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7

〈번역논문〉

獨逸의 債權法 改正 : 새로운 賣買法*

Claus-Wilhelm Canaris
**

金 載 亨 譯***

1)

여기 유명한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할 수 있게 되어 아주 큰 기쁨이자 

광으로 생각한다. 여러분의 초청과 친절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한다. 이 만남

을 주선하고 강연원고를 번역해준 김 교수에게 특히 감사한다.
이 강연은 독일의 매매법 개정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이 개정의 경과에 관

하여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에, 새로운 매매법의 가장 중요한 기본사상을 개관

할 것이다. 이 강연의 중점이자 주요부분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의 취급인데, 그 

구성요건 및 법률효과에 관하여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그리고 나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이 규율하고 있는 특별 규정에 관하여 다룰 것이다. 마

지막으로 개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을 요약할 것이다.

Ⅰ. 獨逸 債權法 改正의 經過1)

독일 채권법의 개정은 1979년 학문적 鑑定意見을 작성하면서 시작되었다.2) 

* 이 논문은 카나리스 교수가 2002년 9월 26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Die 
Reform des deutschen Schuldrechts: das neue Kaufrecht”라는 제목으로 한 강연원고(법
학21연구단의 제40차 Foreign Authority Forum)로서, 강연 후에 각주 등을 보완하 다.

**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1) Canaris (Herausgeber), Schuldrechtsmodernisierung 2002, 2002, S.Ⅸ-Ⅺ에서 필
자는 성립사를 좀더 상세하게 서술하 다. 또한 성립사에 관해서는 가령 Lorenz/Riehm, 
Lehrbuch zum neuen Schuldrecht, 2002, Rn. 1 ff.; Palandt/Heinrichs, 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s, Ergänzungsband zu Palandt, BGB, 61. Aufl. 2002, 
Einleitung, Rn. 1 ff. 참조.

2) Bundesminister der Justiz (Hrsg.), Gutachten und Vorschläge zur Überarbeitung 
des Schuldrechts, Bd. I-III, 1981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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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독일 연방법무부는 학자와 실무가로 구성된 債權法改正委員會를 구성

하 다. 이 위원회는 입법제안을 이유와 함께 작성하 고, 이 제안은 1991년에 

출판되었다.3) 그렇지만 개정이 바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유럽공동체

는 매매계약의 경우에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指針(Richtlinie)을 공포하겠다고 

예고했고, 독일 연방법무부는 이 지침을 기다리고자 했기 때문이다.

개정작업에서는 처음부터 세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消滅時效法, 一般 
給付障碍法(allgemeines Leistungsstrungsrecht; 우리 나라의 債務不履行法에 해

당함: 역주)과 賣買法이 그것이다. 위에서 본 지침이 1999년에 효력을 발생했

을 때,4) 독일 연방법무부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다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는 독일에서 이른바 “小解決(kleine Lösung)”의 

방법으로 위 지침을 국내법에 수용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이는 매매의 경우에

만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도입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 과제를 원래의 개정작업을 계속 수행하면서 동시에 “大解決(große 

Lösung)”의 방법으로 매매법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법과 일반 급부장애법을 개

정할 계기로 삼는 것이었다.

독일 연방법무부는 두 번째 방법을 채택하기로 결정하 다. 이에 따라서 연

방법무부는 초안을 제출하 는데, 일반 급부장애법에서는 1991년의 채권법 개

정을 위한 위원회의 제안을 거의 그대로 따랐고, 매매법에서도 유럽 연합의 
지침과 합치할 수 있는 한도에서 이 위원회의 제안을 따랐다. 위 지침은 유럽

공동체법 입법의 특수한 장치이다. 지침은 그에 포함된 규정이 원칙적으로 유

럽공동체의 시민과 기업을 위하여, 그리고 이들에 대하여 직접 적용되지 않는

다는 특색이 있다. 오히려 지침은 단지 공동체의 개별 회원국에게, 그에 상응

하는 규범을 각각의 국내법에 수용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때 회원국들은 

어느 정도 형성의 여지를 갖고 있어서, 지침의 내용을 국내법에 도입하고 이
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독일 연방법무부의 초안은 독일 법학계에서 매우 심한 비판에 부딪쳤다.5) 

3) Bundesminister der Justiz (Hrsg.), Abschlußbericht der Kommission zur Überar-
beitung des Schuldrechts, 1992.

