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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편집상의 오류
* **

1)2)崔 俸 京
***

Ⅰ. 법원 결 2006.2.23.선고 2005다609491)를 계기로 하여

법원은 작년 2월에 ‘편집상의 오류’와 련하여 흥미로운 결을 하나 내린 

바가 있다. 방법론 으로 ‘편집상의 오류’라는 카테고리와 련된 이 사건이 필

자가 동 주제에 하여 을 쓰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동 결 이 에도 이미 

유사한 들이 존재하지만 법원의  결의 성격을 방법론상으로 보다 명확

하게 규명하기 해 그 정당화의 근거를 찾아보고자 하 다. 그 과정에서 애 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개념의 이해부터 시작하여 결코 단순하지 않은 문제들이 

연 되어 있음이 차츰 드러났다. 아래에서는 우선 련 례를 략 으로 살펴

본 후 ‘편집상의 오류’란 방법론  카테고리에 하여 개념 ⋅유형 으로 근

해 가기로 한다(II. 1. 2.). 그 이후에 동 개념과 구별되어야 할 일련의 카테고리

들을 일별한 후(III. 1. 2. 3.), 편집상의 오류에 한 방법론  평가를 시도할 것

이다(IV.). 그리고 논문 말미에 본 논문의 결론을 간략히 정리한다(V.).

먼  상술한 법원 례로 시선을 던져보자.

1. 사실 계의 개요

2004년 9월 15일까지 산신용 동조합(이하 산신 )의 임원(상임이사장, 부

  * 본 논문은 2007년 2월 22일 개최된 서울대학교 BK21법학연구단 비교한국법센터 주최 

2007년 제1차 학술대회(사법의 제문제) 발표문을 다소 수정한 것이다. 방법론적 주제

에 관한 발표를 허락해주신 최병조, 윤진수 교수님과, 토론을 맡아준 서강대 김상중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이 소고로써 평생 ‘한국법의 세계화’ 및 ‘법의 지배’를 화두로 

살아오신 심당 송상현 교수님의 정년을 기념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7학년도 학술 연구비

의 지원을 받았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1) 법률신문 제3442호 제12면(공보2006상,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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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이사, 감사)으로 재직하던 원고들은 피고인 신용 동조합 앙회가 2004

년 8월 17일부터 동년 동월 19일까지 실시한 산신 에 한 부문검사결과에 

의거 산신 에 요구한 임원의 개선(改選)조치에 따라 직무정지가 되었다(신

법 제84조2) 제2항). 피고는 동년 9월 15일에 임시이사장 등 7인의 임시임원을 

선임한 후, 지방법원 산등기소에 원고들의 직무정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

기  산신 의 임시임원 7인에 한 취임등기를 탁하 으며, 그 후 산신

의 임시이사장으로 선임된 H씨가 동년 동월 24일에  등기소에 피고의 탁

서를 첨부하여 산신 의 변경등기를 신청한 결과, 원고들에 한 말소등기  

임시임원에 한 취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에 해 원고들은 피고가 1) 산신 에게 임원개선이라는 징계조치를 요구

하고, 2) 산신 의 임시임원을 선임하 으며, 3) 산신 의 임원변경등기를 

탁한 조치들(상술하 듯이 산신 은  탁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 다)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유는  조치들의 근거가 된 ‘신 법 제89조 제7항’은 같

은 조 제5항에 규정된 ‘ 융감독 원회’의 조합에 한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제7호 각호 소정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 감 의 검사 없이’ 산신 에 하여  조치들

을 취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들은 신 법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해 피고는 신 법 개정 과정에서 입법상의 착오로 동법 제89조 

제7항이 비롯된 것이므로, 그 오류를 바로 잡아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다.

 

2) 第84條 (任⋅職員에 대한 行政處分<개정 2000.1.28>)

①金融監督委員會는 組合 또는 中央會의 任⋅職員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

定款⋅規程이 정한 절차⋅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組合 또는 中央會로 하여금 

關聯 任⋅職員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1. 任員에 대하여는 改選, 職務의 정지 또는 譴責

2. 職員에 대하여는 懲戒免職, 停職, 減俸 또는 譴責

3. 任⋅職員에 대한 주의⋅警告

②第1項 및 제89조제7항 제1호의 規定에 의하여 조합 또는 중앙회가 任⋅職員의 改選, 

懲戒免職의 措置를 요구받은 경우 당해 任⋅職員은 그 날부터 그 措置가 확정되는 날

까지 職務가 정지된다. <신설 2000.1.28, 2003.7.30>

③조합 또는 중앙회의 業務를 執行할 任員이 없는 경우에는 金融監督委員會는 臨時任

員을 選任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臨時任員을 選任한 때에는 조합 또는 중앙회는 지체 없이 

이를 登記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 또는 중앙회가 그 登記를 懈怠하는 경우에는 金融

監督委員會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主된 事務所를 管轄하는 登記所에 그 登記를 촉탁

할 수 있다. <개정 1999.2.1, 200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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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심3)  법원의 단

1) 원심은 크게 4가지를 근거로 편집상의 오류를 인정하고 있다. 첫째, 신 법 

규정의 법문을 형식 으로 살펴본다면, 행 신 법 제89조 제6항은 구 신 법 

제6항과는 문언상 다른 내용이므로 행 신 법 조항의 표기에는 제6항 말미에 

“<개정 2003.7.30.>”이라는 문구가 부기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행 신 법 조

항의 말미에 “<신설 2003.7.30.>”이라는 문구가 부기되어야 할 것이나, 행 신

법 제89조 제6항, 제7항에는 이와 같은 개정 내지 신설의 문구가 부기되어 있

지 아니하는 바, 이는 입법자들이 조문의 순서를 변경하여 새로운 규정들이 기존

의 규정들과 다른 내용의 효력을 갖도록 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행 신

법 제89조 제6항, 제7항이 구 신 법 제89조 제5항, 제6항과 동일한 의미와 효

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라는 , 둘째, 만약 신

법 제89조 제7항에 규정된 앙회장의 조치에 감 의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신 법 제89조는 ‘ 앙회의 지도⋅감독’이라는 제목과는 달

리 그 내용상 앙회의 권한은  실효성이 없는 결과를 래한다는 , 셋째, 

행 신 법 제89조의 신설규정인 제5항의 내용은 ‘ 감 는 조합이 제4항의 규

정에 의한 앙회의 요구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인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제89조의 해석에 있어 감 의 역할

은 조합이 앙회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 으로 조합에 

하여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지, 앙회의 조합에 한 지도⋅감독에 있어 

감 가 직  여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에 있어서도 행 

신 법 제89조 제7항을 ‘ 앙회장의 조치에 있어 감 의 검사가 제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단한 , 넷째, 한편, 을 제1호증( 행 

신 법 제89조 제7항에 하여 재정경제부장 이 피고에게 한 유권해석답변)의 

기재에 의하면, 재정경제부는 2004년 11월 25일경 ‘신 법 개정(2003.7.30.)시 

감 의 경 리요건 단을 한 검사조항(제89조 제5항)을 신설하면서 개정 신

법 제89조 제7항 본문 내용  “제5항”이 “제6항”으로 수정되지 않은 것은 입

법과정상의 오류( 은 필자가 가함)라 할 것이며 향후 법 개정시 이러한 오류

사항을 정정할 정’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재정

경제부의 답변 한 신 법의 개정에 입법과정상 착오( 은 필자가 가함)가 있

 

3) 대전고등법원 2005.9.28,선고 2005나631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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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음을 뒷받침한다는 에 비추어, 행 신 법 제89조 제7항은 그 문언상의 표

에도 불구하고, 구신 법 제89조의 해석과 다름없이 앙회장이 ‘ 앙회의 검

사결과에 따라’ 조합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제7항 각호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단하 다.

2) 상고이유와 법원의 단

상고이유는 크게 세 가지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신 법의 개정 과정에서 착

오가 있었다는 원심의 단은 편견에 불과하고, 행 신 법으로 개정되면서 

감 의 감독권한이 폭 강화되었고, 그와 같이 강화된 검사가 있은 뒤에 피고 

앙회장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가사 입법

상의 착오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법집행기 에 불과한 피고가 권한을 넘어서 입

법창조 인 권한을 행사한 것은 설득력이나 법  근거가 없다. 셋째, 만일 입법

상의 착오 다면 피고로서는 국회에 입법상의 착오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개정되

기를 기다려 그 뒤에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이에 한 법원의 단은 아래와 

같았다. 

(a) 구 신용 동조합법(2003.7.30. 법률 제6957호로 개정되기 의 것, 이하 ‘구

신 법’이라 약칭) 제89조 제5항: 앙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항은 ‘ 앙회장은 제5

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다음 각 호

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법률 제6957호로 개정하면

서 제89조 제5항은 [ 융감독 원회는 조합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의 

개선을 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 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단하기 하여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신설되었으나, 구신 법 제89조 제5항  제

6항은 개정된 신 법(이하 행 ‘신 법’이라 약칭함. 구 신 법과 행 신 법의 

구별이 필요치 않은 경우는 단순히 ‘법’이라 한다) 제6항  제7항으로 내용은 

변경하지 않은 채 항만 변경되었다.

