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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權者의 保證人에 대한 配慮義務에 관한 序說

― 獨逸民法을 중심으로 한 立法例 ―

梁     彰     洙*

Ⅰ. 序

1. 우리 나라에서 人的 擔保의 중추를 이루는 保證制度는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

하여 “主債務者가 履行하지 아니하는 債務를 履行할 義務”, 즉 保證債務를 부담하는 

것(민법 제428조 제1항1))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그러면 반면에 채권자쪽에서

는 보증인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주채무에 

관하여 이행기가 도래하 을 당시에 주채무자에게 충분한 資力이 있어 그로부터 자

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있다가 주채무자가 무자력

하게 된 후에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증인으로서

는 채권자의 위와 같은 권리실현의 해태를 들어 자신의 免責을 주장할 가능성은 인

정되지 아니하는 것일까?

2. 현행법의 해석으로 그러한 免責可能性은, 신의칙과 같은 일반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정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1) 주지하는 대로 민법은 보증인에게 催告․檢索의 抗辯權을 인정한다. 제437

조는 “債權者가 保證人에게 債務의 履行을 請求한 때에는 保證人은 主債務者의 辨濟

資力이 있는 事實 및 그 執行이 容易할 것을 證明하여 먼저 主債務者에게 請求할 

것과 그 財産에 대하여 執行할 것을 抗辯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서 항변권 발생의 요건이 되는 주채무자의 변제자력과 집행의 용이라는 사실의 존

부를 판정하는 基準時點은 물론 보증인이 그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하는 때이다. 그

러므로 그 전에, 특히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전에 그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1) 이하 民法의 규정은 달리 필요가 없는 한 法名을 지시함이 없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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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요건이 갖추어졌던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시점에서 주채무자에게 변

제자력이 없다면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2) 또한 제485조는 변제자대위와 관련하여, 제481조에 의하여 法定代位할 자가 

있는데도 채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킨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로 인하여 償還받을 수 없게 되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정한다. 보증인

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當然히 債權者를 代位”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제

482조 제2항 제1호도 참조).2) 그리고 거기서의 ｢상실이나 감소｣에는 이를 방치하

는 不作爲의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있다.3) 그러나 同條에서 정하는 ｢담보｣에

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일반채권자의 변제에 제공되는 一般擔保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 해석되고 있다.4) 그러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실현을 해태한 경우는 

제485조에서 정하는 ｢고의나 과실로 담보를 상실 또는 감소｣시켰다고 하는 要件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3) 한편 실무는 보증인의 이익으로 신의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도 반드시 적

극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大判 87.1.20, 86다카1262(공보 795, 305)

은, 금융기관이 보증인들을 상대로 보증책임을 訴求한 사건에서, 피고들이 제기한 

항변, 즉 “원고가 주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한 다음 대출과 

지급보증을 계속함으로써 채권 회수가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하고 담보물을 처분하

여 얻은 대금을 불량채권부터 변제충당한 다음 피고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

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抗辯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 던 것이다. 

“자금을 대출하여 이자수입을 얻는 것은 은행 본래의 업이고 담보가 보장되는 이

상 대출규모를 확장하여 수익을 도모하는 것은 리기업인 은행으로서 당연한 일이며 

인적 담보란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비한 은행 자신의 보호책인데 보증인의 이익을 고

려하여 대출을 삼감으로써[원문대로] 채권회수불능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신의칙상의 의무가 은행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5)

 2) 우리 민법 제485조에 대응하는 프랑스민법 제2037조, 독일민법 제776조, 스위스채무법 제

503조, 제509조는 保證人에 한하여 면책을 정하고 있으나, 日本民法 제504조가 이를 그 

외에 法定代位를 할 수 있는 사람, 즉 物上保證人이나 담보부동산의 第三取得者 등에 확장

하여 인정한 것이다.

 3) 우선 民法注解[XI], 216면(李仁宰 집필) 참조.

 4) 前註 同所 참조. 한편 근자에 大判 96.12.6, 96다35774(공보 97상, 199)은, 은행이 제3

자로부터 일부의 代位辨濟만을 받고 그에게 자신의 근저당권 전부를 이전하여 준 事案에서, 

이는 민법 제485조에서 정하는 담보의 ｢故意喪失｣에 해당되어, 보증인(기술신용보증기금)

이 만일 변제를 하 다면 法定代位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일부를 취득하여 그 실행에서 배

당받을 수 있었던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책임을 면한다고 판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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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擔保能力이 微弱한 企業의 債務를 保證”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된 公法人인 信用保證基金(이와 유사한 공법인으로서 技術信用保證基金 등이 있다)

이 기업이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는 施設資金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기

업이 후에 그 자금을 사용하여 마련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준공하거나 설치한 즉시 

은행이 이를 ｢主擔保｣로 취득하고 자신의 보증은 해지할 것, 만일 은행이 이를 위

반하면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면한다는 특약을 하는 것이 통상인데, 위와 같은 특약

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大判 94.6.14, 94다8150(공보 94하, 1957) 등은 그 특약

의 취지가 “채무자가 시설한 공장건물 및 시설에 관하여 채권자가 물적 담보를 취득

한 경우에 [비로소] 그 취득한 담보가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계약을 해지하여 피고

의 신용보증책임을 면하게 한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에 피고가 보증책임을 이행

한 경우에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물적 담보가 없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채무자가 공장건물과 시설을 준

공하면 그에 관하여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방법으로 물적 담보를 확보하

게 하는 의무를 채권자에게 부담시키고,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담보를 확보

하지 못하게 되면 피고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으로 약정한 취지라고 [해석]할 것이

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고 그 후에도 大判 95.7.28, 95다18734(공보 95하, 

1980); 大判 96.12.10, 96다37619(공보 97상, 325) 등은 이러한 契約解釋에 기

하여 채권자가 主擔保의 취득을 게을리하 다고 하여 보증인을 免責시키고 있다.6)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特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러

한 特約이 없는 통상의 보증에는 無緣한 것이라고 하겠다. 

3. 그런데 채권자가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보증인이 위와 

같은 主張을 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한다. 특히 주채무자가 소위 IMF경제위기로 

인하여 무자력하게 됨으로써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가 대량으로 보증금청구소송을 

제기하 는데, 이러한 경우에 피고가 된 보증인은 흔히 주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사

업을 위하고 자력이 있는 동안에 채권의 실현을 게을리한 채권자를 ｢비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狀況에 처하여서 보면, 채권자가 보증인의 이익을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

한 권리를 성의 있게 실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가 하는 로마법 이래 법률

가 사이에서 열심히 논의되었던 문제를 상기하게 된다. 종전에 우리 나라에서는 별

로 논의된 바 없으나, 이하에서 보는 대로 이 문제는 각국의 입법과정에서 논의된 

 5) 고딕체에 의한 강조 및 꺾음괄호 안은 인용자가 가한 것이다. 이하 같다.

 6) 이에 대하여는 우선 梁彰洙, “債權者의 擔保確保義務違反으로 인한 保證人의 免責”, 오늘의 

법률 제99호(1997. 4), 3144면 이하(同, 民法散考(1999), 157면 이하에 再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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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으며, 대륙법의 법률가 사이에서는 周知의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4. 本稿는 보증인 보호의 필요와 그 한계라는 문제의식을 배후에 두고, 우리 민

법에서 立法論的으로 채권자의 보증인을 위한 배려의무 또는 주의의무를 인정할 것

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기 위한 資料의 一端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이는 애초 필자가 현재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민법개정준비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개정의 중요항목 중의 하나인 保證法에 대하여 그 개정방향을 구

상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물론 보증인의 법적 지위는, 그 외에도 예를 들면 보증인

의 책임범위, 최고․검색의 항변권의 인정 여부 및 내용, 주채무자가 가지는 대항사

유의 원용, 다른 보증인들과의 관계, 변제자대위의 내용 등 다양한 法技術과의 유기

적인 관련 아래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전부에 손대는 것은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우선 위의 문제에 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 한정에 

대하여는 심각한 視角狹小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은 감수하고자 한다.