4) Richtlinie 1999/44/EG vom 25.5.1999 zu bestimmten Aspekten des Verbrauchs  
güterkaufs und der Garantien für Verbrauchsgüter(소비재매매지침), ABl. EG Nr. L 
171/12 v. 7.7.1999.

5) 우선 Ernst/Zimmermann (Herausgeber), Zivilrechtswissenschaft und Schuld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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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무부는 급부장애법을 위하여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 는데, 이 위원회

는 학자와 실무가로 구성되었고 나 자신도 그 위원회에 속했다. 이 위원회는 

연방법무부의 초안을 매우 광범위하게 변경할 것을 제안했는데, 연방법무부는 

이를 받아들 고 독일 연방의회는 이를 거의 그대로 법률로 의결했다. 나는 

어제 연세대에서 일반 급부장애법에 관하여 강연을 했기 때문에,＊6)이 부분은 

오늘 강연의 대상이 아니고 나는 새로운 매매법의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한도

에서만 이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별도의 위원회가 매매법에 관하여 심의하

는데, 이 위원회는 독일 연방법무부 및 독일 각주의 법무부의 공무원, 실무

계의 대표자와 몇몇 학자들로 구성되었고, 그 중에는 나 자신도 속해 있었다. 

그렇지만 일반 급부장애법에서와는 달리, 매매법에서는 위원회가 아니라, 독일 

연방법무부가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2002년 1월 1일에 채권법 개정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었는데, 이로써 독일민법전은 소멸시효법, 일반 급부장애법과 매
매 및 도급법에서 변경되었다.

Ⅱ. 賣買契約法의 새로운 규율의 주요경향

매매계약법의 새로운 규율에는 두 가지 주요한 특징적인 경향이 있다. 첫째

는 매매목적물의 瑕疵에 대한 종전의 특별 규정을 가능한 한 삭제하고 ―마

찬가지로 개정된― 일반 급부장애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이를 대체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입법기술상 매매법에서 일반 급부장애법을 광범위하게 

준용하는 데에서 표현되어 있다(독일 민법 제437조). 그 결과 무엇보다도 다음

과 같은 내용이 바뀌었다. 즉, 담보책임상의 해제(Wandelung)가 없어지고 완전

히 해제법(Rücktrittsrecht)에 통합되었으며,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

도 더 이상 매매법의 특별규정이 아니라 급부장애법의 일반 규정(독일 민법 

제280조 이하, 제311a조 제2항)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었다. 물론 물건의 하자
에 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일반 급부장애법에 완전히 통합시

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감액에 관한 매수인의 권리(이는 일

반 급부장애법 하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와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수인의 권

reform, 2001에 수록된 논문들 참조.
＊(역주) 이 강연문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간되는 法學硏究 제12권 3호에 

수록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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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구제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에서 나타난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하여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두 번째 주요경향은 유럽공동체 지침에 포함된 규정을 매수인이 소비자인 

경우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지침의 수용을 위하여 충분했을 

것이다―, 그것을 모든 종류의 매매계약에 확장한 점에 있다. 따라서 본래 소

비자와의 계약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지침의 해결방안은 현재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특히 상사매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지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

한 것이라면, 소비자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아주 적은 부가적인 규정들만을 

특별규정으로 도입함으로써 충분했을 것이다.

Ⅲ. 賣買目的物의 瑕疵로 인한 請求權의 要件

이제 강연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법적 취급에 관
한 규정을 다루도록 하겠다.

1. 독일 민법 제433조 제1항에 따른 瑕疵 없는 物件에 대한 買受人의 

請求權

독일 민법 제433조 제1항 제2문은 이제 ―종전과는 달리― 매도인은 매수

인에게 물건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가 없는 물건을 이전(공여; verschaffen)하
여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지침의 규정에 상응하는 

것이고, 종류매매에 대하여는 종전 법상황과 동일하지만, 특정물매매에 대하여

는 새로운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률은 위 두 유형의 매매를 구별하지 

않는데, 이와 같은 구별은 종전에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에 관하여 독

일의 법체계에 특징적인 것이었다. 이 점에서 본질적으로 개선되었다. 왜냐하

면 종류매매가 실제로 훨씬 더 중요하므로, 특정물매매에 관한 규정이 종류매
매에 관한 규정과 비교하여 전면에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는 매매법을 일반 급부장애법과 결합하기 

