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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보증인 보호에 관한 연구 

-일본의 개정 민법을 중심으로-

박성구

  보증은 물적 담보가 없는 채무자가 자기의 신용을 보충하는 수단으로 

금융실무상 유용하고, 실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고, 그 체결 

과정에서의 정의성, 미필성, 무상성 등 특성 때문에 종전부터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요청되었다. 이에 2008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5년 민법 개정에서도 보증인 보호를 위한 

제도가 추가되었다. 한편 일본 민법은 2004년 개정 이전까지 우리 

민법과 거의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보증인 보호라는 마찬가지 요청에 따라 2004년과 2017년 민법 개정을 

통해서 보증인 보호 제도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리와 

일본 개정 민법의 내용과 개정 경위 등을 중심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및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의 보증인 보호 제도를 살펴보았다.

  일본은 2004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서면에 의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되도록 규정하였고, 금전의 대여 또는 어음의 할인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 즉, ‘대금 등 채무(貸金等債務)’를 위한 개인 근보증에 

대하여 한도액 및 원본확정기일(보증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보증 주채무의 원본이 확정되도록 규정하였다. 

나아가 2017년 개정민법에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다수의 규정이 

추가되었다. ① 먼저 대금 등 채무(貸金等債務)를 위한 근보증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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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모든 개인근보증에 있어 한도액을 정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②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대금 등 채무(貸金等債務)를 

주채무로 하는 개인보증(근보증)을 무효로 하되, 공동으로 사업을 

행하는 자 등의 보증(소위 경영자 보증)을 그 예외로 하였고, 그 외 

제3자의 보증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보증의사가 표시, 선명(宣明)된 

경우에만 유효하도록 규정하였다. ③ 또한 보증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주채무자가 사업상 채무의 보증(근보증)을 위탁할 경우 보증인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였고, ④ 보증계약 체결 이후에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주채무의 이행상황 및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2015년 개정된 우리 민법은 서면에 의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되도록 

규정하였고, 보증계약 체결 시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와 

계약 체결 이후 채무불이행 및 이행상황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였으며, 

근보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최고액을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소비법전 등에 자연인인 보증인과 사업자인 채권자 

사이에 보증계약 체결 시 보증인의 자서(自書)에 의하도록 하고, 

채권자에게 보증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증채무와 

보증인의 자산, 장래 수입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보증계약을 주장할 수 없다는 비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민법에 서면에 의한 보증계약 체결 규정을 두고 있고, 영국과 

미국에서는 사기방지법에 따라 서면에 의한 보증계약 체결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 외 영국 소비자보호법상 정보제공의무나 미국 보증법 

리스테이트먼트상 정보제공의무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끝으로 위와 같은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우리 민법 및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 보증, 근보증, 보증인 보호, 일본 민법, 민법 개정, 

정보제공의무, 소비법전, 소비자보호법, 보증법 리스테이트먼트

학  번 : 2005-2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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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소재

1. 보증의 의의 및 유용성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428조 제1항).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보

증계약에 의하여 성립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

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말한다.

  채권 특히 금전채권에서는 채무자에게 충분한 책임재산이 있는지가 채

권의 실질적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데, 책임재산의 범위를 인적으로 확대

함으로써 채권의 가치실현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가 인적 담보제도이고, 

특정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물적 담보

제도이다. 인적 담보제도로서 대표적인 것이 보증이고, 물적 담보제도로

서 대표적인 것인 저당권과 질권이다. 물적 담보제도가 일반적으로 채권

의 가치실현에 우월한 것이기는 하지만, 적합한 담보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채무자의 경우 이용이 불가능하고, 담보권의 취득과 실행이 상대

적으로 번잡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보증제도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설

명된다.1)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 이전에는 물적 담보가 중

요한 지위를 차지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인적 담보가 물적 담보

와 같은 정도로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다고 하면서, 현대사회의 보증제도 

발전 배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2)  

1) 編輯代表 郭潤直, 民法註解[Ⅹ], 박영사, 1995, 161면(박병대 집필 부분). 

2) 諸外國における保証法制及び實務運用についての調査硏究業務報告書, 2012, 

27-32면(野潭正充 집필 부분). 위 보고서는 2017년 일본 민법개정 논의과

정에서 보증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및 실무 운용현황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것이다.

    http://www.moj.go.jp/content/000103260.pdf (최종방문 2019.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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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든 담보권 설정의 용이성 외에, ① 197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는 

부동산 가치의 하락으로 부동산에 대한 집행으로 채권 만족이 쉽지 않았

고, 특히 프랑스 도산법에 의하면 선취특권자의 우선권으로 인하여 우선 

변제권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반면, 보증채무는 다른 채권자와 

경쟁하거나 선취특권으로 우선하는 일이 없다(채권 회수의 확실성). ②

보증은 보증인의 전 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하는 것으로 보증인이 변제해

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주채무자에게 변제를 압박하는 

심리적인 강제력을 가진다(심리적 강제력). ③ 종래 정의적(情義的)인 

관계에 의한 보증 외에도 경영자 또는 대주주의 보증, 모회사의 자회사

에 대한 보증, 은행보증, 기관보증 등 다양한 모습의 보증이 나타나고 

있다. 경영자 또는 대주주의 보증,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보증은 법인

격 분리에 따른 책임재산 분리에 대처하는 효과가 있고,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촉구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또한 은행보증이나 기관보증은 

대부분 채권자에게 확실한 채권 만족을 준다(보증의 다양화).

  우리나라도 전반적으로 위와 유사한 상황으로, 정의(情義) 관계에 기

초한 전통적 형태의 보증과는 다른 여러 형태의 보증이 거래에서 사용되

면서도 전통적 형태의 보증 역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한 보증인의 연쇄 도산 등 보증으로 인한 사

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1998년경부터 순차적으로 금

융기관의 보증 관행을 제한 및 폐지하도록 규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한 2008. 4. 은행권

의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규모는 총 557천 건, 약 3.2조 원 규모로 

보고되었고(2007년 말 기준), 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

하도록 한 2008. 5. 국내은행의 개인 연대보증부 기업대출 잔액은 59.6

조 원으로, 기업대출(471.4조 원)의 12.6%를 차지하였으며(2008년 말 

기준),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한 2013. 4. 연대보증인 수

는 약 155만 명으로 파악되었고(2012년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의 연

대보증을 폐지하도록 한 2018. 4. 등록된 대형 대부업자(대부 잔액의 

83%를 차지)의 연대보증 규모는 8,313억 원, 119천 건으로 보고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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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2. 보증의 특수성

  일반적으로 보증, 특히 전통적인 개인보증의 특수성으로는 이타성(利

他性), 인적 책임성(人的 責任性), 무상성(無償性), 정의성(情義性, 情誼

性)4), 미필성(未必性), 경솔성(輕率性) 등을 들 수 있다.

  이타성은 타인, 즉 피보증인(주채무자)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고, 인적 책임성은 담보권의 객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물상

보증인과 달리 자기의 전 재산으로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정의성은 

의리나 인정 때문에 보증을 거절하지 못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다는 것이고, 무상성은 보증계약 체결에 따른 경제적·재

산적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미필성이란 보증계약을 체결

하는 시점에는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받을지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다는 것(계속적 보증에 있어서는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보증채무 

액수가 불확정적이라는 의미도 포함)이고, 경솔성이란 미필성에서 비롯

되어 보증인이 자기 책임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위험에 관한 합

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계속적 보증은 보증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거나 장기간

이고(영속성), 보증책임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책임의 규모

가 광범위하다(광범성)는 특수성이 있다.

3.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

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list.jsp (최종 방문 2019. 10. 

22.)

4) 사전적으로 情義는 인정과 의리라는 의미이고 情誼는 서로 사귀어 친하여 

짐이라는 의미이다. 보증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국내 문헌에는 주로 전자를 

사용함에 반하여 일본 문헌에서는 주로 후자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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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현대사회에서는 기관보증·법인보증 등 다양한 보증이 발달

하면서도 동시에 개인보증 역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한편 담

보권 설정의 용이성과 채권 회수의 확실성이라는 보증의 유용성은 반대

로 보증인에게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정의성, 미필성, 경솔성

에 근거한 보증계약 체결 과정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보증이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 되었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민법에서도 보증채무의 기본적 성질(독립성, 동

일성, 부종성, 보충성)에 기인한 것 외에는 특별히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 즉, 당시까지의 민법에 의하면, 보증

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든지(민법 제430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권을 가지고 채

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의 항변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거나(민법 제433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

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

권·해지권이 있는 동안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민법 제434조, 제435조), 주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없이 

보증인에 대해 먼저 청구하는 경우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민법 제437조) 등을 두고 있을 뿐이었다. 

  또한 당시까지의 보증인 보호에 관한 판례 역시 대부분 계속적 보증에 

대한 것이었다. 즉,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

여 그 책임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판시례,5) 당초 

예기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신의칙에 따른 보증계약의 해지권

을 인정한 판시례6) 등이 있었으나, 계속적 보증에 한정된 것일 뿐 아니

5)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다카453 판결;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

다카892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023 판결;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2143 판결;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14147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9091 판결 등. 그러나 대부분의 재판례에

서 위 원칙을 판시하면서도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결론적으로 

보증인의 감액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6)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298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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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러한 사법적 구제방식은 개별 사안에서만 실현 가능한 것이고 당사

자의 예측 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

다.

제2절 연구의 배경 및 범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보증으로 인한 폐해가 늘어나면서 보증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높았다. 이에 1999년부터 민법개정특별분과

위원회에서 보증제도를 포함한 민법 개정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2004. 6. 14. 법무부 공고 제2004-25호로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

었다. 그 중 보증에 관해서는 보증계약에서 서면방식의 요구,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주의의무 규정, 근보증에 관한 규정 신설, 보증인의 책임

경감 등이 논의되었다.7) 위 개정안 그대로 민법이 개정되지는 아니하였

지만,8) 2008. 3. 21. 법률 제8918호로 제정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

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에 그 내용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보증인보호법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

되었다(보증인보호법 제1조).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신용보증기

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가목), 그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

임사원,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나목), 나목

에 기재된 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다목), 동업자(라목) 등 일정한 

유형의 보증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등 그 적용 범

위가 제한되어 있었다. 이에 일반법인 민법에 보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

카792 판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7858 판결.

7)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編,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채권편·부록, 

2012, 96면 이하.

8) 위 민법개정안은 2008. 5. 29. 제17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폐

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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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9) 2015. 2. 3. 개정 민법에 보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한편 일본 민법은 보증에 관하여 2004년 개정 이전까지, 우리 민법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및 제435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

소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우리 민법과 거의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위와 같이 법률 제·개정에 대한 논의

가 이루어진 것과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논의가 있었고, 그 결과 2004

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을 통하여 보증인 보호를 위한 

제도를 다수 마련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개정 일본 민법을 중심으로, 2004년과 2017년의 개

정 이유와 내용 등에 관해서 살펴본다(제2장). 이후 우리 민법과 보증인

보호법에 관하여 살펴보고(제3장), 그 외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및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이

하 'DCFR'이라 한다) 상의 보증인 보호 제도에 관하여 본다(제4장). 마

지막으로 우리 법과 일본 민법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나라의 법을 비교

하고(제5장), 이를 통하여 우리 민법에 주는 시사점을 논하면서 마무리

하려 한다(제6장). 

9)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編, 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채권편 上, 

20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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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본 민법

제1절 2004년 민법 개정

1. 개정의 경위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하여 차용을 하는 경우 경영자, 이사, 그 친

족, 지인 등이 보증을 하는 금융관행이 있었음에도 2004년 이전까지의 

일본 민법에서는 보증계약의 내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

다. 특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채권을 보증의 대상으로 하는 근

보증이 주로 행하여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보증 한도액이나 보증기간 

등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어 한도액이나 기간 제한 없는 포괄 근

보증계약이 많이 체결되었다. 그로 인하여 보증계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받는 등 보증인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그 폐해가 현저한 근보증계약을 중심으

로 그 내용의 적정화를 꾀하고 보증제도를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고 한

다.10)

2. 개정 내용

  2004년 개정법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보증계약을 무효로 하는 한편, 

대금 등 채무에 대한 개인 보증인의 근보증계약을 대상으로 하여 최고

액11)의 정함이 없는 근보증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기간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0) 法務省 民事局, 保証制度の見直しに関する要綱中間試案補足説明, 1-3면. 

    http://www.moj.go.jp/content/000071759.pdf (최종 방문 2019. 9. 29.)

11) 법문상 극도액(極度額)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므로 이하에서는 ‘최고액’이라고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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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면에 의한 보증계약의 체결

  1) 요식행위 

  2004년 개정법은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

생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일본 민법12) 제446조 제2항). 

  이는 보증계약을 요식행위(要式行爲)로 규정함으로써 신중하게 보증계

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보증의사가 외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적 구속력을 인정하려는 취지이다.13) 이 규정은 근보증계약에 한하지 

아니하고 모든 보증계약에 적용된다.

  한편 개정 과정에서 ‘보증인이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을 둘 것인지 논의가 있었으나,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보증합의에 기초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

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책적 관점에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14)

  2) 전자적 기록

  

  민법 제446조 제3항에서는 “보증계약이 그 내용을 기록한 전자적 기

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록으로서 전자계산식에 의한 정보처리용

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하여 된 때에는 그 보증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된 것으로 보고,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등에 

의해 보증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도의 서면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의 편리성을 현저히 손상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음을 고

12)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 본 장에서의 ‘민법’은 ‘일본 민법’을 의미한다.

13) 法務省 民事局 (註 10), 4면.

14) 法務省 民事局 (註 10), 5면. 이에 대하여는 보증인이 실제로 이행을 하였

다면 임의의 제3자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위와 같은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

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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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것이다. 보증계약이 전자적인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때에도 보증의

사가 외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서면에 의

한 보증계약과 동일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보증계약이 그 내용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에 의하여 된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위 규정을 마련하였다.15)

나. 개인 대금 등 채무에 대한 포괄근보증의 금지

  

  2004년 개정민법은 우선 ‘금전의 대여 또는 어음의 할인을 받음으로

써 부담하는 채무’를 ‘대금 등 채무(貸金等債務)’라 하고, 대금 등 채무

를 포함하는 개인에 의한 근보증(이하 ‘개인근보증’이라 한다)에 대하여, 

반드시 ‘주채무의 원본, 주채무에 관한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그 

채무에 수반되는 것 및 보증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의 액에 관하여 그 전부에 관한 최고액(極度額)을 정할 것을 요구하고

(2004년 개정민법 제465조의2 제1항), 최고액의 정함이 없는 근보증계

약을 무효로 하였다(같은 조 제3항). 

  1) 대금 등 근보증계약의 의의

    가) 근보증계약

  2004년 개정민법 제465조의2 제1항은 근보증계약을 ‘일정 범위에 속

하는 불특정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계약’이라고 정의하였다.16)

‘일정한 범위’를 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제한을 둔 근저당(일본 민법 제

15) 박영복, 보증제도에 대한 일본 민법의 개정, 외법논집 제25집(2007. 2), 

137-138면.

16) 한편 우리 민법 제428조의3 제1항에서는 주채무의 발생원인을 묻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포괄근보증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주채무의 발생원

인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무에 대한 보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반

면 일본에서 포괄근보증이란 통상 보증기간 및 최고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근보증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상세는 각주 1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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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조의2 제2항, 제3항17))과 달리 근보증의 경우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의 완전한 자유에 맡겨져 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근

저당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자가 그 우선권을 널리 확보하기 위하여 피담

보채권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으로써 근저당권설정자나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음에 반하여, 근보증에 있어서는 우선권이 없어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 주채무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근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 특별히 문제되

지 않기 때문이다.18)

    나) 대금 등 채무의 포함

  주채무의 범위에 ‘대금 등 채무(貸金等債務)’, 즉 ‘금전의 대여 또는 

어음의 할인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은행거래 기타 계속적인 금전 대부 등에 관한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것 

외에 계속적인 상품매매 거래에 관한 대금채무(代金債務)나 부동산임대

차에 관한 임차인의 채무 등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근보

증이 다양한 경제거래에 이용되고 있는데 그 다양한 거래에 대하여 보증

의 한도액을 정하는 등 일률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단기간 내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시급성이 지적되고 있던 대

금 등 채무만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다.19)

17) 제398조의2 (근저당권)

    ① 저당권은 설정행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 속한 불특정의 

채권을 최고액의 한도로 한 담보를 위하여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하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담보로 하는 

불특정 채권의 범위는 채무자와의 특정 계속적 거래계약에 의하여 발생

하는 것 기타 채무자와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에 

한정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특정의 원인에 따른 채무자와 사이에 계속하여 생기는 채권 또는 어음, 

수표상의 청구권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으로 할 수 있다.

18) 吉田徹, 筒井健夫, 眞田寿彦, 西江昭博, 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槪要

(2), NBL 801호(2005. 1), 32면.

19) 法務省 民事局 (註 10), 17-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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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인인 보증인

  규율 대상인 보증인의 범위를 개인(자연인)으로 한정하고, 법인인 보

증인은 제외하였다(이를 ‘대금 등 근보증계약’이라 칭하고 아래 원본확

정기일과 원본확정사유에 관하여도 대금 등 근보증계약에만 적용되도록, 

즉 보증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보증

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인적 무한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생활의 파탄이라

는 문제를 고려하여야 함에 반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20)

  2) 최고액

  보증기간이나 금액에 정함이 없는 포괄근보증계약에서는 보증인이 장

래 어느 정도 금액의 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예측하기 어렵고 과다한 책

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보증인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근보

증계약 체결 시에 보증의 필요 여부 및 그 필요한 범위에 대하여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고액을 정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도록 

규정하였다.21)

  최고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주채무의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

타 그 채무에 따르는 모든 것 및 보증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그 전부에 관한 최고액을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주채무 

원본만을 최고액으로 하는 경우 그 책임의 범위에 관한 예측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본최고액이 아닌 채권최고액을 정하게 함으로써 

보다 보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한다.22)

  최고액을 정하는 것은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요식성에 관한 민법 제44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준용되

20) 法務省 民事局 (註 10), 17면.

21) 法務省 民事局 (註 10), 5-6면.

22) 法務省 民事局 (註 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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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따라서 그것이 서면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최고액을 정한 것의 효력

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최고액 정함의 효력이 부정되면 대금 등 

근보증계약은 최고액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로 된다(민법 제465

조의2 제2항). 

다. 대금 등 근보증계약의 원본확정기일(보증기간)

  2004년 개정민법은 대금 등 근보증의 원본확정기일에 관하여 규정하

였다. 근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주채무

자의 금융거래가 계속되는 한 보증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

능하고 부당하게 장기간에 걸쳐 구속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 원본확정기일의 의의

  원본확정기일은 주채무의 원본이 확정되는 기일로서, 그때까지 발생한 

주채무 원본에 한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이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증채무가 소멸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아니

다. 즉 원본확정기일의 도래로 주채무인 원본이 확정되고 그 확정된 원

본과 그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손해배상액 등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

담하며, 그 후에 생긴 주채무 원본 등에 대해서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보증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기간 만료로 보증인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

에 따라 원본확정기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한다.23)

  2) 원본확정기일의 정함 및 변경

  원본확정기일(보증기간)을 정한 경우 그 만료로 확정되는데, 원본확정

기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5년을 초과하는 날을 

23) 法務省 民事局 (註 10), 8-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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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확정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함(기간의 합의 부분)은 무효로 된

다(2004년 개정민법 제465조의3 제1항). 원본확정기일의 정함이 없는 

경우 또는 5년을 초과하는 날을 원본확정기일로 정하여 무효로 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날이 원본확정기일이 된다(동조 

제2항).

  원본확정기일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때도 마찬가지로 그 변경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날을 원본확정기일로 하여야 하고, 5년을 경과하는 

날보다 후의 날로 변경한 때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동조 제3항 

본문). 다만 원본확정기일 전 2개월 이내에 원본확정기일을 변경하는 경

우에 있어 변경 후 원본확정기일이 변경 전 원본확정기일로부터 5년 이

내의 날로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조 제3항 단서). 단서 조항은 

원본확정기일 전 2개월이라는 근접한 시기를 갱신을 위한 시간으로 보

고 그 기간에 한하여 예외를 둔 것이다.

   

  3) 서면에의 기재

  원본확정기일의 정함 및 그 변경에 대해서는 요식성에 관한 민법 제

44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준용되고, 따라서 그것이 서면에 기재

되지 않았다면 원본확정기일을 정한 것의 효력이 부정된다(민법 제465

조의3 제4항). 다만, 대금 등 근보증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의 날

을 원본확정기일로 하는 취지의 정함 및 당초 원본확정기일보다 전(前)

으로 원본확정기일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보증인에

게 특별히 불리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대금 등 근보증계약의 원본확정사유

  1) 취지

  2004년 민법 개정 이전에도 일본의 학설·판례는 근보증계약 체결 당



- 14 -

시 예상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등에 보증인에게 특

별해약권을 인정하는 입장이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해서 이러한 특별해

약권(특별한 원본확정청구권)을 민법상 명문화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그 사유를 열거하기 어렵다는 등 입법기술상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현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만한 사유를 열거하고 그에 해당

하면 특별한 원본확정청구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법률상 당연히 원본확

정의 효과가 발생하여 보증인이 보호될 수 있도록 원본확정사유를 규정

하였다.24) 즉, 보증인의 해지(해약 또는 원본확정청구)가 없더라도 법에

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원본이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보증인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구체적 원본확정사유

    가) 강제집행 등의 신청

  채권자가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금전의 지급을 목적

으로 하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신청한 때를 원본확정사유로 

규정하였다(2004년 개정민법 제465조의4 제1호 본문). 다만,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의 절차가 개시된 때에 한한다(같은 호 단서)고 규정함

으로써 신청의 취하 등으로 절차의 개시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였

다.

  여기서 강제집행 신청의 주체인 ‘채권자’란 보증계약에서의 채권자를 

말한다. 한편 강제집행에서 이행을 구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보증계약의 

목적인 주채무나 그 보증채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보증계약의 채권

자가 주채무자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다른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다. 위와 같이 강제집행이 신청된 경우에는 주

채무 또는 보증채무 이외의 채무 이행을 구한 것이라 하더라도 강제집행

24) 法務省 民事局 (註 10), 12-14면. 이러한 입법 과정상 논의에 비추어 당

초 특별해약권을 명문화하자는 입장에서의 현저한 사정변경 사유보다는 제

한적인 사유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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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청으로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자산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채권자의 

인식이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까

지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기 때문이다.25)

    나) 파산절차개시 결정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파산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때에 주채무의 원

본이 확정되도록 규정하였다(2004년 개정민법 제465조의4 제2호).

