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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民法改正案의 保證條項에 대하여*

―改正趣旨와 解釋論―

1)

梁 彰 洙**

Ⅰ. 序

1. 1999년 2월에 법무부의 법무자문위원회에 설치된 ‘민법(재산법)개정특별분과

위원회’(이하 단지 ｢개정위원회｣라고 한다)는 그 이후 계속해서 민법 중 총칙․

물권․채권편에 대한 개정준비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개정위원회의 작업의 목적 

및 그 동안의 경과 등에 대하여는 이미 다른 곳에서 설명한 바 있다.1) 그런데 

2004년 6월 2일에 개정위원회는 그 작업을 마무리하고, 민법개정안을 발표하

다. 그리고 同月 14일에는 법무부공고 제2004-25호로 입법예고가 행하여졌다.2)

本稿는 민법개정안 중 중요내용의 하나라고 할 보증 관련 개정조항에 대하여 

그 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또한 그것이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 

논의될 만한 쟁점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지적하며 일정한 범위에서 그 문제

가 어떻게 해석․처리되어야 하는지를 밝혀 보려는 것이다. 물론 위의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심의가 되지 않고 있는 형편으로서 위와 같은 

시도는 혹 성급한 것인지도 모르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論議를 통하여 그 심

의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개정의 귀추와는 무관하게 보

증과 관련한 입법론적 논의로서도 의미가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 이 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4학년도 연구지원비의 

보조를 받았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1) 梁彰洙, “민법개정작업의 경과와 채권법의 개정검토사항 I(채권총칙)”, 民事法學 제19
호(2000), 11면, 특히 12면 이하; 同, “最近의 韓國民法典改正作業”, 서울대 法學 제43
권 3호(2002. 9), 47면 이하(후에 同, 民法硏究, 제7권(2003), 1면 이하에 再錄) 참조.

2) 官報 15718호(2004년 6월 14일자), 3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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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자는 개정위원회의 위원 중 한 사람이었고, 또 그 ｢총괄간사｣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나아가 필자는 개정위원회에서 보증 관련 개정조항이 포함되어 있

는 채권편에 대한 작업을 담당한 그 제2소위원회에 속하 으며, 보증조항은 필자

가 검토하여 위 소위원회 또는 전체회의에 보고할 사항에 속하 었다. 그러나 이

하의 은 필자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와 관찰 및 견해에 터잡은 것으로서, 개정

위원회 또는 위 제2소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함을 미리 밝혀둔다.

그리고 이번의 개정작업에서 참고한 외국의 입법례 중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

이하지 아니한 네덜란드민법의 보증 관련 조항을 번역하여 부록으로 붙 다. 그 

외에 독일민법, 프랑스민법 및 스위스채무법은 현행의 내용이 번역되어 출간되어 

있으므로,3) 그 중의 보증규정, 즉 독일민법 제765조 내지 제778조, 프랑스민법 

제2011조 내지 제2043조 및 스위스채무법 제492조 내지 제512조를 참조하기 바

란다.

Ⅱ. 改正案의 基本方向

1. 保證에 관한 改正意見의 槪要

보증에 대하여는 매우 다양한 개정의견이 제시되었다. 그것은 대체로 보증책임

의 성립을 어렵게 하거나 그 책임의 내용을 완화하자는 것으로서, 보증인의 보호

에 치중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일련의 주장은 1997년말 이래의 경제위기로 

채무불이행 내지 도산의 사태가 대량 발생함으로써 보증인들이 여러 모로 고통

을 받았던 것을 하나의 배경으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4)

구체적으로는 ① 보증에 관한 규정을 계약각칙에 규율하자는 것, ② 보증계약

에 서면방식을 요구하는 등으로 보증계약을 보증인의 명시적 의사에 기해서만 

3) 梁彰洙 역, 독일민법전, 총칙․채권․물권, 2002년판(2002); 明淳龜 역, 프랑스민법전
(2004); 徐敏 역, 스위스채무법, 법제자료(법제처) 제64집(1976).

4) 그러한 의미에서 스위스채무법의 태도는 흥미롭다. 현행 스위스채무법 중의 보증에 

관한 규정(제492조 내지 512조)은 1941년 12월 10일 공포되어 194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채무법 개정법률에 의한 것이다. 이 개정법률의 목적은 1930년대의 불황기에 

많은 사람이 성급하게 행한 보증으로 당한 고통에 비추어, 특히 개인적인 이유에 기

하여 호의로 숙고하지 아니하고 보증을 인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Ch. M. Pestalozzi, in: Honsell/Vogt/Wiegand(Hrsg.), Kommentar zum Schweizerischen 
Privatrecht. Obligationenrecht I: Art. 1-529 OR(1992), Vorb. zu Art. 492-512, Rn.1 
(S.23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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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되도록 하자는 것, ③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자는 것, 즉 이로써 현재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기 채권의 보

전에 관하여 ｢과실｣이 있더라도 보증인은 이를 이유로 면책되지 못하는 점을 명

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하자는 것, ④ 또한 근보증 또는 계속적 보증에 대하여

는 (a) 근저당권에 관한 제357조 제1항에 상응하여 “보증은 그 보증할 금액의 최

고한도액만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유보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증감 또는 소멸은 그 보증에 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 (b) 근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보증범위가 명확한 

개별보증만을 法認하자는 것,5) (c) 포괄근보증을 금지하자는 것, 나아가 (d) 근보

증인의 책임이 너무 무겁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원보증법에 준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는 요건 등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자는 것, ⑤ 나아가 보증 일반에 대하

여서도, 보증은 주로 반대급부가 없이 情誼的 신뢰관계에 기하여 성립하고, 그 

책임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입으며, 소비자파산제도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⑥ 채

권의 확보는 개인의 신용정보의 명확한 파악과 금융기관 자체의 혁신적 방안 강

구 등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보증인에게 무리한 책임을 지우는 연

대보증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며, 연대보증을 원칙화한 상법 제57조 제

2항도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런데 반대로 채권자측의 공동보증에서 분별의 이익(제439조)을 배제하는 내

용으로 개정하자는 견해도 있었다. 즉 채권자가 보증인을 여럿 세우는 목적은 채

권의 효력을 좀더 강화시키려는 것인데, 현행의 규정에 따르면 오히려 보증의 효

력이 약화되어 위와 같은 채권자의 의도와는 역행하는 결과가 되므로 同條를 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6) 또한 취소할 수 있는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 대한 제

5) 놀랍게도 이 제안은 법원행정처에서 나왔다.
6) 독일민법 제769조는 수인의 보증인의 내부관계는 보증연대(즉 분별의 이익 없는 것)

로 정하고, 스위스채무법 제497조 제1항, 제4항은 공동하여 보증한 경우에는 자신의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단순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되, 타인의 지분에 관하여는 후순

