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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법원은 최근에 법원 직권으로 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 

없이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른 결정에서 대법원은 보정명령이 중간적 

재판이므로 독립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오래 전부터 대법원은 

판결경정신청이 절차에 관한 신청이 아니어서 이를 기각한 결정은 통상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특별항고의 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즉시항고는 특별한 규정 없이 

할 수 없다. 즉시항고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정할 수 없고 하나씩 따로 조문에서 정

한다.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에 상소할 수는 없다. 보정명령은 재판이 아니고 

법원이 소송지휘 차원에서 하는 지시일 뿐이다. 판결경정신청은 본안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절차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배척한 결정은 통상항고의 대상이 된다. 

이것을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헌법위반을 인정하기 위하여 

공연한 노력을 하여야 하였다. 

주제어: 상소의 대상, 통상항고, 즉시항고, 특별항고, 보정명령

I. 머리말

  지난해에 대법원에서 즉시항고에 대하여 특이한 결정을 하나 하였다. 지금까지 

항고는 항소나 상고에 비하여 주목받을 만한 사건도 적었고, 실무가들과 학자들도 

항고에 대하여 그리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바꾸어 말하면 항고에 대한 이론이 정치

하게 발전할 계기가 없었고, 실제로 그다지 발전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의 

특이한 재판 외에도 최근에 대법원이 항고에 대하여 한 여러 재판을 보면 민사

소송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아쉬운 점이 많다. 그러나 글쓴이도 막상 항고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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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서는 생각만 하고 본격적으로 글을 쓰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항고, 특히 

항고의 대상에 대하여 글을 써 보려 한다.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글쓴이가 독일에서 박사과정을 밟을 때 겪은 일을 하나 

적는다. 읽는 분들께서 항고의 대상 규정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하여 적는 

것이니, 법학논문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라고 나무라지 마시고 너그러이 보아 

주시기 바란다. 글쓴이가 박사과정을 시작하였을 무렵 지도교수님의 세미나에서 

‘한국의 상소제도’에 대하여 발표를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상소제도를 독일의 

상소제도와 비교하는 것이었는데, 발표를 준비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개

념이 Statthaftigkeit(상소의 대상)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석사과정에 있을 때에도 이 

개념을 본 적은 있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갔는데, 독일어로 발표문을 작성

하려니 이 개념을 꼭 이해하여야 하였다. 그 당시의 독일 민사소송법 상고의 대상

(Statthaftigkeit) 규정인 제545조 제1항은 고등법원(Oberlandesgericht)의 항소심 판

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방법원(Landgericht)의 항소심 판결, 그

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으로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서는 아예 상고할 수 없었다.1) 또 가압류나 가처분을 명하거나 변경, 취소하는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할 수 없다(개정 전 독일 민사소송법 제545조 제2항. 현재 제542조 

제2항).2) 독일 민사소송법이 인정하는 결석판결에 대하여서도 원칙적으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없다(개정 전 제513조. 현 514조). 그리고 당시 법 제512조와 제546조

에서 각각 항소와 상고를 제한하였다. 글쓴이는 독일에서는 상소할 수 없는 경우가 

다양하니 민사소송법에 Statthaftigkeit라는 개념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민사소송

1) 이 점 때문에 당시 독일 법은 가사사건의 심급을 특수하게 규정하였다. 혼인관련사건의 

제1심은 우리나라의 지방법원 단독판사에 해당하는 간이법원(Amtsgericht)의 가정재판부

(Familiengericht)가 맡는데(독일 법원조직법 제23b조), 항소심을 지방법원(LG)이 아니고 

고등법원(OLG)에서 맡았다(동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친자관계사건은 간이법원 일반

재판부에서 담당하였지만, 항소법원은 역시 고등법원이었다. 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기 때문에 친자사건과 혼인사건에 대하여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이 항소법원이 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 후 독일 

민사소송법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에도 상고할 수 있다(독일 민사

소송법 제542조). 그러나 친자사건과 혼인사건의 심급관할상 법원은 여전히 간이법원의 

(가정)재판부와 고등법원이다.
2) 이 점은 현재 독일 민사소송법에 따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동법 제542조 제2항 제1문). 

지금 우리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가압류․가처분 절차에서 판결을 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81조 제1항, 제286조 제3항). 그러나 2005년 개정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판결을 

할 수 있었다(개정 전 제281조 제1항, 제28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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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이런 개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세미나에서 발표할 때 

한국 민사소송법은 상소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Statthaftigkeit라는 개념을 쓰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지도교수님께서 그래도 한국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하셨다. 글쓴이는 비약상고는 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 때까지도 글쓴이는 Statthaftigkeit를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지도교수님께서 

물론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비약상고를 할 수는 있지만, 한국 

민사소송법에 따를 때 중간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고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없지 않느냐고 하셨다. 글쓴이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Statthaftigkeit를 이해

하였다. 항소, 상고, 항고에는 각각 ‘대상’이 정하여져 있다. 재판에 불복하고 싶다고 

하여 누구나, 아무 상소나 제기할 수 없고, 특정인이, 그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이 

정하여 둔 특정 상소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보전처분에 관한 재판 등 법원의 

특정 재판을 상소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소를 제한하는 것만이 ‘상소의 대상

(Statthaftigkeit)’ 규정의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인 상소의 대상을 정하는 

것부터가 ‘상소의 대상’ 규정이 할 일인 것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항소, 상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지 않으니 항소, 상고의 대상 규정에 원칙적인 대상 설

정만 포함되고 예외적으로 재판의 일부를 상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은 없다. 

그래서 항소의 대상을 정하는 제390조 제1항과 상고의 대상을 정하는 제422조 제

1항의 문언이 짧고, 내용도 단순하다.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고, 

제2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개 이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특별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박사과정 학생 시절의 글쓴이도 

그래서 이것은 그저 당연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Statthaftigkeit’가 바로 이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상소제한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비로소 Statthaftigkeit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상소에 대하여 생각할 때

마다, 상소를 강의할 때마다 박사과정 지도교수님의 지적을 떠올리고 감사한다.

  위에서는 항소와 상고의 대상에 대하여 썼는데, 항고에도 물론 대상이 정하여져 

있다. 항고의 대상은 항소와 상고의 대상보다 훨씬 복잡하여 한눈에 파악하기 어

렵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요사이 대법원이 항고에 대하여 한 재판을 보면 우리 법

원이 항고의 대상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 항

고의 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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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항고의 대상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항고의 대상이 문제가 된 사건을 몇 개 소개한다. 

  먼저 이 글의 직접적인 계기인 대법원 2011. 5. 2. 자 2010부8 결정이 있다. 이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의 

재판을 한 경우, 그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21조를 준용하여 즉시항

고할 수 있다고 한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은 2010년에 신설된 규정으로, 당

사자의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이다. 그런데 이 조문을 신설하면서 법원이 직권으로 한 담보제공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방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반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재판에는 제

121조에 따라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117조 제2항에 따른 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당사자가 특별항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은 

제117조 제2항의 결정에 제121조가 준용된다고 하면서 특별항고를 즉시항고로 보아 

항고법원이 될 고등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였다(아래에서는 이 결정을 ‘결정 ①’이

라고 한다).

  대법원 2009. 3. 27. 자 2009그35 결정과 대법원 2012. 3. 27. 자 2012그46 결정

(아래에서는 2012그46 결정을 ‘결정 ②’라고 한다. 이 결정과 2009그35 결정의 항

고의 대상 관련 문언이 똑같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결정 ②만 다룬다)은 소장이나 

상소장에 인지를 붙이라는 보정명령에 불복하여 당사자가 특별항고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대법원은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39조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음

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나 항고를 할 수 없다고 하

였다. 이어서 대법원은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서 소장이나 상

소장이 각하되면 이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인지보정명

령은 소장 또는 상소장의 각하명령과 함께 상소심의 심판을 받는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

복할 수 없는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

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 각하되었다.3)

3) 보정명령에 대한 불복이 요즘 들어 대법원에서 처음 다루어진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71. 

