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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관허사업 제한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법상 의무의 준수 또는 의무의 이행을 확
보하려는 간접적 강제수단을 말한다. 관허사업 제한은 행정법적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 권력적 행위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글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에도 지방세외수입
금에 대한 징수율이 크게 나아지지 않아 보다 강력한 간접강제 수단에 대한 정책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도 반영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한 내용이다.
이론적으로는 관허사업 제한 제도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의무위반과 실제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관허사업의 제한은 사업자가 관허 사업에 진입하고자 할 때 그 인허
가를 제한하는 형태와 현재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 취소‧정지처분을 하는
형태로 나눠진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관허사업 제한 제
도를 도입할 때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과 인허가와의 관련성을 고려해 “체납행
위와 관련된 사업 또는 같은 종류의 사업의 인허가”로 한정하여 도입하는 것은 가
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사업의 취소‧정지를 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각 개
별법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 양태 등을 살펴 결정하고자 하였다. 특히 문
제가 된 경우는 영업정지대체 과징금의 경우이다. 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
은 경우 정지처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과징금 제도 도입의 당초 취지를 살리는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법제처 심사 당시에는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영업
정지로 환원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방세외수입
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영업
정지로의 환원은 같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 등으로 보류되었다.

사업

자가 이행강제금과 부담금을 체납한 경우는 일정요건(3회 체납, 1년 이상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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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업의 정지·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활동과 이행강제금과 부담금의 체납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만 영업정
지‧취소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 주제어 : 관허사업 제한, 지방세외수입금,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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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2016년 11월 30일 시행된「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법”이라 함) 일부개정법률에 지방세외수입금1) 체납시 관허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가 도입2)되었다. 관허사업 제한 제도는 이 법 제정3) 당시에도 도입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조세와 세외수입금은 그 성질과 목적이 다르다는
점, 관허사업 제한은 제재의 정도가 매우 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이
유로 도입이 보류된 바 있다.4) 그런데 이 법 제정 이후에도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율이 당초 기대 수준보다 크게 향상되지 않자5) 주무부처는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퍼센트를 차지할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여
전히 조세에 비해 징수율이 저조한 상황이었다.6) 따라서 당시 정부에서는 지방세
외수입금 납부를 게을리 한 자에 대한 간접강제 수단의 하나로서 사업의 인허가

1) "지방세외수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는 조세 외의 금전을 말하는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
담금과 그 밖의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금전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지방세외수입금
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조
2)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3)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2013년 8월 6일 제정되어 1년 후 시행되었다.
4) 이 법 제정안 심사 당시에도 입법적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특히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에 먼저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국가세외수입의 징수에 비해
지나치게 강한 징수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부여하게 되므로 체납자간 법 규정상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제정 자
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 법 제정 당시로선 정책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납자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체
납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등의 입법조치는 기본권 침해의 우려, 최소침해성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등에 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폭 삭제되었고, 체납·결손처분자료의 신용정보회사 지급(제6조), 대급지급 정지(제7조) 등의 간접강제 수단만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
5) 주무부처 자료에 의하연, 지방세외수입금중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체납율은 2011년 55.5%, 2012년 57.5%, 2013년 53.5%,
2014년 53.6%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6)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징수금의 종류별 현황 (행정자치부, 2014년)

구분

과태료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징수율
비고

7,383억원
3,922억원
3,422억원
5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3,196억원
2조 5,631억원
1,482억원
2조 3,009억원
1,708억원
2,619억원
46.4%
89.8%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변상금/
위약금
946억원
545억원
391억원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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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제한하거나 납부의무자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지·취소 (경우에 따
라 영업장의 폐쇄 등의 조치도 포함) 등의 수단을 통해 납부의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서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7) 당초 주무
부처 원안은 「국세징수법」제7조 또는 「지방세징수법」제7조 등 조세법상 관허
사업제한 제도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일반 과세권에
기하여 징수하는 조세와 달리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부
과·징수하는 금전이라는 점에서 조세수입과의 그 성격이 다르고, 당초 원안이 관
허사업 제한 대상 사업을 한정하지 않아 부당결부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상당한 수정을 하였다.
이 글은 제정법 시행 2년 정도 된 시점에서 다시 관허사업 제한 제도를 도입하
는 것과 관련하여,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에 관한 그간의 정책적 문제에 대한 검토
와 더불어 법적인 관점에서 관허사업 제한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로
도입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검토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Ⅱ. 관허사업 제한 제도 개관
1. 관허사업 제한의 의의

“관허사업의 제한”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각
종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법상 의무의 준수 또는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간접적 강제수단을 말한다.8) 이러한 관허사업의 제한에는 ①「건축
법」제79조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영업허가의 제한과 같이 의무위반사항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한 경우와 ②「국세징수법」제7조 및 「지방세징수법」제7
조의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과 같이 의무위반사항과 직
7) 주무부처는 체납자에 대한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지방세외수입금을 성실히 납부한 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개
별법의 흠결시) 법의무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기능을 함으로서 이 법 및 지방세외수입관계법상의 행정목적을 모두 달
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8)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9판, 박영사, 2012년, 426-427 쪽 참조

156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관허사업 제한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 대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관허사업 제한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처분의 성격을 갖기도 하지
만 기본적으로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며, 권익을 침해하는 권력적 행
위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관허사업 제한과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관허사업 제한 제도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당결부금
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 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의 원칙은 법치국가원리와 자의금지의 원칙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헌법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10) 대법원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
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고 판시한바 있다.11)
관허사업 제한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는 행정법규의 위반과 관허사
업 제한 사이에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그 판단기준이 된다. 「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52조12)에서도 해당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7조 및 「지방세징수법」제
7조와 같이 의무위반사항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을 제한하는 경우이다. 부당결
부금지의 원칙이 헌법적 효력을 갖는다면, 비록 법률에 근거한 경우라도 부당결부
9) 박균성, 앞의 책, 48쪽;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5년, 92쪽에서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작용과 사인이 부담
하는 급부는 부당한 내적인 관련을 가져서는 아니되고 또한 부당하게 상호결부되어서도 아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고 적고 있다.
10) 박균성, 앞의 책, 50쪽; 홍정선, 앞의 책, 93쪽, 다만, 박균성교수는 법치국가의 원칙과 무관하지 않지만 보다 직접적 근거는 권한
법정주의와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 있다고 보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는 견해이다.
11) 대법원 20009. 2. 12, 2005다65500 판결
1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에서는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납한 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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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아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9) 이러한 부당결부금지

법
제

실무연구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면 위법한 것이 된다.13) 그런데「국세징수법」제7조는 국세
징수의 무력화를 방지하고 국세징수의 확보, 국가재정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
로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도 국가존립을 전제로 한다고 볼 것이므로 국가존립의
이익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갖는 이익보다 우선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합헌으
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14)가 있다.