위한 기초이다. 일반 급부장애법은 義務違反(Pflichtverletzung)이라는 범주에 기

초를 두고 있는데, 이는 독일 민법 제280조에 따른 채권관계에 기한 모든 손

해배상청구권의 근거이고 또한 제323조에 따른 해제권을 성립시키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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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전 독일법은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하자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큰 난

점이 있었다. 독일의 개정전 민법 제306조에 의하면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그 목적물에 제거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매

계약은 원래 무효이어야 하는 것처럼 보 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수설은 특

정물매매에서 매도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급부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출구

를 찾았다.6) 이때 진품이라고 매도된 그림이 위조되었거나, 사고를 당한 적이 
없다고 하여 매도된 자동차가 실제로 큰 사고를 당했던 경우와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 생각했다. 이러한 난점이 이제 없어졌다. 왜냐하면 독일 민법 제306조

가 폐지되었고 原始的 客觀的 不能은 계약의 유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독

일 민법 제311a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도 

그러한 경우에 하자 없는 물건을 급부할 의무는 없다. 그 이행은 분명 불능일 

것이고 따라서 독일 민법 제275조에 따라서 목적물의 급부의무가 없기 때문이
다.7) 그렇지만 이제는 계약을 유효하다고 함으로써 종전에 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청구권에 대한 근거를 구성하는 데 발생하는 어려움이 없어졌다.

2. 權利의 瑕疵와 物件의 瑕疵의 원칙적인 동등 취급

종전에는 특정물매매와 종류매매를 구별한 점 이외에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를 구별하는 것이 독일 매매계약법에 특징적인 점이었다. 비록 새로운 규

율 하에서도 이것이 남김없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실질적인 의미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제 매매의 경우 담보책임법이 일

반 급부장애법에 가능한 한 통합되었고 매도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급부할 의

무가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예컨대 제3자 소유인 물건을 매도하고, 물건

을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한 제3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더 이상 

종전과 같이 매매법상의 특별규정(독일의 舊民法 제440조)이 아니라, 오히려 

원시적 주관적 불능에 관한 독일 민법 제311a조 제2항의 일반 규정이 적용되
는데, 매도인은 목적물이 제3자의 소유라는 것을 알았거나 그 부지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급부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6) 다만 Larenz, Schuldrecht Ⅱ/1, 13. Aufl. 1986, § 41 Ⅱ e = S.67f. mit Nachweisen 
참조.

7) 이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Canaris, “Die Reform des Rechts der Leistungs      
 störungen,” JZ 2001, 499, 506; Lorenz/Riehm aaO(Fn. 1) Rn. 302, 514 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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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일 민법 제434조에 의한 物件의 瑕疵 개념

독일 민법 제434조에서 물건의 하자의 개념은 지침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법률은 이를 세 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물건의 상태가 당사자들이 그 성

상에 관하여 합의하 던 것과 다른지 여부가 중요하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계약상 전제하고 있는 용도에 물건이 적합하지 않다면, 물

건의 하자가 인정된다. 그러한 계약상의 전제도 없으면, 통상적인 용도에 대한 

적합성이 표준이 된다.
 내용적으로 이 점에서는 종전 법상황을 본질적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미 종전에 판례와 통설에 의하여 형성된 이른바 主觀的 瑕疵槪念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다.8) 이론적으로 본질적으로 물건의 성상에 관한 합의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계약에서 전제한 용도 내지 통상적인 용도에 

적합한지 여부가 해석을 하는데 보조적 기준으로 기능한다.9)

지침의 관련 규정에 기하여 독일민법 제434조는, 매도인이 합의된 내용에 
맞지 않게 조립을 한 경우 또는 조립에 관한 설명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물

건의 하자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내 견해로는 그것은 이미 주관적 하자개

념에서 도출되는 것이므로, 원래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는 없었다. 그

러나 유럽법원은 지침을 가능한 한 국내법에 명확하게 수용할 것을 요청했

다.10) 그리하여 독일의 입법자는 여기에서 지침을 이른바 그대로 복사하다시

피 하여 독일 민법전의 표현방식과 달리 구체적인 특별규정 ―그 해결책이 

실제로 자명한― 을 두어 상세하게 규율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지침을 완전하고 구체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은, 그 결과로서 독일 

민법 제434조에서 제조자의 공적인 표현이 ―특히 그의 광고에서― 물건의 

하자를 인정하는 데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하도록 하 다. 