위보증인(또는 부보증인)(Nachbürge)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하며, 서로 무관계하게 보증

한 경우에는 전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그러나 분별의 이익을 인정하더라

도 지급능력 없는 보증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만 채권만족이 어렵게 되므로, 채권만

족의 확보라는 채권자의 의도가 전적으로 무의미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지 않

을까? 나아가 위와 같은 위험에 대하여도 연대보증의 특약으로 이를 회피할 수 있고, 
실제로도 별다른 폐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보증인들도 자신이 다른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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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조를 삭제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2. 改正의 基本態度

개정의 원칙적인 자세로서, 무엇보다도 민법의 기본법으로서의 성질에 유념하

여 가능한 한 항구적일 수 있는 침착한 규율을 도모하는 것이 肝要하다고 생각

되었다. 그리하여 보증이 우리나라의 신용거래에서 차지하는 기본적인 중요성에 

비추어 계약자유의 제반 원칙 및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여 

원활하고 안정적인 거래의 운용을 보장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기로 하 다. 따

라서 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철폐｣하자는 등의 과격한 주장은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보증이 ① 통상적으로 보증계약이 무상으로 또 경제적 계산 없이 행하

여지고, ② 특히 계속적 보증에서는 보증책임의 발생 및 범위가 애초의 기대에 

반하여 과대하게 될 우려가 있는 등의 실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원칙적 태도

에 대하여 일정한 예외를 두기로 하 다. 그 내용은 첫째, 사전에 보증계약의 진

지성(책임부담의 인식)과 신중성을 확보하고, 둘째, 당사자들(채권자, 주채무자, 

보증인) 간에 타방에의 적절한 고려 내지 주의를 요구하며, 셋째, 근보증에 대하

여는 당사자들, 특히 보증인의 이익에 합리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책임

의 발생․내용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7) 다른 한편 보증의 다양한 유

형, 즉 보증인 기타 관계인이 자연인인지 법인인지, 업무 또는 업 관련의 보증

인지, 일회적 보증인지 계속적 보증인지, 보증기간 및 보증한도액의 약정이 있는

지 등에 주의하면서 보다 유연성 있게 대처한다는 관점8)도 고려할 것을 신중하

인이 있음에도 채무 전부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다고 관념한다고는 단정하기 어렵

다. 뿐만 아니라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대하여 분할채권의 원칙(제408조)을 

채택한 것과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결국 민법 제439조는 그대로 유지하

기로 정하 다.
7) 보증에 관한 규정을 계약각칙에 규율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물론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프랑스(제3편 제14장. 위임계약과 화해계약 사이에 위치) 등 다른 

입법례는 대체로 보증을 “개별적 채권관계”(채권각칙) 또는 “개별적 계약관계”(계약각

칙)의 하나로 다룬다. 그러나 현행 규정체계에 일리가 없지 않고 또한 그에 따른 다

른 제도와의 관련(특히 연대채무와의 類緣性) 및 법이해․법교육의 축적에 비추어, 현
재 상황에서 체계의 변환이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 없지 않다. 이에는 민법전의 編

序에는 가능한 한 손대지 않기로 한다는 이번 민법개정작업상의 기본방향(이에 대하

여는 梁彰洙(註 1. 民法硏究), 7면 및 註 20 참조)도 고려되었다.
8) 이러한 태도는 특히 최근 새로 마련된 네덜란드민법의 보증규정에서 현저히 드러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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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검토하 으나, 우리나라의 보증거래의 실제가 극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

으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에 비추어9) 금번의 개정에서 이러한 관점을 적극적으

로 담을 수는 없었다. 그 외에 제436조는 합리성이 없으므로 삭제하기로 하 다.

Ⅲ. 제428조의2(保證의 方式)의 新設

1. 改正案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

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 및 제2항이 정한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改正作業의 經過와 改正趣旨

(1)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대체로 보증의 성립에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고 

있다. 보증의 의사표시에 서면을 요구하는 독일민법 제766조 제1문, 오스트리아

민법 제1346조 제2항은 물론이나, 특히 스위스채무법 제493조는 일반적으로 보

증의 의사표시에 서면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숫자로 명시된 책임최고액

을 그 서면 자체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제1항), 자연인의 경우에는 공정증서의 

작성까지 요구한다(제2항).10) 한편 네덜란드민법 제7부 제859조(이하 ｢제7-859조｣

와 같은 방식으로 인용한다)는 직업 또는 업과 관련 없는 자연인의 보증에 있

어서 보증인이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서만 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을 증명할 수 있

다고 규정한다. 한편 프랑스민법 제2015조는 “보증은 추정되지 아니한다. 보증은 

있다.
9)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企業이 법인형태를 가지는 경우에 누리는 有限責任의 베일

을 깨기 위하여 企業主 또는 기타의 기업관련자 개인의 보증이 요구되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梁彰洙, “擔保에 관한 새로운 一般理論의 方向 ―하나의 問題

提起로서―”, 민사판례연구 제26집(2004. 2), 593면 이하, 특히 601면 참조.
10) 다만 책임액이 5천 프랑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숫자로 명시된 책임액 및 그 보증이 

연대보증인 경우에는 그 취지의 自書를 필요로 하고, 공정증서의 작성은 없어도 된다

(同項 단서). 한편 배우자의 同意를 요구하는 것(동법 제494조)도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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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그것이 체결된 한도를 넘어서 확대되어서는 아니된

다”고 하고, 이태리민법 제1937조11)도 유사한 취지를 규정한다.

(2) 이상과 같이 보증인의 의사표시에 일정한 방식을 부과하거나 그것이 명시

적일 것을 요구하는 등으로 보증인의 보호를 도모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 

우리 나라에서도 보증인의 의사표시가 경솔하게 행하여지는 것을 막고 진지하게 

책임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면방식을 도입하고 나아

가 그 서면에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하 다.12) 

이는 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고 해야 할 것

이다(제2항). 이러한 방식의 요구에 의하여 예를 들어 配偶者의 채무를 “책임지

겠다”는 등의 언동에 의하여 보증한 것으로 의사해석되는 것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는데, 다른 한편 통상의 금융거래에서는 보증인이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므로 그 한도에서는 큰 변화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보증인의 의사표시가 서면방식을 지키지 아니하고 행하여진 경우에도 보

증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하자는 치유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제3

항). 독일민법 제766조 제2문이나 네덜란드민법 제7-859조 제2항이 그렇게 정하

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보증책임이 이행되었는데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그 급

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3) 이와 같이 제428조의2에 의하여 要式契約이 처음으로 민법에 규정되게 된

다. 이 규정은 그 성질상 당연히 강행규정이다.13) 그 점은 또한 제1항의 “…서

11) 이태리민법 제1937조: “보증을 할 의사는 명시적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12) 애초에는 제1항의 제2문으로 스위스채무법 제493조 제1항에 좇아 “특히 주채무가 금

전채무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보증인의 책임액이 숫자로 기재되지 아니하면 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는 것도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는 審議의 최종단계에서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 다. 그것은, 한편으로 서면에 채무액을 기재하는 것

을 단순 누락하거나 실수로 주채무액과 다른 액수를 기재한 경우에 보증인의 보증의

사가 명백하더라도 보증계약을 무효로 보거나 주채무보다 감축된 보증책임을 인정하

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증가될 우려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서면으로 보증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보증의사의 진지성과 신중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일반의 개별보증에서 굳이 서면에 보증인의 채무액까지 기재하도

록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根保證에서는 보증책임의 최고액을 

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이를 반드시 보증서면에 기재하도록 정하 다(뒤의 Ⅵ. 2.에서 

살펴보는 제448조의2 제2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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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문언에 의하여서도 뚜렷하다.

