를 제공하고 자국의 로펌에서 실무연수를 시킴으

로써 그들이 귀국 후 영미식 관행을 전파하게 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문헌 가운데에는,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가 수입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경우 아직 M&A역사가 짧고 판례나 학설이 축적되어 온 

것도 아닌 데 비하여, 영미법 하에서 이용되어 온 계약서들은 수많은 실

제 거래에서의 경험과 판례들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어서 우리나

라의 M&A실무에서도 상당한 유용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54 

영미의 기업인수계약서가 대륙법계 국가들에 널리 도입된 원인은 영

미의 기업인수계약서 자체의 특성에도 찾을 수 있다. 

첫째, 기업인수시장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어느 국가에서든 기업인수

계약에서 다루는 주요 문제들은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55 영미의 

기업인수계약서는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되어 오면서, 기업인수 거래의 

                                                                                                          

받고 돌아온 변호사들이 순수 국내문제에 대해서까지 영미식계약서의 계약서의 

전도사를  자처함으로써  우월함을  과시하고  복잡한  계약서를  들어  유학경험이 

없는 상대방을 압도하려는 목적도 일부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 
54 허영만(주 1), 17면. 
55 Heike Schweitzer(주 43), 81-83은, 기업인수계약상 나타나는 보편적 이슈들로, 

① 정보의 비대칭성 극복 문제, ② 당사자들의 상이한 취향, 기대 및 가치평가

로부터의 가치창출 문제, ③ 계약체결시와 거래종결시 사이에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 및 기회주의적 행태 극복 문제를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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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방식, 절차는 물론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 등 기업인수거

래에 보편적인 모든 이슈들을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기업

인수거래의 경험이 부족한 나라들로서는 이를 모방함으로써 효과적인 기

업인수계약서의 작성이 가능해진다. 

둘째, 영미의 기업인수계약서들은 오랜 기업인수경험의 축적을 통하

여 계약서의 구조는 물론 개별 조항의 내용까지 상당한 정도로 정형화되

어 있다. 소위 ‘boilerplate’ 56라 불리는 정형화된 기업인수계약서 양식이 

존재하며 당사자들은 그러한 양식 내에서 ‘변이(variations)’에 해당할 부

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협상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고 있다.57 이와 같

이 영미의 기업인수계약서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도 

이를 모방하는 작업이 용이하다.58 

 

3.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조항 도입의 의미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인수계약서의 영미화 현상 및 원인에 관한 여

                                          
56 잡칙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칭하는 용어로 한정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57 John C. Coates IV(주 3), 6-8. 
58 대표적으로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 발간한 일련의 모델 

기업인수계약서를 들 수 있다. 조항별로 매도인과 매수인 측에 각 유리한 시장

표준적 모델 조항을 예시하고 이를 축조해설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분인

수형 기업인수계약, 자산양수형 기업인수계약, 합병계약 등 종류별로 발간되어 

있다. 이 밖에, 미국의 시장표준에 관한 자료로는,  

(i) Deal Points Studies (Market Trends Subcommittee of the Mergers and Acquisitions 

Committee of the ABA에서 매해 관련 조항 별 통계적 분석을 제공),  

(ii) Private Target Mergers & Acquisition Deal Points Study (Mergers & Acquisitions 

Committee of the ABA가 격년으로 발간),  

(iii) Practical Law Company의 정기 보고서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기업인수 관련 주요 판례에 대해서는, Annual Survey of Judicial 

Developments Pertaining to Mergers and Acquisitions (the Annual Survey Task Force of 

the M&A Jurisprudence Subcommittee of the Mergers and Acquisitions Committee of the 

ABA에서 매해 2월에 간행) 참조. 

유럽 쪽 데이터로는 CMS European M&A Study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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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설명들은, 그 계약서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진술·보증’조항의 도입 

현상 및 원인에도 물론 적용되는 내용이다. 여기서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특히 기업에 관한 진술·보증조항의 도입이 갖는 중요성 내지 필요성을 

좀더 살펴보기로 한다. 

기업인수거래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수많은 물적, 인적 구성요소로 

이루어지고 법적, 사실적 가치요소들을 포함하는바,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매수인이 사전에 필수적으로 파악해야할 정보의 양이 매우 방대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기업별로 상이하다. 그런데 기업인수시장에서 

매수인이 기업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기업인수시장은 일반 물건의 매매시장과는 달리, 시장의 정보기능이 거

의 없어 시장으로부터 입수가능한 정보만 가지고는 기업가치평가 내지 

인수가격의 산출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매수인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특

징이 있다. 59  따라서 기업인수시장에서는 대상기업 관련 정보가 매도인 

측에만 편재되는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현상이 나타나는데, 

매수인으로서는 이를 극복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대상기업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 된다. 이는 비단 매수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적절한 정보제공이 있어야만 매도인의 입장에서도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고 매수인도 인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결국 거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60  

영미의 상세한 진술·보증조항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인데, 영미의 오랜 기업인수 역사 속에서 거래에 필요한 모

든 대상기업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목록화하고 있다. 주의할 것은 진술·보

증목록의 샘플을 구해다 기업인수계약서 집어넣는 것만으로 충분한 진술

·보증조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치열한 이해대립과 시간적·물

리적 한계 속에서 매도인의 정보공개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탁월한 협상

의 기술과 이를 보완할 정밀한 실사기술이 뒷받침될 때에만 충분한 진술

·보증조항이 완성될 수 있다. 실제로도 이 과정은 기업인수거래에서 가장 

                                          
59 Heike Schweitzer(주 43), 82. 
60 Heike Schweitzer(주 43),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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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미의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은 기업인수거래

의 성공과 직결되는 역동적인 거래 노하우의 집적체로서, 영미의 오랜 

기업인수거래의 경험과 전문성이 이룩한 뛰어난 성과물이라고 부를 만하

다. 우리의 실무가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을 도입한 이래 대상기업에 관한

진술·보증조항의 문구뿐만 아니라, 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의 작성을 

포함해 충실한 진술·보증조항의 작성에 이르기 위한 협상 및 실사(due 

diligence)의 기술까지 영미의 예를 충실히 따르기 위해 노력해 왔던 것도, 

그러한 영미의 방식이 기업인수거래에 최적화된 방식이라는 점을 인식하

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각국의 기업인수계약서에서 영미의 진술·보증을 이용하는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영미의 기업인수실무에 의하여 선도되어 날로 국제화되

어가는 기업인수시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각국이 자국법의 법률용어로 

진술·보증을 대체하고 그에 따라 조항의 체제나 문구를 영미와 다르게 

사용하기보다는, 종전처럼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를 계속해서 이용할 것

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업인수거래에서 진술·보증이 가지는 이러한 ‘경제적·기능적61 

측면’이 곧 기업의 하자문제를 둘러싼 ‘법적 측면’에서도 영미의 진술·보

증법리가 수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에서 양 측면은 구별해서 보

아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문제는 바로 이러한 진술·보증의 법적 

측면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를 도입한 대륙

법계국가들에서 기업의 하자문제에 관한 자국 민법이 후퇴하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하에서 그 현상과 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대륙법계 민법의 후퇴 경향 

 

                                          
61 앞서 제2장 제1절 II.에서 살핀 진술·보증의 기능 중 ‘정보제공기능’의 측면만

을 의미한다. ‘기타 기능’은 영미 계약법에 따른 법적 기능이라는 점에서 구별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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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종전부터 독일의 판례는 기업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을 독일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신의칙에 기한 설명의무위반의 문제로 해결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62  그러나 영미의 기업인수계약서가 도입된 이래, 실무

에서는 그러한 독일민법 규정에 따른 해결이 기업인수계약관계를 규율하

기에 부적합하다는 인식하에 그 적용을 일절 배제하고 영미식의 상세한 

진술·보증조항에 따르면서 그 법적 성질을 소위 ‘독립적 보장(selbständige 

Garantie)’으로 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63 이로써 기업인수계약 분야에서 

독일의 민법은 크게 후퇴하였다.64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대 들어 독일의 기업인수계약에 있어 단연 

주목되는 것은, ‘채권법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s)’에 따른 독일 민법의 개정65으로 기업인수계약의 진술·보

증 내지 기업의 하자 관련 규정들이 대폭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날로 영미화 되어가는 기업인수시장에서 19세기에 제정된 종래의 독

일민법전(1900. 1. 1.부터 시행)은 새로운 기업인수계약 관행, 특히 진술ㆍ

보증과 그 위반책임에 관한 계약관행에 부응하지 못했고, 따라서 기업인

수시장에서 독일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민법 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2002. 

1. 1. ‘채권법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었는바, 동 법률은 영미식 

기업인수계약관행을 민법에 수용함(영미법과의 동화)으로써 독일 기업들

                                          
62 독일 민법상 대상기업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상세는, 제3장 

제2절 II. 참조. 
63 이러한 독일 실무의 입장에 대한 상세는, 제4장 제2절 I.2.(1) 참조. 
64 Shirin Maria Massumi(주 37), 20. 
65 독일민법의 개정에 대해 소개한 글로는, 양창수, “독일의 새로운 민법개정제안 

–연방법무부의 「채권법쇄신법」의 토론용 초안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제

41권 제4호(2001), 92면 이하; 김형배, “독일채권법현대화법안 –채무불이행법의 

체계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제34권 제5호(2001), 82면 이하; Canaris(김재형 역), 

“독일의 채권법 개정: 새로운 매매법.”서울대학교 법학 제43권 제4호(2002), 347

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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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법으로 회귀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이를 통해 기업인수와 관련된 

독일 법질서 내 영미법 이식이라는 문제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였다.66 

물론 2002년도 채권법 개정이 단지 기업인수계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당시 개정 전 상황을 살펴보면, 대외적으로 

EU 회원국으로서 ‘소비재매매에 관한 유럽연합 입법지침’에 따른 입법을 

해야 했고, 대내적으로도 20년 이상 채권법 개정이 논의 중인 상황이었

다. ‘채권법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 지침의 단순한 실행입법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 채권법 전반에 걸친 대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로써 

독일민법전의 소멸시효법, 일반 급부장애법과 매매 및 도급법 부분이 변

경되었다.67  

이 중 개정된 매매계약법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종전의 특별

규정을 가능한 한 삭제하고, 개정된 일반 급부장애법의 해당 규정을 준

용함으로써 이를 대체하였다. 그 결과 담보책임상 해제(Wandelung)가 없

어지고 완전히 해제법(Rücktrittsrecht)에 통합되었고, 하자로 인한 매도인

의 손해배상책임도 더 이상 매매법의 특별규정이 아니라 급부장애법의 

일반규정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었다. 다만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일반 급부장애법에 완전히 통합된 것은 아니고, 

담보책임법에 감액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수인 

권리구제의 단기 소멸시효 등의 규정을 남겨두고 있다.6869 

2002년 개정된 독일민법의 내용 중 기업인수계약상 대상기업에 관한 

진술·보증과 관련된 부분(기업의 하자에 관한 규율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66 Shirin Maria Massumi(주 37), 78-79. 같은 책 200-203면은, 실무에서 자율적으

로 발전한 계약유형은 채권법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

한 2002년 개정채권법이 기업인수 영역의 선발주자로서 다른 유럽국가들의 법

발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67 Canaris(주 65), 347-350 참조. 
68 Canaris(주 65), 349-350. 
69 Canaris(주 65), 349는, 개정된 매매계약법의 규율들이 가지는 또 다른 특징으

로, 유럽공동체 지침에 포함된 규정을 매수인이 소비자인 경우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모든 종류의 매매계약에 확장한 점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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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70 

(i) 기업인수관련 담보책임법의 정비: 개정민법은 제453조 제1항에 

‘기타 목적물의 매매’를 추가함으로써 기업의 하자가 매매법상 하자담보

책임의 대상임을 인정해 오던 종래 판례와 학설의 입장을 수용하였다. 

또한 권리매매와 물건매매, 권리하자와 물건하자에 대해서 담보책임 내

용을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담보책임의 소멸시효를 일반 소멸시효에 

가깝게 수정하였다.  

종래 권리매매와 물건매매, 권리하자와 물건하자의 구분은 물건, 권

리, 기타 무형자산의 일체로서의 기업매매를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담보책임에 관한 초단기 소멸시효(교부시로부터 6개월)는 매수인이 인수 

후 복잡한 기업체의 하자를 발견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기에는 지나치게 

단기여서 실무상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었다. 

(ii) 영미식 기업인수계약과의 입법적 동화: 종래에는 오로지 계약실

무에 있어서만 영미화(비입법적 동화)가 진행되고 있었다면, 2002년 민법 

개정을 통해 영미의 기업인수계약을 실정법 체계 내로 수용하기 위한 시

도가 이루어졌다(입법적 동화). 

첫째, 영미법상의 진술ㆍ보증과 유사한 ‘성상 보장

(Beschaffenheitsgaranti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종전 판례는 하자담보책임 

규정들이 기업인수거래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의 하자’를 

좁게 해석하면서 보다 탄력적 해결이 가능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적

용해 왔다. 이로 인해 진술·보증의 핵심사항이라 할 기업의 재무적 지표 

등 다수의 항목들이 기업의 하자에서 배제되면서, 기업인수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적용 여지가 크게 제한되었다. 71  신법에서 도입한 ‘성상

(Beschaffenheit)’ 및 ‘보장(Garantie)’의 개념에 대해서는 판례와 학설에 맡

                                          
70 이하의 (i)~(iii)의 설명은, Shirin Maria Massumi(주 37), 18-41, 200-203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71 이러한 종전 독일 판례의 입장에 관해서는, 제3장 제2절 II.2.(2)(가)에서 설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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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져 있으나, 다수의 견해는 종래 인정되었던 ‘성질72의 보증(zugesicherte 

Eigenschaft)’보다 넓게 해석함으로써 진술ㆍ보증에 가깝게 해석하는 입장

이다.73 

둘째,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종전의 특별규정을 가능한 한 삭제

하고 일반 급부장애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비록 완전한 통합은 

아니지만) 매매목적물의 하자를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으로 일원적으

로 규율하는 영미법과 체계적으로 유사해졌다. 2002년 민법 개정 전에는, 

특별법인 구민법 제459조가 일반법인 급부장애법에 우선적용됨으로써, 

하자 있는 물건의 인도만으로도 매도인은 자신의 주된 급부의무를 이행

한 것이 되고, 그 결과, 하자에 의하여 깨어진 양 급부 사이의 등가관계

는 별도의 담보책임청구권에 의하여 회복된다고 보았다. 2002년 개정법은 

매매의 담보책임법을 새로운 급부장애법에 일치시키기 위해, 제433조 제

1항 제2문에서 매도인이 하자없는 물건을 공여할 의무를 명시하고(권리

의 매매뿐만 아니라 물건의 매매에서도 주된 급부로서 매수인은 하자 없

는 상태로 목적물을 이전받을 권리를 갖게 됨), 권리하자와 물건하자 모

두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하였는바, 매도인이 이러한 의무

를 위반할 경우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매수인은 일반 급부장애법에 따

른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제권을 가지게 된다. 다만 매매법에 특칙적 성격

의 하자담보책임(추완청구권과 감액권)도 일부 둠으로써 급부와 반대급

부 간의 등가관계의 회복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의 관행을 반영함으로써 대상기

업에 관한 진술보증을 민법 내로 끌어들였다고 평가받는 민법 개정이 이

루어진 이후에도, 여전히 독일의 실무는 ‘독립적 보장(selbständige 

Garantie)’ 방식으로 영미식 진술·보증조항을 사용해오던 종전의 관행을 

                                          
72 일부 역서에서는 2002년도 개정 독일민법 시행 전 구법 제459조 제2항의 개

념인 ‘zugesicherte Eigenschaft’를 ‘보증된 성상’으로 번역하는데(양창수 역, 신판 

독일민법전, 박영사, 2000, 199면),  

본 논문에서는 현행 독일민법에서 도입한 ‘Beschaffenheit’를 ‘성상’으로, 이와 

구별하기 위하여 구 독일민법의 ‘Eigenschaft’는 ‘성질’로 각 번역하기로 한다. 
73 이러한 독일의 논의에 대해서는, 제3장 제2절 II.2.(1)(나)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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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에서 독일의 법과 실무는 괴리되

어 있고, 적어도 실무에 있어서는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에 대하여 자

국 민법이 후퇴하는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74 

 

2. 일본 

 

일본의 경우에도 기업인수계약서의 영미화 현상으로 인하여 국내 기

업인수거래에서도 진술·보증조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다만 일본에서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에 대한 자국 민법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본격

적인 논의(소위 ‘표명·보증위반책임에 관한 법적 성질론’)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75  

초기에는 인접한 법제도들(민법상 보증,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

임)과 진술·보증의 차이점을 규명하면서 대체로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

불이행책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모두 진술·보증위반책임과는 

법적 성질이 달라 적용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종래 물건의 품질보증이

나 신원보증 등에서 발전되어 온 손해담보계약의 법리를 진술·보증에 적

용하는 견해가 유력해져 이제는 다수설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에도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에 대하여 자국 민법이 후퇴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76 

 

3. 우리나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경우에도 1990년대 후반 이후 영미식 기

업인수계약서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대상기업에 관한 매도인의 

                                          
74 이러한 독일 실무의 입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4장 제2절 I. 2. (1) 참조. 
75 2006년도 동경지방재판소의 소위 ‘아루코 판결’이 나오면서부터이다. 동 판결

에 대해서는, 제4장 제4절 II.3. 참조. 
76 일본의 논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4장 제2절 I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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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보증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기업인수계약상 진술·

보증에 대한 우리 민법의 적용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

지 못했고, 일본의 진술·보증위반책임에 관한 법적 성질논의를 소개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실무에서는 진술·보증에 

대한 우리 민법 적용 가능성을 외면한 채 계약의 해석이나 법의 일반원

칙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데,77 이는 우리의 기업인수계약에 있

어서도 사실상 민법의 후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먼저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1997년 외환 위기 

이전 상황부터 살펴본다. 이 시기에도 주식매매나 영업양수도에 의한 기

업인수는 존재했지만, 대상기업의 성상에 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우리 

민법의 적용 여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법상 영업

양도 관련 규정의 해석을 중심으로 한 약간의 논의만이 있었을 뿐인데, 

영업양도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 등 민법의 구체

적 적용에 대한 논의는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기업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에 관한 민법의 적용문제에 대해서는 민상법학계 어느 쪽에서

도 관심이 없었다. 

이러한 학계의 무관심은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이 도입되고 기업인수

거래가 본격화된 이후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78  영업양수도계약에 

관한 계약법적 검토를 시도한 논문이 드물게 보인다.79 우리나라 기업인

                                          
77 기업인수계약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우리 민법의 적용여부가 불확

실한 상태에서 나름의 법적 예견가능성 및 확실성 확보를 위해 차라리 우리 민

법의 적용을 부인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된다. 계약 당시 자신이 고려하지 못했

던 법률 적용이 이루어질 경우 의뢰인으로부터 큰 비난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

이다. 
78 천경훈(주 50), 159-160은 우호적 M&A, 즉 계약에 의한 M&A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그럼에도 이 분야는 상법과 민법의 중간지대에 놓여서 

충분한 이론적 관심과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실무가들의 임기응변에 맡겨

진 감이 있다고 한다. 한국상사법학회 편(주 12), 497면(천경훈 집필부분)은, 주식

양수에 의한 기업인수 분야의 쟁점은 전통적인 회사법이나 계약법에서는 본격

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 법리적으로는 일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한다. 
79 정병덕, “영업양도계약과 하자담보책임”, 경영법률 11권(2000), 36면 이하(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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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약의 다수를 차지하는 주식매매에 관해서는,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

의 해석을 중심으로 2000년대 말 이후 일련의 논문과 관련 판례들이 나

오고 있는 상황이나, 민법 적용의 핵심문제라고 할 담보책임 적용여부

(특히 주식매매에 있어 담보책임의 적용여부), 채무불이행책임 적용여부, 

악의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 책임의 배제여부, 불법행위책임 적용여부, 매

도인의 정보제공의무의 인정여부, 매수인의 실사의무의 인정여부, 각 매

도인의 책임 상호간의 관계, 손해배상책임의 성격과 내용 등에 관한 우

리 민법의 해석이 미진한 상황에서, 관련 판결을 통해 드러난 일부 쟁점

80에 관해서만 주로 일본의 판례와 학설을 소개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81 

 

4. 검토  

 

이와 같이 대륙법계 국가들이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를 도입하여 대

상기업에 관한 매도인의 진술·보증조항을 널리 사용하면서, 종래 매매목

적물의 하자의 문제를 다루던 자국 민법이 후퇴하게 된 것은 매우 흥미

로운 현상이다. 

기업의 진술·보증과 관련한 법적 규율은 곧 매매목적물인 기업의 하

자(진술·보증위반)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매수인의 구제)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이에 관해서는 대륙법계 민법에도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규

율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대륙법계 민

법의 후퇴 현상이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상 진술·보증에 영미법이 적용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기업인수계약상 기업에 관한 

진술·보증조항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계약의 준거법이 자국법 82 인 이상 

                                                                                                          

양도계약의 대표적 유형은 매매계약이라면서, 이에 대한 민법상 법정해제권, 하

자담보책임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80 진술·보증 위반과 매수인의 악의 문제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및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제4장 제4절 II. 참조. 
81 우리나라의 논의 상황에 대한 설명은, 제4장 제4절 I.1 및 II.2. 참조. 
82 본 논문에서 ‘우리의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는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의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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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보증에 관한 영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자국 민법의 후퇴경향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

까?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에서 진술·보증을 둘러싸고 발생할 법적 문제를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충분히 규율하고 있어 굳이 자국 민법의 적용가능성을 고려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다. 둘째는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가 그

러한 충분한 계약상 규율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대륙법계의 민법이 그

러한 법적 문제를 규율하기에 부적합하여 계약상 규율을 보완할 새로운 

법리의 구성이 불가피한 상황일 가능성이다.  

앞서 살핀 독일, 일본의 상황들을 보면, 두 번째 사유가 자국 민법 

후퇴의 주된 이유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실무와 일본의 다수설은 

자국 민법의 적용이 부적합하다는 전제에서 민법의 적용을 부정하고 있

고, 진술·보증에 대하여 독자적인 법리(독립적 보장 또는 손해담보계약의 

법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의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상 진술·보증

에 관한 계약상 규율들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것인지 여부는 물론

이고, 우리 민법상 관련 규율들이 진술·보증 관련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종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우리의 경우에는 ‘민법의 후퇴경향’을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명백히 밝

혀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섣불리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계약해석에만 

의존하거나 별도의 독자적 법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채택해서는 안된다. 

이하에서는, 우리의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과 관련한 법적 문

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적 규율이 충분한지부

터 살펴보기로 한다. 

 

 

제3절 우리의 기업인수계약서상 진술·보증의 문제점 

 

                                                                                                          

거법이 한국법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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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업인수계약서상 진술·보증의 현황 

 

1. 진술·보증의 모습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상 진술·보증조항은 대

부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다. 우선 일반적 조항으로서 ‘매도

인이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하여 진술하고 보증한

다’는 조항을 두면서, 이하에서 대상기업의 성상에 관한 진술들을 상세

히 열거하는 조항들을 둔다. 이 때 진술과 보증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하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진술·보증의 위반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진술·보증위반을 포함하여 본 계약위반으로 인한 매수인의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손해배상액의 제한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 기간에 대한 합의를 추가하는 정도에 그

치는 경우가 많다. 

 

2. 계약해석의 한계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진술·보증 조항에 대한 계약해석만으

로는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진술·보증위반으로 인한 매수인의 구제)를 

규율하는데 큰 한계가 있다. 이는 우리가 영미의 진술·보증의 법리를 수

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러한 용어가 포함된 계약서만을 사용하는데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영미의 기업인수계약서의 문면

에는 ‘진술(representations)’, ‘보증(warranties)’, ‘손해배상(damages)’, ‘면책

(indemnifications)’ 등의 용어만 기재되었더라도, 그 이면에는 보증위반책

임과 부실표시책임에 관한 커먼로의 법리가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진술·

보증의 위반으로 인한 매수인의 구제는 원칙적으로 커먼로에 따라 정해

지고,83 당사자는 그러한 커먼로의 적용을 배제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는 

                                          
83 영미의 진술·보증위반으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3장 제2절 I.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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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또는 커먼로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이견이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취지의 합의를 기업인수계약서에 추가하

는 방식으로 진술·보증조항을 작성한다. 

이에 비하여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상 

진술보증·조항의 문언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진술·보증의 용어만 차용하

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의 기업인수계약서상 진술·보증조항의 문언

해석을 통해서는 커먼로에서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법적 의미를 전혀 도

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진술·보증의 해석과 관련하여 ‘영미의 법개념들을 영미법상의 

의미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거래 관행’이 존재한다면 민법 제106조의 

‘사실인 관습’에 의한 해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미의 

보증위반책임 및 부실표시책임은 우리법상 매도인의 책임들과 다를 뿐만 

아니라, 각 법개념들의 의미도 관할 법원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와 같

은 거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계약상 규율의 공백을 묵시적 합의나 규범적 해석으로 해결

하려는 견해들도 있다.84 그러나 이는 구체적 분쟁해결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며 기업인수거래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만을 떨어뜨릴 뿐

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인수는 당사회사들의 명운이 달

렸다고 할 만큼 중대한 사건으로 쌍방의 이해관계가 더 없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따라서 계약서상 명확히 합의된 사항 외에 법원이 사후적으로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합리적 의사에 기한 합의를 추론하는 것 자체

가 지극히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둘째, 우리법상 진술ㆍ보증 개념의 

법적 의미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규명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 조항에 대

한 당사자 간의 완전하고도 명확한 합의는 애당초 불가능했었던 것으로 

                                          
84 그 대표적인 사례가 ① 진술·보증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이 무과실책임을 지기

로 하는 특약과 ② 진술·보증위반에 대하여 매수인이 악의일 경우 매도인의 책

임이 배제되는지 여부에 관한 특약을 모두 당사자의 묵시적·가정적 합의에서 도

출하려는 주장이다. 각 관련 논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4장 제3절 II.2.(2)와 

제4장 제4절 II.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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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야 한다. 셋째, 통상 기업인수계약의 협상 과정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매도인, 대상회사, 매수인의 각 임직원 및 자문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수

많은 정보가 교류되고 의사교환이 이루어지는바, 묵시적 합의를 널리 인

정할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가 매우 곤란해지는 문제점이 있

다. 85  따라서 기업인수계약상 당사자의 의사는, 가급적 당해 계약문언의 

내용에 따르고 묵시적 합의는 배제하려는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8687  

결국 영미에서라면 진술·보증에 관한 다양한 커먼로의 법리가 기업

                                          
85 단순히 청약과 승낙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당기간의 교섭을 거

치는 경우 특정한 계약조항이 어느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강조하는 규범적 

해석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지적에, 윤진수, “계약 해석의 방법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한국법”, 비교사법 12권 4호(2005), 47-48.  

많은 경우 기업인수계약은 장기간의 복잡한 교섭과정을 거쳐 체결되는 대표

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문변호사가 대리하여 체결하는 기업인수계약

의 경우 계약서 초안에 대한 상대방의 수정과 초안 작성자의 재수정의 과정을 

수회 반복(소위 ‘mark-up’ 방식)함으로써 최종 계약체결에 이르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각 수정본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관련 계약조항해

석을 위한 주요 증거방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86 인력, 정보력, 판단력을 갖춘 대기업 간의 기업인수계약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문언과 다른 해석 내지 보충적 해석을 통해 법원이 후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결정에 교란을 일으

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의 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천경

훈, “현대건설 매각 사건의 일지와 쟁점”, BFL 47호(2011. 5), 78면.  

상거래에서 문언해석의 정당성을 강조하여 계약문언에 따른 위험분배에 대한 

법원의 사후적 개입은 자제되어야 한다면서,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위험에 대

한 쌍방공통의 착오나 사정변경 등으로 계약수정을 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는 견해에, 최준규, “계약법상 임의규정을 보는 다양한 관점 및 그 시사점”, 법

조 62권 9호(2013), 75-76면.  
87 기업인수계약 실무에서는 계약상 이러한 계약 외적 합의의 내용을 배제하고, 

본 계약이 완전한 합의에 해당한다는 소위 ‘완결조항(merger clause)’이 종종 활

용된다. 기업인수계약에 관한 설명은 아니나, 분양계약서에서 있는 내용만을 계

약의 내용으로 한다는 완결조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분양광고의 내용을 계

약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배제된다는 것에, 김재형, “분양광고와 

계약”, 민법론IV, 박영사, 2011, 98-99면 참조. 

40



 

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 전반에 관한 여러 법적 쟁점들을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업인수계약상 기재된 진술·보증의 문구의 계약해석

만으로는 영미에서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II. 계약상 규율의 한계 및 법적 규율의 필요성 

 

1. 계약상 규율의 한계 

 

이와 같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진술·보증조항만으로는 진술·보증위

반으로 인한 매수인의 구제(기업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 문제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다. 영미에서 진술·보증위반의 법리가 보증위반책임 

및 부실표시책임을 아우르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상 규율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은 매우 광범위한 것이다. 다음은 그 동안 우리의 실

무에서 진술·보증과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 왔던 대표적

인 문제들을 두서 없이 나열해 본 것인데, 이를 보더라도 계약상 규율의 

공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88  

 

 진술·보증위반으로 인한 책임의 성질은 무엇인지(담보책임, 채무

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우리 민법상 책임과 다른 독자적인 

계약상 책임인지) 

 손해배상 외에 인정되는 매수인의 구제수단들(해제권, 대금감액

권, 추완청구권, 취소권 등)은 있는지 

 손해의 개념, 범위, 산정방법은 무엇인지(이행이익배상인지, 신뢰

이익배상인지, 대상기업에 관한 손해에만 한정되는지, 매수인이 

지출한 손해에 한정되는지, 민법상 손해배상액 제한의 법리가 적

용되는지, 기업가치의 산정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등) 

                                          
88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위반 내지 기업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형적

인 법적 쟁점들에 관해서는 제3장에서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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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구제수단 간 관계는 어떠한지 

 진술·보증 위반책임이 과실책임 또는 무과실책임인지,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인지 

 진술·보증 위반에 관하여 악의·중과실·경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

이 매도인에게 위반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매도인이 계약상 중요한 대상기업의 성상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침묵한 경우에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책임이 인

정되는지 

 묵시적 보증(implied warranties)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는지 

 매수인의 구제수단의 행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매수인의 과실상계 내지 과실참작이 인정되는지 

 당사자의 합의로써 매수인의 각 구제수단들을 배제하거나 제한

할 수 있는 것인지 등 

 

당사자들이 기업의 하자를 둘러싼 위와 같은 수많은 법적 쟁점들에 

대해서 영미의 보증위반책임과 부실표시책임에 상당하는 규율들을 스스

로 창설하여 미리 완전하게 합의해 둔다는 것은 실현불가능한 환상에 불

과하다. 그리고 이는 영미의 기업인수계약서를 더 많이 참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영미의 기업인수계약서에서는 각 국가별 혹은 주

별 판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즉, 이를 default rule로 삼아) 이를 특별히 

배제 또는 변경하거나 법리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합

의가 이루어진다. 관할마다, 사안마다 합의의 내용이 달라 참고하기가 어

려운 것은 물론이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예를 모방하려고 해도, 우리의 

경우에는 그 이면에 깔린 영미의 관련 판례법리까지 합의 내용에 넣어야

만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있는데, 이 역시 실제 협상과정에서는 불가능

한 일이다. 

물론 당사자들이 협상 과정에서 미리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일부 법적 

쟁점에 관해서 계약상 합의에 이르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

한 합의는 우리 민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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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손해배상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한다거나, 계약체결 당시 이미 

진술·보증위반사실을 알았던 매수인의 구제수단을 배척한다거나, 진술·보

증위반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실제 지출하게된 비용에만 손해배상책임이 

미친다거나, 불법행위와 같은 계약외적 책임은 배제한다고 합의하는 경

우 등).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발생가능한 모든 법적 쟁점에 대하여 

계약상 규율만으로 완전한 합의에 이르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더욱이 

실제 기업인수거래에서는 이와 같은 계약상 규율을 위한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수많은 요인들이 존재하기도 한다(제한된 시간과 비용, 협상력의 

차이, 전략적 필요, 협상 변호사 또는 당사자의 미숙89 등).90 

 

2. 법적 규율의 필요성 

 

따라서 이러한 계약상 규율의 한계로 인한 ‘법적 공백상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영미의 진술·보증위반 법리(계약위반책임과 부실표시책

임)에 상응하는 우리의 ‘법적 규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한 

법적 규율로는 우리 민법의 관련 규정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 민법 규정들의 적용이 부적합하다면, 불가피하게 

‘민법 외적 해결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2002년도 독일민법 개정

처럼 우리 민법을 개정하는 방법(입법적 해결방식)이나, 독일의 실무 및 

일본의 다수설처럼 독립적 보장 내지 손해담보계약 등 독자적 법리를 우

리에게도 적용하는 방법(계약적 해결방식)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인수계약분야의 판례의 발전은 상당히 더딘 편이다. 이는 

                                          
89 다수의 국내 변호사들에게 영미식 계약서 작성은 여전히 생소한 일이며, 중

소규모의 기업인수거래에서는 인수경험이 없는 변호사에게 의뢰하거나 아예 변

호사의 도움 없이 당사자가 직접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90 최준규(주 86), 55면은 소위 ‘불완전계약(incomplete contract)’은 거래비용 등의 

이유로 인해, 계약의 핵심적 내용에 관해서만 합의하고 그 밖의 계약상 권리의

무관계에 관하여 불명확한 규정만 두거나 아예 합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면

서, 임의규정이 잘 정비되어 계약이 불완전한 경우도 있고, 그냥 별 생각 자체

가 없었던 경우도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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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법계 국가들에서는 물론이고 판례법 국가인 영미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원인은 기업인수계약 관련 분쟁이 없어서가 아니

라, 기업인수계약의 당사자들이 화해나 중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영미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인수계약서가 중재조항을 두어 관

련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비밀을 유지할 수 있고 절차에 소요되

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하며 판정부의 전문성을 보다 신뢰하기 때문

이다.91 그에 따라 기업인수계약 관련 판례법의 발전이 더딤은 물론이고 

관련 학술연구도 미진한 상황이다.92 대륙법계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중재

선호 경향이 나타나고 관련 판례의 발전이나 학술연구가 저조한 상황이

다.93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판례에 의한 관련 법리의 형성은 미미한 

수준이다.94 

이와 같이 판례의 발전이 더딘 상황이므로 이 분야의 법리 발전을 

판례에만 맡겨둘 수는 없고, 적극적인 학술연구를 통해 타당한 법적 규

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91 기업인수거래에서 중재의 장점으로 탄력성(일도양단적 판단 지양, 종합적 해

결), 비공개성, 전문성, 중립성(국제사건의 경우)측면에서의 유용성을 드는 것에, 

천경훈(주 5), 35-36면. 
92 미국에서도 M&A계약에 관한 연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John C. Coates IV

(주 3), 1. 
93 Philip Martinius(주 10), 36; Heike Schweitzer(주 43), 85. 
94 한국상사법학회 편(주 12), 526면(천경훈 집필부분)은, 특히 외국기업이 당사

자로 되어 있는 계약은 그와 관련된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가 많아서 실제 진술 및 보장 조항을 둘러싼 상당수 분쟁은 국제중재로 처리되

며, 진술 및 보장에 관한 실제 분쟁 수에 비해 판례 형성이 미진한 이유 중 하

나라고 지적한다. 동지: 허영만(주 1), 17면. 한편, 천경훈(주 5), 37면은 판례의 

형성의 기회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하급심 판례들도 계약서가 졸렬하게 

작성된 소규모 M&A거래에 관한 것이 다수이다 보니, 제대로 된 선례로서의 구

실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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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기업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 

 

 

 

제1절 개설 

 

이제 우리는, 우리 민법상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규정

들이 기업인수거래계약상 기업의 하자 문제를 규율하기에 적합한지를 검토

할 것이다.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의 우리법상 의미 역시, 기업의 하자문

제에 관한 우리 민법의 적용여부가 우선적으로 규명될 때에만 비로소 분명

해 질 수 있다. 

본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기업인수계약상 기업의 하자와 관련하여 전형

적으로 문제되는 법적 쟁점들을 파악하고, 기업인수거래의 특성에 비추어 각 

쟁점들의 적절한 해결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날 

기업인수거래를 선도하고 있는 영미와 우리처럼 대륙법계국가이면서도 기업

인수거래에 관한 법리를 상당한 수준으로 체계화하고 있는 독일의 관련 법

리들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95  

다음으로는, 영미와 독일의 법리를 그에 상응하는 우리 민법의 규율들과 

비교함으로써 우리 민법의 규율적합성을 검증해 본다. 이 때 각 국가별 법리

들은 그 연원과 법적 의미가 동일할 수 없으므로, 어느 국가의 특정 법리만 

떼어내어 우리의 특정 법리에 끼워맞춰 비교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예컨대, 미국 일부 주법원의 보장위반책임 관련 법리와 우리의 담보책임법리

만을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영미의 경우에는 부실표시책임까지, 우리의 

                                          
95 본장에서는 일본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는 하지 않는다. 일본에서 기업인수계약

상 기업의 하자에 관한 논의는 진술·보증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만, 그것도 주로 단

편적인 실무논문들 위주로 논의되어 왔을 뿐, 그러한 진술·보증의 방식에 따라 대상

기업의 성상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서 일본민법상 기업의 하자로 인한 매도

인의 책임 문제 일반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헌은 찾아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진술·보증의 법적 성질에 관한 일본의 논의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제4장 제2절 II.에

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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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취소권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각 쟁

점별로 도출되는 구체적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또한 외국법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법의 의미를 규명함에 있어서는 우리

법의 고유한 가치를 파악하여 이를 존중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미법은 계약자유 원칙과 ‘caveat emptor’의 원칙을 강

조하여 법에 의한 매수인의 보호를 매우 꺼리는 입장이므로 담보책임 및 신

의칙에 의한 매수인의 보호를 널리 인정하는 우리 민법과는 기본적인 입장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양 법계의 차이에 대해서 단순히 이 분야

에서 영미법의 지배적 영향 내지 우월성에 입각하여 우리법의 독자성을 무

시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의 기업인수거래 실정에 대

한 면밀한 관찰과 우리법이 지향하는 고유의 가치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전

제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관련 민법규정들에 대한 종래 법해석이 기업인수계약을 규율하기

에는 미흡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석론을 새롭게 시

도할 것이다. 

 

 

제2절 비교법적 검토 

 

I. 영미 

 

1. 책임의 구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96  영미의 기업인수계약의 경우에는 ‘caveat 

emptor’의 원칙이 관철되어 묵시적 보증책임(implied warranties)이 인정되지 않

는다. 따라서 매도인은 기업의 성상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보증(express 

warranties)을 한 경우에만 그 보증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계

약체결 단계에서 대상기업의 성상에 관하여 매도인이 한 허위의 진술에 대

                                          
96 제2장 제1절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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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법리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고 있다.  

 

(1) 보증위반책임 

 

기업인수계약상 매도인의 보증은 계약상 약속의 일종으로서, 그 보증의 

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된다.97 따라서 커먼로 상 계약위반에 관한 매수인의 구제

수단이 보증위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된다.98  이러한 보증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수단은, 이에 관하여 계약상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예

컨대 아무런 면책조항(indemnifications)이 없이 진술ㆍ보증조항만 두고 있는 

경우라도) 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99 

 

                                          
97 Albert J. Rosenthal, “Remedies in Disputes Arising Out of Agreements to Buy and Sell 

Businesses,” 12 B.C.L. Rev. 825 (1971), 834. 한편, 동 논문의 825면은, 이 논문의 작성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인수계약의 구제에 관한 판례가 놀라울 정도로 거의 없고, 

계약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대표적 문헌들에서도 이 문제를 논한 사례가 없는바,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분야는 입법이 아닌 판례에 발전되어 온 이상, 

기업인수계약의 구제에 관련한 어떠한 문제도 만족스럽게 분석되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98 Albert J. Rosenthal(주 97), 836. 다만, 미국의 일부 견해는, 기업인수에 있어서 통일

상법전(UCC)상 물품매매에 관한 제2조의 유추적용을 주장하며, 이를 커먼로와 함께 

이 분야의 법원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Albert J. Rosenthal(주 97), 826-830은 자산양수도의 물품거래 부분에는 

위 조항의 직접적용을, 자산양수도 거래에서 물품 외의 부분과 주식매매의 경우에 

대해서는 유추적용을 주장한다. 그리고 David Baker and Robert Jilson(주 45), 126면은 

CISG도 이를 채택한 미국주의 경우에는 자산양수도계약에 적용된다고 한다. 다만, 

주식매매에 대해서는 UCC 제8조만 적용될 뿐 대상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

시적 보증이 필요하다고 한다. Philip Martinius(주 10), 536면은 미국의 경우 자산양수

도에 이전대상 자산 가운데 포함된 물품에 대해서는 UCC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으

나, 대부분은 약정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고 한다. 
99 Glenn D. West and Sara G. Duran, “Reassessing the “Consequences” of Consequential Damage 

Waivers in Acquisition Agreements,” The Business Lawyer, vol. 63 (May 2008), 786; Murray 

Perelman(주 18), 28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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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실표시책임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란 계약체결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한 허위

의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거래를 체결하도록 유인하는 경우를 

말한다.100
 명시적 보증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어떠한 사실이 정확하다는 계약

상 약속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인 반면에, 부실표시책임은 상사관계의 전제되

는 사실관계(factual predicate)에 대해서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커먼로 상의 의

무가 위반된 경우 이를 시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실표시책임은 계약체

결 전 단계에서 매도인의 허위 진술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하는 수단이 된

다.101 

기업인수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매매대상 기업에 관한 매도인의 허위의 

진술이 있다면, 그 진술의 진실성 내지 정확성에 대한 계약상 명시적 보증 

여부와 관계 없이, 매도인은 부실표시책임을 지게 된다. 

