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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구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민법 제428조의2는 서면으로 보증의사를 표

시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면으로 표시된 

보증 의사’에서 서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할 보증의 의사란 

무엇인지, 보증인의 의사표시의 해석에서 그 서면 이외의 제반사정을 어느 정도 원

용할 수 있는지, 제3자, 특히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대리인이 보증인으로부터 대리

권을 부여받아 구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428조의2의 서면방식을 준수

한 경우에도 보증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지,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단서

에 의해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는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문서’
의 의미가 무엇인지 등의 의미가 불분명한 채 남아 있다. 이 논문은 이런 여러 쟁

점들을 포함하고 있기에, 상당히 복잡한 해석론적 과제를 제기하는 구 보증인보호

를 위한 특별법 제3조, 민법 제482조의2의 해석론을 다룬다. 이 논문에서는 의사표

시에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여타의 법률규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례를 일별하면서 

요식행위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의 현주소를 확인하면서, 우리 민법이나 구 

보증인보호법과 가장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스위스 및 독일에서의 서면에 의한 

보증의 의사표시에 관한 해석론을 참고하여 우리 법에 적용될 ‘서면에 의한 보증의

사의 표시’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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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1) 민법 제527조 이하(아래에서는 민법의 규정은 법률명칭을 생략한다)

는 청약과 승낙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도록 전제하며, 그 밖의 상대

방 있는 법률행위 역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111조). 반면 법률행위를 특정 방식에 따라 하도

록 하는 규정은 우리 민사법에는 매우 드물다. 종래 특정 법률행위를 요식

행위로 하도록 하는 유일한 민법 규정이 유언이었다.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의 의사표시를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게 한 제555조는 요식행위를 규

정한 것은 아니다. 이처럼 법률행위를 요식행위로 하도록 한 규정이 드물

기 때문에 법률로 정한 ‘방식’에 관한 해석론도 충분히 발전되지 않았다. 

유언의 방식에 관한 논의나 ‘서면에 의한 증여의 의사표시’인지를 둘러싼 

논의가 산발적이고 이에 대한 학술적 논문도 드문 편이었다.1) 

 1) 김현진, 치매와 유언능력 그리고 구수요건, 민사판례연구 39집, 823면 이하; 김영

희, 유언에 관한 형식적 엄격주의와 유언자의 진의, 민사판례연구 제30집 391면 이

하; 박희호, 민법상 증여계약에 있어서 서면의 의미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40.3 



제철웅: 서면에 의한 보증의사의 표시 151

그런데 구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4조에서 보증계약의 성

립에 서면을 요구하는 규정을 두기에 이르렀다. 동법 제3조는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제4조는 ‘보증채무의 채권최고액을 기

재’하도록 규정하였다.2) 그 중 제3조를 준수하지 않고 체결된 보증계약은 

무효가 된다. 다만 그 무효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면 더 이상 무효를 원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동법 제3조 제3항).3) 그런데 

이들 규정이 문제된 사안들은 매우 드물었다. 대법원 2013다23372 판결이 

구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4조의 적용이 문제된 최초의 대법

원 판결로 보인다. 

[판결 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

[사안] 주식회사 엘에스산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0. 3. 31.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의 취지 외에 원고에게 기존 

차용금 1천만 원과 기계잔대금 950만 원을 합하여 합계 2,450만 원을 

(2016), 29면 이하 등이 “서면”의 의미를 다루고 있는 논문들이다. 
 2)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에 관하여는 김판기,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

별법’안의 주요내용, 법조(2007.5), 270면 이하; 제철웅,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서민법제 개선방안 공청회, 법무부, 2006.10.16. 자료집; 최성경,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에 관한 소고, 법학논집 제30권2호(단국대 법학연구소), 2006.12, 181면 

이하; 김상진/이충은,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34
호(2009.50, 107면 이하 등 참조. 

 3) 동법 제4조에서는 근보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효력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는다. 제3조 위반

의 경우에는 무효로 하고, 근보증의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기재하지 않으

면 근보증은 무효라고 규정하지만(동법 제6조 제2항), 제4조 위반에 관하여는 별도

의 규정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위반의 효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
러나 보증인보호를 위한 엄격한 방식을 요구한 입법취지와 특정채권 보증에서도 

보증채무 최고액을 두게 한 것을 감안하면 동조 위반은 동법 제11조에 따라 편면

적 강행규정 위반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그와 같은 보증계약은 무효라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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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라는 제목의 문서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과 처남매

부 사이로서 소외 회사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영업 및 자금 마련 등 

소외 회사의 경영 전반에 관여하여 왔다. 원고가 위 500만 원을 대여할 

때 피고는 위 소외 1의 요청으로 위 차용증 중 ‘채무자’란의 소외 회사 

명판이 찍힌 자리 옆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자 피고는 ‘위 차용증에는 피고의 보증의

사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보증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항변하였다. 원심법원은 피고가 보증할 의사로 

위 차용증에 서명하였고 “피고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등 채무액이라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

척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등 2,4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

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1.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서)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 의사가 명확하

게 표시되어서 보증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보다 분명한 확인수단이 보

장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

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다. 따라서 보증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일반 법리

가 적용됨은 물론이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위의 법규정이 정하는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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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취지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좇아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작성된 서면의 내용 및 그 체제 

또는 형식, 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 주채무의 종류 또는 내용, 당사자 사이

의 관계,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그

렇다면 위 법규정이 ‘보증의 의사’가 일정한 서면으로 표시되는 것을 정할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작성된 서면에 반드시 ‘보증인’ 또는 ‘보증한

다’라는 문언의 기재가 있을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위 법률 제4조 전단은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

액을 서면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앞서 본 위 법률 제3조 제1

항과도 조응하여 보증인이 보증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지게 되는 법적 부

담의 주요한 내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

서 확정된 주채무에 관한 채권증서에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방식으로 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일반 보증의 경우에 그 서면에 주채무자

가 부담하는 원본채무의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위 법률 제4조 전단의 요건은 적법하게 충족되었

다고 볼 것이고, 그 외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종된 채무에 관

하여 별도로 그 액을 특정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보증인이라든지 보증을 선다든지 하는 표시가 없

더라도,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표시와 이름이 있는 곳 하단에 자신의 이름

을 기재하고 서명한 것만으로 동법 제3조의 ‘보증의 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었다고 보았으며, 보증할 한도에 대해 별도

의 기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채무를 보증한 것이어서 보증의 

한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기재한 것만으로도 위 제3조, 제4

조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4)

 4) 구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법무부가 2006.12.19. 입법예고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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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 대법원판결의 사안은 구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4조가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 피고는 동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이사로서 기업 채무를 보증한 것이거나 다목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업채무에 보증을 선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사실관계를 이렇게 성격규

정 하였다면 위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동법 제3조, 제4조와 무관한 것이어

야 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선례로서의 가치도 그만큼 떨어질 것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은 동법 제3조, 제4조에 관한 해석론적 명제를 제

시하기 때문에, 이후의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5) 

(2) 위 구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4조는 제3자(주채무자)를 

위해 무상으로 보증을 서는 자연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후 민법 

제428조의2에 동일한 내용이 규정됨으로써 구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는 폐지되었다.6) 그런데 민법 제428조의2는 기업 또는 법인 활동 또

안에는 보증채무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 당시 확정된 채무에 대해

서만 책임을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3조 제2항에 두고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최성경(위 주 2), 246면 이하 참조. 그런데 2007년 6월 정부제안 법률안에는 위 제

3조 제2항이 빠지고 모든 보증채무에 최고액을 서면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그 후 심의과정에서 대안입법안이 통과되어 구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4조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다. 국회제출 정부안이나 대안 입법안에서의 

최고액 기재의 의미는 당시 법무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실무자였던 김판

기(위 주 2), 272면에서 지적하듯이 특정채무의 보증이라 하더라도 지연이자 등에 

대해서도 보증인이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책임한도를 설정하기 위해 동법 제3
조를 도입했음을 알 수 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적어도 동법 제3조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5) 이 판결은 현행 민법 제428조의2 규정의 신설에 관여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

원들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론한다. 최성경, 
민법개정안을 계기로 한 보증제도연구, 법학논집 18권2호(2013.12), 185면 이하, 
특히 189면에서 이 판결을 언급하고 있는데, 현행 민법 제482조의2를 신설할 때의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들의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언급을 하고 있다. 
 6) 민법 제482조의2 규정은 공포의 시점인 2015.2.3.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되었다(민법 부칙 제13125호 제1조 참조). 보증계약에 서면요건을 도입하려는 시도

는 1999년 법무부에 설치된 민법(재산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의 작업을 통해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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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무에 연계된 자가 보증을 선 경우만이 아니라 상행위로서 보증을 서

는 자(가령 은행 및 보험회사의 영리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보증)도 동조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한편 민법 제428조의2를 신설하면서 동조 제1항 단

서에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규

정을 신설하였다. 보증한도를 기재하도록 하는 구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

법의 규정은 민법에 반영되지 않고 삭제되었다. 대신 계속적 근보증에 한

정해서만 채권최고액을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민법 제428조의3에 신설

하였다.7) 위 대법원 판결의 영향이 없었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른 한

편 민법 제428조의2로 ‘보증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모든 

보증계약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의 해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

게 되었다. 위 대법원 2013다23372 판결의 선례성에 대해 세밀한 검토 역

시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나아가 구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민법 제428조의2도 

마찬가지)과 서면에 의한 대부계약 및 보증계약을 규정한 대부업법과의 관

계도 해석상 문제된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 중요사항을 거래상대방

으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하고(제6조의2 제1항),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

증의 범위 등 중요사항을 그 보증인으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6조의2 제2항). 보증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었으나, 

보증계약서에 보증인의 자필 기재가 없다면 대부업자와의 보증계약이 무효

년의 민법개정안 제428조의2가 제안되었다. 당시의 개정안은 현행 민법 제428조의

2 제1항 단서만 제외하면 모두 동일한 내용이다. 2004년 민법개정안의 보증계약의 

취지는 양창수, 민법개정안의 보증조항에 대하여, 법학 45권 3호(2004.9), 41면 이

하를 참조. 
 7) 현행 민법은 2009년 법무부에 설치된 민법개정위원회의 보증규정 개정안 중 일부

만이 입법된 것이다. 민법개정위원회의 보증규정 개정안의 개괄적 설명은 권영준, 
2013년 민법개정시안 해설서(채권편), 20면 이하; 최성경(위 주 5), 18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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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가 문제된다. 또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을 보증계약상의 채권자

인 은행 등에 팩스로 보낸 경우 민법 제482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해 무효

인지도 문제가 된다. 달리 말하면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되

었다는 것의 의미도 중요한 해석론의 문제를 제기한다. 

