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Part I. Sphere of application and general provisions 
Chapter II. GENERAL PROVISIONS 

Article 8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statements made by and other conduct of a party are t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his intent where the other party knew or could not have been unaware what that intent was.  

 

(2) If the preceding paragraph is not applicable, statements made by and other conduct of a party are t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understanding that a reasonable person of the same kind as the other party 

would have had in the same circumstances. 

 

(3) In determining the intent of a party or the understanding a reasonable person would have had, due 

consideration is to be given to all relevant circumstances of the case including the negotiations, any 

practices which the parties have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usages and any subsequent conduct 

of the parties. 

 

Article 9 

 

(1) The parties are bound by any usage to which they have agreed and by any practices which they have 

established between themselves.  

 

(2) The parties are considered, unless otherwise agreed, to have impliedly made applicable to their contract or 

its formation a usage of which the parties knew or ought to have known and which in international 

trade is widely known to, and regularly observed by, parties to contracts of the type involved in the 

particular trade concerned. 

 

 

제 1편 적용범위와 총칙 

제 2장 총 칙 

제 8조  

 

(1) 이 협약의 적용상,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2)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하였을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3) 당사자의 의도 또는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하였을 바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교섭,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 관행 및 당사자의 후속 행위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 9 조  
 

(1) 당사자는 합의한 관행과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에 구속된다.  

 

(2)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관행으로서 국제거래에서 당해 거래와 

동종의 계약을 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은 당사자의 

계약 또는 그 성립에 묵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Part III. Sale of goods 

Chapter II. OBLIGATIONS OF THE SELLER 

Section II. Conformity of the goods and third-party claims 
 

Article 38 

 

(1) The buyer must examine the goods, or cause them to be examined, within as short a period as is practicable 

in the circumstances.  

 

(2) If the contract involves carriage of the goods, examination may be deferred until after the goods have 

arrived at their destination.  

 

(3) If the goods are redirected in transit or redispatched by the buyer without a reasonable opportunity for 

examination by him and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seller knew or ought to have 

known of the possibility of such redirection or redispatch, examination may be deferred until after the 

goods have arrived at the new destination. 

 

Article 39 

 

(1) The buyer loses the right to rely on a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if he does not give notice to the seller 

specifying the nature of the lack of conformity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he has discovered it or 

ought to have discovered it. 

 

(2) In any event, the buyer loses the right to rely on a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if he does not give the 

seller notice thereof at the latest within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goods were 

actually handed over to the buyer, unless this time limit is inconsistent with a contractual period of 

guarantee.  

 

제3편 물품의 매매 

제 2 장 매도인의 의무 

제 2 절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제 38 조  

 

(1) 매수인은 그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3) 매수인이 검사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운송 중에 물품의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물품을 전송(轉送)하고, 매도인이 계약 체결시에 그 변경 또는 전송의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제 39조   

 

(1)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2) 매수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현실로 교부된 날부터 늦어도 2년 내에 매도인에게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다만, 이 기간제한이 

계약상의 보증기간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Part III. Sale of goods 

Chapter II. OBLIGATIONS OF THE SELLER 

Section III.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Article 45 

 

(1) If the seller fails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the buyer may: 

(a) exercise the rights provided in articles 46 to 52; 

(b) claim damages as provided in articles 74 to 77.  

 

Article 50 

 

If the goods do not conform with the contract and whether or not the price has already been paid, the buyer may 

reduce the price in the same proportion as the value that the goods actually delivered had at the time of the 

delivery bears to the value that conforming goods would have had at that time. However, if the seller remedies any 

failure to perform his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7 or article 48 or if the buyer refuses to accept 

performance by the seller in accordance with those articles, the buyer may not reduce the price. 

 

 

 

 

제3편 물품의 매매 

제 2 장 매도인의 의무 

제 3 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제 45조  
 

(1) 매도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제46조 내지 제52조에서 정한 권리의 행사  

(나) 제74조 내지 제77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청구 

 

제 50조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현실로 인도된 물품이 인도 

시에 가지고 있던 가액이 계약에 적합한 물품이 그때에 가지고 있었을 가액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제37조나 제48조에 따라 의무의 불이행을 치유하거나 

매수인이 동 조항에 따라 매도인의 이행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Part III. Sale of goods 

Chapter V. PROVISIONS COMMON TO THE OBLIGATIONS OF  
THE SELLER AND OF THE BUYER 

Section II. Damages 
 

Article 74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by one party consist of a sum equal to the loss, including loss of profit, suffered 

by the other party as a consequence of the breach. Such damages may not exceed the loss which the party in 

breach foresaw or ought to have foreseen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n the light of the facts and 

matters of which he then knew or ought to have known, as a possible consequence of the breach of contract.  
 

 

제3편 물품의 매매 

제 5 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제 2 절 손해배상액 
 

제 74 조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한다. 그 손해배상액은 위반 당사자가 계약 체결시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계약위반의 가능한 결과로서 발생할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