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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訴값法의 순화 그 필요성과 실제

朴 타l 洙

(서울대)

1. 법률문장 순화의 필요성

법이란 사회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실천 규범이다. 따라서 이

는 쉽고 분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를 지키고 실천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우

리의 법률 문장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실

천 규범과는 거리가 먼， 규제하는 규범으로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되면 그 법의

존재 의미가 반감된다. 따라서 법률 문장은 순화를 필요로 한다.

법률 문장 순화의 필요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설천 규범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알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

이 쉬워야 한다. 낱말이 쉬워야 하고 문장 표현이 쉬워야 한다. 우리의 民生과 밀

접한 관계를 갖는 법에 「경범죄 처벌법」이 있다. 현행 법은 1983년 전면 개정된 것

이다.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은 전의 난해한 한문투의 문장을 쉬운 口語로 개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第1條 14. 餘用에 供하는 팽水를 펀澈하거나 또는 그 使用을 !dJ害하는 者→

第1條 17. 포熹 洗峰 制皮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食用에 供하는 食品에 覆

蓋를 設置하지 아니하고 店頭에 陳列하거나 行商한 者

第1條 47. 公共의 場所 또는 公共의 用에 供하는 施設에서 座席 또는 就車

의 場所를 러하는 便益을 價願을 받고 供與하거나 이를 위하여 他人을 追隨한

者

이는 개정 이전의 한문투의 것이다. 이들 조문의 뜻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무

슨 뜻인지 모를 사람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는 지키기가 어렵다. 이에 대해 다

음과 같이 개정된 조문은 쉽게 이해될 것이다.

제1조 14.(餘料水 使用 防害)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그 사용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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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한 사람

제 1조 15.(덮 개 없는 힘;食物 飯賣) 껍질을 벗기거나 익히거나 씻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덮개를 덮지 아니하고 가게밖이나 한

데에 내놓거나 돌아다니며 판 사람

제 1조 43.(자릿세 징수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차 세워 둘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 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이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사람.

이렇게 문장을 순화하고 순화하지 아니하고는 엄청난 차이를 드러낸다. 따라서

법이 「실용 규범」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 문장을 쉬운 |그語로 순화해야

한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둘째， 바르고 정확한 표현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법률 문장은 다른 문장에 비해

바르고 분명하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법률 문장은 문법에 맞지 않는

잘못된 표현이 많고， 모호하고 비논리적인 표현이 많다. 이러한 표현은 법률 문장

으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은 마땅히 바르게 고쳐져야 한다. 이러한 바

람직하지 않은 표현은 휠끊에도 많이 보인다 (박갑수， 1990). 이 중 몇 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6조 흔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염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 되 어 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보장하여 야 한다).

제 107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위반되는지 아닌

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제8조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는 보장

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창달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

로(의결되지 못하였다 하여) 폐기되지 아니한다.

제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있으나)， 제한하

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67조 대통령으로 선거될(피선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 에 달하여야(40세 이상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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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보기를 든 제7조 · 제36조는 대등접속 표현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제 107조

는 수식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제8조 · 제9조는 성분의 생략이 문제되는 것이

다. 이러한 것들은 비문법적인 표현들이다. 제51조는 번역투의 문장으로 어색한 것

이다. 제 37조 · 제67조는 의미상 어색하거나 조리에 맞지 않는 표현이다. 이러한 것

들은 분명하고 조리에 맞아야 할 법률 문장에 하자가 되는 것이다.

셋째， 친숙한 표현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민주사회에서의 법은 규제하는 법， 군

림하는 법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친근한 법， 자상한 법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서는 권위주의적 표현， 위압적인 표현， 명령적인 표현이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r -L 者」， 「命한다」， 「-에 處한다」， 「科한다」 따위가 있

다. 이들은 r-L 사람」 r하게 한다」 「물린다」 「지운다」 따위로 순화할 수 있다.

특히 법률 문장에 많이 쓰이는 r -L 者」는 본래 중립적인 표현이었으나， 오늘날은

비하하는 의미를 지녀 중립성을 상실한 법률 용어이다 r -L 사람」이라 함이 바람

직하다. 순화를 요하는 용례를 몇 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자는 再審의 請求를 할 수 있다.