이에 의하면 그와 같은 표현에 따라 매수인이 기대할 수 있는 성질도 원칙적

으로 물건의 하자의 기준이 되는 性狀에 속한다. 이것은 물론 매도인이 제조
자의 표현을 알지 못했고 또한 알았어야 하지도 않았던 경우 또는 그 표현이 

8) 이에 관하여는 가령 Soergel/Huber, 12. Aufl. 1991, Vor § 459 Rn. 20 ff.;    
MünchKomm./Westermann, 3. Aufl. 1995, § 459 Rn.8 ff.참조.

9) 상세한 것은 Canaris, “Die Neuregelung des Leistungssötrungs- und des 
Kaufrechts,” in Karlsruher Forum 2002, 2002, S.5, 57ff. 참조.

10) 예컨대 EuGH, Slg. 1991, I-2607, Rn. 28 ff.(TA Luf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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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시에 동등한 방식으로 정정되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독일 연방대법원은 독일 민법 개정전에 이미 예컨대 제조자의 설명

서가 계약체결의 기초 다면, 휘발유의 연비에 관한 제조자의 잘못된 주장에 

대하여 자동차의 매도인이 물건의 하자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한

다고 판결했다.11)

4. 잘못된 引渡와 物件의 瑕疵에 관하여 독일 민법 제434조 제3항에 

따른 동등 취급

매도인이 이행해야 할 물건과 다른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물

건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러한 잘못된 인도와 하자를 구별하

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가령 매도인이 바닥에 까는 물건(타일)을 인도하

는데, 계약 체결시에 기초가 된 견본과는 그 색깔이 다소 다른 경우를 생각
해보자. 위 물건이 예를 들면 회록색(graugrün) 대신 녹회색(grüngrau)이라면, 

이는 물건의 하자인가 아니면 잘못된 물건의 인도인가? 상사매매에 대하여 종

전에 이미 독일 상법에서는 이행해야 할 물건과는 다른 물건을 인도하는 것은 

하자와 동일시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독일 舊商法 제378조). 그렇지만 

독일 민법 하에서도 마찬가지인지는 다투어지고 있었다.12) 입법자는 그 문제

를 끄집어내어 독일 민법 제434조 제3항에서 이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규정하
다.

그것은 실제 중요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독일 민법 제438조

에 따라 물건의 하자로 인한 권리구제가 단기의 특별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

이다. 따라서 잘못된 인도를 물건의 하자와 동일시하는 경우에 주의가 요구된

다. 중고자동차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BMW 상표의 자동차 대신 Mercedes 

상표의 자동차를 인도한 경우에, 독일의 몇몇 학설과는 반대로 독일 민법 제
434조에 대한 제한해석에 기하여 잘못된 인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

고 생각한다.13) 왜냐하면 이 경우에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시도조차 없다고 

11) BGHZ 132, 55, 60 ff.; 136, 94, 96 f. 참조.
12) 독일 연방대법원은 이를 부정하 다. 예컨대 BGHZ 115, 286, 295 f. mit 

weiteren Nachweisen aus der Rechtsprechung 참조. 학설은 대체로 이를 긍정하고 있다. 
예컨대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Bd Ⅱ/1, 13. Aufl. 1986, S.80; Canaris, 
Handelsrecht, 23. Aufl. 2000, § 31 Rn. 49 mit weiteren Nachweise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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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고, 따라서 매도인에게 物件瑕疵法상의 이점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

이다.