    다)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사망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사망한 때 주채무의 원본이 확정되도록 규정

하였다(2004년 개정민법 제465조의 제3호).

  당시에도 포괄근보증에 있어 보증인이 사망한 사안에 관하여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은 그 후에 발생한 주채무에 관하여 보증

채무를 승계하여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데(最高裁 昭和37年

11月 9日 判決・民集16巻11号2270頁), 이 판례 판시와 같이 근보증이 

인적 신용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라는 관점에 비추어 보면, 최고액이나 

기한의 정함이 있는 한정근보증의 경우에도 보증인의 사망에 의하여 원

본이 확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주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라

는 고려에서 규정된 것이다.26)

마. 법인보증인의 대금 등 채무의 근보증에 대한 구상보증계약

  대금 등 채무 근보증이 있더라도 근보증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위와 같

은 규제가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개인이 아닌 법인이 보증인인 경우 

최고액의 정함이 없거나 5년을 초과하는 원본확정기일을 정하였다 하더

25) 法務省 民事局 (註 10), 13면.

26) 法務省 民事局 (註 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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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그대로 유효하고, 법인이 대금 등 채무의 근보증인이 되고 개인이 

주채무 확정 후 지급에 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른바 구상보증

계약) 그 개인은 위 나. 내지 라.까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결과에 이

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인 근보증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2004년 개정민법은 법인이 보증인인 대금 등 근보증에 관하

여 개인이 구상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최고액의 정함이 없는 

때, 원본확정기일의 정함이 없는 때, 원본확정기일의 정함 또는 그 변경

이 제465조의3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면 효력이 없는 때에

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2004년 개정민법 

제465조의5). 

  실제 금융실무상 기업에 대한 대부에 있어 신용보증협회 등 법인이 근

보증을 하고, 기업의 경영자를 비롯한 개인이 보증인의 주채무자(기업)

에 대한 구상권을 보증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개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이는 결국 주채무자 배후에 있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27)

제2절 2017년 민법 개정

1. 개정의 경위 및 주요 내용

  2004년 개정민법은 금전의 대여 또는 어음의 할인을 받음으로써 부담

하는 채무(대금 등 채무)로서 개인이 대금 등 채무를 포함한 채무를 근

보증한 경우(대금 등 근보증계약)만을 대상으로 하여 최고액 및 원본확

정기일, 원본확정사유 등을 규율하였다.

  대금 등 근보증계약만을 규율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보증으로 인한 사

회적 문제가 심각하여 긴급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근보증계약

이 다양한 경제거래에서 이용되어 그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하려면 각종 

27) 박영복 (註 15),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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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대한 영향 등을 파악하고 검토하는 데에 상당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하여 2004년 개정 당시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는 

‘대금 등 채무만이 아니라 계속적인 상품매매에 관한 대금(代金)채무나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임차인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근보증계약에 관하

여도 거래의 실태를 고려하여 보증인 보호 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의 유무

에 관하여 검토할 것’이라는 내용의 부대결의가 있었고, 또 중의원 법무

위원회에서도 ‘개인보증인 보호의 관점에서 각종 거래실태나 보증제도의 

이용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하다면 조속히 계속적 상품매매에 관한 대금

채무나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임차인의 채무 등 대금 등 채무 이외의 채

무를 주채무로 하는 근보증계약에 관하여도 개인보증인을 보호하는 조치

를 검토할 것’이라는 부대결의가 이루어졌다.28)

  이에 따라 2017년에는 근보증계약의 보증인 보호 범위를 보다 넓힌다

는 관점에서, 대금 등 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근보증에까지 최고액

을 정하도록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였고(민법29) 제465조의2), 원본확정

사유에 관하여도 대금 등 채무인지 여부에 따라 그 사유를 달리 규정하

는 등(민법 제465조의4)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

다.

  나아가 보증인 특히 개인보증인 보호의 확대라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보증계약 체결 전 주채무자의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하였고(민법 제465조

의10), 사업상의 대금 등 채무를 보증·근보증하는 경우 공정증서에 의하

여 보증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였으며(민법 제465조의6), 보증계약이 체

결된 후에도 주채무 이행상황에 관한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민법 제

458조의2) 및 주채무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채권자의 정보제공의

무(민법 제458조의3)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2. 포괄근보증 금지의 적용대상 확대

28) 商事法務 編, 民法(債權關係)の改正に關する中間試案の補足說明, 商事法務, 

2013, 222면.

29) 이하 본 절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2017년 개정에 의한 현행 일본 

민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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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5조의2 (개인 근보증계약의 보증인의 책임 등) 

① 일정한 범위에 속한 불특정한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계약(이

하 ‘근보증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보증인이 법인이 아닌 것(이하 ‘개

인 근보증계약’이라 한다)의 보증인은 주채무의 원본, 주채무에 관한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그 채무에 따르는 모든 것 및 그 보증채

무에 관하여 약정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금액에 관하여 그 전부

에 관하여 최고액을 한도로서 이행할 책임을 부담한다.

② 개인 근보증계약은 전항에서 규정한 최고액을 정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제446조 제2항 및 제3항은 개인 근보증계약에서 제1항에서 규정

하는 최고액을 정하는 데에 준용한다.

가. 대금 등 근보증 이외에 확대

  1) 개정 조문

  2) 개정 내용

  대금 등 근보증계약 이외의 근보증계약에서도 보증인의 예상을 넘는 

과다한 보증채무의 이행이 요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고려

하면 보증인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근보증의 필요 여부 및 필요한 

금액 범위에 대해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도록 한 민법 제465조의2 취지

는 대금 등 근보증계약 이외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30)

  이에 2017년 개정에서는 제465조의2의 적용대상을, 대금 등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으로 제한하지 아니함으로써 대금 등 채무뿐 아니라 

모든 개인 근보증에 대하여 보증 최고액의 정함이 없는 포괄근보증을 무

30)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0A, 2, 3면. 

    http://www.moj.go.jp/content/000119451.pdf (최종방문 2019.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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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5조의3 (개인 대금 등 근보증계약의 원본확정기일)

① 개인 근보증계약에 있어 그 주채무의 범위에 금전의 대여 또는 어

음의 할인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이하 ‘대금 등 채무’라 한다)

가 포함된 것(이하 ‘개인 대금 등 근보증계약’이라 한다)에 있어서 주

채무의 원본의 확정되는 기일(이하 ‘원본확정기일’이라 한다)의 정함

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원본확정기일이 그 개인 대금 등 근보증계

약의 체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날보다 후의 날로 정한 때에는 그 

원본확정기일의 정함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개인 대금 등 근보증계약에 있어 원본확정기일의 정함이 없는 경

우(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확정기일의 정함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원본확정기일은 그 개인 대금 등 근

보증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날로 한다.

③ 개인 대금 등 근보증계약에서의 원본확정기일을 변경한 경우에 변

경 후의 원본확정기일이 그 변경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날보다 후

의 날인 때에는 그 원본확정기일의 변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본확정기일 전 2개월 이내에 원본확정기일을 변경한 경우에 

있어서는 변경 후의 원본확정기일이 변경 전의 원본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의 날로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44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개인 대금 등 근보증계약에 있

어서 원본확정기일의 정함 및 그 변경(그 개인 대금 등 근보증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의 날을 원본확정기일로 하는 취지의 정함 및 

효로 하도록 규정하였다.31)

나. 원본확정기일 - 대금 등 근보증에만 적용하는 것을 유지

  1) 개정 조문

31) 일본에서 포괄근보증이 통상 보증기간 및 최고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근보

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므로(주 16 참조), 위 개정 조항의 취지를 포괄근

보증 금지를 확대한 것으로 새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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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확정기일 보다 전의 날을 변경 후의 원본확정기일로 하는 변경을 

제외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2) 개정 내용

    

  원본확정기일에 관한 개정민법 제465조의3은, 대금 등 근보증에 그 

적용이 한정되는 것을 명기한 것에 불과하고, 대금 등 근보증에만 원본

확정기일이 적용된다는 결론에는 변경이 없다.32) 그 결과 대금 등 채무

가 아닌 근보증에 관하여는 원본확정기일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

상의 원본확정기일을 정하더라도 유효하다. 

  중간시안에서는 원본확정기일에 관한 제465조의3을 개인 근보증 일반

에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다[중간시안 제17조, 5(2)]. 그

런데 처음부터 장기적 계약관계가 존속할 것이 예정되어 있던 경우에까

지 원본확정기일을 적용하면 근보증에 의하여 전체 계약기간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즉, 임대차에 관한 보증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존속됨에도 불구하고 근보증계약에 의

해 담보되는 채권은 원본확정기일까지 발생한 것에 한정될 수 있다. 또

한 대금 등 근보증계약에서는 원본확정 후 주채무자에게 새로운 대여를 

하지 않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등에서는 원본

확정 후에도 채권자가 임대차목적물의 제공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근

보증에 의한 담보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대금 등 근보증 이외의 근보증에도 최고액을 정하도록 확대 규정

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적어진 점, 보증계약이 

장기간에 구속됨으로 인한 불합리는 판례상 인정되는 특별해약권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본확정기일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

요성이 크지 않다는 반대견해가 제시되었다.33)  

32) 개정민법 제465조의2에서 포괄근보증이 금지되는 규정을 대금 등 채무뿐

만 아니라 모든 근보증으로 확대하면서 대금 등 채무의 정의(定義) 부분이 

삭제되었고, 이를 제465조의3에서 규율하면서 조문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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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5조의4 (개인 근보증계약의 원본확정사유)

①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 근보증계약에 있어 주채무의 원본은 확정된

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의 절차가 개시

된 때에 한한다.

  1. 채권자가 보증인의 재산에 관하여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신청한 때

  2. 보증인이 파산개시 결정을 받은 때

  3.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이 사망한 때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외에 개인 대금 등 근보증계약에 있어서 

주채무의 원본은 다음의 경우에도 확정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의 절차가 개시된 때에 한한다.

  1.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

는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신청한 때

  2. 주채무자가 파산개시 결정을 받은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고액(민법 제465조의2)이나 원본확정사유(민

법 제465조의4)는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보증인이 개인인 근보증계약 

일반에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원본확정기일(민법 제465조의3)은 기존과 

같이 대금 등 근보증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원본확정사유

  1) 개정 조문

  2) 개정 내용

    가) 개정 취지

33)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0A,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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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보증계약의 최고액을 정하도록 한 것(포괄근보증 금지)이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예측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면 원본확정사유를 규정한 것은 

보증인의 책임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017년 개정민법은 포괄

근보증 금지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보증계약으로 확대하였는데 같은 취지

에서 원본확정사유에 관하여도 대금 등 근보증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

고 모든 근보증계약에 적용되도록 개정하였다. 

    

    나) 원본확정사유의 구별

  원본확정의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대금 등 근보증과 그 외의 

근보증을 구별하여 정하고 있다. 먼저 ① 모든 근보증계약에 적용되는 

원본확정사유로는, 주로 보증인에 관한 사유로서 채권자가 보증인의 재

산에 대하여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 신청을 한 경

우(제465조의4 제1항 제1호), 보증인이 파산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같

은 항 제2호),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사망한 경우(같은 항 제3호)가 

있다. ② 한편 대금 등 근보증계약에만 적용되는 원본확정사유로는, 주

채무자에 관한 신용불안 사유로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을 신청한 경우(제465조의4 

제2항 제1호) 또는 주채무자가 파산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가 있다(같은 

항 제2호).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34)

  (1)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신청한 경우

  2004년 개정민법 제465조의4 제1호에서 대금 등 채무를 주채무의 범

위에 포함하는 개인 근보증계약에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신청하였을 때를 원본확정사유로 한 것은, 채권자가 주채

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34)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80B, 6-9면 참조.

    http://www.moj.go.jp/content/000124577.pdf (최종방문 2019.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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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주채무자의 자산상태 악화에 대한 채권자의 인식이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후 채권자가 ‘굳이’ 주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한 경우

까지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대금 등 채무 외의 경우로서 대표적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

인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개인 근보증계약을 생각해 볼 때, 채권자(임

대인)는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한 주채무자(임차인)의 자산상태 악화를 

인식하여도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을 계속 임대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자

(임대인)는 주채무자(임차인)가 채권자에 대한 임료 지급을 게을리하더

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일본 판례는 임료 지급

을 지체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가 파괴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다), 당해 임대차계약

과 무관한 채무 변제를 게을리하여 그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신청

을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는 아니한다. 즉 임대차계약이 존속

함에도 그에 관한 보증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청한 후 그 목적물을 계속 임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자산상태 악화를 알면서도 ‘굳이’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 이후 발

생하는 임대료 등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는 일정한 물건의 계속적인 매매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개인 근보증계약에 있어서 당해 매매

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공급할 의무가 채권자(판매자)의 경우에도 마찬가

지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원본확정사유 중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재

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대금 등 채무를 주채

무에 포함하지 않는 개인 근보증계약까지 확대하지 아니하였다.

  (2)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청한 경우 

  2004년 민법 제465조의4 제1호는 채권자가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강

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의 신청을 한 경우를 원본확정사유로 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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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와 같은 신청으로 보증인의 자산상태 악화에 대한 채권자의 인식

이 표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후 이루어진 대여에 대해서까지 보

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것임을 근거로 한다.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의 실행 신청을 한 채권자

로서는 그 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까지 보증인의 재산을 책임재산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적을 것이므로,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실행 신청을 원본확정사유로 함으로써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

하도록 개정하였다. 따라서 채권자가 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을 신청한 경우는 모든 개인 근보증계약에 대한 원본확정사유로 확대하

였다.

  (3) 주채무자가 파산개시결정을 받거나 사망한 경우

  2004년 개정민법 제465조의4 제2호 및 제3호는 대금 등 채무를 주채

무의 범위에 포함한 개인 근보증계약에 있어서는 주채무자가 파산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와 사망했을 때를 원본확정사유로 규정하였다. 대금 등 

채무가 주채무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파산개시의 결정을 받은 후 

또는 사망한 후에는 주채무자에 대한 대출 등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에 주채무자가 파산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사망한 때를 원본확정사유로 

하더라도 채권자가 보증인이 없는 채 대여를 강요당하는 등 불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앞에서 든 예에서처럼 임대차에 관한 보증계약에서는 주채무자

(임차인)가 파산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사망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당연히 종료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도 목적물을 계속 임대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주채무도 새로 발생한다. 

즉, 주채무자가 파산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를 

원본확정사유로 하면, 보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임대인)에게 보증인이 없는 채 임대차의 계속을 강요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주채무자가 파산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사망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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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를 원본확정사유로써 개인 근보증계약에 일반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타

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주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와 관련해서

는 개인보증인이 주채무자로 한 것은 피상속인으로서, 상속인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까지 보증하려는 의사는 아니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주채무자가 사망한 경우는 개인 근보증계약에 

일반적인 원본확정사유로서 확대하되, 주채무자가 파산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때는 대금 등 채무를 주채무로 포함하지 않는 개인 근보증계약 일

반에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4) 보증인이 파산개시결정을 받거나 사망한 경우 

  2004년 개정민법 제465조의4 제2호 및 제3호는 대금 등 채무를 주채

무의 범위에 포함한 개인 근보증계약에 있어서는, 보증인이 파산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와 사망했을 때를 원본확정사유로 하고 있었다. 

  이 경우에도 앞서 대금 등 채무 이외의 일반 개인근보증에 확대하는 

사례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보증인이 파산개시 결정을 받거나 사망하

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종료되는 것이 아니

어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파산개시의 결정

을 받은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까지 보증인의 재산으로 변

제받을 것을 기대하는 채권자는 적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보증은 어디

까지나 보증인의 자력에 주목하여 체결하는 것으로서 보증인이 사망한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그 상속인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상

당하지 않으며, 그렇게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불의의 타격이라고 보이

지 아니한다. 따라서 보증인이 파산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는 대금 등 채무를 주채무에 포함하지 않는 개인 근보증계약

의 일반적 원본확정사유로 확대하였다.

라. 보증인이 법인인 근보증계약의 개인구상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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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5조의5 (보증인이 법인인 근보증계약의 구상권)

① 보증인이 법인인 근보증계약에서 제46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최고액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근보증계약의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

지 아니한다.

② 보증인이 법인인 근보증계약에서 그 주채무의 범위에 대금 등 채

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원본확정기일의 정함이 없거나 원본확정기일의 

정함 또는 그 변경이 제465조의3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

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일 때에는 그 근보증계약의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에 관한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주채무의 범위에 그 구상권에 관한 채무가 포함되는 근

보증계약도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구상권에 관한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계약 또

는 주채무의 범위에 구상권에 관한 채무가 포함된 근보증계약의 보증

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정 조문

  2) 개정 내용

  실제 금융실무상 기업에 대한 대부에서 신용보증협회 등 법인이 근보

증을 하고, 보증인의 주채무자(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기업 경영자 등 

개인이 보증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개인을 보호하고자 하고자 2004년 

개정민법은 법인에 의한 근보증계약의 개인 구상보증에 대하여 최고액과 

원본확정기일에 관한 규제를 두고 있었다. 2017년 민법 개정에서는, 대

금 등 채무 이외의 근보증에 대하여도 최고액의 정함이 없는 경우 효력

이 없도록 하는 한편, 원본확정기일에 관하여는 기존과 같이 대금 등 채

무의 근보증에만 적용되도록 유지하였다. 따라서 위 최고액과 원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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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5조의10 (계약체결시의 정보제공의무)

① 주채무자는,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 

또는 주채무의 범위에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포함된 근보증

의 위탁을 하는 때에는 위탁을 받는 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수지 상황

  2. 주채무 이외에 부담하는 채무 유무와 그 금액 및 이행상황

  3. 주채무의 담보로 달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는 것이 있는 때에

기일의 적용 여부가 대금 등 채무인지 여부에 따라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하여 1, 2항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① 우선 포괄근보증 금지는 대금 등 근보증이라는 제한을 철폐하였기 

때문에 법인 근보증에 최고액의 정함이 없다면 대금 등 근보증인지를 불

문하고 개인 구상보증이 무효로 된다(민법 제465조5 제1항). ② 한편 

원본확정기일에 관한 규제는 대금 등 근보증에 한정되기 때문에 대금 등 

채무에 관한 법인 근보증에서만 원본확정기일의 정함이 없는 것 등에 의

하여 개인 구상보증이 무효로 된다(동조 제2항).35)

  다만, 이는 포괄근보증을 금지한 민법 제465조의2와 마찬가지로 예상

치 못한 과다한 보증채무 부담으로부터 개인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고, 법인인 보증인을 내세워 민법 제465조의2 규정을 잠탈하는 것을 막

기 위한 것이므로, 구상보증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된다(민법 제465조

의5 제3항). 

3. 보증계약체결 전(前) 단계에서의 개인보증인 보호

가. 보증위탁 시 주채무자의 정보제공의무

  1) 개정 조문

35) 潮見佳男 [外] 編, 詳解 改正民法, 商事法務, 2018, 251-2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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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취지 및 내용

② 주채무자가 전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위탁을 받은 자가 그 사항에 대해서 오

인을 하고 그로 인하여 보증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그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것을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보증을 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2) 개정 취지

  종래 일본 민법에는 보증계약의 체결에 있어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떠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설명의무 또는 정

보제공의무의 존부 및 그 내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비롯한 일반 조항의 

해석에 달려 있었다. 또한 정보제공과 설명의무 불이행으로 보증인이 보

증계약의 내용을 오해하여 체결된 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는 착오나 사기 등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되었

다. 그런데 보증인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거나 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의사표시의 하자로서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

다는 것은 보증인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정의성, 

미필성, 경솔성이라는 개인보증 특유의 성질과 보증 위험에 관한 채권

자, 주채무자, 보증인 사이의 정보격차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에 

보증계약 체결 시점에서 보증인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마

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36)

36)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8A, 11-12면.

    http://www.moj.go.jp/content/000123524.pdf (최종방문 2019.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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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정 내용

   가) 요건

  정보제공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개인 보증인일 것

               

  정보의 불균형 및 정의성, 미필성, 경솔성은 주로 보증인이 개인인 경

우에 두드러지는 것으로서, 그러한 특수성을 가지지 않는 법인 보증인의 

경우에는 보호의 필요성이 낮다. 따라서 법인이 보증인인 경우에는 그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동조 제3항). 한편 개인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경

영자인 경우 등을 예외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다만 이 경우 정보제공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증계약의 취소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상세

는 아래 라) 참조].37)

  (2) 주채무가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채무일 것

  사업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한 동종 행위의 반복적·계속적인 수행을 의

미하고, 반드시 영리를 위한 것일 필요는 없다.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또한 주채무

의 융자 목적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채무가 사업을 위하여 부담

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있다.38)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채무로 한정한 것은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닌 보

증의 경우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대금 등 채무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것은 정보제공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바

로 보증계약을 무효로 하는 강력한 규제는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폭넓게 

37) 潮見佳男, 新債権總論Ⅱ, 法律學の森, 2018, 781면.

38)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8A,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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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도록 한 것이다.39)

  (3)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을 위탁한 경우

  주채무자의 위탁을 받지 않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증인이 되었으므로, 보증인 자신의 책임하에 주채무자의 자력 등에 대

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나) 의무의 주체 - 주채무자

  당초 2004년 민법 개정 당시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보증계약을 체

결할 때 은행을 시작으로 한 금융기관의 보증인에 대한 설명책임이 충분

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부대결의가 있

었고, 이에 따라 중간시안에서는 ‘사업자인 채권자’가 ‘개인인 보증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일정한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당사자가 되는 보증위탁계약(또는 보증위탁관계)에서 당사자 아닌 채권

자에게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성이 없다거나 채권자가 주채

무자의 자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할 가능성도 크고 그

것이 기업비밀에 해당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점, 채권자에

게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할 경우 대출비용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 사업

자가 주채무자이고 그 경영자가 보증인이 되는 경우 등에는 정보제공이 

무의미하다는 점 등의 지적이 있었다.40) 이에 따라 정보제공의무의 주

체를 채권자가 아닌 주채무자로 규정하였다.