3. 조세법상 관허사업 제한 제도의 의미

조세법상 관허사업 제한 제도는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제한 또는 취소처분의 근
거가 없더라도 「국세징수법」등 조세법에 직접 근거하여 인허가 제한 또는 취소·
정지를 하는 것이다. 이는 각 개별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사유와는 별개로 조세
체납을 이유로 직접 취소·정지 및 인허가 거부사유를 창설하는 것이 된다는 견
해15)가 있다. 즉 개별법상의 인허가 제한 및 취소사유와 상관없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을 독자적인 이유로 한 관허사업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는 법률에 규정된 대로 좁게 해
석하여야 한다.16)

13) 박균성교수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면서,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 제한 조치와 의무불이행 사이
에 실제적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박균성, 앞의 책, 428쪽 참조)
14) 홍정선교수는 헌법적 효력설을 주장한다. 홍정선, 앞의 책, 94쪽
15) 법제처해석례(09-0180, 2009. 7. 3.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
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같은 법에서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
더라도 「국세징수법」 제7조 또는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다.
16) 법제처해석례(08-0135, 2008.6.25.,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은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개인의 영업상 자유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가등을 통
하여 허용하도록 한 경우에,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미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
고 있는 자에 대하여 허가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
므로,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국민의 불합리한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
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에서의 관허사업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에
만 한정되어야지 단순한 신고행위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까지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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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세외수입금 징수관련 관허사업 제한의 도입 가능성
1. 관허사업 제한의 도입 필요성

관허사업 제한 제도는 개별법상의 인허가 제도와는 별도로 인허가 제한 또는 취
소사유를 설정하는 제도로서, 처분상대방의 법익 침해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지방세외수입금은
국세나 지방세와 같은 조세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정책적 필요성,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리에 대한 검토 및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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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 정책수단으로서의 효율성
이 법의 목적이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는 것이
고, 그간 지방세 징수의 예에서 볼 때, 관허사업 제한이 납부의무자에게 매우 큰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서 도입의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17) 또한, 이 법
제정 후에도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지 않아 보다 강력한 간접강제 수단에 대한 정
책적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지방세외수입금을 제대로 납부한 자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체납한 자에 대해 행정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의 관념에 부합된다는 의견이 많아 상습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
표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조치에 대한 도입 요청이 매우 커지고 있었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다수의 관허사업 제한요청이 행해지고 있고, 조
세 분야에서 관허사업 제한처분이 사건화 된 경우18)도 많이 나타나는 점을 보면
17)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는 신규 인허가제한 요청을 통해 대상자 체납액의 8.6%(B/A)를 징수하였는데, 실제로는 공
문발송 전 민원인에게 사전통지(체납액 납부 전 신규허가 취득 불가)를 통해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해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영업
정지 및 취소 요청을 통해서는 체납액의 28.2%(D/C) 징수하였다.
(단위: 백만원)

요청건수
2,920

①

신규 제한(65조 )
체납액(A)
징수건수
10,273
1,067

징수액(B)
888

요청건수
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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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업정지 및 취소(65조 )
체납액(C)
징수건수
18,450
1,366

징수액(D)
1,373

18) 행정심판재결례: 리조트콘도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문화관광부 200505102, 2005.7.22,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1996년 최초의
체납 이후로 2004년 이 건 처분 전까지 총 817건에 대하여 합계 5억여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점, 여러 차례 피청구인의 납세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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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압박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허사업 제한은 압류 가
능한 재산이 없어 체납처분이 불가능하지만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체납자
에게 효과적인 징수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관허사업 제한 조치가 의무위반과 실제적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하게 된다. 다만, 「국세징수법」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제도에 대
해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헌설이 다수설이고, 헌법재판소도 구체적인 납세
담보제도의 하나로서 납세자의 조세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조세의 적기 징
수를 용이하게 해 주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19) 또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
실제 쟁송에서도 관허사업 제한 요건에 적합한 것인지가 주된 판단 대상20)이며 관
허사업 제한 제도 자체의 위헌성이 문제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방세외수입금은 국세나 지방세와 같은 조세가 아니다. 당초 주무부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외수입
금을 체납하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신고와 그 갱신이 필요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부의무자에게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입안하였다. 이는 「지방세징수법」제7조와 비슷한 내용으로

촉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이러한 지방세체납의 원인을 살펴볼 때 청구인 회사의 경영상 사정 이외에는
어떤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이 인정되고, 또한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납부독촉 이후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
공하는 등 그 절차상의 흠결도 특별히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리조트콘도사업정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기타 조세심판원 조심2008부3020, 2008.11.7. 등
19)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위헌심판(헌법재판소 89헌가95, 1990. 9. 3)에서 헌법재판소는 “납세의무있는 자가 특
정행위를 할 때 제출하게 하는 납세증명제도(같은 법률 제5조)나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제도(같은 법률 제7조) 등은 납세자의 조세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조세의 적기 징수를 용이하게 해 주는 것”이라고 기
술하고 있다.
20)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942, 판결에서 대법원은 “국세징수법 제7조는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제한요구를 받은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제한요구를 할 수 없는 제외사유로서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게기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 납
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은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를 들고 있는바, 객관적으로 보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이를 간과하거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한요구를 한 경우, 세무서장의 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그 제한요구는 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주무관서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 역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시하
였다.;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4누231 판결, 1982. 10. 12. 선고 82누160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3.11, 선고, 81구
503, 판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05043, 2013. 10. 22., 인용재결, 조세심판원 2008부3020, 2008. 11. 7, 기각재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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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지방세외수입금과 해당 사업과의 관련성을 언급함이 없이 모든 사업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을 가능하게 한 점에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다. 다른 입법례의 검토
「국세징수법」제7조,「지방세징수법」제7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
「병역법」제76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개별소
비세법」제27조, 「주세법」제48조, 「지방세법」제39조에서 관허사업 제한 제
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병역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