1. 檢事

2. 有罪의 宣좀를 받은 者

3.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의 法定代理人

4. 有罪의 宣告를 받은 者가 死亡하거나 心身障得가 있는 境遇에는 그 配

偶者， 直系親族， 또는 兄弟뼈妹 (형사소송법 제424조)

• 검증을 함에 펼요한 때에는 사볍경찰관리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다. (형사소

송볍 제 144조)

• 暴行 또는 督追으로 사람의 權利行使를 妹害한 者는 5年 以下의 戀沒에 處

한다. (형법 제324조)

넷째， 국가적인 체면상 순화해야 한다. 한일 합방 이후 우리 나라에는 일본법이

그대로 전용되었다. 미 군정기에는 「법률 제명령의 존속」이란 법령에 의해 일본 법

령이 그대로 남아 쓰였다. 이러한 일본 법령은 광복 후에도 「依떠」 법률로 계속 사

용되다가 195，60년대 이후에 와서야 새로운 법이 제정되며 쓰이지 않게 되었다. 그

래서 새로운 법이란 것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아래 제정된 것이어 일본 법령의 번

역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었다(신각철， 1995). 이것이 우리의 법률 문장의 현주소이

다. 우리가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지도 벌써 반세기가 지났다. 그럼에도 일본 법

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 위신상 말이 안 된다. 하루 속히

일본 법률 문장의 잔재를 불식하여야 한다. 일본법의 구체적인 영향은 다음 민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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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법의 조항 비교로 쉽게 이해될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에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며 순화하는 작업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

다. 이는 시대적으로 보아 늦은 감은 있으나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법은

시민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1960년에 처음 제정되어 다른 법과 마찬 가

지로 법률 문장의 모든 문제점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리의 민사소송

법은 조사와 어미만 바꾸었다고 할 정도로 일본법이 直譯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몇 조항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第1條의 2 [품通 했判籍] 訴는 被告의 普通 줬判籍 所在地의 法院의 管廳에

周한다.

第3條 [大公使 등의 普通 載判籍] 大使， 公使 기타 外國에서 治外法權있는

大韓民國 댐民이 第2條의 規程에 의한 普通 載判籍이 없는 때에는 그 普通 載

判籍은 大法院 所在地로 한다.

제 10조 [事務所， 營業所所在地의 特別載判籍] 事務所 또는 營業所가 있는

者에 대한 訴는 그 事務所 또는 營業所의 業務에 關한 것에 限하여 그 所在地

의 法院에 提起할 수 있다.

第1條 [普通졌껴j籍] 訴/、被앙;;/ 휩通載判籍Ji!J1'J:地 / 載判Ji!J / 管輕二屬X

第3條 [大公使σ)普通載判籍] 大使公使其/他外國二在 I)治外法權?享 1 Jι日

本人7;前條/規定二依 I) 普通載判籍?有k -ttJv ~ 츄/、其/者/普通載判籍/、最高

我判所/定1-. }ι地二在 }v .:c / ~ /Z.

第9條 [事務所 · 營業所所在地σ)載判籍] 事務所又/\營業所?有 /Z. Jν者二對X

lν訴/、其 / 事務所-Y.J 、營業所二於7 Jν業務二關 /Z. }v .:c / :::-.限 I) 其/所在地/載判

所二之?提젤/Z. }ν 그 ~ '7得

위의 일본 민사소송법은 1996년 6월 구어(口訊)의 문장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다. 우리의 민사소송법은 이 개정되기 이전의 법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민사소

송법은 섣상이 이려하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마땅히 순화되어야 할 대상이라 하겠

다. 순화를 하면 물론 기득권층은 다소 불편을 느낄 것이나 이는 국민 대다수를 위

해 감수해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이러한 순화의 필연성을 지닌 민사소송법을 구체

적으로 어떻게 순화하였는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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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법 순화의 실제

민사소송법의 문장은 다른 법률 문장과 마찬가지로 난해한 한문투의 일본식 법

률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또한 많은 문법적 오류를 안고 있다. 그래서 민사

소송법은 다음과 같은 원칙 아래 순화하기로 하였다.

(1) 용어의 순화 원칙

•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려운 용어의 순화

• 구시대적 한문투 용어의 순화

• 준말이라 할 어려운 용어의 순화

• 일상용어이나 좀더 순화할 수 있는 용어의 순화

• 일본식 용어， 특히 훈독어의 순화

• 권위주의적 용어의 순화

(2) 문장의 순화 원칙

• 한문투의 문어체， 일본어식 표현의 순화

• 비문법적 문장의 순화

• 명사구의 오남용 순화

• 길고 복잡한 문장의 순화

• 난해하거나 의미가 모호한 문장의 순화

• 의미파악이 곤란한 문장의 생략된 자료의 보충

이러한 원칙 아래 법률 문장의 문제점을 순화하였고 현행 법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순화하였다. 따라서 순화된 민사소송법은 현행법

에 비해 알기 쉽고 분명하며， 우리말다운 우리말이 되었다. 이러한 순화된 법률 문

장은 민중과 좀더 친숙한 「실천 규범」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비교할 수 있게 한

두 조항을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제56조 [소송능력등 흠결과 추인]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자의 소송행위는 보정될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추인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285조 [증언 거부권] 증언이 증인이나 다음에 獨記한 자가 소송제기 또

는 유죄판결을 받을 念慮있는 사항 또는 그들의 치욕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

에는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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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제 56조) [소송능력등의 흠과 추인] 소송능력， 볍정대리권 또는 소송

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바로잡

힌 當事者→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

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긴다.

