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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ccess [엑세스] : 접근권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아이(들)과 만나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한, 그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한. 

 

Accused [어큐즈드] : 피고인 

범죄로 고발된 자 또는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 

 

Acquittal [어큇털] : 무죄 선고 

법정에서 피고인이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경우. 

 

Act [액트] : 법률 

합법적인 입법절차를 통해서 가결된 법안. 

 

Action [액션] : 소송, 법적 조취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제기한 사법 절차. 

 

Actus Reus [액터스 레이어스] : 범죄적 행위 

Actus Reus는 라틴어로 ‘부당행위 또는 부작위’라 한다. 이런 행위가 ‘범죄의도’ (Mens Rea)

와 함께 합리적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된다면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Adjournment [어졸먼트] : 휴회 

소송절차를 연기하는 경우. 

 

Adoption [어돕션] : 입양 

친부모와 아이 사이의 있었던 법률상 의무와 권리가 폐기되고 아이와 양부모 사이의 새로운 

의무와 권리가 생기는 법적 절차이다. 

 

Affidavit [아피데이빗] : 진술서 

공인된 사람의 지시 아래에서 맹세나 선서를 하고 사실에 대해 자발적으로 진술한 것을 기

록한 것. 

 

Affidavit of Service [아피데이빗 오브 서비스] : 서류가 제공된 시간이나 방식을 기재한 문

서 

‘Proof of Service’ 라고도 불린다 – 문서를 어떤이에게 전달하고 난 후 문서를 배달한 사람

이 작성한 중요한 문서. 

 

Affirmation [어펌메이션] : 확언 

진실을 말하겠다는 엄숙한 선서.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앨터네이티브 디스퓨트 레솔루션] : 대체적 분쟁 해결 

ADR은 법원 외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협의, 조정, 중재는 ADR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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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itration [알비트레이션] : 중재 

공정한 제3자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 양당사자들이 동의한다면 제3자의 결정이 최

종결정이 된다. 

 

Collaborative Family Law [콜레보레이티브 패밀리 라] : 공동 가정법 

당사자와 변호사가 법원에 가지않고 분쟁된 가정법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 

 

Mediation [미디에이션] : 중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립적인 제 3자와 만나 대안적 분쟁 해결 방안 (ADR)을 찾는것. 제 

3자를 중재자라고 한다. 

 

Amicus Curiae [아미쿠스 쿠리아이] : 법정 조언자  

라틴어로 법정의 친구란 뜻이다. 대개 법정의 요청에 의하여 재판과정 중에 법적 의견을 내

어 법정을 돕는 변호사이다.  

 

Annulment [어널먼트] : (혼인의) 무효 선언 

결혼이 정식결혼이 아니라는 법정의 판결. 이 선언은 결혼 자체를 무효화한다. 

 

Answer [앤서] : 답변 

법정 진행중 상대편의 주장이나 소송의 대한 대답. 

 

Appeal [어필] : 항소 

상급법원에게 하급법원의 판결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동. 합법적인 이유가 있어여만 

항소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판사가 법을 해당 사건에 적용시 실수를 범했을때). 

 

Appellant [어펠런트] : 항소인 

항소를 제기하는 사람. 

 

Applicant [애플리캔트] : 지원자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  

 

Apprehend [애프리헨드] : 체포하다 

(1) 영장 또는 강권에 의해 구속하는 행위 (2)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서 양육권을 빼앗는 경우.  

 

 

Arraignment [어레인먼트] : 기소사실인부절차 

피고인이 인정되고 고소 혐의가 정식으로 읽히고 그의 유죄 또는 무죄 항변을 요구하는 법

정 절차. 

 

Arrears [어레어스] : 체납금 

기한까지 내지 못한 돈 또는 그의 일부만 낸 돈. 

 

Arrest [어레스트] :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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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소에 의해 강권으로 피의자를 구금하는 행위. 

 

Assessment [어세스먼트] : 평가 

(1)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 (2) 형법: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정신병을 앓고 있었는

지 판단하는 것 (3) 민법: 사람이 자신의 재산를 관리할수 있는지, 자기 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수 있는지, 또는 변호사를 고용할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4) 가정법: 부모가 아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킬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 

 

Attorney [어털니] : 변호사 

법정 소송에서 의뢰인을 대변하여 변호할수 있는 사람. 

