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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재판 실태발표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11월 30일(화) 오전 10시 
장소 : 경실련 강당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TLTVUBHkfdk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분석 결과 :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문제점 및 사례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법률사무소 정
○ 개정의견 및 제언 :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법무법인 문무

    

보도자료
  

❑공동대표: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김형태 ❑상임집행위원장:김 호 ❑정책위원장:임효창 ❑사무총장:윤순철
03085서울∙종로∙동숭3길26-9 Tel.02-765-9731 Fax.02-741-8564 www.ccej.or.kr r    withccej  후원 277-025887-04-014(기업)

∙ 수신 :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 발신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위원장 김숙희, 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 (남은경 국장, 가민석 간사 02-766-5624/ka9202@ccej.or.kr)

∙ 시행 :  2021.11.30.(총14매)

https://www.youtube.com/watch?v=TLTVUBHkfdk
http://www.ccej.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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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생략된 판결, 소액사건 1건에 30분 소요
깜깜이 재판 신뢰할 수 없지만, 판결 이유 몰라 항소 포기

소액사건 3,000만 원의 근거는 무엇이며 누가 정해야 하나?
판결문에 이유 기재하고 소액기준 법률로 정해야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판결서를 받을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
법」에 의하면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일 경우 단순히 금액의 기준으
로 판결의 근거조차 제공하지 않는다. 소액의 기준인 3,000만 원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16
개월치 월급에 육박하여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금액이다.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다툼을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최후의 방법으로 법과 국가기
관에 소송 제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지만 법원이 정한 소액기준에 따라 알권리와 상급심의 
재판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20대 국회부터 이유 없는 판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이 발의되었
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도 논의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액사건심판법」의 판결서 이유 기재를 생
략할 수 있는 특례의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가 조속히 법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소액사건은 전체 1심 민사본안사건 중 70% 이상 대다수를 차지하며 항목별로 양수금1), 구
상금2), 대여금, 임금 등 민생현안과 직결되는 사건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소액사건에는 신
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과 같은 민사소송법상 여러 특례들이 적용
된다.

소액사건에 참여하는 소송당사자 10명 중 8명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
송’을 진행한다. 비전문가인 소송당사자는 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를 
알 수도, 유추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워 항소심 청구에 큰 제
약을 받게 된다. 경실련 조사에 의하면 소액사건으로 2심을 진행하는 항소비율은 4.1%에 
불과하며 제1심 일반 민사사건 항소율의 1/5 수준에 그쳤다.

1) 양수금 사건 : 채권양도를 받은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2) 구상금 사건 :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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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민사사건 항소율 (종이+전자소송 기준)

연도
소액사건 소액제외 제1심 민사사건(합의+단독)

판결건수
(A)

항소건수
(B)

항소율
(B/A*100)

판결건수
(A)

항소건수
(B)

항소율
(B/A*100)

2016 423,909 16,764 4.0% 169,969 37,712 22.2%
2017 496,166 16,712 3.4% 152,808 35,709 23.4%
2018 438,842 18,015 4.1% 141,154 33,509 23.7%
2019 412,008 17,891 4.3% 155,109 33,786 21.8%
2020 392,594 18,289 4.7% 165,116 33,849 20.5%
평균 432,703 17,534 4.1% 156,831 34,913 22.3%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재구성

소액사건심판제도는 법원 인력 대비 사건이 과도하게 많은 상황에서, 인력 부족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민사소송상 부담을 소송당사자에 전가한 결과다. 

경실련이 국회 및 법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액사건 담당 법관 1명이 처
리하는 소액사건은 1년에 약 4천 건으로 일반 민사사건(433건)의 10배 수준이며, 독
일(90건)의 44배에 달해 과도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를 사건 기준으로 보면 소
송당사자가 소장을 접수하고 판결문을 받아볼 때까지 법관이 해당 사건에 할애한 시간은 평
균 31분에 불과했다. 소액사건의 당사자들이 보통 6개월을 기다리고 2년이 넘는 기간동안 
소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고작 30분 검토한 이유 한 줄 적히지 않은 판결문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접수사건(A) 법관(B)
법관 1인당 사건

(C=A/B)
판결까지 기간

법관 가용시간*
(2,080/C)

소액사건 655,827건 163명 4,023건 165일 31분 
전체 민사사건 926,064건 2,137명 433건 256일 4시간 48분 

전체 대비 소액
(소액/전체) 70% 8% 9.3배 2/3 1/10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전국 법원사무분담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의원실

* 법관 가용시간 = 법관 인당 담당사건
시간 하루시간×주일×연주 

▪법관 1인당 담당건수 및 처리시간 (2020년 제1심 민사사건)