 

2. 요건 

 

(1) 보증위반책임 

 

(가)  계약위반책임 

 

계약상 구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위반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므

로, 매도인이 허위나 부정확한 사실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는 사정만이 보

증위반책임의 요건이 된다. 102  부실표시와 달리, 보증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계약체결을 하도록 만든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책임 성립에 지

                                          
100 Andrew Stilton(주 31), 165. 
101 Glenn D. West and W. Benton Lewis, Jr., “Contracting to Avoid Extra-Contractual Liability – 

Can Your Contractual Deal Ever Really Be The “Entire” Deal?,” The Business Lawyer, Vol. 64 

(Aug. 2009), 1008-1012. 
102 다만, 허위의 보증에 대한 매수인의 신뢰를 요건으로 보는 판례들이 있다. 이 점

에 관해서는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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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없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고의·과실이 요구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미법상 계약위반책임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인

바,103 보증위반책임도 역시 엄격책임이다.104 

 

(나)  매수인의 신뢰 요부 

 

(ㄱ)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주관적 사정은 계약위반책임의 요건이 아님에

도 불구하고, 보증위반과 관련해서는, 보증이 허위임을 매수인이 알면서도 

거래를 체결하거나 거래를 종결한 경우 보증위반책임의 성립여부가 다투어

지고 있다. 주요 쟁점은 2가지이다. 첫째, 보증위반의 경우에 부실표시책임에

서와 같이 매수인의 신뢰(reliance)를 요건화하는 것이 타당한가이다. 부실표

시책임과 달리 일반적으로 계약위반으로 인한 구제에는 특별히 매수인의 신

뢰를 요구하지 않음에도, 유독 보증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위반소송에서 미국

의 일부 주법원들과 영국법원이 악의 매수인에 대한 구제를 부정하고 있기

에 생기는 문제이다. 둘째, 미국의 판례와 학설들을 살펴보면, 비단 계약체결 

당시의 사정에 한정하여 악의 매수인의 문제를 논하지 않고, 거래종결시의 

사정까지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즉 악의 매수인은 거래종결로써 계약위반으

로 인한 구제를 포기(waiver)한 것이냐의 문제도 함께 얽혀 있다. 

                                          
103 이에 대해서, 우선 영국의 문헌으로는, Treitel, The Law of Contract, 9th ed., London 

Sweet & Maxwell, 1995, 750-753(특히 752면은 매매계약상 인도된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은 엄격책임이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Second Restatement of 

Contracts ch. 11, introductory note (1981)은, “계약책임은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이다. 계약

은 지켜져야 한다는 pacta sunt servanda의 법언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그

가 과실(fault)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Farnsworth, Contracts, 4th ed., Aspen, 2004, 760-761도, “계약

법은 본질적으로 엄격책임법(a law of stirct liability)이고, 그에 따른 구제(remedies) 체계

도 과실(fault)과는 상관 없이 작동된다”고 한다. 이 밖에 영미의 계약위반책임이 일

반적으로 엄격책임(strict liability)라는 점에 관한 설명으로, 이호정, 영국계약법, 경문

사, 2003, 432-434면(영국법에 관하여)과 명순구, 미국계약법입문, 제2판, 법문사, 2008, 

150-152면(미국법에 관하여) 참조. 
104 Glenn D. West and Benton Lewis, Jr.(주 101), 1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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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의는 보증 위반을 이유로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로 한

정된다. 형평법상 구제수단인 원상회복은 ‘clean hands’의 원칙에 따라서 악의 

매수인이 주장할 수 없다. 105  또한, 이하의 논의는 악의인 매수인의 취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아무런 합의106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107 

(ㄴ) 이 문제에 관한 미국의 주 법원들은 매우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

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기업인수계약체결시 준거법 선택 및 그에 따른 계약

조항의 작성에 상당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혼란이 초래된 이유

로는, 첫째, 거래종결 후에 진술보장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포기에 해당

하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아직까지 법리가 확립되지 못했고,108 둘째, 계약과 

불법행위가 연혁적으로 교착되어 아직까지 완전히 분화되지 못하는 양상을 

더러 보인다는 점을 들 수 있다.109 미국의 일부 주(미네소타, 델라웨어, 캔사

스 등)에서는 보증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위반사실과 손해의 

입증만으로 부족하고, 부실표시에 대한 매수인의 신뢰(reliance)까지 입증하여

야 한다. 이에 반하여 보증위반을 주장하는 매수인은 부실표시의 존재만 입

증하면 되고 매수인의 악의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주장을 배척하지 않는다고 

                                          
105 David Baker and Robert Jilson(주 45), 160.. 

106 당사자들이 anti-sandbagging 조항(보증위반사실에 대하여 악의인 매수인에 대하여 

구제수단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 pro-sandbagging조항(보증위반사실에 대하여 악의인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구제수단의 주장을 인정하는 조항), 또는 거래종결이 계약위반

으로 인한 구제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조항 등을 두었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 다만, 매수인의 신뢰를 요건으로 하는 주나 국가에서는, 신뢰요건을 배제시키

는 pro-sandbagging 조항의 효력을 부정할 여지가 있는데, 이에 관한 미국 법원의 입

장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한다. Glenn D. West and Kim M. Shah(주 20), 6. 한편, 후술

하듯이, 영국의 판례들은 그 효력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107 또한 이 문제는 진술보증위반과 무관한 면책(indemnification)사유, 예컨대 이미 매

수인이 알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매도인의 면책을 정하는 조항을 두는 경우에

는 해당이 없다. 이러한 면책(소위 ‘특별면책’)은 매수인의 절대적 보호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Murray Perelman(주 18), 298.  
108 Lou R. Kling and Eileen T. Nugent, Negotiated Acquisitions of Companies, Subsidiaries and 

Divisions, 2013, 844. 
109 미국 상사거래에서 계약과 불법행위의 교착관계에 관한 소개로는, Glenn D. West 

and Benton Lewis, Jr.(주 101), 1007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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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주들도 있다(메사추세츠, 코네티컷,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등). 반면에, 

뉴욕 등 일부 주에서는 불법행위소송과 계약소송을 구별하여 악의인 매수인

에게도 보증위반으로 인한 구제를 인정하면서, 매수인이 보증위반으로 얻게 

되는 권리를 포기(waiver)했는지 여부에 주목한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기업인

수계약 관련 주요 문헌들이 공통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판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110 

 

(i) 신뢰를 요구하는 입장 

 

 Hendricks v. Callahan, 972 F 2d 190 (8th Cir. 1992): (미네소타주법이 적용

된 사안에서) “당사자가 명시적 보증 또는 묵시적 보증의 위반을 주

장하는 당사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관련 보증을 실제로 신뢰하였음

이 명백해야만 한다”며, “매수인이 거래종결 전에 보증위반사실을 알

면서도 거래를 종결했다면, 그 매수인은 그 보증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기에 그 위반에 대해서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자

산 소유권 내지 재무제표 관련 보증위반 주장에 대하여, 부담(lien)의 

존재가 공개되지도 않았음에도 매수인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정을 들어 배척한 사안이다). 

 

(ii) 신뢰를 요구하지 않는 입장 

 

 Southern Broadcasting Group, LLC v. Gem Broadcasting, Inc., 145 F. Supp.2d 

1316, 1322-1324 (M.D. Fla. 2001): (플로리다법이 적용된 사안에서) “명

시적 보증은 당사자간의 교환적 합의로서, 그 위반은 종결 당시 상

대방이 이를 신뢰하지 않았다(non-reliance)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소

구가능하다는 현대적 관점을 견지해 왔다”고 판시하였다.  

                                          
110 이하의 판례에 관한 소개는 Murray Perelman(주 18), 288-289 및 299-301; Lou R. 

Kling and Eileen T. Nugent(주 108), 844-845; Glenn D. West and Kim M. Shah(주 20), 4-5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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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권리 포기의 문제로 보는 입장 

 

 CBS Inc. v. Ziff-Davis Publishing Co., 75 N.Y.2d 496, 553 N.E.2d 997, 554 

N.Y.S.2d 449 (N.Y. 1990): (뉴욕주법이 적용된 사안으로) 매수인이 거래

종결 전 조사를 통해서 매도인의 보증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을 

발견하고는 명시적 권리유보 하에 거래를 종결한 경우이다. 뉴욕주 

대법원은, 보증된 정보의 진실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요구하고 있는 

사기나 부실표시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소송과 달리, 명시적 보증에 

기초한 계약소송이 문제삼는 바는, “그것의 진실성에 대한 매도인의 

약속을 자신이 매수하고 있다고 매수인이 믿었는지”이고, “명시적 보

증도 다른 조항과 마찬가지로 계약의 일부이다. 일단 명시적 보증을 

계약의 일부로서 신뢰했었음이 입증된다면,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

에 대해서 면책(indemnification)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함에 있어, 

그 보증 속 사실의 약속이 이행되리라는 점에 대하여 매수인이 그 

이후로도 믿었는가의 입증은 무관하다. 보증이 위반되었다는 점에 

관해서 입증하기만 하면, 면책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고 판시하였다. 111  법원은 나아가 ① 당사자들은 보증이 “상대방이 

행한, 혹은 상대방을 위해 행해진 조사에도 불구하고 거래종결 후에

도 존속한다”고 계약조항으로 명시했다는 점, ② 당사자들이 거래종

결 전에 어떠한 위반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서로 동의하지 

않았고 거래종결이 “어떠한 권리나 방어권의 포기로 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는 점, ③ 매수인은 그 위반사실을 계약체결 후 거래종결 

전에 알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112 

                                          
111 Farnsworth(주 103), 21-23면은, 미국의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의 구별에 관한 주요 

문제 중 하나로, ‘약속에 대한 신뢰(reliance on a promise as a basis for legal rights)’문제를 

지적한 다음, 동 판결을 들어, 적어도 명시적 보증위반 소송에 대해서 만큼은 불법행

위가 계약법의 주류로 흡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나아가 21세기에 계약법이 그 

주요 영역을 불법행위법에 양보하게 되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12 이 점들은 후에 나온 뉴욕주법 사례들에서 본 판결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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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lli v. Metz, 973 F.2d 145, 150-151 (2d Cir. 1992): (뉴욕주법이 적용된 사

안에서) “매수인은 거래종결 전에 매도인의 위반을 충분히 알면서도 

보증 관련 권리를 명시적으로 유보하지 않았다면 보증위반을 주장

할 수 없다.” (Ziff-Davis와 달리, 본건에서는 계약체결 및 (동시적) 거

래종결 시에 보증위반의 존재에 관한 다툼이 없었다. 매수인이 계약

체결 전에 위반사실을 알게 된 사안이다.)  

 Rogath v. Siebermann, 129 F.3d 261 (2d Cir. 1997): (뉴욕주법이 적용된 사

안으로) 통일상법전(UCC)113이 적용된 사례인데 Ziff-Davis 판결을 원

용하여, 매수인이 매매종결 전에 받은 매도인의 위반에 관한 정보의 

내용보다는, 그러한 정보가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나왔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더 이상 매수인이 매도인의 약속에 

대한 교환적 협상을 했다고 말할 수 없게 되고 매수인은 그러한 악

의 상태로 거래종결을 함으로써 위반을 승인했다는 취지이다. 본건

도 매수인이 계약체결 전에 위반사실을 알게 된 사안이었다).  

 Coastal Power International, Ltd. V. Transcontinental Capital Corp., 10 F. 

supp.2d 345 (S.D.N.Y. 1998): (뉴욕주법이 적용된 사례로) 체결시와 종

결시 사이에 위반을 알게된 매수인이라도 명시적으로 자신의 권리

를 유보하지 않고 종결했다면 이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Paraco Gas Corp. v. AGA Gas, Inc., 253 F. Supp. 2d 563 (S.D.N.Y. 2003): (뉴

욕주법이 적용된 사례로) 매도인에 의하여 공개된 것이라면 매수인

의 악의는 보증위반소송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Gusmao v. GMT Group, Inc., 2008 WL 2980039 (S.D.N.Y. 2008): (뉴욕주법

이 적용된 사례로) 매도인이, ‘보증위반에 해당할 만한 사실들을 거

래종결 전에 매수인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보

증을 신뢰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건이다. 이

                                                                                                          

는데 사용되었다. 
113  UCC에 따르면 명시적 보증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313(1)(a), (b), (c)는 보증이 교환적 협상 기초의 일부일 것만을 요하고 있을 뿐이다. 

Albert J. Rosenthal(주 97),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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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법원은, 관건은 매수인이 알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 사실들을 공개했는지 여부라면서, 만약에 매도인이 

진술ㆍ보증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실들을 공개했는데, 이를 충분

히 지득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거래종결을 했다면, 매수인이 자신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유보하지 않은 한, 그 보증을 신뢰할 수 있는 권

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ㄷ) 영국법원들은 대체로 악의 매수인의 보증위반주장을 배척하는 입장

이라고 한다. 114  나아가 기업인수계약서에서 악의 매수인이 보증위반주장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더라도 이를 원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도 나오고 있다.  

 

 Eurocopy plc v. Teesdale and others [1992] BCLC 1067: 당해 계약에, ‘보증

은 오직 공개서면에 기재된 사항으로만 제한을 받지만, 매수인이 그 

전에 이미 알고 있거나 아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타인의 악의의 귀

속을 받아 아는 것으로 보는 여타의 정보는 매수인의 보증위반 주

장을 막거나 보증위반과 관련하여 회복가능한 액수를 감액하지 않

는다’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 비록 중간적 결정(interlocutory 

application)이라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동 결정은 이러한 조항들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본 결정은 매수인이 공개목록

에서 공개되지 않은 특정 사실에 대해 실제로 알고 있는 경우에 매

수인이 이러한 조항을 원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114 Jones Day, “Some Differences in Law and Practice Between U.K. and U.S. Stock Pur

chase Agreements,” at www.jonesday.com/some-difference-in-law-and-practice-between-uk-

and-us-stock-purchase-agreements-04-03-2007 (2016. 11. 2. 최종 방문). 이 글은 미국계 글

로벌 로펌인 Jones Day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로서 영국과 미국의 주식매매계약상

 차이점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보증과 모순되거나 보증위반

을 초래할 사실, 사정, 상황에 대해서 매수인이 서면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실제로

 이를 알고 있었다면, 그 매수인은 설사 그 문제들이 매도인의 공개서면에서 명시

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더라도, 보증위반으로 인한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이 

글, 6면). 이하의 영국 판례소개도 이 글로부터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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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initeland and another v. Artisan Contracting Ltd [2005] EWCA Clv. 758: 회

계가 대상기업의 손익에 대한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작성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증위반이 주장된 건이다. 본건 계약서에는, ‘매수

인의 대상기업에 대한 실사는, 그 실사를 통해 매수인이 위반을 야

기하는 사실이나 상황에 대해 실제로 알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

증위반 주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 있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자료를 제공했는데, 만약에 매수인이 통상의 

실사과정을 통해 이 자료를 조사했더라면 보증된 재무제표의 모순

점이 드러났을 내용이었다. 본건 매수인은 그 문제를 몰랐고 매수인

의 회계사들이 자신들이 발견한 문제를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매수인이 실제로 알았다면 매수인이 어떠한 

보증위반 주장도 할 수 없다’면서도,115 알았다고 간주하는 것만으로

는 매수인이 당해 조항을 원용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2) 부실표시책임 

 

부실표시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

족하여야 한다.116 첫째, 매도인의 진술이 존재하여야 한다. 매도인의 단순한 

침묵은 원칙적으로 부실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117 둘째, 부실표시에 해당하

                                          
115 이 부분이 본 판결의 방론이기는 하나, 악의인 매수인의 진술보증위반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 Eurocopy 건의 판결취지가 다시 확인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Jones 

Day(주 114), 7면. 
116 Glenn D. West and Benton Lewis, Jr.(주 101), 1013-1016. 영미법상 부실표시책임의 요

건과 효과를 정리한 것에, 엄동섭, 미국계약법Ⅱ, 법영사, 2012, 63-76면(미국법에 관하

여), 이호정(주 103), 209-236면(영국법에 관하여) 참조. 
117 다만, 계약당사자가 의도적으로 문제가 될 진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의 

그러한 침묵에 대해서 사기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일정한 경우에 진술의무(duty to 

speak)를 인정하는 주들도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는, (i) 일방이 불완전한 진술을 

하여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ii) 당사자들 간에 신인관계나 비밀유지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iii) 일방이 타방이 쉽게 얻을 수 없는 우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타방이 잘못된 지식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안 경우에 진술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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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그것이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미래에 일

어날 사건에 대한 언명은 계약위반책임을 발생시키는 약속 또는 그러한 약

속에도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예측에 불과하여, 여기서 말하는 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118 따라서 예컨대, 장래 작성될 대차대조표의 내용에 대한 

허위의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여기에 진실하지 않은 현재사실의 

존재가 포함된 것이 아닌 한 부실표시로 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약속이나 

예측은 일반적으로 부실표시에 해당하지 않지만,119 그것의 기초가 된 사실들

이 함축되어 있다면 그러한 사실에 대한 진술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그 진술이 허위여야 한다. 넷째, 매수인이 부실표시를 주장하려면 이로 인해 

계약체결로 유인되었어야 하므로, 매수인이 이미 허위의 진술임을 알고 이를 

신뢰(reliance)하지 않았다면 부실표시로 볼 수 없다. 

부실표시는 표시자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고의에 의한 부실표시, 과실에 

의한 부실표시, 선의·무과실에 의한 부실표시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유형별로 

손해배상 인정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게 된다.  

(i) 매도인의 고의에 의한(with scienter) 부실표시에 대해서는 일종의 사기

책임으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미국의 다수 주에서

는 고의의 부실표시뿐만 아니라 진술의 진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도 무모하게 그 진술을 한 경우(recklessness)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120  

                                                                                                          

인정한다고 한다. Glenn D. West and W. Benton Lewis, Jr.(주 101), 1015. 
118 Farnsworth(주 103), 237-238. 
119 예컨대, 뉴욕주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장래의 의도에 

관한 부실표시는 이행을 하겠다거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계약상 

약속과 다를 바 없으므로, 사기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는, 피고가 계약상 약속을 해놓고도 이를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경우라면 그러한 계약상 약속을 이유로 사기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Glenn D. 

West and W. Benton Lewis, Jr.(주 101), 1013-1014. 
120 예컨대, 텍사스의 경우, 만약 (i) 진술에 대해서 진실성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적

극적으로 단언한 경우이거나, (ii) 그 진술을 하는 자가 자신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정보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iii) 그 진술이 사실인지 아

닌지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있었다면, 무모한 진술에 대한 사기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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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나아가 미국의 주들은 대부분 과실에 의한 부실표시에 대해서도 불

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과실에 의한 부실표시책임의 인정범위는 

주마다 차이가 있다. 뉴욕주의 경우에는 피고가 독특하거나 전문화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 혹은 과실에 의한 부실표시에 대한 신뢰를 정당화할 정도

로 당사자간에 신뢰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요구하는데, 매도인과 매수인 간 

대등한 상사거래인 경우에도 과실에 의한 부실표시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에 관해서 판례가 일치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반면에 델라웨어주 법원들은 

그러한 표시를 한 당사자가 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해 영업이나 거래

의 과정 속에서 표시를 한 것이라면 널리 과실에 의한 부실표시책임을 인정

한다고 한다.121 영국에서도, 과실에 의한 부실표시책임을 인정한다.122  

(iii) 영미에서는 전통적으로 가해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불법행

위책임을 인정해 왔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선의·무

과실의 부실표시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123 

 

3. 효과 

 

(1) 개설 

 

매도인의 보증위반에 대해서 매수인은 커먼로 상의 구제수단인 금전손

해배상(damages)을 구할 수 있다. 또한 매수인은 형평법상 구제수단도 행사

할 수 있는데, 이 때 보증위반책임으로 주로 논의되는 것은 원상회복

(restitution)이다.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과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은 주

로 매도인이 목적물 이전의무 자체를 위반한 경우 또는 확약(covenant)을 위

                                                                                                          

성립한다고 한다. Glenn D. West and W. Benton Lewis, Jr.(주 101), 1015. 
121 Glenn D. West and W. Benton Lewis, Jr.(주 101), 1015-1016; Murray Perelman(주 18), 293. 
122 Andrew Stilton(주 31), 165. 
123 Albert J. Rosenthal(주 97), 868-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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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 경우124에 관해서 논의될 뿐이다.125126 계약의 효력 유지를 전제로 한 손

해배상은 원상회복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선택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127  

매도인의 부실표시책임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으로, 처음에는 계약법

상의 원상회복(restitution)만 허용되다가,128 이후 사기책임(고의에 의한 부실표

시책임)에 대해서 불법행위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허용하기 시작하였고, 차

츰 무모함(recklessness)이나 과실로 인한 부실표시에 대한 불법행위책임도 인

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129  부실표시책임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역시 선택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130  

매도인의 보증위반책임과 부실표시책임에 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은 경

합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 실제 매수인이 진술ㆍ보증 위반을 주장하는 소송

에서는, 이러한 양자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권리행사기간의 

도과나 책임제한 약정 등으로 보증위반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경우에 특히 

부실표시책임을 물을 실익이 있다고 한다.131 

                                          
124 기업인수계약상 경업금지조항이 대표적인 예이다. 
125 독일법상 인정되는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에 상응하는 의미로 기업인수계약상 진술

ㆍ보증의 구제수단으로서 특정이행(specific performance)을 다루는 논의는 영미에서 찾

아보기 어렵다. 다만,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내에 시정

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계약상 합의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이는, 영미법상 특

정이행이 형평법상 구제수단으로서 다른 법정구제수단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만 예

외적으로 인정되는 구제수단이기 때문이다. Shirin Maria Massumi(주 37), 82. 
126 일방의 사기와 상대방의 착오 혹은 쌍방착오로 인하여 서면계약이 쌍방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형평법원이 쌍방의 실제 합의를 반영하여 계약을 수정할 

수도 있다(reformation). Albert J. Rosenthal(주 97), 192. 그러나 기업인수계약에서는 그 

이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수정이 구제수단으로서 실제 활용되는 경우

는 드물다고 한다. 그 이유는 기업인수계약이 대체로 길고 복잡하기 때문에 법원으

로서는 수정보다는 해석에 머물고자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Murray 

Perelman(주 18), 205. 
127 Albert J. Rosenthal(주 97), 851-852. 
128 계약 체결 단계의 부실표시에 대한 계약법상 구제로서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Gl

enn D. West and W. Benton Lewis, Jr.(주 101), 1011-1012. 
129 Glenn D. West and W. Benton Lewis, Jr.(주 101), 1011-1012. 
130 Albert J. Rosenthal(주 97), 867. 
131 Murray Perelman(주 18), 291. Glenn D. West and W. Benton Lewis, Jr.(주 101), 9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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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위반의 효과로서 매수인이 가지는 

구제수단을 그 종류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손해배상 (damages) 

 

(가) 보증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보증위반으로 인한 손해도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계약상 손해

배상에 관한 일반원칙이 적용된다.132  보증위반으로 인한 손해란 그 거래의 

체결로 인해 처하게 된 원고의 상태와 만약 진술ㆍ보증에 따른 정보가 정확

했더라면 원고가 처했을 상태의 차이이다.133 일반적으로 진술ㆍ보증이 진실

했더라면 인정되었을 기업가치와 실제 기업가치의 차액이라고 설명된다. 134 

보증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이와 같이 기업의 시장가치로만 따지는 견해에 

대해서는, 시장가치로 산정된 손해 외에도 계약위반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

생하는 여타의 손해가 모두 직접손해에 포함된다는 비판이 있다.
135

 

 

(나) 부실표시로 인한 손해배상 

 

                                                                                                          

도, 보증위반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계약상 합의한 책임제한조항을 우회하기 위하

여 부실표시책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132 영미에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당사자의 기대(expectation)에 대한 

보상으로서, 당해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그가 처했을 지위로 위치시킬 수 있는 금

액의 회복을 말한다. Farnsworth(주 103), 757-758(미국법에 관하여); Treitel(주 103), 

846(영국법에 관하여).  

한편, 이러한 영미 보통법상의 기대이익(expectation interests)은, 독일법과 우리법에

서 사용하는 이행이익(Erfüllungsinteresse)에 상응하는 표현이다. 김재형, “계약의 해제

와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론 II, 2004, 78. 
133 Adam Kramer, The Law of Contract Damages, 2014, 220. 
134 Andrew Stilton(주 31), 162-163; Albert J. Rosenthal(주 97), 839-840. 
135 Glenn D. West and Sara G. Duran(주 99), 790. 보증위반으로 발생하는 기업가치의 

차액은 직접(통상)손해 중 하나로 이해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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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의 손해배상은 불법행위(tort)로 인한 손해배상이다.136 따라서 그러

한 허위표시가 행하여지지 않았더라면 매수인이 있었을 상태로 위치시키는 

것으로서, 실제 기업가치와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비용의 차액 상당액이

다.137 주식매매의 경우라면 현재 주식의 시장가치와 지급한 대금의 차액 상

당액이 된다.138139 그러나 미국의 경우, 부실표시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경

우에도 보증책임과 마찬가지로 이행이익배상을 인정하는 주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140 

 

(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일반 매매와 비교할 때 기업인수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액의 산

정이 매우 곤란하다는 특징이 있다. 근본적인 이유는, 전통적으로 매매목적

물의 가치를 확인하는 방식은 시장가격인데, 일반 물품매매와 달리 기업은 

시장가격의 확인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주가 역시 기업의 공정한 가치와 일

치한다고 보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이다. 상장기업의 주식매매라면 우선 

주가를 시장가격으로 볼 수 있겠지만,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쳤을 정보가 시

                                          
136 Treitel(주 103), 333-334; Farnsworth(주103), 234. 
137 Andrew Stilton(주 31), 166. 
138 David Baker and Robert Jilson(주 45), 150. 
139 이 밖에 계약상 손해와 불법행위법상 손해의 차이로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

서 전자는 Hadley v. Baxendale (1854) 9 Exch. 341(Court of Exchequer)판결 이래 인정되는 

합리성 기준(rule of reasonableness)이 적용되지만, 후자에는 적용이 없다는 점과 후자

에는 가해행위의 불법성이 클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Glenn D. West and Sara G. Duran(주 99), 782-784.  

부실표시가 보증위반에도 해당하는 경우 원고는 계약책임소송과 불법행위책임소송

을 선택할 수 있는데, 보증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금액면에서나 과책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유리한 경우가 있을 것이나, 불법행위책임소송에는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그러한 것만은 아니다. Albert J. Rosenthal(주 97), 

867-868. 
140 Albert J. Rosenthal(주 97), 868-869면은 선의·무과실의 부실표시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보증위반책임과 부실표

시책임은 상당히 근접해 가는 추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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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주가라면 이를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보기 어려워진다.141  

법원은 기업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당해 거래의 대금액과 매수인이 

당해 거래에서 사용했던 기업가치 평가방식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시장이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식과 시장가격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142 그런데 기업인수거래의 대금액은 시장에서의 경쟁 등 특수한 사

정 하에서 이루어진 치열한 협상의 산물이므로 기업가치평가의 결과와 다르

게 헐값에 사거나 웃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상이한 

여러가지 가치평가방식이 존재하고 매수인이 당해 거래에서 채택적용한 가

치평가방식이 항상 공정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143144  

 

(3) 원상회복 (restitution) 

 

(가) 보증위반으로 인한 원상회복 

 

매도인이 중요한 보증을 위반한 경우에 매수인이 자신이 받은 것을 반

환하면서 매도인에게 이행한 것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이다.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현물반환과 이에 상응하는 가액반환이 인정된다. 원상회복은 피

해자가 이행을 하기 이전의 상태로 위치시키는 것이므로, 미이행 상태에서는 

                                          
141 Adam Kramer(주 133), 223-224. 
142 Adam Kramer(주 133), 224 
143 Albert J. Rosenthal(주 97), 843-844면은,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나 손해액의 입증이

 법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공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대상기업의 가치입증에 있어서는 몰수, 회사해

산,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 독점으로 인한 민사소송, 기업 관련 불법행위소송 등

에서 나타난 기업평가의 기술을 널리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144  영국의 판결 중에는 매수인의 기업가치평가방식을 사실상 유일한 가치평가의 

증거라고 본 것도 있으나, 이와 달리 매수인이 채택한 가치평가방식은 기업의 

실제가치를 측정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결정적인 것은 아니고, 시장에서의 

경쟁적 현실 등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 것도 

있다고 한다. Adam Kramer(주 133), 224-225; Andrew Stilton(주 31), 16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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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될 수 없고 일부라도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하다.145 또한 원상

회복은 계약이 당초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이므로 계약 본래의 

의도를 달성하려는 손해배상이나 특정이행과는 양립할 수 없다.146 기업매수

인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에서와 같은 어려운 산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이 원상회복의 내용이 된다. 한편 

기업매수인은 자신이 받은 기업재산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운영하는 동안 얻

은 이익이 있다면 이 역시 반환하여야 한다.147 

원상회복은 계약의 전부위반(total breach)의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한 보증위반에 해당할 때에만 가능하다.148 또한 손

해배상은 소멸시효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상회복은 

그 행사에 있어 합리적 신속성(reasonable promptness)이 요구된다.149 

 

(나) 부실표시로 인한 원상회복 

 

커먼로상 매수인이 매도인의 중대한(material) 부실표시150에 의하여 유인

되어 계약체결을 한 경우, 매수인은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한 원상회복을 구할 

                                          
145 Albert J. Rosenthal(주 97), 850. 
146 따라서 기업매수인이 보증위반을 이유로 원상회복을 구하면서 더불어 손실에 대

한 보상을 구하는 경우에 이러한 보상청구를 흔히 손해배상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는 원상회복의 일부이다. Albert J. Rosenthal(주 97), 851-852. 
147 Albert J. Rosenthal(주 97), 854. 
148  Albert J. Rosenthal(주 97), 852-853. 영국에서도 보증위반책임에 대해서 그것이 

계약상 본질적 조항(a fundamental term of the contract)위반이라는 점 또는 위반 그 

자체로 계약이행이 곤란해지거나 실질적으로 계약상의 온전한 이익을 향유하기 

곤란해졌다는 점을 매수인이 입증하면 해제(repudiate)가 가능하다. David Baker and 

Robert Jilson(주 45), 151-152. 
149 Albert J. Rosenthal(주 97), 853-854. 
150 Albert J. Rosenthal(주 97), 866은, 진술ㆍ보증위반을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은 그 위

반이 전부위반(total breach)이어야 하는 반면에, 부실표시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칙적

으로 중대한(material) 부실표시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Restatement of 

Contract §476 (1932)에 따를 때, 중대한 부실표시는 중대한 위반보다는 그 정도가 덜

한 것이라 한다(이 때의 중대한 위반은 전부위반의 판단기준 중 하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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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부실표시를 한 자의 고의나 과실도 원상회복의 요건이 아니므로, 

중대한 사실에 대해서 선의무과실로 부실표시한 경우에도 원상회복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사기적 부실표시의 경우에는 중요성에 상관 없이 원상회복

이 허용된다. 그리고 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한 원상회복과 마찬가지로 신속

한 권리주장이 요구된다.151 

한편, 영국의 경우 부실표시책임을 규율하는 것은 판례법과 더불어 

Misrepresentation Act 1967이다. 부실표시가 고의나 과실에 기한 경우는 물론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도 원상회복이 인정되는 점은 미국과 동일하나, 

Misrepresentation Act 1967 제2조 제2항에 따라, 선의무과실의 부실표시인 경

우에는 법원이 원상회복 대신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나아가, 원상회복은, 

① 계약당사자들이 더 이상 계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② 선

의의 제3자가 있는 경우, ③ 당사자가 부실표시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약을 

종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 ④ 부실표시에 대한 이의를 즉시 하지 않

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주장이 제한된다.152 특히 계약체결 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제한 때문에 기업인수 거래의 종결 후에 원상회복이 가능

한 경우가 크게 제한된다고 한다. 

 

(4) 면책 (indemnification) 

 

앞서 살펴본 구제수단 외에도 영미의 기업인수계약서에서는 별도로 면

책(indemnification)153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154 본래 커먼로 상의 면책은 제

                                          
151 Albert J. Rosenthal(주 97), 865-866. 
152 Andrew Stilton(주 31), 165-167; Philip Martinius(주 10), 508. 
153 우리의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에서는 ‘indemnification’을 ‘면책’으로 번역하는 경우

가 일반적인데, 종래 우리 민법에서 ‘책임의 면제’를 의미하는 면책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한편, 독일의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에서는 ‘Freistellung’이라는 

역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Hölters, Handbuch Unternehmenskauf, 2010, 1422. 
154  D. Hull Youngblood, Jr. and Peter N. Flocos, “Drafting and Enforcing Complex 

Indemnification Provisions: Forget about copy and paste. The best indemnification provisions start 

with the details of the transaction,” 56 No.4 Prac. Law. 21(Aug. 2010), 1면은, 면책조항이 

부동산계약이나 비밀유지약정 등에도 존재하지만, 특히 기업인수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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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의 청구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금액 상당을 피고에게 구상하는 것을 

말한다.155 영국의 기업인수계약에서는 대상기업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에 관

해서 매도인이 이를 상환해야 할 의무만을 면책의 대상으로 합의할 뿐, 보증

위반 등 여타의 계약위반은 면책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156 

그러나 영국과 달리, 오늘날 미국의 기업인수계약상 면책개념은 이와 

같은 본래적 의미를 넘어 매우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기

업인수계약상 면책은, 기업인수계약의 위반 또는 여타 합의된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와 비용을 보상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57 따라서 반드시 조세납부 등 제3자의 청구로 인해 지급한 비용에 한

정되지 않고, 보증위반158을 포함하여 기업인수계약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손

해나 비용으로부터 매수인을 보호하는 약정 구제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159 기업인수계약상 면책조항에 따른 매도인의 책임은 당해 조항에서 당

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정하여 진다. 미국의 기업인수계약상 면책조항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① 면책상대방을 대상기업 등 매수인 이외의 자

로 확대, ② 보증위반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지출한 비용의 분담,
160

 특별한 

                                                                                                          

보편화되어 있다고 한다. 
155 Murray Perelman(주 18), 309. 
156 Philip Martinius(주 10), 504. 
157 Murray Perelman(주 18), 309. 
158 면책의 가장 주요한 유형이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진술·보증위반으로 인한 면책에 

관한 판례는 드문 편이라고 한다. Lou R. Kling and Eileen T. Nugent(주 108), 840면 

각주 2. 
159 이러한 광의의 면책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업인수계약의 면책조항에서 

단순히 매도인이 매수인을 “면책한다(indemnify 또는 indemnify and hold 

harmless)”라고만 기재할 경우 제3자 청구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구상책임만 의미하는 

것으로 법원이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Murray Perelman(주 18), 309. 

ABA의 모델조항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indeminify, pay and reimburse”라고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Murray Perelman(주 18), 296. 
160  미국의 보통법에 따를 때,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매수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반대약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진술ㆍ보증위반으로 인한 제3자 청구(예: 대상기업에 현존하는 

부채가 없다는 진술ㆍ보증이 있었으나 채권자의 채무금청구소송이 들어온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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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수단, 손해배상액 예정, 배상액 산정기준, 배상액 제한 등에 관한 합의, 

③ 면책의 구체적 조건과 절차,161 ④ 이미 매도인에 의하여 공개되어 보증위

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매수인이 보호가 필요한 경우 그 구제수단162 등이 

포함된다.  

기업인수계약상 면책조항에 따른 매도인의 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는 이를 명확히 논의하는 견해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통일되어 

있지 않다.163 영국에서는, 면책의무자가 고유한 독립적 의무로서 손해를 면

책시킬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견해164와 면책은 단순한 채무가 아

니라 손해배상의무라면서, 면책권리자가 면책의무자 대신에 무언가를 지급함

으로써 면책의무자는 의무위반에 빠진 것이므로 면책금의 지급은 그러한 의

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견해 등이 보인다.165 반면에, 미국의 문헌 

중에는 “면책조항의 해석은 계약위반의 입증, 손해배상액 산정 등 관련 계약

법 일반원칙의 이슈들과 겹친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쌍방 변호사들이 심

각하게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기업인수계약의 계약법적 측면을 무시

하고 면책조항 등 계약서에 기재된 조항에만 매몰된다는 점”이라고 지적하

                                                                                                          

대하여 매수인이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은 제3자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과 함께 일반적으로 배상가능한 손해로 인정된다. 당사자들은 면책조항에서 

이러한 보통법과는 다른 취지의 약정을 할 수 있다. Albert J. Rosenthal(주 97), 845; Lou 

R. Kling and Eileen T. Nugent(주 108), 846. 
161 예를 들어, 누가 제3자에 의한 소송을 방어할 것인지 여부 등. 
162 실무에서는 진술ㆍ보증위반에 대한 면책을 ‘일반면책’, 매도인이 진술ㆍ보증의 예

외로서 이미 공개한 사항이어서 계약위반은 아니지만 그에 관한 매수인의 구제방법

에 특별히 합의한 경우를 ‘특별면책’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특별면책이 이루어지는 

대표적 예로는, 대상기업 관련 소송이나 환경법규 등에 따른 비용을 매도인이 지기

로 하는 합의 등을 들 수 있다. 
163 본래적 의미의 면책개념과 미국의 기업인수계약상 사용되는 확장된 면책개념의 

차이에서 오는 혼동도 그 원인으로 보인다. 
164 Andrew Stilton(주 31), 168은 영국에 관해 설명하면서, 면책소송은 손해배상소송이

 아니라 채무이행소송이며, 따라서 손해의 소원성이나 예견가능성, 손해경감의무의 

적용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 
165 Adam Kramer(주 133),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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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견해가 있다. 166  그리고 면책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면책의 경우에도 

손해의 범위에 관한 Hadley v. Baxendale의 원칙과 손해경감의무(duty to 

mitigate)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으나, 학설 및 판례는 분분한 상황

이다.167 

 

II. 독일 

 

1. 책임의 구조 

 

전통적으로 독일법상 기업의 하자의 문제는 하자담보책임과 계약상 과

실책임을 통해서 해결되어 왔다. 그런데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상 진술·보증

에 대해서는 독일 실무가 이를 독립적 보장(selbständige Garantie)이라는 독자

적 법리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보고 여타 독일 민법상 책임을 배제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2년도 개정 민법에서는 하자담보책임에만 있던 특

별 규정들이 대폭 삭제되어 일반 급부장애법이 광범위하게 준용되게 되고 

‘성상’이나 ‘보장’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보다 기업인수계약에 적합한 내용으

로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진술·보증도 ‘성상 보장’의 개념을 통해 민법 내에

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68 

그러나 아직까지 ‘성상’이나 ‘보장’ 등 핵심 법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

아, 기업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 책임과 관련하여, 독일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이 미치는 범위 및 계약체결상 과실책임과의 관계가 분명하지는 않은 상황

                                          
166 Lou R. Kling and Eileen T. Nugent(주 108), 844. 
167 면책에 관한 Hadley원칙의 적용여부에 관한 판례의 소개로는, Glenn D. West and 

Sara G. Duran(주 99), 785-788면 참조. Hadley 판결에 대한 소개로는, Treitel(주 103), 

870이하 참조. 

손해경감의무에 관해서, Lou R. Kling and Eileen T. Nugent(주 108), 847면 각주 52는 

계약법의 일반원칙이므로 면책에도 적용된다 입장이다. 반면에, 영국 판례 

가운데에는 면책이 손해경감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예가 있다고 한다. Adam 

Kramer(주 133), 71.  
168 기업인수계약 관련 독일 민법개정의 의미에 관해서는, 전술한 제2장 제2절 II.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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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의 실무는 기업에 관한 진술·보증에 대해서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독일민법의 적용을 부정하고 독립적 보장의 법

리에 따르고 있다.  

여기서는 일단 독일의 독립적 보장 법리는 제외하고 독일 신구 민법상 

기업의 하자에 관한 규율을 살펴보기로 한다. 독일민법의 적용을 부정하는 

전제에 서 있는 독립적 보장법리까지 한데 모아서 우리의 민법상 기업의 하

자에 관한 규율들과 비교하기가 수월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일의 독립적 보

장법리에 대해서는 진술·보증의 의미를 논하는 제4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요건 

 

(1) 담보책임 

 

(가) 담보책임의 적용 근거 

 

기업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독일민법 제433조 이하 매매의 하자담보책

임에 관한 규정들의 적용을 받는다. 동법은 먼저 물건의 매매에 관한 하자담

보책임을 규정하고 이를 권리의 매매와 ‘기타의 목적물’의 매매에 준용하는

바(제453조 제1항), 기업인수계약 중 주식(지분)매매는 원칙적으로 권리의 매

매에, 자산양수도는 ‘기타의 목적물’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결국 모든 유형의 

기업인수계약에 물건의 매매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이 있게 된다. 