 

B 
 

Bail [베일] : 보석(금) 

법정에 출두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구속된 사람을 풀어주는 것. 또한 그 약속을 공탁할때 내

는 돈을 가르킨다. 

 

Balance of Probabilities [밸런스 오브 프로버빌리티스] : 개연성의 가늠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민사 소송에서 쓰이는 입증 기준. 증거가 주장된 사

실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보다 높다고 보이면 그 사실이 입증된 것으

로 간주된다는 규칙. 

 

Bankrupt [뱅크럽트] : 파산한 

개인이나 단체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Bankruptcy [뱅크럽시] : 파산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개인이나 단체에 관련된 소송절차. 

 

Bar [바] : 경계선/변호사직 

(1) 법정 안에 공무 영역과 공공 영역을 구분하는 난간 (2) 변호사직. 

 

Barrister [배리스터] : 법정 변호사 

법정 변호사는 법정 소송 전문가이다. 사무 변호사는 사무실에서 의뢰인에게 조언을 하고 

법률문서를 준비하는 것을 전문으로한다. 캐나다에서는 대게 변호사를 ‘법정 및 사무 변호

사’라고 일컫고, 법정과 사무 역할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다. 

 

Bench [벤치] : 판사석, 판사, 법원, 법정 

(1) 법원의 판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토론회 (2) 법정에 판사들이 앉아있는 좌석들. 

 

Beneficiary [베네피셔리] : 수혜자, 수익자 

신탁, 유서, 보험증서 등의 법률문서를 통해 돈이나 다른 이득을 취하는 사람. 

 

Best Interest of the Child [베스트 인터러스트 오브 더 차일드] : 자녀의 최선의 이익 

판사가 가정법 문제에서 모든 상황을 보고 어떤 결정이 아이의 신체적/정신적/감정적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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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성장을 최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 

 

Beyond a Reasonable Doubt [비욘드 어 리저너블 다웁트] :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는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입증 기준이다. 검사 (Crown)는 판사나 배심원단이 

피고인의 유죄임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설득력 있는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Bill [빌] : 법안 

캐나다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는 제안된 법안 또는 제정법. 연방 법안은 첫째 독회, 둘째 독

회, 위원회 심의, 셋째 독회를 House of Commons (하원)과 Senate (상원)에서 통과 받아야 

되고, 국왕의 재가를 받고 난 뒤 의회제정법이 될수 있다. 

 

Binding [바인딩] :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법적이거나 계약된 의무를 도입시키는 것. 

 

Bond [본드] : 계약 

법원과 맺는 약속이나 의무. 

 

Breach [브리치] : 위반 

사람이나 대중에게 진 법,의무,약속을 위반하는 것. 

 

Burden of Proof [버든 오브 푸르프] : 입증 책임 

민사 또는 형사상 피고에게 분쟁되고 있는 사실을 입증 혹은 반증하게 하는 의무. 

 

Balance of Probabilities [밸런스 오브 프로버빌리티스] : 개연성의 가늠 

민사 재판에서의 입증 책임.  한 당사자의 다른 당사자의 주장보다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C 
 

Case [케이스] : 소송 사건 

대립하는 양당사자간에 법정 또는 다른 법률 절차를 통해서 해결 해야하는 분쟁. 그 분쟁은 

민사 또는 형사상 일수 있다. 

 

Case Conference [케이스 컨퍼런스] : 소송 사건 회의 

양당사자와 변호사들 (있는 경우), 판사가 법정 소송 또는 합의에 대해 토론을 하는 모임. 

 

 

Case Event List [케이스 이벤트 리스트] : 소송사건표 

특정 날에 열리는 소송 사건의 목록 또는 스케줄. 사건 일람표 (docket)라고도 알려져 있다. 

 

Case Law [케이스 라] : 판례법 

판사들이 전에 내린 판결들과 개인 소송 사건을 다루는 재판소에서 내린 판결들을 통해 발

달된 법이다. 

 

Case Management [케이스 매니지먼트] : 사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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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정 소송 사건을 관찰하고 진척을 관리 할 수 있게 하는 법정 절차. 

 

Cause of Action [커즈 오브 액션] : 소송 원인 

당사자가 상대편을 고소하여 돈이나 소유물을 얻거나 또는 권리 집행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실들. 

 

Caveat [캐비아트] : 통고 

라틴어로 조심하자는 뜻이다. 법적 문서에 의한 공식적인 경고. 