(2) 本稿에서는 촉박한 시간의 제약 아래서 모을 수 있는 한에서 광범위하게 주

요한 다른 나라의 立法例를 모으고, 나아가 가능하면 관련되는 問題檢討의 現狀도 

전달하고자 하 다. 어디까지나 입법적인 고려의 전제작업으로서 행하여진다는 점

을 생각하면, 혹 불비한 여러 가지 점에 대한 변명이 될는지 모르겠다. 

필자의 사정에 의하여 독일에서 민법전의 입법과정에서의 논의와 그 후의 해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編成도 독일에 관한 것을 기준으로 하

여(III.), 그 앞(II.)과 뒤(IV.)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긴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제시하여 본다(V.).

Ⅱ. 獨逸民法 制定 以前

1. 로마法

(1) 보증은 로마에서 가장 즐겨 이용된 담보형태이었다.7) 그 이유는 한편으로 

물적 담보가 公示의 不在(비점유질원칙)나 다양하고 강력한 法定擔保權의 인정 등

으로 매우 취약한 존재이었다는 점과8) 다른 한편으로 로마사회에서 일반적 덕성으

로 성실의무가 극히 강조되었고 특히 보증인은 보증을 요하는 처지에 빠진 주채무

 7) 로마법상의 보증제도 일반에 대하여는 우선 Kaser, Römisches Privatrecht, 16.Aufl.(1992),   

§ 57 II(S.254ff.) 참조.

 8) 이에 대하여는 우선 Kaser(前註), § 31 I(S.139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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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위하여 그의 후견자(patron)로서의 의무로서 보증을 서게 되는 일이 흔하 는

데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이러한 信義關係로 인하여 채권의 만족이 보장되었다

는 점 등을 든다.

고전기에 인정되었던 보증의 법적 형태로는 로마시민들 사이에서만 가능하 던 

誓約保證(sponsio), 비로마시민에게도 인정되었던 信約保證(fidepromissio), 가장 

늦게 발전되었으나 고전기 보증의 기본적 형태이었던 信命保證(fideiussio)의 셋이 

있었다.9) 이러한 問答契約保證(Stipulationsbürgschaft)들에는 공통적으로 ① 보

증인이 주채무자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고 보증인은 채무자의 대항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며, ② 공동보증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분별의 이익이 인정되었고, 특

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③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de 

eadem re) 것으로 인정되어, 그 중 하나의 소송의 爭點決定 후에는 다른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며(소위 消耗競合), 따라서 어느 하나에 대한 쟁송의 결과 채권만

족을 얻지 못하면 타자에게는 제소할 수 없었다. 그리고 “변제자력이 있는 주채무자

에 대하여 보증인에 앞서서 訴求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채권자에게 요구되었다. 변

제의 용의가 있는 주채무자 대신에 보증인에게 소구하는 것은 人格侵害(iniuria)로 

다루어졌다”.10)

(2) 로마법상으로 채권자가 보증인을 위한 성실의무를 부담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一次的 法源은 學說彙纂의 한 法文(Scaev.D.46.1.62)로 알려져 있다.11) 이에 의

하면,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을 지급하도록 강요할 것

(compelleret) 또는 담보를 실행할 것을 요청하 는데, 채권자가 이를 하지 아니하

으면, 보증인은［후에 보증인을 상대로 청구한］채권자에 대하여 惡意의 抗辯

(doli mali exceptione)을 할 수 있는가?［스카이볼라는］이를 할 수 없다고 대답

하 다”(大意)는 것이다. 따라서 고전로마법에서는 적어도 보증의 일반적 형태인 信

命保證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보증인을 위한 성실의무는 부인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12)

그런데 이러한 귀결에 대하여는, 이는 보증인에 대하여 問答契約에 기한 소권이 

행사된 경우이어서 문언성에 엄격하게 지배되는 嚴正訴權의 법리에 따라서 채권자

 9) 崔秉祚, 로마법강의(1999), 451면 참조.

10) Kaser(註 7), § 57 II 3 d(S.256).

11) Rolf Knütel, Zur Frage der sog. Diligenzpflichten des Gläubigers gegenüber dem 

Bürgen, in: Festschrift für Werner Flume zum 70. Geburtstag, Bd.1(1978), 

S.566f. 참조.

12) 우선 Knütel(註 11), S.566f., 572; Windscheid, Lehrbuch des Pandektenrechts, 

Bd.2, 9.Aufl.(1906), § 478 A.10(S.10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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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권리만을 정하는 방식서의 문언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의무는 인

정될 여지가 없었다는 설명이 행하여지고 있다.13)

(3) 그러나 채권에 대한 인적 담보의 기능을 하면서도 誠意訴權에 의하여 추급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이와는 다르다고 한다. 예를 들어 信用委任(mandatum 

qualificatum), 즉 제3자에 대하여 소비대차를 주기로 하는 위임에 기하여 그 제3

자에게 신용이 공여된 경우에 있어서는 受任人이 ―신용을 받은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는 소비대차소권와 아울러― 위임인을 상대로 한 委任訴權(action mandati 

contraria)도 가진다는 점에서 보증과 유사한 것이다.14) 그런데 이 경우에 대하여 

예를 들면 Pap.D.46.3.95.11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송에서 자신의 과책으

로 만족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위임인에 대한 위임소권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가 위임인에게 소권을 이전할 수 없음이 자신의 과책으로 일어났기 때

문이다”(大意)라고 한다. 신명보증과 비교하여 볼 때, 이러한 행위유형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가 엄격한 문언에 억매이지 아니하고 보다 자유롭게 ｢誠意에 

기하여서(ex bona fide)｣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는 것이다.  

또 문답계약이 문제된 경우, 예를 들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추급하

으나 만족을 얻지 못한 것에 한하여 급부할 것을 문답계약으로 약속한 소위 損害

塡補保證(fideiussio indemnatatis)의15) 경우에 대하여도 Modes.D.46.1.41 pr.

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채무자가 무자력하게 되었다면, 이제 그 缺額保證

人에게 “신명보증인에 대한 소권에 준하는 것을 주기는 어려울 것(non temere 

utilem in fideiussores actionem competere)”이라고 한다.16) 이는 채무자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하 음을 조건으로 하는 일종의 조건부 계약으로서, 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련하여 채권자의 성실한 행태가 요구되기(우리 민법 제150조 제2항 참

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즉 그 조건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주의를 다하여 

권리를 행사하 음에도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 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내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법률가의 견해를 크뉘텔에 의거하여 요약한다면, 그것은 “해석의 여

13) Knütel(註 11), S.567 참조.

14) Kaser(註 7), § 57 III(S.257); 同, Das Römische Privatrecht, Bd.1, 2.Aufl.(1971), 

§ 155 III(S.666) 참조. 

15) 독일이나 스위스에서 말하는 ｢손해전보보증(Schadlos- oder Indemnitätsburgschaft)｣ 또

는 ｢缺額保證(Ausfallbürgschaft)｣이 이에 대응한다.

16) 여기서 문제가 된 事案은 後見(cura)이 개시되고 그 後見人(curator)을 위하여 缺額保證人

이 설정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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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주의를 기울여 추급

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한다.17)

(4) 고전기를 지나면서 로마보증법은18) 오히려 誠意法的으로 되어 갔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535년에 공포된 新勅法(Nov. 4 c. 1. 제4법령 제1절)은 통상의 보증

인에게도 채권자가 먼저 주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나아가 강제집행을 행할 것

을 항변할 수 있도록 인정하 다. 그 후 통상 ｢檢索의 利益(beneficium excus-

siones)｣이라고 불리우게 된 이 항변의 인정에 기초하여 中世 이래 ｢판덱텐의 현대

적 관용｣의 시기까지에는 보증인은 조건부로 책임을 진다는 생각이 일반적이 되었

고, 이와 함께 앞서 본 신용위임이나 손해전보보증에서와 같은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주의의무 내지 배려의무가 인정되었다. 즉 채권자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주채무자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하여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19세기 말까지의 普通法學에서도 다를 바 없었다. 예를 들어 빈트샤

이트는 그의 판덱텐교과서 에서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이

유가 채권자의 懈怠(Nachlässigkeit)인 경우에는, 보증인은 전혀 청구를 받지 아니

한다”는 명제를 제시한 후, 이에 대한 註에서 “이 명제는 고전로마법에서 통상의 신

명보증에는 타당하지 아니하나［앞서 본 D.46.1.62 인용］, 채무자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신명보증(fideiussio eius quod a debitore servari non 

potest)[즉 결액보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앞서 본 D.46.1.41 인용］. 

