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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1. 외국법과의 비교 및 우리나라법의 개선방향

(1) 외국법과의 비교

독일, 프랑스, 대만, 몽골법상의 공법상 계약 법제와 우리나라의 공법상 계약 법제
의 차이점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 대만, 몽골의 경우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행정절차법 또는 일반행정법에 일반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프랑스
는 이와 달리 이에 대한 규정이 행정절차법에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우리
나라에도 행정기본법(안)에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독일, 대만, 몽골 등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 특징은 우리나라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국가계약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것이 국가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될 수 있
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행정절차법 이외에는 개별법령에 따른 규율이 이루
어지는 해외국가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계약법
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규율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이에 따라 공법상 계약의 경우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율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는 외국의 법제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공법상 계약과 관련한 실무·이론상 쟁점으로는 1) 공법상 계약 체결에 법령상의 근
거를 요하는지 여부, 2) 행정처분을 대체하는 공법상 계약(이른바 종속적 행정계약)의
인정여부, 3)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기준, 4) 행정처분과 공법상 계약의
구분, 5) 공법상 계약의 구속력(변경, 해지), 6) 공법상 계약과 법률우위원칙과의 관
계, 7) 공법상 계약의 하자의 효과 등이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이들 쟁점들 중의 일부는 행정절차법의 규율을 통해 해결하
고 있지만 나머지는 타 법령이나 판례의 해석에 맡겨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독
일, 대만, 몽골의 경우 1), 2), 5), 6), 7) 등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규정을 두고 있
지만, 3), 4)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규정을 두지 않고 타 법령이나 개별법령에 의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문에서 기술되겠지만, 우
리나라 행정기본법(안)에서는 1), 5)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 대만, 몽골에 비해서 규율의 밀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각국의 행정계약법제의 비교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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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각국의 행정계약 법제 비교

우리나라
행정계약의
근거법령

독일

프랑스

대만

몽골

행정절차법

일반행정법

공공조달

행정기본법
(안)
국가계약법

연방행정

법률명령 등

절차법

개별법령에
서 규율
-

행정계약의

허용성
-

화해계약의

체결에 관한 특
별요건
-

쌍무계약의

특별요건
- 계약의 허
용성

- 행정계약
-

기본법 의 체결

에서의

규 - 행정계약

율내용

의 변경, 해
지 및 무효

-

화해계약

-

교환계약

-

문서형식

-

제3자와

행정청의

동

의
- 공법상 계
약의 무효, 특별한
에

경우

있어서의

조정과 해지
- 즉시집행의
수인
- 준용규정

공공조달 법 - 계약체결 전
률명령 제1 공고 및 의견표
부의 일반적 시
규정 내용은 - 행정계약 체
다음과

같 결방식

음.

-

행정계약의

- 법률명령 효력이
의 적용범위

발생하

는 특별요건

- 공공조달 -

행정계약이

계 약 체 결 의 무효가 되는 원
절차

인

- 공공조달 계약의 집행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 외주 및 계약이
하도급

행정
무효가

되는 원인에 관

- 공공조달 한 특별규정
계약의 변경

-

행정기관의

행정지도와

협

조
- 계약사항 외
의

공권력행사

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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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약의

- 행정계약
의 허용성
- 행정계약
의 형식
- 타 행정
청의

승인

을 위한 협
력, - 위법
한

행정계

약
- 행정계약
의 변경 및
취 소 사 유
제- 행정계
약의 집행
- 법규범의
적용과
수

준

당사자

한쪽인

행정기관이
방적으로
하거나

일
조정

종료할

권리
- 계약 후 외부
적 환경의 중대
한 변화로 계약
을

조정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 행정계약에서
자발적으로
행을

집

수용하도

록 약정하는 경
우
-

행정계약이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2) 우리나라법의 개선방향

이처럼 행정기본법에서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공법상 계약과 관련된 모든 실무·이론상 쟁점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곤
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해외의 법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의 실무·
이론상 쟁점 중에서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적고 어느 정도 공감대
가 형성되어 있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행정기본법에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행정기본법(안) 및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제시
해보면 다음과 같다.

2. 행정기본법(안) 및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1) 제1안 (현행 행정기본법(안)을 전제로 한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행정기본법(안)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의
방법 및 절차, 공법상 계약의 변경 및 해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
법 시행령에 추가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제시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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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과 같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조(공법상 계약의 방법 및 절차) ① 행정청이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
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및 내용
2. 이행기간
3. 그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
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③ 행정청은 제3자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해당 계약의 목적, 내용 및 결과 등을 충분히 설명
하여야 하며, 제3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제3자는 해당 행정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해당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받은 행정청은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또는 협의가 필요한 공법상 계약은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또는 협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조(공법상 계약의 변경 및 해지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3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공법상 계약의 변경 요구나 해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서면
으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2) 제2안 (행정기본법(안)의 개정방안 및 행정기본법 시행령(안)의 제정방안)

행정기본법(안)의 개정을 할 경우에는 처분에 갈음하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
정을 두고, 공법상 계약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지의 주체에 계약상대방도 포함시
키며, 공익적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한 손실보상의 규정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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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들에 대한 위임규정을 두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입법개선방안은 다음
과 같다.

행정기본법 개정안

제29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①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이하
“공법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
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
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갈음하
여 처분의 상대방이 될 자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처분의 사실적·법적 관계가 불명확하여 행정계약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우
2. 처분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세부 내용을 행정계약으로 확정하는 것이 더 합
리적인 경우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0조(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지) ① 행정청 또는 계약 상대방은 공법상 계약이 체
결된 후 중대한 사정이 변경되어 계속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 내용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 시 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에게 매우 불공정할 경우에는
행정청 또는 계약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을 이행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 공법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계약상대자가 행정계약의
존속을 신뢰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공법상 계약의 변경 및 해지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30조의2(공법상 계약의 무효)
① 공법상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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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8조부터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민법」에 따른 계약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처분을 갈음하는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는 대체되는 행정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공법상 계약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률개정을 전제로 할 경우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은 제1안과
동일하게 하면서 처분에 갈음하는 행정처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해주는
내용을 추가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제○조(처분을 갈음하는 공법상 계약) 법 제29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처분을 갈음
하는 공법상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1. 해당 법령에서 처분과 계약 모두에 의해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
하고 있는 경우
2. (생략)

제○조(공법상 계약의 방법 및 절차) ① 행정청이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
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및 내용
2. 이행기간
3. 그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
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③ 행정청은 제3자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해당 계약의 목적, 내용 및 결과 등을 충분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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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며, 제3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제3자는 해당 행정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해당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받은 행정청은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또는 협의가 필요한 공법상 계약은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또는 협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조(공법상 계약의 변경 및 해지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에 따른 공법상 계약의 변경 요구나 해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서
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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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명령·통제(command and control)방식에서 협력에 의한 거버넌스(governance)로
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계약방식에 의한 행정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행
정처분에 대한 부관이 협약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국가 연구개
발(R&D)에 관한 협약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민간투자법상의 실시협약도 지속적으
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관한 판례들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공법상 계약들은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규율이 개별법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관계로 분
쟁해결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공법상 계약의 법령상 근거 요
부, 행정행위를 대체하는 행정계약의 인정여부,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 등
이 그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행정절차법에서 공법상 계약에 관해 일반적으로 규율을 함으
로써 어느 정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학설과 판례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법치행정의 가치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공법상 계약에 대한 활용성 제고를 위해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2020년 7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기본법
(안)에서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 그 내용은 다소 간략하다. 향후 제정될
행정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공법상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그동안 공법상 계약에 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특히 비교법적
인 관점에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독일의 공법상 계약이론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1) 프랑스의 행정계약이론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연구가
1) 독일의 행정계약에 관한 선행연구를 연도순으로 보면 송동수, “독일 행정절차법상의 공법상 계약”, 법
학논총 제20집, 1994; 박기병,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이론의 역사적 발달과정”, 공법연구 제24집 제4
호, 1996; 김병기, “독일 행정법상 위법한 행정계약과 그 효력”, 행정법연구 제3호, 1998; 장태주,
“공법상 계약의 적용범위: 독일 행정절차법상의 공법상 계약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29집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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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바 있다.2)
그런데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행정절차법에 두고 있
지 않기 때문에 이를 입법적으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
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3) 더구나 행정기본법(안)에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게 된 상황에서 이를 시행령 단위로 어떻게 구체화할 것
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안을 두어 연구
를 진행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공법상 계약분야의 법리, 정의 및 범위를 행정청의 사법상 계약, 처
분 등과 대비하여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기본법(안)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규율
될 “공법상 계약의 내용(종류, 유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법상 계
약에 관한 국내외의 논의사항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공법상 계약 및 관련법제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 공법상 계약과 행정처분
의 구별에 관한 판례, 법령, 학설의 내용을 검토하고, 공법상 계약에 관한 실무적인
쟁점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II)
이어서 외국의 공법상 계약 법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외국의 법제는 독일을 중심
2001; 이상해, “독일행정절차법에서 공법상 계약의 개정과 공사협력의 입법논의”, 법학연구 제45권
제1호, 2004; 김현준, “계약을 통한 도시계획의 법리 – 독일 건설법전(BauGB)의 도시계획계약을 중
심으로 -”, 토지공법연구 제34집, 2006; 백승주, “행정법상 계약의 하자 및 그 유지에 관한 고찰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33집, 2006; 정하중, “법치행정의 원리와 공법상 계
약”, 서강법학 제11권 제1호, 2009; 김병기, “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한 행정계약법 총론의 법제화방
안”, 행정법학 제5호, 2013; 임현,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상 공법상 계약”, 지방계약연구 제5권 제2호,
2014; 정호경·선지원, “공공조달계약의 법적 성격과 통제에 관한 연구 - 공법상 계약 이론을 중심으
로 -”, 법제연구 제46호, 2014; 강기홍, “독일의 공공조달법상 낙찰제도”, 법학논집 제21권 제1호,
2016; 김판기, 행정계약의 공법적 체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6; 정남철,
“행정계약의 현안과 쟁점”, 현대행정의 작용형식, 법문사, 2016; 한명진, “독일연방행정절차법의 공법
상 계약 법리 적용에 관한 검토 – 뮌헨 올림픽개최 계약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제
16권 제1호, 2016; 서보국, “독일 공법상 계약의 주요 쟁점”, 행정법학 제16호, 2019 등이 있다.
2) 프랑스 행정계약에 관한 선행연구를 연도순으로 보면 김동희, “프랑스 행정법상의 행정계약에 관한
고찰”, 법학(서울대학교) 제34권 제3·4호, 1991; 이광윤, “행정계약론”, 행정법이론 – 비교적 고찰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0; 최성은, “프랑스 행정법상 행정계약의 법리”, 법학연구 제19집, 2003;
전훈, “공법상 계약화현상과 한국에서의 행정계약”, 공법학연구 제7권 제5호, 2006; 박재현, “프랑스
의 행정계약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제44권 제2호, 2009; 이순우, “프랑스 행정계약의 개념”, 한양
법학 제25호, 2009; 박은진, “프랑스 행정계약법상 '不豫見'(l’imprévision)이론에 관한 연구: 공법상
독자적 사정변경이론의 정립을 위하여”, 행정법연구 제35호, 2013; 강지은, “행정계약의 제3자에 의
한 소송 – 프랑스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43호, 2015; 박우경, “프랑스 행정법상
실시협약 변경의 한계”, 행정법연구 제51호, 2017 등이 있다.
3) 이에 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 김병기, “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한 행정계약법 총론의 법제화방안”,
행정법학 제5호, 2013.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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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살펴보면서, 프랑스, 대만, 몽골의 법제도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독일은 연
방행정절차법에서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는 대만이나 몽골에도 일
정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가장 상세하게 검토하도록 한다. (III)
다음으로 우리나라 공법상 계약의 규율방안을 행정기본법(안) 및 행정기본법 시행
령(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행정기본법(안)을 전제로 한
행정기본법 시행령의 제정방안, 행정기본법(안) 자체의 개정까지 염두에 둔 행정기본
시행령의 제정방안 등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한다.(IV)
마지막으로 이상의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
고자 한다.(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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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리나라 공법상 계약 및 관련법제 현황
1. 개관

공법상 계약과 관련하여 그 활용성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점으
로 지적되는 부분이 공법상 계약이 국가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공익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행정이 선거와 맞물릴 경우에는 그 부작용이 더
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공법상 계약의 성격으로 인해 국가행정
이 상업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4)
또 경계해야 할 부분은 행정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 하에서 행정권에 대한 절차적
및 실체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발령되는데 반해,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역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더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5) 따라서 공법상 계약의 법리를 세우고 그 활용가능성을 모색
하는 가운데에서도 공법상 계약이 갖는 한계와 우려를 함께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공법상 계약과 관련된 사례들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이 문제된 사례들이다. 이
는 다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는데, 1) 판례에서 공법상 계약으로서
의 성격이 인정된 사례들, 2) 판례가 명확하게 존재하지는 않지만 법령의 해석상 공
법상 계약으로 인정이 가능한 사례들, 3) 판례에서는 사법상 계약(또는 민사소송의 대
상)으로 보고 있지만 학계에서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
는 사례들이 그것이다.
두 번째는 공법상 계약과 행정처분의 구별이 문제된 사례들이다. 이는 1) 판례에서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된 사례, 2) 판례에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이 인
정된 사례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들 사례들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공법상 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법
적 쟁점들을 정리해보도록 한다. 이러한 법적 쟁점으로는 1) 공법상 계약 체결에 법
령상의 근거를 요하는지 여부, 2) 행정처분을 대체하는 공법상 계약(이른바 종속적 행
정계약)의 인정여부, 3)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기준, 4) 행정처분과 공법
상 계약의 구분, 5) 공법상 계약의 구속력, 6) 공법상 계약과 법률우위원칙과의 관계,
7) 공법상 계약의 하자의 효과를 들 수 있다.

4) 장태주, “공법상 계약의 적용범위: 독일 행정절차법상의 공법상 계약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29집
제2호, 306면.
5) 장태주, 앞의 글, 3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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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

(1) 판례에서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된 사례

가. 공무원 채용계약

대법원은 공무원 채용계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인
정하였다.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
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근무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
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896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법상 근무
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채용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조례에 의하면 이 사건 옴부즈만은 토목분야와 건축분야 각 1인을 포함하
여 5인 이내의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제3조 제2항), 위 조
례와 이 사건 통보 당시 구 지방공무원법(2011. 5. 23. 법률 제10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3호,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2011. 8. 19. 대통령령 제2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지방계약직공무원인 이 사건 옴부즈만 채용행위
는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
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옴부즈만 채용행위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채
용계약 청약에 대응한 피고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의사표시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거절하는 의사표시’ 역시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채용계약에 따라 담당
할 직무의 내용에 고도의 공공성이 있다거나 원고가 그 채용과정에서 최종합격자로
공고되어 채용계약 성립에 관한 강한 기대나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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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서울시립무용단원 채용계약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공법상 계약으로서
의 성질을 인정하였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마)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서
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공연 등 활동은 지방문화 및 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서울특
별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단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능력요건과 자격요건을 요하고, 계속
적인 재위촉이 사실상 보장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고, 단원의 복무
규율이 정해져 있으며, 정년제가 인정되고, 일정한 해촉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촉되
는 등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이 가지는 지위가 공무원과 유사한 것이라면, 서울특별시
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
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7)

위의 판례들을 보면 계약에 따른 지위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과 유사하다는 점이
공법상 계약의 성격을 인정받은 주요한 근거가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계약에 적
용되는 법령이 공무원법과 같은 공법이라는 점이 주요한 고려요소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국가연구개발협약

대법원은 국가연구개발협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인
정한 바 있다.

“가. (1) 과학기술기본법은 제11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과학
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0. 8. 11. 대통령령 제223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이라고 한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

6)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7)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46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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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
하고,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제7호).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
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계획서,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연
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제7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국가연구개
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
준에 의하고(제10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의 공동소유로 할 수 있고,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제15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한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항공우주산업법’이라고 한다)은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부는 기동용회전익항공기·공격용회전익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사업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2항에서 정부는 이를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산업 및 관련 기술과 관련된 기관·단체 또
는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3
항에서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의 목적은 KHP사업 공동규
정(산업자원부 및 방위사업청 공동훈령) 등에 의거하여 원고가 그 하도급업체들과 함
께 한국형헬기 민·군 겸용 핵심구성품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하는 데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이고(제2조), 원고는 협약체결 시 협약이행의 보증
으로 협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협약보증금의 반환, 국고귀속 등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상의 계약보증금 반환, 국고귀속 등의 조항을 준용하고(제7조),
협약체결 시의 협약금액 이외의 초과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데, 다만 협약목적물 및 개
발계획의 변경에 따른 초과비용이나 개발계획서상의 물가상승, 환율변동, 기술변경,
소요변경 등의 차이에 의한 초과비용 등은 피고와 협의하여 사업비 증가에 따른 협약
변경을 할 수 있으나 피고(사업단)의 승인분에 한하고(제9조), 원고와 피고 간에 분쟁
이 발생하여 30일 이내에 협약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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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해결하되 그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는 것이다(제44조).
(2) 위 각 법령의 입법 취지 및 규정 내용과 함께 이 사건 협약 제2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근거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연구경비로 지급하는 출연금을 지칭하는 데 다름 아니라는 점,
이 사건 협약에 정한 협약금액은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과 참여기업의 투자금 등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참여기업이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협약금액의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변경을 구하는 것
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KHP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피고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협약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한국형헬기 민·군 겸용 핵심구성품을 개발하여 그 기술에 대한 권리는 방위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에 귀속시키되 장차 그 기술사용권을 원고에게 이전하
여 군용 헬기를 제작·납품하게 하거나 또는 민간 헬기의 독자적 생산기반을 확보하려
는 데 있는 점, 이 사건 KHP사업의 참여기업인 원고로서도 민·군 겸용 핵심구성품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군용 헬기 양산 또는 민간 헬기 생
산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국가연구
개발사업규정에 근거하여 피고 산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참여기업인 원고 사이에 체
결된 이 사건 협약의 법률관계는 공법관계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7. 5. 30. 선
고 95다28960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두2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협약 특수조건 제7조에서 협약보증
금의 반환, 국고귀속 등에 대하여, 제15조에서 지체상금에 대하여 각기 국가계약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거나 나아가 제44조에서 원고와 피고 간의 분쟁
에 관하여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8)

위 판례에서 개발협약의 법적 성질을 판단하면서 대법원이 국가의 출연금이 사용
된다는 점, 한국형 헬기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등을 언급한 것은 ‘협약’과 ‘법령’
내용의 ‘공익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법원이 협약의 규정을 위반
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출연금의
증액에 국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한 것은 ‘협약’과 ‘법령’에 ‘공권
력 행사’의 요소가 존재함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9)
위 판례와 관련하여 살펴볼 또 다른 판례로 기술개발협약에서 특허권의 귀속의무
8)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
9) 김대인, “국가연구개발협약과 공·사법구별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15526 판결에 대한
평석 -”, 서울법학 제26권 제2호, 2018, 231-2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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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문제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갑 연구소가 구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에서 정한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을 주식회사와 후·박막공정을 이용한 저자가방전 초소형 전지 개발을 위한 민·군겸
용기술개발과제 협약(응용연구단계)을 체결한 후, 을 회사를 상대로 위 협약에 기
한 특허권 지분의 귀속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협약에 따른 특허권 지분의 귀속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및 범
위는 민사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소송물로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소송에 대한 심리·판단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
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소송으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
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아야 하므로, 2015. 12. 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시행일 전에 소가 제기되어 시행일 이후에
제1심판결이 선고된 위 사건에 대한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판시하였다.10)
위 판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가 있다. 위 판례는 당해 사안에서 행정소송
(당사자소송)의 관할집중 필요성보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관할집중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공법
상 계약 => 당사자소송 대상’의 판단기준을 취하지 않고, 하나의 계약에 공법적 요소
와 사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약의 법적 성격이 ‘공법상 계약인지 사
법상 계약인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당해 청구가 협약에 포함된 공법적 법
률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정을 근거로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것이
다.11)
위 두 가지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판례의 입장은 해당계약의 일반적인 법적 성질
자체 보다는 분쟁의 대상이 되는 쟁점 자체의 법적 성질을 중시하여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특정쟁점에 대한 공사법구별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
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한 것은 향후 재판관할의 결정에 있어서 불명확성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라 체결된 실시협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확고한 판례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는
10) 대법원 2019. 4. 10. 자 2017마6337 결정.
11) 허이훈, “행정계약 관련 분쟁의 소송형식 –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을 중심으로 -”,
강원법학 제59호, 2020, 3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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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실시협약
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수소법원은 단순히 주무관청이 재정지
원금액을 산정한 절차 등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실시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
다.”12)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이 실시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재정지원금 지급청구를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
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본 것은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의 법적 성격을
공법상 계약으로 이해하는 전제에 서 있기 때문이다.
하급심에서도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관
된 태도이다. 이에 관한 판례들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민간투자법 제18조 내지 제20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을 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
며,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가진 실시협약의 체결
을 단순한 사법적, 일반적 계약관계라고 할 수 없다.”13)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은 민간투자사업의 사업계획 단계부터 시설 준공 후 유지,
관리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업시행 전반을 규율하고 있고, 주무관청에 대하여 감독
권한도 부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정부는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한편,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교부 또는 장기대부 등의 재정지원과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의 감면 조치 및 조세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실시협약 체결 이후의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을 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토
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권능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가진 실시협약의 체결을 단순한 사법적·일반적 계약관계로 볼 수 없다.”14)