3. 解釋論

이 개정제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1) 보증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구두로 보증의 내용을 합의한 다음 백지에 보증인의 서명 

등을 받고 채권자가 그 후 그 서면에 주채무의 발생원인이나 액수 등을 기재한 

경우에도 서면요건을 충족하는가?14) 나아가 보증계약이 보증인의 대리인에 의하

여 구두로 체결되었는데 보증인 본인이 그 위임서면에 서명 등을 하 고 이 서

면에는 주채무의 내용 등이 기재된 경우는 어떠한가?15)

(2) 방식위반으로 인한 보증의 무효(“…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원칙적으

로 당사자들이 그것을 유효로 할 명확한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인정되

어야 한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는 그러한 결과가 “방식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 등을 이유로 하여 인정되지 않는 유형도 없지 않을 

것이다.16) 특히 당사자의 일방이 일정한 방식의 준수가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상

대방을 기만한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그 외에도 가령 상대방이 법에 좇아 방

식을 갖출 것을 요구한 데 대하여, 예를 들어 “나는 신사로서, 비록 말로만 하

어도 신성한 약속을 지킨다”고 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를 포기시킨 경

13) 예를 들어 보증의 의사표시에 서면방식을 요구하는 독일민법 제766조 제1문에 대하

여 우선 MünchKomm/Habersack, § 766 BGB, Rn.1 (3.Aufl., 1997, S.890): “모든 방

식규정과 마찬가지로, 제1문은 강행규정이다.”
14) BGHZ 132, 119 등 독일의 판례는 이러한 소위 ｢백지보증(Blankobürgschaft)｣은 방식

위반으로 무효라고 한다.
15) 반대로 그 위임이 구두로 행하여졌으나 대리인이 보증계약서에 서명 등을 한 경우는 

어떠한가? 이 경우에 대하여는 애초에 스위스채무법 제493조 제6항 제1문(“보증의 체

결을 위한 특별대리권의 수여 및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보증할 것을 약속하는 

데에도 보증과 동일한 방식을 요한다”)에 좇아 “대리인에 의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에 

그 수권행위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보증은 효력이 없다”는 규

정이 제안된 바 있으나, 이는 채택되지 아니하 다.
16) 이 문제에 대한 독일의 학설 및 판례의 상황에 대한 간략한 개관으로서 우선 D. 

Medicus, Bürgerliches Recht, 19.Aufl. (2002), Rn.180ff. (S.124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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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등에는, 나중에 방식의 흠결을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가 신

의칙상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보증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제도들에 대하여 위 규정의 유추적용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어떠한 한도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 하는 점

이다. 예를 들어, 제3자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중첩적 채무인수를 하면 그는 원

래의 채무자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서게 되는데, 이는 실제로는 그 제3자가 연

대보증을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17) 우리 민법에는 중첩적 채무인수에 대하여

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마련할 수도 없는 처

지이다. 한편으로, 방식규정을 명문의 규정 없이 다른 행위유형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허용되는지 의문이 들지 모르나, 다른 한편으로 그 유추적용을 인정하지 않

는다면 특히 채권자측은 위 행위유형을 이용함으로써 위의 방식규정의 규율목적

을 면탈할 가능성도 있을지 모른다.

(4) 위 개정제안 제3항과 관련하여, 우선 보증인이 일부만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방식흠결의 하자가 치유되고 殘部의 이행의무에는 그 치유가 

미치지 않는다. 방식흠결을 치유하는 ｢이행｣에는 원래의 의미의 변제뿐만 아니

라, 그와 동시되는 양태, 즉 대물변제․상계․공탁 등도 포함된다. 단지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행을 위하여 어음․수표 등을 교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18)

Ⅳ. 제436조(取消할 수 있는 債務의 保證)의 削除

1. 改正案의 內容

“취소의 원인 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가 보증계약 당시에 그 원인 있음을 안 

경우에 주채무의 불이행 또는 취소가 있는 때에는 주채무와 동일한 목적의 독립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는 제436조를 삭제한다.

17) 나아가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경우도 달리 볼 것은 아

닐 것이다.
18) 이상에 대하여 독일민법 제766조 제2문의 해석으로 우선 MünchKomm/Habersack (註 

13), § 766 BGB Rn.29 (S.9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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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改正作業의 經過와 改正趣旨

(1) 제436조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주채무의 발생원인에 취소사

유가 있는 경우 일반으로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문언상으로는 무능력, 착오, 사

기․강박 등 취소사유가 있기만 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

다. 한편 보증인의 의사가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려는 것이

라면 본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묵시적 특약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해석론도 주장되고 있다.

(2)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현행의 제436조와 동일한 규정을 두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스위스채무법 제492조 제3항은 착오, 행위무능력의 사유가 있는 때 보증

인이 보증계약 체결시 그 흠을 안 때에 한정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

고,19) 프랑스민법 제2012조 제2항은 미성년과 같이 채무자의 순수한 인적 항변

(exception purement personelle)으로 주채무가 무효로 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보증할 수 있음을 정할 뿐이다. 일본민법 제449조도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채무를 보증한 자에 대하여 독립의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는데 그친다.

민법의 제정과정에서는 중화민국민법 제743조가 외국입법례로 참조되었는데,20) 

동규정은 “착오 또는 행위능력의 흠결”의 경우로 한 걸음 나아갔고 또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유효한 것으로 못박았다. 현행의 제436조는 널리 취소사유 여하

를 묻지 않는 것으로 하 고, 또 그 과정에서 “본다”를 “추정한다”고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21) 입법에 반 되지 않았다.

