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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독일 민사소송법상 직접주의의 전개과정과 그

시사점

우리 민사소송법 제204조는 직접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1960년대부터 이미 제204조 제2항과 관련하여 이른바 변론의 갱신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제1심의 최종변론기일에서 소송관계

를 표명하고 변론을 하였다면 이것으로써 변론을 갱신한 효과는 생긴 것

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리하여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변론의 갱신

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직접주의가 형해화되었다. 이 글에서

는 독일 민사소송법에서 직접주의의 생성 및 변천과정, 현재의 해석, 운

영실태 등 그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직접주의의

해석과 운영, 개선과제 등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 유명무실화된 직접주의

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독일에서 직접주의는 민사소송법 제정 당시 자유주의 또는 자유민주적

관념을 그 이념적 기초로 하여 성립하였다. 하지만 민사소송법이 공포된

직후부터 실무에서 업무경감을 위하여 법이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않

고 증거조사나 사건의 준비를 수명법관 또는 준비법관에게 과도하게 촉

탁한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이러한 실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법개정이 이루어졌으

며, 결국 여러 차례에 걸친 단독판사제의 도입과 확대, 수명법관의 허용

성 확대를 통하여 이러한 실무상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전자를 통하여

직접주의가 강화된 한편, 후자를 통하여 직접주의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양자 모두 소송의 신속화를 위한 조치들이었는데, 후자는 특히 소송의

효율적 진행이라는 합목적성에 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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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실무상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빈번한 법관의 교체

가 가장 큰 문제인바, 직접주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민

사소송법상의 원칙이므로, 실무의 운영방식을 법규정에 맞게 바꾸든지,

실무를 반영하여 법을 개정하는 실무와 입법의 상호교섭 작업이 필요하

다. 그러한 작업들로서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

2항이 규정하는 종전 변론결과의 진술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 규정은 직접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이에 관한 종전

의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할 것이고, 법원은 민사소송규칙 제55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종전 변론결과의 진술을 실질적으로 운영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제204조 제3항은 새로운 법관에게 직접적인 심

증을 얻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신청하기만 하면

언제나, 반드시 재신문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다만, 법원이 소송상태에 비추어 재신문이 필요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신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대체법관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예비배심원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이, 인사이동 시기에 인사이동이 확실히 예상되는 법

관이 소속된 재판부에 대체법관을 지정하면 직접주의를 충실히 실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직접주의에 관한 논의가 미미한 것은 1960년대의 대법원

판례가 이를 외면한 이래, 실무에서 직접주의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온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쪼록 본고를 계기로 직접주의에 관한

논의가 다시 일어나고, 특히 실무와 법규정의 간극이 조금이나마 좁혀지

길 기대한다.

주요어 : 직접주의, 변론의 직접주의, 증거조사의 직접주의, 변론의

갱신, 증인의 재신문, 단독판사, 수명법관

학 번 : 9427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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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우리는 가끔씩 어린 아이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분명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 그 뜻을 잘 모르고

사용하고 있거나 말로 설명하기 힘든 경우가 그러하다. 민사소송에서 직

접주의가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 예로서 구술주의의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직접주의와 관련된 변론의 갱신이 실질적으로 이루

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1) 구술주의와 혼동하는 경우를 들 수 있

고, 간접(심리)주의는 다른 법관의 보고를 소송자료로 하여 간접으로 심

리하는 주의라고 설명하고서도 직접주의의 강화와 관련된2) 제204조 제2

항이 간접(심리)주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는 경우3)도 있다.

우리 민사소송법 제204조는 직접주의를 규정하고, 1960. 4. 4. 제정 당

시부터 현재까지4) 제4장 소송절차 중 재판의 절5)에서 이를 규정한다.

이는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조사를 행한 법관이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뜻하는바, 우리의 학설은 모두 심리의 제원칙 중 하나로서 이것

을 설명한다.6) 그리고 우리 민사소송법은 구법인 의용민사소송법(일본의

구민사소송법7))을 기초로 하였으므로8) 우리는 처음부터 근대적 의미의

1)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법(Ⅱ), 법원행정처, 2014, 273쪽.

2) 자세한 내용은 본고 74쪽 참조.

3) 주석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3), 강승준,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246, 247쪽. 또다

시 변론의 갱신 부분에서는 제204조 제2항이 직접(심리)주의를 다소 완화한 것이

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 책, 249쪽.

4) 2002. 1. 26. 민사소송법 전부 개정 때 ‘경질’이라는 한자어가 우리말 ‘바뀐’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5) 제정 당시에는 제4절이었으나, 2007. 7. 13.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으로 전문심리위

원이 제2절에서 신설되면서 현재까지 제5절이다.

6) 김홍규/강태원, 민사소송법, 삼영사, 2014, 361, 362쪽;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

사, 2016, 389, 390쪽; 송상현/박익환,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4, 345, 346쪽; 이시

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6, 316,317쪽; 정동윤/유병현/김경욱, 민사소송법, 법

문사, 2016, 312-315쪽;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6, 430쪽.

7) 일본의 구민사소송법은 1877년의 독일 민사소송법(CPO)을 그대로 본받아 1890.

(明治 23年) 3. 27. 법률 제29호로 공포되어, 1926.(大正 15年) 4. 24. 법률 제61호

로 강제집행 부분을 제외하고 제1편부터 제5편까지 크게 개정된 후 1998. 1.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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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직접주의를 받아들인 것이다.9)

따라서, 우리는 법관이 직접 당사자의 변론을 듣고 직접 증거조사를

행한다는 것을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접주의

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관한 논의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우리 민사소송법상 직접주의의

내용 중 하나인 제204조 제2항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10)는 이른바 변

론의 갱신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제1심의 최종변론

기일에서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변론을 하였다면 이것으로써 변론을 갱신

한 효과는 생긴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와 더불어 실무상 갱

신절차의 기능적 의의가 퇴조되고 있는 경향이 변론의 갱신, 나아가 직

접주의에 관한 이론적 연구까지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미 오래 전에

지적되었다.11) 또한, 위와 같은 판례와 더불어 제1심에서 법관이 바뀌었

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지 않아 변론의 갱

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에

서 제1심 변론의 결과를 진술한 경우에는 그 흠은 항소심 판결절차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12)까지 있어 직접주의가 지극히 형해화 또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13) 판례의 태도는 제204조 제2항의

터 현행법이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민사소송법은 "공시최고

절차 및 중재절차에 관한 법률“이라고 제목을 바꾸었고, 그 후 중재법이 제정되

어 다시 ”공시최고절차에 관한 법률“로 제목을 바꾸었으며, 최종적으로 공시최고

절차에 관한 부분이 비송사건절차법에 추가됨에 따라 2005. 4. 1. 폐지되었다. 일

본 민사소송법의 구체적인 연혁과 원문들은 http://hourei.ndl.go.jp/에서 검색할

수 있다.

8) 법무부, 민사소송법제안이유서, 법제월보(1960. 4.), 23쪽. 1877년의 독일민사소송

법전을 계승한 의용민사소송법을 우리 민사소송법의 토대로 하였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9) 직접주의에 관한 규정은 의용민사소송법과 비교하여 증인의 재신문에 관한 제3항

이 추가되었을 뿐인데, 이것은 1948년에 개정된 일본의 민사소송법 규정과 같은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본고 76쪽 참조.

10) 대법원 1966. 10. 25. 선고 66다1639 판결; 대법원 1967. 10. 25. 선고 67다1468

판결; 대법원 1968. 7. 2. 선고 68다37 판결.

11) 김상원, 변론의 갱신 – 필요 및 절차를 중심으로, 새법정 제20호(1972. 10.), 한

국사법행정학회, 50쪽.

12) 대법원 1963. 8. 22. 선고 63다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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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에 반하는 해석이므로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우리는 민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직접주의를 유명무실한 형태로

운영하여 왔다는 것인데, 과연 직접주의가 민사소송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원칙인지,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계속해서 민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는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일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계수한 독일 민사소송법에서 직접주의의 생성 및 변천과정, 현재의 해석

및 운영실태 등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직접주

의의 해석과 운영, 개선과제 등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 유명무실화된 직

접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우선,

연구의 대상인 직접주의의 개념을 먼저 정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독일에서 직접주의가 어떻게 해석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제3장

에서는 직접주의의 생성과정 및 역사적, 이론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1877

년의 독일 민사소송법(Civilprozeßordnung) 제정 당시를 중심으로 돌아

보고, 제4장에서는 독일에서 직접주의가 생성된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개정되고 변경되었는지 알아보고, 제5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독

일에서 직접주의가 개정, 변경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이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14)

13) 송상현/박익환, 앞의 책, 345, 346쪽, 호문혁, 앞의 책, 430쪽. 한편, 법원의 부담

경감과 재판의 신속화에 대한 요구로 인하여 규범적인 직접주의 원칙이 무의미해

져 가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견해로는 반흥식, 독일민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직접주의, 민사소송 제17권 2호, 179쪽 참조.

14) 이하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법률조항은 모두 독일 민사소송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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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직접주의의 의의15)

제1절 개념

직접주의는 당사자들의 변론과 증거조사가 수소법원 앞에서 즉, 매개

하는 다른 법관의 개입 없이, 직접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서16)

수소법원이 사건과 그 관여자들에 대하여 제3자의 매개를 통해서가 아니

라 직접 관찰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17) 수소법원이 당사자, 증인 그

리고 감정인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소송지휘, 질문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법원 앞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당사자의 전체

변론, 표정, 그리고 몸짓 등을 직접적으로 인지함으로써 사실의 참됨 혹

은 거짓임에 관한 확신을 형성하고, 가장 사실과 일치하게 재판할 수 있

기 때문이다.18) 따라서 직접주의에 의하면 전체 수소법원과 당사자, 증인

그리고 감정인 사이에 재판을 위한 기초를 형성하는 변론에서 직접적인

교류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러한 교류를 통하여 참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다.19)

또한, 직접주의는 다른 법관의 매개를 배제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15) 직접주의라는 개념은 소송법에서뿐만 아니라 법률용어의 다른 영역에서도 불확

정적이고 애매하다는 견해(Bettermann, Hundert Jahre Zivilprozessordung –

Das Schicksal einer liberaen Kodifikation, ZZP 91, S. 371) 또는, 직접주의는 비

통일적, 무정형적 내용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절차원칙으로서의 생존정당성까지 부

분적으로 부인될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Kern, Der

Unmittelbarkeitsgrundsatz im Zivilprozess, ZZP 125, S. 54)에서, 직접주의는 전

혀 다른 의미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송원칙으로서 직접주의를 논

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는다는 견해(Stein/Jonas/Leipold, Kommentar zur ZPO, 22.

Aufl., Tübingen 2006, vor § 128 Rn. 203)도 있다.

16) Rosenberg/Schwab/Gottwald, Zivilprozeßrecht, 17. Aufl., München 2010, § 80

Rn. 1.

17) Bettermann, a.a.O.

18) Canstein, Die rationellen Grundlagen des Civilprozess, Wien 1877, S. 95;

Rosenberg/Schwab/Gottwald, a.a.O.

19) Canstein, a.a.O., S. 9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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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매개물에 의하여 흐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

한 생각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건은 소송기록에 의하여

매개되어서는 안 되고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관에게 진술

되어야 한다. 법관은 사건에 대한 지식과 견해를 소송기록 특히, 서면으

로부터 얻어서는 안 되고, 당사자와 대화 그리고 대심적인 변론을 통해

서 얻어야 한다.20)

직접주의는 구술주의와 구별된다. 구술주의는 첫째 원칙적으로 구술변

론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구술변

론의 대상이었던 것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21) 따라

서 직접주의가 필연적으로 구술주의와 결합하는 것도 아니고 간접주의가

구술주의와 결합할 수 있듯이 서면주의와 결합할 수도 있다.22) 즉, 구술

절차가 간접적인 것으로, 서면절차가 직접적인 것으로 형성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 민사소송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두 원

칙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23) 19세기 전반기에는 공

개주의가 빈번히 구술주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거나 구술주의를 포함하

는 개념으로서 간접∙서면주의의 소송에 대응하여 사용되기도 하였다.24)

독일 민사소송법(ZPO)에서 직접주의와 관련되는 규정으로는 “당사자

들은 수소법원 앞에서 소송관계에 관하여 구술로 변론한다(Die Parteien

verhandeln über den Rechtsstreit vor dem erkennenden Gericht

mündlich)”는 제128조 제1항, “판결은 그 기초를 이루는 변론에 관여한

20) Bettermann, a.a.O., S. 372. 이를 직접주의의 전제조건 중 하나로 설명하는 견해

도 있다(Canstein, a.a.O., S. 97).

21) 오정후, 독일 민사소송법의 구술주의,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Ⅳ, 사법제도

비교연구회 사법연구지원재단, 510쪽; Stein/Jonas/Leipold, a.a.O., § 128 Rn. 8;

Canstein, a.a.O., S. 76.

22) Rosenberg/Schwab/Gottwald, a.a.O., § 80 Rn. 2; Jauernig/Hess,

Zivilprezessrecht, 30. Aufl., München 2011, § 27 Rn. 11.

23) Hahn/Stegemann, Die gesammten Materialien zur Civilprozeßordnung und dem

Einführungsgesetz zu derselben vom 30. Januar 1877, 2. Aufl., Bd. Ⅰ, Berlin

1881., S. 124. 자세한 것은 아래 제3장 제3절 제1항 “구술주의와 혼동” 참조.

24) Nörr, Hauptthemen legislatorscher Zivilprozeßreform im 19. Jahrhundert, 
ZZP 87, 277,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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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만이 내릴 수 있다(Das Urteil kann nur von denjenigen Richtern

gefällt werden, welche der dem Urteil zugrunde liegenden

Verhandlung beigewohnt haben)”는 제309조, 그리고 “증거조사는 수소

법원 앞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

소법원의 구성원이나 다른 법원에게 촉탁될 수 있다(Die

Beweisaufnahme erfolgt vor dem Prozessgericht. Sie ist nur in den

durch dieses Gesetz bestimmten Fällen einem Mitglied des

Prozessgerichts oder einem anderen Gericht zu übertragen)”는 제355조

제1항이 있다. 그 중 제128조 제1항은 주로 구술주의와 관련된 것이고,

제309조는 구술주의와 직접주의에 관한 규정이며,25) 제355조 제1항은 직

접주의에만 관련되는 규정이다.

이하에서는 제128조 제1항과 제309조가 규정하는 변론의 직접주의와

제35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의 직접주의로 나누어 직접주의에 관

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26)

제2절 변론의 직접주의

제309조는 구술주의와 직접주의의 결과물이며, 헌법적으로 보장된 법

률이 정하는 법관(gesetzlichen Richter)의 규정27)을 정확하게 표현한

다.28) 제128조 제1항에 의해 구술변론은 수소법원 앞에서(즉, 직접적으

25) BGHZ 61, 369, 370; MünchKommZPO/Musielak, § 309 Rn. 1;

Stein/Jonas/Leipold, a.a.O., § 309 Rn. 1.

26) 아래 절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제309조에 한정하여 ‘판결의 직접주의

(Unmittelbarkeit des Urteils)’ 라는 제목 하에 구술변론의 직접주의와 구분하여

설명하는 견해(Kern, a.a.O., S. 54f.)도 있으나, 아래 제3장 제3절 “1877년 독일

민사소송법상의 직접주의”에서 보듯이, 제309조는 제128조 제1항과 밀접히 관련

되어 있고, 두 조항은 모두 구술주의뿐만 아니라 직접주의와 결합되어 있다.

27) 독일 기본법 제101조 제1항 제2문: “누구도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기지 않는다(Niemand darf seinem gesetzlichen Richter

entzogen werden).”

28) MünchKommZPO/Musielak, a.a.O.; Stein/Jonas/Leipold, a.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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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진다. 종종 소송이 오래 지속되면 흔히 법관이 소송에서 빠지

게 되는 경우를 피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제309조가 고려되는데 이 규

정은 직접주의의 제한과 연결된다. 왜냐하면, 그것에 의하면 판결을 내리

는 법관은 모든 변론기일이 아니라 구술변론의 일체성 원칙에 의하여 판

결에 선행하는 마지막 구술변론에 참석하면 족하기 때문이다.29)

따라서 증거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최종 구술변론에는 참석한 법

관은 재판에 참여할 수 있고,30) 최종변론 전에 법관이 교체되거나 법관

에게 장애가 생긴 경우, 즉 업무분담계획에 따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이 바뀌거나 재판부에서 배제되지는 않았으나 질병이나 휴가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갱신하거나 증거조사

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31) 그러나, 최종 구술변론 후이고 판결내용결정

(Urteilsfällung) 전에, 즉 구술변론의 종결과 판결에 대한 합의와 표결

전에 법관의 교체나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변론을 재개하여야 한다(제

156조 제2항 제3호).32) 또한, 판결선고(Urteilsverkündung) 전까지 판결

의 내용에 관한 결정으로서 법원내부의 판결초안을 변경할 수 있다. 물

론 그 변경은 최종 구술변론에 참석한 법관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

다.33) 따라서, 판결초안을 변경하기 전에 법관의 교체나 장애가 생긴 경

우에도 마찬가지로 변론을 재개하여야 한다.34)

29) BGH NJW, 1981, 1273, 1274; MünchKommZPO/Musielak, a.a.O.;

Rosenberg/Schwab/Gottwald, a.a.O., § 80 Rn. 3; Vollkommer, Richterwechsel

nach dem Schluß der Mündlichen Verhandlung im Zivilprozeß, NJW 1968, 1309,

1310; Weth, Der Grundsatz der Unmittelbarkeit der Beweisaufnahme, JuS 1991,

35; Kern, a.a.O., S. 54f.

30) Weth, a.a.O.; Vgl. BGH NJW 1979, 2518. 1심에서 소송을 주심에게 촉탁하면서

단독판사(수명법관이 옳다)로서 증거조사의 실시만을 촉탁하고 재판까지는 촉탁하

지 않았고, 증거조사 후에 재판부 전원이 재판을 한 사안에서 이러한 절차흠결은

제295조에 의하여 치유된다. 나아가 제309조에 의하면 이전의 증거조사에 합의부

의 구성원 중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최종 구술변론에 합의부가 참여하였

다면 재판할 수 있다.

31) MünchKommZPO/Musielak, § 309 Rn. 10f.

32) Stein/Jonas/Leipold, a.a.O., § 309 Rn. 4.

33) BGHZ 61, 369, 370.

34) Vollkommer, a.a.O., S.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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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판결내용의 결정 후이지만 판결선고 전에 (위와 같이 판결초안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관의 교체나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309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판결내용을 결정하는 법관과 판결을 선

고하는 법관이 동일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35)

독일 법원조직법 제192조 제2항은 변론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

우에 재판장으로 하여금, 변론에 참석하면서 다른 법관에게 장애가 생긴

경우 그 법관을 대신하는 대체법관(Ergänzungsrichter)을 지정할 수 있

도록 한다. 그러나 대체법관은 변론에서 배석판사의 질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재판부의 구성원이 아니고 변론이나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는 합의부의 구성원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장애가 생긴 경우에만 법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

게 된다.36)

제309조를 위반하여 선고된 판결은 유효하지만 불복할 수 있고

(anfechtbar), 제538조 제2항 제1호37)의 의미에서 본질적인 절차흠결이

있으며 절대적인 상고 및 재심 사유가 된다(제547조 제1호, 제579조 제1

항 제1호).38)

35) BGHZ 61, 369, 370; Vollkommer, a.a.O., S. 1311f. 그는 또한, 그 외에 판결선고

후이지만 판결문에 서명하기 전에 법관의 교체나 장애가 생긴 경우를 가정하면

서, 그때에는 교체 전의 법관이 서명을 하여야 하고 장애의 경우에는 제315조 제

1항 제2문에 따라 재판장이나 연장의 배석판사가 판결에 장애사유를 기재하면 된

다고 한다.

36) Stein/Jonas/Leipold, a.a.O., § 309 Rn. 17.