新勅法 제4법령 제1절 이래 이는 통상의 보증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먼저 주채무자

에게서 만족을 시도하여야 할 의무가 보증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부

과되었다는 것은 아무런 차이도 낳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19)

2. 프랑스민법

1804년의 프랑스민법 제2037조는 “채권자의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의 권리, 저당

권 및 선취특권에의 대위가 채무자를 위하여 실현되지 못하는 때에는 보증인은 면

책된다”고 정한다.20) 여기서 ｢채권자의 행위(le fait de ce créancier)｣란, 통설에 

17) Knütel(註 11), S.572.

18)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우선 Kaser, Das Römische Privatrecht, Bd.2, 2.Aufl. 

(1975), § 278(S.457ff.) 참조.

19) Windscheid(註 11), § 478 A.10(S.1096).

20) 프랑스민법 제2037조: “La caution est déchargée, lorsque la subrogation aux droits, 

hypothèques et privilèges du créancier, ne peut plus, par le fait de ce créancier, 

s'opérer en faveur de la ca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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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바로 채권자의 過責(faute)을 의미하고, 거기에는 故意(faute intentionelle) 

외에 過失(faute d'imprudence)도 포함되며, 또한 不作爲로도 족하다고 해석되고 

있다.21) 

한편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은, 저당권 및 선취특권에의 대위가 실현되지 못한 경

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권리에의 대위(la subrogation aux droits ‧‧‧ du 

créancier)”가 실현되지 못한 경우도 보증인의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혹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상의 과책으로 자신의 채권을 사실상 

실현곤란한 것으로 만드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통설은, 단순한 

一般債權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만족을 얻을 권리, 다시 

말하면 優先權(droit préférentiel)에 한정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一般擔保(droit de gage général)의 상실 또는 감소는 그에 

해당하지 않고, 특정된 목적물에 대한 우선권(droit préférentiel précis)만을 말하

는 것이다.22)

결국 프랑스민법 제2037조는 앞의 I.2.(2)에서 본 우리 민법 제485조와 크게 다

를 바 없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3. 오스트리아민법

채권자의 보증인을 위한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예로는 1811년의 

오스트리아민법 제1364조 제2문을 들 수 있다. 이 규정은 “채권자도 주채무의 추급

에 있어서의 그의 태만으로 말미암아(wegen dessen Saumseligkeit in Eintreibung 

der Schuld) 보증인이 구상을 얻음에 있어서 손해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1) 同條 제1문 前段은,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 으나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기한을 유예하여 준 경우도 포함된다23))에도 보증인

이 면책되지는 않는다고 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보증인을 위하여 同條는 나

아가 두 가지의 구제수단을 부여한다. 하나는, 주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보증인이 된 

사람에 한정하여, 주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21) 우선 Philippe Simler, in: Juris Classeur, Art. 2034 à 2039, cautionnement: Fasc. 

J (1990), nos. 78 et suiv. 참조. 한편 이에 의하면 파기원의 재판례 중에는 오히려 과

책 유무를 불문하는 것으로 오해될 만한 판시를 하는 것도 없지 않으나, 이를 당해 사안과 

분리하여 이해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한다.

22) Simler(前註), nos. 48 et suiv.; 同, Le Cautionnement(1982), no. 587(p.572) 참조. 

23) Schwimann/Mader, Praxiskommentar zum  ABGB, 2.Aufl.(1997), § 1364 Rn.2 

(Bd.2, S.4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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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同文 後段). 다른 하나는, 채권자의 태만으로 말미암아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

한 求償權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정하는 것이 바로 위에서 본 제2문인 것이다.

이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는 자신의 권리행사를 지체함으로써 보증인의 구상권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危險을 부담하게 된다. 즉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

하지 아니하는데도 채권자가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訴求하거나 기타 권리행사

를 하지 아니함으로써24) 그 사이에 가령 주채무자의 資力惡化로 인하여 보증인이 

가지게 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결국 실현될 수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입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25) 보증인은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

고 소송상 또는 소송외에서 채권자의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그 한도에서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나아가 別訴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한다.26)

(2) 중요한 것은, 위의 규정이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주

의의무(eine allgemeine und umfassende Sorgfaltspflicht)｣의 ｢基礎｣ 내지는 그 

｢發現｣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27) 즉 오스트리아의 판례(RdW 1987, 370 = 

BankArch 1987, 924)가 말하는 대로, “채권자는 보증인의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

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4. 작센민법

1865년 시행된 작센민법의 제1466조는 “채권자의 과책으로 보증인이 하는 先訴

의 제기 또는 주채무자에의 구상이 좌절된 경우, 특히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만

족을 얻지 못하는 데 대하여 과책이 있는 경우(insbesondere wenn der Gläubiger 

verschuldet, daß er von dem Hauptschuldner Befriedigung nicht erlangen 

kann) 또는 그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애초 정하여진 이행기의 경과 후에 주채무자

가 무자력상태에 빠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사정 아래서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

24) Rummel/Gamerith, Kommentar zum ABGB, Bd.2, 2.Aufl.(1992), § 1365 Rn.3 

(S.892f.)은, 채권자가 자신의 주채무자에 대한 반대채무와 상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

권이 보증인에 의하여 담보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그의 반대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한 경우

도 들고 있다. 

25) Ehrenzweig/Mayrhofer, System des österreichischen allgemeinen Privatrechts, 2. 

Buch: Das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1. Abt., 3.Aufl.(1986), § 20 IV 

1(S.133); Rummel/Gamerith(前註), § 1365 Rn.3(S.892); Koziol/Welser, Grundriß 

des bürgerlichen Rechts, Bd.1, 9.Aufl.(1992), S.316 참조. 

26) Schwimann/Mader(註 23), § 1364 Rn.2(S.416); Rummel/Gamerith(註 24), § 1364 

Rn.5(S.893).

27) Rummel/Gamerith(註 24), § 1364 Rn.3(S.893); Schwimann/Mader(註 23), § 1364 

Rn.4(S.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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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증은 소멸한다”고 정한다. 

이 규정에 대하여 필자가 찾을 수 있었던 唯一한 文獻으로부터는,28) 그 이유서

가 주채무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채권자가 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주채

무에 관한 담보를 보증인의 동의 없이 포기한 경우를 그 예로 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그 문헌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受領遲滯를 범한 경

우도 이에 속한다고 하고 있다.

5. 舊스위스채무법 

1881년 제정되어 1883년부터 시행된 舊스위스채무법(1911년 제정되어 1912년

부터 시행된 스위스채무법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법률)의 제493조 제1항은 “채권

자는 단순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파산하거나 그의 과책 없이 주채무자에 대한 

추행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경우(wenn der Hauptschuldner ‧‧‧ ohne Verschulden 

des Gläubigers erfolglos betrieben worden ist)에 비로소 지급을 청구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단순보증인｣이란 동법 제495조에서 정하는 連帶保證

人이 아닌 보증인을 말한다. ｢추행의 실패｣란 예를 들면 채권이 담보의 실행에 의

하여서 만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 으나 결국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담보가 충분히 존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9)

이와는 별도로 同法 제508조는 “채권자는 채권자가 보증인의 불이익으로 보증체

결시 존재하 거나 주채무자가 사후적으로 취득한 다른 담보를 감소시키지 아니하

거나 존재하는 입증방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 보증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 獨逸民法의 制定過程에서의 論議

1. 第1委員會에서의 論議

(1) 주지하는 대로 독일민법의 입법과정의 처음 단계에서 債權編에 대하여는 다

른 編에서와는 달리 별도의 豫備草案(Vorentwurf)이 마련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었

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1866년의 소위 드레스덴草案의30) 관련 부분을 그 심의의 

28) Karl Magnus Pöschmann, Commentar zu dem bürgerlichen Gesetzbuche für das 

Königreich Sachsen, Bd.2: Das Recht der Forderungen, 2.Aufl.(1869), S.371. 