(b) 구 신 법 제89조는 ‘ 앙회4)의 지도⋅감독’이라는 제목 아래 앙회장이 

법 제78조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하여 필요한 조합에 한 지도⋅감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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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신 법 제89조 행 신 법 제89조

①中央會長은 第78條第1項의 사업을 수행

하기 하여 組合을 指導⋅監督하며 이에 

필요한 指針등을 示達하거나 자료의 제출, 

關係者의 出席 는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關

係者의 出席 는 陳述을 요구받은 組合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中央會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金融監督委員會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析⋅評價하여 그 

결과를 組合으로 하여  公示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9.2.1, 2000.1.28>

④中央會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分析⋅

評價結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金

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기 에 해당되어 

건 한 경 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組合에 

①中央會長은 第78條第1項의 사업을 수행

하기 하여 組合을 指導⋅監督하며 이에 

필요한 指針등을 示達하거나 자료의 제출, 

關係者의 出席 는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關

係者의 出席 는 陳述을 요구받은 組合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中央會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金融監督委員會

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分析⋅評價하여 그 

결과를 組合으로 하여  公示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9.2.1, 2000.1.28>

④中央會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分析⋅

評價結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金

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기 에 해당되어 

건 한 경 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組合에 

방법  권한을 정하고 있던 규정인데, 법률 제6957호로 상술한 바와 같이 개정

되었다. 그 개정의 주된 취지는 먼  동조 제4항을 신설하여 앙회장의 조합에 

한 재무상태개선을 한 조치요청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조치

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하면서, 동시에 동법 동조 제5항에서 제4항에 의한 

조치를 요청받은 조합이 성실히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융감독

원회(이하 ‘ 감 ’)로 하여  동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 리를 

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단하기 한 검사를 하도록 한다(...“검사를 하여야 한

다”)는 내용을 신설하 다. 제4항과 제5항을 동시에 신설한 취지는 ‘ 앙회장이 

재무상태의 개선을 하여 조합에게 요청한 조치가 조합에 의하여 제 로 이행

되도록 하여 그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앙회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할 목 에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해의 편의를 하여 조문 조

표를 첨부하자면 아래와 같다. 다른 조문들도 함께 거론되지만 주된 쟁 은 동법 

제89조이므로 이에 국한하여 조하면 충분할 것이다.

 

4) “信用協同組合中央會”(이하 “中央會”)라 함은 組合의 共同 利益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法에 의하여 설립된 非營利法人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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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合倂을 권고하거나 保有資産의 

처분, 組織의 축소 등 財務狀態의 개선을 

한 措置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00.1.28>

⑤中央會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  組合의 業務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⑥中央會長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검사결

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

나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개정 

1999.2.1, 2000.1.28>

1. 第8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련 任⋅

職員에 한 措置要求

2. 第8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臨時任員의 

選任

3. 第84條第4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臨時

任員의 登記의 탁

4. 第8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

5. 第8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부정지

하여는 合倂을 권고하거나 保有資産의 

처분, 組織의 축소 등 財務狀態의 개선을 

한 措置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신

설 2000.1.28, 2003.7.30>

⑤ 융감독 원회는 조합이 제4항의 규정

에 의한 재무상태의 개선을 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6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경 리 요건에 해당하

는지 여부를 단하기 하여 제83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신

설 2003.7.30>

⑥中央會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  組合의 業務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⑦中央會長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검사결

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

나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개정 

1999.2.1, 2000.1.28>

1. 第8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련 任⋅

職員에 한 措置要求

2. 第8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臨時任員의 

選任

3. 第84條第4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臨時

任員의 登記의 탁

4. 第8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

5. 第8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부정지

⑧ 앙회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에 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101조제1

항 각호의 과태료 부과 상 행 를 확인한 

경우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융감

독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3.7. 

30>

(c) 법원은,  조표에서 보듯이, 법률 제6957호를 통한 법률개정과정에서 

행 신 법 제89조 제5항이 신설되면서 구 신 법 동조 제5항  제6항은 행 

신 법 제6항  제7항으로 일개 항씩 뒤로 리므로 구 신 법 동조 제6항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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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이란 문언도 논리 으로 당연히 ‘제6항’으로 변경되었어야 했는데, 이를 

간과한 것은 �법률개정상의 명백한 실수�라고 단하 다. 만약 ‘제5항’이란 문

언을 형식 으로 해석한다면 앙회장은 ‘ 감 의 검사결과에 따라’ 그 시정조

치를 할 수 있으나, 행 신 법 제86조 제6항에 의하여 앙회장이 시행한 검

사결과에 따라서는 제7항 소정의 조치를 할 수는 없고, 단지 감 에 하여 

행 신 법 제89조 제8항에 의한 보고나 제86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경 리건

의만 할 수 있게 되는 바, 이와 같은 결과는 구 신 법 시행 당시보다 오히려 

앙회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폭 축소시키는 것으로서 당   개정을 통하

여 앙회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려던 개정목 과  부합하지 않는다

고 보았다. 

(d) 법원은 한, 행 신 법 제89조 제7항 상의 ‘제5항’을 문언 그 로 해

석, 용할 경우의 논리  문제 을 후 조문과의 체계  계 하에 세 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에 한 례의 원문을 간결하게 소개한다: � 한, 행 신 법 

제89조 제5항에 의한 검사는 조합이 같은 조 제4항에 의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 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단하기 한 것에 그 목 이 한정되어 있고, 그 검사 결과  요건에 해

당한다고 단되는 경우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게 리인을 선임

하여 경 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 검사의 목 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법 제84조  제85조에 의하여 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굳이 

앙회장으로 하여  행 신 법 제89조 제5항에 의한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행 신 법 제89조 제7항의 

검사의 주체가 앙회장이 아니라 감 라면 검사의 주체와 그 결과에 따른 조

치의 주체가 다르므로 검사한 감 가 검사 결과에 따라 앙회장으로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앙회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에 한 아무런 규정도 없으며, 검사는 감 가 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여부는 앙회장이 임의로 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감독기 인 감 와 피감독기 인 피고의 계에 비추어 쉽게 상

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구신 법 동조 제6항상의 ‘제5항’이라는 문구의 방치는 법률개정과정

상의 명백한 ‘오류’라고 단한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명백한 ‘오류’는 이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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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잡아 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러한 교정행 가 외 상 명백한 문언의 어

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 로 보일 수 있으나, (원칙 으로 허용되지 않는 법

의 권한을 월하는) 법형성이나 법창조행 는 아니라고 단하 다.

우선 기 례가 입법연 에 해 비교  상세히 고찰하고, 행 법조문의 체

계  상호 계에 한 면 한 검토를 거친 후 입법목 과 이의 달성을 해 선

택된 문언 간에 한 괴리를 인정한 과정은 논리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비

록 입법의도에 한 직 인 련자료는 ‘재정경제부장 의 답변서’에 불과하지

만 같은 결론에 이르는데 무리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한 ‘편집상의 오류’라

는 표 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률개정 과정상의 실수’라는 용어는 그와 동일

한 의미로 볼 수 있다.

언뜻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합리  이성을 갖춘 입법자라도 입법과정에

서 얼마든지 인간 인, 지극히 인간 인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결론 으로 법

원의 결은 ‘편집상의 오류에 불과한 문언을 진정한 입법의사에 따라 정당하게 

수정해석’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이상의 례분석에서 체

득한 선지식을 가지고 ‘편집상의 오류’라는 독립된 주제에 하여 집 으로 조

명하고자 한다.

Ⅱ. 편집상의 오류(Redaktionsversehen5))

편집상의 오류라는 카테고리는 기존의 방법론 교과서에서 그리 큰 주목을 받

지 못하고 있다. Larenz/Canaris의 방법론 교과서6)에서도 피상 으로 훑고 지나가

고 있고 Bydlinski7)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Zippelius8)와 같

은 ‘얇은’ 책에서는 아  언 조차 하지 않는다. Engisch9)와 Röhl10) 그리고 

 

5) Redaktionsfehler라고도 한다. 영문으로는 scrivener’s error, clerical error (vitium clerici) 

또는 slip of the tongue (lapsus linguae)라고 표현한다.

 

6) Larenz/Canaris, Methodenlehre der Rechtswissenschaft, 3. Aufl., 1995, S. 219.

 

7) F.Bydlinski, Juritische Methodenlehre und Rechtsbegriff, 2. ergänzte Aufl., 1991.

 

8) R. Zippelius, Juritische Methodenlehre, 6.Aufl., 1994.

 

9) K. Engisch, Einführung in das juristische Denken, 9. Aufl., 1996, S. 224.
10) Klaus F. Röhl, Allgemeine Rechtslehre, 2. neu bearbeitete Aufl., 2001, S.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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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mer11)도 무시하지는 않지만 역시 근소한 정도로 다루고 있다.

본 논문도 동 주제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  무게에 상응하여 철 한 방법론  

고증보다는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주제  인지도를 

높이며 그 방법론상의 지 를 확인하는데 주안 을 두고 논구해 나갈 것이다.

미리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편집상의 오류’라는 개념을 지나치게 확

하여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이다. 그 정확한 개념의 확립에 본 논문

은 기여하고자 한다.

1. 개념

�편집상의 오류�는 혹자에 따라서는 ‘편집상의 실수’ 는 ‘편집상의 과오’라

고도 표 12)된다. 일상용어가 아닌 문용어를 선택하는 문제이므로, 필자 개인

으로는, �편집상의 오류�라는 표 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것은 입법과정13)에서 단순한 표기상의 오류로 인해 의도와는 다른 표 이 

선택되거나 방치된 경우를 의미한다.14) 인간은 오류의 동물이라고 할 만큼 종류

와 경 의 차이는 있더라도 인간의 행  도처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법과 련된 

오류는 다종다양하다. 결문을 법원의 속기사가 잘못 기록한 경우부터 시작하여 

입법이유서상의 명백히 잘못된 표 뿐만 아니라 법률안의 축조심사과정과 기타 

국회 본회의와 법제처를 오가는 과정에서의 오탈자 발생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오류’가 가능하다. 편집상의 오류 일반에 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 결상의 

11) Ernst A. Kramer, Juritische Methodenlehre, 1998, S. 107.
12) 판례는 ‘입법과정상의 오류’, ‘입법과정상의 착오’, ‘법률개정 과정상의 실수’ 등의 용

어를 사용하고 있다.
13) 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문제됨을 논문 모두에서 다룬 판례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입법과정’이란 입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국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

률만으로 국한하여 그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심사, 의결된 후 공포되는 과정만을 

의미한다고 좁게 볼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 그리

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규칙 등 자치입법도 포함한 국내실정법 전반의 제

정과정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것이다. 기존법의 개정과정도 이에 포함됨은 물론이다. 