(3) 이 글은 하급심 판결에서 문제되었고,8)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하

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상정하여 논의한다. 사안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2015. 4. 8. 대부중개업자를 통하여 A가 원고로부터 800만 원을 연 34.9%

의 이율로 대출받기를 원하고, 피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할 것이라는 내

용의 대출신청을 받으면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확인하였다. A가 채무자로,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되고 그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대부거래계

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보증한도액 10,792,000원), A 및 피고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ㆍ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 그것이다. 위 서류는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원

고가 팩스로 전달받았다. 그 후 원고의 직원은 2015. 4. 10. 피고에게 대

출 심사를 위하여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

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 절차에 협조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

였다. “A와는 동네에 같이 거주하였던 지인이고, 피고는 가족들과 함께 피

고 명의로 전세 계약된 아파트에 거주하며, 현재 직장은 자동차부품 대리

점인 주식회사 OO의 영업부에 근무하고, 가계약서와 신용정보동의서를 자

필로 작성하여 팩스를 보낸 것이 맞”다고 하였다. 한편, A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피고에게 연대보증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4. 10. A에게 800만 원을 대출이율 연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6.16.선고 2016나51939 판결 참조. 게재를 위해 이 논문의 

심사를 청구한 후 원심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
233576 판결)이 공간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논문은 대판 2016다233576의 평석도 

부분적으로 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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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계약만료일을 2020. 4. 10., 상환약정일을 매월 10일로 하여 대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 원고는 대출금 송금 이후 대부업법에 따른 

자필 보증계약서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에게 자필의 원본계약서 작성을 요

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 후 이 사건 소송이 개시되었

다. 

위 사안은 구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4조가 적용된다. 그러

나 동법 제3조의 해석은 민법 제428조의2 제1항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포

함한다. 즉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서면으로 표시된 보증의 의

사’에서 서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할 보증의 의사

란 무엇인지, 보증인의 의사표시의 해석에서 그 서면 이외의 제반사정을 

어느 정도 원용할 수 있는지, 제3자, 특히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대리인 

등(위 사안의 대부중개업자)이 보증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아 제428조

의2 제1항의 방식을 준수한 경우에도 동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것인지 등이 그러하다. 한편 보증신청서를 팩스로 보낸 위 사안에 민법

이 적용된다면, 제428조의2 제1항 단서의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가도 흥미로운 쟁점이다. 이처럼 여러 쟁점들을 포함하기 때

문에 만만치 않은 해석론적 과제를 제기하는 구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나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의 해석론을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한다. 아

래에서는 먼저 의사표시에 특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여타의 법률규정에 관

한 대법원 판결례를 일별하면서 요식행위에 관한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의 

현주소를 확인함으로써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요식행위를 요구한 입법

취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고(II), 방식규정에서 우리 민법이나 구 보증

인보호법과 가장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9) 스위스 및 독일에서의 서면에 

 9) 일본은 근보증을 포함한 보증계약 일반의 요식성을 창설적으로 정하기 위해 平成 

16년(2004년) 법률 제147호(平成 17년 4월 1일 시행)로 민법 제446조 제2항, 3항
을 신설하였다. 제2항은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

는다.’라고 규정하며, 제3항은 ‘보증계약이 그 내용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전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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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보증의 의사표시에 관한 해석론을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보증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한 입법취지 및 그에 따른 해석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근거를 찾은 후(III), 우리 민법의 위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Ⅱ.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 일반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결례의 검토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를 요구하는 각종 법률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례

를 간단히 개관한다. 

1. 민사법상의 여러 규정

(1)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과 가장 유사한 형식의 규정이 “증여의 의

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

다.”라고 규정한 제555조이다. 비록 증여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지만, ‘증

여의사가 표시된 서면’을 대법원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통해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이해에 참고할 수 있다.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

이고,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의 용도에 공여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한 때는 

그 보증계약은 서면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일본 민법 규정은 우리 민법이나 구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약간 

차이가 있다. 물론 해석론으로 보증계약이 아니라 보증의 청약이 서면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동조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급심판결만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일본에서

의 논의는 能見善久/加藤新太郞 編著, 判例民法 4 債權總論, 제2판, 245면; 潮見佳

男, 債權總論 제4판, 60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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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다22543 판결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간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

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

도로 서면에 나타난 증여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

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

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

를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위 증

여의 의사표시는 수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4006 판결 참조).

위 판결에서는 A, B, C 세 사람이 합의한 조정서에 위 합의에 포함되

지 않은 D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그것으로는 

D에 대한 ‘증여의사가 표시된 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달리 

말하면 수증자를 상대방으로 한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증여계약 성립 후 증여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작성되면 그 때부터

는 그 증여계약은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증여로서의 지위를 갖는

다고 한다. 

[판결 3]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4192 판결

민법 제555조소정의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

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증여계약이 성립한 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 위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때부터는 서면에 의한 증여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으며, 피고들을 대리한 주식회사 A 은행이 1985.12.17. 원고에게 그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하던 1984.7.25. 및 8.20. 자 증여계약에 관하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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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5조 소정의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갑 제9호증의 1, 2) 을 적법하

게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 때부터 피고들은 위 증여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른 한편 수증자가 직접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3자로 하

여금 서면을 작성하게 한 경우에도 ‘증여의사가 표시된 서면’으로서의 자

격을 가지는지가 문제된다. 

[판결 4]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18481 판결

[사안]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망인이 증여자인데, 그는 임야 X에 

관하여 각기 1985.2.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때 일체의 행위를 사법서사 A에게 위임하고 증여자 명의의 도장을 각기 

위임인 또는 매도인의 난에 찍었다. 원고는 사법서사 A에게 소유권이전등

기사무를 위임한다거나 또는 1985.2.13.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 2통(갑 제13호증의 3,4)과 매도증서 2통(갑 제13호증의 5,6)을 소

지하고 있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사건이다. 

[대법원 판결] 민법 제555조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증여자

가 경솔하게 무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예방함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려면 당사자간에 있어서 증여자

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주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을 통하

여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정도로 표시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당

원 1988.9.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1991.9.10. 선고 91다616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문서들에 위 소외 망인이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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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하여 준 것이라면, 위 문서들에 위 소외 망인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는 의사가 확실하게 표시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망

인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취득하게 할 의사는 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소외 망인이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게 된 경위 등 원

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문서들이 위 증여에 관한 민법 

제555조 소정의 서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위 판결은 증여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

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서류의 작성권한을 증여자가 대리인에게 부여하

였고, 그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음을 서면에 

기재하였다면, 다른 제반사정을 참조하여 그 서면을 ‘증여의사가 표시된 

서면’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 판결에서는 증여자가 

선임한 대리인이 작성한 강제집행신청서, 조정신청서 등이 증여의사가 표

시된 서면으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판결 5]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4006 판결

소외 망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고 그 증여의 의사를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스스로 선임료를 지급하고 소송대리

인을 선임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고 나아가 

자신을 상대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A의 증여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서면

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이상의 판결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다. ‘증여의사가 표시된 

서면’은 수증자를 상대방으로 한 증여의사가 표시된 서면이어야 하며, 그 

서면에 증여의사가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률행위 전후의 제반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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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작하여 그 서면에 있는 의사가 증여의사로 해석될 수 있다면 제555조의 

서면에 의한 증여로 볼 수 있고, 굳이 증여계약을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

다는 것이다. 한편 ‘매매계약서’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법률행위 해석

의 가능성을 차단하지도 않는다. 나아가 그 서면은 대리인에 의해 작성될 

수도 있고, 거기에 어떤 제한을 가하지는 않는다. 

제555조의 해석론을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해석에 그대로 가져 

오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첫째, 증여계약은 낙성계약으로 유효하지

만,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경우 해제에 제한을 둘 뿐이다. ‘보증의사

가 표시된 서면’이 없는 경우 보증계약이 성립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동일

하게 취급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서면으로 표시하도록 

한 입법취지가 증여와 보증 양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위 

판결의 법리를 보증계약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 증여의 경

우 경솔한 무상 재산처분의 예방과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회피하는 것에 있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경솔한 보증의 예방에만 그 목적

이 있거나 거기에 훨씬 더 큰 비중이 있기 때문이다. 

(2) 요식행위를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으로 삼고 있는 민사법 규정은 유언

이 유일하다. 그 점에서 보증계약의 요식성의 해석에 유언의 요식성에 관

한 해석을 참조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 유언의 요식성이 어떤 근거로 

요구되는지는 다음 판결에 잘 드러난다. 

[판결 6]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

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

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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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70조 소정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

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증인이 제3자

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

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70조 소정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유언의 요식성의 입법취지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기 위한 수단으

로 법정의 방식을 따르도록 한 것에 있기 때문에, 설사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유언이 의사표시 해석의 일반원칙에 좇아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해석

할 때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 

유언을 무효로 한다. 그 점에서 유언의 요식성은 ‘분쟁 예방’의 기능은 거

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잘 드러나는 것 중의 하나가 민법 제1066

조의 자필증서유언이다. 동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음 판결은 ‘일’이 유언서에 빠졌다는 이유로 유언을 무효로 보았다.

[판결 7]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이 유언서는 ‘2002년 12월’이라고 작성의 연월만 기재되었을 뿐 정확한 

작성일이 기재되지 않았다. 그런데 유언자가 이 사건 자필유언증서에 

2005. 5. 17. 발급받은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그 인감증명서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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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용도란에 ‘02-12-유언서 사실확인용’이라고 자서하였다. 그러나 원심법원

은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

원은 자필유언증서에 연월일을 요구하는 것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

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성립의 선후를 결정

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

서 연ㆍ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

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

였다.

