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2932

 ①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②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③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

게 해석한 때

민사상고심 소송절차 안내

1. 상고장 제출

   항소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

을 선고한 원심법원(항소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상고이유

 (1) 상고는 다음과 같은 상고이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4조).

 ①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②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③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④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⑤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

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단,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외)

 ⑥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⑦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따라서 단순히 항소심 법원이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는 주장은 적법  

 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2) 상고이유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더 나아가 심

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며, 이 때에는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A2932

 ①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②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④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

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⑤ 그 밖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⑥ 위 (1)의 ② 내지 ⑥에 해당하는 때

 (3) 설령, 상고이유에 위와 같은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거나,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합니다(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4) 소액사건에서는 상고이유가 더욱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항소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만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

법 제3조).

3. 상고심의 심리방식

   상고심인 대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등 소송기록에 의한 서면심리만으

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민사소송법 제430조 제1항). 다만,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0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