입법과정론에 대해서는 우선 임종휘 외 3인 공저, 입법과정론(개정판), 2000, 박영사 

참조. 입법과정론과 입법방법론은 구별되어야 하며 입법방법론의 일환으로서의 개념과 

유형의 구별실익에 대하여는 졸고, “개념과 유형”, 법철학연구 제6권 제1호, 2006, 세

창출판사, 18면 이하 참조. 입법절차에 따른 차별적 취급의 가능성에 대하여는 위 본

문에서 설명하는 스위스의 경우를 참조하라.
14) Larenz/Canaris, a.a.O., S.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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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는 정정이 가능함을 민사소송법 제211조15)는 분명하게 하고 있다. 법원이 

스스로의 행 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할 수 있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입

법과정에서의 오류는 보다 신 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의 

오류를 지 하는 것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자칫 권한유월의 문제

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에서 ‘편집상의 오류’를 지나치게 

범 하거나 느슨하게 이해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가령 Jescheck/Weigand는 입법당시의 규범상황과 재의 그것이 하게 달

라져, 문언의 의미와 입법의도가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차  오류

(Sekundäre Redaktionsfehler)”라고 하여 역시 편집상의 오류에 포함시키고 있으

나, 이것은 이미 해석의 차원을 넘어선 법률의 흠의 문제로 볼 것이다.16) 입법자

가 상할 수 없었던 규범상황의 변천으로 후발  흠(nachträgliche Lücke)이 드

러날 경우 이러한 변경된 규범상황에 처하는 것은 원칙 으로 입법자의 몫이

지만, 입법자들의 무 응과 규범의 모순상황이 불합리하게 지속된다면 소  ‘목

론  축소(teleologische Reduktion)’를 통해 흠결의 보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필자와 같이 편집상의 오류를 법문에 반하는 ‘해석’17)이 허용되는 유일한 

외로 보는 입장에서는 와 같은 의의 개념을 인정할 실익을 찾아 볼 수 

없다.

편집상의 오류는 법사 의 심사를 받은 후 본회의에 附議하는 과정에서 는 

모든 차를 마친 후 보에 공지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Kramer18)는 

자를 의의 편집상의 오류라고 하고 후자를 공지상의 오류(Publikationsfehler)라

고 구분한다. 스 스의 경우 법원조직법(GVG) 제33조 제1항은 자와 련된 명

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사후 으로 불합리한 오류

(sinnstörende Versehen)가 확인될 경우 편집 원회는 법률 보에 공지되기 까

지 필요한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치는 법률 보에 게재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조문이 존재한다. 동조 제2항은 공지상의 오류와 련한 조항이다: ‘(공

15) 제1항: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

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16) Jescheck/Weigand, Lehrbuch des Strafrechts, AT. 5. Aufl., S. 106. 이에 대해 신동운 

외, 법률해석의 한계, 2000, 법문사, 13면 참조.
17) 법문에 반하는 ‘법형성’(Rechtsfortbildung contra legem)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18) Ernst A. Kramer, a.a.O., S. 107.



崔 俸 京 [서울 학교 法學 제48권 제1호 : 338～370348

지된 후) 발견된 오류는 법률의 개정에 의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 연방행정부

(eidgenössische Räte)는, 편집 원회가 사 심의 원회 회장과 합의하면, 같은 회

기 내에 더 이상의 원회심의 없이 법률개정을 결의한다, 단 사 심의 원회는 

연방의회(Bundesversammlung) 소속이어야 하며, 연방내각(Bundesrat19))에 개정신

청을 하고 서면으로 간단히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안은 최종결의를 거친 후 즉시 

연방 보(Bundesblatt)에 공지되며 투표기한이 도과하는 다음 날(am Tag nach 

dem Ablauf der Referendumsfrist) 발효한다.’ 이러한 단순화된 개정 차는  조

문상의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 입법 차상의 개정과정을 걸쳐야 

한다. 이 경우 ‘편집상의 오류’를 법원이 인정하여 입법기 의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제 상술한 바를 제로 하여 몇 가지 증  고찰을 통해 본 논문의 주된 

목 , 즉 ‘편집상의 오류’라는 개념 내지 카테고리의 보다 정확한 이해에 다가가 

보고자 한다.

2. 증  고찰

1) 한국의 

이하에서는 우선 일련의 례를 고찰한 후 이에 한 필자의 견해를 (e)부분에 

첨부하 다.

(a) 개정  민법 제1057조의 2 제1항과 제2항의 각 ‘제1056조’는 편집상의 오

류로 보아 각 ‘제1057조’로 해석하고 있었다.20)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권을 신설

한 목 은 ‘상속인 없음을 이유로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될 운명에 처한 경우에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권을 인정하는데’ 있지, 잠재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할 

취지는 아니었다. 따라서 민법 제1057조의 2의 ‘제1056조’를 문언 그 로 해석하

는 것은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해석론에 원인을 제공한 것은 

1990년 민법개정 당시 제1057조의 2를 신설하면서 입법의도와는  맞지 않는 

오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민법은 제1053조(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할 경우 이해

19) 7개의 행정부(Bundesverwaltung)의 장들로 구성된 내각을 의미한다. 연합연방의회

(Vereinigte Bundesversammlung)에 의해 4년 임기로 선출된다.
20) 2005년 3월 31일자로 모두 제1057조로 개정되었다. 김주수, 친족⋅상속법(제4전정증보

판), 법문사, 603면; 법원실무제요(가사)(개정증보판), 법원행정처, 685면.



2007. 3.] 편집상의 오류 349

계인 는 검사의 청구에 의한 상속재산 리인의 선임  공고 단계), 제1056

조( 조의 공고일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일반채권  

수증의 신고공고(2월 이상)), 제1057조( 조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

가 불분명한 경우 리인의 청구에 의해 상속인 수색공고( 행법은 1년 이상. 개

정 은 2년이었다)), 제1058조(이상의 차에 의해 처리되지 않은 상속재산의 국

가귀속)이라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의 처리 차를 규율하

고 있었다. 그리고 기존의 소  3단계의 상속인수색 차가 끝난 후 특별연고자에 

한 분여의 가능성을 검토할 의도 음이 분명함21)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제1057

조의 2를 신설하면서 바로 그 조인 ‘제1057조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은 필자가 가함)’이라고 규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7을 

6으로 오기한 것이다. 이것은 법 편찬과정에서 ‘단순한’ 오류로 인해 입법의도

와는  동떨어진 표 이 선택 내지 방치된 , 즉 편집상의 오류의 한 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편집상의 오류를 바로 잡기 해 명백히 법문에 

반하는 수정해석을 한 것이다. 6자는 6자일뿐이기 때문이다.

(b)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는 ‘벌 을 감경할 때에는 그 ｢多額｣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978.4.25, 78도246( )(다수의견)은 여기에서 

‘多額은 편집상의 오류로서 이를 金額으로 해석’하 다.22) 따라서 벌 을 감경할 

때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풀이한다. 동 결에서 

피고는 세 포탈을 이유로 특정범죄가 처벌 등에 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

호23)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유기징역형과 필요  병과형인 벌 형의 제재를 

21) 이 점은 제1057조의 2를 제1057조 뒤에 위치시킨 사실로부터도 알 수 있다.
22) 집 26(1)형, 86(=공 1978.7.15.(588), 10832). 모든 법은 법규정의 본질을 바꾸는 정도

의 것이 아닌 한도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서 뒤쳐진 법률을 앞서가는 사회

현상에 적응시키는 일방 입법기관에 대하여 법률의 개정 등을 촉구하는 것은 오히려 

법원의 임무에 속하는 일이고 법률개정이라는 입법기관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그 

뒤쳐진 법규정의 재래적 해석적용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

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체념해 버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하면서, 형법 제55

조 제1항 제6호의 ‘다액’이라는 문언은 단지 표현상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보는 다수설

의 입장에서는 본문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해석은 극히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최영헌, “법률개정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이 분명한 경우 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례해설, 2006년 상반기(통권 제60호), 353면.
23) 제8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

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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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1심 결은 9,071,370원을 포탈한 피고에 하여 징역 2년 6월과 벌  

9,100,000원을 선고하 다. 그런데 후자는 포탈세액보다는 많으나 그 ‘법정’벌

의 하한액(2배)에 미달했다. 원심 결(서울고법 1977.12.21, 77노1720)은 1심 결

을 기하면서 징역형에 하여만 작량감경을 인정하고 벌 형에 하여는 하

한액수를 고정하 다. 즉 포탈세액의 2배이상 2.5배이하의 범 내인 벌  

18,200,000원을 선고하 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문언을 문면 그 로 보