3.4.자 71마89 결정과 대법원 1987.2.4.자 86그157 결정도 마찬가지로 재판장의 인지보

정명령에 관한 것인데, 이들은 특별항고가 아니고 즉시항고(재항고)사건이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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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1.10.28.자 2011그184 결정과 대법원 2011.10.13.자 2011그181 결정

은 각각 판결의 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과 조정조서의 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특별항고한 사건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은 신청인이 경정신청에 

대한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

어졌거나 판결이 경정되어야 함이 명백한데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였다면, 또 조정

조서를 경정하여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상황인데 경정하지 않았다

면 헌법위반이라고 하면서 특별항고를 인용하였다(아래에서는 2011그184 결정을 

‘결정 ③’이라고 한다. 민사소송법 제220조에서 화해조서 등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하고, 민사조정법 제29조에 따라 조정조서도 마찬가지이다. 판례도 

조서에 대한 경정신청을 판결경정신청과 마찬가지로 보므로4) 2011그181 결정을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III. 항고의 대상

1. 상소의 대상에 대한 일반론

  항고의 대상을 살피기 전에 먼저 ‘상소의 대상’ 개념에 대한 일반론을 보자. 상

소의 대상(Statthaftigkeit)은 입법자가 상소제도를 만들 때 누가 어떤 상소를 어떤 

‘종류’의 재판에 대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가의 문제이다.5) 더 넓게 보면 특정 제

도가 이용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개념은 상소만이 아니고 다른 구제절차에도 적

용된다. 예컨대 가압류․가처분결정이나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람은 이

의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 제301조,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2항). 

이 경우에 상소를 이용할 수 없으며, 반대로 제1심 판결이나 소장각하명령에 불복

하여 이의할 수도 없다. 재심의 소도 어떤 ‘종류’의 재판에 대하여 할 수 있는지 

정하여져 있다.6) 무엇보다도 재심은 ‘확정’판결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민사소송법 

1969.12.19.자 69마500 결정의 사건은 재판장이 소송물가액을 보정하라고 명령한 것에 

즉시항고(재항고)한 것이었다. 즉시항고(재항고) 사건에서도 법원은 보정명령에 대하여 

이의나 항고할 수 없다고 하였다.
4) 대법원 1984.3.27.자 84그15 결정; 대법원 1986. 11. 7. 86마805 결정 등.
5) Rosenberg/Schwab/Gottwald, Zivilprozessrecht, 17. Aufl., München 2010, § 135 Rn. 5; 

Stein/Jonas/Grunsky, Kommentar zur Zivilprozeßordnung, 21. Aufl., Bd. 5/1, Tübingen 1994, 

Einleitung Rn.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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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1조 제1항), 상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하여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두 제도는 크게 다르다. 이 글에서는 이의나 재심과 같은 구제절차에 대하여는 

더 깊이 다루지 않고 ‘상소의 대상’에 대하여서만 살핀다. 

  입법자가 누가 어떤 상소를 어떤 ‘종류’의 재판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정

하는 것이 ‘상소의 대상’이므로, 이것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 아니, 기본적으로 사법제도에 상소라는 것을 둘 것인지, 둔다면 어떤 상소를 

둘 것인지 정하는 것부터가 입법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이다.7) 그리고 우리나

라 민사소송법처럼 항소, 상고, 항고([통상]항고와 즉시항고)를 둔다면 각 상소를 

어떤 종류의 재판에 대하여, 어떤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도 입법자

가 결정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그의 재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상소할 수 있다고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상소의 대상’은 상소의 적법요건이다.8) 입법기술적으로 우선 어떤 ‘종류’의 

재판이 특정 상소의 대상으로 정하여지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예컨대 I.에 적은 것처럼 독일 민사소송법은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

하여 상고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가압류․가처분을 발령하거나 변경하거나 취소하

6) Rosenberg/Schwab/Gottwald, a.a.O., § 159 Rn. 9 f.
7) 입법자는 아예 상소제도를 두지 않을 수도 있고, 3심제를 두더라도 특정 사건에 대하여 

2심제나 단심제를 규정할 수도 있다(특허소송, 선거소송 등). 또 우리나라처럼 항소, 상고, 

항고를 둘 수도 있고, 프랑스의 cassation이나 미국 연방대법원의 petition of certiorari와 

writ of certiorari를 통한 상소 같은 제도를 둘 수도 있다. 그리고 법을 개정하여 상소의 

종류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독일 민사소송법에는 지금 우리 민사소송

법과 같이 (통상)항고, 즉시항고, 재항고가 있었으나, 2002년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통상)

항고가 없어지고 즉시항고와 재항고만 남았다. 입법자는 특정 재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상소의 종류를 바꿀 수도 있다.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3항에서 가압류이의에 대한 재판 

형식을 판결에서 결정으로 바꾸면서, 이 재판에 대한 상소도 즉시항고로 바뀌었다(동조 

제7항). 이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특정 재판에 대한 상소의 종류가 바뀐 것이 아니고, 

‘재판의 종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소도 그 ‘종류’의 재판에 대한 상소로 자연히 바뀐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심급제도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소 2010.12.28. 2009헌바410 결정). 이 재판은 상소의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니고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상고심의 형성이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시에서 상고심의 대상도 입법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tein/Jonas/Grunsky, a.a.O., Einleitung Rn. 12는 상소의 형

성이 입법자의 자유이기는 하나, 상소의 대상이 되는 재판과 아닌 재판이 자의적으로 

나누어진다든가 하여서는 안 되며 상소할 수 없는 경우에 하급심 재판의 적정을 보장

하는 데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8)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6판보정판, 박영사(2012), 787면 이하; 호문혁, 민사소송법, 

제10판, 법문사(2012), 5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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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판결을 상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동법 제542조 제2항 제1문). 또 우리 민사소

송법과 달리 독일 민사소송법에는 결석판결 제도가 있는데, 결석판결은 항소와 상

고 모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9) 

  이렇게 어떤 ‘종류’의 재판에 대하여 상소의 대상을 정하는 것 외에 다른 기준

을 더 두어 ‘종류’ 면에서는 상소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대하여도 상소를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상소제한’이라고 하는 제도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으로 시행한 허가

상고제가 있다.10) 그 당시에는 상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인 항소심 종국판결에 대

한 상고이더라도 바로 적법하지는 않았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대법원의 상고허

가를 받아야 비로소 적법한 상고이었던 것이다. 상소제한에는 허가상소 외에 다른 

방법도 있다. 상고심에서 판결이 달라지면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큰 

경우, 곧 불복이 큰 경우에만 상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11) 판례를 

통한 법형성이나 법 해석․적용의 통일을 위하여, 또는 규범통제를 위하여 상고심

의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상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방법도 있다. 소

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그런 규정이다.12) 그런데 법형성이나 법 해석․적용의 통

일을 기한다는 것은 허가상소제에서 허가의 요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13) 소액사

건심판법의 제도와 허가상소제는 내용상 같은 요건을 고려하지만, 상소허가제도를 

두어 상소제기 단계에서부터 사건 수를 줄이느냐,14) 아니면 상고를 제기한 후 이

러한 요건을 심사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끝낼 수 있도록 하느냐의 차이가 있다.15) 

 9) 독일 민사소송법 제338조 제1문에 의하여 결석판결은 Einspruch라는 구제방법의 ‘대상’