거부 및 인허가 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및「지방세법」등에서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위반
행위, 과세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한 조세 미납부, 등록면허세 미납을 이유로
한 면허 취소 등으로 대상사업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관허사업 제한의 도입 가능성

효율적인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요구의 증대, 학설 및 헌법재판소의 태도, 관련 쟁
송에서의 관허사업 제한 사례, 다른 입법례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법에 관허사업 제한 조치가 법리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에 한정되어 있으
나, 추후 다른 법률(지방세외수입관계법)의 개정 여부에 따라 변상금, 점용료·사용
료 등 공법적 원인에 기하여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금전도 지방세외수입금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세와 달리 지방세외수입금은 그 부과 근거와 성격
이 매우 다양하고, 그에 따른 행정법적 관계 역시 매우 복잡하여 조세법과 같이 일
률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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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제도의 집행과정에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여 집행될 가능
성에 대비해 그 제한의 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정하여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아울러, 각 개별법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근거와 성격 등을 개
별적으로 고찰하여 각 단계별로 도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Ⅳ. 지방세외수입금 징수관련 관허사업 제한의 도입 방안
1. 인허가 단계에서의 도입 검토

가. 문제의 소재
주무부처에서는 당초 조세법 체계와 같이 제한되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 체납발생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인허
가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조세는 일반적 과세권에 기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조달을 본질적 목적
으로 하는데 비해 지방세외수입금은 개별적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각 개별법에 근
거를 두고 부과되는 성질을 가지므로 조세법 체계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규정할 것
은 아니다. 과징금, 이행강제금의 경우 개별법에 따른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적 성격이 강하고,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정한 지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징수하므로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영역에 까지 인허가 제한 범위를 확장
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개별법을 살펴보면, 업무분야의 포괄성, 공익성21), 고도의 윤리성을 요하
21) 「행정사법」제6조 제3호 위헌확인사건(2013헌마131, 2015. 3. 26.)에서 헌법재판소는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
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위해서는 행정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
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를 위하여 행정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결격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이 인정된다.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적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
고 할 것이므로, 자격 취득은 허용하되 사무소 개설등록이나 업무수행만을 제한하는 방법 및 범죄행위의 종류를 직무관련 범죄로
한정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행정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여하는 행정사에게 요구되는 국민의 신뢰 및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
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일정 기간 자격의 취득 자체를 제한하는 이외에 덜 침해적인 방법도 찾기 어려우
므로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었다. 금고 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격취득 가능성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만 행정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제한되는 사익이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
뢰 획득, 행정사 업무의 공정성 확보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
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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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업군22)에 대해서는 과거의 위법 행위에 따른 제재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인허가 대상 사업 또는 그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서 신청자의 과거 위법 행위전력만을 인허가 제한사유로 삼고
있는 입법례가 일반적인 점23)에서 볼 때, 지방세외수입금 체납과 전혀 관련 없는
사업에까지 그 사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할 가능성
이 높다고 할 것이다.

나. 과징금, 이행강제금의 경우
과징금, 이행강제금의 경우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영업정지 등에
갈음하여, 또는 납부의무자의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위법한 행위에 대한

과적으로 행정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보류하는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유형의 체납자는 과거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된 제재금에 대해 그 납
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종전의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다른 지역
에서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지역에서도 종전 인허가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다. 그 인허가의 주무관청으로서는 인허가 등의 성격에 따라 각 개별
법에서 정한 인허가 기준 외에도 지방세외수입금의 납부 여부를 인허가의 기준으
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24)
행정청이 인허가 여부에 상당한 재량행위를 가지는 경우에는 법률상 명시적인
22) 「변호사법」 제5조 제1호 위헌확인사건(2005헌마997, 2006. 4. 27.)에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법
률사무전반을 변호사에게 독점시키고 그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률사건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생명, 신체, 명예 및 재산 등의 권리, 의무에 관한 다툼이나 의문에 대한 사건으로서 그 사무처리에 있어서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
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변호사의 공공성과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변호사
활동을 영원히 박탈하는 조항이 아니라 5년간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고 윤리의식을 제고할 시간을 주는 것으로서 직업선택의 자
유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불이익보
다 크다”고 판시하였다.
2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6조, 「관광진흥법」제7조 등
24) 주무부처의 설명에 따르면, 인허가 신청 단계에서 종전의 지방세 체납이 인허가 거부 요인으로 작용되어 압박효과가 상당히 크다
고 한다. (사례 1) ○○시에서 A씨가 노래연습장사업을 하면서 재산세 외 3건 1.2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동일 시 다른 동에 새
로운 노래연습장 신규허가를 내기 위해 ○○시청 환경위생과에 허가신청 접수를 하였으나, 환경위생과에서 세무과로 체납액 확인
을 요청하고, 체납사실을 확인한 세무과에서 즉시 민원인에게 관허사업제한 대상임을 안내 하자 체납액을 자진 완납하였다. (사례
2) 지방소득세(법인소득)등 지방세 3건 7백만원을 체납한 주식회사 〇〇이 ’14년 1월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허가변경 하려는
것을 제한하여 체납지방세를 전액 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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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어서 상대방의 금전납부 불이행을 인허가 제한요소로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도시가스사업, 석유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과 같이 어느 정
도 공익적 요소가 있어 그 인허가가 강학상 재량행위로 분류될 수 있는 사업의 경
우에는 사업자가 A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동종·유사 사업을 영위25)하고자
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26)애는 그 인허
가신청자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납부 여부가 인허가의 한 결정 요소로 작용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명시적인 입법을 통해 각 개별법에 규정된 인허가 기준 이
외에도 그 신청자가 종전 사업 수행을 적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의 여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을 성실히 납부했는지
여부 등도 인허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있을 것이다. 즉 관허사업 제한 제도
를 도입하는 것은 인허가권자에게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한 사항을 인허가 결
정의 한 고려 요소로 판단하게 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인허가대상 사업 등
과 전혀 무관한 사업이 아닌 같은 종류의 사업 또는 관련 사업에서 종전에 지방세
외수입금 등을 체납했는지 여부를 인허가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다면 헌법적 원
칙을 위배하지 않고서도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부담금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세외수입금으로서의 부담금은 일정한 허용량을 초과하
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과금27), 특정 지역에서 특정사업을 영위하거나
특정사업으로 혜택을 입는 경우28), 공익적인 불편을 야기한 경우29) 등 다양한 원
인으로 부과된다. 부담금은 위법적인 행위를 원인으로 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
제금 등과는 성격이 다르나, 특정한 법적 원인에 기해 특별한 금전적 부담을 지는