이 유언서는 2002년 12월과 2005.5.17. 중 어느 날에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위 사안에서 다른 유언이 없었다면, 2005.5.17. 인감증명서

의 발급으로 유언자가 당해 재산을 유증하겠다는 진정한 의사라는 점은 

명확할 것이다. 그 후 다른 유언이 없었고, 유언철회로 간주될 다른 사정

이 없었다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일응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위 유언은 무효임에는 변함이 없다. 당사자의 진의가 아니라 

특정 방식을 준수하여 법률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방식을 준수하

지 않았다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판결도 동일한 취지이다.10)

[판결 8]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서하고 날인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고 할 것이고, 유언자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이는 법정된 요건과 방

10)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5386 판결에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

인 2명이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필기한 유언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낭독하여 그 정

확함을 승인받는 절차를 거친 후에 유언자의 기명날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언이 무효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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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어긋난 유언으로서 그 효력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유언자의 특

정에 지장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여기서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민법 제

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유언방식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판결 9]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바(민법 제1066조 제1항), 유언자의 주소는 반

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

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

하며, 그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고, 유언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나(민법 

제1066조 제2항),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상의 대법원판결은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없는 한 보증계약이 

성립되지 않도록 한 구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민법 제428조의2

의 해석에 유용하게 참고될 것이다. 즉 서면(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단서

에 따르면 전자적 형태로 된 서면이어서는 안 됨)에 ‘보증의사가 표시’되

어야 하고, 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보증의

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본인이나 대리인이 

할 수 있는지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하더라도, 서면으로 보증의사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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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할 수 없다면 보증인의 진정한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보증계약

은 무효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11) 

(3) 요식성이 요구되는 유가증권에 관한 판결도 참고가 될 수 있다. 다

음 판결은 선하증권의 유효성 여부의 판단에서 문언만을 기준으로 형식적

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을 판시한 것으로, 유가증권 아닌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으로 방식을 준수하도록 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도 유사하게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판결 10]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16431 판결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은 제14조 a항에서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이 있는 경우의 확인은행 그리고 개설은행은 서류에 대

하여 문면상 일치하는 제시가 있는지 여부를 단지 서류만에 의해서 심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d항에서 “신용장, 서류 그 자체 그리고 

국제표준은행관행의 문맥에 따라 읽을 때의 서류상의 정보는 그 서류나 

다른 적시된 서류 또는 신용장상의 정보와 반드시 일치될 필요는 없으나, 

그들과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조건이 운

송인의 서명이 있는 선하증권을 운송서류로 요구하고 있는 경우, 신용장개

설은행은 앞서 본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a항 i호 및 국제표준은행관행 제

94조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만을 신용장조건에 합치하는 

서류로서 수리하여야 하고, 선하증권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신용장 관련 다른 서류의 기재를 참고하지 아니하고 해당 선하증

권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03. 11. 28. 선고 2001다49302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11) 위 [판결 1]의 대판 2013다23372에서처럼 ‘보증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보다 분

명한 확인수단의 보장’이 서면을 요구하는 입법취지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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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576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신용장의 요구서류로 제시된 선하증

권에 운송인 본인을 나타내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대리인이 그 본인을 

실제로 대리하여 선하증권에 대리인으로서 서명하였더라도, 선하증권의 문

면에 그 본인이 운송인의 지위에 있음이 명시적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신용장개설은행의 입장에서는 신용장 관련 다른 서류의 기재를 참

고하지 아니하고 해당 선하증권의 문언만을 기준으로 하여 형식적으로 엄

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본인이 운송인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선하증권은 위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a항 i호 및 

국제표준은행관행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서명 요건을 형식적으로 엄격하

게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백지에 서명날인한 후 대리인에게 이를 보충하게 한 경우의 효력에 

관한 다음 판결은 통상의 대리권 행사의 방식에 관한 법리의 이해에 도움

이 된다.

[판결 11]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

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

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

요하다고 할 것이고, 만일 그러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

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

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

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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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판결은 백지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경우 나머지 부분을 보

충하였을 때 그 효력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보여준다. 그러나 방식의 준

수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일 경우 위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는 요식행위로 규정한 법률규정의 취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소결

방식을 요구하는 민법 및 상법의 여러 규정을 살펴 보면,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의 해석에 관하여 의미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위 서면은 반드시 보증계약일 필요는 없으며, 보증의

사가 표시되어 있기만 하면 된다. 다만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보증계약

의 당사자인 채권자이거나, 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의 상대방인 채무자여야 

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 민법 제539조에 따라 채권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보증인에 대해 직접 채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둘째, 제1066조처럼 

“자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한 경우, 기명

과 날인이 다 있거나 서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에 의한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이어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석의 대상이어야 하는 것은 ‘보증의사’가 무엇을 의

미하는지, 대리인에 의한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에는 다른 제한이 덧붙여질 

필요는 없는지 등이다. 이 문제를 좀 더 살펴 보기 위해 보증채무의 성립

에 요식성을 요구하는 외국의 입법과 판결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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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국의 입법례

1. 스위스 채무법상의 보증채무

(1) 법률규정의 내용

채무법 제493조 제1항은 ‘보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와 숫자로 정해진 보증인의 책임의 최고한도액의 기재가 보

증서면 자체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자연인의 보증의 

의사표시는 그 밖에도 보증이 행해지는 장소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공

정증서(öffentliche Beurkundung)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책임액이 2,000 

프랑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숫자로 정해진 책임액의 자서기재

(eigenschriftliche Angabe)가 보증서면에 있으면 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연

대책임을 진다는 자서기재가 보증서면에 있으면 된다.’고 규정한다. 제4항

은 ‘공정증서의 형식을 회피하기 위하여 책임액을 소액으로 나눈 경우에

는, 각 부분 금액의 보증을 위해서도 전체 금액이 미리 기재되어 있는 서

면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또한 제6항은 ‘보증계약의 체결을 위한 

특별한 대리권의 수여 및 보증을 서기로 하는 약속을 그 계약 상대방 또

는 제3자에게 하는 경우 보증과 동일한 서면을 필요로 한다. 서면에 의한 

표시를 통해 보증책임을 최초로 변제되는 주채무의 부분에 한정할 수 있

다.“고 규정한다. 이로써 제3자에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경우 뿐 아니라,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보증을 서겠다고 하는 약

속도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하였다. 제6항 제2문에서는 보

증인의 책임이 잔존하는 주채무가 아니라, 주채무 중 일정부분에 한정되도

록 합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편 스위스 채무법 제13조는 ‘법률에 서면 방식이 규정되어 있는 계약

은 그로 인하여 의무를 부담하게 될 모든 사람의 하단서명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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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erschrift)12)가 그 서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단서명기재

를 통해 표의자는 서면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승인하며, 동시에 이를 통해 

표의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름과 

성(회사인 경우 회사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름만 기재하거나 

특수한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본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고 한다.13) 다른 한편 동법 제14조 제1항은 ‘하단서명기재는 자필로 기재

하여야 한다(eigenhändig zu schreiben).’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자필 기재를 기계적 방식으로 모사하는 것(Nachbildung)은 거래계에서 그 

사용이 통상적인 경우에만, 특히 다량으로 교부되는 유가증권에 하단서명

기재를 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자적 형태로 서면에 표

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만 허용한다는 취지이다. 나아가 동조 제2의b항은 

‘특정한 전자서명으로 2003년 12월 19일의 전자서명에 관한 연방법의 자

격교부기관에 의해 승인된 청약자의 자격증명에 근거한 전자서명은 자필로 

한 하단서명기재와 동일하다. 이와 다른 법률규정 또는 계약상의 정함이 

있을 때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전자적 형태로 한 하단서명기재

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하여 제3항에

서는 ‘시각장애인에게는 하단서명기재는 인증된(beglaubigt) 경우이거나 하

단서명기재의 시점에 문서의 내용을 알았음이 증명된 경우에만 구속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제15조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단서명기재를 할 수 없는 

경우, 어음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면, 하단서명기재는 인증된 자필표시로 

대체되거나 공정증서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하단서명기재를 

자필 또는 전자서명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 

스위스 채무법 제13조 내지 제15조와 제493조를 결합하여 이해하면, 제

12) Unterschrift는 통상 서명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서식의 상단에 이름을 기재하는 것

을 Oberschrift라고 표현하는데, 이와 구분하기 위해 하단서명기재로 번역하였다. 
13) Basler Kommentar OR I-Ingeborg Schwenzer/in, Art. 13 N.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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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조에서는 자서로 하는 하단서명기재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인이 자서로 하단서명기재하거나 

적법한 전자적 형태로 하단서명기재를 하여야 비로소 유효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단서명기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증서로 대체되어야만 

한다. 제493조에 따르면 보증은 단순서면방식(제1항), 부분적으로 자서와 

결합된 특별서면방식(제2항 제2문), 그리고 공정증서방식(제2항 1문) 등 세

가지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채무인수나 손해담보계약은 이런 방식규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2) 입법취지와 보증의 의사

채무법 제493조에서 ‘서면으로 보증의사를 표시’하도록 강행규정을 둔 

입법목적은 보증인에게 자기 채무의 범위를 직접 봄으로써, 조급한 보증약

속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동시에 보증인의 가족을 재정적 궁핍에서 

보호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목표도 달성하고자 한다.14) 그러나 이 방식규정

은 공서양속(öffentliche Ordnung)을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 즉 독일에서 유효하게 체결된 보증계약에 

근거하여 스위스에서 보증인에 대해 보증채권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 공정

증서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15)

서면에 의한 보증의사표시는 보증인에게만 요구되는 일방적인 것이다(제

493조 제1항, 제2항). 보증계약에 관한 채권자의 의사표시, 특히 승낙은 

무방식이어도 된다, 보증채권자의 서면, 구두, 묵시적 승낙으로 충분하고, 

보증서의 하단서명기재 등은 불필요하다. 실무에서는 보증양식서의 도달이 

14) BGE 129 III 702 E 2.2 참조.
15) 공정증서의 원칙에 대한 많은 예외를 허용하는 규정은 스위스 법질서상의 기본규정

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BGE 111 II 178 E 3 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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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때 채권자에 의한 승낙이 추정된다고 한다.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보증문서는 다음의 객관적 본질적 요소를 포

함하고 있어야 한다. 첫째, 보증인의 하단서명기재(또는 방식에 맡게 세워

진 대리인의 하단서명기재)가 있어야 한다. 채무법 제14조에 따른 전자서

명기재는 자서 하단서명기재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둘째, 채권자가 특정가

능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셋째, 보증할 채무액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 채무

는 숫자로 기재할 필요는 없다. 보증할 채무를 개별화하기 위해 본질적으

로 주채무자의 표시가 있거나 특정가능하여야 한다. 넷째, 보증의 의사표

시가 있어야 한다. 보증인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서면에 

있어야 한다. 다섯째, 액수로 정해진 보증인 책임의 최고액의 기재가 있어

야 한다. 최고액의 특정가능성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끝으로 법률상의 보

증인의 지위를 불리하게 하는 것은 서면으로 합의되어야 한다. 