이다. 우리 민사소송법에는 결석판결이 없어서 이 Einspruch에 해당하는 구제방법도 

없다.
10) 허가상고제에 대한 내용은 호문혁, “상고제도의 목적과 상고심 부담 경감 제도”, 민사

소송, 제9권 제2호(2005), 129면 이하 참조.
11) 예컨대 개정 전 독일 민사소송법 제546조 제1항에서 불복이 6만 마르크가 넘는 경우에 

상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12)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상고이유의 제한’이 아니고 ‘상고의 대상 제한’ 규정이라는 

것은 졸고, “민사소송법학의 관점에서 본 ‘고등법원 상고부 도입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 제9권 제2호(2005), 164면 이하에서 지적하였다. 
13) 예컨대 독일 민사소송법 제543조 제2항의 상고허가요건, 제511조 제4항의 항소허가요건.
14) 어떤 기관이 상소허가를 하게 하는가도 입법자에 따라 다르다. 상고법원이 될 대법원이 

상고심리에 앞서 허가여부를 심리하게 할 수도 있고(1981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항소법원이 상고허가를 하도록 할 수도 있다(독일 민사소송법 제543조 제1항). 후자의 

경우 대법원에 상고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15)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심을 신속하게 끝낼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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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소를 제한한다기보다 — 상소사건의 수를 줄이려 한다기보다 — 상소심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규정도 

있다. 독일 민사소송법 제511조 제2항 제1호가 그런 규정인데, 항소심에서 승소하

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항소심의 절차비용 등 손실보다 적다면 항소심을 

진행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16) 

  재판의 종류에 따라 상소가 허용된 재판이지만 상소허가나 불복 등 추가적인 

기준으로 상소를 제한하는 것을 ‘상소의 대상(Statthaftigkeit)’이라는 상소의 적법

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볼 것인지,17) 아니면 독자적인 상소의 적법요건으

로 볼 것인지18)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뉜다. 어떻게 보든 상소할 수 없는 재판에 

대하여 상소하면 부적법하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19) 그러나 굳이 상소제한 제도

하려는 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제한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상소의 적법요건의 

단계로 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다. 심리불속행사유에는 적법요건과 본안요건이 섞여 

있다.
16) 동조는 불복가액이 600유로가 넘어야 항소가 적법하다고 규정한다. 개정 전 독일 민

사소송법 제511a조에서는 1500마르크가 기준이었다. 이 기준은 개정 전 법의 상고의 

기준인 6만 마르크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 상고의 금액 기준은 상고의 수를 줄이려고 

한 것인 데 비하여, 이 조문은 항소를 ‘제한’한다기보다 당사자가 항소를 통하여 얻을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이라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 불복이 아니고 불복가액, 곧 당사자가 상소로서 

현실적으로 다툰 금액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17) Rosenberg/Schwab/Gottwald, a.a.O., § 135 Rn. 5; Münchener Kommentar zur Zivilprozessordnung/ 

Wenzel, 3. Aufl., Bd. 2, München 2007, § 543 Rn. 2 ff.
18) Jauernig, Othmar, Zivilprozessrecht, 29. Aufl., München 2007, § 74 II의 상고에 대한 

설명 참조.
19) 어느 견해에 따르든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점은 같지만, 차이도 있다. 불복의 크기나 

상소허가 등의 요건이 상소의 대상을 이루는 내용이라고 보면, 상소허가를 받지 못한 

판결은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선고되면 바로 확정된다. 반대로 상소허가나 불복의 

액수를 독립적인 적법요건으로 보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지 않고 상소기간이 진행한다. 

이것은 다음 예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불복이 

없어서 항소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고심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된다. 

아예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지만, 불복은 상소요건이

므로 불복이 없어도 판결이 상소의 대상은 되고 상소기간이 진행하는 것이다. 상소허가 

등을 독립적인 상소요건으로 보는 견해는 이를 불복이나 상소제기방식의 준수 등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상소허가를 상소의 대상의 내용이라고 보더라도 상소불허

가에 대한 항고를 인정한다면 항고기간 동안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 불복의 크기와 같은 요건이 상소의 대상의 내용이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불복이 작은 경우에도 상소가 제기되기도 할 것이다. 그 경우 상소각하

로 소송이 종료한다. 그러나 판결이 상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불허가결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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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을 따져야 한다면, 이것 역시 입법자의 선택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

각하여 본다. 입법자가 상소제한제도까지 포함하여 ‘다음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재판에 상소할 수 있다’고 정하면 상소제한의 제도도 ‘상소의 대상’의 내용일 것

이다. 반면 ‘이러한 재판에 상소할 수 있다’고 하여 ‘상소의 대상’을 정한 다음,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상소가 적법하다’고 하면서 상소제한의 내용을 따로 규

정한다면 상소제한제도는 별개의 적법요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예로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

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

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을, 후자의 예로는 독일 민사소송법 제

511조 제1항에서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어서 

제2항에서 ‘불복가액이 600유로를 넘거나 제1심 법원이 판결에서 항소를 허가한 

경우에만 항소가 적법하다’고 정한 것을 들 수 있다.20) 

  위 I.에 적은 것처럼 우리 민사소송법의 항소와 상고의 대상 조문은 매우 간단

하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문헌에서 항소의 대상, 상고의 대상을 별도로 다루지 않고 

상소의 대상을 한꺼번에 설명한다. 선고 전의 재판, 중간판결 등의 중간적 재판, 

본안판결에서 하는 소송비용의 재판, 상고심 판결이 상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등이 그 내용이다.21) 우리 민사소송법에 따를 때 제1심의 종국판결이 항소의 대상

이고, 제2심의 종국판결이 상고의 대상이다. 비약상고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심 

종국판결도 상고의 대상이 된다(제390조 제1항 제2문, 제422조 제2문). 한편 제

항고기간의 만료나 상소각하로 소송이 종료하더라도 판결의 확정 시점은 하급심 판결의 

선고시로 소급한다. 반면 이런 것이 독립적인 상소요건이라면 상소기간의 만료시에 

판결이 확정된다(상소가 제기되어 각하된 경우에도 기간 만료시로 소급하여 확정된다). 

판결의 확정시에 대하여 상세한 것은 호문혁, 주 8)의 책, 668면 이하 참조.
20) 독일 민사소송법 제542조 제1항은 ‘다음 여러 조문의 기준에 따라 항소심의 종국판결

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고 하고, 동조 제2항에서 보전처분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543조에서는 허가상고에 대하여 규정한다. 따라서 이 조

문은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상고허가까지 받아야 ‘상고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 것이

라 볼 것이다. 동법 제511조 제2항과 제543조는 문언도 다르다. 제511조는 제1항에서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Die Berufung findet…… statt)’고 한 후 

동조 제2항에서 ‘항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만 적법하다(Die Berufung ist nur zulässig, 

wenn……)’고 한다. 반면 상고에 관하여 제542조 제2항은 ‘제2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다음 여러 조문의 기준에 따라 상고할 수 있다(Die Revision findet…… statt)’고 하고 

제543조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다(Die Revision findet nur statt, wenn 

……)’고 한다. 
21) 이시윤, 주 8)의 책, 787면 이하; 호문혁, 주 8)의 책, 5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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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조 제1항에서 공시최고절차에서 한 제권판결에 대하여는 상소하지 못한다고 

하므로, 제권판결은 항소나 상고의 대상이 아니다. 항고의 대상은 항소나 상고의 

대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이 글의 관심사가 항고의 대상이므로, 아래 III. 2.에서 

따로 다룬다. 