저11 314조(제 285조 ) [증언거부권]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에 적힌 사람

이 公訴提起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에 이러한 민사소송법 순화의 실제를 어휘와 문장으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2.1 어휘의 순화

민사소송법에는 다른 법률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가 많

이 쓰이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순화되었다. 특히 한자어의 경우는 민사소송법

이외의 다른 법에서 개념 및 요건을 규정한 용어，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거나 주로

쓰이는 용어， 법률용어가 아닌 한자어의 셋으로 나누어 뒤의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순화하기로 하였다.

2.1.1 어 려운 한자어

첫째，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는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였다.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말은 실천 규범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한자 용어를 순화하였다. 순화용어로는 법제처의 「법령용어 순화편람」

(996)에 제시된 「정비된 용어」를 많이 참고하였다. 이들 예를 몇 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액(價賴)- 값

견련(泰連)- 관련

공무소(公務所) 공공기

매득금(賣得金)- 매각대금

물상담보권(物上擔保權)- 물적담보권

보장구(保障只)←선 체를 보조하는 기구

사위(許멤)- 거짓

수계(受繼)하다- 이 어 받다

게기 (揚記)하다- 규정하다

계쟁물(係爭物)- 다툼의 대상

기속(購束)- 구속

몰취 (沒取)하다- 빼 앗다

발항(發船)하다-떠 나다

보정 (補표)하다 바로잡다

석명(釋明)- 설명 요구

수권(授權)- 권한의 수여， 권한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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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數願)- 액수 안분(按分)하다- 고르게 나누다

위식(違式)- 형식에 어긋남 유탈(遺脫)- 빠뜨렴， 누락

의제자백(擬制 自白)- 자백 간주 이부(移付)하다← 념기다

인낙(認諾)- 수용， 인정 전부명령(뺑付命令)- 이전명령

전촉(轉爛)하다 다시 맡기다 직근(直近) 바로 위

추완(追完)- 추후 보완 출소(出訴)- 소를 제기함

탈루(脫偏)- 누락 특칙 (特則)- 특별 규정

해태(懶침、)되다- 게을리하다， 지키지 아니하다， 소홀하다

환가(換價) 현금화 흠결 ( Jx缺) 흠

둘째， 한문투의 용어를 순화하였다.

법률 문장에는 구시대적 표현 용어라 할 「供하다， 효하여， 共히， (그) 情을 알고」

와 같은 한문투의 표현이 쓰인다. 민사소송법에도 그리 심한 것은 아니나， 이러한

한문투의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어 이들을 순화하였다.

경정(更正)하다- 고치다

기립(起立)하다 일어서다

당해(當該)- 그

면(免)하다- 벗다

반(反)하다- 어긋나다

부존재(不存在) 없음

익일(컬 B )- 다음날
일출전( 日 出前)- 해뜨기 전

차순위 (次順位) 다음차례

합일적(合-的)- 일치 되게

구문권(求問權)- 설명 요구권

농자(훨者) 듣는데 장애가 있는 사람

도과(徒過)하다 넘 기다

무익(無益)하다 쓸데없다

발(發)하다 내리다

불요증 사실(不要證事寶)- 증명이 불필

요한사실

일몰후(日沒後) 해진 뒤

적 의 매각(適宜賣해) 적 당한 방법으로

매각

출진(出陣)- 전쟁에 나감

셋째， 어려운 준말을 순화하였다.

준말을 써 그 뜻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순화 이전의 원말을 쓰거나， 쉬운 말로

순화하였다.

공과(公課)- 공과금 공부(公辯)- 공적 장부

수권(授權)- 권한 수여， 권한을 받음 심판(審判)하다- 심리 재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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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낙(認諾) 수용， 인정

진부(員否)- 진정 여부

허부(許否)- 허가 여부

자력(資力) 자금 능력

특칙(特則)- 특별 규정

환가(換價金)- 현금화한 금전

넷째， 일상 용어도 좀더 순화하였다.