보증계약의 체결을 위해 대리인을 세우는 경우 대리권은 체결할 보증을 

위해 법률로 요구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증방식을 탈법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충분한 정도의 개

별성과 보증의사가 필요하고, 대리권이 유효하기 위해 보증의 본질적인 세

부사항이 보증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서면 방식 부 수의 효력

채무법 제493조의 방식규정을 준수하여야만 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성립

된다. 방식요건의 어느 하나가 결여된 경우 보증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

는다.16) 방식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흠결이 위에서 말한 본질적인지 

여부에 따라 그 보증계약의 유효여부가 판가름난다.17) 가령 자연인이 

16) BGE 123 III 24 ff. 참조. 장래 설립될 회사를 위해 체결된 보증계약에서 그 회사

를 위해 행위하는 자는 미리 작성된 방식서를 직접 보충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고 한다.
17) BGer v. 17.1.2006, 4C.314/2005, E 2.2.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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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프랑까지 보증을 서면서 보증서에 연대보증한다는 것을 자서하지 않

은 경우, 다수설에 따르면 단지 “연대”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없다고 한

다.18) 그 밖에는 채무법 제20조 제2항의 부분무효의 원칙이 적용된다. 방

식의 흠결을 원용하여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관련 

당사자가 흠결을 의도적으로 야기한 것이 아니라면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한다.19) 서면으로 된 보증계약서를 분실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무

효가 되지는 않는다. 보증을 원용하려는 자는 방식에 따른 보증문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2. 독일 민법의 보증계약

(1) 법률규정의 내용

독일 민법 제정과정에서 보면 초안에서는 보증채무의 성립에 서면방식

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제국의회 심의과정에서 만장일치로 현행 제766조에 

해당되는 조문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20) 제766조는 ‘보증계약이 유효하

기 위해서는 보증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을 교부(schriftliche Erteilung der 

Bürgschaftserklärung)하여야 한다. 전자적 방식으로 교부된 보증의사표시는 

제외된다. 보증인이 주채무를 이행하였다면, 방식의 흠결은 치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독일 민법총칙 제126조 제1항은 ‘법률로 서면방식

(schriftliche Form)이 규정된 경우, 서면은 작성자가 자서로 성명을 서면의 

하단에 기재하거나(Namensunterschrift) 공증된 자서(Handzeichen)로 하단 

서명기재(Unterzeichnen)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동조 제2항은 ‘계약의 

경우 당사자의 하단 서명기재는 동일한 서류의 하단에 기재해야 한다. 한 

18) Basler Kommentar OR I-Pestalozzi/in, Art. 493 N. 3.
19) BGE 65 II 236 ff. 참조. 
20) Mugdan, Die Gegamt Materiellen zum BGB, Bd. II, S. 12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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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계약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여러 개 작성되는 경우, 각 당

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위하여 정해진 문서의 하단에 서명 기재하는 것으

로 충분하다.’고 규정한다. 다시 동조 제3항은 ‘법률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

면 서면방식은 전자적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서면 

방식은 공정증서로 대체된다.’고 규정한다. 이로써 서면에 의한 보증의사표

시는 그 서면의 하단에 표의자의 성명을 자서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독일 민법 제126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

766조 제2문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된 보증의사의 교부는 배제하기 때문에 

전자서명으로는 제766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상행위로 보증을 서는 것(상법 제343조)은 상법 제350조에 따라 

무방식의 보증이어도 무방하다. 상법 제350조는 ‘보증, 채무약정

(Schuldversprechen) 또는 채무승인(Schuldanerkenntnis)에는 보증인의 측에

서 하는 보증, 채무자의 측에서 하는 약속 또는 승인이 상행위인 경우, 민

법 제766조 제1문, 제2문의 방식규정, 제780조, 제781조 제1문, 제2문의 

방식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행이 보증

인이 되는 경우 민법 제766조를 준수하지 않아도 유효하게 성립한다.21) 

은행은 보증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하더라도 유효한 보증의사표시가 

있다고 해석한다. 은행의 경우 보증의사표시를 할 때 고객을 은행의 의사

21) OLG Köln NJW-RR 1992, 555 ff.는 피고 저축은행이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채무자(수급인)의 부탁으로 피고 저축은행이 이행보증서를 채무자에게 전달하고, 
채무자가 전달사자의 자격으로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그것도 원본의 내용을 정

리한 복사본)을 원고에게 보낸 사건을 다루었다. 채무자가 채무의 일부만 이행한 

뒤 이행보증서 원본을 피고 저축은행에 반환한 뒤 나머지 공사를 이행하지 못한 

채 파산절차가 개시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였다. 원본

과 일치하지 않는 복사본을 보증채권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독일 민법 제766조의 

‘서면에 의한 보증의사의 교부’라는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쾰
른 고등법원은 위 보증이 상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독일 민법 제766조의 적용을 받

지 않고, 계약성립의 일반법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의 보증책임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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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전달사자로 삼아 보증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을 복사하여 그에게 교부

하고, 그 고객이 채권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것이 많은데, 이렇게 하여 체

결된 보증계약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상인의 경우 수많은 거래경험

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서면방식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한다.22) 그런데 보증인이 상행위와 더불

어 비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행위가 있다는 상법 제344조의 법률상 추

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보증인이 보증을 상행위의 수행으로 한 

것이 아님을 안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23) 보증을 서는 것이 상행위이기 

때문에 상법 제350조에 따라 무방식의 보증의사표시가 가능한 경우라 하

더라도 보증계약의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서면의 양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그 서면방식을 준수하지 않고 체결된 보증계약은 무효이다.24) 

보증인은 보증위험을 가볍게 평가하거나, 보증인수시에 주채무자가 이행

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보증책임을 질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

향이 있는데, 서면 형식을 요구함으로써 보증인으로 하여금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인식하게 하고 동시에 보증인의 위험을 한정하려는(eingrenzen) 것

에 입법취지가 있다.25) 즉 동조는 보증인에 대한 경고기능(Warnfunktion)

을 한다. 독일 민법 제766조는 채권자와 보증인이 되기로 약정하는 계약

(보증계약체결을 하겠다는 계약-Vorvertrag)에도 적용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규정을 잠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26) 보증인과 주채무자간에 체결하는 

채권자를 위한 보증계약(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에도 제766조의 방식규정

이 적용된다. 그러나 보증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형식의 계약에는 동

22) Staudinger/Horn, § 766 Rn. 5 참조. 
23) BGH ZIP 1997, 836 참조.
24) 독일민법 제125조 제2문에 따르면“ 법률행위로 정해진 방식의 흠결은 의심스러운 

경우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든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25) 가령 BGH NJW 1972, 576 참조. 
26) Staudinger/Horn, § 766 Rn.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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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증인과 주채무자 간에 장차 주채무자를 위해 보

증을 서기로 한 합의(일본법학에서 말하는 보증위탁계약), 보증인의 사전구

상권포기 약정 등은 방식규정에 복속하지 않는다. 그 밖에 보증과 유사한 

손해담보약정, 채무인수는 방식규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입법자는 제

766조를 보증계약의 유형에만 한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거래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법률상의 방식규정은 최대한 유추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다.27) 이행인수계약도 마찬가지로 보증계약의 방식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28) 

(2) 서면으로 교부되어야 할 보증의 의사

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증의사가 서면으로 표

시되어야 하며, 둘째, 그 서면이 교부되어야 한다. 먼저 보증인의 계약상의 

의사표시는 제765조에 따른 본질적인 것과 보증채무를 확대하여 보증인을 

불리하게 하는 모든 내용이 서면방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29) 보증계약의 

4가지 본질적 구성부분이란 ① 타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 

② 채권자의 표시, ③ 주채무자의 표시, ④ 보증될 채무의 표시 등이다.30) 

보증의 의사는 위 본질적 구성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그것이 문서

27) Staudinger/Horn, § 766 Rn. 2 ff. 참조. 
28) BGH NJW 1972, 576 참조. 
29) BGH 1978년 5월 31일 판결(BeckRS 1978, 31119489)에서는 피고가 물품구입, 물

건공급, 자문, 임대차, 은행채무 보증 등등에서 발생하는 채무자에 대한 현재 및 장

래의 채무에 대해 철회불가능하게 연대채무를 부담하며, 그 기간은 1975년 3월 31
일까지라는 서면을 1974년 9월 30일 채무자에게 교부하였고, 채무자는 이를 채권

자인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채권자는 1975년 1월 8일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을 구한 사건을 다루었다. 하급심 및 연방 대법원은 보증의사가 포함된 이 서면에 

채권자가 기재되지 않았고, 채권자를 추단할 수 있는 채권의 특징도 기술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의사표시는 무효이며, 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1974년 12월 20일 채무자가 피고에게 약 60여명의 채권자 명단을 교부한 것으로

는 유효한 보증의사의 표시라는 흠결을 치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0) BGHZ 132, 119, 122, 1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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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시되어 교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보증채무의 내

용에 관하여 의견일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증은 방식의 흠결로 무효가 

된다.31) 보증채무의 변제기, 이행장소 등과 같은 부수적 약정도, 그것이 법

률로 정해진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즉 보증인을 불

리하게 하면 서면의 방식이 필요하다. 독립채무자로서 보증을 서는 것, 시

효항변의 포기, 기타 항변의 포기, 보증액의 증가 등이 그 예이다. 사후의 

보증계약의 내용변경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보증인에 불리한 계약

내용변경은 서면방식이 필요하다. 가령 보증인이 더 이른 변제기를 승인하

는 것, 보증문서에 포함된 조건 또는 기한, 사전구상권의 항변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보증인에게 유리한 약정, 가령 보

증서면에 표시되어 있는 보증채무를 보증계약 체결 후 제한하기로 하는 

약정은 보증서를 변경하지 않고서도 무방식으로 해도 유효하다.32) 

한편 위의 보증의사가 이를 포함한 문서에는 불명료하게 표시될 수 있

다. 이런 경우 한 경우 해석을 통해 불명료한 부분이 제거될 수 있다.33) 

판례와 다수설은 보증문서에 관련성 있는 사항(Anhaltspunkt)이 표시되어 

있다면, 문서 외부의 사실에 근거하여 그 문서상의 의사표시를 해석할 수 

있고, 그 결과 보증의 본질적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34) 

31) BGH NJW 1989, 1484에서는 피고가 자신의 父를 위해 보증을 선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父에게 구상하지 못할 때 비로소 보증채무를 이

행하겠다(Ausfallbürgschaft)고 약정한 후, 서면의 보증의사표시를 거절하다가 몇 

주 후 발송한 보증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100,000마르크에 대

해 Ausfallbürgschaft를 서겠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피고의 父로부터 구상을 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보증액수의 일부인 10,000마르크의 

이행을 구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보증을 서겠다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가 표

시된 서면에 본질적인 부분이 충분히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계약은 불성립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2) BGH NJW 1968, 393; Staudinger/Horn, § 766 Rn. 10 참조. 
33) Staudinger/Horn, § 765 Rn. 13.
34) BGHZ 76, 187, 189 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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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할 보증의사에 관하여 좀 더 상세히 살펴 본다. 