    다) 제공할 정보의 내용

39)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8A, 20면.

40) 商事法務 編 (註 28), 229-2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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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조에 따라 주채무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재산 및 수지(收支) 

상황(동조 제1항 제1호), 주채무 이외에 부담하는 채무 유무와 그 금액 

및 이행상황(동조 제1항 제2호), 주채무의 담보로 달리 제공하였거나 제

공하려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내용(동조 제1항 제3호)이다.

  개정 과정에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현재의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도 고려되었지만, 사업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신이 행하는 사업 전체를 위하여 차용

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정보제공의 취지는 주채

무자의 변제 가능성을 고려함으로써 보증채무의 이행 개연성을 파악하도

록 하는 것인데 주채무자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그 재산 전부이기 때문에 

사업 내용과 해당 사업의 수익 상황이 그 파악에 필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41)

        

    라) 위반의 효과

  주채무자가 수탁보증인에 대하여 동조 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이 그 

사항에 관하여 오인을 하고 그로 인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

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주채무자가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에 한한다(동조 제2항).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보증

인이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

나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채권자로서는 자신이 알지 못하

는 사정으로 담보를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따라서 제3자 사기에 

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의한 설명의무 위반, 허

위 설명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보증계약의 취

소를 인정한다. 그로써 예상과 다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방지하려는 보증

41)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6A, 9-10면.

    http://www.moj.go.jp/content/000121590.pdf (최종방문 2019.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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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이익과 자신이 알지 못했던 사정에 의한 담보손실을 방지하려는 채

권자의 이익 사이의 조정을 꾀하고 있다.42) 이 규정은 주채무자가 보증

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또는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를 

조회하거나 조사할 의무를 채권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채권

자의 악의·과실에 대한 주장·입증은 보증인이 부담하고, 채권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43)

  보증인이 정보제공의무위반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이중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즉, ① 동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과 보증인의 오

인 사이의 인과관계 및 ② 보증인의 오인과 보증계약 체결 사이의 인과

관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분식회계와 같은 소정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도 보증인이 되려는 자가 주채무자의 경영자 등으로서 이것

을 오인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라 취

소할 수 없다.44)

  한편 논의과정에서 채권자가 악의·과실인 경우에 한해 취소가 인정되

는 것을 고려하여 오인과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

음으로써 보증인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오인

과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취소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곤란한 점, 인과관계를 요건에서 제외하면 실제로 

보증인의 의사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한 사소한 오인을 이유로 취

소할 여지가 생기는 점 등의 비판에 따라 위와 같이 이중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였다.45)

나.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대금 등 채무에 관한 개인보증의 무효

  1) 논의의 경과

42)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0A, 13-14면.

43) 潮見佳男 (註 37), 781면.

44) 潮見佳男 (註 37), 782면.

45)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6A, 9-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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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끊임없이 지적됨에 따라 개인이 보증인

이 되는 보증계약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견해나 일정한 유형의 보증

계약, 예를 들어 ① 주채무자가 소비자인 경우 개인을 보증인으로 하는 

보증계약, ② 주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 경영자 이외 제3자인 개인을 보

증인으로 하는 보증계약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소비자인 경우 등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무효로 하자는 견해 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실무에서 유용한 보증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으로서 

적절하지 못하고, 개인보증의 전면금지는 실생활의 필요에 대응하지 못

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46)

  또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계약, 의료계약, 고령자시설 등 이용계약, 

등록금 대출계약 등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개인

보증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자는 견해도 제기되었으나, 유용성이 인정

되는 개인보증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곤란하고, 합리

적 구분도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47)

  이에 개정의 현실적인 선택지로서 주채무가 대금 등 채무인 경우 또는 

이를 더 축소하여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대금 등 채무인 경우 개인보

증을 무효로 하되, 그 예외로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소위 경영자인 경

우(경영에 실질적으로 관하여는 자에 의한 보증), 나아가 보증인이 자발

적으로 보증할 의사를 가진 것을 확인할 수단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자

발적으로 보증할 의사를 가진 것이 확인된 자가 체결한 보증계약은 유효

하도록 규정하자는 견해가 제시되었다.48)

  실무상으로도 같은 취지에서, 중소기업청은 이미 2006. 3. 31.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개인 관계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보증인이 되

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46)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21, 34면.

    http://www.moj.go.jp/content/000062563.pdf (최종방문 2019. 9. 29.),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36, 73-74면.

    http://www.moj.go.jp/content/000094816.pdf (최종방문 2019. 9. 29.)

47) 商事法務 編 (註 28), 227면.

48) 商事法務 編 (註 28), 227-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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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큰 문제’라는 인식을 나타내면서 신용보증협회에서 행하는 신용보증

제도에 있어서 경영자 이외의 제3자를 보증인으로 요구하는 것을 원칙

적으로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2013년 8월에 금융청이 정한 「주

요 은행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 지침」에서도 경영자 이외의 제3자 

개인보증에 관하여 직접 경영자 아닌 제3자에게 채무자와 동등한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고려에서 금융기관이 

경영자가 아닌 제3자의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대출 관행을 확

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의 착안점으로 경영자 

이외 제3자의 개인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침

을 정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예외적으로 개인 연대보

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계약이 계약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

른 것인지 금융기관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보되어 있는지 등

을 열거하였다.49)

  이러한 논의 하에서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대금 등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개인 보증계약 또는 주채무의 범위에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대금 

등 채무가 포함되는 개인 근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하되, 그 예

외로서 소위 경영자보증 및 공정증서에 의한 보증은 유효하도록 하는 내

용의 개정이 이루어졌다.50)

  2) 공정증서에 의한 개인보증

    가) 개정 조문

49)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0A, 6-7면.

50) 당초에는 규정 체계도 이러한 논리적 구조에 따라 개정할 것이 제안되었는

데, 규정 방법이 간명하지 아니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현행과 같이 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공정증서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

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

을 먼저 규정하였다고 한다.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80-3, 

16면. http://www.moj.go.jp/content/000124580.pdf (최종방문 2019.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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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5조의6(공정증서의 작성과 보증의 효력)

①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대금 등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계약 

또는 주채무의 범위에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대금 등 채무가 포함

되는 근보증계약은, 그 계약의 체결에 앞서 그 체결일 전 1개월 이내

에 작성된 공정증서로 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② 전항의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에 제시된 방식에 따라야 

한다.

    1. 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가. 또는 나.에 제시하는 계

약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가. 또는 나.에 정하는 사항을 공증인에게 구

술할 것. 

      가. 보증계약 (나.에 제시하는 계약을 제외한다)    주채무의 

채권자 및 채무자, 주채무의 원본, 주채무에 관한 이자, 위약금, 손해

배상 기타 그 채무에 종된 모든 것에 관한 약정의 유무와 그 내용 및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그 채무의 전액을 이행

할 의사(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

담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서 최고를 했

는지 여부,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다른 

보증인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을 이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   

      나. 근보증계약    주채무의 채권자 및 채무자, 주채무의 범위, 

근보증계약의 최고액, 원본확정기일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및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최고액의 한도에서 

원본확정기일 또는 민법 제465조의4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사유 기타 원본을 확정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까지 생길 주채무의 원

금 및 주채무에 관한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그 채무에 종된 모

든 채무의 전액을 이행할 의사(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주채무자

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해서 최고를 했는지 여부,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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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또는 다른 보증인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을 이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 

    2. 공증인이 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구술을 필기하고, 이를 

보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시킬 것.

    3. 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필기가 정확하다는 것을 승인한 

후, 서명하고 압인할 것. 다만, 보증인으로 되고자 하는 자가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그 사유를 부기하여 서명에 대신할 수 있

다. 

    4. 공증인이, 그 증서가 전3호에 제시된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이

라는 취지를 부기하고, 이에 서명하고 압인할 것.

  ③ 전 2항의 규정은 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입법 취지

  새롭게 창업을 함에 있어 담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신용이 

없고, 물적 담보로 제공할 재산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기업을 지원하려

고 하는 보증의사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와 같이 제3자 보증을 인정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경우가 있다.51) 그런데 개인보증이 필요

한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경영자보증(민법 제465조의9)에서와 같이 

보증인이 되려는 자의 유형을 열거하는 방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아니하다. 따라서 개정법은 일정한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이라는 절차

를 거쳐야만 보증계약이 유효하도록 절차적 제약을 부과한 것이다.52)

이를 통해서 보증계약 체결에 있어 보증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의 의미나 

위험을 인식하고,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즉, 

공증인을 계약체결에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의(情義)적 관계에서 위험

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안이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고 공증

51)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0A, 10면.

52) 潮見佳男 (註 37), 7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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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후견적으로 개입하게 하여 보증계약의 필요성이나 내용에 관한 적

절한 설명, 나아가 조언을 하게 하여 불필요하고 경솔한 보증을 예방하

기 위함이다.53)

  자발적 보증을 선별하는 수단으로 보증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보증인이 보증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쿨링오프제도)이 고려

되기도 하였으나,54)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적극적인 제언에 따라 공정증

서 작성이라는 절차에 의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55)

    다) 개정 내용

      

  (1)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대금 등 채무

  앞서 ‘1) 논의의 경과’에서 본 바와 같이 모든 근보증 또는 대금 등 

근보증을 대상으로 개인보증을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과도한 

규율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현실적으로도 사업과 무관한 근보증은 비교

적 소액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주채무의 범위에 ‘사업을 위해 부담하

는 대금 등 채무가 포함되는 것’만을 제한의 대상으로 하였다.56)

  여기서 "사업"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동종 행위의 반복

적·지속적인 수행을 의미하고 영리라는 요소는 필요하지 아니하며, "사

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채무"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채

무를 의미한다. 사용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의 

근보증과 같이 근보증 주채무의 대출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가 사업을 위해 부담하는 것일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

인보증 제한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57)

  한편 민법 제465조의8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

53) 筒井健夫, 村松秀樹 編著, 一問一答・民法<債権関係>改正, 商事法務, 

2018, 140면.

54)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0A, 11면.

55) 潮見佳男 (註 37), 775면. 

56)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0A, 6-7면.

57)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8A, 19-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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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금 등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계약이나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대금 등 채무를 주채무의 범위에 포함하는 근보증계약에서 발생하는 보

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구

상보증)에 그 구상보증계약-주채무의 범위에 그 구상채무를 포함하는 

구상근보증계약도 같다-은 구상보증인이 개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효

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구상보증에서 구상보증인이 보증하

는 구상채무는 ‘대금 등 채무’는 아니지만 주채무와 동질성이 있어 이를 

제한할 합리성이 인정되고, 또한 위 규정을 잠탈하는 행위를 막는 의미

도 있다. 

    

  (2) 공정증서의 작성

  보증계약 체결일 전 1개월 이내에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는 공

정증서의 작성과 보증계약의 체결이 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이 바람직하다

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공정증서가 작성

된 경우에는 그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다시 보

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58)

  공증인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3) 공정증서 작성의 절차·방법

  보증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계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가지는 것을 공증인에 대하여 진술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

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규정(민법 제969조)을 참고해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보증계약(근보증계약을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

의 대상(범위)을 특정하는 요소인 ① 주채무의 채권자 및 채무자, ② 주

채무의 원금, 주채무에 대한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채무에 따른 

58) 潮見佳男 (註 37), 7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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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의 정함의 유무 및 그 내용을 구수시키는 것과 동시에, 그 구체

적인 채무 이행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구수하고 이를 공증인이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의 대

상(범위)을 특정하는 요소인 ① 주채무의 채권자 및 채무자, ② 주채무

의 범위, ③ 보증계약의 채권 최고액, ④ 원본확정기일의 유무 및 그 내

용을 구수시키는 것과 동시에, 채권 최고액의 한도에서 원본확정기일 또

는 민법 제465조의4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까지 생

긴 주채무의 원금 등에 대한 이행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구수하고 이를 

공증인이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증계약 및 근보증계약

에 공통되는 문제로, 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연대보증인인 경우)에는 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연대보증인이 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즉,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또한 다른 보증인이 있는지 여

부와 관계없이 당해 채무 전액을 이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의사

를 구수하고 이를 공증인이 확인하고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제465조의6 

제2항 제1호).

  공증인은 위와 같이 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구술을 필기하고, 이

를 보증인이 되려는 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시키고(제465조의6 제2항 

제2호), 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필기가 정확하다는 것을 승인한 후 

서명하고 압인하며(제465조의6 제2항 제3호), 마지막으로 공증인이 그 

증서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를 부기하고 이에 

서명하고 압인하여야 한다(제465조의6 제2항 제4호).

    라) 관련 문제

    

  보증인 등의 행위를 통해 채권자가 유효 요건 판단을 잘못한 경우 어

떻게 처리할지 문제된다. 예를 들어,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

한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자가 사업을 위한 채무가 아니라고 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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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5조의9(공정증서의 작성과 보증의 효력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전 3조의 규정은 보증인이 되려는 자가 다음에 열거된 자인 보증계

약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이사, 대표이사, 집행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주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다음에 열거된 자

    가. 주채무자의 총주주 의결권(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의 전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외

한다. 이하 본 호에서 같다)의 과반수를 가지는 자 

    나. 주채무자의 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를 다른 주식회사가 가지

는 경우에 있어 당해 다른 주식회사의 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

하여 공증인에 의한 의사 확인을 거치지 않고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정법은 채권자가 요건 등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경우에 대해서 특별

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는 불법행위 등 일반 규정에 따라 해결하

는 것을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즉, 위 사례에서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보증인이 알면서도 그 사실을 속인 경우 등과 같이 채권자가 오신

한 것에 대해 보증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오신이 

없었다면 채권자가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인정되고 대출금을 회수

할 수 없는 등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보증인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보증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59)

  3) 경영자보증 등

    가) 개정 조문

    

59)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8A,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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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자

    다. 주채무자의 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를 다른 주식회사 및 당해 

다른 주식회사의 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자가 가지는 경우

에 당해 다른 주식회사의 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자 

    라.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이 주채무자인 경우에 있어서 위 각 목

에 준하는 자 

  3. 주채무자(법인인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공동으

로 사업을 하는 자 또는 주채무자가 행하는 사업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주채무자의 배우자

    나) 입법 취지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개인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

서도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자에 의한 보증(소위 경영자보증)60)

을 예외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경우

에 정의성·미필성·경솔성이라는 개인보증 특유의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적고, 정보격차 역시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개인사업

자를 포함)의 경우 가계(家計)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경영자가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신용을 보완할 수 있고, 나아가 재무제표

의 신뢰성이 충분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영에 대한 규율 관점에서도 

경영자에 대한 개인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유용성을 부정할 

수 없다.61) 즉, 경영자보증의 유효성은 기업경영이 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경영자 개인 명의로 기업 재산을 이전하는 등 기업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막거나 경영자 자신의 재산에 대한 추급을 막기 위하여 기업 재

산을 확보하도록 건전한 경영을 유도한다는 의의가 있다.62)

60) 한편 경영자보증 이외의 개인보증에 대하여 ‘제3자 보증’이라고 부르는 경

우가 많다.

61) 商事法務 編 (註 28), 2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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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관점에서 경영자보증에 관하여 개인보증 금지의 예외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 개정 내용

  민법은 보증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업무집행에 관여하거나 업무집행 

결정에 관여하는 점에서, 이사 등이 보증인이 되는 경우(제465조의9 제

1호), 지배주주 등이 보증인이 되는 경우(동조 제2호), 공동사업자 등이 

보증인이 되는 경우(동조 제3호)에는 개인보증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1) 이사 등이 보증인이 되는 경우(제1호)

  

  주채무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대표자는 대외적으로 단체를 대표

할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그 업무를 집행하고 단체의 의사 결정에 참

여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 규율 관점에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단체와 대표자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의

(情義)성에서 안일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또

한 업무집행에 관여하는 자로서 주채무자의 경영 상황, 사업의 수익성, 

주채무 잔액 등에 대해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예상외의 불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 역시 발생할 여지가 적다. 

  주채무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업무를 집행할 권리를 가진 자 

역시 대표자와 마찬가지로 경영 규율, 경영 상태에 관한 정보 접근성 등

의 관점에서 보증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업무를 집행할 권

리를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도 사실상 경영상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

하고 회사의 재무 상황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

한 사람에 의한 보증의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사, 대표, 

집행역 또는 이에 준하는 자’ 등의 보증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였다.63)

62) 潮見佳男 (註 37), 772면.

63)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0A,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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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배주주 등이 보증인이 되는 경우(제2호)

  

  주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총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를 가진 자는 그 법인

을 사실상 경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앞서 대표자와 마찬가지로 

경영 규율의 관점 및 경영 상태에 대한 정보 접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그 보증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였다.64)  

  (3) 공동사업자 등이 보증인이 되는 경우(제3호)

  공동사업을 행하는 자는 조합에서와 같은 의미로, 어느 당사자라도 업

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한, 업무집행에 대하여 감독권한 등 사업 수행에 

관여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그 사업에 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65) 이러한 점에서 법인 등의 대표자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주채무자의 배우자는, 주채무자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 경영과 가계가 

일반적으로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를 보증인으로 할 필요가 높다

는 점,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면 스스로 또는 다른 사업주인 

배우자를 통해 사업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점, 자신이 종사하는 배우자의 

사업에 대한 대금 등 채무 등을 보증하는 것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고 정의(情義)에 따른 측면이 약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채

무자가 행하는 사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을 때에 한하여 그 보증의 유효

성을 인정한다.66)

4. 보증계약체결 이후(以後)의 보증인 보호

가. 주채무의 이행상황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1) 개정 조문

64)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0A, 9-10면.

65)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8A, 20면.

66)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8A,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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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58조의2 (주채무의 이행상황에 관한 정보의 제공의무)  보증

인이 주채무자의 위탁을 받아 보증을 한 경우에 보증인의 청구가 있

는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주채무의 원본 및 주

채무에 관한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그 채무에 따르는 채무 전

부에 관한 불이행의 유무와 이들의 잔액 및 그 중 변제기가 도래한 

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입법 취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주채무를 얼마나 변제

하였고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등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채권자에게 확인하는 것이다. 그

러나 종전 민법상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이를 조회할 경우에 채권자가 정

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주채무의 이행상황에 대해 보증인이 알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

고, 채권자로서도 금융기관의 비밀유지 의무를 고려할 때 보증인의 조회

에 답변하여야 하는지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67)

3) 개정 내용

  채권자는 위탁을 받은 보증인이 청구한 때에 주채무자의 이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주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빠져 있음에도 

보증인이 장기간 이를 모르고 있다가 청구를 받는 시점에 고액의 지연손

해금 이행을 요구받는 가혹한 결과를 막기 위함이다. 

  채권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위탁을 받은 보증인에 한

한다. 이는 채무불이행의 유무와 주채무 액수 등은 주채무자의 신용 정

67)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6A,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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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기 때문에 주채무자로부터 위탁을 받지 않은 경우까지 이러한 정보

를 청구할 권리를 주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는 고려에서이다.68) 원칙적

으로 보증은 ‘담보하는 채무를 부담할 의사’이기 때문에 자기 결정, 자기 

책임에 따라 계약체결 후에 생긴 보증 위험에 관한 정보는 스스로 수집

하여야 한다는 점, 이러한 보증계약 체결 후 일반적인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면 정기적 통지 및 회답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 정보제공

의무의 부과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수비의무(守秘義務) 완화와 표리

관계에 있다는 점을 들어 수탁보증인이 아닌 한 정보를 청구할 수 없도

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69) 이때 보증인이 개인인지 법인인

지는 묻지 아니한다.  

  보증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는, 채무불이행 유무 및 채무 잔액, 변

제기가 도래한 액수에 대한 것이다. 보증인이 현시점 또는 장래에 부담

할 책임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금액 외에 그 잔

액 자체에 대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으므로, 잔액과 이행기가 도래한 것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70)

  이행상황에 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

지 아니하였는데, 채무불이행의 일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보증계

약의 해제를 고려할 수 있다.71)

  

나.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통지의무

  1) 논의의 경과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증인도 이를 주장할 수 있고, 한편 주채무자

가 각 변제기에 변제를 게을리하는 등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에는 

68)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6A, 10면.

69) 潮見佳男 (註 37), 671면.

70)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80-3, 20-21면.

71) 潮見佳男 (註 37), 6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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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도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이행상황을 항상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주채무자가 이행을 게을

리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예상과 달리 원금을 일시에 이행하

여야 하거나 과다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72)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간시안[중간시안 제17, 6 (3)]에서는 주채무

의 이행이 지연된 때에 채권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변제기마다 통지

하도록 하는 것은 채권자의 사무적인 부담이 커 결국 그 비용이 금리 등

에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과 실제로 흔히 사용되는 1회 미변제 시 기한

의 이익 상실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더라도 이미 기한의 이

익 상실의 효과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지적이 있었다.73)

  이에 따라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보증인이 채

무불이행 상당액을 이행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회복하는 방안이 제시되

었다. 이는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더라도 보증인과의 관계

에서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채무자는 잔액 전액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지만, 보증인과의 관

계에서는 지연손해금이 아닌 이자가 발생함에 그치고, 지연손해금율과 

이자율이 다를 경우 보증인은 양자가 겹치는 한도에서 보증채무를 부담

한다고 한다.74) 그러나 위 방안에 대하여는 다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

(再喪失)시키는 방법, 일부변제의 경우 충당의 문제,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의 기교성(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보증인에 대하여는 진행되지 아니함) 등 너무 복잡하여 현실적으로 상당

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75) 또한 그로 인하여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72)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0, 14-15면.

73)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36, 77면.

74)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0, 16면.