(i) 자산양수도: 종전부터 판례는 자산양수도 거래에 물건의 하자담보책

임에 관한 규정(구법 제459조 이하)를 유추적용하고 있었는데, 2002년도 개정

법 제453조 제1항은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입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산

양수도 거래의 이전대상인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업이 ‘기타 목적물’에 해당

한다.169 

(ii) 주식매매: 담보책임에 있어서 물건의 매매와 권리의 매매를 준별하

던 2002년도 개정 전 민법에서는 기업인수계약 중 주식매매의 유형은 권리

                                          
169 Shirin Maria Massumi(주 37), 16-19. 

67



 

의 매매에 관한 구법 제437조 및 제440조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매도인은 

주식의 법적 존재 및 소유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뿐, 그 권리가 표상하는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2002년도 개정을 통해 

물건매매에 관한 규정을 권리매매에 준용하게 됨으로써 물건매매와 권리매

매의 법률효과는 동일해졌지만 개정법에 따를 때에도 주식매매의 매도인은 

아무런 하자 없는 주식을 매수인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 주식이 아닌 

대상기업의 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식매

매의 매수인은 직접적으로는 주식만을 취득할 뿐, 대상기업에 대한 직접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170171 

그러나 일찍이 제국법원(Reichsgericht)은 대상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

는 매수인은 대상기업의 하자를 이유로 매도인에게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는바,172 이 범위에서는 앞서 자산양수도

에서 논한 기업의 하자담보책임의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방대법원

(BGH)에서도 이러한 입장은 유지되었고,173 주식의 전부취득뿐만 아니라, 잔

여지분 혹은 제3자에게 양도된 지분이 미미해서 주식의 거의 전부를 취득하

는 경우에도 동일한 결론을 인정하였다.174 그러나 주식매도인이 기업의 하자

에 대해서도 담보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지분비율이 정확히 얼마인지에 관해

서는 현재까지도 판례상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175 이에 관

한 학설은 분분하다. 다수설은 대상 주식이 기업의 매도에 필적하는 것일 때

                                          
170 Shirin Maria Massumi(주 37), 16-19. 
171 다른 논거로는 개정민법 제453조 제3항이 제시되기도 하는데, 동 조항은 물권에 

대하여 점유할 권한을 부여하는 권리가 매도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건하

자와 권리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만약 주식매매를 포

함한 모든 권리매매에 물건하자 없는 인도의무까지 인정한다면, 동항은 불필요한 입

법이 된다는 것이다. Hölters(주 153), 1408. 
172 RGZ 86, 146; RGZ 120, 283. 
173 BGH, BB 1998, 1171. 
174 BGH, WM 1970, 819. 
175 독일의 관련판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소개로는, Hölters(주 153), 778-779; Shirin 

Maria Massumi(주 37), 18. 참조.  그리고 구법하의 판례들이 개정민법 하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지적에, Shirin Maria Massumi(주 3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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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기업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이고, 대체로 전체 주식의 

75~80% 이상의 지분취득이 필요하다고 본다. 회사의 경영권을 차지할 정도

의 지배적 지분의 취득이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 밖에, 잔여지분이나 

제3자가 취득한 지분이 법상 또는 정관상 소수주주권을 구성하지 않을 때 

기업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인정하는 견해 등이 있다.176 

따라서 주식매매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여부를 둘러싼 위와 같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식매매의 매수인이 기업가치에 대한 기대를 확

실히 보호받으려면, 별도의 약정을 통해 매도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한 상황이다.177 

 

(나) 개정 민법상 담보책임의 적용 범위 

 

2002년도 민법 개정 전에는 독일연방대법원이 기업의 성질을 ‘기업에 

일정기간 동안 부착된 특성’으로 좁게 해석함으로써, 물건의 일시적인 상태

나 외부에 존재하는 사정, 특히 진술·보증의 핵심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매

출, 영업이익, 부채, 수익능력 등에 관한 사정을 기업의 하자에서 제외하였는

바, 이로써 하자담보책임의 적용범위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2002

년 개정 민법에서는 기업의 하자에 관한 매도인의 책임을 하자담보책임법 

내로 포섭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종래의 성질보증 

대신 성상합의 및 성상보장의 개념이 도입되었다.178 그러나 개정법상 성상의 

구체적 의미에 관해서는 해석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성상의 개념을 종전의 

성질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학설의 대립이 있다. 

                                          
176 관련 학설에 대한 소개로는 Hölters(주 153), 778-779 참조. 
177 Gerhard Picot, Mergers & Acquisitions in Germany, 2nd ed., 2000, 39. 
178 2002년도 개정법 제434조 제1항에서 성상의 개념을 명문화하기 이전에도, 성상의 

개념은 그것이 법률상 개념이 아님에도 판례와 학설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었다. 

통설은 성상의 개념에 물건의 모든 실체적, 물리적 성질(Eigenschaft)이 포함된다면서, 

물건이 그 환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지는 사실적, 법률적, 사회적, 경제적 

관계로서 거래통념상 물건의 가치 및 용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응당 그 

물건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Shirin Maria Massumi(주 3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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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한 입장을 명시한 판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179 

 

(i) 확장설은 기업인수거래 상 주관적 하자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당사자들이 중요시하는 기업의 모든 사정들, 특히 기업의 재무적 

지표들을 성상합의(Beschaffenheitsvereinbarung) 개념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는 입장이다. 2002년도 개정법의 취지는 하자 판단에 있어 성상합의를 우선

시함으로써 주관적 하자를 강조하고, 실무의 영미식 진술ㆍ보증의 상당 부분

을 매매법으로 회귀시키려는 것인데, 이러한 해석이 그러한 취지에 부합한다

고 주장한다. 특히 2002년도 개정으로 하자담보책임의 초단기 소멸시효가 시

정되어(제438조 제1항 제3호, 제2항: 물건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2년으로 개

정180 – 기업인수거래에 있어 그 시점은 기업의 이전(closing)시점임181) 계약체

결상의 과실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할 실익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 견해는 한

층 더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182  

                                          
179 신구법하에서의 하자담보책임의 적용범위에 관한 판례 및 학설에 대한 소개로는, 

Hölters(주 153), 780-783과 Shirin Maria Massumi(주 37), 22-27 참조.  

한편, 2012년도에 출간된 문헌인 Hölters(주 153)에서도 개정법의 성상 개념에 관해

서 설시한 판례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180 2002년도 개정민법 상 통상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고(제195조), 채권자가 청구건을 

발생시킨 사정과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알았어야 

했을 때(소위 “주관적 체계”)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하기 시작한다(제199조 제1항). 이

에 반하여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수인의 권리구제의 소멸시효기간은 그보다 짧게 2

년으로 정하고 그 기산점도 물건을 인도받은 때로 정함(소위 “객관적 체계”)으로써 

매도인에게 유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매매법에 특별소멸시효를 인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Canaris(주 65), 358-360면 참조. 
181 Hölters(주 153), 787.  
182 그 밖의 확장설의 논거로는, ① 권리하자는 대부분 물건에 직접 부착된 것이 아

닌데, 채권법 개정으로 권리하자와 물건하자를 동일시하고 나아가 물건매매 및 권리

매매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더 이상 하자의 직접성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② 제434조 제1항 제2문 제1호는 물건이 계약에서 전제가 된 용도에 적

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적합성 결여의 원인이 반드시 물건 자체 내에 

있을 것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점, ③ 제434조 제1항 제3문에서 매도인의 공개적 

언명까지 성상에 포함시키는 점 등이 제시된다. Shirin Maria Massumi(주 37), 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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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제한설은 성상 개념의 명확성을 위해 가급적 이를 객관적 개념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성상합의는 주관적 하자를 성상의 개념과 결합시킴으

로써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

는데, 만약 성상개념의 한계가 없다면 그러한 명확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한

다. 이 견해는 종래 독일 연방대법원의 입장대로 성상 및 기업하자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여 성상합의는 물건의 상태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기업

의 매출, 영업이익, 부채, 수익능력 등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으

로 해결하는 기존의 방식을 지지하게 된다.  

 

(다) 기업의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양수도의 이전대상인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업은 독일민법 제453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타 목적물’에 해당하여 물건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

는데, 이 때 말하는 ‘기타의 목적물’은 유기적 일체로서의 전체 기업만을 의

미한다. 따라서 이를 구성하는 개별 물건, 권리, 무형자산 등에 하자가 있더

라도 그것이 전체 기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기업의 하자가 되어 제453

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을 준용하게 된다. 기업의 매수인은 대

상기업에 관한 담보책임청구권을 가질 뿐이지 그에 갈음하거나 그와 더불어 

대상기업에 포함된 개별 자산에 관한 담보책임청구권까지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183 

주식매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주식에 관한 권리하자 담보책임만

이 적용된다(제453조 제1항, 제435조, 제437조). 이 때의 권리하자는 대상주

식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제3자의 권리(질권 등) 등 부담이 존재하는 경우, 

배당권이나 투표권이 제한된 경우, 미납된 출자금이 있는 경우, 회사가 도산

상태인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회사가 단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만으로는 

                                          
183 Hölters(주 153), 778. Gerhard Picot(주 177), 43면은, 대상기업에 속하는 개별 목적물

에 중요한 하자가 있음에도 기업전체로서의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체

결상의 과실책임이 적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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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하자라 볼 수 없다고 한다.184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주식매수인이 주식

의 전부를 취득하거나, 잔여지분 혹은 제3자에게 양도된 지분이 미미해서 주

식의 거의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산양수도에서 논한 기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논의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기업의 물건하자와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성립한다. 

독일민법상 기업의 하자는 물건하자와 권리하자로 나뉘어 지는바,185 기

업인수계약상 매도인은 대상기업을 물건하자나 권리하자가 없는 상태로 매

수인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제453조 제1항, 제433조 제1항 제2문). 이하에

서는 대상기업의 하자를 물건하자와 권리하자로 나누어 살펴본다.186  

(i) 기업의 물건하자(제453조 제1항, 제434조): 우선, 물건하자는 다음의 

경우에 인정된다(제434조 제1항). ① 물건의 성상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된 성상을 갖추지 못한 때, ② 물건의 성상에 관한 약정이 없지만 계약

에서 전제가 된 물건의 용도가 있는 경우라면 그 용도에 부적합한 때, ③ 위

와 같은 성상약정이나 전제된 용도가 없는 경우라면 물건이 통상의 용도에 

적합하고, 또 동종의 물건187에 상례적이고 매수인이 성질상 기대할 수 있는 

성상을 갖춘 경우가 아닐 때.  

실제 기업의 하자와 관련해서는 주로 문제되는 것은 성상합의(①)이고 

                                          
184 Hölters(주 153), 778. 
185 다만, 이와 같이 물건하자와 권리하자를 구별하는 것이 개정 전 독일 민법의 특

징 가운데 하나였으나, 2002년도 개정을 통해 양자를 원칙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취

급함으로써 그 구별의 실질적 의미는 거의 사라졌다. Canaris (주 65), 351. 
186 이하의 설명에 대해서는 Hölters(주 153), 780면 이하와 Philip Martinius(주 10), 261; 

Shirin Maria Massumi(주 37), 16면 이하를 참조하였다. 

187 복합적 실체인 기업의 특성상 ‘동종의 물건’은 관념하기 어렵다면서, 기업인수 기

법상 활용되는 소위 ‘페이퍼 컴퍼니’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할 것이라는 견해에, 

Hölters(주 153), 780. 그러한 취지에서 동 견해는, 당사자들이 성상합의를 하지 않았다

면 대상기업 하자의 최종판단은 계약에서 전제된 용도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

게 된다고 한다. 같은 책, 783면. 그러나 예컨대, 파산이 임박했거나 사실상 파산상태

에 이르는 등 대상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사정은 기업의 객관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Shirin Maria Massumi(주 37),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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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전제된 물건의 용도(②)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188 기업의 물건

하자는 당사자가 특별히 개별 구성부분의 하자에 대한 보장을 한 경우가 아

니라면, 그 하자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서 회사 전체의 가치나 효용에 부정

적 영향을 주는 것인 때에만 인정된다. 판례상 기업의 물건하자로 인정된 사

례로는, 약속한 것과 실제 고정자산(공장) 및 유동자산(음료도매업체의 공병)

의 차이가 상당한 경우, 회사 자산에 화학적 오염이 있는 경우, 기업의 명성

(숙박업체)이 훼손된 경우, 회사로 하여금 주된 사업분야의 영위를 어렵게 

만드는 특허권의 결여 등이 있다.  

(ii) 기업의 권리하자(제453조 제1항, 제435조): 매도인은 대상기업에 관

하여 제3자가 매수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거나 매매계약에서 인수된 권

리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예컨대, 기업의 

재산에 제3자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회사의 주된 사업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상표권, 특허권 등)이 존재하거나, 대상기업의 영

업과 관련된 제3자의 독점적 판매권이 존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라) 매수인의 악의 

 

매수인이 계약체결시에 하자를 안 경우 하자담보책임은 배제된다(제442

조 제1항 제1문). 매수인이 중대한 과실로 하자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

인이 하자를 고의로 묵비하거나, 물건의 성상을 보장한 경우에 한하여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제442조 제1항 제2문).189 대상기업에 대한 진술·보

증이 성상보장에 해당할 경우 매수인은 진술·보증위반 사실을 알지 못한데 

                                          
188 Hölters(주 153), 780. 
189 독일 민법상 악의 또는 중과실인 매수인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i) 하자를 알고도 침묵했다면 그 하자로 인한 청구권을 포기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 (ii) 하자를 알고 있는 매수인이 하자 없는 

물건을 받으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거나 또는 선행행위와 모순되

는 행위금지에 따라 악의의 매수인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설 등이 있다고 한다. 

김종현, “매매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의 면제와 제한에 관한 고찰 –독일법과의 비교

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7집(2007. 8), 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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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실이 있더라도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제442조는 

임의규정이다.190 

(i) 매수인의 악의: 구법에서는 물건 인도시의 악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

았으나 2002년도 개정으로 계약체결시로 되었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거래종

결 전의 사정에 대해서 매수인이 알게 되더라도 이로써 하자담보책임은 배

제되지 않는다. 이 때의 악의란 매수인이 구체적인 하자와 그 범위를 실제 

알고 있음을 의미하는바, 어떠한 하자를 짐작케 하는 사정을 아는 것만으로

는 충분하지 않다. 매수인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191  

(ii) 매수인의 중과실: 거래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하고, 가장 간

단하고 분명한 고려마저 해태하고, 그 상황에서 누구에게라도 명확할 수 밖

에 없는 주의조차 결한 것을 말한다. 하자가 공개된 것이거나 하자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192  

매수인의 중과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실사와의 관계에서 몇 가지 

논의가 있다.193 첫째, 실사를 했는데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도 중과실이 인정되는가?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부정하는 것이 다수

의 견해이다. 매도인으로서는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 실사를 최대한 제한하

려는 경향이 있고, 실사가 허용되더라도 한정된 시간과 비용 때문에 불충분

한 실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야 할 때, 실사를 했다는 

사실이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원칙적으로

는 중과실이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중대한 사실을 간과했다면 중과실로 보

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둘째, 실사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중과실에 해당하는가? 다수설은 이 역

시 부정하는데, 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의 사전조사의무를 요하고 있지 

                                          
190 Hölters(주 153), 730. 
191 Mark C. Hilgard, “Kenntnis des Käufers von einer Garantieverletzung beim Unternehm

enskauf,” BB 17(2013.4), 964이하.  
192 Mark C. Hilgard(주 191), 966이하. 
193 이하 실사와 매수인의 중과실과의 관계에 관한 독일의 논의상황에 대한 소개는 

Mark C. Hilgard(주 191), 966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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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194 실사는 매수인의 자발적 활동으로 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할 뿐 매

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은 독일

에 이미 실사의 거래관행이 있으므로 이를 무시한 것은 중과실이라고 한다. 

매수인이 기업인수거래에 경험이 많다면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각 기업별로 실사의 방법, 강도, 범위, 기간이 천차만별이라 표준적 

실사관행은 존재할 수 없는 거래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있다. 다

만, 이상의 어떠한 견해에 따르더라도, 실사여부와 무관하게 매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음이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면 중과실이 인정된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다.  

(iii) 매수인의 경과실: 매수인이 통상의 주의만 기울여도 하자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한 경우라도 하자담보책임은 배제되지 않는다. 예컨

대, 부주의한 실사진행으로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라도 하자담보책임은 

배제되지 않는다. 

한편, 실사를 성실히 하였기 때문에 실사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거나 

중과실에 빠진 매수인이 전혀 실사를 하지 않은 매수인보다 불리해지는 결

과가 되는데 이는 부당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195 학설 중에는 이를 

평가모순적인 상황으로 보고 그 해법으로 실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면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매수인의 권리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대부분

의 견해는 반대입장이다. 제442조 제1항은 매수인이 알게 된 경위를 묻지 않

으며, 실사를 통해 하자를 알게 된 매수인은 거래를 미리 포기하거나 진술ㆍ

보증 등 자기 보호장치를 마련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불리할 것이 

                                          
194 Mark C. Hilgard(주 191), 963면은, HGB 제377조가 매매목적물의 인도 직후 하자 

검사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독일법상 계약체결 전에 매수인이 미리 물건을 조사할

 일반적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은 없으며, 이는 기업인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한

다. 반면에 일찍부터 실사가 관행화된 영미법계에서는 “caveat emptor”의 원칙의 영향

으로 매도인이 원칙적으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하자유무를 철저히 조사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양 법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195 영미에서도 소위 ‘실사의 함정’ 문제로서 같은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이 

글 주 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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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것이다. 실사과정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과실로 인

정되지 않고 실사여부와 상관 없는 명백한 사정에 대해서만 중과실을 인정

한다고 봐야 한다는 절충적 견해도 있다. 

 

(2)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가) 담보책임과의 관계 

 

2002년도 개정법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므로, 먼저 개정 전 상황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196 개정 법이 시행되기 이

전에 연방대법원은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는 기업의 하자의 범위를 좁게 해

석하고, 기업의 매출, 수익, 부채 등에 관한 매도인의 허위진술에 관하여 계

약상 과실책임197을 널리 적용해 왔다.198 독일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신의칙이라는 일반조항에 따라 인정되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범위에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배제된다는 원칙이 오래 전부터 

판례상 확립되어 있다.199 민법 개정 이전의 판례가 기업의 성상이나 하자를 

좁게 해석함으로써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널리 적용해 온 것도 동 원칙과 

관련이 있다.  

종래 구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기업인수계약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

                                          
196 2002년도 개정법 이전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법리의 전개에 관한 이하의 설명은, 

Hölters(주 153), 788-794 및 Shirin Maria Massumi(주 37), 58-63을 참조하였다.  
197 2002년도 개정법을 통해서 그 동안 판례와 학설상 인정되어 오던 계약체결상 과

실책임이 민법전에 명시되었다(제311조 제2항, 제3항). 
198 BGH, NJW 1997, 1539 (회사의 매출에 대한 허위진술의 사례); BGH, NJW 1989, 306 

및 BGH, BB 1995, 1258 (회사의 수익에 대한 허위진술의 사례); BGH, MJW 1970, 653(회

사의 대차대조표 상 부채에 대한 허위진술의 사례). 
199 BGHZ 60, 319. 그러나 이러한 하자담보책임의 우선성은 매도인이 기업의 성상에 

관하여 고의로 매수인을 속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연방대법원 판례로는, 

BGH, NJW 2009, 2120. 위 판결들에 대한 설명으로는, Hölters(주 153), 788; Christofer 

Rudolf Mellert, “Selbstständige Garatien beim Unternehmenskauf – Auslegungs- und 

Abstimmungsprobleme,” Betriebs Berater 27-28 (2011), 1671 참조. 

76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이 진술·보증의 문제를 탄력적이고 효과적으

로 해결하기 위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적극 활용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2002년도 개정 민법 이전의 하자담보책임을 살펴보면, 많은 점에서 기업인수

에 적합하지 않았다. ① 기업의 하자를 발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초단기의 

소멸시효가 존재하였고, ② 원칙적인 구제수단으로서 해제나 대금감액을 규

정하고 있었으며, ③ 과실로 허위진술을 한 매도인에 대해서는 성질보증을 

한 경우가 아닌 한 하자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었고, 사소한 하자에 대한 손

해배상도 배제되었으며, 매수인 측의 기여과실도 고려할 수 없었다. 이에 반

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요건 면에서 기업의 하자에서 배제되었던 기

업의 매출, 영업이익, 부채, 수익능력 등에 관한 진술·보증위반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었고, 효과면에서도 해제권을 배제하고 과실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장기의 일반소멸시효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었다. 

그런데, 2002년도 개정법을 통해서 기업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소멸시

효가 2년으로 길어지고, 우선적 구제수단으로서 추완을 인정함으로써 해제의 

위험이 줄어들었으며, 손해배상도 일반급부장애법을 준용함으로써 보다 기업

인수에 적합한 내용으로 개선되었다.20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상의 개념

에 관한 확장설은, 기업인수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을 널리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201 하자담보책임의 우선성의 원칙상 계약체결상의 과실

                                          
200 2000년도 개정 민법 하에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관계에 관한 

독일의 논의에 대해서는, Hölters(주 153), 788-790과 Shirin Maria Massumi(주 37), 58-

60 참조. 
201 Hölters(주 153), 788면은, 현행 독일민법상 하자담보책임법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고 한다. ① 하자담보책임은 추완이 불가능하거나 좌절

된 경우 혹은 매도인이 이를 거절한 경우에 과실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매도인의 과책이 없더라도 매수인의 해제권 및 대금감액권을 인정하는데 반하여, 계

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손해배상청구권만 인정된다. ② 하자담보책임의 손해배상은 추

완의 불가능, 좌절, 거부 등의 사정이 요건이지만,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기한 손해

배상에는 그러한 요건이 없다(다만 매수인의 손해경감의무(제254조)로 인해 유사한 

결과에 이를 수 있음). ③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는 대상기업의 이전시로부터 2년

이지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일반소멸시효에 따라 보다 장기인 3년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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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라는 일반규정으로 우회할 여지는 크게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기업인

수계약상 진술·보증에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적용하던 개정민법 이전의 연

방대법원의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202 현재까지 이에 대하여 입

장을 밝힌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나오지 않았다.203 

 

(나) 허위정보제공의 경우 

 

계약체결 단계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결정과 관련된 사실을 적극

적으로 진술하는 경우 그 내용이 진실해야 할 의무를 진다. 매도인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허위진술로 나아가거나 허위의 실사자료를 제

공했다면, 이는 진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지게 된

다.204  

 

(다) 정보부제공의 경우 

 

                                                                                                          

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도 대상기업의 이전시보다 늦은 시점이다. ④ 하자담보책임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배상이지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은 신뢰이

익배상이다. ⑤ 하자담보책임에서는 공동과책을 정한 제254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계

약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적용된다.  
202 Shirin Maria Massumi(주 37), 59-61. 다만, 2002년도 개정법 시행 이후로 대상기업

의 성상에 속하는 사정에 대해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는, 하자담보책임과 경합한다는 견해, 하자담보책임의 우선성을 제한없이 적용하여 

매도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견

해, 판례와 같이 매도인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의 우선성이 배제

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고 한다. Hölters(주 153), 788-790. 
203 2013년도 자료 기준. 
204 Hölters(주 153), 790면은,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설명의무의 

존부와 상관 없이 그 진술이 진실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한다.  

Christofer Rudolf Mellert(주 199), 1673도, 기업인수계약상 보증에 포함된 잘못된 진

술은, 그에 관한 아무런 설명의무를 지지 않고 설사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조

차 계약체결 단계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질 수 있고, 보증된 내용 그 자체로

는 허위가 아니지만 상대방을 오도하는 내용이라면 마찬가지로 책임을 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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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계약상 매도인이 거래상 중요한 사실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침

묵한 경우에도 독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205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미법상으로는 부실표시책임과 관련하여 매도인의 적극

적 진술을 요하고 침묵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

적 입장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설명의무206의 인정은 독일 기업인수계약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207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서 각 계약의 당사자는 당해 거래가 자신에게 유

리한지 여부를 스스로 조사해야 하고,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의 계약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 할 의무는 없으며, 이는 기업인수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

다. 그러나 여기에는 신의성실과 형평의 원칙에 따른 예외가 인정되는바, 독

일의 판례와 학설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한 유형으로서 설명의무 법리를 

발전시켜왔다.  

매도인은 계약협상 단계에서,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정으로서 계약목적을 좌절시킬 수 있는 사정들에 대해서, 거래통념상 그러

한 설명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인 한, 매수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제311

조 제2항, 제241조 제2항). 이러한 설명의무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

수인이 합리적으로 정보의 설명을 기대할 만한 구체적 사정들이 중요한 판

단요소가 된다(매도인과 매수인 간 경제적 지위 차이, 매수인의 기업인수 경

험이나 전문가의 조력 유무, 당해 정보가 거래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 매수

인이 당해 정보를 신뢰하는 정도 등). 그리고 매도인이 설명의무 위반에 해

당하려면, 공개할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의 발

                                          
205 Gerhard Picot(주 177), 44면은, 하나의 의무위반이 고의·과실에 기한 허위정보 제

공에도 해당하고 동시에 필요한 설명의 불이행에도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한다. 
206 기업인수계약 관련 문헌에서는 설명의무(Aufklärungspflicht)라는 표현 외에도, 

공개의무(Offenbarungspflicht)라는 표현도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전자는 Shirin Maria 

Massumi(주 37), 58, 후자는 Hölters(주 153), 790 참조. 
207 Shirin Maria Massumi(주 37), 독일 기업인수계약상 매도인의 설명의무에 관한 이

하의 설명은, Hölters(주 153), 790면 이하와 Gerhard Picot(주 177), 43면 이하를 참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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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208 

 

(라) 매수인의 악의 

 

매도인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지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

442조 제1항209은 적용되지 않지만, 손해배상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유사한 결

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견해가 있다. 그 근거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성립하려면 매수인이 정확한 정보를 몰랐다는 사정들과 불리한 계약체결이

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는데, 매수인이 악의라면 이를 인

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210 한편, 매수인이 모른데 중과실이 있는 경

우에는 공동과책에 관한 독일민법 제254조가 적용된다고 한다.211  

 

3. 효과 

 

이하에서는 기업매도인이 기업의 성상과 관련하여 지게 되는 하자담보

책임 및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내용을 매수인의 권리별로 살펴보기로 한

다.212 

 

(1) 추완청구권 

 

2002년 독일 민법 개정 전에는 도급계약에서 하자보수청구권과 하자제

거청구권을 인정하고, 종류매매에서 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인정하

였는데, 특정물매매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으로서 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

                                          
208 Hölters(주 153), 792. 
209 위 제3장 제2절 II.2.(1)(라) 참조. 
210 Hölters(주 153), 726. 
211 Shirin Maria Massumi(주 37), 60-61 
212 이하의 설명은, Hölters(주 153), 783면 이하; Shirin Maria Massumi(주 37), 29면 이하; 

특히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해서는, Christofer Rudolf Mellert(주 199), 1668면 이하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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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었을 뿐(개정 전 독일민법 제462조, 제463조), 하자보수

청구권과 하자제거청구권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213 이는 개정 전 

민법이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에 관하여 매도인의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인

했던 것과 관련된다.214  

2002년도 개정 민법에서는 매수인의 추완청구권(Nacherfüllungsanspruch)

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개정되었는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구제수단으로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제437조 제1호, 제439조 

제1항). 이러한 구제수단은 종류매매뿐만 아니라 특정물매매에도 적용된다. 

추완청구권은 이행청구권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행청구권과 

마찬가지로 과책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215 

매수인은 선택적으로 하자의 제거 또는 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를 청구

할 수 있다(제439조 제1항). 추완을 통하여 하자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 

매수인의 다른 구제수단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추완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추완청구권은 다른 구제수단에 비하여 우

위에 있는데, 이는 계약유지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16

  

다만, 추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완청구권이 배제되고, 매수인의 

이익에 비하여 현저한 불균형을 이루는 비용지출을 매도인에게 요구하는 경

우 또는 매도인에게 그 추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매도인은 추완을 거

절할 수 있다(제275조). 또한 매수인이 선택한 추완의 방식이 과도한 비용으

로만 가능한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이를 거절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제439

조 제3항 1문).217 

제439조 제1항은 하자의 제거는 물론, 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213 김재형, “종류매매에서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비교사법 제22권 제4호(2015), 

1618-1619. 
214 Canaris(주 65), 354-355. 
215 김재형(주 213), 1620. 
216 김재형(주 213), 1620. 
217 추완에 과도한 비용이 드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439조 제3항은, 제275조와 

달리 채무자의 비용과 채권자의 이익 사이의 불균형이 현저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 

매도인의 거절권이 쉽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재형(주 2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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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업인수의 경우에는 대체가능성이 

없으므로 하자의 제거만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한다.218 먼저 물건하자를 예로 

든다면, 재고미달, 대상기업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공급계약 등의 

흠결 시에 추완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권리하자의 경우에는, 제3자의 권

리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매수인이 이에 구속되지 않도록 할 것을 

매수인이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주식매매라면, 매수인은 배당권, 투표권 등

의 제한을 제거하거나 질권 같은 제3자의 권리를 제거할 것을 요구할 권리

가 있다.219 

 

(2) 손해배상청구권 

 

(가) 담보책임 

 

2002년도 개정법 시행 전에는 성질보증이 있는 경우이거나 매도인이 악

의로 묵비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으므로(구법 제463조), 과실

로 허위표시를 한 매도인에 대해서도 성질보증을 한 경우가 아닌 한 매수인

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2년도 개정법을 통해 그러한 매

매법의 특별규정을 삭제하고 일반급부장애법을 준용함에 따라, 성상합의(제

434조 제1항)에 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성상에 대한 보장이 없더라도 매수

인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제437조 제3호, 제280조 이하, 제311a조 제2

항), 이 때에는 과실책임원칙의 적용을 받는다(제276조 제1항). 하자 있는 기

업을 이전함으로써 의무위반에 빠진 매도인에 대해서는 과책이 추정되고, 매

도인이 이에 대한 반증을 하여야 한다(제280조 제1항). 반면에 성상보장이 

있는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인수한 것이 된다(제276조 제1항).220 

이러한 독일민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인수계약의 매수인은 대상기업의 

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437조 제3호). 하자손해배상청

                                          
218 Hölters(주 153), 783. 
219 Hölters(주 153), 783. 
220 Hölters(주 153), 782 및 785-786; Canaris(주 65), 3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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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권(제280조 제1항, 소위 ‘작은 손해배상’)과 급부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권(제281조, 소위 ‘큰 손해배상’)이 모두 인정된다. 큰 손해배상 대신에 매수

인은 계약의 이행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상환을 구할 수도 있다

(제437조 제3호, 제284조). 계약이 해소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 실제 기업인수

계약서에서는 큰 손해배상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221 계약을 유지하

려는 매수인으로서는 하자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는데, 일실이익을 포함하여 

대상기업의 하자로 인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해서 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구법에서는 사소한 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포함한 하자담보책

임이 배제되었는데(구법 제459조 제1항 제2문), 이제는 사소한 하자라도 손

해배상이 인정된다. 다만, 신법에서도 해제 및 큰 손해배상은 사소한 하자의 

경우 배제된다(제323조 제5항 제2문, 제281조 제1항 제3문). 

매도인은 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정이 없었다면 있었을 상태를 회복

하여야 한다(제249조 제1항).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는 1차적으로 원상회복

의무이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원상회복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원상회복을 거절할 것임을 표시할 수 있고, 원상회복이 적

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간 경과 후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원상회복은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된다(제250조). 기업인수거래에서는 원

상회복에 많은 비용이 들어 매도인이 이에 응하기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

지만, 원상회복이 유용한 경우도 있다. 예컨대, 대상기업에 대한 제3자의 청

구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먼저 나설 필요 없이 매도인에게 면책을 요구하

는 것이 적절할 때가 있다(특히 매도인 본인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경우). 한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매수인의 전보에 충분하

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51조 제1항). 원상

회복에 과도한 비용지출을 요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금전배상을 할 수 있

다(제251조 제2항). 이 때의 금전배상은 앞서 언급한 제250조의 금전배상과

는 구별된다. 후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원상회복적 손해배상, 

Restitutionsschaden)을 말하고, 전자는 피해자인 매수인 재산의 가치차액배상

                                          
221 Hölters(주 153), 79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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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tersatz)을 의미한다.222 

가치차액배상(Wertersatz)은 피해자인 매수인의 실제 재산과 그 손해의 

원인된 사실이 없었다면(즉, 기업의 하자가 없었다면) 있었을 가정적 재산과

의 비교를 통해서 산정된다(이행이익 배상). 독일민법 제249조 이하의 손해

배상은 완전배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특히 일실이익도 포함된다(제252조). 

예컨대 생산기계에 대한 작동가능성 보장이 위반된 경우 기계의 수리비용뿐

만 아니라 그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미친다. 실무에서는 

일실이익이나 간접손해를 배제하는 조항을 관용적으로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는 위 예에서 기계의 수리비용 외에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없게 된다. 문제는 간접손해배제조항이 손해산정에 미치는 영향이다. 

통상의 가치평가방법은 미래에 대한 결과예측을 포함하는데, 이 때 기업하자

로 인해 저하된 장래 수익을 고려한다면 이는 간접손해배제조항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접손해배제 약정에 합의함에는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223  

이와 관련하여 주식매매의 경우, 기업하자로 인해 발생한 지분(주식매매

의 경우)이나 대상기업가치(자산양수도의 경우)의 가치감소만을 손해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그러한 취지로 합의했거나, 손해가 대상기업의 가치 

외에 매수인의 다른 재산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가 아니라면, 매수인이 취

득한 지분가치 또는 대상기업가치의 감소가 아니라 매수인의 전재산의 가치

감소를 손해로 보아야 한다.224  

한편, 구체적인 손해액은 거래계에 통용되는 기업가치평가방법으로 산

정될 수 있는데, 실무상 매수인이 자신의 가치평가방법을 매도인에게 공개하

                                          
222 Christofer Rudolf Mellert(주 199), 1668은, 기업인수에서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거나 

매도인에게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실무에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는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고 결국 금전배상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223 Christofer Rudolf Mellert(주 199), 1670.  
224 Christofer Rudolf Mellert(주 199), 1669. 예를 들어, 매수인이 대상기업의 생산능력

을 이용해 기존 사업의 확장을 의도했었는데, 대상기업에 그러한 생산능력이 결여되

었음이 밝혀진 경우, 단지 대상기업의 매출감소만 따져서는 안되며 매수인 측의 매

출감소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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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계약상 미리 손해배상산정을 위한 가치평가방법을 

정하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 산정에 있어 당해 거래에 적

합한 가치평가방법을 판단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 또한 실무상 대체가능한 

특정 자산의 하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지적

재산권, 인력, 고객관계나 영업상 계약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손해액 

산정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미리 손해배상액산정에 관한 상세한 합의조항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225 

 

(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적용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매수인의 유일

한 구제수단으로 되는데, 그 손해배상의 내용은 일반 급부장애법상 손해배상

에 관한 규정들에 의하여 정해진다. 매도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공을 하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독일 민법 제280조 이하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다. 이 때의 손해배상이란, 매수인이 매수결정에 중요한 사정에 대해서 완전

하고 정확한 공개가 있었다면 있었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소

극적 이익 내지 신뢰이익 배상). 만약, 매수인이 매도인의 허위진술이 없었

거나 설명의무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면 당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매수인은 기업을 반환하고 더불어 불필요하게 지

출된 비용의 상환도 청구할 수 있다(소위 ‘큰 손해배상’).226 매수인은 계약을 

유지하면서 매도인을 신뢰함으로써 추가 지급하게 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을 구할 수 있는데(소위 ‘작은 손해배상’), 이는 실질적으로 대금감액에 해당

한다.227 

                                          
225 Christofer Rudolf Mellert(주 199), 1669-1670. 
226 기업의 반환이라는 결과를 막기 위해 큰 손해배상의 필요성은 특히 엄격하게 판

단해야 한다고 한다. Shirin Maria Massumi(주 37), 62-63. 
227 Hölters(주 153), 794. 이 경우, 매도인이 의무를 다했더라면 매수인에게 유리한 가

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리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응 매수인이 진다고 

해야할 것이나, 실무상 그러한 입증이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어쩔 수 없이 

85



 

 

(3) 해제권 

 

추완이 행해지지 않으면,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갖

는다. 2002년도 개정민법에서는 담보책임상의 해제(Wandelung)이 사라지고 일

반급부장애법에 따른 해제(Rücktriit)가 준용된다(제437조 제2호, 323조). 이에 

따라 우선 매수인이 해제하려면 먼저 매도인에게 추완을 위한 상당한 기간

을 정해야 하므로(제323조 제1항),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서 하자를 

제거하거나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유지할 기회를 갖는

다. 이와 같이 개정민법이 매도인에게 추완에 대한 가능성을 새롭게 부여한 

것은 종전 민법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정으로 평가된다.228 해제가 되면 당

사자들은 그 때까지 자신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반환이 배제되는 경우

에는 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제346조).  

그러나 대상기업은 정적인 존재가 아니어서, 기업인수 직후부터 이미 매

수인의 신규투자, 사업계획의 변경, 새로운 자산의 취득과 부채의 부담, 지속

적인 시장상황의 변화, 인력의 변경 등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하므로, 일단 

이전된 기업을 반환한다는 것은 매수인으로서 대단히 곤란한 일일 뿐만 아

니라 많은 경우 매도인도 바라지 않는 바이다.229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제는 

기업인수 당사자들의 이해를 적절히 조정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비록 2002

년 개정을 통해서 매도인의 추완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구법에 비하여 해제

의 여지는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해제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당사자들로서는 해제권배제 특약의 필요성이 

크다.230231 

                                                                                                          

큰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BGH는 이러한 상황에서 매도인

의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아 매수인이 그러한 입증 없이도 대금감액을 주장할 수 있

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같은 책, 794-795면. 
228 Canaris(주 65), 355-356. 
229 매수인 측에 의하여 소위 ‘거래종결 후 통합(post merger integration)’작업이 시작된

 이후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230 Hölters(주 153), 784-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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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액권 

 

매수인은 해제에 갈음하여 감액(Miderung)도 선택할 수 있고, 따라서 매

매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민법 제441조). 감액권은 구민법에서도 인정되던 

것이나, 개정 민법에서는 감액도 원칙적으로 추완에 대하여 보충적이라는 점

을 새롭게 규정하였는바, 해제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미리 추완

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으나 그 기간이 경과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제323조 제1항).232 감액권이 구법과 달리 더 이상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

으로 구성되었다는 점도 새로운 점이다.233 

 

(5) 계약취소권 

 

독일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착오취소(제119조)가 

배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234 그러나 사기취소(제123조)는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다른 구제수단들과 경합적으로 주장이 

가능하다. 사기취소를 통해 기업인수계약상의 책임제한을 피할 수 있고, 계

약상 배제한 다른 구제수단의 원용이 가능하다.235 

                                                                                                          
231 한편, 해제권이나 대금감액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추완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한 그 행사가 가능하며(독일 민법 제218조), 기업인수에서

도 마찬가지라고 한다(제438조 제4항, 제5항, 제218조). Hölters(주 153), 787. 
232 Canaris(주 65), 356. 
233 Canaris(주 65), 356. 
234 일반적으로 기업인수거래의 해소가 거래실정에 맞지 않고 당사자들의 의사에도 

반한다는 점에서 취소가 실무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한다는 견해로는, Hölters

(주 153), 801-802. 
235 Hölters(주 153), 802. Alice Broichmann, “Evidence and Quantification of Damages in 

M&A Contracts,” https://www.pplaw.com/sites/default/files/publications/2013/12/ab-fyb-

evidence-and-quantification-damages-ma-contracts.pdf (2016. 10. 31. 최종 방문)은, 이 점 

때문에 최근 독일 실무에서 사기취소를 주장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 

글은 독일의 변호사가 독일의 기업인수계약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경향에 관해서 

분석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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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우리법에 대한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 기업인수계약상 대상기업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

에 관하여 영미와 독일의 법리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

점을 얻을 수 있다.  

 (i) 영미와 독일 모두 기업인수계약을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업을 목적

물로 하는 매매계약으로 보고 있다. 

(ii) 영미와 독일 모두 기업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을 논함에 있어, 

계약위반 책임 외에 계약체결 단계의 책임도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미국과 영국에서는 부실표시책임과 독일에서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성립

한다.  

(iii) 영미와 독일 모두 주식매매에 의한 기업인수계약(소위 ‘share deal’방

식의 기업인수계약)에 대해서도 단지 주식자체의 하자에 대한 책임만 성립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양수도에 의한 기업인수계약(소위 ‘asset deal’방식의 

기업인수계약)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하자에 관한 매도인의 책임이 성립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독일의 경우 이러한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

는 상당히 높은 비율의 지분취득이 요구된다. 

(iv) 영미에서는 묵시적 보증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에, 독일은 하자담보

책임을 인정하지만, 독일의 경우에도 기업의 객관적 하자의 인정 여지는 매

우 좁게 보고 있다.  

(v) 나아가 독일은 법개정을 통해 성상합의 및 성상보장 개념을 도입함

으로써 기업의 주관적 하자범위를 영미의 진술·보증에 가깝게 확대함으로써 

기업하자의 인정범위에 관하여 영미와 독일 모두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

이게 되었다.  

(vi) 영미와 독일 모두 대상기업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 내용은 

유사하다. 즉, 기업매수인의 주된 구제수단은 금전손해배상이고, 계약해소나 

추완 등 다른 구제수단은 설사 법리상 인정되는 경우라도 기업인수거래의 

특성상 이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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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보증위반책임(영미)과 하자담보책임(독일)에는 이행이익배상이, 부실

표시책임(영미)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독일)에는 신뢰이익배상이 인정되

며, 주식매매에 있어서의 손해개념을 기본적으로 주식가치의 하락분에 한하

는 것으로 보는 경향도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① 매도인이 기업의 성상에 

관하여 계약상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점, ② 매도인이 기업의 성상에 관하여 침묵한 경우에도 계약

상 과실책임을 인정한다는 점, ③ 손해배상에 대해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된다

는 점, ④ 손해배상에 관한 완전배상주의를 취한다는 점, ⑤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추완청구를 인정하고 다른 구제수단에 비하여 우위를 인정한다는 점 

등에서 영미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미와 독일 모두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은 각 법계의 유사

성뿐만 아니라 기업인수거래 자체에 내재하는 보편적 특성들로부터 도출되

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독일이 2002년도 개정법을 통해 영미식 기

업인수계약 실무와의 조화를 꾀하였음에도 여전히 영미와 차이를 보이고 있

는 부분들은 영미법과 대륙법의 근본적 차이나 독일의 특유한 법리형성 과

정에서 비롯되는 것, 즉 기업인수계약의 맥락에서도 여전히 각 법계의 고유

한 차이로서 인정되는 부분들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시사점을 바

탕으로, 각 쟁점별로 위 국가들의 입장을 우리 민법과 상세히 비교함으로써 

우리 민법상 기업인수계약법리를 밝혀보기로 한다. 

 

 

제3절 우리 민법상 기업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 

 

I. 책임의 구조 

 

우리 민법상 매매에 있어서 계약체결 당시 존재하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이 지게 되는 책임을 살펴보면, 무과실책임의 하자담보책임과 과

실책임인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할 수 있고, 매도인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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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물의 성상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고지의무 있는 사항을 알리지 않

음으로써 매수인을 계약체결로 유인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

이나 채무불이행책임, 착오나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이 성립할 수 있다.  

기업인수계약도 기업이라는 재산권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매매라는 점에

서 우선적으로 위와 같은 우리 민법 일반법리의 적용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이나 권리와 별개로 기업 자체의 하자

에도 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적용되는지, 주식매매의 기업인수계약

의 경우에 매수인이 직접 대상기업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않음에도 담보

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기

업의 객관적 하자가 인정되는지 등의 문제에 관하여 종래 연구가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매도인의 책임과 관련해서도, 

기업인수거래에서 고지의무 인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업인수계약법으로서의 민법의 적합성 검토를 위해서, 각 매도인 책임

의 요건과 효과별로 영미법 및 독일법과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영

미법과 우리법의 기본법리의 차이에서 오는 상이점에 대해서는 우리법의 고

유한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으면서도 기업인수거래의 실정에 부합하는 해석

론을 모색해 본다. 