2. 항고의 대상

  이제 ‘항고의 대상’을 보자. 항고의 대상을 정하는 민사소송법 제439조는 문언

부터 항소․상고에 대한 제390조 제1항, 제422조 제1항과 다르다. 제439조는 ‘소송

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신청을 각하한 결정이나 명령도 항고의 대상이 된다고 새긴다.22) 항소와 

상고의 대상은 그냥 제1심과 제2심의 종국판결인데, 왜 항고의 대상은 ‘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명령’이 아니고 ‘신청을 배척한’ 결정이나 명령일까? 그것은 절차에 관한 

신청을 심판하는 절차의 성질 때문이다. 절차에 관한 신청의 심판 절차가 소에 대한 

심판 절차인 소송과 다르며,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사항도 판결사항과 다르다. 

절차에 관한 신청은 매우 다종다양하고, 이에 대한 심판절차(아래에서는 편의상 

‘결정절차’라고 한다)도 경우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23) 대개 항고의 대상을 민

사소송에 부수된 신청에 대한 재판과 민사소송법이 명문으로 항고를 허용한 경우, 

강제집행절차의 결정으로서 항고할 수 있는 경우, 보전처분절차에서 항고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누는데,24) 이들 경우는 서로 워낙 달라서 같은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다. 

우선 가압류․가처분절차는 본안소송의 경우처럼 양당사자대립구조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부수된 신청이나 강제집행절차에서 결정으로 재판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당사자가 신청인 한 명밖에 없는 편면절차인 경우가 많고, 신

청인이 본 절차인 소송이나 집행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일 수도 있고, 신청인 

외에 이해관계인이 많은 경우도 있다. 예컨대 소송에서 원고가 법관과 피고 사이

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며 법관의 기피를 신

청한다면, 기피신청의 당사자는 원고뿐이다. 피고나 기피대상이 된 법관이 상대방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소장심사절차도 편면절차이다. 소장심사는 소장송달 

전에 하기 때문이다. 부동산경매에서 일괄매각의 신청은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

22) 이시윤, 주 8)의 책, 854면; 호문혁, 주 8)의 책, 654면 주 1). 
23) Stein/Jonas/Grunsky, a.a.O., vor § 567 Rn. 1.
24) 이시윤, 주 8)의 책, 854면 이하; 호문혁, 주 8)의 책, 65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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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집행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권자가 되고, 

또 신청권이 여러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25) 또 신청인 아닌 사람이 신청에 따른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고,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한 

재판에 대하여 절차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불복하는 경우도 있다.26) 전자의 

예로 피고가 한 이송신청에 따라 법원이 이송결정을 한 때 원고가 불복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 후자의 예로 결정 ①의 사건을 들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8항은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나 감치재판에 증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하

는데, 이것은 당사자가 증인 한 명뿐인 편면절차이고 신청 없이 직권으로 한 재판에 

대한 불복이며 본소송의 당사자 아닌 사람에게 상소권이 있는 경우이다. 이처럼 

절차에 관한 신청이라는 것이 다종다양하고,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사항이라

는 것도 바로 이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사항’이라는 점 외에는 모두를 포괄

할 만한 공통점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439조는 결정절차가 편면절차인 경우가 많

다는 것을 고려하여 ‘신청을 배척한 결정이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다. 편면절차

에서는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과 재판이 일치하므로 신청인은 불복이 없다. 따

라서 설사 재판이 상소의 대상이 되더라도 상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편면절차

를 포함한 결정절차에서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항고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

이다. 이 점에서 항고는 판결에 대한 상소와 다르다. 양당사자대립구조에서는 한 

당사자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상대방은 불복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판결에 대

하여서는 소나 상소를 기각․각하하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있다고 할 필요

도 없고, 또 양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도 안 된다. 그러나 편면절차에서는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이 항고의 대상이라고 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결정절차 자체가 편면절차라고 하더라도 재판에 의하여 신청인 아닌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이송신청이 인용되면 신청인인 피고는 만족

하므로 상소할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고, 제439조에 따를 때 상소의 대상이 아니

므로 상소할 수 없다. 그러나 이송결정에 의하여 원고도 영향을 받는다. 편면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수 있도록 할 필

요가 있는 것이다. 또 위에서 보았듯이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하는 경우에 

25) 부동산경매의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제90조가 정하는데, 집행절차의 당사자인 채

권자와 채무자 외에 배당을 요구한 사람, 부동산 위의 권리자 등 여러 명이다.
26) 그래서 상소의 대상(Statthaftigkeit)에는 어떤 ‘종류’의 재판에 대하여 어떤 기준에서 상소

할 수 있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누가’ 상소할 수 있는지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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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재판에 불복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가압류․가처분 절차처럼 결정으로 재

판하는 절차이지만 양당사자대립구조이어서 신청을 인용하든 배척하든 어느 한 

당사자는 불복하려 할 상황도 있다.27) 강제집행절차에서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

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결과가 인용인지, 배척인지에 따라 양 당사자가 각각 

불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9조에서 항고의 대상을 ‘신청을 배척하는 결

정이나 명령’이라고 정한 것만으로 이와 같은 여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결정

절차는 워낙 다종다양해서 일반적인 규정 하나로 모든 경우를 포괄할 수 없다는 

말이다.28) 그래서 민사소송법은 항고의 대상에 대하여 일반규정을 둔 것 외에, 제

439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불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할 경우에 항고할 수 있

다는 규정을 별도로 둔다. 이것이 바로 즉시항고이다. 제439조의 항고는 즉시항고

와 구별하기 위하여 통상항고 또는 보통항고라고 부른다.29) 즉시항고는 제도 자

체가 하나의 포괄적 규정으로 규율할 수 없는 다종다양한 경우를 위하여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경우를 매번 — 번거롭

게도 —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정한다. 민사소송법 문헌에서 ‘즉시항고는 법률에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때문

이다.30) 즉시항고의 대상(Statthaftigkeit)은 항소나 상고, 통상항고의 대상과 달리 

개별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다. 

  즉시항고의 대상은 ①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②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한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다. 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이나 명령, 곧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라 통상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조문이 많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법은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제39조)이나 제척․기피신청의 기각․각하결정(제47조 제2항)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통상항고의 대상이 될 재판을 따로 즉시항고

의 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통상항고가 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상소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피신청의 기각결정이 즉시항고의 대상이 아니고 통상항고의 대상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제1심 계속 중에 피고가 기피신청을 하였다가 기각

27) 가압류․가처분결정에는 피신청인이 상소할 수 없고 이의하여야 하지만, 이의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결과에 따라 양 당사자가 각각 불복하려 할 수 있다.
28) Stein/Jonas/Grunsky, a.a.O., vor § 567 Rn. 3.
29) 이시윤, 주 8)의 책, 853면; 호문혁, 주 8)의 책, 653면. 
30) 호문혁, 주 8)의 책, 653면. 이시윤, 주 8)의 책, 854면은 통상항고가 원칙이며 즉시항

고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한다.



항고의 대상 / 吳姃厚   95

결정을 받은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제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판

결이 확정된 후에도 기피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통상항고를 할 수 있다면, 그

리고 항고심의 재판 결과 기피가 이유 있다면 이 확정판결의 효력이 문제가 될 

것이다. 반면 즉시항고는 1주일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제444조 제1항) 

이런 문제가 생길 위험이 없다. 그래서 입법자는 ③ 절차에 관한 신청을 배척한 

결정․명령도 필요하면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반대로 항고를 명문으로 금지하는 조문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민사소송법 제47조 

제1항에서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한다. 