첫째, 보증할 채무자가 누구인지가 문서에 표시되어야 한다.35) 와인거래를 

하는 父가 영업장을 확장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소비소대차를 하려 하자 

원고는 子가 보증을 서면 소비대차를 해 주겠다고 하여 父子 간에 소비대

차할 액수와 용도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피고 보증인이 ‘G씨(원고)

를 위해 10만 마르크에 관하여 후순위보증(Ausfallbürgschaft)을 서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에 자필로 기재해서 원고에게 발송한 사안에서 독일 연방

대법원은 설령 당사자 사이에 주채무와 주채무자에 대해 일치된 이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증의 본질적 요소(여기서는 채무와 채무자)가 충분히 

명료하게(in hinlänglich klaren Umrissen) 서면에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식의 흠결로 보증채무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36) 이 사안에서는 보증문

서의 외부의 제반사정의 해석을 통해 채무와 주채무자를 확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무효라는 것이다. 피고가 실제로는 S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면서 원고와 합의하여 H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다는 서면을 

작성한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비록 가장보증행위는 무효이지만 이면행위

인 S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보증합의는 유효하다고 하면서 보증서면에 

채무자 S가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식흠결로 무효라고 판단하기도 하

였다.37) 

둘째, 보증서면에 채무가 특정가능하게 기재되어야 한다.38) 연방대법원

35) BGHZ 76, 187. 189.
36) BGH NJW 1989, 1484 참조. 
37) BGH NJW-RR 1991, 757 참조. 
38) BGH NJW 1968, 987에서는 매매대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어음을 교부하

면서 피고가 어음에 대한 보증을 서고, 보증서면을 교부하였는데, 그 보증이 매매

대금채무도 그 보증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서면에 어떤 형태로든 불

완전하게나마 보증할 채무에 대한 표시가 있으면 해석을 통해 불명료함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어음대금이 할부대금과 동일하게 보증서면에 기재된 사실로부터 

서면 외부에 존재하는 여러 정황의 해석상 매매대금채무도 보증대상이 된다고 판

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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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판결39)에서는 피고가 자신의 아들이 경영하는 두 개의 회사에 대한 

원고의 채권에 대해 10만 마르크의 한도연대보증을 서면서 두 개의 회사

를 채무자로 언급한 뒤, 주채무를 기재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서식을 공란

으로 둔 채 서명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사안을 다루었다. 거기서 연방대법

원은 보증할 채무가 무엇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Anhaltspunkt)

가 서면에 기재되어 있어야 불명료함을 해석을 통해 제거할 수 있는데 보

증서면에는 채무의 내용을 전연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하려는 채무가 

특정 신용계약상의 채무인지, 채무자와의 모든 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채

무인지,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모든 채무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채

무가 언급되지 않은 보증서면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가장보증이 문

제된 또 다른 사안에서는 스위스 은행(원고)이 독일 회사(B)에 소비대차를 

하고 그 채무를 B의 유한책임사원인 피고가 보증을 서기로 합의하였는데, 

보증서면에는 B의 채권자인 4개 회사에 대한 B의 채무를 피고가 보증하

는 것으로 기재한 후, 4개 회사가 원고은행에 B에 대한 채권과 피고에 대

한 보증채권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원고 은행의 B에 대한 소비대차를 은닉

하려고 하였다. 이 사안에서도 가장행위는 무효이더라도 은닉행위는 유효

한데 보증서면에는 은닉행위상의 B의 원고은행에 대한 채무가 전연 기재

되지 않았고, 해석을 통해 제거할 정도의 근거(Anhaltspunkt)도 서면에 없

기 때문에 방식흠결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40) 그러나 보증할 채무가 불충

분한 형태로나마 기재된 경우에는 보증서면 외부의 사정을 참작하여 불명

료함을 제거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에서 다룬 다음 사건, 즉 건설중개업자

가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원고로부터 리스하는 두 개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의 배우자가 위에 표시된 보증계약(Leasingvertrag)상의 모든 채무를 보

증한다는 서면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건도 이 문제가 쟁점이었다. 

39) BGH NJW 1993, 1261 참조. 
40) BGH NJW 1980, 15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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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서면만 보면 두 개의 리스계약(Leasingverträge) 중 어떤 리스계약(또는 

모든 리스계약)을 보증하려는 것인지 불명료하였다. 고등법원은 주채무가 

특정가능하게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기각

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보증서면상의 불명료함을 그 서면 외부의 제반 사

정을 감안하여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할 경우 모든 리스계약을 보증

할 의사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하여 고등법원의 판결을 피가환송하

였다.41) 한편 보증 대상 채무가 무엇인지 불명료하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제거할 입증책임은 채권자에 있다. 피고가 건설사인 주채무자의 도로신설, 

주변정화, 하자보수 등 도로건설상의 일체의 채무를 636,000 마르크 한도

로 보증한 사안에서, 원고가 주채무자가 보수를 과다청구하여 도급인인 원

고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적극적 채권침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그 

손해배상채무에 대해 보증인의 책임을 묻는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보증

서면에는 건설위임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지 지급된 보수

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에 담보를 제공했다는 점이 보증서

면에 시사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서 그와 같은 시사가 있고 이에 대한 보

증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였

다.42) 다른 한편 독일 연방대법원은 은행거래에서 발생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에 대해 설정된 포괄보증(Globalbürgschaft)은 채무의 특정가능성

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이 때 최고액의 기재가 없더라도 서면방식의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43) 그런데 이 판결은 포괄근보증이 약관규제법 제

3조를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보았지만,44) 그 이후의 일련의 판결들은 포괄

근보증은 약관규제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45) 이 판결은 현행 

41) BGH NJW 1995, 1886 참조. 
42) BGH NJW 1980, 1459 참조. 
43) BGH NJW 1986, 926 참조. 
44) 2002년 민법전에 편입되기 이전의 약관법(das Allgemeine Geschäftbedingungensgesetz) 

제3조(기습조항)을 말한다. 이 규정은 민법 제305조의c에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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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05조의c 제1항, 제307조에 해당되는 사안에 적용되며, 으로근거한 

것이고, 따라서 방식에 맞게 합의한 보증계약(포괄보증약정)에 적용되며, 

특정 주채무에 근거하여 보증을 설정하면서 약관에 따라 거래관계에서 발

생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에 대한 포괄보증(한도가 있는지 없는지

는 중요하지 않음)이 되도록 설계한 약관에 모두 적용된다. 이런 약관계약

에 따른 보증은 기성립한 채무에 대한 것만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취급

된다. 다른 한편 

셋째, 누가 채권자인지도 보증의 본질적 요소인데 이것 역시 보증서면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피고가 보증서면에 “이로써 나는 나의 처남인 H.D.

를 위해 물품구매 대금 목적으로 3,000 마르크에 대해 보증을 서겠습니

다.”라고 기재하여 처남에게 교부하고, 그 후 동일한 취지의 2,000마르한

도의 보증의사가 담긴 서면을 처남에게 한번 더 교부하였다. 처남은 이를 

이용해 원고로부터 3,676 마르크의 물품을 외상구매하였다. 원고의 보증채

무 이행청구에 따라 피고가 200마르크씩 분할하여 1,000 마르크를 지급하

면서, “H.D.의 위임에 따라 이 금액을 송금하는데 나는 법적의무를 승인하

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채무가 성립하는 범위에서만 채무변제의 효력이 있

습니다. 송금액을 영수하면 이 조건을 승인하게 됩니다.”라는 우편지시서를 

45) 독일 연방대법원은 1994년을 기점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포괄근보증의 유효성

을 인정하였다. BGH DNotZ 1994, 551에서는 마이너스 보통예금통장 대출

(Tilgungsdarlehen)상의 포괄근보증이 문제된 사안에서, 포괄근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인적,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장래의 채무증가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약관법 제3조의 의미에서 기습적(überraschend)이지 

않고 여타의 경우에는 기습적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BGH DNotZ 1996, 273
에서는 당좌대월대출(Kontokorrentkredit)상의 한도포괄근보증이 문제된 사안에서 

마찬가지 이유로 포괄근보증인 원칙적으로 기습적이어서 무효일 뿐 아니라 약관법 

제9조(현행 민법 제307조)의 내용통제에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BGH NJW 1996, 924에서도 현재 및 장래의 채무에 대한 포괄근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확대를 저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는 한 약관법 제3조에 위반

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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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냈다. 이렇게 해서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채무로 2,000마르크의 채

무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주채무자가 보증서면을 확보한 후 

비로소 채권자를 물색하는 관행이 적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의 이름을 공

백으로 한 보증서면을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채무자가 주채무자의 대리인으

로 그 공백을 메운 후 채권자에게 교부하여 신용을 얻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안의 경우 채권자의 이름이 사후적으로 적법하게 보충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식의 흠결로 보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46) 한편 채권자

의 기재가 문제되는 또 다른 경우는 보증채권이 양도된 때이다. 독일 연방

대법원의 한 판결에서는47) 주채무자인 회사 H가 L은행과 거래관계에 있

었는데, H의 업무집행사원인 피고가 H의 L은행과의 은행거래에서 성립하

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에 대해 100,000마르크를 한도로 보증을 서

는 서면을 제출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후 L 은행이 W 은행(원

고)에 거래관계를 양도하면서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를 다루었다. L 은행은 

H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면서 피고의 보증채권도 양도되는데, 현재의 채권

만이 아니라 장래 W 은행에 의한 채권에 대해서도 보증을 선다는 의사표

시를 W 은행에 발송해 달라는 요청서를 피고에게 보냈다. 자로서 의 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1950.12.31. “H 회사에 대한 나의 보증에 관하

여. 1950.12.19. L 은행의 통지를 수령하였으며 통지문에 있는 모든 사항

에 관하여 양해합니다.”라는 서면을 W 은행에 발송하였다. 그 후 W은행

은 피고의 보증서면서 발송 이후에 성립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

를 제기하였다. 연방대법원은 당초의 보증서면에는 장래채권에 대해 보증

을 서겠다는 의사가 있지만, 현재 채권자의 특정승계인(장래채권자)에 의해 

비로소 성립한 채권에 대해 보증을 서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지 않았고, 위 

1950.12.31. 서면에는 보증의 본질적 요소, 보증을 서겠다는 의사 및 채권

46) BGH NJW 1962, 1102 참조. 
47) BGH NJW 1958, 2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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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기재가 전연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면서, 양 서면으로써는 새로

운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피

고는 L 은행이 보유하였던 보증채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질 뿐이고, 원고 

은행에 의해 비로소 성립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론으로 위 판결에서는 방론으로 장래채권이 양도된 경우 보증채

무자가 장래채권자에 대해 보증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채권자와 보

증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더불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형태로 장래의 채권

자(현재 채권자의 특정승계인)와의 관계에서도 보증을 서겠다는 의사표시

가 있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이렇게 하면 장래의 채권자가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장래채권자와 보증인 간에 독일 민법 제766조의 요건을 

충족한 보증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보증인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사도 서면에 기재되어야 한다. 보증의 

의사는 서면에 명료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48) 서면의 하단에 보증

(Bürgschaft)이라는 단어가 직접 있는 경우에는 명료하게 표시된 것이다. 