25) 예컨대, A 버스 사업자가 B지역에서도 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26) 예컨대, A 버스사업자가 노선버스사업 외에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주유소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가스충전
소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등
2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등
28)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부담금 등
29)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등

164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관허사업 제한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것으로서 준조세적 성격이 강하다. 판례30)나 해석례31), 헌재결정례32) 등에서 부
담금을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조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준의 간접강제 수단을 도입한
다고 하더라도 입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각 개별법의 부담금 규정
을 살펴보면 특정한 행위 또는 특정한 법적 지위에서 비롯되어 부담금을 부과 받
는 경우가 많아 부담금 미납 행위와 인허가 거부와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신고 영업에 있어서의 도입가능성
「지방세징수법」제7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영업에 한하여 관허사

하는 일부 신고영업에 대해서만 관허사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33), 통
상 신고영업은 단순히 행정청에 통보하면 행정청의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행
위를 할 수 있는 경우이거나, 일정한 신고기준이 충족되면 행정청으로서는 별도의
공익적 요소를 고려함이 었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
아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을 이유로 신고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문제되
었다.

30) 대법원 2002.10.8, 선고, 2001다37026, 판결(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은 그 성질이 인입공과금보다는 건축주 명의로 부과되는 제
세금에 가까우므로 그 부담자를 도급인으로 본 사례)
31) 법제처해석례(법제처 06-0215, 서울특별시 요청)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동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정집단인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의 일종인
바, 이러한 특별부담금은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강제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는 조세와 유사하나,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집단으로부터 징수된다는 점에서 일반국민의 담세능력에 따라 징수되는 조세와는 구별된다”
고 하였다.
32) 헌법재판소는 2002헌바42, 2004. 7. 15에서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하여서
는 안 된다.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
며,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사될 것이 요구
된다.다만, 부담금이 재정조달목적뿐 아니라 정책실현목적도 함께 가지는 경우에는 위 요건들 중 일부가 완화된다”고 하였고,
반대의견에 따르면, “준조세적 성격을 가진 부담금은 자칫 공과금 부담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납부의무자가 특정한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최
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하며, 그 위헌성은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33) 한편, 이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르면 신고영업에 있어서의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별표에 따라 등록면허세
가 부과되는 사업[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의 신고.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등]을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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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4) 지방세외수입금에 있어서 신고영업에 관허사업을 도입하는
경우 일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 자가 과거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을 때 이를 이유로 행정청이 신고영업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신
고영업은 행정청이 어느 정도의 실체적 판단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자기완
결적 신고라기보다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신고,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영업신고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신고요건만 갖추면 행정청으로서는 반드시
그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고에 있어
서도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을 이유로 관허사업 제한을 도입하게 되면 행정청은 각
개별법에 따른 신고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외에도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 여부를 추가적 신고기준으로 보고 그 수리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이 경우 신
고를 하려는 사람이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새로운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체납이 새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과의 관련성이 있는지도 판
단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시 관
허사업 제한 제도를 부당결부의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설계한다면 신고에
있어서도 입법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마. 검토 의견
결론적으로 인허가의 제한 영역에서 관허사업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종전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과 인허가와의 관련성을 고려해 “체납행위와 관련된 사업
또는 같은 종류의 인허가”로 한정하여 헌법 원리인 부당결부금지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그 요건을 정하여 도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납부의무를 게
을리 한 자에 대해 인허가의 거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 「지
방세징수법」에 따른 인허가 제한조치와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이 법에 따른 지방
세외수입금의 체납은 해당 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불법행위가 원인이거나
34) 박균성, 앞의 책, 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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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체납이 대부분이므로 모든 영역에서 인허가를 제한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장시키기는 어렵다.35)
따라서 이 법 체계 내에서는 불법적 원인에 기해 납부가 확정된 과징금, 이행강
제금을 체납하거나, 특별법에 따른 부담금을 체납한 자가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체납행위와 직접 관련된 사업의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인허가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정리하였다. 다양한 지방세외수입
관계법의 유형을 볼 때 그 관계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논의되었으나, “관련
사업”을 “체납된 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가 경영한 종전의 사업 또는 (체납행위와)
직접 관련된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법
제
Legislation

2. 인허가 정지 또는 취소단계에서의 도입 검토

가. 문제의 소재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서는 개별사업과의 관련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체납자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취소·정지를 요구할 수 있
도록 한 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에서는 해당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
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만 그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금, 즉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은 대부분 인허가를 받아 수
행하는 특정사업과 관련하여 징수하는 의무위반행위(과징금, 이행강제금의 경우)
또는 특별한 의무(부담금의 경우)와 연계되어 파악될 필요가 있다. 입법례에 따라
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위반행위 자체만으로도 그 사
업의 취소·정지 또는 어떠한 행위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경우도 있다.36)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취소·정지 처분 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지 여부
는 각 개별법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 양태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 결정할