여기서 나아가 내 견해에 따르면 특정물매매의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잘못된 

인도와 물건의 하자를 동일시할 수 없을 것이다.14) 이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

와 잘못된 인도를 구별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고, 따라서 독일 민법 제434

조 제3항에서 이를 동일시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매도인이 매수
인에게 예를 들면 매도된 금반지 대신 실수로 단지 금도금한 비슷한 반지를 

인도하면, 비록 오히려 순수하게 사실적 관점에서는 두 반지를 혼동할 위험이 

있지만, 법적 관점에서는 이 경우에는 잘못된 물건이 인도된 것이며 가령 하

자 있는 물건이 인도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 의문이 있을 수 없다. 즉, 이 범

위에서 가령 바닥에 까는 물건이 회록색 대신 녹회색인 예와는 완전히 사정이 

다르다. 그리하여 내 견해로는 위에서 든 사례에서 매수인은 ―더 약한― 물
건의 하자로 인한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여전히 금반지의 인도에 대하여 원래

의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는 독일 민법 제438조의 단기의 소멸시

효기간이 아니라 독일 민법 제195조의 통상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Ⅳ. 瑕疵로 인한 權利救濟手段

이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주어진 권리구제수단을 다루도록 하겠다.

1. 독일 민법 제439조에 따른 追完請求權

먼저 매수인은 추완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독일 민법 제439조 제1항). 이 청

구권은 선택적으로 하자의 제거 또는 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를 목표로 한다. 

이는 독일 매매법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것이다. 종전에 이미 도급계약에서 하

자제거청구권을, 종류매매에서 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인정하 지만, 

각각 두 청구권 중 하나만 인정되었고 두 청구권이 선택적인 것은 아니었다. 
특정물매매의 경우에는 하자제거에 대한 법률상의 청구권조차 없었고, 이것은 

13) 상세한 것은 Canaris, Karlsruher Forum(Fn. 9) S.66ff. 참조. 다른 견해로는 
Grunewald, Bürgerliches Recht, 5. Aufl. 2002, § 15 Rn. 3.

14) 상세한 것은 Canaris, Karlsruher Forum 2002(Fn. 9) S.68ff. 참조. 다른 견해로
는 Lorenz/ Riehm aaO(Fn. 1) Rn.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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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종전의 독일법에서 ―앞서 설명했듯이―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에 

관하여 매도인의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인했던 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일반 거

래약관에 매우 빈번하게 하자의 제거와 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에 관한 규정들

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추완청구권을 도입한 것은 사실상 실행되고 있는 법상

황보다는 오히려 법률적인 출발점을 변경한 것이었다.

하자의 제거 또는 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를 선택할 권리가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에게 속한다는 것이 항상 타당한 것은 아니다. 두 종류 중 어떤 것이 

더 쉽게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와 비용이 덜 들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종종 

매도인은 매수인보다 훨씬 더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법률이 선택권을 매수인에게 준 것은, 우선 지침에서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입법자가 여기에서도 이 지침을 따르고자 했다는 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내 견해에 의하면 그로부터 매수인이 소비자가 아닌 경우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상사매매의 경우에― 일반거래약관에서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선

택권을 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15)

물론 법률은 매수인이 선택한 추완방식이 과도한 비용으로만 가능한 경우에

는 매도인에게 이를 거부할 권리를 줌으로써(독일 민법 제439조 제3항), 매수

인에게 우선적으로 선택권을 준 것을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긍

정되어야 할지는 먼저 매수인의 이익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특히 매수인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없이 다른 방식의 추완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있다. 

여기에서 나아가 매수인은 두 가지 추완방식이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모두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내가 어제 강연했던 독일 민법 제

275조 제2항에 의한 것과 유사한 법상황이 관련되지만, 매매법상의 규정은 이 

경우에 채무자의 비용과 채권자의 이익 사이의 불균형이 “현저할” 필요가 없

다는 점에서 완화되어 있다(독일 민법 제439조 제3항).16)

2. 독일 민법 제437조 제2호, 제323조에 따른 解除權

추완이 행해지지 않으면,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Rücktritt)할 권리

15) 상세한 것은 Canaris, Schuldrechtsmodernisierung 2002(Fn. 1) S.XXXIVf. 참조.
16) Lorenz/Riehm aaO(Fn. 1), Rn. 511; Anwaltskommentar zum neuen Schuldrecht/ 

Büdenbender, 2002, § 439 Rn. 7 f. mit Fn. 6. 다른 견해로는 Palandt/Putzo, 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s, § 439 Rn.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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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다. 계약의 해제는 개정 전의 독일 민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담보책임상의 