학계에서도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것이 통설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보는 근거로는 위에서 언급한 판례와 마찬가지로 1) 민
간투자법 제13조 제3항에서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
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
1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6455 판결.
13) 서울고등법원 2004. 6. 24. 선고 2003누6483 판결.
14) 광주지방법원 2008. 11. 13. 선고 2008구합11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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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지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시협약체결과 동시에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과가 발
생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 2) 사업시행자에게는 국·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 등 특별한 공법상 권한이 부여된다는 점(민간투자법 제19조, 제20조),
3) 실시협약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독명령, 공익처분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
어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민간투자법 제46조, 제48조) 등을 들고 있다.15)

(2) 법령의 해석상 공법상 계약으로 인정이 가능한 사례

가. 지역발전투자협약16)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17)
이러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2004년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부처별·분절적·단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던 부처와 지방자치
단체 간 협력 하에 균형발전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성과지향적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이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는 ‘지역발전
투자협약 운용지침’(안)을 마련하였으나 여건 미성숙 등으로 보류되었다. 이후 협약의
필요성이나 추진 당위성 등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인식 부족 등으로 지역발전투자협
약제도는 사문화된 상태였다.18)
2018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 수립되었고 이
에 따라 지역주도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형 계획계약의 재추진을 결정하
였다. 이에 따라 2018. 3. 20.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었는데, 동 개정법에서
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
도록 하였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
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다.19)
지역발전투자협약체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15) 김성수, “민간투자사업의 성격과 사업자 선정의 법적 과제”, 공법연구 제36집 제4호, 2008, 475면;
최승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외법논집 제34권 제1호, 2010, 305-306면; 홍성필·
윤성철, 민간투자사업분쟁관계법, 법과 교육, 2014, 370-371면 등.
16) 이 부분은 김대인, 공공협력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9, 77-78면을 기본토대로
한 것이다.
17)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 제1항.
18) 김진범 외, 정부·지자체 협력기반 한국형 계획계약제 발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9, 3면.
19)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0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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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국가균형
발전사업에 대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을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출받은 협약안을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3)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송부받은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국가균형발전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
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 의견을 작
성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하 ‘체결안’)을 작성할 중앙행정기관
의 장을 정하여 체결안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5) 체결안의 작성을 요청받은 중

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초에 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균형
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체결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공동으로 제5항에 따른 체결안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시ㆍ도지사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시ㆍ도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
견을 들어야 한다.20)
이러한 지역발전투자협약은 협약체결의 주체가 모두 행정주체이고, 그 내용도 지
역발전에 관한 사무 및 재원분담의 내용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의 예로 볼
수 있다.

나. 자치경찰 관련 협약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91조에서는 국가경찰과의 협약체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자치경찰이 담당하

는 사무를 처리할 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담과 사무수행방법은 도지사와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이 협약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
리 치안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2)
위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당사자가 의견을 달리하여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협약당사자의 신청으로 「경찰법」에 따른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
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한다. 다만,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공익을

20)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부터 제7항.
21) 이 부분은 김대인, 공공협력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9, 78-79면을 기본토대로
한 것이다.
2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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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신청하
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약의 체결을 조정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협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협약당사자는 그 내용을 협약에 포함시켜
야 한다.2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담과 사무수행의 방법에 관한 기준 및 협약의 공
표에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4)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
례」가 제정되어 있다.
동 조례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제주도지사)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에 관한 업무협약안을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
청장(이하 ‘제주지방경찰청장’)에게 협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주도지사
는 업무협약안을 작성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도지사는 제주지방경찰청장과 업무협약의 체결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도보에 게
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25)
위와 같은 업무협약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경찰의 활동 목표에
관한 사항, 2) 자치경찰이 수행할 사무의 구체적 범위에 관한 사항, 3) 인력 및 장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간 상호 협력과 응원에 관한 사항, 5)
업무협약의 유효 기간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자치경찰사무의 효율적인 추
진에 관한 사항이 그것이다.26)
이러한 자치경찰 협약은 협약체결의 주체가 모두 행정주체이고, 그 내용도 경찰행
정과 관련된 사무분담이라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의 예로 볼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지방자치자체 간 협약에 대한 법적인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47조를 들 수 있다. 동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을 받으
면 법령의 범위에서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근거가 되

고 있기 때문이다. 위 규정에서는 ‘협약’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

23)
24)
25)
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 제2항, 제3항.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 제4항.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항.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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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지자체간 협력과정에서 협약이 체결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27)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의 대상사무는 기본적으로 지자체간에 공통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사무로서 공동수행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협력 추진시 예산절감 및 주민편의 등 행정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사무, 행정서비
스의 수혜대상이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지역 간 갈등예방 및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무 등이 언급되고 있다.28)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도 협약체결의 주체가 모두 행정주체이고, 그 내용도 자치행
정과 관련된 사무분담이라는 점에서 공법상 계약의 예로 볼 수 있다.

라. 협약방식의 부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협약방식으로 부관(부담)을 부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
한 바 있다.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
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9650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두6663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
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
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한편, 행정청이 재량행위인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을 부가하였다면 이러한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
는 행정처분이 된다 할 것인데,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
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대
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
면서 부가한 부담 역시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
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
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
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7) 고승희,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한 협력체계의 모색: 도-시·군 간 공공갈등관리업무협
약을 중심으로”, The Chungnam Review 2015 여름호, 2015, 49-50면.
28) 고승희, 위의 글,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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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하여 행정청과 사이에 행
정처분에 부가할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으나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
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협약
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29)

위 판례에서는 위와 같은 협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명시적인 판단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학계에서는 위와 같은 협약에 대해서 공법상 계약, 특히 행정처분을 대체하는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30) 공법상 계약인 협약과 협약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부담이 결합된 혼합적 행위라는 견해,31) 공법상 계약으
로 보기 힘들다는 견해32) 등이 제시되고 있다.

마. 사회서비스 관련계약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개념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
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로 정의하고 있다.33)
이러한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 위탁계약,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
거한 사회서비스 이용관련 계약,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계약 등
이 그것이다. 이러한 계약에 의한 사회서비스는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34)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위 법령들에 의해서 다양한 공법
적 규율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를 공법상 계약의 사례로 볼 수 있다.

바. 체육시설 사용·수익허가계약

29)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30) 김중권, “‘송유관이설협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행정법기본연구 I, 법문사, 2008; 김대인, “계
약의 형식으로 된 부관의 법률관계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 행정법연구 제26호, 2010.
31)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14판, 박영사, 2017, 346면.
32) 김용섭,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부관”, 행정판례연구 XV-2, 2010, 294면.
33)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34) 장봉석, “사회복지서비스계약의 법적 쟁점과 과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중심으로 -”, 사회보장
법학 제4권 제1호, 2015,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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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진흥법 제17조 제6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중 체육시
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개수ㆍ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과 그에 딸린 부대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프로스포츠단(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하고 투자자가 해당 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민간 투
자자를 포함한다)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체육시설 사용·수익허
가계약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위 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공유재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일반적으로 특허(행정처분)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
기는 하지만,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7조 제6항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
을 배제하고 있고, 민간투자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되며, 동 계약에 따른 계
약당사자는 스포츠산업진흥법에 따른 다양한 공법적 규율을 받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
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판례에서 사법상 계약(또는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이에 대해 학계
의 비판이 있는 사례

가. 공공조달계약

대법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조달계약에 대해
서 다음과 같이 사법상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
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하 편의상 ‘공공계약’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공기
업(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
는 사법(私法)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
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
라 이행하여야 하는 등(국가계약법 제5조 제1항)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비
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35)
35)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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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판례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조달계약이
계약체결절차나 효력, 그리고 사회경제적 정책수단으로의 활용 등 사법상 계약과 구
별되는 여러 가지 공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36)
이와 관련해서 다음의 대법원 판례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계약당사자
가 연안화물부두 축조 타당성 조사용역계약에 위반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이 시행되기
도 전에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음을 전제로 입찰공고 등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조
사용역계약의 계속적 성격과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이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
를 파괴하고 그 공익성을 저해함으로써 계약관계의 계속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 조사용역계약이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해지통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본
바 있다.37)
위 사건은 공공조달계약에 해당하는 ‘연안화물부두 축조 타당성 조사용역계약’이
문제된 사례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법상 당사자소송(행정소송)으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소송형식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판단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판례는 공공조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
례로 볼 수 있다.38)

나. 토지보상법상 토지의 협의취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에 의한 토지취득은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
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매매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협의취득시 당사자

36) 박정훈, “공법과 사법의 구별 – 행정조달계약의 법적 성격”,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김대인, “공법상 계약 관련판례에 대한 고찰”, 특별법연구 제9권, 2011; 정호경·선지원, “공공조달계
약의 법적 성격과 통제에 관한 연구 – 공법상 계약 이론을 중심으로”, 법제연구 제46호, 2014, 이광
윤·김철우, “행정조달계약의 성질에 대한 연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
로”, 성균관법학 제28권 제2호, 2016 등.
37)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두10209 판결.
38) 김대인, “공공조달계약 관련법제의 개혁에 대한 고찰: 국가계약법을 중심으로”, 강원법학 제28호,
2009, 32면. 다만 이 판례에서는 해당 계약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는 명시적인 판단은 하지 않
고 있다. ‘사법상 계약’에 대해서 행정소송으로 제기하더라도 이를 전속관할위반으로 평가하지는 않는
것이 실무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해당 계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전제하에 서 있다고 단정적으
로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해당 계약의 공익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해
당 논점이 공법적 성격을 갖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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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합의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
지 아니한 매매대금을 정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39)

그러나 협의에 의한 토지취득에 대해서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다양한 공법적인 규
율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협의에 의한 토지취득은 공용수용 이후에도 가능하다
고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힘
들다.

다. 기부채납약정

대법원은 기부채납에 대해서 사법상의 증여계약에 해당한다고 다음과 같이 판시하
고 있다.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
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고(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031 판결 참조), 위 증여계약의 주된
내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 즉 사용·수익권 및 처
분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이 해제된다면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자는 그의 소유재산에 처분권뿐만 아니라 사용·수익권까지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기부채납의 약정 속에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
하는 의사표시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 판시와 같이 원고가
공사하는 도로의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에 기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단순히 위 도로부지
에 대한 기부채납 약정이 있었다는 점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와 더불어 위 기부채납
해제시 도로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
정되어야 함에도(일반적으로 토지를 기부채납하면서 기부자가 별도로 그 토지의 소유
권에 기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
이다), 원심이 위 원고의 이러한 의사표시가 있었는가를 심리·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위 기부채납의 약정 속에 당연히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위 기부채납의 약정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위 포기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
한 사용·수익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시 주장
39)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33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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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하여 피고의 위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을 받아들인
조치에는, 이유모순이 아니면 심리미진이나 기부채납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잘
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40)

위 판례에서는 기부채납약정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민사소송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위 기부채납약정이 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약정이 증여계약에 해당하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소유권의 귀속이라는 민사법적인 시각만이 반영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부채납이 국토계획법제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
려하면 공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라. 민간위탁계약

대법원은 환경관련시설의 민간위탁계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사법상 계약으로 인
정한 바 있다.

“이 사건 협약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사인인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시설(자원회
수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 그 위탁운영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으로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한 사법상 계
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의 해석에는 아래에서 보는 계약의 해석 방법에
관한 일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위탁운영비용 정산의무의 존부는 민사 법률관계에 해당하므
로 이를 소송물로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소송
을 행정소송 절차로 진행하였더라도, 행정사건의 심리절차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감
안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특칙이 적용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
절차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사건을 행정소송 절차로 진
행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41)

위 계약은 환경관련시설의 위탁운영계약이 문제된 사안으로서 공공조달계약 중 용
역계약의 일종으로 보아 사법적 성격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소송은 행정

40)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0581 판결.
41)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605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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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제기되었지만 전속관할위반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민간위탁계
약은 행정사무의 위탁이라는 성격이 들어가기 때문에(이러한 이유로 민간위탁은 정부
조직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율을 두고 있다) 일반적인 공공조달계약과 동일하게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민간위탁계약을 일률적으로 사법상 계약으
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42) 및 개별법령을 근거
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위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기본법(안)을 제
정한 바 있다. 이러한 민간위탁법(안)에서는 민간위탁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민간위탁은 계약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민간위탁법(안)에서는 이
러한 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43) 따라서 여전
히 민간위탁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마. 보조금 계약

대법원은 보조금 계약이 문제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본 바
있다.

“원고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으로서 보조금법상 보조사업자이고, 피고는 보조사
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협약은 보조금 지
원에 관하여 보조사업자인 원고와 보조금수령자인 피고 사이에 체결한 계약으로서 공
법적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구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3항이 보조사업자
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만 반환명령의 대상이 된 보조금
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유보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
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더라도 보조금수령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이를 강제징
수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침 또는 구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 제1
호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의사표시는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4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
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
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3) 이 법안에 대한 상세한 소개 및 분석으로 김대인, “「민간위탁기본법」(안)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함
의”, 지방계약연구 제17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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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환명령’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에 근거하여 하는 의사표시라
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는
협약에서 정한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이 사건 협약에 포함된 공법적 요소에 어떤 영향
을 받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44)

위 판례에서는 보조사업자(공무수탁사인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와 보조
금수령자간에 체결된 계약에서 공법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존부 및 범
위에 관한 다툼은 공법적 요소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민사소송의 대상으
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위 판례는 보조금 계약의 공법적 성격을 일반적으로
부인하였다기 보다는 분쟁의 대상이 된 쟁점이 민사적인 성격으로 본 것으로 보았다
고 할 수 있다.
위 판례는 앞서 본 기술개발협약관련 판례45)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쟁의 대상이 된
쟁점별로 사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채무의 존부 및 범위
에 대한 다툼이 보조금법의 공법적 규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순수한 사법상
의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4) 소결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를 보면 그 구별기준에
일관성이 존재하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대체로 판례가 채택하고 있는 구별기준을 정
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계약’ 자체에 사법상 계약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들어간
경우(예를 들어 협약에 협약변경에 행정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2)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에 공법적 성격이 존재하는 경우(예를 들어 관련법령에 협
약규정 위반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그것
이다. 그리고 계약 및 법령이 행정사무의 수행과 관련된 공익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
지 여부도 부수적인 판단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공법상 계약과 행정처분의 구별

(1) 판례에서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된 사례

44)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45) 대법원 2019. 4. 10. 자 2017마633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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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화지원사업 협약해지

대법원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면서, 이에
따른 협약해지도 행정처분이 아닌 공법상 계약의 해지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

“가. 1)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
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
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
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
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
10617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등 참조).
2) 법46) 제9조 제1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제1호), 중소기업정보화 지원
사업(제8호),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제9호) 등을 정하고 있
다.
법 제10조 제1항은 기술혁신사업(제9조 제1항 제1호)에 관하여, 제11조 제1항은
산학협력 지원사업(제9조 제1항 제9호)에 관하여 각 중소기업청장이 출연할 수 있도
록 정하고, 제32조 제1항은 ‘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학교·기관·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8조는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별도로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제9조 제1항 제8호)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필요한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제1항),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소
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으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
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제3항)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요건
46)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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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환수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앞서 살핀 법리와 위 각 관련 법령의 문언·취지 등에 더하여, ① 중소기업 정
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법 제32조 제1항은 법 제10조가 정한 기술혁신사업과 제11조가 정한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관하여 출연한 사업비의 환수에 적용될 수 있을 뿐, 이와 근거
규정을 달리하는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관하여 출연한 지원금에 대하여는 적용
될 수 없고 달리 그 지원금 환수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상 근거가 없는 점, ③ 중소기
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에서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협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 그 효과는 전적으로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질 뿐, 달리 협
약 해지의 효과 또는 이에 수반되는 행정상 제재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아무런 규
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이 사
건 환수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
시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47)

위 판례를 보면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과정에서 체결되는 계약에 대한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중소기업 기술
혁신촉진법」)의 공익적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위 판례를 보면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구
분하여 후자의 계약은 전자의 계약과는 달리 사업비의 환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을 공법상 계약으로 본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48) 이는 공법상 계약이 되기 위해서
는 양자가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중시하는 판례의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목포시립교향악단의 단원위촉계약의 해지가 문제된 사례에서 대법원은 “피고 목포
시가 원고를 교향악단의 단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성립되는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계약
관계에 지나지 아니하고, 원고를 해촉한 것을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
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49)
47)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449 판결.
48) 해당 사건은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이 문제된 사건이었다.
49) 대법원 2008.3.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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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에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된 사례

가. 협약해지에 대해서 행정처분으로 본 사례

대법원은 두뇌한국(BK)21 사업의 협약해지통보에 대해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

“나. (1)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항은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기관에 학
술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고, 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011. 6. 7. 법
률 제10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이
공계인력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는 대학에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률(이하 통칭하여 ‘학술진흥법 등’이
라고 한다)은 ‘해양생물유래 고부가식품·향장·한약 기초소재 개발 인력양성사업에 대
한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의 직접적 근거가 된다.
한편, 이 사건 사업과 같은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율하는 과학기술기본법(2014. 5. 28. 법률 제126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
다)은 제11조 제2항에서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
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 정부는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최상의 연
구환경을 조성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고(제2호),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나 규정을 마련할 경우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자율
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3호)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의 세부 사항을 규율
하는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1. 3. 28. 대통령령 제22721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은 제7조에서 대학 등 주관연
구기관에 속한 연구자가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연구개발비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고, 제9조에서 위와 같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도록 하며, 제12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출
연한 연구개발비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 이를 관리·집행하도록 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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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연구개
발을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제2호)’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항), 특히 주관연구기관 등의 귀책
사유 등을 이유로 한 협약 해약의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 및 관련자
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제3항)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학술진흥법 등과 과학기술기본법령의 입법 취지 및 규정 내용 등과 아
울러 ① 학술진흥법 등과 과학기술기본법령의 해석상 국가가 두뇌한국(BK)21 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인 대학에 연구개발비를 출연하는 것은, ‘연구 중심 대학’의 육성은 물론
그와 별도로 대학에 소속된 연구인력의 역량 강화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기본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지원은 대학에 소속된 일정한
연구단위(이하 ‘연구팀’이라고 한다)별로 신청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것이지, 그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닌 점, ③ 대학은 학술진흥법 등에 정한 연구개발비의 공
식적 지원 대상이자 그 관리·집행의 대외적 주체로서 협약 당사자로 되어 있을 뿐, 협
약으로 인한 실질적 이해관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주체인 연구팀에 귀속된다
고 볼 수 있는 점, ④ 나아가 과학기술기본법령상 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히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
사표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연구개발비의 회수 및 관련
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해
당하므로(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3859 판결 참조), 이로 인하여 자신의 법
률상 지위에 영향을 받는 연구자 등은 적어도 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연구팀장을 통
해서 협약 해지 통보의 효력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의 연구팀장인 원
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협약의 해지 통보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50)
다음으로 국가산업단지 입주계약의 해지가 문제된 사례에서도 대법원은 “피고의
지위, 입주계약해지의 절차, 그 해지통보에 수반되는 법적 의무 및 그 의무를 불이행
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지통보는
단순히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
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
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51)라고 판
시한 바 있다.