35) 예컨대, 식품위생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가 석유사업의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실체적 관
련성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6)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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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과징금의 경우
과징금은 크게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또는 금전적 제제로서의 과
징금, 공익적 필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인허가 또는 영업·조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등이 있다.37) 금전적 제재로서의 과징금은 통상 해당 사업자의
영업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영업이익 또는 매출액 등의 일정 비율38)을 징
수한다. 따라서 이미 확보된 매출 또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므로 체납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법이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하는 예가 드물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으로서의 과징금은 대부분은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인바,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개별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없이도 다시 영업정지처
분으로 환원시킬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입법례를 살펴보면, 과징금을 체납
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하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39) 행정청으로
하여금 영업정지와 강제징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경우40), 과징금 처
분을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되,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징수절차에 따르
도록 한 예41)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률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으로
환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과징금을 체납한 경
우 종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을 새로 하는 경우는 물론 과징금
처분을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법적 효과는 동일하다
고 보인다.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거나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과징금 체납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42) 그렇다면 체납
37)
38)
39)
40)
41)

법령입안심사기준 187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식품위생법」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식품위생법」제82조제4항 단서 제2호에서는 폐업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절차를 따르
도록 하고 있다.
4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2013-015호, 2013.2.19.재결에서 “이 사건 과징금처분의 전제요건인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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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관련된 독촉, 압류, 공매처분 등이 모두 효력이 없게 된다.
따라서 과징금 처분을 영업정지처분으로 환원할 경우 체납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체납처분을 통해 과징금 부과액의 일부를 지방세외
수입으로 귀속시켰다면 그 징수액을 감안하여 영업정지처분으로 환원하거나 납부
의무자에게 징수액을 다시 되돌려 줘야 하는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1) 개별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으로의 변경가능성
과징금 체납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각 개별 법률에서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43)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
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즉, 과징금이 영업정지에 갈음한 것으로 보는 이상

견해와 법률에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영업정지는
새로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은 영업정지를 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44)45), 과징금 체납을
이유로 이를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 사례에 대한 판례 또는 재결례는 찾을 수
없었다.

과징금의 경우 사업자의 법령위반행위 등으로 인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함
에도 불구하고, 공익상의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
우가 많은데, 이러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다시 영업을 정지(관허
2개월 처분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처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하였다.
43) 「건설기술 진흥법」제32조(과징금) 등
44) 대법원은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취소판결(대법원 2015.6.24, 선고, 2015두39378, 판결)에서 “구 영유아보육법(2013. 6. 4. 법
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45조의2 제1항,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3.
8. 5. 보건복지부령 제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별표 9]의 문언·취지·체계 등에 비추어, 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행정청에는 운영정지 처분이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초래할 불편의 정도 또는 그 밖에 공익
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를 선택
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45) 요양기관 과징금부과처분 변경청구[보건복지부장관 200209957, 2003.5.26.]에서 “청구인은 이 건 요양기관과징금부과처분 당
시 이미 의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상태였으므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당연히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줄 알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
니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과징금을 감당할 자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을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하여 달
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업무정지처분을 할 것인지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것인지
의 선택을 하는 것은 재량행위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달리 관계법령을 위반하
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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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징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입
장도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과징금에 관한 일부 법령에서는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체납하더라도 다시 영
업정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46).
그런데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당사자의 고의적 체납으로 당초의 행정목적을 달
성하기 어렵게 되는 등 과징금 부과처분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정이 발생하였
고, 그 과징금부과처분을 지속하는 것이 공익상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처
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47)될 수도 있으며, 처분상대방이 종전의 과징금처분
이 앞으로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하였다 하더라도 과징
금을 체납한 이상 그러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해석상
각 개별별에 별도의 법률적 근거가 없더라도 종전의 과징금처분을 취소(철회)하고
체납액만큼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이 법안에 과징금 체납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 규정 가능성
과징금을 도입한 많은 입법례가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
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사례에
있어서 공익관련성이 없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많아
영업정지처분을 하더라도 공익을 해칠 우려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석이 확립되
어 있지는 않으나 입법론으로는 각 개별법에 영업정지처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하
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즉 행정청에게 영업정지와 과징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재량이 있다면 추후 과징금으로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46) 법령입안심사기준, 197면 참조
47) 법제처해석례(법제처 12-0664, 2013.1.22, 경기도 포천시)에 따르면,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함부로 변경할 수는 없고,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
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 참조), 이는
행정처분의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영업정지 명령 시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된다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령한 후 처분 시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
였다거나, 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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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영업정지처분을 통해 행정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은 입법적으로 가능하다
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에서 간접강제수단으로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즉, 과징금 부과 당시 납부의무자에 대
한 재산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 체납을 이
유로 강제징수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납부의무자의 사익을 침해한 상태에서 또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이며, 지방세외수입의 확보
등의 재정적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서도 또다시 간접강제로서 영업정지제도를

대체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이 법에서 징수급 체납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새
로이 할 수 있게 허용하면 결과적으로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이 병과(竝科)
될 수 있어 법체계상 혼란을 야기할 우려도 있으며,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할 경
우 과징금처분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수입의 확보와는 상관없이 해당 개
별법상의 행정목적을 이 법이 대신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 체계적으로도 어색하다
고 볼 수도 있다.
한편, 과징금 체납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으로의 환원을 각 개별법이 아닌 이
법에서도 도입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견해도 가능하다. 즉, 이 법에
서 (간접강제수단으로서) 영업정지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당초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가 납
부의무자의 위법행위에 근거하는 만큼 영업정지로의 환원이 위법행위를 제재하는
수단이며, 체납처분으로도 과징금 징수를 하지 못한 것은 본래 의도했던 위법행위
에 대한 제재를 달성되지 못한 것이므로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통해서 당초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이 법을 통한 영업정지를 통해 체납
상태를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체납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행정청 스
스로 위법상태를 방치하는 것과 같고, 이는 성실하게 과징금을 납부한 자와의 실
질적 평등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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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통상 당사자의 선택
이나 공익적 관점을 고려해 부과하는 재량행위로서 당초 처분 당시에도 과징금 대
신 영업정지를 선택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당사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
상당한 시일을 부여하여 과징금 납부를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상태가 지속
되면 (그 체납처분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보다는 일찍 종결하고) 영업정지처분으로
신속히 변경하는 것이 사업법 영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
다.48)
다만, 체납 발생시 체납처분절차를 거쳐 과징금을 징수하도록 한 각 개별 입법
례의 태도를 감안하면 원칙적으로 체납처분절차를 거친 후 영업정지로의 변경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체납자가 파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납부를 계속하여 미루는 것을 허용한다면 과징금 부과처분이 오
히려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특히 영업을 수
행하는 상태에서도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한다고 하더
라도 과징금 체납상태를 장기간 가져가는 것은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
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입법론적으로 이 법 보다는 개별법에서 직접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
우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과징금 제도 도입의 당초 취지를 살리는 것으
로 보이나, 이 법에서도 과징금 체납시의 영업정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간접강제수
단의 형태로 도입하면, 개별법의 흠결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 생각된다.