37) 제538조 제2항은 파기환송에 관한 규정인바, 제1호는 “soweit das Verfahren im

ersten Rechtszuge an einem wesentlichen Mangel leidet und auf Grund dieses

Mangels eine umfangreiche oder aufwändige Beweisaufnaheme notwendig ist(1

심절차에 본질적인 흠결이 있고, 이러한 흠결로 인하여 광범위한 또는 많은 시간

을 필요로 하는 증거조사가 필수적인 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8) MünchKommZPO/Musielak, § 309 Rn. 14.; Stein/Jonas/Leipold, a.a.O., § 309

Rn. 13; Vollkommer, a.a.O., S. 1311. 나아가, 기본법 제101조 제1항 제2문이 규정

하는 법률이 정하는 법관(gesetzlichen Richter)에 위반하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547조 제1호 및 제579조 제1항 제1호는 “wenn das erkennende

Gericht nicht vorschriftsmäßig besetzt war(수소법원이 규정에 맞지 않게 구성

되었던 경우)”를 절대적 상고이유 및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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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증거조사의 직접주의

1. 목적과 의미

증거조사는 요증사실의 진실성을 법관에게 설득하는 본질적인 방법이

고, 이러한 설득은 수소법원이 직접 증인, 감정인 그리고 당사자를 신문

함으로써 생생한 인상을 얻을 때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다.39) 특히, 증인

의 진술이 스스로 모순될 때와 같이 증인에 대한 개인적인 인상이 문제

되는 경우 무엇보다도 직접주의가 필요하다.40) 즉, 직접주의에 의하면,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법관 자신이 보고 인식하는 것에 근거하여 증

인의 사람됨과 신빙성, 감정인의 신뢰성을 스스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

단할 수 있다. 또한, 증인의 불명확하거나 잘못된 표현형식을 즉시 바로

잡고 당사자와 진술하는 사람의 관계를 밝힐 수 있다.41)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입법자는 제355조 제1항에서 증거조사의 직접주의 원칙을 도입

하였다. 이 원칙은 민사소송을 떠받치는 원칙들에 속하고, 모든 증거조사

가 매개하는 법관의 개입 없이 수소법원 앞에서 직접적으로 행해져야 한

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법원은 스스로 증거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법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오로지 법원의 임

무이다.42) 사인에게 증거조사를 촉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39) Stein/Jonas/Berger, a.a.O., § 355 Rn. 5; Weth, a.a.O., S. 34;

Völzmann/Stickelbrock, Unmittelbarkeit der Beweisaufnahme und

Parteiöffentlichkeit – Nicht mehr zeitgemäße oder unverzichtbare Elemente

des Zivilprozesses?, ZZP 118, S. 368. 즉, 증거조사의 직접주의는 합법적으로 사

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40) Jauernig/Hess, a.a.O., § 51 Rn 17.

41) Völzmann/Stickelbrock, a.a.O.

42) BGHZ 23, 207, 213. 감정인은 위와 같은 판단을 할 때 법관의 보조자이며, 따라

서 감정인은 법원이 행한 사실확정을 자신의 판단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예를

들어 모순되는 증인들의 진술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 감정인이 아니라 법원이

어느 증인의 진술이 재판을 위해서 옳다고 평가되어야 하는지를 확정해야 한다.

그리고 감정인은 이러한 법원의 확정을 자신의 판단에서 결정적인 것으로 다루어

야 한다; Vgl. BGH NJW 1962, 1770. 감정인이 감정의 토대로 삼아야 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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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한 신문은 검증의 실시와 마찬가지로 감정인에게

촉탁되어서는 안 된다.43) 다만, 검증을 실시할 때 법원은 1인 또는 수인

의 전문가를 관여시킬 수 있다(제372조 제1항).

조서는 불완전한 것이다. 왜냐하면 조서는 일반적으로 증인의 진술을

직접화법으로 재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서에서 증인의 진술태도와,

예를 들어 반문과 질책(Rückfragen und Vorhalte)과 같은 신문의 경과

를 충분히 명확하게 끌어낼 수 없다.44) 따라서, 항소심 법원이 증인의 신

빙성을 다른 법원과 다르게 판단하거나45)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모호하

다고 여기거나46) 증인진술에 관한 서류에 제1심법원과 다른 의미를 부

여하고자 할 때에는,47) 그 증인을 스스로 다시 신문하여야 하고 다른 법

원의 조서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제398조48) 위반일 뿐만 아니라

관계의 확정은 그것이 감정인의 전문지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법원의 임무이다.

43) BGH NJW 1955, 671. 감정인이 법관을 대신해서 본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증인

이나 당사자를 신문하고 법원은 그러한 신문의 결과를 마치 법관에 의한 신문처

럼 평가하는 것은 증거조사의 직접주의 원칙과 결합할 수 없다; BGHZ 40, 239,

246. 감정인 박사M에 대한 신문이 법원이 아닌 감정인 박사W에 의하여 이루어

졌는데 이러한 신문은 증거조사의 직접주의에 반한다.

44) BGH NJW-RR 1989, 380.

45) BGH NJW 1987, 3205.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을 새로 하지 않고 1심 증인의 신빙

성을 부인하였는데, 증거조사의 직접주의에 반한다고 판시한 사례이다. 1심법원은

증인의 신빙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으나 그의 진술을 사용하였고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BGH NJW-RR 1988, 1371. 손해평가를 할 때 항소

심이 1심에서 손해를 묘사한 증인을 다시 신문하지 않고 1심과 현저히 다르게 평

가할 수 없다; BGH NJW-RR 1989, 380. 증인 L의 진술은 너무 애매하고 증인

A의 진술은 충분히 정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증인들의 신빙성에 관하여 1심과

다르게 평가한 경우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을 다시 하여야 한다.

46) BGH NJW 1982, 1052, 1053. 이러한 모호함은 1심법원이 증인의 일반적인 진술

로 충분하다고 여겨서 보다 상세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나 증인이 묘사

한 개별적인 사항들이 1심법원이 판결할 때에는 여전히 기억에 남아있지만 조서

에는 확인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다.

47) BGH NJW 1968, 1138. 서류에서 확인되는 진술이 모순되거나 애매한 경우에도

항상 증인을 다시 신문하여야 한다; BGH NJW 1984, 2696.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진술이 문제된 사안에서, 항소심은 증인신문을 새로 하지 않고 증인의 기억

력이나 진술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증언을 1심법원과 다르게 평가하여서는 안 된

다.

48) 증인신문의 반복과 추가신문(Wiederholte und nachträgliche Vernehmung)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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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의 직접주의에도 반한다.49) 합의부 법원이 그 중 한 명만 참여

한 증거조사에 근거하여 판결을 선고하면서 어떤 증인을 신빙성 있는 것

으로 표시하면, 증거조사에서 얻은 개인적인 인상을 증거조사에 참여한

법관의 평가에만 근거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증거조사의 직접주의에 반

한다.50)

2. 내용

(1) 형식적 또는 주관적 직접주의

증거조사의 직접주의는, 위와 같이 증거조사를 수소법원 전체 법관들

앞에서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점에서 형식적 또는

주관적 직접주의(formelle oder subjektive Unmittelbarkeit)라고 불린다.

ZPO는 실질적 직접주의(materielle Unmittelbarkeit)51)를 포함하지 않는

다.52) 이 원칙은 이용 가능한 여러 증거방법들 중에서 가장 최선의(das

beste) 것과 일반적으로 가장 직접적인(unmittelbarste) 것은 일치하기

마련이라는 생각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53) 이 원칙 하에서는 그 내용에

의하여 중요한 사실관계를 가장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증거방법만이 허

용된다.54) 즉, 법원은 증명할 사실에 대하여 직접적인 그리고 가장 신뢰

성 있는 정보를 주는 증거조사방법에 실질적으로 제한된다.55) 주로 독일

한 규정이다.

49) BGH NJW 1987, 3205; Weth, a.a.O.

50) BGH NJW-RR 1997, 506.

51) Vgl. Stein/Jonas/Berger, a.a.O., § 355 Rn. 3f. 형식적 직접주의를 증거조사의

직접주의(Unmittelbarkeit des Beweisaufnahme), 실질적 직접주의를 증거방법의

직접주의(Unmittelbarkeit des Beweismittels)로 지칭하기도 한다.

52) MünchKommZPO/Heinrich, § 355 Rn. 1; Stein/Jonas/Berger, a.a.O., § 355 Rn.

29.

53) Kern, a.a.O., S. 66. 그는 소송경제 그리고 변론주의의 경계 내에 존재하는 법원

의 진실발견의무(Wahrheitserforschungspflicht)가 그러한 접근법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54) Weth, a.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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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Strafprozessordnug, StPO) 제244조 제2항과 제250조에서 표

현된 이 원칙에 의하면, 직접적인 증인에 대한 신문이 가능한 경우 이른

바 ‘전문증인(Zeuge vom Hörensagen)’과 같은 증거 대용물을 이용할 수

없고, 법원은 직접적인(unvermittelt) 인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즉 입

증주제에 가장 가까운 증거방법을 고려할 의무가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물론, 형사소송에서와 달리, 실질적 직접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거의 일치된 견해이다.56) 즉, ZPO에 의하면 오히려 어떠한 증거방법을

증거로서 신청할 것이냐는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다. 당사자는 예를 들면,

형사소송57)이나 소송비용구조의 승인에 관한 절차와 같은 다른 소송에

서 이루어진 증거조사결과를 서증으로 들여올 수 있다.58) 따라서 당사자

는, 실무에서 자주 일어나듯이, 증인을 지명하는 대신에 이전에 법관이

행한 그 증인에 관한 신문조서의 이용을 서증으로서 신청할 수 있고,59)

이러한 간접적인 증거방법의 이용은 헌법의 관점에서도 허용된다.60) 다

만,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직접적인 증거방법을 신청하면 법원은 어느

경우든 간접적인 증거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즉, 그러한 신청은 그

55) Kern, a.a.O., S. 58.

56) Völzmann-Stickelbrock, a.a.O., S. 367.

57) BGH NJW 1985, 1470, 1471. 수사절차나 형사소송에서 작성된 경찰의 신문조서

는 서증의 방식으로 민사소송에 들여올 수 있고, 그것에 대하여 반대당사자의 동

의를 필요로 하지 않다.

58) BGH NJW 1960, 862, 864. 피고가 제1심에서 소송구조절차의 신문조서가 본안

자체에 관한 재판에 이용되는 것에 동의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러한 신문기록들

을 서증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서증의 내용으로서 진술을 이

용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직접 수소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나중에 이루

어지는, 진술의 신빙성과 서증에 근거한 증거방법의 신빙성에 대한 객관적인 판

단 역시 오직 증거조사가 실시된 서증의 내용이 문제되기 때문에 직접주의에 반

하지 않는다는 견해로는 Kern, a.a.O., S. 62. 참조.

59) BGHZ 40, 179, 184. 직접주의가 개별사건에서 적용되는지 여부와 어느 범위에

서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에 당사자처분권주의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다는 논리가 여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60) Weth, a.a.O.; Vgl. BVerfGE 1, 418, 429. 형사소송에서 개인의 경험에 관한 진

술은 신문조서 또는 진술서의 낭독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증거조사의 직접주의에

관한 권리는 기본권이 아니므로 그 위반이 소송의 법치국가적 특성을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헌법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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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진술에 관한 조서가 제출되어 있고, 그것이 서증의 대상이 된다

는 이유로 기각되어서는 안 된다.61) 게다가 증거조사의 직접주의는 자유

심증주의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법관이 스스로 증인, 감정인

그리고 당사자를 신문함으로써 얻은 생생한 인상에 근거할 수 있을 때

에, 그는 자유심증주의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사실이 진실인지 여부에

관한 확신을 가장 잘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62)

(2) 수소법원

증거조사는 수소법원 앞에서 행해져야 하는데, 여기서 수소법원이란

개별 소송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합의부의 경우 원칙적으

로 구성원 1인이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법관들에게 자신의 개인적

인 인상을 무정형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배

석판사의 부재시에 재판장과 주심에 의한 증거조사도 배제된다.63) 제1심

에서 독자적인 단독판사(제348조)는 물론이고 위임에 의한 필수적인 단

독판사(제348조의a), 그리고 제2심에서 재판하는 단독판사(제526조)도 수

소법원이 된다. 이에 반하여 1심의 상사부의 재판장(제349조 제1항)과

항소심에서 준비법관(제527조)은 예외적으로만 수소법원이 된다.64)

61) BGH NJW 1960, 862, 864. 1심에서 소송구조절차의 신문조서가 재판에 이용되

는 것에 동의하였더라도 그러한 동의가 일반적으로 항소심에서 소송구조절차의

증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항소심은 이러한 신

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BGH NJW 1997, 3096. 당사자가 직접적인 증인신문을 신

청하면 다른 소송에서 기록된 진술을 서증의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Vgl. BVerfGE 57, 250, 277. 형사소송에서 법원은 많은 증거방법들 중에

선택할 때 일반적으로, 질적으로 보다 나은 증거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한, 보다

큰 불확실성의 위험을 지니고 있는 보다 간접적인(sachferneren) 증거를 조사하

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62) Völzmann-Stickelbrock, a.a.O., S. 368f.

63) BGHZ 32, 233, 237 = NJW 1960, 1252. 제355조에 의하면 재판장과 주심을 수

명법관으로 촉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64) Rosenberg/Schwab/Gottwald, a.a.O., § 116 Rn.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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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관의 교체

증거조사 후에 법관이 바뀐 경우에도 보통은 이전의 증거조사가 그대로

이용되고 증거조사의 반복이 강제되지 않는다.65) 즉, 증거조사의 반복 여

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이미 신

문한 증인의 신문을 신청하는 것은, 입증주제가 바뀌지 않으면, 증인신문

의 갱신신청(Anträge auf erneute Vernehmung des Zeugen)으로서 효력

이 있다. 직접주의의 예외로서 수명법관과 수탁판사와 같은 법제도가 인

정되듯이, 증거조사와 증거평가가 분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수소법

원은 증거조사와 판결 사이에 법원의 구성이 바뀌어 스스로 증거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거평가를 할 수 있다. 이때 조서의 활용을 통

하여 서증의 방식으로 증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이 사용된다.66) 항소심법

원이 1심 증거조사의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도 이에 부합한다. 다만,

평가받을 증거는 기일조서에 기재되고 제285조 제2항67)에 의하여 증거

조사의 결과가 당사자에 의하여 진술됨으로써 새로이 구성된 법원 앞에

구술변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68) 따라서 법관이 바뀐 경우 증인의 신

빙성에 관한 법관의 개인적인 인상은 그에 상응하는 진술이 조서에 기록

되어 있고 변론에 소개되었을 때에만 판결의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

다.69) 그래야만 당사자가 법관이 얻은 개인적인 인상에 관하여 태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70)

65) MünchKommZPO/Heinrich, § 355 Rn. 6; BGHZ 32, 233, 234; 53, 245, 257. 원

고가 자신이 러시아 마지막 황제의 딸인 아나스타샤 로마노프라고 주장한 사건이

다; NJW 1979, 2518. 이에 대하여 Stein/Jonas/Berger, a.a.O., § 355 Rn. 12는 법

관이 교체된 경우는 제355조 제1항 제2문에 의한 직접주의의 예외의 전제조건이

주어지지 않았고, 증인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은 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는 이유 등

으로 위와 같은 통설 및 판례에 반대한다.

66) BGHZ 53, 245, 256f.

67) “증거조사가 수소법원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들은 증거변론에 의

하여 그 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

68) Stein/Jonas/Leipold, a.a.O., § 285 Rn. 9.

69) BGHZ 32, 233(237); 53, 245(257); BGH JZ 1984, 186, 187.

70) BGH NJW 1991, 1302. 법관이 얻은 증인에 관한 인상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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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독일의 경우 법관이 교체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독일

기본법 제97조 제2항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71) “법관은 오직

법률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기 전에 해임되거나, 장기간 또는 일

시적으로 정직되거나, 다른 보직으로 전보되거나 면직될 수 있다. 법원의

조직이나 관할구역이 변경될 경우 법관은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거나 면

직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관은 탄핵 또는 징

계 사유 등에 의하여 재판을 통하거나 사법(司法)의 이익을 위한 경우,

또는 법원의 조직이나 관할이 변경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서면

동의 없이 전보되지 않는다.72)

물론 법관이 교체되었는데 제161조에 의하여 증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

에 대한 조서기재가 생략되었거나 조서가 그 진술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

하고 있는 경우,73) 또는 이전에 증거조사를 행한 법관이 긍정한 증인의

신빙성에 대하여 의심을 품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반복하여야 한다. 그러한 경우는 증인의 진술을 평가할 때 조서에 기재

되지 않은 개인적인 인상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이다.74)

더라면 피고가 재판부에 의한 증인신문을 신청하거나 서면절차에 의하기로 하는

재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BGH NJW 1997, 1586. 증인의

신빙성이 문제되는 한 법원은 재판부 모두가 증인에 대한 개인적인 인상을 얻었

거나 소송기록에 나타나 있고 그에 관한 당사자들의 입장표명에 의하여 그러한

인상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71) 이상덕, 사법부 내에서의 법관의 독립 - 독일의 사례∙제도의 시사점을 중심으

로, 행정법연구 제34호(2012. 12.), 69쪽.

72) 독일의 법관법(Deutsches Richtergesetz, 약어는 DRiG) 제30조에서 제35조까지

이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73) Weth, a.a.O., S. 35.

74) BGHZ 53, 245, 256f.; BGH NJW 1991, 1180. 법관이 교체되어 재판부 3명 중 1

명만이 증거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도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증인

의 개인적인 인상은 재판에 사용하지 못한다; Vgl. BGH ZZP 65, S. 267. 이 사

건에서는 법관이 교체된 후 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두 증인의 진술이 사용되었지

만, 두 증인의 진술에 관한 메모가 작성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 재판장이 이 서류

의 내용은 이후 변론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종국판결에서 이용될 것이라는 안내와

함께 양쪽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부하였으므로 종국판결에는 흠결이 없다; 또한

Vgl. Pantle, Erneute Zeugenvernehmung in der Berufungsinstanz, NJW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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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외

증거조사에서 합의부의 업무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실무적인 이유에서

직접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데75) ZPO가 규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제

355조 제1항 제2문). 우선, 증거조사를 수소법원의 구성원인 수명법관

(beauftragter Richter, 제361조) 또는 다른 법원의 법관인 수탁판사

(ersuchter Richter, 제362조)76)에게 촉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검

증의 실시(제372조 제2항), 증인 및 감정인에 대한 조사(제375조, 제402

조), 서증의 제출(제434조), 당사자본인신문(제451조)은 수명법관이나 수

탁판사에게 촉탁될 수 있다. 이러한 증거조사의 촉탁은 2명의 구성원에

게 이루어질 수 없다. 구성원 1인에게(einem Mitglied) 촉탁할 수 있다는

제355조 제1항 제2문의 문언에 반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사람이 개인적

으로 얻은 인상의 평가가 문제될 때에 증거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제3의

법관이 증거조사를 수소법원 앞에서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고 다른 법관

들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77)

수소법원이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하는 증거조사의 촉탁(제361

조, 제362조 참조)은 증거결정(제358조의a)에서 또는 추후에 증거결정의

변경(제360조)을 통하여 명령한다.78) 마찬가지로 수소법원은 증거결정의

변경을 통하여 그 촉탁을 추후에 취소할 수 있다.79)

2027, 2028. 1심에서 증인의 신빙성에 관하여 태도를 정하지 않은 경우 항소심에

서 증인의 신빙성을 부인하려고 하면 증인신문을 반복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증

인신문을 새로 하지 않으면 증거조사의 직접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나

아가 이러한 논의는 같은 심급에서 법관이 교체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75) Jauernig/Hess, a.a.O., § 51 Rn. 16.

76) 수탁판사는 간이법원(Amtsgericht)에 있는 단독판사로서 사법공조법원(Rechts-

hilfegericht)의 기능을 수행한다. 자세한 것은 GVG 제156조 이하 참조.

77) BGHZ 32, 233, 236f. = NJW 1960, 1252, 1253.

78) BGHZ 86, 104, 111ff. 이 사건에서는 재판장이 혼자 재판부의 구성원에게 증거

조사의 촉탁결정을 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Stein/Jonas/Berger, a.a.O., §

355 Rn. 18.

79) Stein/Jonas/Berger, a.a.O.; Weth, a.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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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외규정들 중 제402조와 제451조는 제375조를 준용하도록 하며, 증

인에 관한 제375조는 비교적 상세한 내용이고 독일 실무에서 자주 일어

나는 일80)로서 참고할 필요가 있는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375조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 의한 증거조사

(1)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는 처음부터 수소법원이 증거조사의 경과에 의

하여 직접적인 인상 없이도 증거조사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에만 수소법원의 구성원 또는 다른 법원에 촉탁될 수 있다. 그리고

1. 진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현장에서 증인을 신문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판단되거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법원에서는 안 되고 다른 장

소에서는 신문할 수 있을 때

2. 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하는 것에 장애가 있고 제128조의a 제2항81)

에 의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3. 증인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먼 거리로 인하여 증인이 수소법원

에 출석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제128조의a 제2항에 의하여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1a) 또한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는, 그것이 수소법원 앞에서의 변론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유용하다고 판단되고, 처음부터 수소법원이 증거

조사의 경과에 의하여 직접적인 인상 없이도 증거조사결과를 평가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소법원의 구성원에게 촉탁될 수 있

다.

(2) 독일연방대통령은 그의 자택에서 신문할 수 있다.”

80) 증거조사가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에게 과도하게 촉탁되고 있으며, 독일 민사소

송법이 공포된 직후의 문헌은 많은 법원들이 법적으로 제한된 권한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경감을 위하여 재판부 구성원에게 또는 구법원 판사에게 증거조사를 촉

탁한다며 한탄하였다(Kern, a.a.O., S. 61).