29) 이상 同規定의 解釋은 우선 H.Hafner, Das Schweizerische Obligationenrecht. 

Textausgabe mit Anmerkungen und Sachregister(1883), S.144에 의하 다.

30) 그 정확한 이름은 ｢채권관계에 대한 일반독일법전의 초안(Entwurf eines allgemei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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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삼았다.31) 同草案 제948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 다.

“채권자가 그의 과책으로 제940조에 정한 권리의 보증인에의 이전을32) 불능으로 

만든 경우, 특히 보증이행시에 주채무를 위하여 설정되어 있던 담보권 기타의 담보를 

보증인의 동의 없이 포기한 경우 또는 보증인에게 이전되는 권리의 행사의 無實效性

(Erfolglosigkeit der Geltendmachung der auf den Bürgen übergehenden 

Rechte)에 대하여 과책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들 권

리에 의하여 보전되는 한도에서 그의 채무로부터 면책된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

한 소송추행의 무실효성에 대하여 과책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채권자가 그 과책 

없으면 주채무자로부터 만족을 청구할 수 있었을 한도에서 그의 채무로부터 면책된

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 규정에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이전되는 권리의 행사의 無實效性에 대하여 

과책이 있는 경우”에 보증인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필경 채권자의 보증인을 위한 

성실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2) 제1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위의 드레스덴초안 제948조에 대하여는 우선 플

랑크(Planck)가 다음과 같은 修正提案을 행하 다.33)

“채권자가 보증 인수시에 이미 성립하고 있던 담보권 또는 기타 보증채권의 강화를 

위한 종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권리가 제940조에 의하여 보증인에게 이전되

었다면 그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을 범위에서 보증인은 그 채무로부터 면책된

다.”34)

제1위원회는 1883년 9월 26일의 심의에서, 드레스덴초안 제948조의 배후에 있

deutschen Gesetzes über Schuldverhältnisse)｣이다.

31) 이에 대하여는 우선 Werner Schubert, Materialien zur Entstehungsgeschichte des 

BGB ―Einführung, Biographien, Materialien―(1978), S.43ff., insb. S.45 참조. 그

것은 주로 채권편의 예비초안의 기초를 담당한 프란츠 폰 퀴벨(Franz von Kübel)이 그 

작업을 다 마치지 못한 채 死亡한 것에 기인한다.

32) 드레스덴초안 제940조은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당연히 보증인에 

이전한다는 것, 즉 辨濟者代位에 대하여 정한다. 뒤의 註 36도 참조.

33) 이에 대하여는 Jakobs/Schubert(Hrsg.), Die Beratung des Bürgerlichen Gesetzbuches, 

Recht der Schulverhältnisse III: §§ 652 bis 853(1983), S.511ff. 참조. 이 자료( 審

議錄 )에 대하여는 우선 梁彰洙, “獨逸民法典 制定過程에서의 法律行爲規定에 대한 論議 ―

意思欠缺에 관한 規定을 중심으로―”, 法律行爲論의 史的展開와 課題(李好珽 교수 회갑기념

논문집)(1998), 108면 이하 참조.

34) 원래의 수정제안에는 “강화를 위한”의 부분은 없었는데 후에 추가되었으며, 원래의 수정제

안에 “포기한 경우” 다음에 있던 “그 소멸에 과책 있는 경우”의 부분은 후에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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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그가 채

권의 추급이나 보전 또는 담보의 보전에 있어서(bei der Betreibung oder 

Wahrung der Forderung oder bei der Erhaltung von Sicherheiten) 채무자의 

손실로 어떠한 해태도 범하지 아니한 한에서만 가능하다”는 견해를 배척하고, 위의 

수정제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하 다. 다만 거기서 “보증 인수시에 이미 성립하고 

있던”을 삭제하여 보증 후에 새로이 발생한 담보권 등이 포기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

으로 하 다.35)

그리하여 독일민법 제1초안 제679조가 마련된 것이다.

“① 채권자가 주채권과 결합된 그 담보를 위한 종된 권리(ein mit der Haupt-

forderung verbundenes, zu deren Sicherheit dienendes Nebenrecht), 특히 담

보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권리가 제676조에 의하여 그에게 이전되었다

면 그로부터 보전을 청구할 수 있었을 범위에서 그의 채무로부터 면책된다. ② 제1항

의 규정은 그 종된 권리가 보증계약의 체결 후에 취득된 경우에도 적용된다.”36)

(3) 그 이유를 理由書 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제679조는, 보통법학에서 다투어지고 있고 근자의 입법들에서 다양하게 취급되고 

있는,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어떠한 범위에서 誠實義務(Diligenzpflicht. culpa 

in exigendo)를 부담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이를 부정한다. 채권자는 

보증에 의하여 단지 권리만을 취득하고 의무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이것만으

로도 진정한 성실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 그리고 보증의 본질과 법적 개념에 따른다

면(gemäß dem Wesen und dem juristischen Begriffe der Bürgerschaft), 채권자

의 권리가 그의 일정한 행태에 걸려 있으며 적어도 그 권리의 보존을 위하여 많건 적

건 간에 특정한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도 주장될 수 없다. 또한 채권자의 성실의무는 

보증인을 위한 두 가지 권리, 즉 先訴의 抗辯과 채권자를 代位할 權利로부터도 도출

될 수 없다. 즉 선소의［항변의］구제수단은 단지 채권자로 하여금 먼저 주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것을 또한 그의 급부능력 없음이 밝혀질 때까지 권리추구를 속행할 것

을 요구할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일단 확인된 경우에는, 비록 채권자가 선량

한 家父의 주의를 다하 다면 채무자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을 경우에라도, 그 

구제수단은 소진되는 것이다. 또한 다른 하나의 권리[즉 변제자대위］로부터는 단지 

채권자가 만족을 얻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그 한도에서 취득한다는 것이 귀

결될 뿐이다.”37)

35) 이에 대하여는 뒤의 (4) 참조.

36) 한편 同草案 제676조(현행 독일민법 제778조)는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辨濟者代位를 

정하는 규정이다(우리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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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1위원회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었던 문제는, 이미 계약의 이행 일반에 

관하여 채택하기로 결의한 바 있는 信義誠實의 原則에 비추어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태의무, 즉 보증인의 권리를 보전하여야 할 일정한 성실의무를 부

담한다고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행하

여졌다.38)

“이는 아마도 곧바로 부인될 수는 없을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드레스덴초안 제

948조와 같이 광범한 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 우선 그 내용이 불분명하다. 그 규정

은 ｢過責(Verschuldung)｣을 반복해서 말하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면서 동시에 초안의 의미를 살리자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추급에 있어서, 보증으로 담보되지 아니한 선량한 家父의 주의를 하지 아니한 

결과 그러한 懈怠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하거나 보증인이 채무자로

부터 구상을 얻을 전망을 상실한 한도에서,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없다”고39) 규정화하는 것을 생각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설사 그와 같이 定式

化되었더라도 이는 채택될 수 없다. 그러한 규정은 분명 채권자를 난감한 처지에 

빠트릴 것이고, 보증의 가치를 저락시키며, 실무에게 많은 분쟁을 불러 일으킬 것이

다. 또한 실제로 先訴의 抗辯을 포기하고 인수되는 많은 보증의 경우에 그러한 규

정이 적합하지 않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아가 성실의무를 다른 방식으로 규정

하거나 또는 제한적으로 정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므로 역시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보다 오래된 로마법과 최근의 많은 입법례”에 좇아 이러

한 성실의무를 일반적으로 否定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최근의 

많은 입법례｣로서, 헤센민법 제611조, 바이에른民法草案 제892조, 오스트리아민법 

제1360조, 츄리히民法 제1802조, 그리고 당시의 스위스채무법 제508조를 인용한

다.40)

37) Motive II, S.678f. = Mugdan II, S.379. 이 서술은 기본적으로 Jakobs/Schubert(註 

33), S.511f.와 일치한다.

