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편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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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정 법률안의 제안이유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59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
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음. 민법은 사법(私
法)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서 수많은 민사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이를 시대 변화
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여 일반국민들의 접근성을 높
일 필요가 있음.

Ⅱ. 검토의견
1. 원칙적으로 찬성의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자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아래
와 같이 개정안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는 한자 병기 의견을 제시하거나,
한글화 원칙의 통일적 적용필요성 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 한자 병기(倂記)의 지침에 관한 의견
가. 개정안이 제시한 한글화 및 그에 따른 한자 병기의 지침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각 반대 또는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나. 編․章․節․款의 제목 부분에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 개정안은 한자 병기의 원칙상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에 한자를 병기하고 그
뒤에 나오는 용어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민법전의 중요성과 방대함을 고려할 때, 비록 앞에서 한자를 병기한
용어라고 하더라도 절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새로 바뀐 절에서 처음 나오는
부분에는 다시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라.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 제2편 물권(物權) : 제목
· 제186조 부동산(不動産) : ‘부동산’ 자체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므
로 한글화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으나, ‘동산(動産)’은 반드시 일반
적인 용어가 아니므로(우리말 동산 등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음) 한자 병기가 바람직하고, 동산을 한자 병기하면서 부동산만 한
글화하는 것이 체제상 부적절하므로 부동산도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이에 따라 물권(物權)도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체제상
일관됩니다. 한편 제186조의 제목에 있어서 하나의 명사는 모두 한
자로 병기함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원칙에 따라 [부동산물권변동(不動
産物權變動)의 효력]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합니다.
· 제187조 공용징수(公用徵收)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 법
률용어이므로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제188조 간이인도(簡易引渡), 동산(動産), 동산물권양도(動産物權讓
渡), 점유(占有) :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 법률용어이
며, 개정안 제189조가 ‘점유개정’을 한자 병기하고 있음을 고려한다

면 위 각 용어 역시 한자 병기가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 제191조 소유권(所有權) : 중요한 법률용어이고, 제3장의 제목에서 한
자를 병기해야 하며, 다른 물권들도 한자 병기가 많게 되는 점을 고
려한다면 제191조에서부터 소유권을 한자로 병기하는 것이 적절합니
다.
· 제194조 간접점유(間接占有) : 안 제188조에 대한 한자 병기 의견과
같습니다.
· 제195조 점유보조자(占有補助者) : 안 제188조에 대한 한자 병기 의
견과 같습니다.
· 제203조 비용상환청구권(費用償還請求權), 과실(果實) : 국어 문법상
으로는 복합명사일지라도 하나의 법률용어이거나 또는 특정의 청구
권을 가리킬 때에는 그 법률용어 또는 특정의 청구권 전체를 한자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실의 경우 ‘過失’이라는 다른 법률용
어가 있으므로 제203조의 과실을 이와 구별하여 한자를 병기하는 것
이 바람직합니다. 개정안 제245조는 과실(過失)이라고 표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과실(果實)’이라고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과실(過失)로 표기하지 않은 과실은 곧
‘과실(果實)’을 가리키는 것으로 표기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선해할 수
도 있겠으나, 이는 개정안 입안자의 주관적 관점일 뿐, 일반적으로
보자면 오히려 한자를 병기한 과실과 그렇지 아니한 과실 사이에 혼
동을 초래하거나 체계의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징표가 될 수 있습니
다. 한편 개정안 제359조는 ‘과실(果實)’을 병기하고 있는바, 먼저 나
오는 부분에서 병기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르더라도 제203조의 과
실에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 제204조 점유(占有)의 회수(回收) : 회수의 경우에도 그 의미가 ‘回