그밖에 제28조 제2항에서 관할지정신청, 제337조 제3항에서 감정인에 대한 기피

결정, 제380조에서 증거보전결정, 제465조 제2항에서 지급명령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 제466조 제3항에서 지급명령 사건을 직권으로 소송에 부치는 결정, 제500조 

제3항에서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 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등에 관한 재

판에 대하여 불복을 금지한다. 제133조에서는 소송구조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상

대방이 불복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한다. 그런데 제465조 제2항의 지급명령신청

각하결정을 제외하고 이들 경우는 모두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나 법원이 직권으

로 하는 결정에 대한 것이다. 제439조의 통상항고의 대상이 아니며, 민사소송법이 

개별적으로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으니 어차피 항고의 대상이 아닌 재판인 

것이다. 민사집행법에서 불복을 금지하는 제15조 제9항, 제47조 제3항, 제182조 

제2항, 제196조 제5항, 제214조 제1항, 제289조 제5항, 제309조 제5항도 모두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재판의 경우이다. 이들 경우는 어차피 

항고의 대상으로 정하여진 적도 없는 경우에 불복을 금지하는 것이니 사실 필요 

없는 조문이다. 이들 조문이 없어도 결과는 똑같다.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의 

불복금지만 꼭 필요하다. 그러나 즉시항고가 개별 경우에 대하여 따로따로 규정되

기 때문에 개괄하기 어렵다는 점, 결정절차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을 

하거나 재판에 항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항고에 관한 문제가 복잡하다는 점

을 고려하면, 중요한 경우에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나

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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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항고의 대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연구

1. 결정 ①: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명한 결정

  민사소송법 제121조는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

다고 하므로, 제117조 제1항의 담보제공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나 배척하는 결정

은 즉시항고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제117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

제공을 명한 결정은 ‘신청’에 관한 결정이 아니므로 제12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절차에 관한 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이 아니므로 제439조의 통상항고의 대

상이 될 수 없고, 특별히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조문도 없으니 즉시항고의 대상도 

아니다. 제117조 제2항의 결정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인 것이

다. 그래서 당사자는 이에 대하여 제449조에 따라 특별항고하였다. 그런데 대법원

은 직권으로 담보제공을 명한 결정에 제121조가 준용되어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결과 이 결정은 불복할 수 없는 재판이 아니므로 특별항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어떤 재판이 즉시항고의 대상이 된다고 법이 정하지 않아도 ‘준

용’ 또는 ‘법원의 해석’으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 

  우선 ‘준용’은 입법의 기술이지, 해석의 방법이 아니다. 이 점에서 대법원이 제

121조가 ‘준용’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31) 이어서 즉시항고의 대상을 사법부가 

해석상 넓힐 수 있는지 보자.

  위 III. 1.에 적은 것처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재판에 불만이 있다고 

하여 아무 상소나 이용할 수 없다. 어떤 상소를 둘 것인가, 개별 상소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정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재판에 대하여, 누가, 

어떤 상소를 이용할 수 있는지는 법이 정한다. 민사소송법이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

제공을 명한 결정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불복할 방법을 주지 않았다면, 그 재판은 

불복할 수 없는 재판이다. 법원이 상소의 대상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상

소의 대상이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여 입법자의 판단이 무

조건 옳다는 것은 아니다. 직권 담보제공결정과 신청에 따른 담보제공에 관한 결

정을 비교할 때, 입법자가 제117조 제2항을 신설하면서 법원 직권으로 하는 담보

제공결정을 즉시항고의 대상으로 정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는 있

31) 곽윤직․김재형, 민법총칙, 제8판, 박영사(2012), [17] 1. (ㄱ). 호문혁, 주 8)의 책, 653면, 

주 3)은 이 결정을 소개하면서 선해하여 ‘유추적용’이라고 한다.



항고의 대상 / 吳姃厚   97

다.32) 흔히 말하듯 ‘입법의 불비’인 것이다. 입법의 불비를 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

고 그래도 되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상소의 대상을 해석으로 확장하여도 될까? 입

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 강행규정인 절차법 입법의 영역을 사법부가 

함부로 침범하여서는 안 된다. 또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보호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이 상황은 그런 것도 아니다.33) 법원이 직권으

로 한 담보제공결정이 통상항고의 대상도, 즉시항고의 대상도 아니어서 불복할 수 

없다고 하여도 민사소송법 제449조 특별항고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다. 이 사건의 

특별항고인도 그렇게 하였다. 그런데도 사법부가 입법부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옳다고 보이지 않는다. 입법의 불비를 지적하여 민사소송법을 

고치는 것, 바꾸어 말하면 입법의 문제는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대법원은 결정 ①에서 제121조가 준용된다는 판단의 근거로 ‘민사소송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직권에 의

한 소송비용 담보제공 재판에 대한 불복을 금지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든다. 항소, 

상고, 통상항고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의 대상은 한꺼번에 

규정할 수 없어서 따로따로 정하는데, 즉시항고의 대상을 개별적으로 정하는 조문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민사소송법 제3편 상소 제3장 항고 부분에 ‘즉시항고의 

대상은 개별적으로 정한다’는 조문이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민사집행법은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 동법 제15조 제1항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조문이 없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민사집행법에는 제23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민사집행법의 즉시항고도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34) 

32) Stein/Jonas/Grunsky, a.a.O., Einleitung Rn. 12.
33) 입법자가 정하지 않은 상소를 사법부가 필요에 의하여 인정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독일 민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판례가 불복할 수 없는 재판에 대

하여 ‘현저한 불법을 이유로 한 비상적인 항고(ausserordentliche Beschwerde wegen greifbarer 

Gesetzwidrigkeit)’를 인정하였다. 이것은 심각한 상황에서 당사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법에 없는 상소를 인정한 것이고 법에 규정된 상소의 대상을 확대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결정 ①의 대법원의 태도와는 다르지만, 일맥상통하는 점도 있다. 그러나 우리 

민사소송법에는 이 비상적인 항고가 제449조에 특별항고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어 있

다. 불복할 수 없는 재판도 헌법위반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특별항고로 다툴 

방법이 민사소송법에 마련되어 있는데도 대법원이 즉시항고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참고로 독일에서는 2001년에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비상적인 항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Rosenberg/Schwab/Gottwald, a.a.O., § 146 Rn. 10). 입법자가 

규정하지 않은 상소를 사법부가 창설하는 것을 막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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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에는 이런 조문이 없으니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대법원의 설

시처럼 ‘명문으로 불복이 금지되지 않았으면’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예컨

대 제82조의 소송인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즉시항고할 수 있

을까? 그렇다면 대법원은 즉시항고의 대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즉시항고는 항소나 상고, 통상항고와 달리 법이 ‘대상(Statthaftigkeit)’을 정하지 않은 

상소인가? 당사자가 어떤 재판에 불만이 있을 때 그 재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상소를 이용하여야 하고 법이 어떤 상소도 정하지 않았으면 불복할 수 없는 것인

데,35) 즉시항고의 경우는 법이 정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대법원에 따

르면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이 대상으로 정한 재판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상소나 이의 등의 대상이 되거나 명문으로 불복이 금지된 재판에만 

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즉시항고의 대상을 이렇게 볼 근거가 민사소송법

에 없다. 대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민사

소송법에 없으니 규정이 없어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하지만, 즉시항고만이 아니

라 상소 전체에 대한 민사소송법의 태도를 보면 모든 상소는 법이 대상으로 정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나아가 상소 외에 지급명령

에 대한 이의나 재심, 집행이의 등의 구제방법도 법이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저 항소와 상고, 통상항고, 재심, 이의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정하고, 즉시항고의 

대상은 개별적으로 정한다는 것만 다를 뿐이다. 번거롭게 즉시항고의 대상을 개별

적으로 정하는 것은, 즉시항고라는 제도가 한꺼번에 규율할 수 없을 만큼 다종다

양한 경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36)