81) 다른 장소에서 증인, 감정인, 당사자를 영상녹화방식으로 중계하여 신문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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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증거조사의 직접주의의 예외로서 제349조 제1항 제2문에 의하

여 상사부의 재판장이 단독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제

363조에 의하여 외국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82) 제

349조 제1항 제2문과 유사하게 제527조 제2항 제2문에 의하여 항소심에

서 준비법관(vorbereitende Einzelrichter)83)이 단독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84)

위와 같이 단독으로 행한 증거조사 중에서 증인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에 “진술의 신빙성(Glaubhaftigkeit der Aussage)”과 “증인의 신빙성

(Glaubwürdigkeit des Zeugen)”은 구별되고, 전자는 사건에 대한 진술이,

후자는 증인의 사람됨이 관계되는데, 증거조사를 하면서 얻은 증인과 그

의 신빙성에 대한 인상은 이를 조서에 기재한 경우에만 수소법원이 판단

할 수 있다.85)

4. 위반의 효과

직접주의는 법원의 재판(증거결정)은 물론이고 법원의 행위(증거조사)

에 의해서도 위반된다. 제295조86)에 따른 치유가 고려되느냐의 문제는

82) Weth, a.a.O.는 그 외에 법관의 교체도 증거조사의 직접주의의 예외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관이 교체된 경우에는 증거조사와 증거평

가가 분리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술변론의 일체성 원칙에 의하여 최종 구술변

론에만 참석하면 그 전에 이루어진 증거조사의 결과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

기 때문에 증거조사의 반복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므로, 직접주의의 예외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83)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4장 제1절 “1924년의 개정 독일 민사소송법” 및 제2절

“1933년의 개정법” 참조.

84) Rosenberg/Schwab/Gottwald, a.a.O., § 80 Rn. 8.

85) BGHZ 32, 233, 237 = NJW 1960, 1252; BGH NJW 1991, 3284. 항소심에서 준

비법관이 증인신문을 하였는데 증인의 신빙성에 관해서는 조서에 아무것도 기재

하지 않았고, 피고가 증인의 신빙성에 관하여 여러 차례 실증적인 의문을 제기하

였음에도 수소법원이 증인신문을 다시 실시하여 증인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을 하

지 않은 채 증인 진술의 신빙성으로만 판결을 한 잘못이 있다.

86) 제1항은 절차와, 특히 소송행위의 형식과 관련된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당사자

가 이의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당사자가 그

규정의 준수를 유효하게(wirksam) 포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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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가지 경우에서 똑같이 해답을 찾아야 한다[아래 (1)항 참조]. 그러

나, 이의가 제기된 경우 위반의 효과는 직접주의의 위반이 결정에 의한

것이냐[아래 (3)항 참조] 또는 법원의 다른 행위에 따른 것이냐[아래 (2)

항]에 따라 다르다.87)

(1) 제295조 제1항에 의한 치유

증거조사에서 직접주의의 위반은, 그것이 치유되지 않는 한, 그것에 의

해서 얻어진 증거조사결과는 재판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에 기초

한 재판은 취소되어야 하는 절차흠결이다.88) 이것과 관련하여 고려되어

야 할 것은 제295조 제1항인데, 이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포기

하거나 제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면 그 흠결이 치유된다는 견

해89)가 있다. 즉, 재판부의 구성원 1인이 수명법관으로서 증인신문을 실

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의 직접주의에 반하지만, 제375조에 의

하여 특별한 요건 하에서만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가 수소법원의 구성원

에게 촉탁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주의에 반하게 되는데, 당사자들은 이러한 규정들의 준수를 포기할

수 있다.90) 또한, 감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인인 감정인이 법관을 대신

하여 증인을 신문하는 경우, 이러한 직접주의의 위반도 치유될 수 있

다.91)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직접주의의 위반에 대한 치유의 경우에는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87) Weth, a.a.O.

88) BGH JZ 1984, 186, 187; BGH　NJW, 2000, 2024, 2025.

89) BGHZ 40, 179, 183ff. = NJW, 1964, 108, 109; BGH NJW 1979, 2518; BGH

NJW 1991, 1180; OLG Köln NJW, 1976, 2218; OLG Köln MDR 1978, 321, 322;

OLG Düsseldorf NJW, 1977, 813(LS), 2320; MünchKommZPO/Heinrich, § 355

Rn. 18; Stein/Jonas/Berger, a.a.O., § 355 Rn. 32; Vgl. BGH NJW-RR 1997, 506.

증거조사에서 직접주의의 위반은 제295조에 의하여 치유될 수 없지만 제295조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

90) BGH NJW 1979, 2518; OLG Düsseldorf NJW 1977, 2320; OLG Köln NJW

1976, 2218.

91) BGHZ, 23, 207, 214ff.; NJW 1964,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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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92)

위 견해는 개별사건에서 직접주의를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범

위에서 적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에 당사자처분권주의가 완전히 배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개별사건에서 철저하고

광범위한 사실관계의 설명과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법률이 예정한

합의부에 의한 신문 대신에 수명법관이 증인, 감정인 또는 당사자를 신

문하는 것이 합목적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93) 더욱이 당사

자는 이전 소송에서의 증인신문조서가 제출되고 법원이 이를 서증으로

사용한다거나 감정의 준비를 위하여 법관이 아니라 감정인에 의하여 증

인신문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94)

반대견해95)에 따르면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증거

조사의 실시가 수명법관에게 촉탁된 경우, 위와 같은 직접주의의 위반은

제295조 제1항에 의하여 치유되지 않고, 제295조 제2항이 적용된다. 즉,

직접주의는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난다. 왜냐하면 이러

한 경우 헌법적으로 보장된 법률이 정하는 법관(gesetzlichen Richter)에

대한 청구권에 반하기 때문에 제295조 제2항의 의미에서 치유할 수 없는

흠결이라고 보기 때문이다.96) 게다가 민사소송에서 증거조사의 직접주의

는 당사자가 그 실행을 포기할 수 없는 극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97) 그

92) Weth, a.a.O., S. 36; Vgl. OLG Köln MDR 1978, 321, 322. 포기할 수 없는 공공

의 이익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는 한 당사자들은 동의를 통하여 직접주의에 위반

한 증거조사결과를 승인할 수 있다.

93) BGHZ 40, 179, 183f. = NJW, 1964, 108, 109; OLG Düsseldorf NJW 1977,

2320; OLG Köln NJW 1976, 2218.

94) BGHZ 40, 179, 184; BGHZ, 23, 207, 214f.

95) OLG Düsseldorf NJW 1976, 1103, 1105; OLG Köln NJW 1976, 1101, 1102;

Werner/Paster, Der Grundsatz “Unmittelbarkeit der Beweisaufnahme” nach der

Änderung der ZPO, NJW 1975, 329, 331. 증거조사의 직접주의에 위반한 경우,

지방법원의 부담경감과 법원조서의 간소화에 관한 법률(1974. 12. 20. 제정, 자세

한 것은 아래 제4장 제3절 참조)에 의하여 준비법관 제도가 폐지되고 혼자 재판

하는 단독판사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합의부 사건과 단독판사 사건이 명확히 구분

되었으므로, 입법자의 의도를 회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의권의 포기는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96) OLG Köln NJW 1976, 11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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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사실관계의 재건이라는 목적에 가장 현실적으로, 충실하게 도움

이 되고, 1933. 10. 27. ZPO 개정법 전문에 표현되어 있듯이98), 진실발견

에서 그 의미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99)

그렇지만 위에서 든 반대견해의 근거들은 충분하지 않다.100) 그러한

경우들에서 법률이 정하는 법관은 수소법원이다. 법에 위반하여 증거조

사를 수명법관에게 촉탁하더라도 이것은 변함이 없다. 절차흠결은 필요

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채, 수소법원 밖에서 조사된 증거가 사용되는

것이다. 그것은 직접주의에 반한다.101) 이 원칙이 중요한 절차원칙이기는

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은, 변론주의의 가치가 그러하듯이, 결국

당사자의 이익에만 속하기 때문에 당사자처분권주의의 적용을 완전히 배

제할 만큼 공공의 이익에 놓여있는 소송법원리에 속하는 것은 아니

다.102) 이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히 법률에서 증거조사의 직접주의

의 예외로서 허용하고 있는 많은 규정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러한 절차흠결은 제295조 제1항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다는 견해가 타당

하다.

직접주의에 위반한 경우 제295조 제1항의 적용은 직권탐지원칙이 적용

되는 소송이냐,103) 또는 수소법원이 법규정에 반하여 일반적으로 그의

구성원에게 증거조사를 맡기고 그에 따라 체계적으로 증거조사의 직접주

97) Werner/Paster, a.a.O., S. 331.

98) RGBl. Ⅰ S. 780. “완전한 구술주의와 직접주의만이 법관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진실발견을 가능하도록 하고 당사자들이 소송의 경과를 이해와 신뢰로 따를 수

있게 하는 생생한 소송에 이르게 한다.”

99) OLG Düsseldorf NJW 1976, 1103, 1105.

100) MünchKommZPO/Heinrich, § 355 Rn. 18.

101) OLG Köln MDR 1978, 321, 322. 그러한 위반은 제295조 제1항에 의하여 양당

사자가 이의권을 포기함으로써 치유되고, 또한 당사자들은 추후에 동의를 통하여

직접주의에 위반한 증거조사결과를 승인할 수도 있다.

102) Lindacher, Unmittelbarkeit der Beweisaufnahme im zivilprozessualen Regel-

verfahren und im Eheprozeß, FamRZ 1967, 195.

103) Lindacher, a.a.O., 혼인소송에서는 제295조 제1항 중 첫째 요건(이의권의 포기)

만 적용되고, 두 번째 요건(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증거조사의 직접주의는 진실발견에 가장 도움이 되고, 한편 혼인소송은 공

공의 이익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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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위반되느냐의 문제와는 무관하다.104) 왜냐하면 절차위반의 질에 대

한 판단은 절차위반이 일어난 개별절차에 관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105)

제295조의 규정은 법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승인으로서 이해될 수 없

기 때문에, 이 규정의 사용은 절차흠결이 법원의 일회성 실수이냐, 유사

한 사건들의 긴 연속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있을 수 없다. 즉,

어느 경우든 제29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흠결이 치유될 수 있다. 그에

반하여 법관이 교체된 경우에 조서에 기록되지 않은 증인진술의 사용은

제29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당사자의 포기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는 절

차흠결이 아니다. 오히려 판결이 그것에 기초하고 있다면, 그러한 법위반

은 판결을 취소 또는 파기에 이르게 한다.106)

(2) 이의가 제기된 경우 직접주의 위반행위의 효력 및 제거107)

직접주의가 재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소위 법원의 다른 행위에 의하여

위반된 경우,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이러한 법원의 행위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흠결이 있는 증거조사는 판결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같은 심급에서 그 흠결이 발견되면 직접주의를 준수하면서 증거조사를

반복하면 된다.108) 직접주의에 위반된 행위가 당사자의 이의에도 불구하

고 법원에 의하여 제거되지 않거나 당사자가 판결이유에서 비로소 직접

주의에 위반됨을 알아낼 수 있어 같은 심급에서 그 위반행위에 이의를

104) OLG Köln MDR 1978, 321, 322; 또한 같은 의미로 OLG Frankfurt NJW 1977,

301. 소송이 단독판사에 의하여 진행되었는데 촉탁결정에 주심만 서명하고 다른

법관들은 서명을 하지 않았고, 증거조사를 마친 후 주심이 사건을 다시 합의부로

보낸 경우이다.

105) MünchKommZPO/Heinrich, a.a.O.; OLG Köln MDR 1978, 322. 법위반은 다른

당사자들이 참여한 다른 소송에서의 절차위반의 양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증거절차의 방식에 관하여 모든 소송에서 부분적으로 재판부의 교체가 생기면서

달라지고, 그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른 동기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배

제할 수 없다.

106) MünchKommZPO/Heinrich, a.a.O.; Vgl. BGH ZZP 65, S. 267.

107) Weth, a.a.O.

108) Stein/Jonas/Berger, a.a.O., § 355 Rn.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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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할 수 없으면, 그 위반행위는 항소 또는 상고에 의하여 다툴 수 있

다.109)

(3) 상소

제355조 제2항이 “하나의 또는 다른 증거조사방법을 명령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는다(Eine Anfechtung des Beschlusses, durch

den die eine oder die andere Art der Beweisaufnahme angeordnet

wird, findet nicht statt)”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수소법원 앞

에서(die eine Art) 혹은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 앞에서 증거조사(die

andere Art der Beweisaufnahme)를 행하도록 하는 결정은 취소될 수 없

다. 이러한 불복 불가능성은 위와 같은 재판은 법원의 위임된 재량에 속

한다는 고려에 근거한다. 이러한 재량은 제355조 제1항에서 강조된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이 법관에게 증거조사의 촉탁을 허락하는 때에 그 여지

가 주어진다.110) 다만, 독일연방법원은 제355조 제1항 위반의 경우에 상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아니하였다.111)

그렇지만 제355조 제2항의 규정은 그것의 원문에 의해서도 아니고 그

것이 추구하는 목적에 의해서도 취소에 대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취

소는 법원이 증거조사의 직접주의에 관한 재판에서 그에게 인정된 재량

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들에 근거한다.

즉, 증거결정에 대한 독자적인 취소와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증거

조사를 촉탁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재심사만이 배제되고, 증거결정에 의한

직접주의의 위반은 항소 또는 상고로 다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

신문을 수소법원의 구성원을 통하여 실시하도록 허용하는 결정은 제375

109) BGHZ 40, 239, 246f.

110) MünchKommZPO/Heinrich, § 355 Rn. 19.

111) BGHZ 32, 233, 236 = NJW 1960, 1252; BGHZ 40, 179, 183; BGH NJW 1979,

2518; Vgl. OLG Düsseldorf NJW 1976, 1103, 1104f.; OLG Köln NJW 1977, 249,

250. 법원이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방법(in ganz unvertretbarer Weise)으로 절

차를 진행하였을 때 틀림없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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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여러 근거들 중 아무것에도 기초하지 않을 때 취

소 또는 파기될 수 있다.112)

그 다음으로 증거결정이 독자적으로 이의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는

지,113) 또는 종국판결과 함께 항소 또는 상고로 다투어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위에서 보았듯이, 증거조사의 명령이 비록 무정형적인 것이 아닌

제359조(Inhalt des Beweisbeschlusses)의 의미에서 증거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도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114) 왜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종국적인 재판이 아니라 소송지휘의 한 행위가 행해

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115)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 증거조사결과가 재판에서 사용되고 그 절차흠결

이 제295조 제1항에 의하여 치유되지 않으면116), 항소 또는 상고만이 고

려된다. 항소심은 그때 그 사건을 제538조(Zurückverweisung) 제2항에

의하여 1심법원으로 취소, 환송할 수 있다.117)

112) MünchKommZPO/Heinrich, § 355 Rn. 19; Vgl. OLG Düsseldorf NJW 1976,

1103, 1104; OLG Köln NJW 1977, 249, 250.

113) 증거조사가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없이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게 촉탁된다

면, 구체적인 법률위반(제567조, 즉시항고)을 이유로 한 항고가 고려될 수 있으나,

민사소송개혁법에 의하여 민사소송에서 상소를 새로이 규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러

한 항고는 입법자에 의하여 고려되지 않았다(MünchKommZPO/Heinrich § 355

Rn. 20). 판례(BGH NJW 2002, 1577)도 구체적인 법률위반의 경우에 예외적인

항고를 각하(ablehnen)하였다.

114) MünchKommZPO/Heinrich, a.a.O.; Stein/Jonas/Berger, a.a.O., § 355 Rn. 30.

115) OLG Karlsruhe Justiz 2003, 225. 제360조에 따른 증거결정의 변경에 대한 신

청이 기각되고 당사자가 그것에 이의가 있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

116) BGH NJW 1964, 108, 109; Stein/Jonas/Berger, a.a.O., § 355 Rn. 31.

117) MünchKommZPO/Heinrich, a.a.O.; Vgl. OLG Düsseldorf NJW 1976, 1103,

1106. 제539조에 의하여 결석판결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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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접주의의 생성

독일의 현행 민사소송법은 수세기 동안의 발전의 결과이고, 하나의 소

송제도는 과거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독일 민사소송법은 1877. 1. 30.

제정되어 다른 제국사법법률들(Reichsjustizgesetze)118)과 함께 1879.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ZPO 자체도 100년이 넘었다. ZPO 규정의 대부분

은 여전히 1877년과 같고, 19세기 중반부터 정비된 초안들에 기인하는

많은 규정들은 ZPO보다 더 오래 되었다.119) 따라서, 민사소송법을 해석

하고 적용할 때, 종종 그 역사가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생성의 역사

또한 그러한 경우가 드물지 않다.120) 직접주의 역시 1877년 독일 민사소

송법(CPO121))의 제정과 함께 독일 민사소송에 도입되었으므로 먼저 구

술주의 내지 직접주의122)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독일 민사소송법의

범례들과 제정과정을 살펴본 후 CPO상의 직접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1절 1877년 독일 민사소송법의 범례들

1877년 독일 민사소송법을 제정할 당시 독일의 입법자에게는 그 사전

작업에 풍부한 자원이 있었다. 그것은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

다.123)

118) 법원조직법(Gerichtsverfassungsgesetz), 형사소송법(Strafprocessordung), 파산

법(Concursordung), 그리고 몇몇의 부속 법률을 말한다; Stein/Jonas/Brehm,

a.a.O., vor § 1 Rn. 143; Sellert, Die Reichsjustizgestze von 1877 – ein

gedenkwürdiges Ereignis?, JuS 1977, 781.

119) 직접주의에 관한 규정들도 1866년의 하노버초안에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ZPO

보다 더 오래 되었다.

120) Stein/Jonas/Brehm, a.a.O., vor § 1 Rn. 127.

121) Vgl. Braun, Lehrbuch des Zivilprozeßrechts, Tübingen 2014, S. 4 Fn. 15.

1902. 12. 18. 독일제국 연방참의원(Bundesrat)에서 “독일 철자법을 위한 규칙”이

가결됨으로써 1903. 1. 1.부터 “CPO” 대신에 “ZPO”라는 철자법이 통용되었다.

122) 당시에는 구술주의와 직접주의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아래 제3절 제1항 “구술주의와 혼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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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그룹은 독일 보통법 소송의 기본원칙들을 본질적으로 유지하

면서 새로운 독일 소송법을 만들고, 그리고 학술적인 의미에서 외국 소

송법들의 개정을 훨씬 능가하도록 독일 소송법의 몇몇 부분들을 개정한

다.

두 번째 그룹은 독일 민사소송법이 제정되기 전 마지막 수십 년에서

기인하는 프로이센의 법률들을 기초로 한다. 그 법률들에 의하여 처음에

는 주법에서, 나중에 대부분의 보통법 영역에서도 소송법의 광범위한 개

혁이 실현되었다.

세 번째 그룹은 라인프로이센, 라인헤센 그리고 알사스로렌에서 적용

되는 프랑스 민사소송법(Code de procédure civile)을 기초로 한다. 그리

고 그 법의 효력범위 내에 있는 모든 주들에서 거의 다소간의 자유로운

법개정이 시도되었다. 독일 민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벨기에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프랑스 민사소송법의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네 번째 그룹의 중심에는 1850. 11. 8.의 하노버 민사소송법이 있다. 이

법은 소위 하노버초안을 검토할 때 기초로 쓰이고, 이 초안은 다시 많은

새로운 독일의 입법 작업들의 기초가 되었다. 그 입법 작업들 중에 특히

뷔르템베르크 민사소송법(1868)과 북독일연방을 위한 민사소송법 초안

(1870)이 중요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1877년의 민사소송법과 그것에 의하여 독일 민사소

송에 도입된 직접주의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구술∙직접주의124)와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그 이전에 독일 지역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서

시행되었던 보통법 민사소송과 프로이센 민사소송, 프랑스 민사소송법

그리고 1850년의 하노버 민사소송법을 중심으로 19세기의 개혁노력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23) Hahn/Stegemann, a.a.O., S. 117.

124) 아래 제3절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19세기에는 사람들이 구술주의와 직접주

의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였으므로 이하에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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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법 민사소송(Der gemeine Zivilprozeß)

독일 보통법 민사소송은 14세기부터, 교회법의 영향 하에 랑고바르드

(롬바르드)법과 로마법을 기초로 하는 법학에서 12세기부터 형성된, 이탈

리아 소송을 도입한 것에 기인한다.125) 그전에는 인민법원[Volksgerichte,

배심법원(Schöffengerichte)] 앞에서 공개적이고 구술적인 절차가 이루어

졌다.126) 보통법 민사소송은 제국최고법원법들(Reichskammergerichts-

ordnungen), 특히 1654년 최후의 제국의회결의(Jüngsten Reichs-

abschied), 그리고 그것에 이어지는 제국의 개별입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발전된다.127) 보통법 민사소송은 간접적이고128) 서면적이며 비공개적인

절차인데, 특히 위 1654년 최후의 제국의회의결을 통해 강화된 동시제출

주의(Eventualmaxime)가 그 특징이다. 이것은 예를 들면, 하나가 실패한

경우에 다른 것이 효력을 갖게 되는 예비적인 소송행위의 경우에도 모든

소송행위가 그에게 할당된 소송의 단락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129) 이 원칙은 개별적으로 다르게 형성되었지만 항상 종

국판결 선고 전에 당사자가 사실을 더 주장할 수 없게 하고 이로 인하여

적어도 두 개의 단락으로 절차를 구분, 분할하는 것에 이른다.130)

보통법 민사소송에서 합의부 법원은 재판장과 나머지 구성원들(고문

125) Stein/Jonas/Brehm, a.a.O., vor § 1 Rn. 128; Vgl. Struckmann/Koch,

Civilprozeßordnung für das Deutsche Reich, Berlin 1878, S. Ⅰ. 이탈리아 실무의

영향 하에 교회법 소송을 복제한 비공개의 서면적인 소송이라고 한다.