50)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51)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38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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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의 실질을 행정처분으로 본 사례

대법원은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은 행정재
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의 사용·수익 허가임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제
기된 위 계약에 따른 가산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 본안 판단을 한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바 있다.52)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특허로 이해하는 태
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위와 같은 태
도는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적인 성질을 배제하고 행정처분의
법리를 통해서만 위 법률관계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현실과 법리간의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3) 소결

대법원은 공법상 계약과 행정처분의 구별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
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
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
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
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53)라는 일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위 판례들을 보면 공법상 계약과 행정처분의 구별이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공법상
계약의 해지사례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는 일정한 구별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공법상 계약의 해지에 의해 발생하는 법 효과(원상회복의무)의 이
행을 강제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출연금 환수, 장래의 사업참여 제한, 이행강제금, 과
태료 등의 행정상 강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계약의 단순한
종료 이상의 법률상 효과를 가지므로 해지 통보가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
분이라고 보고 있다.54) 반면 관계법령에 그와 같은 행정상 강제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52)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53)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등.
54) 장래의 사업참여제한의 경우 두 가지를 나누어볼 필요가 있다. 법령에 의해서 장래의 사업참여제한
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계약에 의해서 장래의 사업참여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것이다. 사업참여
제한이 부정당업자제재의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계약에 의한 경
우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33292 판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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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의 대등한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보
고 있다.55)

4. 실무상·이론상 쟁점

(1) 공법상 계약 체결에 법령상의 근거를 요하는지 여부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므로 공법상 계약에는 법
률의 근거가 필요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 견해이다.56)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계약강제가 존재하는 등 행정주체의 우월성에 의하여 의
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법률유보가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다.57) 또한 독일행정절차법 제54조와 같이 행정계약의 체결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독일과 동일한 해석을 하는 것은 무
리라고 보는 비판적인 견해가 있다.58)

(2) 행정처분을 대체하는 공법상 계약(이른바 ‘종속적 행정계약’)의 인정여부

공법상 계약으로 행정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공법상 계약은 법률의 근거 없이도 인정되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공권력
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율되어야 하는 분야에서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한 공법상 계약
이 인정될 수 없고 행정행위를 대체할 수도 없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59)
행정행위의 근거규범만 존재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행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여기에는 일정한 조리상 한계가 존재하며 행정작용의 법적 성격에 따른
차별적인 고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견해에서는 예를 들어 공평부담의 원칙
이 실현되어야 하는 침해적 행정작용의 영역인 조세법영역에서는 행정계약에 의한 행
정행위의 대체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60)

한 판례의 태도와 연결해서 보면 계약해지로 인해 법령에 의해서 장래의 사업참여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지만, 계약해지로 인해 계약에 의한 장래의 사업참여제한
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는 공법상 계약의 해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다.
55) 이상덕, “지방계약과 판례법 – 사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 처분의 구별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제
19권 제4호, 2018, 17면.
56)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16판, 2019, 351면.
57) 정하중, 행정법개론, 제14판, 법문사, 2020, 327면.
58) 김대인, 행정계약법의 이해, 경인문화사, 2007, 100면.
59) 박균성, 앞의 책(각주 56), 352면.
60) 김성수, 일반행정법, 제8판, 2018, 409-4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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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

학계에서는 ‘계약의 대상’이 공법적 규율의 대상이 될 경우에 공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즉, 계약의 대상이 공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면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61)
앞서 보았듯이 대법원은 1) ‘계약’ 자체에 사법상 계약과 다른 특별한 규정이 들어
간 경우(예를 들어 협약에 협약변경에 행정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는 경
우), 2)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에 공법적 성격이 존재하는 경우(예를 들어 관련법령에
협약규정 위반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를 기
준으로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 및 법령이 행정사
무의 수행과 관련된 공익적인 성격을 담고 있는지 여부도 부수적인 판단요소로 작용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계약이 일반적으로 공법적인 성격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기 보
다는 분쟁의 대상이 된 개별쟁점이 공법적인 성격의 것인지를 중시하는 태도도 보이
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개별쟁점별로 재판의 관할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원고에게
관할선택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학계에서는 행정계약의 범주에 공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하여 종래 강학
상의 공법상 계약과 공사혼합계약을 모두 포함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62) 이러한 견해는 분쟁의 대상이 된 개별쟁점이 공법적인 성격의 것인지를 중시
하는 판례의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도 민법의 유추적용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데, 어느 경우
에 민법의 유추적용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4) 공법상 계약과 행정처분의 구별

앞서 보았듯이, 공법상 계약과 행정처분의 구분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
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
61) 김남진·김연태, 행정법 I, 제21판, 법문사, 2017, 388면; 김동희, 행정법 I, 제20판, 박영사, 2014,
223면.
62) 김판기, “행정계약법의 체계정립을 위한 기본적 법문제”, 공법연구 제44집 제4호, 2016, 2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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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63)라는 일반기준을 제시하면서 공법상 계약의 해지에
의해 발생하는 법 효과(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출연금 환
수 등의 행정상 강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관계법령
에 그와 같은 행정상 강제수단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의 해지
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법령에 행정상 강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공법상 계약
과 행정처분을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명확한 기준으로 보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다.
개별법령에서 계약해지의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규정을 두고 있어야 계약해지를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명확하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공법상 계약의 해
지를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은 공법상 계약 법리의 행정행위법리에의 종속성을 심화시
킴으로써 공법상 계약 법리의 독자적인 법리를 저해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64)

(5) 공법상 계약의 구속력의 한계

공법상 계약의 구속력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공법상
계약의 기초가 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 계약내용을 그대
로 이행하는 것이 공익상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청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되도
록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권한 또는 계약해지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
이다.65)
그런데 공익적 사유로 인한 계약변경요구권이나 계약해지권이 남용될 경우에는 계
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개별법령에서는 이
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들을 두고 있다. 민간투자법상의 공익처분에 대해
서 정당한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66)
그런데 공법상 계약의 해지가 언제 가능한지, 공익적 사유로 인해 공법상 계약을
해지할 때 손실보상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일반적인 규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법령 또는 개별계약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한계를 나
타내고 있다.

(6) 공법상 계약과 법률우위원칙과의 관계
63)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누10617 판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등.
64) 김대인, “공법상 계약의 법리에 대한 고찰 – 행정행위와의 구별을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제23
호, 2017, 236-237면.
65) 박균성, 앞의 책(각주 56), 356면.
66) 민간투자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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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6. 개정된 유료도로법에서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제도를 신설하였다.67) 이에 따르면 유료도로관리청은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
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는 1) 연속하여 3년
동안 연간 실제 교통량이 민간투자법상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2) 연속하여 3년 동안 연간 실제 통행료 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통행료 수입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3) 민자도로사업자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변경한 경우, 4) 민자도로사
업자가 주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
우, 5) 도로의 종류 또는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6)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실시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68)
해소대책요구를 받은 민자도로사업자는 유료도로관리청이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유료도로관리청은 1) 민자
67) 유료도로법 제23조의 5. 이 규정을 신설하게 된 취지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민자고속도로
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이용자에게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서비스 수준은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고, 일부 민자도로의 경우 예측 통행량의 과다 책정으로 인하여 막대한 규모의 재정 지원
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민자도로를 신설ㆍ개축하여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및 민자도로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민자도로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
리하기 위하여...중대한 사정변경이나 부당행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자도로와 민자도로사업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과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리ㆍ감독 체계를 강화”하
려는 취지이다. 유료도로법[법률 제15357호, 2018.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68) 유료도로법 제23조의 5 제1항. 위임된 대통령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5조의
4(사정변경 등에 따른 실시협약의 변경 요구 등)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이하 “민자도로사업자”라 한다)가 유지해야
하는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이
자율 중 가장 낮은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
2.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이자율
3. 민자도로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는 때의 최고이자율에 관하여 유료도로관리청과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
③ 법 제23조의5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실시협약의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연간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의 100분의
30 이상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민자도로의 실시협약 체결 당시 예상되지 않았던 다른 도로가 연결되는 경우
2. 해당 민자도로의 도로구간에서 교통흐름의 변화로 차량의 통행속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등
유료도로의 기능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된 경우
3. 해당 민자도로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의 범위에 포함된 경우
4.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유료도로에 관한 정책이 변경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교통여건이 현저히 변화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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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업자가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 민자도로
사업자가 제2항에 해소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3) 해소 대책으로는 중대한 사
정변경 등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거나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자문을 거쳐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유료도로관리청
은 민자도로사업자가 요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69)
위와 같은 유료도로법에 따른 실시협약변경요구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이 존재한다. 이미 체결된 민자도로 실시협약에 대해서 위 유료도로법의 규정을 근거
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점
이다. 이는 공법상 계약과 법률우위원칙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한다. 이에 관해서는 위 규정은 이미 이행중인 실시협약의 장래에만 영향을 미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인정할 만한 공익적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소급
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70)

(7) 공법상 계약의 하자의 효과

공법상 계약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한 공법상 계
약은 원칙상 무효라는 것이 다수견해이다.71) 이에 대해서는 의사표시상의 하자에 대
해서는 민법상 계약과 마찬가지로 취소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72)
공법상 계약의 무효를 언제 인정할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뒤에서 보듯이 독일 연
방행정절차법은 이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러하지 못하
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 특히 행정행위를 대체하는 공법상 계약의 개념
의 인정여부가 우리나라에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대명백설’에
입각한 행정행위 무효기준이 공법상 계약이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람
직한지도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69) 유료도로법 제23조의 5 제2항, 제3항, 제4항.
70) 김대인,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확보수단에 대한 연구 - 공법상 계약과 행정처분의
관계를 중심으로 -”, 지방자치법연구 제19권 제3호, 2019, 247면.
71)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13판, 2016, 349면.
72) 김병기, “독일 행정법상 위법한 행정계약과 그 효력”, 행정법연구 제3호, 1998, 197-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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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외국의 공법상 계약 법제
1. 독일의 공법상 계약 법제

(1) 개관

1976년에 행정절차법에 공법상 계약을 명문화하고 행정행위를 대체하는 공법상 계
약을 인정하는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의 구조와 활용 그리고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공법상 계약 체계를 구체화하는데 논의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독일연방행정절차법은 제4장(제54조에서 제62조)에서 공법상 계약을 규정하고 있
다. 제54조는 공법상 계약의 허용성, 제55조는 화해계약, 제56조는 교환계약, 제57조
는 문서형식, 제58조는 제3자와 행정청의 동의, 제59조는 공법상 계약의 무효, 제60
조는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의 조정과 해지, 제61조는 즉시집행의 수인, 제62조는 준
용규정이다.

(2)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의 공법상 계약 관련규정

제54조(공법상 계약의 허용성)
공법영역에서 법률관계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에 의하여 성립·
변경·폐지될 수 있다.(공법상계약). 특히 행정청은 행정행위의 발령을 대신하여 행
정행위의 대상인 상대방과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5조(화해계약)
제54조 제2문의 공법상 계약은 행정청이 불명확성의 제거를 위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재량행사의무에 적합하고 합목적적일 때,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에 대한 합리적 고려를 통하여 존재하는 불명확성을 상호간 양보를 통하여 제거하
기 위해 체결할 수 있다.

제56조(교환계약)
(1) 계약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제54조 제2문의 공법상 계약은, 그 반
대급부가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고 행정청의 공적인 임무수행을 충족시킬 때 체결
될 수 있다. 반대급부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해야 하며, 행정청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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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급부와도 실질적 관련성을 있어야 한다.
(2) 행정청이 급부에 대해 청구권을 갖는 경우, 행정행위의 발령에 있어 제36조
(행정행위의 부관)에 따른 부관의 내용이 될 수 있는 반대급부만이 합의될 수 있
다.

제57조(문서형식)
공법상계약은 법령이 다른 형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제58조(제3자와 행정청의 동의)
(1) 제3자의 권리에 관련되는 공법상 계약은 제3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비로
소 효력이 발생된다.
(2) 법령에 따라 다른 행정청의 허가, 동의 또는 승인을 필요로 하는 행정행위의
발령을 대체하는 계약은 다른 행정청이 규정된 형식으로 협력한 후에 비로소 계약
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59조(공법상 계약의 무효)
(1) 민법전 규정의 준용 상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은 무효이다.
(2) 또한 제54조 제2문의 공법상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무효이다.
1. 해당 내용의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
2. 해당 내용의 행정행위가 제46조(절차와 형식상 하자의 결과)의 절차상 또는
형식상 하자가 아닌 사유로 인해 위법하고 이를 계약상대방이 알았던 경우
3. 화해계약의 체결을 위한 요건이 존재하지 않고 해당하는 내용의 행정행위가
제46조의 절차상 또는 형식상 하자가 아닌 사유로 위법한 경우
4. 행정청이 제56조(교환계약)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반대급부를 약속한 경우
(3) 계약의 일부분만이 무효인 경우에 무효인 부분 없이는 계약체결이 이루어지
지 않았을 경우 전체계약이 무효가 된다.

제60조(특별한 경우에 있어서의 조정과 해지)
(1) 계약내용의 확정에 중요하였던 관계들이 계약체결 이후 일방 계약 당사자가
원래의 계약 내용 확정시 예측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면, 계
약의 일방당사자는 변경된 관계들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거나, 조정이 불가능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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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정을 승낙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청은 또한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법령이 다른 형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계약의 해지는 서면으로 한다. 계
약의 해지에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제61조(즉시집행의 수인)
(1) 모든 계약 당사자는 제54조 제2문의 공법상 계약에 관한 즉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청은 판사자격이 있거나 독일법관법 제110조 제1문
(고위행정직 자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청의 장, 그의 대
리인 또는 구성원에 의해 대리된다.
(2) 계약의 체결자가 제1조 제1항 제1호의 행정청인 경우, 제1항 제1문의 공법
상 계약에 대해서는 연방집행법이 준용된다. 자연인 또는 사법인 또는 권리능력
없는 단체가 금전청구를 이유로 집행을 하려는 경우, 행정법원법 제170조 제1항
내지 제3항이 준용된다. 제1항 제2호의 행정청에게 작위, 수인 또는 부작위를 강
제하기 위한 집행에 대해서는 행정법원법 제172조가 준용된다.

제62조(준용규정) 제54조 내지 제61조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률의 다
른 규정들도 공법상 계약에 적용된다. 민법전의 규정이 준용된다.

(3) 공법상 계약 관련쟁점

가. 공법상 계약의 허용성

연방행정절차법 제54조는 공법영역에서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통해 성립·변경·폐지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법상 계약은 다양한 행정적 수단으
로 활용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선택의 여부는 행정청의 합목적
적 판단에 따른다. 따라서 공법상 계약의 선택여부는 행정청이 해당 행정청에 주어진
임무 달성에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재량에 따라 달려있다.73)
이를 ‘의무에 합당한 재량행사(Ausübung pflichtigemäßgen Ermessens)’로 표현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행사는 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

73) Peine/Siegel,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2. Aufl,
2018, Rn.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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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에 의하여 수축될 수 있다. 만약 개별법에서 특정한 형식의 계약형식을 규정하고
있다면 공법상 계약은 이 형식에 따른다.
여기에서 법령의 의미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이에 대해서 공법상 법령뿐만
아니라 이미 민법전의 무효사유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실정법을 포함하는 의미
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률우위의 원칙에 따라서도 이를 공법뿐만 아닌 실정법 전체
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법상 계약에 대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연방행정
재판소는 대등한 당사자간 계약이라는 점을 볼 때 기본권의 침해가 일어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모든 경우에 법률유보를 관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
다.74)

“.....행정계약의 적법요건으로서 모든 경우에 법률의 근거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법 제20조 제3항 및 기본권 보호규정에서 도출되는 명제, 즉 국민의 자유와 재산
에의 침해를 가져오는 행정작용에 법률적 근거를 요한다는 헌법적 요청은 행정계약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약의 본질상 요구되는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
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계약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에 침익적 효과를 가져오더라도 이
는 사인의 자유로운 의사발현에 근거하므로 법률적 근거를 요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침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인이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만 자신의 권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기본법상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일

수도

있다.....”75)

(BVerwGE 42, 331 ff.)

나. 공법상 계약의 분류

공법상 계약은 행정절차법상 규정에 따라 먼저 화해계약과 교환계약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계약의 양 당사자간 교섭력의 차이에 따라 종속계약과 대등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가) 화해계약과 교환계약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해계약은 사실관계나 법적상태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존재하는 불명확성을 계약당사자간 상호 양보를 통하여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74) 김병기, “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한 행정계약법 총론의 법제화 방안”, 행정법학, 제5호, 2013, 181면.
75) 김병기, 앞의 글 181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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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된다. 행정행위는 일반적으로 고권적 행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행위 대
체적 공법상 계약 역시 고권적 행위를 계약방식으로 전환하여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
며 이러한 계약은 종속계약으로 연결된다.
한편, 교환계약의 경우 역시 행정행위 대체적 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서로 충
돌되는 접점에 대한 해소가 목적이 아닌 상호간에 계약상 의무와 반대급부의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서로 제공되는 반대급부는 행정청의 공적인 임무수행을 충족
시킬 때 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대급부는 당연히 내재적으로 적정하여야
하며, 계약급부와도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나) 종속계약과 대등계약

행정행위를

대체하는

계약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종속계약

(subordinationsrechtlicher Vertrag)이라고 하며, 이러한 대체적 성격이 없는 경우
를 대등계약(koordinationsrechtlicher Vertrag)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등계약의 일
반적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간 시설관리권에 대한 사항 또는 폐기물 등의 처리위탁
계약 등을 든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계약이라는 것은 이미 대
등한 당사자 사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를 다시 종속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인지 하는 점이다. 종속계약의 일반적인 예로는 도로의 특별사용에 대
한 계약, 대집행비용의 지급에 대한 계약, 보조금지급에 관한 계약, 영조물 이용계약
등을 든다.

[표1] 행정행위와 종속계약의 구별76)
행정행위

공법상계약(종속계약)

행위방식

일방성 또는 쌍방성

합의종속성

행위형식

원칙적 형식 자유

원칙적 서면주의

법률적합성요건

권한과 발령요건에 유의

효과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

일방적 해지

철회

권한과 제55조와 제56조의
요건 충족여부
계약상 효력
제59조에 따른 무효사유
제60조에 따른 예외사유

76) Jan Ziekow, Verwaltungsverfahrensgesetz, Kohlhammer, 2010, S. 396의 내용을 필자가 일부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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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이해관계
집행

제3자효, 제3자의 절차 및 소
송참가
행정상 강제집행

제58조에 따른 제3자 동의
소송

(다) 행정주체간 계약·행정주체와 사인간 계약

주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행정주체 간에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며,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대등계약이 주로
이루어지며, 후자의 경우에는 종속계약이 주요한 형태가 된다.
행정주체 간 이루어지는 계약의 성질은 대체로 협력적 계약의 형태를 이룬다. 이
후 다루게 될 뮌헨올림픽 개최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간 경기장 이용에 대한 계약이
그 예이다. 이외에도 들어지는 것이 연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토지이용계획
(Flächennutzungsplan)의 공동수립을 위한 계약, 지방자치단체 간 구역재획정계약,
지방자치단체 간 에너지공급시설 공동설치계약 등이 있다.77) 그리고 이러한 협력적
대등계약은 사법적 요소와 공법적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경우가 있어 사법상 계약과
공법상 계약 중 어디에 속할 것인가가 문제되나 계약의 목적과 대상을 기준으로 판단
하며, 즉, 계약의 대상이 구체적인 공법적 의무의 이행을 내용으로 한다면 공법상 계
약으로 본다.78)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상호협력도 현대 행정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이 경우에는 행
정주체와 사인간 대등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1999년 연방내무부는 점증하는 공사협
력의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절차법의 개정을 모색하였다. 주요 내용은 전통적
공법상계약 이외에 공사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계약형태와 계약에 대한 조항을 행정절
차법에 규정하는 것이었다.79) 즉, 교환계약과 화해계약 이외에 협력계약을 만드는 것
이었다. 이에 따라 현대국가-현대행정, 연방정부의 이상과 프로그램(Moderner Staat
- Moderne Verwaltung. Leitbild und Programm der Bundesregierung)80)이 추
진되었다.81)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협력계약은 기존 법제와의 체계정합성의 문제로
77) Huck/Müller, Verwaltungsverfahrensgesetz, 2. Aufl. C.H.Beck, 2016, S. 390.
78) Huck/Müller, a.a.O., S. 390.
79) Leitprojekte : Rechtliche Regelungen für Public Private Partnership(Bundesministerium
des Inneren; geplantes Projektende 2001).
https://docplayer.org/21446857-Moderner-staat-moderne-verwaltung-das-programm-der-b
undesregierung.html((2020.9.23. 방문), S. 8.
80)
https://docplayer.org/21446857-Moderner-staat-moderne-verwaltung-das-programm-der-b
undesregierung.html(2020.9.23. 방문).
81) 이상해, 앞의 글, 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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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을 보지 못하였으며, 행정청과 사인 간 협력은 여전히 공법상계약의 틀에서 이루
어지게 되었다.