34) 민사집행법이 즉시항고를 조문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다고 – 주의적으로 – 정한 것은 

연혁적인 이유 때문이다. 1960년 제정된 민사소송법 제7편 강제집행 제517조 제1항에

서는 ‘강제집행절차에서 변론없이 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고 하였다.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즉시항고의 대상을 일반적으로 정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 때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만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었다(개정이유는 집행절차상의 불복방법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복방법을 개편한다는 것이었다. 1988.12.8. 민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8면 참조. 

www.assembly.go.kr의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전의 제517조 제1항

은 같은 민사소송법 안에서 제7편 강제집행의 즉시항고를 앞의 판결절차 부분과 달리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였다. 1990년 개정에서 강제집행절차의 즉시항고의 대상도 

판결절차의 즉시항고와 같게 하였으니 그 조문을 삭제하면 충분하였을 것이다. 그런

데 제517조 제1항을 삭제하지 않고 전과 반대로 정한 것이다. 
35) 항고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호문혁, 주 8)의 책, 654면.
36) 즉시항고의 대상을 개별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위 주 34)에서 보았듯

이 1990년 개정 전 민사소송법이 제7편 강제집행편에서 강제집행절차에서 변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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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민사소송법이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

정을 두지 않았다’고 한 것은, 민사소송법 문헌에서 항고의 일반론을 설명하면서 

‘모든 결정․명령에 대해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 한

한다’37)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학설에서 항고는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막상 민사소송법에는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38) 그러나 법률이 ‘특별히’ 

인정한다는 것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

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통상항고의 대상을 정하는 제439조와 즉시항고의 대상을 

정하는 여러 조문은 모두 항고의 대상을 ‘특별히’ 정하는 것이다. 이들 조문의 적

용대상이 되지 않는 결정이나 명령, 예컨대 소송인수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으므로, 문헌에서 항고가 ‘모든 결정․명령에 대해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

이루어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강제집행절차에 한하

여서이기는 하지만 즉시항고의 대상을 일반적으로 정한 것이다. 즉시항고의 대상을 

일반규정 하나로 정할 수 있다면 입법자도 그쪽이 편할 것이다. 그러나 결정절차와 

항고의 대상이 되는 재판의 다양성 때문에 할 수 없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

한 것이다. Stein/Jonas/Grunsky, a.a.O., vor § 567 Rn. 3.
37) 이시윤, 주 8)의 책, 853면.
38) 지금의 독일 민사소송법 제574조 제1항 제1호는 ‘법률에 명문으로 정하여진 때’ 항고

할 수 있다고 한다. 개정 전 제567조 제1항에도 그런 문언이 있었다. 우리 민사소송

법을 독일 민사소송법과 비교하면, 대법원의 논리처럼 우리 민사소송법에는 그런 규

정이 없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새길 수 있을 것도 같다. 

그러나 지금의 독일 민사소송법은 통상항고를 없애고 즉시항고만 남겼기 때문에 ‘항

고의 대상’ 규정이 이전 통상항고의 대상인 ‘절차에 관한 신청을 배척한 결정․명령’

과 즉시항고의 대상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포괄하여야 한다. 그래서 현재 제

574조의 문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개정 전 제567조 제1항에 ‘법이 특별히 정한 

경우’라는 문언이 있었던 것은, 당시 독일 법의 통상항고의 대상이 우리 민사소송법과 

달랐기 때문이다. 예컨대 당시 독일 법 제380조 제3항은 불출석증인에게 질서금(Ordnungsgeld)

이나 질서구금(Ordnungshaft)을 부과한 재판에 통상항고를 허용하였다.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한 재판에 대한 불복이니 ‘절차에 관한 신청을 배척한 재판’에는 해당되지 

않는데도 통상항고를 허용하려니 특별한 규정을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밖에도 

몇 가지 경우에 더 통상항고가 명문으로 허용되었다. 그래서 당시의 제567조 제1항은 

절차에 관한 신청을 배척한 재판에 대하여, 그리고 통상항고나 즉시항고가 명문으로 

허용된 경우에 항고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처음부터 ‘절차에 관

한 신청을 배척한 재판’이 아닌 경우 모두 즉시항고로 불복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통

상항고는 ‘절차에 관한 신청을 배척한 재판에 대하여 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하다. 

통상항고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없고 즉시항고만 그렇기 때문에, ‘즉

시항고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일반

적으로 그것을 선언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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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고 한 것은 옳다. 또 굳이 말하자면 항소나 상고도 ‘모든’ 

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이 대상으로 삼은 판결에 대하여서만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다. 우리 사법제도가 항소와 상고를 별로 제한하지 않으니 

상소의 대상은 법이 정한다는 것을 우리 법률가들이 인식하지 못하여서 생긴 오

해이다. 글쓴이가 박사과정 세미나 발표를 할 때까지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2. 결정 ②: 보정명령과 항고

  결정 ②는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특별항고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소

장 또는 상소장에 대한 재판장의 보정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의 절차에 관한 

신청을 배척한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특별히 불복할 수 있다고 정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항고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부분만 보면 대법원이 항고의 대상을 

올바르게 본 것 같다. 그러나 ‘인지보정명령에 따라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서 소장

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이 각하명령을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인지보정

명령은 소장 또는 상소장의 각하명령과 함께 상소심의 판단을 받는 중간적 재판”

으로서 제449조의 불복할 수 없는 재판이 아니므로 특별항고의 대상도 아니’라는 

부분을 보면, 대법원이 항고의 대상만이 아니라 ‘상소 전체’의 대상을 바르게 이

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지보정명령이 중간적 재판이라고 하는데, 

보정명령이 ‘재판’인가?39) 

  재판이란 재판기관이 절차에 관하여 내리는 판단 내지 의사표시로서, 이것으로 

일정한 소송법상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소송행위이고, 민사소송법의 재판에는 

판결, 결정, 명령 세 가지가 있다.40) 예컨대 소각하판결은 소가 부적법하다고 법

원이 판단한 것이고, 청구기각판결은 소는 적법하지만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단이

다. 결정 ①의 담보제공결정은 원고가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법원이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결정 ③의 판결경정신청 기각결정은 판결경정신

청이 적법하지만 이유 없다는 판단이다. 또 판결을 하면 소송법상 심급의 종료라

는 법률효과가 있다. 소장각하명령은 아직 소송계속이 발생하기 전에 하는 것이므

로 소송계속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장제출로 소는 제기

되었으니(민사소송법 제248조) 이 소에 대한 절차가 이로써 종료한다.41) 증거보전

39) 이시윤, 주 8)의 책, 567면도 인지보정명령이 중간적 재판이라고 한다.
40) 이시윤, 주 8)의 책, 565면 이하; 호문혁, 주 8)의 책, 567면 이하; Jauernig, a.a.O., § 57.
41) 이시윤, 주 8)의 책, 567면; 호문혁, 주 8)의 책, 5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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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을 하면 소송법상 증거보전절차가 개시된다는 효과가 있고, 소송인수결정을 

하면 소송의 당사자가 바뀌는 효과가 있다. 추심명령은 집행채무자의 추심권이 집

행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보정명령이 재판인지 보자. 보정명령은 우선 재판기관의 ‘판단’을 담은 

것이 아니다. 재판장이 소장이나 상소장을 심사하고 ‘부적식’이라는 판단을 하였

기 때문에 보정을 명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보정명령의 내용이 부적식이라는 

‘판단’ 자체인 것은 아니다. ‘부적식’이라는 판단을 담은 것은 소장이나 상소장의 

각하명령이다. 보정명령은 부적식이라는 판단에 따라 소장 또는 상소장을 보정하

라고 당사자에게 ‘지시’하는 것일 뿐이다. 또 보정명령으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

