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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保證의 成立에 관한 프랑스의 法理* **

― 法的 去來에서 書面의 意味에 대한 一  ―

梁 彰 洙***

Ⅰ. 序

1. 필자는 1999년 2월부터 시작된 민법개정작업에 여하면서1) 보증에 하여 

｢보고 원｣2)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직무를 담당한 계로 입법론  시각에서 보증

에 하여 몇 개의 을 쓴 바 있다.3) 보증 규정에 한 개정작업에서 논의되었

던 의 하나는, 보증의 성립요건으로 일정한 방식을 요구할 것인가, 요구한다

면 어떠한 내용을 정할 것인가 하는 이었다. 

이와 련하여 필자에 의하여 애 에 제안된 민법개정안은 제428조의2로 다음

  * 이 글은 2007년 1월 말부터 약 1개월 동안 프랑스의 파리에 체재하면서 프랑스민법학
의 一端을 엿본 결과로서 작성된 것이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7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그 민법개정작업의 경과와 내용 등에 대하여는 梁彰洙, “민법개정작업의 경과와 채권

법의 개정검토사항 Ⅰ(채권총칙)”, 民事法學 19호(2000), 11면, 특히 12면 이하; 同, 
“最近의 韓國民法典改正作業”, 서울 학교 法學 43권 3호(2002.9), 47면 이하(후에 同, 
民法硏究, 제7권(2003), 1면 이하에 再錄) 참조.

 2) 이에 대하여는 梁彰洙(前註. 民事法學), 17면 참조(“각 소위의 작업은 각 소속 위원별
로 그 분장범위를 나누어 그 범위에 속하는 개정착안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자료 및 의견을 제시⋅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위 위원 전원이 결론을 내는 방식으
로 진행되었다”).

 3) 梁彰洙(註 1. 民事法學), 32면 이하;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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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학교 法學 41권 1호(2000.3), 97면 이하
(同, 民法硏究, 제6권(2001), 385면 이하에 再錄); 同, “繼續的 保證에서 保證人의 解止
權과 責任制限”, 民法硏究, 제6권(2001), 419면 이하; 同, “民法改正案의 保證條項에 대
하여 ― 改正趣旨와 解釋論”, 서울 학교 法學 45권 3호(2004.9), 37면 이하(同, 民法

硏究, 제8권(2005), 287면 이하에 再錄) 등(이상의 글 중 民法硏究에 재록된 것은 그에 
의하여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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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① 보증은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특히 주채무가 채무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보증인의 책임액이 

숫자로 기재되지 아니하면 보증은 효력이 없다.

② 리인에 의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에 그 수권행 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방식

에 의하지 아니하면 보증은 효력이 없다.

③ 보증인의 책임을 그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④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

자는 그 한도에서 치유된다.

그런데 민법(재산법)개정 원회의 심의를 거쳐4) 최종 으로 확정된 민법개정안

은 다음과 같다. 이 최종 인 개정안은 주채무가 채무인 경우에 보증인의 책

임액이 숫자로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제1항 단서  리인에 의한 보증과 련

한 제2항이 삭제된 것 외에는 앞서 본 필자의 제안과 동일하다.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

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  제2항이 정한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 후 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법개정안은 2004년 6월 14일에 법무부 공고 

제2004-25호로 입법 고가 행하여졌다.5) 그리고 정부는 동년 10월 21일에 국회

에 이를 제안하여, 다음날 의안번호 제170611호로 법제사법 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2월 24일에 동 원회에 상정되었고, 2005년 6월에 동 원회 문 원의 

검토보고서(이는 국회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검색해 볼 

수 있다)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그 후로 지 까지 2년 이상 민법개정안에 한 

 4) 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법(재산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이다.  
제428조의2에 대한 민법(재산법)개정위원회의 심의경과에 대하여는 우선 法務部, 民法

(財産法) 改正 資料集(2004.11), 649면 이하 참조.
 5) 官報 15718호(2004년 6월 14일 자), 3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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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는 완 히 멈추어 선 상태이다.

그런데 정부는 2007년 6월 28일에 ｢보증인 보호를 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안하 다(의안번호 제176944호). 그 법안 제3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3조(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①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

액(最高額)을 서면으로 특정(特定)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한 

같다.

② 불확정 다수의 채무에 한 보증계약으로서 제1항에 반되는 것은 그 효력

이 없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2항에 따른 보증계약

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 규정은 무엇보다도 보증계약 일반이 서면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지 아

니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만을 서면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며, 그 요구가 충

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확정 다수의 채무에 한 보증계약｣, 즉 이른바 根保證

契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한다는 에서 민법개정안과 다르다. 이와 같이 그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어떻든지 서면방식에 의하여 보증인의 보호를 도모한다

는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민법개정안과 일치한다.6) 그리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에서는 앞서 본 필자 제안의 제428조의2 제1

항 단서와 통하는 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민법개정안이 마련되기까지의 논의  그에 련한 입법자료 등은 

그 한도에서 여 히 실제 인 의미를 잃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 필자는 앞서와 같이 민법개정작업에 여하면서 민법  보증규정에 한 

입법자료로서 주요한 다른 나라의 련 입법례를 조사한 바 있다. 그 상이 된

것은 주로 유럽 륙의 여러 나라, 즉 독일, 스 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랑

스, 이태리 등이었다. 그런데 앞의 1.에서 본 보증의 방식에 하여는 와 같은 

외국의 입법례  랑스에 하여 필자는 랑스민법 제2015조7)(“보증은 추정

 6) 그 외에 채권자의 통지의무(민법개정안 제436조의2), 근보증기간의 제한(민법개정안 제
448조의3) 등도 위 법안 제4조, 제5조에 거의 같은 내용으로 승계되어 있다. 

 7) 이하 프랑스민법의 조항은 단지 ｢민법｣으로 인용한다. 한편 본문에서 본 제2015조는 
현재 제2292조가 되었다. 그 경위에 대하여는 뒤의 Ⅲ.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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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아니한다. 보증은 명시 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그것이 체결된 한도를 넘어

서 확 되어서는 안 된다”)만을 들고 있다.8)

그러나 랑스에서 보증에 있어서 서면이 가지는 의미는 의 제2015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시  의사표시｣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기본

으로 민법 제1326조가 편무계약상의 채무에 하여 그 ｢채무의 증거(preuve des 

obligations)｣로 일정한 방식의 서면을 요구하는 것에 기한다.

3. 이 은 우선 보증과 련하여 랑스민법 제1326조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

으로써 보증의 성립에 한 외국 입법례에 하여 필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행한 자료 조사를 뒤늦게나마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이를 통하

여 계약 내지 법률행 에서 요구되는 ｢서면｣이 가지는 의미 내지 기능의 다양성

을 확인해 으로써, 일반 으로 계약 내지 법률행 에서 방식의 문제를 생각해 

보는 어떠한 시각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Ⅱ. 랑스民法上 ｢書面｣에 한 規定의 基本構圖 

― 書證優先主義

1. 證明에 한 規定

랑스민법은 권리의무의 실체  요건과 내용뿐만 아니라, 그 증명의 문제도 

아울러 정한다.9) 을 바꾸어 말하면, 랑스에서 민사증거법은 민법⋅상법 등

의 실체법과 민사소송법에 나 어 규정되어 있는데, 자에서는 증거의 종류는 

무엇이며, 어떠한 증거가 허용되는가 등에 하여 정하고, 후자에서는 주로 ｢증

 8) 梁彰洙(註 1. 民事法學), 32면; 同(註 3. 民法硏究 제8권), 293면 등.
 9) Philippe Malaurie, Cours de droit civil. T.1: Introduction à l’étude du droit, 2e éd. 