126) Struckmann/Koch, a.a.O.

127) Stein/Jonas/Brehm, a.a.O., vor § 1 Rn. 128; Gaupp, Civilprozeßordnung für

das Deutsche Reich, Freiburg i. B. Leipzig und Tübingen 1897, S. Ⅻ;

Struckmann/Koch, a.a.O.

128) 독일 보통법시대는 직접(심리)주의와 서면주의가 결합된 형태였다고 설명하는

견해[주석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3), 제247쪽]도 있으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보통법 소송은 합의부 구성원 중 1인이 합의부의 위임을 받아 재판행위를 수

행하고 이를 합의부에 보고하는 간접주의와 서면으로 확정된 것만이 재판의 기초

가 되는 서면주의가 원칙이었다.

129) Nörr, a.a.O., S. 278f.; Struckmann/Koch, a.a.O., S. Ⅰf.

130) Schubert, Entstehung und Quellen der Civilprozessordnung von 1877,

Frankfurt am Main, 1987, 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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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배석판사)로 구성되는데, 나머지 구성원들의 업무는 주로 보고, 표결

을 하거나 또는 합의부의 위임 하에 재판행위를 혼자서 수행하는 것이

다.131) 즉, 합의부 소송에서 법관들 중 일부는 대개 서면들의 내용에 관

한 다른 법관의 보고만을 듣게 된다.132)

서면주의, 동시제출주의, 잠정적인(aufschiebend) 기일들, 결석결과의

처리, 증거중간결정의 효력과 3심제 때문에 보통법 소송은 극히 둔중하

였고 소송지연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따라서 보통법 소송에 대한 근본

적인 개혁이 요구되었다.133)

2. 프로이센 민사소송(Der preußische Zivilprozeß)

프로이센 왕국은 프로이센 국가들을 위한 1793. 7. 6.의 일반법원법

(Allgemeine Gerichtsordnung)에서 그때까지의 소송에 대한 근본적인 변

경을 시도하였다. 그 법률은 보통법 소송을 지배하는 변론주의 대신에

소위 규문주의(Inquisitionsmaxime)와 직권주의(Instruktionsmaxime)를

도입하였다. 즉, 그 법률은 법관에게 직권으로 모든 허락된 수단에 의해

서 당사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관계를 밝히도록 의무를 부과하였고,

이로써 소송은 보통법의 형식주의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실현 불가능하고 법원의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

로 나타났고, 1833. 6. 1.과 1846. 7. 21.의 법률들에서 변론주의와 동시제

출주의로 되돌아갔다. 동시에 두 번째 법률에서는, 물론 피상적이지만,

구술주의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었다.134) 위 두 법률들은 프로이센 주법

의 영역에서 적용되었고, 1849. 7. 21.과 1867. 6. 24.의 법률들은 보통법

131) Linde, Lehrbuch des deutschen gemeimen Civilprocesse, 5. Aufl., Bonn 1838,

S. 93.

132) Goldenring, Begriff und Durchführung des Grundsatzes der Mündlichkeit im

Civilprozess, Zeitschrift für deutschen Civilprozess Bd. 14 1890, SS. 52, 59.

133) Gaupp, a.a.O., S. Ⅻ; Stein/Jonas/Brehm, a.a.O., vor § 1 Rn. 129.

134) Gaupp, a.a.O.; Stein/Jonas/Brehm, a.a.O., vor § 1 Rn.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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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되던 영역을 위하여 규정되었는데 앞의 두 법률들과 본질적인 차

이는 없으나 여기에서는 새로운 절차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135)

그 기본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136)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그것을 형식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심사한

다. 법원이 소가 형식적으로 완전하고 실질적으로 이유 있다고 여긴다면,

필요한 경우 재재항변 단계까지 조서에 기록하는 방식이나 서면교환으로

사건의 서면정리가 행해진다. 이러한 정리가 끝나거나 재항변 또는 재재

항변의 변론이 정하여진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는 수소법

원 앞에서 하는 구술변론에 출석하여야 한다. 이때 먼저 수소법원의 구

성원 1인이 지금까지의 변론에서 문서로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여 사건에

대한 짧은 구술설명을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당사자의 구술진술이 이

어진다.

소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서면들은 소송의 한계를 규정한다. 사실에 기

초하는 대답들(항변, 재항변, 재재항변)은 특정한 서면에 그 내용이 포함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심급에서 주장할 수 없다. 상대방에 의하여 주장된

사실과 제출된 문서는 바로 그 다음의 서면 의견진술(Auslassung)에서

당사자가 전혀 설명하지 않거나 완전히 설명하지 않으면 자백하고 시인

한 것으로 간주된다.

구술변론기일에서 모든 당사자는 자신이 어떠한 사실의 주장을 입증하

거나 반박하기 위하여 이용할 증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 이후에

증거신청의 보충은, 상대방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한 증거조사에

서 비로소 새로운 증거방법을 제출할 필요성이 생긴 경우에만 허용된다.

그렇지만 선서요구(Eideszuschiebung)는 종국판결 선고시까지 허용된다.

증거조사가 행해진 다음에 당사자들은, 결석자는 자신의 주장과 신청

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더 이상 제출할 것이 없고 기록 상태대로 재판이

135) Hahn/Stegemann, a.a.O., S. 118; Vgl. Gaupp, a.a.O., S. Ⅻf. 다만, 하노버, 프

랑크푸르트(Frankfurt a. M.) 그리고 프로이센 내에 있는 몇몇의 타국 영토들

(Enklaven)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136) Hahn/Stegemann, a.a.O., S. 118f; Struckmann/Koch, a.a.O., S. Ⅲ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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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간주된다는 경고 하에, 최종구술변론(mündliche

Schlußverhandlung)과 재판에 소환된다.

당시의 절차는 구술적인 것이 아니라 최종구술변론이 있는 서면적인

절차로 특징지을 수 있다. 당사자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기일에

구술로 변론하도록 하는 그 어떠한 강제도 없기 때문에, 소송은 그 사건

을 담당하는 법관들 앞에서 당사자들에 의하여 변론된다는 최소한의 보

장도 제공하지 않는다. 짧지만 완전한 법관의 보고서가 소송의 기초를

이루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당사자들의 서면 의견진술에 의하여 형성되고

이미 확정되는지를 설명한다. 이 보고서는 법원의 재판에 본질적인 기초

를 형성한다.137)

3. 프랑스 민사소송법(Code de procédure civile)의 영향

프랑스 입법의 영향은 독일 민사소송법의 발전, 특히 공개적이고 구술

적인 절차의 도입에 매우 큰 의미를 가졌고, 프랑스의 입법은 1806년부

터 라인프로이센, 라인헤센에 도입되어 1879. 10. 1. 독일 민사소송법이

발효될 때까지 이 지방들과 알사스로렌에서 실정법으로 적용되었다.138)

그 당시의 프랑스 소송법에 따른 기본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139)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의해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원과 무관하게 당사

자들 사이에 서면을 교환할 수 있다. 이러한 서면교환이 끝나거나 끝난

것으로 간주되면 부지런한 당사자가 상대방을 기일에 소환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일은 구술변론이 아니라 아마도 구술변론의 서곡을 위한 것이

다. 구술변론의 서곡은 변호사들이 그들의 이유를 든 결론들(신청들과

그 이유들)을 낭독하고 그 자체를 법원에 맡기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 변호사들은 구술변론의 과정에서 이유를 든 결론들을 변경할 수 있

137) Hahn/Stegemann, a.a.O., S. 119f.

138) Struckmann/Koch, a.a.O., S. Ⅳ; Gaupp, a.a.O., S. ⅩⅢ; Stein/Jonas/Brehm,

a.a.O., vor § 1 Rn. 131.

139) Hahn/Stegemann, a.a.O., S. 122; Gaupp, a.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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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그 수정은 서면으로 기일의 조서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유를

든 결론들의 낭독은 매우 의미 있는 행위이다. 이 행위에 의해서 사건은

그 후에 변호사가 구술변론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기일에 불출석하더라도

결석판결이 선고될 수 없을 만큼 대심적인 것이 된다. 또한, 그 행위에

의하여 사건은 재판할 준비가 갖추어진 것이 되므로 그 사이에 당사자

또는 그의 변호사가 추가되는 변경은 판결을 내리는 데 방해가 되지 않

는다. 그런데 이것은 프랑스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구술변론

의 요구와 모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140)

결론들을 낭독한 후에 모든 당사자가 즉시 다른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는, 구술변론을 위한 기일이 뒤따른다. 그렇지만 그러한 낭독에 의하여

이미 사건은 대심적인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재판은 사정에 따라서는 더

이상의 구술변론 없이 오직 서면적인 결론들에 의하여 행해질 수 있다.

증거조사는 증인의 제한 등과 같은 증거의 형식화에 의하여 의미가 감

소된다. 증거조사가 요구되면 그것은 절차의 분리된 단락을 형성하게 되

는데 그것도 당사자의 주도로 진행된다. 이 단락은 판결의 종류에 따라

이유가 제공되는 중간결정(Interlokut)에 의하여 앞서 진행된 절차와 분

리된다. 중간결정은 법원은 물론이고 당사자도 구속하지 않고, 또한 중간

결정에는 동시제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거조사 후에 당사자들은

다시 서로 구술변론에 소환할 수 있고, 그 구술변론에 기초하여 판결이

선고된다.14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프랑스 소송에서 큰 특징 중 하나는 법원의 소

송지휘가 없고 당사자주도로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이다.142)

프랑스 소송은 1819. 9. 29.의 제네바 소송법(Genfer Prozeßordnung)에

의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되었는데, 법원의 절차진행에 대한 영향력

이 크게 강화되었고, 이전의 프랑스 소송법이 가지고 있던 형식주의를

140) Hahn/Stegemann, a.a.O., S. 122.

141) Struckmann/Koch, a.a.O., S. Ⅵf.; Gaupp, a.a.O., S. ⅩⅢf.

142) Struckmann/Koch, a.a.O., S. Ⅴ; Gaupp, a.a.O., S. ⅩⅢ; Nörr, a.a.O., S.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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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함으로써 서면적인 절차를 제한하고 구술주의와 자유심증주의를 일

관되게 실행하였고, 그리하여 이후 하노버왕국의 입법에 대한 출발점을

이루었다.143) 다만, 준비서면에 나타나 있으면 구술변론에서 진술하지 않

더라도 법원이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수소법원

앞에서 일반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구술로 변론하여야 한다는 사실상의

강제는 없었다.144)

4. 하노버 민사소송법(Hannoversche Prozeßordnung, HPO)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보통법, 프로이센 그리고 프랑스의 세 가지 소송

체계가 꽤 오랫동안 프로이센, 바이에른 그리고 헤센과 같이, 같은 국가

내에서 갑작스럽게 서로 나란히, 부분적으로 존립하였다. 독일 민족의 의

식에서와 같이, 학문에서도 점점 더 공개주의와 구술주의를 향한 소송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요구가 일어났다. 이러한 요구는 프로이센보다 보통

법 소송의 지역에서 더 급박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보통법 소송의 전

통을 완전히 깨부숴야만 소송의 더딘 진행에 대한 현존하는 불만을 제거

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145)

이 시기에 개별 주에서 수많은 입법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하나가 독

일 소송법의 발전에 큰 의미가 있는 1850. 11. 8.의 하노버 민사소송

법146)이다.147) 이 법은 한편으로는 보통법 소송, 다른 한편으로는 위 제

네바 소송법에 포함되어 있는 프랑스 소송의 변형과 관련되고,148) 보통

143) Gaupp, a.a.O., S. ⅩⅣ; Stein/Jonas/Brehm, a.a.O., vor § 1 Rn. 132.

144) Hahn/Stegemann, a.a.O., S. 123.

145) Gaupp, a.a.O.
146) 이것은 약칭이고, 하노버 왕국을 위한 민사소송법(Die Bürgerliche

Civilproceßordnung für das Königreich Hannover)이 원래 명칭이다. Vgl.

Leonhardt, Das Civilproceßverfahren des Königreichs Hannover, Hannover

1861, S. 1.

147) Gaupp, a.a.O., S. ⅩⅣf.; Stein/Jonas/Brehm, a.a.O., vor § 1 Rn. 134;

Struckmann/Koch, a.a.O., S. Ⅶ.

148) Gaupp, a.a.O., S. Ⅹ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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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소송의 기초들 위에서 수소법원 앞에서 행하는 소송에 관한 변론의

구술∙직접주의를 수용하는 절차를 만들려고 시도하였다.149) 이에 관한

조문은 HPO 제101조인데, “당사자의 구술진술은 사실관계는 물론이고

법률관계에 따른 모든 분쟁관계를 포함하여야 하고, 구술변론은 사실관

계에서 서면에 의하여 확정된 주장들과 다른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법원의 고려 하에 재판의 기초로서 쓰인다.”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

이 구술변론에 참석한 바로 그 법관이 그러한 변론이 목표로 하는 쟁점

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직접주의의 방향에 따른 것이든, 일반

적으로 당사자의 주장에 구술주의가 적용되는 한 당사자의 주장은 기일

에 구술로 진술되었을 때에만 법원에 의하여 고려될 수 있다는 다른 방

향에 따른 것이든 그 원칙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150) 따라서 아래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구술변론에 선행하는 서면진술은 준비적인 성질을

갖는다.

하노버 민사소송법에 따른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151)

주된 절차는 두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당사자의 주장이고,

두 번째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주장에 관한 입증이다. 이 두 개의 부분

은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분리되고 서로서로 차단된다. 당사자들이 제출

한 소송자료를 심사하여 무엇이, 그리고 누구에 의하여 입증이 되어야

하는지를 법원이 정한다. 이러한 법원의 재량은 독일 보통법 소송의 의

미에서 판결이고, 그것이 선고되는 심급에서는 변경할 수 없다.

소송은 구술주의에 의하여 지배되었고, 구술변론에 선행하는 서면은

오로지 준비적인 성격을 가졌다.152) 따라서 법원은 그것이 준비서면에

나타나 있지 않더라도 기일에 구술로 진술된 모든 것을 고려하여야 했

고, 다른 한편으로 준비서면에 나타나 있더라도 구술변론에서 진술되지

149) Hahn/Stegemann, a.a.O., S. 116.

150) Leonhardt, a.a.O., S. 45f.

151) Hahn/Stegemann, a.a.O.

152) Gaupp, a.a.O.; Struckmann/Koch, a.a.O., S. Ⅷ; Leonhardt, a.a.O., SS. 20, 46.

입법자의 의도에 따르면 준비적인 성질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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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은 고려해서는 안 되었다.153) 특히, 후자에 의해서는 모든 당사자

로 하여금 완전한 구술변론을 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강제가 있다고 여겨

졌다.154)

하노버 소송은 짧은 시간에 독일 사법(司法)에서 주의를 끌었다. 왜냐

하면 하노버 소송은 프랑스 소송법과 보통법 소송 사이에 소위 수소법원

앞에서 변론의 직접주의에 관하여 원칙적인 조정을 성공한 시도로서 간

주되었고, 소송의 공개주의와 구술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들은 점점

더 프랑스 소송에 비하여 자체적인 법발전과 연계되었기 때문이다.155)

그리하여 하노버 소송법은 1857. 11. 2.의 올덴부르크 소송법의 기초를

이루고, 후술하는 하노버 초안의 참조 하에, 1864. 3. 18.의 바덴 소송법

과 1868. 4. 3.의 뷔르템베르크 민사소송법의 기초를 이룬다. 1869. 4. 29.

의 바이에른 민사소송법만이 라인바이에른에서 발전하였던 프랑스 소송

에 연계된다.156)

제2절 독일 민사소송법의 제정

1. 준비작업

1859. 12. 17.의 회의에서 있었던 바이에른, 작센, 뷔르템베르크 그리고

몇몇 중소규모 국가들(Mittelgroßere Staaten)의 신청에 의하여 독일 연

방의회(die deutsche Bundesversammlung)는 1862. 1. 6.과 7. 17. 독일

연방을 위한 일반적인 민사소송법의 정비를 위하여 분과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프로이센은 위 신청에 반대하였고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

다.157) 하노버에서 열린 위원회는 374회의 회의 끝에 1866년 독일 연방

153) Hahn/Stegemann, a.a.O., S. 121; Gaupp, a.a.O.; Struckmann/Koch, a.a.O.

154) Hahn/Stegemann, a.a.O.

155) Gaupp, a.a.O.
156) Stein/Jonas/Brehm, a.a.O., vor § 1 Rn. 135.

157) Gaupp/Stein, Die Civilprozeßordnung für das Deutsche Reich, 11. Au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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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체 직전에 소위 하노버 초안(Der Hannoversche Entwurf)을 완성

하였는데, 총 689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기본은 하노버 민사소

송법이다.158)

하노법 소송법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구속력이 있는 증거중간결정

(Beweisinterlokut)을 없애고 그 대신에 주장과 증거신청이 동시에 이루

어지는159) 소위 증거결합(Beweisverbindung)의 체계를 받아들인 것이

다.160)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제출주의는 유지되었고, 첫 번째 절차는

그 자체로는 법관을 구속하지 않는 증거결정에 의하여 증거절차로부터

분리되었다. 그에 반하여 첫 번째 절차에서 진술된 사실관계는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법원에 의하여 완성된 사실에 의하여 확정되고 그 후

의 절차에 기초를 제공한다.161)

이것은 내부적인 모순이다. 왜냐하면 당사자는 그 후의 절차에서 증거

결정의 사실에 구속되므로, 구술주의의 지배는 증거결정 전의 변론으로

사실상 제한되기 때문이다. 증거중간결정을 배제함으로써 목표로 하였던

법원의 자유는 환상이 된다. 왜냐하면 법원 구성에 변경이 생기거나 기

억이 없는 경우에 이후의 절차에서 새로운 변론은 불가능하고 새로운 재

판은 이전의, 아마도 전혀 다른 법관이 확정한 서면적인 사실에 의해서

만 선고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하노버 초안의 약점은 최초에 북독

일연방의 초안에서 제거하려고 시도되었고, 독일 민사소송법에서 비로소

동시제출주의를 없앰으로써 완전히 제거된다.162)

북독일연방의 설립으로 독일 민사소송법의 제정을 위한 준비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북독일연방 헌법 제4조 제13호는 연방의 과제로

Tübingen, 1913, S. ⅩⅤ; Vgl. Stein/Jonas/Brehm, a.a.O., vor § 1 Rn. 138. 프

로이센에서는 1864년에 소위 프로이센 초안(Preußischer Entwurf)을 공포하였는

데, 라인-프랑스의 소송과 밀접히 관련된 것이었다.

158) Stein/Jonas/Brehm, a.a.O., vor § 1 Rn. 137.

159) Struckmann/Koch, a.a.O., S. 200.

160) Gaupp, a.a.O., S. ⅩⅥ; Struckmann/Koch, a.a.O., S. Ⅹ.

161) Gaupp, a.a.O.

162) Gaupp, a.a.O., S. Ⅹ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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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das gerichtliche Verfahren)에 관한 공동의 입법도 선언하였고,

1870년에 북독일연방을 위한 민사소송법 초안, 소위 북독일연방 초안

(Norddeutscher Entwurf)이 완성되었다. 이 초안은 하노버 초안과 유사

하지만, 그것에 비하여 주의 입법에 유보하였던 많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178개의 조문에 이르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다소 인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주요사실과 보조사실을 구분하고,

하노버 초안에는 없는 전체 소송의 집중을 강구함으로써 하노버 초안이

갖고 있었던 위와 같은 내부적인 모순을 제거하려고 시도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점에서 구별된다.163)

2. 초안들과 독일 민사소송법

독일제국이 설립되면서 북독일연방 헌법 제4조 제13호는 문자 그대로

제국헌법에 수용되었다. 제국 측에서 이 규정을 실행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전에 프로이센 법무부에서 1871년 장관인 레온하르트

(Leonhardt)의 주도 하에 북독일연방의 초안을 개정하였다.164) 이 새로운

초안은 일반적으로 법무부초안 또는 초안Ⅰ165)이라고 불린다. 그것은

783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졌고, 그 당시 소송이상의 최상위 근본사상을

매우 철저하게 실행하였다. 구술주의, 법관의 수동성 그리고 소송에 대한

당사자의 지배와 법관직의 순수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증거중간결정

의 판결적 성질은 제거되었고 그로 인하여 판결에 이르는 절차가 하나의

균등한 전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송이 증거절차를 실행한 후

에도 변론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여기서 새로운 공격, 방어방법이 제

출될 수 있다.166)

연방참의원(Bundesrat)은 1871. 3. 남부독일 국가들을 배려하여 다시

163) A.a.O., S. ⅩⅧf.; Struckmann/Koch, a.a.O., S. Ⅻf.