아 벌 의 상한액(‘다액’)만이 2분의 1로 내려간다는 해석을 한 것이다. 법원은 

 원심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환송하 다. 첫째, 벌 의 형태가 상한  하

한 는 정액인 경우 하한을 낮출 수 없다면 작량감경의 의미가 몰각된다. 둘째, 

각종 특별법에서 상한과 하한의 형식을 취한 벌 형을 많은데, 법률상 감경과 작

량감경을 거듭해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감경에 의하여 상한만이 내려가고 

하한은 고정되어 있다면, 가령  사안의 경우, ‘2배이상 1.25배이하’가 선고되어 

기이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성을 배제하려면 벌 감경시 상한뿐만 

아니라 하한도 내려간다고 해석24)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수의견의 해석

론은 유기징역형이나 유기 고, 자격정지 등을 감경할 때에 모두 그 형기의 2분

의 1을 감경하도록 하여 그 하한까지도 내려하는 것으로 하면서 유독 벌 에 

하여만 그 하한을 내릴 수 없도록 할 합리  이유가 없다는 형사정책  단에

도 근거하고 있으나, 다음의 논거가 흥미롭다. 시내용을 빌리자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 형법을 제정할 당시 형법 각 본조에는 물론 기타 법

률에 벌 을 정함에 있어 그 상한만을 규정하 을 뿐 그 하한은 특별히 정한 바

가 거의 생각할 수 없었으므로 그 상한만을 염두에 둔 나머지 법 편찬 원회의 

형법기 자가 구형법 제68조 6호에 과료를 경감할 때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는 규정과 동일시한 경과(다만 과료에 한 이와 같은 규정은 그 특별한 입

법정책이 있었다. 즉 과료는 당시 하한선이 10 (이상)이었는데 이것을 만일 2

(두)번 감경한다면 2 5리까지 내릴 수 있었으나 이것은 과료가 형벌  가치보다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 10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밑줄은 필자가 가함). 이 법조는 1980년, 

1990년, 2005년 세 번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현재 동조 동항 제1호의 경우 연간 10억

원 이상, 제2호의 경우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때 3년 이상의 징역을 내용으

로 하고 있다.
24) 대법원은 ‘해석’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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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거리에 불과한 결과를 가려올 우려가 있었던 까닭이다) 형법 제55조 1항 6

호를 액이라고 규정할 것을 착오로 “ 액”을 “다액”으로 부주의하게 표 방법

만을 바꿀 생각으로 “개정”하 고 원회에서도 부주의하게 이 개정 안을 기

자의 설명 로 통과시켰다고 본다. 왜냐하면 원회에서 당시 이 에 하여 특

별한 정책  고려나 충분한 토의도 없이 구법의 규정이 개정된 당시의 경 나 

심지어 그 분 기에 맞추어 명백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다수설의 결론으로  형

법 제55조 1항 6호의 벌 을 감경할 때에는 그 “ 액”의 2분의 1로 한다라고 해

석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은 필자가 가함)�라고 설시한다. 이에 해 반 의견(이 섭, 주재황, 

김윤행, 강안희,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은 �다수설과 같이 다액이라는 명문을 

액으로 고쳐서 해석한다는 것은 법 의 법률해석권의 범 를 일탈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리 일반  

법률에 있어서도 그러하거늘 황차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벌법규에 있어서

랴.( 은 필자가 가함)�라고 논박한다.

요컨  다수의견은 작량감경제도의 취지, 련법조의 입법연 과 입법목 에 

한 고찰, 논리  모순(가령 2배이상 1.25배이하라는 결과) 등에 비추어 와 같

은 편집상의 오류를 인한 후 이를 수정하는 해석을 한 것으로 단된다. 이에 

한 반 의견의 반론도 심 한 것임을 그 문면상으로 알 수 있다.

(c) 한편  1994,12,20, 94모32 원합의체결정(공소기각결정에 한 재항고

사건)25)은 피고 박 모 씨가 피해자 소유의 사과나무 밭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 

그냥 담뱃불을 붙이기가 어려워지자 마른 풀을 모아 놓고 성냥불을 켜 담뱃불을 

붙인 뒤, 그 불이 완 히 소화되었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

리를 이탈한 과실로, 남은 불씨가 주변에 있는 마른 풀과 잔디에 옮겨 붙고, 계

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사과나무에도 옮겨 붙어 사과나무 217주 등을 불태워 버

린 사건에서 검사가 피고를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67조를 용하여 실화죄로 

기소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제1심 법원은 아래에서 살펴볼 법원 소수의견과 

같은 취지에서 결국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

한 사실이 포함되어있지 아니한 까닭에 공소기각결정을 내렸고 이에 해 검사

의 즉시항고가 있었다. 제2심 원심법원은 역시 유추해석 지 는 확장해석 지

25) 집 42(2)형,529.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 대전지방법원(1994.5.6.자, 94로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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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기각하여 제1심 결정을 유지하 고, 이에 

해 검사가 법원에 재항고한 것이다. 법원은 검사의 재항고를 인용하 고 제1

심 결정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 다.

여기에서 다수의견은 논하기를, 형법 제170조 제2항26)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

유에 속하는 제166조27) 는 제167조28)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

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제170조 제1항29)과 제2항의 계로 보아서도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일반건조물 

등)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하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2항에서는 그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에 하여 규정하고, 제167조에 기재

한 물건에 하여는 소유의 귀속을 불문하고 그 상으로 삼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 련조문을 체 , 종합 으로 해석( 은 필자가 가함)하는 방

법일 것이고, 이 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

나 법형성이나 법창조 행 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상 지되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이에 해 반 의견( 법  천경송, 정귀호, 박 서, 김형선)은 형법 제170조 

제2항은 명백히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

라고 되어 있을 뿐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는 제167조

에 기재한 물건’이라고는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우리말의 보통의 표 방법으로

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이라는 말은 ‘제166조 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한꺼번에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같은 규정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26) 제170조(실화) 제2항: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내지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燒毁)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7) 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제1항: 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한다. 제2항: 자기 소유에 속하는 제1항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8) 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 제1항: 불을 놓아 전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소훼하

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전1

항의 물건이 자기의 소유에 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개정 1995.12.29).
29) 제170조 제1항: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

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훼손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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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는, 아무런 제한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제167조에 기

재한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즉 반 의견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문언해석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고, 문언상 

해석 가능한 의미의 범 를 넘어서는 것은 법창조 내지 새로운 입법행  바로 

그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요한 내용인 유추해

석의 지원칙상 쉽게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것’이며,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에는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으나, 그 처벌의 필요성은 

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고 법의 개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 

형법의 처벌규정을 우리말의 보통의 표 방법으로는 도 히 해석할 수 없는 다

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에 의하여 그 목 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죄형법정

주의의 정신을 훼손할 염려가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유추해석 지의 원칙30)이 일반 으로 통용되는 형법분야에서 와 같은 반

의견이 제시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이 철

될 수 있었던 이유가 흥미로운 것이다.

이 결이 가지고 있는 방법론  의의는 첫째, 문언해석보다는 기타 체계 , 

역사 , 목 론  해석의 결과가 우선시된다는 과 둘째, 형법분야에서 ‘편집상

의 오류’에 기하여 법문에 반하는 해석을 행한 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신동운 교수는  례를 평석하면서 동 법조에 한 면 한 연  고찰을 

통해 1940년의 일본형법가안 제260조 제2항의 향 하에 당시 정부안 안 제

180조 제2항이 탄생한 것을 밝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256조(일반건조물등)에 기재한 물건 는 제257조(일반물건등)에 기재

한 물건을 소훼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 는데, 후자는 자에서 “...에 기재한 

물건”이라는 표 의 복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조문작성시 삭제하는 ‘과오’

를 범한 것으로 추정하 다.31) 한편 이와 같은 변화된 표 방식에 해서 형법안

의 입법자료 어디에도 그 이유가 명시되고 있지는 않으며, 다른 한편 자기 소유

의 일반물건에 한 실화는 처벌하면서 ‘타인’소유의 일반물건에 한 실화를 처

벌하지 않겠다는 극  태도의 표명도 발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술한 견해

30) 여기에서 유추‘해석’의 금지라는 표현이 상용되고 있지만, 이것이 문언의 어의적 한계

를 넘어선 문제임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신동운 외, 앞의 책, 10면, 13면 등.
31) 신동운 외, 앞의 책, 15면-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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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를 법 편찬과정의 ‘과오’로 단하고 있다. 즉  결의 다수의견을 조문

간의 체계  상호 계와 추정  입법의도를 토 로 하여 편집상의 오류를 인정

함으로써 지지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결의 태도는 논문 모두에서 다루

었던 상 결에서도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2) 제166조와 제167조  제

170조 각 조문간의 논리 ⋅체계  해석은 다수의견에 무게를 실어 주며, 조문의 

탄생과정을 역추 할 때 ‘편집상의 오류’의 존재를 인정할 때 나름의 논거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에서  ‘삭제행 ’의 편집상의 오류성을 인정

하는 것은 당시 한국 형법의 해석론이 상당 부분 일본 형법의 해석론에 의존해 

왔음을 반증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든다. 상술한 편찬상의 오류론은 입

법연 의 추 과정에서 당시 일본형법가안과의 비교를 통해 ‘과오’의 존재를 추

정했을 것이다. 만약 문제의 법조가 일본형법가안의 ‘조문계수’에 해당되고,  

삭제행 가 계수를 한 ‘번역’행  에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편집상의 오

류’로 분류하지 못할 바도 아닐 것이다. 한 삭제행 를 한 자가 그 삭제의 결

과 문언해석상 어떠한 차이 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었

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례의 반 견해도 ‘타인’소유의 일반

물건에 한 실화죄의 처벌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문언해석의 한계를 넘어서

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종래 련 조문들간의 체계 , 목 론  해석이 

시 다수의견과 같은 논리로 귀결시킨 것으로 단된다. 어떤 경우이든 형법 역

에서 문자 그 로의 문언해석결과에 형식 으로 얽매이는 것을 거부하고 문언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수정해석을 시도한 것은 극히 외 인 상이며 한 

외 으로만 인정되어야 함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특히 ‘입법의도’의 객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결국 ‘가정된 입법의도’로서 합리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기에 더욱 주의를 요한다. 아래의 는 이와는 달리 입법의도의 확인이 다양

한 입법자료를 통해 객 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d) 다른 를 들자면 개정 민사소송법 제19조를 들 수 있다. 동조는 해난구조

에 한 특별재 에 하여 ‘해난구조에 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32) 오류의 탄생과정에 대한 연혁적 고찰, 관련 조항들의 전체적인 체계와 문맥에 비추어 

본 오류의 명백성 등에 근거하여 ‘편집상의 오류’를 인정, 법문에 반하는 수정해석을 

행한 판결은 그 밖에도 대법원 2004.11.26.선고 2004두10333판결이 있다. 조세법률주

의가 지배하는 세법분야에서 내려진 판결인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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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 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다. ‘구제’가 아니라 ‘구조’라는 문언을 사용했어야 함이 논리상 명백할 뿐만 아

니라 입법해설서에서도 명기하고 있듯이 이는 분명한 ‘편집상의 오류’의 한 

이다.