75)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6B, 2, 3면. 

    www.moj.go.jp/content/000121591.pdf (최종방문 2019.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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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58조의3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 정보제공

의무)  

①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에 그 이익을 상실한 때에

는,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해 그 이익의 상실을 안 때로부터 2개월 이

내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간 내에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해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로부터 전항의 통

지를 할 때까지에 발생할 지연손해금(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지 않았더

라도 발생하였을 것을 제외한다)에 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보증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무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생겨 채권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 실

제 주채무자가 지급을 게을리 한 경우에는 다른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에 해당할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지급을 게을리 한 경우에만 특별

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보증인 보호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의 지적이 있었다.76)

  이러한 고려에서 기한의 이익 회복 제도를 입법화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일정 기간 내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의 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

을 상실했을 때부터 통지 시까지 발생할 연체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2) 개정 조문

  3) 개정 내용

    가) 통지의무의 내용

76)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8A, 24-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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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가지지만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 채

권자는 개인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을 채

권자가 안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인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

을 상실한 경우에 한한다. 이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이유는 묻지 아니

한다. 지급을 게을리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 한정하는 것

은 아니고, 청구상실의 경우이든 당연상실의 경우이든 모두 포함한다.77)

  채권자는 보증인으로부터 조회가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주채무자가 기

한의 이익을 상실한 취지를 보증인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을 보증인이 이미 안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된다. 보증인이 이미 그러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보증인 스

스로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유지할 기회를 

가지기 때문이다.78)

      

    나) 통지기간 및 그 기산점

    

  2개월의 기간은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을 채권자가 알

았을 때부터 기산된다. 채권자가 기한의 이익 상실을 알지 못한 기간에

는 기산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채권자로서도 기한의 이익 상실을 

즉시 알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79)

  당초 논의과정에서 통지기간과 관련하여 ‘2주 이내’가 고려되기도 하

였으나, 이 기간은 통지를 발송하기 위한 기간이 아니라 통지가 도달하

는 기간인데, 현실적으로 2주 이내 도달하도록 통지하기가 쉽지 아니한 

점, 2개월의 기간만으로 예상외의 과다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는 아니

하는 점을 고려하여 2개월로 정하였다.80)

77) 潮見佳男 (註 37), 673면

78)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0A, 16면

79)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8A, 24-25면.

80)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8A, 24-25면.



- 49 -

  

    다)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채권자가 2개월 이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뿐 아니라 2개월이 경과한 후 통지한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부터 그 취지를 통

지할 때까지 생긴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

다. 주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지만, 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효과만을 규정하는 것이므로,81) 기한의 이

익을 상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생하였을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보증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점을 명확히 하였다. 한편 통지한 때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통지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기한

의 이익 상실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주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보증인도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고, 주채무가 분

할 지급이라는 기한의 이익을 가졌다 하더라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에는 보증인도 잔존 채무 전액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에 응하여야 한

다. 한편 채권자가 2개월 이내에 통지한 경우 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부터의 지연손해금(통지를 한 때부터의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에 관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82)

81)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6B, 3면.

82) 潮見佳男 (註 37), 6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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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한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3장  우리 민법 및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절 2015. 2. 3. 개정민법

1. 서면에 의한 보증계약의 체결

가. 개정 취지

  2015. 2. 3. 개정 전 우리 민법은 보증계약의 성립에 관하여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았고, 서면이 아닌 구두에 의한 보증계약도 인정되었

다. 그러나 보증인이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고(경고

기능), 보증계약의 성립이나 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증거기능) 서면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정하였

다.83) 이미 보증인보호법 제3조에서도 보증의 의사는 서면으로 표시되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일반법인 민법에 편입한 것이다.

  

나. 개정 내용

1) 자필 서명의 요구

83)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編 (註 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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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

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서면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내용의 규정이었던 구 보증인보호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해석론으로 보증인의 자

필 서명이 요구되는지가 실무상 문제 되었다. 대부업체가 소액대출을 하

는 경우 보증인의 날인 없이 서명만 된 보증계약서를 팩스나 우편 등으

로 받은 후 전화통화로 보증인의 자필서명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주

로 이루어졌는데, 이후 보증인이 자필이 아님을 다투는 사례(주채무자 

등이 기재한 것이라는 취지)가 많았다.84) 대법원은, 구 보증인보호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85) 판례는 ‘자기의 이름을 써넣음 

또는 써넣은 것’이라는 서명의 사전적 의미, 서명대행을 긍정한다면 사

실상 구두를 통한 보증계약 체결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입법 취지

를 몰각시킨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86) 이에 대해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과 달리 보

증인보호법상 ‘자필 서명’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 엄격한 요식성을 요

구하는 어음발행에서도 대리 또는 대행 방식의 발행이 허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반대하는 견해가 있고,87) 독일 민법이나 프랑스 소비법전의 해

석과 같이 보증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대리인에 의한 대리 또는 서명 

대행을 허용하되 다만 서면의 수권행위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88)

84) 안금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연구, 民事法硏究 第22輯(2014. 12), 

75면.

85)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86) 박재억,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과 보증인의 자필서명, 대법원판례해

설 제113호, 법원도서관, 2017, 221-223면.

87) 안금선, (註 84), 77-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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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해석은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

될 것이다. 한편 ‘보증인의 기명날인’은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관하다.89)

  2)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증계약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전자적 

방식에 의할 경우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90) 당초 정부의 개정안에는 단서 조항이 없었는

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자문서의 경

우 일반 종이문서보다 훨씬 쉽게 의사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 클릭 하

나로 보증을 서게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단서가 추가되었다. 독일 민법 제766조에서 

보증을 서면방식으로 하도록 하면서도 계속해서 “보증의 의사표시를 전

자방식으로 하는 것은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 전자보증이 주로 사용되는 것은 보증인이 보증을 영업으

로 하는 경우(이른바 기관보증)나 보증이 보증인의 직업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인데, 이러한 보증인에게 경솔한 보증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

이 크다고 할 수 없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이 기명날인이

나 서명을 대체하게 되어(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반드

시 경솔한 보증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전자문서에 의하는 이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91) 이러한 지

88) 제철웅, 서면에 의한 보증의사의 표시, 서울법학 제25권 제4호, 서울시립대

학교, 2018, 196면; 김현진, 보증계약의 요식주의에 관한 소고 - 프랑스의 

보증에 관한 방식의 해석론을 겸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제58권 제4호

(2017. 12), 144면.

89)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90) 윤진수, 개정민법상 전자 보증 불허의 문제점, 법률신문, 2015. 3. 23.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Info-View?serial=138872

&kind=CC02 &key= (최종방문 2019. 9. 29.)

91) 윤진수 (註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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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6조의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적 및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 기관보증의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이 

유효하도록 2016. 1. 1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보증인이 자

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민

법」 제428조의2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서면으

로 본다.”는 규정(제4조 제2항)이 신설되었다. 

  3) 하자의 치유

  제3항은 보증계약이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지 않았어도, 보증인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방

식 위반의 하자 치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보증인이 주채무를 이행한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한 독일 민법 제766조 제3문을 참

조한 것이다.92) 보증의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보증인에게 경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보증인이 임의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에까지 보증계약을 무효로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93)

2.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92) 윤진수, “보증에 관한 민법개정안 해설”, 여행자 권리보호 및 보증제도 개

선을 위한 민법개정 공청회(2013. 9. 11.) 자료집, 59면.

93) Münchener Kommentar zum BGB/Habersack, 6. Auflage, 2013, § 766 

Rdhr. 28 참조[윤진수 (註 92), 59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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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3.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가. 종래의 논의

  2015. 2. 3. 개정 전 민법은 보증인에 대한 고지의무 규정을 두고 있

지 아니하였다.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자산상태에 

대한 정보를 고지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었

다. 먼저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민법의 지도이념임에 비추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보증채무 특유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

라고 보아야 하고, 과도한 보증인 보호는 금융시장의 위축을 초래하여 

오히려 주채무자나 보증인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음을 이유로 고지의무를 부정하는 견해94), 보증인 보호의 요청

에 따라 보증계약 체결 전에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신의칙상 정보제공

의무로서 주채무자의 자산상태에 대한 정보를 고지할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거나95) 채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신의칙 등에 기한 부수적인 의무

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하여96) 고지의무를 인정하는 견해 등이 제기되었

94) 백경일, 보증계약의 특수성과 보증인보호의 문제, 민사법학 제34호(2006. 

12), 185면.

95) 이상욱,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대법원 1998.7.24. 

선고 97다35276(판례공보 제65호, 2179면), 민사법학 제18호(2000. 5), 

376면.

96) 양창수,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배려의무에 관한 서설, 법학 제41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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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종래 판례는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력에 대하여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고지의무를 부정하였

다.97) 나아가 종래 판례는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계약상의 구상금 채

무를 보증한 자에게 그 구상금 주채무자의 부도사실이나 신용보증기금이 

대위 변제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

므로, 그 통지가 없음으로 인하여 그 즉시 구상금을 변제하였더라면 부

담하지 아니하였을 지연이자 상당의 부담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보증인

은 그 지연이자 상당의 채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98) 계약체결 

시의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이후 이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나. 개정 경과

  위와 같이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민법의 명문 규정이 없었고, 판례 역

시 이에 소극적이었기에 민법 개정과정에서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할 것인

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99)

  먼저 이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① 미국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보증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고 있고, ② 채권양

도에 있어서도 채권양도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하

여야 하며, ③ 사적자치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계약공정의 원칙·형평의 

원칙 또한 존중되어야 하고, 반드시 정보제공의무가 사적자치의 원칙과 

(2000. 6), 120면.

97)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2002. 7. 12. 선고 99다

68652 판결.

98)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99)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編 (註 9), 32-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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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되는 것은 아니며, ④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정보의 격차가 있으

므로 이를 해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하여 채권자가 알고 있

는 정보를 보증인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정당한 점, ⑤ 이로 인하여 분쟁이 늘더라도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반대로 ① 채권양도와 보증을 동일시할 수 없고, 특히 보증보험의 경

우 보험회사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며, ② 보증채무의 발생원인 사실이 

채권자의 영역에 있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겠지만, 이를 일반적인 법원칙으로서 민법에 

규정하기는 어렵고, ③ 호의보증이라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에게 주채무자

의 자력, 신용상태 등을 파악하게 할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으며, ④ 이

를 인정하는 경우 보증제도가 거래계에서 널리 활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도입에 부정하는 의견이 있었다.

  개정안 작성과정에서 위와 같은 찬반논쟁 끝에 다수의 의견에 따라 정

보제공 및 통지의무가 채택되었고, 민법 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다. 개정 내용

  1) 보증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제1항)

  보증계약체결 또는 갱신 당시에 보증계약의 체결 또는 갱신 여부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정보를 보증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규정

하였다. 이는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의 특칙으로

서 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도록 규정한 보증

인보호법 제8조 제1항을 일반법인 민법에 수용한 것이다. 채권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보증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확인하거나 

탐지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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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제공의무의 대상은 보증계약이나 그 갱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증인보호법 제2

조 제4호는 "채무 관련 신용정보"란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代位辨濟)·대지급정보(代支給情報) 및 부도정보(不渡情報)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이 이해하면 될 것이다.100) 한편 

채무 관련 신용정보 중에서도 보증계약이나 그 갱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만 제공대상에 해당하는데, 어떤 정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

별 사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101) 보증인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정보제공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행 여부를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채권자가 부

담한다.102)

  개정안 작성과정에서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

와 관련하여 기존 거래내역 및 향후 거래계획을 포함하자는 견해가 제시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보다 합리적인 판단하에 보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나, 광범위한 정보제공의무 부과는 채권자에

게 부담이 되는 점,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도 위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특별법인 보증인보호법보다 중한 의무를 일반법에 규정하는 것으로

서 타당하지 않은 점, “향후 거래계획”이라는 표현은 막연하여 예측 가

능성이 없다는 점 등 제공할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이 제

기되어 받아들여 지지 아니하였다.103)

100) 윤진수 (註 92), 68면.

101) 권영준, 2013년 민법 개정시안 해설(채권편), 2013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참조.

http://www.moj.go.kr/moj/41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

JTJGbW9qJTJGMTYyJTJGNDIwMjgxJTJGYXJ0Y2xWaWV3LmRvJTNGcG

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

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

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c2

olMjZzcmNoV3JkJTNEJUVCJUFGJUJDJUVCJUIyJTk1JTI2

(최종방문 2019. 9. 29.)

102) 윤진수 (註 92), 68면.

103)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編 (註 9), 38-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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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제2항)

  주채무자가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

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 통지의무가 발생한다. 

이는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및 그로 인한 보증인의 책임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높아졌음을 보증인에게 알려 보증책임의 확대를 방지하거

나 구상권의 확보조치를 취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104)

  스위스 채무법 제505조105)의 영향을 받아 작성된 2004년 개정안 제

436조의2 제1항 및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1항의 내용을 수용한 것이

다.106) 다만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는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

우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1개월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통지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상 보증채권자는 금융기관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개정안 작성과정에서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채권자가 알게 된 경우에도 보증인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할지 

여부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으나,107) 그러한 경우에도 통지를 하

도록 개정되었다(제3호). 

  3) 보증인의 청구에 의한 통지의무(제3항)

104)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編 (註 9), 25면.

105) 스위스 채무법 제505조 

① 채권자는 6개월 이상의 지체에 대하여는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언제라도 보증인의 청구에 의하여 채무의 현상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의 파산 시에는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기대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파산에 대하여 안 때에는 즉각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보증인에게 채무가 생긴 한도에

서 채권자는 청구를 상실한다.

106) 양창수, “民法改正案의 保證條項에 대하여”, 民法硏究 제8권 (2005), 

301-302면; 윤진수 (註 92), 62면 참조.

107)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編 (註 9), 39-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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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

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는 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3항의 내용을 수용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보증인은 보증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주채무에 대

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개정안 작성과정에서는 보증인의 청구에 의한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

는 경우 보증인이 권리를 남용하여 채권자를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는 이

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으나,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채무 관련 신용

정보에 대하여는 보증인의 청구에 의한 정보제공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2004년 민법개정안 제436조의2 제2항과 동일하게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에 관해서만 통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108)

  4) 해태의 효과(제4항)

  채권자가 위와 같은 정보제공의무나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이 손

해를 입은 경우에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증채무를 감

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민법 개정 이전 채권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하였던 보증인보호법은 당초 

의무 위반에 대한 효과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후 통지의무 위

반 시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통지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여

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2010. 3. 24. 법률 제10186호 개

정을 통하여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

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보증인보호법 제5조 

제4항). 그러나 통지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109)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을 가지고 그 내용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증채무

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110)

108)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編 (註 9), 41면.

109) 이혜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검토, 성균관법학 23권 3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12, 101면.

110) 윤진수 (註 92),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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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위와 같은 의무위반의 효과로서 그 의무위반이 보증계약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친 경우(보증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는 경우 등)에는 해제 

또는 해지를 인정해야 한다거나 통지의무(제2, 3항) 위반의 경우에는 보

증채무의 감경만을 인정하되, 정보제공의무(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보

증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정보제공의무나 통지의무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의무로서 본질적인 

의무위반이 아닌 이상 그 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해제·해지권을 인정

하는 것은 보증인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해제·해지는 계

약 일반에 관한 문제로서 규정이 없더라도 해제·해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보증계약에만 특별한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

서 정보제공의무·통지의무 해태의 효과로서 해제·해지권은 규정되지 아

니하였다.111)

라. 편면적 강행규정 논의

  개정안 작성 과정에서 보증인보호법 제11조와 같이 정보제공의무 및 

통지의무 규정을 편면적 강행규정-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도

록-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있었다. 정보제공의무를 민법에 규정하기로 

한 이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이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면제하는 것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보았고, 다만 면제규

정을 두는 경우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면제조항을 도입하지 않는 것으

로 결정하였다.112) 이를 금지하지 않는 이상 당사자 간의 계약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명문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허용되기 때문이

다.113)

111) 이상영, 보증계약상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 민사법학 제46호, 2009, 

544-545면.

112) 이상영 (註 111), 540-542면.

113) 윤진수 (註 92), 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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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조의3(근보증)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3. 최고액의 서면 특정

가. 개정 이유

  

  거래에서 근보증이 많이 활용되었으나 민법에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다.114) 근보증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종

래 판례 역시 근보증에 있어 보증최고액을 약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

장115)이어서 책임한도액이나 보증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보증이 성행하

였다. 이로 인하여 근보증에서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보증인이 불측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다.116) 따라서 

근보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개정 내용

  1) 포괄근보증의 인정(제1항)

  개정법이 2004년 개정안 및 보증인보호법과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른바 포괄근보증을 허용하고 있는 점이다. 즉 2004년 개정안과 보증

인보호법은 피보증채무를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

계약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

114) 반면 근저당권에 관해서는 민법 제35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15)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2052 판결.

116)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編 (註 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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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민법

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그러

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보증인보호법은 이른바 호의

보증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범위가 좁고 보호취지가 다르므로, 일반법인 

민법에서는 포괄근보증을 허용하고 특별법인 보증인보호법에서는 제한하

기로 한 것이다.117) 따라서 보증인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포괄근보증은 인정되지 않는다.118)

  2) 최고액의 특정(제2항)

      

  근보증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였고, 서면으

로 최고액을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을 무효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하

여 근보증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책임범위를 예측 가능하게 하고, 이를 

초과하는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것을 방지한다.

  최고액은 주채무 원본의 최고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근보증 

및 최고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근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57조 제

2항의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

다’는 규정을 배제하였다. 이는 우선변제권능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제3자 특히 후순위 권리자 등의 담보가치에 대한 사전평가가 중요한 근

저당의 경우와 달리 근보증에서는 보증인 자신의 책임 예측만이 문제되

기 때문이다.119) 보증인보호법 제4조 역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

는데, 그 제정 당시 정부안은 ‘이자, 위약금 등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여’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였고(안 제

3조 제1항), 의원안 역시 ‘이자는 채무의 최고액 및 최고 책임액에 포함

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안 제7조 제1항), 이를 삭제하

117) 윤진수 (註 92), 69면.

118) 위와 같은 논의에 비추어 국내에서의 포괄근보증은 주채무의 발생원인에 

제한이 없는 근보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서 포괄근보증은 주로 보증 최고액이나 보증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보증을 

가리키는 것으로 용어 사용에 다소 차이가 있다.

119) 양창수 (註 106), 3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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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고 보증채무의 최고액만 특정되면 족한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주채무 

원본 최고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보인

다.120) 민법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제2절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 법률의 존치 여부

  2015. 2. 3. 민법 개정으로 보증인보호법의 상당 부분이 일반법인 민

법에 편입·수용되면서 보증인보호법을 존치시킬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보증인보호법은 그 적용대상이 호의보증에 국한되어 적용범위가 

제한되고, 보증인보호법 제8조와 같은 금융기관의 정보제공의무 특칙을 

일반법인 민법에 규정하기 어려우며, 현실적으로 보증인보호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고려해서 폐지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121)

  다만, 민법 개정에 대응하여, 서면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한 제3조는 민법 제428조의2와 중복되므로 삭제하기로 하였다

(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

  이하에서는 민법 개정으로 편입된 것을 제외한 보증인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본다.

2. 주요 내용

가. 적용 범위

120) 이혜리 (註 109), 93면.; 반대로 최고액에는 이자 등 부수채무도 포함되

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로는 안금선 (註 84), 82면.

121)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編 (註 9), 47면.



- 64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증인"이란 「민법」 제429조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이하 "보증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한 자를 말한다.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나.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

항에 따른 과점주주(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다.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

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

자, 직계 존속ㆍ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

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라. 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

를 부담하는 경우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채

무에 대하여 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다른 기업을 위하여 보증채무

를 부담하는 경우

  바. 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그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2. "보증계약"이란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

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보증인보호법 제2조는 정의규정임과 동시에 보증인 중 일정한 범위의 

자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위 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보증인보호

법의 제외대상은 기업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기관보증 등 경제적 이

해관계로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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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어지는 보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제1조)에 비추어 볼 때, 그

러한 경우 무상성, 호의성에 기한 보증이라고 볼 수 없어 보증인보호법

의 보호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122)

나. 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

  민법과 달리 근보증이 아닌 일반 보증의 경우에도 ‘최고액’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고액을 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효과에 대하여 근보증에서는 이를 무효로 함에 반하여 일반 보증의 

경우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당초 법무부 보증인보호법 초

안은 이자, 위약금 등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는 보증채무 최고액을 서면

으로 특정하도록 규정하여 그 최고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되, 

이를 위반한 경우 일반 보증에서는 확정된 채무액(주채무액)만을 이행하

도록 하고, 근보증은 무효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초안 중 최고액

에 이자 등을 포함하도록 한 부분과 일반 보증 부분은 입법과정에서 채

택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최고액을 주채무 원본에 대한 것만으로 이해

하는 이상 일반 보증에서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

여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일반 보증의 경우에도 최고액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보증계약의 진지성이나 신중성을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123) 이에 대해서 일반 보증에서 서면에 최고액

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등의 비판이 

있으나,124) 일반 보증의 경우까지 보증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제

122) 안금선 (註 84), 71-72면.

123) 이혜리 (註 109), 95-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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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근보증)

①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7조(보증기간 등)

①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②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한하는 제재수단을 마련한다면 보증인을 과도하게 보호하거나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의 태도가 타당하다.

  한편 2015. 2. 3. 민법 개정 과정에서 보증인보호법 제4조는 보증채무 

일반에 대한 조항으로서 특정채무의 보증에 대해서 최고액이라는 개념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보증채무액”으로 개정하는 

안을 마련하였으나,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다. 근보증

  민법과 달리 근보증의 대상이 되는 주채무는 그 발생원인이 특정된 것

에 한정하도록 함으로써 포괄근보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일반법인 민

법에서는 포괄근보증을 허용하고 특별법인 보증인보호법에서는 이를 제

한한 것이다. 한편 근보증의 경우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무효로 함은 민법과 같다. 

라. 보증기간 

124) 김판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한계, 법률신문(2008. 10. 9.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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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간주되는 보증기간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때에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당초 2004년 민법개정안은 ‘근보증의 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

자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을 때에는 이를 3년으로 단축한다’(안 제448

조의3 제1항)는 내용을 두고 있었는데, 이후 제정된 보증인보호법은 보

증기간을 직접 제한하지는 아니하였다. 다만, 보증기간 규정을 근보증은 

물론 일반보증의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하면서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을 

경우 3년으로 보도록 함으로써(제1항) 간접적으로 보증기간을 제한하고 

있다.125) 보증기간은 갱신할 수 있는데 그 경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3년이 아니라 계약체결 시의 보증기간을 그 기간으로 하고(제2

항),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갱신 시 간주되는 보증기간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제3항). 이에 대하여 보증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고 보증인의 내심의 의사에도 부합

할 것이며, 특히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마련한 특별법에서의 보호 정도

가 일반법인 민법 개정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126)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

려야 하고,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제4항).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의 변제기가 연장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보증

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인은 연장된 변제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

125) 이혜리 (註 109), 101면.