생하는 것도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은 보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재

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399조 제2항은 항소장을 각하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보정명령 때문에 소장이나 상소장각하명령을 하여야 한다

는 법률효과가 생긴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각하명령은 소장이나 상소장이 부적

식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보정명령은 재판기관의 판단도 아니고 소송법상 일정

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당사자에 대하여 재판기관이 소송

지휘의 차원에서 하는 지시이다.42) 예컨대 민사소송법 제73조 제2항은 법원은 보

조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한다. 제254조 제2항과 제399조 제2항에서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는 것도 소명을 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판기관이 당사

자에게 하는 지시이다.43) 제14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원이 소송관계를 분명하

게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처분’의 일종으로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

석을 ‘명하는’ 것을, 제4호에서는 감정을 ‘명하는’ 것을 든다. 제347조 제1항은 문

서제출신청에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결정으로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조문을 보면 ‘명령’이라는 재판 형식과 명한다는 것, 곧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지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문에서 ‘명

한다’고 하는 것은 재판의 형식인 명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재판의 내용이 

42) 호문혁, 주 8)의 책, 326면.
43) 이것은 독일 민사소송법의 법문에서 동사로 anordnen(명하다) 또는 명사로 Anordnung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한 것이다. 예컨대 독일 민사소송법 제3조, 제140조의 문언 

참조. Anordnung이 처분으로 번역된 예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448조에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정지 등의 ‘(잠정)처분(einstweilige Anordnung)’을 할 수 있다

고 하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 등은 ‘잠정처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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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명하는’ 것이더라도 형식은 결정일 수 있으며, 재판이 아닌 

지시나 처분으로 ‘명할’ 수도 있다. ‘보정을 명한다’는 것은 법원이 ‘명령’이라는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대법원이 보정명령이 중간적 재판이라고 한 것은 어이없는 일이지만, 전혀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소송에 부수된 사항이나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재판으로서 재판장이나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하는 재판의 이름을 잘못 지은 것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일본에서 독일 민사소송법을 받아들이면서 재판의 일종인 

Verfügung을 ‘명령’이라고 하였다. 이 법률용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알맞지 않다.44) 

첫째, 명령이라는 낱말의 일상적인 뜻과 완전히 달라서 민사소송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이 용어의 뜻을 짐작조차 할 수 없다. 국어사전의 ‘명령’의 뜻은 ‘윗사람이

나 상위 조직이 아랫사람이나 하위조직에 무엇을 하게 함. 또는 그 내용’이다. ‘군

에서 상급자가 상위 조직이 하급자나 하위조직에 무엇을 하게 함’이라는 뜻도 있

다. 요즘은 컴퓨터 용어로도 ‘명령(command)’을 흔히 쓴다. 소송법의 ‘명령’이라

는 용어의 뜻은 이런 것과 전혀 딴판이다. 이것은 재판의 일종이니 재판기관의 

‘판단’이고 ‘일정한 법률효과를 위한 소송행위’이다. 누군가에게 혹은 심지어 컴퓨

터라는 물건에 무엇을 하게 한다는 뜻이 전혀 없는 것이다.45) 소장각하명령에 그

런 뜻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법률용어가 일상용어와 다른 뜻을 가지는 것은 때로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재판기관의 소송행위인 재판의 일종을 ‘명령’이라고 부르

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심하다. 둘째, 민사소송법도 명령을 일상적인 뜻으로 

쓰기도 한다. 지급명령, 압류명령 등이 그런 경우이다. 가압류․가처분명령이라는 

용어도 전에는 흔히 쓰였는데, 요즘은 가압류․가처분결정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

다. 그러나 여전히 민사집행법에 가압류명령이라는 용어가 남아 있다(제248조 제3항, 

제280조, 제282조, 제295조 제2항, 제296조 제2항, 제299조 제1항). 이들은 모두 

재판의 형식은 결정인데 그 내용이 당사자나 제3자에게 무엇을 명하거나 혹은 그런 

것과 관련이 있어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다.46) 셋째, 민사소송법은 명령을 또 다

44) 호문혁, 주 8)의 책, 569면, 주 1)과 2).
45) 법령의 일종인 명령도 무엇을 하게 한다는 뜻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46) 이것은 독일어로 명령이라는 뜻인 Befehl의 번역어이다. 독일 민사소송법 문헌에서는 

특히 가압류에 대하여 내용에 따라 가압류명령(Arrestbefehl)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재판형식에 따라 가압류결정(Arrestbeschluss)이라는 표현은 많이 쓰지 않는다. 지급명령은 

내용이 명령인 명령적 재판이다. 압류명령, 가압류명령 등 민사집행법의 명령은 형성

적 재판이니 내용이 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나 제3채무자에게 처분금

지나 지급금지를 ‘명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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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뜻으로 쓰기도 한다. 바로 이 보정명령과 같이 당사자 등 다른 사람에게 무엇

을 지시한다는 뜻으로 ‘명하는’ 것을 명사형으로 써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다. 

제135조의 재판장이 소송지휘로서 하는 명령, 제137조의 석명준비명령, 제144조 

제4항에서 변호사선임명령이라고 한 것은 법문에서도 명령이라는 표현이 쓰이는 

예이고, 보정명령처럼 법문에는 명사형이 아니고 ‘명한다’는 동사로 쓰인 것을 필

요에 따라 명사형으로 쓰는 것이 있다. 제145조 제2항에서 화해를 권고하기 위하

여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명사로는 ‘출석

명령’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제329조는 재판장이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명사로는 명령이라고 하게 된다. 이처럼 재판의 형식이 명령인 경

우뿐만 아니라 형식은 결정이지만 내용상 명령인 것을 ‘명령’이라고 하는 예도 있

고 재판기관의 소송지휘에 속하는 것도 ‘명령’이라고 하니, 민사소송법 안에서 명

령이 세 가지 뜻으로 쓰여서 쓸데없이 헷갈린다.47) 결정 ②가 바로 그 혼란의 결과

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재판의 일종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독일 민사소송법의 재판의 일종인 Verfügung을 ‘명령’이 아니고 다른 용어로 번

역하였다면 보정명령 같은 것과 헷갈리지 않았을 것이고, 결정 ②에서 대법원이 

보정명령을 ‘중간적 재판’이라고 하는 불상사가 아예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3. 결정 ③: 판결경정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

  결정 ③에서 대법원은 판결의 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특별항

고를 인용하였다. 특별항고는 ‘헌법위반이 있거나 하위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

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대법원은 원심결정에 헌법위반이 있는지 열심히 찾았다. 그런데 원심결정

이 특별항고의 대상인가? 특별항고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불

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이라고 정한다. 제211조 제3항에서 판결의 경정결정

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판결의 경정신청을 배척한 결정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불복을 규정하지 않았다. 학설과 판례는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아니어서 통상항고의 대상이 아니고, 

47) 민사소송법에는 법령의 일종인 명령도 쓰인다. 상고이유와 재항고, 특별항고의 이유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을 들 때이다. 결국 민사소송법에는 명령이 네 가지 

뜻으로 쓰이는 것이다. 그러나 법령의 일종인 명령이 쓰이는 경우에는 헷갈릴 위험이 

없다. 그래서 본문에는 이 경우를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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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1조 제3항(구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의 반대해석상 즉시항고

로 불복할 수도 없으니 특별항고를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48) 그래서 이 사건

에서 신청인이 경정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한 것이다. 판결경정신

청이 절차에 관한 신청이 아니어서 그 기각결정이 통상항고의 대상이 아닐까? 