(1994), no 301 (p.111)은 “증거는 소송절차와 실체적 법리의 교차점에 있다. 따라서 
그 규정도 복잡하다. 즉 그것은 법관의 행위와 실체적 법을 동시에 그 대상으로 한
다.”고 한다. 同書, no 305 (p.112)에서 그는 “진실이 정의는 아니지만, 법은 진실 없이
는 그 역할을 다할 수 없다. 不正義한 법은 진정한 법이 아니다. 부정의는 거짓이며, 
거짓과 부정의는 반항을 불러일으키고 정당화한다. 이들은 인간을 경시하는 것이기 때
문에, 극히 反法的(anti-droit)이다”라고 한다. 이것이 법에서 ｢진실의 실현｣에 직접 관
계되는 증거에 관한 규정을 민법에 둔 사상적 배경일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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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재 상 제출｣에 하여 정한다. 

자에 하여는 후에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후자에 하여 간략하게 소개한

다. 새로운 민사소송법10) 제1부(“모든 법원에 공통 인 규정”)의 제1편 제1장은 

“소송의 지도  원칙(Les principes directeurs du procès)”을 정하는데, 그 제4

(제9조 내지 제11조)이 증거에 하여 규정한다. 여기서는 법 의 직권증거조사를 

원칙 으로 허용하는 규정도 포함한다(제10조: “법 은 법률상 허용되는 모든 증

거조사를 직권으로(d’office) 명할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구체 인 증거의 제출 

 조사에 하여는 ｢증거의 재 상 제출(administration judicaire de la preuve)｣

이라는 표제를 단  제1부의 제7편(제132조 내지 제322조)에서 규정되어 있다.11)

2. 民法上의 法定證據主義

(1) 민법 제3권(“소유권을 취득하는 여러 태양”) 제3편(“계약 는 합의에 의한 

채권 계 일반”)의 제6장은 “채무  변제의 증거에 하여(De la preuve des 

obligations et de celle du paiement)”라는 표제를 붙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채

무  변제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법률로 정하여 제한함으로써 증거방법에 

하여 이른바 法定證據主義(principe de la légalité des preuves)를 취하고 있음을 

10) 프랑스에서 1042개조로 된 1806년의 민사소송법은, 공개주의와 당사자주의를 철저하게 
하고, 또 변론의 구술주의, 필요적 판결이유 제시, 법관의 자유심증 등을 정한다는 측
면에서 근대적 민사소송법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이는 다른 한편으로 1667
년 4월의 이른바 루이 14세 民事訴訟王令(정확하게는 ｢司法改革에 관한 民事王令｣ 

Ordonnance civile touchant la réformation de la justice)을 이어받은 측면이 적지 않았
다. 특히 1935년 이후로 중요한 개정이 행하여졌으나, 이들은 기본적으로 부분개정에 
그쳤다. 그러다가 1969년에 쟝 포와이에(Jean Foyer)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사소
송법개정위원회(Commission de réforme du Code de procédure civile)｣가 설치되고 그 
위원회의 작업에 기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각각의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1971년 9월 9
일의 데크레부터 1973년 12월 17일의 데크레에 이르기까지 4개의 데크레가 마련되면
서(또 법률사항에 대하여는 1972년 7월 5일의 법률이 공포되었다), 위 민사소송법의 
관련규정은 폐지되었다. 이들 4개의 데크레를 통일하면서 나아가 일정한 사항을 추가
하는 1975년 12월 5일의 데크레 제1123호에 의하여 모두 972개조로 된 새로운 ｢민사
소송법｣이 제정되어(다만 제606조부터 제638조는 당시는 아직 마련되지 아니하 다가 
1979년 11월 7일의 데크레 제941호에 의하여 채워졌다),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
고 있다. 위의 두 민사소송법은 전자를 ｢구 민사소송법｣, 후자를 ｢신 민사소송법｣이라
고 불러 구별하는 것이 통상인데, 이 글에서도 이에 따른다.

11) 프랑스의 민사소송 일반에 대하여는 우선, 법원행정처, 외국의 민사소송 ―미국, 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사법정책연구자료 96-2호(1996), 79면 이하, 
특히 증거조사에 대하여는 同書, 91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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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한다. 

그러나 채권법 반에 걸쳐서 법정증거주의가 채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앞

서 말한 제6장이 속하는 제3편이 “계약 는 합의에 의한 채권 계 일반”이라는 

표제를 붙이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

(actes juridiques), 다시 말하면 계약, 그리고 나아가 채권채무를 소멸시키는 변제

에 한하여 증거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표시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일

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행 와 같은 법률사실(faits juridiques)에 하여

는 증거의 자유가 인정되어 모든 종류의 증거로 입증될 수 있다. 민법 제1348조 

제1항은 이 을 분명하게 하여, “당해 채권이 계약(quasi-contrat)⋅불법행 ⋅

불법행 12)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뒤의 4.에서 보는 서면우선주의를 취하

지 않는다고 정한다.13)

랑스법은 이와 같이 이 문제에 하여 ｢ 충  태도(système intermédiaire)｣

를 취한다고 일컬어진다.14)

(2) 랑스민법은 앞서 본 제3권 제3편 제6장에서 5개의 증거방법에 하여 각 

1개의 節을 배정하여 이를 규정한다. 즉, ① 서면에 의한 증거(preuve littérale), 즉 

서증, ② 증언에 의한 증거(preuve testimoniale), 즉 인증, ③ 추정(présomptions), 

④ 당사자의 자백(aveu de la partie), ⑤ 선서(serment)가 그것이다(민법 제1315조

의1. 2000년 3월 13일 개정 의 제1316조). 이들에 한 규정은 재 제1316조

부터 제1369조까지 모두 58개조에 이른다.15)

그 에서 ｢서면에 의한 증거｣, 즉 서증에 한 제6장 제1 은 다시 ① 公正

證書(titre authentique), ② 私署證書(acte sous seing privé), ③ 尺帶(tailles)16), ④ 

증서의 등본(copies des titres), ⑤ 승인증서  추인증서(actes récognitifs et 

confirmatifs)의 다섯 款으로 구분되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12) 준불법행위(quasi-délit)란 過失不法行爲를 말한다.
13) 민법 제138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그 이외의 예외에 대하여는 뒤의 4.(4)(c) 참조.
14) Malaurie (註 9), no 380 (p.140). 
15) 2000년 3월 13일의 개정으로 電子文書 등에 관한 제1316조의1부터 제1316조의4까지

의 4개조가 추가되었다. 이 개정법률에 대하여는 뒤의 註 37 및 그 본문도 참조.
16) 이 번역은 명순구 역, 랑스민법 (2004), 569면에 따른 것이다. 이는 외상으로 물건

을 판매하는 때에 외상값을 長短으로 나타내는 금을 새긴 막대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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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公正證書와 私署證書

증서로서는 실제 으로 公正證書와 私署證書가 요하다.

(1) 공정증서 는 公署證書란 공서성을 부여할 권한을 가지는 公職人(officier 

public)17)이 그 권한에 기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민법 제1317조 제1항). 그 

에서 公證證書(acte notarié)는 私人 간의 약정에 하여 독  권한이 주어진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이다. 실제로 이는 법으로 정하여진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

하고, 매우 다양한 장면에서 작성된다. 를 들면 랑스에서 사인 간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법이 이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도 으  공증인 앞

에서 증서가 작성된다. 이는 랑스의 토지공시제도가 기본 으로 공정증서를 공

시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18)과도 련이 없지 않겠으나, 그에 앞서서 공증인이 

랑스 사람의 일상  법생활에서 하는 不可缺의 後見的 役割에 기한 것이

다.19)

17) 이는 공증인은 물론이고, 신분공무원(officier de l’état civil) 및 집행공무원(huissier de 
justice) 등을 포함한다.