  

II. 요건 

 

1. 담보책임 

 

민법 제569조 이하는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의 요건, 내용, 행사기간 등

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담보책임은 매매를 비롯한 유상계약 기타 이와 동

일시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서 권리의 흠결이 있거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 등이 부담하게 되는 책임이다.236 매도인의 과책을 

요구하지 않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민법은 하자가 권리에 관한 것인지 아니

                                          
236 곽윤직 대표집필, 민법주해[XIV] 채권(7), 186면(남효순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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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물건에 관한 것인지로 구분하고 권리하자의 경우 그 하자의 구체적 내용

에 따라, 그리고 물건하자의 경우 그 물건이 특정물인지 종류물인지에 관해

서 담보책임의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 특유한 제도로서 그 요건과 효과면에서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종래 담보책임의 각 

규정 전반에 대한 통일된 체계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로 나뉘어 크게 다투어지고 있다.  

법정책임설에서는 원시적 불능론과 ‘특정물 도그마’를 전제로 매도인에

게 하자 없는 완전한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담보책

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정책임설의 입장에서 담보책임

은, 유상계약에서 원시적 하자가 있는 급부로 인해 매매의 양 당사자간 급부

의 등가적 균형관계가 깨어진 것을 시정하여 매수인을 보호하는 법정책임으

로 이해된다. 따라서 매도인의 하자 없는 완전한 재산권 이전의무를 전제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은 성립할 여지가 없어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며, 담보책임의 손해배상으로서 이행이익배상

은 인정되지 않고 신뢰이익배상을 인정하게 된다.  

반면에, 채무불이행책임설에서는 매도인의 하자 없는 완전한 재산권 이

전의무를 인정하여 담보책임의 본질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본다. 따라서 채

무불이행책임설에 따를 때,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 있어서 양 급부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특별한 채무불이행책임이다. 다만 채무불이행책임

설에서도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무과실책임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신뢰이익배상이나 대금감액적 손해

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며, 그러한 점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긍정하는 견해가 많다. 또한 채무불이행책임설에서는 종래 담보책임

이 적용되는 하자를 원시적 하자에 한정하여 해석하였으나, 근래에는 담보책

임이 채무불이행책임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위험이전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존재하는 하자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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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237 종래에는 법정책임설이 다수설이었으나, 현재에

는 오히려 채무불이행책임설이 다수설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238  

본 논문의 목적상 여기서 담보책임의 본질론에 관해 상세히 논의하지는 

않기로 한다.239 현재의 다수설인 채무불이행책임설에 입각하여, 그리고 담보

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하의 논의를 전개하

되, 손해배상의 범위 등 구체적인 쟁점에서 필요한 한도에서는 그 관련 논의

를 소개하기로 한다. 

 

(1) 담보책임의 적용 근거 

 

(가)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양도거래240에서는 영업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 권리, 부채, 인력, 기

타 고객관계나 명성 등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241나 영업 관련 인허

가 등 법적 지위가 일체로서 이전된다.
242

  

영업양도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종래 순수한 매매로 볼 수 없고, 

                                          
237 양창수·김재형, 계약법(민법I), 제2판, 2015, 528면. 
238 양창수·김재형(주 237), 506면. 
239 담보책임의 본질론에 관한 상세한 소개는, 남효순, 담보책임의 본질론(I), 서울대

학교 법학 제34권 3·4호(1993), 207면 이하; 남효순, 담보책임의 본질론(II), 서울대학교 

법학 제35권 2호(1994), 221면 이하; 곽윤직 대표집필, 민법주해[XIV] 채권(7), 217면 

이하(남효순 집필) 참조. 
240 사법(私法)상 영업양도에 관해서는 약간의 규정만이 존재하고(영업양도 이후의 당

사자 또는 채권자채무자에 대한 효과(상법 제41조), 주주총회 결의(상법 제374조, 제

576조)), 나머지는 계약법의 영역에 맡겨져 있다.  
241 법률행위로 양도될 수 없는 경제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들은 현실 행위에 의하여 

이전시켜야 한다. 영업의 비결전수, 영업조직의 설명, 구입처, 판매망, 신용관계, 고객

관계 등의 소개, 영업관련 주요서류의 이전 등 사실관계의 성격에 따라 거래관념에 

적합한 방법에 따르게 된다. 이철송, 상행위총칙·상행위, 제13판, 박영사, 2015, 265면; 

정병덕(주 79), 34-35면 참조. 
242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재산을 구성하는 모든 대상물은 개별적으로 이전되어야 한

다(특정승계). 이철송(주 241), 27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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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인정하는 특별한 무명계약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243 그러나 민법상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고(민법 563조), 영업양도는 영업의 

개별 구성요소로의 물건 및 권리와 구별하여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에 독

자적인 재산권적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그 본질은 재산권 이전을 위

한 매매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244  따라서 영업양도의 경우 당해 거래의 

목적물이 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에 가치감소를 초래하는 사정이 존재한

다면,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영업 내지 기업이 독자적 재산권의 목적으로서 매매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과연 민법상 담보책임 가운데 어떠한 규

정이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기업의 하자는 기

업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과 권리와는 독립된 ‘기업’이라는 재산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하자인데, 종래 물건과 권리의 하자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서 기업재산권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

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안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업

의 하자는 결국 기업의 개별구성요소 별 하자에 기인하여 그것이 기업 전체

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라 할 수 있으므로, 개별구성요소 별 하자에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담보책임의 조문을 찾는 방안이다. 예컨대, 기업의 자산을 

                                          
243 이철송(주 241), 272면은 영업의 양도가 유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대가의 지급

방식에 따라 매매·교환 등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어느 하나의 계약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므로 상법이 인정하는 특별한 무명계약이라고 

한다.  
244 이기수, 상법총칙·상행위, 제10판, 2011, 245면은, 영업양도는 유상계약이므로 양도

인은 양도한 영업재산에 관해 담보책임을 지는 등 매매에 관한 제규정이 적용된다면

서 그 근거조항으로 민법 제567조를 들고 있다. 정병덕(주 79), 36면도 같은 취지에서, 

영업양도가 매매 외에도 교환, 증여, 회사법상의 출자 형태로도 가능하다면서 영업양

도계약이 금전을 대가로 할 때 이는 매매계약의 한 유형이라고 한다. 김지평·박병권, 

“M&A계약의 해제조항에 대한 소고,” BFL 67호(2014. 9), 36면도 주식양수도계약과 

영업양수도계약은 민법상 매매계약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575조 이하의 하자담보책임 

및 그로 인한 해제권 규정이 적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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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경우인지, 수량부

족이나 일부멸실의 경우인지, 제한물권이 설정된 경우인지, 저당권 또는 전

세권이 설정된 경우인지, 목적물 자체의 물리적 결함인지에 따라서 각 해당 

담보책임의 규정을 적용하고, 기업의 자산을 구성하는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으로서 저당권의 목적인 때, 구성자산이 

채권인 때에 해당 담보책임의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방안은, 기업의 하자는 기업의 구성요소의 하자와는 구별되므로 

기업이라는 재산을 상정하여 규정하지 않은 민법의 담보책임규정들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 재산권의 ‘객체(기업)’의 하자가 소유권의 객체인 ‘물건’의 

하자담보책임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민법 제580조를 모든 기업의 

하자에 통일적으로 유추적용하는 방안이다.  

두 방안은 하자의 존재에 관한 매수인의 선의나 무과실의 요부, 제척기

간의 내용 등에서 구체적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생각건대, 기업의 매매는 그 구성요소에 속하는 개별 물건 또는 권리의 

매매의 단순한 총합으로 보기 어렵다.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이나 권리

의 하자가 있을 때 그 개별 자산과 권리의 가치감소가 반드시 기업전체의 

가치 감소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기업가치가 저해되는 사정을 물건

의 하자와 권리의 하자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업의 구성요소의 하자와 전체 기업의 하자는 구별되는 개념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에 관하여 제한물권이나 담보물권이 

설정된 것이 곧 기업전체의 하자는 아니다(일부 영업용 자산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당해 기업의 주요자산 사용을 제약하여 전

체 기업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만 기업의 하자로 평가된

다). 기업의 하자를 발생시키는 사정들 가운데에는 아예 물건이나 권리와 무

관한 기업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예컨대, 부채의 존재, 영업을 

위한 인허가의 부존재나 법령상 제약245, 법령위반, 영업이익의 부존재, 영업

                                          
245 한편, 물건에 존재하는 ‘법률적 장애’에 관하여 민법 제580조를 적용할 것인지, 

민법 제575조를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다. 곽윤직 대표집필, 민법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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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의 존재, 영업상 거래관계나 평판, 필요 인력의 부족 등), 이 경우 담보

책임의 어느 조문을 적용할 것인지 판별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또한 각 담보책임의 종류별 차이점으로 지적되는 매수인의 악의·과실의 

의미, 제척기간의 차이 등도 개별 물건이나 권리의 매매를 상정한 것으로서 

수많은 유무형의 자산, 부채, 인력 기타 경제적 가치가 유기적 일체로서 이

전되는 기업매매에서 본래의 의미를 그대로 가질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담보책임에서 매수인의 악의를 고려하는 경우는 하자의 특성상 

매수인이 그러한 하자의 존재를 감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때로 설명

된다(민법 제574조, 제575조, 제580조 등).246  그리고 하자담보책임에서 나아

가 매수인의 과실까지 고려하는 것은 물건의 하자가 권리의 하자보다 빈번

하게 발생하여 조속한 권리확정이 필요하고, 물건의 하자가 권리의 하자보다 

발견하기 용이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설명되고,247 권리하자의 경우보다 

더 단기의 제척기간을 둔 취지도 동산의 매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이

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고, 물건의 하자는 권리의 하자와는 달리 물건

을 변형·부패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경향이 있어 시간이 흐른 후 그 존재를 확

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제시된다.248  

그러나 여러 다양한 구성요소가 함께 넘어가는 기업인수의 경우에는 매

수인이 어느 특정 자산 상의 부담을 일일이 감수하거나 그 소멸을 기대한다

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기업인수의 경우 어느 한 물건에 존재

하는 물리적 결함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현장조사나 검수에 많은 인

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등기부 열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한물권보다 발견

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일반물건의 매매와 이해상황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각 하자들은 기업이라는 하나의 재산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수렴될 뿐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모두 기업의 하자로서 동

일한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기업의 

                                                                                                          

[XIV] 채권(7), 505면 이하(남효순 집필) 참조. 
246 곽윤직 대표집필, 민법주해[XIV] 채권(7), 245-246면(남효순 집필). 
247 곽윤직 대표집필, 민법주해[XIV] 채권(7), 515면(남효순 집필). 
248 곽윤직 대표집필, 민법주해[XIV] 채권(7), 559-560면(남효순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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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에 관해서는 그것이 물건의 하자이든 권리의 하자이든 모두 매매목적물

인 기업의 하자로서, (하나의 물건에 관한 하자와 유사하게)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580조의 유추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249  

앞서 살핀 독일의 경우에도, 2002년도 개정 전 독일민법은 권리매매와 

물건매매, 권리하자와 물건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을 구분하여 효과를 달리 규

율하고 있었는데, 판례와 학설은 물건과 권리 외에도 수많은 사실적 가치까

지 포함하는 기업에 대해서 그러한 구분이 적당치 않다고 보았고, 따라서 기

업의 매매에 관해서는 하자담보책임만을 유추적용하였다. 현행 독일민법에서

도 이러한 입장은 유지되고 있으며 개정민법상 이제는 하자담보책임의 유추

적용이 아닌 직접 적용이 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250 영미의 경우에도 대상

기업에 관한 진술·보증위반은 그것이 기업의 어떠한 성상에 관한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251 

 

(나) 주식매매의 경우 

 

주식매매로 인한 기업인수의 경우에도 영업양도와 마찬가지로 물건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주식자체의 하자(주

                                          
249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영업양도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유추적용을 주장한 견

해가 있었다. 다만, 이 견해가 민법상 다른 담보책임의 유추적용을 배제하는 것인지

는 분명하지 않다. 정병덕(주 79), 51면 이하 참조. 이 견해는 먼저 독일에서 계약체

결상의 과실책임을 적용하는 견해(독일의 연방대법원과 다수설이라고 함), 행위기초

이론을 적용하는 견해, 하자담보책임을 유추적용하는 견해가 대립한다고 소개하면서, 

우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무용론이 유력할 뿐만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체결 전에 발생하는 당사자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계

약상 약속한 급부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체

결상 과실책임론은 부적합하며, 행위기초이론은 아직까지 일반이론으로 정립되지 못

하여 수용이 곤란하다고 지적한 뒤, 우리 민법은 독일(2002년도 개정 전 독일민법을 

말함)과 달리 하자담보책임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

담보책임 유추적용이 적합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이 때 영업의 하자는 매수

인의 보호를 위해 주관적 하자설에 따라 넓게 이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250 전술한 제3장 제2절 II.2.(1)(가) 참조. 
251 전술한 제3장 제2절 I.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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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자체의 권리하자)가 없는 한 대상기업의 가치는 주식의 하자로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기업지배권이 이전되지 않는 일부 주식매매의 

경우(단순한 투자목적의 주식매수)라면, 기업의 인수는 일어나지 않으므로 

기업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때에는 주식 자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만이 문제된다. 

문제는 기업의 지배권이 이전될 정도로 충분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이

다. 이 때 당사자들의 의사는 단순히 주식만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자

체를 이전하는 것이다. 기업인수의 거래구조를 결정할 때(소위 ‘deal 

structuring’의 단계), 당사자는 부실자산과 부채의 인수여부, 권리이전절차의 

시간 및 비용, 세무상 효과 등을 종합하여 영업양도와 주식매매 중 거래구조

를 선택을 하게 된다.252  따라서 거래방식 중 영업양도과 주식매매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당해 거래 대상이 기업이라는 점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

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식매매를 통한 기업인수의 경우에도 영업양도와 

마찬가지로 기업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 및 거래

의 실정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주식매매를 통한 기업인수의 경우에도 영업양

도와 마찬가지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업에 대하여 물건의 매매에 관한 하

자담보책임이 유추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253 

결국, 주식매매를 통한 기업인수거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2가지 측

면에서 민법상의 담보책임규정들이 적용된다.  

(i) 첫째, 주식이라는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이다. 예컨대 대상주

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대상주식의 수량이 부족한 경

우, 법률 또는 정관상 주식처분의 금지나 제한의 존재, 유치권·질권 등 제한

물권의 존재 등의 경우이다(각 하자의 유형에 따라 민법 제570조~제577조 

적용). (ii) 둘째, 대상기업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기업 전체를 하나의 

                                          
252 ‘share deal’과 ‘asset deal’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전술한 제2장 제1절 I.1. 참조. 
253 한편, 대법원은 주식매매의 사안에서 기업매도인의 고지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하

면서, 대상기업의 가치에 관한 사정(대상기업이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의 효력과 관련

된 사항)도 고지의무의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한 사례가 있다. 대법원 2013. 1

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 참조. 본 판결에 대한 분석은 불법행위책임 부분에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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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으로 보아 영업양수도와 동일하게 물건의 하자담보책임규정(제580조)이 

유추적용된다. 

그렇다면 (ii)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어느 정도의 수량의 주식을 취득하

여야 기업자체의 매매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매

매를 통한 기업인수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비단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체지분의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적

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연방대법원은 대상기업에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식전부의 인수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사실상 전부지

분의 인수와 같게 볼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이 인수된 경우에만 자산양수도의 

경우와 동일한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독일의 학

설들은 경영권의 이전이 가능할 정도의 지분을 요구하거나 상법상 소수주주

의 권리를 배제할 정도의 지분을 요구하면서, 대체로 전체지분의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254  

그러나 독일의 논의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독일 기업들은 주식회사가 아니라 우리의 유한회사에 가

까운 형태여서 주식회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우리의 경우와는 지분구조

(주식의 분산도)나 주주의 구성 및 성향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

의 특성상, ‘유한회사나 중소규모의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와 ‘대규모 상장 

주식회사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i) 유한회사255나 중소규모의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설사 주식회

사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1인 주주이거나 가족 등에게 우호적 

지분을 일부 분산시킨 경우가 많다. 이 때에는 통상 ‘주식(지분)전부의 취득’ 

또는 ‘잔여주식(지분)이 미미하여 사실상 주식(지분)전부의 취득과 동일시할 

                                          
254 전술한 제3장 제2절 II.2.(1)(가) 참조. 
255 상법상 사원총회의 일반결의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여야 하고(제574조), 특

별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로 한다

(제5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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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정도의 주식(지분)의 취득’을 통해 기업인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합

작투자의 형태로 2인 이상의 주주(사원)에게 지분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도 

모든 주주들(사원들)이 공동 매도인이 되어 주식(지분)전부를 이전하거나 일

부 주주(사원)이 타 주주(사원)의 주식전부를 취득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반면에, (ii) 상장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지분이 널리 분산되어 있어 주식 

대부분의 이전을 통해 기업인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에는 대주주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지배지

분’의 위치를 점하고 있고, 이 지배지분의 이전만으로 기업인수거래가 이루

어지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대주주의 지배지분 이전거래는, 상장주식회사임

에도 소유와 경영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우리나라에 특수한 거래형태라고 

할 수 있다.256 특히 대기업의 경우에는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기존 대주주

가 50%에 훨씬 미달하는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때 

실무에서는 당사자들이 과반수 지분의 이전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는데, 특

별결의에 필요한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선을 기준으로 삼아 기업인수거래

를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체로 회사법과 정관에서 정

하는 이사의 선임에 필요한 주주총회 결의요건이나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결정에 필요한 특별결의요건 충족에 필요한 지분율을 일응의 기준으로 하

되,257 주식의 분산도, 소수 주주들의 성향에 따라258 실제 소수주주들이 자신

들의 주주권의 행사를 통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256 천경훈(주 50), 145면 이하 및 155면 이하. 
257 상법상 주주총회 일반결의 정족수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고(동법 제368조 제1항), 특별결의

 정족수는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다(동

법 제434조). 상법상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서(동법 제382조 제1항)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일반정족수에 따른다. 이사의 해임은 특별결의사항인

데(동법 제385조), 통상 기업인수계약에서는 이사들의 사임서 징구 및 교부를 거래종

결조건으로 정하고 있다. 
258 주식이 널리 분산될수록, 소수주주가 경영에 무관심하고 투자목적으로만 보유하

는 성향일수록 적은 지분으로도 대주주의 지배권 확보가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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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하자의 개념 및 내용 

 

(가)  기업하자의 개념 

 

기업인수계약의 목적물인 기업에 하자가 있을 경우 민법상 물건(특정물)

에 관한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이 유추적용된다.259  이 때 기업의 하자

란 유기적 일체로서의 전체 기업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사정을 의미한다. 따

라서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이나 권리 등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것이 전

체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만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업의 매수인이 이러한 기업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과는 별도

로, 영업의 구성요소 개별 물건(고정자산 및 유동자산 등)과 권리(회사명의의 

각종 용익물권, 담보물권, 지적재산권 등) 등의 하자를 이유로 담보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는가? 기업의 구성요소인 물건이나 권리의 하자에 대

해서, 기업하자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기업전체

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은 당사자들의 의사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다른 취지의 약정을 하지 않는 한, 개별 물건과 권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은 배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생산공장을 가진 기업을 영업양수한 경우 어느 한 

생산공장에 속한 여러 기계 중 하나가 불량이어서 수리기간 동안 그 기계의 

가동이 중단되었더라도 그 공장의 다른 기계들과 다른 공장들의 기계들은 

정상 가동되어 기업 전체의 생산량에는 영향이 없었던 경우, 또는 제품의 판

매처가 수백 곳인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를 영업양수한 경우 그 중 한 곳의 

판매처가 거래관계를 중단한 경우라도 전체 판매량에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 

매도인이 어느 한 기계의 생산감소나 어느 한 거래관계의 상실로 인한 매출

감소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책임을 진다면, 이는 기업전체의 가치에 영향이 

없는 경우까지 매도인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어 기업을 유기적 일체로서 이

                                          
259 정병덕(주 79), 36면도, 물권과 권리의 단순한 총체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일체이므로 민법상 매매규정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유추적용만 가능하다고 한

다. 

100



 

전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독일도 이

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260 

한편, 민법 제580조는 하자의 개념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다.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학설은 대체로, 물

건이 객관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 성능 등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뿐만 아니

라 당사자가 약정한 성질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있다고 보는 입

장이다(객관적주관적 하자개념설).261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262 이 때, 하자란 

물건의 교환가치나 사용가치를 하락시키는 일체의 불완전성을 말하는 것으

로서, 물건의 완전·불완전의 여부는 종국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

약의 목적, 기타 계약이 체결되는 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물건의 하자란 궁극적으로 물건의 계약부적합성 내지는 용도부적

합성을 의미한다.263  

이하에서는 기업의 하자를 객관적 하자와 주관적 하자로 나누어 살펴 

본다. 

 

(나)  객관적 기업하자 

 

먼저 기업의 객관적 하자를 살펴본다. 기업의 객관적 하자, 즉 동종의 

기업이 통상 갖추어야 할 성상의 결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는 우

리 민법의 입장은, 영미법이 기업인수계약에서 ‘caveat emptor’의 원칙을 관철

시켜 명시적 보증(express warranties)이 있을 때에만 기업의 하자로 인한 매도

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구별된다.  

그런데 전술한 독일의 논의를 살펴보면, 독일민법이 명문으로 객관적 하

자개념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한 실체인 기업에 대해서 

                                          
260 전술한 제3장 제2절 II.2.(다) 참조. 
261 곽윤직 대표집필, 민법주해[XIV] 채권(7), 500면(남효순 집필). 
262 대법원 2000. 1. 18. 98다18506 판결(“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 
263 곽윤직 대표집필, 민법주해[XIV] 채권(7), 500면(남효순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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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하자를 상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으며, 객관적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에서도, 막상 객관적 하자로 거론하는 것들은, 도산에 이를 정도

의 부채가 존재하는 경우나 동종기업에 필수적인 자산의 결여 등 매우 예외

적인 상황에 한정되고 있다.264 과연 독일의 논의에서 보듯이, 객관적 하자로 

인한 하자담보책임은 기업인수계약에 있어서 성립의 여지가 없거나, 매우 예

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먼저 일반 물건의 매매와 구별되는 기업인수계약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의 특정 부품을 생산하는 업

체를 영업양수 방식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만약 기업인수계약서

에서 기업의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지 않

고 영업 일체를 얼마에 이전한다고만 합의한 경우, 일반적으로 이러한 제조

업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의 성상은 무엇일까.  

이 경우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구성요소로는, 공장 및 부대시

설 및 대지, 기계류와 원재료·제품재고, 제품 관련 특허, 생산·판매·관리 인력, 

영업 관련 인·허가, 관련 법령 준수여부, 영업상 채권·채무, 장기부채, 우발부

채 발생가능성, 원재료 구입 및 완제품 판매를 위한 거래관계, 브랜드 가치, 

현재와 미래 수익가치 판단의 기초가 되는 과거 영업 실적, 추진 중인 장래 

영업계획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각 성상의 요소들이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완전하다

고 볼 수 있는가는 매우 판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러한 각 요소들은 전

체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기업가치를 이루는 것이고, 시기적으로도 

늘 그 가치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설사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업태에 속하면서, 그 기업가치도 대략 비슷한 다른 기업이 존재하더라

도, 기업의 성상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태양, 수준 등은 경영자 측의 기업운

                                          
264 전술한 제3장 제2절 II.2.(1)(다) 참조. 일반적으로 대륙법계에서 법정담보책임을 

기업인수에 적용할 경우 소위 객관적 하자(통상적인 성상)를 관념할 수 있는가의 문

제가 있다면서, 일반적인 물건과는 달리 모든 기업은 공통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상이하기 때문에 객관적 하자란 상정할 수 없고, 결국 아무런 진술ㆍ보증(성상에 관

한 합의)이 없는 경우에는 영미와 마찬가지로 ‘caveat emptor’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Petri Mäntysaari(주 25),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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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소위 ‘업계 표준’과 같은 기준을 상정하

기 곤란하다.  

일견 완전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해 보이는 개별 자산(부동산, 동

산)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일부 공장설비나 재고에 질권이 설정

되어 있거나, 일부 생산기계가 노후하여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기업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일반 소비

자가 휴대폰 신제품을 하나 구매하면서, 매수인이 권리의 하자나 제품의 결

함이 없는 완전한 제품을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또한 기업인수대금의 액수는 그 산정과정에서 당사자들의 기업가치평가

가 개입되기는 하지만, 역시 각 성상의 완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에 매

우 부족하다. 인수대금액은 대체로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 

및 영업손익을 기초로 대상기업 전체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미래 가치를 

고려하고 시너지 효과 등 거래에 특수한 사정까지 반영하여 산출되는 것이

기 때문에, 거꾸로 현재가치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별 대금으로 환원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또한 일반 상품시장과 달리 공정한 시장 가격의 형성기

능이 거의 없는 기업인수시장에서 그러한 대금액은 반드시 기업의 공정한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거래의 흥정에 따라 상당한 가감이 이루

어진다.  

따라서 기업인수거래에 있어서 객관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일반 물건의 매매처럼 동종의 물건이 가지는 성상과의 비교나 대금과 실제 

기업가치의 비교 등을 통해 도출되기 어렵고, 결국 ‘기업경영활동의 정상성’

이라는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즉 기업의 객관적 하자에

는, 당해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통상적인 기업 운영에서 현저히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사

정의 존재 등이 해당될 것이다.  

전자의 예로, 대규모 부채가 존재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임이 발견된 경우, 

주요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될 정도의 기계적 결함이 있고 정상 가동에 막

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주요 생산품에 치유하기 어려운 중대한 

설계상·기능상 결함이 있는 경우, IT기업의 핵심특허가 결여 또는 이전불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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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265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핵심거래처가 이탈하였고 상당 기간 내

에 대체영업선 마련이 곤란한 경우, 기업 운영에 필요한 핵심 인력이 빠진 

상태이고 상당 기간 내에 그 대체인력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영업에 필수

적인 인허가가 없거나 취소될 사정이 있는 경우, 기업의 명성·브랜드 이미지

가 중요한 기업의 경우 이를 회복이 곤란할 정도로 실추시키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중대한 하자는 대부분 결국 

기업인수계약의 목적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해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많고, 더불어 매도인의 사기로 인한 불법행위책

임 및 취소권이 성립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후자의 예로는, 기업의 임직원이 기업범죄를 저지른 경우, 분식회계등 

회계상 부정이 있는 경우, 기타 영업활동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후술하다시피, 기업인수계약서에 영미식의 광범위한 진술ㆍ보증조항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러한 원시적 하자도 널리 포함하여 기업의 성상에 관

한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지므로, 굳이 기업의 주관적 하자와 구별하여 기업

의 객관적 하자의 범위를 규명할 실제적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중소기업 간 기업인수거래에서는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에 의하지 않고 일반 매매계약서와 크게 다를 바 없는 형태의 

간략한 영업양수도계약서나 주식매매계약서가 체결되어 진술ㆍ보증조항을 

전혀 포함하지 않거나 주요 자산에 대해서만 진술ㆍ보증조항 내지 성상합의

조항을 두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또한 이러한 중소규모 거래에서는 실사가 

생략되거나 실사를 실시하더라도 약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비상장

회사의 경우 공시자료 등 공개된 정보의 수집도 어려워 매수인이 미리 기업

의 하자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도 크다. 이러한 경우에 객관적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가질 수 있는 매수인의 보호의 기능을 과소평가해

                                          
265 온라인 매체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업체의 인수에서 온라인매체 운영의 기초가 

되는 라이선스권의 존속기간이 문제된 사안에서, 이를 매도인의 고지의무의 문제로 

해결한 것에,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 동 판결에 대해서는 제3

장 제3절 II.2.(2)(라)에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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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 될 것이다. 

 

(다) 주관적 기업하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객관적 하자에 관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만으로는, 매수인 본인이 대상 기업에 기대하는 성상이 결여된 경우 충

분한 구제를 받기 어렵다. 매수인으로서는 기본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 상태 

내지 비정상적인 경영이 없는 사정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이 필요

로 하는 기업의 가치요소들을 최대한 확보한 상태로 기업을 이전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수인은 그 기대하는 성상에 관하여 매도인과 미리 

상세히 합의하거나 매도인의 보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영미의 경우 기업인

수계약서상 대상기업에 관한 주요 진술ㆍ보증 사항들은 대상 기업 가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괄할 수 있도록 매우 상세하게 작성된다. ‘caveat 

emptor’의 원칙하에서 매수인이 상세한 진술·보증 목록을 포함한 기업인수계

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매도인이 공개목록을 통해 예외 사항을 기

술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주관적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하여 매수인이 어떠한 사

항을 계약에 담아야 하는지는 이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의 진술ㆍ보증의 목

록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실제 기업인수계약서들은 실사 등을 통해 확인

된 대상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므로 세부에 있어서는 계약서 별로 진술ㆍ보

증내용이 상이하지만, 전체적인 진술ㆍ보증의 목록과 각 사항별 주요내용은 

유형화가 가능할 정도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진술ㆍ보증을 통해 기업의 

모든 가치요소를 빠짐없이 상술하고 그에 관한 위험분배를 명확히 하는 이

러한 정치한 계약작성 기법은, 상대적으로 기업인수거래의 경험이 부족한 우

리가 당장에 영미식 계약서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

나였다. 이하에서 진술·보증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본다.  

가장 기본적인 진술ㆍ보증은 대상기업의 재무제표에 관한 것이다. 기업

의 성상은 재무제표를 통해 대부분 드러난다. 가격산정의 기초일 뿐만 아니

라 기업의 중요 정보를 대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외부감사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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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감사된 최근 사업연도말의 재무제표 및 그 직전 3년치 정도의 재무

제표와 최근 사업연도말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 등에 대해서, 그것이 통상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을 매도인이 진술하고 보증한다. 경우

에 따라서는 공정하고 일관되게 작성되었을 것 또는 정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해서까지 진술ㆍ보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우발채무의 경우에는 재무

제표상 주석기재사항으로 반영되기도 하지만, 회계기준상 여기에 모든 우발

채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이에 관한 항목을 따로 두는 경우가 

많다. 

이 밖에 중요한 진술ㆍ보증항목으로는, 회사의 조직(적법하게 설립되어 

영업능력과 자산보유능력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 회사의 자본구조(주식매매

의 거래에서 인수 주식의 정확한 지분율을 확정하고 추후 희석될 위험을 방

지하기 위한 것으로, 수권자본, 기발행주식수, 추후 발행될 주식 수, 신주발

행가능성이 있는 유가증권의 상황에 관한 정보 등), 자회사 및 투자(자회사

의 현황과 조직, 유한책임을 넘는 법률상, 계약상 채무부담이 발생할 가능성

과 관련된 사실), 자산(자산의 소유권, 사용권의 존부 및 내용, 자산의 성능

이나 상태), 매출채권 및 재고(재무제표에 반영되기 어려운 단기매출이나 재

고 상황,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계약(주로 주요 영업계약, 주요 자산의 사

용권을 위한 계약, 채무부담계약 등의 적법 성립, 유효성 및 내용), 소송 및 

분쟁(반드시 우발채무의 성립과 일치하지 않으며, 회사의 중요 법적 리스크 

파악을 위해서 통상 별도로 보증), 법령준수 및 정부인허가(주로 영업 관련 

인허가의 존재, 환경법령, 공정거래법령, 제조물책임법령 등의 준수. 이 중 

대상기업의 특성상 특히 위험성이 큰 부분 - 예컨대,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제조업체의 경우 환경법령준수 여부 - 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

여 상세한 진술ㆍ보증을 두는 경우도 많음), 노사관계(개별적 근로관계 및 

집단적 노사관계의 법령준수, 임금, 상여, 복지 등 보상체계, 노사분쟁 상황), 

보험(강제보험 가입여부, 임의보험의 부보범위 등), 특수관계인 및 이해관계

인과의 거래(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의 가능성, 부당지원이나 불공정거래등 

법령위반의 가능성) 등이 있다.266 

                                          
266 진술보증 항목에 대한 상세하게 설명한 국내문헌으로는, 허영만(주 1), 23-31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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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수인의 악의·과실 

 

(가)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계약체결 당시 매수인이 하자의 존

재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동 조항의 입법취지는 우선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매수인을 보

호할 필요가 없고,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면 이는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

이라고 한다.267 선의의 매수인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악의의 경우

와 동일하게 입법취지를 설명하는 견해도 있으나, 유독 하자담보책임에서만 

매수인의 무과실까지 요구하는 데에는, 물건의 하자가 권리의 하자보다 빈번

하게 발생하므로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해 매수인에게 특별한 주의의무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물건의 하자가 권리의 하자보다 발견하기가 용

이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268

  

이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매수인의 무경과실까지 요구하는 

것, 특히 이 때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조차 담보책임이 배제되도록 규정하

고 있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드문 예에 속하고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책임에 

비하여 지나치므로 과실 부분은 입법상 과오에 해당하고, 따라서 과실상계 

정도로 축소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견해269도 있으나, 입법론적 당부를 떠나 

해석론으로서 수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더욱이 이 때의 과실은 ‘하자의 

존재’의 인식에 관한 것으로서,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하는

데 대한 과실상계에서의 과실과는 그 내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도 이를 과

                                                                                                          

조. 외국 문헌으로는, Murray Perelman(주 18), 77면 이하 참조. 
267 곽윤직 대표집필, 민법주해[XIV] 채권(7), 512면(남효순 집필). 
268 곽윤직 대표집필, 민법주해[XIV] 채권(7), 514- 515면(남효순 집필). 
269 사동천,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법리에 관한 연구 – CISG, PICC, PECL, 

독일개정민법, 일본민법, 한국민법의 논의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187-188면; 김대정,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의 개정을 

위한 일제언,” 민사법학 제49호 제1호(2010.6), 285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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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상계의 의미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270 다만 종래 판례는 대체로 매수

인의 과실을 인정하는데 소극적이다.271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해서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매수인이 매도인에

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각국의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이해된

다.272 앞서 살펴 보았듯이, 독일의 경우에는 매수인의 악의중과실이 있는 경

우에 하자담보책임이 배제되며,273 영국과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악의 매수인

인 경우 보증위반책임이 배제된다.274  그리고 이들 나라들은 이러한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인수와 다른 매매를 구별하지 않는다.  

우리의 경우에도 기업인수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보고 민법 제580조의 하

자담보책임의 유추적용을 인정하는 이상, 동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유독 기

업인수만을 제외할 이유는 없다. 다만,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는 임의규정

이므로275  당사자가 합의로써 달리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276  이와 

관련해서 영국 등 일부 커먼로에서는 ‘pro-sandbagging조항’을 무효로 판단하

기도 하지만, 우리법상으로는 기업하자의 경우에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고 

이 때에는 악의 매수인이라도 권리행사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자담보책임에 관해서도 그러한 조항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할 것

이다.  

                                          
270 곽윤직 대표집필, 민법주해[XIV] 채권(7), 514면(남효순 집필). 
271 대법원 1985. 11. 12. 84다카2344 판결 등 참조. 
272 사동천(주 269), 184면 이하는, 매수인의 인식문제는 결국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CISG, PICC, PECL 등도 악의 매수인에 대해서 매도인의 책임을 배제하고 있다고 

한다. 김대정(주 269), 292면은, 하자담보책임의 요건으로 매수인의 무과실을 

요구하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나 매수인보호에 소홀하다는 

입법론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한다. 
273 전술한 제3장 제2절 II.2.(1)(라) 참조. 
274 전술한 제3장 제2절 I.2.(1)(나) 참조. 
275 박준서 편집대표, 주석민법[채권각칙(3)], 제3판, 186면(김현채 집필). 
276 영미의 ‘anti-sandbagging 조항(보증위반사실에 대하여 악의인 매수인에 대하여 구

제수단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나, ‘pro-sandbagging조항(보증위반사실에 대하여 악

의인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구제수단의 주장을 인정하는 조항)’ 참조. 이에 관해서는 

전술한 제3장 제2절 I.2.(1)(나) 각주 106 참조. 

108



 

학설은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의 판단시점을 계약체결시로 보고 있다.277 

그런데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에는 하자에 대해서 선의였으나, 그 후 하자

를 발견하고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이상 묵시적 

포기나 실효를 근거로 매수인이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를 상실함이 원칙이고, 

매도인이 사기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무유보 수령이라도 손해배

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278 기업인수거래에서는 계약체결시점과 거

래종결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그 기간 동안 실사를 통

해 매수인이 기업의 하자를 파악하게 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점에서 이

러한 묵시적 포기나 실효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채권의 묵시적 포기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채권의 포기(또는 채무의 면

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

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

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대방에 대

한 반대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채무이행을 약정하였다는 사실만

으로는 반대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건물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계약금을 매수인

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으로는 그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단

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묵시적 채권포기를 엄격하게 보고 있다.279 

실무에서 사용하는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에서는 매수인 측 거래종결의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 to buyer’s obligation to close)으로서, ‘거래종결시 기

                                          
277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XⅣ] 채권(7), 519면(남효순 집필). 
278 박준서 편집대표, 주석민법[채권각칙(3)], 제3판, 169면 이하(김현채 집필). 이와 관

련하여 미국의 경우 보증위반에 관하여 악의인 매수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거래를 

종결한 경우에 이를 권리포기로 보는 일련의 판례가 있음은 전술한 제3장 제2절 

I.2.(1)(나) 참조. 
279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같은 취지로 묵시적 권리포기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94509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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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으로 매도인의 진술ㆍ보증이 진실하고 정확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

종 있는데, 매수인이 이미 진술ㆍ보증위반임을 알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었음에도 거래종결을 거부하지 

않고 거래종결로 적극적으로 나아간 경우라면 일응 묵시적 포기의 의사를 

추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묵시적 포기 의사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거

래종결 합의서’ 등에서 매수인의 해당 손해배상청구권 포기를 명시하거나, 

공개목록 수정(업데이트)을 통해서 진술ㆍ보증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

직하고, 반대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해당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적으로 유

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매수인의 과실과 실사의무의 인정여부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가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

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계약체결 전에 물건을 조사·검사할 의무가 

있으며, 그 주의의무의 정도는 통상적으로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실행하여야 

할 기본적 검사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따라서 특별한 노력과 방법

이 필요한 검사를 매수인이 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매수인이 전문적 직업

인이거나 상인인 경우 그 지위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280  

기업인수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목적물인 기업의 조사는 실사(due 

diligence)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281 개별 거래별로 실사의 허용여부, 허

용범위 및 강도는 천차만별이나, 어떤 식으로든 계약체결 전에 실사가 이루

어지는 것이 통례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매수인에게 어떠한 경우에 실사할 

의무가 인정되는지’, 만약 그러한 의무가 있다면 기업매수인은 많은 경우에 

기업인수 전문가 그룹의 법률, 회계, 재무, 세무, 환경, 노무 등의 각종 자문

을 받으므로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를 기준으로 주의의무의 정도를 판단해

야 하는 것인지’이다.  

                                          
280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XⅣ] 채권(7), 516면 이하(남효순 집필). 
281 실사와 진술·보증의 관계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각주 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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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독일법상으로는 매수인의 중과실의 경우에 매도인의 성상보장이나 

악의의 묵비가 없는 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배제되고, 이와 관련하여 

중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매수인의 실사의무의 존부를 논의하고 있으며, 대체

로 실사의무를 부정하거나 제한적으로만 인정하는 입장임은 앞서 살펴본 바

와 같다. 그런데 우리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는 매수인이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고 있어, 독일의 경우보다 높은 주의

의무를 매수인에게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을 기준으로 매수인의 실사의무의 존부를 논의하여야 한다. 

매수인에게 (경)과실이 없을 것을 요함으로써 목적물에 대한 사전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우리법의 해석으로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실사의무

282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사의무의 존부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물건의 매매에 비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위 조항의 제정 당시에는 기업과 같은 복잡하고 방대한 실체를 가

진 목적물이 아니라 일반 물건을 상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하자발견의 

난이도 측면에서 볼 때, 기업의 경우 일반 물품과 달리 계약현장에서 단시간

에 육안으로 하자를 확인할 수 없고, 법률, 회계, 재무, 세무 등 다수의 전문

가 그룹에 의하여 수주에 걸쳐 방대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및 인터뷰를 

거쳐야 비로소 하자를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하자발견의 가능성 

역시 대부분 매도인의 협조 여하에 크게 의존한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기

업인수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일반 물품의 매매와 동일한 정도의 주의의무

를 매수인에게 인정하기는 어렵다.  