보증문서가 아니라 관련성 있는 다른 문서에서 보증의사를 인식할 수 있

는 경우에는 서면방식이 준수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 위 셋째의 두 번 째 

판결에서처럼 은행이 회람한 서류에 보증의사가 불충분하게나마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증서면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방식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한다.49) 보증문서 외부에 존재하는 제반사정에서 보증의사가 도

출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명백한 근거점 내지 시사점이 보증문서 자

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보증인으로서(als Bürge)”라는 부가표시 없이 

채무증서 하단에 단순히 같이 병기한 경우(Mitunterzeichnung)가 그 예이다. 

그러나 하단 병기가 일반적 사용되는 바와 같이 “책임으로(in Haftung), 또

는 ”확인함(bestätigt) 등으로 표시된 경우, 그 밖의 사정에 따라 보증이 있

48) BGH NJW 1995, 1886 참조.
49) BGH NJW 1958, 2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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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한다.50) 

(3) 서면 기재방식과 교부 

서면이 요구되는 것은 보증의사이며, 채권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무방

식이어도 된다. 즉 보증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될 필요는 없다. 채권자의 보

증계약상의 의사표시, 특히 승낙(경우에 따라서는 보증계약의 청약이 될 

수도 있음)은 무방식이어도 유효하며, 추단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51) 채

권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의한 문서의 승낙은 통상 보증계약의 추단적 승

낙으로 이해된다.52) 보증의 의사표시가 채권자의 청약에 선행하고, 보증인

이 이를 승낙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신용공여은행이 미래의 보증인에게 

보증양식서를 미리 제공하거나 송부한 경우가 그러하다. 이 경우 보증인이 

그 문서에 하단성명 기재한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보증계약

은 채권자가 보증문서를 수령한 때 통상 체결된다. 

서면에 의해 표시되어야 할 보증인의 보증의사는 독일 민법 제126조 제

1항에서 말하는 법정의 서면방식이다. 이 서면은 보증인이 작성자

(Aussteller)로서 자서로 문서의 하단에 기재하여야 한다. 서면의 상단에 그 

서면 작성자가 서명한 것(상단서명-Oberschrift)은 민법 제126조의 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서면작성자의 지시와 다른 내용이 상단

서명된 서면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서면작성자가 민법 제172

조 제2항의 표현대리책임을 지지도 않으며, 독일 민사소송법 제440조에 따

라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도 않고 동법 제416조의 증명력 있는 서면

50) Staudinger/Horn, BGB § 766 Rn. 22; MünchKomm/Habersack, BGB, 6. Aufl., § 
766 Rn. 9 참조.

51) 독일 민법 제151조는 “계약은 승낙으로 성립되지만, 거래관행상 기대하기 어렵거나 

청약자가 미리 포기한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할 필요가 없

다. 청약의 효력 소멸시점은 청약에 의해 정해지거나 제반 사정에서 도출되는 청약

자의 의사로 정해진다.”고 규정한다. 
52) BGH WM 1964, 850; 1978, 266; 1978,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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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53) 보증의사를 담은 서면 역시 서면의 하

단에 기재되어야 비로소 유효한 보증서면으로 인정된다. L 회사와 E 회사 

간의 두 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서에 리스목적물, 대금, 리스료, 만

기일 등을 기재한 다음 리스이용자(Leasingnehmer) 서명란 아래에 T 회사

의 유한책임사원인 피고의 서명란이 있고, 그 바로 밑에 연대보증인이라는 

부동문자가 있는 양식서에 서명한 뒤 리스이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했는데, 하급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 연방대법원은 하단서명(Unterschrift)는 서명란 바

로 밑에 표의자의 법적 성격(여기서는 보증인)에 관한 기재가 있는 양식서

에 자서한 경우에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

하였다.54) 한편 자서한 하단성명기재의 보증의사는 편지의 형식일 수도 있

다.55) 그러나 편지 자체에 보증의 본질적 의사표시가 표시되는 것이 아니

라, 채권자가 보낸, 보증을 설 것을 제안하는 서신에 포괄적으로 동의하는 

답신에 자서해서 하단 서명기재하는 것은 서면에 의한 보증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보증의사가 담긴 서면은 채권자에게 교부되어야 한다(Erteilen). 교부는 

채권자에게 보증의사가 담긴 원본서면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한이 부여되

는 것을 의미한다. 보증문서의 사본(Abschrift)을 교부한 것은 그것이 보증

53) BGH NJW 1991, 487 참조. 이 판결은 원고가 피고은행에 계좌이체사무를 위임하

면서 계좌이체서의 상단에 서명하였는데, 피고은행의 직원이 원고의 지시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이체를 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자 피고은행을 상대로 손해배

상청구를 한 사안에 관한 것인데, 계좌이체서 상단에 원고가 기재했기 때문에 그 

이체서가 원고가 작성하였다거나(독일 민사소송법 제440조) 거기에 기재된 내용대

로 지시가 있었음이 증명되는지(동법 제416조), 독일 민법 제172조 제2항에 따른 

표현대리책임을 지는지 등이 문제되었다. 
54) BGH NJW 1995, 43 참조. 
55) BGH Urteil vom 29.05.1984-IX ZR 57/83, BecksRS 1984, 31078675에서는 보증

인이 채권자에게 보증의사를 확인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그 하단에 자서로 서명한 

것으로 독일 민법 제766조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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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고 또 그가 안 상태에서 한 것이어야만 독일 민법 

제766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56) 지브랄타에 주소지가 있는 원고(영국

법에 따른 회사)가 바이에른에 주소를 둔 R 회사와 3,000개의 청바지 매

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담보로 R 회사의 1인 사원인 피고가 연

대보증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베를린에 있는 H 공증인에게서 보증

서면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였다. 그 후 H는 피고의 양해 하에 원고의 법정

대리인에게 공증보증서면을 텔레코피(Telefax)로 전송하였다. 원고의 독촉

에도 H는 원본을 보내지 않았고, 그 후 원고가 2813점의 청바지를 R회사

에 보냈으나 R 회사는 대금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였다. 원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전자팩스(Telefax)는 독일 민법 제766조의 서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

문에 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한편 서면작성자의 

의사에 기해 그가 안 상태에서 사본을 교부하는 것도 원본의 제공과 동일

시할 수 있으나 이 때에는 원본이 보증인의 수중에서 완전히 벗어난 경우

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공증인이 팩스를 보낸 후 보증

인에게 다시 원본을 반환하였기 때문에 원본 교부와 동일시 할 수 없었던 

것이다.57) 한편 건축회사 A가 B 시(원고)에 자기 비용으로 식물원공사를 

하기로 약정하고, 그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은행의 연대보증을 요구하

자 피고 은행이 A에게 보증서를 교부해 주었고, A가 원고에게 원본이 아

니라 요약한 사본을 원고에게 보낸 사안에서는,58) 연방대법원은 독일 민법 

제766조의 방식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였지만 보증인인 은행은 상인으로서 

상행위로서 보증채무를 인수한 것이므로 민법상의 방식요건을 준수하지 않

더라도 보증의사가 유효하게 전달되고 채권자가 승낙하면 그것으로 보증계

56) BGH NJW-RR 1992, 555 참조. 
57) BGH DNotZ1994, 440 참조. 
58) BGH NJW-RR 1992, 55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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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른 한편 독일 민법 제126조의a에서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하단서명기

재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지만, 동법 제126조 제2항, 제766조 제2문에 의해 

보증에서는 제126조의a의 적용이 배제된다. 입법자는 전자적 방식에 전통

적인 서면방식이 가진 경고기능 및 보호기능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전보로 ‘채무자 W를 위해 350,000마르크에 대해 보증채무를 인

수함. K“라는 전보로 보증의사가 담긴 서면의 교부가 있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연방대법원은 전보는 전보의뢰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작성한 것이

든 전보의뢰자가 직접 자서한 서면을 제출하여 작성한 것이든 동법 제766

조의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59) 

그렇지만 제126조 제1항의 민법상의 방식은 동조 제4항에 따라 공정증

서로 대체된다. 독일 민법 제766조에는 공정증서에 관한 사항은 없기 때문

에 제126조 제4항에 의해 공정증서에 의한 보증 의사표시도 유효할 수 있

다. 공정증서로 작성된 보증의사표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증서법 제13조

에 따라 조서(Verhandlungsniederschrift)의 하단에 자서 하단성명기재가 있

어야 한다. 공증인은 보증의 법률상의 범위에 관하여 증서법 제17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참여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경제적인 적용범위는 예외적으

로만 증서법 제17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일반적인 지원의무

(Betreuungspflicht)에 속한다. 그 밖에 법원의 조서로도 보증은 방식에 적

합하게 인수될 수 있다.

(4) 보증의사의 리

보증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보증인도 보증의 의사표시에서 대리인을 활용

할 수 있다. 보증인의 서면에 의한 보증의사표시의 작성과 교부를 위한 대

59) BGH NJW 1957, 12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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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권에는 1996년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서면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60) 

민법 제167조 제2항은 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는 당해 대리권의 대상이 되

는 법률행위를 위해 정해진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종래의 

독일 대법원 판결도 이를 따랐지만,61) 새로운 판례는 보증인의 보호를 강

조하면서 대리권 수여를 무방식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면 무방식의 보증계

약이 가능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보증인 보호가 공동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판결에 대해 살펴 본다.