18) 프랑스에서 부동산공시제도에 관한 기본법인 1955년 1월 4일의 데크레 제22호의 제4
조는 등기소에서 공시되어야 하는 모든 서류는 “공정증서의 형태로(en la forme 
authentique)” 작성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공정증서의 작성이 ｢謄記(inscription)｣
의 요건이다. 무엇보다 Philippe Malaurie, Code civil. Les Biens; Les Publicité Foncière, 
5e éd. (2002), no 1205 (p.378) 참조. 프랑스에서의 등기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우선 呂
河潤, 債權者代位權에 관한 硏究 ―프랑스민법상의 間接訴權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007년도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109면 이하 참조.

19) 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자료로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알퐁스 
도데의 文名을 높인 출세작인 단편소설집 풍차방앗간에서 온 편지(Lettres de mon 
moulin)(1869년)의 序文이라고 생각된다. 거기에는 도데가 풍차방앗간을 구입하는 것에 
관한 공증인 작성의 증서가 그대로 轉載되어 있고, 또 그 서문은 그 공증증서만으로 
되어 있다. 이 서문은 위 책의 근자에 나온 우리말 번역판(예를 들면 조동환 역, 풍차

방앗간에서 온 편지(1997) 등)에는 유감스럽게도 실려 있지 않으므로, 프랑스의 공증
증서 작성의 예로 Alphonse Daudet, Lettres de mon moulin, Éditions Gallimard (1975), 
p.13 et s.에 의하여 여기에 새로 옮겨 보기로 한다.

  “팡페리구스트 주재의 공증인 오노라 그라바치 씨의 面前에서,
  ｢시갈리에르라고 불리는 토지를 소유하는 이로서 동소에 거주하는, 비베트 코르니
유의 남편 가스파르 비티플로 씨 출두:
  同人은 이 증서에 의하여 법적 및 사실적 보증 아래, 그리고 일체의 채무, 선취특
권,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여기에 출두한 매수인 파리 거주의 詩人 알퐁스 도데 씨에게,
  프로방스 한복판으로 론느 강 流域에 있는, 소나무와 상록의 견목이 밀생하는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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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는 ｢민사소송에 의한 조의 신고(inscription de faux)｣가 행하여지기

까지 완 한 증명력을 가진다(민법 제1319조). 조신고소송20)은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패소자에게는 민사벌  손해배상의 제재가 따르므로, 실제로 거의 행하

여지지 않는다.

(2) 私署證書는 원칙 으로 당사자의 서명 외에는 아무런 방식을 요하지 않는

다. 다만 사서증서에 의하여 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해 계를 달리하는 

당사자의 수만큼 正本이 작성되어야 한다(이른바 複本方式 formalité du double)

(민법 제1325조 제1항). 그러므로 그 각 정본에는 당사자들의 서명이 들어 있어

야 함은 물론이고, 그마다 작성된 원본의 수가 기재되어야 한다(동조 제3항). 그

러나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 다고 해서 그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그 증서가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증명가치를 하시킬 뿐이

다. 즉 그러한 증서라도 이른바 ｢書證의 端緖(commencement de preuve par 

écrit)｣21)로서의 효력은 이를 가지는 것이다.

사서증서의 증명력은 공정증서에 비하면 열후한 것이다. 를 들어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피고를 상 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서 피고의 서명이 있는 

덕 위의 製粉風車(moulin à vent et à farine)를 매도하고 양도하 고, 위 도데 씨는 
이를 인수하 다; 위 풍차는 그 날개의 끝까지 올라붙은 야생포도, 이끼, 로즈마리
나무 및 기타의 기생식물로 덮여 있는 것에 의하여 명백한 대로, 20년 이상 방치되
어 있으며 또한 가루를 낼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상태에 더하여, 大輪이 파손되고 바닥에는 벽돌 사이로 잡초가 무성함
에도 불구하고, 도데 씨는 위 풍차가 자신에게 적절함을 언명하고, 또 詩作에 도움
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일체의 위험과 손해를 부담하며, 그에 행하여질 수도 있는 
修繕을 이유로 매도인에 대하여 어떠한 상환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인수하기로 한다.
  이 매매는 위 시인 도데 씨가 협정가격에 기하여 사무실에 가져와서 맡긴 통화로
써 일괄하여 이루어졌고, 그 금전은 바로 위 미티플로 씨에 의하여 수령되었다. 이
는 모두 아래에 서명하는 공증인 및 증인의 입회 아래 행하여졌고, 그 수증이 교
부되었다.
  이 증서는 팡페리구스트에 있는 ‘오노라 법률사무소’에서 나팔쟁이 프랑스 마마이 
및 白衣懺悔會(pénitents blancs)의 십자가잡이로서 통칭 르 끼끄라고 하는 루이제가 
있는 앞에서 작성되었다.
  위 두 사람은 증서가 낭독된 후 당사자 및 공증인과 같이 서명하 다.｣”

20)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신 민사소송법 제303조 이하의 ｢공서증서에 대한 위조
의 신고｣에 관한 규정 참조. 

21) 이에 대하여는 뒤의 4.(4)(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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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증서를 증거로 제출한 경우에, 피고가 그 증서의 서명이나 필 을 부인하

면,22) 원고는 사실조사, 즉 필 감정(vérification d’écriture)의 차23)에 의하여 그 

眞正함을 입증하여야 한다(민법 제1324조). 한편 편무계약에 한 사서증서에 

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 이에 하여는 항목을 바꾸어 설명한다(아래 6.을 

보라).

4. 書證優先主義

｢채무의 증거｣에 한 가장 요한 원칙은 통상 요한 의미가 있는 민사거래

로 인한 채무는 일반 으로 서증에 의해서만 입증되어야 하며 증언에 의한 증

거, 즉 人證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증의 우월은 통상 “서면은 

증인에 앞선다(Lettres passent témoins.)”라는 法諺으로 표 되는 랑스 증거법의 

역사  발 방향에 있어서 그 종 을 이루는 것으로서,24) “緩和된 要式主義

(formalisme atténué)｣라고 불린다.25)

(1) ｢증언에 의한 증거｣에 한 冒頭規定인 민법 제1341조 제1항은 “데크 에 

의하여 정하여진 액 는 가액을 과하는 모든 사항(toutes choses)에 하여

는, 비록 임의임치라고 하여도,26) 공증인의 면 에서 는 私署에 의하여 증서

22) 채무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이 증서의 내용이나 서명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경
우에도 마찬가지이다(프랑스민법 제1323조 제2항).

23) 그 구체적인 절차는 신 민사소송법 제287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24) Malaurie (註 9), no 373 (p.137f.) 참조. 
25) 예를 들면 Terré/Simler/Lequette, Droit civil. Les obligations, 7e éd. (1999), no 143 (p. 