126) 이혜리 (註 109),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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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

①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할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라 보증인에게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증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기관이 제3항에 따라 채무관련 신용정보의 제시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다. 그러나 주채무가 당초 예정된 변제기 내에 변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보증책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험 신호이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보증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위 통지를 받은 보증인은 보증책임의 확대

를 막기 위해서 즉시 변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127)

마. 금융기관인 채권자의 신용정보 제공의무

  금융기관인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

용정보를 제시하도록 하고, 보증인의 신용정보 제시요구에 불응할 경우 

보증인은 보증계약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신

용정보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증계약을 무효로 하는 안이 제시되었

127) 이혜리 (註 109), 103-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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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편면적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지만 거래의 안전을 고려하여 입법과정에서 해지통고 제도로 변경되었

다.128) 다만, 2015. 2. 3. 민법 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아닌 채권자

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민법 제436조의2 제1항)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위 규정의 의

미가 다소 퇴색되기는 하였지만,129) 그 효과에 있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증채무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는 민법과 달리 의미

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바. 편면적 강행규정

  보증인보호법은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

다. 민법 개정과정에서도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 등과 관련하여 강행규

정성 논의가 있었으나, 강행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일반법인 민법보다 특별법으로서 보증인 보호에 보다 

충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28) 이혜리 (註 109), 105면.

129) 민법 제43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

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데, 금융기관인 채권자는 종

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

로, 거래 현실상 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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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 외국의 보증인 보호에 관한 입법 

제1절 프랑스에서의 보증인 보호

  프랑스 민법은 보증에 관해서 32개 조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2288조 

~ 제2320조).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는 1804년의 민법의 편찬 이후 개

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많은 판례에 따라 오늘날에는 그 내용이 크게 수

정되었고 판례에 따른 수정은 특별법에 따라 입법화되었으며 그 중 상당

수는 소비법전이나 상법전 등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므로 프랑스에서의 

보증법제를 알기 위해서는 민법전뿐 아니라 소비법전과 상법전에 분산된 

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130)

1. 민법에 의한 보증인 보호

가. 보증의 성립 - 자서 기재

  프랑스 민법전의 보증은 낙성계약이며, 민법상으로는 보증계약의 성립

에 어떠한 형식도 필요하지 않다. 민법 제2292조는 “보증은 추정되지 아

니한다. 보증은 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그것이 체결된 한도를 넘

어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31) 즉, 보증인은 주채무

자를 대신해 변제할 의무를 지는 취지의 의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표시하

면 되며, 이것에 대해서 채권자가 그 신청을 승낙하면 보증계약은 성립

한다. 다만 묵시적인 보증의사를 추단하는 것은 금지되고 명백한 보증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외관이론은 보증계약에 적용될 수 없다.132)

130) 諸外國における保証法制及び實務運用についての調査硏究業務報告書 (註 2),  

34면(野潭正充 집필부분).

131) 양창수, 보증의 성립에 관한 프랑스의 법리 - 법적 거래에서 서면의 의

미에 대한 일고, 민법연구 제9권, 2009, 박영사, 179면.

132) 김현진 (註 88), 122-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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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보증은 편무계약이며, 공정증서가 아니라 사서증서(acte sous 

seing priv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민법 제1326조는 

사서증서에 의한 편무계약에 대해서 그 내용을 손으로 쓰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당사자 일방만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거나 대체물

을 인도하는 것을 의무로 하는 법률행위는 이 의무를 맡은 자의 서명 및 

자신에 의하여(par lui-même)133) 기재된(écrite) 문자 및 숫자로 쓴 

금액 또는 수량이 포함한 증서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차이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사서증서는, 문자로 기재된 금액에 대해 효력을 생긴다’고 한

다. 

  이 규정은 1980. 7. 12. 법률 제525호에 의해서 민법에 삽입된 것이

다. 그 취지는 보증인의 보호가 서명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보증인 스스로가 그 의무와 금액을 문자와 숫자에 의해 손으로 

써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또한 결의를 다지게 하는 데 있다. 그러나 민

법 제1326조의 수기 기재의 요건은 보증의 형식적 요건(règle de 

forme)이 아니라 증명 준칙(règle de preuve)에 불과하다. 즉, 형식적 

요건이라고 하면 그 형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되지만, 증

명 준칙은 계약상의 채무의 존폐 또는 범위에 관한 분쟁의 해결에 이바

지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자서 기입(自

書 記入)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해도 보증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

다.134)

133) 개정 전에는 “자신의 손으로(de sa main)"라는 문언이었는데, 2000. 3. 

13. 법률 제230호에 의해 전자적으로 행해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 김현진 (註 88), 124면.

134) 양창수 (註 131), 202-203면; 김현진 (註 88), 124-127면. 1983년에 

이르러 파기원 제1민사부(Cass. 1 re civ., 19 avr. 1983, Bull. civ. I, n°

122, D. 1984, IR 83, obs. Vasseur, JCP 1983. Ⅱ, 20122 note Mouly 

et Delebecque)는 적어도 보증 당시 보증액이 확정되거나 수치화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그 액수를 문자와 숫자로 자서기입하

는 것을 보증의 실체적 유효요건이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였다가, 1991년 

10월 15일의 판결(Cass. 1 re civ., 15 oct. 1991, JCP 1992. Ⅱ. 21923 

note Simler)로 증명준칙으로 선회되었다고 한다. 한편 2016년 민법 개

정으로 자서 기재가 없는 경우 무효가 아니라 증명력이 떨어져 ‘서증의 

단서’로서의 가치를 가짐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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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 후 특별법으로 한정된 영역[① 소비자 신용·부동산 신용(주

택담보대출)의 보증과 ② 거주용 임대차 보증]이지만, 자서 기입을 보증

의 형식적 요건으로 하여 수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계약을 무효로 

하였다. 그리고 2003. 8. 1.의 뒤트레이(Dutreil)법은 보다 일반적으로 

자연인인 보증인과 사업자인 채권자 사이의 보증계약에 자서의 요건을 

부과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법인보증 또는 기관보증 외에는 엄격한 형식

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135)

나. 무제한 보증

  프랑스 민법 제2293조 제1항은 “주채무에 관한 무제한(indéfini)의 보

증은 그 채무의 모든 종된 채무에 미친다. 최초 청구비용 및 보증인에 

대한 최초 청구 통지 후의 모든 비용에 관하여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

다. 여기서 무제한의 보증은 주채무와 완전히 같은 범위의, 그 점에서 

제한을 가하지 않는 보증이다. 1998. 7. 29. 법률["소외(疏外)에 대한 

대책에 관한 법률"] 제657호 제101조는 제2293조에 제2항을 덧붙였

다.136)

제2293조 ② 보증계약이 자연인에 의해서 체결된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날 또는 이 합의가 없을 때는 계약으로부터 1년 

후의 날에 적어도 해마다 1번 피담보채권 및 그 종된 채무 총액의 추이

를 채권자로부터 통지받는다. 이 통지가 없는 경우 채권자는 종된 채무, 

비용 및 위약금에 관한 모든 권리를 잃는다. 

  이 규정은 1984. 3. 1. 법률 제148호의 제48조(통화금융법전 

L.313-22조)가 정한 금융기관의 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정보제공의

135) 諸外國における保証法制及び實務運用についての調査硏究業務報告書 (註 2),  

46면(野潭正充 집필부분).

136) 諸外國における保証法制及び實務運用についての調査硏究業務報告書 (註 2), 

49면(野潭正充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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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보증계약에 일반화할 목적으로 정해진 것이다. 게다가 그 주체는 

금융기관이 아닌 모든 채권자이며, 그 위반에 대한 벌칙도 위 제48조가 

금리의 상실이었음에 반해 종된 채무, 비용 및 위약금에 대한 모든 권리

를 잃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법 제2293조 제2항은 무제한의 보

증에 관하여 보증인을 보다 일반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다.137)

2. 특별법에 의한 보증인 보호

가. 보증계약 체결 시의 보증인 보호

  1) 자서 기재

    가) 2003년 이전 - 1989년의 니에르츠(Neiertz)법 

  제1차 오일 쇼크 이후의 불황 하에서 소비자 신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1989. 12. 31. 법률 제1010호(loi 

Neiertz, 개인과 가족의 과다 채무에 대한 곤란의 예방 및 해소에 관한 

법률, 이하 ‘니에르츠법’이라 한다)가 제정되었다.138) 이 법은 소비자 신

용과 부동산 신용에서 자연인인 보증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는데, 보

증계약에 있어 자서 기재에 대한 최초의 규정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

다(현 소비법전 L.313-7조).

L.313-7조 본편 제1장(소비자 신용) 및 제2장(부동산 신용)에 관한 거

래의 보증인으로서 사서증서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한 자연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오직 유일한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수기로 기재를 하고 자기 

서명을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채무 부담을 무효로 

137) 諸外國における保証法制及び實務運用についての調査硏究業務報告書 (註 2),  

50면(野潭正充 집필부분).

138) 大沢慎太郎, フランスにおける保証人の保護に関する法律の生成と展開(1),  

比較法学 42巻 2号, 2009, 73-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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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원본, 이자 및 만일의 경우 지연배상금 또는 

지연이자의 지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의 기간, X의 보증인이 됨으

로써, 저는 X가 스스로 이것을 만족시키지 않는 한, 저의 수입 및 재산

에 근거해 지불되어야 할 금액을 대주에게 변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에 의하면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자서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민법

과 달리 채무액을 문자와 숫자 모두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나) 2003년 뒤트레이(Dutreil)법 

  2003. 8. 1. 법률(loi Dutreil, 이하 ‘뒤트레이법’이라 한다)은 자서 기

재 규정을 소비자 신용과 부동산 신용에 관한 보증뿐만 아니라 자연인으

로서 사업자인 채권자와 사이에서 사서증서에 의해서 체결되는 모든 보

증으로 일반화하였다. 이를 규정한 소비법전의 조문은 다음과 같다.139)

L.341-2  사업자인 채권자에게 사서증서에 의하여 보증인으로 계약한 

모든 자연인은 다음에 열거하는 오직 유일한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수

기로 기재를 하고 자기 서명을 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채무 부담을 무효로 한다.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원본, 이자 및 만일의 경우 지연배상금 또는 

지연이자의 지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의 기간, X의 보증인이 됨으

로써, 저는 X가 스스로 이것을 만족시키지 않는 한, 저의 수입 및 재산

에 근거해 지불되어야 할 금액을 대주에게 변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편 파기원은 위 규정에 있어서의 "사업자인 채권자"를 "그 직업의 

수행에서 발생한 채권 또는 그런 직업 활동의 하나로서 반드시 주요 직

139) 諸外國における保証法制及び實務運用についての調査硏究業務報告書 (註 2),  

57면(野潭正充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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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활동이 아니더라도 그 활동과 직접 관계를 가진 채권"의 채권자라고 

폭넓게 정의한다(파기원 제1민사부 2009년 7월 9일 판결[Bull.civ. Ⅰ, 

n'173]).140)

  2) 사전정보제공

  1994. 2. 11. 법률(loi Madelin, 이하 ‘마들랭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

항(현 통화금융법전 L.313-제21조 제1항)은 개인 경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계약의 체결에 앞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서면에 의한 정보

제공의무를 부과하고 있다.141) 즉, 사업에 불가결하지 않은 재산에 대한 

물적 담보의 설정 또는 자연인에 의한 인적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금

융기관은 서면으로 경영자에 대해 경영자가 희망하는 융자의 액수를 고

려해 금융기관이 취득하고자 하는 담보의 총액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

한다(동조 제1항 1문). 그리고 이 통지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경영자

가 대답하지 않을 경우 또는 경영자에 의해서 제공될 담보를 금융기관이 

거부했을 경우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동조 제1항 2문). 이 통

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금융기관은 ‘개인 경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취득한 담보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동조 2항).142)

나. 보증계약 체결 후의 보증인 보호 - 채권자의 권리 실효

  1) 정보제공의무

  앞서 본 보증계약 체결 시의 정보제공의무 외에도 피담보채무의 증가

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발생(survenance de la 

140) 諸外國における保証法制及び實務運用についての調査硏究業務報告書 (註 2),  

58면(野潭正充 집필부분).

141) 大沢慎太郎, フランスにおける保証人の保護に関する法律の生成と展開（2・

完), 比較法学 42巻 3号, 2009, 28면.

142) 諸外國における保証法制及び實務運用についての調査硏究業務報告書 (註 2),  

59-60면(野潭正充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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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éfaillance)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가 순차로 부과되었다.143)

    가) 피담보채무의 증가에 관한 정보

    

  보증인이 적절한 시기에 개입하여 보증채무의 증가를 막을 수 있고, 

보증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그 위험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채권자로 하여금 매년 보증인

에게 보증채무의 존재, 그 법적인 내용 및 피담보채무의 총액을 알릴 것

을 의무화했다.144)

  (1) 1984. 3. 1. 법률 

  

  이에 대한 첫 규정은 1984. 3. 1. 법률(기업의 경영난 예방 및 화해적 

해결에 관한 법률) 제148호 제48조[현 통화금융법전(code monétaire

et financier) L.313-22조]이다. 즉, 동조는 금융기관에 대해 매년, 늦어

도 3월 31일 전에 보증인 내지 그 상속인에게 보증의 존재, 그 임의해

지 가능성 및 전년의 12월 31일 기준의 피담보채무 금액을 알리도록 의

무화했다.145)

L.313-22조 ①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한 보증계약을 조건으로 기업 대

출에 동의한 금융기관은 매년 늦어도 3월 31일까지 보증인으로부터 이

익을 받는 것에 대한 의무로서 전년 12월 31일 현재 존재하는 주채무, 

이자, 수수료, 비용과 종된 채무의 총액 및 보증계약 기간을 보증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보증계약이 기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어느 때라도 

해약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그 행사의 조건을 통지해야 한다. 

② 전항에 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증인과 이 방식을 

143) 諸外國における保証法制及び實務運用についての調査硏究業務報告書 (註 2),  

60면(野潭正充 집필부분).

144) 大沢慎太郎 (註 138), 67-68면.

145) 大沢慎太郎 (註 138),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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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하고 있는 금융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회의 통지로부터 새롭

게 이루어지는 통지의 날까지의 사이에서 발생한 이자를 받을 권리를 잃

는다.

  (2) 1994년 이후의 전개 

  금융기관, 특히 은행에 부과된 상기의 정보제공의무는 아래 3개의 단

계를 거치면서 더 일반화되었다.146)

    ① 1994. 2. 11. 법률(마들랭법) 제47조 제2항은 “개인 경영자가 

직업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연인으로서 기간 정함이 없는 보증

계약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위 통화 금융 법전 L.313-22조에 규정된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자연인인 보증인이 기

간의 정함이 없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한정되지만, 금융기관

뿐 아니라 모든 채권자에게 상기의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였다. 

    ② 1998. 7. 29. 법률 제101조는 민법 제2293조에 제2항을 덧붙이

면서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이자에 대한 권리의 실효가 아

니라 종된 채무, 비용 및 위약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잃는다고 규정하였

다. 

    ③ 2003. 7. 21. 법률(뒤트레이법)은 통화금융법전 L.313-22조에 

규정하는 정보제공의무를 "자연인인 보증인"을 위하여 모든 "사업자인 

채권자"에게 부과하였다. 또한 그 제재로서 보증인이 "전회의 통지로부

터 새롭게 이루어지는 통지일까지 발생한 지연배상금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소비법전 L.341-6조). 

   나)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정보

  (1) 1989. 12. 31. 법률(니에르츠법) 제19조 제6항(현 소비법전 

146) Aynès et Crocq (註 2), n゜292, p.130[諸外國における保証法制及び實務

運用についての調査硏究業務報告書 (註 2), 62면에서 재인용(野潭正充 집

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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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13-9조)은 소비자 신용 및 부동산 신용에서의 보증인 보호를 목적

으로 하는 것이었고, 자서 기입 요건에 더하여 금융기관에 대하여 보증

인에 대한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였

다.147)

L.313-9조 본편 제1장(소비자 신용) 및 제2장(부동산 신용)에서의 신

용 공여와 거래에 관해서 보증인이 된 모든 자연인은 …첫 번째 채무불

이행이 있으면 즉시 주채무자의 불이행에 관하여 대출 기관으로부터 정

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금융기관이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첫 채무불이행일로부터 보증인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정보를 통

지받은 날까지 발생하는 지연배상금 또는 지연이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

지 아니한다.

  (2) 1998. 7. 29. 법률 제102조는 이 정보제공의무를 자연인인 보증

인에 대한 모든 사업자인 채권자의 의무로 확장하여 소비법전에 다음 

L.341-1조를 부가했다. 

L.341-1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된 모든 자연인은 주채무

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달에 변제되지 않는 첫 번째 채무불이행이 있

으면 즉시 주채무자의 불이행에 관하여 사업자인 채권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채권자가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첫 채무불이행일로부터 보증인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정보를 통지받은 날

까지 발생하는 지연배상금 또는 지연이자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다. 

  2) 과다한 보증의 금지 - 비례원칙

147) Aynès et Crocq (註 2) n゜293, p.130[諸外國における保証法制及び實務

運用についての調査硏究業務報告書 (註 2), 62-63면에서 재인용(野潭正

充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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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에르츠(Neiertz)법

  채권자가 보증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채무와 보증인이 가

진 자산 및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의 총합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을 때는 채권자는 그 보증계약을 주장할 수 없다’는 비례원칙이 1989. 

12. 31. 법률(니에르츠법)에 의해 도입되어 현재는 소비법전 L.313-10

조에 규정되어 있다.148)

L.313-10조  금융기관은 자연인인 보증인과 본편 제1장(소비자 신용) 

및 제2장(부동산 신용)의 범위에 속하는 신용 공여 거래에 관한 보증계

약 체결한 때 보증채무가 보증인의 자산 및 수입과 명백히 불균형한 경

우에는 그 보증계약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보증인이 청구를 받은 시

점에 보증인의 자산으로 보증채무 이행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은 금융기관과 자연인인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적용된다. 

또한 적용대상이 되는 보증계약은 소비자 신용 또는 부동산 신용의 채무

를 담보하는 것에 한정된다. 비례원칙은 보증채무와 보증인의 지불 능력 

사이에 "명백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관해서 보증인의 

수입이 월 7,800프랑인데 보증금액이 월 3,300프랑인 경우(채무의 액수

가 1개월당 보증인 수입의 약 42%를 차지하는 경우)149)와 보증인의 연

수입이 68,067프랑인데 보증금액이 106,000프랑인 경우150) 등에서 이

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비례원칙의 효과는 "무효(nullité)"가 아니라 금

융기관이 "보증계약을 주장할 수 없다"는 "권리의 실효(déchéance)"로

서, 보증계약 체결 시에 명백한 불균형이 있다 하더라도 후에 보증인의 

자력이 개선되어 보증계약의 이행 시에 그 이행이 가능함을 금융기관이 

증명하면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151)

148) 大沢慎太郎 (註 138), 83-84면.

149) CA Paris, 30 janv. 1996, Juris-Data, n゜1996-020531.

150) CA Paris, 27 mai 1997, Contrats conc. consom., mars 1998, comm. n゜47.

151) 大沢慎太郎 (註 138), 86-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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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뒤트레이(Dutreil)법

  비례원칙은 2003. 8. 1. 법률(뒤트레이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의

하여 자연인인 보증인이 사업자인 채권자를 위하여 체결한 보증에 일반

적으로 적용된다. 동법에 따른 소비법전 L.34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

되어 있다.152)

L.341-4조  사업자인 채권자는 자연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 보증채

무가 보증인의 자산 및 수입과 명백히 불균형한 경우에는 그 보증계약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보증인이 청구를 받은 시점에 보증인의 자산으로 

보증채무 이행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현재는 ‘사업자인 채권자’와 ‘자연인인 보증인’ 사이의 모든 보

증계약에 비례원칙이 적용된다. 주관적으로 보증인이 사려 깊은지 또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인 회사의 경영자인지 등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보증

채무와 보증인의 자력이 명백히 불균형할 경우 비례원칙이 적용된다.153)

다. 기타

  1) 최소 생활비의 보장 

  1998. 7. 29. 법률은 민법 제2301조에 다음의 1문을 부가하여, “어떤 

경우에도 보증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총액은 소비법전 L.331-2조

에서 정한 최소한의 자산을 보증인이 된 자연인으로부터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규정한다.154) 이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생

152) 大沢慎太郎 (註 141), 50면.

153) Aynès et Crocq (註 2), n゜294, p.131[諸外國における保証法制及び實務

運用についての調査硏究業務報告書 (註 2), 65면에서 재인용(野潭正充 집

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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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이 가능하도록 하되, 여전히 보증을 유효한 것으로 하여 보증인에게 

그 이행에 관한 지불유예 기간을 주는 것이다.155)

  2) 경영자와 이혼한 보증인 보호

  2005. 8. 2. 법률 제882호 제13조는 민법 제1387-1조를 부가하여, 

기업 활동의 범위 내에서 배우자가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 설정에 합의

한 경우에 그 배우자가 이혼을 했을 때는 대심법원(tribunal de grande 

instance)이 사업용 재산을 유지하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만 그 채무 또

는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그 취지는 이혼 후에 전 배우자가 사업을 위

하여 받은 채무에 대해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156)

  3) 보증인의 상속인 보호

  2006년의 상속법 개정 전 보증인의 상속인 보호는 한정승인

(acceptation sous bénéfice d'inventaire) 외에 보증인의 사망에 의해서 

보증이 종료되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6. 6. 23. 법률에 의하여 민

법 제786조 제2항이 개정되어 “단순 승인을 한 상속인은 그 승인 시에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지 못했던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또 그 채무를 

부담하면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현저한 부담이 되는 경우에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하는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상속인은 단순 승인을 한 후에 드러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157)

154) 大沢慎太郎 (註 141), 40-41면.

155) Aynès et Crocq (註 2), n゜301, p.138[諸外國における保証法制及び實務

運用についての調査硏究業務報告書 (註 2), 66면에서 재인용(野潭正充 집

필부분)].

156) Aynès et Crocq, (註 2), n゜303, p.139[諸外國における保証法制及び實務

運用についての調査硏究業務報告書 (註 2), 66면에서 재인용(野潭正充 집

필부분)].