해제(Wandelung) 청구권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것은 매매

법이 아니라 일반 급부장애법에서 규율되고 있기 때문에, 매매법에서는 단순히 

해제에 관한 일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독일 민법 제437조 제2호, 제323조).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은, 우선 매수인이 해제하려면 먼저 매도인에게 추

완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독일 민법 제323조 제
1항).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선택에 따라서― 하자를 제거하거나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유지할 기회를 갖는다. 개정 전의 법에 

의하면 매도인은 특정물매매에서도 종류매매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갖지 못

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독일법의 중대한 결함으로 여겨졌다.17) 물론 이에 관

해서도 그 법률적 상태는 종전에 이미 매도인에게 추완에 관한 가능성을 부여

하는 일반거래약관조항에 의하여 보정되었다. 따라서 이 개정도 언뜻 눈에 띄
는 것보다는 덜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많은 경우에 대해서 단지 실

정법을 이미 종전에 실행되고 있는 법과 일치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완은 원칙적으로 해제에 우선하고 따라서 해제는 보충적

으로만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야 한다.

3. 독일 민법 제441조에 따른 減額權

매수인은 해제에 갈음하여 감액(Minderung)도 선택할 수 있고, 따라서 매매
대금을 감액할 수도 있다. 개정 전의 법에서 이미 그러했고, 이것은 감액을 규

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 급부장애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액을 규

정하고 있는 매매법에서 나온 것이다(독일 민법 제441조).

물론 감액도 원칙적으로 추완에 대하여 보충적이라는 점은 새로운 규정이

다. 감액은 법률문언에 따르면 단지 “해제에 갈음하여” 인정되고, 따라서 해제

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미리 추완을 위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

으나 그 기간이 경과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독일 민법 제323조 제1항). 그렇지

만 그 한도에서 감액도 일반 급부장애법과 관련된다. 또한 감액은 개정전의 

법과 달리 더 이상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새로운 

것이다. 그 근거는, 감액이 지금 더 이상 담보책임상의 해제(Wandelung) 청구

17) 이에 관하여는 Soergel/Huber aaO(Fn. 8), Vor § 459 Rn. 15 ff. mit weiteren 
Nachweise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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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과 나란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의문의 여지없이 형성권인 해제권과 

나란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구성의 변경으로 말

미암아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차이가 생길 수는 없을 것이다.

4. 독일 민법 제437조 제3호, 제280조 이하, 제311a조에 따른 給付에 

갈음하는 損害賠償請求權

매도인이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해제하거나 감액을 

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또는 부가적으로(독일 민법 제

325조 참조)― 급부에 갈음하는 손해배상(Schadensersatz statt der Leistung)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것도 매매법 자체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급

부장애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데서 나온다(독일 민법 제437조 제3호, 제

280조 이하, 제311a조 제2항). 그리하여 체계적, 법기술적 관점에서 여기에서
도 ―일반 해제에 의하여 담보책임상의 해제를 대체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종전의 하자담보책임법에 대한 특별한 취급을 없애고 일반 급부장

애법의 적용에 의하여 대체하려는 경향이 실현된다.

내용적으로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매매법

의 개정을 초래하 던 것이다. 종전의 매매법에 의하면 매도인은, 그가 특정한 

성질의 존재에 대하여 보증을 했거나 사기적으로 침묵했던 경우에만, 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지금 지칭하는 바와 같이― 급부에 갈음하는 손

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이 있었다(독일의 구민법 제463조). 이 점에서 매도인에

게 특권이 있었다. 일반 급부장애법에 의하면 매도인은, 독일 민법 제276조에

서 나오는 것처럼, 악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고, 또한 

도급계약법과 임대차법에 의하면 채무자는 종전에 이미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에는 악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개정
은 이러한 관점에서, 단지 역사적으로, 즉 로마법적 뿌리에 기해서만 설명될 

수 있을 뿐이고 납득할만한 적절한 근거가 없는 특색을 제거한 것이다.18) 나

아가 법률의 이러한 개정은 유럽공동체 지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지

침에서는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국

18) 예컨대 Soergel/Huber aaO(Fn. 8), Vor § 459 Rn. 38 ff.; Larenz, aaO(Fn. 6), §
41 Ⅱ e = S.70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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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법의 입법자가 그 한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도인이 언제 하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는지,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이 있