지난 9월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형사 본안 접수사건 기준 우리나라 법관 1명당 사
건 수는 464개로 독일의 5배, 프랑스의 약 2배, 일본의 약 3배에 해당할 만큼 과도하다고 
발표하였다. 이를 비추어 보았을 때 1명당 4천 건의 사건을 담당해야 하는 우리나라 소액
재판의 현실은 과연 충실한 심리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진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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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의 타당성은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인가라는 물음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신속
한 재판의 편익도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전제되었을 때 비로소 가치가 보장되는 것이다. 
이에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의 특례를 담고 있는 「소액사건
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은 삭제돼야 한다. 또한 대법원 규칙에 위임되어 행정 재량
의 남용이 우려되는 소액사건 금액 기준 또한 법률로 규정해 국회에서 신중히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법 개정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사건 수 대비 턱없이 부족한 법관 인력을 보충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충실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현행 소액사건심판제도는 효율
성을 추구하는 재판부의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사법제도를 운영한 결과물이며,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에서 소액사건심판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과 전문가 서명, 국회의원 정견질의와 발표 등 다양한 입법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끝>

∎ 별첨1 : 소액 및 일반 민사사건 판결문 비교(총1매)
∎ 별첨2 : 소액사건 실태 분석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방안(총9매)

2021년 11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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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소액 및 일반 민사사건 판결문 비교

① 소액사건 판결문 (판결 이유X) ② 일반 민사사건 판결문 (판결 이유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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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소액사건 실태 분석 및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방안

  1. 배 경

○ 일반 국민이 접하는 민사사건의 70% 이상은 ‘소액사건’이다.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며 주로 양수금, 구상금, 대여금, 임금 등 
민생현안과 직결되는 사건들로 구성된다.

○ 소액 민사사건의 경우 신속히 처리하고자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이라고 하는 민사
소송법상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결 이유를 알지 못하는 소송당사자는 
판결의 정당성이나 적법성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항고심을 청구하는 등 후속 절차
를 수행하는 데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는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비롯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소액사건심
판법」의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 조항은 법관 인력 대비 많은 사건 수를 감당하기 
위해 법원의 편익만을 고려한 결과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대 국회부터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되
었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2건이 법사위에 제출된 
상태이다. 경실련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소액사건의 판결 이유 생략 특례
조항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회에 법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제안일자 의안번호 제안자 주요 내용 진행상태

2020-07-29 2102482
이정문의원 등 

13인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
(제11조의2제3항 삭제).

소관위
심사

2021-07-29 2111812
최기상의원 등 

13인

- 판결서의 이유에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
한 사항 및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
지 아닌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
게 표시
- 예외적 사안에 대해 이유 기재 생략

소관위
접수

 <표1> 21대 국회 제출된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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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액사건심판제도 현황

1) 법제도 현황

 ○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 등 특례 적용

 - 소액 민사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소액사건심판법」에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판 절차와 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특례 내용은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법 제3조) ▪구술에 의한 소제기(법 제4조)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법 제5
조) ▪이행권고결정제도(법 제5조의3) ▪1회 변론기일로 인한 심리(법 제7조 제2항) 
▪공휴일 또는 야간개정(법 제7조의 2)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법 제8조) ▪심리절
차상의 특칙(법 제9조)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법 제10조) ▪판결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 이다.

 - 민사소송법에서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고, 2심에 불복할 경우 상고할 수 
있도록 3심제로 운영되나, 소액사건심판법에서는 상고 및 재항고 제한을 두어 3심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일반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쓰도록 하였으나, 
소액심판법에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률로 정하던 소액사건 기준을 대법원규칙에 위임 

-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은 1973년 법제정 당시에는 법률로 정하였다가 1980년부터 대
법원규칙으로 위임되었다. 시행규칙 위임 후 7차례 개정되었는데 1980년에 50만 원 
이하이던 소액의 범위가 2017년 3,0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다.

- 독일은 약 82만 원, 일본은 610만 원을 소액으로 분류하며, 모두 법으로 규정한다.

  <표2> 소액사건 대상범위의 변천

대상범위 시행일자 근거 조항
20만 원 이하 1973.9.1.

법 제2조제1항
30만 원 이하 1976.1.1.
50만 원 이하 1980.2.1.

시행규칙 제1조의2

100만 원 이하 1981.3.1.
200만 원 이하 1983.9.1.
500만 원 이하 1987.9.1.

1,000만 원 이하 1993.10.1.
2,000만 원 이하 1998.3.1.
3,000만 원 이하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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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 현황  

○ 민사사건 70% 이상이 ‘소액사건’

 - 법원행정처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제1심 민사본안사건(합의+단독+소액) 중 
소액사건의 비율은 5년 평균 72.7%로 소액사건 비중이 매우 높다. 