157) Aynès et Crocq, (註 2), n゜304, p.140[諸外國における保証法制及び實務

運用についての調査硏究業務報告書 (註 2), 67면에서 재인용(野潭正充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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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독일에서의 보증인 보호

1. 보증 의사표시의 서면성 

  독일 민법은 “보증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보증 의사표시를 담은 서

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자적 방식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GB 제766조). 또한 서면방식에 관해서 “법률에 서면방식을 정하

고 있는 때에는 서면의 발행자가 서면에 자필로 성명의 기재에 의하여 

또는 공증인에 의하여 인증된 서명기호로써 서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BGB 제126조 제1항). 이에 대해서 권한 있는 대리인이 보증인

의 서명을 대신하는 서명대행은 허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만 1996년 독일연방대법원 판결(BGHZ 132, 119, 124 ff.)을 기점으

로 보증인 보호를 위하여 그러한 대리인에 대한 수권은 반드시 서면방식

에 의할 것이 요구된다고 한다. 결국 적어도 대리인에 대한 수권 단계에

서라도 보증인의 자필서명은 필요하다.158)

  서면성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증계약은 무효이다(BGB 제125조 1

항). 그 취지는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고 보증의 위험성

을 경고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에는 채권자, 주채

무자, 보증의 의사, 주채무의 표시 등 보증의 본질적 사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159) 한편 보증계약이 보증인에게 상행위인 경우에

는 제76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독일 상법 제350조). 이 경우에는 보증

인이 그 위험에 상응하는 보증료를 받는 등 보호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

이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보증계약으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유효

필부분)].

158) 박재억 (註 86), 229면.

159) 제철웅 (註 88), 176면.



- 83 -

한 것으로 오신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서면성의 하자는 치유

된다(BGB 제766조 3문). 

2. 보증계약의 양속위반

가. 독일에서의 판례법리

  1994년 이후 주채무자의 근친(近親)에 의한 거액의 보증에 대해서는 

이를 양속위반(BGB 제138조)160)으로 보는 판례 법리가 형성되었다. ①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 특히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고, ② 보증인이 

경제적으로 극단적인 과도한 부담을 지는 보증채무를, ③ 이익 없이 인

수한 경우에는, 보증계약을 폭리행위로서 양속에 위반되어 전부 무효로 

본다. 위 ①②③의 요건으로부터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감정적인 연결이

나 거래 무경험만을 바탕으로 행동하고, 채권자가 이를 비난할 만한 방

법으로 이용하였다는 것이 사실상 추정된다는 것이다.161)

  ‘특히 밀접한 인적 관계’로는 부모와 자녀, 배우자 사이, 혼인 유사한 

생활관계에 있는 자 사이 및 그와 유사한 정도로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

는 자 사이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극단적인 과도한 부담’은 

보증인이 압류 가능한 재산이나 수입을 사용해도 발생하는 이자조차 지

불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할 정도로 보증인의 의무 범위와 지불 능력의 불

균형이 현저한 경우에 인정된다.162)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증인의 지

불 능력만을 고려할 뿐 주채무자의 지불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또한 도

160) 제138조(양속위반 - 폭리)

①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특히 타인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어떤 급부의 대가로 

자기 자신에게 또는 제3자에게 재산적 이익을 약속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

는 법률행위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재산적 이익이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균형한 정도로 급부의 가치를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161) 齋藤由起, 過大な責任からの保証人の保護, ジュリスト 1417号, 2011, 82

면.

162) 諸外國における保証法制及び實務運用についての調査硏究業務報告書 (註 2),  

73면(原田昌和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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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법에 의한 면책의 가능성[독일 도산법(InsO) 제286조 이하]이 있다는 

것만으로 BGB 제138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163)

  한편 보증인이 융자금으로 취득한 물건의 공유자가 되는 경우 등과 같

이 보증인이 스스로 보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는 경우에는 위 추

정은 배제된다. 그러나 융자를 받아 지어진 집에 보증인이 같이 사는 정

도의 간접적 이익만으로는 위 추정을 배제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채권자

로서는 밀접한 인적 관계있는 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해적인 

재산 이전을 방지하거나 또는 장래 보증인이 취득할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등의 이익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극단적인 과도

한 부담을 부과하는 보증이 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164)

  위 추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추정이 배제되는 경우라도 인수할 의무나 

위험을 채권자가 축소한 경우,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의 감정적인 밀접

한 결합이나 보증인의 거래 무경험을 채권자가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이

용하여 보증인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현저히 제한 또는 배제되었다는 등

의 사정을 보증인이 주장·입증하는 경우에는, 보증계약은 양속위반으로 

무효로 된다.165)

나. 오스트리아의 일반민법 규정

  오스트리아에서도 폭리행위 규정(오스트리아 일반민법 제879조 제2항 

제4호)을 활용하여 독일법과 유사한 판례법리가 전개되었는데, 1997년 

163) BGH, Urt. v. 16. 6. 2009, NJW 2009, 2671. 이 판결은 그 이유로서 보

증계약을 무효로 하는 제재로부터 양속을 위반한 금융기관을 지켜주는 것

이 면책절차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164) 諸外國における保証法制及び實務運用についての調査硏究業務報告書 (註 2),  

74면(原田昌和 집필부분).

165)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대출 협상 때에 주채무자의 아내가 보증을 하지 않

는다고 말한 것에는 이의를 하지 않은 채 대출금의 대부분을 교부하였고, 

주채무자가 그것을 이용하여 사업 활동을 시작한 후 대출이 해지되면 사

업을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야 보증을 하지 않으면 대출을 해지

하겠다고 하여 보증을 하도록 한 경우 무효로 본 사례가 있다(BGH, Urt. 

2. 11. 1995, NJW 1996,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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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법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명시하였다.166)

  오스트리아 소비자보호법(KSchG) 제25d조 [감액권]

  ① 판사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공동 책임 부담자(Interzedent)(25c

조)의 의무가 그 지불 능력과 부당하게 불균형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단

순한 공동 책임 부담자라는 사실 및 관련된 불균형의 기초가 되거나 이

를 초래한 사정을 채권자가 인식 가능한 때에 한하여, 공동 책임 부담자

의 의무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판단에 있어서는 특히 아래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1. 공동 책임 부담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이익

    2. 제1항에서 든 불균형의 기초가 되거나 이를 초래한 사정에 대한 

공동 책임 부담자의 과책 

    3. 채권자의 급부로부터 공동 책임 부담자의 이익 

    4. 경솔, 강제 상태, 무경험, 감정의 흥분, 의무를 인수한 때에 공동 

책임 부담자의 채무자에 대한 의존성 

제3절 영국에서의 보증인 보호

1. 보증계약의 성립 및 취소

  영국에서 보증계약 성립의 주된 요소로는 ① 합의, ② 약인(約因, 

consideration)의 존재,167) ③ 서면에 의할 것을 들 수 있고, 보증계약의 

166) 齋藤由起 (註 161), 82면.

167) 영미법의 계약 성립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계약은 날인증서

(deed)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약인(약속자에게 생기는 이익, 상대방이 받

는 손실)의 존재가 없으면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증계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보증되는 거래에 들어가는 것이 약인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諸外國における保証法制及び實務運用についての調査硏究業務報告書

(註 2),  96면(山下純司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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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로는  ④ 능력의 결여, ⑤ 착오 또는 부실 표시, ⑥ 강박·부당위

압(不當威壓) 법리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서면에 의할 것과 부당위압

에 관해서 살펴본다. 

가. 서면에 의한 보증계약

  영국에서는 1677년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 1677)이 제정되었

다. 사기방지법 제4조는 유언집행자나 유산관리인의 계약, 다른 사람의 

채무나 불이행(the debt default or miscarriages of another person)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보증계약), 혼인 관련 계약, 부동산 관련 계

약,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이행이 종료하지 않는 계약에 관한 소송은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의해 서명된 서면이 없으면 제기될 수 없다고 규

정되어 있었다. 이는 당시 영국에서 횡행하던 위증 등에 의한 소송사기

를 막기 위함이었다. 영국의 사기방지법은 재판제도의 정비 등을 이유로 

1954년 Law Reform Act에 의해 적용대상이 축소되어 보증계약과 부동

산 관련 계약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폐지되었다.168)

  보증계약에 여전히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

으로, 사기방지법에 의하여 보증계약은 문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고, 

보증인 자신 또는 그 대리인이 계약서에 서명하여야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서명하지 않은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인에게 책

임을 물을 수는 없다.169) 이러한 요식성에 대해서는 특히 사업자간 거래

에서의 실무적 요청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지만, 실무적 관점에서 

계약체결 시에 보증계약서를 주의 깊게 작성하고 그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70) 나아가 1974년의 소비자신용법

(Consumer Credit Act)은 개인이 보증인인 보증계약 체결에 있어 더 

168) 엄동섭, 미국계약법Ⅰ, 법영사, 2010, 221면.

169) 김용길, 보증인 보호에 관한 고찰, 한국민법의 새로운 전개 : 고상룡교수고

희기념논문집, 법문사, 2012, 421면.

170) 諸外國における保証法制及び實務運用についての調査硏究業務報告書 (註 2), 

96면(山下純司 집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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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서면의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171)

나. 부당위압의 법리

  1) 부당위압의 의의

  보증계약은 강박(duress)에 의해서도 취소 가능하지만, 강박은 커먼로

(commom law)상의 법리로 매우 한정된 경우에만 적용되었고, 현재의 

강박개념도 사람의 생명,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혹은 가한다고 위협하

고, 또는 위법하게 감금하거나 감금한다고 위협하여 공포심을 생기게 하

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 반면 형평법상 부당위압의 법리(undue 

influence)는 교섭력의 불균형을 문제 삼아 생긴 것으로, 위법성의 존재

를 요건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압박형태를 고려하여 대상을 확

대하고,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영향, 비양심적인 압박을 

받아 자유롭거나 독립한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널리 

계약의 취소를 인정하는 것이다.172) 즉,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부당한 

영향 내지 비양심적 강박을 받았고, 그 때문에 자유로운 판단을 행사하

지 못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부당위압의 

법리는 영국에서 보증계약의 주요한 취소 원인으로서 판례에 의해 축적

되었다.173)

  2) 부당위압의 추정

171) 즉, 동법의 규제를 받는 계약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하는 담보의 모든 것

이 서면에 의해야 하고[CCA 1974, s.105(1),(6)], 서면(담보증서, 

security instrument)에 의하지 않거나 담보증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지 않

은 담보제공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지 아니하면, 보증인에 대하여 

강제할 수 없다[CCR 1983 s.3(7)]. 상세는 후술 2. 참조.

172) 박정기, 비양심성 법리에 관한 영미간 비교연구, 비교사법 12권 1호(2005. 

3), 한국비교사법학회, 350-351면.

173) 木村仁, 保証契約締結における保証人の保護と不当威圧の法理 －イギリス判

例法を中心に－(１）（２・完）, 民商法雑誌 114巻（1996）2号 255면, 3

号 4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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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으로 위압이 있었던 경우는 물론 상대방에게 위압을 행사하였을 

것이라 추정되는 관계가 존재하는 때에도 부당위압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증인 보호를 꾀하고 있다. 

  귀족원은 Barclays Bank Plc. v. O'Brien174) 판결에서 부당위압을 현실적 

부당위압(class 1)과 추정되는 부당위압(class 2)으로 나누고, 다시 추

정되는 부당위압(class 2)을 위압의 추정을 항상 일으키는 관계(class 

2A)와 사실상 위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관계(class 2B)로 분류한 

Bank of Credit and Commerce International(BCCI) v. Aboody175) 판

결을 지지하였다. 

  위압의 추정을 항상 일으키는 관계(class 2A)는 그러한 관계가 존재

하기만 하면 법률상(matter of law) 추정을 발생시키는 관계이고, 사실

상 위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관계(class 2B)는 거래의 효력에 이

의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상대방과 신뢰관계(relation of trust and 

confidence)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거래에 영향을 준 부당위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판례는 이 부당위압의 법리를 보증계약 체결 시의 보

증인 보호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보증계약에서 흔히 문제되는 

부부 사이의 관계나 은행과 고객 사이의 관계는 사실상 위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관계(class 2B)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한편 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부터 위압이 있는 경우도 있다. 보증

계약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거래 상대방인 채권자로부터가 아닌 주채

무자로부터 위압이 있었을 때 채권자에 대해서 보증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지에 관한 것이다. 판례는 사실상 위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

174) [1993] 3 W.L.R. 786. 

175) [1990] 1 QB 923. 이 판결에서 Aboody 부인은 남편이 운영하던 가족회

사의 이사이고 주주였는데,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부부가 보증을 하였고, 

부인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담보제공 당시 은행의 변호사는 

법적 자문을 받아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남편이 화를 내며 서명하게 하였

다. 위 판결은 남편의 현실적 부당위압을 인정하면서도 ‘명백하게 불이익

한’(manifestly disadvantageous) 것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증과 

담보제공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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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계(class 2B)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가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그

러한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외관상 거래가 

보증인에게 ‘명백하게 불이익한’(manifestly disadvantageous) 경우에 채

권자가 부당위압이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이러한 법리

에 따라 Barclays Bank plc v. O’Brien 판결에서는 처가 남편이 운영하

는 회사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면서 남편과 공유하는 부동산

에 담보를 설정해 준 것을 무효로 보았다.176)

  거래(보증)가 ‘명백하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거

래가 이루어진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이익의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거래로부터 보증인이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서 감수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고 또한 불공정성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명백하게 불이익한’ 것

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거래는 유효하다.177) ‘명백하게 불이익한’ 것의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서는 아내의 보증에 한도액이 없는 경우

나 남편의 차용이 투기적이고 과대하다는 등의 사정을 들 수 있다. 

  3) 추정의 번복

  Barclays Bank plc v. O’Brien 판결에서 Lord Brownie-Wilkinson은 

채권자는 처를 (남편 없이) 사적으로 만나 책임범위와 위험을 설명하고 

법적 조언을 구할 것을 권하여야 부당위압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다. 위와 같이 부당위압이 추정되는 경우 거래를 유지하려고 하는 

176) 구체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들인 남편과 아내는 남편 운영 회사

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보증하면서 그들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

고, 이에 대출에 동의한 원고 은행 지점장은 대출 실행을 위하여 다른 지

점으로 문서를 보내면서, 두 피고들의 서명이 된 문서 원본을 그들 모두 

알고 있도록 하고 그것이 의심스러울 때는 서명 전에 그들의 변호사와 상

담하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그런데 그 지시는 이행되지 않았

고, 아내는 60,000파운드가 한도이고 3주 후에는 소멸할 것이라는 남편

의 허위 진술을 믿은 채 문서를 읽어보지 않고 서명하였다. 은행은 회사

의 대출이 154,000파운드를 초과했을 때 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였으나, 

법원은 아내에 대해서는 60,000파운드 이상을 집행할 수 없다고 판결했

다.

177) 이호정, 영국 계약법, 경문사, 2003, 2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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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보증계약에서는 채권자)가 그 추정을 번복할 책임을 부담하고, 

부당위압을 받았음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독립적이

고 조언능력이 있는 자의 조언을 받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번복 수단이 된다.      

2. 소비자신용법에 의한 보증인 보호

  영국에서는 소비자신용법이 개인 보증인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74년 소비자신용법(Consumer Credit Act 1974, 이하 조문 인

용 시에는 ‘CCA 1974’라 한다)이 성립하였고, 2006년 소비자신용법

(Consumer Credit Act 2006, 이하 조문 인용 시에는 ‘CCA 2006'라 한

다)으로 대폭 개정이 이루어졌다. 1974년 소비자신용법 제8장은 "담보

(security)"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여기에서 담보는 "현재 혹은 장래

의 소비자 신용계약 또는 소비자 임대차계약 또는 그것과 관련된 거래에 

관하여, 채무자나 임차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들의(명시 또는 묵시의) 요

청으로 제공되는 모기지(mortgage), 차지(charge), 질(質, pledge), 본드

(bond), 채무증서(debenture), 손실보상(indemnity), 보증(guarantee), 

수표(bill note) 등 채무자 또는 임차인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합

의"를 말한다(CCA 1974 s.189, "security"). 즉, 소비자 신용계약 또는 

소비자 임대차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 보증계약이 체결되

었을 경우 제8장의 규제가 적용된다.

  소비자신용법이 적용되는 소비자 신용계약이란, 개인인 채무자와 채권

자 사이의 계약이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것이며, 면

제 계약(exempt agreement)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CCA 1974, 

s.8).178)

178) 그러나 소비자 신용계약, 소비자 임대차계약이라도 CCA 1974 s.16에서 

그 적용을 제외한 것이 있다. 채권자가 지방 공공단체 등으로서 토지나 주

택의 구입을 위해서 융자하는 경우(CCA 1974 s.16), 주채무자나 임차인

이 고액소득자이고 동의를 얻은 경우(CCA 1974 s.16A), 25000파운드를 

초과하는 사업 대출인 경우[CCA 1974 s.16B(1)], 부동산 투자에 관한 

대출계약(CCA 1974 s. 16C) 등이 그 예외에 해당한다. 현재는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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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신용법이 적용되는 담보 공여계약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가 이루

어지는지 1974년 소비자신용법 제8장의 내용을 개관한다.

가. 담보증서의 작성 

  

  소비자신용법의 규제를 받는 계약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하는 담보의 

모든 것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CCA 1974, s.105(1),(6)]. 

  담보증서(security instrument)의 방식 및 내용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

는데[CCA 1974 s.105(2)], 특히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및 제외되

어야 할 정보, 특정 정보가 보증인의 주의를 끌도록 하거나 문서의 한 부

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 불충분하거나 지나치게 두드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CCA 1974 s.105(3)]. 현재 담보증서의 방식·내용을 정하

는 규칙은 The Consumer Credit(Guarantees and Indemnities) 

Regulations 1983이다. 이에 따르면 담보증서에 포함될 내용으로, ① 소

비자신용법에 따른 보증(“Guarantee subject to the Consumer Credit 

Act 1974" 등)이라는 문구의 제목이 최초 페이지에 눈에 띄게 쓰여질 

것, ② 채권자 또는 임대인의 성명과 주소, 채무자 또는 임차인의 성명과 

주소, 담보제공자의 성명과 주소, 담보제공자가 제공하는 담보목적

(subject-matter)에 관한 정보, ③ 소정의 형식에 의한 담보제공자의 권

리에 관한 기술, ④ 소정의 형식에 의한 서명란 등이 규정되어 있다

[s.3(1)]. 나아가 이 규제에 정해진 소정의 형식에 대해서는 담보증서에 

기재할 때 원칙적으로 용어를 변경하거나 부가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s.3(2)]. 위와 같이 서면(담보증서, security instrument)에 의하지 않

거나 담보증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지 않은 담보 제공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령에 의하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강제할 수 없다[s.3(7)]. 

  담보증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은 위 규칙에 따르는 것 외에 

그 문서가 담보에 관한[묵시적 조항(implied term) 이외의] 모든 조항을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Regulated Activities) 

(Amendment) (No.2) Order 2013 s.20에 의해 CCA 1974 s.16는 삭제

되었고, 같은 취지의 내용이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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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고 있고, 보증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을 구하기 위하여 제시 또는 

송부될 때에 조항이 판독 가능(legible)하고, 또한 그 문서의 사본도 함

께 제시 또는 송부될 필요가 있으며, 규정된 형식에 따라 규정된 용어가 

사용된 문서에 보증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CCR 1974 

s.105(4)]. 또한 계약 체결 후에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담보 제공 시

에, 계약 체결 전에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담보제공의 대상이 되는 주채무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및 그 안에서 인

용되는 문서의 사본이 보증인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담보증서가 적절

하게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CCR 1974 s.105(5)]. 

나.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소비자신용법의 규제를 받는 계약의 채권자는 보증인으로부터의 서면

에 의한 청구 및 1파운드의 수수료 지불에 응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

가 있다. 제공해야 할 내용은 계약서의 사본 및 그 안에서 인용되고 있

는 문서의 사본, 담보증서의 사본 그리고 채무자 또는 임차인의 이행상

황에 관한 정보이다. 이행상황에 관한 정보란 ① 정액 신용계약

(fixed-sum credit agreement)의 경우는 채무자가 이미 지급한 액수, 

불이행액 및 장래 지급해야 하는 합계액과 그 내역 및 지급 기일, ② 계

속적 신용계약(running-account credit agreement)의 경우는 현재 계정

(the state of account), 채무자가 현재 지급해야 하는 금액, 신용 공여

가 끝나면 장래 지급하여야 할 액수 및 지급 기일, ③ 소비자 임대차계

약에서는 임차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합계액과 그 내역, 각각의 

지급 기일이다.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의무위반 계속 중에는 보증인에

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한편 위 규정은 비상업계약(non-commercial 

agreement)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CCA 1974 ss.107-109]. 

다. 채무불이행 등의 통지 사본을 보증인에게 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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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의 통지(또는 기한의 이익 상

실, 해약 고지의 통지 등)를 송달받았을 경우, 채권자 또는 임대인은 그 

통지의 사본을 보증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를 게을리 하면 법원

의 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CCA 1974 

s.111).

제4절 미국에서의 보증인 보호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란 계약, 대리, 불법행위 등 주(州) 판례

법에 의해 규율되어 온 것을 미국법률협회(ALI, American Law 

Institute)가 조문 형태로 정리(restate)해 설명(comment)과 예

(illustration)를 첨부한 것이다. 그 자체가 법원(法源)으로서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판례상 자주 인용, 채택되어 미국법의 통일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증법에 대하여는 1941년에 간행된 담보법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Security)로 편찬되었다가 제3차 편찬 

작업을 통하여 1995년에 보증법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Suretyship and Guaranty)가 발표되었다. 이하에서는 보증법 리스테이트

먼트 중 보증인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179)

1. 보증계약의 서면요건

  미국법에서 원칙적으로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다만, 

이는 계약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보증계약을 특별 취급하는 우리 민법과는 

그 취지가 다르다. 또한 서면에 의한 보증계약 체결은 판례법이 아니라 

제정법 즉,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에 의한 것이다. 사기방지법은 

일정한 유형의 계약에 있어 서면이 없는 한 법적 구제를 얻을 수 없음

179) 이하의 조문 내용과 해설은 The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Suretyship and Guaranty, 1996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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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nforceable)을 정한 제정법으로, 영국에서 1677년에 제정된 사기방

지법을 계승한 것인데, 그 적용 범위가 크게 제한된 영국에 비해 미국에

서는 비교적 많은 계약에 서면을 요구하는 규정이 주(州)법 또는 판례를 

통해 받아 들여졌다. 보증계약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보증법 리스테이트 

제11조에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보증인에게 강제할 수 없음

(unenforceable)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사기방지법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 적용 여부를 엄격히 해석함

으로써 사기방지법의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서면요건을 넓게 해석하여 

서면요건을 충족하도록 해석하는 등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다.180) 특히 

보증계약을 ‘다른 사람의 채무나 불이행(the debt default or 

miscarriages of another person)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사기방지법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타인의 채무

인지 자신의 채무(자신이 주채무자가 되겠다는 약속)인지 문제된다.181)

또한 직접 채권자를 상대로 행해진 약속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채권자를 

제3수익자로 하면서 주채무자를 상대로 행해진 약속에 대해서는 사기방

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182)

2. 보증계약 체결 시의 사기 또는 부실고지 

  미국에서는 보증계약 체결에 있어 사기 또는 부실고지가 있었을 경우 

180) 엄동섭 (註 168), 224면.