164) Gaupp, a.a.O., S. ⅩⅨ; Stein/Jonas/Brehm, a.a.O., vor § 1 Rn. 140.

165) Schubert, a.a.O., S. 47ff.에서 그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166) Stein/Jonas/Brehm, a.a.O., vor § 1 Rn.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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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 위원회는 초안Ⅰ과 북독일연방 초안, 그

밖에 관계되는 입법적인 사전작업들을 기초로 하였고 1872. 3. 그 작업을

마쳤다. 그 위원회가 만든 초안은 80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졌고 일반적

으로 초안Ⅱ167)로 표시된다. 그것은 완전히 초안Ⅰ의 토대에 근거하였고

실제적이거나 교정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개별적인 규정들을 수정하였

다.168)

초안Ⅱ는 연방참의원의 의결들로 몇 차례 수정되는데, 중요한 수정으로

는 집행관에 의한 송달 외에 우편송달을 도입하였고, 지방법원에서 선고

된 제1심 종국판결과 상사법원(Handelsgericht)에서 선고된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로서 상고가 포기되고 항소에 의하여 대체된 것 등을 들 수 있

다.169) 연방참의원은 이렇게 수정된 초안을 1874년 가을회기에 제국의회

(Reichstag)에 제출하고, 이것은 초안Ⅲ로 표시된다.170)

세 가지 초안들은 제국의회의 제1 독회를 거친 후에 바로 28명의 구성

원으로 이루어진 제국사법위원회(Reichsjustizkommission)에 회부된다.

위원회의 수정은 상당하였지만 초안의 기초들은 손대지 않았다. 그 후

제2 독회와 제3 독회를 거쳐 독일 민사소송법은 1877. 1. 30. 황제에 의

하여 제정되어 1877. 2. 19. 제국법률공보 제6번으로 공포되었고,171)

1879. 10. 1.부터 제국의 전 영역에서 효력을 발생하였다.172)

167) Schubert, a.a.O., 493ff.에서 그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168) Stein/Jonas/Brehm, a.a.O., vor § 1 Rn. 141; Hahn/Stegemann, a.a.O., S. 111f.

169) Hahn/Stegemann, a.a.O., S. 112.

170) Gaupp, a.a.O., S. ⅩⅩf.; Stein/Jonas/Brehm, a.a.O., vor § 1 Rn. 142.

171) RGBl. Ⅰ S. 83; Schubert, a.a.O., S. 903ff.

172) Gaupp, a.a.O., S. ⅩⅪf.; Stein/Jonas/Brehm, a.a.O., vor § 1 Rn.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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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1877년 독일 민사소송법상의 직접주의

1. 구술주의와 혼동

구술주의는 우선 법원이 구술변론에 의해서만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한편으로는, 법원은 준비

서면에 인용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구술로 진술한 모든 것을 고려

하여야 하고, 반대로 사실적인 주장이 준비서면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구

술변론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이것을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173)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독일 민사소송법 제정 당시에는 사람들이 구술주의와 직접주

의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였고,174) 구술주의는 항상 직접주의, 공개주

의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다.175) 19세기 전반기에는 공개주의가 종종

구술주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거나 구술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간

접∙서면주의에 대응하여 사용되기도 하였다.176)

독일 민사소송법 초안Ⅲ의 이유서에서 구술주의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통용되고 있으나 부적당한 표현이다. 변론의 직접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옳고 소송에 대한 당사자의 변론이 수소법원 앞에서 구술로 행하여

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177)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173) Hahn/Stegemann, a.a.O., S. 121; Canstein, a.a.O., S. 76; Fitting, Der

Reichs-Civilprozeß 10. Aufl., Berlin 1900, S. 97.

174) Hahn/Stegemann, a.a.O., S. 124; Endemann, Der Deutsche Civilprozess, Berlin

1878, SS. 434, 443f.; Gaupp, a.a.O., SS. 294, 299, 624f.; Struckmann/Koch,

a.a.O., S. 86f.; Wach, Die Mündlichkeit im Oesterrichischen Civilprocess-

Entwurf, Wien 1895, S. 4f.; Vgl. Canstein, a.a.O., S. 76. 보통 구술주의와 직접주

의 그리고 서면주의와 간접주의가 서로 혼동되고, 그리고 구술주의가 더 올바르게

는 직접주의라고 명명되어야 한다고 종종 말하여진다.

175) Bettermann, a.a.O., S. 369.

176) Nörr, a.a.O., S. 278.

177) Hahn/Stegemann, a.a.O.; Vgl. Endemann, a.a.O., S. 443f. 실체적 진실의 원칙

에 따라 증거를 자유롭게 평가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초를 주로 제공하는

직접주의가 본래 목표이고, 구술주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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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두 원칙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견해들도 주로 변론의 직접주

의와 구술주의를 혼동하고 있으며 증거조사의 직접주의는 별개로 보는

견해도 있다.178)

이에 비하여 당시에도 이미 구술주의와 직접주의를 구분하는 견해179)

가 있었다. 이 견해에 의하면 직접주의는 수소법원 앞에서 변론이 직접

적으로 행해지고, 당사자, 증인, 감정인 그리고 법관 사이의 교류가 직접

적이야 한다는 것이다.180) 이하에서는 당시의 논의들 중 현재의 관점에

서 직접주의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변론의 직접주의와 증거조사의

직접주의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2. 변론의 직접주의

판결의 기본을 이루는 변론에 참여한 법관만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는 CPO 제280조는 구술주의와 직접주의의 결과다.181)

변론의 직접주의를 원칙 그대로 실행하자면 재판에 기초가 되는 변론

에 계속적으로 참여한 법관만이 소송자료를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변론의 경과에서 법관의 교체가 일어나거나182) 법관이 변론의 본

질적인 부분을 기억에서 잃어버리면183) 변론은 항상 새롭게 시작되어야

한다.

한편, 하나의 변론이 중단되어 새로운 기일에 계속되면, 계속되는 변론

은 그 자체가 이제 선고되어야 하는 판결에서 고려되는 사실상 새로운

단이다.

178) Gaupp, a.a.O., SS. 294, 691f.

179) Canstein, a.a.O., SS. 72ff., 94ff.; Fitting, a.a.O., S. 96ff.

180) Canstein, a.a.O., S. 77; Fitting, a.a.O., S. 96.

181) Gaupp, a.a.O., S. 624; Hahn/Stegemann, a.a.O., S. 286. 이 조문은 필연적으로

수소법원 앞의 “직접적인 변론의 원칙(Prinzip der unmittelbaren Verhandlung)”으

로부터 나온다고 하였으나, 구술주의와 직접주의를 혼동한 표현이다.

182) Canstein, a.a.O., S. 96f.; Gaupp, a.a.O., S. 299; Hahn/Stegemann, a.a.O., S.

125.

183) Struckmann/Koch, a.a.O., S.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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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으로서, 원칙적으로 증거조사결과를 포함하여 전체 소송자료 그 자

체가 새로운 변론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그 자체가 부분 또는 중간 판결

에 의하여 이미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미 이전의 변론에서 진술되었

더라도 새로이 진술되어야 한다.184)

결국, 이러한 변론의 일체성이 인정되므로 판결선고 직전의 구술변론,

즉 최종 구술변론이 원칙적으로 결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185) 따라서,

법관이 법적으로 이전 변론의 계속으로 간주되는 이후의 변론에 참여하

지 못하거나 변론종결 이후에 판결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하여야

한다.186)

3. 증거조사의 직접주의

증거조사(특히, 증인과 감정인의 신문) 그 자체는 법관과 다른 사람 사

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행위이지 당사자의 변론이 아니기 때문에, 독일

민사소송법의 입법자는 직접주의가 당연히 증거조사에도 적용되어야 하

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187) 다만, 증거조사가 언제나 수소법원 앞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증거조사의 직접주의)은 변론의 직접주의와 자유심

증주의의 결과188)라고 보았다.189) 그리고 그 예외는 개별적인 증거방법

에서 특별히 정하는 가장 급박한 경우에만 인정되었다. 그 후에 여러 차

례에 걸친 법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증거조사의 직접주의에 대한 수정

은 아래 제4장에서 보는 바와 같다.

184) Gaupp, a.a.O., S. 299f.

185) A.a.O., S. 300; Hahn/Stegemann, a.a.O., S. 129.

186) Gaupp, a.a.O., S. 624f.

187) Hahn/Stegemann, a.a.O., S. 124.

188) A.a.O., S. 304; Vgl. Gaupp, a.a.O., S. 691. 증거조사가 언제나 수소법원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증거조사의 직접주의의 표현이고, 자유심증주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189) Hahn/Stegemann, a.a.O.; Gaupp, a.a.O. 그리하여 수소법원 앞에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법관의 교체가 있으면, 이전에 조서화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

거조사가 반복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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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당시 검증이나 감정인 등에 대한 예외규정의 내용은 현행법과 대

체로 같으므로, 여기서는 증인에 대한 예외규정(CPO § 340)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340조 제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소법원의 구성원 또는

다른 법원에 촉탁될 수 있다.

1. 진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현장에서 증인을 신문하는 것이 유용하다

고 판단될 때

2. 수소법원 앞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것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때

3. 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하는 것에 장애가 있는 때

4. 증인이 수소법원의 소재지로부터 아주 먼 곳에 체류할 때”

제1호는 규문주의의 의미에서 진실탐지가 아니라 주로 장소적 관계에

의하여 증인의 진술을 해석하여야 할 때를 의미한다. 전자의 의미에서는

수소법원 스스로 현장에서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제2호는 세밀한 계산,

설계도, 기록 등의 제출이 문제되거나 아주 많은 수의 증인이 있는 경우

로 이해되어야 한다. CPO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특별히 강조하는

것을 피하고, 오히려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문제된 상황에서 현저한 어

려움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재량은 오직

사건 그 자체에 기초하여야 하고, 그때그때 법원의 업무상황에 기초해서

는 아니 된다. 제3호는 특정한 기일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상당한 동안 장애가 있어야 한다. 제4호는 주로 여비와 쟁

점의 가치, 그리고 특히 수소법원 앞에서 신문하는 이익 사이의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증인에게 주어지는 여행의 번거로움도 고려된

다.190)

190) Gaupp, a.a.O., S. 71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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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요약 및 평가

1. 요약

직접주의의 생성과정에서 우선, 독일 민사소송법의 범례들을 살펴보면,

보통법 민사소송과 프로이센 민사소송, 프랑스 민사소송법, 그리고 하노

버 민사소송법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그 중 보통법 민사소송은 간접적

이고 서면적이며 비공개적인 절차가 그 특징이었다. 이에 비하여 1800년

대 중반 이후의 프로이센 민사소송은 구술주의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어

최종 구술변론이 있는 서면적인 절차로 나아갔다. 그렇지만 여전히 서면

으로 확정된 것만이 재판의 기초로 되었고 특히, 주심법관의 보고서가

법원 재판에 본질적인 기초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여전히 직접주의와는

거리가 먼 간접적인 절차였다.

한편, 1806년부터 라인프로이센, 라인헤센에 도입된 프랑스 민사소송법

에서는 일부 서면적인 요소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구술변론을 기초로

하여 재판이 이루어졌으며, 1819년의 제네바 소송법에 의하여 서면적인

절차를 제한하고 구술∙직접주의를 일관되게 실행하였다. 이러한 프랑스

민사소송법의 영향으로 1850년의 하노버 민사소송법은 보통법의 기초들

위에서 구술∙직접주의를 수용하는 절차를 만들려고 시도하였고, 소송은

구술∙직접주의에 의하여 지배되었으며 구술변론에 선행하는 서면은 오

직 준비적인 성격을 가졌다. 그러나 이에 기초한 하노버 초안과 마찬가

지로 동시제출주의가 유지됨으로써 구술∙직접주의의 지배는 증거결정

전의 변론으로 사실상 제한되는 모순이 있었다. 이러한 약점은 북독일연

방의 초안에서 소송의 집중을 강구함으로써 제거하려고 시도되었고,

1877년의 독일 민사소송법에서 비로소 동시제출주의를 없앰으로써 완전

히 제거되었다. 즉, 증거중간결정의 판결적인 성질이 제거되어 판결에 이

르는 절차가 하나의 균등한 전체를 형성하게 되었고, 소송이 증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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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한 후에도 변론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여기서 새로운 공격, 방어

방법을 제출할 수 있는 수시제출주의가 도입되었다. 이로써 완전한 구술

∙직접주의가 완성되었다.

1877년의 독일 민사소송법상 직접주의도 변론의 직접주의와 증거조사

의 직접주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변론의 직접주의는 변론의 일체성

이 인정되므로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최종 구술변론에 참여한 법관만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증거조사의 직접주의는 변론의 직접주의와 자유

심증주의의 결과라고 보았으며, 그 예외는 개별적인 증거방법에서 특별

히 정하는 가장 급박한 경우에만 인정되었다.

2. 평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세기 독일에서는 보통법, 프로이센 그리고 프

랑스의 세 가지 소송체계가 갑작스럽게 나란히, 부분적으로 존립하게 되

었고, 점점 더 명백하게 서면주의로부터 구술∙직접주의를 향한 근본적

인 개혁 요구가 일어났다. 이러한 요구는 보통법 소송의 더딘 진행에 대

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서면주

의였다.191) 그리하여 사람들은 엄격한 구술∙직접주의가 소송을 단순화

하고 신속하게 종결시킬 것이라고 기대하였다.192)

이와 더불어 그 당시에는 공개주의가 최고로 중요한 것이었다. 왜냐하

면 그때나 지금이나 국가의 권력행사와 국가관계에 대한 공개가 자유민

주적 관념과 요구의 근본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절대주의를 극복

한 직후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경향이 강했다.193) 이러한 국가의 권력

행사에 대한 통제 요구로 인하여 구술∙직접주의가 더욱 각광을 받게 되

었다. 왜냐하면, 서면주의 소송은 그 본성상 공개주의와는 거리가 멀고

191) Stein/Jonas/Leipold, a.a.O., § 128 Rn. 1.

192) Bettermann, a.a.O., S. 378.

193) A.a.O., S.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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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인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반면, 누구에게나 그리고 대중에게 변론

을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구술∙직접주의 소송에서만 가능하기 때문

이다.194)

또한, 독일 민사소송법의 입법자는 최대한 직접주의를 원칙 그대로 실

행하려고 하였다.195) 이는 초안Ⅲ의 이유서에서 입법자는 서면주의 또는

구술주의 중에 선택을 하여야 하는데, 구술주의를 선택하면 완전한 구술

주의지 반은 서면주의고 반은 구술주의에 의한 절차는 안 된다196)거나,

구술변론의 과정에서 법관의 교체가 있거나 법관이 변론의 중요한 부분

을 잊어버려 판결할 수 없는 경우 변론을 재개하여야 한다는 것을 단점

으로 볼 수도 있지만, 모든 원칙은 장점 외에 단점도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원칙의 장점은 다른 상반되는 원칙의 단점이라고 하여 직접주의의 장

점과 단점을 함께 받아들인 것197)에서 잘 드러난다.

구술∙직접주의에 의하면 준비서면에 나타난 것이라도 구술변론의 대

상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고려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독일 민사소

송법의 입법자는 구술∙직접주의에 따른 절차 그 자체가 법원 앞에서 포

괄적이고 완전한 구술변론을 할 준비를 충분히 하도록 당사자를 사실상

강제하리라고 생각했다.198)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송이 신속하게 진

행되리라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래 제4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정 직후부터 소송의 지연이

문제되었고, 직접주의도 소송의 신속화를 위해서 여러 차례 수정을 겪게

된다.

194) Bettermann, a.a.O., S. 369; Stein/Jonas/Leipold, a.a.O., § 128 Rn. 5.

195) 오정후, 독일 민사소송 제2심의 소송자료 - 그 변천사, 민사소송 제8권 1호,

366, 367쪽 참조.

196) Hahn/Stegemann, a.a.O., S. 124.

197) A.a.O., S. 125.

198) A.a.O., S.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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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직접주의의 변천과정

독일 민사소송법을 포함한 1877년의 제국사법 법률들은 19세기 초부터

준비된 소송법의 기본적인 원칙들을 개혁하는 작업의 종료와 이로써 법

발전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다.199) 그러나, 독일 민사소송법은

공포되자마자 소송의 지연 때문에 격렬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20세기

에 들면서 더 강력하게 근본적인 개혁의 문제가 논의되었다.200) 아래에

서는 중요한 독일 민사소송법의 개정작업들을 직접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1절 1924년의 개정 독일 민사소송법

1920년이 끝나갈 무렵 독일 정부는 일련의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소송

의 개혁을 위한 준비작업을 다시 힘차게 시작하였다. 나중에는 정기적으

로 회의를 여는 상설 민사소송위원회가 소집되었고, 1923년 법무부는 몇

몇 본질적인 부분들에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초안을 확정하였다.

개혁의 주된 목표는 전체 소송의 엄격한 집중과 절차에 대한 당사자주도

권을 줄이고 법원의 권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시대

의 경제위기 때문에 1923년의 수권법(Ermächtigungsgesetz)에 의하여

개정법은 1924년에 긴급명령(Verordnung über das Verfahren in

bürgerlichen Rechtsstreitigkeiten vom 13. Februar 1924201))의 형식으로

우선 급한 부분만 개정하였다.202)

직접주의와 관련된 중요한 개정사항은 제2편 제1장 제4절에서 규정하

199) Hellweg, Geschichtlicher Rückblick über die Entstehung der deutschen

Civilproceß-Ordnung, AcP 61(1878), 78, 79.

200) 오정후, 위 글, 375쪽; Stein/Jonas/Brehm, a.a.O., vor § 1 Rn. 159.

201) RGBl. Ⅰ S. 135.

202) Stein/Jonas/Brehm, a.a.O., vor § 1 Rn. 160; 오정후, 위 글, 3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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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회계사건 등 일부 사건에서 인정된 준비절차를 단독판사 앞의 절차

로 대체함203)으로써 단독판사제도를 도입한 것과 증인의 소환에 관한 제

377조를 개정하여 서면답변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단독판사절차는

이전의 준비절차와 공통되는 것이 거의 없고, 이때 독일 민사소송법에

단독판사제도204)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205)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증거조사는 단독판사가 행하고 증거평가는 수소법원

이 하게 되므로, 증거조사의 직접주의에 커다란 예외를 인정한 것이고

더 나아가 증거조사의 직접주의를 무용하게 만든다206)는 비판이 가능하

다.

1. 준비법관(준비하는 단독판사)

1898년 개정법 초안에서는, 오스트리아 민사소송법의 첫 번째 기일을

참조하여, 다툴 만한 가치가 없는 사건을 결정하는 단독판사 앞에서 행

하는 사전 기일을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제국의회에서 이를 거절하였다.

1924년 개정법 초안은 원칙적으로 모든 재산권 사건을 단독판사가 재판

하도록 허용하고 더 나아가 모든 사건의 준비를 단독판사에게 맡기려고

하였다.207) 그러나 개정법은 모든 사건의 준비만을 단독판사(준비법

203) RGBl. Ⅰ S. 139f.

204) Vgl. Bernhardt, Rechtsstreit, Tübingen 1939, S. 97. 단독판사제도의 실효성에

관하여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절차의 성과는 단독판사 개인의 인격에 크게 달려

있다.

205) Stein/Jonas/Grunsky, a.a.O., vor § 348 Rn. 1f.

206) Vgl. Gaupp/Stein/Jonas, ZPO für das Deutsche Reich 13. Aufl., Tübingen

1926, SS. 929f., 940. 1924년의 개정법 이후로 단독판사는 그에게 속하는 합의부

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단독판사도 수소법원이다. 따라서 제355조

제1항 제1문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바뀌었고 증거조사는 일반적으로 합의부 앞에

서 행한다는 원칙도 법률에서 제거되었다.

207) Goldschmidt, Die Neue Zivilprozeßordnung vom 13. Mai 1924 mit

systematischer Einleitung und Erläuterung der neuen Bestimmungen, Berlin

Heidelberg 1924, S. 101.; Curtius, Parlamentarisches zur Zivilprozeßreform, JW

1924, 354,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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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208)에게 허용하였고(제348조), 상사부과 민사부 사이의 이송과 같은

주로 형식적인 이유에 기인하는 재판(제34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과 더 나아가 양쪽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재산권 사건에 대한 재판

(제349조 제3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들어오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우선 재판장이

상황에 따라서 준비법관에 의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지를 심사

한다. 재판장이 준비법관에 의한 준비가 무용하다고 적극적으로 확신하

는 경우 외에는209) 합의부의 구성원 중 1인을 준비법관으로 지정한다.

재판장 자신이 준비법관이 될 수도 있다(제350조 제1항). 준비법관은 수

소법원의 재판에 관한 준비를 위한 변론기일을 지정한다(제348조 제1

문).