법원행정처에서 간행한 민사소송법 개정내용 해설을 보면 �본조는 구 민사소

송법 제17조를 쉽게 풀어 쓴 것에 불과할 뿐 특별한 개정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

다. 그런데 실수로 ‘구조된’을 ‘구제된’으로 잘못 기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실수

는 법제처의 심의를 거치면서 발생하 다. 즉 1992.2.에 확정된 법원안과 

2000.6.에 확정된 법무부안은 모두 ‘구조된’으로 되어 있으나,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2000.10.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구제된’으로 잘못되어 있었고, 이 실수

를 간과한 채 그 로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다�33)라고 하여 편집상의 오류의 존

재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조문에서 ‘구제된’은 ‘구조된’으로 정

정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는 편집상의 오류의 존재가 여러 입법자료에 

의하여 의심의 여지없이 뒷받침되고 있는 에 특징이 있다.

(e) 필자는 ‘편집상의 오류’가 이와 같이 명확한 입법자료에 의해 논증가능한 

경우에 국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시 상황에 따라서 ‘입법자료’가 상실되는 

경우도 있으며, 무나 어이없는 오류는 어느 구도 치 채지 못한 체 방치되

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입법자의 수정행 ’가 즉각 행해진다면 문제

가 없을 것이나, 그 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아 왔다. 그리고 그 ‘법  

모순과 공백’을 ‘편집상의 오류’를 통해 보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 것이다. 논문 

모두에 살펴본 법원 례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 답변서’만이 객  

단자료로서 제시되어 있으나, 이 역시 입법부의 근거자료는 아닌 것이다. 상술

한 2. 1) (c)의 에서는 사실상 진정한 입법의도를 확증할만한 어떤 객  자

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1) (b)의 에서처럼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 체계 , 목 론  해석을 통해 

‘편집상의 오류’를 인정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필자는 이와 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 싶다. 먼  ‘편집상의 오

류’가 인정되려면 법 역마다 각각 다른 정도34)의 논증을 요하는가 하는 문제와 

33) 민사소송법 개정내용 해설, 법원행정처, 2002, 13-4면.
34) ‘얼마나 또 어떻게’ 다르냐의 논증은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 싶다.



崔 俸 京 [서울 학교 法學 제48권 제1호 : 338～370356

가령 형법과 같은 역에서는 ‘편집상의 오류’라는 방법론  수단을 아  인정할 

필요가 없는가 하는 문제이다. 개인 으로는 자를 정하고 후자는 부정하고 

싶다. ‘유추해석의 지’가 엄격하게 용되는 형법분야에서 다른 법분야보다 문

언에의 기속정도를 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기본권의 침해

강도에 비례하는 법  사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 ‘형법’ 역이라고 

하여 인간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2) 독일의 

(a) 독일 민법의 를 들면 동법 제1511조 제3항35)을 들 수 있다. 동항은 제

1500조를 원용하고 있으나, 이는 명백한 편집상의 오류로서 ‘제1501조’의 오기

로 이해되고 있다.36) 이러한 이해에 따라서 소  지속된 재산공동제로부터 유언

에 의해 배제된 공동의 비속에게 지 된 액은 부부공동재산(Geamtgut der 

fortgesetzten Gütergemeinschaft)에 산입되며 그 비속에게 귀속되는 반에 산입된

다. 법문의 직  이해가 다소 복잡하므로 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가령 E와 

F가 부부재산계약(Ehevertrag)에 의해 재산공동체가 일방 배우자의 사망의 경우에

도 지속되는 것에 합의하 다. 그 후 E가 사망하 다. 그들에게는 두 아들 S1, 

S2가 있고 딸 T가 있었는데 그  T는 사망하고 T의 자녀 C, D가 있다. 그런데 

S1이 공동재산에 한 자신의 지분을 사 에 포기하면서 그 가로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자. 사후에 이 공동재산이 실제로 분할되는 시 에 이르러 그 가치가 

9천만 원에 이르 다. 이 에서 생존배우자 F는 6천만 원(9천만 원 + 3천만 원 

= 1억2천만 원의 1/2)을 획득한다. 나머지 3천만 원 에서 S2가 1천 5백만 원

35) 부부재산계약에 따라 일방 배우자의 사망 후에도 지속된 재산공동제(Gütergemeinschaft)에

서 배제된 비속(Abkömmlinge)에게 지급된 금액은 재산분할시(bei der Auseinandersetzung) 

지분권을 가진 비속에게 제1500조의 기준에 따라 배분된다. 참고로 배우자는 유언으로 

자신이 사망할 경우 지속된 재산공동제(fortgesetzte Gütergemeinschaft)에서 공동의 비

속을 배제할 수 있다(제1511조 제1항). 이러한 배제가 유효하려면 타방 배우자의 동의

가 필요하다(제1516조). 배제된 비속은 생존배우자에게 유류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

구할 수 있다(제1511조 제2항 제1문). 여기서 유류분이란 지속된 재산공동제가 성립하

지 않았더라면 부부공동재산(Gesamtgut der ehelichen Gütergemeinschaft)으로부터 당해 

비속에게 보장되었을 법정 유류분을 의미한다. 이 금액은 지속된 재산공동제의 성립시 

공동재산지분의 절반에 해당한다. 배제된 비속은 그 밖에 사망한 배우자의 유보재산

(Vorbehaltsgut)과 특유재산(Sondergut)에 대한 법정 상속권을, 이와는 관계없이, 완전하

게 보유한다.
36) Staudinger/Thiele, Neubearbeitung 2000, Rn. 26 zu §1511 B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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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C와 D는 T를 승계하여 각 7백 5십만 원씩을 배분받는다.37)

(b) 하지만 독일 민법 제400조의 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BGHZ 4, 15338)에서 독일연방법원은 독일 민법 제400조에 명백히 반하는 법

용을 하 다. 그 내용을 략 개 하면 다음과 같다. 1951년 12월 10일에 내려진 

이 결에서 남편을 사고로 잃은 미망인이 연 청구권을 양도하 는데 그 효력

을 둘러싸고 흥미로운 논거를 제시하 다. 당시 근로소득의 보호를 한 임 압

류법(Lohnpfändungsverordnung)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미망인에게 보장된 

연 청구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KrfzG) 제7조 제1항, 제10조 제2항, 제13조 제1

항, 제2항  독일민법 제844조, 제843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760조)은 압류가 

지되었다(unpfändbar). 그리고 독일 민법 제400조39)는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은 

양도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명백한 문언에 반하

여 기 연 청구권의 양도를 유효한 것으로 시하 다. 하지만 이 결이 ‘편

집상의 오류’를 인정하여 명문에 반하는 수정해석을 행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다. 먼  법원은 연 수령권자(미망인)가 연 청구권의 

양도를 통해, 가해자에 한 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결코 더 

나쁜 처지에 처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나은 입장에 서게 될 경우 실제도 수령한 

액만큼 연 청구권을 양도하더라도 제400조의 입법목 에  반하지 않음을 

근거로 든다(동 결집 156면). 한 ‘입법자가 제400조의 양도 지를 통해 달성

하고자 하는 입법의도, 즉 연 수령권자의 잔여생활의 경제  보장은, 이 사안에

서 외 으로(!) 양도를 허용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다’고 지 한다(157면). 

이어서 ‘제400조의 명백한 문언에 반해, 어떤 지규범을 변경 으로(abändernd) 

그 지만 입법목 에 충실하게(zweckgetreu) 제한하는 가능성은 모든 주의를 기

울여 볼 때 정될 수 있다. 그 지 않다면 연 수령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

률의 입법목 이 정작 그 반 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157면)’라고 논하고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양도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제400조의 의미와 입법목

에 반하는 문언해석(Wortinterpretation)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158면)’고 한다. 문

37) Staudinger/Thiele, a.a.O., Rn. 11 zu §1501 BGB.
38) Klaus F. Röhl, a.a.O., S. 597에서 들고 있는 BGHZ 2, 176은 이와는 무관한 잘못된 

예이다.
39) Eine Forderung kann nicht abgetreten werden, soweit sie der Pfändung nicht 

unterworfen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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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해석에 형식 으로 기속되는 것을 거부하는 은 분명한데 이제 그 근거로서 

동 법조의 입법목 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입법자가 입법과정에서 범한 단

순한 오류의 문제가 아니라 당해 법조가 일반 으로는 합리 인 입법임에 분명

하나 당해 사안에 한하여 형식 으로 해석⋅ 용할 경우 어처구니없는, 는 오

히려 입법목 에 정반 로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경우 그 용을 배제한 것으

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방법론상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목 론  축소

(teleologische Reduktion)를 통해 법률의 흠을 보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사안

과 같은 문제를 입법 당시에 입법자가 알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법률의 

후발  흠(nachträgliche Lücke)이 문제된 사례로서, 이러한 흠결보 을 해 목

론  축소라는 흠결보충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

률의 흠결보충(Lückenfüllung)은 법률의 해석과는 다른 역으로서 그 보충방법도 

다양한데, 이러한 흠결보충이 법 의 법형성작업에 의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이해가  결의 배경이 된 것이라는 은 동 결문에서 ‘제400조의 

지규범을 변경 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형성행 (Akt der Rechtsfortbildung)로서 

법체계의 정신, 평가  이익형량과 조화를 이루는 은 민법  이외의 입법상의 

발 을 통해서 더욱 더 확인되어 왔다’고 명시하고 있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

다. 물론 해석과 흠결보정 내지 법형성행 와의 구별이 어려우며 혹자는 구별기

을 정할 수 없다(nicht definierbar)40)고 하더라도  법원이 양자의 개념의 차

이를 알고 있다는 을 제로 한다면 와 같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그 다

면  결은 방법론상 일응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수정해석으로서 외 상 ‘편집

상의 오류’와 유사한 결과로 보이지만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형성행 를 통

해 법률의 흠이 보정된 사례41)로 요해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이해는 

결국 법문에 반하는 ‘해석’이 허용되는 유일한 외가 ‘편집상의 오류’라는 필자

의 견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된다.