[판결 12] BGHZ132, 119 판결

[사안 ] 피고 1, 2, 3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소재 GmbH의 사원과 업

무집행자였다. 이들은 1992년 1월초 원고와 당좌거래신용계약

(Kontokorrentkredit)을 체결하였다. 신용은 드레스덴 지사에 제공될 예정이

었다. 원고는 각 업무집행자가 보증을 서면 신용을 제공하였다고 제안하면

서, 교섭담당자에게 피고들의 의사표시를 담기 위해 시간적 제한이나 금액

의 제한이 없는 공란보증양식서를 교부하였다. 피고들은 그 문서의 하단에 

기재하였고, 나중에 그 양식서에 보증인의 표시를 위해 지정된 곳에 보증

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였다. 그 밖에 의사표시의 장소와 날짜를 기재

하였다. 피고들의 하단성명기재(Unterschrift) 이외에 GmbH의 스탬프를 찍

었다. 제1피고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GmbH가 드레스덴 지사를 위한 보증

을 인수한다는 점을 표시하기 위해 그 란에 기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 원고는 그 양식서를 반환받은 후, 거기에 빠져 있던 채권자와 주채무

자를 보충하였다. 1993년 GmbH의 재산에 대해 파산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연대채무자(연대보증인)로, 다른 업무집행자와 함께 잔여신

용액 142,271 마르트를 이자와 함께 지불하라고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60) BGHZ 132, 119, 124 ff.
61) RGZ 76, 99; RG JW 1927, 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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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법원은 신청에 따라 피고들에게 채무를 이

행하라고 판결하였다. 피고는 GmbH의 업무집행자이지만 그가 보증을 선 

것은 상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 제766조 제1문의 방식이 필요하다. 원

심법원은 보증인이 자서로 하단성명기재(Unterschrift)하고, 그 문서가 그의 

의사에 따라 이어서 구두로 수권을 받은 제3자가 추가기재의 방식으로 필

요한 기재사항을 보충하면 제766조 제1문에 따른 방식을 준수하였다고 판

단하였다. 이런 이해는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에 합치하는 것이었다. 대법

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판결 이유] 제9재판부는 이 문제에 대해 종전 판결과 달리 판단한다. 

공란 하단성명기재는 구두로 이루어진 대리권 수권에 근거하여 문서가 보

충된 것으로는 제766조 제1문에 따른 유효한 방식의 보증이 될 수 없다. 

제766조는 오로지 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에 봉사하는 규정이다. 훨씬 더 신

중하게 보증인을 저지하여야 하며, 충분히 숙고되지 않은 의사표시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BGHZ121, 224, 229). 제766조는 보증인의 의사표

시에 결부된 책임으로부터 보증인을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면방

식은 타인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 이외에 그 문서가 채권자, 

주채무자, 보증하려는 채권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야만 준수된다(제9재판

부의 1992년 12월 3일 판결 BGH, NJW 1993,724, 725). 이런 경고기능

은 보증인이 보증의사가 도출될 수 있는 서면에 하단기재를 하였다는 것

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그 문서는 오히려 인수하려는 위험을 한계를 지

워야 하며, 보증인에게 의사표시의 기재에 있어서 그 위험을 눈 앞에 보이

게 해야 한다.

법률에서 의사표시에 서면방식을 규정한 경우, 제126조 제1문은 단지 

그 문서가 작성자에 의해 이름의 하단성명기재(Namensunterschrift)를 자서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에 따르면 본문은 그 하단성명기재를 할 때에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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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의사표시자는 종이에 공란으로도 표시할 수 있

고, 그 경우 문서가 완성됨으로써 서면방식이 준수된다고 해 왔다(BGHZ 

22, 128, 132). 

그러나 이미 부동산매매의 경우 철회불가능한 대리권 수여의 경우 공정

증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리가 형성되어 있고, 매도인이 대리인으

로 되어 매매계약을 완성할 경우에도 대리권수여는 공정증서로 해야 한다

는 법리가 형성되어 있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서면방식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증의 경우에도 서면방식으로 한 것은 보증으로 인한 

위험을 눈 앞에 보고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부담할 위험을 다시 

한번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 성급한 보증위험인수를 막음으로써 보증인

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서면방식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다. 주채무, 주채무자, 채권자 등에 대해 공란 상태로 서명을 하고, 타인

으로 하여금 이를 보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대리권 수여에도 서면방식

이 필요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권수여가 무효

이다. 다만 그렇게 수여된 대리권의 행사로 공란이 채워진 보증서면을 신

뢰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받아야 한다(표현대리의 유추).62) 채권자가 대리

인인 경우 이 때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62) 작성되었으나 교부되지 않은 보증의사표시는 보증인을 구속하지 않는다. 독일 민법 

제130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이런 보증의사표시는 철회가능하다. 보증인은 아직 

교부되지 않은 보증문서의 내용에 대해 선의의 제3자, 즉 그 내용을 신뢰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보증인이 대리권을 수여한 주채무자에게 그 서류를 특

정한 조건만 채워 넣어서 전달하라고 교부한 경우, 판례는 제172조 제2항, 제173조
를 유추적용하여 수인 표현대리를 긍정하고 있다(RG WarnR 1930 Nr.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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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면에 의한 보증의사표시의 해석

1. 서면의 보증의사의 서면 표시를 요구하는 입법목적

낙성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제 하에서는 특정의 의사표시가 있었

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인데,63) 특히 처분문서로 표시된 의사표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64)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추정된

다.65) 보증계약의 청약이든 승낙이든 보증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하게 되면 

그것 역시 처분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보증의 의사표

시를 문서로 하지 않으면 보증계약이 성립되지 않도록 한 것은 의사표시

가 있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요식행위로 하지 않으면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도록 하는 대표적인 예인 

유언에 관한 판결례를 솔직하게 읽어 보면, 요식행위를 요구하는 목적이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증명하는 것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표의자의 진의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언의 법정 방식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 유언

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일반화하기는 어렵겠지만 대체적으로 유언은 그 

작성의 시점과 내용을 감안할 때 한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영향

63) 계약의 경우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합의대로의 의사표

시가 있었다고 판단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그 표시행위에 의해 추단되는 의사의 합치가 있

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등 다수의 판결 참조.

64)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한

다(민사소송법 제358조). 
65) 가령 대법원 2017.2.15.선고 2014다19776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로 작성된 법률행

위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처분문서와 달리 해석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불명료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동원하여 

처분문서 기재와 다른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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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undue influence)이 개입할 수 있지만 우리 법제에서는 부당한 영향력

을 이유로 이를 취소 또는 무효로 만드는 법적 수단이 없고, 다른 한편에

서는 유언으로 처분하는 재산은 표의자의 관점에서 볼 때 전 재산일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유언자에게 높은 장벽을 설치함으로써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언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려는 것에 그 취지가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법정상속은 그 사회의 법문화 하에서 나름대로 

법정상속인들 사이의 형평과 균형을 실현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

에, 법정상속으로 실현하려는 그 균형과 형평이 유언자에게 부당하거나 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보완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한 수단이라

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언서 이외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유언

자의 진정한 의사를 해석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더라도 법정상

속으로 상속인들 간의 형평과 균형이 도모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유언

이라는 법률행위에 대한 이런 형태의 개입을 사적자치에 대한 과도한 개

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66) 

서면으로 보증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보증계약을 무효로 한 경

우에도 이와 유사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보증은 무상의 편무

계약으로 체결되며,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이행 의지와 역량을 신뢰하

여 보증을 서기 때문에 자신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장차 구상할 것을 

미리 예상하지 않고,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구상채권은 사실상 부실채권

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증인이 입는 경제적 손실은 막중하여 주채무자

의 파탄과 더불어 보증인도 파탄될 수 있는 위험한 법률행위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민들의 성격과 행동양태를 되돌이켜 보면 보증채

66) 김영희(위 주 1), 393면 이하는 유언의 진의 존중의 관점에서 유언 형식의 엄격주

의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헌재 2008. 3. 27. 2006헌바82, 판례집 20-1상, 355에서

도 자필증서 유언의 형식요건을 규정한 민법 제1066조 제1항이 과잉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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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 부담을 거절하기 어려워 하는 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

으로 볼 때 개인보증이라 하더라도 보증을 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보증을 영업으로 하거나 이해관계에서 주채무자

와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이사, 대주주 등이 아니면 가급적 보증채무

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를 하도록 한 것이 

입법목적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67) 달리 말하면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한 경우가 아니면 보증을 서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엄격

한 방식규정을 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68) 이 점에서 보면 

‘서면에 의한 보증의사표시 규정’은 보증인을 편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 보증인에 대한 강한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

다. 

유언이나 보증의 경우 모두 국가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행규정으로 

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의 이런 후견적 개입에 

대해서는 물론 다양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69)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 보증관행과 보증의 부작용을 되돌이켜 보면 이에 대한 제어장치를 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그 제어장치를 보증을 금지하는 방식으로는 할 수

67)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도 위 [판결 1]의 대판 2013다23372
와 마찬가지로r서면의 보증의사를 요구하는 입법취지를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

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 의사가 명확하

게 표시되어서 보증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보다 분명한 확인수단이 보장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

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것에 있다고 한다. 이 글의 관점은 대법원의 

이런 해석이 입법취지의 진정한 의미를 간과하였다는 것에 있다. 
68) 구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이 점이 명료하였다. 그러나 민법 개정으로 영

업으로 보증을 서는 경우에도 서면에 의한 보증의사의 표시를 요구하도록 한 점에

는 입법정책적으로 볼 때 의문이 없지 않으나, 그것이 영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런 방식의 준수는 추가적인 업무부담 없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다. 
69) 사적자치의 관점에서 보증인의 보호를 위한 입법적 조치에 대한 비판으로는 백경

일, 보증계약의 특수성과 보증인보호의 문제, 민사법학 34호(2006.12), 16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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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다. 물적 담보가 없어서 보증 없이는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사적 영역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면에 의한 보증의사의 표시’는 일률적으로 적

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서 보면, 의사표시의 해석 일반 원칙에 

따를 때 보증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이 방식을 준수하

지 않은 경우 보증효력을 부정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달리 

말하면 표의자에게 후회와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이라고도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에 의한 보증의사의 표시’는 보

증계약의 유효한 성립요건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를 의도적으

로 악용한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신의칙 등을 동원하여 부당함을 

교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2. 서면에 의한 보증의사 표시의 내용

(1) 구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만이 아니라 민법 제428조의2 모두 

‘서면에 의한 보증의사 표시’와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 두 가지의 요건을 

갖추는 것을 유효한 성립요건 중의 하나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서면’은 

보증계약서일 필요는 없다. 거래계에서 활용되는 보증신청서도 위 서면에 

해당될 수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보증계약서를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그 보증계약서에는 보

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금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연

체이자율)을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의2 제2항).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증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서면에 의

한 보증의사의 표시’가 보증계약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보면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은 보증계약서, 보증신청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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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의 상대방을 의사표시의 수령자로 한 서면을 총칭하는 것으로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위 서면에는 ‘보증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 보증의사는 보증계약의 

본질적 구성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비로소 보증의사가 표시된 것이

라 할 수 있다. 주채무자, 채권자, 피보증채무, 보증의 범위70)가 보증의사

표시의 본질적 구성부분인데, 이 모든 요소가 특정가능하게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사표시가 또한 서면에 기재되어야 한다. 주채무자와 채권