(라) 사인(私人)간의 계약

사인간의 공법상 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학설적 논의는 있지만 공법상 계약에 대
한 명확한 예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론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공무수탁사인
(Beliehen)이 일방당사자로서 공행정목적의 임무를 다른 사인과 계약의 방식으로 수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독일법을 계수한 대만 등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다.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

(가) 공법상 계약의 체결 당사자

공법상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행정청(Behörde)이다. 여기에서 행정청의 의미는 행
정청 그 자체가 아니라 행정청이 속한 행정주체 상호간이나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 체
결되는 계약으로 설명되고 있다.82) 즉, 공법상 계약은 권리를 귀속시킬 수 있는 행정
주체가 타 행정주체 또는 사인 간에 체결하는 계약이다. 물론 일방당사자가 행정주체
라고 해서 항상 공법상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주체도 사법상계약을 체결
할 수 있기 때문이다.83)

(나) 서면주의

민법상 계약에는 서면계약 이외에도 구두 낙성 계약을 인정하고 있으나, 공법상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서면주의를 취하고 있다. 물
론 타 법령에서 공법상 계약의 체결에 대해 다른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
당 방식을 따른다.

(다)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 고려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할 때는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 행정행위의 목적이 공
82) 김대인, 행정계약법의 이해, 경인문화사, 2007, 141면; 한명진, “독일연방행정절차법의 공법상 계약
법리 적용에 관한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1호, 2016, 281면.
83)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5. Aufl. C.H.Beck, S. 36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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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계약의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하여도 공
공성의 확보는 공법상 계약의 필수적 요건이다. 여기에 제3자의 이해관계 고려도 필
요하다. 공공성의 확보와 관련하여 일방 행정청이 상대방과 공법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련 행정청에게 영향을 주게 됨에 따라 다른 행정청의 추인·동의·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유효하다.
한편, 제3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공법상 계약의 경우도 제3자 보호를 위해서 제3자
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야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

라. 공법상 계약의 하자 및 해지 등

(가) 공법상 계약의 하자

공법상 계약의 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은 민법상 무효사유의 준용과 함께 별도
의 무효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취소사
유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절차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무효사유로는, 첫째, 해당 내용의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논의점이 없다.
둘째, 해당 내용의 행정행위가 법 제46조(절차와 형식상 하자의 결과)의 절차상 또
는 형식상 하자가 아닌 사유로 인해 위법하고 이것이 계약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이
다. 한 가지 예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이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있었던 경우로서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었고,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의무에
위반하여 석명하지 않은 것이 사위(詐僞)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계약은 유효하게
된다.84)
셋째, 화해계약의 체결을 위한 요건이 존재하지 않고 해당하는 내용의 행정행위가
법 제46조의 절차상 또는 형식상 하자가 아닌 사유로 위법한 경우이다. 이때 화해계
약의 체결을 위한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이 명시적으
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해석상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들고 있다.85)

-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볼 때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계약의 내용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상호 양보가 존재할 수 없는 경우
- 화해계약의 체결이 행정청의 적절한 재량행사가 아닌 경우
84) 김병기, 앞의 글, 190면; Kopp/Raumsauer, Verwaltungsverfahrensgesetz, 16. Aufl. C.H.Beck,
2015, S. 1359.
85) 이하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김병기, 앞의 글, 1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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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계약의 내용이 사실·법률관계상 존재하는 불확실성과 내용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경우

넷째, 행정청이 제56조(교환계약)상 허용되지 않는 반대급부를 약속한 경우이다.
한편 이러한 무효사유가 계약의 일부에만 존재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달성 여부
를 기준으로 유·무효를 판단하게 된다. 즉, 해당 계약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체결되
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된다.

(나) 공법상 계약의 변경과 해지

행정절차법 제60조는 공법상 계약의 변경과 해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계약
의 확정에 중요하였던 사항들이 계약체결 이후 일방 계약 당사자가 원래의 계약 내용
확정시 예측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면,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변
경된 관계들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거나, 조정이 불가능하거나 조정을 기대할 수 없다
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민법상 기본원칙인 사정변경의 원칙이 공법상 계약
에도 적용된다.
행정청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공익을 위하여 정당한 사익을 희생한다는 점에서 손실보상
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손실보상의 경우 단순 사정변경의 경우는 해당하
지 않으며, 공익실현을 원인으로 한 특별한 해지에 대해서 손실보상이 인정된다.86)
한편, 계약의 해지 역시 이유가 적시된 서면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관련
하여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 특별한 해지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9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철회(Widerruf)시의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따라
서 제49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의 충족여부가 손실보상이 가능한지를 결정하
게 된다.

86) 한명진, 앞의 글, 2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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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9조 제6항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수익적 행정행위가 철회되는 경우에는 행정청
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당사자가 그 행정행위의 존속을 신뢰하였고, 그
신뢰가 공익과 비교할 때 보호할 가치가 있는 때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상하여
야 한다.....(후략)

(다) 공법상 계약 당사자간 분쟁의 해결

행정절차법상 공법상 계약에 대하여 계약 당사자간 분쟁은 공법상 분쟁에 관한 권
리구제방식을 규정한 독일 행정법원법 제40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행정소송에 의한
다.

마. 공법상 계약의 집행력 확보

제61조는 공법상 계약의 집행력에 대한 규정으로 제1항에 따를 경우 별도의 소송
을 통한 집행명의의 취득 없이 해당 계약만으로도 직접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
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연방 또는 주 행정집행법
(VwVG)의 관련 규정들이 준용됨을 정하고 있다. 적용될 수 있는 사항으로는 계고,
이행기한, 송달, 기한의 도과 등이 있다.87)

(4) 공법상 계약의 구체적인 유형 및 사례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1972년 뮌헨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뮌헨시 차원에서의 개최만으로는 올림픽의 성
공적인 개최가 어렵다는 점에서 연방정부의 지원, 바이에른 주의 지원이 필요한 바
이를 공법상 계약의 방식으로 수행하였다.88) 예로 들 수 있는 것으로 올림픽 개최를
위한 협약 중 주요한 것은 첫째, 독일연방공화국, 바이에른 주, 뮌헨시 간 1972년 뮌
헨올림픽경기장·시설의 건설과 재정 및 운영기관과 사후관리비용에 관한 컨소시엄 협
약, 둘째, 독일연방공화국,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와 킬 시가 체결한 “킬에서의
1972년 올림픽 요트경기를 위한 경기장·시설의 건설과 재정에 관한 컨소시엄 협약이
87) 서보국, 앞의 글, 101면.
88) 한명진, 앞의 글, 295면.

- 49 -

다.

나. 사회급부행정

사회급부행정에서의 공법상 계약의 활용은 사회법전 제10편(SGB X) 제53조에 근
거를 두고 있다. 사회법전 제10편은 제53조와 제54조를 통하여 공법상 계약의 활용
에서 그 전형을 보여준다.89)

사회법전(SGB) 10(X)편 제53조
(1) 공법영역에서의 관계는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법상 계약을 통하

여 형성·변경·취소될 수 있다(공법상 계약). 특히 행정청은 행정행위의 발령에 대신
하여 그 행정행위 발령의 상대방과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사회급부행정에서 공법상 계약은 급부이행자에게 급부에 대한 재량이 있는

경우에 체결될 수 있다.

사회급부행정에서도 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법상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은 종속계약의 형태로도 가능하다. 이러한 공법상 계약이 성립하
기 위해서는 급부이행자에게 재량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급부이행자에게 재량
이 없는 단순한 이행자의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단순한 행정의 보조자에 불
과하기 때문이다.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법상계약은 화해계약과 교환계약인데 사회법전 제
10편 제54조에서는 화해계약을, 제55조에서는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회법전(SGB) 10(X)편 제54조
(1) 동법 제53조 제1항 2문에서의 공법상 계약은 행정청과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사실관계 또는 법적상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상호간
조율을 통해 체결될 수 있다.(화해계약), 이때 행정청은 행정의 합목적성을 위해
의무에 부합한 재량에 따라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한 화해계약을 체결한다.

89) Kopp/Ramsauer, VwVfG Kommentar, 16 Aufl. 2015, S.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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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해당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
하는데 있어서 행정청은 행정의 목적달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재량판단을 거쳐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제53조 제2항은 화해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회법전(SGB) 10(X)편 제55조
(1) 동법 제53조 제1항 2문에서의 공법상계약에서 행정청의 계약상대방은 행정
청에 반대급부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갖으며, 그 계약상 특정되는 반대급부는 행
정청이 수행해야 할 공적 임무와 부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대급부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하여야 하며, 행정청의 계약상 이행과 실체적 관련성이 있어
야 한다.
(2) 행정청이 급부에 대해 청구권을 갖는 경우, 행정행위의 발령에 있어 제32조
(행정행위의 부관)에 따른 부관의 내용이 될 수 있는 반대급부만이 합의될 수 있
다.

이외에 사회법전에서 명시적으로 공법상 계약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
인 견해는 사회법전 제2편 제15조(포용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급부에 대한 약속을 공
법상 계약의 한 형태로 본다.90) 사회법전 제2편 제15조는 실업급여를 제공받는 수급
자에게 직업교육 등의 이수를 반대급부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합의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기관은 급부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개인적 특성, 직업적 기술 및 적합성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고
용기관은 지역당국과 합의 하에 급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다음의 사항
에 합의를 해야 한다. 첫째, 교육과 근로에서 어떠한 급부를 지원할 것인지, 둘째, 급
부대상자가 어떠한 노력을, 얼마나 자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셋째, 다른 급부서비
스 제공자의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급부와 결합하는지 여부이다.

다. 조세행정

공과금(Abgaben)행정에서도 공법상 계약의 사용가능성이 있지만 행정절차법 제2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에 의해 연방 또는 주의 재정당
국이 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배제하고 있다. 조세기본법 역시 행정절
90) Kopp/Ramsauer, a.a.O., S. 1317; Kretschmer, „Sozialhilfe“ durch Vertrag – Rechtliche
Ausgestaltung und verfassungsrechtliche Bewertung der Eingliederungsvereinbarung nach
dem „Hartz IV-Gesetz“DÖV, 2006, 893,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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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법 제54조에 따른 화해계약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법상계약의 체결을 예정하
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특별법상의 수권이 없다면 공과금 징수의 법률적합성 및 평
등성의 원칙에 의해 공법상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91)
다만 공법상 계약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내용면에서 조세납부와 관련하여 조세법원
은 조세의 부과와 납부에 있어 불명확한 사항에 대한 사실상의 질문과 이해의 과정이
조세당국과 납세의무자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계약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92) 이러한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독일
조세기본법 제78조 제3호가 있다.

제78조(참여인)
참여인은
1. 신청인과 그 상대방
2. 재무당국이 행정행위를 의도하였거나 또는 한 상대방,
3. 재무관청이 체결하고자 하거나 또는 체결한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

조세기본법 제78조는 조세일반절차의 참여자로서 첫째, 신청인과 그 상대방, 둘째,
재무당국이 행정행위를 의도하였거나 또는 한 상대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관청이
체결하고자 하거나 또는 체결한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제3호
의 규정으로 인해 조세기본법에서도 공법상계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서 연방재정법원의 판례는 세무관청과 납세자간 사실상의 합의
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 예로 들어지는 것이 과세물건의 현저한 가치감소에 따른
새로운 상황에 대한 합의나 청산을 통한 상계와 같은 합의이다.93)
한편, 조세기본법은 제224조a에서 특별하게 공법상 계약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제224a조(예술품 등 현물납부)
(1) 조세의무자가 상속세 또는 재산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 납세 대신 공법
상 계약을 통해 주에 미술품·미술관·학문적 자료, 도서관, 수기자료 및 자료축적물

91) Kopp/Ramsauer, a.a.O., S. 1317
92) Kopp/Ramsauer, a.a.O., S. 1318
93) BFHE 142, 549; BFHE 162, 211, 214; 164, 168, Kopp/Ramsauer, a.a.O., S. 1318 재인용; 장
태주, 앞의 글, 3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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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물의 취득으로 인한 예술적·역
사적·학문적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제1문에 의한 재산권의 양도는
상속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2문에서 말하는 양도의 효력은 없다.
(2)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전자적 양식이 아닌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납세
의무자는 계약신청서를 관할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조세를 납부받는 주 최고
재무행정청이 계약의 체결권한을 갖는다. 이때 주정부의 문화관련 최고 주무 행정
청의 승인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승인은 최고 재무행정청에게 발하여
진다.

제1항은 일종의 조세의 현물납부에 대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현물을 공
법상 계약을 통해 조세납부로 인정하고 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주정부 문화관련 최고 주무행정청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
다고 정하고 있다.
조세기본법 제85조는 재무관청이 조세를 위법하게 경감하여 징수하거나 조세환급
및 조세상환을 위법하게 허용 또는 거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
세행정에 특히 강조되는 공평성, 정당성, 적법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공법상 계약을
통해 이를 우회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세기본법은 계약의 방식을 원칙
적으로 허용하지 않지만, 별도로 근거를 두는 경우 제한적으로 공법상 계약을 허용하
는 것으로 보인다.94)

라. 건설 및 개발행정

(가) 허용성 여부

건설 및 개발행정에서 공법상 계약이 가능한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건설법전에
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 및 개발의 상당부분은 민관협력(PPP)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지로 민간투자를 포함한 민관협력의 모델에서 건설 및 개발은 주요한 것 중 하나이
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관협력방식에 활용되는 협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된다.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건설법전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계

94) 장태주, 앞의 글, 3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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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이다.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설법전(BauGB) 제11조(도시개발계약)
(1) 게마인데(Gemeinde)는 도시개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특히 도시개발계약
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각 호와 같다.
1. 계약상대방이 자신의 비용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준비 및 실시; 여기에는
토지구획의 재정리, 토양정화와 기타 도시건설계획의 작성 및 필요한 경우 환경백
서의 작성도 포함된다.; 법률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에 있어서의 게마인데의 책임
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2. 건설기본계획의 목표, 특히 토지이용 – 기한부 및 조건부도 마찬가지로 –
건설법전 제1a조 제3항에 따른 보상실시, 특별한 주택공급문제를 가진 주민들의
주택수요 및 지역주민의 주택수요의 촉진 및 확보
3. 게마인데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발생되거나 발생된 비용 및 계획된 프로
젝트의 요건이나 결과에 따른 비용 또는 기타경비의 징수이며, 이 범위에는 개발
을 위한 토지의 준비도 속한다.
4. 도시개발계획 및 조치의 목표와 목적에 따라 열병합발전 또는 신재생에너지
의 저장, 이용, 배분을 위한 분산형 그리고 중앙집중형 시설의 설치와 이용
게마인데는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과 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95)

(나) 계약의 성질

이러한 계약이 전체상황에 비추어볼 때 상당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며, 계약의
형식 역시 서면주의라는 점은 행정절차법 제56조에서의 취지와 동일하다. 그러나 이
계약의 경우 법적성질을 순수한 공법상계약이라고 보기보다는 광의의 의미에서의 행
정계약 중 공사혼합계약(gemischte Verträge, Mischvertrag)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이다.96) 따라서 건설 및 개발과정에서 사인과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
지만, 공법상 계약여부는 각 계약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
이 해당 계약의 형성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Schwerpunkt)이 공법적인 것인가 사
법적인 것인가에 따라 공법적인 것일 경우 공법상 계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97) 이처
95) 김현준, 앞의 글, 4면에서 소개하고 있는 제11조 제1항의 번역문을 기반으로 원문을 통해 개정내용
을 포함하여 필자가 가감·수정한 것이다.
96) 서보국, 앞의 글, 95면.

- 54 -

럼 전체적으로 합의의 중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그 계약의 성질을 결정하는 이론
을 이른바 ‘각인이론(Geprägungstheorie)’이라고 한다.98)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계약이 개별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설법전 제124조 제1항과 같이 개발계약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
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규율이 없다면 해당 계약이 행정행위를 대체하여
체결되는지를 선행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여기에 또 한 가지 건설기본계획과 같이 건
설법전 제1조 제3항에서 명문으로 계약방식을 금지하는 경우는 공법상 계약이 배제된
다.

(다) 건설 및 개발행정에서 공법상 계약의 예

건설 및 개발에서 공법상 계약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주법에 따른 차고 및 주차장 건설계약 : BVerwGE 122, 1 ff
- 건설법전 제11조 제1항 2문 1호에 의한 개발계약99)
- 건설법전 제133조 제항 제5문에 따른 개발부담금(Erschließungsbeitrag)에 대
한 면제계약100)
- 건설법전 제11조 제1항 2문 3호에 따른 새로운 건설부지의 지정에 대한 추가부
담계약101)

이외 판례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행정절차법 교과서에서 이론적으로 예로 드
는 것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화해계약의 경우, 건설법전 제31조 제2항에 따른 건설계획결정의 해제를 청구한
것에 대하여 행정청과 민원인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화해계약을 통해
기존의 면적보다 적은 부지면적에 대해서만 건설계획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민원인은 더 이상의 지정해제를 요구하지 않는 것을 합의하는 것102)
- 교환계약의 경우, 행정청에게는 민원인에게 건설허가를 발령하는 의무를 부여하

97) Peine/Siegel, a.a.O., Rn. 735; 이상해, 앞의 글, 223면.
98) BVerwGE 92, 56, 59; Schenke(저), 강현호(역), 행정소송법, 57면, 홍진기법률연구재단, 2017.
99) Battis/Krautzberger/Löhr, BauGB, 13. Aufl. 2016, § 11 Rn 18 ff.; Peine/Siegel, a.a.O., Rn
735.
100) BVerwGe 22, 138.
101) BVerwGE 42, 331; 124, 385.
102) Peine/Siegel, a.a.O., Rn. 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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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민원인에게는 부지 내에 있는 나무들을 제거하면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103)
- 공용주차장의 건설을 위한 비용 지불의 반대급부로서, 건축법상 의무사항인 승
용차 주차면의 설치를 면제해주는 것104)

(라) 개발관련 분야에서의 공법상 계약

- 환경분야

개발과 관련하여 자연보호법적 측면에서 자연과 전원에 대한 예상가능한 침해의
보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건설법전 제1a조는 개발에서 환경상 이익을 고
려하는 내용을 두고 있으며, 제3항은 계획의 각 단계에서 개발프로젝트가 갖는 환경
상 영향에 대한 평가(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그리고 제11조 제1항 제
3호는 해당 개발사업에서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와 비용에 대한 책임을 고려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보전비용에 대해서는 공법상 계약
을 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연방자연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
내용에 따를 경우 자연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함께 심사되어야 한
다. 계약방식을 통해 자연보호라는 공적인 목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105)

- 폐기물 및 오염물질의 제거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폐기물 및 유해물질의 처리를 위
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연방토양보호법(Bundes-Bodenschutzgesetz) 제13조 제1
항은 행정청은 토양에 있는 오염물질의 유형, 특히 토양의 변화 및 기타 위험을 유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필요한 조치의 유형 및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정화책
임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항에 따라 제
거 및 정화를 계약방식을 통해 수행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는 오염물질 제거 및 정화
계획이 첨부되어야 한다.106)

(마) 건설법전에서 공법상 계약형식의 배제

103)
104)
105)
106)

Peine/Siegel, a.a.O., Rn. 747.
Schenke(저), 강현호(역), 앞의 책, 57면.
Ziekow, a.a.O, S. 410-411.
Ziekow, a.a.O, S.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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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법전 제1조 제3항은 건설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공법상 계약의 방식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게마인데는 도시개발과 정리의 필요
성이 있을 때 건설기본계획(Bauleitpläne)을 수립하며, 건설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 역시 특정인이 건설기본계획과 도시건설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는 이러한 청구권은 계약방식으로 형성될 수도 없
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계획에 담겨지는 사항들은 기본계획의 발령·변경·유지 또는 취소에
대한

것들로서,

이들

내용을

합의의

대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의무계약

(Bauleitplannungsverpflichtungsverträge)과 같은 계약은 금지된다.107)

(3) 게마인데는 도시개발과 정리의 필요가 있을 때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건설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조례의 수립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 청구권은 계약방식으
로 형성될 수 없다.