38) 이 논의에 대하여는 理由書 보다는, Jakobs/Schubert(註 33), S.512가 상세히 전달하고 

있다.

39) 드레스덴초안 제948조를 대체하는 구체적 제안으로서 吟味해 볼 만한 바가 없지 않으므로, 

여기서 그 原文을 들어두면 다음과 같다 : “Der Gläubiger kann insowiet den Bürgen 

nicht in Anspruch nehmen, als er in Ansehung der Rechtsverfolgung gegen den 

Hauptschuldner nicht die Sorgfalt eines ordentlichen, durch Bürgschaft nicht 

gesicherten Hausvaters angewendet und durch eine solche Nachlässigkeit bewirkt 

hat, daß er seine Befriedigung von dem Hauptschuldner nicht erhalten oder der 

Bürge die Aussicht verloren hat, sich an dem Hauptschuldner zu erholen.”   

40) 그러나 그것이 과연 같은 지향을 가지는 ｢입법례｣로서 적절한 引用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지 않다.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민법에 대하여도 앞의 II.3.에서 본 대로 채권자의 보증인

에 대한 성실의무를 규정한 同法 제1364조 제2문에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며, 또한 앞의 

II.5.에서 본 舊스위스채무법 제483조 제1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Knütel(註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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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구체화로서의 채권자의 보증인을 위한 일반적 성

실의무에 관한 논의를 理由書 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전한다.

“마지막으로 제359조에서 인정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신의성실을 고려하여야 한

다는 원칙으로부터도,41) 학설이나 일부 입법(특히 드레스덴초안 제948조)이 하는 것

과 같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추심함에 있어서의 그와 같이 광범한 보증인 [“채

권자”의 잘못?］의 성실의무를 도출해 낼 수는 없다. 이에 있어서는 보증의 가치는 그

러한 성실의무의 부과에 의하여 현저히 저상될 것이고, 실무에서 다수의 분쟁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 성실의무를 명확하게 획정하는 것은 

이러한 실제적 곤란과 항상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초

안은 보다 오래 된 로마법과 다수의 근자의 입법에 좇아 그러한 성실의무를 부정하

다.”42)

결국 독일민법이 채권자의 보증인을 위한 일반적 성실의무를 부정하는 이유는 다

음의 셋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채권자의 주의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권리만을 부여하는 보증의 ｢본질｣에 반한다. 둘째, 그 주의의무는 보증인을 위하여 

인정되는 先訴抗辯(우리 민법에서 정하는 ｢檢索의 抗辯權｣에 대응한다)이나 辨濟者

代位와 같은 다른 개별적 법적 장치로부터 도출되지 아니한다. 셋째, 만일 이를 인

정하면 보증의 가치가 현저하게 저락하며 실무에서 많은 분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므

로, 信義誠實의 일반원칙의 구체적 표현으로 이를 제한적인 범위에서일지라도 明定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4) 한편 제1위원회는, 채권자가 담보 기타 ｢종된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증

인이 그 한도에서 면책됨을 정면에서 인정하기로 결의하 다.43) 다만 위의 (2)의 

冒頭에서 본 플랑크의 수정제안을 약간 확장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된 후에 성립한 

담보 등의 포기도 보증인을 면책시키는 것으로 하 다.44)

S.561 Fn.13도, 理由書 가 여기서 “최근의 많은 입법례(mehrere neuere Kodifika-

tionen)”를 원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誤導的(sehr irreführend)”이라고 한다.

41) 독일민법 제1초안 제359조는 후에 契約의 解釋에 관한 독일민법 제15조(“계약은 신의성실

이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요구하는 대로 해석되어야 한다”)가 된 규정인데, 다음과 같이 정

한다: “계약은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의 규정과 성질로부터 법률과 거래관행에 좇아 그

리고 신의성실을 고려하여 그의 의무내용으로 인정되는 바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시킨다.”

42) Motive II, S.679 = Mugdan II, S.379. 

43) 이에 대하여는 Motive II, S.679 = Mugdan II, S.379; Jakobs/Schubert(註 33), 

S.512 참조.

44) 그 외에 플랑크의 수정제안 중에서 “强化(Verstärkung)를 위한”이라는 구절이 “擔保

(Sicherheit)를 위한”으로 수정되었다. 이 수정은 誤解의 소지를 없애는 목적을 가지는 것

으로, 이 수정에 의하여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에 優先權(Vorzugsrecht)도 포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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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하여 정당화되는 한편으로, 일반적 성실의무

를 인정하는 경우에 제기될 것이 명백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실제적 문제점

(praktische Schwierigkeiten)｣은 이 경우에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그

런데 議事錄 에 의하면, 이 규정은 채권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성실의무를 부과하

는 것이 아니며 단지 “衡平의 考慮만을 근거로 하는 實定的 性格”의 규정이라고 한

다.45)

(5) 이상과 같은 論議 외에 제1위원회는 보증인이 가지는 別途의 法的 措置에 대

하여도 언급한다. 하나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보증인은 즉각 채권자를 만족시킴으로써 ―주채무자의 위탁을 받아 보

증인이 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46) 그리하여 주채무자의 무자력위험에 대비할 법적 기초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다른 하나는, 보증계약에서 채권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

로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추급에 관하여 약속을 하 다면, 이는 앞서 본 誠實義務와

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약은 특히 信用保證(Kreditbürgschaft), 

즉 조건부나 기한부 채무 기타 장래의 채무의 보증에서 실제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고 한다.47)

2. 제2위원회에서의 論議

(1) 제2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제1초안의 基本決斷, 즉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그가 채권의 추급이나 보전 또는 담보

의 보전에 있어서 채무자의 손실로 어떠한 해태도 범하지 아니한 한에서만 가능하

다”는 견해를 배척한다는 決斷에 대하여는 이를 당연한 전제로 하 고, 더 이상 擧

論조차 되지 않았다. 議事錄 에 의하면,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성실의무의 否認

에 반대하는 의견은 전혀 제기되지 아니하 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혹 보증인의 

의무를［앞의 註 41에서 본 제1초안］제359조의 일반규정으로부터 도출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강조되었다”고 한다.48)

다른 한편 이미 발생한 違約金(Konventionalstrafe)은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되는 것

이다. 이에 대하여는 Jakobs/Schubert(註 33), S.513 참조.

45) Jakobs/Schubert(註 33), S.514 참조.

46) Jakobs/Schubert(註 33), S.514; Motive II, S.679 = Mugdan II, S.379 참조.

47) Motive II, S.679f. = Mugdan II, S.379.

48) Protokolle II, S.481 = Mugdan II, S.1029. 한편 Otto Gierke, Der Entwurf eines 

bürgerlichen Gesetzbuches und das deutsche Recht(1889), S.258은, 제1초안이 스위

스의 舊채무법이 정하는 바와 같은 보증인에 대한 ｢充分한 配慮｣를 베풀지 아니하 다고 

비판하면서, 그 예로 “일정한 시기에 解止하고 채권을 推尋함으로써 채권관계를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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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는 一次的으로 제1초안 제679조의 내용을 보다 명료하게 하는 데 향하

여졌다. 그리하여 우선 동 초안규정에서 그 포기가 있으면 보증인이 면책되는 권리를 

“주채권과 결합된 담보를 위한 종된 권리”라고 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표현되어 있던 것

을, 우선권․담보권․보증인에 대한 권리라고 개별적으로 명확하게 정하 다. 그리하여 

제2초안 제715조 제1항은 “채권자가 채권과 결합된 우선권, 채권을 위한 저당권, 질권 

또는 공동보증인을 위한 권리를 포기한 때에는, 보증인은 포기된 권리로부터［변제자

대위에 관한 제2초안］제713조에 의하여 상환을 받을 수 있었을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고 정하 고, 이는 그대로 현행 독일민법 제776조 제1문이 되었다.