48) 납부의 법정기일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개
별법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폐쇄조치를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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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종전 이 법 시행령 별표 제2호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 「건축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정
하는 11종의 이행강제금이 지방세외수입금으로 분류되어 있었다.49) 이행강제금의
경우 주로 시설물50), 물건51) 등을 설치 또는 제거하거나 법률에 직접 근거하거나
법률에 따른 행정청의 명령(주로 시정명령)를 따르지 않을 때52) 부과하는 것이 보
통이다. 이행강제금을 도입한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서는 위반행위와 그 사업수행
과의 과징금에 비해 관련성이 밀접하지 않으나, 납부의무자가 일정한 사업을 수행
하는 경우 의무불이행과 사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53)

가 완성될 때까지 부과하는 제재금으로서, 통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어느 시
점에서 의무를 이행하면 다시 이행강제금54)을 부과해서는 안 되지만, 이미 확정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는 것은 가능하다. 즉 (영업정지대체) 과징금과 달리 이미 확
정·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다른 제재 수단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납부
의무자가 당초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하여 기 부과‧확정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의
무가 소멸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당초의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기확정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
우에는 과징금의 경우와 달리 이행강제금 체납이 되는바, 이행강제금 체납을 이유
로 그가 경영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 영업의 취소 정지 등을 할 수 있는지가 문
제된다.
살피건대 행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자가 그 의무
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금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그
49)
50)
51)
52)

「지방세외수입금 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11.22 대통령령 제27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2.
「건축법」제80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30조의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9조의2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0조의3 등
「농지법」제62조(농지매도 의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의2(토지의 이용의무),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
42조
5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0조 등
5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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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의 효율성을 높이는 간접강제 수단의 하나로서 관허사업 제한은 그 도입이 검
토될 수 있을 것이다.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그 사업과 관
련된 영업정지 및 취소를 허용55)한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다. 다만, 제재
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한 간접강제 수단으로서의 지나친 남용을 막기 위해서 납
부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한다
면 부당결부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 위배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해 근거를 두고 있는 지방세외수입관계법 중 시정명
령 또는 의무불이행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직접 제재조치(허가취소, 정지, 행정대
집행 등)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즉 특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인허가의 제한, 해당 사업의 취소·
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건축법」 제79조가 대표적이다) 의무불이
행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대집행56) 등을 규정한 한 경우도 있다. 이행강제금의 체
납과 해당 의무 불이행이 겹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으로서의 사업
의 취소‧정지와 개별법에 따른 사업의 취소‧정지 등의 조치를 선택적으로 과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옥외광고물업자가 이미 저지른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경우 그가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대해 (종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
른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할 수도 있고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취소‧정지
도 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법상 동일한 의무위반행위를 이유로 두 번의 사업
정지·취소가 가능해 이중처벌의 위험이 있다. 그간의 사례에서 보면 관허사업제한
또는 명단공표의 경우 상습적·악질적 체납자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 일반직이므로
실무상 이 법을 근거로 한 사업의 취소‧정지처분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

55) 물론 조세 및 과태료에 관허사업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과잉금지 및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위반이 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헌법재판소나 그간 판례, 해석례 등의 태도상 과잉집행되지 않는다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도입이 가능
하다고도 볼 수 있다.
56) 「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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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은 시정명령을
발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규정만을 둘 뿐 의
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인허가 취소·정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
고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라 이행강제금
을 부과한 후, 그 이행강제금 체납한 경우 이 법을 근거로 영업정지·취소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에서는 납부의무자가 이행강제금을 체납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3회 체
납, 1년 이상 경과, 100만원 이상)이 되어야 이행강제금 체납을 이유로 사업의 정
지·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맞게끔 지방세

행강제금을 부과받은 때만 그 사업에 대해서만 취소‧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하였다.57)