자 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서의 채무자 성명 옆에 보증인이라는 명칭 하

에 보증인의 이름이 기재되었다면 그 서류에 주채무자, 채권자, 주채무와 

주채무액 등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위 보증의사의 본질적 구성부분이 

모두 포함된 서면에 보증인이 보증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서류에 보증인이라는 명칭 없이 보증인이 자기 이름을 기재

하였다면, 설사 의사표시의 해석으로 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방식규정의 미준수로 보증계약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보증의사의 서면표시’를 통해 보증인에 대한 강

한 경고를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보증의사의 본질적 구성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명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서면 이외의 제반 

사정을 동원하여 표의자의 보증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점에서

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서면에 어느 한 부분이 빠져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해석의 방법으로 방식의 흠결을 극복할 수 없

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70) 보증의 범위는 보증할 채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보증의 경

우 보증할 채무의 최고액을 합의함으로써 보증할 채무를 특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구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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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면에 의한 보증의사 표시’를 요구함으로써 보증인에 대해 강한 

경고를 하겠다는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무방식의 대리권 수여를 통해 대리

인이 서면으로 보증의사 표시를 한 후 본인의 이름을 기명ㆍ날인 또는 서

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공동화시키게 될 것이다.71) 대리권

은 보증계약의 상대방인 채권자나 채무자(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의 경우)

에게도 부여할 수 있는데, 채권자(또는 채무자)인 대리인이 자기를 의사표

시의 상대방으로 하여 ‘서면에 의한 보증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본인이 허

락하였기 때문에 민법 제124조의 자기를 상대방으로 한 법률행위 금지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여 체결된 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해석

하게 되면 ‘서면에 의한 보증의사 표시’를 하게 한 취지가 대부분 몰각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보증의사 표시를 위한 대리권 수여에도 보증의

사 표시와 동일한 방식을 요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 

두 가지의 해석방법이 있을 수 있다.72) 첫째, 구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민법 제428조의2의 해석상 ‘서면에 의한 보증의사 표시’에는 보증

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수여 표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

다. 둘째,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동 규정들로 인해 대리권 수여에도 동일

71)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명은 기명날

인과 달리 명의자 본인이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보증인의 서

명에 대해 제3자가 보증인을 대신하여 이름을 쓰는 것이 포함된다면, 보증인이 직

접 자신의 의사표시를 표시한다는 서명 고유의 목적은 퇴색되고 사실상 구두를 통

한 보증계약 내지 보증인이 보증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보증계약의 성립

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경솔한 보증행위로부터 보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구 보증인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게 된다,”고 하지만 이런 

해석에는 찬성할 수 없다. 요식행위라 하더라도 법률로 금지하거나 일신전속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대리가 허용됨은 말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위 대법원 판결은 이 

문제에 답하지 않고  회피한 셈이다. 
72) 1999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도 보증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수여도 서면으로 하도

록 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고 한다. 양창수(위 주 6), 43면 참조. 
현행 민법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본문과 같은 해석론을 배

척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독일 법이 해석론으로 대리권수여의 

서면요건을 도입한 것도 참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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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식이 요구되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의 해

석방법을 따를 경우 체결할 보증의 본질적 구성부분이 포함된 서면에 의

한 대리권 수여가 없다면 대리인이 한 모든 대리행위가 무효가 될 것이다. 

후자의 해석방법을 따를 경우 보증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서면 대리권 수여로 유효한 대리권 수여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서면 

대리권수여가 없었다면 무권대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때의 무권대리라

고 하더라도 아무런 수권행위가 없는 것과 동일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불완전한 대리권 수여가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런 무권대리를 신뢰하여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표현대리 규정의 유추해석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제3자를 위한 보

증계약에서의 주채무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서면에 의한 보증의사 표시

를 하게 한 경우, 이를 신뢰하고 채권자가 주채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

거나 대출계약상의 대출을 비로소 실행하였다면 그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73) 

3.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단서의 특징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단서는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자적 형태로 표시되었다 함은 

이메일, 팩스, 전보 등의 방법으로 전달된 보증의사표시는 ‘보증의사가 표

시된 서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만약 보증인이 자필로 서면에 

보증의사를 표시한 후 이를 팩스로 보냈다면, 그 이후 그 서면을 보증의사

표시의 상대방인 채권자 또는 채무자(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의 경우)에게 

제출하지 않는 한 제428조의2 본문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어서 유

73) 이와 유사하게 무효, 취소된 제3자를 위한 보증계약을 신뢰한 채권자 보호를 위해 

보증책임을 긍정한 대법원 판결로는 대판 2001.2.13., 99다137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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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영업으로 보증을 서는 경

우나 주채무자인 기업 또는 상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일

반 자연인을 보호하기에는 적절한 규정이겠지만, 영업으로 보증을 서는 경

우, 보증이 상행위인 경우 등에도 동일하게 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입

법정책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더구나 전자서명법 제3조 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법령인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서 다

시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도록 추가적으로 규정하였고, 

전자서명법 제3조와의 관계에서 신법이기 때문에 민법의 규정은 전자서명

법 제3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객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

을 것이다. 

Ⅴ. 결론

서론에서 언급한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본다.74) 거기에서는 소외인이 채무

자로,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되고 그들의 서명이 기재된 대부거래

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보증한도액 10,792,000원)를 원고가 대출중개업

자로부터 팩스로 전달받았다. 그 서류 중 최소한 연대보증계약서는 보증인

이 되고자 하는 피고가 자필로 기재했을 수 있다. 대출중개업자가 팩스로 

전달한 대부거래계약서와 연대보증계약서는 원고가 아직 승낙하기 이전에 

작성된 것이므로, 대부거래계약청약서 및 연대보증청약서에 해당될 것이다. 

74)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변론주의와 법률심으로서의 대법원의 역할로 인해 법적 판단

에 제약이 있기는 하겠지만, 아래에서 언급한 이 글의 결론은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의 법률론에 대한 비판적 평석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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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의 서면도 그 의사표시의 수령자가 금융기관인 원고(제3자를 위한 보

증계약이 문제된다면 주채무자)라면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해당된다. 

대출중개업자가 그 서면을 수령하여 원고에게 전달한 것은 전달사자나 수

령대리인에 해당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수령자인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해당된다. 그 후 원고의 이름까지 기재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그 서류

를 수령함으로써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고, 따라서 보증계약이 바

로 체결될 수 있다. 한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

률 제6조, 제6조의2에 따라 별도의 보증계약서에 일정 사항이 피고의 자필

로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는 단속규정으로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

도 이는 사법상의 보증계약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만약 위 대출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에 피고가 직접 서명한 것

이 아니라 대출중개업자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여 그가 보증인의 이름을 서

명한 것이라면 그것만으로는 ‘서면에 의한 보증의사의 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구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민법 제428조의2의 규정취

지를 고려한다면, 보증계약체결을 위한 대리권도 별도로 서면에 의한 대리

권 수여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서면방식 

아닌 구두방식으로 대리권을 수여 받은 대출중개업자가 서명한 경우라면, 

이는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일 것이다. 그러나 그의 무권대리를 신뢰한 선

의의 제3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원고와의 관계에서 대출중개업자가 원고의 수령대리

인의 지위에 있다면 원고는 표현대리에서 보호받는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대출중개업자가 원고의 대리인이기도 하다면, 제116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리권 수여를 받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 수여를 

받도록 지시하였어야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대출중개업자가 안 사실에 대

해서는 본인인 원고가 자신의 부지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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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 사안에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면 대출중개업

자가 팩스로 위 서류를 전달한 것으로는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전달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대출중개업자가 금융기관의 수령

대리인이라면 그에게 전달된 것으로도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전달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전달사자라면 그 사자에 의한 현물의 전

달이 없는 한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서면에 의한 보증의사

의 표시’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제철웅: 서면에 의한 보증의사의 표시 201

참고문헌

권영준, 2013년 민법개정시안 해설서(채권편), 2013.

김상진/이충은,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34호(2009.5) 

김영희, 유언에 관한 형식적 엄격주의와 유언자의 진의, 민사판례연구 제

30집(2008)

김판기,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법조(2007.5)

김현진, 치매와 유언능력 그리고 구수요건, 민사판례연구 39집(2017) 

박희호, 민법상 증여계약에 있어서 서면의 의미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40.3 (2016) 

백경일, 보증계약의 특수성과 보증인보호의 문제, 민사법학 34호(2006.12)

양창수, 민법개정안의 보증조항에 대하여, 법학 45권 3호(2004.9)

제철웅,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서민법제 개선방안 공청회, 법무부, 

2006.10.16. 자료집

최성경,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에 관한 소고, 법학논집 제30권2호(단

국대 법학연구소), 2006.12.

최성경, 민법개정안을 계기로 한 보증제도연구, 법학논집 18권2호(2013.12) 

能見善久/加藤新太郞 編著, 判例民法 4 債權總論, 제2판

潮見佳男, 債權總論 제4판, 603면 이하

Honsell/Vogt/Wiegand hrsg., Basler Kommentar zum Schweizerisches 

Obligationsrecht I, 5 Aufl., Helbing Lichtenbahn Verlag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6. Aufl., C.H.Beck

Mugdan, Die Gegamt Materiellen zum BGB, Bd. II, 1897, R.v. Decker

Staudinger Kommentar zum BGB, Buch 2ㆍ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2013, Selier de Gruyter 



서울法學 제25권 제4호202

<Abstract>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Written Express of Guarantee 
Intention 

Cheolung Je*

75)

This paper deals with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28-2 of Korean 

Civil Code, especially the meaning of the written express of guarantee 

intention of that article. This paper analyses about what is qualified as 

a document containing a guarantee intention, what a guarantee intention 

is composed of, whether and how much other elements outside the 

document can be considered to clarify the written guarantee intention, 

whether and on what condition a debtor or a creditor can sign the 

written document containing a guarantee intention as an agent of a 

guarantor, and what the electronic document is, which is not qualified 

as a valid document of guarantee intention. Even though the article 

428-1 section 1 simply provides that “a guarantee shall be valid only if 

the guarantee intention is to be expressed in a document with either a 

guarantor’s signature or a guarantor’s name and seal. It is invalid if the 

guarantee intention is expressed in any electronic form.”, that provision 

might include many issues mentioned above. To interpret this provision, 

this paper compares this provision with Swiss’s and German equivalent 

provision and its interpretation by courts respectively. Then, this paper 

suggests new interpretation of this article. 

 * Prof. Dr.,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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