법률 문장이 실천 규범이 되자면 가능한 한 쉬워야 한다. 따라서 일상 용어라 할

수 있는 것도 좀더 쉽게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쉬운 단어로 바꾸었다. 한자어와

고유어의 이중체계로 된 유의어의 순화가 이러한 예의 대표적인 것이다.

경질(更送)- 갈림

기 인(基因)하다- -로 말미 암다

도래(到來)하다- 이르다

부기(附記)- 덧붙여 적음

상실(喪失)- 잃음

소지자-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위배(違背)- 어긋남

지체(進滿)없이- 바로

체결(線結)하다- 맺다

하자(假施)- 흠

교부(交付)하다 내 주다

기재(記載)하다- 적다， 적어넣다， 쓰다

병 합(함合)하여 - 함께

산정(算定)하다- 개산하여 정하다

소재지(所在地)- -이 있는 곳

열 람(關寶)하다- 보다， 보여 주다

종결(終結)하다- 마치다， 마감하다

처(處)하다 물리다

타인(타인) 다른 사람

2.1.2 일본식 용어

일본식 용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법률의 역사적 배경으로 말미암아

많이 들어와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용어 가운데 音讀되는 한자어는 일단 귀

화한 말로 본다 하더라도 한자의 탈을 쓴 넓II讀語는 그렇게 보기 곤란하다. 더구나

이에 해당한 우리 말이 따로 있는 경우에 그러하다. 민사소송법에는 다행히 이러한

훈독어가 그리 많지 아니하나 이들을 순화하였다.

가처분(假처분) 잠정처분

송부(送付)하다- 보내다

조건부(條件附)-조건 이 있음

기 한부(期限付) 기한이 있음

수취 (受取)하다- 받다

2.1.3 권위적인 용어

권위주의적 용어를 순화하였다. 이는 개별 어휘가 많아서라기보다 延語가 많아

더 문제되는 것이다. 곧 빈도가 높아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예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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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L者」 ， r-에 處한다」， 「科한다」， 「命한다」 따위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용어 가운

데 r-L 者」는 r-L 사람」으로 r _에 處한다」는 과태료 벌금 등에 대하여 「물린다」

로 순화하였다. 순화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第11條(第9條)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

에 대하여 財뚫權에 관한 訴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第360條(第331條)(2) 第3者가 표當한 事由 없이 第l項의 규정에 의한 提出

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 원 이하의 過침、料를 물린다.

2.2 문장의 순화

법률 문장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문장상의 문제가 많다. 이들의 대표적인 것을 유

형화하여 보면 한문투의 문어체， 일본어투의 문체， 비문법적인 문장， 명사구의 선

호， 길고 복잡한 문장 구조， 의미상의 혼란 등이다. 이러한 문장상 문제가 되는 것

은 쉽게 이해되고， 실천할 수 있는 규범이 되게 하기 위해 순화하였다. 이들의 보

기를 몇 개씩 살펴보기로 한다.

2.2.1 한문투 문어체의 표현을 순화하였다.

우리의 법률 문장은 대부분 한문투의 문어체로 되어 있다. 이는 시대 감각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난해하다. 따라서 이러한 한문투의 문장을 쉬운 구어체 문장

으로 순화하였다.

저11 176조 [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할 송달은 재판장이 그 國

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 공사， 영사， 또는 그 國의 관할 公務所에 爛託

한다.

저11 525조 [집행방법， 압류위 범위 J @압류물을 換價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剩

餘가 없을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제725조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서는 담보권의 不存-在 또는 소

멸을 주장할 수 있다.

위의 보기들은 우리의 일상어라기보다 한문투의 용어요 표현이다 r그 國에 주재

하는， 그 國의 관할하는 公務所， 剩餘가 없을， 담보의 부존재」 따위가 그러하다. 이

들 표현은 「그 나라에 주재하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 남을 것이 없는， 담보권

이 없다는 것」과 같이 순한 말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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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일본어투의 문체를 순화하였다.

일본어의 영향은 단순히 법률 용어에 그치지 아니하고， 문장 구조에까지 미치고

있다. 문장에 일본어가 문법적으로 간섭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말에는 필요 없는 「對 L τ」 또는 「付」를 번역하여 「대하여」라 하는 것과， 일본

법률 문장에 많이 쓰이고 있는 「有2 在 /ι 」 를 誤置用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

러한 표현들은 순화하였다.

제63조 [필요적 공동소송의 특칙] φ소송의 목적 이 공동소송인의 전원에

대하여(付)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그 1인의 소송 행위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공동소송인의 1인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전원에 대하여(對ν T)

효력이 있다.