는지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채무자가 고의와 과실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는 한도에서는 독일 민법 제276조 제1항 제1문의 원칙에서 출발해

야 한다. 언제 과실이 존재하는지는 매도인에게 어떠한 의무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19) 공장에서 새로 제작되고 원상태로 포장되어 있는 물건의 매도인은, 그
가 동시에 제조자가 아닌 경우에는 통상 그 물건을 검사할 의무가 없다. 따라

서 매도인은 제조자의 어떤 귀책사유에 대해서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매도인

에게 특별한 의무가 없고, 제조자가 그의 이행보조자(독일 민법 제278조의 의

미에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매도인이 동시에 제조자인 경우에, 

일련의 의무에 관하여 제조자의 필요한 주의의무에 따르는 기준을 토대로 정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종류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귀책사유
와 관계없이 책임을 진다.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공여할 수 있는 계약의 전

형적인 의미에 따르면 매도인이 위험을 인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도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이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독일 민법 제433조 제1항), 그의 

위험은, 적어도 추완의 범위에서, 즉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정해준 상당한 기간 

내에, 매도인이 하자 없는 물건을 이전하는 것에도 미친다.20)

여기에서 나아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매도인이 물건의 상태에 관하여 여러 

방식의 보증을 자유롭게 인수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에 관해서도 새

로운 매매법은 몇몇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내용적으로 풍부하지 

못하고 일부 표현방식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겠다.

5. 독일 민법 제438조에 따른 瑕疵請求權의 特別消滅時效

새로운 매매법의 가장 중요한 규정 중의 하나는 하자로 인한 매수인의 청구

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것이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통상소멸시효기간은 3년이

고(독일 민법 제195조) 채권자가 청구권을 발생시킨 사정과 채무자가 누구인

19) 이에 관하여는 가령 Anwaltskommentar zum neuen Schuldrecht/Dauner-Lieb, 
2002, § 280 Rn. 26; Huber/Faust, Schuldrechtsmodernisierung, 2002, Kap. 13 Rn. 110 
ff. 참조.

20) 좀더 상세한 것은 Canaris, Karlsruher Forum 2002(Fn. 9) S.42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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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알았어야 했을 때 소멸시효기간이 진

행하기 시작한다(독일 민법 제199조 제1항). 이 해결방안을 “主觀的” 體系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수인의 권리구제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단지 2년이고, 그 기간이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하

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부터 비로소 진행하는 것이 아니

라, 이와 완전히 무관하게 물건을 인도받은 때부터 이미 진행한다(독일 민법 
제438조). 그리하여 이 경우에는 “客觀的 體系”가 적용된다.

따라서 소멸시효법에서는 매도인에게 명백한 특권을 주고 있다. 그 실질적 

근거는 여러 관점이 복잡하게 경합하고 있다.21) 무엇보다도 매도인이 물건을 

급부함으로써 항상 ―비록 하자로 인하여 실패했을지라도― 이행하려고 시도

했고 매수인은 그 물건을 하자 있는 것으로 거절했다는 점이 본질적인 것이

다. 그 점으로부터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종국적으로 이행되었고, 매도인이 매
매계약으로부터 더 이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매

도인이 신뢰하게 된 근거가 나온다. 인도 시부터는 매수인이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가된다. 이로써 매수인은 한편으로는 이전보다 하자를 발견할 

훨씬 나은 기회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그가 

물건을 취급함으로써 비로소 하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매

도인이 종종 직업적으로 행동하고, 따라서 특히 대량생산의 경우에 많은 거래
를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매도인은 그의 조직체와 계산서류에

서 너무 길지 않은 기간의 경과 후에는 매매계약을 확정적인 것으로 처리해야 

할 정당한 필요가 있다. 그밖에 물론 대부분의 외국 법질서도 하자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단기의 “객관적인” 기간을 정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역

할을 한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소비재매매지침이 단지 2년의 “객관적인” 

소멸시효기간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하여. 입법자가 좀더 긴 기간을 부
과하 더라면 독일 경제계에 중대한 경쟁상의 불이익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단기 소멸시효기간은 단지 특별한 하자청구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이 도출된다. 이것은 법률의 명문에도 부합한다. 그리하여 단기 