준비법관은 수명법관이 아니고 법원이다. 따라서 준비법관의 재판은

지방법원의 재판이다.210)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준비법관은 수명법관

을 대체한다. 왜냐하면 준비법관 앞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명법

관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211)

준비법관이 수행하는 기능은 제349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세

가지 종류다.212) 우선, 준비법관은 소송의 화해적인 해결을 시도해야 한

다(제349조 제1항 제1문). 둘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체 사건관

계와 분쟁관계의 충분한 토론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제349조 제1항 제2

문). 이것이 준비법관의 주된 임무다.213) 그 외에 준비법관은 가능한 한

수소법원 앞에서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날 수 있도록 사건을 충분히 진행

하여야 한다(제349조 제2항 제1문).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법

관이 재량에 의하여 스스로 증거결정을 하고 증거조사를 하거나 증거조

208) 이하에서는 1974년 개정법 이후의 혼자 재판하는 단독판사와 구분하여 사건의

준비만을 담당하였던 당시의 단독판사를 ‘준비법관’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209) Goldschmidt, a.a.O., S. 102.

210) Walsmann, Rechtsstreit und Vollstreckung, Leipzig 1936, S. 73f.

211) Goldschmidt, a.a.O., S. 103.

212) A.a.O., S. 103ff.

213) Gaupp/Stein/Jonas, a.a.O., S.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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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수소법원에 유보할 수 있다(제349조 제2항 제2문). 따라서 증거조

사를 준비법관 또는 합의부 앞에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제 준비법

관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다.214) 다만, 스스로 증거결정을 하고 증거조

사만을 수소법원에 유보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

어 증거평가가 증인이 신빙성 있는 인상을 주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

가 그러하다.215)

준비법관절차의 결과를 어떤 형식으로 수소법원이 인지하도록 할 것인

가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구법 제353조 제1항216)을 유추하고 제

285조 제2항을 적용하여 당사자들이 조서와 증거변론에 의하여 준비법관

절차의 결과를 진술하면 된다. 수소법원은 사건이 수소법원 앞의 변론을

할 만큼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계속하여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사

건을 다시 준비법관에게 돌려보낼 수 있다.217)

셋째 제349조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는 준비법관에게 주로 형식적인

이유에서 기인하는 제한된 재판권을 맡긴다. 위 조항이 규정하는 모든

경우에 준비법관은 재판을 하여야 하고, 따라서 수소법원에 재판을 유보

할 수 없다.218)

양쪽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준비법관은 재산권 사건에서 수소법원

의 지위에서 종국판결을 내릴 수 있다. 동의는 구술변론에서 준비법관에

게 표명하여야 한다. 구술변론 없는 재판에 대한 동의와 함께 표명할 때

에는 서면상의 동의로도 족하다. 다만, 이러한 당사자들의 동의는 준비법

관을 구속하지 않는다. 준비법관은 경우에 따라서, 특히 사건의 의미나

판단해야 할 법률문제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합의부에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여길 때에는,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합의부에 맡길 수 있다.219)

214) A.a.O., S. 940.

215) Goldschmidt, a.a.O., S. 104.

216) “구술변론에서 당사자들은 준비절차의 결과를 조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

다.”

217) A.a.O.

218) A.a.O., S. 105.



- 49 -

항소심에서는 합의부 재판의 장점이 이 심급의 임무를 위해서 큰 의미

를 가지기 때문에220) 개정법은 변론의 준비만을 허용하고 준비법관에 의

한 전체 소송의 완전한 종결은 허용하지 않았다(제523조의a221)).

상고심은 순수한 법률심이기 때문에 합의부 기능의 일부라도 준비법관

에게 위임하는 것이 고려되지 않았다222)(제557조의a223)).

2. 증인의 서면답변

1924년의 개정법은 제377조에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하여 소송경제의

이유에서224) 또는 소송의 단순화와 동시에 비용절감을 꾀하는 개정법의

경향과 일치하여225) 일정한 범위에서 증인의 서면답변을 도입하였다. 서

면답변의 도입은 당연히 증거조사에서 직접주의의 붕괴를 의미하고, 실

질적 직접주의 뿐만 아니라 형식적 직접주의에도 어긋난다.226)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어도 증인이 아마도 그의 책들이나 다른 기록들,

병원일지 등의 도움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가 신문의 대상이 되면,

즉 증인이 본질적으로 이전의 기록들을 법원에 전달하는 수단에 불과한

경우227) 법원은 증인이 선서를 대신하여 그것들에 대한 진실성의 보증

하에 사전에 증거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을 제출하면, 증인이 기일에 출석

할 필요가 없다고 명령할 수 있다(제3항).

다른 경우에는 법원이 사건의 상황에 따라서 특히, 증거질문의 내용을

219) A.a.O., S. 105f.

220) Volkmar, Die Verordnung über das Verfahren in bürgerlichen

Rechtsstreitigkeiten vom 13. Februar 1924, JW 1924, 345, 350.

221) “제349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22) Volkmar, a.a.O.

223) “제348조에서 제350조까지의 규정들은 적용되지 않는다.”

224) Gaupp/Stein/Jonas, a.a.O., S. 969.

225) Goldschmidt, a.a.O., S. 113.

226) A.a.O.;Vgl. Gaupp/Stein/Jonas, a.a.O.; Stein/Jonas/Berger, a.a.O., § 377 Rn.

24. 일반적인 증거조사방법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직접주의의 포기를 의미한다.

227) Gaupp/Stein/Jonas, a.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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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증인의 서면진술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당사자들이 그것에 동의

하면 제3항과 같다(제4항). 이에 따라 당사자는 증인의 서면진술에 동의

함으로써 증거조사의 직접주의를 포기할 수 있게 되었다.228) 당사자들의

동의가 전제조건이고, 이것은 최종 구술변론까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당

사자들은 그때까지 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229)

서면답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증에 의하여 증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증인을 조사하는 방법을 단순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거절

차의 시작은 증인신문의 시작에 관한 제373조에 따라서 이루어진다.230)

제2절 1933년의 개정법

1933년의 개정법(민사소송에서 절차의 변경에 관한 법률231))은 1924년

개정법의 계속으로서 민사소송법을 일련의 중요한 점들에서 변경하였

다.232) 이 법률은 1931년의 개정법 초안이 제안하였던 절차의 단순화와

신속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실행하였다.233) 많은 원칙적인 규정들을

개정하였는데, 그 중 증거조사의 직접주의에 관한 규정들은 가장 중요하

고 파급효과가 큰 개정사항이다.234) 즉, 직접주의가 잠시 느슨하게 다루

어졌는데 1933년의 개정법에 의하여 다시 강화되었고,235) 생생한 절차의

이익과 증거조사를 위하여 직접주의가 재건되었다236)고 평가된다.

228) Lindacher, a.a.O., 195. 제377조에 의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동의하에 증인에 의

한 서면답변을 허용할 수 있고, 더욱이 부가서류에 포함된 증인의 진술을 당사자

의 동의하에 사용할 수 있다; Vgl. OLG Düsseldorf NJW, 1977, 2320.

229) Gaupp/Stein/Jonas, a.a.O.

230) A.a.O.; Stein/Jonas/Berger, a.a.O., § 377 Rn. 24.

231) RGBl. Ⅰ S. 780. Gesetz zur Änderung des Verfahrens in bürgerlichen

Rechtsstreitigkeiten Vom 27. Oktober 1933.

232) 이때 독일 민사소송법 제2편 제1장 제10절에서 “선서에 의한 증거” 제도가 폐

지되고 “당사자본인신문” 제도가 도입되었다(RGBl. Ⅰ S. 781ff. N. 11).

233) Stein/Jonas/Brehm, a.a.O., vor § 1 Rn. 172.

234) Volkmar, Das neue Zivilprozeßgesetz vom 27. Oktober 1933, JW 1933, 2427,

2431; Vgl. RGBl. Ⅰ S. 780. 각주 97번 참조.

235) Walsmann, a.a.O., S.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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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합의부의 관례는 변론에 연계하여 증거조사를 스스로 행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을 준비법관이나 수명법관이 행하도록 하였는데, 이러

한 관례는 여전히 간이법원에서는 수개월이, 지방법원에서는 종종 여러

해가 걸리는 소송절차 지연의 원인이 되었다. 왜냐하면 수명법관에 의한

증인신문은 하나의 기일 대신에 보통 세 번의 기일이 열리는 결과에 이

르게 되기 때문이다. 즉, 최초 변론기일, 그 다음은 수명법관 앞의 기일,

끝으로 변론의 속행을 위한 기일이다. 따라서 소송지연을 효과적이고 진

지하게 극복하려면 완전한 절차의 직접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긴요하였

다.237)

이러한 증거조사의 직접주의와 관련된 개정규정으로는 준비법관에 관

한 제349조 제2항과 수명법관에 관한 제375조가 있다.

1. 준비법관에 관한 개정사항

1933년의 개정법 제349조 제2항은 이전의 제2문을 변경하고 제4문을

추가하였다. 변경된 제2문과 제4문은 아래와 같다.

“(그 외에 준비법관은 가능한 한 수소법원 앞에서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날 수 있도록 사건을 충분히 진행하여야 한다.) 준비법관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개별적인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그것이 수소법원 앞

의 변론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바람직하고, 처음부터 수소법원이 증거

조사의 경과에 관한 직접적인 인상 없이도 증거조사결과를 합당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행해져야 한다.”

“변론의 성숙도에 관하여 준비법관과 재판장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에

는 수소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236) Bernhardt, a.a.O., S. 47f.

237) Volkmar, a.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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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준비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증거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위와 같이 엄격한 요건 하에 가능하도록 제한하였다(제2항).

합의부의 증인신문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게 경계를 지었고,

준비법관의 임무는 오로지 당사자의 진술과 증거조사를 포함하는 수소법

원 앞의 변론을 준비하는 것으로 명확해졌다.238) 따라서 모든 중요한 증

거조사는 원칙적으로 합의부에 맡겨졌고, 개정법은 “개별적인 증거를 조

사할(einzelne Beweise zu erheben)”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음으로써 준

비법관에게 이 문제에 관하여 세심하게 심사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로써

개정법은 실무에서 준비법관 절차에 몇 배로 옮겨져 있던 소송의 중점을

합의부 절차로 다시 옮겼다.239)

제4문은 해석상240) 수소법원의 권한이라고 인정되었던 내용을 법률로

서 명확히 규정하였다. 예를 들어 합의부에서 증거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와 관련하여 준비법관과 재판장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 합의부가

결정한다.241)

2. 수명법관에 관한 개정사항

1933년의 개정법 제37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명법관에게 증거조사

를 촉탁할 수 있는 요건규정들은 대체로 현행법과 같은 내용으로 바뀌었

다. 이전에 “수소법원 앞에서 증거조사를 행하는 데 현저한 어려움이 있

을 때”라고 규정하였던 제1항 제2호를 삭제하는 대신에, 제1호에서 “(진

실발견을 알아내기 위하여 현장에서 증인을 신문하는 것이 유용한 것으

로 판단되거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법원에서는 안 되고 다른 장

소에서는 신문할 수 있을 때”를 추가하였다. 실무에서 수명법관이 상례

238) Volkmar, a.a.O., S. 2432.

239) Gaupp/Stein/Jonas, Kommentar zur Zivilprezeßordnung 15. Aufl., Tübingen

1934, § 349 S. 3.

240) 각주 188번 참조.

241) Gaupp/Stein/Jonas, a.a.O., § 349 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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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 주요 근거로 작용하였던 “현저한 어려움”을 규정한 제2호를 삭제

한 것은 아마도 실무상 가장 중요한 개정이었다.242) 왜냐하면, “현저한

어려움”은 해석상 세밀한 계산, 설계도,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하거나 아주

많은 수의 증인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법원의 업무부담은 여기서 고려

되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243)

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의 가능성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다. 그렇지만 개정법에서 직접주의가 증대되었으므로 가능한 한 예외

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244)가 있었다.

제2항에서는 이전에 영주와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그 주거지에서 수명

법관이나 수탁판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모두

삭제하고, “제국대통령은 자신의 자택에서 신문할 수 있다”로 바꾸었다.

제3절 1974년의 개정법(단독판사개정법)

1974. 12. 20. 지방법원의 부담경감과 법원조서의 단순화를 위한 법

률245)은 이전의 제348조부터 제350조까지의 규정을 완전히 새롭게 규정

하였다. 본질적인 개정은 지방법원의 제1심 절차에서 혼자 재판할 권한

이 있는 단독판사를 도입한 것이다. 단독판사개정법은 준비법관의 자리

에 혼자 재판하는 단독판사를 앉힌 것이다. 동시에 제349조에서 상사부

재판장의 재판권한이 확대되었다.246) 그 외에 항소심에서는 준비법관이

유지되었고 상사부에서 재판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247)

242) Gaupp/Stein/Jonas, a.a.O., § 375 S. 2.

243) Gaupp/Stein/Jonas, ZPO, a.a.O., S. 963.

244) Volkmar, a.a.O.

245) BGBl. Ⅰ S. 3651. Gesetz zur Entlastung der Landgerichte und zur

Vereinfachung des gerichtlichen Protokolls Vom 20. Dezember 1974. 이 법률은

1975. 1. 1.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제9조).

246) Stein/Jonas/Grunsky, a.a.O., vor § 348 Rn. 3.

247) Putzo, Aktuelle Änderungen des Zivilprozeßrechts zum 1. 1. 1975, NJW 1975,

185,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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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혼자 재판하는 단독판사와 상사부 재판장에 관하여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혼자 재판하는 단독판사 제도(Das Institut des allein-

entscheidenden Einzelrichters)

개정법의 목적은 지방법원 1심 절차의 부담경감과 신속화였다. 이러한

목적은 재판부에게 소송의 재판을 - 특별히 중요한 사건과 사건이 원칙

적인 의미를 지닐 때를 제외하고 - 단독판사가 담당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짐(제348조 제1항)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동시에 새로

운 규정들은 증거조사의 직접주의를 강하게 관철시켰다.248) 왜냐하면, 준

비법관이나 수명법관에 의한 증거조사의 경우 다른 합의부의 구성원들이

증거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채 증거평가를 하고 판결을 내리지만, 단독판

사는 수소법원으로서249) 자신이 직접 증거조사 및 증거평가를 하고 판결

을 내리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증거조사의 직접주의가 많은 재판부에서 전체 증거조사는 준

비법관이 실시하고 비로소 최종 변론을 재판부 앞에서 실시하는 실무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무시되었다.250) 즉, 증거조사의 직접주의를 강화한

1933년의 개정법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의 실무에서는 증거조사의 간접

주의가 지속되었던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1924년과 1933년의 개정법 이

전에는 수명법관에 의해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주로

준비법관에 의해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점이다.251) 그러나, 구법 제348

조, 제349조에 의하여 증거조사의 실시를 ‘준비법관으로서’ 주심법관에게

248) Vgl. Werner/Paster, a.a.O., S. 331. 개정법은 제348조를 개정함으로써 증거조

사의 직접주의를 더욱 더 강화하였다.

249) 본고 제2장 제3절 제2항 (2) "수소법원“ 참조.

250) Stein/Jonas/Grunsky, a.a.O., vor § 348 Rn. 4; Werner/Paster, a.a.O., S. 329f.

251) Müller, Prozeßbeschleunigung und Unmittelbakeit der Beweisaufnahme, NJW

1974, 680,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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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하는 것은 모순이다.252) 이러한 경우에 주심법관은 스스로 수명법관

이라고 느끼더라도 사실상 준비법관으로서 업무에 임하게 되고, 반대로

‘준비법관으로서’가 추가되지 않고 증거조사의 실시를 촉탁 받으면 이것

은 주심법관이 준비법관이 아니라 제375조의 의미에서 수명법관으로서만

업무에 임하게 된다.253)

개정법 제348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제349조와 제350조는 현행법과

같다.

“(1) 민사부는 소송을 그 부의 구성원 중 1인이 단독판사로서 재판하

도록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1. 사건이 사실적인 또는 법적인 성질 면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내보

이는 경우

2. 법률문제가 근본적인 중요성을 갖는 경우

(2) 합의부는 구술변론 없이 단독판사에게 위임하는 재판을 할 수 있

다. 이 결정은 다툴 수 없다.

(3) 소송이 이미 1회 이상의 기일에서 합의부에서 주요사실에 관하여

심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이에 유보판결, 부분 또는 중간판결

이 선고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독판사에게 위임되어서는 아니 된다.

(4) 단독판사가 당사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에 재판이 근본적인 중

요성을 가진다는 소송상황의 본질적인 변경이 밝혀진 경우에는 사건

을 다시 합의부에 반송할 수 있다. 단독판사에게 사건을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합의부의 결정에 의하여 소송을 단독판사에게 위임하게 된다. 이때 원

고는 소장에 이에 관한 반대의사 유무를 표시하여야 하고(개정법 제253

조 제3항), 피고는 소장 송달 후 최소한 2주 이상으로서 재판장이 정하

252) A.a.O.; Werner/Paster, a.a.O., S. 329.

253) Werner/Paster, a.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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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간 내에 변호사를 통하여 이에 관한 반대의사 유무를 표명할 것이

최고된다(개정법 제261조의a). 그러나 이것이 합의부의 위임결정에 결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합의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리고

소송을 단독판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제348조 제3항에

의하여 제한된다.254)

제348조 제1항이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단독판사에게 위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합의부는 모든 소송을 보유할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나

그러면 단독판사를 더 이상 증거조사에 투입할 수 없고, 제355조 제1항

에 의하여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한,

모든 증거조사를 합의부 앞에서 실시하여야 한다.255)

2. 상사부 재판장(Vorsitzender der Kammer für

Handelssachen)256)

단독판사개정법은 1심 민사부에만 혼자 재판하는 단독판사제도를 도입

하였고(제348조), 상사부에는 이를 도입하지 않았다(제349조 제4항257)).

입법자는 상사부 명예직 법관의 특별한 전문지식의 기준에 관하여 상세

한 특별규정을 두었을 뿐이다. 한편으로 상사부 재판장은 제한된 증거조

사와 함께 원칙적으로 합의부에 의한 재판을 최대한 준비하여야 한다(제

349조 제1항). 다른 한편으로 상사부 재판장의 재판권한은 명예직 법관

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들까지 확대되었고(제349조

제2항),258)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 합의부의 지위에서 재판할 수 있

254) Putzo, a.a.O., S. 187.

255) A.a.O.

256) Bergerfurth, Der "Einzelrichter" bei der Kammer für Handelssachen, NJW

1975, 331, 332를 주로 참조하였다.

257) “제34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258) Stein/Jonas/Grunsky, a.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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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능성은 유지되었다(제349조 제3항).

제4절 1990년의 사법간소화법

1990. 12. 17.의 사법간소화법259)은 많은 조항들을 변경하였는데, 그 중

직접주의와 관련된 것은 제375조의 수명법관에 의한 증거조사를 확대한

것과 제377조에서 서면답변의 허용성을 넓힌 것이다.

1. 수명법관에 의한 증거조사 확대

개정법은 제128조의a 제2항에 의한 증인신문(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

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법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즉, 제375

조 제1항에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는) 처음부터 수소법원이 증거조사의

경과에 의하여 직접적인 인상 없이도 증거조사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수소법원의 구성원 또는 다른 법원에 촉탁될 수 있다.)

그리고”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1항 제3호를 변경하는 한편, 제1의a항을

신설하였다.

직접주의의 예외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인 제1항에서 그 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직접주의가 강조되었다. 이것은 소송신속화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개정이고, 직접주의가 소송의 신속한 종결에 반하지

않고, 오히려 소송의 신속화에 기여한다는 관점에 기인한다.260)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독판사개정법에 의하여 더 이상 단독판

사를 합의부의 변론준비를 위한 증거조사에 투입할 수 없었는데, 제1의a

항을 신설함으로써 합의부는 변론의 간소화를 위하여 유용한 것으로 나

타나는 경우 증거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구성원의 1인(수명법관)에

259) BGBl. Ⅰ S. 2847. Rechtspflege-Vereinfachungsgesetz Vom 17. Dezember

1990.

260) Stein/Jonas/Berger, a.a.O., § 375 Rn. 1(§ 355 R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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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촉탁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제1항과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수소법

원이 증거조사의 경과에 의하여 직접적인 인상 없이도 증거조사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한다. 이 규정은

직접주의를 강화한다는 목적에는 일치하지 않지만, 오로지 합목적성의

관점에서 신설되었다.261)

제1항 제3호는 1933년의 개정법에서 “증인이 수소법원으로부터 너무

먼 곳에서 체류하고 있어 수소법원에서 그를 신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때”라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증인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먼 거리로 인하여 증인이 수소법원에 출석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때”라고 개정되었다. 직접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증인의 원거리 체류

외에 ‘진술의 중요성’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증인의 이해와 중요

성 사이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262)

2. 증인의 서면답변의 확대

1924년의 개정법에 의하여 회계장부의 기재사항 등 형식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거나(제377조 제3항) 법원이 서면진술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당

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제377조 제4항) 증인의 서면답변

이 허용되었는데,263) 1990년의 사법간소화법은 제377조 제4항을 삭제하

고 제377조 제3항을 현행법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여 증인의 서면답변

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제3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원은 증거질문의 내용과 증인의 인격을 고려하여 증거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으로 충분하다고 여길 때에는 서면답변을 명할 수 있다. 증

인은 그가 신문을 위하여 소환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되어야

한다. 법원은 증거질문의 보다 명확한 설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

261) Stein/Jonas/Berger, a.a.O., § 375 Rn. 2.