3공동소송인의 1인에 대하여(付)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

는 때에는 그 중단 또는 중지는 전원에 대하여(付) 효력이 었다.

위의 「전원에 대하여」는 「付， 對 / 7 J를 번역한 말이나， 우리 말로는 「에게」라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이들을 모두 「모두에게」로 순화하였다.

이 밖에 제 166조의 「무능력자에 대한 송달J， 제 167조의 [공동 대리인에 대한 송

달1 제 168조의 「군관계인에 대한 송달J， 제 169조의 [피구속자에 대한 송달]도 각각

「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r공동 대리인에게 할 송달」， 「군관계인에게 할 송달J， [구

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이라고 순화하였다. 다음은 「있다」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예이다.

제409조[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

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

제285조 [증언거부] 증인이 증언이나 다음에 揚記한 자가 공소제기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念慮있는 사항 또는 그들의 치욕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5조 @ 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있음을 증명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위의 보기와 같은 「있다」는 앞에 오는 명사에 접사 「하다/되다」를 붙여 용언화

하거나， 조사를 붙여 사용하거나， 다른 말로 바꿔 써야 자연스러울 말이다. 제409

조 가운데 「불복이 있으면」은 「불복하면 J， 저] 285조 가운데 「염려있는」은 「염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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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J， 제 115조 가운데 「동의 있음」은 「동의를 받았음」으로 순화하였다.

2.2.3 문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을 순화하였다.

민사소송법에는 문법에 맞지 않는， 잘못된 표현도 많다. 문장 성분의 호응， 태，

시제， 조사 등이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것 따위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이들은 비문

법적인 표현이나， 문법 이전에 조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문법적인 표

현은 정비， 순화하였다.

제49조 [선정 당사자](1)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로서 제48조의 규

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중에서 총원을 위하여 당사자가 될 1인 또

는 수인을 선정하고 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09조 [감정인의 기피] 감정인이 성실히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

에는 당사자는 기피할 수 있다.

제49조는 주술어의 호응이， 제 309조는 객술어의 호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다. 이들에는 각각 주어 「이들은」과 목적어 「그를」을 삽입， 순화하였다.

제 134조 [변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처치](3)대리인에게 진술을 금하고

또는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접속 호응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r금하고」는 대등접속의 연결어미이

나， 여기에 「또는」이 쓰여 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오용은 일본의 조문이

「陳述?禁ν ;JJ\」로 되어 잘못된 것이다 r ν 又/\」란 표현은 법률 문장 도처에

보인다. 위의 제 134조는 「금하거나」로 순화하였다.

능동， 수동의 혼란도 순화하였다. 다음 제 189조의 「경질한」을 「갈린」으로 순화한

것이 이러한 예이다.

제 189조 [직접주의](3)합의부의 법관의 과반수가 경질한 경우에도 같다.

시제를 순화한 예를 보면 제 241조의 「당사자 쌍방이 변론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

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당

사자 쌍방을 소환하여야 한다」에서 「출석하더라도」를 「출석하였다 하더라도J (제

268조)와 같이 과거로 순화한 것 이 그것 이 다.

조사도 짝이 맞지 않거나 생략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순화하였다. 조사가 생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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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이를 채워 넣었다. 조사가 생략되면 오해를 빚거나， 이해를 어렵게 하거

나 표현을 어색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서술어 「있다」 앞에 생략된 조

사를 보충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의 용례는 앞에서 본 바 있다.

그리고 비문법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으나 「는 ... 는」으로 이어지는 「는」의 반

복적 사용도 순화하였다. 이들은 「부사어-주제격」이거나 r주제격 부사어」로 성분

이 이어진 것인데 語調上 거부감을 갖게 하고 의미 파악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주제격을 다른 조사로 바꾸거나， 부사어에 쓰인 r는」

을 생략하도록 하였다. 한 예로 제 240조의 본문과 순화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240조 [소 취하의 효과J CD訴는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계속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67조(제 240조) [소 취하의 효과J CD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

터 係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2.4 명사구의 문장을 순화하였다.

우리 법률 문장에는 명사구가 많이 쓰이고 있다. 그래서 가뜩이나 딱딱한 법률

문장을 더욱 딱딱하게 한다. 명사구는 흔히 「→음을」， 「→근 것을」의 형 태로 쓰인다.

이들은 각각 「 다는 것을」， 「 도록」의 형태로 순화하여야 우리말다운 우리말이

된다.

제407조 [破棄自判J(2)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제687조 @채권자가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 행신청을 함에는 채무자가

선박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선박등기부의등본이나 기타의 증명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1조 CD ... 항소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

에 흠결을 補正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704조 [이의에 대한 재판J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들 조문의 명사구 r속하지 아니함」， 「소유하고 있음」， 「補正할 것」， 「제공할 것」

은 각각 r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바로잡도록」， 「제공하도록」

과 같이 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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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소화하였다.