<표3> 제1심 민사사건 중 소액사건 비율

연도 전체사건 소액사건 소액사건 비율(%)
2016 973,310 686,407 70.5
2017 1,017,707 774,440 76.1
2018 959,270 708,760 73.9
2019 949,603 681,576 71.8
2020 926,408 655,827 70.8
평균 972,148 701,547 72.7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재구성 / 단위 : 건수(접수)

○ 소액사건 10건 중 8건은 소송대리인 없는 ‘나홀로 소송’

- 이러한 소액사건의 80% 이상은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사건이다. 즉 소액사건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10명 중 8명은 소송대리인 없이 홀로 모든 과정을 진행하
는 것이다. 

<표4> 제1심 소액사건 변호사 선임 건수

연도 전체 변호사 선임된 사건 변호사 선임되지 않은 사건*
2016 677,024 108,241 (16.0%) 568,783 (84.0%)
2017 772,806 104,630 (13.5%) 668,176 (86.5%)
2018 699,632 115,293 (16.5%) 584,339 (83.5%)
2019 672,526 120,500 (17.9%) 552,026 (82.1%)
2020 649,152 118,561 (18.3%) 530,591 (81.7%)
평균 694,228 113,445 (16.3%) 580,783 (83.7%)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재구성 / 단위 : 건수(처리)
*원고/피고/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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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액사건심판제도의 문제점

1)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 침해 : 과도한 특례로 사실상 1심 재판

○ 소액사건의 상고 및 재항고 제한 : 2심

  - 법원은 소액사건재판을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 특례를 통해 사실상 2심제로 운영
한다.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2심에 불복할 경우 3심까지 보장하고 있으나, 소액사
건의 경우 3심 소제기 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 소액사건의 낮은 항소율, 판결 이유 몰라 항소 포기 : 1심

  - 법원이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소송 당사자에게 판결에 대
한 알권리를 보장하여 설득과 수긍을 가능하게 하며, 불만이 있을 경우 판단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을 통해 항소심 진행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
이다.

- 그러나 소액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은 단순히 소가가 3천만 원 이하라
는 이유만으로 판결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에 참여할 경우 법률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여 법리적 유추마저 쉽지 않기 때
문에 2심의 문턱도 넘지 못하게 된다.

- 최근 5년간 실제로 소액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비율은 평균 4.1%로 
판결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민사사건(합의 및 단독)의 항소율인 22.3%의 1/5 수준
에 불과하다. 

<표5> 제1심 민사사건 항소율 (종이+전자소송 기준)

연도
소액사건 소액제외 제1심 민사사건(합의+단독)

판결건수
(A)

항소건수
(B)

항소율
(B/A*100)

판결건수
(A)

항소건수
(B)

항소율
(B/A*100)

2016 423,909 16,764 4.0% 169,969 37,712 22.2%
2017 496,166 16,712 3.4% 152,808 35,709 23.4%
2018 438,842 18,015 4.1% 141,154 33,509 23.7%
2019 412,008 17,891 4.3% 155,109 33,786 21.8%
2020 392,594 18,289 4.7% 165,116 33,849 20.5%
평균 432,703 17,534 4.1% 156,831 34,913 22.3%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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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의 신뢰성 저하 : “30분에 1건” 처리

○ 소액사건 1건 접수~판결까지 법관이 사용한 시간은 “30분”에 불과

- 소액사건은 판결 이유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불
가능하다. 판결 자체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는가도 의문인데, 분석결과 1심 
판사가 소액사건 1건을 평균 31분에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기준 소액사건 담당 법관의 수는 163명이며, 접수된 소액사건은 655,827
건으로 법관 1인이 연 4,024건을 담당하였다. 이를 법관 1인이 하루 8시간 주5일 
연52주 근무한다는 가정하에 한 사건에 가용한 시간을 추정했다.

- 민사사건 중 70%인 소액사건을 민사 담당 판사 약 8%가 전담하였는데, 소액사건 
담당 법관 1인당 사건 수는 일반 민사사건 법관의 9.3배였고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1/10로 나타났다. 

접수사건(A) 법관(B)
법관 1인당 사건

(C=A/B)
판결까지 기간

법관 가용시간*
(2,080/C)

소액사건 655,827건 163명 4,023건 165일 31분 
전체 민사사건 926,064건 2,137명 433건 256일 4시간 48분 

전체 대비 소액
(소액/전체) 70% 8% 9.3배 2/3 1/10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전국 법원사무분담표, 더불어민주당 최기상의원실

* 법관 가용시간 = 법관 인당 담당사건
시간 하루시간×주일×연주 

<표6> 법관 1인당 담당건수 및 처리시간 (2020년 제1심 민사사건)

- 기본적으로 소액사건의 절차는 일반 민사사건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진행된다. 크게 
봤을 때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곧바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이
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
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한다. 이렇게 소송당사자가 소장을 전달하고 판결문을 받기까지 평균 6개월 정
도 기다리는데 정작 사건은 30여 분 만에 종료되는 것이다.