(3) 나아가 채권자가 포기한 권리가 보증의 인수 후에 성립한 것인 경우에도 그 

포기에 보증인의 면책을 결합시킬 것인가가 논의되었다. 즉 이를 긍정하는 제1초안 

제679조 제2항에 반대하는 입장이 강력하게 주장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보증인

의 면책범위를 오히려 축소하자는 견해는 결국 9대8의 아슬아슬한 표차로 채택되지 

아니하 다. 그리하여 제1초안 제679조 제2항은 그대로 유지되기로 결의되었으며, 

단지 사소한 수정을 거쳐 결국 현재의 독일민법 제776조 제2문이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성실의무의 인정과는 더욱 반대되는 

방향의 견해를 뒷받침하 던 理由는49) 우리의 문제관심에서도 흥미로운 바 있다. 

그에 의하면, 제1초안과 같이 보증 후에 성립한 담보 등 권리의 포기도 보증인을 

면책시키는 태도는 “사정에 따라서는 거래관념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가령 

보증 후에 채권자가 물적 담보를 설정받고 추가로 금융을 주면서, 흔히 그 물적 담보는 

이미 보증에 의하여 담보되었던 주채무도 담보한다는 약정이 행하여지는데, 그 경우에 

채권자는 후에 일부의 만족을 얻음에 있어서 물적 담보를 푸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주저를 느끼지 않을 것이고, 이 때 그는 그 물적 담보의 가치만큼 보증인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

(Schulden aus laufender Geschäftsverbindung)의 보증에서는 채권자는 이와 

같이 하여 無知로 말미암아 쉽사리 모든 담보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기하여, 제1초안에 대하여 다양한 修正提案이 행하여졌다. 이는 

連帶保證(selbstschuldnerische Verbürgung)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담보포기로 인

한 보증인면책을 아예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는50) 것에서부터 보증인수에 성립한 

것을 청구할 보증인의 권리(Anspruch auf rechtzeitige Erledigung des Schuldverhältnisses 

durch Kündigung und Beitreibung der Forderung in bestimmter Zeit)”를 인정하지 

아니하 음을 지적하고 있다. 同所는 반대로 제1초안의 태도에 찬성하는 견해로 

Hachenberg(필자 未見)를 들고 있다.

49) 그 논의의 내용에 대하여는 Protokolle II, S.481f. = Mugdan II, S.1029.

50) 이는, 채권자의 담보포기로 인한 보증인면책은 그 한도에서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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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를 포기한 때에 대하여는 보증인이 당해 담보의 취득에 ｢협력하 던(mitwirken)｣ 

경우에 한정하여 면책이 인정되어야 한다는51) 것까지 다양하 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이와 같이 보증인의 면책범위를 축소하자는 주장은 채택되

지 아니하 다. 예를 들어 연대보증의 경우를 배제하는 수정제안은 연대보증인은 

단지 先訴의 抗辯을 포기한 것뿐이고 변제자대위로 인한 담보취득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되었다.52) 특히 보증 후 성립한 담보를 포기한 것으로는 전적

으로 보증인의 면책을 부인하자는 견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反對理由가 관철되

었다. 즉 보증인이 종된 권리의 추가적 성립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 포기에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에게 苛酷하다. 그렇다면 그 경우에 한하여 면책을 인정하는 

것도 생각될 수 있겠지만, 보증인이 그 추가적 성립을 알았는지 여부라는 우연적이

고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에 종된 권리의 포기의 효과를 걸리게 하는 것은 ｢實用性

(Praktikabilität)｣의 견지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이 이유제시는 특별히 ｢강력｣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거기다가 앞서 본 票差

를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여기서도 독일민법의 입법자들은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

한 성실의무에 대하여 매우 敵對的인 태도를 취하 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判例․學說上의 配慮義務

(1) 앞서 본 입법자의 적대적 태도에 좇아 독일민법 제정 후 적어도 초기의 판례

와 학설은 독일민법 제776조를 넘는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인정하는 

것에 일반적으로 매우 소극적이었다. 즉 독일민법 제776조는 통설에 의하면 예외로

서의 성질을 가지는 특별규정으로서, 이를 넘는 채권자의 의무는 비록 부수적 의무

(Nebenpflichten)라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53)

그리하여 實際의 裁判例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한다.54)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

산상태가 악화하여 무자력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하여서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지체없이 행사하거나 소비대차계약을 해지할 의무는 없다(그러한 경우라면 보증인

의무를 인정하는 것인데,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그 意味에 비추어” 그러한 의무는 전혀 인

정될 수 없다는 생각에 기한 것이다. 

51) 이는, 그 경우에는 보증인은 擔保의 維持에 대하여 보증인수 전에 담보가 성립한 경우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다는 생각에 기한 것이다.

52) 그리고 면책을 사후의 담보취득이 보증인의 ｢협력｣으로 행하여진 경우에 한정하자는 견해

는 그것이 “너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배척되었다.

53) 우선 Staudinger/Horn, § 776 BGB, Rn. 1(13.. Aufl., 1997)(초기의 문헌과 판례를 다

수 인용하고 있다) 참조.

54) 이하는 Staudinger/Horn, § 776 BGB, Rn. 2; Jauernig/Vollkommer(9. Aufl., 1999), 

§ 765 BGB, Rn. 18를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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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스로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를 함으로써 스스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주채무의 일부변제

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담보포기를 청구할 수 없다.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

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며(저당권의 실행을 

저당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에 관한 독일민법 제1166조는55) 준용되지 아니

한다), 이는 주채무의 이행지체사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또 채권자는 주채무

자에 대한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채권신고를 할 의무가 없고 보증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나아가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설정된 신

용공여의 한도를 넘을 수 있고, 주채무자의 자력을 충분히 검사하지 않고 신용을 

확대하여도 된다는 것이다.56)

(2) 그러나 1990년을 전후하여 학설과 판례는 변모하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

다.57) 거기에는 아마도 1989년 이래 독일연방대법원의 두 部가 소위 ｢주채무자와 

근친관계에 있는 僅少資力者의 보증｣이 良俗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 아닌가 하

는 문제에 관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취하고 결국 연방헌법재판소가 1993년 10월 

19일 결정58) 이래 양속위반에 관한 독일민법 제138조의 일반규정을 통하여 헌법

상의 기본권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위 문제에 대하여 

보증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이59) 일정한 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위 결정은, “법원은 계약이 强者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도구

로 이용되지 않도록 이러한 일반조항을 해석․적용할 의무를 진다. 계약내용이 일

방에게 심히 불리하여 적절한 이익의 조절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은 

55) 독일민법 제1166조 제1문: “인적 채무자가 채권자를 만족시키면 소유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채권자가 토지의 강제경매를 추행하면서 지체없이 이를 채무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가 통지의 해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

서 채권자가 강제경매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그를 만족시키는 것을 거절할 수 

있다.” 

56) 이는 앞의 I.2.(3)에서 인용한 大判 87.1.20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이다.

57) Dieter Medicus, Entwicklungen im Bürgschaftsrecht ― Gefahren für die Bürgschaft 

als Mittel der Kreditsicherung?, in: JuS 1999, S.833은, “지난 10년간 보증법은 격

렬하게 변화하 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58) BVerfGE 89, 214 = JZ 1994, 408 = ZIP 1993, 1775.