라. 부담금의 경우
통상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드는 비용을 공익사업과 특별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납부
의무58)59)로 이해되어 왔다. 지방세외수입금 중 부담금은 다양한 종류가 있어 일
률적으로 그 성격을 확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이 법에 따른 부담금 모두 「부
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가 허용된 것으로서 부담금 부과에 대한 입법적 타
당성을 가지고 있다. 부담금은 반드시 위법성을 전제로 하여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과는 구별된다. 일부 법률60)에서 일정한 법정
기준을 위배(배출허용기준 초과)함을 전제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 경우에는 위법행위를 전제로 부담금이 부과된다고 볼 수 있다.
57) 부동상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등의 이행강제금은 통상의 의미의 과징금이라기 변상금 및 가
산세적인 성격 또는 일반적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이 크므로 인허가 제한이나, 인허가 정지 취소 등이 체납과의 관련성이 약할 수
도 있다. 사업관련성이 없음에도, 이행강제금 미납을 이유로 사업정지 취소를 행하는 경우 부당결부 금지 원칙위반 우려가 크므
로 가급적 다른 수단(대급지급정지, 명단 공표 등)을 동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8) 입안심사기준 199면
59) 「부담금관리 기본법」제2조(정의)
6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13조(총량초과부과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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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부담금은 모두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에 해당되고,
통상적으로 특별한 법적 규율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조세와 구별
되지만, 부담금이 특별한 납부의무자의 재원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요 재원
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조세에 준하는 금전납부의무로 이해된다.61) 부담금의 성
격을 준조세로 파악하면 납부의무자에게는 법에 따른 성실한 납부의무를 기대하
고,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조세법 체계에 준하여 제재하는 것도 그 정당성이 인
정될 수 있다.62) 따라서, 부담금에 있어서는 조세에 준하는 간접강제수단을 도입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이 법에서 도입하는 경우 과징금 이행강제금과
달리 특정사업과의 연관성을 두지 않고 도입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 관련 인허가를 거부63)하거나, 당초의 법률상
의 의무 위반(배출허용기준 유지 위반)을 이유로 관련사업의 인허가를 거부하거나
시설 확장 등을 제한하는 입법례64)도 있다. 다만, 주무관청이 부담금 미납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 인허가의 취소·정지 등을 하도록 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
한, 부담금의 납부가 인허가의 전제 요건일 경우 해석상 부담금 미납을 이유로 인
허가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사례65)도 있다. 이 경우 인허가 당시 부담금 납
부를 조건으로 인허가를 해주었다가 추후 부담금 미납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도
가능할 것이다.
부담금이 준조세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부담금 체납과 사업관련성이 약한
경우에도 사업의 허가 정지, 취소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고려할 여지가 있으나,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의 경우 특정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또는 공익과 관련된 특정
시설물 등의 소유자가 공익적 차원에서 특별히 부담하는 금전납부의무의 성격이
강하여 부담금의 부과와 사업관련성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61) 헌법재판소 2002헌바42
62) 지방세외수입 중 부담금의 체납율은 2011년 11.1%, 2012년 9.0%, 2013년 10.2%, 2014년 9.9%로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에 비
해 징수실적은 높은 편이다.
63) 「수산자원관리법」제44조(조성금)
6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13조(총량초과부과금)
65) 「산지관리법」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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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피건대, 부담금에 관허사업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다른 지방세외수입금
보다는 입법적 정당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 조세법과 같이 사업관련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부담금 미납을 이유로 아
무 상관없는 사업을 취소·정지시키는 경우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
는 점, 실제 취소·정지 처분을 하는 주무관청도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이나 개별적·구체적 상황에 따른 헌법원칙 등을 고려하는 점, 이 법에 따른 과징
금, 이행강제금과의 체계상의 균형 등도 감안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납행위와 그가 영위하는 사업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형태로 관허사업 제한 제
법
제

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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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금(점용료, 사용료, 변상금 등)의 경우
이 법 제정법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만을 지방세외수입금으로 인정하
고 있었으나, 이 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점용료, 사
용료, 변상금 등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통상 점용료, 사용료를 납
부하지 않는 경우 점용허가 취소66) 등의 방법으로 제재가 가능하다.67) 공물, 공
용물 등(행정재산, 도로 등)의 점용‧사용 허가 후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 사
업을 경영68)하는 경우에는 점·사용허가 취소 처분 외에 그가 인허가를 받아 영위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영업허가의 정지·취소를 할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69)

살피건대, 점용료, 사용료를 조세와 같은 재정수입적 측면에서 바라볼 경우에는
조세에 준하여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수준의 관허사업 제한도 고려할 수
66) 「도로법」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67) 대법원은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에서 “도로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도로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
사용을 뜻하는 것이고,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고 판시하였다.
68) 예컨대 공유재산인 어떤 건물에서 점용료를 납부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
69) 점·사용료 및 변상금 등도 그 납부의무가 확정되면 강제징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이를 체납한 채 다른 지역에서 동종·유사
의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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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점용료, 사용료를 공유재산 등을 사용한 댓가로 보게 되
면, 그 점·사용료는 본질적으로 민사채권이다. 점용료·사용료에 대해서도 공법적
원인에 기해 부과되고, 강제징수절차가 행해진다는 점에서 점·사용료 부과는 처분
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각 개별법상 점·사용료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점·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그 수단 외에 그가 (다른 장소에서) 경
영하는 다른 사업 취소·정지를 허용하는 것이 부당결부의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변상금의 경우에는 당초 공유재산 등을 불법 점유하고 있어 그 점유를
배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그 제재의 한계를 없애는 것도 고려할 여지가 있다.

Ⅴ. 마치며
조세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마찬가지로 이 법에서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도
입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주로 악성 법령위반자, 상
습적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조치(간접강제 수단)의 일환으로서 도입되는
것이다. 이 법의 특성상 다양한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해 어떠한 수준의 관허사업제
한을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곤란한 면이 있다. 이 법의 심사안
에서는 납부의무의 대상과 같은 종류의 사업70) 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자 하였
다.71) 이는 체납행위와 사업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것이 주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는 이 법 체계에 보다 적합
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간접강제 수단으로서 관허사업 제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각 사업 영역을
규율하는 개별법상의 흠결을 보완해 주는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 제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
별법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 체납과 관련된 의무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그 사업의
70) 예컨대, A씨가 고성군에서 횟집을 운영하면서 위해식품 등의 판매로 과징금 백만원을 고지 받았으나, 영업부진 등의 이유로 과징
금을 체납한 채 2년 뒤 고성의 횟집을 폐업하고 통영시에 횟집을 개업하여 영업하는 경우 이를 제한 할 수 있을 것이다.
71) 동종업종 외에도 유사업종 등 관련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관허사업 제한 시행 초기에는 사업관련성을 제한적으
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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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나 사업의 취소·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우72) 그에 따르도록 하면 될
것이다.

1. 인허가 단계

개별법 검토 결과, 이 법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은 조세와 달리 대부분 일정한
사업 영역과 상당 부분 관련되어 있으므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
이 발생하는 경우 그 체납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한정하여 지방세외
수입금 체납 시 같은 종류의 사업의 인허가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법
제
Legislation

2. 사업의 정지·취소 단계

법제처 심사 당시에는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지방세외수입금 중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과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이를 분리하여 규
정하였다. 그런데 국회 심사를 거쳐 영업정지대체 과징금의 경우에는 영업정지처
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제외하였다. 여기서는 법제처 심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
한다.