147) 참조. 또는 ｢증명에 관한 요식주의(formalisme probatoire)｣라고도 한다.
26) 이 규정에서 특히 ｢임의임치｣가 그 적용범위에 포함됨을 명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

은 역사적 이유에 기한다. 프랑스에서는 16세기 중반까지는 일반적으로 서증보다 증인
이 선호되어, “증인은 서면에 앞선다(Témoins passent lettres.)” 내지는 “살아 있는 소
리에 의한 증인은 서면을 파괴한다(Témoins par vive voix détruissent lettres.)”는 원칙
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를 결정적으로 뒤집은 것은 1566년 샤를 9세의 ｢사법개혁에 
관한 王令(Ordonnance sur la réforme de la justice)｣(물랭의 왕령 Ordonnance de 
Moulins이라고도 한다)이었다. 이 왕령 제54조는 “100리브르의 금액 또는 가액을 넘는 
모든 사항(toutes choses)”에 관하여는 공증인 또는 증인의 면전에서 ｢계약서가 작성
(passer contrats)｣되어야 하며, 이 계약서만이 완전한 증거가 되고, 계약의 내용이 아닌 
것으로서 그 계약 전후 및 계약시에 합의되었다고 주장되는 사항에 대하는 어떠한 증
인에 의한 증거도 수리되지 않는다고 정하 다. 이 ｢개혁｣은 증인에 의한 입증을 허용
함으로써 소송에 많은 불편과 혼란을 가져오고 특히 복잡한 소송사건이 증가하는 것



梁 彰 洙 [서울 학교 法學 제48권 제3호 : 77～10086

(acte)를 작성하여야 하며, 증서의 내용에 반하거나 그 내용이 아닌 사항  증서

의 작성 , 작성 시 는 작성 후에 진술되었다고 주장되는 사항에 하여는, 

 액 는 가액을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언에 의한 증거가 허용되지 아

니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데크 상의 액 는 가액(이하 단지 ｢ 액｣이라고 한

다)이란 2005년 1월 1일부터는 1천5백 유로(2007년 8월 재의 환시세에 의하면, 

우리 돈으로 2백만 원에 조  못 미친다)이고, 그 에는 8백 유로 으며, 2002

년 1월 1일까지는 5천 랑이었다.27) 그리고 의 액을 넘지 않는다는 입증은 

 규정의 용을 면하고자 하는 측에서 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송물의 가

치가 확정되지 않는 부의 경우에는 항상 서면에 의한 증거가 요구된다.”28) 

이와 같이 랑스법에서는 계약상 채무 일반에 하여 원칙 으로 일정한 서

면의 작성이 증거의 측면에서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랑스에서 

채권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29) 이와 

같이 채권채무의 실체  유효성에 하여는 이른바 不要式主義 내지 諾成主義

(consensualisme)가 지배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는 계약상 채권채무의 증

명에 한 法定證據主義 내지는 要式主義(formalisme)와 사고상 엄 하게 구분되

어야 한다.

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고 한다. 그 배경으로는 우선 당시의 소송구조, 특
히 증인신문절차가 지나치게 번잡한 것, 나아가 15세기의 인쇄기술의 발견과 그 지식
의 유포 등을 배경으로 한 거래에서의 서면의 보급, 공증인제도의 발전 등과 같이 사
회상황이 변화한 것, 또한 증인의 기억 착오나 買收의 위험이 있는 것 등을 들고 있
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부수적 합의 등이 이에 포함되는가 등
의 논의가 있었다. 그리하여 파리고등법원(parlement)의 판례는 임치계약은 서면에 의
하여 행하여지지 않는 것이 통상이므로, 그 입증에 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
고 증인을 허용하 다고 한다. 이 점에 관하여 1667년의 민사소송왕령(이에 대하여는 
앞의 註 10 참조)은 건물의 화재나 붕괴 등의 경우에 인정되는 필요임치와 임의임치
를 구별하여, 전자에 한하여 증인에 의한 증언을 허용하 다(제20장 제3조). 그것이 프
랑스민법전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필요임치에 대하여는 뒤의 註 34의 본문에서 보는 
대로 그 취지가 민법 제1950조에 규정되고, 임의임치에 대하여는 여기 본문에서 보는 
대로 민법 제1341조에 명문으로 이에 대하여 서증우선주의가 적용됨을 규정한 것이다.

27) 1980년 7월 15일의 데크레 제533호; 2001년 5월 30일의 데크레 제476호 및 2004년 8
월 20일의 데크레 제836호 참조.

28) François Terré, Introduction génerale au droit, 6e éd. (2003), no 516 (p.494).
29) 나아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인도 등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계약의 성립

만으로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민법 제711조, 제1138조, 제15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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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정상의 증서작성의무는 계약의 유효요건으로 정하여진 것이 아니라, 

증거법의 맥락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 다고 해도 계약이 

실체법 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나, 증서 이외의 증거방법은 하게 제한된

다. 즉, 증거는 서증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의 존재가 상 방에 의하여 

부인되는 경우에는 그 입증을 하여 증인을 세우는 것은 지되는 것이다.  

앞의 2.(2)에서 본 증거방법  推定에 의한 입증(민법 제1349조 이하)도 지된

다.30)

(3) 나아가  규정은 증서의 내용에 반하거나 그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contre et outre le contenu d’un écrit)에 한 증거는 액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증서가 작성된 한에서는, 그 내용이 당사자들의 합의를 정확하

게 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은 물론이고, 그 증서가 계약내용을 부 담고 있

지 않고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외에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한 바가 있다는 도 

증인에 의하여 입증할 수 없다. 즉 계약에 한 증서가 부정확하거나 불완 하다

는(inexact ou incomplet) 에 하여 증언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계약

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모순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법 은 모든 증거방법에 의

하여 그 의미를 밝 낼 수 있다. 이는 계약에 존재한다고 주장되는 각종의 ｢흠｣, 

즉 사기나 착오 등은 물론이고 ― 랑스법에 고유한 바인― 계약의 원인(cause)

과 련한 하자(그 흠결, 법 는 부도덕 등)에 하여도 마찬가지이다.31) 

(4) 와 같은 원칙에 한 주요한 외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외는 민법 

제1341조 체에 한 것으로서, 이들에 있어서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에 한 증서의 내용에 반하거나 그 내용 

밖의 사항을 입증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증인에 의한 입증이 허용된다.

  (a) 우선 랑스상법 제110조의3(L. 110-3)(구 상법 제109조)은 “商人에 하

30) 그 외에 앞의 2.(2)에서 본 증거방법 중 자백이나 선서에 의한 입증은 허용된다. 이에 
대하여는 우선 Terré (註 28), no 518 (p.495) 참조.

31) 이상에 대하여는 우선 Terré (註 28), no 517 (p.494 et 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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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商行爲(acte de commerce)는 법률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모든 방법에 의하

여(par tout moyen) 증명될 수 있다”고 정한다. 한편 민법 제1341조 제2항은, 同

條 제1항의 규정이 “商事에 한 법률의 용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

법규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b) 나아가 ｢서면에 의한 증거의 단서(commencement de preuve par écrit)｣ 

는 ｢書證의 端緖｣란 완 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서는 아니나 서신 기타 동등한 

서면( 를 들면 일기, 가계부 등)과 같이 주장사실을 진실이라고 추단하게 하는 

정황증거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서증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이것이 

제출되면 증언에 의한 증명이 허용된다.

  민법 제1347조는 서증의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에 의한 증명이 허용된다

고 정하면서, “피고 는 피고의 리인의 증서로서 주장사실을 疏明하는 것

(rendre vraisemblable)”은 서증의 단서가 된다고 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래부터 

여기서의 ｢서증의 단서｣는 례에 의하여 매우 확장되어 해석되어 왔다.32) 그리

하여 1975년 7월 9일의 법률 제596호에 의하여 민법 제1347조 제3항이 추가되

어, 당사자 본인의 법정출두(comparution personnelle)33)에 있어서 본인이 행한 진

술  답변 거부, 나아가 법정불출석을 서증의 단서에 상당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정하여졌다.