(3) 제436조는 취소원인이 있어서 주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 보증하 다면 이는 후에 실제로 취소가 행하여졌더라도 법적 책임을 부

담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이 적어도 통

상적인 의사인지 의문이며, 보증인으로서는 채무가 존속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

다는 의사라고 못 볼 바도 아니다. 나아가 부종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에서 

19) 同項 제2문은 나아가 소멸시효가 완성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정

한다.
20) 民法案審議錄, 上卷, 257면 하단 참조.
21) 民法案意見書, 147면(金基善 집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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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한 자에게 주채무가 취소로 소멸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별도의 독립적 채

무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특히 ｢주채무의 불이행｣의 경

우에도 보증인의 독립채무를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첫째 취소원인을 아는 것

과 불이행 사이에 별다른 연관성이 없고, 둘째 주채무가 불이행되었지만 취소권

이 행사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보증인은 통상과 같은 보증책임(단 주채무자가 취

소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는 제435조에 의하여 이행거절권을 가진다)을 져야 하

고, 이를 별도의 독립채무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제436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 다.

3. 解釋論

그런데 제436조가 삭제되었다고 해서, 보증인이 취소사유의 존재를 알면서 보

증을 한 경우에는 후에 주채무가 취소로 소멸하면 보증인은 언제나 책임을 면한

다고는 말할 수 없다. 만일 보증인이 주채무가 실제로 나중에 소멸하더라도 독립

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의사로 보증을 하 다면, 이에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

의 법리를 적용하여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된다.

Ⅴ. 제436조의2(債權者의 通知義務 등)의 新設

1. 改正案의 內容

제436조의2(채권자의 통지의무 등)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

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②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

야 한다.

③ 채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2. 改正作業의 經過와 改正趣旨

(1) 보증계약이 채권자에게 권리만을 주는 편무계약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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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일정한 주의의무 내지 배려의무(Sorgfalts- 

oder Diligenzpflicht)를 부담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당연히 배제하지는 않음은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수령의무를 둘러싼 논의만을 보아도 쉽사리 알 수 있다. 그

러한 부수의무는 특히 신의칙에 기하여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연대보증

인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예를 들어 大判 87. 1. 20, 86다카1262(공보 305)는 “자금을 대출하여 

이자수입을 얻는 것은 은행 본래의 업이고 담보가 보장되는 이상 대출규모를 

확장하여 수익을 도모하는 것은 리기업인 은행으로서 당연한 일이며 인적 담

보란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비한 은행 자신의 보호책인데 보증인의 이익을 고려

하여 대출을 삼가함으로써[원문대로] 채권회수불능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는 신의칙상의 의무가 은행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는 등으

로 그러한 배려의무의 인정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고는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는 건전한 태도라고 할 것이다.

(2)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22) 이 문제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태도를 보이고 있

다. 한편으로 담보를 포기함으로써 변제자대위가 있어도 보증인으로 하여금 담보

를 취득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입법례(독일)가 있는가 하면, 우리 민법(제485조 참조)과 같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담보가 감손된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면책을 인정하는 입법례(프랑스), 더 나

아가서 개별적으로 일정한 내용의 부수적 의무(예를 들면 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입법례(스위스)도 있고, 나아가 보증인에 대한 ｢일반적․

포괄적인 주의의무｣를 긍정하는 경우(오스트리아)도 없지 않다.23)

(3) 결국 문제는 채권자가 보증을 통하여 도모하는 ｢담보이익｣, 즉 채권의 만

22) 외국의 입법례 기타에 대하여는, 우선 梁彰洙, “債權者의 保證人에 대한 配慮義務에 

관한 序說 ―獨逸民法을 중심으로 한 立法例의 檢討―”, 서울대 法學 제41권 1호
(2000), 97면 이하(同, 民法硏究, 제6권(2001), 385면 이하에 再錄) 참조.

23) 한편 네덜란드민법 제7-861조 제3항은 장래의 채무를 위한 계속적 보증(우리나라의 

根保證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관하여 “보증인은 채권자가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었던 주의를 다함으로써 손해를 저지할 수 있었던 한에서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게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장래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라고 정

한다. 이는 아마도 過失相計가 보증인의 책임에 미치는 효과를 정한 것으로서, 채권자

의 보증인에 대한 배려의무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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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가능성의 확보 그리고 이를 통한 채권의 보전․관리 및 행사상의 부담으로부

터의 해방이라는 이익을 어느 만큼 관철할 것인가에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보증의 담보기능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의 긍정에 의하여 축소된다면 이

는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거래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 과연 우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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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할 필요가 이러한 부작용을 감수하게 할 만큼 현실적으로 適實한 것인가가 

관건인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하여 전부 아니면 무의 선택을 할 필요는 없고, 일정한 요

건 아래서 일정한 내용의 배려의무만을 法定하는 유연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타

당하다고 생각되었다. 즉 예를 들면 “채권자가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주채무

자로부터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채권자가 그로써 만족을 얻었을 범위에서 책임을 면한다”라

는 것과 같은 보다 일반적인 규정을 두지 않으며, 스위스채무법 제505조 등의 

예에 좇아 개별적으로 통지의무만을 정하기로 하 다.

(4) 제436조의2는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하 다(제448조의5 참조). 즉 이에 반

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3. 解釋論

이 개정안의 해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1)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인에게 일정한 사항을 통지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취

지는 기본적으로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고 알게 된 사실에 기하여 채

권자나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하는 것을 실효적으로 확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구상권(사전구상권을 포함한다. 제442

조도 참조)은 물론이고 장래의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채무자의 재산에 가

압류 또는 압류 등의 처분금지를 하도록 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고, 나아가 보증

책임의 확대를 막기 위하여 보증인으로서 이행을 서두르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24) 그런데 채권자가 이러한 통지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24) 보증책임은 주채무의 원본뿐만 아니라 “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

속한 채무”에 미친다(제429조 제1항). 그러므로 主債務에 고율의 이자가 붙거나 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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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미암아 보증인이 그 조치에 나아가지 못하여서 결국 구상권을 확보하지 못하

거나 보증책임이 확대되는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보증책임은 

소멸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증인이 이미 제1항에서 정하여진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

에는 채권자의 통지의무, 나아가 보증인의 면책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보증

인이 단순히 주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사업의 부진 등으로 어느 정도 악화되었음

을 알았다고 해서 위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2) 설사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하여도 채권자의 일반적 통지의무

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 규정에 정하여진 물적․

시간적 사항에 한하여 통지의무를 과하는 것이 입법목적의 하나이기도 하다.25) 

채권자가 통지의무를 지는 제1의 경우는, 주채무자가 ① 원본, 이자 기타의 급부

의무를 ②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므로 우선 채무자

가 급부의무 아닌 행태의무를 위반하 다고 해도 통지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나아가 여기서 ｢3개월 동안 이행하지 아니하 다｣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행기로부터 기산할 것이고(통지의무가 발생하는 제2의 경우에 관한 위 

제1항의 규정의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이라는 문언도 참조), 가령 이행최

고 등에 의하여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제389조 참조)을 요구하지 않으며,26) 또 

객관적으로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는 것으로 족하고 주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도 요구되지 않는다고27) 할 것이다. 통지의무는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쉽

사리 알 수 있는 요건에 걸리게 함으로써 그 존부를 쉽사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성질상 바람직한 것이다.