181) Walker v. Elkin, 758 N.E.2d 972 (Ind. Ct. App. 2001) 등. 위 판례는 

어머니가 변호사에게 구속된 아들의 변호사비용을 지급하겠다고 구두약속

한 사안에서 자신의 요청에 의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체결된 계약에는 

사기방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호사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182) Ex Parte Ramsay(Steve Ramsay v. Clarke County Health Care 

Authority, Steve Ramsay v. Grove Hill Memorial Hospital Auxiliary) 

829 So. 2d 146 (Ala. 2002). 농촌지역의 병원이 의사를 유치하기 위하

여 학비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에서, 이 약속은 (의사의 채

권자가 아니라) 의사에게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서, 채무자 아닌 다른 사

람에 대하여 약속을 한 것이 아니어서 사기방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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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은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일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

던 경우에도 같은 효과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는 계약 일반에 관한 규

정이 적용된 것일 뿐 보증 특유의 규정은 아니다.

가. 채권자에 의한 사기 또는 부실고지 

  보증법 리스테이트먼트에 의하면, 우선 ① 채권자에 의한 사기 또는 

중요 사항에 관한 부실고지가 있고, ② 그것에 의해 보증인이 보증계약

에 합의하였으며, ③ 보증인이 허위 정보를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

었을 경우에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보증법 리스테이트먼

트 제12조 제1항).  

  사기의 경우에는 부실고지의 내용을 묻지 않지만, 사기적이지 않은 부

실고지(nonfraudulent misrepresentation)의 경우에는 중요 사항에 대한 

부실고지일 것이 필요하다.

나. 주채무자 또는 제3자에 의한 사기 또는 부실고지

  ① 주채무자 또는 제3자에 의한, 사기 또는 중요 사항에 관한 부실고

지가 있고, ② 그에 따라 보증인이 보증계약에 합의하였으며, ③ 보증인

이 허위 정보를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보증인은 보

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보증계약에 대가(value)183)를 

지불했을 경우 또는 채권자의 판단에 보증계약의 존재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 채권자가 부실고지의 존재에 대해 선의·무과실이라면 보증

인은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보증법 리스테이트먼트 제12조 제2

항). 

다. 정보제공의무 위반 

183) 위 대가에는 보증에 대한 보수(consideration)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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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인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정보가 전달되었을 경우가 아니라 소극적

으로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 관하여 보증법 리스테이트

먼트는 채권자가 일정한 정보를 보증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위 가.의 

규정에서의 중요 사항에 관한 부실고지에 해당한다고 한다. 즉, 일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일정한 사실의 불고지가 중요 사항에 관한 부실고지로 취급되는 경우

는, ① 보증인이 모르는 사실로서 당초 부담하려고 했던 보증위험을 현

저히 증가시키는 사실이고, 채권자는 이를 알고 있는 경우, ② 채권자가 

보증인이 위 사실을 알지 못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 ③ 채권자

가 위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있었을 경우이다

(보증법 리스테이트먼트 제12조 제3항). 다만, 위 규정은 보증인을 위하

여 채무자의 자력 등을 조사하거나 보증인이 그러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를 채권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보증인이 모르는 사실이 당초 부담하고자 했던 위험을 현저

히 증가시키는지 여부 및 그러한 사실을 보증인이 몰랐는지 여부에 관하

여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보

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관계, ② 보증인 업무의 성격, ③ 통상의 주의

를 기울여 독립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보증인의 능력 등을 고

려하여야 한다(보증법 리스테이트먼트 제12조 제4항).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통제(control)하는 경우나 주채무자로부

터 통제받는 경우, 상호 통제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채무자에 관한 사

항, 주채무자에게 알리거나 공개된 사항, 주채무자에게 알릴 의무 없는 

기본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보증법 리스테이트먼트 제12조 제5항). 위와 같이 통제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이 독립적으로 주채무자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

으므로, 정보제공의무 위반을 부실고지와 같이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

이다.  

  한편 근보증계약184)에 대해서는 특칙이 규정되어 있다. 부실고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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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새롭게 융자를 할 때마다 근보증의 

합의가 있다고 간주된다. 즉, 새로운 융자가 이루어질 때마다 주채무자

의 자력 등에 대한 정보제공의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보

증 이후 부실고지가 있는 경우 보증인은 부실고지 이후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어, 그 부분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보증법 리스테이트먼트 제12조 제6항).

제5절 DCFR에서의 보증인 보호 규정

1. 규정체계

  유럽민법전연구단(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과 현존EC

사법유럽연구단(Research Group on the Existing EC Private Law, 

Acquis Group)은 공동으로 유럽계약법원칙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공통

참조기준(Common Frame of Reference)의 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을 마련하였다. DCFR은 인적담보에 관하여 제4권 Part 

G.에서 개별계약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4개의 장을 두고 있다. 제1

장에서 인적담보에 공통되는 일반규정을 두고, 제2장에서 종속적 인적담

보를, 제3장에서 독립적 인적담보를 각 규정하였으며, 마지막 제4장에서 

강행규정으로 소비자에 의한 인적담보를 특별히 규정하여 소비자인 담보

제공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종속적(dependent) 인적담보'란 채권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채

무자의 현재 및 장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제공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인수하는 채무로서, 그 채무의 이행기는 채무자의 이행기가 도래

184) 보증법 리스테이트먼트는 근보증(continuing guaranty)을 주채무자가 채권

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장래의 모든 채무에 대해 보증인이 되기로 약속하

는 계약이라고 규정하면서, 채권자에게 해지 통지함으로써 또는 달리 정함

이 없는 한 근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보증법 리스

테이트먼트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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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만 도래하고, 채무자의 채무를 그 범위로 하는 채무[제1:101조 

(a)]를 말한다. '독립적(independent) 인적담보'는 채권자를 위하여 담보

의 목적으로 담보제공자가 인수하는 채무로서,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담

하는 다른 자의 채무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언

된 채무[동조 (b)]를 말한다. 

2. 종속적 인적담보에서의 보증인 보호

가. 채권자의 통지의무(제2:107조)

  ‘채권자는 채무자의 불이행 또는 지급불능이나 만기연장에 대하여 담

보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제2:107조 제1항). 즉 피담보

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자에게 책임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생

길 경우에 채권자는 담보제공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통지일을 기준으로 한 주채무, 이자 및 다른 부수적 채무의 

금액(제2: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보의 범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

여야 한다.

  담보제공자는 통상 채무자의 사정, 특히 불이행이나 만기의 연장 등의 

사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정보는 담보제공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를 통하여 담

보제공자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평가할 수 있고, 특히 채무자

의 부탁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한 자는 제2:111조(담보제공자를 위한 채

무자의 구제)185)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채무자에 대하여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186)

  포괄담보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제공자에게, (a) 담보의 설정 당시와 

185) 제2:111조 제1항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채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

된 동의에 기해 담보를 제공한 담보제공자는 다음의 경우 채무자에 대하

여 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a)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채무자가 담보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86) 위계찬, 공통참조요강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의 인적담

보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33집 제2호(2009. 5), 45-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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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피담보채무의 증가액이 20%에 달한 경우, 또한 (b) 그러한 통

지가 있었거나 또는 통지를 하였어야 할 때의 피담보채무액과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20% 증가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통지하여야 한다(제2:107조 

제2항). 

  다만, 담보제공자가 그러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거나 또는 알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위와 같은 통지의무가 면제된다(제2:107조 

제3항). 예컨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그 채무자인 회사의 임원이 담보

를 제공한 경우에 그러하다. 이 때 정보제공의무 면제를 위한 사정의 존

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187)

  채권자가 본조에서 정한 정보의 통지를 제공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우

에는 그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만큼 채권

자의 권리는 감소된다(제2:107조 제4항). 정보제공의 불이행이나 지체

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파산하여 담보제공자가 채무자로부터 구제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다.188)  

나. 기간 제한 없는 담보의 제한(제2:109조)

  담보의 범위가 합의된 기간의 제한 내에 발생한 채무 또는 그 기간 내

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무로 제한되지 않는 경우 담보의 범위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최소 3개월의 통지를 함으로써 제한될 수 있다. 다

만, 담보가 특정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특정한 채무에 대한 것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2:109조 제1항). 위 통지에 의

한 담보의 범위는 제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이행기가 도래한 주채무 

및 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수적 채무로 제한된다(제2:109조 제2항).

3. 소비자 담보제공자에 관한 특별규정

187) Drobnig, Principles of European Law on Personal Security(PEL Pers. 

Sec.),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p.251.

188) Drobnig (註 187),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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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정의 적용(제4:101조, 102조)

  제4장은 소비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된다(제4:101조 제1항). 

담보제공자는 자신의 전 재산으로 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처하는데, 특히 

소비자는 통상 영업상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고(비영업성), 영리를 추구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비영리성) 특별히 보호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

다. 따라서 채권자도 소비자인 경우[제4:101조 제2항 (a)] 또는 담보제

공자인 소비자가 자연인이 아닌 채무자에게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제4:101조 제2항 (b)]에는 그 적용이 없다. 채권자 역시 소

비자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 수준이 같으므로 당사자 중 일방에 대해 특

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고, 회사의 대주주나 이사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

여 종속적 인적담보를 제공한 경우 등과 같이 채무자에게 중대한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역시 보호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189)

  또한 본장의 규정을 받는 인적담보에는 인적담보에 관한 일반규정(제

1장)과 종속적 인적담보(제2장)의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다(제4:102조 

제1항). 독립적 인적담보에 관한 제3장의 규정들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본장의 규정들은 특별한 규정이 그 자체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소비자를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효과로부터 

이탈 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제4:102조 제2항).

나.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제4:103조)

  채권자의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의무는 소비자 담보제공자의 보호를 위

한 핵심적인 것이다. 이에 관해서 "채권자는 담보가 성립되기 전에 담보

제공예정자에게 (a) 의도된 담보의 일반적 효과 및 (b) 채권자가 접근

189) 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the Research Group on EC 

Private Law(Acquis Group) edited by Christian Von Bar and Eric 

Clive,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DCFR) VolumeⅢ,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pp.2749-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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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정보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담보제공자에게 발

생할 수 있는 특별한 위험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제4:103조 제1

항)."고 규정한다. (a) 일반적 위험이 객관적인 법적·경제적 위험을 뜻하

는 것이라면 (b) 특별한 위험은 채무자의 자력에 따른 주관적인 위험을 

말한다. 전문적인 채권자라면 채무자에게 신용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

하기 위해서 채무자와 거래하기 전 채무자의 경제적 능력을 조사하고 평

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한 특별한 위험에 대하여 담보제공자에

게 설명하도록 규정한 것이다.190) 한편 이러한 설명의무는 채권자가 접

근 가능한 정보일 경우에만 정당화되는데, 접근 가능이란 담보계약의 때

에 채권자가 알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의미하는 주관

적인 것으로 이해된다.191)

  제2항은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간의 신탁 및 신뢰관계로 인하여, 담보

제공자가 자유롭게 또는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활동하지 않을 중대한 위

험이 있음을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또는 알고 있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

우에는, 채권자는 담보제공자가 독립된 외부의 조언을 받았음을 확인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단지 가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담보제공자가 자유롭게 또는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활동하지 않을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담보제공자

가 갓 성년에 도달한 청년이거나 아픈 경우, 노인인 경우 등에는 자유롭

게 행동하지 않거나 적절한 정보 없이 행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192)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채권자는 담보제공자에게 

독립된 제3자로부터 조언을 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조언은 주

로 법률지원을 하는 소비자 단체나 기관이 할 수 있고, 중요하거나 복잡

한 경우에는 독립된 변호사가 조언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다만 채권자의 

법적 조력인은 그 취지상 위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193)

190) Von Bar and Clive (註 189), p.2766.

191) Von Bar and Clive (註 189), p.2767.

192) Von Bar and Clive (註 189), p.2767.

193) Von Bar and Clive (註 189), p.2767-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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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정보제공 또는 독립한 조언이 담보제공자가 청약 또는 보증

계약에 서명하기 전 적어도 5일 전에 주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제

공자는 정보 또는 독립한 조언을 받은 후 합리적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

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른 사정이 없으면 5일은 합리적인 기

간으로 간주한다(동조 제3항). 또한 제공되어야 할 정보 또는 독립한 조

언이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자는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하

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동조 제4항). 제3항은 정보 또는 조언이 제

공되기는 하였지만 필요한 적절한 기간에 제공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대한 제재를, 제4항은 정보 또는 조언이 전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 대

한 제재를 각 규정하고 있다. 제4항에서 정보 또는 조언이 제공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정보가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그 제공된 정보가 명백히 불

충분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광의로 이해된다.194)

다. 형식(제4:104조)

  담보계약은 내구성 있는 매체 상의 문언적 형태이어야 하고 담보제공

자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담보계약은 무효

이다(제4:104조). 내구성 있는 매체라 함은 '정보가 그 목적에 적절하게 

장래 참고를 위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변화 없이 재생산할 수 있

는 자료'를 말한다.195) 디스크나 유사한 장치를 통한 전자적 형태 또한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킨다.196)

라. 담보제공자의 책임의 성격(제4:105조)

  본 장이 적용되는 경우, 최대 금액 없이 담보를 설정하는 합의는 포괄

담보이든 아니든 제2:102조(담보제공자의 채무의 종속성) (3)197)에 따

194) Von Bar and Clive (註 189), p.2768.

195) Von Bar and Clive (註 189), p.2777.

196) Von Bar and Clive (註 189), p.2777.

197) G.-2:102 (3) 포괄담보의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액수가 정해지지 않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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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정되는 고정된 금액의 종속적 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a). 

총액의 제한이 없더라도 무효로 보는 것은 아니고, 제한적인 담보로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최고액이 정해지지 아니

하면, 담보가 효력이 발생한 때 담보된 권리의 가치로 제한된다.

  또한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경우 종속적 담보제공자의 책임은 제

2:106조(담보제공자의 보충적 책임)의 의미에서 보충적이다(b). DCFR

은 종속적 담보제공자의 책임을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으로 규정하면서(제

2:105조) 그와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보충성을 인정하는데(제

2:106조), 소비자 담보제공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충성을 원칙적으로 인

정하고 있다.

  독립적 담보를 설정하려는 합의에서 그것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다른 자의 채무에 의존하지 아니한다는 선언은 무시되며, 따라서 종속적 

담보가 설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러한 담보의 다른 요건들이 충

족되어야 한다(c). 이는 독립적 담보제공에 내포된 위험 때문에 종속적 

담보제공으로 전환하는 규정이다.198)

마. 연간 정보제공의무(제4:106조)

  채권자는 채무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매년 주채무의 피담보금액, 이자 

및 정보 제공 일자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부수적인 채무에 관하여 담보제

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4:106조 제1항). 이러한 연간 정보제공의

무는 잠재된 위험을 소비자에게 주기적으로 일깨워주기 위함으로, 특히 

장기적 채무의 경우 이를 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199) 연간 정보제공의

무는 채무자의 동의를 요하는데, 채무자가 이에 일단 동의하면 그 동의

는 철회할 수 없다(동조 제1항 제2문).

  제2:107(채권자에 의한 통지 요건) 제3항 및 제4항은 적절히 변경하

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부터 결정될 수 없는 경우, 담보제공자의 채무는 

담보가 효력이 발생한 때 담보된 권리의 가치로 제한한다. 

198) Von Bar and Clive (註 189), p.2785.

199) Von Bar and Clive (註 189), p.2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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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적용된다(제4:106조 제2항). 따라서 담보제공자가 그러한 정보를 이

미 알고 있거나 또는 알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통지의무

가 면제되고(제2:107조 제3항), 위 통지를 제공하지 않거나 지체한 경

우에는 그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만큼 채

권자의 권리는 감소된다(제2:107조 제4항). 

바. 기간 제한 있는 담보의 제한(제4:107조)

  그 범위가 합의된 기간의 제한 내에 발생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는 채

무들로 제한되는 담보를 제공한 담보제공자는 담보의 효력이 발생한 후 

3년이 지난 후에는 채권자에 대한 최소 3개월의 통지로써 그 효과를 제

한할 수 있다. 담보가 특정한 채무들이나 특정한 계약들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들을 위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자는 담보제공자로부터

의 담보 제한의 통지를 수령한 즉시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제4:107조 

제1항]. 이 규정은 기간 제한 있는 담보제공에 적용되고, 문언상 3년 이

상의 담보제공 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적용이 있다. 기간 제한 없는 담

보제공의 경우에는 제2:109조가 적용되는데, 양 당사자 모두 제한 통지

를 할 수 있는 제2:109조와 달리 이 규정에 의하면 담보제공자만이 그 

통지를 할 수 있다.200)

  통지에 의하여 담보의 범위는 제2:109조(기간의 제한이 없는 담보의 

제한) 제2항에 따라 제한된다(제4:107조 제2항). 따라서 통지에 의한 

담보의 범위는 제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이행기가 도래한 주채무 및 

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수적 채무로 제한된다(제2:109조 제2항).

200) Von Bar and Clive (註 189), pp.2794-2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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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개정 민법의 보증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 서면방식에 의한 보증계약

가. 서면방식의 도입

  우리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서면에 의하여 보증의 의사가 표시되

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였다. 경솔한 보증을 방지하고 보증에 관

한 분쟁 발생을 억지하기 위하여 서면방식에 의한 보증계약 체결은 외국

의 입법례에서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민법 개

정안과 2013년 민법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그 도입에 대해 별다른 이견

이 없었다.

  다만, 각 국가마다 서면의 내용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을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국가(독일, 프랑스)가 있고,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의 효과에 관해서도 무효로 보는 국가[한국, 일본, 프랑스(소비자신용

법), 독일]가 있는가 하면 집행력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영국, 미국)가 

있는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양하다.

나.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증계약

  우리 민법은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 효력을 인정하

지 않는다(제428조의2 제1항 단서). 이는 독일 민법의 태도와 같다. 반

면 일본, 프랑스는 전자적 기록에 의하여 보증내용을 기록한 보증계약의 

경우 서면에 의한 것으로 보아 유효하게 취급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전

자서명 등을 거쳐 전자적 방식에 의하는 것이 반드시 간이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자문서를 사용한 계약이 증대되는 사회현실, 위 규정 도입 

이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을 개정하여 종래부터 전자적 방식으로 

보증을 체결해 오던 기관보증 등의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증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자적 방식의 보증계약을 무효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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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입법론적으로 재고를 요한다.

다. 하자의 치유

  우리 민법 제428조의2 제3항은 서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보증채무를 이행한 이상 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

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독일 민법 제766조 3문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반면 서면방식에 의한 보증계약 체결을 규정한 스위스 채무법 

제493조의 해석에 있어서는 서면방식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보증채무의 

이행에 의해서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한다.201)

  한편 2004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서면방식을 도입한 일본에서는, 그 

당시 하자 치유 규정을 둘 것인지 논의가 있었으나, 서면에 의하지 아니

한 보증합의에 기초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정

책적 관점에서 이를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위 규정을 두지 아니하

였다고 하여 반드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는 아니고, 

해석에 맡겨진 것으로 보인다.202)

라. 가중된 요건 규정

  보증의 서면방식과 관련하여, 프랑스는 금액 등 일정한 사항을 자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스위스는 개인 보증인이 2,000CHF 이상의 보증을 

서는 경우 공정증서에 의하여 보증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스

위스 채무법 제493조 제2항)을 두고 있다. 이는 그 절차를 엄격히 함으

로써 보증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이다. 2017년 개정 일본 민법

은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대금 등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201) OFK-Krauskopf/Stuber OR 493 Rn.2.[김상중, 한국 개정 민법의 보증제

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일본 채권법 개정과 관련하여-, 民事法의 現

實과 志向, 尹庸碩 敎授停年記念論文集, 부산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192면에서 재인용].

202) 같은 취지의 견해로 각주 14) 참조.



- 107 -

보증의 의사가 공정증서로 표시되어야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일본 민

법 제465조의6). 

  우리도 2013년 민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보증의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에 “집행까지 수락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채택되지 아니하였다.203) 일본에서도 공

정증서 유언의 운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공정증서에 의한 개인보증 체결 

방식이 안이하게 이용된다면, 개인보증 금지 원칙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

는 지적이 있다.204) 공정증서 작성 등 가중된 요건을 부가하는 경우 보

증인이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측면은 있지만, 그로 인한 비용 증대, 전

자적 방식에 의한 계약 체결이라는 사회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정보제공의무 및 통지의무

  

가. 계약체결 시의 정보제공의무

  1) 정보제공 주체

  우리 민법은 보증계약체결 시에 채권자로 하여금 보증인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우리 민법 제436조의2 제1항), 미국 

보증법 리스테이트먼트(제12조 제3항)와 DCFR[제4:103조] 역시 채권

자에게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994

년 마들랭법에 따라 금융기관인 채권자가 개인 경영자인 보증인에 대하

여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제47조 제1항).

  이와 달리 일본은 2017년 민법 개정으로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채

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보증을 위탁하는 경우 주채무자로 하여

금 재산현황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일본 민법 제465조의10 

203)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編 (註 9), 30면.

204) 潮見佳男 (註 37), 7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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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일본에서도 채권자를 정보제공 주체로 하는 것으로 논의가 시작

되었으나,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거나 금융비용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 보증위탁계약의 당사자는 주채무

자와 보증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채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정

하였다고 한다.