40) J. Esser, Vorverständnis und Methodenwahl in der Rechtsfindung, 1970, S. 174ff.
41) 소위 법률내재적 법형성(gesetzesimmanente Rechtsfortbildung)이 행해진 것과 같은 의

미이다. 법형성 내지 법발견(Rechtsfindung)은 전통적으로 삼분론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Rechtsfindung secundum legem, praeter legem, contra legem), Canaris는 사분하여 분

류하는데, 중간 단계를 법률내재적 법형성과 초법률적 법형성(gesetzesübersteigende 

Rechtsfortbildung)으로 세별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는 Larenz/Canaris, a.a.O., S. 

187ff.; 졸고, “법률의 흠”, 연세법학연구(제10집 제1권), 2003, 25-2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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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법상의 소  scrivener’s error(서기의 오류)는 이상에서 살펴 본 편집상

의 오류에 응하는 개념이다. 이에 한 이해는 본 논문에서 다룬 편집상의 오

류론으로 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미에서 법문에 반하는 해석

의  다른 로 이해되는 소  부조리의 법칙에 하여 필자는 상당한 의문을 

품고 있다. 이에 해 아래 구별개념에 한 장에서 상세히 살펴보고 이것이 편

집상의 오류와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에 하여 고찰한다.

Ⅲ. 구별개념들

1. 미법상의 소  Absurd Result Principles(부조리의 법칙)42) 

이에 해서는 후술하듯 논자에 따라 이해의 정도가 다르기도 하지만 우선 이 

개념이 원용되는 몇 가지 사안을 통해 그 핵심에 근해 보고자 한다.

1) Green v. Bock Laundry Mach. Co.사건에서 Paul Green은 세차장에서 일하

다가 세차장치를 정지시키기 해 건조기(dryer) 속에 손을 뻗어 넣는 과정에서 

묵 한 회 드럼이 그의 오른 팔을 감고 들어가 상을 입었다. 이에 Green은 

세차기 제조회사인 Bock laundry machine company를 제조물책임법리(Product 

Liability)에 따라 제소하 다. Green은 자신이 세차기의 작동방법과 그 험성에 

하여 부 하게 설명받았다(instructed inadequately)고 진술하 다. 피고인 Bock 

제조사는 Green을 반 신문하면서 그가 이 에 주거침입공모  주거침입죄로 

유죄 결을 받은 이 있음을 배심원들이 알게 하 다. 이로써 Green의 증언에 

한 신빙성이 하되었음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법원이 피고가 반 신문을 통하여 원고에게 불이익한 선입견을 

수반하는 증거를 채택함으로써 연방증거법(Federal Rules of Evidence) 609 (a)(1)

를 반하 다고 주장하 다. 동 법조43)는 일응 문언상(literally) ‘형사’‘피고’인의 

42) 혹자는 이를 ‘어처구니없는 결론’으로(박철, “법률의 문언을 넘은 해석과 법률의 문언

에 반하는 해석”, 법철학연구, 제6권 제1호, 세창출판사, 2003, 208면), 혹자는 ‘부당한 

결과 원칙’으로 번역하고 있다(김도영, 민사 례연구 XI (1999), 박영사, 473면). 본문의 

예는 박철 판사의 전기 논문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지만, 필자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재평가한 것임을 밝혀둔다.
43) (a) General Rule. For the purpose of attacking the credibility of a witness,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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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한 목 으로만 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사’‘원고’인 

Green에게도 용될 수 있는가가 쟁 이었다. 다수의견은 우선 입법배경  연

을 조사한 후 동 법조가 민사소송의 당사자에게도 용될 수 있음을 정하고, 

‘피고’라는 명백한 문언에도 불구하고 ‘원고’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단하 다. 

이에 원고에게 불이익한 범죄 력에 한 증거를 허용한 항소심의 단에 잘못

이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Scalia 사도 동조하면서 이러한 결론이 단

순한 문언해석을 넘어선 것임을 인정하고 그 이유를 소  不條理의 法則에서 찾

고 있는 듯하다(we are confronted here with a statute which, if interpreted 

literally, produces an absurd, and perhaps unconstitutional, result).44) 다수의견이

든 소수의견이든 ‘피고’란 문언의 탄생은 ‘부주의’에 기한 것으로 보지만 

Blackmun, Brennan, Marshall의 소수의견은 다수의견과 다음과 같은 에서 차이

가 있다. 소수의견은 ‘피고’란 문언을 ‘모든 당사자(any party)’의 의미로 해석하

자고 하고, 증언의 신빙성의 하라는 선입견의 불이익은 모든 당사자들에게 해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형사사건이건 민사사건이건  원고이건 피고이

건 ‘범죄자 음이 알려지는 순간 편견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인지상정이

라는 것이다. 동시에 동 법조의 즉각 인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2) 한편 부조리의 법칙에 하여 혹자들은 다소 다른 견해들을 취하는 듯하다. 

K Mart Corp. v. Cartier, Inc.45)에서 120년의 세월을 넘어 재인용되고 있는 U.S. 

v. Kirby46) 결은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건에서 1825년 3월 3

일자 우체국의 설립과 규제를 한 법률의 문언이 문제되었다. 문제된 조문은 

‘우편물이나 그 운송인 는 배달인 는 같은 것을 운송하는 말이나 기타 운송

수단의 통행을 고의로(knowingly and wilfuly) 차단하거나 지연시키는 자는 매 

that the witness has been convicted of a crime shall be admitted if elicited from the 

witness or established by public record during cross-examination but only if the crime 

(1) was punishable by death or imprisonment in excess of one year under the law 

under which the witness was convicted, and the court determines that the probative 

value of admitting this evidence outweighs its prejudicial effect to the defendant, or 

(2) involved dishonesty or false statement, regardless of the punishment. (강조는 필자

에 의한 것임)
44) Green v. Bock Laundry Mach. Co., 490 U.S. 504 (527) (1989).
45) 486 U.S. 281, 325 (1988)
46) 74 U.S. 482, 487 (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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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행 마다 100달러 미만의 벌 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피고는 군 

보안 (county sheriff) Kirby 는데, 그는 당시 우편물을 터키 주 루이스빌시에

서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시로 General Buell이라는 보트를 이용해 운송 이던 

우편배달원 Farris를 - 우편물배송업무를 수행 에 - 법원의 구속 장에 기해 체

포하 다. 이에 앞서 Farris는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었다. 그 기소는 에서 언

한 문제의 법조에 근거한 것이었다. 결문은 먼  피고가 우편물이나 우편물운

송보트의 통행을 차단하거나 지할 어떠한 의도도 없이  배달원을 체포했음

을 설시하고 있다. 그리고 문자 그 로  조문을 기계 으로 해석, 용한 기소

에 하여는 ‘법률의 문언은 불의, 억압 는 부조리한 결과를 낳지 않도록 제한 

용되어야 한다(General terms should be so limited in their application as not 

to lead to injustice, oppression, or an absurd consequence)’고 시하 다. 그리하

여 그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피하기 하여 법률문언에는 외를 둘 수 있음은 

모든 입법의 제라고 보았다. 결문의 말미에 이제 흥미로운 가 등장한다.

3) 례는 Pufendorf가 언 했다는 를 든다. [길거리에서 피를 뿌리는 자는 

구나 최고형에 처한다]는 볼로냐의 법을 병의 발작으로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

의 을 개한 외과의에게 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Plowden이 든 

도 같은 상식(common sense)차원에서 소개한다. [감옥을 탈출한 죄수는 죄로 

벌한다]는 에드워드 2세의 법률이 불이 난 감옥을 탈출한 죄수에게 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매우 상식 이다. 불에 타 죽지 않으려고 탈출하 다고 

하여 교수형에 처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례는 Pufendorf와 Plowden의 를 결문의 취지와 동일한 맥락

에서 인용한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부조리의 법칙’에 한 이해가 정확한 것인

가에 하여 의문이 든다. 부조리의 법칙에 하여 학자 간에 이해의 차이가 있

음을 차치하더라도, 법문에 반하는 법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부조리

의 법칙’을 이해한다면 술한 를 동일선상에서 소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우선 Pufendorf의 를 보자. 문제된 볼로냐의 법률은 [길거리에서 피를 뿌

리는 자]라는 표 을 사용하 다. 이러한 표 을 사용한 입법자들의 머릿속에 떠

올랐던 그림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일상생활속의 ‘범죄행각’을 형

인 사례로 보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상유형이 법정유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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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들여졌을 것이며, 이러한 유형  단47)이 [길거리에서 피를 뿌리는 자]라

는 개념의 제가 되었을 것이다. 그 다면  개념의 정확한 의미는 그와 같은 

유형  제로 환원할 때 드러나는 것이다. 한 당해 법률의 입법목 도 범죄일

소에 있음을 충분히 측할 수 있다. 따라서 외과의의 경우는 애 부터 [길거리

에서 피를 뿌리는 자]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제한 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며, 

만약 입법자들이 와 같은 사정을 입법당시에  상하지 못했다고 가정한

다면, 이제 법률의 흠을 보정하기 하여 목 론  축소를 행하면 될 것이지, 이

와는 별개로 ‘부조리의 법칙’을 운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인 것이다.