  (c) 한편 “당사자 일방이 계약에 한 증서를 취득할 수 있는 물질  는 

정신  가능성이 없거나 우연한 사고 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증으로 사용

될 수 있는 증서를 상실한 때”에도 외 으로 증인에 의한 입증이 허용된다(민

법 제1348조 제1항). 자의 ｢물질  는 정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구체

인 로서 민법은 必要任置(dépôt nécessaire)34)에 하여 “그 목 물의 가액이 

32) 그 상세에 대하여는 우선 Terré (註 28), no 525 (p.497 et s.) 참조.
33) 프랑스 신 민사소송법 제184조 이하 참조. 이는 우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신문(민사소

송법 제367조 이하)에 해당한다.
34) ｢필요임치｣란 우리 민법상의 임치에 상응하는 任意任置(dépôt volontaire)(이에 대하여

는 앞의 註 26 참조)와 對를 이루는 것으로서, “화재⋅붕괴⋅약탈⋅破船과 같은 재해 
또는 기타 예견할 수 없는 어떠한 사고로 인하여 강제되는 임치(forcé par quelque 
accident)”를 말한다(민법 제1949조 참조). 이는 프랑스에서는 계약으로 법구성되는 임
치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민법으로 말하면 오히려 事務管理에 해당한다
고 하는 것이 정확한 파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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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1조에 정한 액수를 넘는 때에도 증인에 의한 증명이 허용된다”고 정한다

(제1950조).

(5) 와 같은 민법상의 서증우선주의는 실제의 소송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실

되고 있는가? 례는 일 하여 민법 제1341조에 하여 公序(ordre public)로서

의 성질을 부인하고 ｢사  질서(ordre privé)｣에 해당하는 것으로 악하고, 이에 

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처리｣를 인정하고 있다.35)

첫째, 법원은 직권으로 증인에 의한 입증을 지할 수는 없다. 민법 제1341조

가 용되려면, 당사자가  규정을 들어 법원에 하여 상 방이 신청한 증인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둘째, 당사자들은 합의로 민법 제1341조의 원칙을 변경할 수 있다.

셋째, 당사자는 민법 제1341조에 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명시  는 묵

시 으로 포기할 수 있다. 허용되지 않는 증인의 신문에 이의 없이 참여하는 것

은 통상 묵시의 포기로 인정된다.

넷째, 민법 제1341조의 불 수를 상고심인 기원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할 수

는 없다.

5. 有效要件으로서의 方式 ― 嚴肅契約

한편 랑스법에서는 일정한 방식의 서면이 작성되지 않으면 실체법 으로 효

력을 가지지 못하는 일련의 계약이 있다. 이는 통상 嚴肅契約(contrat solennel)이

라고 불리는데, 민법상으로는 (ⅰ) 증여(제931조), (ⅱ) 부부재산계약(제1394조), 

(ⅲ) 당권설정계약(제2127조) 등이 있다. 이들 계약은 모두 앞의 3.(1)에서 보는 

공증증서로 작성되어야 하며, 이 요건을 수하지 아니한 계약은 실체법상으로 

으로 무효이다.

이와 같이 일정한 방식의 서면이 작성되는 것이 실체법상의 유효요건이 되는 

외 인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은 증거를 하여(ad probationem) 작성된다.

35) 이 항목에 대하여는 Gilles Gorbeaux et Philippe Bihr, Preuve, Répertoire de procédure 
civile (1979), no 1258 et 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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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片務契約에서의 方式 要求

한편 당사자 일방만이 을 지 하거나 체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즉 片務契約에서는 私署證書라도 당사자의 서명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 

외에 이행할 액이나 수량에 하여 문자와 숫자의 방(en toutes lettres et en 

chiffres)을 ｢자신의 손으로(de sa main)｣ 기재하여야 한다(민법 제1326조).36) 여

기서 ｢자신의 손으로｣라는 문언은 2000년 3월 13일의 법률 제230호37)로 ｢자신에 

의하여(par lui-même)｣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자문서의 법  취 을 정하는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자매체에 의한 직  작성을 포 하기 한 것이

다.38) 

보증에 한 규율에서 이와 같은 保證債務額에 한 自書記入(mention manuscrite)

의 요건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하여는 항목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Ⅲ. 保證에서 ｢緩和된 要式主義｣의 意味

1. 랑스民法에서 保證의 地位

(1) 랑스민법 에서 계약에 한 규정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여러 양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제3편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둘로 나 어져 있다. 하나는 

同編의 제3장으로 ｢계약 는 합의에 의한 채권채무 계 일반｣이라는 제목이 붙

어 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들은 통상 ｢계약의 일반이론(théorie générale 

du contrat)｣이라는 표제로 다루어진다. 다른 하나는 제6장(｢매매｣)부터 제16장

(｢ 재｣)까지의 개별 계약유형을 정한 것으로,39) 이들은 일반 으로 ｢계약각칙

36) 동조 제2문은 문자표시와 숫자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문자표시에 의한다고 정한다.
37) 이 법률은 ｢증거법의 정보기술에의 적응과 전자서명(adaptation du droit de la preuve 

aux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signature électronique)｣에 관한 것이다. 이 법률은 
“서면에 의한 증거 또는 문서에 의한 증거는, 그 매체 및 전달수단의 여하를 불문하
고, 글자⋅문자⋅숫자 혹은 이해가능한 의미를 가진 다른 모든 기호 또는 표상으로 성
립한다”는 정의규정을 도입하고(제1316조), 나아가 “전자매체에 의한 문서(écrit sur 
support électronique)는 종이매체에 의한 문서와 동일한 증명력을 가진다”(제1316조의
3)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 다.

38) Capitant/Terré/Lequette, Les grands arrêts de la jurisprudence civile, T.2: Obliagtions, 
Contrats spéciaux, Sûretés, 11e éd. (2000), p.597 n.1 참조. 

39) 그리고 제17장의 ｢질권｣, 제18장의 ｢선취특권 및 저당권｣ 등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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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ts spéciaux)｣의 이름 아래 통 된다.40) 

바로 뒤의 (2)에서 보는 담보법의 개정 이 에 ｢보증(cautionnement)｣은 그 

에서 제14장(제2011조 내지 제2043조)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증이 채

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으로 성립한다는 에 이론이 없었다. 그러나 학설은 

이를 ｢계약각칙｣에서 계약의 한 유형으로 다루지 않고 ｢담보법(droit des sûretés)

｣에서 다루는 것이 일반이다.41)

(2) 담보법의 개정을 도모하는 2006년 3월 23일의 행정법률(ordonnance) 제

346호는 랑스민법 의 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즉 제3편 다음에 ｢담보｣

에 한 제4편을 새로이 편입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인  담보(sûretés 

personnelles)｣를 다루는 제1장과 ｢물  담보(sûretés réelles)｣를 다루는 제2장을 

두고 있다. ｢보증｣에 한 종 의 제3편 제14장은 모두 삭제되고, 그 규정은 역

시 ｢보증｣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제1장의 제1 (제2288조 내지 제2322조)로 

옮겨 왔다.42) 그리고 보증은 추정되지 않으며, 한 명시 이어야 한다는 종 의 

제2015조도 그 로 제2292조가 되었다.