(3) 제2항에서 정하는 보증인의 청구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출 필요 없이도 할 

하루 단위로 정한 遲滯償金(그 성질은 물론 위약금, 나아가 통상은 손해배상액의 예

정이다. 제398조 제4항 참조)이 상당한 비율에 이르는 등의 경우에는, 보증인으로서는 

조기에 보증책임을 이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25) 스위스채무법 제505조 제1항 제1문의 해석으로 우선 C. M. Pestalozzi, in: Honsell et 

al.(註 4), Art.505 Rn.5 m.w.N. (S.2425) 참조.
26) 스위스채무법 제505조 제1항 제1문의 해석으로 우선 C. M. Pestalozzi, in: Honsell et 

al.(註 4), Art.505 Rn.7 (S.2425) 참조.
27) 물론 金錢債務의 경우에는 귀책사유의 유무가 지체책임의 요건 자체가 아니기는 하다

(제397조 제2항 참조).



梁 彰 洙 [서울대학교 法學 제45권 제3호 : 37∼6550

수 있다. 보증인은 언제라도 주채무의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자신이 실제로 어

떠한 법적 책임 아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인

이 보증한 주채무에 관한 사항만이 청구 및 통지의 대상이 되고, 비록 주채무와 

사실상 관련이 있다고 해도 ｢주채무｣ 자체와는 무관한 채무에 대하여는 그 대상

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편 통지의 대상이 되는 ｢주채무｣에는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나 위약금 등 보

증인이 계약상으로 또는 법률상으로(제429조 제1항 참조)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이 법적으로 가지는 실제적 의미의 주요한 부분은 그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채권자의 의무해태로 인하여 입은 손

해의 한도에서 보증책임을 면한다는 데 있다(제3항).

(a) 이 면책은 통지의무의 해태와 보증인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비로소 인정된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면책을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

한다. 그러므로 보증인은 만일 통지의무의 해태가 없고 채권자가 그 의무를 제대

로 이행하 다면 보증인은 그에 기하여 구상권의 확보 기타 자신의 이익을 지키

는 조치를 함으로써 보증책임의 실제적 부담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었음을 입증

하여야 그 한도에서 보증책임을 면한다.

(b) 그런데 이 입증이 그렇게까지 어렵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보

증인이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특히 제1항에서 정하는 정도로 불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나아갈 것임은 큰 어려

움 없이 推斷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보증인이 면책을 얻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실제의 입증활동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다.28)

그렇게 보면, 통지의무가 실제로 문제될 주요한 경우인 주채무자가 무자력에 

빠진 때에는 설사 그러한 조치에 나갔더라도 보증인은 어차피 주채무자 = 구상의

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그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 을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의 ｢손해｣는 통지의무의 불이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하지 않는가

28) 다만 보증인이 자기 책임의 축소를 위하여 서둘러 보증책임을 이행하 으리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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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쟁점이 되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推斷을 전제로 

할 때 적어도 그 주장․입증의 필요가 면책을 부인하는 채권자측에 있다고 하여

야 할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이러한 경우에도 보증인의 그 조치가 실효를 거두어 

그 ｢손해｣를 막거나 감소시킬 수 있음을 면책을 주장하는 보증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가?

 

(c) 보증인이 면책되는 것은 통지의무의 해태로 말미암아 보증인이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이다. 이 문언은 매우 의도적으로 채택된 것으로서, 위 규정과 類

緣關係에 있는 제485조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여 보증인의 면책이 

全部 아니면 無의 문제가 아님을 명확하게 하고, 또한 보증인이 취하 을 또는 

실제로 취한 조치의 적절성 또는 실제적 효과 등 다양한 사정에 좇아 면책의 범

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5) 이상의 규정은 금융기관 등의 秘密保障義務에 우선한다.29) 따라서 금융거

래의 비 보장에 대하여 정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이하는 이 규정에 의한 통지의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는 後法優先의 원칙에 

비추어서는 물론이지만, 무엇보다 이 규정의 목적으로부터 그러하다. 그러나 위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열거하고 있는 예외사유에 이 규정의 내용을 포함시

키는 것은 통지의무의 사실상 실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서라도 필요할 것이

고, 나아가 은행거래약관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Ⅵ. 根保證에 대한 일련의 規定의 新設

1. 根保證의 規律에 대한 基本方向

(1) 앞의 Ⅱ. 2.에서 본 대로, 우리나라의 보증실무에서 현저한 중요성을 차지하

는 근보증에 대하여 당사자들, 특히 보증인의 이익에 합리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내용으로 책임의 발생․내용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기로 하는 방침이 세워졌다.

29) 스위스채무법 제505조 제1항 제2문의 해석으로 우선 C. M. Pestalozzi, in: Honsell et 
al.(註 4), Art.505 Rn.10 (S.2425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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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보증은 보증의 대상이 되는 주채무가 보증 당시 확정되어 있지 않을 뿐

만 아니라 동시에 다수일 수 있음을 예정하는 보증형태이다.30) 그것은 根보증이

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존재하는 일정한 관계로

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통상으로 하는데, 물론 

당사자들은 그 계약에서 그 외의 채무도 보증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물론 

그러한 보증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를 보증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위와 같은 ｢관계｣가 존속하는 한은 주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약정하기도 한다.

(b) 근보증에 대한 규율은 기본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맡겨져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이 금융기관과 계속적으로 거래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신용을 얻

는 경우에 그와 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 특히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적 지

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그의 근친자 또는 그와 경제적․사회적으로 利害를 같이 

하는 사람이 1회의 계약에 의하여 그 기업의 채무를 거래관계가 존속하는 한 보

증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실제로 편리하기도 하고 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개별보증에서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근보증은 장

기간 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지속되면서 보증인이 애초에 예기할 수 없는 가혹

한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근보증이 반드시 위와 같이 

주채무자와 접한 인적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에 의하여 인수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또 대부분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거래관계 등의 진전에 별다른 향

을 미칠 수 없으면서도 별다른 위험계산 없이 행하여진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단지 보증의사의 진지성과 신중성을 확보하는 데서 더 나아

가, 사전에 계약의 적정한 형성에 법이 강행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그러나 그 구체적인 작업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것은 이에 대하여 명문을 두는 입법례를 네덜란드민법의 소략한 규정31)을 제외

30) 제428조 제2항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보증할 수 있음을 정하는데(｢장래의 채무｣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여는 우선 梁彰洙, “將來債權의 讓渡”, 저스티스 73호(2003.6), 32
면 이하(同, 民法硏究, 제7권(2003), 241면 이하) 참조), 그 중에는 물론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채무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수령한 매매대금을 장차 매매계약이 해

제되는 경우에 반환할 채무에 대한 보증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는 역시 개별채무

의 보증이고, 근보증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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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는 별로 찾을 수 없었다는 것과도 관련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신원

보증은 계속적 보증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身元保證法은 근보증의 

규율에 유력한 참고가 된다. 또한 근보증에 관한 규율은 이를 근저당에 대한 평

행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었다.