 

Certificate [썰티피케잇] : 증명서 

조건 또는 요구 사항이 충족 되었거나 충족 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서면 문서. 

 

Certify (a copy) [썰티파이 (어 카피)] : (사본을) 증명하다 

공무원에게 원본 문서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복제 했다고 서명, 증명 받은 문서의 사본. 

 

Charter [찰터]: Charter, 헌장 

(1) 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더 캐네디언 찰터 오브 라이츠 앤 프리

덤스)를 생략해서 Charter 이라 부른다. Charter는 언론과 종교의 자유, 생존권과 개인의 자

유 등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2) 군주나 정부가 개인이

나 사업체 또는 국민들에게 권리, 권력, 특권 등의 허락을 적은 문서. 

 

Child [차일드] : 어린이 

캐나다 안에 합법적인 성년 연령보다 어린 사람이다. 캐나다에 성년 연령은 각 주마다 다르

다. 대개 주들의 성년 연령은 18살이다. UN 아동권리협약을 참조하면 어린이에게 해당하는 

법에 인하여 더 일찍 성인이 되게 할 때를 제외하고 18세 미만의 사람을 모두 어린이로 규

정한다. 

 

Child Abduction [차일드 어브덕션] : 아동 유괴 / 납치 

승인 없이 어린이를 부모나 합법적으로 지정된 보호자들의 관리에서부터 억류하는 행위. 이

것은 형사 범죄이다. 

 

Child Abuse [차일드 어뷰즈] : 아동 학대 

아동 학대는 어린이에게 물리적, 정신적, 혹은 성적 위해를 가하거나 방치하는 죄이다. 

 

Child in Need of Protection [차일드 인 니드 오브 프로텍션] : 아동보호정책 

어린이를 해로부터 보호하고, 가정의 온전함을 증진시키고, 어린이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

기 위한 조치. 

 

Child Support [차일드 서포트] : 아동 양육비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그/그녀의 자녀를 키우는데 보태는 금액. 

 

Child Support Guidelines [차일드 서포트 가이드라인스] : 아동 양육비 지침 

법원에서 부모가 아동 양육비를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 정할 때 사용하는 명확한 규칙표. 

그 금액은 부모가 돈을 얼마나 벌고 몇명의 아이들을 부양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각 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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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규칙표를 갖고 있다. 

 

Child Welfare [차일드 웰페어] : 아동 복지 

캐나다에서 아동 복지는 부모의 보살핌과 관리를 보충해 주기 위하여 각 주마다 설립한 (가

끔씩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아동지원 체계들을 말한다. 

 

Civil Law [씨빌 라] : 민법 

(1) 사권과 구제 방법들을 설명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계약서나 소유물과 가정법 때문에 일

어나는 분쟁들을 다스리는 로마법에서 유래되고 발전된 법이다 (2) 두 사람 사이에서 소유

물, 가정, 취업 등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을 대처하는 법. 형법과 공법과는 뚜렷이 다르다. 

 

Claims [클레임스] : 청구 

합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권리 또는 사법조치를 야기하는 사실들. 구제 요구. 

 

Statement of Claim [스테이트먼트 오브 클레임] : 원고 진술 

왜 다른 사람을 고소하고, 그 사람에서부터 어떤 것을 원하는지 설명하는 신청서. 

 

Cohabitation [코해비테이션] : 동거 

미혼 또는 결혼한 부부가 배우자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동거라고 한다. 

 

Cohabitation Agreement [코해비테이션 어그리먼트] : 동거 합의 

같이 살기로 결정한 부부 (이성애자이든 동성애자이든) 사이에 체결된 법적 계약. 이러한 

부부는 대출을 신청할 때나 아동 부양비를 지급할 때 결혼한 부부로 취급 될수 있다. 

 

Collaborative Family Law [콜레보레이티브 패밀리 라] : 공동 가정법 

별거 하거나 결혼을 끝내고 싶어하는 부부가 변호사들, 전문과들과 협력하여 법정에 가지 

않고 양당사자와 자녀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합의에 도달 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절차이다. 