(3) 실제로 보증제도는 오늘날의 랑스 담보법에서 가장 요한 지 를 차지

40) 이와 같이 프랑스민법전의 구성상으로는 일응 계약총칙과 계약각칙이 준별되어 규정
되어 있지만, 실상 兩者의 관계는 훨씬 복잡하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계약각칙｣ 중에
서 특정한 유형의 계약에만 한정되지 않고 보다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는 규정 내지 
법리를 추출하여 이른바 ｢계약각칙의 일반이론(théorie générale des contrats spéciaux)｣
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모든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공통
의 성질을 가지는 일정한 계약유형들을 하나의 ｢契約類(famille de contrats)｣로 분류하
고 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매⋅도급⋅교환이
라는 개별 계약유형을 넘어서 물건의 소유권의 이전을 포함하는 계약 일반에 타당한 
법리가 그것이다. 이러한 ｢계약각칙의 일반이론｣은 ｢계약의 일반이론｣과 각종 계약에 
고유한 법리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Malaurie/Aynès/Gautier, Droit civil. 
Contrats spéciaux, 13e éd. (1999), no 54 (p.61f.) 참조. 

41) 여기서 보증을 다루는 담보법 교과서를 일일이 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특히 Alain 
Bénabent, Droit civil. Les contrats spéciaux (1993), no 9 (p.7)은 민법⋅상법상의 각종 
계약에 대하여 ｢논의가 행하여지는 장소(lieu d’étude)｣를 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민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편 제9장(제1832조 이하)의 組合(société civile)이 ｢단체법(droit 
des sociétés)｣에서 다루어지듯이, 당시의 민법 제3편 제14장의 보증은 담보법에서 다
루어진다고 명확하게 말한다.

42) 이어지는 제2절은 ｢독립적 보증(garanties autonomes)｣, 제3절은 ｢신용보증장(lettre 
d’intention)｣에 대하여 각각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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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종 에는 친족들이나 지인들 사이에서 호의 계에 기하여 행하여지는 

담보수단으로 념되었으나, 1970년  이래 속히 거래의 심으로 진출하 다. 

그것은 우선 물  담보에 비하여 그 설정이 단순하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는 이 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채무자가 무자력에 빠진 경우에, 주채무자

의 재산에는 이미 복수의 담보가 설정되어 경합하는 경우가 지 않고, 특히 

랑스에서는 公示 없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채권이 다수 인정되고 있어서, 채권

자의 충분한 만족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발하기 때문이다.43) 그러므로 특

히 은행거래에서 “일반 으로 요구되는 인 인 담보는 보증이며, 보증은 은행의 

모든 거래유형에서 두루 사용”되는 것이다.44)

2. 保證에서 ｢保證額의 自書記入｣의 要件을 둘러싼 論議

(1) ｢보증액의 자서기입｣을 요구하는 제1326조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는 규정

인가? 즉 이는 증거규정인가, 방식규정 내지 효력발생규정인가? 다시 말하면 보

증인의 서명은 있으나 보증액의 자서기입에 흠결이 있는 경우, 즉 그것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채권자는 보증인에 하여 보증책임의 이행을 실효 있게 소구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하여 민법 제정 이래 1970년  까지는 보증액의 자서기입에 흠

결이 있어도 보증서면에 서명이 있는 한 이는 최소한 ｢서증의 단서｣로서의 효력

을 가진다는 에 의문이 없었다.45) 그러므로 채권자는 보증서면 이외의 증거, 

를 들면 보증이 있기  는 후에 당사자들 사이에 교환된 書信에 의하여46) 

보증의 구체 인 액수를 입증할 수 있었다.

(2) 그런데 1970년 에 이르러 하 심법원에서 자서기입이 철 하게 이루어지

지 않은 보증거래에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는 재 례를 내기 시작하 다. 기

원은 이러한 하 심 재 례의 당부를 정면에서 심사하기를 회피하다가, 1983년에 

이르러47) 기원 제1민사부는 어도 보증 당시 보증액이 확정되거나 수치화할 

43) Capitant/Terré/Lequette (註 38), p.596.
44) Alain Cerles, Le cautionnement et la banque (2004), p.17.
45) 同旨의 재판례에 대하여는 Philippe Simler, Cautionnement et garanties autonomes, 3e 

éd. (2000), no 395 n. 218을 보라. 
46) Cass. com., 9 mars 1976, Bull. civ. IV, no 84.
47) 그 선구를 이루는 것은 Cass. 1re civ., 19 avr. 1983, Bull. civ. I, no 122, D. 1984,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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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경우48)에 하여는 극 으로 그 액수를 문자와 숫자로 자서기입하는 

것을 보증의 실체  유효요건이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기에 이르 다.49) 

즉 기원 제1민사부는 “민법 제1326조와 제2015조를 결합시키면, 자서기입에 

한 요건은 단순한 증거규칙이 아니라 보증인의 보호를 그 목 으로 한다는 결

론이 도출된다”고 설시하면서,50) 이로부터 자서기입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서

면이 증거방법으로서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보증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태

도를 취하 다. 그 후로도 동일한 취지의 재 례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어졌

다.51) 이러한 례의 태도는 학자에 따라서 ｢자서기입의  우선성(primauté 

absolue de la mention manuscrite)｣이라고 불리기도 한다.52)

하나의 로 기원 제1민사부의 1989년 11월 15일 결에 하여 살펴본

다.53) 이 사건의 사실 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 회사는 1981년 2월 26일  동

년 3월 2일 A 회사에 일정한 컴퓨터를 매월 16,654유로의 차임으로 50개월 동안 

임 하는 계약을 체결하 다. A 회사의 표인 피고는 동년 2월 25일에 “나는 

개인 으로  계약에서 정하여진 매월 16,654 유로의 차임을  날짜[컴퓨터가 

A 회사에 설치되어 작동을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개인 으로 보증한다”라

고 自書한 내용이 포함된 서신을 송부하 다. 원고 회사는  계약 로 컴퓨터를 

인도하여 작동시켰으나, A 회사가  차임을 제 로 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

83, obs. Vasseur, JCP 1983. II. 20122 note Mouly et Delebecque이다.
48) 그런데 보증 당시에 보증액이 확정될 수 없는 경우(이른바 불확정보증 cautionnement 

indéterminé)에 대하여는 “명료한 방식으로 보증채무의 성질과 범위를 인식하고 있음을 
자서로 표현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Cass. 1re civ., 3 mars 1970, Bull. civ. I, no 80; 20 
juin 1978, Bull. civ. I, no 234; 4 févr. 1986, Bull. civ. I, no 5, Banque 1986. 401 obs. 
Rives-Lange 참조. 이른바 무제한의 불확정보증의 허용문제를 포함하여 불확정보증의 
법문제 일반에 대하여는 우선 Simler (註 45), no 391 et s. (p.357 et s.) 참조.

49) 그러나 예를 들면 Cass. 1re civ., 29 févr. 1984, Bull. civ. I, no 20; 20 nov. 1984, 
Bull. civ. I, no 311; 9 déc. 1986, Bull. civ. I, no 271, D. 1987, Som. com. 144, obs. 
Aynès, JCP 1988. II. 20921 note Starck 등은 보증서에 원본액의 自書 외에 단지 “이
자, 비용, 중개수수료 및 부가채무(accessoires)를 보증한다”고 기입되어 있고 그 이자 
등의 액의 자서가 없는 경우에도 보증인이 그 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 다. 

50) 예를 들면 Cass. 1re civ., 30 juin 1987, Bull. civ. I, no 210 참조.
51) 그 외에도 예를 들면 Cass. 1re civ., 22 juin 1983, Bull. civ. I, no 182, Defrénois 1984. 