  주채무자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증인으로서는 주채무자와의 정의적 관계 등으로 직접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신용

제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이미 취득하고 있

을 것이고, 비금융기관 등 주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알기 어려운 채권자인 

경우 주채무자의 신용정보에 대한 확인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어

서, 채권자에게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더라도 그로 인한 비용이 크게 증

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일본에서는 채권자가 정보미제공이나 허위 

정보 제공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취소가 인정되는데, 채권

자의 이익을 고려하면 이는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수밖에 없어 실효

성 측면에서도 채권자에게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한 우리 민법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205)

2) 정보제공의 요건

  우리 민법은 정보제공주체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을 때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우리 민법 제

436조의2 제1항). 미국 보증법 리스테이트먼트나 DCFR 역시 마찬가지 

취지로 채권자에게 보증인을 위하여 정보를 확인하거나 탐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된다. 

  한편 2017년 일본 개정민법은 주채무자를 정보제공 주체로 규정하면

서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일 것, 주채무자

가 보증인에게 보증을 위탁하였을 것, 개인인 보증인일 것 등을 정보제

205) 김상중 (註 201), 208면도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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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일본 민법 제465조의10 제1항). 

  3) 제공할 정보의 내용

  국가별로 보증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도 다소 상이하다.

  먼저 우리 민법은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보증계약의 체

결 또는 갱신 여부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

련 신용정보’로 규정하고 있다(우리 민법 제436조의2 제1항). 그 구체적

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둔 보증인보호법 제2조 제4호를 고려하면 대출정보, 채무보증정

보, 연체정보, 대위변제(代位辨濟)·대지급정보(代支給情報) 및 부도정보

(不渡情報)로 이해된다. 

  한편 프랑스 1994년 마들랭법은, 금융기관인 채권자로 하여금 개인 

보증인에 대하여 요구하는 담보총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 미국 보증법 리스테이트먼트(제12조 제3항)는 보증인이 당초 부담

하려고 했던 보증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사실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DCFR[제4:103조]은 제공하고자 하는 담보의 

일반적 효과 및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담보제공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위험을 보증인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7년 일본 개정민법은 주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및 수지(收支) 상

황, 주채무 이외에 부담하는 채무 유무와 그 금액 및 이행상황, 주채무

의 담보로 달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내용을 보증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일본 민법 제465조의10 

제1항).

  일본 개정민법은 정보제공 주체를 주채무자로 하여, 자신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도록 한 만큼 제공할 정보의 내용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이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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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민법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보증인에

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원이 보증채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다(우리 민법 제436조의2 제4항). 

  반면 일본 민법은 주채무자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

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것을 오인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고(동조 제2항), 프랑스에서는 마들랭법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담보의 총액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 경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는 담보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7조 제2항). 미국 

보증법 리스테이트먼트(제12조 제3항)나 DCFR[제4:103 제3항, 제4항] 

역시 정보제공의무 위반 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증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규정한 우리 민법과는 차이가 있다.

나. 채권자의 통지의무

  1) 채무불이행 등에 관한 통지

  우리 민법은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를 보증인에게 알리게 하고(민법 제436조의2 제2항), 그 위반의 효과로

서 보증책임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4항). 프랑스에서는 금융기

관인 채권자에게만 채무불이행 통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가 현재는 

자연인인 보증인에 대한 모든 사업자인 채권자의 의무로 확대하였고, 이

를 위반한 경우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소비법전 L.341-1조). 영국에서도 

소비자신용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 통지의 사본을 보증인에게 송달할 의

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CCA 1974 s.111). 

DCFR은 채무불이행 등에 대해 통지하도록 하면서 이를 지체한 경우 그

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만큼 채권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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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감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107조 제1항, 제4항] 

  한편 2017년 개정 일본 민법은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주채무자가 기

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이를 통지하도록 하면서 2개월 이내 통지하지 

아니하면 통지할 때까지 발생할 지연손해금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없

도록 규정하였다(일본 민법 제458조의3). 기한의 이익이 있는 채무에 

한해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통지의무를 인정하였다는 특징이 있

다. 

  채무불이행 등에 대한 통지를 받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프랑스 소비법전이나 일본 민법 규정의 내용은,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증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보증채무를 감면하도록 규정한 우

리 민법의 적용에 있에서, 법원이 감면 여부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참

고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2) 이행상황에 대한 통지의무

    가) 통지의무의 발생

  우리 민법 제436조의2 제2항은 보증인의 청구에 따라 채권자가 주채

무의 이행상황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국 소비자신용법에서도 유

사하게 보증인의 청구에 따라 이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CCA 1974 s.107-109). 일본 민법 제458조의2는 보증인의 

청구에 따라 주채무의 이행상황을 알리도록 규정하되, 수탁보증인만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정기적으로 주채무자의 이행상황을 자연인인 

보증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비법전 L.341-6조), DCFR도 

유사하게 매년 소비자인 보증인에게 이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제4:106조]. 

  우리 민법은 근보증에 있어 보증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히 그러한 근보증에 있어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통지하는 규정을 도

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112 -

  

   나)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우리 민법 제436조의2 제4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상황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증채무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통지가 이루어질 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소비법전 L.341-6조), DCFR은 그 

지체로 인하여 야기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만큼 채권자

의 권리가 감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106조, 제2:107조 제4항]. 

  반면 일본 개정민법은 통지의무를 신설하면서도 그 위반의 경우 제재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3. 근보증

가. 근보증과 최고액의 정함

1) 근보증

  우리 민법 제428조의3 제1항은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하여 근보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피담보채무의 발생원인을 한정하지 아니하였다. 미국 보증법 

리스테이트먼트는 근보증(continuing guaranty)을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장래의 모든 채무에 대해 보증인이 되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여 우리 민법과 마찬가지로 발생원인에 대한 제한이 

없다(제16조). 한편 일본 민법 제465조의2 제1항은 근보증을 ‘일정 

범위에 속하는 불특정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이라고 정의하여 

발생원인을 한정하지 않는 우리 민법과는 차이가 있다.206)

206) 그로 인한 포괄근보증 용어의 차이에 대하여는 주 1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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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고액의 정함

  우리 민법과 일본 민법은 근보증의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정한다(우리 

민법 제428조의3 제2항, 일본 민법 제465조의2 제2항). 

  다만, 일본 민법은 개인 보증인 보호라는 관점에서 법인이 보증인인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우리 민법은 보증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묻지 아니한다. 또한 일본 민법은 최고액을 이자 등 종속된 

채무 전부의 한도액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 민법은 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최고액은 원본의 최고액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 민법과 일본 민법을 제외한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에서는 

근보증의 최고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207) 이러한 입법례에 

비하면 근보증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편으로 볼 수 있다.  

나. 보증기간

  일본 민법이 제465조의3에서 근보증의 기간(원본확정기일)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 민법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

지 않다.

  한편 2004년 민법 개정안에서는 근보증 기간을 3년이 넘지 못하도록 

하고, 약정이 없는 경우 그 기간을 3년으로 하며, 갱신하더라도 3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안이 있었다(2004년 개정안 제448조의3). 

이는 당시 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대출기간을 5년 이내로 운용하는 현

207) 최고액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에서는 무제한 보증(피담보채무 전

부를 범위로 하는 보증)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정기적으로 피담보채무 총

액 등의 추이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프랑스 민법 제2293조 제2

항), 미국 보증법 리스테이트먼트에서는 근보증에서 새로운 융자가 이루

어질 때마다 정보제공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아 부실고지가 있는 경우 그 

이후 이루어진 융자 부분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2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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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사정, 근보증 표준약관에 의하면 결산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이 결산기를 정할 수 있고, 보증인

이 이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결산기로 

간주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제안된 것이었다.208) 위 개정안은 입법화되지 

못하였고, 이후 보증인보호법 제7조 제1항으로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보증인보호법의 위 규정은 보증기간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 

아니어서 보증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더라도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

는 문제가 있다. 나아가 계속적 보증에서의 보증인 보호 측면에서 보증

기간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입법적으로 보증기간의 규정을 두는 것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다. 원본확정사유

  일본 민법은 제465조의4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채무의 원

본이 확정되는 원본확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민법은 이에 관하

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2004년 민법 개정안은 “근보증계약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

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보증을 해지할 수 있

다.”는 규정(제448조의4)을 제안하였다. 이는 계속적 계약에서의 판례의 

태도를 입법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보증인보호법에

도 입법하고자 하였으나, 논쟁 끝에 입법화되지는 못하였다.209) 2004년 

개정안과 같이 추상적 사유에 의한 해지를 규정하고자 한다면 이미 이에 

대한 판례의 법리가 확립되어 있어 입법의 실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아니

한다. 한편 구체적인 해지(원본확정) 사유를 규정하고자 한다면 입법적

으로 이를 열거하는 것이 적절한지, 적절하다면 그 사유에 관하여 추가

적인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8)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編 (註 7), 171-172면.

209) 이혜리 (註 109), 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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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이상으로 200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친 일본 민법의 보증제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서면 방식에 의한 보증(일본 민법 제

446조), 개인 근보증계약에서 최고액의 설정(일본 민법 제465조의2), 

원본확정기일(일본 민법 제465조의3) 및 원본확정사유(일본 민법 제

465조의4), 보증계약 체결 전 주채무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살펴보았고

(일본 민법 제465조의10), 사업상의 대금 등 채무를 보증·근보증하는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보증의사의 표시(일본 민법 제465조의6), 주채무

의 이행상황에 관한 정보제공의무(일본 민법 제458조의2) 및 기한의 이

익을 상실에 관한 정보제공의무(일본 민법 제458조의3) 등에 관하여 개

정과정에서의 논의와 실제 개정 내용 등을 다루었다. 이를 중심으로 

2015년 개정된 우리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제428조의3(근보

증), 제436조의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를 비교하면서, 관

련된 내용의 외국법을 소개하였다.

  오늘날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전통적 형태의 보증 외에

도 다양한 형태의 보증이 나타나고 있다. 보증 주체와 관련하여 정의적 

관계에 기초한 개인 보증뿐만 아니라 경영자보증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

고, 개인이 아닌 기관보증, 기업보증 등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들은 

정의성이 아니라 합리적 계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

아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또한 상거래에 있어서는 부종성

과는 거리가 먼 독립적 은행보증 등이 이용되고 있다.

  다양한 보증계약에서 요구되는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나 그 정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대응하여 보증법을 다양화하고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개념을 인정하고 이를 특별히 보호하는 영국이나 프랑스

법이나 소비자 개념을 도입하지는 않더라도 보증 주체나 주채무의 내용 

등에 따라 규율을 달리한 최근 일본 민법의 태도는 이러한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보증제도에 관한 입법 방식에 있어서는 2006년 민법을 개정하면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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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조에서 독립적 보증을 규정한 프랑스 민법이나 인적 담보를 종속적 

인적담보와 독립적 인적담보로 나누고, 소비자에 의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별규정을 따로 둔 DCFR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117 -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단행본]

編輯代表 郭潤直, 民法註解[Ⅹ], 박영사, 1995.

編輯代表 金龍潭, 註釋民法[債權總則(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編, 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채권편·부록, 

2012.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 編, 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채권편 

上, 2013.

엄동섭, 미국계약법Ⅰ, 법영사, 2010.

        미국계약법Ⅱ, 법영사, 2012.

윤진수, “보증에 관한 민법개정안 해설”, 여행자 권리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개정 공청회(2013. 9. 11.) 자료집. 

이호정, 영국 계약법, 경문사, 2003.

[논문]

김상중, 한국 개정 민법의 보증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일본 채권

법 개정과 관련하여-, 民事法의 現實과 志向, 尹庸碩 敎授停年記

念論文集, 부산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김영희, 영미법상 사기방지법에 대한 연혁적 고찰, 비교사법 제23권 4

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6.

김용길, 보증인 보호에 관한 고찰, 한국민법의 새로운 전개 : 고상룡교수

고희기념논문집, 법문사, 2012.

김현진, 보증계약의 요식주의에 관한 소고 - 프랑스의 보증에 관한 방

식의 해석론을 겸하여-, 서울대학교 법학, 제58권 제4호(2017. 

12).



- 118 -

박영복, 보증의 유형화, 민사법학 제46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박영복, 보증제도에 대한 일본 민법의 개정, 외법논집 제25집(2007. 2).

박영복, 보증채무의 문제점, 민사법학 제18호,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박재억,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과 보증인의 자필서명, 대법원판례

해설 제113호, 법원도서관, 2017.

박정기, 비양심성 법리에 관한 영미간 비교연구, 비교사법 12권 1호, 한

국비교사법학회(2005. 3).

백경일, 보증계약의 툭수성과 보증인보호의 문제, 민사법학 제34호

(2006. 12)

안금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연구, 民事法硏究 第22輯(2014. 

12).

양창수,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배려의무에 관한 서설, 법학 제41권 1

호(2000. 6).

양창수, 民法改正案의 保證條項에 대하여, 民法硏究 제8권, 박영사, 

2005.

양창수, 보증의 성립에 관한 프랑스의 법리 - 법적 거래에서 서면의 의

미에 대한 일고, 民法硏究 제9권, 박영사, 2009.

윤진수,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제적 합리성과 권리남용의 법리, 법조

(2014. 5).

위계찬, 공통참조요강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의 인적

담보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33집 제2호(2009. 5).

이상영, 보증계약상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 민사법학 제46호, 한국사법

행정학회, 2009.

이상욱,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대법원 

1998.7.24. 선고 97다35276(판례공보 제65호, 2179면), 민사법

학 제18호, 한국사법행정학회(2000. 5).

이혜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검토, 성균관법학 23권 3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12.



- 119 -

제철웅, 서면에 의한 보증의사의 표시, 서울법학 제25권 제4호, 서울시

립대학교, 2018.

최성경,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에 관한 소고, 단국대 법학

논총, 제30권 제2호, 2006.

2. 일본문헌

[단행본]

東京弁護士会 編著,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中間的な論点整理」

に対する意見書, 信山社, 2011.

民法(債権法)改正検討委員会 編, 詳解ㆍ債権法改正の基本方針, 商事法務, 

2009-2010. 

民事法研究会編集部 編,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検討事項. 民事法

研究会, 2011.

法務省民事局参事官室(参与室) 編, 民法(債権関係)改正に関する比較法資

料, 商事法務, 2014.

商事法務 編, 民法(債權關係)の改正に關する中間試案の補足說明, 商事法

務, 2013.

商事法務 編, 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中間的な論点整理の補足説

明, 商事法務, 2011.

西村信雄 編, 注釋民法(11) 債権(2), 有斐閣, 1965.

債権法硏究会 編, 改正債権法, 金融財政事情硏究会, 2017.

潮見佳男, 新債権總論Ⅱ, 法律學の森, 2018. 

潮見佳男 [外] 編, 詳解 改正民法, 商事法務, 2018.

筒井健夫, 村松秀樹 編著, 一問一答・民法<債権関係>改正, 商事法務, 

2018. 



- 120 -

[논문]

吉田徹, 筒井健夫, 眞田寿彦, 西江昭博, 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槪要

(2), NBL 801호(2005. 1)

大沢慎太郎, 保証人保護の問題 -連帶債務·保証その3, 法律時報 84券 8

号, 日本評論社, 2012.

大沢慎太郎, フランスにおける保証人の保護に関する法律の生成と展開

(1), （2・完) 比較法学 42巻 2号, 3号, 2009. 

木村仁, 保証契約締結における保証人の保護と不当威圧の法理 －イギリス

判例法を中心に－（１）,（２・完）, 民商法雑誌 114巻2号, 3号, 

1996. 

原田昌和, 巨額な共同責任の反良俗性（一、二・完）― ドイツ良俗則の最

近の展開――, 法学論叢, 2000.

齋藤由起, 過大な責任からの保証人の保護, ジュリスト, 1417号, 2011.

齊藤由起, 個人保証規制のあり方を考える(上),(下) -フランスにおける事

業債務の保証規制を手がかりに, 法律時報 89券 10号, 11号, 日本

評論社, 2017.

齊藤由起, 保証の諸類型と保証法の多樣化, 法学セミナ-, 713号, 2014. 

平野裕之, 根保証の規律 -連帶債務·保証その4, 法律時報 84券 8号, 日本

評論社, 2012.

平野裕之, 保証 -個人保証を中心に, 法律時報 86券 12号, 日本評論社, 

2014.

3. 외국문헌

Alexander Hill-Smith, Consumer Credit Law and Practice 2nd 

Edition, Oxfordshire, [England] ; New York, New York : 

Informa Law from Routledge, 2015.



- 121 -

Anu Arora, The doctrine of undue influence and the protection of 

surety. (United Kingdom), Journal of Business Law, May, 

1994.

Bae, Frank S. H.; McGrath, Marian E, The rights of a surety (or 

secondary obligor) under the restatement of the law, third, 

suretyship and guaranty, Banking Law Journal, September 

2005, Vol.122(8).

Donald J. Rapson, History and background of the Restatement of 

Suretyship. (Symposium: The Restatement of Suretyship), 

William and Mary Law Review, Summer, 1993, Vol.34(4).

Drobnig, Principles of European Law on Personal Security(PEL Pers. 

Sec.), (Oxford: Oxford Universit Press, 2007).

Simone Wong, Revisiting Barclays Bank v. O'Brien and independent 

legal advice for vulnerable sureties.(United Kingdom), Journal 

of Business Law, July, 2002

Study Group on a European Civil Code/the Research Group on EC 

Private Law(Acquis Group) edited by Christian Von Bar and 

Eric Clive, Principles, Definitions and mo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DCFR) 

VolumeⅢ,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The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of the Law, Suretyship 

and Guaranty, 1996.

4. 기타 자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list.jsp) 



- 122 -

윤진수, 개정민법상 전자 보증 불허의 문제점, 법률신문, 2015. 3. 23.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Info-View?serial=138

872&kind=CC02 &key=)

법무부 홈페이지 참조. 권영준, 2013년 민법 개정시안 해설(채권편), 

2013년도 법무부 연구용역과제보고서

(http://www.moj.go.kr/moj/41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

mJzJTJGbW9qJTJGMTYyJTJGNDIwMjgxJTJGYXJ0Y2xWaWV3LmRvJ

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

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

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

9sdW1uJTNEc2olMjZzcmNoV3JkJTNEJUVCJUFGJUJDJUVCJUIyJTk1J

TI2)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참조. 

法務省 民事局, 保証制度の見直しに関する要綱中間試案補足説明

(http://www.moj.go.jp/content/000071759.pdf) 

諸外國における保証法制及び實務運用についての調査硏究業務報告書

(http://www.moj.go.jp/content/000103260.pdf)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21

(http://www.moj.go.jp/content/000062563.pdf)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36 

(http://www.moj.go.jp/content/000094816.pdf)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0A 

(http://www.moj.go.jp/content/000119451.pdf)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6A 

(http://www.moj.go.jp/content/000121590.pdf)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6B

(www.moj.go.jp/content/000121591.pdf)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78A 



- 123 -

(http://www.moj.go.jp/content/000123524.pdf)

法制審議会 民法(債権関係)部会資料 80-3

(http://www.moj.go.jp/content/000124580.pdf)



- 124 -

抄錄

保証人の保護に関する研究

- 日本の改正民法を中心に - 

朴成九

  保証は、物的担保がない債務者が自分の信用を補う手段として、金融実

務上有用であり、実際広く利用されている。しかし、保証制度は、本質的

に主たる債務者の無資力のリスクを引き受けるものであり、その締結過程

での情誼性、未必性、無償性などの特性から、従前より、保証人保護の必

要性が要請されていた。ここに2008年保証人保護のための特別法が制定さ

れ、2015年民法改正においても保証人保護のための制度が追加された。一

方、日本民法は、2004年改正前まで、韓国の民法とほぼ同じ規定を置いて

いたが、韓国と同じような時期に保証人保護という同樣のじ要請に応じて

、2004年と2017年民法改正を通じて、保証人保護制度を新設した。した

がって、本稿では、韓国と日本の改正民法の内容や改正の経緯などを中心

に、フランス、ドイツ、英国、米国及びヨーロッパ民事法の共通参照基準草

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の保証人保護制度を見てみた。

  日本は2004年民法改正を通じて書面により保証契約が締結されるよう規

定しており、金銭の貸渡しまたは手形の割引を受けることによって負担す

る債務つまり、「貸金等債務」のための個人根保証について極度額や元本

確定期日(保証期間)を定めるようにしており、一定の事由が発生した場合

根保証債務の元本が確定されるように規定した。さらに、2017年改正民法

では保証人保護のための多数の規定が追加された。①まず、貸金等債務の

ための根保証だけでなく、すべての個人根保証において極度額を定めるよ

う、その範囲を拡大しており、②事業のために負担する貸金等債務を主た

る債務とする個人保証(根保証)を無効にするが、共同で事業を行う者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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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保証(いわゆる経営者保証)をその例外とし、その他第三者の保証は公正

証書によって保証の意思が表示(宣明)された場合にのみ有効なように規定

した。③また、保証契約締結の過程では、主たる債務者が事業上の債務の

保証(根保証)を委託する場合、保証人に一定の情報を提供する義務を課し

ており、④保証契約締結後は、債権者が保証人に主たる債務の履行状況と

期限の利益喪失に関する情報を提供する義務を規定した。

2015年に改正された韓国の民法には、書面により保証契約が締結される

よう規定しており、保証契約締結時の債権者の保証人に対する情報提供義

務と契約を締結した後の債務不履行及び移行状況に対する通知義務も規定

するほか、根保証に関する規定を新設し、極度額を定めるように規定した

。

  フランスでは、消費法典などに自然人である保証人と事業者である債権

者との間に保証契約締結時に保証人の自書によるようにし、債権者に保証

人に対する情報提供の義務を課しており、保証債務と保証人の資産、将来

の収入の間に著しい不均衡がある場合は、保証契約を主張することができ

ないという比例原則を規定している。ドイツでは、民法に書面による保証

契約の締結規定を設けており、英国と米国では詐欺防止法に基づいて書面

による保証契約の締結が必要とされており、その他英国の消費者保護法の

情報提供義務や米国の保証法リステイトメントの情報提供義務等について

見てみた。

最後に、上記のような比較法的な検討を通じて、韓国の民法および保証

人保護のための特別法の改正に示唆点を見出そうとした。  

キ―ワ―ド：保証、根保証、保証人の保護、日本の民法、民法改正、情報

提供義務、消費法典、消費者保護法、保証法リステイトメン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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