법률 문장은 쉽고 간결해야 한다. 길고 복잡한 구문의 문장이어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난해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길고 복잡한 문장은 몇 개의 짧은 문장

으로 나누어 기술하거나， 簡條式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제494조 [집행관에 의한 영수증 작성 교부J CD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고 강제집행을 위임한 때에는 집행관은 특별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 기타 이행을 받고 그 영수증서를 작성 교부하며 채무자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이 조항은 105자에 이르는 장문이다. 일반 문장의 경우 한 문장의 길이는 50자

내외가 바람직하다(박갑수， 1990). 그래서 이런 문장은 분절해야 한다. 이 조문은

두 문장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순화하였다.

민사집행법안 제41조(제 494조 ) CD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을

내어 주고 강제집행을 위엄한 때에는 집행관은 특별한 권한을 받지 못하였더

라도 지급이나 그 밖의 이행을 받고 그에 대한 영수증서를 작성하고 내어 줄

수 있다. 집행관은 채무자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때에는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 게 내주어 야 한다.

제574조는 장황하게 느러놓아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조항이다. 이런 조문은

그 의미 파악이 용이하게 個條式으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현행 조항과 순화안을 함

께 보이면 다음과 같다.

제574조 [특별 환가 방법 J CD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기타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가액으로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

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추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의 매각

을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

하는 관리명령을 하거나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환가를 명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안 제 244조(제 574조) [특별한 현금화 방법 J CD압류된 채권이 조

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

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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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

는 양도명령

2.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

게 명하는 매각명령

3.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4.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

2.2.6 의미상 문제가 있는 문장을 순화하였다.

문장이란 단어를 결합하여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장치이다. 그런데 이

문장이 복잡하고 비문법적이거나 충분한 자료를 갖추지 않아 그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適格의 문장을 만들고， 생략된 자료를 보충함으

로 문장을 순화하였다.

문제가 되는 속격 「의」는 법률 문장에 많이 쓰인다. 이는 부문장에서 의미상 주

격 구실을 하는 것으로 문법적으로 용인된다. 그런데 이는 종종 문장을 복잡하게

해 의미 파악을 어렵게 하거나， 혼란을 빚기도 한다. 따라서 명료해야 할 법률 문

장에서는 이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순화안에서는 이들 속격을

분명하게 주격으로 바꾸어 의미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였다.

제 265조 [직권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위 조문의 「당사자의」를 「당사자가」로 바꾸어 의미의 혼란이 일지 않게 한 것이

그 한 예이다

부문장에서의 속격 「의」는 때로 비문법적인 모호한 표현으로 쓰이기도 한다. 다

음 제 13조가 이러한 예이다.

제 13조 [사원등에 대한 특별재판적](1)회사 기타 사단의 사원에 대한 訴

또는 사원의 다른 사원에 대한 訴는 사원의 자격에 기인한 것에 한하여 회사

기타 사단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은 사단 또는 재단의 그 임원에 대한 訴와 회사의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 대한 訴에 준용한다.

이는 제소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곧 부문장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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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조사 「의」가 의미상 속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주격을 의미하는지 구분이 잘

안 된다. CD항의 「회사 기타 사단의」의 「의」와 「또는 사원의」의 「의」 및 @항의

「사단 또는 재단의」의 「의」와 「회사의」의 「의」는 의미상 주격으로 이들이 제소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주격으로 나타내야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그

래서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순화하였다.

제 15조(제 13조) [사원 등에 대한 특별 재판적 ] CD회사 그 밖의 사단이 사원

에 대하여 訴를 제기하거나， 사원이 다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에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변，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 재판적이 있

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단 도는 재단이 그 엄원에 대하여 訴를 제기하거나， 회사가 발기인 또

는 검사인에 대하여 訴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률 문장에서 많이 쓰이는 주제격 r_(으) L/ 는」이란 형태도 주격， 목적격 등

다양한 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난다. 이에 법률 문장에서 특히 많이 쓰

이는 의미상 목적격의 이 「一(으) L/-는」은 r_(으) 근/-를」 로 바꾸어 씀으로 의미상

혼란이 일지 않도록 하였다.

제200조 [소송비용 담보 규정의 준용] 제 112조 저11 113조 제 115조와 제 116조

의 규정은 제 199조의 담보에 준용한다.