 

Commission [커미션] : 수수료, 위탁, 위임, (범행을) 저지름 

(1) 직원이나 중개상에 의해 판매된 비율에 따라 지불되는 수수료 (2) 다른 사람을 위해 사

업을 거래하는 권한 (3) 공식 행위를 집행하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정부나 법원에서 지급

하는 영장이나 지휘권 (4)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 

 

Common Law [커먼 라] : 관습법 

판사들이 전에 법정에서 내린 판결 또는 개인 소송 사건을 다루는 재판소에서 내린 판결들

을 통해 발달된 법.  

 

Competence [컴피턴스] : 법률행위능력 

개인이 법률 절차와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신적 능력, 그리고 그의 결정이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만 하는 정신적 상태. 

 

Complainant [컴플레이넌트] : 원고, 고소인 

다른 사람한테 법적인 문제나 불만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 맞서 

고소인이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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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컨퍼런스] : 회의 

양당사자 또는 그들의 변호사들이 만나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하는 모임. 

 

Case Conference [케이스 컨퍼런스] : 소송 사건 회의 

소송 사건 회의는 판사와 양당사자와 그들의 변호사들이 모여 양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것과 

동의하지 않는 사안을 확인하는 모임이다. 분쟁을 해결할 방법을 논의한다. 

 

Pre-trial Conference [프리-트라이얼 컨퍼런스] : 재판 전 회의 

재판하기 전에 대립하는 변호사들과 판사간의 비공식 모임이다. 소송 사건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의논한다. 이 문제들을 단순화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재판을 열지 않고 합의를 할 

수 있는지 의논하고, 그리고 만약 양 당사자가 재판을 열게 되면 몇일 동안 열어야 되는지

도 의논한다. 

 

Confession [컨페션] : 자백 

저지른 범죄의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진술. 

 

Consecutive Sentence [컨세큐티브 센텐스]: 순차 집행형의 선고 

피고인이 둘 이상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둘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았을때, 하나의 형

을 복역하고 다른 형을 복역 할수 있다. 교도소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Concurrent Sentence [컨커렌트 센텐스] : 동시 집행형의 선고 

피고인이 둘 이상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둘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았을때, 모든 형을 

한번에 복역 할수 있다. 교도소에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Consent [컨센트] : 동의 

무언가를 하거나 할수 있게 하는 합의나 승인. 

 

Consent Order [컨센트 오더] : 동의 명령 

분쟁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반영하는 법원 명령. 법원 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누군

가가 따르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의해 강제 될수있다. 

 

Contempt of Court [컨템트 오브 코트] : 법정 모욕 

법정과 공무원들에 대한 불복종이나 무례한 행위. 이것은 범죄이다. 

 

 

Contest [컨테스트] : 이의를 제기하다 

법정에서 불리한 주장이나 혐의에 대해 반박하거나 변호하다. 

 

Contract [컨트렉트] : 계약서 

법으로 집행 할 수 있는 의무를 만드는 합의. 계약의 기본 요소는 상호 동의, 고려 사항, 당

사자의 역량과 계약의 합법성이다.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컨트롤드 드럭스 앤 섭스텐스 액트] : 약물규제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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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과 대마초 같은 유해한 약물 및 물질을 통제하기 위한 캐나다 연방법이다. 

 

Conviction [컨빅션] : 유죄 판결 

(1) 법정에서 피고인이 죄가 있다는 판결 (2) 판사나 배심원단이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는 절차. 

 

Corollary Relief [코롤러리 릴리프] : 이혼 후의 문제에 대한 조율 

법정에서 이혼 절차를 밟을 때 배우자 부양비와 아동 양육비, 양육권, 접근권을 요구하는 

것.  

 

Costs [코스츠] : 소송 비용 

한 당사자가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변호할 경우 다른 당사자에게 법원의 명령으로 지불하는 

돈 또는 법원의 지시를 따르지 못할 경우 법원에 내야하는 돈도 포함된다. 

 

Counsel [카운슬] : 변호인 

법률상담 (조언)을 해 주거나 의뢰인을 변론하는 변호사. 

 

Count [카운트] : 기소 조항 

형사 사건에서 각 기소 조항은 각기 다르게 주장된 범죄에 대한 진술이다. 

 

Court [코트] : 법원 

법원은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을 판결하고 국법에 따라 민법상, 형사상, 행정상 그리고 다

른 문제들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기관이나 재판소이다. 

 

Supreme Court of Canada [슈프림 코트 오브 캐나다] : 캐나다 대법원 

캐나다의 최고 법원이며 캐나다 법무부의 최종 항소 법원이다. 