경실련은 비영리•공익•비당파•자율의 원칙과 실사구시로 “모두가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실현합니다. 11

 <그림1> 소액사건재판의 절차 (자료 : 법제처)

○ 법관의 절대적 부족 및 충원 필요 : 판사 1인당 담당 사건수 독일의 5배

- 지난 9월 23일 대법원이 발표한 보도자료3)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관 1인당 사건 수
는 “464.07건”으로 독일의 약 5.17배, 프랑스의 약 2.36배, 일본의 3.05배에 이른
다. 우리나라의 사건 수는 민사 및 형사 본안 사건에 한하여 산정한 것이고, 그 외
의 본안 사건, 비송 사건 수를 추가하면 우리나라 법관이 훨씬 더 많은 수의 사건
을 담당한다는 의미다.

<표7> 주요국 법관 업무량 비교 (자료 : 대법원)

3) “각국 법관의 업무량 비교와 우리나라 법관의 과로 현황” 대법원 보도자료(20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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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관과 변호사를 대상으로 “법관 증원 필요에 동의”를 묻는 설문 결과4) 각각 89%
와 94%가 증원 필요성에 동의하여 법관 부족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
다. 또한 ’21년 7월 5일 가결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과다한 법
관 1인당 사건 수로 인하여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저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
하고,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을 시급히 논의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소액사건 판사들은 일반 민사사건을 담당하는 법관 기준 약 10배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소액사건 영역의 문제는 특히 더 심각하다. 

  4. 소액사건심판법 개정 의견

1) 판결 이유 기재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 알권리 보장

○ 단순 금액 기준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분류하고, 판결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도
록 한 특례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재판 당사자인 국민의 이익을 증진한
다는 취지이나 실상은 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원’의 편익을 위한 조항
으로 변질되었다. 

- 소액사건 제도의 타당성은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는가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법 제11조의2 제3항(판결서 이유 기재 생략)은 삭제해야 한다.

<표8> 판결 이유 기재 생략에 대한 경실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
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4) “법관의 업무 부담 분석과 바람직한 법관 정원에 관한 모색” 토론회 자료집(2021.2). 114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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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재량 남용 방지 위해 시행규칙에 위임된 ‘소액사건’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

○ 행정 편의에 따른 금액 상향을 방지하고 법 적용의 안정성 확보 

- 법률로 규정하던 소액사건 기준이 시행규칙에 위임된 후 대법원은 7차례 개정을 거
쳐 50만 원이던 금액기준을 3천만 원까지 상향했다. 소액사건 범위를 확대하면서 
재판부의 관점에서 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재판의 효율성을 강화해왔다. 

-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 자체를 정의하며 민사소송법상 특례를 규정한 법률이
다. 소액사건 여부에 따라 재판 절차 등의 제약 여부가 정해지므로 그 기준은 엄격
한 기준과 방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액의 범위는 법원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적용대상이 되는 ‘소액사건’의 범위 설
정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소액사건의 범위를 법에서 명확히 하고, 금액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국회
의 심의를 거쳐 신중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표9> 소액사건 적용범위에 대한 경실련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적용범위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
할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
(이하 “少額事件”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생략)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
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1~2. (생략)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적용범위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
할사건중 소송물의 가액이 3,000만원을 초
과하지 아니하는 민사사건(이하 “少額事件”이
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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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 제언

1) 법관의 수를 증원해야 한다.

○ 사건은 많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법관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법관뿐 아니라 전체 법관 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 수
준의 법관 증원은 필수적이다. 대법원 자료를 참고하자면(2019년 법관 현원 기준) 
독일과 같은 수준이 되려면 12,390명, 프랑스의 경우 4,038명, 일본의 경우 6,102
명 증원해야 한다. 

2) 상고심 정상화를 위한 재논의가 필요하다.

○ 헌법재판소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
는다고 결정했는데, 상고심 정상화의 큰 틀에서 전면적인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

- 헌재 전원재판부는 “상고제도라고 한다면 산만하게 이용되기보다 좀 더 크고 국민
의 법률생활의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의 요청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5)” 소액사건에서 상고 제한은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다.

- 그러나 반대로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즉 상고권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절차적 기본권이다. 「소액사건심판법」제3조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
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단순히 소송가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획일적으로 상고권
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의 법률
이고, 위 법률조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도 헌법상 
법치주의의 원리, 특히 그 중에서도 법률유보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의 
법률6)”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 소가 3천만 원이 일반 시민입장에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님에도 소액으로 분류되어 
3심을 제한하는 것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개선점
은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일반 민사사건에서도 심리불속행 등을 통해 상
급심을 제한하고 있는데, 상고심 정상화라는 보다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하다. 끝.

5)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90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6)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90헌바25 재판관 변정수 반대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