그리하여 우선 근보증을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제448조

의2 제1항 제1문).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으로서, 근보증은 주채무의 발생원인 

및 최고한도액을 미리 정하여 체결된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동항 제2문 

전단 및 동조 제2항). 따라서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또는 장래에 

가지게 될 모든 채무를 보증하거나 또는 주채무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지 아니하

고 보증하기로 하는 소위 ｢포괄근보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동조 제2항을 편면

적 강행규정으로 하 다. 제448조의5 참조). 그리고 근보증서면에는 보증인의 책

임의 최고한도액이 기재되어야 한다(제448조의2 제1항 제2문). 또한 보증기간은 

최장 3년으로 하고,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3년으로 한다. 갱신

을 할 수는 있으나, 갱신기간도 3년을 넘지 못한다(제448조의3). 나아가 근보증인

의 해지권을 정한다(제448조의4).

(3) 그 외에 예를 들면 근보증인의 책임감경에 관한 규정은 결국 현재대로 학

설․판례에 맡기기로 하 다.

즉 근보증에 관하여 신원보증법 제6조와 같이 사정판단에 의한 일반적 책임감

경을 인정할 것인가가 신중하게 검토되었다. 실무는 大判 84. 10. 10, 84다카453

(集 32-4,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른바 계속적 보증계약은 보증책임의 한도

액이나 보증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본질은 의연

히 보증계약임에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보증인은 변제기에 있는 주채무 전액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함이 원칙[이나] … 다만 주채무의 액수가 보증인이 보증 

당시에 예상하 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를 훨씬 상회하고 그 같은 주채무 

과다 발생의 원인이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사실을 익

히 알면서도(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도 같다) 이를 알지 못하는 보증인에

게 아무런 통보나 의사타진도 없이 고의로 거래규모를 확대함에 연유하는 등 신

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일단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기하여, 

31) 동법 제7-851조 제2항 및 제7-86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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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근보증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보증인의 구상을 현저히 곤란

하게 하는(또는, 곤란하게 할 염려 있는) 사정이 발생하 음을 안(또는,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보증인은 그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책임

이 없다. 다만 보증인이 그 채무의 발생에 동의한 경우(또는, 그 채무의 발생을 

알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

도 구상하여 보았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책임감경은 개별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신의칙에 기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현 단계에서 이를 입법으로 고정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채택되었던 것이다.

2. 제448조의2(根保證)의 新設

(1) 改正案의 內容: 제448조의2(근보증)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보증은 불확정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정하여야 하며, 제42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면

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근보증인의 채무의 범위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

계약 그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

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한정된다.

(2) 改正作業의 經過와 改正趣旨

(a) 제1항 제1문은 근보증이 허용됨을 선언한 것이다. 여기서 ｢불확정｣이라고 

함은 보증대상인 어느 채무의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하 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증의 대상이 개별적으로 확실하게 정하여지지 아니하 다는 의미이다.32) 따라

서 ｢불특정｣이라고 함이 보다 적절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근저당에 관한 제357조 

제1항의 문언에 좇은 것이다.

(b) 또한 근보증도 보증의 일종이므로 보증의 의사표시에 요구되는 서면방식은 

여기서도 당연히 요구되고, 이는 근보증인에게 불리한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마

찬가지이다(앞의 Ⅲ.에서 살펴본 제428조의2 참조).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근보

32) 이 문제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우선 金載亨, 根抵當權의 硏究
(2000), 7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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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에서는 개별보증에서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장기간 지속되면서 보증인이 예기

할 수 없는 가혹한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근보증을 함에 있어서는 반

드시 보증인의 책임의 최고액을 정하도록 하 다(제1항 제2문). 근보증인이 그 

책임의 최고한도액을 명확하게 알면서 계약의 체결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

이다. 여기서 ｢최고액｣은 주채무의 원본의 최고한계만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제

357조 제2항(“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과 같은 규정33)은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 우선변제권능의 범위를 명확

하게 하고 제3자, 특히 후순위권리자 등이 파악할 수 있는 교환가치를 알게 하여 

그 만족의 기대를 미리 예측하게 할 필요가 있는 근저당의 경우와는 달리, 근보

증에서는 그러한 필요가 없고 단지 보증인 자신의 책임예측만이 문제되는데, 이

자 등 부수적 채무에 의하여 보증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여기서도 개별

보증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한편 주채무가 금전채무가 아닌 경우에 ｢최고액｣의 처리에 대하여는 근저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해하면 족하다. 즉 그 경우에 최고액의 약정 등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채무의 가액(부동산등기법 제143조 참조)을 산

정하여 그 최고액을 약정하여야 할 것이다.

(c) 한편 근보증의 대상이 되는 주채무는, 근저당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발생원

인이 특정된 것에 한정되도록 하 다(제2항). 이는 요컨대 근보증인이 보증 당시

에 자신이 보증하는 채무의 발생원인을 명확하게 의식하게 함으로써 장래의 보

증책임의 구체적 내용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被保證

債務로서의 適格｣을 제한하는 결과로 포괄근보증은 금지된다(뒤의 제448조의5 

참조). 당사자들은 이러한 피보증적격이 있는 범위 안에서만 근보증의 대상을 합

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불

특정다수의 채무는 근보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어음대출계약, 어음할인계약, 당좌대월계약, 지급보증계약, 외상매매계약, 

대리점계약, 특약점계약 등과 같이 구체적․개별적인 계속적 계약이 체결되어서 

33) 또한 일본민법상의 근저당권의 ｢極度額｣에 관한 동법 제398조의3 제1항(“근저당권자

는 확정된 원본 및 이자 기타 정기금 및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 

전부에 대하여 극도액을 한도로 하여 그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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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계약에 기하여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나아가 그러한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 아니라도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는 근보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거래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하여 행하여지는 그들 사이의 채권채무의 발생원인이라는 의미 정도가 될 것이

다. 따라서 ｢여신거래｣ 또는 ｢은행거래｣ 등과 같이 단지 추상적인 거래의 종류에 

의하여 피보증채무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한하면 족하다. 그렇지만 불법행위에 기

한 손해배상채무와 같이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는 비록 그것이 소위 거래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라도 배제된다. 그러나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주채

무자가 보증한 경우에 그 보증채무 역시 거래상의 채무로서 근보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거래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면 족하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

한 손해배상채권 등도 그에 포함된다. 한편 이러한 ｢일정한 종류의 거래｣는 반드

시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 존재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한 여신거래로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에 주채무자가 한 배서 

등의 어음행위에 기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어음상 채무 등도 피보증채무

로서의 적격이 있다. 채권자가 제3자로부터 양수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더욱 

상세한 논의를 요할지 모르나 이 역시 ｢거래｣에 기하여 취득한 채권이라고 할 것

으로서 피보증적격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된다.