둘째, 기업에 대한 실사는 매수인의 임의대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

며, 기업인수거래에 있어 매도인이 매수인의 실사를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282 이 때의 실사의무란, 매도인이 실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에 행해지는 실사(기

업인수실무에서 보통 말하는 실사(due diligence)는 이 의미임)뿐만 아니라 매도인의 

협력 없이 조사가 가능한 공개된 정보에 대한 실사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111



 

관행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283에서

는 매도인이 기업비밀의 보호를 위해 실사를 매우 꺼리게 되고 심지어는 재

무제표 등 기본적인 회계정보의 제공 외에는 실사를 극도로 제한하는 경우

도 더러 있다.284 설사 실사를 허락하더라도 실사의 내용은 매도인이 제공하

는 자료와 매도인이 설정한 시간적공간적 제약 내에서만 가능할 뿐이다. 실

제로도 매도인은 실사기간을 최대한 짧게 잡으려 하고 실사 대상이 되는 서

류·현장·실무자의 선정 및 범위에도 비밀유지 및 영업유지 등을 이유로 수많

은 제약을 둔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보의 접근성과 매도인의 협조(공개)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우를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매도인이 실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매

도인의 별다른 협조가 없이도 확인이 가능한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만 매도

인의 조사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예컨대, 등기나 공시된 재무제표 등의 확

인을 게을리 한 경우,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공장 및 그 부지에 대한 입지관

계(zoning)에 관한 지적공부나 현장확인(출입이 가능한 경우)을 게을리 한 경

우,285 대상기업의 주력 제품의 상표권이나 특허권의 존부에 대한 확인을 게

                                          
283 계약체결 후 실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정도가 완화되기는 하지만 기본적

으로 매도인이 이를 꺼린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특히 매수희망자 내지 매수인이 

동일 업종의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이러한 기피현상은 더욱 심하다.  
284 매도인이 계약체결전 실사(‘예비실사’라고도 한다)에서는 기본적 재무정보 등만 

제공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 가액의 5~10%정도의 계약금을 수령한 후에 비로소 상

세실사(‘확인실사’ 혹은 ‘본실사’라고도 한다)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를 통해 진술·보

증위반이 발견될 경우 거래종결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나 대금조정 권한을 매수

인에게 부여하는 구조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285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827 판결 참고(“공원지로서의 대지를 매수한 토지의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으므로 이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라 할 것이나, 공원지로서

의 대지를 매수하는 자는 부동산 등기부의 열람뿐만 아니라, 동 대지가 도시계획상 

도로에 저촉하는지의 여부 정도는 미리 조사하여 보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인 바, 원

고가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현장을 답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0평의 대지

중 10평이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간과하였다면, 원고에게는 위 하자 있음

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할 것이고, 따라서,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 있음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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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리 한 경우 등이다. 실사가 허용되었더라도 실사기회에 제공되지 않은 자

료 및 정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매도인이 실사의 기회에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일반적

으로 매수인의 실사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자료 

자체가 불충분하거나 오인가능성이 있는 경우, 시간공간적 제약으로 제대로 

조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사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286 

(ㄴ) 그리고 이 때 매수인이 실사에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는 일

반인이 아니라 기업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전문인을 기준으

로 해야 한다. 이미 현대의 기업 관련 정보의 대부분은 전문적 지식 없이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인이 전문지식이 없음에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

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위험은 스스로 감수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

문이다.287 

(ㄷ) 위와 같이 매수인의 실사의무를 인정하더라도, 매수인의 악의에 상

관없이 진술·보증위반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미국의 일부 주의 판례나, 

매수인의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진술ㆍ보증위반책임을 부정하는 미국의 다

른 주 및 영국의 판례에 비해서, 매수인이 크게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실

사의무가 제한적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하자의 존재를 알지 못한데 과실

                                                                                                          

경우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 
286 이와 관련해서, 비록 매도인의 보증위반책임 유무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영국

의 ‘공정한 공개’와 관련하여 전개되어 온 판례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87 그러나 실사를 통해 매수인이 일정한 사정을 알게 되더라도, 기업의 하자에 관해

서는 매수인의 악의나 과실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종종 생긴다. 예컨대, 

관련 법령에 위반한 적이 없다는 진술·보증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법령위반을 구성할

 수 있는 사정들의 존재에 관해서는 알았지만 그것이 실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는 확인이 어려웠던 경우, 우발부채가 없다는 진술·보증과 관련해서 부채발

생의 원인되는 사실관계는 알았지만 실제 부채발생 여부까지는 확인이 어려웠던 경

우 등. 이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관련하여 매도인의 입장에서 고의·과실을 판단함에 있

어서도 마찬가지로 문제되는 부분이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도 기업의 하자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특히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주주가 자신

의 지분을 매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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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매수인이라도 여전히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채무불이행책임 

 

앞서 담보책임에 관한 본질론을 소개하면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

는 담보책임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설의 입장에서,288 그리고 담보책임과 채

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인정하는 입장을 전제로, 기업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

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해서 살펴본다.289 

                                          
288 판례가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설에 따르고 있는가

는 분명하지 않지만,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을 불완전이행책임이라고 본 것에,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17146 판결(“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서(갑 제2호증) 제14조의 중

재조항에 의하면 ‘본계약내용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해결할 수 없는 법적분쟁’을 중

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계약내용에 관한 법적 분쟁이라고 함은 단

순히 계약내용의 의미해석에 관한 분쟁만이 아니라 계약내용의 성립과 그 이행 및 

그 효력의 존부에 직접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양도목적물의 숨은 하자로부터 손해가 발생한 경

우에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은 그 본질이 불완전이행책임

으로서 본계약내용의 이행과 직접 관련된 책임인바,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하자

담보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 그 불법행위책임의 존부에 관한 분쟁은 

본계약내용의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으로서 위 중재조항이 규정하는 중재대상

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김용담 편, 주석민법[채권총칙(1)], 제4판, 390면은 판례가 채무불이행책임설의 

관점에 서 있다고 한다. 
289 대법원은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

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계획사업을 시

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

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

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가 스스로 법령에 의하여 요구

되는 정도와 방법에 부합하도록 폐기물을 처리하여 판시 토지를 정상적으로 복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원고가 그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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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기업의 성상에 관한 합의를 위반한 경우 

 

기업인수계약상 대상기업이 일정한 성상을 갖추기로 합의한 경우 매도

인은 매수인에게 그 합의된 성상대로 기업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그러한 합의에 위반하여 기업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원시적 하

자인지 후발적 하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채무불

이행책임을 지게 된다(민법 제390조). 이 때 채무불이행책임은 과실책임이다

(민법 제390조 단서).  

기업인수계약서상 기업의 성상에 관한 합의는 전체기업의 가치를 구성

하는 개별 요소들 각각에 대해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요소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기업인수계약상 성상합의의 주요 대상 

및 내용에 관해서는 앞서 담보책임의 주관적 하자를 설명하면서 살펴본 바

와 같다.290 경우에 따라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나, 

거래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들이 묵시적 합의의 성립가능성을 부정

하고 계약서에서 합의된 성상에 관해서만 계약위반의 책임을 지기로 합의하

는 것은 유효할 것이다.291  

기업인수계약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주된 의무는 대상기업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이며, 이 때 매도인은 합의된 성상을 갖춘 ‘하자 없는 기업’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대상기업의 자산과 권리 등 구성요소가 매수

인에게 직접 이전되는 자산양수도형 거래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주식의 

인도만이 일어나는 주식매매형 기업인수거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할 것만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이러한 청구를 먼저 행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나아가 폐기물처리비용이 

매매대금을 초과한다는 사정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한 평석으로는, 김재형, 민법판례분석, 박영사, 2015, 

254-256면 참조. 
290 제3장 제3절 II.1.(2)(다). 
291 우리의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에서도 소위 ‘완결조항(merger clause)’ 조항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관해서는 본 논문의 각주 8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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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식매매형 기업인수계약에서 합의된 대상기업의 성상이 결여된 경우 매

도인은 바로 계약상 주된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지, 주식의 이전만으로 

이러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자산이나 권리에 관한 성상합의를 위반하였으나 

이것이 전체기업의 하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담보책임을 적용할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보았다.292 같은 이유에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 역시 이 경우에

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대상기업 전체를 기

업인수계약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물

론 당사자들이 이와 달리 중요한 개별 자산이나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책임이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의했다면 그러한 합의는 유효

할 것이다.  

한편, 하자의 존재에 관하여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을 요하는 하자담보책

임(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과 달리, 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

한이 없다. 따라서 계약체결 당시 기업하자의 존재에 대하여 악의나 과실이 

있는 매수인이라도 기업의 하자를 이유로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물론 이 때 매수인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과실이 있

다면 이는 과실상계의 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다(민법 제396조).  

다만,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악의 매수인의 이의 

없는 거래종결과 관련해서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묵시적 

포기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293 

 

(2) 대상기업의 성상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업인수계약상 대상기업의 성상에 관하여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는 경

                                          
292 제3장 제3절 II.1.(2)(가). 
293 매매 일반에 관한 설명이기는 하나, 하자의 존재에 대하여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

 이의 없이 수령한 매수인은 구제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이 배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견해로, 이재근,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및 그 손해

배상의 범위”, 민사판례연구[XXⅧ],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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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응당 대상기업이 갖추었어야 할 성상의 결여를 이유로 매수인이 매

도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반론으로서 ‘기업인수계약관계에서도 매도인에게 고지의무294를 인정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고지의무를 인정한다면 ‘구체

적 사안에서 고지의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종래 대법원은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하

는지,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데 이에 관해서도 검토하기로 한다.  

그리고 2013년도에 주식매매에 의한 기업인수계약의 사안에서 기업의 하

자에 대한 매도인의 고지의무를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295가 나왔다. 위 

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동 판결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가) 기업인수계약상 매도인의 고지의무 인정여부 

 

당사자가 합의로써 특정 정보에 대한 매도인의 고지의무를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영미의 기업인수계약에서는 매도인이 대상기업의 성상을 매수인에

게 공개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침묵’에 

                                          
294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거래상 중요한 정보를 제공

할 의무에 대해서, 대법원은 종래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

다(‘설명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법원 1995. 3. 28. 93다62645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49608판결 등). 최근 재산적 거래관계에 대해서 주로 ‘고지의무’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판결 등).  

  이와 관련해서, “정보제공의무는 당사자들 사이에 정보의 편차가 있는 계약이나 거

래에서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데, 우선 종래 설명의무나 고지의무로 논의되는 사항

이 정보제공의무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보는 것에, 김재형(주 87), 111면. 이 밖에, 정

보제공의무, 고지의무, 설명의무의 관계에 관한 논의로는, 이호행,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려법학, 72호(2014), 590면 이하 참조. 본 논문에서는 기업인수

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의 예에 따라 

‘고지의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95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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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부실표시책임을 지지 않는다.296 또한 기업인수계약상 보증위반책임은 

‘명시적 보증(express warranties)’이 있는 경우에만 지게 된다고 봄이 일반적이

다.297 반면에,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에서는 기업인수계약에 있어서도 신의칙

에 기한 매도인의 ‘공개의무(Offenbarungspflicht)’ 내지 ‘설명의무

(Aufklärungspflicht)’를 인정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인정

해 왔다.298 

우리법의 해석으로도 신의칙에 기한 계약당사자의 고지의무가 인정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학설은 자기결정,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적 자치

의 원칙상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책임은 각 당사자

에게 맡겨져 있으며, 그 계약의 체결에 따른 위험 역시 각 당사자가 감수하

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만이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는 등 당

사자 사이에 정보격차가 존재하고 있거나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신의칙에 반

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결정과 책임원칙은 수정 내지 제한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대체로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다.299 대법원도 종래부터 정

                                          
296 전술한 제3장 제2절 I.2(2). 커먼로에서는 이러한 매도인의 고지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결과에 이르려면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예컨대, 매도인이 매수

인에게 중요한 모든 사정을 공개했음을 보증하는 방식). 

이호행(주 294), 579-582면은, 영미법은 caveat emptor (저자는 이를 ‘매수자위험부담

주의’라고 역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지의무가 없고, 개별 법령(예: 소비자보호법제), 

신탁관계나 비밀엄수관계 등 특별한 신뢰관계인 경우,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이미 

불완전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진실로서 오해되지 않도록 방지할 고지의무가 인정됨) 

등에 기초하여 예외적으로만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한다고 한다.  

Kötz (정종휴 역), “대륙법과 영미법의 계약상의 구제,” 법학논총 제24집(2004), 324-

325면은, 영국법원은 특히 상거래의 경우 예측가능성을 절대적 정의보다 중시하는 

경향이라면서, 계약 전 교섭 단계에서의 개시의무에 관해서 영국법은 이를 숨겼다고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한다. 반면에 독일이나 프랑스법은 정보개시

의무를 점점 더 인정해 나가는 경향이라고 한다. 영국법은 경제적 효율을 위해 도덕

적 둔감함에는 어느 정도 관대하다고 평하면서, 영국법원은 국제거래나 해상보험 등 

복잡한 거래에 관심이 많고, 프랑스나 독일법원은 주로 소비자거래를 다룬다고 한다. 
297 제2장 제1절 III.2. 참조. 
298 제3장 제2절 II.2.(2)(다) 참조.  
299 홍성재,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법리의 고찰,” 민사법학 50권(2010. 9), 398면; 이

호행(주 294), 5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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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력과 전문성이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편중된 형태의 계약들, 가령 부동산매

매계약(분양계약), 의료계약 등에서 신의칙에 기한 고지의무를 인정해왔는

데,300 최근에는 주식매매계약과 대출채권 등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도 신의칙

에 기한 고지의무의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등 널리 재산권 거래관계에 있어

서 일방 계약당사자의 고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다.301 

그런데, 기업인수거래는 주로 상인인 기업 간에 이루어지고 전문가의 조

력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일반 소비자의 매매계약이나 아파트 분양

계약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대등한 당사자간의 거래 유형에 해당한다

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기업인수계약에 있어서는 신의칙에 기한 고지

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영미처럼 매도인의 침묵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아무

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관해 상세히 검토

한 국내의 논의는 드물다.302  

일본에서는 기업인수거래에서 매도인의 고지의무를 원칙적으로 부정해

                                          
300 이 가운데 매매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분양계약 관련 주요 판례들을 살펴보

면,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

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

829, 2836 판결),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동 판결은 그 후 부동산 경기의 상승에 따라 아파트의 시가

가 상승하여 분양가격을 상회하는데도, 분양계약자의 손해액을 쓰레기 매립장 건설

을 고려한 아파트의 가치하락액 상당으로 보았음) 등이 있다. 
30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주식매매계약에 관한 사안),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판결(대출채권 등 매매계약에 관한 사안). 
302 김태진, M&A계약 체결시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고찰, 민사판례연구[XXXⅦ], 박

영사, 2015, 678면은 M&A거래에서 매수인보호를 위해 매도인의 설명의무를 폭넓게 

인정하여야 한다면서, 특히 그 시장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정에 대해서는 매수

인의 요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한다. 반면에, 형식주의적 계

약해석에 관한 일반론이기는 하나, 대등하고 숙련된 당사자인 기업 간 거래에서는 

신의칙에 기한 의무창설을 통해 법원이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최준규, “계약해석에 있어 형식주의의 정당성 및 한계,” 민사법학 제60호(2012.9), 20-

22면. 

119



 

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303 기업인수거래에서는 ① 사적자치 원칙과 자기책임

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점과, ② 신의칙을 통해 고지의무를 인정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묵시적 표명보증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아서 표명보

증이 가지는 위험분배기능(표명보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

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기능)을 해칠 수 있다는 점

을 이유로 든다. 이 견해에서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매도인의 공개

의무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그러한 특단의 사정에 해당하는 경우란, 매도인

이 매수인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인식을 형성케 하는 내용의 설명을 

한 경우(설명했던 내용과 다른 사실이 사후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포함)에 한

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정보제공요청도 없었고 매수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매도인이 알지 못한 경우는 물론이고, 매수인이 

특정의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이에 매도인이 거

절하거나 무시한 경우)나 매수인이 특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릇된 인

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라도 고지의무는 인

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이 견해는 매도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제공한 경우에만 이를 시정하는 의미의 고지의무를 인정할 뿐, 매도인이 침

묵한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영미법의 태도에 가

까운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미에서 기업매도인의 고지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적 자

유의 원칙을 강조하여 신의칙에 기한 법원의 개입을 극히 꺼리고 계약의 문

언을 중시하는 커먼로의 전통 및 매수인에게 특별한 법의 보호를 주지 않으

려는 ‘caveat emptor’의 원칙 등에 따른 것으로서, 신의칙에 의한 매수인 보호

를 중시해 온 대륙법계의 전통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업인수거래의 국

제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영미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영미의 경우에는 오랜 기업인수거래의 경험을 통해, 당사자 간의 치열한 

대립구도 속에서 협상과 실사를 거쳐 계약서 속에서 매도인의 광범위한 보

                                          
303 金丸和弘, “M&Aに関する契約交渉過程における情報提供義務 - 東京地判平成19. 9. 

27判時1987号134頁,” NBL 879号(2008), 42-45; 金丸和弘森田恒平, “M&A取引における

説明義務と表明保証責任(上),” 判例タイムズ 1350号(2011), 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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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과 공개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러한 

경험이 부족하고 법적 토양도 다른 우리로서는, 매도인의 공개가 이에 미치

지 못하여 결국 기업인수시장의 구조적 정보편재나 협상력의 차이를 극복하

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중소규모의 거래에서는 

영미식 계약서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이를 사용하는 대규모 거

래라도 영미의 협상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장의 

정보공개기능이 없어 정보편재현상이 특히 심각한 기업인수시장에서 여전히 

매도인의 고지의무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고지의무의 판단기준을 엄격히 볼 경우, 전문성이 

있는 당사자들 간에 기업인수거래에서는 고지의무의 성립이 제한되므로 매

도인이 고지의무로 인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입을 염려 역시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는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중시하는 기업인수거래의 성격에 

비추어보더라도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나) 기업인수계약상 매도인의 고지의무 판단 기준 

 

기업인수계약상 매도인의 고지의무의 성립은 신의칙 적용의 문제로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당해 기업인수계약을 둘러싼 구체

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문제되는 정보의 중요성 정도(당

해 정보가 매수인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 ② 매수인의 정

보에 대한 접근성의 정도(공시 등 공개된 정보인지 여부, 매도인에 의한 정

보제공의 정도), ③ 매수인의 자발적 정보 수집 노력(매도인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④ 당사자의 협상력의 차이(경제적 지위의 차이, 인수경

험 유무, 전문가의 조력 유무), ⑤ 당해 정보에 대한 매수인의 신뢰 정도(매

도인이 그러한 신뢰를 야기했는지 여부), ⑥ 거래관행(당해 정보에 대해서 

거래관행상 매수인이 당연히 알았어야 했거나 스스로 확인해야 하는 거래관

행이 있는지 여부, 거래관행상 매도인에게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등이 주요 고려요소가 될 것이다.304  

                                          
304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의 판례들은 기업인수거래상 매도인의 설명의무의 판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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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지의무는 사적자치와 자기책임의 원칙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⑦ 매도인이 알지 못하였거나 이를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고지의

무를 인정할 수 없다.305  

또한 ⑧ 매수인이 문제되는 정보를 이미 알았거나 자기책임 하에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도 재산권 

거래관계에서 고지의무를 판단한 일련의 사례에서,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

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

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306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고지의무가 인

정되는 이유는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인식

은 고지의무 위반의 한계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307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자문사의 조력 등으로 전문성을 갖

춘 매수인이 충분한 협상을 거쳐 상세한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 체결에 도

달한 경우라면, 매도인 측 공개의무를 엄격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인수거래에서는 대상기업의 가치 평가의 요소가 되는 성상들이 매우 다

양할 뿐만 아니라 매수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각 요소들에 대한 가치평가

도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수인의 가치평가 내용을 알기

도 어렵다. 따라서 당해 정보의 중요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매수인

의 주관적 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당해 기업의 객관적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만이 

                                                                                                          

소로서, 당사자간 경제적 지위차이, 매수인의 기업인수 경험이나 전문가의 조력 유무, 

당해 정보가 거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매수인이 당해 정보를 신뢰하는 정도 등을 

고려한다고 한다. 제3장 제2절 II.2.(2)(다) 참조. 
305 전술한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에도 매도인의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려면, 매도

인이 공개할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의 발생가능성을 인

식하고 있었을 것을 요한다고 한다.  
306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판결. 
307 김재형(주 289), 173-174면(위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판결에 대한 평

석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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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고지의무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그에 

해당하는 정보들은 대체로 앞서 살핀 기업의 객관적 하자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들이라 할 것이다.308 그러나 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라도, 고지의무의 

성립의 다른 판단요소들을 고려할 때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예컨대, 매수인의 적극적 정보제공요청이 있어서 매도인으로서는 그

것이 매수인의 가치평가에 중요하다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정보제공을 거절

하거나 무시한 경우).  

 

(다) 고지의무 위반책임의 법적 성질 

 

종래 대법원 판결들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법적 성질이 채무불이행책임인지 불법행위책임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거

나309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경우310가 많았다.311 이에 대해서는, 판례가 대

체로 불법행위책임의 문제로 해결하고 있으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평가가 있다.
312

 

생각건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계약체결 당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308 제3장 제3절 II.1.(2)(나). 
309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판

결 등. 
310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후자의 판결은 불법행위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아니지

만, 불법행위책임을 긍정한 원심판결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책

임으로 본 판결로 볼 여지가 있다(동지: 김재형(주 87), 109-110면). 
311 김재형(주 289), 170면. 이 문제에 관하여는 종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에 관한 민

법 제535조를 유추하여 해결할 것인지,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 해결

할 것인지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원시적·객관적 불능인 경우(제535

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상의 과실 문제를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양창수, “계약체결상의 과실,” 민법연구 제1권, 

1991, 387면 이하. 
312 김재형(주 87), 108면은 이와 같이 평가를 내리면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형

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례가 그 평행선상에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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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음으로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라면 불법행위책임만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313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불법행위책임과 

함께 채무불이행책임(부수의무 위반)도 경합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314  

 

(라)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 

 

(ㄱ)  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시내용 

 

본 판결은 주식매매에 의한 기업인수계약의 사안에서 기업의 하자에 대

한 매도인의 고지의무를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이다.315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들은 인터넷 매체, 게임정보사이트 등의 

운영이 그 주된 영업인 대상기업을 인수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316 

대상기업은 인터넷매체, 게임정보사이트 등의 운영을 위해 미국의 라이선스 

공여자와의 사이에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동 라이선스계약에는 

본건과 같은 주식양도거래로 라이선스 계약조항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조항

이 있었음에도 매도인은 계약체결 당시 이를 매수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317 

                                          
313 판례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안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을 불법행위로 파악하

고 있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

53059판결. 계약교섭을 부당히 파기한 경우 불법행위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양

창수(주 311), 391면 참조. 
314 동지: 김재형(주 87), 113면; 김재형, “한약업사의 설명의무,” 민법론 II, 389-393면. 
315 당해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김태진(주 302)이 있다. 
316 매도인은 대상회사의 발행주식 총 7만주 중 자신이 보유한 5만주를 양도하였고, 

본 주식양도계약 체결 3일 후 매수인들 중 1인은 대상회사의 대표이사로, 나머지 2

인은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이후 대상회사의 상호도 변경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미

취득 주식 중 1만주는 본건 주식양도계약 당시의 대표이사로부터 무상양수하였고, 

나머지 1만주도 각 보유자로부터 유상 양수하였다. 
317 라이선스계약 중 “라이선스도입자는 라이선스공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없고, 라이선스도입자의 지배적 소유권에 있어서의 변경을 포함

하여 본 계약을 양도하려는 모든 시도는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 되며, 그러한 경

우에는 라이선스공여자는 라이선스도입자에게 통고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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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상기업은 라이선스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했고, 매수인이 이 때 

발생한 재계약비용(종전에 비하여 인상된 라이선스료의 증가분 상당액)에 대

한 손해배상을 주장한 사안이다. 한편, 매수인들은 인터넷 매체의 전·현직 임

직원으로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에 앞서 그 직원 등으로 하여금 대상

기업을 방문하여 약 1주간 대상기업의 경영 상태 전반을 실사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상기업 측으로부터 영문 라이선스계약서의 사본을 교부받았

다. 

원심318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주식뿐만 아니라 

영업 내지 경영권이 매수인들에게 양도되는 점, 대상기업의 주된 수익원이 

온라인 매체 및 게임정보사이트의 운영이라는 점, 따라서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의 유지 및 향후 갱신 문제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중요한 요소인 

점, 이 때문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매도인의 라이선스계약 유지에 관한 

협조의무가 규정된 점319 등을 근거로 하여, 매도인에게는 이 사건 라이선스

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해약조항의 존재를 알려주어야 할 신

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산권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

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

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때에

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아니하였

                                          
318 서울중앙지법 2011. 6. 10. 선고 2010나54114 판결. 
319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는 “제8조(협조의 의무) 원고는 피고들이 미국 씨넷 네트

웍스 본사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최대한 협조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주식양도계약의 당사자들이 라이선스계약상 해약조항의 존재를 모르

는 상태에서 정해진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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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고지의무에 관한 일반론

을 설시한 뒤,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매도인의 고지의무를 인정한 원심판

결을 파기·환송하였다.320 

첫째, 원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의 당사자 또

는 대상기업의 경영 담당자가 아닌 매도인이 이 사건 해약조항에 따라 라이

선스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대상기업의 기존 라이선스권이 상실될 위험이 있

음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식양

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둘째, 매도인이 이 사건 해약조항의 존재와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면, ① 

매도인과 매수인들은 기본적으로 대향적 거래관계의 당사자이고, 매도인은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의 당사자 또는 대상기업의 경영 담당자가 아니라는 

점,321 ② 매수인들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통하여 2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고 대상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하였던 점, ③ 대상기업의 주된 

수익원이 판시 온라인 매체와 게임정보사이트의 운영이어서 그에 관한 라이

선스권의 확보 및 유지가 매수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할 때, 매도인이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서를 매수인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에 앞서 라이선스권과 관련한 위험 요소를 파악할 

기회를 제공하는 외에 나아가 대상기업과 미국 라이선스 공여자 사이에 체

결된 이 사건 라이선스계약의 내용과 법률적 의미 등을 직접 조사하여 매수

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탐지하고 이를 매수인들에게 알

려야 할 의무까지 당연히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기업 측이 매수인들에게 이미 이 사

건 라이선스계약서 사본을 제공한 이상 매도인이 이와 별도로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해약조항의 존재를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매도인이 신의성실의 

                                          
320 환송심에서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321 매도인은 대상기업의 라이선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대상기업과 투자계약을 체결

하고 유상증자를 통해 5만주를 인수하였다. 위 투자계약 이후에도 대상기업의 종전 

대표이사가 계속 그 직을 유지하였고, 매도인은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한편, 이러

한 유상증자를 통해 당시 대주주가 매도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라이선스 공여자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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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상 요구되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322 323 

 

(ㄴ)  대상 판결의 의미  

 

첫째, 본 판결은 종래 신의칙상 고지의무 성립여부에 의문이 제기되었던 

기업인수거래에 대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의 성립 가능성을 전제로 판시하

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둘째, 대법원은, 고지의무의 대상을 “그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라면서도, 주식

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이나 대상 주식 자체에 관한 권리확보의 위험에 한하

지 않고, 주식매매로 인한 기업인수계약의 경우 대상기업의 가치에 관한 사

정(대상기업이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사항)도 고지의무의 대

상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셋째, 대법원은 본 판결을 통해서 기업인수계약상 매도인의 고지의무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원심이 라이선스계약상 해지조항의 

                                          
322 참고로, 대출채권 매수사안이기는 하지만, 매도인이 대출채무자(아파트상가 건축

분양 개발사업자)가 확보한 건축부지에 대한 토지임차권이 박탈될 위험에 관해 매수

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에 앞서 임차권 

관련 자료들을 매수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임차권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파악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임차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의무이행약정이 체결되었는지 여

부와 그 내용 및 이행가능성 등을 직접 조사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

소를 미리 탐지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97076). 
323 다만, 분양계약 등 부동산 거래에 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일단 고지의무의 대

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관

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에 대하여는 비록 알 수 있었음에도 알

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음

은 별론으로 하고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고 판단하여, 일반 과실로는 부족하고, 확인

의무가 있거나 거래관행상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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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가 매수인들에게 중요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매도인의 고지의무를 쉽

게 인정한 반면, 대법원은, 정보의 중요성 외에도, 매도인이 그러한 정보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 대상기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당해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점, 이미 실사 과정에서 대상기업으로부터 라이

선스계약 사본이 제공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본 사안은, 인수대상기업의 핵심적 영업요소라고 할 수 있는 라이선스계

약의 효력여부에 관한 정보가 문제된 사안이므로, 정보의 중요성만을 놓고 

본다면 일응 매도인의 고지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매도인

은 매수인에게 실사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 때 라이선스계약의 사본도 제

공되었다. 그리고 매수인은 전·현직 온라인업체 종사자로서 대상기업의 업황

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이 있었을 것으로도 보인다. 더군다나 매도인은 대상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자신이 대상주식을 취득할 때에도 이러한 

해지조항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며, 이후로도 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매수인으로서는 라이선스계약서의 사본을 입수한 이상 문제

된 조항의 내용 및 의미를 조사하고 의문이 있는 경우 매도인이나 대상기업

에 대한 질의를 통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상의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이 매도인의 고지의무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324 

 

3. 불법행위책임 

 

매도인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기업의 성상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신의칙상 고지의무에 위반하여 기업의 성상에 관한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이로써 계약을 체결하게 되거나 그러한 매도

인측의 사정이 없었더라면 체결되었을 내용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기업인수

계약을 체결하게 된 매수인은 그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  

                                          
324 한편, 본 판결은 고지의무위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불법행위책임인지 채무불이

행책임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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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미에서는 보증위반으로 인한 계약상 책임외에 

부실표시 법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그 본질은 불법행위책

임에 해당한다. 관할 판례법에 따라 선의무과실의 매도인도 부실표시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고의의 부실표시 및 과실의 부실표시에 대

해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325 독일의 기업인수계약론에서는 

하자담보책임 외에 허위의 정보제공이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매도인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326  

이와 관련하여 종래 우리의 학설 가운데에는 민법 제535조를 근거로 우

리 민법에도 독일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다.327 그

러나 독일에서 불법행위책임이 아닌 일종의 계약책임인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발전한 이유에 대해서는 독일민법에 포괄적인 불법행위조항이 없어 

부득이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독일과 달리 포괄적인 불법행위

책임조항(제750조)를 두고 있는 우리 민법의 경우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을 도입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328 

이러한 기업매도인의 불법행위책임은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

과 경합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329  예를 들어, 매도인이 대상기업의 성상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기업인수계약에서 성상합의가 이

루어지는 경우에, 매수인은 성상합의 위반으로 인한 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과 함께 불법행위책임도 물을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이 고지의무에 위반

하여 성상에 관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채

                                          
325 제3장 제2절 I.3.(2)(나) 참조. 
326 제3장 제2절 II.2.(2)(다) 참조. 
327 우리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주장하는 견해의 주된 논거는 그러한 계약책

임적 구성을 통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책임의 면책

가능성, 불법행위의 3년 단기소멸시효, 고의고실의 입증책임 면에서 불법행위책임보

다 피해자 보호에 유리하다고 한다. 홍성재(주 299), 401-402면. 
328 독일의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이론의 도입의 불요설의 보다 상세한 논거에 대해서

는, 양창수(주 311), 381면 이하; 박인환, “독일법상 정보제공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계약해소청구권,” 민사법학 27호(2005), 169면 등 참조. 
329 대법원과 통설은 일반적으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 

박준서 편집대표, 주석민법[채권각칙(6)], 5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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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불이행책임과 함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음은 이미 살펴 보았다. 

다만,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여러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 하자담보책

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 외에 불법행위책임까지 물을 실익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요건 면에서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며, 손해배상의 범위 면

에서 채무불이행책임은 이행이익배상이 인정되어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체결 단계에서 매도인이 한 허위진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을 청구할 실익이 있다. 또한 기업인수계약에서는 합의된 성상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배상액의 상한, 권리행사기간 등 다양한 책임제한 약

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행위책

임을 묻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330 

 

                                          
330 운송계약에 관한 사안으로서 계약상 면책특약이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않는다

는 취지의 판례로는,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불법행

위책임이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아무와의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배상관계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배상관계는 특정한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생활관계로서 마치 계약책임이 특정한 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한 

생활관계인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단지 그 배상청구권의 발생근거가 계약상의 의무위

반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위법행위라는 데에 계약책임과의 차이가 있는 바, 계약

상 의무위반의 법률관계가 위법행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반드시 특별·일반의 관계

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논지가 내세우는 실제적 근거인 계약책임에 

관한 면책이나 책임제한의 특칙 또는 특약이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점은 바로 청구권경합설이 장점으로 내세우는 권리자 보호의 

측면을 뒤집어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니, 논지가 말하는 법조경합설의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운송인의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경합하여 병존하고 권리자는 그 중 어느 쪽의 손해

배상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

이행 책임에 관하여 법률상 면책의 특칙이 있거나 또는 운송계약에 그와 같은 면책

특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칙이나 특약은 이를 불법행위 책임에

도 적용키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연히 불법행위 책임에 적용되지는 않는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 

130



 

III. 효과 

 

1. 손해배상청구권 

 

(1) 담보책임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정책임설의 

입장에서는 하자담보책임으로서 배상할 손해에 관하여 신뢰이익설을 취하고 

있었다. 하자 있는 물건의 급부라도 일단 이행은 있었던 것이므로 이행이익

의 배상은 불가하고 원시적 하자가 없는 물건에 대해 매매가 성립하였으리

라고 믿은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면 족하다는 입장이다. 채무불이행책임설의 

입장에서는 이행이익배상을 주장하는 견해와 무과실책임이라는 점에서 신뢰

이익배상 내지 대금감액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견해가 있다. 기업인수계약

의 경우 각 입장에 따른 손해를 살펴보면, 신뢰이익설에 따른 손해는 실제의 

기업가치와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의 차액 상당액이 되고,
331

 반면에 이행이익

설에 따를 경우에는 그러한 위반이 없었다면 인정되었을 기업의 가치와 기

업의 하자가 있는 현재 상태의 기업 가치와의 차액 상당액이 된다. 

(나) 하자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고 채무불이행책임의 성립 여지만 있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332 대법원 판결 중에도,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보증위반 외에 별도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다

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 있다.333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하자담보책임은 기업

의 하자로 인한 기업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에만 미치고, 매수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게 된다. 기업인수 관련 확대손

                                          
331 대금감액적 손해배상설에 따를 경우에는 하자 없는 상태의 물건(기업)의 가치와 

물건(기업)의 실제의 가치의 비율을 지급한 대금액에 곱한 금액이 손해액이 된다. 
332 학설의 소개로는,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XⅣ] 채권(7), 238면(남효순 집필) 참

조. 
333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131



 

해의 예로는, 매수인이 대상기업의 생산능력을 이용해 기존 사업의 확장을 

의도했었는데, 대상기업이 그러한 생산능력을 결여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기대했던 영업상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해서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대하여 매수인

의 책임이 있다면 과실상계(참작)도 가능하다. 판례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민법 제396조(과실상계)의 준용을 부정하면서도 공평의 원칙에 따라 과실참

작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334  이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에도 민법 제396조의 

직접 적용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335 

(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

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582조). 물건의 매매는 다른 권

리의 매매에 비하여 대량적으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거래계의 실

정이므로 신속한 확정이 요청된다는 것이 본래의 입법취지라고 한다.336  그 

법적 성질은 제척기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판례이며, 그 제척기간 내 어

떤 행위가 있어야 권리행사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337

 또한 

대법원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

에도 걸리고,338 이 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물건의 인도시라고 한다.339 

                                          
334 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23920 판결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

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

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335 이에 관한 학설의 소개로는,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XⅣ] 채권(7), 275면(남효

순 집필) 참조. 
336 박준서 편집대표, 주석민법[채권각칙(3)], 제3판, 1999, 178면(김현채 집필). 
337 박준서 편집대표, 주석민법[채권각칙(3)], 제3판, 1999, 179면 이하(김현채 집필). 
338 상행위로 인한 채권인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

효에 걸린다.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판결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상사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됨을 긍정한다.  

339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판결(“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

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는 법률관계의 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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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에서도 일반적인 진술ㆍ보증사항의 경우 대체로 거래종결일을 기준

으로 최초의 감사보고서의 작성이 가능한 시점과 발견 시점 이후 권리행사

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감안해서 대략 거래종결 후 1년~2년으로 소멸시효기

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법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

간은 오히려 긴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매도인으로서는 명시적 합의를 

통해 보다 단기의 권리행사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행사기간과 관련하여, 상법은 상인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경우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다(상법 제69

조340). 대법원은, “상법 제69조는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매도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만 그 하자로 인한 계약해

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설령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

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

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41 는 입장이다.342 이에 대해서 

                                                                                                          

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런데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

해배상청구권은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

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규

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엇보다

도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하다.”) 
340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

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

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41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판결. 
342 대법원 2015.6.24. 선고 2013다522 판결은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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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의 복합성 때문에 목적물의 검사통지의무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343  

동조는 목적물의 수령 즉시 검사가 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다. 

따라서 당초 그러한 즉각적 검사가 불가능한 기업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 견해는 타당하며, 영업양수도 뿐만 아

니라 주식매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채무불이행책임 

 

(가) 기업인수계약상 매도인은 기업의 하자에 대해서 과실이 있을 경우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390조). 이 때 배상해야 할 

손해는 이행이익에 미친다. 따라서 기업인수계약상 기업의 하자로 인한 채무

불이행책임으로서의 손해는, 그러한 위반이 없었다면 인정되었을 기업의 가

치와 기업의 하자가 있는 현재 상태의 기업 가치와의 차액 상당액이 된다.  

(나) 우리 민법은 제393조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정

하고 있다. 통상손해를 그 한도로 하되(동조 제1항),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채

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갑 유한회사가 을 주식회사

를 상대로 을 회사가 유류, 중금속 등으로 오염된 토지를 매도하였다는 이유로 매도

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을 회사의 매매계약은 상인 간의 매매인데 갑 회사가 토지를 인도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경과한 후에야 토지에 토양 오염 등의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였다는 이유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배척하고, 을 회

사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채 토지를 인도한 것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

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43 정병덕(주 79), 37면; 한편, 상법 제69조는 상인간의 상사물품매매에 적용되는 것

이기 때문에 영업양도를 위한 매매는 본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김명준, “상

사매매에 있어서 제69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43집(2011), 220면(김

동석, “매수인의 목적물검사 및 하자통지의무,” 현대상사법의 제문제, 1988, 39면을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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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동조 제2항).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

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

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한다. 특별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

적·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 손해배상의 범

위를 정할 때 채무자의 예견가능성이 핵심적인 준거틀로 작용하고 있다.344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원칙은 영국의 Hadley v. Baxendale에서 확립되었는데, 

프랑스민법과 일본민법을 통하여 우리 민법에 계수되었다.345 이러한 입법적 

연혁을 고려할 때, 우리의 기업인수계약상 기업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하여, 영미의 선례들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

다.346 

(다) 우리 민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제394조), 과실상계를 

인정하고 있다(제396조). 

(라)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일반 소멸시효(10년)에 걸리

고(민법 제162조), 소멸시효의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한편,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데

(상법 제64조 본문), 이 때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일방적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권도 포함하며, 채권자가 상인이든 채무자가 상인이든 묻지 아니하

고,347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적용된다.348 나아가 상행위로 인해 생

긴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349 따라서 

                                          
344 김재형(주 132), 76면. 
345 김재형(주 132), 76면. 
346 다만, 영미에서도 기업인수계약상 손해배상책임과 Hadley 원칙의 적용 문제에 관

해서 종래 연구가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근자에 기업인수계약상 손해개념 및 배

상범위에 대하여 비교적 심도 있게 논의한 것에, Glenn D. West and Sara G. Duran(주 

99), 777면 이하 참조. 
347 이철송(주 241), 336면. 
348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판결(“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

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

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 같은 취지의 판결로는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 6777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판결 등.  
349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판결(“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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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의 경우는 물론이고,350 주식매매의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

방이 회사 등 상인인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상사시

효가 적용된다. 기업인수거래의 실정을 감안할 때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라도 상당히 장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매도인으로서는 명시적 합의를 통해 

보다 단기의 권리행사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3) 불법행위책임 

 

(가) 기업인수계약체결 단계에 매도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한 허위의 진

술에 의하여, 또는 고지의무위반으로 거래상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

로써 매수인이 계약체결로 유인된 경우 매도인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때의 손해는 매도인의 그러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진

술이 없었더라면 매수인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다른 내용으로 

체결했을 텐데(예컨대, 대금액을 보다 적은 금액으로 했을 것), 그렇지 못하

게 됨으로써 지출하게 된 비용 상당액이 된다(신뢰이익 배상).
351

  

(나) 민법 제763조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의 손

해배상 범위(제393조), 금전배상원칙(제394조), 과실상계(제396조)를 준용하고 

있다.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

                                                                                                          

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

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 
350 영업의 양수·양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에, 이철송(주 241), 325면. 
351 지급한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자금조달이나 계약자문 등에 소요된 계약비용, 매도

인이 기업부채를 은닉하여 매수인이 이를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금액 등도 포함될 것

이다. 한편 대법원은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양도인이 법률상 영업이 곤란한 사정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수인의 사기취소권의 행사를 인정하고,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한다고 설시하고, 계

약체결 이후 양수인이 사무실 임료, 이사비, 전화설치비 등 사업수행과 관련한 필요

비를 지출하였는데, 이는 양도인도 계약체결 당시에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

므로 특별손해로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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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소멸한다(동조 제2항). 상사시효에 관한 상법 제64조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352과 판례353

이다. 

 

(4) 손해배상액의 산정 

 

매매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손

해배상액을 산정하지만, 기업의 경우에는 시장가격의 확인이 매우 곤란할 뿐

만 아니라, 주가도 항상 기업의 공정한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 기업인수계약상 손해액 산정방

법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대체로 당해 거래에서 결정된 대금액 

및 매수인이 적용한 시장가치평가방식을 각 시장가격 및 시장의 가치평가방

식의 유력한 증거로 보면서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공정한 시장가치 산정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법원의 

독자적 판단을 강조하는 이유는, 대금액 결정에는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이나 

협상과정에서의 특수한 상황이 영향을 미쳐 공정한 가격과 달라질 수 있고, 

기업가치 평가에 관해서도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업인수시장의 경우에도 기업가치 산정에 있어 외국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는 없다. 따라서, 우리의 법원도 당해 거래대금 및 매수인의 가

격산정방식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되, 그것이 공정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

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공정한 기업가치 평가를 

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354 

                                          
352 이철송(주 241), 337면. 그 이유에 대하여 상사시효는 상거래의 신속·안전을 위한 

취지인데 이러한 법정채권의 경우는 본조의 취지와 무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같은 

책 337면). 
353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상법 제64조의 일반상사시효 역시 상행

위로 인한 채권에만 준용되고 상행위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는 적용

되지 아니한다.”). 
354 정병덕(주 79), 64면은, 영업양수도계약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

상은 신뢰이익배상으로서, 이는 하자 있는 영업을 그대로 보유함으로써 남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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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제권 

 

(1) 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해제권은 하자로 인하여 계약목적의 달성이 불가

능한 때에만 발생하는바(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355 민법은 ‘계약목적 

달성의 불능’356이라는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을 두고 있다.357 또한 해제권자

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제553조).  

