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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Column▐ 

 

이란의 분쟁해결 Ⅰ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지평 이란ㆍ중동팀 

 

본 논단에서는 이란 관련 분쟁을 이란의 소송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 논단에서는 이란에서 법원에 의한 소송을 통한 해결 외에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이란 사법부의 기본 구조 및 특징 

 

이란의 소송제도(법원을 통한 경우)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사실상 2심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사법부 수장(Head of Judiciary)1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다시 재판할 것을 명령할 수 있

습니다.  또한, 사법부 수장은 물론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역시 시아파 성직자 중에서 임명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란 법원에 한국의 사법부와 같은 정도의 독립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보유하며, 상당수가 시아파 성직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원이 내린 선행판결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 대한 다른 법원의 후행판결을 구속

하는 효력(선례구속성)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법원 전원위원회(The General Board of the 

Supreme Court)가 내리는 결정은 선례로 다른 하급심 법원을 구속하게 됩니다.  

 

                                       
1
  최고지도자(Supreme Leader)가 시아파 성직자 중에서 임명합니다.  

http://www.jipyong.com/kor/m2_18_10.php?pn=2&sn=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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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급법원의 구조 

 

가. 제1심법원 

 

제1심법원은 공공법원(Public Courts)과 혁명법원(Revolutionary Courts)으로 구분되며, 공공법원과 

혁명법원은 다시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으로 구분됩니다.  공공법원과 혁명법원의 구분은 2000년에 

제정된 「공공법원 및 혁명법원의 구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다. 

 

혁명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특정 사건을 제외한 모든 민사 및 형사 사건은 공공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공공법원 내에서의 토지관할은 (i) 피고(피고인)의 거주지 또는 근무지, (ii) 동산의 경우 계약의 이행지, 

(iii) 부동산의 경우 소송물인 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1심법원의 판결은 상급법원에 

의해 파기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공공법원에 소가 제기되면 법원의 행정공무원이 사건을 등록하고 첫 심리기일을 정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첫 심리기일은 보통 사건이 등록된 날로부터 대략 1~3개월 후에 지정되며, 당사자 및 

그 변호사는 해당 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에 대한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법원은 첫 

심리기일에 사건의 성격 및 복잡성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되며, 만약 전문가 의견이나 증인에 대한 반

대심문 등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심리기일을 열게 됩니다.  제1심의 심리기일은 재판장 또는 수탁

판사(민사소송법에 따라 기일만을 진행하고 필요한 판결을 내림)에 의해 진행됩니다.  제1심의 소송

기간은 간단한 사건의 경우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전문가 의견이나 반대심문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의 경우 1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한편, 혁명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관할합니다. 

 

 국가 내외부의 안보에 대항하는 범법행위 

 이란이슬람공화국의 창립자에 대한 명예훼손 

 이란이슬람공화국에 대한 반역 

 밀수 또는 마약과 관련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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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소법원 

 

항소법원은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심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부와 마찬

가지로 주심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됩니다.  원고의 청구가 재산에 관한 것이면, 청구금

액이 3백만 리알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항소가 허용되며, 비재산적 청구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이 항소가 

허용됩니다(이란 민사소송법 제331조).   

 

일단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법원은 제1심법원 판결의 효력을 유지시키거나(항소기각), 무효화시키게 

됩니다(항소인용).  항소심이 제1심법원의 효력을 무효화시킬 경우 항소법원 스스로 해당 사건에 대

해 새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파기자판).  항소법원에서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적용, 절차 위반 등에 대해 판단하며, 항소법원에서도 새로운 증거제출이 허용됩니다. 

 

소송당사자는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상고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는 제한적이며, 이 경우에도 집행정지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대법원 

 

대법원은 이란의 최고법원입니다(이란 헌법 제161조).  대법원은 테헤란에 소재하며, 33개의 지원

(Branches)을 두고 있습니다.  각 지원(Branches)은 2명의 판사로 구성되는데, 대법원장이 사건을 각 

지원에 배당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항소심 또는 (경우에 따라) 제1심법원의 재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당사자들이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청구금액이 2천만 

리알을 초과하는 경우 

 혼인의 성립, 혼인의 무효 및 이혼, 상속, 유증, 후견 등과 관련한 판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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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로지 법률적용의 오류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출석 및 설명이 필

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가 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2 

 

대법원은 항소법원 판결의 효력을 유지시키거나(상고기각)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상고인용).  그러나 

대법원이 항소법원 판결을 무효화시킬 경우에도 스스로 해당 사건에 대해 새로운 판결을 할 수는 없어, 

상고가 인용된 경우 해당 사건은 항소법원으로 환송됩니다.   