367, obs. Aubert; 22 fév. 1984, JCP 1985. II. 20442 note Starck 등이 있다. 
52) Capitant/Terré/Lequette (註 38), p.598.
53) Cass. 1re civ., 15 nov. 1989, D. 1990. 177, note C. Mouly, JCP 1990. II. 21442, note 

D. Legeais, Defrénois 1990. 442, obs. Aynè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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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고 회사는 피고를 상 로 하여 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하 다. 원심법원은 원

고의 청구를 인용하 다. 그러나 기원은 다음과 같이 시하여, 원심 결을 

기하 다.

  “보증인에 의하여 서명되는 약정은 그의 서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약정 당시에 확정할 수 있는 모든 채무의 액이 문자와 숫자로 스스로의 손으로 

기입된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증거규칙54)은 보증인의 보호를 그 목 으로 

한다(ces règles de preuve ont pour finalité la protection de la caution). … 앞서 

인용한 서신은 민법 제1326조  제201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증인의 약정

이라고 할 수 없다고 피고가 주장한 것에 하여, 제2심 법원은 그 서신이 

계자의 서명 외에 그가 보증하려는 채무액의 自書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방어주장을 배척하 다. 그러나 원심법원의 시에 의하면 문제가 되는 서

면에서 그 채무액이 숫자로는 쓰여졌을지라도 문자로 쓰여지지는 않았다. 그러

한 문자의 기재는 앞서 본 조항들에 의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바이므로,  서

신상의 기재는 법한 보증의 서면을 구성하지 않는다(ne constitue pas un acte 

de cautionnemnet régulier). 따라서 원심법원은 와 같이 시함으로써  규정

들을 반한 것이다.”

(3) 한편 기원은 같은 맥락에서, 민법 제1326조  제2015조의 반을 이유

로 하는 상고에 하여 비록 그 반이 하 심에서 주장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

도 순수한 법문제로서(de pur droit) 그 상고를 받아들여 인용하는 태도를 체로 

취하 다.55) 

그 결과로 하 심 차원에서 보증약정의 무효를 인정하는 재 례가 지 않게 

나왔다. 그러나 종  례의 태도에 충실한 하 심 재 례도 상당수에 이른다.56)

54) 여기서 ｢증거규칙｣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을 들어 뒤의 4.에서 보는 태도의 전환이 
이미 예고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면 Jean Carbonnier, Droit civil, Vol. II 
(2004), no 1017 (p. 2092)가 그러하다.

55) Cass. 1re civ., 16 déc. 1986, Bull. civ. I, no 298 및 Cass. 1re civ., 3 mars 1987, Bull. 
civ. I, no 77 등. 한편 반대의 태도를 취하는 재판례도 없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하여는 
Simler (註 45), no 336 n.223 (p.362) 참조. 

56) 그 각 구체적 하급심 재판례에 대하여는 Simler (註 45), no 336 n.224 (p.362)(새로운 
판례에 따른 것) 및 no 336 n.229 (p.363)(종전의 판례에 따른 것)를 각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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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破棄院 제1민사부의 態度에 한 批判

(1) 앞의 1.(3)에서 본 로 보증이 단순히 친척이나 지인들의 범 를 넘어서 

일반 인 인  담보로 보편화되기에 이르면서, 보증인에 한 보호를 구상할 필

요가 있다는 에 하여는 체로 반 가 없다.57)

보증인, 특히 非專門의 보증인(cautions profanes)은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책임

의 의미와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주채무자가 무자력하게 

되거나 채무의 이행에 무 심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의외의 사태｣에 

하여 보증인은 속수무책이다. 한 보증은 실제로는 통상 연 보증의 형태로 

행하여지므로,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구를 상 로 채권의 만족을 추

구할 것인가를 자유로 선택할 수 있고, 보증인은 그 선택에 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는 것이다.

(2) 그러나 그 보호의 법  수단은 민법 제2105조, 특히 제1326조에서 구하여 

양자의 결합으로부터 하나의 방식규정(règle de forme)을 읽어내는 것은 ｢ 담

한｣58) 혹은 ｢무모한｣ 일이다.59)

민법 제2105조가 의도하는 바는 보증이 명시 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보증인

의 침묵 기타 소극 인 행태로부터 추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동조는 하나의 해석규정(règle d’interprétation)으로서, 실제의 거래에서 보증을 내

용으로 하는 서면이 작성되고 그 안에서 명확한 문언이 사용되면 이 요건은 충

족되는 것이다. 

문제는 제1326조이다. 이 규정의 취지는, 편무계약에서는 앞의 Ⅱ.3.(2)에서 본 

바 있는 複本方式이 요구되지 않아서 채권자가 통상 유일한 채무증서를 소지하

게 되는데 채권자가 그 서면상의 채무액 등을 변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막

고자 하는 것이었다.60)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규정은 증거에 한 것으로서, 이 

57) 우선 Capitant/Terré/Lequette (註 38), p.596 et s.; Sargos, Le cautionnement: dangers, 
évolution et perspectives de réformes, Rapport de la Cour de cassation 1986, p. 33 et 
s. 참조.

58) Capitant/Terré/Lequette (註 38), p.597의 표현 : “대담한 판례(jurisprudence audacieuse)”
59) 이하의 비판은 특히 Simler (註 45), no 396 (p.362 et s.); Malaurie et Aynès, Droit 

civil. Les sûretés; La publicité foncière, 9e éd. (1998), no 205 (p.63 et s.)에 의하여 제
기되었다. 그 내용에 대하여는 우선 Capitant/Terré/Lequette (註 38), p.600 et s. 참조.

60) Capitant/Terré/Lequette (註 38), p.5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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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규정이 자리잡고 있는 제3편 제3장 제6 의 제목(“채무  변제의 증거

에 하여”)에서부터 명확하다. 나아가 민법 제1326조에 기하여 는 그것에 민

법 제2105조를 가함으로써 보증에 한 실체  유효요건으로서의 방식을 이끌어

내는 것은 채권자를 희생으로 보증인에게 지나친 배려를 베푸는 것으로서, 자신

의 의사에 기하여 분명히 보증을 의욕한 보증인이 이와 같이 방식의 흠결을 이

유로 해서 자신의 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 일반 ⋅체계 인 수단을 부여하는 것

은 ｢계약상 신의｣를 해하는 것이다. 한 그 게 되면, 융기 과 같은 문

 채권자는 보증을 담보로 하여 융을 주는 것을 꺼리게 되어, 결국 담보로서

의 보증제도 자체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한다.61)

(3) 뿐만 아니라 논자들은 와 같은 기원의 재 례는 어디까지나 제1민사부

에서 나온 것이고, 같은 기간 동안 기원의 商事部는 여 히 종 과 같이 민법 

제1326조를 증거규정으로 보는 태도를 유지하여 왔음62)을 지 한다. 이러한 ｢재

례의 부조화｣가 바람직하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4. 證據規定으로의 態度轉換

결국 기원 제1민사부는 1991년 10월 15일의 결63)로 종 의 태도로 회귀

하 다. 즉 동 결은 다음과 같이 설시한다. 원심법원이 민법 제1326조에서 요

구되는 자서기입의 흠결은 보증을 ｢부 법한 것(irrégulier)｣으로 만들기는 하지만, 

그 서면은 ｢서증의 단서｣로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보충될 수 있고, 따라서 자

서기입의 흠결이 보증을 무효로 한다는 결론을 내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는 것이

61) 특히 Terray, Le cautionnement, une institution en danger, JCP 1987. 1. 3275 참조.
62) 예를 들어 Cass. com., 21 juin 1988, Bull. civ. IV. no 212는 자서기입이 없어도 보증

서면은 ｢서증의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원심법원이 증거가 될 수 있는 다른 증거
를 충분히 조사하지 아니한 것을 탓하고 있다. 그 외에 Cass. com., 15 nov. 1988, D. 
1990. 3, note P. Ancel; 19 juin 1990, JCP 1990. II. 21578, note D. Legeais 등. 한편 
Simler (註 45), no 396 (p. 363)에 의하면, 파기원 제1민사부 자신이 뒤의 4.에서 보는 
명시적인 태도 전환이 있기 전에도 최소한 한 차례는 상사부와 같은 태도를 취한 바 
있다고 한다.