收’ 이외에 ‘回數’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바
람직합니다.
· 제215조 구분소유(區分所有) : 일반에는 익숙하지 않은 법률용어이므
로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제227조 유수용 공작물(流水用 工作物) : 하나의 법률용어일 때에는
하나의 법률용어 전체를 한자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公有河川用水權) : 하나의 법률용어일 때에
는 하나의 법률용어 전체에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제236조 원천(源泉) : ‘원천’의 의미에는 ‘原泉’도 있으므로 한자를 병
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제245조 취득시효(取得時效) : 취득시효라는 용어가 법률용어인 점,
일반에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 점, 소멸시효에 한자를 병기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취득시효라는 용어도 한자를 병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
니다.
·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地料增減請求權) : 국어 문법상으로는 복합
명사일지라도 하나의 법률용어이거나 또는 특정의 청구권을 가리킬
때에는 그 법률용어 또는 특정의 청구권 전체를 한자로 병기하는 것
이 바람직합니다.
· 제6장 전세권(傳貰權) : 빈도가 잦은 중요한 법률용어는 한자를 병기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정안에서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도 모두 한자를 병기하고 있습니다.

3. 한글화 원칙의 일관성 또는 통일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문제점
가. 개정안 내용의 대부분은 제시한 표기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나 다른 일부
내용은 그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몇 가지 경우를
아래와 같이 예시합니다. 아래 예시에 지적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한글식 표현으로 변환함에 있어서 통일적인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아니
할 경우에는 통일적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나. “의한다”와 “따른다”
개정안에는 ‘의한다’를 ‘따른다’로 개정하는 경우와 그대로 ‘의한다’로 유지
하는 경우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하는데, 양자 사이에 어떤 구별기준이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통일성 있는 원칙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시:
· “의한다”를 그대로 남겨둔 규정 : 제185조, 제256조.
· “의한다”를 “따른다”나 다른 표현으로 개정한 규정 : 개정안 제192조
제2항, 제224조, 제234조, 제237조 제3항, 제255조, 제260조, 제261
조, 제271조, 제278조, 제292조 제1항, 제297조 제1항, 제318조, 제
333조, 제334조, 제338조 제2항, 제341조, 제344조, 제346조, 제354
조.

다. “위하여”와 “위해”
개정안은 ‘하여’로 되어 있는 법문을 대부분 ‘해’로 고쳤는데(예를 들어 개
정안 제186조 등), 여전히 ‘하여’가 계속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통일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여’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아니고 ‘위하
여’, ‘인하여’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문에서 ‘위하
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개정안에서는 ‘爲하여’를 ‘위하여’로 개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위하여’가 맞는 표현인지 ‘위해’가 맞는 표현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위하여’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 제203조, 제216조, 제223조, 제226조,

제227조, 제296조, 제341조, 제342조, 제363조.
그 이외의 경우는 모두 “하여”를 “해”로 개정하였습니다.

라. “경우”와 “때”
개정안은 ‘때’로 되어 있는 부분을 대부분 ‘경우’로 개정하였는데, 여전히
‘때’를 그대로 존치한 경우가 있어 통일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 때를 그대로 존치한 경우: 제189조, 제205조 제3항, 제207조 제2항,
제209조 제2항, 제216조 제2항, 제219조 제1항, 제223조, 제305조,
제347조, 제368조.

물론 이상의 예 중에는 해당 법문에서 앞부분에 ‘경우’가 나오므로 ‘경우’가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
로 보이나, ‘경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에서는 “때”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정 시
점에 도달한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경우”는 시간의 경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상황을 다른 상황과 구별하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
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용법에 따라 “경우”와 “때”를 통일적인 원칙
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마. ‘이웃’과 ‘인접’(개정안 제237조, 제240조 제1항 및 제3항, 제241조, 제242조)
개정안에서는 ‘상린자’를 ‘서로 이웃하는 자’로(개정안 제235조), 인지를 ‘이웃
토지’로(개정안 제238조) 각 한글화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민법 제221조나 제228조의 경우와 같이 제정민법 당시부터 이미 ‘이웃하는’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나머지 일부에서는 여전히 ‘인접하는’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개정안 제237조, 제240조 등의 경우 ‘인접하는’이라는 문
언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인접하는’은 위의 한글화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이웃하는’이라고 한글화하더라도 의미상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
다.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바. ‘유실자’(개정안 제250조, 제251조)
개정안 제250조는 ‘유실’을 ‘잃어버린’으로 개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연
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정하겠다는 개정 원칙을 일관성 있게 유지한다면
개정안 제251조의 ‘유실자’ 역시 ‘잃어버린 자’로 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