5) 다음으로 Plowden의 를 살펴보자. 여기에서 문제된 에드워드 2세의 법률

은 탈옥범에 한 하효과를 염두에 둔 입법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당시 허술한 

감옥감시망 때문에 탈옥이 빈발했었던 듯하다. 이러한 탈옥의 방이라는 목  

하에  법률을 입법하 다면 아마 입법당시 ‘화재가 일어나 생존하기 해 탈옥

해야만 하는’ 죄수는  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다면 이러한 

화재의 경우는 법률의 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문언해

석의 결과가 입법목 과는  상반된 것으로 귀결되며, 설사 이 문제를, 오늘

날의 시 에서, ‘생명권의 존 ’이라는 헌법  가치평가에 비추어 합헌  법률해

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역시 의의 법률의 흠인 것이다.

6) 이러한 들을 굳이 ‘부조리의 법칙’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동 

법칙의 요한 논거가 ‘입법의도’인데, 이러한 입법의도의 객  확인이 쉽지 

않으며, 개의 경우 법원에 의해 ‘가정된 입법의도’를 기 으로 단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이란 항상 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픽션’에 입각한 단

은 결국 법원의 ‘권 ’에 의해 뒷받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

란 소  ‘설득력에 의한 권 (persuasive authority)’일 뿐이다. 더구나 ‘부조리’

의 의미 한 외연이 분명한 개념이 아닌 것이다.

그 다면 Kirby사건도 굳이 ‘부조리의 법칙’의 로 볼 필연성은 없다고 생각

한다. 시하고 있듯이 피고가 우편물이나 우편물 운송보트의 통행을 차단하거나 

지할 어떠한 의도도 없이  배달원을 체포했음이 분명하다면, 문제의 법조의 

47) 이에 관해서는 졸고, “개념과 유형”, 법철학연구 제6권 제1호, 2006, 세창출판사, 7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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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고, 설사 이를 매우 천편일률 으로 해석할 경

우에도 ‘ 법한 국가기 의 행 ’를 처벌하는 것은 우리 법질서 내부의 모순을 

의미하므로  피고에게 당해 법조의 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법문

에 반하는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부조리의 법칙’을 자리매김한다면 그 

외  성격을 부정할 수 없는데,  사안들을 모두 동 법칙 하에 이해하고자 할 

경우 ‘ 외성’은 사라지고 법원이 일종의 우회로를 통해 입법부의 권 에 도 하

는 통로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법상의 ‘부조리의 법칙’을 인정할 경우에도 엄격하게 운용할 필요

가 있으며, 유사한 사안구조에서 입법과정에서의 ‘오류’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편

집상의 오류’를 인정하거나, 상술하 듯이 다양한 ‘법률의 흠결보충’방법을 사용

하여 동일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부조리의 법칙’을 원용할 실익은 매우 다고 할 것이다.

2. 오표시무해의 원칙(falsa demonstratio non nocet)

논문의 모두에 설명하 듯이 인간의 오류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

다. 이는 법과 련하여서도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가령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양 당사자가 모두 X라고 쓰면서 이것을 양자 모두 Y

의 의미로 이해했을 경우 X라는 분명한 문언에도 불구하고 Y의 의미로 해석한

다(오표시무해의 원칙). 이것이 자연  해석의 일환으로서 표의자의 진의를 탐구

하는 요한 해석방법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문에 반하는 해석을 하는 ‘편집상

의 오류’의 경우와 사고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문언에 반하는 ‘해석’을 하는 

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3. 법정책상의 오류

다른 한편 ‘편집상의 오류’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으로서 ‘법정책상의 오류

(Rechtspolitischer Fehler)’를 들 수 있다.

이 개념은 법률의 흠과도 구별하여야 한다. 필자와 같이 법률이 입법계획에 반

하는 불완 성을 띠는 경우를 법률의 흠48)이라고 본다면 법정책상의 오류는 이

48) 이 개념정의는 Elze에게서 유래한다. Elze, Lücken im Gesetz, 1916, S. 3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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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책상의 오류는 입법자의 의도에 합치하는 (법률의) 불

완 성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외 상 어떤 법률문제나 문제군에 한 규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언제나 ‘법률의 흠’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상

의 오류가 있을 뿐이며, 이는 개선이 요망되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이에 응

하는 것은 입법자의 몫이다. 즉 정책상의 ‘오류’가 있다고 하여 법원이 나서서 

치유해서는 아니 되는 에서 ‘편집상의 오류’와는 큰 차이가 있다. 법정책상의 

오류가 존재할 경우 역시 법정책 으로 ‘비 의 상’이 될 뿐 해석 는 법형성

행 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는 원칙 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다만 ‘법정책

상의 오류’가 심각하고도 한 ‘평가상의 모순’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

법자의 응이 장기간 없을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본 논문에서는 논외이다) 

법률  법형성행 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49) 어 거나 이러한 ‘법정책  오

류’라는 개념은 법률의 흠결보정으로서의 법형성작업의 한계를 보여주는 훌륭한 

이정표 역할을 하며, 법원의 개입이 원칙 으로 차단되는 확실한 방법론  카테

고리를 제시하고 있는 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Ⅳ. 방법론  성격과 평가

1. 편집상의 오류는 [해석] 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분명한 어의를 지닌 문언에 해서는 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소  

Sens-Clair-Regel)에 집착한다면 ‘편집상의 오류’란 카테고리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령 숫자는 숫자일 뿐 그 이상의 해석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그것이

다. 하지만 36을 63으로 오기, 오언하는 경우가 존재함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스

스로 그 주체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말하자면 63을 36으로 수정해석하거나 취

소할 필요가 있음을 에서 든 다양한 에서도 인식할 수 있다. 그러한 다양한 

오류  편집상의 오류는 ‘입법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그 오류를 수정해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 것이다.

한편 편집상의 오류는 해석방법 에서 문언해석보다는 체계  해석, 역사  

해석, 목 론  해석이 우월하다는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좋은 이다. 본 논문 

49) 무엇보다도 Larenz/Canaris, a.a.O., S. 195.



2007. 3.] 편집상의 오류 365

모두에 다룬 례도 입법자의 진정한 입법의도, 법조문들의 체계  상호 계, 합

리 인 입법목  등을 검토한 결과 문언해석에 형식 으로 얽매이기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어 거나 편집상의 오류는 해석 역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50) 법률의 흠결보충의 문제로 보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법률의 흠’은 입법자의 계획에 반하는 불완 성을 개념  제로 하여 원시  

는 후발  흠과 개방된 는 은폐된 흠 등으로 구별되는 반면, ‘편집상의 오

류’에서는 입법자가 법 의 편찬과정에서 오류를 범해 ‘엉뚱한’ 표 을 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당해 문제에 하여 입법자들이 궁리한 바가 없어서 그 문제 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며 문언이 지니는 문법  의미를 몰랐던 것도 아닌 

것이다. 즉 련 문제 을 모두 사유하 으며 그 결과 분명한 결론(입법계획)에 

이르 으나, 편집과정에서(법사  심의과정에서 는 본회의 후 공포  는 그 

후에) 오로지(!) 인간 인 오류에 의해 그릇된 문언이 삽입되거나 방치된 경우만

을 염두에 두고서 ‘편집상의 오류’를 운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

는지의 여부가 종종 ‘입법연 ’의 검토를 통해서야 비로소 단할 수 있음은 물

론이다. 

나아가 법률의 흠결의 보정은 법형성단계의 문제이며, 편집상의 오류의 시정은 

해석단계의 문제인 에서도 차이가 난다. 문언의 어의  한계를 넘어선 에서

는 편집상의 오류도 다를 바 없지 않은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문언의 

문자  의미에 얽매이는 것이 그러한 수정해석을 허용할 정도로 견딜 수 없는 

정도에 이르 다는 차원에서 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명확한 해결은 종국 으로 ‘해석’과 ‘법형성’ 역의 분명한 구

별이 행해질 경우에만 가능할 것임은 필자는 인식하고 있다. 양자의 경계가 매우 

유동 51)임도 사실이다. 하지만 양자의 구별이 필요하며 서로 다른 성격의 카테

고리임도 분명하다.