262) A.a.O., § 375 Rn. 10.

263) 위 제4장 제1절 제2항 "서면답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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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때에는 증인의 소환을 명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동의는 입법과정에서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간주되

어 요구되지 않았고, 선서를 대신하는 서면답변의 진실성에 대한 보증

역시 더 이상 요구되지 않았다. 이것은 1924년의 개정법과 마찬가지로

직접주의의 포기를 의미한다. 물론 당사자들은 서면답변 이후에도 그들

에 대한 질문권이 있다(제397조). 이때 법원은 그 증인을 소환하여야 한

다.264)

제5절 1993년의 사법부담경감법

1993. 1. 11.의 사법부담경감법265)은 지방법원의 사물관할에 관한 소가

한도액과 다른 한도액들을 인상266)하는 외에 몇몇 규정들을 개정하였다.

직접주의와 관련된 것은 제348조 제1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소송을 단독판

사에게 위임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 제21조의g 제3항을 개정

하여 재판장도 적절한 범위에서 단독판사로서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였

다. 제348조 제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민사부는 소송을 원칙적으로 그 부의 구성원 중 1인이 단독판사

로서 재판하도록 위임하여야 한다(soll). 만약,

1. 사건이 사실적인 또는 법적인 성질 면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내보

이지 않고,

2. 법률문제가 근본적인 중요성을 갖지 않는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74년의 단독판사개정법에 의하여 소송을 단독

판사가 재판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는데, 실무에서는 이

264) Stein/Jonas/Berger, a.a.O., § 377 Rn. 23f.

265) BGBl. Ⅰ S. 50. Gesetz zur Entlastung der Rechtspflege Vom 11. Januar

1993.

266) Stein/Jonas/Brehm, a.a.O., vor § 1 Rn.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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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매우 다양하게 이용하였다. 어떤 합의부는 거의 대부분의 소송

을 단독판사에 의하여 재판하고, 다른 합의부는 위임가능성을 거의 사용

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 실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전의 가능

(kann)규정 대신에 당위(soll)규정으로 바꾸었다.267) 또한 이전의 병렬적

(oder)이고 적극적인 예외규정을 중첩적(und)이고 소극적인 예외규정으

로 개정함으로써 단독판사제도를 대폭 확대하였다. 단독판사제가 확대되

는 만큼 증거조사의 직접주의도 강화되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준비법관이나 수명법관에 의한 증거조사의 경우 다른 합의부의 구

성원들이 증거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채 증거평가를 하고 판결을 내리지

만, 단독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 자신이 직접 증거조사 및 증거평가를 하

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다.

제6절 2001년의 민사소송개혁법

2001년의 민사소송개혁법268)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광범위한 개

정이 이루어졌다. 직접주의와 관련된 것으로는 제348조를 전면 개정하여

‘독자적인 단독판사(Originärer Einzelrichter)’를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제348조의a를 신설하여 이전까지 제348조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수정하

여 ‘위임에 의한 필수적인 단독판사(Obligatorischer Einzelrichter)’로 규

정함으로써 단독판사제를 강화한 것과 제128조의a를 신설하여 중계장치

에 의한 변론과 증거조사 제도를 도입한 것이 있다.

267) Stein/Jonas/Grunsky, a.a.O., vor § 348 Rn. 5.

268) BGBl. Ⅰ S. 1887. Gesetz zur Reform des Zivilprozesses

(Zivilprozessreformgesetz - ZPORG) vom 27. Juli 2001. 효력을 발생한 것은

2002. 1. 1.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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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판사제의 강화

(1) 독자적인 단독판사

민사소송개혁법에 의하여 처음으로 합의부에 의한 위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독자적인 단독판사의 관할이 창조되었다. 제348조 제1항 제2문 제1

호에 의하여 우선 업무분담계획에 의하여 민사소송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년 미만의 실무수습 중인 법관은 독자적인 관할을 갖는 단독판사

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송이 제348조 제1항 제2문 제2호에 나열되어 있

는 특정한 전문분야에 해당되면 독자적인 단독판사의 관할이 주어지지

않는다. 물론 법원의 업무분장계획에 따라 그때그때 합의부관할에 주어

지는 전문분야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단독판사도 제2호의 목록에 있는

사건을 독자적으로 관할할 수 있다.269)

출발점에서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관할하느냐의 문제와 무관하게 사

건이 사실적인 또는 법적인 성질 면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내보이거나,

또는 법률문제가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지면 그때는 항상 합의부가 재판

을 하여야 한다. 반대로 단독판사는 특별한 어려움이나 근본적인 중요성

이 결여된 경우로서 그가 독자적인 관할을 갖지 않는 경우에도 재판을

하여야 한다. 단독판사는 자신의 독자적인 관할에 속하는 사건 중에 특

별한 어려움이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진 사건 등은 인계를 위하여 합의

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합의부에 인계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

있는가는 합의부가 결정한다(제348조 제3항). 단독판사가 일방적으로 합

의부에 위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270)

269) Stein/Jonas/Grunsky, a.a.O., vor § 348 Rn. 6(§ 348 Rn. 13ff.).

270) A.a.O., vor § 348 R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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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임에 의한 필수적인 단독판사

단독판사의 독자적인 관할의 예외에 해당하여 일단 합의부가 관할하게

되면, 특별한 어려움이나 근본적인 중요성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합의

부는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위임하여야 한다(제348조의a 제1항). 현행법

은 단순히 “위임한다(überträgt)”라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구법에서 위임

“하여야 한다(soll)”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합의부에게 재량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임할 의무가 있다.271)

(3) 평가

2001년의 민사소송개혁법의 중점은 상소절차에서 권리보호를 제한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제한은 개혁을 통해서 제1심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정

당하게 완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합의부 관할을 단독판사 관할로 광범위

하게 대체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1심에서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단독판사에 관한 개정규정들은 명백하

게 잘못되었다는 견해272)가 있다. 그러나 증거조사의 직접주의의 관점에

서 보면, 단독판사제가 확대되는 만큼 증거조사의 직접주의도 강화되었

다. 왜냐하면, 단독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 자신이 직접 증거조사 및 증거

평가를 하고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다.

2. 중계장치에 의한 변론과 증거조사

2001년의 민사소송개혁법은 제128조의a를 신설하여 시간과 여비를 절

약하고 신속한 소송의 종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계장치에 의한 변론과

증거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273)

271) A.a.O., § 348a Rn. 3.

272) A.a.O., vor § 348 R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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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계장치에 의한 변론

제128조의a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이제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전통적

인 구술변론의 범위 내에서 단일의 또는 다수의 참가자들로 하여금 신청

에 의하여, 변론하는 동안에 다른 곳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소송행위를

행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신청은 중계되는 사람이 하여야 한

다.274) 다만, 중계되는 당사자의 개인적인 인상이 중요한 경우에는 중계

장치에 의한 변론은 의미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275)

중계장치에 의한 변론을 위해서 변론은 영상과 소리로써 당사자, 소송

대리인, 보좌인이 머무는 곳과 법정에 동시에 중계되어야 한다.276) 그러

나 법정에 중계되는 영상을 방청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방청객들이 청각적으로 변론의 본질적인 경과를 알 수 있게 되

면 공개주의의 원칙은 이미 충족되었기 때문이다.277)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구술주의와 직접주

의가 더욱 발전된 것이다.278)

(2) 중계장치에 의한 증거조사

제128조의a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증인과 감정인, 당

사자로 하여금 신문하는 동안에 다른 곳에 머물도록 허가할 수 있고, 신

문은 영상과 소리로써 그들이 머무는 곳과 법정에 동시에 중계되어야 한

다. 다만, 신문해야 할 사람에게 영상을 중계할 필요는 없다. 증인이나

273) Rosenberg/Schwab/Gottwald, a.a.O., § 79 Rn. 55.

274) Schultzky, Videokonferenzen im Zivilprozess, NJW 2003, 313, 315;

Stein/Jonas/Leipold, a.a.O., § 128a Rn. 7.

275) Schultzky, a.a.O., S. 316; Rosenberg/Schwab/Gottwald, a.a.O.

276) Rosenberg/Schwab/Gottwald, a.a.O., § 79 Rn. 51.

277) Schultzky, a.a.O., S. 315.

278) Stein/Jonas/Leipold, a.a.O., § 128a R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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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은 법원이나 당사자 그리고 그들 대리인의 시각적 인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279)

중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

이를 이유로 법률사무소나 감정인의 사무실, 기업 등의 특별한 공간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있다.280) 그러나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을 할 때 법원

서기가 증인의 동일성을 검사하고 중계를 시작하기 전에 적당한 방식으

로 신문하는 법원에 이를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건물 내의

특별한 신문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법

원건물에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을 위한 영상신문실이 따로 갖춰져야 할

것이다.281)

제128조의a 제2항에 의하여 증거조사의 직접주의는 수정되었다.282) 제

355조 제1항 제1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수소법원 앞에서 이루어지는 증

거조사는 인증의 경우 그 사람의 법정 출석과 결합되어야 하는데 반하

여, 제128조의a 제2항에 의하면 수소법원이 그 진술을 시청각적으로 직

접 관찰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신문하는 동안에 다른 곳에 머물 수 있

다.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아니라 수소법원이 스스로 증거조사를 실

시하고, 또한 법원 자신의 인상을 제3자의 개입 없이 얻는다283)는 의미

에서 직접주의는 공간적인 거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유지된

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규정은 실무에서 별로 활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종류의 신문절차를 위한 기술적 전제조건들이 결여되어 있고 연

방의 입법자가 사법재정을 담당하는 각 주들에게 이에 대한 의무를 부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284)

279) Schultzky, a.a.O.; Völzmann-Stickelbrock, a.a.O., S. 371f.

280) Schultzky, a.a.O., S. 314; Stein/Jonas/Leipold, a.a.O., § 128a Rn. 6.

281) Unger, Vernehmung per Bildschirm-Telefon?, NJW 1984, 415, 416.

282) Stein/Jonas/Leipold, a.a.O., § 128a Rn. 4; Stein/Jonas/Berger, a.a.O., § 355

Rn. 10.

283) Völzmann-Stickelbrock, a.a.O., S. 372.

284) A.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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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요약 및 평가

1. 요약

우선, 1924년의 개정을 통하여 독일 민사소송법에 처음으로 단독판사

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단독판사와 달리, 모든 사건의

준비만이 허용되었으며(제348조), 예외적으로 상사부와 민사부 사이의 이

송 등 주로 형식적인 이유에 기인하는 재판(제349조 제1항)과 양쪽 당사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재산권 사건에 대한 재판만(제349조 제3항)을 할

수 있었다. 단독판사(준비법관)는 수소법원(합의부)에 의한 재판의 준비

를 위하여 증거조사가 필요한 경우 스스로 증거결정을 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었다. 또한, 1924년의 개정에 의하여 증인의 서면답변제도가 도

입되었다. 즉, 회계장부의 기재사항 등 형식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거나

(제377조 제3항), 법원이 서면진술로 충분하다고 여기고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제377조 제4항) 증인의 서면답변이 허용되었다.

1933년의 개정법에서는 이전에 잠시 느슨하게 다루어졌던 직접주의가

다시 강화되었다. 이전에 준비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증거조사 여부를 결

정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수소법원 앞의 변론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바람직하고, 처음부터 수소법원이 증거조사의 경과에 관한 직접적인 인

상 없이도 증거조사결과를 합당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개별적인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고 제한하였다(제349조 제2항). 또한

수명법관에게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는 요건규정들 중 “수소법원 앞에

서 증거조사를 행하는 데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때”를 규정하였던 제375

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였다. ‘현저한 어려움’을 해석함에 있어 법원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서는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으로는 주로

그것을 이유로 수명법관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실무상 가장 중요한 개정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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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의 단독판사개정법에서는 이전의 제348조부터 제350조까지의

규정을 완전히 새롭게 규정하였다. 본질적인 개정은 지방법원의 1심 절

차에서 혼자 재판할 권한이 있는 단독판사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준비

법관의 자리에 혼자 재판하는 단독판사를 앉힌 것이다. 그리하여 민사부

는 사건이 사실적인 또는 법적인 성질 면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내보이는

경우와 법률문제가 근본적인 중요성을 갖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을

그 구성원의 1인이 단독판사로서 재판하도록 위임할 수 있게 되었다(제

348조). 동시에 제349조에서 상사부 재판장의 재판권한이 확대되었다. 그

외에 항소심에서는 준비법관이 유지되었고 상사부에서 재판장과 같은 기

능을 수행하였다.

1990년의 사법간소화법에서는 수명법관에 관한 제375조를 개정하여 제

1항에서 “처음부터 수소법원이 증거조사의 경과에 의하여 직접적인 인상

없이도 증거조사결과를 평가할 수 있을 때”라는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제1의a항을 신설하여 수소법원이 변론의 간소화를 위하여 유용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증거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명법관에게 촉탁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였던 제377조 제4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현행법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여 1924년의 개정법에

서 도입한 서면답변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1993년의 사법부담경감법에서는 제348조 제1항을 개정하여 일반적으로

소송을 단독판사에게 위임하도록 하였다. 즉, 이전의 가능(kann)규정 대

신에 당위(soll)규정으로 바꾸었다. 또한 이전의 병렬적(oder)이고 적극적

인 예외규정을 중첩적(und)이고 소극적인 예외규정으로 개정함으로써 단

독판사제도를 대폭 확대하였다.

2001년의 민사소송개혁법은 제348조를 전면 개정하여 ‘독자적인 단독

판사’를 새롭게 규정하는 한편, 제348조의a를 신설하여 이전까지 제348조

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수정하여 ‘위임에 의한 필수적인 단독판사’로 규정

함으로써 단독판사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제128조의a를 신설하여 시간과

여비를 절약하고 신속한 소송의 종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계장치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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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론과 증거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 평가

독일 민사소송법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수도 없이 개정되었는데 그 주

된 목적은 소송의 신속한 종결이었다. 그 중에서 직접주의와 관련해서는

소송지연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려면 직접주의를 완전하게 관철시켜야 한

다는 입장285)과 소송의 효율적 진행이라는 합목적성의 관점에서 직접주

의를 일정 부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286)으로 나눌 수 있다.

1924년의 개정법은 후자의 입장에서, 대부분의 사건에서 증거조사는

준비법관이 행하고 증거평가는 수소법원이 하게 되는 준비법관 제도와

직접주의의 포기를 의미하는 증인의 서면답변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

하여 그 당시 합의부의 관례는 증거조사를 스스로 행하지 않고 거의 대

부분을 준비법관이나 수명법관이 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1933년의 개

정법은 오히려 이것이 소송지연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수명법

관에 의한 증인신문을 거치게 되면 하나의 기일 대신에 보통 세 번 이상

의 기일이 열리는 결과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전자의 입장

에서, 모든 중요한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수소법원이 행하도록 하고 준

비법관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

무에서 수명법관이 상례가 된 근거로 작용하였던 ‘현저한 어려움’을 규정

한 제375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였다.

1990년의 개정법도 후자의 입장에서 수명법관에 의한 증거조사를 확대

하고, 증인의 서면답변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였다. 양자 모두 소송의 효

율적 진행이라는 합목적성의 관점에서 직접주의를 일정 부분 포기한 것

이다.

한편, 1975년의 단독판사개정법과 1993년의 사법부담경감법, 2001년의

285) Volkmar, a.a.O., S. 2431; Vgl. Bettermann, a.a.O., S. 378.

286) Vgl. Stein/Jonas/Berger, a.a.O., § 375 Rn. 2, Rn. 2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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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개혁법은 혼자 재판하는 단독판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대폭 확

대함으로써 증거조사의 직접주의287)를 크게 강화하였다. 왜냐하면, 준비

법관이나 수명법관에 의한 증거조사의 경우 다른 합의부의 구성원들이

증거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채 증거평가를 하고 판결을 내리지만, 단독판

사는 자신이 직접 증거조사 및 증거평가를 하고 이에 기하여 판결을 내

리기 때문이다. 또한, 합의부로서도 단독판사를 더 이상 증거조사에 투입

할 수 없고,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를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한,

모든 증거조사를 합의부 앞에서 실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288)

또한, 2001년의 민사소송개혁법은 제128조의a를 신설하여 중계장치에

의한 변론과 증거조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당사자들의 변론과 증

인, 감정인, 당사자본인에 대한 신문 등 증거조사가 중계장치에 의하여도

가능하게 되었는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구술주의와 직접주의

가 수정되어 더욱 발전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증인과 감정인

의 경우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면답변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289)

독일 민사소송법이 공포된 직후부터 실무에서 업무경감을 위하여 법을

준수하지 않고 증거조사를 수명법관에게 과도하게 촉탁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1990년의 개정으로 합목적성을 이유로 하는 촉탁이 가능하게

된 이래로, 특히 1심에서 단독판사가 포괄적으로 도입되면서 이러한 문

제는 실질적인 의미를 상실하였다.290)

287) 준비법관이나 수명법관에 의한 증거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최종변론은 수소법원

앞에서 행해지므로 변론의 직접주의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288) Putzo, a.a.O., S. 187.

289) Vgl. Stein/Jonas/Berger, a.a.O., § 355 Rn. 10. 제128조의a 제2항에 의한 신문

이 제377조 제3항에 의한 서면답변을 능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Völzmann-

Stickelbrock, a.a.O., S. 372.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서면답

변이 아닌 바로 그러한 방식이 증거조사의 직접주의를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90) Kern, a.a.O., S. 61f.; Stein/Jonas/Berger, a.a.O., § 375 Rn. 2; Rosenberg/

Schwab/Gottwald, a.a.O., § 80 Rn. 4; Völzmann-Stickelbrock, a.a.O., S.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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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우리 민사소송법은 1877년의 독일 민사소송법을 계승한 일본 민사소송

법을 그 기초로 하면서, 그 동안의 운영을 통하여 발견된 불합리한 부분

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민사소송법을 제정하고자 하

였다.291) 그러나, 그 수정은 소송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것은 아니었

다.292)

직접주의와 관련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은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원의 과

반수가 바뀐 경우 당사자가 증인의 재신문을 청구한 때에는 그 재신문을

의무화하였다.293) 직접주의를 철저히 함으로써 재판의 적정이념을 관철

시키려는 것이다.294) 그 외에 직접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수명법관과 수

탁판사에게 화해의 권고, (변론)준비절차,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증인

신문, 감정, 검증 등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재까지 변경된 사항

이 없다. 다만, 증거조사에서 직접주의의 예외로서 1990년에 공정증서에

의한 증언 제도가 신설되었다가 2002년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이 제도

가 폐지되고 제310조에서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제출’ 제도로 바뀌었다.

한편, 2016. 3. 29. 개정으로 제327조의2 및 제339조의3이 신설되어 중계

장치에 의한 증인신문과 감정인신문 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2016. 9. 30.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규정의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보면, 직접주의의 원칙과 예외가 독일

과 유사하며 우리가 독일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정증서

에 의한 증언은 독일의 1924년의 개정법,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제출은

291) 법무부, 앞의 글.

292) 구체적인 수정내용의 요지는 이영섭, 신민사소송법에 대하여, 법제월보(1960.

4.) 3쪽 이하 참조.

293) 이 규정은 1948. 7. 12. 법률 제149호로 일본 민사소송법이 개정될 당시 제187

조에 제3항을 신설함으로써 도입된 것이다.

294) 다만, 제정 당시부터 우리나라의 실정이 이 규정을 실천할 여유가 있는지에 대

하여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영섭, 위 글, 7,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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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의 개정법,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은 2001년의 개정법을 각각 그

모범으로 한 것이므로 독일의 법개정 사항을 충실히 뒤쫓고 있다.

법규정상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은 혼자 재판할 수 있는 단독판사 제

도이다. 우리는 해방 직후부터 이것을 도입하였는데,295) 독일은 1974년에

야 비로소 이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따라서 독일에서 직접주의가

문제된 것은 주로 이전에 준비법관이나 수명법관에게 과도하게 증거조사

를 맡기는 것이었고, 1990년과 2001년의 법개정으로 이 문제는 실질적으

로 해결되었다. 이에 비하여 우리의 경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법관

의 교체가 문제인데, 우리 대법원296)은 변론의 갱신절차를 밟지 않았더

라도 1심 최종변론기일에서 소송관계를 표명하고 변론을 하였다면 이로

써 변론을 갱신한 효과가 생긴다고 하여 직접주의를 형해화297)시켰

다.298) 이렇듯 우리의 경우 법규정과 실무운영의 괴리가 문제인바, 직접

295) 법원조직법(법률 제51호, 1949. 9. 26. 제정) 제7조 제5항.

296) 본고 2쪽 각주 10번 참조.