위의 조항에는 r 의 규정은」이라고 주제격이 쓰이고 있는데， 이는 주격 아닌， 목

적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r 저11 213조(제 199조)의 담보에는 제

122조， 제 123조， 제 125조와 제 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순화하여 그 의미를 분

명히 하였다.

語順도 순화 대상이다. 법률 문장에는 어순이 바람직하지 않아 그 의미를 잘 알

기 어려운 것도 많다. 특별히 주어·주체를 분명히 해야 하는데 이것을 파악하기 어

려운 것이 많다. 이런 경우는 주어를 문두에 제시하는 표현으로 바꾸도록 하였다.

한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제288조 [증언 거부에 대한 재판](2)증언 거부에 대한 재판에 관하여는 당

사자 또는 증인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317조(제 288조) [증언 거부에 대한 재판](2)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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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장에는 준용 또는 적용 규정이 많은데 사실을 앞세우고， 준용이나 적용하

는 조항을 뒤로 돌린 것도 의미를 고려한 순화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제22조 @제1항의 규정은 소송의 목적인 권리나 의무가 수인에 대하여 공

통되거나 동일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원인에 기인하여 그 수인이 공동소송인으

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5조(제 22조)cz)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

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에서 생겨서，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l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문장에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의미의 혼란을 빚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

어 제 155조의 「기일에 출석할 것을 기재한 서면」은 문맥만 가지고는 그 의미를 파

악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자료를 보충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저1167조(제 155조)의 순화안에서 「일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

고 적은 서면」이라고 소송관계인이 출석하겠다는 「일정한 기일」임을 밝힘으로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

제45조 [법관의 회피] 제37조와 제39조의 경우에는 법관은 감독권있는 법

원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저11 49조 (제 45조) [법관의 회피] 제41조와 저11 43조(제 37조와 제39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은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위의 조문의 경우 「법관이」 회피하는 것인지， 「법관을」 회피하는 것인지 혼란이

일게 되어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사유가 있는」을 삽입 순화

한 것이다.

3. 민사소송법 순화의 남은 문제

문장의 순화는 교정이나 교열과 같아 한이 없는 것이다 법률 문장의 경우도 마

찬가지다. 다만 분명한 것은 순화가 극단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역효과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의 순화는 극단의 처방을 하지 않고 중용을 취하였다 하겠다. 그리하

여 미진한 면이 있다. 이는 비판에 대한 사전 방어 기제일 수도 있다. 여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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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론자의 방패막이를 겸하여 미진한， 순화의 남은 문제를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3.1 어휘 순화의 면

3.1.1 순화가 한결같이 되 어 있지 않다.

순화 대상 용어가 일관성 있게 처리되지 않은 것이 보인다. 조항에 따라 순화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 것이 보인다는 말이다. 이는 말하자면 교정의 오류라 하

겠다. 예를 들어 「處하다」의 경우는 과태료 벌금 등의 경우 「물리다」로 순화하기로

하였는데 「處하다」가 그대로 쓰인 곳도 있다 다음 민사집행법안 제68조의 표현 같

은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것은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제68조[뽑則J CD價務者가 거짓의 財處 目錄을 낸 때에는 3年 以下의 徵껏

또는 500萬 원 以下의 뽑金에 處한다.

@↑實務者가 法人 또는 民事訴뚫法 第52條(第48條)의 社團이나 財團인 때에

는 그 代表者 또는 管理人을 處뿜하고， 價務者는 第1項의 템金에 處한다.

3.1.2 순화의 대상을 좀더 확대 할 수 있을 것이 다.

법제처의 r 법 령용어순화편람」 에는 많은 정비 대상어와 정비된 용어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용어의 순화가 미진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다

음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첫째， 어려운 한자어가 덜 순화되었다.

계속(係屬)- 걸림， 기판력(많判力)- 구속력， 몰취(沒取)- 빼앗음， 상계(相計)- 엇

셈， 서증(書證)- 서면증거， 유체동산(有體動뚫) 형체 있는 동산， 인영(印影)- 도장

자국， 제 척 (除투) 제 침 , 치 웅， 차암(借貨)- 빌 린 샀， 체 당금(替當金)- 미 리 충당한

돈， 추심(推尋)- 챙김， 해지(解止) 효력 소멸

둘째， 구시대적 한문투도 덜 순화되었다.

거소(居所)- 사는 곳， 공(供)하다- 제공하다， 과(科)하다- 지 우다， 당(랩)하여 -

(를) 맞아， 동가격(同價格)- 같은 가격， 성부(成否)- 성렵여부， 촉탁(~屬託)- 맡김

셋째， 어려운 준말이 덜 순화되었다.