한편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하

는 소위 무제한적 포괄근보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보증의 대상이 되는 채무

를 거래계약의 종류를 한정하거나 예시하지 않고 그냥 “주채무자가 현재 및 장

래 부담하는 모든 채무”라고 하든, 일정한 거래계약을 예시한 다음 “…기타 각

종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라고 하든 마찬가지이다.

(d) 제448조의2 제2항은 명문으로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정하여져 있다(제448조

의5 참조). 나아가 同條 제1항 제2문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 규정이 보

증인의 책임이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에 비추어서 

그러할 뿐만 아니라, 同文 후단과 같은 방식규정은 앞의 Ⅲ. 2. (3)에서 본 대로 

성질상 강행규정인 것이다.

3. 제448조의3(根保證期間)의 新設

(1) 改正案의 內容: 제448조의3(근보증기간)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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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보증의 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는 때

에는 이를 3년으로 단축한다.

② 근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

③ 근보증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때부터 3년을 넘지 

못한다.

(2) 改正作業의 經過와 改正趣旨

(a) 이는 현재의 거래실무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에 유념하면서 근

보증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지 못하도록 정한 것이다(제1항, 제2항).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제448조의5 참조).

(b) 일단 근보증기간은 위와 같이 3년이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제3항 제1문). 이 갱신에는 제428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서면방식이 요구된

다. 이와 같이 갱신을 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근보증기간은 3년을 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3년 이하의 기간으로 갱신하면 물론 그에 따를 것이지만, 3년을 넘는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3년으로 본다. 근보증의 갱신은 1차례에 한정되는 것은 아

니며, 1차 갱신을 한 후에라도 필요가 있다면 다시 갱신을 할 수 있다.

4. 제448조의4(根保證의 解止) 신설

(1) 改正案의 內容: 제448조의4(근보증의 해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근보증계약시의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보증인은 근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改正作業의 經過와 改正趣旨

(a) 이는 기본적으로 현재 실무의 태도를 입법화한 것이다. 예를 들면 大判90. 

2. 27, 89다카1381(集 38-1, 78); 大判 94. 12. 13, 94다31839(공보 984, 488) 등

은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34) 또한 신원보증법 제5조는 

34) 이들 재판례 등에 대하여는 우선 梁彰洙, “繼續的 保證에서 保證人의 解止權과 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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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계약의 해지에 대하여 정하는데, 특히 그 제3호는 “계약의 기초되는 사

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때”를 해지사유로 한다.

(b) 한편 이번의 개정작업에서는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의 해제․해지 

일반에 대하여 규정을 둘 것을 제안하 다. 즉 제544조의4는 “당사자가 계약 당

시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명백히 

부당한 때”에는 결국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는 제448조의4는 이 일반적 요건에 비추어 이를 완화하는 것으로 위치 잡을 

수 있다. 즉 사정변경과 관련하여서는 ｢현저한 사정변경｣만을 요건으로 하는 것

이다. 물론 당사자가 사정변경을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있었는지 또는 보증의 유

지가 명백히 부당한지 등도 그 요건의 판단에 간접적으로 향을 줄 수 있을 것

이지만, 적어도 이들을 법률상의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 것이다.

다른 한편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은 계속적 계약에서의 해지권발생사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

는 법리를 명문화한 것이다(고용에 관한 제661조, 위임에 관한 제689조, 조합에 

관한 제716조 제1항, 제2항도 참조).

(c) 실제로 이 규정에 반하는 내용을 미리 보증계약에 편입한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되지 않기는 하지만, 규율의 포괄성을 위하여 제448조의4도 편면적 강행규정

으로 하 다(제448조의5).

5. 제448조의5(强行規定)의 新設

위의 여기저기서 설명한 대로, 제436조의2, 제448조의2 내지 제448조의4는 그 

규정에 반하여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약정한 것은 그 효력을 부인하는 편면적 강

행규정으로 하 다. 또한 앞의 2.(2)(d)에서 본대로 제448조의2 제1항 제2문도 강

행규정임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Ⅶ. 小結

보증은 우리나라에서 인적 담보의 왕좌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制限”, 同, 民法硏究 제6권(2001), 42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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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생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보증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하

는 기능은 매우 다양하며, 법인기업의 기업주가 그 기업 자체의 부채를 개인적으

로 보증하는 예에서도 드러나듯이, 언제나 비계산적으로 情誼關係에 기해서 행해

진다고 쉽사리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종전에 계약의 자유에만 맡겨져 있던 

보증에 일정한 법적 규제를 가하여 보증인의 보호를 도모함에 있어서는 다른 한

편으로 금융거래의 원활함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침착한 태도를 취할 필

요가 있다.

이번의 민법개정안은 그러한 입장에 서서 필요한 한에서, 그리고 필요한 한에

서만 현행의 규정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나아가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는 앞으로의 해석론과 판례, 그리고 금융거래에

의 향 등을 기다려서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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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네덜란드 민법 중 보증 관련 규정35)

제7부 각종의 계약

제14장 보증

제1절  총칙

제850조  ① 보증은 일방 당사자인 보증인이 타방 당사자인 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인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거나 가지게 될 채무를 이행할 의

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② 보증의 유효에는 주채무자가 보증의 사실을 알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은 이 章에 그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보증에 적용

된다.

제851조  ① 보증은 그 대상인 주채무자의 채무에 종속한다.

  ② 주채무자의 장래의 채무가 충분히 특정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보

증을 체결할 수 있다.

제852조  ①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항사유는 그것이 주채무자

의 채무의 성립, 내용 또는 이행기에 관한 것인 때에는 보증인에 의하여서도 

행사될 수 있다.

  ② 주채무자가 채무를 발생시킨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하여 그 취소원인을 

주장할 권리가 있고 또 보증인이나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에게 

그 권리의 행사 여부를 최고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그 기간 동안 자기 채무

의 이행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③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적법하게 거절한 경우

에는 보증인도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853조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항 이행청구권이 시효소멸한 때에는 보증은 소

35) 이는 F. Nieper & A.S. Westerdijk (Red.), Niederländisches Bürgerliches Gesetzbuch. 
Buch 6: Allgemeiner Teil des Schuldrechts & Bücher 7 u. 7A: Besondere Verträge, 
Series of legislation in transition 7(1995)의 화란어/독어 대역본에서 독어번역문을 重

譯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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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한다.