다만,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계약의 해제와 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 358에서는 제553조를 삭제하였다. 그 이유에 대

해서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해제권의 발생에 관한 규정이 명확해지는 장점

                                                                                                          

하자보수비용, 하자로 인하여 떨어진 가치보상액 등이 되고,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첫째, 계약체결시에 영업의 진정한 가치가 전문감정인에 의하여 조사되어야 하고, 

둘째, 현존하는 하자를 고려하여 어떠한 매매대금이 적절한가를 도출하고, 셋째, 이

렇게 도출된 적절한 매매대금과 실제 매매대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고 한다. 
355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와 달리 최고는 요건이 아니다. 
356 해제요건으로서의 ‘계약의 목적달성불능’은 ‘중대한 불이행’보다 엄격하다고 판단

되며, 계약유지의 원칙상 더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것에, 사동천(주 269), 231면. 
357 영업양도계약에 하자담보책임을 유추적용하는 전제에서, 영업의 역동성으로 변화

된 영업을 다시 반환하는 것에 비하여 금전손해배상이 양 당사자에게 유리하므로, 

결국 민법규정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해제권의 행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정병덕(주 79), 61-62면. 
358 2009년 2월 출범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민법 재산편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

하였는데, 2014년 2월 17일 민법 개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끝으로 민법개정작업을 마

무리하였다. 그 경과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송덕수, “채무불이행에 관한 민법개정시

안,” 민사법학 제60호(2012), 151-155면; 김재형,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

한 민법개정안 –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민법론V, 

2015, 187-18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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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고, 목적물 훼손 등의 경우에 해제를 인정하면서 가액반환으로 해결하

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359 

그러나 일응 민법상 해제의 요건이 갖추어 진 경우라도, 가변적이고 역

동적인 기업의 속성상 거래종결 이후 약간의 시간만 경과하더라도 이미 지

배권변동에 따라 인수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거래종결 이후에는 묵시적 권리포기나 실효의 법리 기타 신의칙의 

적용을 받아 해제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2) 채무불이행책임 

 

불완전이행의 경우에도 민법 제544조, 제546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채

무불이행에 따른 해제권의 발생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360  민법 

제553조, 묵시적 권리포기, 실효의 법리 기타 신의칙 등에 따라 거래종결 후 

해제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은 담보책임으로 인한 해제권부분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3. 추완청구권 

 

우리 민법은 추완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종

류매매에서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

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데(제581

조 제2항), 이러한 완전물급부청구권은 추완청구권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361 

통설은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의 경우 추완이 가능하고 추완으로써 완

전급부를 하는 것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적법한 채무이행이 되는 때에는 채

                                          
359 김재형,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4호(2014), 42면. 
360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XⅢ] 채권(6), 243-234면(김용덕 집필); 박준서 편집대표, 

주석민법[채권총칙(1)], 제4판, 739면(김상중 집필).  
361 김재형(주 213), 16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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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에게 추완청구권을 인정한다.362 그리고 추완청구권은 이행청구권의 구체

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행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은 그 요건이 아니다.363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가 2009년 2월부터 2014년 2월 17

일까지 마련한 민법 재산편에 관한 개정안은 채무불이행, 그 중에서도 불완

전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추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364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에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당해 계약 위반으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앞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정기간 내에 계약위반

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합의가 없더라도 우리 민법의 

해석상 매수인이 기업의 하자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추

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365 

 

4. 계약취소권 

 

영미법에서는 부실표시책임의 효과로서 원상회복(restitution)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상 착오366 또는 취소로 인한 계약취소권(민법 제109조, 제110

                                          
362 곽윤직, 채권총론[민법강의III], 제6판, 2006, 100면; 양창수·김재형(주 237), 391면; 곽

윤직 편, 민법주해[IX], 310면(양창수 집필부분). 
363 김재형, “민법상 구제수단의 다양화: 이행·추완·금지청구권에 관한 민법개정안,” 서

울대학교 법학 제57권 제4호(2016), 123 
364 동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소개로는, 김재형(주 363), 116-127면 참조. 
365 한편,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은, “그러나 추완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거

나 그 밖에 추완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

여 추완청구권 배제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김재형(주 363), 122-124면. 
366 영미법에서도 착오(mistake)의 법리가 인정되지만, 기업인수계약과 관련해서 이를 

논하는 문헌은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일방의 사기와 상대방의 착오, 혹은 쌍방착오

로 인하여 서면계약이 쌍방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형평법원이 쌍방의 

실제 합의를 반영하여 계약을 수정할 수도 있지만(reformation), 기업인수계약에서는 

그 이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수정이 구제수단으로서 실제 활용되는 경

우는 드물다는 언급이 있음은 전술하였다(제3장 제2절 I.3(1)).  

정성헌, “영미계약법상 부실표시에 대한 연구 –우리법과의 비교와 우리법에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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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 이에 대응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367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은 영

미와 우리법의 비교가 좀더 용이하도록 우리의 취소제도의 요건·효과를 여기 

효과론 부분에 모아서 서술해 보았다(우리 민법상 취소가 담보책임, 불법행

위책임, 불법행위책임의 효과가 아님은 물론이다). 

한편 영미의 부실표시책임은 우리 민법상 착오취소와 달리 착오한 매수

인의 보호보다도 그러한 착오를 초래한 매도인의 비난 가능성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는 점,368 부실표시책임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진술을 요건으로 하

는 반면에 취소는 매도인의 진술이 없는 경우에도 착오나 사기의 성립을 인

정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점을 중심으로-,” 법과정책 제21권 제1호(2015. 3), 278면은, 부실표시로 인하여 착

오가 유발된 경우에 관해서는 부실표시에서 규율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착오로 규

율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며, 영국법은 착오 자체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특히 물건의 품질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 품질에 대한 묵

시적 보증(implied warranty)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계약위반의 문제로 해결하기 때문에 

착오의 영역은 더욱 좁아진다고 한다.  

한편, 영미법상 매매물건의 성상에 관한 쌍방착오는 선의의 부실표시책임과, 

일방착오는 사기에 의한 부실표시책임과 이론상 경합의 여지가 많은데, 부실표시를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의 일 유형으로 보고 부실표시를 착오로 통합시키려는 

시도로는, Stephanie R. Hoffer, “Misrepresentation: The Restatement’s Second Mistake,” 

University of Illionis Law Review Vol. 2014 No.1, 115-174 참조.  

본고에서는 기업인수계약에 관한 영미문헌의 일반적 예에 따라, 기업인수계약상 

영미의 착오법리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367 권영준, “계약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 서울대학교 법학, 52권 4호(2011), 230면은

 계약교섭과정과정에서의 정보제공은 영미법상 부실표시법리의 영역으로 우리나라에

는 상응하는 법리나 조항이 없고, 대체로 착오나 사기의 법리로 해결하고, 손해배상

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로 불법행위법에 기초한 손해배상으로 해결한다고 한다. 이호

행(주 294), 573면은 사기적 부실표시는 우리 민법상 사기 및 불법행위에, 과실 및 선

의 부실표시는 유발된 동기착오 및 불법행위에 대응한다고 한다. 정성헌(주 366), 

281면도 사기부실표시는 사기취소에 상응하고, 과실 및 선의 부실표시는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의 법리와 유사하다고 한다. 
368 Stephanie R. Hoffer(주 366),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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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오로 인한 취소권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상정한 기업의 성상이 실제로는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의 착오가 존재한다. 통설은 특정물매매에서 목

적물에 대한 성질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이 될 

수 없고, 그 동기가 표시된 때에만 법률행위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동기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이 

될 수 있고, 그래야 하자 없는 급부의무를 인정하고 주관적 하자개념을 인정

하는 것과 부합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369 대법원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

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

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

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

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

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370 

판례의 입장에 따라 기업인수계약상 매수인의 착오가 성립하는 경우를 

살펴본다.  

(i) 합의된 기업의 성상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착오가 있는 경우, 당사자

가 대상기업의 성상에 대해서 이미 계약의 내용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법률

행위의 내용의 착오에 해당한다. 그리고 문제된 기업의 성상에 대해서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계약체결 과정에서 매수인이 그 성상의 존재에 

관하여 당해 계약의 내용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매도인에게 표시한 경우라면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가 인정된다. 기업인수거래에서는 대상기업이 복잡하

고 가변적이어서 그 가치 평가의 요소가 되는 성상들이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기업의 가치평가방법도 다양하므로, 

                                          
369 김형석, “동기착오의 현상학,” 저스티스 통권 제151호(2015. 12), 100-110면. 
370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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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합의나 매수인의 명시적 표시가 없는 경우에 단지 계약상 드러난 대

금액만으로는 매수인이 특정 성상을 계약의 내용으로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

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ii) 어떠한 기업의 성상에 관해서 합의는 물론이고, 이에 관한 매수인의 

표시도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매수인은 착오를 

주장할 수 없다. 예컨대, 앞서 본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59247 판결

의 사안처럼, 영업 관련 라이선스 계약의 해약사유의 부존재에 관해서 진술·

보증도 없고, 신의칙상 매도인의 고지의무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인

은 착오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기업인수계약 체결 이후 매수인이 ‘관련 업

계의 현황이나 전반적인 경기의 악화’를 이유로 거래를 뒤집고자 하는 경우

가 종종 있다. 특히 경기에 민감한 업종에서 이러한 예가 많다. 그러나 실제

로도 이러한 사정의 부존재에 대한 진술·보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

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까지 매도인의 고지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매수인이 취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iii) 다만, 대법원은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착오에 대해서는 착오취소를 

인정하고 있다.371 따라서, 합의나 매수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① 

기업인수계약 체결과정에서 매도인이 기업의 성상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매수인의 착오가 야기된 경우에는 매수인이 착오에 기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고,372 ② 매도인이 어떠한 기업의 성상에 대해서 신의칙상 매수

                                          
371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7440 판결(시가 산업기지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

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일부가 그 사업대상토지에 편입된 토지는 무조건 잔여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를 협의매수하기로 하여 지주들에게는 잔여지가 발생한 사실 등을 

알리지 아니한 채 전체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발송하고 매수협의를 진행

함에 따라 지주들이 그 소유 토지전부가 사업대상에 편입된 것 등으로 잘못 판단하

고 시의 협의매수에 응한 것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시에 의한 그러한 동기의 제

공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협의매수요청에 선뜻 응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동기는 이 사건 협의매매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을 이룬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372 유발된 동기착오에 취소를 인정하는 이유는, 동기를 유발한 상대방이 그 동기가 

법률행위와 무관한 외부사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태이기 때

문이고, 따라서 이 때 동기를 유발한 상대방이 의식적으로 정보제공을 한 이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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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때에 이를 알지 못한 매수인도 착오를 주장할 

수 있다. 고지의무를 해태한 매도인의 부작위가 매수인의 착오를 유발한 경

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373  

위와 같이 기업성상에 관한 매수인의 관념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는 

동기의 착오를 구성하는 경우,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에 해

당하고374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당해 기업인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 제1항). 다만, 기업의 속성상 거래가 종결되어 이미 매수

인 측의 통합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의 단계에서는 더 이상 기업의 

반환이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에는 취소에 관한 묵시적 포기, 

추인, 실효법리, 기타 신의칙의 적용을 통해 취소권이 제한될 여지가 크다 

할 것이다. 

한편, 민법 제10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취소배제의 특약은 유효하다. 당

                                                                                                          

부정확함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더라도 상관 없지만, 그러한 부정확한 

고지가 착오를 야기했다고 하려면 표의자가 그 고지받은 사실의 진실성을 스스로 검

증하기 어렵다거나 당사자들 사이의 교섭관계 또는 법률관계 등에 기해 상대방이 고

지한 내용을 검증 없이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고 한다. 김형석(주 369), 118

~120면; 윤진수,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서울대학

교 법학, 제50권 제1호(2009.3), 58면은, 상대방이 야기한 착오의 경우와 상대방이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착오취소를 인정하는 것은 착오를 가장 싸게 방지할 수 

있는 자(상대방)에게 착오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부담(취소허용)시키는 것이 효율

적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한다. 
373 박인환(주 328), 171면도 부작위에 의한 설명의무위반이 유발된 동기착오에 포섭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형석(주 369), 118~120면은, 부작위에 의한 착오의 야기는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

고 한다. 

374 대법원은 주관적객관적 현저성을 기준으로 중요성 여부를 판단한다. “착오가 법

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표의자에 의하여 추구된 목적을 고

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결과 

등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져야 한

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40353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4145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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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간에 기업의 현재 성상 그대로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소위 

‘as-is’ 거래)라면 매수인이 착오로 인한 위험을 감수한 것이므로 착오를 주장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때에도 매도인이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의 표시를 하

였거나 유발한 동기의 착오인 경우 그러한 취소배제 특약은 무효라 할 것이

다.375 

한편, 기업의 성상과 관련한 매수인의 착오취소권이 성립하는 경우에, 

그 성상이 당해 계약내용으로 되어 기업의 주관적 하자에 해당하거나, 또는 

성상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기업의 객관적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도인의 하자담보책임도 성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i) 다수설은 하자담

보책임이 착오와 경합하는 경우 제109조의 적용을 배제한다.37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착오에 관한 규정은 일반법이고 담보책임은 착오규정

의 특칙으로서 담보책임규정이 우선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이며, 기업인수

계약에서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다. (ii) 이에 대하여, 착오와 담보책임은 제도

의 존재목적과 요건 및 효과를 달리하므로 경합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대 주

장도 있다.
377

  

                                          
375 이에 관해서 명시적으로 논하는 견해를 찾기는 어려우나, 박준서 편집대표, 주석

민법[총칙(2)], 733면은, 학설이 “당사자 일방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신의칙에 반

하는 방법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취소배제의 합의의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376 그 근거로는, ① 담보책임규정은 일반거래의 안정과 신의칙을 근거로 삼아 인정

한 제도이므로 개개 경위의 착오를 문제삼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공평한 해결을 꾀

하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 ② 이러한 해결이 거래안전을 기대하는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는 점, ③ 만약 취소를 인정한다면, 담보책임이 문제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취소가 가능하게 되어 거래안전을 위해 마련된 담보책임 규정이 사실상 사

문화되고, 담보책임에 단기제척기간을 두어 조속한 권리관계확정(거래확실성)을 의도

하는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점, ④ 매도인에게 무과실의 무거운 담보책임까지 인정하

여 거래의 신용성을 유지하려는 것인데 매수인에게 취소권까지 주는 것은 형평에 어

긋난다는 점, ⑤ 담보책임 규정은 구체적이고 명확한데 반하여 착오취소규정은 추상

적이고 다의적이어서 실무상 착오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착오취소를 배제하는 것이 

거래안전과 신속에 이바지한다는 점 등이 제시된다. 박준서 편집대표, 주석민법[채권

각칙(3)], 제3판, 189면 이하(김현채 집필) 참조. 
377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XⅣ] 채권(7), 284 (남효순 집필). 긍정설 가운데에는 매

수인이 착오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담보책임에서와 동일한 기간의 제한을 받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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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에 비하여 착오취소권의 존속기간이 장기라는 점,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에도 

착오로 인한 취소권의 행사는 허용된다는 점 등에서 일견 취소권의 행사로 

매도인이 지나치게 불리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수설의 입장

은, 독일과 달리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378 채무불이행책임의 소멸시

효와 비교할 때 취소권의 제척기간을 특별히 장기라고 볼 수 없고, 채무불이

행책임은 매수인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에 기

한 해제권의 요건(계약목적 달성의 불능)과 비교하더라도 반드시 착오취소의 

요건(법률행위 중요부분)이 추상적이라거나 불명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

라서 우리법의 해석으로는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취소권이 배제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사기로 인한 취소권 

 

매도인이 기업의 성상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거나 신의칙

상 고지의무가 있었음에도 고의로 고지를 하지 않음으로써379 이를 믿은 매

수인으로 하여금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하도록 만든 경우에 매수인은 사기를 

이유로 당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1항). 사기취소는 착오

취소와는 달리 타인의 기망이라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표의자의 법률행위

적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착오취소와는 요건 면에서 차이

                                                                                                          

도 있다고 한다. 
378 독일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우선성 원칙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범위

에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배제된다  
379 대법원도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사기취소 가능성을 긍정하는 입장이다. 대법원 20

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

하므로 원고들로서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도 있다. 이와 달리, 이러한 경우 원고들로서는 분양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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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매도인의 허위표시나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기업의 성상에 관한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 매수인은 그 동기의 표시 여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

에 관한 착오 유무, 표시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380 다만, 상대방이 유인한 동기의 착오와 달리 표시자가 상

대방의 고의를 입증해야 한다.381  

그리고 고의책임인 사기로 인한 취소권을 미리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하

는 것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382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인수거래에서 

매도인의 허위진술로 매수인이 사기로 인한 취소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불법성에 비추어383  단지 거래의 종결로 원상회복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만으

로 쉽게 취소권의 묵시적 포기나 추인, 실효를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착

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한 거래해제에 대

해서 “이론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유기적 일체를 이루는 회사를 거래대상

으로 하고, 거래종결로 경영권이 이전되어 총체적인 변동이 일어난 후 이를 

다시 무효화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을 함부로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당사자간 

사후 분쟁은 손해배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거래계의 대체적 이해”

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384 사기로 인한 취소권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볼 수

는 없다. 

                                          
380 지원림,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유발된 착오의 취소 – 대상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판례공보 229호, 1025면) -,” 민사법학 제32호(2006. 

6), 95-96면. 
381 소송상 입증의 측면에서 볼 때, 거래종결 후 매수인으로서는 이제 기업에 관한 

정보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응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기에 유리한 면도 있겠지

만, 실제로 증거수집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라면, 형사상 사기죄의 혐의 입증 여부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82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민법 [총칙(2)], 제4판, 773면은, 착오취소권 배제의 합의는 

임의규정인 제109조의 적용을 배제하지만, “원칙적으로 착오취소를 배제하는 합의의 

효력이 사기취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383 예컨대, 고의적인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부실자산과 부채를 은폐함으로써 매도인

이 대상기업의 가치를 부풀리는 것은 기업인수시장의 교란을 가져오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384 강진구(주 1), 60면의 각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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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기취소도 배제되어야 한다는 견

해가 있으나,385 경합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386 판례도 타인권리매매에 관한 

것이지만, 양자의 경합을 인정한 것이 있다.387 설사 하자담보책임 성립시 착

오취소를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착오취소와 사기취소는 제도의 목적

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취소의 경합까지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IV. 민법상 책임의 기업인수계약규율로서의 적합성 

 

1. 독일의 경우 개정 전 독일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은 기업인수계약에 부

적합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개정 전의 독일민법에서 지적된 

부적합 사유들이 우리 민법에 있는지 여부를 살핌으로써 우리 민법상 책임

의 기업인수거래 적합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구 독일민법상 지적되었던 사

유들로는, (i) 매수인이 거래종결 후 대상기업의 하자를 발견하기에는 너무 

짧은 초단기의 행사기간(거래종결시로부터 6월)을 두었다는 점, (ii) 원칙적 

구제수단이 해제 또는 대금감액이라는 점, (iii)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① 과실

로 허위진술을 한 매도인에 대해서는 그가 성질보증을 한 경우가 아닌 한 

하자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고, 사소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배제되었으며, 

매수인 측의 기여과실도 고려할 수 없었던 점, ② 그 대안으로 신의칙에 따

른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적용범위를 넓혔는데 이는 과실

책임이고 신뢰이익 배상에 그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개정 전 독일민법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선, (i)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은 매수인이 하자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385 박준서 편집대표, 주석민법[채권각칙(3)], 제3판, 1999, 197면(김현채 집필). 
386 김용담 편집대표, 주석민법[총칙(2)], 제4판, 2010, 816-817면. 
387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268판결 (“민법 569조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유효

로 규정한 것은 선의의 매수인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매

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매수인은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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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다(민법 제582조). 실무상 진술ㆍ보증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진술ㆍ보증사항의 내용, 위반사항을 조사하는데 걸리는 시

간, 당사자 간 협상력의 차이 등에 따라 다양하게 합의되지만, 매수인이 이

를 안 때로부터 6개월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기업을 인수한 매수인에게 전혀 

불리하지 않고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나치게 길다고 볼 수 있는 기

간이다.  

(ii) 우리 민법은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로서 해제권과 함께 

손해배상청구권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해제권의 성립여지도 상당히 좁게 

규정하고 있다.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해제권은 하자로 인하여 계약목적의 달

성이 불가능한 때에만 발생하며(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

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제553조). 설사 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묵시적 권리포기, 실효의 법리, 기타 신의칙을 통해 해제권 행사가 제한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iii) 우리의 하자담보책임법에 따르면, 매도인의 성질보증이 없더라도 무

과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미한 손해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담보책임에 관해서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대하여 매수

인의 책임이 있다면 과실상계(참작)도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의 하자담보책

임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신뢰이익배상(기본적으로 약정대금과 하자 있

는 목적물의 가치 차액배상) 내지 대금감액적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행이익배상이 타당하다는 반론도 있다. 그리고 설사 신뢰이익 배

상설에 따르더라도,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매도인이 자신의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채무불이행책

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388을 고려한다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이행이익배

상을 받을 경우, 영미의 보증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이행이익배상)에 견주어 

매수인의 보호가 불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정 전 독일의 하자담보책임을 기업하자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388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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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들은 우리 민법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들이다.  

 

2. 또한, 앞서 살펴본 민법상 책임의 주요 요건 및 효과들은 영미법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기업인수계약상 기업의 하자 문제와 관련된 제반 쟁점

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고, 종래 일반 매매에서 발전되어 온 법

해석론의 토대 위에서 기업인수거래에 적합한 해석론을 도출하는데 무리가 

없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기업인수거래의 세계화(영미화) 추세에 비추어보

더라도 손색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영미법과 우리법이 특히 다른 점으로는, ① 객관적 하자담보책임

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 ② 매도인에게 신의칙 상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③ 채무불이행책임에 있어 과실책임원칙을 취하고 있다는 점, 

④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하여 매수인의 추완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으나, 독일의 기업인수계약법에서도 이러한 점들은 대체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 특히 ①과 ②의 경우 아직까지 영미식의 상세한 진술·보증에 익숙

하지 않은 우리의 실정에서 오히려 법원을 통해 구체적 형평을 도모하는 장

치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배제하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고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민법의 적용을 원하지 않는 매도인으로서는 합의

를 통해 이를 배제할 길이 열려 있다. ③과 관련해서도, 영미법상 엄격책임

원칙에 대해서는 입법론으로서는 고려의 여지가 있겠으나, 우리 민법의 대원

칙인 과실책임원칙을 유독 기업인수계약에 한하여 폐기해야 할 이유는 없

다.389 또한 영미의 엄격책임에도 책임면제가 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무

                                          
389 Kötz (정종휴 역) (주 296), 317면 이하는, 엄격책임이 영미법에 극히 특징적인 것으

로서 독일법의 과책원리와는 매우 상반된다면서도, 매매에 있어서는 독일법이 하자

담보책임을 두고 있고, 영미법에서도 엄격책임의 면책가능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서 실제에 있어서는 두 법체계의 차이는 생각만큼 크지는 않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저자는 영미법의 접근방법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입장인바, 그 이유는 보통 

당사자는 단지 마음에 그린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 것이 아

니라 실제로는 그 결과의 보증까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미법의 접근방식이 현대 

세계의 계약의 현실에 보다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국제동산매매법과 

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원칙이 엄격책임의 원칙을 따랐다는 점도 들고 있다.   

150



 

과실책임과 반드시 의미가 동일한 것도 아니다. 더욱이 우리의 경우 무과실

책임인 하자담보책임과의 경합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실제에 있어서는 영미

에 비하여 매수인에게 크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④는, 영미에서도 매수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에 앞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진술·보증위반의 시정의 기회를 주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오히려 기업인수계약의 실

정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민법의 임의규정들은 거래 당사자 간의 표준적 이해상황

에 부합되도록 (즉, 다수의 합리적 당사자들이 선호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

여) 설계되어 이로써 거래비용(임의규정에서 벗어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할 확률이 높으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임의규정 제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거래유형이 

새롭게 등장한 경우에 당초 예상했던 표준적 이해상황에 들어맞지 않는 경

우가 있을 수 있고, 당사자가 기업처럼 거래경험이 풍부하거나 사전에 자신

의 권리의무관계를 면밀하게 규율할 능력을 갖춘 경우에는 임의규정이 오히

려 거래비용(임의규정의 확인과 이로부터 이탈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비용)을 높이거나 이탈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의 오

판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여 무익하거나 유해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390  

우리 민법상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 규정들이 기업인

수거래에서도 규율적합성을 가진다는 의미는, 기업인수거래의 표준적 이해상

황에서, 민법이 정하는 책임의 종류, 성질, 요건, 효과들이 이를 적절히 규율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러한 해결이 비교법적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민법의 규율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어느 거래에서나 

반드시 그 모든 규정을 빠짐없이 적용해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391 즉 여

                                          
390 임의규정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 대한 소개로는, 최준규(주 86), 64-76면 참조.  
391 계약의 해석과 임의규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종래에는 임의규정을 법률행위해석 

기준의 하나로 보았으나, 현재에는 양자를 준별하여 임의규정은 계약해석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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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우리 민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그것이 임의규정일 경우에, ‘당사자가 

이를 배제하거나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당사자들은 민법의 임의규정을 ‘default rule’로 삼아 당해 사안의 

특수한 이해관계에 적합하도록 그와 다른 취지의 합의에 얼마든지 이를 수 

있다. 예컨대 진술·보증의 위반이 있을 경우 매도인에게 다른 민법상의 책임

의 적용을 부정하면서 ‘무과실’의 채무불이행책임의 적용만 받는 것으로 합

의하는 것도 유효하다. 이 때 채무불이행의 요건 및 효과 중 따로 합의하지 

않은 내용(예컨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손해배상의 내용 및 범위, 행사기

간, 과실상계, 계약의 해제, 추완에 관한 부분 등)에 관해서는 민법이 적용된

다. 

 

                                                                                                          

여전히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에 대한 법률적용의 문제로 보며 당해 사안이 임

의규정에서 예정한 유형에 속하는 한 임의규정이 보충적 해석보다 우선하여 적용된

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이다. 이에 대해 계약해석, 임의규정의 적용, 보충적 계약해석 

간 경계가 반드시 명백한 것은 아니며 문제된 계약에 대한 임의규정 적용여부는 임

의규정의 범위확정으로 볼 수도 있고 계약해석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다. 최

준규(주 86), 59-61면. 다만, 어느 견해에 따르든,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한 기업인수계

약에 임의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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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업에 관한 진술·보증의 의미 

 

 
제1절 개설 

 

본장에서는 앞에서 살핀 우리 민법상 기업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론

을 바탕으로 대상기업에 관한 진술·보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영미법계 개념인 진술·보증이 대륙법계인 우리 민법에서 어떠한 위

치를 차지하는가의 문제로서, 대상기업의 성상을 영미식 개념인 진술·보증의 

방식으로 합의했을 때, 우리 민법상 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계약취소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진술·보증을 민법의 규율에 단순히 대입시키는데 그쳐서는 안 될 것

이다. 기업인수거래의 맥락에서 당사자들이 진술·보증에 혹시 민법의 규율들

이 예정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내용의 의사를 추가로 포함시키고 있는지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술·보증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의 종래 학설과 판례들은, 계약상 규율과 신의칙 등 법의일반

원칙을 통해서, 혹은 민법의 규율을 배제하고 독자적 법리를 통해서 진술·보

증위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동안 우리의 논의에 많

은 영향을 끼친 일본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고, 독일의 실무도 자

국 민법의 규율을 배제하고 독자적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진술·보증과 관련한 계약상 규율이 큰 한계를 가지

고 있다는 점(제2장 제3절)과 민법의 규율들이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

하다는 점(제3장 제3절)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과 일본의 입장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며 우리의 경우에는 민법의 규율들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점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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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비교법적 검토 

 

I. 독일 

 

1. 개설 

 

2002년도 개정을 통해 독일민법에서는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을 민

법에 포섭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

증의 문제를 매매대상인 기업의 성상에 관한 합의(Beschaffenheitsvereinbarung) 

내지 성상에 관한 보장(Garantie) 392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성상의 개

념에 관한 확장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393 그러나 독일

민법 개정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기업인수계약실무는 진술·보

증에 대해서 하자담보책임과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의 적용을 배제하고 독자

적 법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독일의 입장에 대

해서 살펴본다. 

 

2. 독립적 보장 

 

(1) 법과 실무의 괴리 

 

2002년도 개정 민법 이전부터 독일의 실무는 줄곧, ‘독립적 보장

(selbständige Garantie)’이라는 형태로 하자담보책임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392 Shirin Maria Massumi(주 37), 22-23; Hölters(주 153), 780-783 및 795-796. 한편 

Hölters(주 153), 796면은 매도인이 성상보장의 인수를 통해서 독일민법 제473조 

제3호(제440조와 급부장애법의 일반적 규율을 준용하는 내용)의 객관적 요건과 

무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여하는지, 제438조 제1항 제3호의 2년의 소멸시효가 

아닌 제195조 이하의 일반시효에 따르는지가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성상보장에 대하여 과책요건의 배제(제276조 제1항)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한다. 
393 제3장 제2절 II.2.(1)(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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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제한 채, 영미의 진술ㆍ보증조항 및 그 위반효과를 모방해왔다.394 종래 

하자담보책임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기업의 성상에 대해서 이러한 

독립적 보장의 실익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395  

그러나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을 하자담보책임법 내로 회귀시키기 

위한 입법으로 평가되는 2002년도 개정 민법 이후에도 실무의 이러한 입장

은 계속되고 있다. 즉 개정법에서 종전 독립적 보장과 유사한 성상보장을 새

롭게 도입하였음에도 실무는 이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396 그리고 2002년 개

정 민법에 대해서는, 성상보장의 개념의 불확정성, 관련 판례의 부재 등으로 

현재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다.  

게다가 실무에서는, 설사 개정법의 입법취지가 향후 실현되더라도, 개정

된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실무관행을 대체할 만큼의 장점이 

없다는 반응도 있다. 개정법 하에서도 성상에 관한 제한설에 따른다면 성상

보장이 진술·보증의 모든 내용에 미치지 못하고, 성상보장의 대상에 해당하

는 내용의 진술·보증이라도 하자담보책임과는 다른 법률효과를 정할 필요성

이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 보장은 여전히 의미를 가진다. 또한, 성상에 관한 

무제한설에 따라 성상보장이 진술ㆍ보증 전반에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판

례가 나온다 하더라도, 영미의 진술·보증위반책임과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해

서는 매수인의 구제수단에 대한 상세한 합의가 여전히 필요하므로(해제권의 

배제, 추완의 배제 또는 절차 명시, 원상회복적 손해의 배제, 손해배상의 범

위제한, 배상절차 명시, 별도의 권리행사기간 명시 등), 독립적 보장의 형태

로 사용하는 현재의 계약서에서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는 취지이다.397  

따라서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여전히 민법

과 실무가 괴리되어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2) 독립적 보장의 개념 

                                          
394 Shirin Maria Massumi(주 37), 41. 
395 Hölters(주 153), 796. 
396 Christofer Rudolf Mellert(주 199), 1667. 
397 Christofer Rudolf Mellert(주 199), 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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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보장의 법적 성질은 계약인바, 그 내용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맡겨져 있다. 근거 조항은 독일민법 제311조 제1항이다.398  2002년도 

개정법 이전에는 독일민법전에서 보장(Garantie)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

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하자담보책임에 규정된 보증된 성질(zugesicherte 

Eigenschaft. 구법 제459조 제2항 및 제463조)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독립적 

보장과 비독립적 보장(unselbständige Garantie)의 개념을 인정해왔다.399 (i) 보증

된 성질이란 일정 기간 동안 매매목적물에 부착된 특성인 성질(Eigenschaft)

이 특정시점(구법 제459조 제2항에 따라 위험이전시)에 존재한다는 점을 약

속하는 것이다. (ii) 이에 반하여 비독립적 보장은 일정한 기간(보장기간) 동

안 매매물건이 하자 없이 존속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약속으로서 하자담보

책임요건의 수정으로 이해되었다. (iii) 독립적 보장은 특정시점에 혹은 일정

기간 동안에, 특정한 결과의 발생이나 상태의 존재에 대한 매도인의 약속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이로써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과 무관한 무

과실책임을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는 독립적 이행청구권을 갖게 된다고 보

았다. 독립적 보장은 위험이전시의 상태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과거 혹은 

미래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것일 수도 있으며, 물건의 하자 부존재와 무관

한 상태나 결과에 대한 것일 수도 있다. 400 

2002년도 개정 민법에서는 보장의 개념이 명문화되었다(제276조 제1항, 

제442조 제1항, 제443조, 제444조 등). 그러나 각 조항 별 보장의 개념에 대

                                          
398 Christofer Rudolf Mellert(주 199), 1667. 
399 이하의 설명은 Shirin Maria Massumi(주 37), 43-45를 참조하였다. 
400 우리법에도 독일의 보장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박영복, 

“매매계약상의 보증 – 독일법하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 제2집(2003. 

9.), 99면 이하는, 종래 우리의 판례와 학설이 대체로 성질보증위반을 하자담보책임을 

발생시키는 주관적 하자의 일종으로만 파악해 왔던 이유에 대해서, 구 독일민법과 

달리 우리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성질보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성질보증 내지 보장을 논할 실익이 적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우에도 보증(Garantie)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달리 볼 수 있고, 

하자담보책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독립적 보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보증(Garantie) 개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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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의가 규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정이유서에서도 각 보장의 개념

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성질보증, 비독립적 

보장, 독립적 보장과의 관계 역시도 불분명한 상황이다.401 

 

(3) 독립적 보장의 태양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독립적 보장의 내용으로서의 요건 및 효과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사용되는 영미

식 기업인수계약상의 독립적 보장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형화된 형태

를 띠고 있다.402   

우선, 다수의 독일의 기업인수계약서상 진술ㆍ보증 조항은 대체로 일반

조항이 먼저 적시되고, 이어서 개별 진술ㆍ보증의 항목들이 나열되는 방식이

다. 이 때 일반조항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311조 제1항의 독립적 보

장의 방법으로, 다음의 진술에 관하여 계약의 공증일 및 거래종결일에 완전

하고 적정함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함께 “위 진술ㆍ보증은 민법 제434조 제

1항의 성상에 관한 약정이나 민법 제443조 내지 제444조에 말하는 매매목적

물의 성상에 관한 보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무과실책임”이라는 점

이 명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어지는 개별 진술ㆍ보증항목은 영미식의 진술ㆍ

보증항목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진술·보증위반책임에 관한 조항에서, 당해 

조항에서 정한 책임내용만이 진술·보증을 포함한 본 기업인수계약 위반으로 

인한 독자적 책임체계를 구성하고, 하자담보책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일

반급부장애책임, 불법행위책임, 취소권 등 여타 일체의 책임이 배제된다는 

취지의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다.403  

 

(4) 매수인의 악의 

                                          
401 Shirin Maria Massumi(주 37), 45. 
402 Christofer Rudolf Mellert(주 169), 1667. 
403 이상 독일의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조항의 예시는, Florian Kästle/Dirk 

Oberbracht, Unternehmenskauf – Share Purchase Agreement, 2.Aufl., 2010, 153; Matthias 

Jaletzke/Walter Henle, M&A Agreement in Germany, 2011, 98 및 152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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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매수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제442조는 독립적 보장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학설은 대체로 일치되어 있다.404 그러나 동 

규정은 제242조의 신의성실원칙(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의 발현인

바, 기업인수계약도 동 원칙에 근거해서 유사한 결론에 이를 여지가 없지 않

다면서,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매수인의 악의 처리에 관한 

명확한 합의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405 

 

(5) 독립적 보장 위반의 효과 

 

앞서 보았듯이, 독일의 기업인수계약서는, ‘당해 계약서에서 정하는 계약

위반책임조항이 여타의 민법상의 책임을 배제하고 완전히 독자적 책임체계

를 형성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관용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책임에 관해서 상

세한 조항을 둘수록 당사자들이 추구하는 법적 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에서 상세한 책임관련 규정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오랜 전통을 자랑

하는 영미의 기업인수계약서에서도 책임에 관한 완벽한 합의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406 독일의 독립적 보장에 대해서도, 민법상 그 구체적 내용

에 관해서 아무런 정함이 없고 관련 판례도 매우 부족하여, 실제로는 ‘독자

적 책임체계’란 구호에 걸맞지 않게 상당한 법적 불확실성이 초래되고 있다

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손해배상의 내용에 있어서 계약서의 내용이 

미흡하여 민법의 손해배상규정을 적용해야 할 경우가 많다고 한다.407 

독립적 보장을 인수한 매수인은 자신이 진술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

는 것이므로, 그 정보가 허위이면 곧 독립적 보장 위반(계약위반)에 해당한

                                          
404 Mark C. Hilgard(주 191), 963; Christofer Rudolf Mellert(주 199), 1671 
405 Mark C. Hilgard(주 191), 963; Christofer Rudolf Mellert(주 199), 1671. 
406 Christofer Rudolf Mellert(주 199), 1667. 
407 Christofer Rudolf Mellert(주 199), 1667. ‘완전히 독자적인 책임체계’라는 문구에 현

혹되지 말아야 하며, 불완전한 계약조항의 경우 민법상 임의규정에 의하여 대체되고 

보충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 상당한 해석상의 논란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법적 

불확실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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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08 독립적 보장을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제

249조 이하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409  하자담보책임은 배제되므로, 제

437조에서 정하는 추완청구권이나 해제 및 대금감액 청구권은 적용될 여지

가 없다. 하자손해배상청구권과의 차이는 매도인이 무과실책임을 지고, 제

440조의 특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제438조 제1항 제3호의 소멸시효도 적용되

지 않는다는 점이다.410 

 

II. 일본 

 

1. 개설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의 의미와 관련해서, 일본에서 ‘표명·보증의 민

법상 지위’ 내지 ‘표명·보증의 법적 성질’이란 표제하에 논의가 본격화된 것

은 2006년도 동경지방재판소의 ‘아루코 판결’이 나오면서부터이다.411 초기에

는 인접한 법제도들(민법상 보증,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등)과 진술

ㆍ보증의 차이점을 규명하면서 진술ㆍ보증위반책임을 주로 하자담보책임 또

는 채무불이행책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종래 품질보

증이나 신원보증 등에서 발전되어 온 손해담보계약의 법리를 진술ㆍ보증에

도 적용하려는 견해가 다수설의 위치를 점하게 되었고, 현재에는 그 손해담

보계약의 내용으로서 기업인수 당사자의 구체적 권리관계를 규명하는데 점

차 주력하고 있는 형세이다. 현재까지 진술ㆍ보증위반책임에 관해 명확히 판

                                          
408 Christofer Rudolf Mellert(주 199), 1672. 이에 대해서, 독립적 보장을 한 매도인의 

의무는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당해 보장이 정확했다면 매수인이 처했

을 경제적 상태로 위치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독립적 보장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것은 주된 의무 자체

의 이행이지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아니라고 보게 된다고 한다. 같은 글, 1672. 
409 많은 경우에 기업인수계약 자체에서 민법상 손해배상의 규정들과 유사한 내용(우

선적으로 원상회복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일정한 기간이 도과하면 금전손해배상을 

구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Christofer Rudolf Mellert(주 199), 1668. 
410 Hölters(주 153), 796면. 
411 동 판결에 대해서는, 제4장 제4절 II.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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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판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대략적 흐름에 따라 

대표적 학설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담보책임설 및 채무불이행책임설 

 

우선, 표명보증412은 하자담보책임에서 말하는 ‘보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에서의 하자의 범위를 명시하고 이를 확대하는 취지

의 특약인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의 조문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았

다면,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의 조문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다.413 

이에 대해서, 표명보증과 하자담보책임의 차이점을 지적하며, 채무불이

행책임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한 특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414가 있는데, ①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한 경우에도 표

명보증의 대상이 되고,415 ② 매수인의 고의중과실이 보상청구의 저해사유로 

되지 않고, ③ 상인간 매매의 경우에 매수인의 검사의무가 요건으로 되지 않

고, ④ 청구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지 않고,
416

 ⑤ 손해배상의 범위가 신뢰이

익에 한정되지 않고, ⑥ 책임액에 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서 하자

담보책임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 견해에서는 표명보증에 위반

                                          
412 일본 실무와 학계에서는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를 ‘表明保証’, ‘表明保証’ 

등으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일본의 논의를 소개할 때에는 ‘표명보

증’이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413 堂園昇平, “表明·保証とめぐる東京地判平18·1·17,” 金融法務事情1772号(2006), 4. 

414  岡内真哉, “表明保証違反による補償請求に際して, 買主の重過失は抗弁となるか,” 

金融商事判例1239号(2006), 2면 이하. 
415 藤原総一郞 編, M&A契約実務, 中央経済社, 2010, 154면 이하도 하자담보책임설을

 비판하면서, “표명보증사항의 범위는 매매대상물인 주식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

니라, 대상회사의 기업가치에 관한 사항이 많이 포함되며, 계약 당사자에 관한 사항

(계약당사자의 당해 계약체결이 적법유효하다는 점)도 포함되는 것이 통상이어서, 표

명보증전체를 매매목적물(주식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는 주식)에 관한 하자

담보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한다. 
416 일본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은 매수인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다(일본민법 제570조, 제5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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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객관적 사실 이외에, 위반당사자의 고의과실을 요구할 이유는 없

다고 한다.  

그런데, 채무불이행책임설의 입장에 서면서도, 채무불이행책임의 귀책사

유를 새롭게 이해하려는 입장에서417  표명보증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견해들

이 있다. 대표적으로 潮見佳男은 표명보증조항에 대해서, “① 당해 조항에 표

시된 일정한 사실에 대해 표의자가 그 진실성을 보증한 때에, 그것이 표의자

의 채무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고(진실성보증의무. 결과채무의 일종), ② 그

러므로 해당사항과 진실이 상위할 때에는 표명보증 위반이라는 표의자의 채

무불이행이 인정되는 것이며, ③ 그리고 이 경우에 표명보증위반이라는 채무

불이행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표의자는, 보상을 기

술한 조항에 따른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표명보증은 “손해담보계약 내

지 손해담보약속”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한다.418 

 

3. 손해담보계약설 

 

(가) 반면에, 채무불이행책임도 하자담보책임도 아니라면서, ‘특약에 기한 

담보책임의 일종’이라거나 ‘손해담보계약’이라는 견해들이 있는데, 이것이 현

재 일본의 유력설이다.419 대표적 논자로서 金田繁과 靑山大樹를 들 수 있다.  