 

그 외에도 대법원은 (i) 제1심법원 및 항소법원의 올바른 법 적용을 감독하며 (ii) 대통령이 저지른 

범법행위를 확인하고 그에 대해 재판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법부의 수장 

(Head of Judiciary)은 대법원 판결이 이슬람율법(Islamic Law)에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특수법원 

 

이 외에도 이란에는 다음과 같은 특수법원이 있습니다. 

 

 행정법원: 정부, 행정기관, 행정조직 등을 피고로 하는 국민의 청구를 관할하는 법원 

 종교법원: 종교교리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  종교법원은 성직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재판권도 

가지고 있음.  종교법원은 일반법원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조직이며 재판 절차도 종교법원이 자율적

으로 결정함.  종교법원의 재판은 최종적이며 이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음 

 군사법원: 군인, 경찰, 이슬람혁명수비대(the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의 구성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재판하는 법원 

                                       
2
  Ehsan Zar Rokh, Ashrafi Esfahani University, “Iranian Judicial System (Court’s Structure)”, ISLAMIC LAW AND LAW OF 

THE MUSLIM WORLD RESEARCH PAPER No.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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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 가족 관련 소송을 관할하는 법원.  가정법원 재판부는 1명의 남성 판사와 1명의 여성 

조언인으로 구성되는데, 여성 조언인은 판결에는 관여할 수 없고 단지 조언할 권한만 가짐 

 

4. 심리진행, 소송비용, 처리기간 등 

 

이란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소송 제기 기한을 제

한하는 것이 이슬람율법과 배치된다는 헌법수호위원회(Guardian Council)의 의견에 따라 1979년 

혁명 이후 민사소송법이 개정(분쟁 유형 별 소송 제기 기간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함)하였기 때문

입니다.  

 

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법원의 업무부담, 당사자들의 협조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

라지게 되는데,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데 비해 그 기간이나 소송비용은 중동의 다른 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3 

 

재판을 위한 인지비용은 제1심법원의 경우 청구금액의 2.5~3.5%, 항소법원의 경우 청구금액의 

4.5% 수준입니다.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데, 이는 승소

한 당사자가 최초 변론기일 전에 소송비용을 청구에 포함시킨 경우에 한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

비용 외에도 상대방 변호사 비용 및 전문가(감정인)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과거에 이란 법률에 따라 심리된 적이 없는 사건을 재판하게 된 판사는 이슬람 근본원리(Islamic 

sources)나 권위 있는 종교적 처분에 근거하여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외국판결의 집행 

 

                                       
3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Iran” 참조, 계약 집행에 소요되는 평균기간은 505일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 평균 

653.3일보다 짧고, OECD 국가들 평균인 553.0일보다도 짧습니다.  사법절차에 대한 평가지수는 5.5로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 평균인 5.8보다도 낮습니다.  

http://www.doingbusiness.org/data/exploreeconomies/iran/#enforcing-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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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이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만 집행이 가능한데, 이란 법원은 다음의 요

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집행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판결을 한 해당 외국이 이란 법원 판결의 집행을 인정할 것(상호주의) 

 외국판결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위반되지 않을 것 

 외국판결의 집행이 이란이 당사국으로 참여한 국제협약에 위반되지 않을 것 

 외국판결이 해당 국에서 최종적이고 집행력이 있는 판결일 것 

 이란 법원이 해당 외국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을 내린 적이 없을 것 

 이란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전속적 관할을 가지지 않을 것 

 

다만, 위와 같은 법률의 근거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외국판결이 이란 법원의 명령에 의해 집행된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끝> 

 

위 칼럼에 대한 문의 또는 이란ᆞ중동팀 사건문의는 아래 담당 변호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이란 사무소 
배지영 변호사ᆞ이란 사무소장 

Tel. 98-21-2290-3439   Email. jybae@jipyong.com 

본사 이란ᆞ중동팀 

류혜정 변호사 

Tel. 02-6200-1722 

Email. hjryu@jipyong.com 

이훈 외국변호사 

Tel. 02-6200-1851 

Email. hlee@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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