제854조  주채무자의 채무가 일정 금액의 지급이외의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

우에는 보증은 그 채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금전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

여 효력이 미친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다른 내용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제855조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자기 채무의 이행에 있어서 의무위반의 행

위를 하기 전에는 이행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② 제6부 제82조에 따라 주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뜨린 채권자는 이를 즉시 

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제856조  ① 보증인은 자신이 이행지체에 빠진 기간에 대하여서만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주채무자가 제6편 제83조 제b호에 의하여 이행

지체에 빠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권리추급의 계획을 통지함으로써 보증인이 권리추급의 비용을 회피할 기

회를 적시에 얻은 경우에는 그는 주채무자의 권리추급의 비용을 배상할 의

무가 있다.

제2절  비직업적․비 업적 보증

제857조  이 절의 규정은 자연인이 한 보증이 그의 직업이나 업의 수행으로 

한 것이 아니고 또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이사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이

사들과 함께 지분의 다수를 보유하는 회사의 정상적인 업수행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제858조  ① 주채무자의 채무액이 보증시에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은 

금전으로 표시된 최고액이 합의된 경우에만 유효하다.

  ② 제856조에 의하여 의무를 지는 이자와 비용은 제1항의 최고액과 관계없

이 청구될 수 있다.

제859조  ① 보증은 보증인에 의하여 서명된 서면에 의하여서만 보증인에 대

하여 입증된다.

  ②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 이행하 다는 사실이 확정

된 경우에는 보증은 모든 방법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다.

  ③ 보증을 체결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의 입증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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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요건이 적용되고 제2항의 경우에는 동일한 자유가 적용된다.

제860조  보증인은 자신의 채무에 대하여 주채무자의 채무보다 불리한 조건이 

적용되는 한에서 의무가 없다. 그러나 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의 성립이나 

범위에 관하여 행할 수 있는 입증방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1조  ① 장래의 채무를 위하여 체결된 보증은

    a. 그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고,

    b. 그 기간이 확정된 경우에는 5년이 지난 후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해지 후에 보증은 이미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존속한다.

  ③ 보증인은 채권자가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었던 주의를 다함으로써 손

해를 저지할 수 있었던 한에서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장래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④ 보증인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의 가능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킨

다는 사정이 알려진 후에 의무 없이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장래의 채

무에 관하여서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증인이 그 법률행위에 명시

적으로 동의하거나 그 행위가 긴급히 행하여져야 했던 것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862조  다음에 관하여는 보증인에 불리한 약정을 할 수 없다.

    a. 제852조 내지 제856조 및 제858조 내지 제861조

    b. 채권자가 제6부 제154조에 기하여 채권의 가능한 법정취득에 관하여 

보증인에게 부담하는 의무

제863조  이 절의 규정은 제857조에서 정한 사람이 제3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와 다른 급부를 하기로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에 대하여 준용된다.

제864조  ① 제857조에서 정한 사람의 위탁을 받아 그의 계산으로 타인의 채

무에 관하여 보증 또는 제863조에서 정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前節의 규

정이 그의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의 성립을 저지하는 한에서 수탁자는 그가 

채권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861

조는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준용된다.

  ② 제1항에 반하는 합의는 그것이 위탁자가 서명한 서면으로 그 다른 내용

을 표시하여 행하여지고 또한 위탁이 보증의 제공을 업으로 수행하는 은

행 또는 기타의 기관에 대한 것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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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 및 보증인과 채무자가 아닌 자로서 채무

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 사이에서 보증의 효과

제865조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 및 보증인과 채무자가 아닌 자로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제6부 제2조가 준용

된다.

제866조  ①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주채권액, 이자, 비용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 

전부에 관하여 제6부 제10조에 기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

  ② 보증인은 자신의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기간에 대한 법

정이자 또는 자신의 개인적 비용이나 자신이 합리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

었던 비용에 대하여는 제6부 제10조나 제12조에 기하여서도 주채무자에 대

한 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한 사람이 동일한 채무에 관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연대채무자를 위하

여 보증을 한 경우에 그들은 제6부 제10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과는 달리 

보증인이 주채권액, 이자 및 비용으로 그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보증인과 하나 또는 다수의 주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제1항 

내지 제3항과는 다른 내용이 약정될 수 있다.

제867조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채무를 이행하고 주채무

자가 그 후에 채권자에게 급부한 경우에는 주채무자는 보증인에게 자신이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비채변제에 기한 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족하다.

제868조  제6부 제10조에 기하여 청구를 받은 주채무자는 상환청구권의 발생

시점에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항사유를 보증인에 대하여서도 행사

할 수 있다. 제6부 제11조 제2항 및 제4항은 이에 준용된다.

제869조  자신의 부담으로 채무를 변제한 보증인은 구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진 부분을 제6부 제152조를 준용하여 자기 자신, 그의 공동보증인, 채무

자 아닌 자로서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할당할 수 있다.

제870조  보증인의 채무를 이행한 副保證人은 보증인 자신이 이행하 을 경우 

주채무자나 공동보증인 또는 채무자 아닌 자로서 책임을 지는 사람에 대하

여 가졌을 구상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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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uaranty Provisions proposed by the Civil 

Code Amendment Committee
― Reasons for the Proposals and their Interpretations―

36)

Chang Soo YANG
*

The preparatory work for the amendment to the first three Books of the 

Korean Civil Code (“KCC”) began on February 1, 1999, when the Special 

Committee for the Civil Code Amendment (“Committee”) was established as a 

subcommittee of the Legal Advisory Commission in the Ministry of Justice. The 

Committee recently wrapped up its discussions, and the final results of the work 

became public as a “Preliminary Announcement of Legislation” in June this year. 

In this article the author tries to articulate the reasons for the revision proposals 

on the guaranty provisions and to identify and, in some cases, answer several of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provisions.

A guaranty (Bürgschaft) is the crown of personal surety in Korea, serving a 

distinguished role in financial practices. If you look into the reality of guaranty 

transactions, however, in many cases the guarantor signs the guaranty out of 

personal relationship, gratuitously and without due deliberation of the legal 

consequences thereof. In practice, guaranties for the benefit of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een made in the form of a comprehensive keun-guaranty, 

which covers any of the obligor's obligations arising during the considerable 

duration, without specifying the scope of guaranteed obligations. In various cases, 

the guarantors were held liable as such type of comprehensive keun-guaranty was 

basically found valid by courts. In particular, the financial crisis since the end of 

1997 has awakened the need to mitigate the overly strict guarantee liabilities.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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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posed amendment of KCC introduces a formality of guaranty and 

stipulates creditor's notification to the guarantor. In addition, as to keun- 

guaranty, the proposal purports to prohibit an excessively comprehensive keun- 

guaranty, to limit the duration of keun-guaranty, and to stipulate newly a 

provision for termination upon material adverse change of circumstances. I 

believe these provisions are probably one of the most significant efforts for 

revision in terms of actual, practical influ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