이와 같은 계약금지의 목적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에 대
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을 우회하여 ‘계약법으로 도피(Flucht in das Vertragsrecht)’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108)

마. 교육 및 보육행정

- 행정기관과 고용인 간 교육지원에 대한 계약109)
- 시(市)영 유치원의 등교에 대한 계약110)

바. 공무원관계

-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임명은 공법상 계약의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법 제8조 제2
항 제1문은 공무원의 임명은 고권적인 임명장의 수여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점 더 공무원법상 공법상 계약이 적용될 여지가 확대되어가고
107) Peine/Siegel, a.a.O., Rn. 750.
108) Huck/Müller, a.a.O., S. 387.
109) BVerwG, DVBI 1986, 945, in Peine/Siegel, a.a.O., Rn. 735 재인용. 해당 판례는 판례번호만
나오며, 내용 검색 불가.
110) OVG Berlin, JR 1976, 216 in Peine/Siegel, a.a.O., Rn. 735 재인용. 해당 판례는 판례번호만
나오며, 내용 검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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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특히 공무원관계의 형성 전에 특정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할 것을 정하는
계약방식은 허용될 수 있다.(BVerwGE 74, 81)111)

사. 재판상 화해

행정소송법 제106조에 규정된 재판상화해(Prozessvergleich)는 법원에 계속 중인
분쟁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종료시키는 것으로 공법상 계약의 일종이며, 화해계
약의 한 형태이다. 이는 실체법적으로는 공법상계약이지만 소송법적으로는 소송상 행
위라는 이중적 성격(Doppelnatur)을 지닌다.112) 계약은 원칙적으로 원고와 피고 간에
이루어진다.

행정소송법 제106조(재판상화해)
법적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에 의해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법원의
기록 또는 위임 또는 요청된 판사에 의하여 화해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은 해
당 계약대상에 대하여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재판상 화해는 법원, 재판
장 또는 주심판사가 서면으로 제시한 결정을 수락하거나 법원의 구술심리 중 선언
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아. 기타

- 게마인데와 독일철도(DB)간의 역사(驛舍)이름 개명에 대한 계약113)
- 시험 및 평가관계에서 공법상 계약의 불허 : 행정청과 상대방과의 관계가 시험
및 평가관계인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험의 내용과 결과가 특정
한 행위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방식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적평가와 특별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여지가 있다.114) 독일 연방절차법
상 시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에서 공법상 계약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다룬 국내문헌
에서도 시험을 통해 사인의 자격이나 법적지위를 인정받는 시험의 경우 그 대상자인
111) Peine/Siegle, a.a.O., Rn. 751.
112) Ziekow, a.a.O., S. 415; Huck/Müller, a.a.O., S. 393; 볼프 뤼디거 쉔케(저), 강현호(역), 앞의
책, 499면.
113) BGH, DVBI 1976, 77 in Peine/Siegel, a.a.O., Rn. 735 재인용. 해당 판례는 판례번호만 나오며,
내용 검색 불가.
114) Peine/Siegle, a.a.O, Rn. 752; OVG Berlin-Brandenburg, NVwZ-RR, 2014, S. 686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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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행정청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 설 수 없다고 보고 있다.115)

(5) 공법상 계약에 대한 판례에서의 쟁점

가. Beschluss vom 27.03.2013 - BVerwG 6 B 50.12

프라이부르크대학교 의대는 2007년 7월, 실험실 임상화학교수이면서 과장을 초빙
하였는데, 2008년 1월 프라이부르크대학교 의대가 채용계약을 해지를 선언하였다. 이
때 원고인 의사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행정법원은 해고에 필요한 대학
내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원고의 의료업무수행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 위법하
다는 판결을 내렸다. 프라이부르크대학교 의대는 국립의대로서 해당 교수채용을 공법
상계약으로 보았으며, 계약해지의 하자에 대해 행정법원에서 다툰 사항이다.

나. Urteil vom 18.07.2012 - BVerwG 8 C 4.11

공법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의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계약상대방이 명백하게
계약내용의 개정을 거부하였다면 계약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이행소송은 허용된다. 만
약 계약이 행정행위를 대체하는 종속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재판상화해 역시 하
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공법상계약이 단 한차례의 이행에 의해서 이행의무
가 완결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행정절차법 제60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청구권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행정절차법 제60조(특별한 경우에서 조정 및 종료)
(1)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계약내용을 결정한 상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계약당
사자 일방이 계약의 원래 조항을 합리적으로 준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에는, 계약당사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조정이 불가능하
거나 상대방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행정
청도 공공의 이익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해서 계약을 종료
할 수 있다.
(2) 계약의 종료는 법령에서 다른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서면으로 이루
115) 김해룡, “행정계약의 법리와 그 활용을 위한 법제개선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48집, 2010, 440면
재인용.(국내문헌의 해당 기술은 Scherzberg, Grundlage des verwaltungsrechtlichen Vertrags,
Jus. S. 205 ff.과 Puettner, Wider den öffentliche-rechtlichen Vertrag, zwischen Staat und
Buerger, DVBI, 1982, S. 122ff.를 참고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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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야 한다. 계약종료의 이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다. Beschluss vom 12.03.2018 - BVerwG 10 B 25.17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해당 계약이 사법상 계약인지 공법상 계약인지가 모호할 경
우 그 성질은 계약의 대상과 목적에 이해서 결정된다. 만약 계약의 대상이 공법적으
로 규율되는 사안인 경우 또는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법령상 규정이 없을
경우, 공법적 임무의 이행과 불가분의 관계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
공법상 주요 청구에 대하여 일방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해당 계약이 공법
상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사법상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졌는지가 모호할 수 있
다. 한편 법원조직법(Gerichtverfassungsgesetz) 제17조 제2항은 법원은 모든 법적
인 사항을 고려하여 법적분쟁에서 권리구제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권리구제방식을 정하는 대상계약은 어느 한편의 선택적 청구만이 가능한 것이 아
닌 공법적 측면 그리고 사법적 측면 모두에게서 해당 계약의 성질이 포섭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이 모호한 경우에는 법원이 계약의
대상과 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법원조직법 제17조
제2항 : 법원은 모든 관련된 법적사항을 고려하여 법적분쟁에서 권리구제방식
을 정하여야 한다.

라. Beschluss vom 26.05.2010 - BVerwG 6 A 5.09

아프카니스탄 출신이 독일인이 연방정보국에 테러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정보국
은 타방 당사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해당인은 테러리스트 그룹에
잠입하여 이들을 감시하고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관계에서 연방정보국은 사법상 계
약의 형태로 해당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인을 공법적 관계에서의 에이전트로 보
지 않았다. 그러나 연방행정법원은 해당 계약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았다. 그러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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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법상 계약과 달리 해당계약은 후속적인 보호의무를 수반한다. 해당인은 계약의
이행의 과정에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연방정보국은 그러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의무도 있었다. 특히 기본법 제33.4
조는 공적업무의 민간화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자의 관계
를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지 않았다.

독일기본법 제33조
제4항 : 고권적 권한의 행사는 상시적 임무로서, 일반적으로 공법상 근무관계와
충성관계에 있는 공무원에 부여된다.

마. Urteil vom 04.08.2010 - BVerwG 9 C 6.09

아우토반 톨게이트법(Autobahnmautgesetz)에 따를 경우 징수시스템은 사법적 관
계와 공법적 관계가 교차되어 있다. 통행료 납부자와 연방정부간의 관계로서 공법적
관계와 통행료 납부자와 아우토반 톨게이트료 징수회사와의 관계인 사법적 관계이다.
통행료 납부의무의 부여와 요금체계에 대한 관계는 통행료 납부자와 연방정부간 공법
적 관계이며, 통행료의 수금에 관한 기술적 하자로 인한 법률관계와 같은 사안은 사
법적 관계이다. 이러한 양자의 구분은 공법적 관계와 사법적 관계가 혼재되어 있을때
해당 행위의 본질적 사항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바. Beschluss vom 24.04.2012 - BVerwG 8 B 25.12

지역에너지공급회사가 두 시(市)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두 도시에 속해있
는 도로지역을 파이프라인의 설치를 위해 사용해 오고 있었다. 해당 에너지공급회사
는 두 도시에 양허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두 도시 간 양허수수료의 비율을 두
고 분쟁이 발생하였다. 최초에 소송은 민사법원인 아헨 지방법원에 제기되었으나, 양
도시 간 양허수수료의 비율에 관한 관계는 공법상 계약이라는 점에서 아헨 행정법원
으로 관할 이송되었다.

사. Beschluss vom 22.04.2003 - BVerwG 3 A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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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는데 해당 소송의 재
판관할이 민사법원인지 행정법원인지가 다투어졌던 사건이다. 법원은 해당 사안에서
공법상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행정법원에서 권리구제절차를 받아야 하며, 민사
법원에서의 권리구제를 배제하였다.

아. Beschluss vom 26.10.2006 - BVerwG 7 B 19.06

W는 동독 베를린-판코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가 동독을 탈출하여 서
독으로 이주한 이후로 그의 땅은 동독정부가 몰수하여 1965년부터 1988년까지 국가
공기업이 사용하였다. 통독이후 W의 상속인 해당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며, 정부
는 반환 대신에 국유재산법에 의해 그 가치를 보상하고자 했다. (기타 통독관련 권리
이전 등의 업무를 수행했던 신탁청 등과 관련한 구체적 사안은 생략) 연방행정법원은
그 수단으로는 공법상 계약과 행정행위가 모두 가능하다고 보았다.

자. Beschluss vom 27.06.2006 - BVerwG 5 B 108.05

양 당사자 간 헤센주 행정절차법(HessVwVfG) 제56조에 의하여 교환계약이 체결
되었다. 그리고 문제되었던 것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으로 행정처분을 공
법상 계약으로 체결하는데 있어서는 당해 행정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항과 공법상
계약상 서비스 간 실질적 연관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목적의 달성을 공법상 계약
을 통해 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적권한이 유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허용되지 않
은 행위를 공법상 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무효이다.
헤센주 행정절차법 제56조는 연방행정절차법 제56조와 마찬가지로 공법상 계약 중
교환계약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연방행정절차법과 동일하다. 해당 판례에서 언급
하고 있는 계약의 무효원인은 헤센주 행정절차법 제56조 제2항 제4호 위반이었는데
해당 조항은 허용되지 않은 반대급부를 공법상 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 무효로 규정
하고 있다.

2. 프랑스의 행정계약법제116)

(1) 개관

116) 이 부분은 김대인, “공법상 계약의 법리에 대한 고찰 – 행정행위와의 구별을 중심으로”,
연구 제23호, 2017, 221-225면의 내용을 기본토대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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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헌법

프랑스의 경우 행정계약(contrat administratif)의 법리가 주로 판례 및 개별법령
에 의해서 정립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프랑스의 행정절차법에 해당하는 ‘시민과
행정과의

관계에

관한

법전’(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ic

et

l’administration)에서는 행정계약에 대해서는 규율을 하지 않고 있으며, 행정계약에
대해서는 그 유형에 따라 각 개별법령에서 규율을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행정계약의 예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공공조달계약, 민관협력계약, 공
역무위탁계약, 공무원채용계약, 공물점용계약 등인데,117) 이 중에서 공공조달계약의
경우 2014년 EU 공공조달지침의 영향을 받은 제2015-899호 법률명령에서 규율을 하
고 있다.118)
이처럼 공공조달계약도 원칙적으로 행정계약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독일에 비해서는 행정계약의 적용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뒤에서 보듯이
종속적 행정계약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독일에 비해서 그 범
위가 축소된 면이 있다. 또한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과 같이 행정계약의 총론적인 법
리를 규율하는 법령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고 개별법령 및 판례에 법리형성이 맡겨
있다는 점도 독일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2) 행정계약과 일방적 행정작용의 구분

프랑스에서 행정행위의 개념은 넓은 의미로는 일방적 행정작용과 행정계약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일방적 행정작용은 월권소송119)의 대상이 되며, 행
정계약은 완전심판소송120)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방적 행정작용과
행정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행정작용의 내용이다. 주체 간의 관계를 상호
적으로 규율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계약이고, 타인의 행동을 일방적으로
규율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일방적 행정작용이라는 것이다.121)
계약의 형식이지만 계약의 내용이 전적으로 행정주체에 의해 결정되고 상대방인
사인은 이에 구속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러

117) François Lichère, Droit des contrats publics, 2e édition, Dalloz, Paris, 2014, 31-54면 참
조.
118) 이 법률명령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강명원, “프랑스 공공조달 법제의 최근 동향 – 계약방식, 낙찰
기준, 부정부패방지, 계약변경 관련 규정 내용을 중심으로 -”, 지방계약연구 제9권 제2호, 2018.
119) 우리나라의 취소소송과 유사하다.
120) 우리나라의 당사자소송과 유사하다.
121) René Chapus, Droit administratif général Tome 1, 15e édition, Montchrestien, Paris,
2001, 491-492면; 김대인, 행정계약법의 이해, 경인문화사, 2006, 114-115면; 강지은, “프랑스 행정
법상 ‘분리가능행위’에 관한 소고”, 행정법연구 제30호, 2011, 37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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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가 일방적 행정작용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공공조달계약에서
사인의 권리와 의무는 상당부분 행정주체가 미리 정해놓은 입찰공고내역에 의해 좌우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일방적인 행정작용으로 볼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 내용이 일방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관계를 상호적으로 규율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계약으로 본다.122)
또한 일방적 행정작용의 내용과 관련하여 행정주체가 권리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
인과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를 ‘협상에 의한 일방적 작
용’(acte unilatéral négocié)라고 하는데 이는 경제행정이나 전문가 규제행정 분야에
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의 대표와 전문적 협회의 대표는 토론 끝에
보수수준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장관은 이 합의내용을 결정에 의해서 승인한 바 있
다. 이러한 결정의 성질에 관련하여 판례는 이는 계약이 아니며 ‘의사합치를 통한 규
율적 성격을 가지는 일방적 결정’으로 인정한 바 있다.123)
독일과는 달리 프랑스의 경우 행정주체가 원칙적으로 행정계약과 일방적 행정작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고 보지 않는다. 일방적 행정작용의 행사와 마
찬가지로 행정계약의 경우에도 권한부여의 법적인 근거를 요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이다. 따라서 앞으로 내릴 일방적 결정에 대해 약속하는 것이나, 일방적 작용 대신에
계약을 대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일방적 작용과 계약 중 어느 행
위형식을 활용할 것인지는 법령의 내용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124) 이러한 점에서는
종속적 계약 등이 인정되는 독일에 비해서 행정계약의 활용범위가 축소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행정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차이점

우선 공공조달법을 통해 행정계약의 체결절차, 계약내용의 조정 등과 관련하여 특
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공공조달법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EU의 공공조달지침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그 내용이 보완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사
법상 계약과 다른 특성들이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주로 계약체결이전단계
와 이후단계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 계약체결이전단계에는 일반경쟁입찰 등 일
정한 계약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2004년 EU 공공조달지침에
따라 프랑스에도 도입된 ‘경쟁적 협의’(dialogue compètitif)제도는 민관협력계약
122) René Chapus, 앞의 책, 2001, 493면; 김대인, 앞의 책, 2006, 115-116면 참조.
123) CE 23 octobre 1974, Valet. René Chapus, 앞의 책, 2001, 494면; 김대인, 앞의 책, 2006, 116
면 참조.
124) Laurent Richer & François Lichère, 앞의 책, 2016, 59면; 김대인, 앞의 책, 2006, 117면 참
조.

- 64 -

(contrat de partenariat)에 주로 적용되는 새로운 계약체결절차이다.125)
다음으로 계약체결이후 단계에서는 불가예견사태론(théorie de l’imprévision)이
인정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불가예견사태론은 행정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 당사
자의 의사와 무관하며,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없었던 급격하고 현저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의 등가성이 붕괴된 경우, 사인이 추가로 지게 된 부담 중 일정 부분을
금전으로 보상함으로써 계약상 의무를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프랑스
국사원의 1916년 판결을 통하여 행정계약 영역에서 승인되었다.126)
행정계약의 해소와 관련해서는 ‘공익적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résiliation pour
motif d’intérêt général)가 인정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공익을 위해 체결된 계약은
만약 공익이 요구할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는 일관
되게 모든 행정계약은 행정주체에 의해 공익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127) 이러한 점은 일방적인 행정계약의 ‘변경’권한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계
약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계약의 해지,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이 허용된다.128)

(4) 공공조달 법률명령의 주요내용

프랑스의 공공조달 법률명령은 제1조부터 제3조의 사전조항과 5부(제4조부터 제
104조)의 총 101개 조항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일반적 규정, 제2부는
파트너십 계약의 특별규정, 제3부는 해외 관련 규정, 제4부 및 제5부는 다양한 규정
및 최종규정이다.129)
이 중에서 총론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1부의 일반규정은 다시 다음과 같이 구성되
어 있다. 제1편 제1장에서는 법률명령을 준수해야 하는 발주청에 대해, 제2장에서는
공공조달규정의 제외에 관해, 제3장에서는 특정 계약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제2편
제1장에서는 계약체결의 일반규정에 관해, 제2장에서는 계약체결 절차에 관해서 규정
하고 있다. 제3편 제1장에서는 재정제도에 관해, 제2장에서는 외주 및 하도급 관련에
관해, 제3장에서는 비용관리에 관해, 제4장에서는 공공조달계약의 변경에 관해서 규
125) François Lichère, 앞의 책, 2014, 87면 이하 참조.
126) 1914년의 전쟁으로 석탄의 가격이 급등하게 되어, 가스공급 특허업자가 계약대로의 요금으로 경영
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계기로 한 것이었다. CE 24 mars 1916,
Compagnie du gaz de Bordeaux. 이 법리에 대해서 상세히는 박은진, 앞의 논문, 148면 이하; 김
대인, 앞의 책, 2006, 173면 이하 참조.
127) CE 6 mai 1985, Association Eurolat.
128) Laurent Richer & François Lichère, 앞의 책, 2016, 250면 이하 참조.
129) 강명원, 앞의 글,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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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130)

3. 대만의 행정계약법제

(1) 개관

대만은 1999년 2월에 행정절차법을 제정·공표하였다. 대만 행정절차법은 제3장 행
정계약의 제하에 제135조부터 제149조까지 행정계약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
135조는 행정계약의 허용성, 제136조는 화해계약의 체결에 관한 특별요건, 제137조
는 쌍무계약의 특별요건, 제138조는 계약체결 전 공고 및 의견표시, 제139조는 행정
계약 체결방식, 제140조는 행정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특별요건, 제140조는 행정계
약이 무효가 되는 원인, 제142조는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행정계약이 무효가 되는 원
인에 관한 특별규정, 제143조는 행정기관의 행정지도와 협조, 제145조는 계약사항 외
의 공권력행사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 제146조는 행정계약의 당사자 한쪽인 행정
기관이 일방적으로 조정하거나 종료할 권리, 제147조는 계약 후 외부적 환경의 중대
한 변화로 계약을 조정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제148조는 행정계약에서 자발적으로 집
행을 수용하도록 약정하는 경우, 제149조에서는 행정계약이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대만의 행정절차법은 기본적으로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을 벤치
마킹하여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계약
에 관해서 간략하게 규율하고 나머지는 행정행위에 관한 연방행정절차법 규정을 준용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대만 행정절차법은 행정계약 자체에 대해서 자족적으로
상세하게 규정하는 방식을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이
어서 살펴보도록 한다.
한편 대만 행정절차법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시행령은 두고 있지 않다. 대
만의 법령조회 시스템을 통해 행정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법령을 조회한 결과 지방제
도법(地方制度法) 등 28개의 법령이 있었다.