金田繁420은 우선 채무불이행책임과 비교할 때 “계약위반”은 채무불이행

과 반드시 같지 않다면서, 표명보증위반에 기한 책임은 계약서상의 새로운 

의무의 존재421 및 그 불이행, 고의과실과 같은 요소를 전제로 하지 않고, 표

                                          
41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귀책사유에 관한 일본민법학계의 역사적 전개과

정을 정리한 것에, 潮見佳男(정종휴 역),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과 채

무자의 귀책사유”, 법학논총 제27집 제2호(2007. 12), 791 이하 참조. 潮見佳男은 과실

책임과 함께 보증책임(무과실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에 위치시키고 있다. 
418 潮見佳男, “表明保証と債権法改正論,” 銀行法務21 54巻9号(2010), 24면 이하. 
419 渡邊博己, “M&A契約における表明保証と契約当事者の補償責任-損害担保契約の一

類型としての整理,” NBL 903号(2009), 66면 이하. 
420 金田繁, “表明保証条項をめぐる実務上の諸問題(上) -東京地判平18.1.17を題材とし

て,” 金融法務事情1771号(2006), 45-48. 
421 藤原総一郞 編(주 415), 154면도 채무불이행책임설에 대해서 애당초 상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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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보증한 행위 자체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를 채무불이행책임과 같게 볼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민법상의 채무를 전제하지 않으며 위반당사자의 주관적 

사정도 불문하는, 특약에 기한 담보책임의 일종으로 볼 것을 주장한다. 나아

가 표명보증과 하자담보책임의 차이점으로는, ① 표명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

항의 범위가 계약목적물에만 그치지 않고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비하여 대

상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②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비교하여, 보상의 범위

가 신뢰이익에 그치지 않고, 청구하는 측의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

는다는 점 등에서 보호요건 및 효과가 확대되고, ③ 표명보증위반에 기한 책

임의 내용에는, 넓은 의미에서는, 거래종결 전제조건의 결여요인으로 되는 

것과 대출계약의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되는 것 등도 포함되는 것이며, 민

법상 하자담보책임처럼, 손해배상(보상) 및 계약 해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

을 들어, 표명보증위반에 기한 책임은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에 비해 특약에 

의해 보호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422 그리고 표명보증

위반에 기한 보상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

다고 해석한다.
423

  

靑山大樹424는 (i) 표명보증조항 및 보상조항은 매매계약과는 별개로 그

에 종된 손해담보계약을 성립시킨다고 주장한다.425  그러면서도, 매매목적물

의 성질에 대한 표명보증에 관해서는 표명보증의 법적 성질이 하자담보의 

                                                                                                          

는 채무의 내용이 불명확하다면서, 주식양도계약에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주된 의무

는 어디까지나 대상주식의 인도의무라고 비판한다. 
422 이 견해는, 표명보증조항과 하자담보책임과의 적용관계에 대해서, 주식양도계약에

서 대상회사의 주요 소유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등 사안에 따라 표명보증에 기한 책

임 외에도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면서, 양자의 적용관계가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으므로, 계약서상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423 그러나 해당 위반이 동시에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등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표명

보증조항이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닌 한, 민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424 靑山大樹, “英米型契約の日本法的解釈に関する覚書(下) -「前提条件」, 「表明保

証」, 「誓約」とは何か,” NBL 895号(2008) 75-82. 
425 潮見佳男, 金田繁 등의 견해도 하자담보책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해담보

계약으로 보는 자신의 견해와 동일선상에 서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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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으로 해석되거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보증된 성

질의 흠결을 하자담보책임에 의하여 담보되는 하자에 포함시키는 일본최고

재판소 판례의 입장을 고려할 때 표명보증조항이 손해담보계약을 성립시킴

과 동시에 하자담보책임의 하자개념을 확대하는 효과를 함께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일반적 표명보증책임’426은 하자담

보책임에 관한 특약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를 손해담보계약으로 해석해

야 하고, 그렇다면 ‘매매목적물 표명보증’도 마찬가지로 손해담보계약의 내

용을 이루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매도인의 표명보증에 따른 ‘일반적 표명보증’의 범

위에서는 손해담보계약이 성립하되, 매매목적물의 성질에 관해서는 손해담보

계약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매도인은 ‘매매목적물 표명보증’과 

‘일반적 표명보증’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명보증하는 것이 통

상이고, 보상조항 역시 표명보증사항을 구별하지 않으며, ‘일반적 표명보증’

의 범위에서 손해담보계약에 기해 매수인에게 부여한 보상청구권이 ‘매매목

적물 표명보증’의 범위에서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

고 한다. 한편, 이 견해는 독일에서 종래 ‘종속적 보증약속’과 ‘독립적 손해

담보계약’의 개념이 인정되어 왔다면서, 일본법에서 전자는 하자담보에 관한 

특약에, 후자는 손해담보계약에 각 상당하고, 독일이 영미식 표명보증 실무

를 도입하면서 독립적 손해담보계약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법제적 기반 및 

영미형 계약 도입의 경위가 상당히 공통되는 일본의 경우에도 참고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론적으로는, 손해담보계약이 매매계약과 별개의 계약이므로, 

표명보증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관계는 별개의 법리에 기해 발생한 별개의 

책임들이 부분적으로 동일한 리스크를 커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면서, 특히 반대 취지의 합의가 없는 한, 표명보증책임이 당연히 하자담

보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병존하는 것으로 본다.  

                                          
426 이 견해는 목적물의 성질에 관한 매도인의 표명보증을 ‘매매목적물 표명보증’이

라고 하여,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한 표명보증을 포함하는 ‘일반적 표명보증’과 구별한

다. 후자에는 매매목적물의 성질 이외의 사항에 대한 매도인의 표명보증, 매수인의 

표명보증, 금전소비대차상의 차주의 표명보증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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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 견해는 표명보증위반의 효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① 

표명보증을 한 자는 표명보증한 사항을 실현할 의무를 계약상 부담하는 것

이 아니므로, 상대방이 이행청구권이나 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그렇기 때문에, 표명보증위반으로 인한 

‘배상’이라는 표현보다는 ‘보상’의 표현이 적합하다고 한다). 즉, 표명보증위

반에 기한 보상의 근거는 그로 인해 손해가 생긴다면 손해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행청구권이며, 따라서 표명보증조항만 

두고 보상조항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담보계약으로 볼 수 없어,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427 ② 손해담보계약이 무과실책임인 근거는 그 일반적 성

질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③ 표명보증의 상대방의 악의, 과실 등 주관적 

사정에 따라 표명보증을 한 자가 면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 설을 

취한다고 연역적으로 결론이 나오지는 않지만, 일반법리 등을 근거로 면책될 

수 있다. ④ 손해보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과 같이 신뢰이익에 

한해야 한다는 법리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다 넓은 범위의 손해보상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의 손해보상책임이 인정되는가

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야 한다. ⑤ 매매계약과 별개의 손해담보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이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척기간 규정과 상인간 

매매의 검사의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428 ⑥ 원칙적으로 표명보증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는 한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27 이러한 맥락에서, 이 견해는 표명보증조항의 법적 성질을 논함에 있어, 의도적으

로 ‘표명보증 및 보상조항’이라고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藤原総一郞 編

(주 415), 156면은, 손해담보계약으로 보더라도, 표명보증조항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

는 당사자는 위반시에 표명보증하고 있는 당사자가 일정한 경제적 부담을 지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보상조항은 어디까지나 보상의무(손

해담보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보상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인과

관계와 손해의 종류에 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상한과 하한, 기간제한을 정해서 

그 범위를 한정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비판한다. 
428 그러면서도, 이 견해는, 표명보증의 기능이 하자담보에 유사한 면에 착안하여, 하

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어 유

의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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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편, 이 견해에서는, 손해담보계약에 기한 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

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 이는 표명보증사항이 진실이라는 상태(결과)를 실

현할 채무(결과채무)를 관념하고 보상조항이 그것의 불이행책임을 규정한 것

으로 보는 입장인데, 이는 실현불가능한 결과의 실현의무 내지 행위가능성 

없는 의무의 승인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429 표명보증위반 자체를 채무불이

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실무상 일반적인 인식이 아니고 그렇게 볼 필요

성도 부족하다고 한다.430 

(나) 그런데 이와 같은 손해담보계약설 내부에서도 동 이론의 내용이 상

당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① 靑山大樹 스스로도, 법적 성질을 

손해담보계약으로 보더라도 손해담보계약 개념이 넓기 때문에, 그 구체적 의

미내용이 더욱 문제라고 한다.431 ② 손해담보계약으로 보더라도, 각 계약마

다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개별사정을 감안하고, 그 법률효과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고려하면 손해담보계약으로서 표명보증이 어떠한 법적 효력

을 가지는 것인가가 문제된다면서, 손해담보계약은 ‘보증유사형 손해담보’와 

‘하자담보형 손해담보’의 2종류로 구분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하자담보규정

의 유추적용 가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432 ③ 손해담보계약

설을 취하면서도, 표명보증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해석이 확립되어 있지 

                                          
429  이러한 ‘불이행책임설’과 반대로, 자신의 견해는 결과실현의무를 관념하지 않고 

표명보증위반을 담보사고로 하여 금전에 의한 손해담보를 약속한 것이므로 이 때 보

상조항은 그 이행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고 한다(‘이행책임설’). 불이행

책임설에서는 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한 채무불이행에 관한 규율이 적용되지만, 이행

책임설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문제는 손해담보계약의 취지해석(예를 들어, 보상책임의 

면책가능성에 있어서, 표명보증사유의 진실성을 전제로 대가가 결정된 표명보증위반

에서 등가성이 침해된 때에는 불가항력을 이유로 한 면책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

이 계약의 취지에 적합할 때가 적지 않다고 봄)으로 해결된다고 한다. 
430 藤原総一郞 編(주 415), 155면도 손해담보계약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닌 이행청구

권이 발생하는 취지의 합의라면서, 특히 주식양도계약의 표명보증에 대해서는 이러

한 해석이 계약당사자의 통상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한다. 
431 靑山大樹/宇田川法也, “企業取引実務から見た民法(債権法)改定の論点 第1回 不実

表示等と表明保証,” NBL 919号(2009), 14-15. 
432 渡邊博己(주 419), 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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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 등 근접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

별분쟁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예를 들어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임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433 

 

III. 우리법에 대한 시사점 

 

독일과 일본의 실무에서 진술·보증을 독립적 보장(손해담보계약)으로 보

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이면에는 자국의 민법이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

증을 규율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시각이 우선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독일민법은 이러한 점을 의식한 법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아직까지 관

련 민법적용 여부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여전히 실무는 민법의 적용을 기

피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민법은 기업인수계약상 기업의 하자문제를 해결하

는데 상당한 적합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 일본의 예와는 그 

논의의 전제를 달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독일과 일본의 실무 모두 진술·보증을 독립적 보장 내지 손해담보

계약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일견 유사해 보이지만, 그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독일의 경우 일찍부터 독립적 보장의 개념이 인정되어 왔고, 이 개념

을 이용한 진술·보증조항의 작성요령 및 관련 법리도 상당부분 정리되어 있

으나, 일본의 경우 손해담보계약의 개념이나 내용면에서 독일과 같은 정도로

는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주요 쟁점들에 관해서도 독자적 법리를 형성하

기보다는 민법의 일반법리나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미룸으로써 상당한 법리

적 공백을 남기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조차 독립적 보장을 통해 과연 진술·

보증에 관한 독자적 책임체계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독일과 같은 독립적 보장의 법리를 갖

고 있지 않은 우리로서는, 이와 같이 민법상 책임을 배제하고 손해담보계약 

등 독자적 책임체계를 구성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

다. 자칫 모호한 내용의 새로운 법리를 창설함으로써 진술·보증을 둘러싼 법

                                          
433 藤原総一郞 編(주 415), 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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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434 

 

 

제3절 기업에 관한 진술·보증의 우리 민법상 의미 

 

이하에서는 우리 민법이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에 적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민법상 책임별로 진술·보증이 가지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 때 진술·보증에 적용되는 민법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제3장 제3

절에서 상술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진술·보증이 대상기업의 성상합의로

서 각 민법상 책임에서 가지는 의미를 확인하면서, 성상합의라는 점을 넘어

서 다른 독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지, 그리하여 일반적인 성상합의와는 

다른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I. 진술·보증에 대한 우리 민법의 적용 

 

1. 담보책임과 진술·보증 

 

(1) 기업의 성상에 관한 합의 

 

기업인수계약상 대상기업에 관한 매도인의 진술·보증에는 매매목적물인 

대상기업이 갖추어야 할 성상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담겨 있다. 앞서 

본 대로 우리 민법상 기업의 하자에 대해서는 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이 유추

적용되며, 이 때의 하자에는 객관적 하자는 물론이고 주관적 하자도 포함된

다.435 따라서 대상기업에 관해 매도인이 진술·보증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이는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성상이 결여된 것으로서 매도인의 

                                          
434 우리법상 진술·보증을 독자적 보장 내지 손해담보계약으로 구성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상세한 검토는, 이하 제4장 제4절 I.2.(3) 참조. 
435 담보책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전술한 제3장 제3절 II. 1. 및 II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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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게 된다.436 

 

(2) 하자담보책임의 성립 범위 

 

2002년도 개정법 시행 이전 독일에서는 무과실의 하자담보책임은 그 귀

속자에게 하자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전제되거나 또는 문제되는 사정이 그 

귀속자의 영역에서 비롯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사고에 따라 하자

의 개념을 목적물 자체의 물리적 결함으로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인수

계약에서 대상기업의 핵심적 진술ㆍ보증사항이라고 할 재무제표상의 매출, 

영업이익, 부채, 수익능력 등 회계지표에 관한 진실성 보증에 위반이 있더라

도 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이 배제되었다. 그러나 2002년도 하자담보

책임에 대한 전면개정으로 이러한 경우를 성상의 개념에 포함시키자는 견해

(무제한설)가 등장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보았다.437 

우리의 경우, 매매 목적물 자체의 물리적 결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

정이라도 그것이 목적물인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매도인이 

이에 관한 정확성과 진실성을 보증했다면, 주관적 하자를 인정하는 이상 그

러한 사정의 결여를 하자담보책임의 영역에서 배제시킬 이유는 없다 할 것

이다. 개정 전 독일민법상 하자담보책임법은 기업인수계약에 부적합한 여러 

조항들이 존재하여 연방대법원이 기업 하자의 범위를 좁게 보았지만, 우리 

민법의 하자담보책임법은 기업인수거래를 규율하기에 적합하므로 특별히 그

와 같이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438 이와 같이 기업의 주관적 하자를 널리 

                                          
436 이동진,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약정위반과 인수인의 악의,” 서울대학교 법학 

제57권 제1호(2016.3), 138면도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은 그것이 기업에 관한 사항

인 이상, 제580조 제1항의 주관적 하자의 기초가 되는 당사자가 전제 내지 합의한 

급여대상의 성질에 해당한다는데 의문이 있을 수 없다고 한다. 
437 제3장 제2절 II.2.(1)(나) 및 (2)(가). 
438 김상중, “매매계약교섭 당사자의 잘못된 정보제공에 관한 상대방의 보호 – 대판 

1995. 3. 28. 93다 62645등을 계기로 한 체계적 논의의 발전을 위한 일 고찰-,” 민사

법학 29호(2005. 9), 169면 이하도 물건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환경적 요소를 물건의 

하자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2002년도 개정민법 전후의 독일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민법의 경우에는 구 독일민법과 같이 매수인보호 측면에서 하자담보책임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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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함으로써 매도인의 무과실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매도인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 영미의 보증위반책임

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기업인수계약상 대상

기업에 관하여 매도인이 한 진술·보증사항 가운데 허위의 사실이 있는 경우

는 모두 주관적 하자로서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2. 채무불이행책임과 진술·보증 

 

(1) 하자 없는 기업을 이전할 채무 

 

기업인수계약의 매도인은 하자 없는 기업을 이전할 채무를 부담한다. 대

상기업의 성상에 관한 진술·보증은 성상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서 매도인의 

이러한 기업이전채무의 내용이 된다. 매도인이 대상기업의 성상에 관하여 허

위의 진술·보증을 한 경우에는 기업에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고 매도인의 위 

채무는 그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에 빠지

게 된다(민법 제390조).439 

 

(2) 무과실책임 여부 

 

진술·보증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

서는 매도인이 당해 사실이 허위 또는 부정확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

로 알지 못하고 이를 진술·보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민법 제390조 단서).  

그런데, 진술·보증위반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설을 취

하면서도, 기업인수계약서에서 진술·보증위반이라는 객관적 요건만을 보상책

임의 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무과실책임의 특약으로 보아야 한

                                                                                                          

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물건에의 부착성’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한

다. 
439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전술한 제3장 제3절 II.2. 및 II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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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주장이 있다.440 또한 진술·보증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요건으로서의 매

도인의 고의·과실 요부는 본질이 채무불이행책임이라거나 기능이 사실상 담

보책임과 유사하다는 데서 답을 찾기보다는 당사자의 의사에서 찾아야 한다

면서 당사자의 일반적 의사는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었다는 주장도 

있다.441 442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서는 무과실책임이므로, 이 논의의 실익

은 진술·보증위반에 대하여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을 주장하는 경우, 특히 하자담보책임이 배제되는 경우(합의에 의한 배제, 

매수인이 진술·보증의 위반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제척기간

이 도과한 경우 등)이거나 이행이익 손해배상이나 하자결과손해배상 등 하

자담보책임이 미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논의의 실익이 있

다.  

채무불이행에 관한 민법 제390조는 임의규정인바, 기업인수계약의 진술·

보증위반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무과실책임약정 내지 담

보약정 443을 했다면 이는 계약자유원칙상 유효하다.
444

 따라서 매도인의 무과

                                          
440 김태진, “M&A계약에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 및 그 위반”, 저스티스 통권 113호(2

009. 10), 52면.  
441 한국상사법학회(주 12), 540면(천경훈 집필부분). 천경훈, “진술ㆍ보증조항의 한국

법상 의미,” BFL 35호(2009. 5), 89-90면은 무과실책임여부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

라면서, 궁극적으로 양 당사자의 가격산정 등 계약조건의 합의의 전제가 되었던 사

실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 누구의 위험부담으로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고의·과

실 여부는 크게 의미가 없고, 따라서 무과실책임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주장한다. 그

런데 동 견해는 손해담보계약설을 취하고 있다. 손해담보계약으로 보는 이상 매도인

의 담보의사로부터 무과실책임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일본의 손해담

보계약설도 무과실책임의 근거를 손해담보계약의 일반적 성질에서 찾고 있고, 독일

에서도 보장을 무과실책임의 인수로 보고 있다(독일민법 제276조 제1항). 
442 이 밖에, 당사자가 치열한 협상 중에 고의∙과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과실책임을 지기로 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은정, “위험분배 관점에서 

본 M&A계약의 쟁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29면. 
443 채무불이행책임의 귀책사유와 관련해서 과실책임주의를 취하는 통설의 입장에서

도, 귀책사유가 배제되는 경우로서 ‘담보약정’을 들고 있다.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

해[IX] 채권(2) (양창수 집필), 377면. 그리고 독일 민법 제276조 제1항은 보장을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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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항변을 차단하고자 하는 매수인으로서는 미리 계약서에서 무과실책임약

정 내지 담보약정을 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의 실무상 종래 사용되는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에서는 이러한 무과실책임의 특약 내지 담보약정이 명시적으

로 기재되지 않은 채(엄격책임원칙의 적용을 받는 본래 영미의 기업인수계

약서 양식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경우에도 매도인은 무

과실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진술·보증 조항의 ‘보증’이라는 용어로부터 

그러한 담보약정의 의사가 도출되는지 여부이다. ‘보증’이라는 문언만 놓고 

본다면 매도인이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책임을 지기로 하는 의미로 해

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동안 실무에서는 통상적으로, 진술·보

증에 대해 ‘대상기업이 갖추어야 할 성상에 관한 합의’라는 의미 외에 더 이

상의 법적 의미를 특별히 부여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앞서 매도인의 고

의·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들을 소개했는데, ‘보증’이라는 용어를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견해는 발견할 수 없다.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를 사용하면서 영미법의 엄격책임 법리까지 적용

하기로 합의된 것이라는 주장도 상정해 볼 수는 있으나, 이 논리대로라면 진

술ㆍ보증위반 외에도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에 포함된 목적물이전의무, 대금지

급의무, 확약(covenant)상 의무를 포함한 당사자들의 모든 계약상 의무를 엄

격책임이라고 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영미의 엄격책임은 일정 

범위에서 면책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어 우리의 무과실책임과는 반드시 그 법

적 의미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445 

따라서 당사자들이 따로 무과실책임의 약정 내지 담보약정을 한 경우 

외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상 매도인의 고의·과실을 요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무과실책임의 약정 내지 담보약정이 반드시 문언상 명백히 합의

                                                                                                          

하면 무과실책임을 지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444 박준서 편, 주석민법[총칙(2)], 제4판, 761면. 
445 근래에 영미법이나 국제적 입법례의 영향 아래,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귀책사유로

서 과책 외에 보증책임을 인정하자는 입법론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박영복, “계약책

임의 귀책요소로서의 보증,” 민사법학 제30호(2015), 33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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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진술·보증을 하면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아는 한 ~한 사실이 없다’라고 특별히 기재한 경우(소위 

‘knowledge qualifier’), 그러한 제한이 붙지 않은 항목에 관하여는 매도인이 무

과실책임을 지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반대해석이 가능하다.446 실

제로 ‘knowledge qualifier’는 빈도 높게 활용된다. 매도인이 설사 회사의 경영

을 직접 담당하고 있더라도 회사의 성상에 관하여 빠짐없이 그리고 정확하

게 알고 있기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과실책임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실제 기업인수계약에서 매도인

이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

이다. 진술·보증은 그 기준 시점에서 이미 존재하는 사실에 대한 약속이고 

자신의 지배범위 내에 있는 기업에 관한 사정으로서 용이하게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모르거나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진술·보증을 안하거나 

‘knowledge qualifier’를 달아 회피할 길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3. 불법행위책임과 진술·보증 

 

기업인수계약상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허위의 진술·보증이 이

루어진 경우에, 매수인이 그러한 허위의 진술로 인하여 당해 계약체결을 하

였거나 그러한 허위진술이 없었을 경우에 비하여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결과 손해를 입었다면, 매도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민법 

제750조).  

실무상 진술·보증조항에 합의하면서 불법행위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업인수계약에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 배상액의 상한이나 권리행사기간 등을 제한하는 경

우에, 이러한 제한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447 

                                          
446 ‘knowledge qualifier’의 존재를 들어 진술ㆍ보증위반책임이 무과실책임인 근거라는

 주장에, 靑山大樹(주 424), 78. 
447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전술한 제3장 제3절 II.3. 및 II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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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취소와 진술·보증 

 

매도인이 진술·보증한 대상기업의 성상에 관해서 매수인의 관념이 법률

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하고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당해 기업인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 제1항). 또한 매도인이 

고의로 대상기업의 성상에 관한 허위의 진술·보증을 함으로써 이를 믿은 매

수인으로 하여금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하도록 만든 경우에 매수인은 사기를 

이유로 당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1항). 

다만, 기업의 속성상 거래가 종결되어 이미 매수인 측의 통합작업이 본

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의 단계에서는 더 이상 기업의 반환이 곤란해지는 문

제가 발생한다. 이 때 착오취소와 관련해서는 묵시적 포기, 추인, 실효법리, 

기타 신의칙의 적용을 통해 취소권이 제한될 여지가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매수인이 사기로 인한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불법성에 비추어 

단지 거래의 종결로 원상회복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취소권의 제

한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착오취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제 특약이 가능하나, 사기취소는 미

리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하는 것은 무효이다. 착오취소의 경우에도 매도인이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의 표시를 한 경우라면 그러한 취소배제 특약은 무효

라 할 것이다.448 

 

II. 우리 민법 적용의 의미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에 대하여 우리 민법의 규율들을 적용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기업인수거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1. 법적 공백의 해소 

 

                                          
448 취소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전술한 제3장 제3절 III.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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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민법의 적용을 통해 기업의 하자로 인한 법리적 공백이 해소됨으

로써 기업인수거래의 법적 위험(legal risk)이 크게 줄어들고 예견가능성이 높

아진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상 진

술·보증조항의 해석만으로는 기업의 하자로 인한 법적 문제(진술·보증위반 

문제)에 관한 해결이 매우 불충분한 상황이고, 당사자의 노력만으로는 충분

한 계약상 규율에 이를 수 없다(법적 공백상태의 우려). 우리의 민법은 기업

의 하자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규율들을 두고 있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그러한 법적 공백의 발생이 방지된다. 그리고 이로써 법적 확실성이 높아져 

분쟁의 위험이 줄어들고, 당사자가 당해 거래의 법적 위험에 대한 합리적 예

측이 가능해진다.449 

 

2. 계약상 규율의 효율성 제고 

 

둘째, 실제 기업인수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우리의 민법 적용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진술·보증에 적용되는 민법규정들은 대부분 임의규정이다. 

기업의 하자로 인한 책임을 규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임의규정들이 적용

되면, 이제 당사자들은 관련된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합의를 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관련 임의규정과 달리 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만 합

의하면 된다. 민법의 임의규정은 기업인수거래에서 예상되는 표준적 이해상

황을 전제한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당해 거래 및 대상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임의규정을 배제·수정하는 방식으로 효

율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거래비용이 낮아지고 기업인수거

래의 효율성이 제고된다. 

 

3. 분쟁의 효과적 해결 

                                          
449 이는 비단 매수인의 입장(구제수단의 확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도 진술·보증위반으로 인해 지게 될 법적 책임의 내용과 규모를 미리 예측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거래종결 후 당해 기업인수거래로 인한 대금수익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경우라면 적정한 배당규모의 예측을 위해 더더욱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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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우리 민법이 재판규범이 되어 진술·보증을 둘러싼 분쟁을 효과적

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일반 물건의 매매거래에서 물건의 하자로 인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듯이, 기업인수거래에 있어서도 대상기업에 관한 진술·보

증위반은 동 거래에서 가장 전형적인 분쟁유형이다. 그런데 기업인수거래에

서는 종래 당사자들간의 화해로 해결되거나 중재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그 실태의 전모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근 들어 몇몇 판례를 통해 

드러나는 기업인수계약 관련 분쟁의 내용을 보면, 대상기업에 관한 진술·보

증위반과 관련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판례의 사안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우리 민법의 적용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런데 종래 판례와 실무는 민법의 적용으로 문제

를 해결하기보다는 이를 배제하거나 그에 관한 판단을 유보한 채,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해석이나 신의칙 등 법의 일반원칙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는 경

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대상기업의 진술·보증위반

을 둘러싼 분쟁에 효과적이고 명료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기업인수거래의 

법적 확실성 및 안정성만을 크게 떨어뜨릴 뿐이다. 이 때 우리 민법을 적용

하게 되면, 명확한 재판규범으로서 분쟁의 효과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게 된

다. 

 

 

제4절 종래 학설과 판례에 대한 검토 

 

I. 법적 성질론에 대한 검토 

 

1. 학설과 판례의 입장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가 도입된 이래, 우리나라에서 진술·보증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진술ㆍ보증 위반책임의 법적 성질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논의의 쟁점은 종래 매매법의 틀 내에서 진술ㆍ보증위반책임을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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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진술ㆍ보증을 매매와는 다른 

별도의 손해담보계약으로 구성해야 할 것인지 여부인데, 민법상 매도인의 책

임에 관한 각종 책임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

불이행책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거나 민법상 책임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또한 종래 전개된 법적 성질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논의의 전개 방

향 및 내용 모두 앞서 소개한 일본의 법적 성질론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

음을 알 수 있다.450  

 

(1) 학설 

  

(가)  담보책임설 

 

종래 우리의 학설은 대체로 진술ㆍ보증위반으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에 

대하여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그 이유로, ① 진술ㆍ

보증위반이 있는 경우는 목적물 자체에 존재하는 하자로 국한되지 않고, 목

적물의 가치산정을 위한 제반사정까지 포함하고, ② 진술ㆍ보증위반으로 위

한 매도인의 책임을 신뢰이익배상에 국한하지 않고 그 보상의 범위를 정하

며, ③ 진술ㆍ보증은 영미법계의 개념으로 대륙법계의 하자담보책임과 기원

이 다르고, ④ 형평을 맞추기 위한 하자담보책임의 논리로써 계약서로 해결

이 가능한 진술·보증 문제를 푸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451  

(ㄱ) 그러나 최근 들어 담보책임의 적용을 긍정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선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452 이 견해는, 대상기업

                                          
450 일본에서 기업인수계약상 진술ㆍ보증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2006년도 아

루코 판결이 나오면서부터인데, 우리의 학계와 실무에서 이에 관한 연구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부터이다. 

451 김태진(주 440), 48면 이하; 강진구(주 1), 62면. 
452 이동진(주 436), 176-177, 182-186면. 그러나 우리 담보책임법의 해석상 주식매매는 

주식이라는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과 대상기업의 하자로 나누어 적용조문을 

달리 봄이 타당하다는 점은 전술하였다(제3장 제3절 II.1.(1)(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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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진술·보증은 바로 민법 제58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주관적 하자의 기

초가 되며, 기업인수계약에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나 제584조를 적용하더

라도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된다고 한다. 그리고 기업하

자에 권리매매에 관한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고 물건매매에 관한 민법 제570

조 내지 제572조와 제580조만이 적용된다고 본다. 

(ㄴ) 주식매매에 대하여 채권매매에 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579조의 적용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453 이 견해는, 주식매매는 권

리매매라는 점에서 채권매매와 유사하고, 진술ㆍ보증의 내용이 주식자체의 

하자가 아니라 주식가치에 관한 것이라는 점과 채권담보책임이 채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가치(채무자의 자력)에 관한 것이 유사하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나)  채무불이행책임설 

 

(ㄱ) 진술 및 보증조항과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조항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계약서에 진술 및 보증조항만 있고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위반이 민법 제390조에

서 정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동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454  

(ㄴ) 주식이 아닌 대상회사에 관한 진술·보증위반을 매매목적물인 주식

의 하자로 구성하기 어려우므로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하며, 매수인의 과실

은 과실상계 요소에 불과하고, 계약서에서 진술·보증위반이라는 객관적 요건

만을 보상책임의 발생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유효한 무과실책임 특

                                          
453 김홍기, “M&A계약 등에 있어서 진술ㆍ보증조항의 기능과 그 위반시의 효과 - 대

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6나11182 판결 -”, 상사판례연구 22권 3호

(2009), 78면 이하. 그러나 영업양도계약의 경우 채권매매로 볼 수 없고, 주식매매의 

경우도 기업의 하자는 담보책임의 적용에 있어 영업양도의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

가 없다는 점에서 이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454 김재형, “2015분야별 중요판례분석(5) 민법(상),” 법률신문(인터넷판 2016. 3.10.)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9114에서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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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성립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455 

 

(다)  손해담보계약설 

 

이와 달리, 진술·보증과 결합한 손해배상조항은 손해담보계약으로 보아

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456  

①진술·보증위반으로 인한 책임의 근거는 면책(indemnification)조항 상에 

‘진술·보증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는 합의이므로 법상 하자담보책임

은 아니라면서, 진술·보증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급부) 자체가 

(본)채무를 구성하고, (본)채무를 불이행하면 이행청구권 및 추가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는 비전형계약으로서의 손해담보

계약(Garantievertrag)에 유사한 계약이며, 일본에서도 독립적 손해담보계약설

이 다수이고, 독일의 실무도 그러하다고 한다.  

②진술ㆍ보증조항만 있고 명시적인 손해배상조항이 없다면, 손해배상책

임은 부정해야 된다고 본다. 

③진술·보증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매도인의 고

의·과실이 필요한지 여부는, 이에 관한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별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본질이 채무불이행책임이라거나 기능이 사실상 

담보책임과 유사하다는 데서 답을 찾기보다는 당사자가 어떻게 정했는지를 

찾으면 된다고 한다. 그런데 당사자들의 일반적 의사는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것이고, 협상과정에서 ‘knowledge qualifier’457를 다루는 것도 고의·과실 

불요를 전제하는 것이라고 한다.458 

 

(2) 판례 

 

                                          
455 김태진(주 440), 49면. 
456 천경훈(주 441), 89면. 
457 ‘knowledge qualifier’에 대해서는 전술한 제4장 제3절 I.2.(2) 참조. 
458 한국상사법학회 편(주 12), 540면(천경훈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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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계약 관련 분쟁의 중재선호 내지 비소송화 경향으로 인해 이 

분야의 판례는 드문 편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진술ㆍ보증위반을 이유로 한 

일련의 손해배상청구소송들이 증가하고 있고, 2015년 하반기에는 진술ㆍ보증

위반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왔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듯이 본 대법

원 판결은 진술ㆍ보증위반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한 명시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459  

현재까지 진술ㆍ보증위반책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한 

판결들(하급심 판결들)은 주로 진술·보증과 하자담보책임의 관계에 관해서만 

판단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안해결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보다는 당사자 의

사해석을 통해 진술·보증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자담보책임의 (유추)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급심의 판결들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해 볼 수 있다. 

(i) 이에 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경우(아래 판결①),  

(ii) 임의규정으로서 원칙적 (유추)적용가능성만 언급한 경우(아래 판결

②),  

(iii) 하자담보책임의 (유추)적용을 부정한 경우(아래 판결③)   

다만, 두 번째 유형의 판결 역시 임의규정인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에 앞

서 의사해석으로 해결하였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된 사례는 아니다.  

이하에서는 ‘진술·보증의 법적 성질’과 ‘진술·보증위반에 관한 악의 매수

인의 문제’460에 관해서 비교적 상세히 논하고 있는 주요 하급심 판결들을 살

펴보기로 한다.461 

 

                                          
459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판결. 본 판결에 관한 분석은 제4장 제3절 

V. 2. 참조 
460 이 부분에 관한 각 판결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하 제4장 제4절 II.2.(2)(가)에서 따

로 설명한다.  
461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위반 관련 하급심 판결들을 모아서 소개한 글로는, 강진

구(주 1), 62면 이하; 이준기, “진술 및 보장 위반에 관한 매수인의 악의의 법적 효과

 – 샌드배깅에 관한 고찰 –,” BFL 68호(2014. 11), 25면 이하; 김태진, “M&A계약의 

진술 및 보장조항에 관한 최근의 하급심 판결분석,” 고려법학 제72호(2014. 3), 43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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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08나19678 판결462 

  

“이처럼 진술 및 보증 조항은 그 연혁적·이론적 배경이 영미법계 국가에 

있고, 그 적용 범위 등에 있어서 진술과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범위가 

계약의 목적물에만 그치지 않고 계약 당사자 자신에 대한 사항과 같이 당해 

계약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 미치는 등 일반적인 하자담보책임과는 차이

점이 있기는 하나, 진술 및 보증 조항의 경우 매도인이 그 위반사실에 대하

여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도 그 위반 책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하자에 대하

여 선의·무과실인 매도인에게도 담보책임을 인정하는 하자담보책임과 유사한 

반면 채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는 채무불이행 책임과는 차이가 있는 점, 진

술 및 보증 조항의 성격이나 역할도 결국 M＆A 계약(매매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간에 고려하지 않았던 대상기업(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사후 보상

이라는 점, 즉 M＆A 계약상의 매도인이 진술 및 보증한 대상기업 등에 관

한 정보에 매매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거나 사실과 다른 점

이 있다면 매수인으로서는 매매목적물인 대상기업의 성상 내지는 가치가 원

래 예상했었던 상태와 차이가 나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러한 경우 진술 및 

보증 조항은 그러한 차이를 손해배상이라는 형식을 통해 보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서, 진술 및 보증 조항은 우리 민·상법상의 하자담보

책임과 유사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

여 민·상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및 내용을 개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처럼 이와 유사한 제도인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적용에 있어서도 당사자간

의 구체적인 약정이 있다면 이러한 개별약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이러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앞서 

본 진술 및 보증 조항의 기능, 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 공평의 이념 등 우리 법제의 기본적인 원

칙을 벗어나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62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의 원심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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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및 보증 조항의 근본적인 목적 및 역할은 매도인이 대상기업의 

모든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매수인은 단기간의 실사를 통하더라도 필

요한 정보를 모두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매

도인에게 정보의 공개 및 진술·보장을 요구함과 동시에 그 위반에 따른 보상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정보의 편중에 따른 계약 당사자간의 불균형을 

제거하는 것에 있을 뿐 매수인에게 어떠한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사실에 대한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손해

배상청구를 허용하게 되면 매도인은 자신의 귀책사유 유무와는 상관없이 위

반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도 그 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매수인은 그 

위반사실을 알고 이를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반영하였거나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이후 동일한 위반사실을 이

유로 매도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내지 보전을 다시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앞서 본 당사자간의 대등·균형 유지라는 진술 및 보증 조항의 목

적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평의 이념에도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점, 진술 및 보증 조항의 기능 및 역할 중의 하나인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모두 고려하지 않았던 사정이 존재하거나 발생함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위험

분배 및 가격조정의 문제’는 이에 대한 인식이나 귀책사유가 없는 매도인에

게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충분히 달성되는 

것이고 나아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매수인에게까지 이에 대한 청구

를 허용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진술 및 보증 조항이 오래전부터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당연히 손해배상 내지 보

상청구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는 학설이나 판례가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

고, 현재 거래실무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매수인의 인식 여부와는 무

관하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별도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

히 하는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의 신속성 및 사후 분쟁의 

최소화가 요구되는 M＆A 계약 자체의 특수성이나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연

혁적 배경, 그리고 위험분배 및 가격조정이라는 진술 및 보증 조항의 기능 

및 역할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진술 및 보증 위반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악의의 매수인이 계약협상 및 가격산정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를 반영하

181



 

였거나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였다가 이후 위반사실이 존재한

다는 사정을 들어 뒤늦게 매도인에게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

의 이념 및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악의의 매수인이 가격산정시 이를 반영하였는지 여부는 명시적

인 경우 외에는 그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이를 부정

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이를 반박하기가 어려우므로, 악의의 매수인이 매도인

과의 합의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위반사실 문제를 유보하여 두지 않

은 이상 매수인으로서는 위반사실을 인식하였지만 이를 가격산정시 반영하

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  

(중략) “덧붙여 매수인이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는 경우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 및 보증 조항은 민·상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 유사한 제도일 뿐 동일한 제도는 아니므로 이에 관한 당사

자의 명확한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매수인의 무과실을 요구하는 

민법 제580조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의칙 및 

공평의 이념상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보상청구를 허용하여서는 안된다고 하

여 당연히 과실 내지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

는 것도 아니며, 이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기능, 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매수인의 과실 내지 중과실 여부는 

매수인의 악의 여부와는 달리 그 판단에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서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청구 허용 여부를 달리할 경우 사후 분쟁의 최소화라는 진

술 및 보증 조항의 본래 역할에 맞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되는 점, 대부분의 

M＆A 계약에서 매수인은 대상기업에 대한 실사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게 되

는데 이때 제공되는 자료의 양이 방대한 반면 실사 기간은 단기에 그칠 수 

밖에 없어 매수인이 제공된 자료를 통하여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를 것이어서 이러한 매수인측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두게 된 것인데 다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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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과실을 이유로 보상청구를 제한한다면 위와 같이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두게 된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이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상 그와 같이 알지 못한데 과실 내지 중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따른 보상청구는 허용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수인이 이미 위반사실을 알고 있어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를 계약체결 과정에서 반영하였거나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

도 이를 방치한 경우와 같이 보상청구를 허용하면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평

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만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7. 선고 2010가합12420 판결 

 

“진술 및 보증 제도는 대상기업에 대한 진술과 보장의 제공자(이 사건

에서는 매도인의 진술과 보장만이 문제되므로, 앞으로는 매도인으로만 기재

한다)의 진술이 사실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이는 매매대

상이 되는 물건이나 권리의 하자에 대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유사한 점

이 있지만, 진술 및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범위가 계약의 목적물에만 

그치지는 않고, 대체로 계약 당사자 자신에 대한 사항, 대상 기업의 소유자

산에 관한 사항 등 당해 계약에 관한 사항 전반에 대해 미치는 것으로서 하

자담보책임보다 그 대상이 광범위한 점, 진술 및 보증 위반에 의거한 보상청

구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보상의 범위가 신뢰이익에 그치지 아니하고, 청구

하는 측의 선의ㆍ무과실이 요건이 되지 아니한 점, 진술 및 보증 위반이 있

을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계약 자체를 종결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계약의 해제는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진술 및 보증 제도는 민법이 정한 하자담보책임과 유사하나 

그 요건과 효과에서 위와 같은 차이를 지니는 약정 담보책임의 일종으로 봄

이 타당하다.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

이에 민법 규정과 다른 내용의 담보책임을 약정할 수 있는 점, 진술 및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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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주로 기업의 M&A와 같이 전문적 지식과 협상능력을 갖춘 당사자들 

사이에서 치밀한 협상 끝에 권리·의무가 정해지고 계약서 문구가 확정되는 

거래에서 이용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계약 당시 당사자의 명시적·묵시적 합의 

또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점, M&A 거래에서 진술 및 보증이 포함된 계

약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거래당사자들이 이해하고 수용해 온 관행이 존재

한다면 그 역시 계약내용의 해석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진

술과 보장 조항의 요건 및 효과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되어야 하

고, 이러한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

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진술 및 보증에 위반되는 사실에 대한 매수인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매도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당사자 사이에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라 해결하면 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진술과 보장 조항에 

이러한 정함이 없는 경우 매수인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매도인의 책임을 제

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중략) 살피건대, ① 진술 및 보증 조항은 

매수인에 대한 정보제공의 기능을 하지만, 당해 기업의 외부인인 매수인으로

서는 단순한 정보만을 가지고 해당 기업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계약 체결 이후 위험의 

분배 및 가격 조정의 역할 역시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중요한 기능인 점, ② 

매수인이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을 전제로 매매대금을 산정하고 이를 지급

하는 것은, 매수인은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이 정확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불

확실한 상황에 관한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까지 신뢰하기 때문인 

점, ③ 계약은 문언 그대로 지켜져야 함이 원칙이고 특히 기업 등 거래조건

의 결정에 대한 판단능력이 충분한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은 더욱 문언에 기

초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④ 매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책임제

한사유로 삼는 경우 그러한 주관적 사정은 주로 실사과정에서 드러날 것이

므로 오히려 매수인은 실사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할 유인이 생기고 이는 

거래의 안정성에 반하는 점, ⑤ 실제 거래과정에서 진술과 보장 조항 위반의 

요건으로 매도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규정하거나 책임제한사유로 매수인

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따로 명시하기도 하는 점, ⑥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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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들이 이와 달리 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계약상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악

의 또는 중과실 여부는 책임제한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매수인이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과 당해 기업의 실제 재무상태가 다

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를 기초로 매매대금의 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매수인이 고의로 매매대금 조정에 반영하지 아니

하였다면, 이는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 위반사실과 매수인의 손해 사이에 인

과관계가 없어 그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과 당해 기업의 실제 재무상태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함

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이로 인한 책임제한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 

 

③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2가합7885 판결 

 

“이러한 진술 및 보증 조항은 미국에서는 매도인에게 고의가 요구되는 

증권법상의 책임 요건을 배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매도인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우리 민·상법상의 하자담보책임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진술·보증 조항은 대단히 복잡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주

체인 기업을 실질적으로 매매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목적물에 관한 사항뿐

만 아니라 계약당사자 자신에 대한 사항과 같이 당해 계약에 관한 사항 전

반에 대하여 진술·보증하는 것으로서 그 진술·보증이 되는 대상의 종류와 

범위는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이라고 할 것인데, 우리 민·상법상의 하자담보

책임은 계약목적물에 관한 사항만을 담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계약목적물

의 종류 및 범위에 따라 담보책임의 요건 및 내용이 달라지므로, 진술·보증 

조항을 해석 내지 적용함에 있어 우리 민·상법상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 내지 유추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점에서 민법 제572조를 적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원고가 그 선의를 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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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을 상대로 상표권 미취득에 따른 주식의 가치 하락에 상응하는 매매

대금 감액분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진술 및 보증 조항은 M&A 계약에서 그 조항을 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바, 이를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구체

적인 약정이 있다면 그러한 개별약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그러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어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진술 및 보증 조항의 

기능, 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신의성

실의 원칙, 공평의 이념 등 우리 법제의 기본적인 원칙을 벗어나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진술·보증 조항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그 위반사실에 관하여 선의

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간의 개별약정이 없다면 앞서 본 사정

들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진술 및 보증 조항의 근본

적인 목적 및 역할은 정보의 편중에 따른 계약 당사자간의 불균형을 제거하

는 것에 있을 뿐 매수인에게 어떠한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이 아닌 

점, 또한 진술 및 보증 조항은 매매목적물인 대상기업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을 분배하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매매가격이 조

정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하자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가 확정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그

와 같은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이를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기회가 있으므로 진술 및 보증 조항에 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하자에 따른 

위험분배 및 가격조정의 목적이 달성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기회가 있

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악의의 매수인은 진술 및 보증 조항에 의하

여 보호받을 필요가 없으며,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하자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가 예상되지 아니하였거나 불확실하여 악의인 매수인이 이를 매매

계약 체결 과정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모두 

고려하지 않았던 사정이 존재하거나 발생한 경우로서 위험부담의 문제로 귀

결된다고 할 것인데, 매도인은 자신의 인식이나 귀책사유 유무와는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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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도 그 책임을 부담하는바,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매수인에게까지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위험부담을 전적으로 매도인에게 모두 전가하는 결과가 되는바, 이는 

그와 같은 위험의 원인이 매도인이 대상기업을 지배하던 시점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매도인 역시 예상하지 못하였거나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고려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는 측면에서 진술·보증 조항의 위험분

배 및 가격조정의 목적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평의 이념에도 반하는 

점, 진술 및 보증 조항이 오래전부터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악의의 매

수인에게도 당연히 손해배상 내지 보상청구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는 학설

이나 판례가 명확히 확립되어 있지 않고, 현재 거래실무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매수인의 인식 여부와는 무관하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조

항을 별도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는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의 신속성 및 사후 분쟁의 최소화가 요구되는 M&A 계약 자체의 

특수성이나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연혁적 배경, 그리고 위험분배 및 가격조정

이라는 진술 및 보증 조항의 기능 및 역할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진술 및 

보증 위반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악의의 매수인이 계약협상 및 가격산정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를 반영하였거나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

하였다가 이후 위반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들어 뒤늦게 매도인에게 위반

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봄

이 상당하다.” 