59) 이들 재판을 상세히 추적한 국내의 문헌으로는 우선 安春洙, “保證 등 財産 없는 家族員에 

의한 共同責任引受의 效力 ―독일 判例를 중심으로―”, 比較私法 제5권 제2호(1998. 12), 

285면 이하 참조.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金永文, “과중한 민사책임․채무의 헌법적 

통제 ―근로자책임과 보증책임의 제한가능성을 중심으로―”, 經營法律 제9집(1999), 511면 

이하도 참조. 한편 최근의 독일 재판례에 대하여는 우선 Martin Tonner, Die Haftung 

vermögen- und einkommenloser Bürgen in der neueren Rechtsprechung, in: ZIP 

1999, S.901ff. 참조. 물론 이러한 해석이 보증의 담보로서의 기능을 저해하게 된다는 일

단 당연한 우려에 대하여는 우선 Medicus(註 56), S.833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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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약정이 구조적인 교섭능력의 불평등에서 온 것은 아닌지 살피고, 필요한 경

우에는 현행법상의 일반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일반조항을 통하여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

이 시정되도록 법을 운용할 법원의 의무를 강조하게 되면, 이는 결국 명문의 규정

이 없어도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채권관계도 역시 지배한다는 데 이론이 없는 信

義則(독일민법 제242조)에 의하여 일정한 부수의무를 인정할 여지가 보다 광범위하

게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설명의무 기타의 부수적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으며, 독일민법의 입법자들과 같이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주의의

무가 신의칙에 기하여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태도가 유지될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에 대하여는 대체로 동의하는 듯하다.60) 그러나 나아가 그 인정범위에 

관한 기본태도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61) 여전히 “담보수단으로서의 보

증의 가치를 저하시키지 않기 위하여” 아무래도 보다 소극적이어야 하며 이를 ｢과도

하게｣ 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62)

(3) 그리하여 우선 특이한 事案類型으로 채권자가 보증계약의 의미에 반하여 보

증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을 스스로 초래한 경우에는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별다른 이의 없이 해석되고 있다. 예를 들면,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유도하 을 때63) 또는 채권자가 주채무자가 제공하는 급부를 

수령하지 아니한 때 등이 그러하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 민법 제150조 제2항에 상응

하는 독일민법 제162조 제2항을64) 類推適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있다.65)

한편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고 특히 실행․관철하는 데 

60) 아예 광범한 주의의무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는 Knütel(註 11), S.581ff.는 물론이고, 그 

외에도 예를 들면 Larenz/Canaris, Lehrbuch des Schuldrechts, Bd.2/2, 13. 

Aufl.(1994), § 60 III 4(S.14f.); MünchKomm/Habersack(Bd.5, 3.Aufl., 1997),    

§ 765 BGB, Rn.84(S.873); Soergel/Mühl(Bd.4, 11.Aufl., 1985), § 776 BGB, Rn.1 

(S.353f.); Staudinger/Horn, § 765 BGB, Rn. 128f.; Jauernig/Vollkommer(註 54),     

§ 765 BGB, Rn.18(S.815); Reinicke/Tiedtke, Bürgschaftsrecht(1995), Rn.182ff. 

(S.83ff.); Martin Henssler, Risiko als Vertragsgegenstand(1994), S.349f. 등 참조. 

61) 예를 들면 MünchKomm/Habersack(前註), § 765 BGB, Fn.295(S.873)는, 신의칙에 기

하여 부수의무를 인정한다는 원칙 자체에는 일치하여도 구체적으로 “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

62) 註 59에서 든 문헌 중에서 Larenz/Canaris; Soergel/Mühl; Staudinger/Horn; Jauernig/ 

Vollkommer; Reinicke/Tiedtke; Henssler 등이 그러하다.

63) WM 1966, 317 = LM § 765 BGB, Nr. 10; WM 1968, 974f. 등 참조.

64) 독일민법 제162조 제2항: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조건의 성취를 신

의성실에 반하여 일으킨 경우에는 조건은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5) Knütel(註 11), S.581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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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보증인의 이익에 배려할 의무가66) 있는가에 대하여 학설은 일반적으로 부

정적이다. 보증은 무엇보다도 채권담보를 위한 것으로서 채권자는 이로써 채권의 

만족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당연히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보

전․관철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됨”을 동시에 含意한다는 것이다.67)

나아가 생각될 수 있는 주의의무의 하나인 通知義務 또는 情報提供義務는 채권자

에게 비교적 부담이 적은 반면 보증인에게는 스스로를 보호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

서 고려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특히 주채무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음을 

채권자가 알았을 때, 그리고 이를 전형적으로 추단케 하는 사정인 주채무의 장기간

의 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보증인의 요청이 없어도 보증인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이를 긍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

나,68) 다수의 학설은 주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한 정보는 보증인 자신이 수집하여

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별적 사안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만 이를 인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69) 다만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 또는 재산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 을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70)

Ⅳ. 獨逸民法 制定 後 다른 나라 立法의 展開

1. 스위스채무법

(1) 현행 스위스채무법 중의 보증에 관한 규정(제92조 내지 512조)은 1941년 

12월 10일 공포되어 194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채무법 개정법률에 의한 것이다. 

66) Henssler(註 60), S.350이 말하는 ｢主債權의 最適行使에 관한 配慮義務(Fürsorgepflichten 

bezüglich der optimalen Beitreibung der Hauptforderung)｣가 그것이다.

67) 이는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주의의무를 주장하는 크뉘텔조차 인정하는 바이다. Knütel

(註 11), S.582f. 그 외에 예를 들면 Larenz/Canaris(註 60), § 60 III 4(S.14f.)은 “보

증이 채권자의 담보이익에 봉사할 목적을 지닌다는 관점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 기능이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保護義務의 이름 아래 행하여지는 危險의 再分配에 의하여 空洞

化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며, Henssler(註 60), S.350은 보증인이 인수한 위험에는 채권

만족의 기회의 객관적 악화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채권실현상의 主觀的 졸렬함(채권행사에 

이로운 시점을 도과하거나 다른 만족기회를 놓치는 등으로)으로 인한 불이익도 포함된다고 

한다. 

68) Knütel(註 11), S.583ff. 참조. 그는 어음법 제45조(특히 제2항), 수표법 제42조, 앞의 

註 55에서 본 독일민법 제1166조를 원용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주채무가 6개월 이상 불이

행된 경우에 채권자의 통지의무를 정하는 스위스채무법 제505조 제1항 제1문(뒤의 

IV.1.(3) 참조)이 “指向點(Orientierungspunkt)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69) Larenz/Canaris(註 60), § 60 III 4(S.15); MünchKomm/Habersack(註 60), § 765 

BGB, Rn.91(S.875); Henssler(註 60), S.349f. m.w.N. 참조.

70) Larenz/Canaris(註 60), § 60 III 4(S.15); MünchKomm/Habersack(註 60), § 765 

BGB, Rn.91(S.875); Knütel(註 11), S.559, 5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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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법률의 목적은 1930년대의 불황기에 많은 사람이 성급하게 행한 보증으로 

당한 고통에 비추어, 특히 개인적인 이유에 기하여 호의로 숙고하지 아니하고 보증

을 인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71)

(2) 同法은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일반적․포괄적 주의의무 또는 배려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출발점으로 한다.72) 그러나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의의무

를 法定하고 있다.  

첫째, 담보권 또는 우선권을 유지할 의무(동법 제503조 제1항). 그 권리가 감소

하여 보증인이 손실을 입으면, 그 한도에서 보증인은 면책된다.

둘째, 우리 법의 身元保證에 상응하는 피용자보증(Amts- und Dienstbürgschaft)의 

경우에는 피용자에 대한 감독을 행할 의무(동조 제2항). 