(2) 행정절차법상 행정계약 관련규정131)

130) 강명원, 앞의 글, 9면.
131) 대만 행정절차법상 행정계약에 대한 조문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만행정
절차법 번역본을 기본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그 중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필자가 원문을 참조하여 수
정․가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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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행정계약

제135조(행정계약의 허용성)
공법상 법률관계는 계약의 성립·변경·소멸로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그 성질이
특수하거나 법규에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6조(화해계약의 체결에 관한 특별요건)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법적 관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
사하였으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목적의 실현 및 분쟁해
결을 위하여 인민과 화해하여 행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7조(쌍무계약132)의 특별요건)
① 행정기관이 서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여 인민과 행정상 체결하는 계약이 쌍
무계약인 경우 그 계약의 체결은 다음 각 관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에 인민이 부담하는 채무의 특정한 용도를 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 인민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행정기관이 직무를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3. 인민이 부담하는 채무와 행정기관이 부담하는 채무가 대등하여야 하며, 계약
상 정당하고 합리적인 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할 재량권이 없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을 대체하는 행
정계약에서 제93조 제1항에 따라 부관을 붙여서 인민이 부담하는 채무를 한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계약에는 인민이 부담하는 채무의 특정한 용도 및 해당 특정한 용도
로만 채무이행을 제공하겠다는 인민의 의견 표시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138조(계약체결 전 공고 및 의견표시)
행정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되는 인민을 법에 따라 선발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경쟁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구체적인 자격 및
당사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해당 당사자를 결
정하기 전에 절차에 참여하는 경쟁자에게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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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행정계약 체결방식)
행정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규에서 별도로 그 밖의 방식
을 정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140조(행정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특별요건)
행정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3
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행정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하는 때에 법규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심사·비준·동의·
협의를 거쳐야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을 갈음하여 체결하
는 행정계약도 다른 행정기관의 심사·비준·동의·협의를 거쳐야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41조(행정계약이 무효가 되는 원인)
행정계약은 민법의 계약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민법에서 그 계약의 결과를 무효
로 보는 경우에 행정계약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정계약도 무효가 된다.
행정계약이 제135조의 단서 또는 제138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해당 행
정계약은 무효가 된다.

제142조(행정처분을 갈음하는 행정계약이 무효가 되는 원인에 관한 특별규정)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행정계약이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
가 된다.
1. 그 행정계약과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2. 그 행정계약과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이 법에 위배되어 취소가 가능한 원인이
있고 이를 계약 당사자 양쪽이 모두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
3. 화해계약의 체결이 제136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쌍무계약의 체결이 제137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43조(행정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행정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행정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만, 결함이
있는 해당 부분을 계약 당사자 양쪽이 모두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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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행정기관의 행정지도와 협조)
행정계약 당사자의 한쪽이 인민인 경우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도록
서면으로 이행방식을 작성하여 필요한 행정지도를 하거나 협조를 한다.

제145조(계약 사항 외의 공권력 행사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
행정기관이 행정계약의 당사자 한쪽이 인민인 행정계약을 체결한 뒤에 그 행정
계약을 체결한 행정기관 소속의 공법인인 다른 기관이 계약사항 이외에 공권력을
행사하여서 계약의 상대방인 인민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려는 때에 이행비
용이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그밖에 예기치 못한 중대한 손실을 입는 경우 상대방은
그 행정계약을 체결한 행정기관에 해당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의 행사와 계약의 이행 간에 직접적이며 필연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
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행정계약을 체결한 행정기관은 앞항의 창구를 접수하고 서면으로 이유를 명
확하게 기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는 계약의 상대방인 인민이 관련 손실을 알게 된 때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보상에 관련한 분쟁이나 보상액에 관하여 상대방이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손실에 대한 보상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46조(행정계약의 당사자 한쪽인 행정기관이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조정하거
나 종료할 권리)
행정기관은 행정계약의 당사자 한쪽이 인민인 행정계약을 체결한 뒤 공공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약을 일방
적으로 조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정이나 종료로 상대방인 인민이 재산상 손실을 입는 경우 행정
기관은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서는 조정이나 종료를 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조정이나 종료의 결정과 제2항에 따른 보상의 결정은 서면으로 이
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조정으로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
면으로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상대방은 제2항에 따른 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법원에 손실에
대한 보상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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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계약 후 외부적 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계약을 조정하거나 종료하는 경
우)
행정계약을 체결한 뒤에 외부적 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계약 당시의 예상과 달리
계약의 공평성이 현저히 침해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 한쪽은 다른 당사자인
상대방에게 계약내용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의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앞항의 사실은 행정계약의 당사자 한쪽이 인민인 경우 행정기관은 공고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상대방인 인민이 입은 손실을 보상한 뒤에 기존계약의 이행의무
를 계속적으로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조정 또는 계약의 종료와 제2항에 따른 보상의 결정은 서
면으로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상대방은 제2항에 따른 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법원에 손실에
대한 보상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48조(행정계약에서 자발적으로 집행을 수용하도록 약정하는 경우)
행정계약에서 자발적으로 집행을 수용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행정계약을 강제집행의 집행명목으로 삼을
수 있다.
앞항의 약정을 포함하여 행정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한쪽이 중앙행정기관인 경
우 그 약정에 대하여 주무기관인 원(院)·부(部)·이와 같은 급의 기관의 인가를 받아
야 한다. 그 약정을 포함하여 행정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한쪽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약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계약 내용이
위탁 관련 사항인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다.
제1항의 강제집행은 행정소송법의 강제집행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49조(행정계약이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이 법에서 행정계약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
한다.

132) 독일의 교환계약(Austauschvertrag)을 쌍무계약이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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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만 행정법에서의 최근 공법상 계약의 논의 동향

우리나라에서 대만의 행정계약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그 내용이 알
려지지 않았지만, 이하에서 소개하는 논의동향은 대만에서 행정계약의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법상 계약에 대한 최근의 주목할 만한 학술자
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행정계약의 의사표시 합치의 필요성 ? - 최고행정법원 104년 판자 제778호
판결 평석133)

1) 논문의 요지: “행정절차법이 실시된 이후, 행정계약의 적용이 명문화되었고 관
련 분쟁도 수반되어 발생하였다. 동법 제139조에 의하면 “행정계약의 체결은 서면으
로 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과연 행정계약이 요식행위임을 표시하는
것일까? 해당 서면은 단일성 문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학설 및 실무상의 주류 관점은
비 요식행위 및 비단일성 문서라고 본다. 단, 계약은 분명히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
야 하는 것이고 통설이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
다.“134)

2) 분석: 민사상 계약의 경우에는 비요식적 및 비정형적 계약이 가능하지만 공법상
계약에서도 이러한 형태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로 볼 수 있다.135)

나. 행정계약의 정의와 적용-오경 교수의 학설로부터 출발하여136)

1) 논문의 요지: “우선 오경교수의 독창적 견해인 행정계약의 구별표준 및 예시적
행정계약 리스트를 중심으로 현행 행정법원의 실무판결 중 사인(私人)간의 행정계약
의 체결가능성과 구별표준을 탐구하고 또한 행정계약의 전형계약으로의 구축가능성과
태양을 살핀다. 그 다음, 행정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행정실무 중 상습적으로 교차 사용

133) 陳世民, 行政契約之意思表示合致之必要性？－最高行政法院 104 年判字第 778 號判決評析,
2019.12.
134) “行政程序法實施後，行政契約之適用已明文化，相關爭議亦隨之產生。該法第 139 條規定：「行政契
約之締結，應以書面為之……」是否表示行政契約係要式行為？該書面是否指單一性文件？學說及實務主
流多認定非要式行為暨非單一性文件。但契約畢竟要有意思表示合致，通說是否能滿足這一最根本要
件，值得懷疑。”
135) 이하의 분석은 본 연구용역 연구진의 견해를 담은 것이다.
136) 吳秦雯, 行政契約之定義與適用－由吳庚教授之學說出發, 中研院法學期刊, 2019特刊2 2019.12[民
108.12], 2019.12, 211-256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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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행정계약과 행정처분의 상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오경교수가 제
시한 바와 같이 행정계약의 민주참여기능에 찬성하며 따라서 행정행위의 병용은 일정
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137)

2) 분석: 사인간의 행정계약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독일에서도 사인간의
공법상 계약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행정계약과 행정처분을 병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나의 사안에 행정계약과 행정행위를 혼용하여 사
용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다. 공법상 계약행위의 쟁송가능성 - 공립대학교장 선발 사건을 예시로 (하)138)

1) 논문의 요지: “행정합동행위와 행정계약은 성격이 다르나 현행 법률에서 행정합
동행위의 개념과 규범이 결여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행정기관 간 합동행위와 행정계약
이 모호할 수 있다. 그러나 학술적인 측면에서 현재 참고할만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분쟁 발
생시 소송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2) 분석: 행정합동행위와 행정계약의 구별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라. 행정법상 화해계약의 적용에 있어서의 의문에 대한 검토139)

1) 논문의 요지: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위를 해야 하지만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되는 상황에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전히 화해계약을 수단으로 활
용하여 장애를 가급적 감소시켜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화해계약은 행정실무상
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옵션은 아니지만 실제로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하여금 최대한의 역할을 발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140)
137) “本文首先以吳庚教授創見的行政契約區別標準與例示的行政契約清單為中心，探究我國現今行政法院
實務判決中，私人間締結行政契約的可能性與區別標準，並論述建構行政契約典型契約之可能性與態
樣。其次，本文對於行政契約履約過程中，行政實務慣常交錯使用的行政契約與行政處分之情形提出檢
討。本文贊同吳庚教授提示之行政契約民主參與功能，因而認為行政行為之併用應有一定的限制。”
138) 陳文貴, 論公法上合同行為之可爭訟性－以公立大學校長遴選事件為例（下), 法周刊, 第1971期,
2019. 9. 27, 2-3頁.
139) 張文郁, 關於行政法上和解契約適用之疑義探討, 台灣／台灣法學雜誌／第 338 期 ／2018 2. 28,
27-48頁.
140) “行政機關雖應遵守依法行政之要求，但在符合法律規定之要件下，為有效解決爭議，仍可善用和解契
約作為手段，儘量減少障礙，以達成行政目的。和解契約在行政實務上雖然並非常見之選項，實際上卻
具有相當之重要性，為使其能發揮最大之作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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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행정법상 화해계약의 활용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논문이다.

마. 제3자에 의한 행정계약의 취소청구 - 최고행정법원의 105년도 재자 제110호
재정141)

1) 논문의 요지:

“행정절차법 제140조 제1항에서는 행정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

전에 제3자의 권익보장을 고려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계약체결 후에는 어떻게 보장해
야 할지? 계약의 상대성 특질 하에서 명확하지 않다. 최고행정법원이 제3자에 의한
행정계약의 취소청구를 공법상의 분쟁으로 보아 행정법원에서 수리해야 한다고 본 것
은 공익 및 제3자 권익의 수호를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향후에 공익 또는 제3자 이
익을 고려하여 행정법원은 완전한 행정계약 구제체계의 구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142)

2) 분석: 행정계약의 체결 이후의 제3자 보호문제를 다루고 있는 논문이다. 특히
소송법적으로 제3자에 의해서 행정계약의 취소청구가 가능한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바. 프랑스 행정계약의 특징에 대해 논하다 - 행정절차법 행정계약장의 입법설계
로부터 논함143)

1) 논문의 요지: “대만은 행정절차법상 행정계약의 장(章)을 제정할 때 독일법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또한 계약이행 관련 조문에서는 프랑스의 행정계약의 법리를 도입
하였다. 입법의 원래 의도는 프랑스의 법리로 독일법 규정상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
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지는 의문이 없지 않아 있다. 프랑스의
행정계약(독일 행정계약을 상대로) 적용영역 및 추구하는 목적상의 특수한 점에 초점
을 두고 그 형성원인과 발전 맥락을 탐구한 결과 독일과 프랑스 양국의 행정계약법체
계는 서로 포용하고 병용할 수 없다. 대만 행정절차법상 양국의 법제의 안배는 상호
141) 陳世民, 第三人請求撤銷行政契約－評最高行政法院 105 年度裁字第 110 號裁定 月旦裁判時報,
61期, 2017. 7. 15, 28-33頁.
142) “行政程序法第 140 條第 1 項規定行政契約簽約前第三人權益保障，而簽約後如何保障？在契約相對
性特質下並不明確。本案最高行政法院認為第三人請求撤銷行政契約係屬公法上爭議，行政法院應予受
理，則無疑是強化公益及第三人權益之維護，只是最高行政法院之見解尚有待斟酌。至於未來，基於公
益或第三人利益之考量，行政法院似可嘗試建構一套完整行政契約救濟體系。”
143) 王必芳, 論法國行政契約的特點－從我國行政程序法行政契約章的立法設計談起, 臺北大學法學論叢,
102期, 2017. 6, 73-151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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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보완하고자 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융합 관통 시스템의 형성
에 방해가 되어 대만의 행정계약법의 발전에 더욱 복잡하게 하므로 법의 수정을 거쳐
프랑스 법리의 부분을 행정절차법 중에서 배제하는 것을 제안한다.”144)

2) 분석: 프랑스 행정계약이론을 대만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논문
이다. 독일과 프랑스 행정계약이론의 차이점을 제시하면서 프랑스 이론을 대만에게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사. 최고행정법원의 행정계약사례에 대한 분석-2016년 사례145)

1) 논문의 요지: “2016년의 최고행정법원의 사례는 여전히 대폭적으로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행정계약으로 인한 분쟁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행정계약
은 계약의 방식으로 행정사무의 목적을 처리하거나 달성을 허락하는 것이다. 그 외,
이번 연도의 사례 중 행정법원은 행정계약의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시도하
고 있는 듯하다. 첩운토지개발사건에서, 행정법원은 행정처분이 투자신청인의 심사과
정에서 나타나는 것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행정계약과 행정처분의
부당한 병존을 피할 수 있다. 또한 토지임대사건에서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조상
의 공법상 분쟁의 개념에 근거하여 제3자가 행정계약 취소청구를 소 제기할 수 있다
고 인정하였다.“146)

2) 분석: 행정계약과 행정처분의 병존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제3자에 의한 행정계약 취소청구를 행정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 최고행정법원의 행정계약사례에 대한 분석-2015년 사례147)
144) “我國在制定行政程序法行政契約章時，是以德國法為藍本，另在履約相關的條文中引進法國行政契約
之法理。立法原意是希望透過法國法理以彌補德國法規定之不足，但是否能達成此一目標，不無疑問。
本文聚焦於法國行政契約－相對於德國行政契約而言－在適用之領域以及所追求之目的上的特殊之處，
探究其內涵以及其形成原因和發展脈絡，藉此闡明德法兩國行政契約法體系不相為謀、無法相容並濟。
本文主張，我國現行法的安排不僅難以達成截長補短的目標，反而有礙融貫體系的形成，徒使我國起步
中行政契約法的發展更加複雜化，建議修法將參考法國法理的部分從行政程序法中移除。”
145) 陳世民, 最高行政法院有關行政契約案例之分析－2016 年案例, 銘傳大學法學論叢, 27期, 2017. 6,
1-22頁.
146) “2016 年之最高行政法院案例仍然未大幅成長，但可以解讀為行政契約所產生之爭議不多。行政契約
以協議方式處理行政事務之目的或許已初步達成。此外，本年度之案例中行政法院似在嘗試建構一個行
政契約完整體系。在捷運土地開發案中，行政法院不再承認行政處分可以出現在投資申請人之審查過程
中。這樣可以避免行政契約與行政處分之不當併存。另外在土地租賃案中，行政法院依據行政訴訟法第
2 條之公法上爭議之概念承認第三人得起訴請求撤銷行政契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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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의 요지: “2015년 행정계약 사례의 숫자는 약 49건이었으며 많지는 않았지
만 여전히 참고하여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례에는 창신성(創
新性)이 부족하고 대부분의 경우 기존의 견해를 유지하였고 또한 기존 최고행정법원
내의 서로 다른 정(庭)사이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던 현상 또한 여전히 존재하였다.
예컨대, 과학원구의 위탁개발 “지연지급”사건이 그 예이다. 그 외, 행정계약과 행정처
분이 부당하게 병존하는 상황(예컨대 104판257)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마지막으
로, 제3자 권익보호부분에 관하여 행정법원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148)

2) 분석: 행정계약과 행정처분의 병존의 문제점을 역시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또한 제3자의 권익보호 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 기타

이외에도 최근 행정계약의 경우도 민사계약과 마찬가지로 전형계약을 모색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 첫 번째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는 건축행정을 들고 있
다.149) 그러나 특별한 후속적 연구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4) 행정계약 관련쟁점

가.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

대만에서 공법적 효과를 갖는 계약의 특질을 정하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고 있다. ① 법률에서 행정계약체결의 필요성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행정법에서 계
약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둔 경우, ② 계약의 내용이 행정법 시행의 수단으
로 활용되거나 공권력 행사를 대체하는 경우, 특히 계약의 내용이 행정처분을 대체하
는 경우, ③ 특정 행정행위의 이행을 계약당사자의 의무로 설정하는 경우, ④ 계약의
의무사항이 행정주체만이 행할 수 있는 행위일 경우, ⑤ 시민의 공법상 권리·의무에

147) 陳世民, 最高行政法院有關行政契約案例之分析－2015 年案例, 銘傳大學法學論叢, 27期, 2016. 12,
117-142頁.
148) “2015 年行政契約案例數量約有 49 例，雖然不多，但仍然值得加以參考研究。但整體而言，案例創
新不足，多延續先前之見解（妥當及不妥當兼而有之），而且之前最高行政法院不同庭之間之見解不一
致現象依然出現，例如：科學園區委託開發『遞延付款』案。另外有關行政契約與行政處分不當併存情況
（如 104 判 257）仍未改善。”
149) 吳秦雯, 前揭論文, 232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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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계약, ⑥ 계약의 대상과 관련하여 일방 당사자인 행정기관이 다른 당사자인 시
민에 우월한 지위에 있거나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권력행사를 계약내용으로 하는 경우
가 그것이다.150)
행정청이 일방 당사자인 계약인 경우라도 이를 모두 공법상 계약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며, 각 개별적인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을 구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독일이나 대만이나 동일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151) 공공조달
계약은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어서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에서는 제외된
다.152)
이외 대만은 나름대로 어떠한 것이 공법상 계약(대만의 표현은 행정계약)인지 여부
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려고 시도한 바 있으며, 민국 96년 9월 5일에 행정계약판단기
준(行政契約判斷基準)을 제시한 바 있으며, 공법상 계약형식의 표준형태를 제시하기
도 하였는데 일종의 표준계약의 예로 수질수량보호구토지보상제한행정계약(민국 96년
3월 21일)이 있었다.153)