 

Court of Appeal [코트 오브 어필] : 주 항소 법원 

각 주마다 존재하는 최고 법원이다. 각 주의 상급 법원에 판결에 대한 항소를 청취한다. 

 

Superior Court of Justice [슈피리어 코트 오브 저스티스] : 상급 법원 

각 주마다 상급 법원의 이름이 다르다. 예를 들면 Superior Court of Justice, Supreme 

Court, 그리고 Court of Queen’s Bench 등이 있다. 상급 법원은 ‘고유 사법권’을 가지고 있

는데, 이 말의 뜻은 다른 수준의 법원들에 제한되어 있는 소송이 아닌 이상 아무 소송이나 

청취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급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과 많은 돈이 관련된 소송을 포함하

여 제일 심각한 형사 그리고 민사 소송들을 재판한다. 알버타주에서는 관련된 요구 또는 소

유물의 가치가 $50,000 이 넘으면 Court of Queen’s Bench 에서 판결해야 한다. 상급법원

은 민사, 형사, 또는 가정 문제를 다루는 재판소다. 그리고 파산, 부동산, 도움이 필요한 성

인 문제들도 처리한다. 알버타주의 주법원에서 일어나는 항소들은 Court of Queen’s Bench 

에서 청취한다.  

 

Family Court [패밀리 코트] : 가정 법원 

몇몇의 주들은 모든 가정법에 관한 문제들을 하나의 통일된 법원에서 처리한다. 알버타주에

서는 Court of Queen’s Bench (상급법원)과 주법원의 가정 부서 둘다 가정법 문제를 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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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mall Claims Court [스몰 클레임스 코트] : 소액 재판 법원 

소액 재판 법원은 알버타에 주법원의 민사 부서의 속해 있다. 이 법원은 지불해야 할 돈, 

인적 재산의 회복 또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50,000이 넘지 않는 분쟁들만 처리한다. 이 

법원의 규칙과 절차는 간단하여 사람들은 변호사 없이 절차를 스스로 처리 할수있다. 

 

Creditor [크레디터] : 채권자 

다른 사람에게서 돈, 물품 또는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사람. 

 

Criminal Code of Canada [크리미널 코드 오브 캐나다] : 캐나다 형법 

Criminal Code of Canada는 대부분의 형사 범죄와 그에 따른 처벌, 그리고 형사소송이 규

정되어 있는 캐나다 법률이다. 이것은 의회에서 만든 제정법이고, 캐나다 전체에 적용된다. 

 

Criminal Law [크리미널 라] : 형사법 

Criminal Code of Canada의 속해있는 법이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정부로 부터 기소되고 

처벌되는 사회에 해로운 범죄를 다룬다. 

 

Criminal Record [크리미널 레코드] : 범죄 기록 

한 사람의 범죄 전과를 기록한 요약. 

 

Cross-Examination [크로스-익제미네이션] : 반대 심문 

재판이나 공판중 반대편이 목격자에게 심문을 하는 경우. 

 

Crown [크라운] : 정부, 정부 변호사 

(1) 군주 또는 정부. (2) 정부 대신 형사 소송을 기소하는 정부 변호사. 

 

Crown Attorney [크라운 어톨니] : 정부 검찰 

정부를 (the Crown) 대표하고, 형사 소송 절차를 시작하여 피고인을 기소하는 변호사,  

 

Crown Prosecution [크라운 프로세큐션] : 정부 기소 

정부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에 부르는 절차. 

 

Custody [커스토디] : 구류, 양육권 

(1) 법적 권한에 의해 한 사람을 투옥시키는 것 (2) 부모가 별거 또는 이혼할때 법원이 한

쪽 또는 양쪽 부모에게 주는 자녀 관리권, 의사 결정 권리와 책임들. 

 

Joint Custody [조인트 커스토디] : 공동 양육권 

양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공동 양육권이라 한

다. 공동 양육권은 자녀가 각 부모와 같이 사는 시간이 똑같다는 뜻은 아니다. 자녀가 한 

부모와 주로 살고, 다른 부모와는 정기적 시간을 보내는 경우 일수도 있다. 

 

Shared Custody [쉐어드 커스토디] : 공유 양육권 

자녀가 각 부모와 최소 40%의 시간을 보내고, 각 부모가 자녀를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