(1)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의 경우
각 개별법에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이 법에 따
르도록 하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함으로서 과징금 납부의무가 소멸된다는 점
을 감안하면, 영업정지로의 변경 가능 시기를 원안보다 앞당길 필요가 있다. 그런
데 보통 각 개별법에서 과징금 체납의 경우 강제체납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우선 그 단계를 거쳐야 과징금으로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독촉 후 90일까
지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횟수(1년 3회) 제한 및 금액 제한은 두지 않았다.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되는 것으로 보
72) 「식품위생법」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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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하므로 만약 납부의무자가 그 금액의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 또는 체납처분
과정에서 일부만을 징수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만큼을 조정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하였다.73)

(2) 그 밖에 이행강제금, 부담금의 경우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금은 부과 원인이 다양하나, 납부의무가 확정되면 그 금전
을 획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납부 원인의 적법·위법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였다. 입법체계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그 요건을 가급적 통일적
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과 관련 있는 사업
에 대해 일정 요건(1년 이상 경과, 3회 이상 체납, 100만원 이상)이 되면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신 정지처분 또는 취
소처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한도를 설정하여 개별법상 정지처분기간의
최고한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였으며, 취소 처분은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를 회피
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종합 검토결과

결론적으로 주무부처의 정책 의도를 수용하되, 인허가단계 및 사업 취소·정지단
계에서 모두 체납행위와 사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강조하는 방안으로, ①인허
가 거부시에는 그 지방세외수입금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해서만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허가 취소는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받
은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경우로만 관허사업 제한을 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②사업 정지·취소의 경우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과 그 밖의 지방세외
수입 체납의 경우를 분리하여 규정하였고, 개별법에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시 사업
정지 또는 취소 근거를 둔 경우 그 개별법에 따르도록 하였다.74)
73)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법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행하는 것이므로 일단 이를 나누어 집행하는 것이 제재의 실효성이 떨
어지는 만큼 과징금도 원칙적으로 분할 납부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이 법 제21조에서는 과징금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분할납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실무적으로도 과징금 금액이 큰 경우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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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관허사업 제도의 도
입과 관련하여 현행법에서 체납처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의 효율성을 우선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관허사업 제도를 도
입하려는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겠으나, 개정안은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을 “지방세외수입금
부과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한정하여 규율하고 있다는 점, 「국세징
수법」제7조, 등의 입법례에서 이미 관허사업 제한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는 점
74) 주무부처의 원안과 법제처의 심사안 비교

주무부처 원안

②

③
④

ㆍ ㆍ ㆍ

①

제7조의2(관허사업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 없이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그 지방세외수
입금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
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지방
세외수입금을 체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사업의
주무관청에 해당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이를 체납한 경우로서 제8조에 따른
독촉 후 9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처분으로의 변경.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주무관청은 그 사업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에는 이미 납부하거나 징수한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정지처분기간을 고려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이 경우 사업의 정지처분기간은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해당 사업의 정지기간의 최고 한도를 초
과할 수 없으며, 사업의 취소처분은 납부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을 이유로 한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하여 제2항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외수
입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 또는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ㆍ ㆍ ㆍ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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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의2(관허사업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
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
세외수입금을 체납하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신
고와 그 갱신(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그 납부의무자에게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 등은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
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그 사업에 대한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
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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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적 수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75)
다만, 개정안에서 사업의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원처분인 과징
금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사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의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독촉․
압류 등의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개정안의
입법방향이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및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 취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국회심사과정에서 영업정지대체 과징금의 경우에는 관허
사업 제한을 제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최종 정리되어 공포․시행76)되었다.

75) 전문위원심사보고서, 20~21쪽 참조
76) 최종 공포된 내용
제7조의2(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납부의무자가 그
지방세외수입금 부과 대상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와 그 갱신
(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
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부
과받은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은 제외한다)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
상인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사업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 따른 해당 사업 정지기간의 최고
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허가등의 취소는 납부의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부를 회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④ 지방세외수입관계법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체납을 이유로 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과 다
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 또는 요구를 한 후 해당 지방세외수입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 또는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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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Scope and Limitation of Restriction of
Business Activities by Governmental Permission
Jong-Jin, Choi
Director,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Sang-Su, Lee
Director,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Restriction of Business Activities by Governmental Permission shall indirectly mean
to secure compliance with or performance of a duty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by
allowing a person who violates or fails to obtain permission for various kinds of
authorization.
Restriction of Business Activities by Governmental Permission is a power to deal
with administrative and legal default, so it must be based on the law.
The article said that After the Act on the collection of non-tax payment, the
collection rates for non-default income taxes will not improve substantially, and
therefore, the need for a more stringent indirect assessment on the national tax
permit and other compulsory measures.
In theory, Restriction of Business Activities by Governmental Permission system
could run counter to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nfair association.
In this regard, it was intended to consider compliance with the prohibition on
unfair association with projects, such as allowing Restriction of Business Activities by
Governmental Permission if they were actually related to a breach of duty.
Specifically, Restriction of Business Activities by Governmental Permission is
divided into the form in which the license is restricted when the operator intends to
enter the licensed business and the form in which the license is cancelled or
suspended for the business currently run by the operator.
When introducing the Restriction of Business Activities by Gover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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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ssion on the Local Tax Out-of-Rate Accountation Act, the delinquency in local
non-tax payment and the connection with licensing of such a business should be
considered.
It was judged that it was possible to introduce business related to delinquent
payment or limited it to the license of businesses of the same type.
Whether the project could be cancelled or suspended was to be determined by
examining the ways in which local non-tax revenues could be imposed according to
the respective laws.
In particular, the fine of a substitute for suspension is problematic.
There was much controversy as to whether the switch to a suspension measure
would serv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system if the operator did not pay the fine.
reviewed, it would be possible to return the fine to a suspension of business if it was
in arrears.
However, the Act on the collection of non-tax payment for local taxes was not
reflected in the same Act's intention to be reprieved as a suspension of business as it
was enacted to secure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event a business has failed to comply with its payment charge for compelling
the performance and burden charge (three times in arrears, one year or more later, or
one million won or more), it can be suspended or canceled,
It was organized so that businesses could suspend or cancel business when there
was a direct correlation between project activities and charge for compelling the
performance and arrears of expenses.
Key words : Restriction of Business Activities by Governmental Permission, Local nontax receipts, Fine, Charge for compelling the performance, Burden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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