나. 행정계약의 종류

대만에서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화해계약과 교환계약의 구분이 존재한다. 다만 화
해계약에 관해서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에서는 ‘상호양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만 행정절차법에서는 ‘양보’의 법적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상호양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154)
대만에서는 행정처분을 대체하는 행정계약, 즉 종속계약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는 점도 독일과 같다. 행정계약의 무효에 관해서도 대등계약과 종속계약을 구분하여
규율을 함으로써 양자의 무효사유가 다르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제141조, 제142조)
다만 행정처분과 행정계약의 관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양자의 구분이 어려운 문제
점이 지적되고 있는데155)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150) 《司法院大法官》解释第324号与释字第348号解释；李建良，“公法契约与私法契约之区 别问题”，行
政契约与新行政法―我国台湾地区行政法学学术研讨会论文集，2001年，176页；江嘉琪，“公私契约法
混合初探―德国法之观察”，中原财经法学2002年第9期，70页, 김은환, “대만행정절차법의 최근 동향
과 동법상 행정계약절차”, 중국법연구 제30집, 2017, 10면, 재인용.
151) 台湾“司法院”“大法官”释字第324号之《解释文》(1993年7月16日); 台湾“司法院”“大法官”释字第695
号之“大法官”陈新民《协同意见书》、黄玺君《不同意见书》(2011年12月30日),释字第727号之“大法
官”罗昌发《协同意见书》、陈新民《不同意见书》(2015年2月6日), 김은환, 앞의 글, 19면 재인용.
152) 김은환, 앞의 글, 10면.
153) 해당 자료의 존재는 문헌을 통해 확인하였으나,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지는 않음.
154) 김은환, 앞의 글, 11면.
155) 김은환, 앞의 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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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계약체결의 절차

대만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계약체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
면 행정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되는 인민을 법에 따라 선발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경쟁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구체적인 자격 및 당
사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사전에 공고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해당 당사자를 결정하기
전에 절차에 참여하는 경쟁자에게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156)
이처럼 행정계약체결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대만의 입법태도는 이에 관
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독일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만의 입법
태도는 행정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조달
에서의 경쟁입찰제도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라. 행정지도

행정계약 당사자의 한쪽이 인민인 경우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도록
서면으로 이행방식을 작성하여 필요한 행정지도를 하거나 협조를 한다고 규정하여 행
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도 독일 연방행정절차법과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행정지도가 널리 활용되는 대만 행정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마. 손실보상

계약 사항 외의 공권력 행사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 및 계약을 일방적으로 조정
하거나 종료함으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157)도 대만 행정절차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158) 독일의 경우 공법상 계약 편
에서 직접적으로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준용규정(독일 연방행
정절차법 제62조)을 통해 행정행위 편에 있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및 직권취소에
관한 손실보상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바. 즉시집행의 수인

156) 대만 행정절차법 제138조.
157) 대만 행정절차법 제144조.
158) 대만 행정절차법 제145조,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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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는 즉시집행159)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독일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만 즉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약정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기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독일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대만의 입법
태도는 즉시집행의 수인이 지나치게 계약상대방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 대만의 행정계약 사례검토

가. 판례 관련 검토

사법원 검색시스템을 통해 “재판주문”에 “행정계약”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조회한
결과, 조회된 최고법원과 최고행정법원의 사례는 총 0건이고, “재판사유”에 “행정계
약”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조회한 결과, 조회된 최고법원과 최고행정법원의 사례는 총
25건이고, “재판서 全文”에 “행정계약”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조회한 결과, 조회된 최
고법원과 최고행정법원의 사례는 총 1152건이었다.

나. 대법원 해석 관련

대만 행정원 법무부 자료 전국법규자료조회시스템에서 “행정계약”이 본문에 포함
되어 있는 조건으로 법령을 조회한 결과 위 28개의 법령 이외에 사법해석으로 분류된
“대법관 해석”이 총 25개가 검색되었으며 아래에 주로 행정절차법의 시행 전후를 기
준으로 최신 시간순으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해석번호: 석자 제787호, 해석일: 민국 108년 12월 27일

- 분쟁: 퇴역군직인원과 대만은행이 체결한 우대예금계약에 대해 해당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우대예금이자 청구건은 일반법원 또는 행정법원이 심판해야 하는지?
- 해석문: 퇴역군직인원과 대만은행고분유한회사가 체결한 우대예금계약에 대해,
해당 계약으로 인해 발생한 우대 예금 이자 급부 청구건은 그 성격상 사법관계로 인
해 발생한 분쟁이므로 그 소송은 일반법원에서 심판하여야 한다.
- 본문의 일부: 대법관은 “…피고는 대만은행의 지점이고 대만은행은 성격상 사법
159) 대만 행정절차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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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지160)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아니며, 행정기관
에서 법정 절차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를 위임한 경우 외에는 행정기관의 지위를 취득
한 것으로 의제 될 수 없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3항 및 제16조 참조)…대만은행이 그
와 국방부와의 약정에 따라 퇴역군직인원의 퇴역금 우대사무와 이자급부 사항을 취급
하였다. 다만, 그 내용은 단지 우대예금계좌개설 후 쌍방의 예금, 이자계산과 급부 등
에 한한 것이지 공권력의 행사와 무관하다… ” 고 판단하였다.

(나) 해석번호: 석자 제753호, 해석일: 민국 106년 10월 6일

- 이유서 중 “행정계약”관련 부분:
…… 1. 법률보류와 법률수권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건보서(健保署)는 그 조직법규에 따라 국가기관이고 그 법정 직권을 집행하기 위해
전민건강보험의료서비스 관련 사항에 관해 각 의사서비스기구와 특약을 체결하여 보
험의사서비스기구가 보험대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이로써 국민건강의
촉진, 공공이익 증진의 행정목적을 실현하므로 이러한 특약은 행정계약의 성격을 가
지며 이미 본원 석자 제533호에 의해 해석되어 있다. ……

(다) 해석번호: 석자 제732호, 해석일: 민국 104년 9월 25일

- 아래 내용은 대법관들이 제공한 협동의견서 중 대법관 진춘생이 제출한 협동의
견서 내용 중 일부이다.
- 해당 내용 ……연합개발에 기해 체결한 계약의 성격은 행정계약이어야 한다.
연합개발은 행정법학상의 참여 합작 관계이므로 원칙상 헌법이 허용하는 것이어야
하고 연합개발 당사자 간의 계약은 성격상 행정계약이어야 하므로 평등원칙과 비율원
칙의 적용이 존재하며 또한 공권력을 매도하는 결과를 피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는 실무상 당사자의 참여 및 합작 행위방식에 관해, 일종의 특수한 행정행위형식이
발생하였으며 즉 행정기관과 인민 간에 동시에 행정계약 및 행정처분이 병용되는 행
위방식 또는 행정처분이 내포된 행정계약이 발생하였다. 전형적인 사례는 1999년 최
고행정법원의 판결이 있다. 해당 판결에서 관련 교사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학
교에 협조(협력)하지 않아 기존 예정시간에 귀국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
직으로 본다는 사례이다.
법원은 판결에서 “원고가 연수를 1년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 학교는
160) 대만은행은 일반 상업은행으로 중앙은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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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기를) 해당 학교의 개설된 전과(專科)의 기존 임용 고직교사의 연수계획에 부합
되지 않아 동의할 수 없어서 84년 8월 1일에 예정대로 학교에 올 것을 요구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원고의 연수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 이외에 더욱이 원고가 예정
대로 학교에 돌아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사직으로 간주한다는 방식으로 원
고의 교직을 면한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부분은 기존 연수계획내용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므로 해당 연수계획에 대해 이미 쌍방이 행정계약을 체결한 효력이 발생
하였고 원고의 교직을 면한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또한 그들 간의 계약 효력 이외의
피고가 별도의 공법상 법률효과인 일방적 행정행위를 행한 것으로 표현되므로 행정처
분에 해당된다.”즉 행정법원은 피고기관의 회신내용으로 원고의 신청을 불허한 것 이
외에 또한 “사직으로 간주되는”의사표시의 행정처분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비평하는 학자가 있었으며 행정기관이 행정계약을 체결한 후
대등성 행정계약 이외에 행정처분 병용의 방식으로 동일한 사건의 법률관계를 형성하
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해서는 아니되며 그러하지 않을 시 행정절차법 제136조, 제137
조 및 제145조의 규정 취지에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견해에 대해 찬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호 해석은 대중첩운법 제7조의 법에 따라 징수 신청 관련 규정이
있어 법률보류에 부합되는 것처럼 보이나 다만 징수는 재산권침해의 최후 수단이므로
당사자의 절차참여를 강화하여 징수의 정당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라) 해석번호: 석자 제730호, 해석일: 민국 104 년 06월 18일

- 일부 협동의견서의 주석8: 급부행정의 개념 중 “행정급부”와 연관되는 사실과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정부가 설치한 장학금, 대출 또는 구제조치이며 이러한
상황들은 행정소송 중의 급부소송의 내용으로 될 수 있다. 예컨대 대법관 석자 제348
호 해석에서 학교와 국비장학생이 체결한 행정계약이 있는데 이는 곧 ‘counter
prestation’의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즉, 행정계약으로 급부행정을 이루고 또한 행정
기관이 급부의무를 행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마) 기타

이외에도 판례를 통해 인정된 행정계약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개발계획 중 개발계약(최고행정법원 107년도 판자 제528호 판결)
- 실험교육특허의 부여에 대한 협약(최고행정법원 107년도 판자 제1304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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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납부에서 현물로 대체납부협약(최고행정법원 104년도 판자 제422호 판결)

4. 몽골의 행정계약법제

(1) 개관

몽골에서 공법상 계약의 근거를 두고 있는 법은 몽골 일반행정법으로 2015년에 제
정되었다. 해당 일반행정법상 공법상 계약은 행정계약이라는 명칭으로 제5장(제52조
부터 제58조까지)에 규정되어 있다. 제52조는 행정계약의 허용성, 제53조는 행정계약
의 형식, 제54조는 타 행정청의 승인을 위한 협력, 제55조는 위법한 행정계약, 제56
조는 행정계약의 변경 및 취소사유, 제57조는 행정계약의 집행, 제58조는 법규범의
적용과 준수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보면 몽골의 공법상 계약법제도
독일연방행정절차법과 매우 유사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2) 일반행정법상 행정계약 관련규정161)

제5장 행정계약
제52조(행정계약)
①행정청은 법에 따라 공법관계를 형성하거나, 변화시키거나, 종료하기 위하여
준수하여 행정계약을 맺을 수 있다.
② 행정계약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
1. 공공서비스, 교육, 보건, 환경보호, 다른 행정 또는 법적관계와 관련된 관계
2. 행정청의 일부기능기능과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과 관련된 관계
3. 사회기반시설건설과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마련 그리고 이를 안정적으로 사용
하는 것과 관련된 관계
4. 컨세션(특허권)과의 관계
5. 이외에 타법에 규정된 다른 관계
제53조(행정계약의 형식) 행정계약은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제54조(타 행정청의 승인)
161) 구체적 조문은 몽골의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선행연구인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안 해설자료상의 번
역을 기본으로 하여 원문을 바탕으로 필자가 가감 및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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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행정청의 승인과 확약을 받아야 하는 규정이 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타 행
정청이 행정계약을 체결할 때 참여해야 하는 경우, 그 행정계약은 이 조에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 이후에 체결되어야 한다.
② 유사한 외국 행정청 및 법률기관과 체결할 기관간 계약 초안과 관련하여, 행
정청은 이 사안에 있어 상위행정청의 제안과 외교부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 이 법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된 체결된 이후 14일 이내에 등록을 위해
외교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④ 정부는 이 법 제54조 제2항과 제54조 제3항에 규정된 계약을 검토하거나 등
록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55조(명백하게 위법한 행정계약)
① 행정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명백하게 위법하다.
1. 행정계약이 법과 법규명령에 저촉되는 경우
2. 행정계약의 대상이 아닌 관계를 규정하는 경우
3. 행정계약을 체결한 행정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행정청이 그 권한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 행정계약을 맺은 경우
5. 행정청이 행정계약 상에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한 경우
6. 행정청이 법에 저촉되는 계약을 다른 계약자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7. 행정계약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8. 법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계약의지를 표명한 경우
9. 계약자 중 누구든 법적능력이 없는 경우
10. 미성년자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11. 의지표명이 불완전한 경우
12. 계약자가 심각한 혼란에 빠져있거나, 속았거나, 제압당한 경우
13. 행정계약이 법에 규정된 형식을 위반한 경우
14. 대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행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행정계약의 일부분이 명백한 위법이라는 사실은 그 계약의 전체가 명백한 위
법이라고 간주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제56조(행정계약의 변경 및 종료 특별사유)
① 계약체결 후 행정계약의 내용에 있어 중요한 관계가 전체적으로 변화하거나,
계약의 어떤 계약자라도 계약의 초기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계약자가 계약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②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그 계약의 어떤 계약당사자라도 변경하지 않기로 선택
한 경우에는 그 행정계약은 종료되어야 한다.
③ 행정계약이 잠재적으로 공익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경우에는 그 피해를 예방
하고 제거하기 위해 행정청은 그 행정계약을 단독으로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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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계약을 종료하는 근거는 명확해야 하며, 그 근거가 문서의 형식으로 마
련되어야 한다.
제57조(행정계약의 이행)
① 행정청은 행정계약의 이행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 법 제8장의 규정
이 이 경우 적용되어야 한다.
제58조(법규범의 적용과 준수)
① 민법에 규정된 계약의 기본규정은 이 법 제5장의 규정과 더불어 행정계약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다르게 규정한 행정규범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
된 계약의 기본규정이 적용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비고: 적용과 준수는 특별한 사항을 규정할 조항이 이 법에 없는 경우에는 민법
의 조항이 사용되어야 하고, 그 조항을 적용할 때 공적인 법원칙과 일치하는지 그
리고 행정작용 및 행정계약과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함을 의미한다.

(3) 행정계약 관련쟁점

가. 행정계약의 적용영역

몽골법의 특징은 행정계약의 적용영역을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1)
공공서비스, 교육, 보건, 환경보호, 다른 행정 또는 법적관계와 관련된 관계, 2) 행정
청의 일부기능과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과 관련된 관계, 3)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마련 그리고 이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관
계, 4) 컨세션(특허권)과의 관계, 5) 이외에 타법에 규정된 다른 관계가 그것이다.162)
앞서 독일과 대만에서 보았듯이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인정받는 계약의 범
위가 불명확한 점을 고려하면 몽골에서 이를 명확하게 하려고 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행정계약의 하자

몽골법에서는 행정계약이 명백하게 위법한 경우를 상당히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
1) 행정계약이 법과 법규명령에 저촉되는 경우, 2) 행정계약의 대상이 아닌 관계
162) 몽골 일반행정법 제5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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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정하는 경우, 3) 행정계약을 체결한 행정청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4) 행정청이
그 권한과 관련없는 사안에 대해 행정계약을 맺은 경우, 5) 행정청이 행정계약 상에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한 경우, 6) 행정청이 법에 저촉되는 계약을 다른 계약자로부
터 요구받은 경우, 7) 행정계약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8) 법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계약의지를 표명한 경우, 9) 계약자 중 누구든 법
적능력이 없는 경우, 10) 미성년자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조건을 위반하여 행정계약
을 체결한 경우, 11), 의지표명이 불완전한 경우, 12) 계약자가 심각한 혼란에 빠져있
거나, 속았거나, 제압당한 경우, 13) 행정계약이 법에 규정된 형식을 위반한 경우,
14) 대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행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이다.163)
이처럼 몽골법에서 행정계약의 위법사유를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는 것은 무효사유
를 간단하게 적시하고 있는 독일이나 대만과는 차이가 있는 입법형식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독일이나 대만에서도 개별법령 위반에 따라 무효가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 행정계약의 변경 및 종료

행정계약의 변경 및 종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164)은 독일이나 대만과 유
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이나 대만의 경우 공익적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등
에 대해서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몽골에서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
은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라. 행정계약의 집행

몽골 일반행정법에서는 행정계약의 이행과 관련해서 행정결정의 집행에 관한 이
법 제8장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65) 이러한 몽골법의 태도는 독일과 유
사한 점이 있으나, 즉시집행을 신중하게 인정하는 대만의 태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마. 민법 준용의 한계

일반행정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민법이 준용된다고 보는 것은 독일이나 대만과 유
163) 몽골 일반행정법 제55조 제1항.
164) 몽골 일반행정법 제56조 제1항.
165) 몽골 일반행정법 제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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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민법을 준용할 때는 이러한 준용결과가 공적인 법원
칙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행정작용 및 행정계약과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고 보아 민법 준용의 일정한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166)

166) 몽골 일반행정법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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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우리나라 공법상 계약의 규율방안
1. 외국법과의 비교 및 우리나라법의 개선방향

가. 외국법과의 비교

(1) 법령체계

앞서 살펴본 독일, 프랑스, 대만, 몽골법상의 공법상 계약 법제와 우리나라의 공법
상 계약 법제의 차이점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 대만, 몽골의 경우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 행정절차법 또는 일반행정법에 일반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만, 우
리나라와 프랑스는 이와 달리 이에 대한 규정이 행정절차법에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도 행정기본법(안)에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독일, 대만, 몽골 등과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할 수 있
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 특징은 우리나라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국가계약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것이 국가가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적용될 수 있
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행정절차법 이외에는 개별법령에 따른 규율이 이루
어지는 해외국가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계약법
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규율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이에 따라 공법상 계약의 경우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율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는 외국의 법제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2) 기본법에서의 규율밀도

앞서 우리나라 공법상 계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실무·이론상 쟁점에 대해서 살펴
본 바 있다. 1) 공법상 계약 체결에 법령상의 근거를 요하는지 여부, 2) 행정처분을
대체하는 공법상 계약(이른바 종속적 행정계약)의 인정여부, 3)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기준, 4) 행정처분과 공법상 계약의 구분, 5) 공법상 계약의 구속력(변경,
해지), 6) 공법상 계약과 법률우위원칙과의 관계, 7) 공법상 계약의 하자의 효과 등이
그것이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이들 쟁점들 중의 일부는 행정절차법의 규율을 통해 해결하
고 있지만 나머지는 타 법령이나 판례의 해석에 맡겨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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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대만, 몽골의 경우 1), 2), 5), 6), 7) 등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규정을 두고 있
지만,167) 3), 4)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규정을 두지 않고 타 법령이나 개별법령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뒤에서 보겠지만 우리나
라 행정기본법(안)에서는 1), 5)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독
일, 대만, 몽골에 비해서 규율의 밀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

각국의 행정계약법제의 비교내용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각국의 행정계약법제 비교

우리나라
행정계약의
근거법령

독일

프랑스

(안)
국가계약법

연방행정

법률명령 등

절차법

개별법령에

- 계약의 허
용성

- 기본법에 의 체결
서의

규율 - 행정계약

내용

의 변경, 해
지 및 무효

몽골

행정절차법

일반행정법

공공조달

행정기본법

- 행정계약

대만

-

화해계약

-

교환계약

-

문서형식

-

제3자와

행정청의

동

의
- 공법상 계
약의 무효, 특별한
에

경우

있어서의

조정과 해지
- 즉시집행의
수인
- 준용규정

서 규율
공공조달 법 -

행정계약의 - 행정계약

률명령 제1 허용성

- 화해 의 허용성

부의 일반적 계약의

체결에 - 행정계약

규정 내용은 관한 특별요건
다음과

같 -

음.

의 형식

쌍무계약의 - 타 행정

특별요건

청의

승인

- 법률명령 - 계약체결 전 을 위한 협
의 적용범위

공고 및 의견표 력, - 위법

- 공공조달 시

한

행정계

계 약 체 결 의 - 행정계약 체 약
절차

결방식

- 공공조달 계약의 집행

- 행정계약

행정계약의 의 변경 및

효력이

발생하 취 소 사 유

- 외주 및 는 특별요건
하도급

-

제- 행정계

행정계약이 약의 집행

- 공공조달 무효가 되는 원 - 법규범의
계약의 변경

인

적용과

준

167) 다만 대만 일반행정법에서는 행정행위를 대체하는 행정계약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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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계약이

행정
무효가

되는 원인에 관
한 특별규정
-

행정기관의

행정지도와

협

조
- 계약사항 외
의

공권력행사

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
-

행정계약의

당사자

한쪽인

행정기관이
방적으로
하거나

일
조정 수

종료할

권리
- 계약 후 외부
적 환경의 중대
한 변화로 계약
을

조정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 행정계약에서
자발적으로
행을

집

수용하도

록 약정하는 경
우
행정계약이

민

법의 규정을 준
용하는 경우

나.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방향

(1)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규정을 둘 필요성 여부

공법상 계약의 사용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공법상 계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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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규정을 법률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일, 대만의 경우 이를
행정절차법에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이에 관한 규정을 ‘행정절차법’에
두는 방안도 모색해볼 수 있지만, ‘행정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여기에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공법상 계약에 관한 일반규정
을 행정기본법에 두는 것은 향후 공법상 계약의 규율의 일관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된
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법제 개선의 기본방향

이처럼 행정기본법에서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공법상 계약과 관련된 모든 실무·이론상 쟁점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곤
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해외의 법제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의 실무·
이론상 쟁점 중에서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적고 어느 정도 공감대
가 형성되어 있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행정기본법에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보인다.