63) Cass. 1re civ., 15 oct. 1991, JCP 1992. II. 21923 note Simler. 한편 Simler (註 45), no 
397 (p.364)은, 이 판결이 파기원이 公刊하는 판결집인 Bulletin des arrêts de la cour 
de cassation en matière civile (Bull. civ.은 그 略語이다)에 수록되지 않았음을 지적하
면서, 공간의 판결집에 수록된 것으로는 Cass. 1re civ., 22 oct. 1991, Bull. civ. I, no 
259이 최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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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4) 다시 말하면 자서기입의 흠결은 보증의 효력에는 향을 미치지 않으며 단

지 그 서면의 증거력을 약화시킬 뿐이어서 이제 서면은 ｢서증의 단서｣로 평가된

다는 것이다. 이는 그 핵심에 있어서 종 의 입장, 즉 민법 제1326조가 증거규정

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선회하 음을 의미한다 

그 후로는 같은 취지의 결이 이어지고 있으며,65) 기원 상사부와의 ｢태도

의 불일치｣도 청산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 ｢克服된 判例｣가 미친 影響

(1) 그러나 와 같이 기원 제1민사부의 ｢한때의 례｣는 그 후 스스로 이

를 번복함으로써 아주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의심할 여지없이 

변경되기 의 례의 태도에 자극을 받아서”66) 소비자 융 등의 분야에서 입법

이 명문으로 자서기입을 보증의 유효요건으로 정하기에 이르 던 것이다. 

즉 1989년 12월 31일의 법률 제1010호(“개인과 그 가족의 過負債와 련한 어

려움의 방지  처리에 한 법률”)는 1978년 1월 10일의 법률 제22호(“일정한 

융거래의 역에서의 소비자의 정보제공  보호에 한 법률”)를 개정하여,67) 

다음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후자의 법률 제7조의1로 신설하 다. 즉 자연인68)이 

｢소비를 한 융(crédit à la consommation)｣69)에 하여 사서증서로 보증을 함

에 있어서는 거기에 다음과 같은 自書記入을 한 다음에 곧바로 이어서 서명을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된다(à peine de 

nullité de son engagement)”는 것이다. 

64) 나아가 원심법원이 보충증거들에 의하여 보증인이 자신의 보증책임의 성질과 범위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한 것도 타당하다고 하여서, 보증인의 보증책임을 긍정하고 
있다.

65) 그 재판례에 대하여는 Capitant/Terré/Lequette (註 38), p.601; Simler (註 45), no 397 
(p. 364); Carbonnier (註 52), no 1017 (p. 2092) 참조.

66) Simler (註 45), no 254 (p. 231). Carbonnier (註 52), no 1017 (p. 2092)도 同旨.
67) 그 외에 1989년 12월 31일의 법률 제1010호는 1979년 7월 13일의 법률 제596호(“부

동산 역에서의 금전차주의 보호 및 정보제공에 관한 법률”)도 개정하여 본문에서 본 
것과 동일한 규정을 신설하 다. 이에 의하여, 본문에서 설명한 바는 기본적으로 이른
바 부동산금융(crédit immoblier)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68) 따라서 금융기관 기타 법인이 행하는 보증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69)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의 상세에 대하여는 소비법전 제311조의3 참조. 예를 

들어 “직업활동의 요구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à financer les besoins d’une activité 
professionnelle)” 금융이 그러하다(동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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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의 범 에서 원본, 이자  필요하다면 약  는 지연이

자에 하여 ⃝⃝의 기간 동안 X [주채무자]의 보증인이 되어, X가 스스로 이

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수입과 재산으로 의 부채액을 주에게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 후 1993년 7월 26일의 법률 제949호로 ｢消費法典(Code de la 

consommation)｣이 제정되면서, 의 규정은 동법 제313조의7이 되었다.70)

(2) 그러나 의 새로운 규정은 채무액을 문자와 숫자의 방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는 “ 랑스민법 의 제정 이래 그 제1326조에 의하여 액

을 문자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불가결의 보호책으로 생각되어 온 만큼, 

입법자가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되고 있다.71)

Ⅳ.   結

1. 우리는 우선 랑스에서도 다른 주요한 륙법계의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

로 보증에 하여 비록 완화된 형태이기는 하나 서면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랑스의 기원 제1민사부가 민법 제1326조에 보다 심 한 의미를 

주어 서면의 작성을 효력요건으로 해석하던 간  시기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

도 없고, 그   그 후에도 이러한 태도는 기본 으로 일 하여 유지되어 왔

다. 다만 랑스의 법리에 특이한 이 있다면, 그것은 그러한 서면에의 요구가 

증거법상의 法定證據主義를 배경으로 하여 증거법의 차원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는 사실이다.

2. 우리 민법으로 돌이켜 보면, 우리는 계약 내지 법률행 에 있어서의 方式의 

문제에 하여 보다 유연한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불요식주의와 요식주의 사이에는 다양한 법  처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

70) 그 외에 주택임대차(bail d’habitation)에서 임차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에 관하여 1994
년 7월 21일의 법률 제624조가 제22조의1을 신설하여, 보증인의 자서기입을 요구하고 
있다.

71) Simler (註 45), no 259 (p.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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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면 계약에 하여 不要式主義를 취하여 諾成契約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민

법에서 증여에 하여도 이를 철하면서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이를 당

사자들이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게 하되, 이미 이행한 것에 하여는 그 해제가 

“ 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민법 제554조, 제555조, 제558

조)도 그 체계 인 의미를 다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방식의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라는 차원도 아울러 고려에 넣음

이 마땅할 것이다.

주제어: 보증, 랑스민법, 보증의 방식, 서면주의, 완화된 방식주의, 서증, 인증, 

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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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malism in the French Guarantee Contract Law

 72) Chang Soo 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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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ims to supplement the other one on guarantee contract, which I 

wrote a few years ago, working as a member of the Committee for Revision of 

the Civil Code installed in the Ministry of Justice in 1999. At that time the 

Committee considered, among other things, introducing formality of written 

document for validity of guarantee contract to the Korean Civil Code. As a 

reporter on the subject of guarantee contract, I made comparative research on the 

guarantee laws of the major foreign countries in continental Europe, and 

publishe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s a part of an atrticle of essentially de 

lege ferenda character. Very recently, so some years after I had my paper on 

that matter published, I found the information on the French law in that paper 

very insufficient and it was likely to give a distorted picture about the functions 

that written document might perform in the French law of guarantee contract, a 

major figure of personal security in France. 

What I missed in the previous paper was Art. 1326 C.c., which provides that 

all the unilateral contracts, to which guarantee contract belongs without any 

doubt, are in principle required to be proved by written documents. This article 

tries to explain the meaning of the provision in its historical context and to cast 

light on the French courts’ experiments with Art. 1326 C.c. as a tool for the 

consumer protection.

Key word: Guarantee, French Civil Law, Formality in Guarantee Contract, 

Attenuated Formalism, Written Evidence, Verbal Evidence,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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