소멸시효기간은 가령 경합적으로 적용되는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권에는 유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22) 따라서 예를 들면 매매목적물에 매도인에게 책임 있

21) 이하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Canaris, Karlsruher Forum 2002(Fn. 9) S.91ff. 참조.
22) 상세한 것은 Canaris, Karlsruher Forum 2002(Fn. 9) S.96ff 참조. 이 견해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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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자가 있어서 그 인도 후 3년이 지나 폭발이 발생하고 이로 말미암아 매

수인의 공장이 파손되고 그의 건강이 침해된 경우에, 물건의 하자와 그 결과

로 인한 계약상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그와 함께 발생하는 불법

행위청구권에 대하여는 통상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간의 진행은 빨라야 

그 폭발과 동시에 시작한다.

Ⅴ. 消費者의 保護를 위한 특별 규정

처음에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공동체의 지침은 단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입법자는 이것을 모든 매매법 규정에 

대한 기초로 삼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규정은 매우 적은 조

항뿐이다(즉 독일 민법 제474조에서 제479조까지). 이 경우에 누가 소비자인지

는 매매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법 개정과 무관하게― 독일 
민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의 업활동 또는 

독립적 직업활동에 속하지 않는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모든 사람이다.

지침의 규정에 기하여 소비자와의 계약에서 매매법의 중요한 규정과 달리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독일 민법 제475조). 따라서 이것은 강행법

규이고 ―특히 일반거래약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교섭을 한 이

른바 개별합의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이 점에서 계약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
는 것인데, 이러한 제한은 독일법에 내재하 던 것이 아니고 원래 프랑스 법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독일이 유럽공동체내에서 法의 同化(Angleichung 

des Rechts)를 위하여 받아들여야 했다.23)

나아가 소비자를 위한 특별규정 중에서 무엇보다도 독일 민법 제476조의 규

정은 강조할 가치가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물건의 인도 후 6개월 내에 하자

가 드러나면 인도시에 이미 물건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소
비자를 위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한 것이다. 이에 관한 일반규정에 의하면 원래

는 처음부터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매수인이 입증하여야 했을 것이기 

과적으로 통설과 같게 된다. 가령 Lorenz/Riehm(Fn. 1) Rn. 555, 581; Palandt/Putzo, 
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s, § 438 Rn. 3 참조. 다른 견해로는 
Mansel/Budzikiewicz, Das neue Verjhrungsrecht, 2002, § 5 Rn. 138 ff.

23) 좀더 상세한 것은 Canaris, Schuldrechtsmodernisierung 2002(Fn. 1) S.XXIX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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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24)

Ⅵ. 結論

소비자의 보호에 관하여 더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겠다. 결론으로 지금까지 

한 강연을 요약하고자 한다.

매매법의 개정은 매매법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고 내용적으로 개선하

는 데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그리하여 특정물매매와 종류매매 사이의 구별, 

권리 및 물건의 하자 사이의 구별은 근본적인 의미를 상실했다. 이로써 많은 

불필요한 細分化와 評價矛盾이 없어졌다. 매수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에 대한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일반 급부장애법으로의 다리가 놓여졌다. 이 청구권은 

중심적인 문제에서 종전의 매매법의 특별규정을 대체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담보책임상의 해제(Wandelung)를 없애고 해제(Rücktritt)로 대체한 것과 급부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매도인의 책임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 손해배상책임도 이제 일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고 따라서 악의의 경우뿐

만 아니라 과실의 경우에도 발생한다. 한편으로는 매수인은 추완청구권을 갖

고 다른 한편으로는 매도인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추완에 대한 기회가 주어진 

것도 진보한 점이다.

나아가 새로운 매매법의 본질적인 장점은, 매매법이 유럽연합의 지침을 소
비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에 대한 일반적 모델로 선택한 점에 있다

고 생각한다. 공통적인 유럽의 매매법, 그야말로 공통적인 유럽채권법은 매매

에서 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지침 위에서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독

일 매매법은 이 발전을 선취하고 따라서 유럽계약법의 통일화에 중대한 향

을 미칠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다.

24) 상세한 것은 Lorenz/Riehm aaO(Fn. 1) Rn. 587; Palandt/Putzo, Gesetz zur 
Modernisierung des Schuldrechts, § 476 Rn. 8 ff.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