  판례도 판결경정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서는 항고와 재항고를 허용하기도 하

였다.49) 판결경정신청을 제1심 수소법원이 각하하자 신청인이 항고하였고, 항고법

원은 신청의 각하가 정당하다고 보아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재항고하

자 대법원이 재항고를 인용한 것이다. 왜 판결경정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서는 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밖에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이 점에서부터 판례의 태도를 긍정하기 어렵다. 또 판결경정신청

이 민사소송법 제439조의 ‘절차에 관한 신청’이 아니라면 본안에 관한 신청이라는 

말인가?50) 판결경정신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을 때’ 이를 고쳐 달라는 신청이다. 주문에 기재된 채권액이 잘못되었거

나 사람 이름이나 주소를 잘못 썼다는 것이 ‘본안’에 관한 것인가? 판결주문은 명

확하고 특정 가능하여야 하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표시도 특정가능하게 이루

어져야 한다.51)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지장이 생기고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

는 것도 곤란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듯이 판결의 기재에 관한 사항은 절차법적

인 것이다.52) 판결경정의 예로 판결주문과 이유가 모순된 사건이 있다.53) 주문에

서는 판결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판결이유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48) 이시윤, 주 8)의 책, 854면 이하; 호문혁, 주 8)의 책, 655면; 대법원 1966.7.26.자 66마

579결정; 대법원 1982.5.11.자 82마41결정 등 다수.
49) 대법원 1974.1.31.자 73마995 결정.
50) Rosenberg/Schwab/Gottwald, a.a.O., § 146 Rn. 14; MünchKomm/Lipp, § 567 Rn. 7; 

Stein/Jonas/Grunsky, a.a.O., § 567 Rn. 13은 여기서 ‘절차’란 소송 전체(그 모든 부분 

포함)로서, ‘절차에 관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소송의 객체(소송물)에 대한 재판에 반

대되는 개념이라고 한다. 이시윤, 주 8)의 책, 854면도 절차에 관한 신청은 ‘본안의 신

청’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한다.
51) 이시윤, 주 8)의 책, 574면 이하; 호문혁, 주 8의 책, 579면.
52) 소장의 기재에 대하여서도 민사소송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제249조) 학설도 소장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다룬다(이시윤, 주 8)의 책, 244면 이하; 호문혁, 주 8)의 책, 

92면 이하). 소장의 기재가 명확하고 특정가능, 혹은 식별가능하지 않으면 소송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도 따른다. 이런 것은 절차법의 문제이고, 절차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53) 대법원 1983.10.17.자 83그27 결정.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모순이 있는 판결을 

경정하였으므로 당사자의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어쨌든 

판결의 모순은 경정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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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기로 한다’고 한 것이다. 판결에 모순에 있다는 것은 소송법의 문제, 곧 절

차적 문제의 대표적인 예이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판결이유

의 모순은 절대적 상고이유이다. 절대적 상고이유는 주지하다시피 ‘절차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어서 굳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묻지 않고’ 상고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54) 판결의 모순이 판결경정사유라면서 판결경정신청이 

절차에 관한 신청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은 또 판결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

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한다.55)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니 판결경정은 본안에 관한 것이 아니다.56) 그리고 이것이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제도라는데,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절차법의 문제이다. 이렇듯 판결경정신청은 본안에 관한 것이 아니다. 만약 

이것이 본안에 관한 것이라면 이렇게 간단한 절차로 할 수 없을 것이다. 판결경정은 

직권으로도 할 수 있는데, 본안에 관한 사항이라면 직권으로 할 수 없다는 것도 

당연하다. 

  민사소송법 문헌에서는 항고의 대상을 설명하면서 증거신청 각하결정이나 실기

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결정과 같이 ‘필수적 변론을 거친 결정과 명령’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것은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관한 판단으로, 

종국판결과 함께 불복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57) 바로 위 IV. 2.에서 언급한 ‘중

간적 재판’인 것이다.58) 판결경정신청에 대한 결정은 필수적 변론을 거치는 것도 

아니고, 종국판결의 전제가 되는 사항에 대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종국판결 선고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국판결과 함께 불복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판결경정신청이 절차에 관한 신청이니 이것을 배척한 결정은 제439조에 따라 

54) 이시윤, 주 8)의 책, 834면; 호문혁, 주 8)의 책, 638면.
55) 대법원 1992.9.15.자 92그20 결정.
56) 물론 판결의 내용이 모두 본안에 관한 것은 아니다. 소각하판결의 내용은 당연히 절

차에 관한 것이고, 본안판결에도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이나 다른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이 들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본안에 관한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
57) 이시윤, 주 8)의 책, 855면; 호문혁, 주 8)의 책, 654면 이하; Rosenberg/Schwab/Gottwald, 

a.a.O., § 146 Rn. 12 f; Stein/Jonas/Grunsky, a.a.O., § 567 Rn. 14.
58) 민사소송법 제392조. 이시윤, 주 8)의 책, 567면; 호문혁, 주 8)의 책, 5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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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항고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항고이유로 헌법위반 등의 중대한 사유를 찾느

라 고심할 필요도 없다. 대법원은 통상항고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 그것도 하급

법원이 항고법원이 되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을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특별

항고이유를 찾기 위하여 헛수고를 한 셈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항고의 대상이 문제가 된 대법원 결정을 몇 개 살펴보았다. 법률에 명

문의 규정이 없어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거나 보정명령을 재판이라고 한 것, 판

결경정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이 통상항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을 보면, 항고의 

대상, 더 넓게는 상소의 대상이 무엇인지 대법원이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들 재판이 당사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아무리 항고의 대상인 결정과 명령이 판결에 비하여 중요성이 크지 않고 항고

가 항소나 상고에 비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원이 민사소송법의 제도에 

이토록 무심하다니 걱정스럽다. 민사소송법 외의 다른 절차법, 특히 민사집행법에

서는 결정과 항고가 부수적인 것이 아니고 가벼이 다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절차법의 일반법인 민사소송법에서 결정, 명령, 항고에 대한 기본 해석이 이루어

지니, 다른 법에서 결정이나 항고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항고에 대하여 

항소나 상고만큼 관심을 가지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글이 항고에 

대하여 조금쯤은 더 생각하여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투고일 2012. 11. 7     심사완료일 2012. 11. 28     게재확정일 201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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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atthaftigkeit der Beschwerde

Oh, Jung Hoo*

59)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spruch in einem Beschluss aus, dass die so-

fortige Beschwerde ggf. ohne ausdrückliche Vorschrift statthaft sei. In einem anderen 

Beschluss sagte er aus, die Anordnung der Berichtigung der Klageschrift sei eine 

Zwischenentscheidung und daher nicht rechtsmittelfähig. In einem dritten meinte er, 

dass der Antrag auf die Urteilsberichtigung kein das Verfahren betreffender Antrag 

sei und dass dessen Zurückweisungsbeschluss mit der einfachen Beschwerde nicht an-

fechtbar sei. Darum liess er dem Anträger die Sonderbeschwerde auf Grund der 

Verfassungsverletzung zu. Allerdings diesen Beschlüssen sind nicht zuzustimmen. Die 

sofortige Beschwerde ist statthaft durch einzelne Vorschriften. Anordnungen sind 

keine Entscheidungen, daher ist dagegen kein Rechtsmittel statthaft. Antrag auf die 

Urteilsberichtigung ist ein das Verfahren betreffendes Gesuch, und dessen 

Zurückweisung ist mit der einfachen Beschwerde anfechtbar. 

Keywords: Statthaftigkeit, einfache Beschwerde, sofortige Beschwerde, Sonderbeschwerde, 

Anordnung der Berichtigung oder Ergänzung des bestimmenden Schriftsa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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