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실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해지 + 임직원의 회사법인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퇴

직 후 해지 + 책임범위 판단: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12130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재직하던 회사가 보증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서 임원으로서 장차 부담

하게 될 불확정한 구상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퇴사 후 연대보증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해지 시

점까지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범위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결론: 계약해지 전까지 이행보증 주계약의 채무자 회사법인의 계약보증금 상당의 지급채

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보증채무 발생 전에 보증계약이 종료되었



으므로 그 이후 확정된 채무에 관해서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대법원 판결요지  

1. 계속적 보증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보

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그 보증계약을 그대로 유지, 존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상 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 그 후 회사에서 퇴직하여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난 때에는 연대보증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그가 계속 연

대보증인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

우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332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

61750 판결 등 참조). 

 

3.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현재 또는 장래에 체결하는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보증기간



과 보증한도액을 정하여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부담하게 될 불확정

한 구상채무를 보증한 사람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해지권을 행

사할 수 있다.  

 

4. 보증보험계약에서 이행을 담보하는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구상채무의 보

증인이 적법하게 보증계약을 해지하면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하기 전에 보증계약관계

가 종료된다. 따라서 그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채무가 확정되고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구상채무까지 확정되더라도 구상채무의 보증인은 그에 관하여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53171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1213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