 

2. 비판 

 

(1) 담보책임을 부정하는 견해에 대한 비판 

 

종래 하자담보책임을 부정하는 견해의 논거들은 모두 다음과 같은 이유

로 타당하지 않다.  

첫째, 부정설에서는 ‘진술·보증위반책임은 목적물 자체에 존재하는 하자

에 국한되지 않고 목적물의 가치산정을 위한 제반사정까지 포함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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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과 권리에 대

한 담보책임의 적용만을 인정하고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업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의 유추적용을 부정할 경우에만 입론이 가능한 주장이다. 기업

인수계약은 전체 기업을 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으로서 이 때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는 기업의 하자에는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설의 논거는 우리 민법의 해석상 타당한 주장이

라 할 수 없다.  

둘째, 부정설은 ‘진술·보증위반책임은 통상 신뢰이익에 국한하지 않고 보

상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는 점도 들고 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신뢰이익의 배상 내지 대금감액적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매수인은 채무불이행책임을 경합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이

행이익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하자담보책임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이행이익으로 명시하는 약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

다. 더욱이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기업인수계약실무를 살펴보면,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대금감액적 손해배상에 합의하는 경우, 결과손

해를 배제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463에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신뢰이익배상 또는 대금감액적 손해배

상을 인정하더라도 반드시 매수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기 어

렵다.  

셋째, 부정설에서는 ‘진술ㆍ보증이 영미법계의 개념으로 대륙법계의 하

자담보책임과 기원이 다르고, 형평을 맞추기 위한 하자담보책임의 논리로써 

계약서로 해결이 가능한 진술ㆍ보증문제를 푸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보았듯이, 우리의 기업인수계약을 해석함에 있

어서는 영미법을 그대로 따를 수 없고 불완전계약으로 인한 법적 공백을 해

결하기 위해 우리 민법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역시 타당한 

논거라 할 수 없다. 

넷째, 부정설에서는 영미의 진술·보증이 매매목적물의 성상에 한하지 않

                                          
463 국내 대규모 기업인수계약서에서는 전체 대금액의 10%이하의 금액으로 손해배상

책임의 상한을 설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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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점을 들어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

나 진술·보증에 한국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영미와 동일한 범위의 법

리를 도출할 이유는 없다.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상 ‘당사자에 관한 진술·보

증’은 우리법상 ‘대상기업에 관한 진술·보증’과 다른 성질의 문제로서 계약의 

무효, 타인권리매매에 관한 담보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등에 관한 민법규정으

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464 만약 모든 유형의 진술·보증을 아우르는 법리를 

찾고자 한다면 별도의 독자적인 법리구성이 불가피해지는데(앞서 일본의 ‘일

원적’ 손해담보계약 주장이 그러한 시도임), 우리법상 이러한 이론구성이 부

당하다는 점은 아래 손해담보계약설에 대한 비판 부분에서 상세히 설명하기

로 한다. 

 

(2) 채무불이행책임을 부정하는 견해에 대한 비판 

 

채무불이행책임을 부정하는 견해의 핵심 논거는 진술·보증위반책임이 무

과실책임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

자가 합의를 통하여 무과실의 채무불이행책임도 얼마든지 약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서 타당한 견해라 할 수 없다. 

 

(3) 손해담보계약설에 대한 비판 

 

손해담보계약설이 지적하는 대로, 독일의 실무는 기업인수계약상 매도인

의 진술·보증을 손해담보계약(독립적 보장계약)으로 보고 있고, 일본의 실무

에서도 근자에 손해담보계약설이 유력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륙법계 국

가들이 영미법에 특유한 ‘caveat emptor’의 원칙에 바탕을 둔 진술·보증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자국 민법이 크게 후퇴하고 계약에 의한 독자적 책임체계를 

구성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는바, 바로 독일과 일본의 손해담보계약(독립적 보

장)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을 독일

의 독립적 보장 내지 일본의 손해담보계약과 같게 보는 것은, 아래와 같이 

                                          
464 이에 관해서는 아래 (3) 손해담보계약설에 대한 비판 중 (가)(i)③에서 상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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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가) 첫째, 독일과 일본의 이러한 경향은 양 국가의 종래 민법상 규율이 

영미의 진술·보증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특수한 사정에서 기인한 것인

데, 우리 민법에는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i) 우선, 일본의 손해담보계약설은 표명·보증위반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

과 하자담보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그 전제로 삼고 있다.  

① 근자에 일본에서 매매목적물에 관해 합의된 성상의 결여를 채무불이

행으로 보지 않거나 이를 과실책임원칙에 따른 일반 채무와 다른 귀책의 원

리가 적용되는 결과채무로 보는 경향은 종래 특정물 매매의 하자담보책임의 

본질에 관하여 법정책임설의 입장을 취해 온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465 및 

통설466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물건의 하자

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인정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이러한 일본의 논의를 우리법의 해석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② 일본에서 하자담보책임설을 비판하는 주된 논거는, 특히 주식매매의 

경우 매매목적물은 주식일 뿐이므로 기업의 가치에 관련된 진술ㆍ보증위반

의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 일본의 경우에는 

전체 기업의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여부에 관한 해석론적 뒷받침

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주식의 하자만을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으로 보고 기업의 하자에 관해서는 하

자담보책임으로 보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법의 해석

으로는 기업 가치와 관련된 하자에 대해서도 물건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비판은 우리의 경우에 타당하지 않

다. 

③ 나아가 일본의 손해담보계약설은, ‘매도인의 대상기업에 관한 진술ㆍ

                                          
465 日最判昭37(1962). 9. 25. 
466 일본의 판례 및 종래 통설은 법정책임설의 입장에 서 있다. 하자담보책임의 본질

에 관한 일본의 학설 및 판례를 소개한 것에, 곽윤직 편집대표, 민법주해[XⅣ] 채권

(7), 209-215면 (남효순 집필) 참조. 

190



 

보증’은 물론이고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할 수 없는 ‘당사자에 관한 진술·보증’ 

등 다른 유형의 진술·보증까지 포괄할 수 있는 단일한 이론구성이 필요하다

는 입장이나, 각 진술ㆍ보증의 유형 별로 상이한 법적 의미 및 법률효과를 

무시한 주장이다. ‘당사자에 관한 진술ㆍ보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중 당

해 주식인수계약의 체결에 관한 당사자의 능력이나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권리무능력이나 법령위반에 의한 계약무효로 처리할 

사안으로서 대상회사에 대한 진술ㆍ보증과 성질이 전혀 다르다.467 그리고 주

식매매에서 주식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우리 민법에 따를 때 타인권리매

매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제569조)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이 적용될 부분으로서, 

역시 물건의 하자와는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468 또한 매수인이 대가를 주식

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수인 측에서도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관한 진

술ㆍ보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 주식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기업인

수가 결합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별도 기업인수거래의 ‘매도인’으로서 하

자담보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일원적 구성

을 따르게 되면 진술·보증의 각 유형별 법적 의미와 효과가 무시된 채, 오로

지 계약상 규정된 손해배상조항으로만 이를 규율하게 되어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편, 위 학설 가운데에는 이러한 일원적 손해담보계약 구성을 

취하면서도 경우에 따라 각 진술·보증위반에 하자담보책임의 적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들이 있는데, 만약 각 진술·보증사항별로 법에서 정한 

각 효과(계약무효, 타인의 권리매매에 관한 담보책임, 물건의 하자담보책임, 

권리의 하자담보책임 등)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그러한 ‘일원적’ 손해담보

계약구성은 이미 무용한 것이다.  

(ii) 다음으로 독일의 경우를 살펴본다. 독일 실무가 줄곧 진술·보증에 관

한 독립적 보장 방식을 채택해 왔던 이유는, 종래의 하자담보책임과 계약체

결상의 과실책임에 의한 해결이 부적합하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467 Florian Kästle/Dirk Oberbracht(주 403), 161-162.  
468 이 때 매도인은 타인의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가 있지만, 기업인수거래에

서는 지배권 확보를 위해 목적한 지분율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단순한 

손해배상이나 면책(indemnification)이 아닌 계약해제가 필요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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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는 기업인수계약상 발생하는 기업의 하자로 인

한 매도인의 책임을 해결하기에 적합한 규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인수와 관련해서 하자담보책임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진술·보증을 독립적 

보장으로 이해하여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둘째, 손해담보계약 내지 독립적 보장은 단지 우리의 기업인수계약

상 진술·보증을 규율하기에 무용한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의 진

술·보증을 손해담보계약 내지 독립적 보장으로 구성할 경우 현재 우리가 당

면한 법적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i) 먼저 일본의 손해담보계약설을 살펴보면, 이 때의 손해담보계약 내지 

약속은 매매계약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는 독립된 계약으로서 계약상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요건 및 효과가 모두 정해지며, 특히 진술·보증위반의 효과로

서의 손해배상 역시 별도의 보상조항이 있을 때에만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기업인수계약상 대상기업에 관한 진술ㆍ보증은 당해 거래의 목적인 

기업의 성상을 결정하는 당사자들의 핵심적 합의사항으로서 기업인수계약상 

매도인의 주된 채무의 내용을 이루는바, 이 부분을 따로 떼어 기업인수계약

과 독립된 별개의 계약으로 구성하는 것은 사실상 기업인수계약 내용을 형

해화시키는 시도이다.  

(ii) 손해담보계약설 또는 독립적 보장설이 실제 기업인수계약에 적용되

려면, 당사자의 의사로 진술ㆍ보증위반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관계를 사전에 

완벽히 합의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기업인수계약은 많은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들에 의해 작성되고 영미의 계약서라는 전범이 존재하

기는 하지만, 기업에 내재한 수많은 위험들을 미리 상정하고 그에 관한 적절

한 구제수단까지 창설하여 완전한 합의를 이룬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환상에 

불과하다.469 오랜 역사를 통해 상세한 진술ㆍ보증의 협상기술을 습득한 영미

에서조차 현실적으로 그러한 완전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더욱이 

우리를 포함하여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 작성에 익숙치 않은 대륙법계 국가

들의 경우에는 용어의 혼란 등으로 더 많은 ‘불완전 계약’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랜 기간 독립적 보장형태로 영미식 진술·보증을 활용해 온 독일

                                          
469 이러한 계약상 규율의 한계에 대해서는 전술한 제2장 제3절 I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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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조차 최근까지도 독립적 보장이 그것이 표방하는 ‘독자적 책임체계’에 

이르지 못하고 상당한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진술·보증의 모태인 영미법의 기업인수계약에서도 보증위반

은 커먼로상의 계약위반책임(매수인의 구제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도

의 구제조항에 관한 합의가 없더라도 인정되는 것인바, 기업인수계약서상 손

해배상 등 매수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합의는 이러한 계약법의 일반원칙의 

적용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매매법의 적용을 포기해 버리고 계약상 규율에만 

의존하는 것은 기업인수 거래의 법적 확실성을 크게 저해하게 된다. 이러한 

우려는 특히 우리와 유사한 형태로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을 작성하고 있는 

일본의 예에서 잘 드러난다. 즉, 일본의 손해담보계약설은 실제 진술·보증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법적 쟁점들을 모두 담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부각된 쟁점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나 신의칙 등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존하여 해결함으로써 오히려 법적 불확실성을 가중시

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손해담보계약설은 ‘독자적 계약

유형(비전형계약)’으로 인정될 만큼의 적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470 

기업인수거래를 안정되고 예견가능한 법적 규율의 토대 위에 안착시키는 것

은 동 거래가 가지는 경제·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중차대한 일이다. 다

행히 우리 민법이 미국, 영국, 독일과 비교해서도 기업인수거래의 주요 쟁점

들을 규율하는데 손색이 없는 규정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손해담보계약설

이나 독립적 보장론을 채택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iii) 다만, 계약자유의 원칙상 기업인수계약서에서 당사자가 기업에 관한 

                                          
470 김태진(주 440), 45면은, 일본에서는 진술ㆍ보증위반책임을 특수한 하자담보책임

으로 보면서도 보상청구(indemnification)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와는 

별도로 구체적인 타당성을 고려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의 매수인의 보상청구를 제한

하여야 한다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하자담보책임의 법리 대신 새로

운 법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구체적 쟁점별로 따로 해

석하기 시작하면, 진술ㆍ보증 및 보상책임과 관련한 별도의 법리를 형성하게 되는데, 

판례법 국가도 아닌 이상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자칫 국내 법질서와 모순을 초래

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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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보증을 손해담보나 독립적 보장으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다.471 그런데 

우리의 기업인수계약실무를 살펴보면, 영미식의 상세한 진술ㆍ보증의 방식을 

따르는 경우에도, 진술·보증 및 공개목록에 담길 ‘정보’에만 협상력을 집중하

고, 그 법적인 측면에서는 ‘진술ㆍ보증위반을 포함하여 당해 계약위반에 따

른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면서 배상액 상한이나 

권리행사 기간에 관한 제한만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성상에 관한 합의만이 있느냐 나아가 매도인의 담보의사를 통한 보장

까지 있느냐’, ‘보장이 있다면 비독립적 보장이냐 독립적 보장이냐’, ‘개별 법

적 쟁점에 관하여 당사자의 보장의사가 무엇이냐’를 해석해 내기는 매우 곤

란할 것이고, 결국 우리가 당면한 법적 불확실성(계약상 규율의 한계)은 그

대로 남게 된다. 

 

II. 진술·보증 위반과 매수인의 악의 문제에 대한 검토 

 

1. 개설 

 

그 동안 우리의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에 관한 논의는 ‘매수인이 계

약체결 당시 진술ㆍ보증위반에 대해서 악의이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매도

인의 진술ㆍ보증위반책임이 배제되는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기업인수계약 논의가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도 본 쟁점에 대해서는 2000년대 후반 이후 하급심판결과 학설을 통해 활발

한 논의가 이루어져왔고, 최근에 이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도 나왔다. 

그런데 종래 이 문제는, 앞서 본 ‘진술·보증의 법적 성질론’과는 무관하

게, ‘계약해석’의 문제로서만 다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진술·보증위

                                          
471 김종현(주 189), 131-133면은, 독일법에서 인정되는 보장계약 내지 손해담보계약 

(Garantievertrag)은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거나 또는 특정한 피해위험을 인수하기로 하

는 약정으로서 우리법에서도 큰 차이 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때 매수인이 

가지는 구제수단(법률효과)은 매도인의 보장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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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대한 매수인의 악의’ 문제는 바로 진술·보증에 관한 계약해석상의 한계

와 우리 민법의 적용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 민법상 진술·보증의 의미를 재확인해 보기로 한다. 

 

2. 학설과 판례의 입장 

 

(1) 학설 

 

우선, 이 문제는 진술ㆍ보증위반의 법적 성질과 관련이 있다. 진술ㆍ보

증위반의 법적 성질을 하자담보책임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당사

자가 달리 합의 하지 않은 한)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 

하지 않은 한) 매수인의 주관적 사정은 과실상계사유로서만 고려될 뿐 책임

을 배제하는 사유로는 보지 않게 된다.
 그리고 손해담보계약설에 따른다면, 

보상조항에서 명시하지 않는 한 이러한 책임제한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보다 논리적이다.472 

그러나 현재까지 주장되고 있는 우리의 법적 성질론에서는 진술보증 내

지 그 위반책임의 법적 성질과 본 쟁점을 연계하여 논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살펴보면, (i) 하자담보책임설을 취하면서도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매수인이 고의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해

야 한다는 견해가 보이고, 473  앞서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7. 선고 

                                          
472 다만, 우리나라의 손해담보계약설은 이 쟁점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는 않

고 있다. 천경훈(주 441), 89면; 한국상사법학회 편(주 12), 540면(천경훈 집필부분). 
473 김홍기(주 453), 81면 이하. 이동진(주 436)도 매도인의 명시적 보증이 있는 경우

에는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담보책임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580조 제1항 단

서를 축소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매도인이 명시적 보증을 하였음에도 

매수인이 하자 유무를 조사할 책무를 질 까닭이 없고, 조사하지 아니하여 하자를 알

지 못한 채 계약체결로 나아갔다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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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2420 판결도 하자담보책임의 유추적용을 인정하면서도, 계약상 명

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진술ㆍ보증위반

책임의 제한사유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474  (ii) 채무불이행책임을 취하여 

매수인의 악의·과실을 과실상계사유로 보면서도,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 이

미 그 사정이 대금액에 반영된 경우에는 신의칙상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된다는 견해도 있다.475 

일부 반대 견해가 있지만, 우리의 학설과 기업인수실무는 대체로 법적 

성질론과 무관하게(혹은 논의하지 않고), ‘악의의 매수인이라도 매도인의 진

술ㆍ보증위반책임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경향이 강하고 그 근거는 ‘위험분배 

및 가격조정’이라는 진술ㆍ보증의 기능에서 찾는 경우가 많다.476 기업인수계

약 체결 당시 매수인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술ㆍ보증위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위험분배 및 가격결정을 한 이상, 실질적으로 사후적 가

격조정의 기능을 하는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매수인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해

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다.  

다만, 이러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악의의 매수인에게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

정하는 견해가 있다.477 그런데 그에 해당하는 사례로 주장되는 내용을 살펴

보면, 악의의 매수인이 이미 진술ㆍ보증위반을 가격에 반영하고도 추후 손해

배상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478  그러나 계약체결 당시 

                                          
474 제4장 제4절 I.1.(2) ②번 판결. 
475 김태진(주 440), 55면 이하. 
476 허영만(주 1), 32면; 이준기(주 461), 30면. 김상곤,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새로운 

쟁점,” 상사법연구 32권 2호(2013.8), 89면. 
477 이준기(주 461), 30면; 김태진(주 440), 56면. 허영만(주 1), 32면도 아주 예외적으

로 신의칙에 반하는 사기적 행태는 제재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 

예시는 하고 있지 않다. 
478 이준기(주 461), 30면은, 악의 매수인이 계약협상 시 계약금액에 이미 반영하였음

에도 다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으로서 안되므로, 이러

한 경우에 한하여 신의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김태진(주 440), 57면은, 매도인의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의 악의까지만 입증하면 매수인

이 이를 가격에 반영했다는 사정은 추정되고, 오히려 매수인이 이를 가격에 반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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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진술ㆍ보증위반 사실을 알고 이를 대금액에 이미 반영했다면, 이는 

진술ㆍ보증위반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이므로 당연히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는 부정되고,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위반을 논할 여

지는 없다. 결국, 대금에 반영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을 제한하려는 위

와 같은 주장은, 매수인의 주관적 사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한을 전

혀 인정하지 않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2) 판례 

 

(가) 종전 하급심 판결들의 입장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대 들어 여러 건의 하급심 판결을 통해 본 논점

이 다투어졌는데, 각 판결들의 입장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i) 우선 악의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가 배제된다고 본 주요 판결들479

이 들고 있는 근거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진술·보증의 기능(위험분배 및 가격조정)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하자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가 확정

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이를 계약체결 과정에서 충분히 

                                                                                                          

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79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08나19678 판결(다만 이 판결은 악의 매수인의 

보상청구만 부정하고 과실 내지 중과실인 매수인에 대해서는 사후분쟁의 최소화와 

매수인 보호를 위한 진술 및 보증조항의 취지상 보상청구가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2가합7885 판결 등. 두 판결의 해당 판시사항

은 제4장 제4절 I.1.(2) 판결① 및 ③ 부분 각 참조.  

이와 같이 악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가 부정된다는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

고 2008나19678판결의 이유를 지지하는 견해로는, 정영철, “주식매수인이 악의인 경

우 진술과 보장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판결 –,”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3호(2016), 208-219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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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할 기회가 있으므로 진술·보증조항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없고(2012가합

7885),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하자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가 예상되지 

아니하였거나 불확실하여 악의인 매수인이 이를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반영

하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한 위험부담은 공평의 이념상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거나(2012가합7885), 이를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

(2008나19678)고 한다. 

 

② 공평의 이념·신의칙 

 

악의의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게 되면, 매수인은 그 위반사

실을 알고 이를 매매계약체결 과정에서 반영하였거나 충분히 반영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동일한 사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공평의 

이념’ 또는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다. (2008나19678; 2012가합

7885) 

 

③ 기타 

 

거래의 신속성 및 사후 분쟁의 최소화가 요구되는 M&A 계약 자체의 

특수성(2012가합7885)도 근거로 제시된다. 

 

(ii) 반면에 악의의 매수인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례480는, 다음

                                          
4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7. 선고 2010가합12420 판결. 다만, 동 판결은, “매수

인이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과 해당기업의 실제 재무상태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

었고, 이를 기초로 매매대금의 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매

수인이 고의로 매매대금의 조정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매도인의 진술 및 보

증위반 사실과 매수인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그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매도인의 진술 및 보증과 해당 기업의 실제 재

무 상태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청

구를 인정함이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특

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이로 인한 책임제한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입증해야 한

다”고 덧붙이고 있다. 동 판결의 판시사항은 전술한 제4장 제4절 I.1.(2) 판결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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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논거를 제시한다. 

 

① 진술·보증의 기능(위험분배 및 가격조정) 

  

진술·보증의 위반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 관한 위험까지 매도인이 부담

한다는 점을 매수인이 신뢰했다고 한다. 

 

② 계약문언의 엄격해석 

 

매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매도인의 책임제한사유로 계약서에 명시

하지 않았다면 문언의 엄격해석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거도 제

시하였다. 

 

③ 기타 

 

매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책임제한 사유로 인정하면 매수인이 실사

과정에서 진술·보증위반 사유를 발견할 것을 우려해 실사를 하지 않거나 부

실하게 할 유인이 생겨 거래안정성에 반한다고 한다. 

 

(나)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2015년도 하반기에 본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481 매수인이 

계약체결 당시 진술ㆍ보증위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경우 매도인의 진술ㆍ

보증위반책임이 배제되는지에 관하여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482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인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가 1999. 4. 2. 인천정유 

주식회사(대상회사)의 주식 9,463,495주를 피고들(한화케미컬 주식회사 외 3

                                          
481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동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는, 이동진

(주 436), 161면 이하; 정영철(주 479), 197 이하 참조. 
482 김재형(주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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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로부터 양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9. 31. 거래가 종

결되었는데, 위 계약서상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일 및 양수도 실행일

에 인천정유가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는 진술 및 

보증 조항과 함께, 양수도 실행일 이후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을 포함한 

보증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또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의 약속사항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대상회사 또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들은 

50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보증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원고에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인천정유 및 다른 정

유사들과 함께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실시된 군용유류 구매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거래종결 이후 담합행

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여 2000. 10. 17. 대상회사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명령

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는 위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서, 전체 과징금 중 1998년도 및 1999년도 해당분,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청구

금 중 인천정유 해당분, 벌금 및 관련 변호사비용에 대해서 총 322억 여원을 

피고들에게 청구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가 담합의 당사자로서 

법규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심483은, 원고가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진술 및 보

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고, 원고가 계약협상 및 가격산정 시 드러내

지는 않았지만 그 위반사실을 가격산정에 반영하였거나 또는 충분히 가격산

정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였다가 이후 위반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정

을 들어 뒤늦게 피고들에게 그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의 이

념 및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시하였다. ① 

계약서에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② (이 사

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을 둔 것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불확실한 상황에 

                                          
483 앞서 본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08나196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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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경제적 위험을 배분시키고, 사후에 현실화된 손해를 감안하여 주식양수

도 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제적 위험의 배분과 주식양수대금의 사후 조정의 필요성은 원고가 피고들

이 진술 및 보증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

도 여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양수도 실행일 이후에 이 사건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항이 발견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원고가 그 

위반사항을 계약 체결 당시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위반사항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

로 봄이 상당하다면서,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것은 거래종결 이후여서, 원고가 계약체결 당시 거액의 과징금 등을 부과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덧붙이고, 결론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담합행위를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제재 가능성 등을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 산정에 반영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점만으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공평의 이념 및 신의

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3. 일본의 논의 

 

그런데 우리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들은 본 쟁점에 관한 일본의 기존 논

의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시기적으로 우리보다 

약간 앞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는데, ‘매수인의 악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민법상 임의규정의 적용이 아닌 계약의 해석이나 공평의 원

칙 등 법의 일반원칙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의 논의

와 매우 유사하다. 

본 쟁점은 2006년도 동경지방재판소의 소위 ‘아루코 판결’ 484이후로 동 

                                          
484 東京地判平18.1.17 (判タ1230号20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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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아루코 판결’은 아루코(대상

회사)라는 소비자금융회사를 주식매매를 통해 인수한 매수인이 대상회사가 

화해채권에 관해 위법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을 발견하고 표명보증(재무제표

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

에 대한 표명보증)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계약체결 전 실사

과정에서는 위 회계처리와 관련된 원자료만이 매수인 측에 제공되었는데, 동

경지방재판소는 “원고가 피고들의 본건 표명보증을 위반에 대하여 선의인 

것이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근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평의 견지에

서 악의의 경우와 같게 보아 피고들이 본건 표명보증책임을 면한다고 해석

할 여지가 있다”고 설시한 뒤, 당해 사안에서는 매도인이 화해채권 처리를 

고의로 은닉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매수인의 중과실을 부정하고 청구를 인

용하였다.  

본 판결은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당연히 매도인의 책임이 면제됨을 

전제로 하고 있고, 공평의 관점에서 악의와 동일시되는 중과실인 경우에도 

매도인의 책임이 면제될 여지가 있다고 하고 있으나, 책임면제의 근거 및 중

과실의 의미485에 관해서 전혀 밝히고 있지 않아, 이에 관한 학설이 매우 분

분하다. 

먼저 위 판례의 결론을 수긍하는 입장에서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책임면

제의 근거들을 살펴보면, 권리하자에 관한 일본민법 제566조 제1항을 유추적

용을 긍정하는 견해, 신의칙 등 민법의 일반법리에 의한 제한을 주장하는 견

해 등이 있다.486 또한 악의에 관해서는, “보상대상이 되는 손해 내지 손실의 

발생과 그 표명보증위반으로부터의 기인성 내지 관련성이 부정되는 것”이고, 

이 때의 중과실은, “악의의 입증의 곤란성을 회피하는 취지”로서 한정적으로 

                                          
485 나아가 ‘중과실’과 관련해서는, (i) 일본민법 제570조가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 

매수인의 무경과실까지 요하는 것과의 관계, (ii) 매수인의 실사의무의 인정여부 등도 

논의되는데, 이 역시 견해가 매우 분분하다. 이에 관한 학설의 소개와 함께, 독일 민

법 제442조 제1항 제2문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시도한 것에, 渡邉拓, “企業買収契約に

おける表明・保証違反と重過失免責 - 東京地裁平成18年1月17日判決を素材として-,” 

横浜国際経済法学 第19巻 第2号(2010) 참조. 
486 관련 학설의 소개로는, 渡邊博己(주 419), 67-6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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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487 

반면에, 기업인수계약에서 매수인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는 반론도 있다. 그 논거로는, ① 계약 체결 전에 매수인이 매도인의 진술보

증 위반사실을 발견했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발생의 유무나 손해액이 불확정

하거나 해당 사실에 대한 법적 해석이 일의적이지 않아 위반여부 판단이 곤

란하기 때문에 대금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매수인의 주관적 

태양을 고려하는 것은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는 점, ② 표명보증의 위험분담 

기능을 강조하면서, 당사자가 일정한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는 것을 전제로 거

래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표명보증을 통해 명시한 것이므로, 매수인의 주관적 

태양 여하에 관계 없이 합의된 대로의 위험분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일 때가 

많다는 점 등을 든다.488 

이러한 학설의 입장들을 살펴보면, 표명보증에 관한 법적 성질론과 본 

쟁점의 상관관계가 반드시 뚜렷한 것은 아니다.489 하자담보책임설을 주장하

는 견해에서도, 일본 민법 제570조에 따라 경과실의 경우까지 매도인의 책임

이 배제된다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고,
490

 채무불이행책임설 및 손해담보계

약설을 취하면서도 매수인의 주관적 사정에 따른 책임배제를 인정하는 견해

도 있기 때문이다.491 

 

4. 검토 

                                          
487 野村修也中東正文 編集, M&A判例の分析と展開, 経済法令研究会, 2007, 199면. 
488 藤原総一郎 編(주 415), 159-160. 
489 藤原総一郎 編(주 415), 158도 “이 논점은 반드시 표명보증위반에 대한 책임의 법

적 성질론에서 결론을 이끌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490 일본 민법 제570조의 ‘숨은 하자’의 해석상,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을 요하는 것으

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본의 논의 가운데, 표명·보증위반과 관련하

여 경과실인 매수인에 대해서까지 매도인의 책임배제를 인정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491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면서도 신의칙 등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악의중과실의 

경우에 매도인의 책임이 배제될 수 있다는 입장에, 潮見佳男(주 418), 22면. 손해담보

계약설을 취하면서도 신의칙 등 일반법리를 근거로 악의중과실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제하는 입장에, 靑山大樹(주 424),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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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의 학설과 거래실무는 대체로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을 배제하고, 매수인이 그 주관적 사정에 관계 없이 진술·보증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진술보증의 법적 성질

론을 통해 본 쟁점의 해결을 구하기보다는, 특히 진술ㆍ보증의 위험분배 및 

가격조정 기능 내지 그로부터 추단되는 당사자의 묵시적 합의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

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학설은 물론 판례도 ‘진술·보증의 위험분배 및 가격조정기능’을 중

요한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 매도인이 진술·보증을 함으로써, ‘진술·보증위반

으로 인한 모든 위험을 자신이 부담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기로 약정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분배의 기능이 진술·보증의 의사표시 자

체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앞서 진술·보증이 가지는 정보제공

기능 외에 나머지 기능들은 관련 계약적·법적 규율과 결부될 때 비로소 가지

게 되는 것들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492

 그렇기 때문에 영미에서도 (당사자

가 이에 관하여 미리 정하고 있지 않다면) ‘보증위반책임의 발생에 매수인의 

‘신뢰(reliance)’를 요구하느냐’에 관한 계약법의 원칙에 따라 관할 법원별로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대륙법계 민법에서도 매수인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매수인의 구제수단이 배제되는지 여부는 입법정책적 문제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매수인의 주관적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계약상 규율이나 법적 

규율을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보증에 위험분배와 같은 법적 기능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다. 종래 하급심 판결들이 ‘진술·보증의 위험

분배기능’이라는 같은 논거를 끌어들이면서도 매수인의 악의 문제에 관하여 

서로 상반된 결론에 이르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도, 그러한 시도

가 부당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학설과 하급심 판례 중 일부는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을 끌어

들여 그러한 ‘위험분배’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민법의 구체

적 규율들이 있으므로 그러한 법의 일반원칙에 앞서 그러한 규율들이 적용

                                          
492 제2장 제1절 II. 및 제2절 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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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셋째, 계약의 문언에 악의 매수인의 처리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임에도, 정함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든가, 계약체결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묵시적·보충적 의사해석을 통

해서 이 문제의 결론을 내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다. 치열하고 오랜 협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업인수계약의 특성상 묵시적·보충적 의사해석보다는 문언

의 해석이 중시되어야 하고, 문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임의규정

의 적용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넷째, 우리의 하급심 판결 가운데에서는 매수인이 실사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악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 인정의 근거로 설시한 것이 있는

데, 이는 영미나 독일에서 종래 ‘실사의 함정’문제로 다루어왔던 것이다. 493 

법이 악의 매수인의 구제를 제한하고 있다면 매수인이 불이익 여부를 따져 

스스로 실사여부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

것이 관련 법리를 배제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다섯째, 일부 하급심 판결들에서는 거래의 신속성이나 사후분쟁의 최소

화, 악의 입증 곤란의 문제 등을 들어 악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제할 

근거로 삼기도 한다. 그러나 민법은 각 매도인의 책임 별로 악의 매수인의 

문제에 관하여 이미 입법적 결단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민법이 악의 매수인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예컨대 채무불이행책임)에 

당사자들이 거래의 확실성이나 분쟁의 최소화를 위해 이를 배제할 필요를 

느낀다면, 이는 민법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이

다.494 

 

(2) 이 문제 역시 우리 민법의 규율들에 따라 해결할 문제이다. 매수인

이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라면, 계약체결 당시 매수

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에게 하자담

                                          
493 본 논문의 각주 28 (영미의 논의) 및 각주 195의 해당 본문(독일의 논의). 
494 예컨대 영미에서는 ‘anti-sandbagging’ 조항을 둠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이에 관

해서는 본 논문 각주 1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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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 그러나 악의의 매수인이

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

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물론 당사자들이 기업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다른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악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그 권리의 묵시적 포기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매수인이 진술·보증위반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권

리 포기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사정의 해석은 

엄격히 해야 할 것이다.495 

 

(3) 위 대법원 판결 역시 진술·보증의 기능(경제적 위험부담과 가격조정

기능)으로부터, 본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를 도출하고 있다. 그

러나 본 사안은, 악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여부에 관하여 계약서상 아무런 정

함이 없는 사안으로서, 우리 민법상의 진술·보증위반책임에 관한 규율들에 

따라 해결했어야 할 사안이다. 

다만, 본건에서 대법원은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판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판결로 볼 

수 있고, 496  진술보증위반으로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은 없다는 점에서, 매수인의 손해

배상청구를 인정한 대법원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497 

또한 대법원은 공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기하여 악의 매수인의 손해배

                                          
495 이러한 악의 매수인의 권리포기에 관해서는 전술한 제3장 제3절 II.1.(3)(가)(담보

책임의 경우), 2.(1)(채무불이행책임의 경우) 참조. 
496 김재형(주 454)도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에 관한 판시로 보고 있다. 본

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11조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라

고만 하고 있다. 
497 만약 본건에서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했다면, 

매수인이 당해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사실(행정법규 위반사실)을 계약체결 당시 알

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58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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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청구권의 행사를 부정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 사

안과 같이 기업들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결하는 기업인수계약에 있

어서는 특히 계약문언에 의한 해석을 중시하여야 할 것이다.498  명시적으로 

악의 매수인의 처리에 관해서 합의한 경우에 당사자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본 사안처럼 그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

들은 민법의 임의규정에 따르기로 하는 의사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의칙 

등에 의하여 법원이 이와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498 동 대법원 판결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

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78958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

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자칫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

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45410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1다66252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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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우리의 기업인수실무는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이래 지난 20년 간, 기업인수계약의 핵심적 내용인 ‘대상기업의 성상에 관한 

합의’를 함에 있어, 영미의 ‘진술·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조항’을 널

리 이용해 왔다. 영미의 기업인수거래에서 진술·보증은 기업인수시장의 ‘정

보 비대칭성’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필수적 기법

이다. 기업인수시장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가 보편화

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도 이러한 우리 실무의 태도는 지속되리라 예상된

다. 

그러나 진술·보증이 기업인수거래에서 가지는 이러한 경제적·기능적 측

면과 ‘진술·보증위반시 매수인의 구제’라는 법리적 측면은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진술·보증은 대륙법계 민법에 없는 이질적인 법개념으로서, 그 용어의 

이면에 내재된 영미의 법리들까지 수입된 것은 아니다. 영미에서라면 진술·

보증위반에 적용되는 커먼로의 법리를 통해서 매수인의 구제에 관한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상 기

재된 진술·보증조항의 해석만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법리를 도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영미의 법리는 계약위반책임(breach of contract)과 부실표시책

임(mispresentations)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것이어서, 당사자들이 영미의 관련 

법리에 상응하는 규율들을 스스로 창설하고 그러한 계약상 규율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리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 결과 우리의 영미식 기업인수계약

서상 진술·보증과 관련하여 현재 커다란 ‘법적 공백’이 우려되고 있고, 이에 

따른 기업인수거래의 법적 불확실성도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를 적절히 

규율할 수 있는 우리 법리의 규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기업인수계약은 기업을 목적물로 하는 매매이고, 기업의 성상에 관한 매

도인의 진술·보증이 위반되었다는 것은 그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의미

이다. 우리 민법상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은 주로 담보

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계약취소 등에 의하여 규율된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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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미식 기업인수계약서가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일견 영미의 진

술·보증위반의 법리와 상당히 달라 보이는 우리 민법상 규율들이 기업인수계

약에 적용되기에 적합한가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민법의 규정들과 종래의 법해석을 토대로 기업인수

계약에 적합한 해석론을 모색하고, 이를 미국·영국·독일·일본의 기업인수계약

법상 법리들과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 민법이 기업의 하자 문제와 

관련된 전형적인 법적 쟁점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영미 등 다른 나라들의 

법리에 비하여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인수시장의 특수한 사정

까지 고려할 수 있는 보다 적합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우

리 민법에는 기업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책임을 규율하기에 충분한 적합

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기업의 성상에 관한 합의를 진

술·보증의 방식으로 합의한 경우에도 이러한 민법의 규율들 내에서 진술·보

증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종래 우리의 학설과 판례는 진술·보증에 관하여 이러한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계약상 규율 및 신의칙 등 법의 일반원칙만 가지고 해결하

려 하거나, 이에 관한 독자적 법리를 창설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우리가 당면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이를 가중시킬 뿐이다. 

기업인수계약상 대상기업에 관한 진술·보증에 우리 민법을 적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실질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의 포괄적이고도 상세한 규율들이 적용됨으로써 현재의 ‘법적 

공백’ 우려가 크게 해소되고 이로써 기업인수거래의 법적 확실성 및 안정성

이 제고된다. 

둘째, 관련 민법규정들은 대부분 임의규정인바, 당사자들이 임의규정의 

적용을 받거나 합의를 통해 이를 배제·수정하는 방식으로 용이하게 거래의 

특성에 맞는 완성도 높은 계약상 규율에 이를 수 있다. 이로써 거래비용이 

절감되고 기업인수거래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셋째, 우리 민법의 규정들이 재판규범이 되어 관련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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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the parties can reach a much more sophisticated agreement on the remedies 

for the breach of R&W in an expedient and cost-saving way with using these civil law 

rules as default rules. 

Third, these civil law rules also aid the courts in establishing clearer rules and 

doctrines to apply in cases involving disputes by reason of breach of R&W in acquisition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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