끝으로 편집상의 오류를 인정하고자 할 경우의 주의할 에 하여 언 하고

자 한다. 먼  ‘법형성’이 아니라 ‘해석’의 역에서 ‘편집상의 오류’를 운용한다

50) 이것이 방법론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Larenz/Canaris, a.a.O.; F. Bydlinski, a.a.O., 

S. 393. Bydlinski는 편집상의 오류를 입법기관의 표시상의 착오(Erklärungsirrtümer)에 

비유하면서, 진정한 입법의도에 따라 수정해석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밖에 

K. Engisch, a.a.O., S. 224; Klaus F. Röhl, a.a.O., S. 597.
51) 편집상의 오류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일단의 불확실성은 이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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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여, ‘법  논증’의 강도가 감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이다. ‘해석’의 

결과일 뿐이라고 강변한다고 하여 법 용자가 그러한 단에 있어서 책임이 경

감되거나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편집상의 오류’는 언필칭 ‘문언에 반하

는’ ‘해석’이 허용되는, 말하자면 ‘해석’  가장 외 인 역에 속하는 문제로

서, 인간의 ‘오류’의 수정필요성을 ‘해석’ 역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2. 이러한 ‘편집상의 오류’의 외성은 다음과 같은 에서도 논증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문에 반하는 법형성행 (Contra-legem-Judizieren)가 극히 외 인 경우에만 

인정되듯 법문에 반하는 해석도 외 으로만 인정되어야 한다. 법원 자신의 오

류를 법원 스스로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입법기 의 실수를 법원이 정정한다는 

외양 자체가 이미 주의를 요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입법의도와 목 이 객  자

료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언에 반하는 수정해석의 

최종 근거는 결국 법원이 ‘가정한’ 입법의도  목 이기 때문이다. 입법기 의 

의도를 법원이 객 으로 가정하는 것인데 그 가정에 있어서 논쟁의 소지가 있

을 경우 입법권의 침해라는 비 의 불씨를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에서 본 논문은 ‘편집상의 오류’를 지나치게 넓게 보는 견해는 지

양하 다.

나아가 원칙 으로 법 은 법률을 다시 쓸 권한이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법원이 법률문언의 직설  의미 자체에 으로 구속되지는 않는다는 에 

있어서도 이의가 없다. 문제는 그 구속을 ‘어떻게’ 벗어나느냐이다.

결론 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체로 법률의 흠결보정

의 차원에서 [법형성]행 가 이루어지는 에 비추어 볼 때, 편집상의 오류는 입

법과정상의 과오를 법원이 [해석]의 명분 하에 정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요

한 독자  의미를 띤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형성단계이든 해석단계이든 문언해

석의 결과를 법원이 수정한다는 에서 공통 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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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은 법원 결 2005다60949를 계기로 하여 ‘편집상의 오류’라는 방법

론상의 주제에 하여 종합 으로 검토하여 이 분야의 방법론  선지식의 정리

를 일차  목표로 하 다. 이에 먼  기존의 련 례들을 정리하고, 나아가 외

국의 견해와 례들도 함께 고찰하 다(II 1.  2. 참조). 그러한 논구과정에서 

미법상의 ‘부조리의 법칙’에 해서는 부정 인 결론에 잠정 으로 도달하 다

(III. 1. 참조). 우리 고유의 방법론상의 도구들로 충분히 처할 수 있다고 생각

하 기 때문이다.

방법론  자리매김을 시도하는 장(IV. 참조)에서는 ‘법문에 반하는 해석의 일

환으로서의 편집상의 오류’가 지닌 본래  는 생  문제 들을 진단하 다. 

특히 ‘편집상의 오류’가 ‘법률의 흠결보정’으로서의 ‘법형성’작업이 아니라 ‘해석’

행 임을 출발 으로 하여, 법률의 흠결보정과의 차이 을 확인하고, 나아가 법

률행 의 해석차원에서도 유사한 ‘수정해석’이 허용되는 경우인 ‘오표시무해의 

원칙’과 비교해 보았다. 나아가 소  ‘법정책  오류’는 ‘편집상의 오류’와는 분

명하게 구별해야 할 개념임을 살펴보았다.  자는 법형성행 의 한계를 확인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론  도구임을 동시에 확인하 다.

결론 으로 법문에 반하는 법형성행 (Contra-Legem-Judizieren)가 극히 외

인 경우에만 허용되듯이 법문에 반하는 해석행 로서의 ‘편집상의 오류’인정도 

매우 제한 으로만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 다(IV. 후

반부 참조).

부언하거니와 단순한 문언해석의 결과보다는 체계 ,52) 역사 ,53) 목 론  해

석의 결과가 우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논증은 언제나 철 히 이루어져야 

52) ‘체계적 해석’의 본질과 취지는 ‘한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법전 전체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Stammler의 언명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R. Stammler, Theorie 

der Rechtswissenschaft, 1911, S. 24f.
53) 편집상의 오류는 본 논문의 예를 통해 시사하였듯이 ‘역사적 해석’의 결과 긍정될 수

도 있고, 부인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입법자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은 경

우가 많기 때문에(예컨대 民法案審議錄, 上/下卷, 民議院/法制司法委員會/民法案審議小

委員會, 1957년) 편집상의 오류를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역시 많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체계적, 목적론적 해석에 의해 입법의도의 재구성을 시도할 필요

가 있으며, 특히 입법의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편집상의 오류라는 카테고리를 활

용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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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더구나 입법기 의 과오를 법원이 주체 으로 바로 잡는 행 를 ‘해석’의 

명분 하에 행한다는 것은 이미 형식논리 으로도 고도의 주의를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구조이다. 특히 ‘가정된 입법의도’는 언제나 입법연 에 한 철 한 고

증과 계 조문들의 종합 ㆍ체계  해석과 연계하여서만 추정되어야 할 것이다. 

‘편집상의 오류’를 엄격하게 운용하기 하여 그 요건 내지 특징을 정리하여 아

래와 같이 도식화하는 것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문언의 어의가 명확하다.

2. 입법목 과 선택 는 방치된 문언간의 괴리가 하다.

3. 법문에 반하는 수정해석을 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4. 정당한 사유와 련하여 입법목 과 의도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역사 , 목

론  해석을 통해 객 ⋅합리 으로 추론해 내야 할 것이고 이 과정에

서 련 조문들 간의 체계  상호 계를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5. ‘편집상의 오류’를 ‘해석’의 역에 자리매김한다고 하여 그 법  논증의 필

요성과 강도가 ‘법형성’행 시보다 약한 것은 결코 아니다.

주제어: 편집상의 오류, 법률의 해석, 법문에 반하는 해석, 법형성행 , 부조리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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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Redaktionsversehen

54)Bongkyung Choi
*

Die Rechtsprechung von koreanischem Höchstgerichtshof (2006.2.23, 2005da 

60949) gibt dem Verfasser Anlass dazu, sog. “Redaktionsversehen” einmal aus 

methodologischer Sicht in Betracht zu ziehen. In dem Fall geht es um 

Sinyonghyupdongzohapbeop, insbesondere §89 Abs. 7 n.F., in der von Abs. 5 

des Absatzes die Rede ist. Interessant war, dass der Absatz 7 n.F. dem Abs. 6 

a.F. entspricht, in dem auch auf Abs. 5 verwiesen war. Denn der Absatz 7 war 

mit dem Abssatz 6 neu eingefügt, daher die darin stehende Verweisung auf Abs. 

5 logischerweise “auf Abs. 6” hätte geändert werden müssen. Der Gericht griff 

nach Auseinandersetzungen mit Einzelheiten auf das methodologische Mittel 

“Redaktionsversehen” zu, zwar ohne auf Hilfe vom Gesetzgeber zu warten. Hier 

deuten die systematische, teleologische, historische Auslegung m.E. alle darauf 

hin, “Redaktionsversehen” methodologisch nützlich zu machen. Genauer betrachtet 

lag hier als objektives Gesetzesmaterial eigentlich nur die schriftliche Rückantwort 

des koreanschen Finanzministers vor, die durch die Anfrage des Beklagten 

veranlasst worden war. Aber das hindert m.E. nicht daran, einen redaktionellen 

Fehler anzunehmen (zu Einzelheiten s. I.).

Um das Urteil methodologisch zu begründen, zunächst versucht der Verfasser, 

die Vorverständnisse übers Thema zusammenzustellen (s. II.) und sich mit 

methodologischen Persektiven auseinanderzusetzen. Bald aber erweist es sich als 

schwierig, diese Kategorie als einen einzigen Fall der “Auslegung” im 

Widerspruch zum eindeutigen Wortlaut darzustellen, was aber nach Ansicht des 

Verfassers richtig ist. Die Schwierigkeit beim Definieren des Begriffs 

“Redaktonsversehen” liegt einerseits daran, dass es nicht einfach ist, die Grenze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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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wischen Auslegung und Rechtsfortbildung praeter legem zu ziehen und 

andererseits dass die Absicht des Verfassers manchmal nicht klar zu erkennen ist.

Ausserdem ist die amerikanische Rechtsfigur “Absurd Result Principle” von 

dem Redaktionsfehler klar zu unterscheiden. Sie ist m.E. bei uns mit 

traditionellen methodologischen Mitteln problemlos zu ersetzen (s. über weitere zu 

unterscheidende Begriffe, III.).

Der Aufsatz behauptet, von dem Redaktionsversehen als eine “Interpretation” 

contra verbis legis nur unter den Voraussetzungen zu sprechen, dass die Diskrepanz 

zwischen objektivem Wortlaut des Gesetzes und der eigentlichen Absicht des 

Gesetzgebers vorliegt und Rechtfertigungsgrund für eine korrigierende Auslegung 

besteht. Und der Verfasser meint ferner, das redaktionelle Versehen bei der 

Unklarheit der Absicht des Gesetzgebers nur dann zu berücksichtigen ist, wenn 

die historische, teleogische Auslegung auf dessen Bejahen hinweisen. Dabei darf 

man die systematischen Zusammenhänge der in Frage stehenden Vorschriften nicht 

ausser Acht lassen. Die Last des Argumentierens bezüglich des Redaktionsversehens 

ist nicht weniger als die bei der Rechtsfortbildung durch Rechtsanwender, zwar 

unabhängig davon dass die Kategorie von “Redaktionsversehen” als “Auslegung” 

zu qualifizieren ist (s. IV. V.).

Schlüsselwörter: Redaktionsversehen, Gesetzesauslegung, Interpretation contra 

verbis legis, Rechtsfortbildung, Absurd Result Princip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