2. 행정기본법(안)의 공법상 계약 관련규정 및 분석

가. 행정기본법(안)의 공법상 계약 관련규정 및 제정취지

2020년 7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행정기본법(안)에서는 공법상 계약에 관해 다
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행정기본법(안) 제29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①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이하 “공법상 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
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안) 제30조(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지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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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청 또는 계약 상대방은 공법상 계약이 체결된 후 중대한 사정이 변경되어
계속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
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 시 계약당사자 어느 한
쪽에게 매우 불공정할 경우
2. 공법상 계약을 이행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
③ 공법상 계약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만, 그 무
효 부분이 없더라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머
지 부분은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행정기본법 정부안의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 제29조 >
○ (제1항) 법률우위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
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내용을 명확히 적도록
하는 등 서면계약으로서 공법상 계약의 형식을 명확히 함.
○ (제2항) 공법상 계약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행정청이 공법상 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의 공공성 및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도록 함.

< 제30조 >
○ (제1항) 행정청 또는 계약 상대방은 공법상 계약이 체결된 후 중대한 사정이
변경되어 계속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
는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 (제2항) 행정청에게 허용된 공법상 계약의 해지 사유*를 명시하여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계약 상대방의 권리를 보호
함.
* 1. 제1항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 시 계약당사자 어
느 한쪽에게 매우 불공정할 경우, 2. 공법상 계약을 이행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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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
○ (제3항) 공법상 계약의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규정의 준용여부가 해석상 문
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확인적 차원에서 계약의 일부무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 그밖에 공법상 계약의 무효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일의적으로 규정하
지 않고 판례에 의해서 법리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기본법 정부안의 공법상 계약 관련 규정에 대한 분석

(1) ‘행정행위(행정처분)을 대체하는 공법상 계약’의 인정여부

위의 내용을 보면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의 내용을 일부 참조하면서도, 독일 연방
행정절차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행정행위(행정처분)를 대체하는 공법상 계약’의 개
념(제54조 제2문)이나 공법상 계약의 무효사유(제59조)에 관해서는 규율하지 않음으로
써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비해 매우 간략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168)
이러한 입법태도는 우리나라에서 ‘행정행위(행정처분)을 대체하는 공법상 계약’의
인정여부에 대해서 학계에서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해당하는 실무사례가 명
확하지 않은 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행정행위를 대체하는 공법상 계
약’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로 학계에서 보고 있는 것은 협약방식의 부관, 체육시설의
이용허가계약 정도인데 그 나마도 이들이 ‘행정행위를 대체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학계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59조 제2항의 공법상 계약의 무효사유의 경우도 ‘행정행위
(행정처분)을 대체하는 공법상 계약’ 개념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내용을 행정
기본법 정부안에서 배제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태도를 해석상 ‘행정행위(행정처분)을 대체하는 공법상 계
약’을 금지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며 이 부분은 학설과 판례에 맡겨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개념은 향후 실무의 발전을 보면서
168) 독일에서는 ‘행정행위(행정처분)를 대체하는 공법상 계약’(종속계약)을 통한 국민의 권리침해를 제어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에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는 분석이 있다.(본 연구의 일환으로 이
루어진 자문회의에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임현 교수가 지적한 내용이다) 실제로 독일 행정절차법은
종속계약을 중심으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종속계약개념을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은 우리 행정기
본법(안)은 행정계약의 활용가능성의 일반적인 가능성을 입법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일단 그 취지
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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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공법상 계약의 일반적인 허용여부

위와 같은 입법내용 중 가장 주목할 점은 공법상 계약의 체결의 일반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행정기본법안 제29조 제1항) 그동안 공법상 계약과 관련
하여 법률상 근거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위 규정이 들어옴으로써 일
반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 향후 공법상 계약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
인다.
다만 조세법이나 경찰법과 같은 고권적인 행정영역에서도 위 규정만으로 공법상
계약의 체결이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볼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행정기본법안
제29조 제1항에서는 공법상 계약의 체결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
기 때문에 고권적인 행정영역에서 행정처분만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가 명확할 경
우에는 공법상 계약의 체결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공법상 계약의 정의

행정기본법안을 보면 ‘공법상 계약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
결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으로 공법상 계약을 정의하여(제29조 제1항), 사
법상 계약은 규율대상에서 배제됨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판례가 일관되
게 사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는 사안들(공공조달계약 등)은 행정기본법
안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태도는 공공조달계약 등을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학계의 견해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으나, 공공조달계약을 규율하는 국가계약법과 행
정기본법의 관계를 명확하게 만들어준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일이나 대만에서도 공공조달계약은 행정절차법의 규율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 공법상 계약의 체결주체

행정기본법(안) 제29조 제1항을 보면 공법상 계약의 체결주체가 ‘행정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안) 제2조에서는 행정청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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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안) 제2조(정의)
2.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
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

위와 같은 규정형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계약의 체결
주체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인격이 있는 ‘행정주체’이어야 하므로, ‘행정청’이 계약
체결의 주체로 되어 있는 행정기본법(안) 제29조 제1항의 규정이 부정확한 것이 아닌
가 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행정청이 계약을 체결한다고 할 때에는 행정청이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행정주체에 대한 정의개념을 별도로 두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해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입법태도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
다.

(5) 공법상 계약의 구속력

행정기본법안 제30조에서 공법상 계약의 구속력의 한계와 관련되는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그동안 학설상으로만 논의되었던 내용을 명
문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독일이나 대만의 행정절차
법에서는 공익상 이유로 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비
해 우리나라 행정기본법에서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아
쉬움이 있다. 이 부분은 향후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행정기본법(안) 및 동법 시행령(안)의 제·개정방안

(1) 개관

행정기본법(안) 및 동법 시행령(안)의 제·개정방안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살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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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 우선 현재 국회에 제출된 행정기본법(안)을 전제로 하여 이를 뒷받침하기 위
해서 행정기본법 시행령(안)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해보고
자 한다.(제1안)
다음으로 향후 행정기본법(안)의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를 대비하여 이러한 법률개
정안 및 시행령 제정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현재 행정기본법(안)에는 법률위임규정
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제2안)
이러한 두 가지 안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1) 행정기본법 제정과정에서 논
의되었던 실무안 및 2)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도록 한다.

(2) 현행 행정기본법(안)을 전제로 한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제1안)

가. 행정처분을 대체하는 공법상 계약

행정기본법 실무안

제○조(행정계약의 허용) ① 행정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갈음하
여 처분의 상대방이 될 자와 행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처분의 사실적ㆍ법적 관계가 불명확하여 행정계약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우
2. 처분과 관련된 권리ㆍ의무의 세부 내용을 행정계약으로 확정하는 것이 더 합
리적인 경우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 실무안에서 제1항은 행정기본법(안) 제29조 제1항에 반영되었으나 제2항은 반
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위 실무안에서 제2항을 시행령에 반영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 행정처분에 갈음한 공법상 계약의 인정여부는 고권적 행정을 대체하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법률유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행정기본법(안)에 행정처분에 갈음한 공법한 계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
는 상태에서 행정기본법 시행령에서 이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는 것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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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기 힘들다.

나. 공법상 계약의 원칙

행정기본법 실무안

제○조(행정계약의 원칙) ① 행정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
라 체결되어야 하며, 행정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계약의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계약의 내용을 정할 때 행정계약
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0조제0항에 따른 행정계약(처분에 갈음하는 행정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과 실질적
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내용적으로 적정하여야 한다.

위 실무안에서 제2항은 행정기본법(안) 제29조 제2항에 반영되었으나, 제1항과 제
3항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위 실무안 제1항은 국가계약법 제5조169)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국가계약법은 주로 공공조달계약을 규율하고 있고 국가계약법 제5조
의 내용은 판례에서 공공조달계약을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주된 근거가 되고 있다.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차이를 고려할 때 국가계약법 제5조의 내용을 그대로
행정기본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가져오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
위 실무안 제3항의 내용도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적시한 데 불과하고 이를 시행령에
별도로 언급할 실익은 적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공법상 계약의 방법 및 절차

행정기본법 실무안
169) 국가계약법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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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행정계약의 방법 및 절차) ① 행정청은 행정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른 법
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및 내용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
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③ 행정청은 제3자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해당 계약의 목적, 내용 및 결과 등을 충분히 설명하
여야 하며, 제3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제3자는 해당 행정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해당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받은 행정청은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또는 협의가 필요한 행정계약은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또는 협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위 실무안 제1항의 서면작성의 원칙은 행정기본법 정부안 제29조 제1항에 반영되
었으나 서면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그 외에도 제2항부터
제5항의 내용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위의 내용들은 공법상 계약제도의 시행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는 절차적 내용으로서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
만 계약금액이 명시될 필요가 없는 공법상 계약도 존재하므로 이 내용은 삭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른 시행령 제정안은 다음과 같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제○조(공법상 계약의 방법 및 절차) ① 행정청이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
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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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목적 및 내용
2. 이행기간
3. 그밖에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
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③ 행정청은 제3자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 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해당 계약의 목적, 내용 및 결과 등을 충분히 설명
하여야 하며, 제3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제3자는 해당 행정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해당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받은 행정청은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또는 협의가 필요한 행정계약은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또는 협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공법상 계약의 무효

행정기본법 실무안

제○조(행정계약의 무효) ① 행정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무효이다.
1. 「민법」에 따른 계약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행정계약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3. 행정계약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지는 아니하지만 행정계약의 양 상대자
가 위법성을 알고 계약한 경우
4. 제0조(부당결부금지)을 위반한 경우
② 행정계약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만, 그 무효부분
이 없더라도 행정계약을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
지 아니한다.

위 실무안 제2항은 행정기본법 정부안 제30조 제3항에 반영되었으나 위 실무안 제
1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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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실무안 제1항의 계약무효사유는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59조 제2항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59조
제2항의 계약무효사유는 ‘행정행위를 대체하는 공법상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문
이다. 그런데 위 실무안 제1항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조문이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행정처분을 대체하는 공법상 계약’의 인정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무효여부에 대한 판단은 판례의 형성에 맡겨둘 필요가 있다. 만약 이에
관한 규정을 둔다면 법률유보사항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마. 공법상 계약의 변경, 해지

행정기본법 실무안

제○조(행정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행정청 또는 계약상대자는 행정계약이 체결된
후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내용의 변경
이 불가능하거나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심히 불공평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
② 행정청은 행정계약의 이행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손해를 가할 것이 명백한 경
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계약상대자가 행정계약의 존속
을 신뢰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계약의 변경 요구나 해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은 행정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위 실무안 제1항은 행정기본법 정부안 제30조 제1항, 제2항에 반영되어 있으나,
실무안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행정기본법 정부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위 실무안 제2항의 보상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
이라고 할 수 있다. 손실보상은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시행령
에만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힘들며 향후 기본법 제정 후에 개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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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을 넣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 실무안 제4항은 행정계약의 변경이나 해지를 행정처분과 혼동하는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행정처분에 적용
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한 제정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제○조(행정계약의 변경 및 해지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공법상 계약의 변경 요구나 해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서면
으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미리 통
지하여야 한다.

(3) 행정기본법(안)의 개정방안 및 행정기본법 시행령(안)의 제정방안 (제2안)

가. 적용범위

몽골 일반행정법에서는 행정계약의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명시해주고 있다.

몽골 일반행정법 제52조
② 행정계약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
1. 공공서비스, 교육, 보건, 환경보호, 다른 행정 또는 법적관계와 관련된 관계
2. 행정청의 일부기능기능과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과 관련된 관계
3. 사회기반시설건설과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마련 그리고 이를 안정적으로 사용하
는 것과 관련된 관계
4. 컨세션(특허권)과의 관계
5. 이외에 타법에 규정된 다른 관계

행정기본법 제정논의과정에서 실무안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행정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위의 몽골 일반행정법처럼 적용대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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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명시해주는 방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계약의 적용대상에 대해 실무에서
는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판례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는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기준, 그리고 판례에서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인정
되었던 사례들을 반영한 입법안을 일단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조 이 법의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은 다음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적용된다.
1. 공무원의 채용과 관련된 계약
2. 국가연구개발과 관련된 계약
3. 사회기반시설의 민간투자 실시협약
4. 기타 당해 계약에 대해서 당해 계약 또는 법령에서 사법상 계약과 다른 특별
한 규율을 하는 경우

그러나 이처럼 행정기본법(안)에서 적용범위를 명시해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일부 판례에서 인정된 사례들을 명시하는 데에 그치기 때문에 적용범위 명
시의 효용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민간투자법상의 실시협약의 경우 이의
체결절차나 협약변경 해지 등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는 상태여서 행정기본
법에 명시하는 것이 실익도 떨어지고 입법과정에서 민간투자법과의 관계를 불명확하
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셋째, 국가연구개발과 관련된 계약의 경우에도 별
도의 법률에서 규율이 이루어지고 있고 판례는 분쟁대상인 개별쟁점에 따라 재판관할
을 달리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률적으로 공법상 계약으로 규율하는 것에 대해
서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넷째,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에 관한 판례의
일반기준을 입법화하는 것은 다른 국가의 입법례에서 발견하기 힘들고 이는 판례의
형성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결론적으로 법률에서 공법상 계약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힘들다. 다만 행정기본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동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제시해주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170)
170) 본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자문회의에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병기 교수는 민법
에서 전형계약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듯이 이에 대응한 행정계약의 유형을 체계화하는 방안도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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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처분을 대체하는 공법상 계약

향후 행정기본법(안)을 개정할 경우에는 이번에 들어가지 못한 행정처분을 대체하
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너무 성
급하게 추진할 것은 아니고, 향후 실무의 발전상황을 보면서 신중하게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처분을 대체하는 공법상 계약을 인정한다는 규정만 있
고, 어느 경우에 이러한 계약이 인정될 수 있을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계약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이를 실무안에서 제시되
었던 바와 같이 명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29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①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이하
“공법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
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
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갈음하
여 처분의 상대방이 될 자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처분의 사실적·법적 관계가 불명확하여 행정계약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우
2. 처분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세부 내용을 행정계약으로 확정하는 것이 더 합
리적인 경우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처분에 갈음하여 공법상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중 대통령령에 위임한 내

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대만 역시 행정계약의 유형을 전형화하려는 시도가
학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김병기 교수는 이러한 유형의 체계화와는 별론으로 행정계약의 유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이는 학설과 판례의 형성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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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일단 독일의 실무례를 반영하여 규정을 두고 추후 실무의 발전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보완해가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시행령의 반영방안은 다음과 같
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제○조(처분을 갈음하는 공법상 계약) 법 제29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처분을 갈음
하는 공법상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1. 해당 법령에서 처분과 계약 모두에 의해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
하고 있는 경우
2. (생략)

다. 공법상 계약의 무효

공법상 계약의 무효는 현재 일부무효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지만, 이에 관한 보
다 상세한 규정을 법률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현재 행정기본법(안)에는 공
법상 계약의 해지와 변경, 무효가 같은 조문에 위치하고 있는데 공법상 계약의 해지
와 변경을 한 조문으로 묶고, 무효는 다른 조문으로 분리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공법상 계약의 무효에 관한 제정안은 행정처분을 대체하는 공법상 계약의
개념이 도입된 경우를 전제로 할 경우 다음과 같이 안을 제시해볼 수 있다.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30조의 2(공법상 계약의 무효) ① 공법상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1.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8조부터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민법」에 따른 계약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처분을 갈음하는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는 대체되는 행정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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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법상 계약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라. 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지
공익적 사유로 인한 공법상 계약의 해지의 경우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변경 및 해지의 절차에 대한 위임규정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 계약상대방이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한 제정안은 다음과 같다.

행정기본법 제정안

제30조(공법상 계약의 변경ㆍ해지) ① 행정청 또는 계약 상대방은 공법상 계약이
체결된 후 중대한 사정이 변경되어 계속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신의성실
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 내용
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 시 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에게 매우 불공정할 경우에
는 행정청 또는 계약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을 이행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 공법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계약상대자가 공법상 계약
의 존속을 신뢰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공법상 계약의 변경 및 해지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제○조(행정계약의 변경 및 해지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공법상 계약의 변경 요구나 해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서면
으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미리 통
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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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보면 사정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변경, 공익적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만이 들어가 있고, 계약당사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나 계
약의 변경에 대한 규정은 들어가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자의 부분은 해
외법제에서도 행정절차법이나 일반행정법에서 일반적인 규정을 두기 보다는 민법의
준용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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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이상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입법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안 (현행 행정기본법(안)을 전제로 한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행정기본법(안)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공법상 계약의
방법 및 절차, 공법상 계약의 변경 및 해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
법 시행령에 추가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제시해보
면 다음과 같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제○조(공법상 계약의 방법 및 절차) ① 행정청이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
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및 내용
2. 이행기간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
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③ 행정청은 제3자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해당 계약의 목적, 내용 및 결과 등을 충분히 설명
하여야 하며, 제3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제3자는 해당 행정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해당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받은 행정청은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또는 협의가 필요한 공법상 계약은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또는 협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조(공법상 계약의 변경 및 해지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에 따른 공법상 계약의 변경 요구나 해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서
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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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청은 행정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2. 제2안 (행정기본법(안)의 개정방안 및 행정기본법 시행령(안)의 제정방안)

행정기본법(안)의 개정을 할 경우에는 처분에 갈음하는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을
넣고, 공법상 계약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지의 주체에 계약상대방도 포함시키며, 공
익적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한 손실보상의 규정을 추가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위임규정을 두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입법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행정기본법 개정안

제29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①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이하
“공법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
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
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에 갈음하
여 처분의 상대방이 될 자와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처분의 사실적·법적 관계가 불명확하여 행정계약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우
2. 처분과 관련된 권리·의무의 세부 내용을 행정계약으로 확정하는 것이 더 합
리적인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0조(공법상 계약의 변경·해지) ① 행정청 또는 계약 상대방은 공법상 계약이 체
결된 후 중대한 사정이 변경되어 계속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 내용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 시 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에게 매우 불공정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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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 또는 계약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을 이행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 공법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계약상대자가 행정계약의
존속을 신뢰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공법상 계약의 변경 및 해지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30조의2(공법상 계약의 무효)
① 공법상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1.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8조부터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민법」에 따른 계약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처분을 갈음하는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는 대체되는 행정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공법상 계약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률개정을 전제로 할 경우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의 내용은 제1안과
동일하게 하면서 처분에 갈음하는 행정처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해주는 내
용을 추가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제○조(처분을 갈음하는 공법상 계약) 법 제29조 제3항 제3호에 의한 처분을 갈음
하는 공법상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1. 해당 법령에서 처분과 계약 모두에 의해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
하고 있는 경우
2. (생략)

제○조(공법상 계약의 방법 및 절차) ① 행정청이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
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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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목적 및 내용
2. 이행기간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
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확정된다.
③ 행정청은 제3자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해당 계약의 목적, 내용 및 결과 등을 충분히 설명
하여야 하며, 제3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제3자는 해당 행정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해당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받은 행정청은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법령에 따라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또는 협의가 필요한 공법상 계약은
관계 행정청의 동의, 승인 또는 협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0조(공법상 계약의 변경 및 해지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공법상 계약의 변경 요구나 해지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서면
으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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