공유자(共有者)- 공동 소유자， 서증(書證)- 서면 증거， 인증(認證) 인정 증명， 추

인(追認)- 추가 인정

넷째， 생활용어도 덜 순화되었다.

고지(告知)하다- 알리다， 달(達)하다- 이르다 담합(談合)- 짱짜미， 대질(對質)-



36 師 大 論 遊 (57)

무릎맞춤， 매각(賣해)하다- 팔다， 매수(買受)하다- 사다， 반소(反訴)- 맞소송， 병합

(따合)하다- 아우르다， 승계(承繼)하다- 이어받다， 이송(移送)- 옮겨보내기， 환송(還

送)- 되몰려 보냄

다섯째， 일본식 용어도 덜 순화되었다.

가압류(假뼈留)- 임시 압류， 애수(買受) 사기， 애입(買入)- 사들이기， 명도(明

、않)- 내주기， 인도(引週)- 넘겨주기， 인수(引受) 넘겨받기， 지분(持分)- 몫， 취하

(取下)- 철회

여섯째， 다른 법에 쓰인 용어는 순화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아닌 다른 법에 개념 및 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는 법률 용어는 순화

를 유보하였다. 이는 개념 규정이 되어 있는 법을 순화할 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 순화작엽이 꾀해질는지 모르는 것이고

보면 가능한 용어는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명사는 제

외하더라도 용언의 경우 일부 가능한 것을 순하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순화되지 않은 대표적인 용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거소(居所) 사는 곳 교사(敎埈)一 부추김

권원(權原)- 법률상의 원인 대위(代位)- 자라바꿈

대체물(代替物)- 대체할 물건 변제(辦濟)- 빚갚기

부대채권(附帶積權)- 딸린 채권 상계(相計)- 엇셈

수탁(受託)- 위탁을 받음 우선변제(優先뺨濟)-먼저 갚기

유증(遺賴)- 유산 증여 차임(핍-質) 셋돈

최고 (f崔告 ) - 재촉 추인(追認)- 추후 인정

피상속인(被相續人)-상속 하게 한 사람

3.2 문장 순화의 면

법률문장의 한문투 문어체의 문장， 의미상 문제가 있는 문장의 순화는 욕심을 내

자면 한이 없을 것이다. 흔히 외국의 신문은 의무교육을 마치고(중학교 졸업)， 인생

경험 10년쯤 한 사람을 독자로 생각하고 글을 쓴다고 한다(박갑수，1998) . 법률 문장

도 이 정도의 국민을 대상으로 법을 제정하고， 법률 문장을 순화하면 바람직할 것

이다 이렇게 본다면 법률 문장을 반드시 쉽게， 쉽게만 순화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비문법적 문장은 철저하게 순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리에 맞지 않는 문

장， 길고 복잡한 문장과 성분의 생략으로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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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마땅히 순화해야 한다. 새로 순화한 조문은 문법에 맞는 바른 문장이어야 한

다. 그런 의미에서 순화안은 끝손질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비문

법적인 어색한 조문을 놓치게 된다.

민사집행법안 제304조(제714조) [가처분의 목적J(1)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

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

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위의 조문은 우선 주술어의 호응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우리말답지 않은 어색한 표현이다. 이 조문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겠다고 염려가 되는 경우에 한해 한다.J고 하여야 하겠다.

언어 기호란 자의적인 것이다.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순화안에 대해 여

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중지를 모아 좋은 민사소송법을 마련함으로

법률 文章史에 빛나는 이정표를 세우게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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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ification of Expressions in the Civil Proceedings Act

Park, Kap 500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cts are practical norms which are established to maintain peace and order

of a society. Therefore, the style of acts should be plain and clear. Otherwise it

can be difficult for the people to observe and execute acts. So expressions of

acts should be purified.

Necessities for purification of acts are as fol1owsa. First, they should be

practical norms. Second, their styles of expressions should be correct and clear.

Third, their styles of expressions should become familiar to the public. Finally

they should represent the dignity of a nation.

The purification of expressions in the Civil Proceedings Act includes the

following categories of principles.

The first, the purification of terms;

CD purification of difficult Chinese words

(2) purification of words in Japanese style

® purification of authoritative words

The second, the purification of sentences;

CD purification of written expressions in Chinese style

(2) purification of expressions in Japanese style

® purification of grammatically wrong expressions

@ purification of misuse or overuse of noun phrases

® simplification of long and complicated expressions

® purification of sentences with some problems in meaning

Because the purification doesn't make a radical approach but takes the middle

course, it might be insufficient. There also could be some parts which still

need to be reformed. In the future , it is expected to expand the objects of

purification and amelio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