셋째,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보증인의 권리행사에 필요

한 證書 등을 교부하고, 담보권의 이전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이상의 의무 자체는 우리 법에서도 민법 제485조, 제482조 제1항, 신원보증법 

제6조(“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의 유무”) 등에 기하여 인정될 수 있을

지 모른다. 그런데 동법 제503조 제4항은 채권자가 이들 의무를 故意 또는 重過失

로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의 손실의 범위 여하를 불문하고 아예 면책이 된다

고 정한다(제1문). 그리하여 그는 이미 이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손해를 입증하면 그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제2문). 그러므로 그 한도에서 

이상의 의무는 단순한 責務(Obliegenheit)가 아니며, 이 점은 비교법적으로도 특이

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73)

(3)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선, 넷째, 주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 보증인

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자가 제공하는 급부를 수령하여야 할 의무(동법 제504조 

제1항 제1문) 및 공동보증인 중 1인이 제공하는 균등분할액(Kopfanteil)을 넘는 

일부이행을 수령할 의무(동항 제2문)이다. 채권자가 그 수령을 “부당하게” 거절하

면, 보증인은 면책된다(동조 제2항). 스위스채무법 제69조 제2항은, 全債務額이 확

정되어 있고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一部辨濟를 수령할 의무가 없다고 

정하는데, 위의 제504조 제1항 제2문의 규정은 이 원칙에 대한 현저한 예외인 것

71) 우선 Ch. M. Pestalozzi, in: Honsell/Vogt/Wiegand(Hrsg.), Obligationenrecht I. 

Art.1-529 OR(1992), Vorb. zu Art.492-512, Rn.1(S.2345) 참조. 그러한 점에서 書面

方式이나 배우자의 同意를 요구하는 규정(동법 제493조, 제494조) 등은 흥미롭다.

72) 우선 Pestalozzi(前註), Art.503 Rn.1 m.w.N.(S.2414) 참조. 

73) Eugen Bucher, Obligationenrecht. Besonderer Teil, 3.Aufl(1988), § 17/X 2(S.3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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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거기서 ｢부당하게(ungerechtfertigterweise)｣라고 함은, 법에 의하여 인정된 

수령거부의 객관적 원인이 없음을 의미하고, 채권자의 과책 유무는 묻지 아니한

다.74)

또한 다섯째, 일정한 경우에 채권자는 보증인에의 통지의무 및 파산 등 절차에서

의 신고의무를 부담한다(동법 제505조). 우선 채무자가 원본, 이자 또는 年賦償還

額을 6개월 이상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제1항 제1문). 이는 보증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데, 다른 한편 이 규정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의 재산상태의 악화를 

알려 줄 一般的인 義務는 없음을75)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6개월의 

기간은 이행기로부터 진행되며, 채무자를 이행청구로써 이행지체에 빠뜨릴 것(동법 

제102조 제1항 참조) 등은 요구되지 아니한다.76) 나아가 채권자는 주채무의 불이

행이 없어도 보증인의 요청이 있으면 主債務의 狀態(Stand der Hauptschuld)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동항 제2문).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 또

는 화의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나아가 권

리의 보전을 위하여(zur Wahrung der Rechte) 그에게 기대될 수 있는 모든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제1문). 이와 같은 조치의무는 채권자에게 부과된   

｢확장된 충실의무 및 주의의무｣의 귀결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하여야 

할 조치는 개별 사안의 제반 사정에 달려 있는데, 예를 들면 채권자집회에의 참가, 

파산관재인의 제반 조치에 대한 감시 등이 그러하다.77) 그리고 채권자가 파산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를 안 때에는 즉각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동항 제2문). 이상과 

같은 통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면책된다(동조 제3항).

(4) 주목할 것은, 위의 (2), (3)에서 살펴본 法定의 注意義務는 당사자들의 사

전 합의에 의하여 배제될 수 없는 강행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다(同法 제492조 

제4항).

2. 그 외의 立法例

(1) 그리스민법 제862조는 “채권자의 과책으로 인하여 채무자에 의한 만족이 불

74) 우선 Pestalozzi(註 71), Art.504 Rn. 8(S.2422) 참조.

75) 그에 앞서서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감시할 일반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이해되고 있다. 우선 Pestalozzi(註 71), Art.503 Rn.11(S.2415) 참조.  

76) 이상에 대하여는 우선 Pestalozzi(註 71), Art.505 Rn.5 u. 6(S.2425) 참조.

77) 우선 Pestalozzi(註 71), Art.505 Rn.16 u. 17(S.24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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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된 한도에서 보증인은 면책된다”고 정한다.

(2) 이태리민법 제1955조는 “채권자의 행위로(per fatto del creditore) 보증인

이 채권자의 권리, 질권, 저당권, 우선권에(nei diritti, nel pegno, nelle ipoteche 

e nei privilegi del creditore) 대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은 소멸한다”고 정한

다. 이는 프랑스민법 제2037조와 같은 내용이라고 추측된다. 

(3) 최근의 네덜란드민법은 그 제7-861조 제3항에서, 비업무적․비 업적 

채무보증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지는 손해로서 채권자가 합

리적으로 그에게 요구될 수 있는 주의에 의하여 회피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는, 보증인은 장래의 채무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Ⅴ. 小  結

이상 살펴본 바를 통하여 우리는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주의의무 내지 배려의

무를 생각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게 된다.

첫째, 각국의 입법례는 이 문제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으로 담보를 포기함으로써 변제자대위가 있어도 보증인으로 하여금 담보를 취득하

지 못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면책을 인정하는 입법례가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일정한 내용의 부수적 의무(예를 들면 채권자의 통지의무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는 입법례도 있고, 더 나아가 보증인에 대한 ｢일반적․포괄적인 주의의무｣를 

긍정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둘째, 보증계약이 채권자에게 권리만을 주는 편무계약이라는 것이 채권자가 보증

인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당연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부수의무는 특히 신의칙에 기하여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연대보증인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셋째, 결국 문제는 채권자가 보증을 통하여 도모하는 ｢담보이익｣, 즉 채권의 

만족가능성의 확보 그리고 이를 통한 채권의 보전․관리 및 행사상의 부담으로부

터의 해방라는 이익을78) 어느 만큼 관철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이러한 보증의 담보기능이 주의의무의 긍정에 의하여 축소된다면 이는 경우

78) 앞의 I.2.(3)에서 인용한 大判 87.1.20이 판시하는 바는 결국 이러한 이익의 강조에 귀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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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서는 신용거래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 과연 우리 나라에서 

흔히 보이는 ｢개인적인 사유로 숙고 없이 호의로 보증을 인수한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이러한 부작용을 감수하게 할 만큼 현실적으로 適實한 것인가가 관건인 

것이다.

넷째,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전부 아니면 무의 선택을 할 필요는 없다. 

보증의 태양에 따라 다른 처리를 한다거나 일정한 요건 아래서 일정한 내용의 배려

의무만을 法定한다는 유연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을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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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duty of care of a creditor for a guarantor

Chang Soo Yang*79)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gather from the foreign laws, old and 

modern, and analyse the materials on the problem, whether and in what 

scale the duty of care of a creditor for a guarantor is to be recognized, 

and to provide some background knowledge which might be useful when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the possibilty of the legislation about this 

delicate problem is given. The range of the materials gathered here 

reaches from the Roman Law to the recently enacted Civil Code of the 

Netherlands, but the stress is laid upon the debates in the course of 

making the German Civil Code and thereafter its interpretations in 

Germany by the scholars and the courts.

As a result, some points can be accentuated:

1. The attitudes of the foreign laws to the problem vary very much, 

from the whole negation of such duty to the ad hoc recoginition of 

the care duty of the specific kind, e.g. the duty of information on the 

default of the obligator, to the full-scale admission of the duty.

2. The fact that a guarantee contract gives the creditor only the right 

to claim the guarantor does not necessarily exclude the possibility to 

recognize this kind of duty. The problem is a matter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guarantee contract.

3. We need not to make a decision of “all or nothing.” If the interests of 

a creditor regarding the security of his claims by a guarantee 

contract may be assumed to be harmed by the implimentation of such 

far-fetched duty of care, then the choice can be made as such that 

we accept only restricted contents of the care duty only for some 

kinds of guarantee, e.g. that of the private person for non-commercial 

purpose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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