297) 이렇듯 형해화되어 있는 변론의 갱신절차를 보다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하여 경

질된 법관이나 항소법원이 증인의 신빙성이나 조서의 내용을 달리 평가하려는 경

우에는, 독일 판례와 같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다시 신문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견해(강태원, 증인신문에 관한 직접주의, 21세기 민

사소송법의 전망: 하촌 정동윤선생 화갑기념, 법문사 1999, 213쪽)도 있으나, 이는

변론의 직접주의와 관련된 문제인 변론의 갱신(제204조 제2항)과 증거조사의 직접

주의와 관련된 문제인 증인의 재신문(제204조 제3항)을 서로 혼동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독일과 달리, 증인의 진술만을 기재하고 증인의 신빙성에 관해서 조서에

어떠한 기재도 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내용이다(아래 각주의

대법원 판례 참조).

298) 증인의 재신문에 관해서는 “경질된 법관이 변론조서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종전에 신문한 증인의 진술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법관의 심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인의 진술태도 등을 통하여 받은

인상은 문서인 증인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재신문에 의하

여 경질된 법관에게 직접 심증을 얻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하면서

도 “당사자가 신청하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든지 반드시 재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

은 아니고, 법원이 소송상태에 비추어 재신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를 들면, 종전에 증인을 신문할 당시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으나

현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서 증명이 필요 없게 된 경우,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심증이 이미 형성되어 새로 심증을 형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소송의

완결을 지연하게 할 목적에서 재신문을 신청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법 제263조(현행 제290조, 증거신청의 채택여부)에 따라 재신문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4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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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 이념적 기초와 유용성, 그리고 실무와 입법의 교섭 두 가지 측면

에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1절 직접주의의 이념적 기초와 유용성

직접주의는 그 생성과정에서 자유주의299) 또는 자유민주적 관념을 이

념적 기초로 하고 소송의 신속한 종결을 목표로 하였다. 독일 민사소송

법 제정 당시에는 직접주의, 구술주의, 공개주의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서로 혼동되기도 하였는데, 절대주의를 극복한 직후였으

므로 국가의 권력행사와 국가관계에 대한 공개가 자유민주적 관념의 근

본 요소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전의 보통법 소송에서는 소송지연이 큰

문제였는데 그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서면주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엄격한 구술∙직접주의가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헌법 전문과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하고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안이유서300)에서 민사소

송의 4대 이상인 적정, 공평, 신속, 경제에 특히 유의하여 소송지연의 방

지를 도모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직접주의는 실체적 진실 원칙의 요구로서, 수소법원이 소송관계인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들의 전체 변론, 표정, 그리고 몸짓 등을

직접적으로 인지함으로써 가장 사실과 일치되게 재판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301) 아울러 증거조사의 직접주의에 의해서만 절차의 집중과 신속화

가 실현될 수 있다.302) 왜냐하면, 앞에서 보았듯이, 수명법관에 의한 증

인신문을 거치게 되면 하나의 기일 대신에 보통 세 번 이상의 기일이 열

려야 하기 때문이다.

299) Nörr, a.a.O., S. 281. 구술∙직접주의가 자유의 자식으로 간주되고 자유주의에

의하여 요구된다.

300) 법무부, 위 글, 22, 23쪽.

301) Canstein, a.a.O., 95f.; Rosenberg/Schwab/Gottwald, a.a.O., § 80 Rn. 1

302) Jauernig/Hess, a.a.O., § 51 Rn.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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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념적 기초나 유용성의 측면에서, 직접주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사소송법상의 심리원칙이다.303)

제2절 실무와 입법의 교섭작업 - 대안 제시

이렇듯 직접주의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민사소송법상의 원칙이라면

이를 실무에서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실무는 위 대법원

판례 이후 직접주의, 특히 변론의 갱신(종전 변론결과의 진술304))을 유명

무실하게 운영해 왔다. 독일에서도 민사소송법이 공포된 직후부터 실무

에서 업무경감을 위하여 법을 준수하지 않고 증거조사를 수명법관에게

과도하게 촉탁한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이러한 실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

여 수많은 법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감스럽게

도, 서면증언과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제도가 신설된 것 외에는 제정 당

시부터 현재까지 직접주의에 관한 규정은 바뀐 것이 없다. 대법원 판례

도 그대로고, 실무의 운영방식도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305)

직접주의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원칙인 것을 인정한다면, 실무의

운영방식을 법규정에 맞게 바꾸든지, 독일과 같이 실무를 반영하여 법을

개정하는 실무와 입법의 상호교섭 작업이 필요하다.

303) 적정한 재판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원칙이라는 견해로는 호문혁,

위 책, 548쪽 참조.

304) 민사소송규칙 제55조의 표제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변론

의 갱신’이라는 용어 대신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05) 2002년의 민사소송법 개정에 즈음하여 ‘신모델’이라는 이름 하에 집중심리방식

으로 전환하고 구술에 의한 진정한 변론이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였다. 2005년

중반부터는 신모델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법신뢰의 구축 방안으로서 구술심리의

유용성과 효용성이 본격적으로 강조되었다[주석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1), 김상

준, 86쪽 이하 참조].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술주의와 관련된 내용이고, 직

접주의와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이 민사소송규칙 제55조가 개정된 것이 전부다.

구술주의와 직접주의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구술주의 보다 직접주의가 실

체적 진실발견에 유효한 수단인 점(Canstein, a.a.O., S. 95)에 비추어 안타까운

사정이다.



- 73 -

1. 제204조 제2항(종전 변론결과의 진술)의 실질적 운영

독일의 경우 제309조에서, 우리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으며, ‘기본이 되는 변론’을 최종변론기일로 해석하여

여기에 관여한 법관이 판결을 하면 직접주의를 준수한 것으로 본다. 변

론의 일체성을 인정하는 이상 최종변론기일에 참여한 법관은 당사자 또

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이전의 소송경과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때문이다. 다만, 최종 구술변론 후이고 판

결에 대한 합의와 표결 전에 법관이 바뀐 경우에는 반드시 변론을 재개

하여야 한다(ZPO 제156조 제2항 제3호). 이에 위반한 경우 상소로 다툴

수 있고, 절대적인 상고이유306) 및 재심사유가 된다.

이에 비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은 제204조 제2항에서 “법관이 바뀐 경우

당사자는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의용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항과 같은 내용307)이다. 이 조항은

1926. 4. 24. 일본 민사소송법이 법률 제61호로 개정될 당시 처음 도입되

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실무상 판사가 바뀐 경우에, 새로운 판사는 이전

의 변론을 직접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변론의 갱신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종전의 진술 전부를 반복하도록 하거나 그 변론의 결과

를 진술하도록 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을 입법상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서308) 종래 소송절차상의 관행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309) 즉,

306) 우리 대법원도 이러한 경우 절대적인 상고이유가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률

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우리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대법원 1966. 4. 26. 선고 66다

315 판결;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다1570 판결),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제42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경우(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2102 판결)가 있는데, 후자의 입장이 타당하다(본고 8쪽 각

주 38번 참조).

307) “口頭辯論”이라고 하여 ‘口頭’가 부가된 것 외에는 같다. 제187조 제1항도 마찬

가지다.

308) 民事訴訟法中改正法律案委員會速記錄(抄), 司法省, 昭和4年(1929), 385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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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변론을 있는 그대로 법정에 재현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310)

또한 소송경제에 반하므로311) 종전의 변론결과를 진술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위 법률 제61호의 입법이유서에서 제187제 제2항은 우리 민사소송

법 제204조 제1항과 같은, 제187조 제1항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

고 한다.312)

결국 제204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은 그 기본이 되는 변론인 최종변론

에 관여한 법관이 하면 직접주의를 준수하는 것이 되는데, 일본과 이를

본받은 우리나라는 여기에 더하여 제2항에서 법관이 바뀐 경우에는 종전

의 변론결과를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직접주의를 보다 강화한 것이다.313)

따라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민사소송법의 명문에 반하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와 법원의 실무는 바뀌어야 할 것이다. 2007. 11. 28. 민사소

송규칙의 개정으로 직접주의에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고자 제55조에서 종

전 변론결과의 진술을 실질적으로 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

다. 실무에서 종전 변론결과의 진술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재

일본의 실무314)를 쫓지 않고,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2항과 위 규칙에 따

라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길 기대한다.

309) 長島毅, 森田豊次郞, 改正民事訴訟法解釋, 淸水書店, 昭和5年(1930), 200쪽 이하.

310) 앞의 책, 201, 202쪽.

311) 加藤正治, 民事訴訟法, 日本評論社, 昭和13年(1938), 187쪽; 兼子一, 民事訴訟法

(一), 有斐閣, 昭和43年(1968), 130쪽; 升本喜兵衛, 金子文六, 學說判例 總攬 民事

訴訟法(上)Ⅲ, 中央大學出版部, 昭和45年(1970), 126쪽; 梅本吉彦, 民事訴訟法, 信

山社, 2013, 532쪽; 笠井正俊, 越山和広, 新∙コンメンタール 民事訴訟法, 日本評論

社, 2013, 915쪽.

312) 民事訴訟法中改正法律案理由書, 司法省, 昭和5年(1930), 100, 101쪽.

313) 長島毅, 森田豊次郞, 위 책, 204쪽은 제187조 제2항은 구술심리주의의 의제를

규정한 것도 아니고, 하물며 이를 절대적으로 관철시키려는 것도 아니며 다만, 구

술심리주의의 주된 취지를 되도록이면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314) 笠井正俊, 越山和広, 위 책, 915, 916쪽 참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도 대개 3년 주기로 법관의 전근이 행해지므로 법관의 교체가 잦은데, 종전의 변

론결과를 진술할 때에 법문 그대로 당사자가 “종전의 구술변론의 결과를 진술한

다”고만 말한다고 한다; 梅本吉彦, 위 책, 532쪽은 일반적으로 “종전의 구술변론

과 같이 진술한다”라고 말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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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04조 제3항(증인의 재신문)의 단서 신설

독일에서는 법해석상 증거조사 후에 법관이 바뀐 경우, 당사자들이 증

거변론에 의하여 그 결과를 진술하여야 할 뿐이지(ZPO 제285조 제2항)

증거조사의 반복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원칙적으로 증거조사의

반복이 강제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우리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3항은

단독판사나 합의부 법관의 반수 이상이 바뀐 경우에 당사자가 증인에 대

한 재신문을 신청하면 법원은 의무적으로 증인을 다시 신문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다.

제2항에 의하여 법관이 교체된 경우에도 직접주의가 유지되지만 특히,

증인신문에 관한 직접주의는 다르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증인

신문의 경우 증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증인의 진술태도 등으로부터 법관

이 얻는 인상도 심증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315)

독일의 경우316) 법관의 교체가 매우 예외적인 상황인 반면, 우리나라

에서는 법관의 교체가 매년마다 실시되는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매우 잦

은 점을 고려하면, 증거조사의 직접주의를 우리의 상황에 맞게 보다 강

화한 규정이므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317) 그러나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424 판결에서 판시하였듯이, 위 규정은 재신문에

의하여 새로운 법관에게 직접적인 심증을 얻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신청하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든지 반드시 재신문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물론 법해

석으로 이러한 부당한 점을 해결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부당한 규정

을 50년이 훨씬 넘도록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당하고 부자연스

315) 笠井正俊, 越山和広, 위 책, 917쪽.

316) 본고 15쪽 각주 72번 참조.

317) 독일의 경우 증인의 신빙성에 관한 법관의 개인적 인상을 조서에 기재하기도

하는 반면(본고 14, 15쪽 참조), 우리의 경우 법관의 개인적 인상을 조서에 기재

하는 경우는 없는 점에서도 그러하다(위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42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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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다. 위 대법원 판례가 판시한 바와 같이, 위 제3항 제2문에 이어서 “다

만, 법원이 소송상태에 비추어 재신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장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

본에서는 그 후의 소송진행에 의하여 당해 증인신문이 불필요하게 된 경

우(뒤에 다툼 없는 사실로 된 경우 등)에는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없으므

로 재신문을 신청하더라도 신문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재신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나뉜다고

한다.318) 이러한 해석상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위와 같은

단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3. 대체법관 제도의 도입

독일 법원조직법 제192조 제2항은 대체법관 제도를 규정한다. 즉, 변론

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에 재판장으로 하여금, 변론에 참석하면

서 다른 법관에게 장애가 생긴 경우 그 법관을 대신하는, 대체법관을 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관 인력사정상 이 제도를 단독판사까지 도입하기는 어렵

겠으나, 합의부의 경우에는 재판장을 포함하여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매년 인사이동으로 많은 법관들의 교체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미리 인사이동이 예상되는 재판장이나 배석판사가 있는 재판부

에 대체법관을 지정하면 될 것이다. 대체법관으로 지정된 법관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직접주의에 충실하게 변론의 갱신이나 증인의

재신문을 원칙대로 실시함으로써 늘어날 업무부담에 비하면 감수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318) 笠井正俊, 越山和広, 위 책, 917, 91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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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독일 민사소송법상 구술∙직접주의는 1866년의 하노버초안에서부터 시

작되었으므로 1877년의 독일 민사소송법 그 자체보다 오래 되었다. 또한,

현재에 이르기까지 직접주의에 관한 규정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중요한

부분들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혼자 재판하는 단독판사제를 도입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확대함으로써 직접주의가 강화된 한편, 준비법관

과 서면답변 제도를 도입하고 수명법관의 허용성을 넓힘으로써 직접주의

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양자 모두 소송의 신속화를 위한 조치들이었는데,

후자는 특히 소송의 효율적 진행이라는 합목적성에 기인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민사소송법 제정 직후부터 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

하여 수명법관(1924년 이후에는 준비법관 또는 수명법관)의 형태로 합의

부 구성원 중 1인에게 사건의 준비 또는 증거조사를 맡기는 실무관행이

만연하였다. 일련의 법개정 작업들은 결국 이러한 실무를 제한하거나319)

뒷받침 또는 해소하기 위한 것들320)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감스럽게도 일제의 식민지배를 거치면서, 독일 민

사소송법을 계승한 일본 민사소송법을 기초로 1960. 4. 4. 민사소송법을

제정하였다. 직접주의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본질적인 면에서 바뀐 것이

없다. 실무상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빈번한 법관의 교체가 가장 큰 문

제인데, 실무에서 변론의 갱신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됨으로써 직접주의가

형해화되었다.

그러나 직접주의는 자유주의 또는 자유민주적 관념을 그 이념적 기초

로 하고 있으며, 증거조사의 직접주의에 의해서만 절차의 집중과 신속화

가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직접주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포기할 수 없

319) 직접주의를 다시 강화한 1933년의 개정법이 그러하다.

320) 준비법관 제도를 도입한 1924년의 개정법과 수명법관의 허용성을 넓힌 1990년

의 개정법은 위와 같은 실무관행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단독판사제를 도입하고

확대한 1974년, 1993년 및 2001년의 개정법은 위와 같은 실무관행을 해소하기 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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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민사소송법상의 원칙이므로, 실무의 운영방식을 법규정에 맞게 바꾸

든지, 실무를 반영하여 법을 개정하는 실무와 입법의 상호교섭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법규정과 실무의 괴리를 좁히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한 작업들로서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우리 민사소송법 제204

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 규정은 직접주의를 강화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법관의 인사이동이 잦아 법관의 교체가 자

주 일어나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그 필요성 또한 크다. 따라서 이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 판례는 변경되어야 할 것이고, 법원은 민사소송규칙

제55조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종전 변론결과의 진술을 실질적

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제204조 제3항은 새로운 법관에게 직

접적인 심증을 얻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신청하

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든지 반드시 재신문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

2424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예외를 단서로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

다. 법문상 불명확한 부분을 해석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법규정으로 명확

하게 규정함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독일 법원조직법에서 인

정하고 있는 대체법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재판

에서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예비배심원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이,

인사이동이 확실히 예상되는 법관이 소속된 재판부에 미리 대체법관을

지정하면 직접주의를 충실히 실행할 수 있다.

이상에서 독일 민사소송법상 직접주의의 의의, 그 생성 및 변천 과정

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검토해 보았다. 우리나라에

서 직접주의에 관한 논의가 미미한 것은 1960년대의 대법원 판례가 이를

외면한 이래, 실무에서 직접주의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해 온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쪼록 본고를 계기로 직접주의에 관한 논의가 다시

일어나고, 특히 실무와 법규정의 간극이 조금이나마 좁혀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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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ie Entwicklung des

Unmittelbarkeitsgrundsatzes in

Deutschland - vom

koreanischen Standpunkt aus

betrachtet

Seung-Jin Ahn

Magisterarbeit, Fach : Zivilprozessrecht

Rechtswissenschaftliche Fakultät

Staatliche Universität Seoul

§ 204 der koreanischen Zivilprozessordnung spricht den Grundsatz

der Unmittelbarkeit aus. Aber schon seit den sechziger Jahren des 20.

Jahrhunderts lautet die Rechtsprechung des Obersten Gerichtshofs in

Bezug auf § 204 Abs. 2, obwohl das Gericht die Verhandlung nicht

ausdrücklich erneuert habe, gelte die Verhandlung als erneuert, wenn

die Parteien in der letzten mündlichen Verhandlung der ersten Instanz

die Prozesslage dargelegt und sich darüber geäußert hätten. Damit

verlor die Unmittelbarkeit praktisch beinahe jeden Belang, konnte n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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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 Namen nach seinen Rang eines Prozessgrundsatzes behaupten.

Die vorliegende Arbeit zielt darauf, die Unmittelbarkeit wieder in

Geltung zu setzen. Dafür wird die Entstehung und Entwicklung der

Unmittelbarkeit in Deutschland untersucht und versucht, daraus

nützliche Schlüsse für die koreanische Praxis zu ziehen.

Der Gesetzgeber der CPO vom 1877 entschied sich für den

Grundsatz der Unmittelbarkeit unter dem Einfluss des damals

herrschenden Liberalismus oder der liberal-demokratischen

Vorstellung. Doch schon kurz nach dem Inkrafttreten der CPO wurde

in der Praxis die Unmittelbarkeit vernachlässigt. Viele Gerichte

pflegten zur Arbeitserleichterung die Beweisaufnahme oder die

Vorbereitung der mündlichen Verhandlung auf einen beauftragten

Richter oder einen vorbereitenden Einzelrichter zu übertragen. Aber

anders als in Korea wurden in Deutschtland mehrere Versuche

gemacht, durch Gesetzesänderungen dieses Problem zu lösen, und

schließlich wurde es gelöst durch die Einführung und

Zuständigkeitserweiterung des alleinentscheidenden Einzelrichters und

die Aufgabenerweiterung des beauftragten Richters. Die erste hat den

Grundsatz der Unmittelbarkeit verstärkt, dagegen hat die letztere ihn

geschwächt. Beides bezweckte zugleich die Beschleunigung des

Prozesses, insbesondere die letztere die effektive Prozessführung.

In Korea ist der häufige Richterwechsel aufgrund der wiederholten

Versetzung des Richters das größte Problem. Da der Grundsatz der

Unmittelbarkeit heute noch ein unverzichtbares Prinzip der ZPO ist,

ist es aber nötig, entweder in der Praxis die Unmittelbarkeit strikt

durchzusetzen oder die derzeitige Praxis durch die Gesetzesänderung

zu legalisieren. Dafür einige Vorschläge: Erstens soll der Vortrag der

Ergebnisse der vorherigen Verhandlung nach § 204 Abs. 2 wirk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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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chehen. Diese Vorschrift ist für die Verwirklichung des

Grundsatzes der Unmittelbarkeit. Die Rechtsprechung des Obersten

Gerichtshofs muss geändert werden, und das Prozessgericht muss die

Parteien die Ergebnisse der vorherigen Verhandlung nach § 55

Zivilprozessverordnung tatsächlich vortragen lassen.

Zweitens in den § 204 Abs. 3 „Dies gilt nicht, wenn das Gericht

nach der Prozesslage die wiederholte Vernehmung eines Zeugen für

entbehrlich erachtet.” einzufügen. Da dieser Absatz dem neuen Richter

den unmittelbaren Eindruck zu verschaffen beabsichtigt, ist es nicht

zuweckmässig, die Zeugenvernehmung auf Antrag ohne Ausnahme zu

wiederholen, selbst wenn der neue Richter es für unnötig hält.

Letztlich soll die Einführung des Ergänzungsrichters erwogen

werden. Wie für das Geschworenenverfahren der Reservegeschworene

vorgesehen ist, könnte ein Ergänzungsrichter für den voraussichtlich

zu versetzenden Richter ins Kollegialgericht zugezogen werden.

In Korea wird der Grundsatz der Unmittelbarkeit kaum erwähnt,

weil die Rechtsprechung des Obersten Gerichtshofs vor ca. einem

halben Jahrhundert von ihm Abstand nahm und seitdem er in der

Praxis größtenteils übersehen wird. Hoffentlich möge diese Arbeit das

Interesse für den Grundsatz der Unmittelbarkeit erwecken und vor

allem zur strickten Einhaltung der Gesetzesvorschrift beitragen.

Schulüsselwörter : Grundsatz der Unmittelbarkeit, Unmittelbar-

keit der Verhandlung, Unmittelbarkeit der

Beweisaufnahme, Erneuerung der Verhandlung,

Wiederholung der Zeugenvernehmung,

Einzelrichter, beauftragter Ric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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